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보유구조에 관한 연구*
- 중개기관을 통한 주식 선의취득에 관한 최근의 논의를 중심으로노혁준**

I. 서론
1. 증권 간접보유 보편화의 배경과 문제점
우리나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4조는 증권을 “...투자
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
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주식 등 지분증권, 사채 등 채무증권 등을 열거하고
있다. 증권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나 어느 나라이든 중개
기관(intermediary) 을 통한 간접보유(indirect holding)라는 현상은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 즉 주식, 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있어서 원형 (prototype)적인 모습은, 발행회사
로부터 투자자가 직접 이를 표창하는 주권, 사채권 등을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다른 투자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양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증권의 보유 및 거래를 투
자자 개인이 직접 행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고, 증권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 계좌를 개
설하여 거래를 지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아가 실물 증권을 중앙예탁기관(CSD: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에 예탁하거나 아예 발행하지 않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
다.
이렇듯 증권의 간접보유가 보편화된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큰 이유는 간접보유를 통한
거래가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기 때문이다. 후술하듯이 증권의 간접보유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아예 증권이 발행되지 않고 계좌상으로만 보유증권의 기재수량이 기재되
는 무권화방식(dematerialization) 도 있고, 증권이 발행되지만 중앙예탁기관 또는 중개기
관에 증권이 보관되는 방식도 있다. 또한 이러한 경우 최종투자자와 중개기관이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지에 관하여도 각국의 입법례가 동일하지 않다. 그럼에도 간접보유방식이
갖는 공통적인 특장점은 투자자가 증권을 직접 보유하는 데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는 것이다. 어차피 증권이란 주주권 또는 채권 등 추상적인 권리를 표창하는 것이므로 이
에 관한 증서를 투자자가 직접 보관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효용은 크지 않다. 반면 중개
기관이 증서의 보관, 거래상대방의 물색 등을 담당하는 경우 증서의 분실에 따른 위험을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원래의 연구주제는 ‘증권의 보유구
조에 관한 연구: 중개기관을 통한 주식소유에 관한 최근의 논의를 중심으로’였으나 연구의 초점을 선
의취득에 맞추면서 부제명이 약간 변경됨.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Valerie Combs, The Law of Intermediated Securities: U.C.C. Versus UNIDROIT, 58 Alabama
L. Rev. 399, 399 (2006)에 의하면 미국에서 거래되는 증권의 60% 내지 80%는 중개기관에 의하여
간접보유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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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추고, 거래상대방의 탐색, 거래실행에 관한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 한편 많은 나라
에서 특히 상장된 증권의 거래는 반드시 중개기관을 통하고 있는바, 2) 이는 공개시장의 건
전성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중개기관은 금융당국이 부과하는 각종 진입
규제와 건전성 규제의 대상이 된다. 무자격자가 직접 공개시장에서 거래에 나서지 않도록
함으로써 다수의 투자자가 결제불이행 등의 불안 없이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다. 이렇듯
증개기관을 통한 간접보유는 금융당국에 의한 규제를 용이하게 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반면

중개기관을

통한

간접보유에도

특유의

위험이

따른다( 중개기관

리스크:

intermediary risk). 원래 발행인의 도산위험은 투자자가 증권을 간접보유하든 직접보유
하든 마찬가지로 부담해야 할 성질의 것이다. 그러나 투자자가 중개기관을 이용하는 편리
함은, 중개기관이 관여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수반한다. 중개기관이
도산하는 경우 중개기관을 통해 간접보유된 증권이 중개기관 일반채권자의 집행재산이 될
위험, 중개기관이 도산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권의 수량불일치 내지 기재오류로 인하여 투
자자의 계정에 기재된 증권 전부를 회수하지 못할 위험 등이 그것이다. 3)
특히 증권은 실물자산과 비교할 때 국제적인 유통이 훨씬 용이하고 중개기관들도 활발
하게 국내외를 넘나들면서 투자자를 상대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위 중개기관 리스크가
증폭될 가능성도 있고 법적 불확실성 및 각국간 입법례의 차이로 인하여 분쟁이 장기화할
우려도 있다. 이렇듯 점증하는 증권 간접보유의 필요성 및 수요에 비하여, 아직 증권 간접
보유의 법적, 제도적 인프라는 완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려
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증권 간접보유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에 귀 기울이면서 중개기관 리
스크로부터 효율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논의의 방향
증권 간접보유 보편화에 따른 국제법규의 조화 노력은 저촉법(抵觸法) 의 관점에서 먼저
이루어졌다.
International

즉

2002년

Law) 에서는

헤이그

국제사법회의(Hague

간접보유증권에

적용될

법에

Conference
관한

헤이그

on

Private

협약(Hague

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Certain Rights in Respect of Securities
Held with an Intermediary)을 성안하였다 . 다만 이는 국제사법적 관점에서 준거법을 결
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므로 각국의 증권 간접보유를 규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실질법(實質法)적인 접근은 2009년 10월 제네바에서 이루어졌다. 사법통일국제협
회 (UNIDROIT: Institut international pour l'unification du droit privé)에서는 2002년
2) Charles W. Mooney, Jr., & Hideki Kanda, Core Issues under the UNIDROIT(Geneva)
Convention on Intermediated Securities: Views from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Intermediated Securities: Legal Problems and Practical Issues (Ed. by Louise Gu llifer and
J ennifer Payne, Hart Publishing (2010), p.72.
3) See id. at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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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위 작업을 진행하였는바, 2009년에 37개 참가국의 서명을 받은 간접보유증권에 관
한 실질법 협약(Convention on Substantive Rules for Intermediated Securities. 이
하 “제네바 협약”)이 공표되었다.
국내적으로는 증권 간접보유 및 무권화를 가속화할 이른바 전자등록 법안이 검토되고
있다. 즉 종래부터 예탁제도를 전자등록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는
바, 이는 2011년 개정상법 제 356조의 2,4) 2011. 7. 14. 제정되어 2013. 1. 15. 시행된 전
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서5) 일부 결실을 맺은바 있다. 나아가 정부
가 2015. 10. 23. 제출한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 이하 “전자등록법안”)
은6) 본격적인 전자등록 법제의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7)
이러한 국내외의 상황은 간접보유증권에 관한 기존 논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 글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중개기관이 개재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법적 불확실성의 측면이다. 대체로 중개기관이 도산한 경우 그 투자자들이 중개기관
의 일반채권자들에 비해 우선하는 물권적(proprietary) 권리를 갖는다는 점에 대하여는
많은 입법례들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8) 즉 우리나라에서처럼 투자자에게 증권에 대한
직접적 권리( 공유권) 을 인정하는 법제에서 뿐 아니라, 미국과 같이 투자자에게 중개기관에
대한 권리만을 인정하는 법제에서도 중개기관 도산시 투자자의 권리는 일차적으로 보호된
다. 다만 중개기관을 통한 간접보유 시에 전통적인 선의취득의 법리가 어떻게 변형될 것
인지, 보유수량의 불일치, 기재오류 시에 중개기관의 기재를 신뢰한 제3자를 어떻게 보호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각국의 입장이 다르다. 이 글의 초점은 이와 같이 선의취득 또는
이와 유사한 상황에 맞추어져 있다. 증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논란이 많은 주식을 중
심으로 논의될 것이다.
제II장에서는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증권 보유구조에 관한 주요국가들의 입법례를 검토
4) 제356 조의 2(주식의 전자등록) ①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
기관(유가증권 등의 전자등록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
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다.
②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의 양도나 입질 (入質)은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
③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
며, 이러한 전자등록부를 선의 (善意)로 , 그리고 중대한 과실 없이 신뢰하고 제 2항의 등록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 자는 그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
④ 전자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효과, 전자등록기관의 지정ㆍ감독 등 주식의 전자등록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인 전자단기사채를 고객계좌부, 계좌관리기관등가지계좌부에 전자적으로 등록
하고 이를 통하여서만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은 전
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의 조문형태와 유사한 점이 많다.
6) 의안번호 1917348호. 2015. 12. 28. 현재 아직 구체적인 법안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회싸이트
의(www.assembly.go.kr)의 법안검색 참조.
7) 위 법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전자등록의 도입에 따라 탈세, 자금세탁 등 음성적 거래가 억제되고,
자본시장에서 다양한 권리의 유통을 가능하게 되고, 주식, 사채 등 거래질서가 건전화하며, 법적안정
성을 높이고 및 증권 분실, 위조 등 위험을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8) Hideki Kanda, Legal Rules on Indirectly Held Investment Securities: The Japanese
Situation, Common Problems, and th e UNIDROIT Approach, 10 Unif. L. Rev. 271, 274-27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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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기존 법제와 전자등록법안이 다른 나라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제III장에서는 제네바 협약의 내용을 살펴본다. 본 연구
의 주제인 선의취득에 관련된 부분에 중심으로 위 협약의 주요내용을 검토하게 될 것이
다. 제IV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법제상 간접보유방식과 선의취득제도가 어떻게 개선되
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본다. 특히 전자등록법제가 도입될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선의취득
법제 등이 정비되어야 할지 검토할 필요가 크다. 마지막 제V장은 글의 결론이다.

