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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우리 상법은 사원의 책임과 내부조직이 유사한 인 회사 상호간과 물 회사 상호간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 간에만 조직변경을 인정하고 있다. 인 회사와 물 회사 

간의 조직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국 인 회사가 물 회사로 회사형태를 변경하려면 

기존의 인 회사를 해산하여 청산을 한 후에 새로운 물 회사를 설립하거나 는 기존

의 인 회사가 물 회사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가 기존의 인 회사를 흡

수합병할 수밖에 없다(이른바 ‘사실상의 조직변경’). 이 경우에 실제로는 회사의 법 형

태만 변경된 것이나 다름없지만, 그 차가 복잡하고 회사의 설립과 합병에 따른 비용 

 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독일 조직재편법이나 일본 회사법에서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응하여 기업의 

법 형태를 합하게 개편할 수 있도록 인 회사와 물 회사 간의 조직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우리 상법상 조직변경에 하여 살펴본 다음에, 일본 회사

법과 독일 조직재편법상의 조직변경에 한 입법례를 검토하고 이를 참고로 상법상 인

회사와 물 회사 간의 조직변경에 하여 사원  회사채권자의 보호를 한 조치와 

함께 ‘사실상의 조직변경’에 의한 것보다 간편한 차를 마련하는 입법방향을 제시하

다. 다만, 인 회사와 물 회사 간의 조직변경이 허용되더라도 주식회사를 선호하는 경

향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합명회사나 합자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가 

부분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상법에서는 입법론 으로 우선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에 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명회사 는 합자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게 되면 사원의 지 와 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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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 으로 변경되므로 조직변경에 한 주요사항을 기재한 조직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칙 으로 모든 사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되, 정 의 규정에 따라 다수결로 결의할 수

도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의 자본 과 련하

여 조직변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존하는 순재산액을 

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유한책임사원이 

주주로 되면 책임이 완화되므로 기존 회사채권자의 보호를 한 이의 차 규정이 필요

하다. 한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 종 의 사원

으로서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의 주주가 된 자는 본  소재지에서 조직변경의 등기를 하

기 에 생긴 회사채무에 하여는 등기 후 일정기간 종 의 사원으로서의 책임을 지도

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그 밖에 조직변경 후의 새로운 주식회사의 등기시 을 조

직변경의 효력발생시기로 명확히 규정하고, 조직변경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조직변경무

효의 소에 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주제어]  조직변경, 권리주체, 법인격의 동일성, 상법, 일본 회사법, 독일 조직재편법

transformation, legal entity, identity of legal personality, Commercial Act, Japanese 

     Company Act, German Reorganis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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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회사를 설립하는 자는 그 운 과 련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

여 최 의 회사형태를 선택한다. 그러나 회사의 존속 에 기업환경

의 변화에 따라 그 회사형태가 기업의 운 에 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회사를 둘러싼 경제 , 법률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사원

의 책임, 기 구성, 자 조달, 조세부담 는 사회  신용 등과 련

하여 기존의 회사형태가 경 에 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다 합

한 종류의 회사형태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경우에 기

존의 회사를 해산하고 청산을 한 후에 다른 형태의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경제 으로 는 세제상으로 매우 불리하고 번거롭다. 이 게 

번잡한 차와 비용의 부담을 회피하고 기업유지의 이념을 구 하기 

하여 회사가 간편한 차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법 형태

를 변경할 수 있도록 인정된 제도가 회사의 조직변경이다.1) 

상법상 회사의 조직변경이란 회사가 그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

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되는 것을 말한다. 조

직변경의 경우에는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회사의 동일성이 유

지되므로 권리의무의 이  없이 회사의 법 형태만 변경된다는 에

서, 회사가 소멸하고 다른 회사가 그 권리의무를 포 으로 승계하

는 합병과 다르다. 한 조직변경은 기존 회사의 법인격이 회사형태

의 변경 후에도 그 로 유지되는 에서, 새로운 법인격이 창설되는 

회사의 설립행 와 차이가 있다.2) 다만, 상법은 조직변경이 남용되는 

것을 막고 법률 계를 명확히 처리하기 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1) 정동윤, 상법(상)(제6 ), 법문사(2011), 937쪽.
2) 정동윤, 주석 상법 [회사(Ⅰ)](제5 ), 정동윤 편, 한국사법행정학회(2014), 
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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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만 조직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한 상법은 인 회사 상호간인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의 조직변경, 물 회사 상호간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조직변경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 간의 조직변경

만을 인정하고 있다(상법 제242조, 제269조, 제286조, 제287조의43, 제

604조, 제607조).3) 이와 같이 상법은 유사한 구조를 가진 회사 간에

만 조직변경을 허용하는 유사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4) 유사주의

를 채택한 것은 인 회사와 물 회사 간에는 사원의 책임과 내부조

직이 상 하여 양자 간의 조직변경을 하려면 복잡한 차규정이 필

요하므로, 결국 기존의 회사를 해산하고 그와 동시에 그 사원이 새로

운 회사를 설립하여 기존 회사의 업 부를 양수하는 방법(이른바 

‘사실상의 조직변경’)에 의한 것과 큰 차이가 없어서 굳이 인 회사와 

물 회사 간의 조직변경에 한 규정을 두어야 할 실익이 없다고 보

았기 때문이다.5)

그러나 상법상 인 회사와 물 회사 간의 조직변경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인 회사가 물 회사로 회사형태를 변경하려면 기존의 인 회

사를 해산하여 청산을 한 후에 새로운 물 회사를 설립하거나 는 기

존의 인 회사가 물 회사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가 기

3) 유한책임회사는 인 회사와 물 회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유한책임

회사와 물 회사인 주식회사 간의 조직변경을 허용한 것은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유한책임과 자본  등 물 회사의 요소를 시한 것이다[정찬형, 

상법강의(상)(제18 ), 박 사(2015), 485쪽 참조].

4) 우리 상법상 조직변경에서의 유사주의는 일본 상법을 계수한 데서 기인

한다. 일본 상법도 2005년 회사편을 분리하여 독립된 회사법이 제정되기 

이 까지 회사의 조직변경에 하여 유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다(受川環

大, “人的会社から物的会社への組織変更ードイツ組織再編法の検討を中心

としてー”, 国士舘法学 第33号, 2001, 3 ).

5) 日本 商法이 類似主義를 택한 이유에 하여는 西島梅治, 新版注釈会社
法(14) (有限 社), 上柳克郎ほか編, 有斐閣(1990), 499 ; 受川環大,  前

揭 論文, 3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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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인 회사를 흡수합병할 수밖에 없다.6) 실제로 법원은 “○○건

설합자회사가 그 목 , 주소, 표자 등이 동일한 주식회사인 원고 회

사를 설립한 다음 동 회사를 흡수합병하는 형식을 밟아 사실상 합자회

사를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효과를 꾀하 다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의 

회사조직변경으로 볼 수는 없다.”고 시하 다.7) 이 경우에 실제로는 

회사의 법 형태만 변경된 것이나 다름없지만, 조직변경으로 볼 수 없

고 형식 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합자회사를 흡수합병을 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 차가 복잡하고 회사의 설립과 합병에 따른 비용 

 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상법상 인 회사와 물 회사 간의 조직변경은 그 차규정

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 다고 하지만, 

인 회사와 물 회사 간의 합병은 차규정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조직재편 방법 의 한 가지로 인정되고 있다.8) 한 주요 외국의 

6) 권기범, 기업구조조정법(제4 ), 삼 사(2011), 567쪽.

7) 법원 1985. 11. 12. 선고 85 69 결.

8) 상법은 회사의 종류에 계없이 합병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상법 

제174조 제1항), 인 회사와 물 회사 간에 합병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

만, 인 회사인 합명회사 는 합자회사와 물 회사인 주식회사, 유한회

사 는 유한책임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존속회사 는 신설회사는 주

식회사, 유한회사 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한다(상법 제174조 제2항). 

이것은 주주나 유한책임사원이 합병으로 인하여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사원으로서 무한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한 것이다. 한 인

회사 간의 합병에 의하여 주식회사를 신설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사실

상 인 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것과 같은 법  효

과를 가져 온다. 일본에서도 회사법이 제정되기 이 에, 이와 같이 복수 

회사 간의 조직재편행 인 합병에 하여도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와 주식

회사 는 유한회사 간의 합병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단일회사의 종류변

경인 인 회사에서 물 회사로의 조직변경을 법률상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비 하는 견해가 있었다(受川環大, 前揭論文, 4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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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례를 보더라도 독일, 국  랑스 등에서 인 회사와 물 회

사 간의로 조직변경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9) 일본도 2005년에 제정

된 회사법에서 제도의 자유화의 일환으로10) 인 회사와 물 회사 간

의 조직변경을 인정하 다.11) 우리나라에서도 다수의 학자들이 입법

론 으로 인 회사와 물 회사 간의 조직변경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

고 한다.12) 인 회사와 물 회사 간의 조직변경에 하여 ‘사실상의 

조직변경’에 의한 것보다 법률상으로 간편한 차가 마련되고 사원 

 회사채권자의 보호를 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

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인 회사와 물 회사 간의 조직

변경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주식회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물 회사의 주주나 사원이 무한책임을 부담하

면서 인 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다. 따라서 

합명회사나 합자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가 부분

일 것이다. 특히 1998년과 2009년 상법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최

9) 1994년 독일 조직재편법(Umwandlungsgesetz)에서는 인 회사(합명회사, 

합자회사)가 물 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거나, 물 회사가 

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제214조 제1항, 제226조), 2006년 

국 회사법(Companies Act)에서도 유한책임회사가 무한책임회사로 조직

변경하는 것과 무한책임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것(제105조)

을 인정하며(제102조, 제105조), 2000년 랑스 상법(Code de commerce)도 

유한책임회사가 합명회사나 합자회사로 조직변경하거나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제223-43조, 제225-243조). 

10) 江頭憲治郎, 株式会社法(第6版), 有斐閣, 2016, 960 .

