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법 」
[시행 2015.7.1.] [법률 제04517호, 2015.06.15., 개정]
(민국 104년 06월 15일)

□ 개 요
이 법은 1929년 12월 07일(민국 18년 12월 07일)에 제정되
어 총 25회에 걸쳐 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회사의 정의와 유형,
외국회사와 등기 및 인허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총 9장
449조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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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무한회사
유한회사
양합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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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외국회사
회사의 등기 및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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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章 總則

제1장 총칙

第一條 公司之定義
第二條 公司種類
第三條 公司住所
第四條 外國公司
第五條 主管機關
第六條 公司成立要件
第七條 公司登記之查核簽證
第八條 公司負責人
第九條 應收股款股東未實際繳納
之處罰
第十條 命令解散
第十一條 裁定解散
第十二條 登記之效力
第十三條 公司轉投資之限制
第十四條 刪除
第十五條 貸款之限制
第十六條 公司為保證人之限制
第十七條 特許之業務
第十七條之一 廢止登記
第十八條 名稱專用
第十九條 未登記而營業之限制
第二十條 年終查核
第二十一條 平時業務之檢查
第二十二條 帳表查核之方法
第二十三條 負責人應負違反及損
害賠償之責
第二十四條 解散公司之清算
第二十五條 清算中之公司
第二十六條 清算中之營業
第二十六條之一 撤銷或廢止登記

제1조 회사의 정의
제2조 회사의 유형
제3조 회사의 주소
제4조 외국회사
제5조 주관기관
제6조 회사의 설립요건
제7조 회사등기의 심사와 증서
제8조 회사 책임자
제9조 주식대금 수수 주주가 납부
하지 아니한 데 대한 벌칙
제10조 해산의 명령
제11조 해산 재정
제12조 등기의 효력
제13조 회사 투자전환의 제한
제14조 삭제
제15조 대출의 제한
제16조 회사의 보증인을 위한 제한
제17조 특별허가의 업무
제17조의1 등기의 폐지
제18조 명칭의 전용
제19조 미등기 영업의 제한
제20조 연말심사
제21조 일상 업무의 조사
제22조 장부 심사의 방법
제23조 책임자가 마땅히 부담하여
야 하는 위반 및 손해배상의 책임
제24조 해산회사의 청산
제25조 청산 중의 회사
제26조 청산 중의 영업
제26조의1 등기의 철회 또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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之準用
第二十六條之二 公司名稱得為他
人申請核准使用之情形
第二十七條 政府或法人為股東時
代表權之行使及限制
第二十八條 公告方法
第二十八條之一 送達方法
第二十九條 經理人
第三十條 經理人之消極資格
第三十一條 經理人之職權
第三十二條 經理人競業之禁止
第三十三條 遵守決議之義務
第三十四條 經理人之損害賠償責任
第三十五條 刪除
第三十六條 經理權之限制
第三十七條 刪除
第三十八條 刪除
第三十九條 刪除

의 준용
제26조의2 회사명칭을 타인이 사
용을 신청할 수 있는 정황
제27조 정부 또는 법인이 주주일
경우의 대표권의 행사 및 제한
제28조 공고방법
제28조의1 송달방법
제29조 경영인
제30조 경영인의 소극적 자격
제31조 경영인의 직권
제32조 경영인 경업의 금지
제33조 결의 준수의 의무
제34조 경영인의 손해배상책임
제35조 삭제
제36조 경영권의 제한
제37조 삭제
제38조 삭제
제39조 삭제

第二章 無限公司
第一節 設立
第四十條 股東之限制與章程之訂
立
第四十一條 無限公司之章程內容

제2장 무한회사
제1절 설립
제40조 주주의 제한과 정관의 설
립
제41조 무한회사 정관의 내용

第二節 公司之內部關係
第四十二條 內部關係
第四十三條 股東之出資
第四十四條 債權抵作股本
第四十五條 執行業務權
第四十六條 業務執行之方法
第四十七條 章程之變更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제42조 내부관계
제43조 주주의 출자
제44조 채권과 주식의 상쇄
제45조 업무집행권
제46조 업무집행의 방법
제47조 정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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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四十八條 不執行業務股東之監
督權
第四十九條 報酬
第五十條 償還與賠償請求權
第五十一條 執行業務之確保
第五十二條 業務執行之依據
第五十三條 挪用公款
第五十四條 競業之限制
第五十五條 出資之轉讓

제48조
권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第三節 公司之對外關係
第五十六條 代表公司之股東
第五十七條 代表權限
第五十八條 代表權之限制
第五十九條 雙方代表之禁止
第六十條 股東連帶清償責任
第六十一條 新入股東之責任
第六十二條 表見股東之責任
第六十三條 盈餘分派
第六十四條 抵銷之禁止

제3절 회사의 대외관계
제56조 회사를 대표하는 주주
제57조 대표의 권한
제58조 대표권의 제한
제59조 쌍방 대표의 금지
제60조 주주의 연대상환책임
제61조 신입주주의 책임
제62조 주주의 책임
제63조 잉여배당
제64조 상쇄의 금지

