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제1편제1장-제3장)
[법률 제62호, 2016.6.3. 개정]

원문
第一編 総則
第一章 通則

번역문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第一条（趣旨）
제1조(취지)
1 会社の設立、組織、運営及 ① 회사의 설립, 조직, 운영 및
び管理については、他の法律に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特別の定めがある場合を除くほ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
か、この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 외하고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よる。
따른다.
第二条（定義）
제2조(정의)
1 この法律において、次の各 ① 이 법률에서 다음 각호의 용
号に掲げる用語の意義は、当該 어의 의미는 해당 각호에서 정
各号に定めるところによる。
하는 바에 따른다.
一 会社 株式会社、合名会社、 1. “회사”란 주식회사, 합명회사,
合資会社又は合同会社をいう。
합자회사 또는 합동회사를 말한
다.
二 外国会社 外国の法令に準拠 2. “외국회사”란 외국 법령에 준
して設立された法人その他の外 거하여 설립된 법인 그 밖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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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の団体であって、会社と同種
のもの又は会社に類似するもの
をいう。
三 子会社 会社がその総株主の
議決権の過半数を有する株式会
社その他の当該会社がその経営
を支配している法人として法務
省令で定めるものをいう。

국 단체로서 회사와 동종 또는
유사한 것을 말한다.
3. “자회사”란 회사가 그 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주식
회사 그 밖에 해당 회사가 그
경영을 지배하는 법인으로서 법
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
다.
3.2 “자회사 등”이란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
다.
가. 자회사
나. 회사 이외의 자가 그 경영
을 지배하는 법인으로서 법무
성령으로 정하는 것
4. “모회사”란 주식회사를 자회
사로 하는 회사 그 밖에 해당
주식회사의 경영을 지배하는 법
인으로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것
을 말한다.
4.2 “모회사 등”이란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
다.
가. 모회사
나. 주식회사의 경영을 지배하
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서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자

三の二 子会社等 次のいずれか
に該当する者をいう。
イ 子会社
ロ 会社以外の者がその経営を
支配している法人として法務
省令で定めるもの
四 親会社 株式会社を子会社と
する会社その他の当該株式会社
の経営を支配している法人とし
て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をい
う。
四の二 親会社等 次のいずれか
に該当する者をいう。
イ 親会社
ロ 株式会社の経営を支配して
いる者（法人であるものを除
く。）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
るも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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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 公開会社 その発行する全部
又は一部の株式の内容として譲
渡による当該株式の取得につい
て株式会社の承認を要する旨の
定款の定めを設けていない株式
会社をいう。
六 大会社 次に掲げる要件のい
ずれかに該当する株式会社をい
う。
イ 最終事業年度に係る貸借対
照表（第四百三十九条前段に
規定する場合にあっては、同
条の規定により定時株主総会
に報告された貸借対照表をい
い、株式会社の成立後最初の
定時株主総会までの間におい
ては、第四百三十五条第一項
の貸借対照表をいう。ロにお
いて同じ。）に資本金として
計上した額が五億円以上であ
ること。
ロ 最終事業年度に係る貸借対
照表の負債の部に計上した額
の合計額が二百億円以上であ
ること。
七 取締役会設置会社 取締役会
を置く株式会社又はこの法律の
規定により取締役会を置かなけ
ればならない株式会社をいう。

5. “공개회사”란 발행하는 전부
또는 일부 주식의 내용으로서
양도에 의한 주식 취득에 관하
여 주식회사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는 정관 규정을 두지 아니
하는 주식회사를 말한다.
6. “대기업”이란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를 말한다.
가. 최종사업연도 관련 대차대
조표(제439조 전단의 경우에
는 동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
주주총회에 보고된 대차대조
표를 말하며, 주식회사 성립
후 최초의 정기주주총회까지
의 기간에는 제435조제1항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나목에
서 같다)에 자본금으로서 계
상한 금액이 5억 엔 이상일
것
나. 최종사업연도 관련 대차대
조표의 부채 항목에 계상한
금액의 합계가 200억 엔 이상
일 것
7. “이사회 설치회사”란 이사회
를 두는 주식회사 또는 이 법률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두어야
하는 주식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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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 会計参与設置会社 会計参与
を置く株式会社をいう。