11) 2005년에 제정된 일본 회사법은 주식회사와 지분회사(합명회사, 합자회

사, 합동회사) 간의 조직변경을 허용하 다(제743조, 제746조, 제747조, 

제781조).

12) 권기범, 앞의 책, 566쪽; 노일석, 주석 상법 [회사(Ⅵ)](제5 ), 정동윤 
편, 한국사법행정학회(2014), 494쪽; 이철송, 회사법강의(제24 ), 박
사(2016), 134쪽; 정동윤, 앞의 상법(상), 9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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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제도가 폐지되고 자본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1인 는 2인의 이사만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와 감사의 설치 여부

도 자율화되었기 때문에, 소규모의 기업도 주식회사의 형태로 운 하

는 것이 용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법 으로 인 회사와 물 회사 간

의 조직변경이 허용되면, 그동안 주식회사의 엄격한 기 구조와 최

자본 제도 등으로 인하여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형태로 운 되던 

기업들도13) 간편하게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여 유한책임 등의 장

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우리 상법상 회사의 조직변경에 하여 

살펴본 다음에, 일본 회사법과 독일 조직재편법상의 조직변경에 한 

입법례를 검토하고 이를 참고로 하여 상법상 인 회사와 물 회사 

간의 조직변경에 한 입법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우리 상법상 회사의 조직변경

1. 개 설

우리 상법은 그 구조가 유사한 인 회사 상호간이나 물 회사 상

호간에만 조직변경을 인정하고, 인 회사와 물 회사 간에는 조직변

경을 허용하지 않는다. 조직변경을 하려면 인 회사 간의 조직변경이

든지 물 회사 간의 조직변경이든지 총사원 는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하다(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604조, 제607조). 조직변경에 의하

13) 2015년말 재 가동 인 회사의 총수 591,694개 가운데 합명회사가 811

개, 합자회사가 3,386개이다(2016년 국세통계연보, 표8-1-2). 한편 우윤

근 원의 요구( 2015. 6. 30. 요구서-684495 )에 따라 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2015. 7. 6. 기 ), 유효등기부수로 구분하여 합명회사는 

2,447개사, 합자회사는 14,907개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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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회사의 구조가 변경되고 사원의 책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 

회사채권자에게 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 차가 필요하다. 

특히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간의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자본충실

의 원칙을 철하기 하여 이사, 감사  사원(주주)에게 보책임

을 인정하고 있다(상법 제605조, 제607조).

2. 조직변경의 차

가. 합명회사에서 합자회사로의 조직변경

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일부 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

나 새로 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서 합자회사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상법 제242조 제1항). 총사원의 동의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

다. 합명회사의 사원이 1인으로 되어 해산한 경우에도 새로 유한책임

사원을 가입시켜 회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도 합자회사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상법 제242조 제2항). 새로 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 합

자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사원과 회사 사이에 입

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총사원의 동의를 요하지만, 

이 동의 에 입사계약에 한 동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14) 회사가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반

드시 정 변경도 하여야 하는데, 조직변경에 한 총사원의 동의 

는 1인의 잔존사원의 동의에는 정 변경에 한 동의(상법 제204조, 

제269조)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15)

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면서 일부 무한책임사원을 

14) 정동윤, 앞의 주석 상법 [회사(Ⅰ)](제5 ), 328쪽.
15) 권기범, 앞의 책, 5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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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사원으로 하면 그 만큼 담보가치가 감소된 것을 의미하므로 

회사채권자의 보호를 한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조직변경결의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으로 된 자는 본  소재지에서 조직변경의 등기

를 하기 에 생긴 회사채무에 하여 등기 후 2년 내에는 무한책임

사원의 책임을 져야 한다(상법 제244조). 

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 본 소재지에서는 2

주간 내, 지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합명회사의 해산등기, 합자회

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243조). 그러나 이때 해산등기

와 합자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는 것은 편의상 등기의 기술  처리를 

한 방편에 지나지 않고, 합명회사가 해산하고 합자회사가 설립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16) 

나. 합자회사에서 합명회사로의 조직변경

합자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유한책임사원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변

경하여 합명회사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상법 제286조 제1항). 

이는 당연히 무한책임사원들의 동의뿐 아니라 조직변경에 의하여 책

임이 가 되는 유한책임사원 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 유한책임사원 원이 퇴사한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 원의 동

의로 합명회사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상법 제286조 제2항). 만

약 합자회사에서 유한책임사원 원이 퇴사하여 무한책임사원 1인만 

남아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229조 제2항을 유추 용하여, 다른 무한책

임사원을 가입시켜 합명회사로의 조직변경을 수반하는 회사의 계속

이 가능하다고 본다.17) 합자회사에서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

16) 권기범, 앞의 책, 569～570쪽; 김건식/노 /천정훈, 회사법(제2 ), 박
사(2016), 876쪽; 김정호, 회사법(제4 ), 법문사(2015), 750쪽; 이철
송, 앞의 책, 135쪽; 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6731 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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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되어 합명회사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회사채권자에게 유리

하므로 회사채권자를 보호하는 차가 필요하지 않다. 

합자회사가 합명회사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 본 소재지에서는 2

주간 내, 지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합자회사의 해산등기를 하고, 

합명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286조 제3항).

다.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 는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

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동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써 그 조직

을 유한회사 는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상법 제604조 제1

항, 제287조의 43 제1항). 이 결의에서 정  기타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604조 제3항, 제287조의 44). 이때 총주

주의 동의를 하여 반드시 주주총회를 개최할 필요는 없고 개별

으로 주주 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조직변경의 결의가 있는 것

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18) 명문으로 ‘총회의 결의로’ 라고 

규정하 으므로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한다고 본다.19) 

17) 권기범 앞의 책, 571쪽.

18) 권기범, 앞의 책, 571쪽.

19) 독일 조직재편법상 조직변경에 한 결의는 반드시 지분소유자(사원)총회

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조직변경결의가 총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에 참

석하지 않는 사원에 한 동의는 외 으로 총회 밖에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조직재편법 제193조 제1항 제2문, 제217조 제1항 제1문, 제

225c조, 제233조 제1항). 이와 같이 ‘총회에서(in einer Versammlung)’라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강행규정이고 정 에 의하여도 변경할 

수 없으며, 서면동의나 다른 기 에 한 결의의 임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조직변경결의는 권리주체(회사)의 기 를 변경하는 결정으로서 지분

사유자(사원)총회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Drinhausen/Keinrath, 

in Henssler/Strohn, Gesell-schaftsrecht (BGB, HGB, PartGG, GmbG, 

AktG, UmwG, GenG, IntGesR), 2011, § 193 Rn. 2; Stengel, in 

Semler/Stengel, Umwandlungsgesetz, 3. Aufl. 2012, § 193 Rn.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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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의요건을 정 으로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총주

주의 일치에 의하여야 한다는 상법 제604조 제1항은 강행규정으로서, 

이 결의요건을 정 으로 완화할 수 없다고 본다.

유한회사 는 유한책임회사는 사채발행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

식회사가 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그 상환을 완료한 후에 유한회사

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상법 제604 제1항 단서, 

제287조의 44). 주식회사가 유한회사 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

을 하는 경우에 유한회사 는 유한책임회사의 자본 의 총액은 조

직변경 의 주식회사에 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액으로 하지 

못한다(상법 제604조 제2항, 제287조의 44). 조직변경 후에 유한회사 

는 유한책임회사에 존하는 순재산액이 자본의 총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조직변경결의 당시의 이사와 주주가 회사에 하여 그 부족

액을 연 하여 지 할 책임을 진다(상법 제605조 제1항, 제287조의 

44). 주식회사가 유한회사 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

우에는 채권자보호 차를 밟아야 한다(상법 제608조, 제232조, 제287

조의 44).

주식회사가 유한회사 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

는 본  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지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주

식회사의 해산등기, 유한회사 는 유한책임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

야 한다(상법 제606조, 제287조의 44). 그러나 이때에 주식회사의 해

산등기와 유한회사 는 유한책임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는 것은 유한

회사 는 유한책임회사의 등기기록을 새로 개설하는 방편일 뿐이고, 

주식회사가 해산하고 유한회사 는 유한책임회사가 설립되기 때문

이 아니다.20)

20) 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6731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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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한회사 는 유한책임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써,21) 그리고 유

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그 조직을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상법 제607조 제1항, 제287조의43 제2항). 다만 회사는 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

다(상법 제607조 제1항 단서, 제287조의 44). 이 결의에서는 정  기

타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제607조 제5항, 제604조 

제3항, 제287조의 44). 한 유한회사 는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

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요한다(상법 제607조 

제3항, 제287조의 44). 이것은 엄격한 주식회사의 설립 차를 잠탈하

는 것을 방지하기 한 것이다. 

조직변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유한회사 는 

유한책임회사에 존하는 순재산액을 과하지 못한다(상법 제607조 

제2항, 제287조의 44). 회사에 존하는 순재산액이 조직변경 시에 발

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조직변경결의 당시

의 이사, 감사와 사원은 회사에 하여 연 하여 그 부족액을 지 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607조 제4항, 제287조의 44). 유한회사 는 유한

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채권자보호 차를 

밟아야 한다(상법 제608조, 제232조, 제287조의 44). 조직변경에 이의

가 있는 회사채권자는 공고한 날 는 독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으면 조직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회사채권자가 조직변경에 이의를 제기하

21) 유한회사의 경우에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 차를 생략하고 사원

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총회의 개최 없이 개별 으로 조직변경에 

한 서면동의를 받아도 된다(상법 제573조, 제5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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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회사는 그 채권자에 해 변제ㆍ상당한 담보제공 는 상당한 재

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한다(상법 제603조, 제232조 제3항, 제287

조의 44). 특히 유한회사 는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에 한 등록질권

자는 주식회사에 하여 주권교부청구권이 있으며(상법 제607조 제5

항, 제340조 제3항, 제287조의 44) 종 의 지분에 하여 설정된 질권

은 물상 가 인정된다(상법 제607조 제5항, 제601조 제1항, 제287조

의 44). 유한회사 는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여

도 회사의 인격은 동일하기 때문에 회사채권자에게는 법률상 특별한 

변동이 없으나, 채무자인 회사의 경제  내용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는 유한책임회사의 계산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채권자의 채권

실행 가능성이 약화될 험이 있다. 