II. 증권 보유구조에 관한 입법례
1. 개관
각국의 입법례를 비교할 때 동일한 “간접보유”라는 용어를 쓰더라도 구체적인 법률관계
를 들여다보면 개별적인 권리관계에는 큰 차이가 있다. 선의취득에 관한 법적규율을 비교
할 때에도 각국의 증권 보유구조에 대한 입체적인 해석이 전제되지 않으면 피상적인 고찰
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일부 국가의 경우 중개기관이 개재되더라도 실제 법률관계에 있어서 단지 창고업자 내
지 증권보관자(custodian) 역할만을 담당할 뿐 독립한 실체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중간자를 중개업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대리인 내지 보조자로 볼 것
인지에 관한 의문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하여, 이하에서는 다양한 증권 보유구조를 몇 가지 잣대를 기준으로 구분
하여 본다. 먼저 이른바 투명한 증권 보유구조(transparent System)에 관하여 살펴보고,
다음으로 다층구조의 여부, 중개기관 보유증권에 관한 투자자의 권리 측면에서 차례로 검
토해 본다.
2. 투명한 증권 보유구조(transparent system) 여부에 따른 분류
가. 투명한 증권 보유구조의 유형
증권의 보유구조를 구분하는 잣대로 소위 투명한 시스템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일반적
으로 투명한 시스템이란 발행인과 투자자 사이에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실체(entity) 가 관
여하는데, 최상위 보유기관이 하위투자자의 계좌 또는 하위계좌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개
별투자자 지분을 파악하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9) 투명한 시스템의 전형적인 예는 아래와
9) Unidroit Committee of Governmental Experts for the Preparation of a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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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그림 1] 투명한 증권 보유구조의 전형적 사례10)

투명한 시스템 하에서 최종 중개기관인 중앙예탁기관은 개별투자자의 투자내역을 상세
히 파악하고 있다. 제네바 협약에서는 투자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직근 상급 중개기관 이
외에 차상위 또는 중앙예탁기관(CSD)을 상대로 하여 투자자에 대한 지분압류 등을 구할
수 있을 것인지가 투명한 증권 보유구조와 관련하여 논의된바 있다. 전형적인 투명한 시
스템 하에서 중앙예탁기관과 계좌보유자(AH-1, AH-2 또는 AH-3) 사이에 있는 중간기관
(middle entity: 위 그림의 INT)은 단순한 계좌보유의 통로로 활용될 뿐이다 . 따라서 계좌
보유자의 채권자는 이러한 중간기관이 아니라 중앙예탁기관을 상대로 계좌보유자 지분을
압류할 수 있다.
이와 대비되는 총합형 시스템의 경우11) 개별투자자의 증권보유 내역을 직접 관리하는 것
은 위 중간기관이다. 중앙예탁기관은 옴니버스 계좌(omnibus account)를 통해 각 중간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총합만을 관리한다. 따라서 계좌보유자의 채권자가 중앙예
탁기관을 상대로 계좌보유자 지분 압류를 요청하더라도 중앙예탁기관은 세부적인 투자자
의 지분내역을 알 수 없으므로 이에 응할 수 없게 된다.
제네바 협약은 지분압류의 관점에서는 일응 총합형 시스템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 즉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계좌보유자의 채권자가 신청하는 압류의 상대방은 해당 계좌보유
자를 직접 관리하는 중개기관이어야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상위 중개기관에 관한 압류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투명한 시스템을 택하는 국가인 경우 투자내역을 파악하고
있는 상위 중개기관을 상대로 압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국내법으로 위 상위
중개기관 압류금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유보조항을 두고 있다( 제22조 제3항12)).
LXXVIII Doc. 44 (2006), p.2
10) See id.
11) 투명한 시스템과 대비되는 시스템을 가리키는 통일된 용어는 없으나 , 여기에서는 일응 총합형 시스
템으로 부르기로 한다.
12) 체약국은 국내 비협약법에 의하여 해당 중개기관이 아닌 인(person)을 상대로 또는 그에 영향을 미
칠 목적으로 실행된 계좌보유자의 간접보유증권에 대한 압류가 해당 중개기관에 대하여도 유효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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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증권 보유구조는 택하는 대표적인 국가로서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과 중국이
있다. 먼저 핀란드의 예를 본다. 그림 2에서 보듯이 국내적인 증권 보유에 있어서 핀란드
는 전형적인 투명한 증권 보유구조이다. 중앙예탁기관은 개별투자자의 투자내역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해외투자자들이 핀란드 상장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이다. 만
약 해외투자자들이 해외 중개기관을 통해 핀란드 기업에 투자한 것이고, 해당 해외국가가
총합형 증권 보유구조 시스템을 취하고 어떠한가? 핀란드 증권보유 법제는 두 가지 방식
을 허용한다. 첫 번째는 해외투자자가 직접 핀란드의 중간기관(middle entity)을 통하여
투자하는 것이다. 이 때에 국내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취급되는 것이므로 특이한 점이 없다.
두 번째는 핀란드 국내의 Nominee를 통하여 투자하는 것이다. 이 경우 중앙예탁기관에는
해당 Nominee 에 관한 옴니버스 계좌가 설정되므로 중앙예탁기관의 개별 해외투자자의
투자내역을 파악할 수 없게 된다. 해외투자자들의 투자는 통상 두 번째 방식에 의하고 있
다.
[그림 2] 핀란드의 증권보유구조13)