第四節 退股
第六十五條 聲明退股
第六十六條 法定退股
第六十七條 除名
第六十八條 姓名之停止使用
第六十九條 退股之結算
第七十條 退股股東之責任

제4절 주식의 반환
제65조 주식반환의 신청
제66조 법정 반환
제67조 제명
제68조 성명의 사용 중지
제69조 반환의 결산
제70조 주식반환 주주의 책임

第五節 解散、合併及變更組織
第七十一條 解散之事由
第七十二條 公司合併

제5절 조직의 해산, 합병 및 변경
제71조 해산 사유
제72조 회사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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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비집행 주주의 감독
보수
상환과 배상청구권
업무집행의 보장
업무집행의 근거
공금의 유용
경업의 제한
출자의 양도

第七十三條
第七十四條
第七十五條
第七十六條
第七十七條
第七十八條
任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임

公司合併之程序
通知與公告之效力
權利義務之概括承受
變更組織
合併規定之準用
變更組織後股東之責

회사의 합병절차
통지와 공고의 효력
권리의무의 승계
조직의 변경
합병규정의 준용
조직 변경 후 주주의 책

第六節 清算
第七十九條 清算人
第八十條 清算之繼承
第八十一條 選派清算人
第八十二條 清算人之解任
第八十三條 清算人之聲報
第八十四條 清算人之職務
第八十五條 清算人之代表公司
第八十六條 代表權之限制
第八十七條 清算人之檢查財產完
結清算與答覆詢問
第八十八條 催報債權
第八十九條 聲請宣告破產
第九十條 分派財產之限制
第九十一條 賸餘財產之分派
第九十二條 結算表冊之承認
第九十三條 清算完結之聲報
第九十四條 文件之保存
第九十五條 清算人之注意義務
第九十六條 連帶責任之消滅
第九十七條 清算人之委任關係

제6절 청산
제79조 청산인
제80조 청산의 승계
제81조 청산인의 파견
제82조 청산인의 해임
제83조 청산인의 신청
제84조 청산인의 직무
제85조 청산인의 회사의 대표
제86조 대표권의 제한
제87조 청산인의 재산청산의 완
료 질의에 대한 답변
제88조 채권의 최고
제89조 파산 선고의 신청
제90조 재산분배의 제한
제91조 잔여 재산의 분배
제92조 결산장부의 승인
제93조 청산완결의 신고
제94조 문건의 보존
제95조 청산인의 주의 의무
제96조 연대책임의 소멸
제97조 청산인의 위임 관계

第三章 有限公司
第九十八條 有限公司之組成

제3장 유한회사
제98조 유한회사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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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九十九條 有限責任
第一百條 資本總額
第一百零一條 有限公司之章程
第一百零二條 股東表決權
第一百零三條 股東名簿之備置及
其內容
第一百零四條 股單
第一百零五條 股單之製作
第一百零六條 資本增減與組織變
更
第一百零七條 變更組織之通知公
告及債務承擔
第一百零八條 執行業務之機關
第一百零九條 不執行業務股東之
監察權
第一百十條 表冊之編造
第一百十一條 出資之轉讓
第一百十二條 盈餘公積之提出
第一百十三條 變更章程、合併、
解散、清算之準用規定

제99조 유한책임
제100조 자본총액
제101조 유한회사의 정관
제102조 주주의결권
제103조 주주명부의 배치 및 내
용
제104조 주식 증서
제105조 주식 증서의 제작
제106조 자본증감과 조직과의 변
경
제107조 조직변경의 통지공고 및
채무의 부담
제108조 업무집행 기관
제109조 업무를 집행하지 않은
주주에 대한 감찰권
제110조 장부의 편성
제111조 출자의 양도
제112조 잉여 적립금의 제출
제113조 정관의 변경, 합병, 해산,
청산의 준용규정

第四章 兩合公司
第一百十四條 兩合公司組織與股
東責任
第一百十五條 無限公司
第一百十六條 章程之內容
第一百十七條 有限責任股東之出
資限制
第一百十八條 有限責任股東之監督權
第一百十九條 有限責任股東之出
資轉讓
第一百二十條 競業禁止責任之免除

제4장 양합회사
제114조 양합회사의 설립과 주주
의 책임
제115조 무한회사
제116조 정관의 내용
제117조 유한책임주주의 출자제
한
제118조 유한책임주주의 감독권
제119조 유한책임주주의 출자
양도
제120조 경업금지책임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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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百二十一條
東之責任
第一百二十二條
公司之禁止
第一百二十三條
資之繼承
第一百二十四條
第一百二十五條
第一百二十六條
第一百二十七條

表見無限責任股 제121조 무한책임주주의 책임
業務執行及代表 제122조
의 금지
退股之限制與出 제123조
의 승계
退股
제124조
除名
제125조
解散與變更組織
제126조
清算人
제127조

업무 집행 및 회사대표
주식반환의 제한과 출자
주식의 반환
제명
조직의 해산과 변경
청산인

제5장 주식유한공사
제1절 설립
제128조 발기인의 제한
제128조의1 정부 또는 법인 주주
제129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
항
제130조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
항
제131조 설립의 발기
제132조 모집의 발기
제133조 공개모집의 신청
제134조 주식대금 대리수수의 증명
제135조 비준의 불허 또는 철회
의 정황
제136조 비준 철회의 효력
제137조 주식모집 정관
제138조 주식청약서의 비치
제139조 납부 의무
제140조 주식발행가격
제141조 주식대금의 납부독촉
제142조 주식대금의 지급 지연