유한회사 는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

는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와 유한회사 는 유한책임회사의 해산등기

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607조 제5항, 제606조, 제287조의 44).

3. 조직변경의 효력발생

조직변경에 의하여 회사는 그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형태의 회사로 된다. 상법에 효력발생시기에 하여는 규정이 없으

나, 조직변경을 둘러싼 법률 계를 명확히 하기 하여 본 소재지에

서 조직변경의 등기를 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22) 합명회사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으로 된 자가 무

22) 통설: 권기범, 앞의 책, 576쪽; 김건식/노 /천정훈, 앞의 책, 876쪽; 김

정호, 앞의 책, 750쪽; 김홍기, 상법강의, 박 사(2015), 370쪽; 이철송, 

앞의 책, 135쪽; 장덕조, 상법강의, 박 사(2016), 266쪽; 정동윤, 앞의 

상법(상), 941쪽; 정찬형, 앞의 책, 488면; 최기원, 상법(상)(제19 ), 
박 사(2011), 1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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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책임을 지는 기간의 기산 을 합자회사가 본 에서 등기한 때를 

기 으로 하는 것은 등기 시에 조직변경의 효력이 발생함을 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23) 독일 조직재편법에서도 조직변

경의 등기 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조직재편

법 제202조 등).

4. 조직변경의 하자

회사의 조직변경에서 총사원 는 총주주의 동의에 의한 결의에 

하자가 있거나 채권자 이의 차를 밟지 않는 등 하자가 있는 경우의 

효력에 하여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24) 조직변경에 

하여는 등기부상으로 기존 회사의 해산등기  새로운 회사의 설

립등기를 하도록 하여 마치 회사의 설립과 같은 차를 규정하고 있

고, 회사와 다수의 이해 계인 간에 법률 계의 획일  처리를 요하

므로 조직변경의 하자에 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설립의 

무효ㆍ취소에 한 소의 규정을 용하여야 할 것이다.25) 조직변경

은 새로운 회사형태를 기 으로 하면 새로운 회사의 설립과 다름이 

23) 이철송, 앞의 책, 135쪽; 정동윤, 앞의 주석 상법 [회사(Ⅰ)](제5 ), 328쪽.
24) 조직변경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에 하여 상법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의 불비이므로 반드시; 명문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권기범, 앞의 책, 578쪽; 노일석, 앞의 책, 181쪽). 일본에서도 회사법 제

정 까지는 조직변경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에 하여 명문규정이 없었

으나, 2005년 회사법에서는 조직변경의 무효의 소에 한 규정을 신설하

다(회사법 제828조 제1항 제6호, 제2항 제6호). 한 독일 조직재편법

도 조직변경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에 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아울러 

법 하게 배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회사법 제195조, 202조).

25) 김정호, 앞의 책, 751쪽; 노일석, 앞의 책, 484쪽; 이철송, 앞의 책, 135쪽; 

최기원, 앞의 책, 1225쪽; 홍복기, 회사법(제4 ), 법문사(2016), 132쪽. 



法曹 2017․2(Vol.721)286

없기 때문이다. 조직변경의 무효 결이 확정되면 변경 후의 회사는 

설립무효의 경우와는 달리 해산에 하여 청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변경 의 회사로 복귀한다.26)

Ⅲ. 일본 회사법상 조직변경

1. 조직변경의 의의와 허용범

일본 상법은 2005년 회사법 제정 이 까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네 종류의 회사만을 

인정하 으며, 인 회사 상호간(일본 구상법 제113조, 제163조), 그리

고 물 회사 상호간에만(일본 구유한회사법 제64조, 제67조) 조직변

경을 인정하 었다. 그러나 일본은 회사법 제정 시에 유한회사를 폐

지하고27) 미국의 LLC를 모범으로 한 ‘합동회사’를 도입하 으며,28) 

주식회사를 제외한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합동회사를 모두 ‘지분회

사’로 규정하 다(회사법 제575조). 

일본 회사법상 조직변경이란 주식회사가 그 조직을 변경함으로써 

합명회사, 합자회사 는 합동회사로 되거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는 합동회사가 그 조직을 변경함으로써 주식회사로 되는 것을 뜻한

다(회사법 제2조 제26호).29) 이 규정은 조직변경의 실질  의의를 규

26) 권기범, 앞의 책, 577쪽; 이철송, 앞의 책, 135쪽.

27) 종래의 유한회사는 주식회사로 통합되어 특례유한회사로서 존속하게 되

었다(日本 社法整備法 제2조 제1항, 제3조 제2항).

28) 합동회사는 모든 사원이 정 에 기재한 출자액을 한도로 회사채권자에 

하여 간 인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회사로서 

자본 을 등기하여야 하며 설립등기 시까지 출자가 이행되어야 한다(회

사법 제576조 제4항, 제578조, 제580조 제2항, 제914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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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회사법상의 조직변경이 인정되는 회사

의 종류와 범 를 나타내는 것이다.30) 종래에 일본 상법이 인 회사 

상호간, 그리고 물 회사 상호간에만 조직변경을 인정한 것은 인 회

사와 물 회사 간에는 사원의 책임이  달라서 양자 간에 조직변

경을 하려면 복잡한 차를 요한다는  때문이었으나,31) 2005년 회

사법은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지분회사와 주식회사 간의 조직변경을 

인정하 다.32) 

주식회사와 합동회사 간의 조직변경을 인정한 이유는 설립 당시에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합동회사의 회사유형을 선택하 더라도 그 성장정

도 등의 실정에 따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할 필요가 있고, 한 주

식회사에서 합동회사로의 조직변경에 하여도 이를 법 으로 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들고 있다. 이에 하여 일본 구상법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합명회사 는 합자회사와 주식회사 간의 조직변경을 인정한 

이유는 합명회사에서 1인회사의 설립ㆍ존속이 인정되고(회사법 제575

조 제1항, 제641조 제4호 참조), 한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서도 법인

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되는 것이 인정된다는 (회사법 제576조 제1항 

제4호, 제598조 제1항 참조)에서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이용이 많아질 

것으로 망된다는 것을 들고 있다.33) 

29) 일본 회사법에서도 조직변경의 실질  의의에 하여는 회사가 그 법인

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

로 변경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악하는 입장이 여 히 타당하다고 한다

[遠藤美光, 会社法コンメンタール17(森本滋 編), 有斐閣(2010), 48 ].
30) 受川環大, “会社法上の組織変更の現状と課題”, 駒澤法曹(10号), 2014, 24 .

31) 西島梅治, 新版注釈会社法(14) (有限 社), 499  參照. 

32) 江頭憲治郞, 前揭書, 959 .

33) 相澤哲 編, 一問一答 新会社法(改訂版), 商事法務、2009, 180 ; 受川環大, 

前揭 “会社法上の組織変更の現状と課題”,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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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분회사 상호간에 회사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은 회사법상 조

직변경이 아니라 사원의 입사와 퇴사 는 책임의 변경에 한 정 변

경의 문제로 취 하고 있다(회사법 제638조). 그 이유는 지분회사의 내

부규율이 공통 이고, 사원의 책임만 다르므로, 지분회사 내에서 상호

간 종류의 변경은 회사의 종류에 합하게 정 으로 사원의 책임을 변

경하는 것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34)

그러므로 일본에서는 회사의 법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 주식회

사와 합명회사, 합자회사 는 합동회사 간에 조직을 변경하는 것은 

조직변경 차에 의하고, 합명회사, 합자회사  합동회사 간의 종류 

변경은 정 변경에 의하여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2. 주식회사에서 지분회사로의 조직변경

가. 개 요

주식회사가 지분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 주식회사는 법정

사항을 정한 조직변경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회사법 제743조). 그리

고 당해 주식회사는 조직변경계획의 비치개시일35)부터 효력발생일까

지 조직변경계획의 내용 등의 법정사항을 기재한 서면이나 자  기

록을 주주  회사채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본 에 비치하여야 한다

(회사법 제775조). 당해 주식회사는 조직변경계획에서 정한 효력발생

34) 江頭憲治郞. 前揭書, 959 ; 遠藤美光, 前掲書, 51 ; 神田秀樹, 会社法(第

15版), 弘文 、2013, 293 , 311 .

35) “조직변경계획 비치개시일”이란 ① 조직변경계획에 하여 조직변경을 

하는 주식회사의 총주주의 동의를 얻은 날과 ② 조직변경을 하는 주식

회사가 신주 약권을 발행한 때에는 신주 약권의 매수청구에 한 통

지일 는 공고일  빠른 날  ③ 채권자의 이의 차 개시일  빠

른 날을 말한다(회사법 제77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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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날까지 조직변경계획에 하여 총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회사법 제776조 제1항), 등록주식질권자  등록신주 약권질권자에

게 통지 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회사법 제776조 제2항, 제3항). 한 

당해 주식회사는 채권자의 이의 차를 밟아야 한다(회사법 제779조). 

주식회사에서 지분회사로의 조직변경은 조직변경계획에서 정한 효

력발생일(회사법 제744조 제1항 제9호)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회사법 

제745조), 회사는 그 날부터 2주간 이내에 본 의 소재지에서 조직변

경 의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와 조직변경 후의 지분회사의 설립등기

를 하여야 한다(회사법 제920조).