다음으로 중국의 경우이다, 중국의 경우 중앙예탁기관인 SD&C(Securities Depository
and Clearing Corporation)가 직접 계좌보유자의 보유정보를 관리하므로 투명한 보유증
권 구조이다. 다만 이에도 몇 가지 예외가 있다. 첫째 핀란드와 마찬가지로 해외투자자들
선언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은 그 다른 인(person)을 이름이나 설명(description)으로 특정하고 당
해 압류가 해당 중개기관에 대하여 유효한 시점을 명시하여야 한다.
13) Unidroit Committee of Governmental Experts for the Preparation of a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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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이른바 적격외국투자기관(QFII: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을
통해 중국회사 주식에 투자하게 되는바, 이러한 적격외국투자기관을 거치는 경우 옴니버
스 계좌에 의하게 된다. 두 번째 인민화가 아닌 외화표시 증권인 경우에는 옴니버스 계좌
에 의하게 된다. 위 두 가지 경우에는 SD&C가 개별투자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된
다.
[그림 3] 중국의 증권보유구조14)

나. 검토
투명한지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은 중앙예탁기관이 개별투자자의 계좌정보를 관리하느냐
아니면 옴니버스 계좌형태로 중간기관의 보유총량을 관리하느냐 여부이다. 투명한 증권보
유 구조는 종래의 증권보유 형태에 가깝다. 유의할 점은 투명한지 아닌지의 여부와 투자
자가 발행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는 별도의 문제라는
점이다. 즉 투명한 증권보유 구조는 증권의 직접 보유 형태, 즉 발행회사로부터 증권을 발
행받은 투자자가 증권을 보관하는 형태와 닮아 있기는 하지만 발행회사에 1차적인 증권
소유자로 나타나는 것은 중앙예탁기관이다. 이 점에서 투명한 증권보유 구조도 증권의 간
접보유 방식임은 분명하다. 입법례에 따라서는 투명한 증권보유 구조를 택하면서도 개별
투자자들이 발행회사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요건을 요구할 수 있
고,15) 아니면 중앙예탁기관에 기재된 것 자체로 발행회사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
14) Unidroit Committee of Governmental Experts for the Preparation of a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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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예컨대 발행회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상 기재에 준하는 문서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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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도 있다.
투명한 증권보유 구조 하에서 개별투자자에 대한 채권자가 중앙예탁기관을 제3채무자
로 하여 그 지분을 압류할 수 있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문제는 이렇듯 투명한
증권보유 구조인 경우 과연 중간기관(middle entity)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 여
부이다. 원래 증권 간접보유에 있어서 중개기관(intermediary)의 핵심적 기능은 증권계좌
의 관리이다. 제네바 협약도 중개기관을 “영업으로 또는 통상적 활동으로 타인 또는 자신
을 위하여 증권계좌를 관리하고 그러한 지위에서 행위하는 자( 중앙예탁기관 포함)”로 정의
한다. 16)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볼 때 중간기관이 단순히 투자자의 주문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라면 이를 중개기관으로 보아 별도로 취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투명한 시
스템의 경우 중간기관이 항상 단순하고 기계적인 업무만을 맡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계좌
운영자(account operator) 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위 핀란드의 경
우도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 투명한 시스템은 중앙예탁기관이 개별 투자자의 계좌정보를
관리한다는 의미일 뿐이고, 중간기관들의 계좌관리기능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
다. 따라서 투명한 증권보유 구조 하의 중간기관도 중개기관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이
를 반영하여 제네바 협약도 각국이 국내법을 통해 중간기관의 경우에 협약상 중개기관과
마찬가지의 기능수행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17)
비교법적으로 볼 때 투명한 증권보유 구조는 오히려 소수의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탁결제원은 예탁자가 관리하는 투자자의 보유증권 총액을 관리한다.
따라서 개별투자자에 대한 일반채권자가 예탁결제원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를 하는 방
식은 허용되지 않는다.18) 투명한 증권보유 구조는 간명하고 개별투자자의 지위 변동이 중
앙예탁기관의 관리계정에 바로 반영되므로 발행인의 입장에서도 주주 등 관리가 용이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중앙예탁기관 시스템의 운영에 과부하 또는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개인정보 보호에 허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나아가 증권의 국제거래에 있
어서 투명한 증권보유 구조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제거래가 활발한 증권시장이 투명한 증권보유 구조를 채택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3. 복층식과 다층식의 분류

16) 제1항 (d): "intermediary" means a person (including a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who
in the course of a business or other regular activity maintains securities accounts for
others or both for others and for its own account and is acting in that capacity.
17) 제7조 제 1항 .
18) 민사집행규칙 제176조에 의하면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에 관한 공유지분인 예탁유가증
권 지분에 대한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된다. 민사집행규칙 제177 조에 따르면, 개별투자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가 압류할 경우 예탁결제원이 아니라 예탁자가 예탁유가증권의 계좌대체와 증권반환 금지 의무
를 지는 제3 채무자가 된다.

- 8 -

복층식과 다층식의 구분은 개별투자자와 중앙예탁기관 사이에 존재하는 중개기관의 층
수에 따른 것이다. 만약 중개기관이 하나만 존재한다면 이는 복층식(two-tier system)이
다.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방식이다 . 즉 우리나라에서 개별투자자는 금융투자업자에 계
좌를 갖고, 금융투자업자가 예탁자(Participant) 로서 중앙예탁기관(CSD)인 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갖는다. 이에 따르면 ‘개별투자자와 예탁자’ 및 ‘예탁자와 예탁결제원’의 복층만이
허용된다( 자본시장법 제309조, 제320조).
반면 미국, 일본 등 다수 국가들은 다층식(multi-tier system) 에 의한다. 이는 개별투자
자와 중앙예탁기관 사이에 다수의 중개기관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복층식과 비교
할 때 다층식은 중개기관에 대한 규제, 감독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즉
복층식 하에서 모든 중개기관은 곧 중앙예탁기관에 직접 계좌를 갖고 참가자로서의 지위
를 갖는다. 따라서 복층식은 중앙예탁기관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및 감독당국에 의한 중
개기관 감독의 관점에서 강점이 있다.19) 반면 다층식의 장점은 중개기관들이 다양한 사업
전개 및 국제적 증권보유 관계에 있어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림 4에서
우리나라는 복층식 구조에 의하고 다른 나라 A는 다층식 구조에 의하는 경우 외국투자자
는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즉 예탁결제원에 참가하고 있는 국내기관만이 참가
자로 인정되고 그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해외 금융기관만이 투자자 지위로서 보호된다. 해
외의 최종 투자자는 우리 법제상 투자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림 4] 국제적 증권보유와 다층구조20)