第五章 股份有限公司
第一節 設立
第一百二十八條 發起人之限制
第一百二十八條之一 政府或法人股東
第一百二十九條 章程之絕對應載
事項
第一百三十條 章程之相對應載事
項
第一百三十一條 發起設立
第一百三十二條 募集設立
第一百三十三條 公開募股之申請
第一百三十四條 代收股款之證明
第一百三十五條 不予或撤銷核准
之情形
第一百三十六條 撤銷核准之效力
第一百三十七條 招股章程
第一百三十八條 認股書之備置
第一百三十九條 繳款義務
第一百四十條 股票發行價格
第一百四十一條 催繳股款
第一百四十二條 延欠股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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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百四十三條 創立會之召集
第一百四十四條 創立會之決議及程序
第一百四十五條 發起人之報告義務
第一百四十六條 選任董、監事及
檢查人
第一百四十七條 創立會之裁減權
第一百四十八條 連帶認繳義務
第一百四十九條 公司損害賠償請求權
第一百五十條 公司不能成立時發
起人之責任
第一百五十一條 創立會之權限
第一百五十二條 撤回認股
第一百五十三條 股份撤回之限制
第一百五十四條 股東之有限責任
第一百五十五條 發起人之連帶賠
償責任

제143조 창립회의 소집
제144조 창립회의 결의 및 절차
제145조 발기인의 보고 의무
제146조 이사, 감사 및 조사인의
선임
제147조 창립회의 삭감권
제148조 연대납부의 의무
제149조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
제150조 회사의 설립불능 시 발
기인의 책임
제151조 창립회의 권한
제152조 응모의 철회
제153조 주식철회의 제한
제154조 주주의 유한책임
제155조 발기인의 연대배상책임

第二節 股份
第一百五十六條 股份與資本
第一百五十七條 特別股
第一百五十八條 特別股之收回
第一百五十九條 特別股之變更與
其股東會
第一百六十條 股份共有
第一百六十一條 股票發行之時期
﹙一﹚
第一百六十一條之一 股票發行之
時期﹙二﹚
第一百六十二條 股票之製作
第一百六十二條之一 股票之發行
第一百六十二條之二 無實體發行
第一百六十三條 股份轉讓

제2절 주식
제156조 주식과 자본
제157조 특별주
제158조 특별주의 회수
제159조 특별주의 변경과 그 주
주회의
제160조 주식의 공유
제161조 주식발행의 시기(一)
제161조의1 주식발행의 시기(二)
제162조 주식의 제작
제162조의1 주식의 발행
제162조의2 무실체 발행
제163조 주식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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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百六十四條 記名及不記名股
票轉讓
第一百六十五條 股東名簿
第一百六十六條 無記名股票
第一百六十七條 股份之收回、收
買及收質
第一百六十七條之一 公司收買股
份
第一百六十七條之二 員工認權憑
證
第一百六十七條之三 公司股份轉
讓員工之轉讓限制
第一百六十八條 股份之銷除
第一百六十八條之一 公司為彌補
虧損之處置
第一百六十九條 股東名簿應記載
事項

제164조 기명 및 무기명주식의
양도
제165조 주주명부
제166조 무기명주주
제167조 주식의 회수, 수매 및 수
질
제167조 주식의 회수, 수매 및 수
질
제167조의1 회사가 수매한 주식
제167조의2 직원 청약증빙
제167조의3 회사주식의 직원양도
의 제한
제168조 주식의 철회
제168조의1 회사의 손실보충의
처치
제169조 주주명칭을 기재해야 하
는 사항

第三節 股東會
第一百七十條 股東會之種類與召
集之期限
第一百七十一條 股東會之召集
第一百七十二條 股東會召集之程
序
第一百七十二條之一 股東常會議
案之提出
第一百七十三條 少數股東請求召
集
第一百七十四條 決議方法
第一百七十五條 假決議
第一百七十六條 無記名股東出席
股東會