나. 조직변경계획의 작성

주식회사가 지분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사항을 정

한 조직변경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회사법 제743조 제1항). 법정사

항은 조직변경 후 지분회사의 조직과 체제 등에 한 사항, 조직변경 

시의 주주  신주 약권자에게 교부하는  등에 한 사항  

조직변경 차의 진행시기 등에 한 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조직변경을 하는 주식회사는 지분회사의 조직과 체제 등에 

한 사항으로서 ① 조직변경 후의 지분회사(이하 “조직변경 후 지분

회사”라고 한다)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는 합동회사인지 여부, ② 

조직변경 후 지분회사의 목 , 상호  본  소재지, ③ 조직변경 후 

지분회사의 사원의 성명, 명칭  주소, 사원이 무한책임사원 는 

유한책임사원인지 여부, 사원의 출자 가액, ④ 앞의 ②와 ③ 외에 조

직변경 후 지분회사의 정 에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회사법 

제744조 제1항 제1호～제4호). 

조직변경 시의 주주  신주 약권자에게 교부하는  등에 

한 사항으로는 조직변경 후 지분회사가 조직변경 시의 주식회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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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게 그 주식에 갈음하는  등을 교부하는 때에는 그 내용, 수, 

가액 는 그 산정방법, 사채의 종류  각 사채 액의 합계액 는 

그 산정방법  각 주주에 한 배당에 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회사법 제744조 제1항 제5호～제6호). 한 조직변경을 하는 주식회

사가 신주 약권을 발행한 때에는 조직변경 후 지분회사가 조직변경 

시 신주 약권의 신주 약권자에게 교부하는 신주 약권에 갈음하는 

의 액 는 그 산정방법  신주 약권자에 한 배당에 

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회사법 제744조 제1항 제7호～제8호). 그 

밖에 조직변경 차의 진행시기 등에 한 사항으로는 조직변경의 효

력발생일을 정하여야 한다(회사법 제744조 제1항 제9호).36)

앞의 ③에 따라 조직변경 후 지분회사가 합명회사인 때에는 조직

변경계획에 그 사원의 부를 무한책임사원으로 하는 뜻을 정하여야 

하고(회사법 제744조 제2항), 조직변경 후 지분회사가 합자회사인 때

에는 그 사원의 일부를 무한책임사원으로 하며 그 밖의 사원을 유한

책임사원으로 하는 뜻을 정하여야 한다(회사법 제744조 제3항). 그리

고 조직변경 후 지분회사가 합동회사인 때에는 그 사원의 부를 유

한책임사원으로 하는 뜻을 조직변경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회사법 

제744조 제4항).

조직변경을 하는 주식회사는 조직변경계획의 비치개시일부터 효력

발생일까지 조직변경계획의 내용 등의 법정사항을 기재한 서면이나 

자  기록을 본 에 비치하여야 한다(회사법 제775조 제1항). 당해 주

식회사의 주주  회사채권자는 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그 서면이

36) 일본 회사법에서는 회사가 조직변경계획서에서 정한 효력발생일에 조직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날부터 2주간 이내에 본 의 소재지에서 

조직변경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와 조직변경 후 지분회사의 설립등기

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회사법 제92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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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  기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 하고 그 

등본 는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회사법 제775조  제3항). 

다. 총주주의 동의

조직변경을 하는 주식회사는 효력발생일의 날까지, 조직변경계획

에 하여 총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회사법 제776조 제1항). 총

주주의 동의를 요하는 이유는 사원의 책임내용, 지분의 양도가능성, 

업무집행권한 등에서 그 지 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37) 총

주주의 동의를 얻는 방법에 하여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주

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체 주주로부터 개별

으로 동의를 얻는 방법도 가능하다.38) 한 총주주의 동의라는 요

건은 정 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할 수 없다.39)

라. 채권자의 이의 차

조직변경을 하는 주식회사는 채권자에 하여 채권자 이의 차를 

밟아야 한다(회사법 제797조). 그 이유는 주식회사가 합동회사로 조

직변경을 하면, 재무제표의 공고의무(회사법 제440조)가 없게 되고 

규모회사도 회계감사인을 둘 의무가 없게 되는(회사법 제328조) 등 

회사채권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40) 조직변경을 하

는 경우에 채권자 이의 차의 개시시기와 총주주의 동의를 얻는 시

37) 江頭憲治郎, 前揭書, 962 ; 遠藤美光, 会社法コンメンタール18(森本滋 編), 

有斐閣, 2010, 10 .

38) 遠藤美光, 前揭 会社法コンメンタール18(森本滋 編), 11 .

39) 遠藤美光, 前揭 会社法コンメンタール18(森本滋 編), 11 ; 細川充, 会社

法大系 第4巻(江頭憲治郎/門口正人 編), 青林書院, 2008, 35 .

40) 江頭憲治郎, 前揭書, 963 ; 遠藤美光, 前揭 会社法コンメンタール18(森

本滋 編), 19 .



法曹 2017․2(Vol.721)292

기 사이에 선후 계가 없기 때문에,41) 총주주의 동의를 얻기 에 

채권자 이의 차를 개시할 수도 있지만(회사법 제775조 제2항 참조),42) 

채권자 이의 차는 조직변경의 효력발생일의 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회사법 제745조 제6항).

마. 조직변경의 효력발생

조직변경을 하는 주식회사는 조직변경계획에서 정한 효력발생일에 

지분회사로 된다(회사법 제745조 제1항). 효력발생일에 정 의 변경을 

한 것으로 보며(회사법 제745조 제2항), 조직변경을 하는 주식회사의 

주주는 지분회사의 사원으로 된다(회사법 제745조 제3항). 한 조직변

경 후 지분회사가 조직변경 시에 조직변경을 하는 주식회사의 주주에

게 그 주식에 갈음하여 조직변경 후 지분회사의 사채를 교부하는 때에

는 그 주주는 효력발생일에 그 사채의 사채권자로 된다(회사법 제745

조 제4항). 그리고 조직변경을 하는 주식회사의 신주 약권은 효력발

생일에 소멸한다(회사법 제745조 제5항). 

회사는 그 효력발생일부터 2주간 이내에 본 의 소재지에서 조직

변경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와 조직변경 후 지분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회사법 제920조).

3. 지분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가. 개 요

지분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사항을 정한 

41) 相澤哲ほか編, 論点解説新会社法, 商事法務, 2006, 686 .

42) 遠藤美光, 前揭 会社法コンメンタール18(森本滋 編),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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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회사법 제743조, 제746조 제1항). 그

리고 지분회사는 조직변경계획에서 정한 효력발생일의 날까지 조직

변경계획에 하여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회사법 제781조 제1

항). 한 지분회사는 회사채권자보호 차를 밟아야 한다(회사법 제781

조 제2항, 제779조). 지분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은 조직변경

계획에서 정한 효력발생일에 조직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며(회사법 제

746조 제9호, 제747조),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는 효력발생일부터 2주 

이내에 본  소재지에서 변경  지분회사에 한 해산등기, 변경 후 

주식회사에 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회사법 제920조). 

나. 조직변경계획의 작성

조직변경을 하는 지분회사가 조직변경계획에 기재할 법정사항은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의 조직과 체제 등에 한 사항, 사원이 취득하

는 주식 등에 한 사항  조직변경 차의 진행시기 등에 한 사

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의 조직과 체제 등에 한 사항으로는 ① 조직

변경 후의 주식회사(이하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라고 한다)의 목 , 

상호, 본  소재지  발행 정주식총수, ② 의 ① 이외에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의 정 에서 정하는 사항, ③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의 이사

의 성명, ④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가 회계참여 설치회사인 경우에는 주

식회사의 참여회계의 성명 는 명칭과 감사 설치회사인 경우에는 조

직변경 후 주식회사의 감사의 성명  회계감사인 설치회사인 경우에

는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의 회계감사인의 성명 는 명칭 등을 정하여

야 한다. 

그리고 사원이 취득하는 주식 등에 한 사항으로는 조직변경을 하

는 지분회사의 사원이 조직변경 시에 취득하는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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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식의 종류  수 는 그 수의 산정방법  각 사원의 주식배정에 

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가 조직변경 시에 지

분회사의 사원에게 그 지분에 갈음하는  등을 교부하는 때에는 그 

내용, 수 는 그 산정방법   등의 배당에 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한 조직변경의 효력발생일도 정하여야 한다(회사법 제746조 

제1항). 의 ②와 련하여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의 정 에 하여 공

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회사법 제30조).43) 그 이유는 조직변

경이 회사의 종류변경을 가져오는 조직재편행 이며, 본질 인 설립행

가 아니기 때문이다.44) 

다. 총사원의 동의

지분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효력발생일의 

날까지 조직변경계획에 하여 원칙 으로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야 한다. 다만, 정 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회사법 제781조 제1항). 이것은 지분회사의 요 사항의 결정에 

한 통상 인 차(회사법 제637조)에 의한 동의가 가능하다는 것이

다.45) 따라서 정 으로 지분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

우에 조직변경계획의 승인에 하여 총사원의 과반수의 동의에 의한

다는 취지를 정할 수도 있다.46) 

라. 채권자의 이의 차

지분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에 하여도 주식회사에서 지

43) 江頭憲治郎, 前揭書, 964 .

44) 遠藤美光, 前揭 会社法コンメンタール17(森本滋 編), 64 .

45) 江頭憲治郎, 前揭書, 965 .

46) 受川環大, 前揭 “会社法上の組織変更の現状と課題”,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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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의 채권자 이의 차 규정이 용되고 

있다(회사법 제781조 제2항, 제779조). 다만, 지분회사의 특성에 따라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합동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

우에는 주식회사에서 지분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와 유사하다. 

그러나 합명회사나 합자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사원의 책임이 변경됨으로써 채권자에게 크게 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 외에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 는 자공고의 방법을 취함으

로써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하여 개별 인 최고를 생략할 수 없고, 반

드시 개별 인 최고를 하여야 한다(회사법 제781조 제2항, 제779조 제2

항, 제3항).47)

그런데 일본 회사법에서는 조직변경을 하는 지분회사의 채무에 하

여 사원의 책임의 계속 규정이 결여되어 있다는 을 비 하는 학자가 

있다. 지분회사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 사원의 책임은 모두 간 유한책임으로 환되기 때문에 

회사채권자를 해할 험이 크다. 따라서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에서 주

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 종 의 사원으로서 조직변경 후 주

식회사의 주주가 된 자는 본  소재지에서 조직변경의 등기를 하기 

에 생긴 회사채무에 하여 등기 후 2 년간 종 의 사원으로서의 책임

을 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한다.48)

마. 조직변경의 효력발생

지분회사가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계획에서 정한 효력

발생일에 주식회사로 된다(회사법 제747조 제1항). 그리고 조직변경을 

47) 遠藤美光, 前揭 会社法コンメンタール18(森本滋 編), 26～27 .