8. “회계참여(会計参与, 역자
주: 이사 등과 공동으로 계산서
류등을 작성하는 주식회사 그
밖의 법인의 기관) 설치회사”란
회계참여를 두는 주식회사를 말
한다.
9. “감사 설치회사”란 감사를 두
는 주식회사(감사의 감사 범위
를 회계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
는 정관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
한다) 또는 이 법률 규정에 따
라 감사를 두어야 하는 주식회
사를 말한다.
10. “감사회 설치회사”란 감사회
를 두는 주식회사 또는 이 법률
규정에 따라 감사회를 두어야
하는 주식회사를 말한다.
11. “회계감사인 설치회사”란 회
계감사인을 두는 주식회사 또는
이 법률 규정에 따라 회계감사
인을 두어야 하는 주식회사를
말한다.
11.2. “감사 등 위원회 설치회
사”란 감사 등 위원회를 두는
주식회사를 말한다.
12. “지명위원회 등 설치회사”란
지명위원회, 감사위원회 및 보
수위원회(이하 “지명위원회 등”
이라 한다)를 두는 주식회사를

九 監査役設置会社 監査役を置
く株式会社（その監査役の監査
の範囲を会計に関するものに限
定する旨の定款の定めがあるも
のを除く。）又はこの法律の規
定により監査役を置かなければ
ならない株式会社をいう。
十 監査役会設置会社 監査役会
を置く株式会社又はこの法律の
規定により監査役会を置かなけ
ればならない株式会社をいう。
十一 会計監査人設置会社 会計
監査人を置く株式会社又はこの
法律の規定により会計監査人を
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株式会社
をいう。
十一の二 監査等委員会設置会
社 監査等委員会を置く株式会社
をいう。
十二 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 指
名委員会、監査委員会及び報酬
委員会（以下「指名委員会等」
という。）を置く株式会社を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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う。
十三 種類株式発行会社 剰余金
の配当その他の第百八条第一項
各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内容
の異なる二以上の種類の株式を
発行する株式会社をいう。

말한다.
13. “종류주식 발행회사”란 잉여
금의 배당 그 밖에 제108조제1
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내용
이 다른 둘 이상의 종류의 주식
을 발행하는 주식회사를 말한
다.
14. “종류주주총회”란 종류주주
(종류주식 발행회사의 어느 종
류 주식의 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회를 말한다.
15. “사외 이사”란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十四 種類株主総会 種類株主
（種類株式発行会社におけるあ
る種類の株式の株主をいう。以
下同じ。）の総会をいう。
十五 社外取締役 株式会社の取
締役であって、次に掲げる要件
のいずれにも該当するものをい
う。
イ 当該株式会社又はその子会
社の業務執行取締役（株式会
社の第三百六十三条第一項各
号に掲げる取締役及び当該株
式会社の業務を執行したその
他の取締役をいう。以下同
じ。）若しくは執行役又は支
配人その他の使用人（以下
「業務執行取締役等」とい
う。）でなく、かつ、その就
任の前十年間当該株式会社又
はその子会社の業務執行取締
役等であったことがないこ
と。

가. 해당 주식회사 또는 그 자
회사의 업무집행임원(주식회
사의 제363조제1항 각호의 임
원 및 해당 주식회사의 업무
를 집행한 그 밖의 임원을 말
한다. 이하 같다), 집행임원
또는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
(이하 “업무집행임원 등”이라
한다)이 아니며, 그 취임 전
10년 동안 해당 주식회사 또
는 그 자회사의 업무집행임원
등이었던 사실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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ロ その就任の前十年内のいず
れかの時において当該株式会
社又はその子会社の取締役、
会計参与（会計参与が法人で
あるときは、その職務を行う
べき社員）又は監査役であっ
たことがある者（業務執行取
締役等であったことがあるも
のを除く。）にあっては、当
該取締役、会計参与又は監査
役への就任の前十年間当該株
式会社又はその子会社の業務
執行取締役等であったことが
ないこと。
ハ 当該株式会社の親会社等
（自然人であるものに限
る。）又は親会社等の取締役
若しくは執行役若しくは支配
人その他の使用人でないこ
と。
ニ 当該株式会社の親会社等の
子会社等（当該株式会社及び
その子会社を除く。）の業務
執行取締役等でないこと。