19) 박철영, 제네바증권협약의 제정과 국내 증권법의 과제, 증권법연구 제11 권 제1 호 (2010), 345면 ; 김
이수, UNIDROIT 간접보유증권조약안과 전자증권 간접보유제도의 법적 과제, 인터넷법률 통권 제45
호(2009), 45면
20) Unidroit Committee of Governmental Experts for the Preparation of a Draft

Co nventio n on Substantive
LXXVIII Doc. 44 (2006)

Rules Regarding Intermed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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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ies, Study

생각건대 복층식에 비해 열세인 것으로 평가되는 다층식의 규제, 감독 측면은 다양한
감독기법을 발전시킴으로써 상쇄될 수 있다. 일률적으로 복층식을 강제하는 것보다는 다
층형 보유구조를 가능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4. 중개기관 보유증권에 관한 투자자의 권리에 따른 분류
이는 간접보유되고 있는 증권에 관련된 권리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의 문제라고 할 것이
다. 투자자가 보유증권을 중개기관에 맡기는 경우 극단적으로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을
수 있다. 한 극단에는 증권의 소유권이 중개기관으로 완전히 이전되고 투자자는 이에 대
하여 단순히 채권적인 반환청구권을 갖는 방식을 상정할 수 있다. 중개기관은 위 보유증
권을 자유롭게 처분, 담보제공할 수 있고, 만약 중개기관이 파산하는 경우 투자자는 파산
관재인에 대하여 별제권,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단지 일반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다른 극단으로는 투자자가 특정물인 해당 증권에 관한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중개기관은 단순히 점유보조자의 역할을 하는 방식이 있다. 투자자는 위 증권에 관한 물
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중개기관이 파산한 경우에도 위 증권을 회수할 수
있다. 실제 입법례에서 위 두 가지 극단은 채택하지 않는다. 투자자에게 단순한 채권자로
서의 지위만을 인정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에 미흡한 것이고, 이러한 체제로는 간접보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반면 중개기관으로 하여금 단순한 창고업자와 마찬가지로
특정물 보관의무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개별성, 특정성이 약한 증권의 보유법리와 맞
지 않는다. 이는 향후 도입될 주식 전자등록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실물 증권을 전
제로 하지 않는 숫자상의 증감에 불과한 등록주식에 관하여 중개기관의 특정물 보관의무
를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결국 각국의 입법례는 위 극단의 중단에 위치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고려하여 투자
자들에 대하여 증권에 관한 어느 정도의 물권적 권리(proprietary right)를 인정하고 있
다. 여기에서 물권적이라는 의미는 직접 계약을 맺고 증권을 보유하도록 허락한 중개기관
이외에 제3자에 대하여도 자신의 증권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특히 중개기관의 도산시에 큰 의미를 갖게 된다.
영국은 신탁의 수익권 개념을 이용한다. 이러한 신탁구조 하에서 보통법상 소유권(legal
ownership)과 형평법상 소유권(equitable ownership)의 분화가 이루어진다. 중앙예탁기
관인 CREST에게 보관된 주식의 법적 소유권은 참가자인 중개기관에 있다. 중개기관의 계
좌에 증가 기재된 투자자의 경우 신탁의 수익권자로서 형평법상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 21)
만약 한 층이 더 있는 경우에도 각 관계는 수탁자와 수익자로 구성된다. 최종투자자는 해
21) Philipp Paech, Market Needs as Paradigm: Breaking Up the Thinking on EU Securities
Law, LSE Law Society Economy working papers 11/2012 (2012),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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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증권에 관한 형평법상 소유권을 갖지만 실제로는 그 증권을 완전히 소유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22)
미국은 증권권리(security entitlement)라는 개념을 통해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한다.23)
미국 체제 하에서 투자자가 취득하는 것은 증권에 관한 소유권, 수익권이 아니라 그 투자
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중개기관에 대한 특수한 증권권리이다. 증권권리는 중개기관이 파
산한 경우에도 여전히 중개기관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물권
적 성격을 갖고24) 영국법상의 수익권과 유사한 점이 있다. 다만 미국의 증권권리는 중개
기관의 층마다 새롭게 별도로 성립한다는 점에서 수익권과 다르다. 또한 투자자의 중개기
관이 아닌 상위 중개기관에 대하여 행사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물권과도 다르
다.25)
독일은 중앙예탁기관에 혼장보관된 증권에 관하여 투자자의 공유권을 인정한다. 영국,
미국과 달리 중개기관은 증권에 관한 소유권을 갖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예탁결제제도는
이러한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투자자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증권에 관하여 공
유지분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며( 자본시장법 제312조), 언제든지 예탁자에 대하여 공유지분
에 해당하는 예탁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312조 제2항). 이는 특정물
이 아니라는 점에서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투자자에게 보유 증권에 대한 강력한 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과 프랑스의 경우 이른바 무권화(dematerialization)을 통하여 증권실
물을 폐지함에 따라 증권에 관한 직접적인 물권을 인정한다. 이러한 체제 하에서는 굳이
실물에 대한 혼장임치, 공유 등 개념을 원용할 필요가 없다. 투자자의 명의로 증가기재된
분량에 관하여 직접 소유권을 갖는다. 다만 이러한 권리를 실제로 행사, 이전함에 있어서
는 중개기관을 경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간접보유라고 할 수 있다. 26)
각국의 입법례의 구체적인 접근 방식에 차이점은 있지만, 하나의 공통점은 투자자 보호
의 관점에서 중개기관의 파산에 관한 방어막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유권, 공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물권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투자자의 자산이 중개기관 파산시 파산재
단을 구성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가장 간명한 것은 일본과 프랑스와 같이 무권화를 통
하여 직접적인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독일과 우리나라가 택하는 공유방식도 기본적
22) See id. at 10.
23) 증권권리에 관한 국내문헌의 설명으로는 김이수, UCC상 증권권리(secur ity entitlement) 의 개념, 증
권법연구 제5권 제1 호 (2004) 참조 .
24) 투자자는 그가 거래하는 중개기관이 보유하는 해당 종류의 금융자산 전체에 관하여 비례적 물권(pro
rata property interest) 를 가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Valerie Combs, The Law of
Intermediated Securities: U.C.C. Versus UNIDROIT, 58 Alabama L. Rev. 399, 400 (2006)
25) 투자자는 차상위 중개기관 또는 발행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직접적인 권리를 갖지 않는다. Valerie
Combs, The Law of Intermediated Securities: U.C.C. Versus UNIDROIT, 58 Alabama L.
Rev. 399, 401 (2006)
26) Philipp Paech, Market Needs as Paradigm: Breaking Up the Thinking on EU Securities
Law, LSE Law Society Economy working papers 11/2012 (2012),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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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방식은 그 논리적 명쾌함에도 불구하고 전통
적인 증권 소유법리에 서 있다는 한계가 있다. 소유, 공유로 법률관계를 단정지은 결과 투
자자와 중개개관, 중앙예탁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법률관계, 특히 국제적인 증권보유
관계를 탄력적으로 풀어낼 수 없는 한계가 지적될 수 있는 것이다.
5. 소결론
위 구분기준에 따를 때 우리나라의 증권 간접보유 법제는 총합형, 복층식, 투자자의 공
유권을 인정하는 구조로 분류된다. 간접보유 법제는 각기 장단점이 있으므로 어느 체제가
우월하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다만 복층식보다는 다층식이 다수의 중개기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큰 국제적 증권거래에 있어서 유리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본의
예탁결제제도에서 전자등록제도로 전환하면서 종래의 복층식을 다층식으로 바꾼 것도 이
에 따른 것이다.
투명한 시스템의 구분 여부는 투자자의 증권에 관한 권리에 따른 구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투명한 시스템인 경우 투자자의 물권적 권리를 강하게 인정할 여지가 높고, 반면 총
합형 시스템인 경우 투자자의 증권에 관련된 권리는 (증권 자체가 아닌) 중개기관에 대한
권리로 구성될 여지가 생긴다. 미국의 경우 총합형 시스템을 기초로 증권권리(security
entitlement)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다소 거칠게 말하자면, 투명한 시스템이
면서 투자자의 증권에 관한 직접적인 물권이 인정되는 경우 증권의 직접 보유와 유사하게
되고 규제당국의 감독이 용이해지는 측면이 있다. 반면 총합형이면서 투자자의 권리가 직
근 중개기관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는 경우 간접 보유는, 기존의 직접 보유와 다른 출발점
을 갖게 되며 여러 나라에 걸친 국제적 증권 간접보유를 무리 없이 설계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
향후 전자등록 제도를 도입하면서 특히 기존의 복층식을 다층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고려해 봄직하다. 나아가 공유권 구조를 중개기관에 대한 개별적 권리관계에 초점을 맞추
도록 바꾸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III. 제네바 협약의 주요 내용
1. 개관
제네바 협약의 기초적인 논의는 2002년에 시작되어 앞서 언급한대로 2009년에 결실을
맺었다. 이는 간접보유 증권에 관한 저촉법인 헤이그 협약에서 더 나아가 실질법 차원의
국제적 합의를 이룬 것이다. 협약의 목표에 관하여 사무국은 일찍이 (i) 특히 국제적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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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증권보유 규율의 개선, (ii) 중개기관을 통한 증권 보유현상 확대에 따른 법제의
개편, (iii) 종래의 실물 증권 보관에 터잡은 증권보유 방식에 따른 법적 문제점의 극복,
(iv)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실질법 규범의 창설 등을 제시한바 있다. 27)
협약은 총 7장 4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 1장은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및 해