48) 受川環大, 前揭論文,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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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지분회사는 효력발생일에 정 을 변경한 것으로 보며, 지분회사의 

사원은 효력발생일에 주주로 된다(회사법 제747조 제2항, 제3항). 

한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가 조직변경 시에 조직변경을 하는 지분회

사의 사원에게 그 지분에 갈음하여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의 사채를 교

부하는 때에는 그 사원은 효력발생일에 그 사채의 사채권자로 되고, 그 

지분에 갈음하여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의 신주 약권을 교부하는 때에

는 그 사원은 효력발생일에 그 신주 약권의 신주 약권자로 되며, 그 

지분에 갈음하여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의 신주 약권부사채를 교부하

는 때에는 그 사원은 효력발생일에 신주 약권부사채에 한 사채의 사

채권자  신주 약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 약권의 신주 약권자로 

된다(회사법 제747조 제4항). 

회사는 그 효력발생일부터 2주간 이내에 본 의 소재지에서 조직변

경  지분회사의 해산등기와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

야 한다(회사법 제920조).

4. 조직변경의 하자  무효의 소

일본 회사법에서는 조직변경이 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의 

주주나 사원 등이 조직변경의 효력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조직변

경무효의 소를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조직변경의 

차에 하여 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의 효력이 

발생한 날에 조직변경을 하는 회사의 주주 등이나 사원 등이었던 

자49) 는 조직변경 후의 회사의 주주 등이나 사원 등, 산 재인 

49) 여기서 ‘주주 등’이란 주주, 이사 는 청산인 (감사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주주, 이사, 감사 는 청산인, 원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주주, 이사, 

집행임원 는 청산인)을 말하고, ‘사원 등’이란 사원 는 청산인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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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직변경에 하여 승인을 하지 않은 채권자는 조직변경의 효

력이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직변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회사법 제828조 제1항 제6호, 제2항 제6호). 

조직변경의 무효원인으로는 조직변경 후의 정 에 무효사유가 있

는 경우, 조직변경 후 자본 의 계상 등이 법한 경우, 조직변경계

획을 총주주 는 총사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 법정의 조직변경계획 

등에 한 서면 등의 미비치ㆍ부실기재가 있는 경우, 신주 약권 매

수청구 차의 불이행이나 채권자 이의 차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등

이다.50) 

조직변경의 무효 결에 하여는 세  효력이 있으며, 조직변경

을 무효로 하는 결이 확정되면 조직변경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회사법 제838조, 제839조). 회사는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

하면서 변경 의 회사로 복귀하게 된다.

5. 정 변경에 의한 지분회사의 종류 변경

가. 지분회사 간의 종류변경의 유형

합명회사는 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키는 정 의 변경에 의하여 합

자회사로 되고, 그 사원의 일부를 유한책임사원으로 하는 정 의 변

경에 의하여 합자회사로 되며, 그 사원의 부를 유한책임사원으로 

하는 정 의 변경에 의하여 합동회사로 된다(회사법 제638조 제1항). 

한 합자회사는 그 사원의 부를 무한책임사원으로 하는 정 의 

변경에 의하여 합명회사로 되고, 그 사원의 부를 유한책임사원으로 

한다(회사법 제828조 제2항). 

50) 江頭憲治郎, 前揭書, 9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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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정 의 변경에 의하여 합동회사로 된다(회사법 제638조 제2항). 

그리고 합동회사는 그 사원의 부를 무한책임사원으로 하는 정 의 

변경에 의하여 합명회사로 되고, 무한책임사원을 가입시키는 정 의 

변경이나 그 사원의 일부를 무한책임사원으로 하는 정 의 변경에 

의하여 합자회사로 된다(회사법 제638조 제3항).

한편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퇴사함으로써 그 합자회사에 무한

책임사원만이 존재하게 된 경우에 그 합자회사는 합명회사로 되는 정

변경을 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퇴사함

으로써 그 합자회사에 유한책임사원만이 존재하게 된 경우 그 합자회

사는 합동회사로 되는 정 변경을 한 것으로 본다(회사법 제639조).

나. 종류 변경의 차

지분회사의 정 변경은 정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회사법 제637조). 지분회사의 종류를 변

경하는 때에는 변경 의 회사의 해산등기  변경 후의 회사의 설립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일본 상업등기법 제104조～제106조, 

제113조, 제122조). 지분회사 간의 종류변경의 효력발생에 한 명문 

규정은 없다. 다만, 합명회사, 합자회사에서 합동회사로의 종류변경을 

한 정 변경은 해당 정 변경을 하는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사원이 

해당 정 변경 후의 합동회사에 한 출자와 련된 납입 는 부의 

부 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그 정 변경은 그 납입 는 

부가 완료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회사법 제640조 제1항).

다. 책임이 변경된 사원에 한 특칙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분회사와 주식회사 간의 조직변경은 

기 구조  사원의 지분에 한 근본 인 변경이 발생하므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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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계획의 작성이나 채권자 이의 차 등이 요구된다. 

그러나 지분회사 내에서의 회사의 종류변경은 이러한 차가 요구

되지 않고 정 변경의 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지분회사의 종류변

경에서 변경 의 지분회사의 채권자보호는 사원의 책임이 변경된 경

우에 한 특칙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즉,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

임사원으로 된 경우에는 그가 무한책임사원으로 되기 에 발생한 지

분회사의 채무에 하여도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변제책임을 부담한다

(회사법 제583조 제1항). 유한책임사원(합동회사의 사원을 제외한다)

이 출자의 가액을 감소한 경우에도 그 유한책임사원은 그 사실의 등

기를 하기 에 발생한 지분회사의 채무에 하여는 종 의 책임의 

범  내에서 변제책임을 부담한다(회사법 제583조 제2항). 무한책임사

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 된 경우에도 유한책임사원으로 된 자는 그 사

실의 등기를 하기 에 발생한 지분회사의 채무에 하여는 무한책임

사원으로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회사법 제583조 제3항).

6. 일본 회사법의 특징과 시사

일본 회사법상 조직변경은 종래 구상법상 회사의 조직변경보다 그 

허용범 를 확장하 을 뿐만 아니라 그 차와 법  규제도 합리화

하 다.51) 일본에서 회사법이 제정되기 이 에는 인 회사(합명회사

ㆍ합자회사)와 물 회사(주식회사ㆍ유한회사) 간의 조직변경을 허용

하지 않았으나, 회사법 제정 시에 주식회사가 그 조직을 변경함으로

써 합명회사, 합자회사 는 합동회사로 되거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는 합동회사가 그 조직을 변경함으로써 주식회사로 되는 것을 허

51) 受川環大, 前揭 “会社法上の組織変更の現状と課題”,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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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 다. 다만, 합명회사, 합자회사  합동회사 상호간에 회사의 형

태를 변경하는 것은 조직변경으로 보지 않고 정 변경에 의한 회사

의 종류변경으로 규정하고 있다(회사법 제638조). 그러므로 일본 회

사법상 모든 회사는 조직변경 는 정 변경의 방법으로 상호간에 

법 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회사의 조직변경과 정 변경에 의한 회사 종류변경의 차이 을 보

면,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조직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나 총

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회사채권자의 보호 차를 밟아야 하며, 

조직변경의 등기는 형식상으로 조직변경  회사의 해산등기와 조직

변경 후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에 하여 지분회사의 정

변경에 의한 회사 종류의 변경은 기존 사원의 책임을 변경하거나 

일부 사원을 가입시키고 이에 한 정 변경의 결의  등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합명회사, 합자회사  합동회사 간에 회사형태의 변경

은 정 변경의 차에 의하여 조직변경 차보다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정 변경에 의한 회사 종류의 변경은 원칙 으로 총사원

의 동의를 요한다. 이것은 사원의 지 와 책임이 변경되기 때문이다. 

종래에 구상법에는 조직변경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학설과 례에 의존하 으나, 회사법에서는 조직변

경 무효의 소를 명문으로 규정하 다.

Ⅳ. 독일 조직재편법상 조직변경

1. 독일의 조직변경에 한 법제

독일에서 조직변경에 한 제도는 조직재편법52)에 의하여 규율되

고 있는데, 이 법은 1994년 10월 28일에 제정되어 1995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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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되고 있다. 1994년 조직재편법은 종래에 1969년의 “조직변경법”, 

1965년의 “주식법”, 1959년의 “회사재산에 의한 자본증가  유한회사

의 합병에 한 법률”, “ 동조합법”,  “보험감독법” 등의 법률에 산

재해 있던 기업의 조직재편에 한 규정들을 단일법으로 통합하 다. 