제3절 주주회
제170조 주주회의 유형과 소집기
한
제171조 주주회의 소집
제172조 주주회의 소집 절차
제172조의1 주주상무회의 의안의
제출
제173조 소수주주의 소집요청
제174조 해결방법
제175조 가결의
제176조 무기명 주주의 주주회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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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百七十七條 委託代理人出席
第一百七十七條之一 表決權行使
方式
第一百七十七條之二 意思表示
第一百七十七條之三 召開股東會
及相關資料公告
第一百七十八條 表決權行使之迴
避
第一百七十九條 表決權之計算
第一百八十條 股份數表決權數
第一百八十一條 政府或法人為股
東時之表決權行使
第一百八十二條 延期或續行集會
第一百八十二條之一 主席之產生
及議事規則之訂定
第一百八十三條 議事錄之作成與
保存
第一百八十四條 股東會之查核權
第一百八十五條 營業政策重大變
更
第一百八十六條 少數股東請求收
買權
第一百八十七條 收買股份之價格
第一百八十八條 股份收買請求權
之失效
第一百八十九條 決議之撤銷
第一百八十九條之一 法院駁回撤
銷決議之請求
第一百九十條 撤銷登記
第一百九十一條 股東會決議之無
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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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 대리인 출석 위탁
제177조의1 표결권의 행사방식
제177조의2 의사의 표시
제177조의3 주주회의 개최 및 관
련 자료의 공고
제178조 표결권 행사의 회피
제179조 표결권의 계산
제180조 주주의 수의 표결권수
제181조 정부 또는 법인이 주주
일 시의 표결권의 행사
제182조 연기 또는 집회의 속행
제182조의1 주석의 선출 및 의사
규칙의 제정
제183조 의사록의 작성과 보존
제184조 주주회의 심사권
제185조 영업정책의 중대한 변경
제186조 소수 주주의 매입권 청
구
제187조 주식매입의 가격
제188조 주식 매매청구권의 실효
제189조 결의의 철회
제189조의1 법원의 결의철회 기
각의 청구
제190조 철회 등기
제191조 주주회 결의의 무효

第四節 董事及董事會
第一百九十二條 董事之選任
第一百九十二條之一 董事選舉
第一百九十三條 董事之責任
第一百九十四條 股東制止請求權
第一百九十五條 董事之任期
第一百九十六條 董事報酬
第一百九十七條 董事股份轉讓限
制
第一百九十七條之一 董事股份設
定或解除質權之通知義務暨表決權
行使之限制
第一百九十八條 董事選任方式
第一百九十九條 董事解任
第一百九十九條之一 董事改選及
提前解任之原則
第二百條 解任董事之訴
第二百零一條 董事補選
第二百零二條 董事會職權
第二百零三條 董事會召集程序
第二百零四條 召集通知
第二百零五條 董事之代理
第二百零六條 董事會決議
第二百零七條 議事錄
第二百零八條 董事長常務董事
第二百零八條之一 臨時管理人
第二百零九條 不競業義務
第二百十條 章程簿冊之備置
第二百十一條 虧損之報告及破產
之聲請
第二百十二條 對董事訴訟
第二百十三條 公司董事訴訟之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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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이사 및 이사회
제192조 이사의 선임
제192조의1 이사선거
제193조 이사의 책임
제194조 주주의 청구제지권
제195조 이사의 임기
제196조 이사의 보수
제197조 이사주식양도의 제한
제197조의1 이사주식의 설정 또
는 질권해제의 통지의무 및 표결
권 행사의 제한
제198조 이사선임방식
제199조 이사의 해임
제199조의1 이사의 보선 및 사전
해임의 원칙
제200조 이사 해임의 소
제201조 이사 보선
제202조 이사회 직권
제203조 이사회 소집절차
제204조 소집의 통지
제205조 이사의 대리
제206조 이사회 결의
제207조 의사록
제208조 이사장 상무이사
제208조의1 임시관리인
제209조 경업 금지의무
제210조 정관장부의 비치
제211조 손해의 보고 및 파산의
신청
제212조 이사에 대한 소제기
제213조 회사 이사소송의 대표

表
第二百十四條
董事訴訟
第二百十五條
償

제214조 소수 주주청구의 이사에
少數股東請求求對 대한 소송
제215조 대표소송의 손해배상
代表訴訟之損害賠

第五節 監察人
第二百十六條 監察人選任
第二百十六條之一 公司監察人選
舉準用規定
第二百十七條 監察人之任期
第二百十七條之一 監察人全體解
任
第二百十八條 監察人之檢查業務
權
第二百十八條之一 董事報告業務
第二百十八條之二 監察權
第二百十九條 監察人之查核表冊權
第二百二十條 監察召集股東會
第二百二十一條 監察權之行使
第二百二十二條 兼職禁止
第二百二十三條 監察人代表公司
第二百二十四條 監察人責任
第二百二十五條 對監察人訴訟
第二百二十六條 董監連帶責任
第二百二十七條 監察人之準用
第六節 會計
第二百二十八條 會計表冊之編造
第二百二十九條 表冊之備置與查
閱
第二百三十條 會計表冊之承認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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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감찰인
제216조 감찰인의 선임
제2016조의1 회사감찰인의 선거
준용규정
제217조 감찰인의 임기
제217조의1 감찰인 전체의 해임
제218조 감찰인의 업무조사권
제218조의1 이사의 보고 업무
제218조의2 감찰권
제219조 감찰인의 장부조사권
제220조 감찰의 주주회 소집
제221조 감찰권의 행사
제222조 겸직의 금지
제223조 감찰인의 회사 대표
제224조 감찰인의 책임
제225조 감찰인에 대한 소제기
제226조 총감의 연대책임
제227조 감찰인의 준용
제6절 회계
제228조 회계장부의 편성
제229조 장부의 비치와 열람
제230조 회계장부의 승인과 배포