석의 원칙 등 총칙에 해당한다. 제2장은 계좌보유자가 가지는 권리와 이에 관한 중개기관
의 의무, 제3장은 간접보유증권의 취득⋅처분과 권리간의 우선순위, 제4장은 도산절차, 압
류 및 발행인과의 관계 등 간접보유시스템의 완전성 보장, 제5장은 간접보유증권의 담보
거래를 규정하고 있다. 제6, 7장은 국내법과의 관계( 경과규정) 및 협약의 가입, 비준, 발효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 글의 주제인 주식 선의취득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선의취득을 직접 규정한
제18조이다. 이밖에 충분한 증권 보유에 관한 중개기관의 의무( 제24조), 중개기관 도산시
의 손실분담(제26조) 역시 있어야 할 증권과 실제 관리되는 증권의 수량불일치라는 관점
에서 선의취득과 관련성이 있다. 이하에서는 위 세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하되, 이해의 편
의를 위해 먼저 협약상의 주요개념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2. 협약상의 주요개념 및 원리
제네바 협약에서 ‘ 증권(securities)’은 증권계좌에 증가기재(credit)를 할 수 있고, 이 협
약 규정에 따라 취득, 처분할 수 있는 주식, 채권 그밖의 금융상품 및 (현금을 제외한) 금
융자산이나 이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제1조 (a)호). 28) 그중 ‘간접보유증권(intermediated
securities)’은 증권계좌에 기재된 증권 이외에 증권계좌에 기재됨으로써 발생하는 증권에
대한 권리(rights or interest in securities) 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듯 간접보유증권
에 증권에 관한 권리를 포함시킨 것은 미국의 증권권리(security entitlement) 등도 간접
보유증권의 범주에 넣기 위함이다.
‘중개기관(intermediary)’ 이란 통상의 영업과정에서 또는 다른 반복적 활동을 통하여
타인 또는 타인 및 자신을 위해 증권계좌를 관리하고 그러한 자격으로 활동하는 자를 가
리킨다. 중개기관에는 중앙예탁기관이 포함된다 ( 제1조 (d) 호). 한편 ‘계좌보유자(account
holder)’는 계산의 명의를 불문하고 중개기관에 자신의 이름으로 증권계좌를 보유하는 자
를 가리킨다(제1조 (e)).
계좌보유자는 증권의 실질적인 권리자로서 해당 증권에 관한 의결권, 배당 등 권한을
실제 행사할 수 있다(제9조). 이 조문이 계좌보유자로 하여금 증권 발행인에 대해 직접 권
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본디 협약은 계좌보유자와 중개기관의 법률관계
27) UNIDROIT, ‘Substantive Rules Regarding Intermediated Securities’ (Study 78), Overview,
http://www.unidroit.org/english/workprogramme/study078/item1/overview.htm.
28) 헤이그 협약 제1조 제 1 항 제1 호와 기본적으로 유사하나 명시적으로 증가기재 가능성, 취득⋅ 처분
가능성을 별도로 요구하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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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증권 발행인에 대한 문제는 협약의 논의 범위를 벗어난다.29) 그
럼에도 계좌보유자에 대한 증권보유 기재는 실질적 관점에서 계좌보유자가 권리자가 된다
는 것을 뜻한다.
계좌보유자는 증권을 계속 보유하면서 의결권, 배당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아니
라 이를 처분할 수도 있다. 그 처분 및 취득은 증권계좌의 증가기재와 감소기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제11조 제1항). 처분 및 취득의 대상은 증권에 대한 소유권 뿐 아니라 담보권
및 그밖의 제한적 권리(security interest or a limited interest other than a security
interest)도 포함된다. 따라서 증권에 대한 담보권 설정의 원칙적 방식은 증권계좌의 증가
기재 및 감소기재이다(제11조 제4항). 이는 담보권 설정시 소유권 이전과 마찬가지의 방식
을 따르는 것이다. 나아가 제네바 협약은 증권에 대한 담보 설정 방식으로 이른바 부기기
재(designating entry) 방식 ,30) 지배계약 방식31) 등 세 가지의 추가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제12조). 32)