조직재편법은 합병, 분할, 재산양도  조직변경의 네 가지 조직재편 

방법에 하여 정하고 있으며,53) 조직재편의 주체를 회사 는 기업

으로 한정하지 않고 권리주체(Rechtsträger)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

다.54) 이에 따라 인 회사, 물 회사, 보험주식회사 등의 회사뿐만 아

니라 자연인(물 회사의 단독사원), 민법상 조합, 사단, 재단, 개인상

52) 독일 조직재편법의 번역과 역자해제  우리 상법상 조직재편 규정과의 

비교는 이형규 역, 독일 조직재편법, 법무부(2014), 참조.
53) 1994년의 독일 조직재편법이 제정되기 까지 ‘조직변경’을 “Umwandlung”

이라고 표 하 으나, 조직재편법(Umwandlungsgesetz)에서는 “Formwechsel 

(직역하면, 형태변경)”이라는 용어로 변경하 다. 조직재편법상 Umwandlung

은 합병(Verschmelzung), 분할(Spaltung), 재산양도(Vermögensübertragung) 

 조직변경(Formwechsel)을 포함하는 상 개념으로서 조직재편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Raiser/Veil, Recht der Kapitalgesellschaften, 5. Aufl. 2010, 

S. 591; Semler/Stengel, Umwandlungsgesetz, Einleitung A Rn. 2, 3).

54) 동법안의 이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권리주체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이 법안은 권리주체에 한 다양한 종류의 조직재편을 규율 상으로 

한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거의 모든 조직재

편의 경우에 권리주체가 법 , 경 학  의미에서 기업을 하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개별 인 사례에서 

련된 법  형태에 연계되어 있는 행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  거

래에서 나타나는 “법  단일체(juristische Einheit)”가 조직재편과정에 

참가하는지의 여부가 요하다. 그러므로 동법안은 이 법  단일체에 

하여 ‘권리주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특별한 경우에 권리주체

가 사실상 기업을 하는지 여부에 하여 문제가 되는 때에는 이것

은 법문에서 밝히게 된다. 이 경우에 “권리주체(Rechtsträger)”는 지

까지 독일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권리의 완 한 소유자(Vollinhaber 

eines Rechts)로 이해된다”(Begründung zum UmwG, BR-Drucksache 

75/94, S.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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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동조합, 상호보험회사, 동조합조직의 회계감사단체, 공법상의 

단체나 조물, 지방공공단체와 그 연합 등이 조직재편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것은 기업을 하는 법 주체에게 법 으로 다양한 조직

재편의 가능성을 열어 놓음으로써, 경제환경의 변화에 응하여 기업

의 법 형태를 합하게 개편할 수 있도록 하기 한 것이다.55) 

독일 조직재편법은 제5편에서 조직변경(Formwechsel)에 하여 규

정하고 있으며(제190조∼제304조), 제1장에서 조직변경이 인정되는 모

든 권리주체에게 공통 으로 용되는 총칙 규정(제190조∼제213조)

을 두고, 제2장에서 인 회사, 물 회사, 등기 동조합 등 각 권리주체

에게 개별 으로 특유하게 용되는 특칙 규정(제214조∼제304조)을 

두고 있다. 여기서는 조직변경의 모든 주체에 하여 공통 으로 용

되는 총칙 규정과 인 회사인 합명회사와 합자회사가 물 회사로 조

직변경을 하는 경우에 용되는 특칙 규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조직변경에 한 총칙

가. 조직변경의 의의와 주체

독일 조직재편법은 조직변경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동법 

제190조에 의하여 조직변경이란 권리주체의 법  동일성을 유지하면

서, 권리주체의 법 형태를 다른 법 형태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이해

된다.56) 조직재편법에 규정된 조직재편의 종류 에서 합병, 분할,  

재산양도의 경우에는 하나의 권리주체로부터 다른 권리주체로 재산

(권리의무)의 이 이 이루어지는 데,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재산의 이

55) 상세한 것은 이형규 역, 앞의 책, 284～297쪽 참조.

56) Drinhausen/Keinrath, in Henssler/Strohn, Gesellschaftsrecht, § 190 Rn. 

6; Stengel, in Semler/Stengel, Umwandlungsgesetz, § 190 R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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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 다르다.57) 한 조직변경의 기본  

특징은 법 형태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권리주체의 법 ·경제  동일

성이 계속 유지된다.

조직재편법은 다양한 권리주체에 하여 폭넓게 조직변경을 허용

하고 있다.58) 즉, 조직변경을 할 수 있는 권리주체는 인 회사(합명

회사, 합자회사), 트 십회사, 물 회사(유한회사, 주식회사, 주식합

자회사), 등기 동조합, 권리능력이 있는 사단, 상호보험회사 는 공

법상 단체와 조물이다. 그리고 조직변경 후의 새로운 법 형태가 

될 수 있는 권리주체는 민법상 조합, 인 회사와 트 십회사, 물

회사 는 등기 동조합이다. 해산한 권리주체의 경우에도 기존의 법

형태로 계속할 것을 결의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조직변경이 가능하

다(조직재편법 제191조). 이와 같이 독일에서는 인 회사인 합명회사

나 합자회사와 물 회사인 유한회사나 주식회사나 는 주식합자회

사 간의 조직변경뿐만 아니라 물 회사가 민법상의 조합이나 등기 

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조직재편법에 의하여 인 회사는 물 회사 는 등기 동조

합의 법 형태로만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조직재편법 제214조 제1

항). 따라서 조직재편법에 의하여는 인 회사가 다른 법 형태의 인

회사로 조직변경을 할 수 없지만, 조직재편법 외에 상법의 규정에 

따라 합자회사에서 합명회사로 는 합자회사에서 합명회사로 조직

변경을 할 수 있다. 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사원의 일부를 유한

57) Sagasser, in Sagasser/Bula/Brünger, Umwandlungen (Verschmelzung, 

Spaltung, Formwechsel, Vermögensübertragung), 4. Aufl. 2010, § 26 

Rn. 4.; Stengel, in Semler/Stengel, Umwandlungsgesetz, § 190 Rn. 4. 

58) 다만 제191조에서는 조직변경을 할 수 있는 권리주체를 한정 으로 열거하

고 있다(Drinhausen/Keinrath, in Henssler/Strohn, Gesellschaftsrecht,, § 

191 Rn. 1; Stengel, in Semler/Stengel, Umwandlungsgesetz, § 191 R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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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사원으로 변경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키는 정 의 변경에 

의하여 합자회사로 되고, 합자회사는 모든 유한책임사원을 무한책임

사원으로 변경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모두 퇴사시키는 정 의 변경

에 의하여 합명회사로  될 수 있다(독일 상법 제105조, 제161조 참

조).59) 한 물 회사는 민법상의 조합, 인 회사, 합동회사, 다른 물

회사 는 등기 동조합의 법 형태로만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조직재편법 제226조).

나. 조직변경의 차

조직변경은 3단계로 진행된다. 먼  비단계에서는 조직변경보고

서와 조직변경결의 안 작성 등 조직변경의 비와 공고를 하여야 

하고, 제2단계인 결의단계에서는 지분소유자에 의한 조직변경의 결의

가 필요하다. 그리고 제3단계인 실행단계에서는 등기부에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등기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60) 

우선 조직변경을 하는 권리주체의 표기 은 조직변경과 지분소

유자의 향후 지분참가 등에 하여 법 으로 경제 으로 설명하고 

그 이유를 밝힌 상세한 조직변경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직변경

결의안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조직재편법 제192조 제1항). 그러

나 조직변경에서는 오직 하나의 권리주체만 계되기 때문에 요구되

는 서류도 합병이나 분할의 경우보다 덜 복잡하다. 특히 2007년 4월 

19일의 “조직재편법의 제2차 개정을 한 법”에 의하여 제192조 제2

59) Drinhausen/Keinrath, in Henssler/Strohn, Gesellschaftsrecht, § 214 Rn. 

7; Stengel, in Semler/Stengel, Umwandlungsgesetz, § 214 Rn. 34; 

Sagasser, in Sagasser/Bula/Brünger, Umwandlungen, § 25 Rn.7;  

Windbichler, Gesellschaftsrecht, 23. Aufl. C.H.Beck, 2013. S. 513.

60) Drinhausen/Keinrath, in Henssler/Strohn, Gesellschaftsrecht, § 190 Rn. 

6; Stengel, in Semler/Stengel, Umwandlungsgesetz, § 190 R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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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규정되었던 재산명세서(Vermögensaufstellung)에 한 의무가 

삭제되었다.61) 1인의 지분소유자만이 조직변경을 하는 권리주체로 

참가하고 있거나 모든 지분소유자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표시

에 의하여 그 작성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조직재편법 제192조 제2항). 

조직변경을 하려면 지분소유자의 조직변경결의가 필요하며, 그 결

의는 오직 지분소유자총회에서만 할 수 있다(조직재편법 제193조 제

1항 제1문). 이와 같이 ‘총회에서(in einer Versammlung)’라고 명문으

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강행규정이고 정 에 의하여도 변경할 

수 없으며, 서면동의나 다른 기 에 한 결의의 임도 허용되지 않

는다. 조직변경결의는 권리주체(회사)의 기 를 변경하는 결정으로서 

지분사유자(사원)총회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62) 다만, 조

직변경결의가 총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에 참석하지 않는 사원에 

한 동의는 외 으로 총회 밖에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조직재편법 제193조 제1항 제2문, 제217조 제1항 제1문, 제225c조, 

제233조 제1항). 조직변경을 하는 권리주체의 지분양도에 하여 개

별 인 지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

야 조직변경결의의 효력이 발생한다(조직재편법 제193조 제2항). 

조직변경결의에서는 권리주체가 조직변경에 의하여 취득할 법 형

61) Drinhausen/Keinrath, in Henssler/Strohn, Gesellschaftsrecht, § 190 Rn. 

12. 제2차 조직재편법개정법에 의하여 조직재편법 제192조 제2항의 재

산명세서(Vermögensaufstellung)에 한 의무가 삭제되기 에는 조직

변경보고서에 조직변경을 하는 권리주체의 자산  채무에 하여 보고

서의 작성기일에 실가를 기재한 재산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었다.

62) Drinhausen/Keinrath, in Henssler/Strohn, Gesellschaftsrecht, § 193 Rn. 