나. 그 취임 전 10년 내에 해
당 주식회사 또는 그 자회사
의 이사, 회계참여(회계참여가
법인인 때에는 그 직무를 행
하는 사원) 또는 감사였던 사
실이 있는 자(업무집행임원
등이었던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는 이사, 회계참여
또는 감사 취임 전 10년 동안
해당 주식회사 또는 그 자회
사의 업무집행임원 등이었던
사실이 없을 것

다. 해당 주식회사의 모회사
등(자연인인 자에 한한다) 또
는 모회사 등의 이사, 집행임
원 또는 지배인 그 밖의 사용
인이 아닐 것
라. 해당 주식회사의 모회사
등의 자회사 등(해당 주식회
사 및 그 자회사를 제외한다)
의 업무집행임원 등이 아닐
것
마. 해당 주식회사의 이사, 집
행임원 또는 지배인 그 밖의
중요한 사용인 또는 모회사
등(자연인인 자에 한한다)의

ホ 当該株式会社の取締役若し
くは執行役若しくは支配人そ
の他の重要な使用人又は親会
社等（自然人であるものに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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る。）の配偶者又は二親等内
の親族でないこと。
十六 社外監査役 株式会社の監
査役であって、次に掲げる要件
のいずれにも該当するものをい
う。
イ その就任の前十年間当該株
式会社又はその子会社の取締
役、会計参与（会計参与が法
人であるときは、その職務を
行うべき社員。ロにおいて同
じ。）若しくは執行役又は支
配人その他の使用人であった
ことがないこと。
ロ その就任の前十年内のいず
れかの時において当該株式会
社又はその子会社の監査役で
あったことがある者にあって
は、当該監査役への就任の前
十年間当該株式会社又はその
子会社の取締役、会計参与若
しくは執行役又は支配人その
他の使用人であったことがな
いこと。
ハ 当該株式会社の親会社等
（自然人であるものに限
る。）又は親会社等の取締
役、監査役若しくは執行役若
しくは支配人その他の使用人

배우자 또는 2촌 등 이내의
친족이 아닐 것
16. “사외 감사”란 주식회사의
감사로서 다음 요건 모두에 해
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그 취임 전 10년 동안 해
당 주식회사 또는 그 자회사
의 이사, 회계참여(회계참여가
법인인 때에는 그 직무를 하
는 사원. 나목에서 같다), 집
행임원 또는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었던 사실이 없을 것
나. 그 취임 전 10년 내에 해
당 주식회사 또는 그 자회사
의 감사였던 사실이 있는 자
는 해당 감사 취임 전 10년
동안 해당 주식회사 또는 그
자회사의 이사, 회계참여, 집
행임원 또는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었던 사실이 없을 것

다. 해당 주식회사의 모회사
등(자연인인 자에 한한다) 또
는 모회사 등의 이사, 감사,
집행임원 또는 지배인 그 밖
의 사용인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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でないこと。
ニ 当該株式会社の親会社等の
子会社等（当該株式会社及び
その子会社を除く。）の業務
執行取締役等でないこと。
ホ 当該株式会社の取締役若し
くは支配人その他の重要な使
用人又は親会社等（自然人で
あるものに限る。）の配偶者
又は二親等内の親族でないこ
と。
十七 譲渡制限株式 株式会社が
その発行する全部又は一部の株
式の内容として譲渡による当該
株式の取得について当該株式会
社の承認を要する旨の定めを設
けている場合における当該株式
をいう。
十八 取得請求権付株式 株式会
社がその発行する全部又は一部
の株式の内容として株主が当該
株式会社に対して当該株式の取
得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旨の
定めを設けている場合における
当該株式をいう。
十九 取得条項付株式 株式会社
がその発行する全部又は一部の
株式の内容として当該株式会社
が一定の事由が生じたことを条