3. 협약상 주식 선의취득과 관련된 법리
가. 제18조: 선의자에 의한 취득(Acquisition by an innocent person)
(1) 의의
협약 제18조는 간접보유 증권에 관한 선의취득을 규정한다. 구체적으로는 권리경합사
안인 경우(제1항)과 오류기재(defective entry)인 경우( 제2항)의 두 가지를 상정하고 있다.
협약 제18조와 체약국의 국내법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제18조는 일종의 안전항(safe harbor)으로 작동되는 것이다. 33) 협약상 요건
을 충족한 취득자는 체약국의 국내법과 무관하게 보호받지만, 나아가 국내법에서 더 넓게
선의취득자를 보호하는 조항을 두는 것은 무방하다. 취득자가 제18조 제1, 2항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당연히 증권의 반환책임,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국내법이 그 법률관계를 규율하게 된다(제18조 제4항).
두 번째로 제18조 제2항의 오류기재에 의한 선의취득의 경우 국내법에서 그 적용범위
29) 제네바 협약 제 8조 . 발행인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권리행사 요건을 갖출지 여부는 각국의 회사
법이 결정하면 충분하다는 논거에 따른 것이다. 박철영, 앞의 글, 316면.
30) 제12조 제3 항 (b)호. 계좌보유자가 증권을 계속 보유하면서 그것이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점을 별도 표시하는 것이다. 제1조 (l)호.
31) 제12 조 제3 항 (c)호. 특정 간접보유 증권에 관한 지배권을 타인에게 부여하는 계약이다. 제1호 (k)
호.
32) 다른 한 가지는 담보설정자와 중개기관의 약정만으로 담보권을 설정하는 방식이나, 이는 담보권자가
중개기관이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보편적인 방식은 아니다. 제12 조 제3 항 (a)호.
33) Hideki Kanda et al., Official Commentary on the UNIDROIT Convention on Substantive
Rules for Intermediated Securiti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1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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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한할 수 있다. 즉 국내법에서 위 유형의 선의취득의 적용범위가 결제시스템 규칙 및
계좌약정에 종속되도록 규정할 수 있다(제18조 제5항).
원래 증권 선의취득은 개별 투자자들간의 직접 거래를 전제로 발전된 법리이다. 거래안
전을 보호하기 위해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한 증권임에도 선의취득자에게 온전한 권리를 인
정해 주는 것이 그 핵심논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소에서 집합적으로 거래가 이루
어지는 상황에서 누가 누구와 거래를 했는지를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4) 예컨대 무권
리자가 권한을 사칭하여 거래소에서 주식을 매각한 경우에도 해당 주식을 누가 매수하였
는지를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향후 무권화가 진행되어 주식이 전자적으로 거래된다
면 이러한 경향을 더욱 심화될 것이다.35) 다만 현대적 증권거래에 있어서도 직접 거래상
대방을 특정하여 이루어지는 매매가 가능하므로 선의취득은 문제될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2) 요건
권리경합 사안인 경우( 제18조 제1항), 선의, 무과실의 취득자가 유상으로 협약상의 증권
취득방법에 따라 증권을 취득하여 다른 사람이 해당 증권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침해하
게 되는 경우에 성립한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① 취득의 방식은 증가기재의 방식
또는 담보설정 등에 관한 협약 제12조의 방식(부기기재, 지배계약 등)에 의한 것이어야 한
다(제17조 (a)호). 그밖의 방식에 의한 취득인 경우 체약국 국내법에 의해 보호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협약 제18조 제1항의 보호대상은 아니다. ② 주관적 요건으로서 증권 취득
이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을 실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actually
knows or ought to know)에는 선의취득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36) 다만 취득자는 거래
상대방에 관해 조사해야 할 일반적 의무는 없으므로(제17조 (b)(ii)), 대부분의 거래에서 위
주관적 요건은 충족된다고 할 것이다.37) ③ 무상취득인 경우에는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없고 유상이어야만 한다(제18조 제3항). 권리를 상실하는 진정한 권리자와의 이익형량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오류기재 사안인 경우(제18조 제2항)은 위 ① 취득의 방식, ③ 무상취득이어야 한
다는 점은 동일하다. ② 의 경우 주관적 요건의 정도는 선의, 무과실로 동일하나, 그 내용
이 다르다. 즉 이전 기재가 오류라는 점에 관한 선의, 무과실이 필요하다. 오류기재란 무
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할 기재(entry that is invalid or liable to be reversed)를 뜻한다
34) See id at 115 (18-5)
35) Charles W. Mooney, Jr., & Hideki Kanda, supra note 2 at 107은 무권화가 완성되면 전통적인
선의취득 사례는 사라질 것이라고 본다.
36) 원래의 협약 초안에서는 의도적인 부지 (wilful blindness) 기준을 채용하였으나 최종 협약에서는 이
를 수정하였다. 의도적인 부지는 원래 미국의 USC 제8-502 조의 기준이다. 상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Charles W. Mooney, Jr., & Hideki Kanda, supra note 2 at 101 참조.
37) Hideki Kanda et al., supra note 33 at 108 (17-11)은 명백한 무의식, 무시, 무의심(concededly
obliv ious, ignorant and uncurious)도 선의취득의 보호대상이라고 본다.