2; Bärwaldt, in Semler/ Stengel, Umwandlungsgesetz, § 193 Rn.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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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조직변경 후의 새로운 법 형태인 권리주체의 명칭 는 상호, 

지분소유자가 조직변경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는 입사하는 무한책

임사원에게 부여되어야 할 지분 는 사원의 지 의 수, 종류  범

, 노동자  그 표자에 한 조직변경의 효과  그 한도 내에서 

정해진 조치 등에 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조직재편법 제194조).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 조직재편법에서는 조직변경결의의 효력에 

한 소송도 규정하고 있다. 즉 조직변경결의의 효력에 한 소송은 결

의 후 1개월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다만 조직변경결의에서 특정지

분이 조직변경 후 새로운 법 형태의 권리주체에 하여 하게 

낮게 산정되었다거나 사원의 지 가 조직변경을 하는 권리주체의 지

분 는 사원의 지 에 하여 충분한 가가 아니라는 것을 소송의 

이유로 할 수는 없다(조직재편법 제195조).63)

조직변경에 하여는 조직변경 후의 새로운 법 형태에 용되는 설

립에 한 규정이 용된다(조직재편법 제197조). 조직변경을 하는 권

리주체는 등기부에 권리주체의 새로운 법 형태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조직재편법 제198조). 등기신청서에는 조직변경결의의 의사록, 각 

지분소유자의 동의표시, 조직변경보고서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조직재

편법 제199조). 새로운 법 형태의 권리주체는 원칙 으로 기존에 사

용한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조직변경을 하는 회사의 법 형태

63) 이것은 조직변경결의와 련하여 조직변경 후 새로운 권리주체에 한 

지분소유자의 지분산정이나 보상의 정성에 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이에 한 소송으로 조직변경의 효력발생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

하기 한 규정이다.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지분소유자에 한 지분산정

이나 보상의 정성(조직재편법 제196조 는 제212조)에 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2003년에 제정된 “회사법상의 심사 차의 신질서에 

한 법률(Spruchverfahrensneuordnungsgesetz)에 따라 법원의 사후심

사 차를 통하여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Bärwaldt, in Semler/ 

Stengel, Umwandlungsgesetz, § 195 R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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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내는 부가  표지는 권리주체가 기존에 사용한 상호를 계속 유

지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조직재편법 제200조).

다. 조직변경의 효력발생

조직변경은 등기부에 새로운 법 형태를 등기함으로써, 다음과 같

은 효력이 발생한다.64) 첫째, 조직변경을 하는 권리주체는 조직변경결

의에서 정해진 법 형태로 존속한다.65) 둘째, 조직변경을 하는 권리주

체의 지분소유자는 새로운 법 형태에 용되는 규정에 의하여 권리

주체에 참가한다. 조직변경을 하는 권리주체의 지분 는 사원의 지

에 한 제3자의 권리는 이를 체하는 새로운 법 형태의 권리주체

의 지분 는 사원의 지 에 하여 존속한다. 셋째, 조직변경결의  

경우에 따라 필요한 각 지분소유자의 동의표시 는 포기표시에 한 

공증인의 인증의 하자는 치유된다(회사법 제747조 제1항). 조직변경의 

하자는 새로운 법 형태 는 새로운 법 형태의 권리주체의 등기부

상의 등기의 효력에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회사법 제747조 제3항).

라. 채권자  특별권리자의 보호

조직변경을 하는 권리주체의 채권자가 조직변경등기의 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청구권을 원인과 액을 붙인 서면으로 신고한 경

우에,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에 하여 담

64) 조직변경 후의 새로운 회사에 한 등기에 의하여 생기는 조직변경의 

효력은 창설  효력을 가지며, 강행법  규정이다(Kübler, in Semler/ 

Stengel, Umwandlungsgesetz, § 202 Rn. 5).

65) 조직변경 후에 권리주체의 법  동일성이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그 법 형

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지 가 열악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직재편

법 제204조에서 담보제공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Kübler, in Semler/ 

Stengel, Umwandlungsgesetz, § 202 Rn. 13, § 204 R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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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 권리는 조직변경에 의하여 채권회수

가 태롭게 된 것을 채권자가 소명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채권자에

게는 등기의 공고 시에 이 권리에 하여 알려주어야 한다(조직재편

법 제204조, 제22조). 그리고 조직변경을 하는 권리주체에 있어서 의

결권이 없는 권리의 소지인, 특히 의결권이 없는 지분, 환사채, 이

익참가부사채  향익권의 소지인에게는 조직변경에 의한 새로운 권

리주체에 있어서 동등한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조직

재편법 제204조, 제23조).

마. 임원의 손해배상의무

조직변경을 하는 권리주체의 임원( 표기 의 구성원  감사기

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감사기 의 구성원)은 연 채무자로서 권

리주체, 그 지분소유자 는 채권자가 조직변경을 통하여 입은 손해

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다만, 권리주체의 재산상태를 검사한 때나 

조직변경계획을 작성할 때에 주의의무를 다한 기 의 구성원은 배상

의무가 면제된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새로운 법 형태의 등기공고일부

터 5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조직재편법 제205조). 이 손해배

상청구권은 특별 리인에 의하여만 주장될 수 있다. 새로운 법 형태

의 권리주체의 소재지를 할하는 법원은 조직변경을 하는 권리주체

의 지분소유자 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특별 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조직재편법 제205조).

3. 인 회사의 조직변경에 한 특칙

가. 인 회사의 조직변경 가능성

인 회사(합명회사 는 합자회사)는 조직재편법에 의한 조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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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를 근거로 물 회사(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는 유한회사) 

는 등기 동조합의 법 형태로만 될 수 있다(조직재편법 제214조 제

1항).66) 조직변경을 하는 회사의 모든 사원이 업무집행권한을 가지는 

경우에는 조직변경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조직재편법 제215

조). 조직변경을 하는 회사의 표기 은 업무집행에서 배제된 모든 

사원에게 늦어도 조직변경결의를 하여야 할 사원총회의 소집과 동시

에, 의안으로서 조직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직변경보고서와 

교부 제안을 송부하여야 한다(조직재편법 제216조).

나. 조직변경의 차

조직변경결의는 출석한 모든 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67) 출석

하지 않은 사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다만 조직변경을 하는 회사의 

정 으로 사원의 다수결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 다수결은 어도 사

원의 의결권의 4분의 3의 다수결이어야 한다(조직재편법 제217조 제1

항). 주식합자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이 회사에서 무한책

임사원의 지 를 갖게 될 모든 사원의 동의를 하여야 한다(조직재편

법 제217조 제3항).

66) 1969년의 조직변경법에서도 인 회사가 유한회사, 주식회사 는 주식

합자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이 법에 의하면, 인

회사가 물 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 인 회사가 물 회사를 

설립하고 재산을 포 승계에 의하여 물 회사에 이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Schlitt, in Semler/Stengel, Umwandlungsgesetz, § 214 Rn. 

5). 이를 ‘설립형 조직변경(errichtende Umwandlung)’이라고 한다. 이에 

하여 1994년의 조직재편법은 모든 유형의 조직변경을 법 형태의 변

경에 의하도록 규정하 기 때문에 종래보다 조직변경의 차가 히 

간편하게 되었다.

67) 조직변경에 한 의결은 반드시 사원총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조직재

편법 제193조 제1항 제1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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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결의에서는 조직변경에 의하여 유한회사, 주식회사 는 

주식합자회사로 되는 회사의 정 도 확정되어야 한다. 구성원에 의한 

정 의 서명은 필요하지 아니하다(조직재편법 제218조 제1항). 주식

합자회사로 되는 조직변경결의에서는 어도 조직변경을 하는 회사

의 사원 1인이 주식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참가하거나 어도 

1인의 무한책임사원이 입사한다는 것을 정하여야 한다(조직재편법 

제218조 제2항).

다. 자본의 확보

실질 인 자본의 확보를 하여 조직변경에 의한 유한회사, 주식회

사 는 주식합자회사의 자본 은 조직변경을 하는 회사의 채무를 

공제한 후의 자산을 과할 수 없다(조직재편법 제220조 제1항). 유

한회사로나 주식회사 는 주식합자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의 

설립보고서에서는 조직변경을 하는 회사의 기존 업경과와 상황도 

설명하여야 한다(조직재편법 제220조 제2항). 그리고 주식회사 는 

주식합자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인에 의한 설립검사

를 받아야 하고, 주식법 제52조 제1항의 사후설립에 하여 정해진 2

년의 기간은 조직변경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진행된다(조직재편법 제

220조 제3항).

라. 무한책임의 존속기간과 기간제한

조직변경을 하는 회사의 채무로 인하여 조직변경 시에 상법 제128

조에 의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에게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회사

채권자의 청구권에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조직재편법 제224조 제1

항). 사원은 조직변경 후 5년을 경과하기 에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

하고 그로 인한 청구권이 그 사원에 하여 민법 제197조 제1항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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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내지 제5호에 게기된 종류로 확정되었거나 법원 는 행정 청에 

의하여 강제집행행 가 실행되거나 청구된 때에는 그 채무에 하여 

책임을 진다(조직재편법 제224조 제2항). 이 기간은 새로운 회사형태

의 등기가 공고된 날부터 진행된다(조직재편법 제224조 제3항).

4. 독일 조직재편법의 특징과 시사

독일 조직재편법은 회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권리주체에 하여 폭

넓게 조직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인 회사인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와 

물 회사인 유한회사나 주식회사나 는 주식합자회사 간의 조직변

경뿐만 아니라 물 회사가 민법상의 조합이나 등기 동조합으로 조

직변경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 합명회사 는 합자회사의 조직변경

결의는 원칙 으로 모든 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만, 정 의 규정

에 따라 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의 다수결로 결의할 수도 있다(조

직재편법 제217조 제1항). 조직변경결의에서는 조직변경에 의한 새로

운 회사의 정 도 확정되어야 한다(조직재편법 제218조 제1항). 조직

변경에 의한 유한회사, 주식회사의 자본 은 조직변경을 하는 회사의 

채무를 공제한 후의 자산을 과할 수 없고 검사인에 의한 설립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조직재편법 제220조). 조직변경 후 새로운 법 형태

를 등기함으로써 조직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조직재편법 제202조). 