分發
第二百三十一條 董監事責任之解
除
第二百三十二條 不得分派股息及
紅利之情形與違反之處罰
第二百三十三條 違法分派效果
第二百三十四條 建設股息之分派
第二百三十五條 股息及紅利之分
派
第二百三十五條之一 年度獲利依
定額或比率分派員工酬勞
第二百三十六條 刪除
第二百三十七條 法定與特別盈餘
公積之提出
第二百三十八條 刪除
第二百三十九條 公積之使用－填
補虧損
第二百四十條 以發行新股或發放
現金方式分派股息及紅利
第二百四十一條 公積之使用－依
股份比例發給新股或現金
第二百四十二條 刪除
第二百四十三條 刪除
第二百四十四條 刪除
第二百四十五條 檢查人之選派及
權限
第七節 公司債
第二百四十六條 公司債之募集
第二百四十六條之一 公司債受償
順序
第二百四十七條 公司債總額之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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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조 총감사 책임의 해제
제232조 이자 및 인센티브를 배
당할 수 없는 정황과 위반에 대한
처벌
제233조 불법배당 효과
제234조 건설이자의 배당
제235조 이자 및 인센티브의 배
당
제235조의1 연도이자의 정액 또
는 비율에 따른 인원 보수의 배당
제236조 삭제
제237조 법정과 특별잉여공적금
의 제출
제238조 삭제
제239조 공적금의 사용-손실의
보충
제240조 신주발행 또는 현금발행
방식의 이자 및 인센티브의 배당
제241조 공적금의 사용-주식비율
에 따른 신주 또는 현금의 배당
제242조 삭제
제243조 삭제
제244조 삭제
제245조 조사인의 파견 및 권한

제7절 회사채
제246조 회사채의 모집
제246조의1 회사채의 보상순서
제247조 회사채 총액의 제한

制
第二百四十八條 公司債之發行與
私募之規定
第二百四十九條 無擔保公司債發
行之禁止
第二百五十條 公司債發行之禁止
第二百五十一條 撤銷核准
第二百五十二條 應募書之備置與
公告
第二百五十三條 應募
第二百五十四條 繳足金額
第二百五十五條 受託人之查核與
監督
第二百五十六條 受託人之特定權
責
第二百五十七條 債券之制作與發
行
第二百五十七條之一 合併印製及
集中保管
第二百五十七條之二 免印製債券
第二百五十八條 公司債存根簿
第二百五十九條 公司債款變更用
途之處罰
第二百六十條 記名式公司債之轉
讓
第二百六十一條 無記名債券改換
為記名式
第二百六十二條 股份之轉換
第二百六十三條 債權人會議
第二百六十四條 議事錄之作成與
執行
第二百六十五條 不予認可之決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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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조
규정
제249조
지
제250조
제251조
제252조

회사채의 발행과 사모의
무담보회사채 발행의 금
회사채 발행의 금지
승인의 철회
응모서의 비치와 공고

제253조 응모
제254조 불입금액
제255조 수탁인의 조사와 감찰
제256조 수탁인의 특정권한과 책
임
제257조 채권의 제작과 발행
제257조의1 합병인쇄 및 집중보
관
제257조의2 채권인쇄의 면제
제258조 회사채 부본장부
제259조 회사채의 용도변경의 처
벌
제260조 기명식 회사채의 양도
제261조 무기명 채권의 기명식
채권으로의 전환
제262조 주식의 전환
제263조 채권인회의
제264조 의사록의 작성과 집행
제265조 인가하지 않는 결의

第八節 發行新股
第二百六十六條 發行新股之決議
第二百六十七條 發行新股與認股
之程序
第二百六十八條 公開發行新股之
申請核准
第二百六十八條之一 認股權憑證
第二百六十九條 公開發行新股之
限制
第二百七十條 公開發行新股之禁
止
第二百七十一條 核准之撤銷
第二百七十二條 出資之種類
第二百七十三條 公開發行認股書
之備置
第二百七十四條 不公開發行之認
股書
第二百七十五條 刪除
第二百七十六條 催告與撤回認股

제8절 신주의 발행
제266조 신주발행의 결의
제267조 신주발행과 주식청약의
절차
제268조 공개발행주의 신청과 심
사결정
제269조의1 주식청약권 증빙
제269조 공개발행주의 제한

第九節 變更章程
第二百七十七條 變更章程
第二百七十八條 增資之條件
第二百七十九條 減資之程序
第二百八十條 股份之合併
第二百八十一條 表冊編造、通
知、公告之準用規定

제9절 정관의 변경
제277조 정관의 변경
제278조 증자의 조건
제279조 감자의 절차
제280조 주식의 합병
제281조 장부의 편성, 통지, 공고
의 준용규정

第十節 公司重整
第二百八十二條 重整聲請
第二百八十三條 聲請書狀

제10절 회사의 구조조정
제282조 구조조정의 신청
제283조 신청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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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조 공개발행주식의 금지
제271조
제272조
제273조
비치
제274조
서
제275조
제276조