- 15 -

(제17조 (d) 호). 조건 불성취로 인해 무효, 취소대상이 된 조건부 기재도 마찬가지로 취급
된다.
권리경합 사안( 제1항) 과 오류기재 사안( 제2항) 은, 권리경합사안이 특정한 권리자와의 관
계에서 선의취득자를 보호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반해, 오류기재 사안은 중개
기관의 잘못된 기재에 따른 무효, 취소로부터 선의취득자를 보호하는 데에 중점이 있다는
데에서 차이가 있다. 아래에서 예를 들어 설명한다.
전형적인 권리경합 사안(제1항)은 A가 B에게 속아서 주식을 염가에 매도한 장외거래 사
안이다.38) 이 때 사기적 거래의 사법적 효력은 국내법에 따라 정해진다. 위 거래가 취소
가능하다고 할 때, 아직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B가 이를 선의의 C에게 매도하
였다면 이후 취소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C는 권리경합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이
러한 법리는 사기적 거래뿐 아니라 B 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무효인 거래, 절취
한 증권의 거래 등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39)
오류기재 사안(제2항)은 중개기관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할 기재를 하는 경우에 넓
게 인정된다. 단순히 중개기관이 실수로 잘못 기재한 경우 뿐 아니라 진정한 권리자의 요
청에 따라 증가기재를 하였는데 나중에 그 사법적 효력이 부인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후자인 경우 권리경합에 관한 제1항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다음 두 가
지 사례를 살펴본다. (a) 미성년자 A가 중개기관 X에 지시하여 B 에게 주식을 매각하였다.
당시 B 는 중개기관 Y를 통하여 거래하였다. 위 미성년자의 주식처분은 국내법상 무효라고
가정한다. 이 때 B 는 권리경합 사안( 제1항) 으로서 선의취득 보호를 받을 수도 있으나, 한
편 오류기재 사안( 제2항) 으로 보호받을 수도 있다. 일단 Y에로의 기재가 이루어진 다음 Y
가 다시 B 계좌에 증가기재 하는 것이므로 ‘Y에로의 기재’가 오류기재가 되는 것이다. 다
만 A, B가 동일한 중개기관 X를 사용했다면, 권리경합 사안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오류
기재 사안은 되지 못한다. 사전에 오류기재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40) (b) A는 B 에게
사기를 당하여 주식을 매각하였고, B는 다시 이를 C에게 매각하였다. 그 과정에서 중개기
관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이 때에 C는 권리경합사안으로 보호받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
와 같다. 나아가 오류기재 사안으로 보호받는 것도 가능하다. B 명의로의 이전기재가 오류
기재이기 때문이다. 41)
(3) 효과
선의취득의 요건이 충족되면 이른바 ‘후자우선의 원칙(last in time priority rule)’이
적용되어 선의인 취득자는 보호를 받게 된다.42) 권리경합 사안인 경우 (i) 선의취득자가
38) Id. at 115 의 Example 18-1 참조.
39) Id. at 115 (18-5)는 피고용인 P1 이 고용인 P2 의 주권을 절취하여 거래한 결과 이를 선의로 취득한
자가 발생한 경우도 권리경합의 한 예로 소개하고 있다.
40) Id. at 71 의 Example 11-1 참조.
41) Id. at 118 의 Example 18-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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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권리는 타인의 권리에 종속되지 않고, (ii) 선의취득자는 타인에 대하여 어떠한 책
임도 부담하지 않으며, (iii)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기재가 무효, 취소되거
나 대항력을 잃지 않는다( 제18조 제1항 (a)호 내지 (c)호). 오류기재 사안인 경우에도 (i)
선의취득자는 무효, 취소되었더라면 이득을 얻게 되었을 타인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
담하지 않으며, (ii) 오류기재가 있었다는 이유로 그 기재가 무효, 취소되거나 대항력을 잃
지 않는다( 제18조 제2항 (a), (b)호).

오류기재 사안의 경우 권리경합 사안과 달리 특정인

의 권리침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타인의 권리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효과를 명시하
지 않고 있다.
협약 제18조는 발행인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선의취득이 성립하였다고 하
여 반드시 발행인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국내법상 행사요
건을 갖추어야 한다.43) 또한 제 18조는 ‘증가기재(credit)’의 측면만을 규율하는 것이므로
선의취득이 인정된 경우 증권의 실제 발행수량보다 다량 기재될 가능성도 있다. 누가 어
떠한 방식으로 손해를 분담하면서 증권의 다량발행을 감축시킬 것인의 ‘감소기재(debit)’
측면은 국내법의 규율대상이라 할 것이다.44) 일단 선의취득이 발생한 다음의 증권 유통에
관하여는 이른바 엄폐물의 법칙(shelter rule)이 적용된다. 즉 선의취득자로부터의 전득자
는 악의라 하더라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다.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선의취득자는 보유증
권의 양도에 커다란 제한을 받게 되어, 45) 선의자 보호라는 제도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나. 제24조: 충분한 증권의 보유 또는 확보 (Holding or availability of sufficient
securities)
협약 제24조는 중개기관의 의무 중의 하나로서 증가기재된 증권수량에 해당하는 총량의
증권을 보유 또는 확보할 의무를 규정한다. 완전히 무권화된 프랑스 등의 증권법제의 경
우 중개기관이 과연 증권을 보유(hold)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보(availability) 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위 의무는 중앙예탁기관을 포함한 모
든 중개기관이 부담하고 있다.46)
보유 또는 확보의 대상은 고객인 계좌보유자의 계좌에 증가기재된 증권수량 이외에 중
개기관의 고유계좌에 증가기재된 자기보유분 증권수량도 포함한다(제24조 제1항). 이는 중
개기관 고유계좌에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에 실제 고객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
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이렇듯 중개기관 고유계좌에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고객
42)
43)
44)
45)
46)

Id.
Id.
Id.
Id.
Id.

at
at
at
at
at

114
116
114
119
155

(18-1)
(18-7).
(18-1).
(18-14).
(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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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후술하는 협약 제26조에 따른 손실분담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47)
보유 또는 확보의 구체적 방식은 넓게 인정된다. 즉 (i) 발행인의 등록부에 계좌보유자
명의 또는 계좌보유자의 계산으로 등록하거나, (ii) 발행인의 등록부에 중개기관 자신을 권
리자로 등록하거나, (iii) 실물증권 또는 기타 증서를 점유하거나, (iv) 다른 상위 중개기관
의 증권계좌에 의하여 간접보유증권을 보유하는 방법이 대표적이고 그밖에 (v) 적절하다
고 인정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24조 제2항).48) 위 각 방식을 혼합하여 활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해당 증권을 위 방식으로 보유 또는 확보하는 것이므로 해당 증권과
동일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다른 증권을 보유 또는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위 중개기관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49)
만약 중개기관이 충분한 증권을 보유 또는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어떠한가? 이는 실제
이용가능한 증권에 비해 더 많은 증권이 계좌에 기재되어 있음을 뜻한다. 이 상황에서 선
의의 취득자가 증권거래를 한 경우 해당 취득자는 앞서 살펴본 제18조의 선의취득의 법리
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일치는 가급적 빠른 시일 이내에
해소될 필요가 있다. 차이를 해소하는 방법은 크게 ① 중개기관이 시장에서 해당 증권을
추가 구매함으로써 중개기관의 보유분을 늘리는 방식과 ② 중개기관이 계좌보유자로부터
증권을 구매하거나 대여받음으로써 계좌보유자의 기재분을 줄이는 방식이 있다. 어느 경
우이든 불일치 해소에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국내법이
정하게 된다(제24조 제4항 ). 예컨대 중개기관 X의 계좌보유자 A의 계좌에 100주가 기재
되어 있고, 실제 중개기관 X는 다른 중개기관 Y에 있는 X계좌에 위 주식을 보유하고 있
다고 가정한다. Y의 도산으로 위 100주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 경우 X는 시장에서 100주
를 추가매입하는 등 제24조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매입에 따른 비용을 X
와 A중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국내법에서 별도로 정하게 된다.50)
다. 제26조: 중개기관 파산시의 손실분담 (Loss sharing in case of insolvency of the
intermediary)
협약 제26조는 손실분담에 관한 조항을 규정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중개기관의 증권
보유, 확보의무 미이행시 누가 손실을 부담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국내법의 규정 사항이
다. 만약 국내법에서 이를 별도로 정하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제 26조가 적용되는 것이다
(제26조 제1항 ). 여기에서 국내법이라 함은 파산법 뿐 아니라 물권법(property law) 등

47) Char les W. Mooney, Jr., & Hideki Kanda, supra note 2 at 89 의 각주 96.
48) 제24 조 제4항에 따르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방식에 관하여는 국내법이 이를 규정할 수 있도록 허
용하고 있다.
49) 즉 법적인 대체가능성 (legal fungibility)이 있는 그 종류의 증권(securities of that descr iption)이
어야 한다. Hideki Kanda et al., supra note 33 at 155 (24-13).
50) Id. at 158 (24-22).