채권자보호와 련하여 조직변경에 의하여 채권회수가 태롭게 

된 것을 소명한 경우에만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하도록 하고 있다

(조직재편법 제204조, 제22조). 조직변경 주체의 임원에 하여 연

채무자로서 권리주체, 그 지분소유자 는 채권자가 조직변경을 통하

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도록 하고(조직재편법 제205조). 조

직변경을 하더라도 조직변경 당시의 무한책임사원에 하여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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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에 한 채권자의 청구권에 향을 미치지 않으며, 조직변경 후 

5년 내에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에 하여 책임을 진다(조직재편법 

제224조). 

Ⅴ. 상법상 인 회사와 물 회사 간의 조직변경에 한 입법론

우리 상법은 내부조직과 사원의 책임이 유사한 인 회사 상호간과 

물 회사 상호간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 간에만 조직변경을 인

정하고 있다. 인 회사와 물 회사 간에는 내부조직과 사원의 책임이 

상이하므로 양자 간에 조직변경을 하려면 복잡한 차규정이 필요하

여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상법상 인 회사와 물 회사 간의 합병은 차규정의 복잡

성에도 불구하고 허용되는 데 하여, 인 회사와 물 회사 간의 조

직변경은 그 차규정의 복잡성을 이유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은 논

리 으로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다. 한 독일 조직재편법이나 일본 

회사법에서는 인 회사와 물 회사 간의 조직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독일 조직재편법은 경제환경의 변화에 응하여 기업의 법 형

태를 합하게 개편할 수 있도록 회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권리주체

에 하여 폭넓게 조직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상법도 독

일 조직재편법이나 일본 회사법과 같이 인 회사와 물 회사 간의 

조직변경에 하여 ‘사실상의 조직변경’에 의한 것보다 간편한 차

를 규정하고 사원  회사채권자의 보호를 한 충분한 장치를 마련

하여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인 회사와 물 회사 간의 조직변경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합명회사나 합자

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가 부분일 것이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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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주주나 사원이 무한책임을 부담하면서 인 회사로 조직변경

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주식회사의 최

자본 제도가 폐지되고 자본 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이사

회와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므로, 소규모의 기업도 주식회사의 형태

로 운 하는 것이 용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법 으로 인 회사와 물

회사 간의 조직변경이 허용되면, 그동안 주식회사의 엄격한 기 구

조와 최 자본 제도 등으로 인하여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형태로 

운 되던 기업들도 간편하게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여 유한책임 

등의 장 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상법에서는 입법

론 으로 우선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에 

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우리 상법이 합명회사 는 합자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의 조직변경을 허용하기 하여 규정하여야 할 사항을 독일 조직재

편법이나 일본 회사법을 참고로 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합명회사 

는 합자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원

의 지 와 지분이 근본 으로 변경되므로 조직변경에 한 주요사항

을 기재한 조직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칙 으로 모든 사원의 동의

를 얻도록 하되, 정 의 규정에 따라 다수결로 결의할 수도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68) 다만, 다수결에 의하여 조직변경

68) 일본에서는 지분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 원칙 으로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정 에 다른 정함을 둘 수 있으므로(회

사법 제781조 제1항), 정 에 조직변경계획의 승인에 하여 총사원의 

과반수의 동의에 의한다는 취지를 정할 수도 있다. 독일 조직재편법에

서도 인 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결의는 원칙 으로 출석한 모

든 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조직변경을 하는 회사의 정 으로 사원

의 다수결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다만 투표한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다수결이어야 한다(조직재편법 제217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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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의에 반 하는 사원에게 지분매수청구권

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의 자본 과 련하

여 조직변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존

하는 순재산액을 과하지 않아야 하며, 회사에 존하는 순재산액이 

조직변경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조직

변경결의 당시의 사원은 연 하여 회사에 그 부족액을 지 할 책임

을 지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합명회사나 합자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 회사

채권자에 하여 직  연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이나 유한책임

사원이 간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주주가 되므로 기존 회사의 채권

자 보호를 한 이의 차 규정이 필요하다.69) 한 합명회사나 합자

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 종 의 사원으로서 조직

변경 후 주식회사의 주주가 된 자는 본  소재지에서 조직변경의 등

기를 하기 에 생긴 회사채무에 하여는 등기 후 2년간 종 의 사

원으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70) 그 밖에 조직

69) 일본 회사법에서는 합명회사나 합자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 채권자 이의 차와 련하여 보 외에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

법 는 자공고의 방법을 취하더라도,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하여는 

반드시 개별 인 최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회사법 제781조 제2항, 

제779조 제2항, 제3항). 한편 독일의 경우에는 조직변경을 하는 권리주

체의 채권자가 조직변경등기의 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조직

변경에 의하여 채권회수가 태롭게 된 것을 채권자가 소명한 경우에만 

회사가 담보제공을 하도록 하고 있다(조직재편법 제204조, 제22조).

70) 우리 상법 제244조에서는 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조직변경을 함으로써 

합명회사의 사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 된 경우에는 본 에서 조직변경 

등기를 하기 에 생긴 회사채무에 하여 등기 후 2년간 무한책임사원

으로서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독일 조직재편법상 사원은 조직

변경 후 5년을 경과하기 에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고 그로 인한 청구권

이 그 사원에 하여 민법 제197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게기된 종류



比 法硏究 315

변경의 효력발생시기를 명확히 하기 하여 조직변경 후의 새로운 

주식회사의 등기시 을 조직변경의 효력발생시기로 규정하고,71) 조직

변경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제소권자, 무효원인  무효 결의 효력 

등 조직변경무효의 소에 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72)

로 확정되었거나 법원 는 행정 청에 의하여 강제집행행 가 실행되거나 

청구된 때에는 그 채무에 하여 책임을 진다(조직재편법 제224조 제2항). 

71) 독일 조직재편법 제202조 제2항 참조. 그러나 일본 회사법상 지분회사

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은 조직변경계획에서 정한 효력발생일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회사법 제746조 제9호, 제747조).

72) 일본 회사법에서는 법한 조직변경에 하여 회사의 주주나 사원 등

이 조직변경의 효력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조직변경무효의 소를 제

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회사법 제828조 제1항 제6호, 제2항 제6

호, 제838조, 제839조), 한편 독일 조직재편법에 의하면 조직변경결의의 

효력에 한 소송은 결의 후 1개월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다만, 조직

변경결의에서 지분산정이나 교부 산정의 부 정성은 결의무효소송의 

이유로 할 수 없다(조직재편법 제1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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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Eine Betrachtung über den Formwechsel der Gesellschaft

 Lee, Hyeong-Kyu*

Der Formwechsel stellt eine Änderung der Rechtsform bestimmter 

Rechtsträger bei Wahrung der rechtlichen Identität dar, ohne dass ein 

Vermögensübergang stattgefunden hat. Der Formwechsel ist im 

Koreanischen Handelsgesetzbuch, im Japanischen Gesesellschatsgesetz und 

im Deutschen Umwandlungsgesetz unterschiedlich geregelt.

Im Koreanischen Handelsgesetzbuch sind Gesellschaften einschliesslich 

der formwechselnden Umwandlung geregelt, die fünf Rechtsformen der 

oHG, der KG, der AG, der GmbH und von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sind. Nach dem Koreanischen Handelsgesetzbuch ist nur der 

Formwechsel zwischen Personengesellschaten oder zwischen Kapital- 

gesellschaften möglich, aber zwischen Personengesellschaften und 

Kapitalgesellschaften nicht möglich.  

Nach dem neuen Japanischen Gesellschaftsgesetz von 2005 bedeutet der 

Formwechsel, dass ein Typus von der Anteilsgesellschaften(oHG, KG oder 

LLC) in eine Aktiengesellschaft oder eine Aktiengesellschaft in ein Typus 

von der Anteilsgesellschaften umgewandelt wird. Durch den Formwechsel 

kann eine Aktiengesellschaft in eine oHG, in eine KG oder in eine LLC 

umgewechselt werden, bzw. eine oHG, eine KG oder eine LLC in eine 

Aktiengesellschaft umgewechselt werden, Damit ist der Formwechsel 

zwischen der Rechtsform der Personnengesellschaft und derjenigen der 

* Professor, School of Law Hanyang University



比 法硏究 317

Kapitalgesellschaft zugelassen. Aber die Änderung der Rechtsform zwischen 

Anteilsgesellschaften nicht durch den Formwechsel, sondern durch die 

Änderung des Gesellschaftsvertrags erfolgen, da die Regelungen über 

inneren Gesellschaftsverhältnisse gleich sind und nur  über die Haftungen  

der Gesellschafter unter- schiedlich sind. 

In Deutschland wurden die rechtliechen Rahmenbedingungen für die 

Umstrukturierung von Unternehmen durch das Umwandlungsgesetz von 

1994 wesentlich verändert. So eröffnet das Umwandlungsgesetz eine 

Vielzahl neuer Umwandlungsmöglichkeiten durch die Einbeziehung von 

Rechtsträgern, denen erleiterte Umwandlungsmöglichkeiten bis dahin 

verschlossen waren. Nach dem Umwandlungsgesetz ist der Formwechsel 

zwischen der Rechtsform der Personnengesellschaft und derjenigen der 

Kapitalgesellschaft zugelassen. Der Formwechsel einer Personen- 

gesellschaft in eine andere Rechtsform der Personengesellschaft  kann nicht 

nach den Regeln des Umwandlungsgesetz, sondern nach den allgemeinen 

Vorschriften erfolgen (z.B. Formwechsel einer KG in eine OHG durch 

Änderung des Gesellschaftsvertrags), 

Im Unterschied zu dem japanischen Gesellschaftsgesetz und dem 

deutschen Umwandlungsgesetz ist der Formwechsel zwischen der 

Rechtsform der Personnengesellschaft und derjenigen der Kapital- 

gesellschaft im koreanischen Handelsgesetzbuch nicht  zugelassen. Um die 

Gestaltungsmöglichkeiten beim Formwechsel zu verbessern, soll der 

Formwechsel zwischen Personnengesellschaften und Kapitalgesellschaften 

gesetzlich in Korea eingefür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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