심사결정의 철회
출자의 유형
공개발행 주식청약서의
비공개발행의 주식청약
삭제
주식청약의 최고와 철회

第二百八十三條之一 重整聲請裁
定駁回之情形
第二百八十四條 裁定前之意見徵
詢
第二百八十五條 檢查人之選任與
調查
第二百八十五條之一 裁定之執行
第二百八十六條 造報名冊之命令
第二百八十七條 裁定前法院之處
分
第二百八十八條 刪除
第二百八十九條 重整監督人之裁
定
第二百九十條 重整人
第二百九十一條 重整裁定之公告
及送達與帳簿之截止
第二百九十二條 重整開始之登記
第二百九十三條 重整裁定之效力
第二百九十四條 訴訟程序之終止
第二百九十五條 裁定後法院之處
分
第二百九十六條 重整債權之種類
與限制
第二百九十七條 債權之申報及效
力
第二百九十八條 重整監督人之任
務
第二百九十九條 重整債權、股東
權之審查
第三百條 關係人會議
第三百零一條 關係人會議之任務
第三百零二條 關係人會議之決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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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조의1 구조조정의 신청재정
기각의 정황
제284조 재정 전의 의견 수렴
제285조 조사인의 선임과 조사
제285조의1 재정의 집행
제286조 조보명부의 명령
제287조 재정 전 법원의 처분
제288조 삭제
제289조 구조조정 감독인의 재정
제290조 구조조정인
제291조 구조조정의 공고 및 송
달과 장부의 마감
제292조 구조조정 개시의 등기
제293조 구조조정 재정의 효력
제294조 소송절차의 종료
제295조 재정 후 법원의 처분
제296조 구조조정채권의 종류와
제한
제297조 채권의 신고 및 효력
제298조 구조조정감독인의 임무
제299조
심사
제300조
제301조
제302조

구조조정 채권, 주주권의
관계인 회의
관계인 회의의 임무
관계인 회의의 결의

第三百零三條 重整計劃之擬定
第三百零四條 重整計畫之內容
第三百零五條 重整計畫之執行與
效力
第三百零六條 重整計畫之變更與
終止
第三百零七條 徵詢意見及終止後
之處理
第三百零八條 終止重整之效力
第三百零九條 重整中之變通處理
第三百十條 重整之完成
第三百十一條 重整完成之效力
第三百十二條 重整債務
第三百十三條 重整人員之報酬與
責任
第三百十四條 民事訴訟法之準用

제303조
제304조
제305조
효력
제306조
종료
제307조
의 처리
제308조
제309조
제310조
제311조
제312조
제313조
책임
제314조

第十一節 解散、合併及分割
第三百十五條 解散之法定原因
第三百十六條 解散或合併之決議
及通告
第三百十六條之一 公司合併其存
續及新設公司之限制
第三百十六條之二 簡易合併
第三百十七條 股份收買請求權
第三百十七條之一 合併契約應載
事項
第三百十七條之二 分割計劃應載
事項
第三百十七條之三 刪除
第三百十八條 合併後之程序
第三百十九條 準用無限公司合併

제11절 해산, 합병 및 분할
제315조 해산의 법정원인
제316조 해산 또는 합병의 결의
및 통보
제316조의1 회사합병의 존속 및
신설회사의 제한
제316조의2 간이합병
제317조 주식매입청구권
제317조의1 합병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제317조의2 분할계획의 필수 기
재사항
제317조의3 삭제
제318조 합병 후의 절차
제319조 무한공사 합병 준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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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계획의 제정
구조조정 계획의 내용
구조조정 계획의 집행과
구조조정계획의 변경과
의견의 수렴 및 종료 후
구조조정 종료의 효력
구조조정 중의 변통처리
구조조정의 완성
구조조정 완성의 효력
구조조정 채무
구조조정 인원의 보수와
민사소송법의 준용

之規定
第三百十九條之一 前公司債務之
連帶清償責任
第三百二十條 刪除
第三百二十一條 刪除

규정
제319조의1 전회사채무의 연대상
환책임
제320조 삭제
제321조 삭제

第十二節 清算
第一目 普通清算
第三百二十二條 清算人之產生
第三百二十三條 清算人之解任
第三百二十四條 清算人之權利義
務
第三百二十五條 清算人之報酬
第三百二十六條 清算人檢查財產
之處置
第三百二十七條 催報債權
第三百二十八條 清償債務之限制
第三百二十九條 未列入清算內之
債權之清償
第三百三十條 賸餘財產之分配
第三百三十一條 清算之完結
第三百三十二條 簿冊文件之保存
第三百三十三條 財產重行分配
第三百三十四條 清算之準用規定
第二目 特別清算
第三百三十五條 特別清算之要件
第三百三十六條 保全處分之提前
第三百三十七條 清算人之解任與
增補
第三百三十八條 保全處分之提前
第三百三十九條 監督上之保全處
分

제12절 청산
제1관 보통 청산
제322조 청산인의 생성
제323조 청산인의 해임
제324조 청산인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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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조 청산인의 보수
제326조 청산인의 재산조사의 처
치
제327조 채권의 최고
제328조 채무 청산의 제한
제329조 청산에 포함하지 않은
채권의 청산
제330조 잔여 재산의 분배
제331조 청산의 완결
제332조 장부문건의 보존
제333조 재산의 재분배
제334조 청산의 준용규정
제2관 특별청산
제335조 특별청산의 요건
제336조 사전 보전처분
제337조 청산인의 해임과 증보
제338조 사전 보전처분
제339조 감독 상의 보전처분