라. 해당 주식회사의 모회사
등의 자회사 등(해당 주식회
사 및 그 자회사를 제외한다)
의 업무집행임원 등이 아닐
것
마. 해당 주식회사의 이사나
지배인 그 밖의 중요한 사용
인 또는 모회사 등(자연인인
자에 한한다)의 배우자 또는
2촌 등 이내의 친족이 아닐
것
17. “양도제한주식”이란 주식회
사가 발행하는 전부 또는 일부
주식의 내용으로서 양도에 의한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하여 해
당 주식회사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의 해당 주식을 말한다.
18. “취득청구권부 주식”이란 주
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으로서 주주가
해당 주식회사에 대하여 그 주
식의 취득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식을 말한다.
19. “취득조항부 주식”이란 주식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으로서 해당
주식회사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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件として当該株式を取得するこ
とができる旨の定めを設けてい
る場合における当該株式をい
う。
二十 単元株式数 株式会社がそ
の発行する株式について、一定
の数の株式をもって株主が株主
総会又は種類株主総会において
一個の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
できる一単元の株式とする旨の
定款の定めを設けている場合に
おける当該一定の数をいう。
二十一 新株予約権 株式会社に
対して行使することにより当該
株式会社の株式の交付を受ける
ことができる権利をいう。
二十二 新株予約権付社債 新株
予約権を付した社債をいう。

한 것을 조건으로 그 주식을 취
득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
는 경우의 해당 주식을 말한다.
20. “단원주식수(単元株式数)”란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관
하여 일정수의 주식으로 주주가
주주총회 또는 종류주주총회에
서 하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단원(一単元)의 주식으
로 한다는 정관 규정을 두고 있
는 경우의 그 일정수를 말한다.
21. “신주예약권”이란 주식회사
에 대하여 행사함으로써 그 주
식회사의 주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2. “신주 예약권부 사채”란 신
주예약권이 부여된 사채를 말한
다.
23. “회사채”란 이 법률 규정에
따라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회
사의 할당으로 발생하는 금전
채권으로서 제676조 각호의 사
항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환되
는 것을 말한다.

二十三 社債 この法律の規定に
より会社が行う割当てにより発
生する当該会社を債務者とする
金銭債権であって、第六百七十
六条各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
の定めに従い償還されるものを
いう。
二十四 最終事業年度 各事業年
度に係る第四百三十五条第二項
に規定する計算書類につき第四

24. “최종사업연도”란 각 사업연
도에 관련된 제435조제2항의
계산서류에 관하여 제438조제2
9

百三十八条第二項の承認（第四
百三十九条前段に規定する場合
にあっては、第四百三十六条第
三項の承認）を受けた場合にお
ける当該各事業年度のうち最も
遅いものをいう。
二十五 配当財産 株式会社が剰
余金の配当をする場合における
配当する財産をいう。
二十六 組織変更 次のイ又はロ
に掲げる会社がその組織を変更
することにより当該イ又はロに
定める会社となることをいう。
イ 株式会社 合名会社、合資
会社又は合同会社
ロ 合名会社、合資会社又は合
同会社 株式会社
二十七 吸収合併 会社が他の会
社とする合併であって、合併に
より消滅する会社の権利義務の
全部を合併後存続する会社に承
継させるものをいう。
二十八 新設合併 二以上の会社
がする合併であって、合併によ
り消滅する会社の権利義務の全
部を合併により設立する会社に
承継させるものをいう。
二十九 吸収分割 株式会社又は
10

항의 승인(제439조 전단에서
규정하는 경우는 제436조제3항
의 승인)을 받은 경우의 해당
각 사업연도 중 가장 나중의 것
을 말한다.
25. “배당재산”이란 주식회사가
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에 배당
하는 재산을 말한다.
26. “조직변경”이란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회사가 그 조직을
변경하여 해당 가목 또는 나목
에서 정하는 회사가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주식회사가 합명회사, 합
자회사 또는 합동회사로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합동회사가 주식회사로
27. “흡수합병”이란 회사가 다른
회사가 되는 합병으로서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의무
전부를 합병 후 존속회사로 승
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8. “신설합병”이란 둘 이상의
회사가 하는 합병으로서 합병으
로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의무
전부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
에 승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
다.