第三百四十條 債務之清償
第三百四十一條 債權人會議之召
集
第三百四十二條 優先或別除債權
人之列席
第三百四十三條 債權人會議之準
用規定
第三百四十四條 清算人之職務
第三百四十五條 監理人
第三百四十六條 清算人行事之限
制
第三百四十七條 協定之建議
第三百四十八條 協定之條件
第三百四十九條 特定債權人參加
協定
第三百五十條 協定之可決
第三百五十一條 協定條件之變更
第三百五十二條 檢查命令
第三百五十三條 檢查人之報告
第三百五十四條 保全、禁止與查
定處分
第三百五十五條 破產之宣告
第三百五十六條 特別清算之準用
條文

제340조 채무의 상환
제341조 채권인회의의 소집

第十三節 閉鎖性股份有限公司
第三百五十六條之一 閉鎖性股份
有限公司之定義
第三百五十六條之二 公司閉鎖性
之屬性應於章程載明，中央主管機
關應公開於其網站
第三百五十六條之三 設立之方

제13절 폐쇄성 주식유한공사
제356조의1 폐쇄성 주식유한공사
의 정의
제356조의2 회사의 폐쇄성의 속
성은 정관에 정의되어 있어야 하
며 중앙 주관기관은 마땅히 이를
홈페이지 상에 공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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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조 우선 또는 특별 채권인
의 참석
제343조 채권인회의의 준용규정
제344조 채권인의 직무
제345조 감리인
제346조 청산인 행사의 제한
제347조 협상의 건의
제348조 협상의 조건
제349조 특정채권인의 협상 참여
제350조
제351조
제352조
제353조
제354조
정
제355조
제356조

협상의 가결
협상조건의 변경
조사 명령
조사인의 보고
처분의 보전, 금지와 결
파산의 선고
특별청산의 준용조문

式，發起人之出資種類及其股數比
例
第三百五十六條之四 公開發行或
募集有價證券之限制
第三百五十六條之五 公司股份轉
讓之限制，應於章程載明
第三百五十六條之六 擇一採行公
司票面金額股或無票面金額股
第三百五十六條之七 公司發行特
別股應於章程中訂定之事項
第三百五十六條之八 公司於章程
訂明股東會召開之方式
第三百五十六條之九 公司股東表
決權之行使方式
第三百五十六條之十 公司得每半
會計年度盈餘分派或撥補虧損
第三百五十六條之十一 私募普通
公司債、轉換公司債及附認股權公
司債之程序
第三百五十六條之十二 公司發行新
股之程序、新股認購人之出資方式
第三百五十六條之十三 公司得經
股東過半數之同意變更為非閉鎖性
股份有限公司之程序
第三百五十六條之十四 非公開發
行股票之股份有限公司變更為閉鎖
性股份有限公司之程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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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조의3 설립의 방식, 발기인
의 출자의 종류 및 그 주식비율
제356조의4 유가증권의 공개발행
또는 모집의 제한
제356조의5 회사주식의 양도의
제한은 정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제356조의6 회사 액면금액주 또
는 무액면금액주에 관한 규정
제356조의7 회사의 특별주발행은
마땅히 정관에 기재된 사항이어야
한다.
제356조의8 회사는 정관에 주주
회소집의 방식을 명기해야 한다.
제356조의9 회사주주 의결권의
행사방식
제356조의10 회사는 매해 회계년
도에 따라 영리를 배당하고 손해
를 보충해야 한다.
제356조의11 사모보통회사채, 전
환사채 및 주식청약권 회사채 부
가의 절차
제356조의12 회사의 신주발행의
절차, 신주청약인의 출자방식
제356조의13 회사는 과반수 이상
주주의 동의로 비폐쇄성 주식유한
공사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56조의14
비공개발행주식의
주식유한공사의 폐쇄성주식유한공
사로의 전환절차

第六章 刪除
第三百五十七條 刪除
第三百五十八條 刪除
第三百五十九條 刪除
第三百六十條 刪除
第三百六十一條 刪除
第三百六十二條 刪除
第三百六十三條 刪除
第三百六十四條 刪除
第三百六十五條 刪除
第三百六十六條 刪除
第三百六十七條 刪除
第三百六十八條 刪除
第三百六十九條 刪除

제6장 삭제
제357조 삭제
제358조 삭제
제359조 삭제
제360조
제361조 삭제
제362조 삭제
제363조 삭제
제364조 삭제
제365조 삭제
제366조 삭제
제367조 삭제
제368조 삭제
제369조 삭제

第六章之一 關係企業
第三百六十九條之一 關係企業之
定義
第三百六十九條之二 控制公司與
從屬公司
第三百六十九條之三 有控制與從
屬關係之推定
第三百六十九條之四 賠償責任
第三百六十九條之五 連帶賠償責
任
第三百六十九條之六 損害賠償請
求權
第三百六十九條之七 債權
第三百六十九條之八 持有股份及
出資額之通知
第三百六十九條之九 相互投資公
司

제6장의1 관계기업
제369조의1 관계기업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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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조의2 지주회사와 종속회사
제369조의3 통제와 종속관계의
추정
제369조의4 배상책임
제369조의5 연대배상책임
제369조의6 손해배상청구권
제369조의7 채권
제369조의8 소유지분 및 출자액
의 통지
제369조의9 상호투자회사

第三百六十九條之十 相互投資公
司表決權之行使
第三百六十九條之十一 股份或出
資額之計算
第三百六十九條之十二 各項書表
之編製及訂定

제369조의10 상호투자회사 표결
권의 행사
제369조의11 주식 또는 출자액의
기산
제369조의12 각종 문건의 편성
및 제정

第七章 外國公司
第三百七十條 名稱
第三百七十一條 外國公司之認許
第三百七十二條 外國公司之營業
資金與公司負責人
第三百七十三條 認許之消極要件
第三百七十四條 章程與無限責任
股東名冊之備置
第三百七十五條 外國公司之權利
義務
第三百七十六條 刪除
第三百七十七條 總則之準用
第三百七十八條 認許之撤回
第三百七十九條 認許之撤銷或廢
止
第三百八十條 外國公司之清算
第三百八十一條 清算中財產之處
分
第三百八十二條 違背清算規定之
責任
第三百八十三條 刪除
第三百八十四條 主管機關之監督
第三百八十五條 代理人之更換或
離境
第三百八十六條 未經認許者營業

제7장 외국회사
제370조 명칭
제371조 외국회사의 인허가
제372조 외국회사의 영업자금과
회사책임자
제373조 인허가의 소극적 요건
제374조 정관과 무한책임주주명
부의 비치
제375조 외국회사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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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6조
제377조
제378조
제379조

삭제
총칙의 준용
인허가의 철회
허가의 철회와 폐지

제380조 외국회사의 청산
제381조 청산 중 재산의 처분
제382조 청산규정 위반의 책임
제383조
제384조
제385조
국
제386조

삭제
주관기관의 감독
대리인의 변경 또는 출
인허가를 득하지 않은

之備案

자의 영업의 등록

第八章 公司之登記及認許
第一節 申請
第三百八十七條 登記或認許之申
請
第三百八十八條 登記申請之改正
第三百八十九條 刪除
第三百九十條 刪除
第三百九十一條 登記之更正
第三百九十二條 登記證明書
第三百九十三條 查閱或抄錄之請
求
第三百九十四條 刪除
第三百九十五條 刪除
第三百九十六條 刪除
第三百九十七條 廢止登記之申請
第三百九十八條 刪除
第三百九十九條 刪除
第四百條 刪除
第四百零一條 刪除
第四百零二條 刪除
第四百零二條之一 刪除
第四百零三條 刪除
第四百零四條 刪除
第四百零五條 刪除
第四百零六條 刪除
第四百零七條 刪除
第四百零八條 刪除
第四百零九條 刪除
第四百十條 刪除
第四百十一條 刪除

제8장 회사의 등기 및 인허가
제1절 신청
제387조 등기 또는 인허가의 신
청
제388조 등기신청의 교정
제389조 삭제
제390조 삭제
제391조 등기의 정정
제392조 등기증명서
제393조 열람 또는 초록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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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4조 삭제
제395조 삭제
제396조 삭제
제397조 등기폐지의 신청
제398조 삭제
제399조 삭제
제400조 삭제
제401조 삭제
제402조 삭제
제402조의1 삭제
제403조 삭제
제404조 삭제
제405조 삭제
제406조 삭제
제407조 삭제
제408조 삭제
제409조 삭제
제410조 삭제
제411조 삭제

第四百十二條 刪除
第四百十三條 刪除
第四百十四條 刪除
第四百十五條 刪除
第四百十六條 刪除
第四百十七條 刪除
第四百十八條 刪除
第四百十九條 刪除
第四百二十條 刪除
第四百二十一條 刪除
第四百二十二條 刪除
第四百二十三條 刪除
第四百二十四條 刪除
第四百二十五條 刪除
第四百二十六條 刪除
第四百二十七條 刪除
第四百二十八條 刪除
第四百二十九條 刪除
第四百三十條 刪除
第四百三十一條 刪除
第四百三十二條 刪除
第四百三十三條 刪除
第四百三十四條 刪除
第四百三十五條 刪除
第四百三十六條 刪除
第四百三十七條 刪除

제412조
제413조
제414조
제415조
제416조
제417조
제418조
제419조
제420조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
제424조
제425조
제426조
제427조
제428조
제429조
제430조
제431조
제432조
제433조
제434조
제435조
제436조
제437조

第二節 規費
第四百三十八條 規費之收取
第四百三十九條 刪除
第四百四十條 刪除
第四百四十一條 刪除

제2절 수수료
제438조 수수료의 수취
제439조 삭제
제440조 삭제
제441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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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第四百四十二條
第四百四十三條
第四百四十四條
第四百四十五條
第四百四十六條

제442조
제443조
제444조
제445조
제446조

刪除
刪除
刪除
刪除
刪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제9장 부칙
제447조 삭제
제448조 벌칙의 강제집행
제449조 시행일

第九章 附則
第四百四十七條 刪除
第四百四十八條 罰鍰之強制執行
第四百四十九條 施行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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