合同会社がその事業に関して有
する権利義務の全部又は一部を
分割後他の会社に承継させるこ
とをいう。
三十 新設分割 一又は二以上の
株式会社又は合同会社がその事
業に関して有する権利義務の全
部又は一部を分割により設立す
る会社に承継させることをい
う。
三十一 株式交換 株式会社がそ
の発行済株式（株式会社が発行
している株式をいう。以下同
じ。）の全部を他の株式会社又
は合同会社に取得させることを
いう。
三十二 株式移転 一又は二以上
の株式会社がその発行済株式の
全部を新たに設立する株式会社
に取得させることをいう。
三十三 公告方法 会社（外国会
社を含む。）が公告（この法律
又は他の法律の規定により官報
に掲載する方法によりしなけれ
ばならないものとされているも
のを除く。）をする方法をい
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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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흡수분할”이란 주식회사 또
는 합동회사가 그 사업에 관하
여 가지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
는 일부의 분할 후 다른 회사로
승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0. “신설분할”이란 1 또는 2
이상의 주식회사 또는 합동회사
가 그 사업에 관하여 가지는 권
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
할로 설립되는 회사에 승계하도
록 하는 것을 말한다.
31. “주식교환”이란 주식회사가
발행주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를 다른 주식회사 또는 합
동회사가 취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2. “주식이전”이란 1 또는 2
이상의 주식회사가 발행주식의
전부를 새로이 설립하는 주식회
사가 취득하도록 하는 것을 말
한다.
33. “공고방법”이란 회사(외국
회사를 포함한다)가 공고(이 법
률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
야 하는 것을 제외한다)하는 방
법을 말한다.

三十四 電子公告 公告方法のう
ち、電磁的方法（電子情報処理
組織を使用する方法その他の情
報通信の技術を利用する方法で
あって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を
いう。以下同じ。）により不特
定多数の者が公告すべき内容で
ある情報の提供を受けることが
できる状態に置く措置であって
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をとる方
法をいう。
第三条（法人格）
会社は、法人とする。

34. “전자공고”란 공고방법 중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
을 사용하는 방법 그 밖에 정보
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서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불특정
다수가 공고 내용인 정보를 제
공받을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조치로서 법무성령으로 정
하는 것을 취하는 방법을 말한
다.
제3조(법인격)
회사는 법인으로 한다.

第四条（住所）
제4조(주소)
会社の住所は、その本店の所在 회사의 주소는 그 본점의 소재
地にあるものとする。
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第五条 （商行為）
제5조(상행위)
会社（外国会社を含む。次条第 회사(외국 회사를 포함한다. 제
一項、第八条及び第九条におい 6조제1항, 제8조 및 제9조에서
て同じ。）がその事業としてす 같다)가 그 사업으로 하는 행위
る行為及びその事業のためにす 및 그 사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
る行為は、商行為とする。
는 상행위로 한다.

第二章 会社の商号

제2장 회사의 상호

12

第六条 （商号）
제6조(상호)
1 会社は、その名称を商号と ① 회사는 그 명칭을 상호로 한
する。
다.
２ 会社は、株式会社、合名会 ② 회사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社、合資会社又は合同会社の種 합자회사 또는 합동회사의 종류
類に従い、それぞれその商号中 에 따라 각각 그 상호에 주식회
に株式会社、合名会社、合資会 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社又は合同会社という文字を用 합동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하여
いなければならない。
야 한다.
３ 会社は、その商号中に、他 ③ 회사는 그 상호에 다른 종류
の種類の会社であると誤認され 의 회사라는 오인을 받을 우려
るおそれのある文字を用いては 가 있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ならない。
아니된다.
第七条（会社と誤認させる名称等 제7조(회사로 오인할 명칭 등 사
の使用の禁止）
용 금지)
会社でない者は、その名称又は
회사가 아닌 자는 그 명칭 또
商号中に、会社であると誤認さ 는 상호에 회사로 오인할 우려
れるおそれのある文字を用いて 가 있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はならない。
아니된다.
第八条
제8조
1 何人も、不正の目的をもっ ① 누구나 부정의 목적으로 다
て、他の会社であると誤認され 른 회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るおそれのある名称又は商号を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使用してはならない。
아니된다.
２ 前項の規定に違反する名称 ② 제1항 규정에 위반하는 명
又は商号の使用によって営業上 칭 또는 상호의 사용으로 영업
13

の利益を侵害され、又は侵害さ
れるおそれがある会社は、その
営業上の利益を侵害する者又は
侵害するおそれがある者に対
し、その侵害の停止又は予防を
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회사는 그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
할 수 있다.

第九条（自己の商号の使用を他人 제9조(자기 상호의 사용을 타인
に許諾した会社の責任）
에게 허락한 회사의 책임)
自己の商号を使用して事業又は 자기 상호를 사용한 사업 또는
営業を行うことを他人に許諾し 영업을 타인에게 허락한 회사는
た会社は、当該会社が当該事業 그 회사가 해당 사업을 하는 것
を行うものと誤認して当該他人 으로 오인하여 타인과 거래한
と取引をした者に対し、当該他 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
人と連帯して、当該取引によっ 여 거래로 발생한 채무를 변제
て生じた債務を弁済する責任を 할 책임을 진다.
負う。
第三章 会社の使用人等
第一節 会社の使用人

제3장 회사의 사용인 등
제1절 회사의 사용인

第十条（支配人）
제10조(지배인)
会社（外国会社を含む。以下こ 회사(외국회사를 포함한다. 이
の編において同じ。）は、支配 하 이 편에서 같다)는 지배인을
人を選任し、その本店又は支店 선임하여 그 본점 또는 지점에
において、その事業を行わせる 서 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ことが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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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十一条 （支配人の代理権）
제11조(지배인의 대리권)
1 支配人は、会社に代わって ① 지배인은 회사를 대신하여
その事業に関する一切の裁判上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又は裁判外の行為をする権限を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
有する。
을 가진다.
２ 支配人は、他の使用人を選 ② 지배인은 다른 사용인을 선
任し、又は解任することができ 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る。
３ 支配人の代理権に加えた制 ③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
限は、善意の第三者に対抗する 한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ことができない。
못한다.
第 十 二 条 （ 支 配 人 の 競 業 の 禁 제12조(지배인의 경업 금지)
止）
1 支配人は、会社の許可を受 ① 지배인은 회사의 허가없이
けなければ、次に掲げる行為を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してはならない。
一 自ら営業を行うこと。
1. 스스로 영업하는 것
二 自己又は第三者のために会 2.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社の事業の部類に属する取引を 회사의 사업 부류에 속하는 거
すること。
래를 하는 것
三 他の会社又は商人（会社を 3. 다른 회사 또는 상인(회사를
除 く 。 第 二 十 四 条 に お い て 同 제외한다. 제24조에서 같다)의
じ。）の使用人となること。
사용인이 되는 것
四 他の会社の取締役、執行役 4.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又は業務を執行する社員となる 또는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こと。
되는 것
２ 支配人が前項の規定に違反 ② 지배인이 제1항 규정에 위
して同項第二号に掲げる行為を 반하여 동항 제2호의 행위를
15

したときは、当該行為によって
支配人又は第三者が得た利益の
額は、会社に生じた損害の額と
推定する。

한 때에는 해당 행위로 지배인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액은
회사에 발생한 손해액으로 추정
한다.

第十三条（表見支配人）
제13조(표현지배인)
会社の本店又は支店の事業の主 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사업의
任者であることを示す名称を付 주임자임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
した使用人は、当該本店又は支 용하는 사용인은 해당 본점 또
店の事業に関し、一切の裁判外 는 지점 사업에 관하여 일체의
の行為をする権限を有するもの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
とみなす。ただし、相手方が悪 지는 것으로 본다. 다만, 상대
意であったときは、この限りで 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ない。
아니하다.
第十四条（ある種類又は特定の事 제14조(특정 종류 또는 특정한
項の委任を受けた使用人）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
1 事業に関するある種類又は ① 사업에 관한 특정 종류 또는
特定の事項の委任を受けた使用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
人は、当該事項に関する一切の 용인은 해당 사항에 관한 일체
裁判外の行為をする権限を有す 의 재판 외 행위를 할 권한을
る。
가진다.
２ 前項に規定する使用人の代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용인
理権に加えた制限は、善意の第 의 대리권에 추가된 제한은 선
三 者 に 対 抗 す る こ と が で き な 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
い。
다.
第十五条（物品の販売等を目的と 제15조(물품의 판매 등을 목적으
する店舗の使用人）
로 하는 점포의 사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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物品の販売等（販売、賃貸その
他これらに類する行為をいう。
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を
目的とする店舗の使用人は、そ
の店舗に在る物品の販売等をす
る権限を有するものとみなす。
ただし、相手方が悪意であった
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第二節 会社の代理商

물품의 판매 등(판매, 임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목
적으로 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그 점포에 있는 물품의 판매 등
을 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본
다. 다만, 상대방이 악의인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회사의 대리상

第十六条（通知義務）
제16조(통지의무)
代理商（会社のためにその平常 대리상(회사를 위하여 상시 그
の事業の部類に属する取引の代 사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理又は媒介をする者で、その会 또는 중개를 하는 자로서 그 회
社の使用人でないものをいう。 사의 사용인이 아닌 자를 말한
以 下 こ の 節 に お い て 同 じ 。 ） 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거
は、取引の代理又は媒介をした 래에서 대리 또는 중개를 한 때
ときは、遅滞なく、会社に対し 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그 취지
て、その旨の通知を発しなけれ 의 통지를 발하여야 한다.
ばならない。
第 十 七 条 （ 代 理 商 の 競 業 の 禁 제17조(대리상의 경업 금지)
止）
1 代理商は、会社の許可を受 ① 대리상은 회사의 허가없이
けなければ、次に掲げる行為を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してはならない。
다.
一 自己又は第三者のために会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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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の事業の部類に属する取引を
すること。
二 会社の事業と同種の事業を
行う他の会社の取締役、執行役
又は業務を執行する社員となる
こと。
２ 代理商が前項の規定に違反
して同項第一号に掲げる行為を
したときは、当該行為によって
代理商又は第三者が得た利益の
額は、会社に生じた損害の額と
推定する。

회사의 사업 부류에 속하는 거
래를 하는 것
2. 회사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
을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 집
행임원 또는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되는 것
② 대리상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항 제1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해당 행위로 대리상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액은
회사에 발생한 손해액으로 추정
한다.

第十八条 （通知を受ける権限）
제18조(통지를 받을 권한)
物品の販売又はその媒介の委託 물품의 판매 또는 그 중개의 위
を受けた代理商は、商法 （明治 탁을 받은 대리상은 상법(명치
三十二年法律第四十八号）第五 32년<1899> 법률 제48호) 제
百二十六条第二項 の通知その他 526조제2항의 통지 그 밖에 판
の売買に関する通知を受ける権 매에 관한 통지를 받을 권한을
限を有する。
가진다.
第十九条 （契約の解除）
제19조(계약의 해제)
1 会社及び代理商は、契約の ① 회사 및 대리상은 계약 기간
期間を定めなかったときは、二 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2개
箇月前までに予告し、その契約 월 전까지 예고하고 그 계약을
を解除することができる。
해제할 수 있다.
２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や む を 得 な い 事 由 が あ る と き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は、会社及び代理商は、いつで 회사 및 대리상은 언제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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もその契約を解除することがで
きる。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第二十条 （代理商の留置権）
제20조(대리상의 유치권)
代理商は、取引の代理又は媒介 대리상은 거래를 대리 또는 중
をしたことによって生じた債権 개하여 발생한 채권의 변제기가
の 弁 済 期 が 到 来 し て い る と き 도래한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は、その弁済を受けるまでは、 때까지는 회사를 위하여 해당
会社のために当該代理商が占有 대리상이 점유하는 물건 또는
する物又は有価証券を留置する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다
ことができる。ただし、当事者 만, 당사자가 따로 의사표시를
が 別 段 の 意 思 表 示 を し た と き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は、この限りで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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