- 18 -

그 명칭을 불문하고 중개기관의 파산시에 적용될 수 있는 법제 전반을 가리키고 있다. 51)
협약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중개기관의 파산으로 인해 계좌보유자, 계좌보유자 집단,
중개기관의 계좌보유자들 전체에 할당된 증권의 총수량이 각 계좌에 기재된 총수량보다
작은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은 해당 증권이 기재된 계좌의 보유수량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비례분담 원칙: pro rata sharing regime). 52) 그러나 중개기관의 고유계정에서 이러한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분담의무는 발생하지 않고 중개기관이 단독으로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 53)

IV. 우리나라의 간접보유 방식과 선의취득
1. 우리나라의 간접보유 방식
가. 현행 방식
우리나라는 증권의 간접보유에 관하여 예탁결제원에 의한 집중예탁방식을 취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기준에 따르면 총합형, 복층식, 투자자의 공유권을 인정하는 구조이다. 즉 증
권보유자들이 증권을 금융투자업자에게 예탁하고(1차 예탁), 금융투자업자는 예탁자로서
이를 다시 예탁결제원에 예탁한다(2차 예탁). 2차 예탁시에는 개별 증권보유자별로 예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융투자업자에게 1차 예탁된 해당 증권 전체가 총합으로서 예탁
되는 것이므로 총합형이다. 한편 1차 예탁 및 2차 예탁의 두 단계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복층식이다. 예탁자가 관리하는 투자자계좌부, 예탁결제원이 관리하는 예탁자계좌부에 기
재된 증권의 종류, 종목 , 수량에 관하여는 예탁자의 투자자와 예탁자가 각기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자본시장법 제312조). 따라서 투자자는 중개기관인 금융투자업자
에 대한 채권이 아니라 직접 증권에 관하여 물권적 공유권을 갖는다.
예탁결제원은 예탁자가 예탁한 증권을 종류별, 종목별로 모아서 혼합보관한다( 자본시장
법 제308조 제 4항 ). 이러한 이중 예탁의 법적인 성격에 관하여는 혼장임치와 위임의 혼합
형태로 이해되고 있다.54)
나. 전자등록법안의 검토

51) Charles W. Mooney, Jr., & Hideki Kanda, supra note 2 at 124; Hideki Kanda et al., supra
note 33 at 167 (26-11).
52) 만약 1 인이 계좌보유자이면 그가 단독으로 부담하게 된다. 제26 조 제2항 (a)호.
53) 협약 제 26조 제 2 항은 제 25조 제1 항에 의한 할당에 관한 것인바, 제25 조 제1 항은 제24 조 제1항 (a)
호에 관한 것이고 제24 조 제1항 (b)호는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54) 김건식/ 정순섭, 자본시장법(제 3판 ), 두성사 (2013), 647-648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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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대로 정부는 2015. 10. 23. 증권의 간접보유 법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자
등록법안을 발의하여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는 실물증권 발행을 전제로 한 현행의 법
제와 달리 전자등록 방식을 통한 완전무권화를 지향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증권보유
법리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자등록법안은 어떠한 증권 간접보유 구조를 상정하고 있는가?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예탁제도와 큰 차이가 없다. 현재의 예탁결제원이 전자등록기관의 기능을 수행하고( 법안
제4조 제 1항), 예탁자가 계좌관리기관이 되는바(법안 제8조), 계좌관리기관이 전자등록기
관에 개설하는 고객관리계좌에는 고객들의 전자등록주식 등의 총수량 또는 총금액이 기재
된다( 법안 제11조 제3항 ). 이는 기존의 총합형이 그대로 유지됨을 뜻한다. 한편 전자등록
제 도입 이후에도 전자등록기관-계좌관리기관-투자자로 이어지는 복층식의 보유 형태만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하위 계좌관리기관이 상위 계자관리기관에 계좌를 개설하는 다층식
은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의 증권에 대한 권리의 성격에는 현행 법제와 차
이가 발생한다. 즉 법안 제24조 제1항은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전자등
록 주식 등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
실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전자등록의 특성상 굳이 공유지분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직접 해당 증권에 대한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현행법이든 전자등록법안이
든 증권에 대한 배타적 물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다.
이처럼 전자등록법안은 기존의 간접보유 구조를 크게 바꾸지 않으려는 보수적인 입장에
서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복층식을 다층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장기적
으로는 증권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보다는 중개기관에 대한 개별적 권리관계에 초점을 맞
추는 방식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선의취득을 둘러싼 쟁점
가. 현행 예탁제도 하의 선의취득
주식 선의취득 법리의 기본적 형태는 상법에 의한다. 상법 제359조는 주권의 선의취득
에 관하여 수표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즉 주권의 일반적인 양도방식인 교부에 의하여 무
권리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양수인은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이상 주권을 선의취득한
다. 예탁된 주권인 경우 실물 주권이 없으므로 위 원칙이 변형되어 적용된다 .
제1유형은 무권리자의 계좌에 증가기재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갑 회사 주식 100주를 매
도한 양도인(A) 이 사기적 거래 또는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위 매매를 취소한 경우가 여기
에 해당한다. 아직 위 거래의 상대방(B) 계좌에 증가기재가 말소되지 않은 동안에 선의,
무중과실로 B와 거래한 제3자(C) 는 선의취득 법리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이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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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제311조 제1항, 즉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 계좌부에 기재된
자를

그 증권의 점유자로 간주하는 규정이다. 무권리자 명의의 기재를 믿고 주식을 거래

한 자는 주권을 점유하는 무권리자를 신뢰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의취득 법리의 보호를
받는다. 이 때 갑 회사 주식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는 자는 누구인가? 증권의 특정성과 관
련하여 논란이 있다. 만약 A의 계좌는 중개기관 X가 관리하였고 C의 계좌는 중개기관 Y
가 관리하였으며, 이에 따라 B 가 매도한 갑 회사 주식이 원래 A의 소유라는 것이 특정된
다면 선의취득의 반사적 효과로서 A는 위 주식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 논란이 있는 것
은 당사자들의 계좌를 관리하는 중개기관이 동일한 경우이다. 예컨대 A, B, C 모두 중개
기관 X의 계좌를 통해 거래했고, B 가 C 에게 갑 회사 주식을 매도할 당시 X가 관리하던
갑 회사 주식은 B 보유 100주 이외에 P, Q, R도 각기 100주씩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이
다. 이러한 경우에 C에 매도된 갑 회사 주식이 B 가 보유하던 그 증권으로 볼 수 없기 때
문에 결국 A 이외에 P, Q, R도 각기 25주씩 주식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55) 그러나 이렇듯 중개기관이 동일한 경우에도 선의취득의 반사적 효과로서 진정한
권리자인 A만이 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을 상실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56)
제2유형은 예탁자가 오류기재를 한 경우이다. 예컨대 계좌보유자의 보유주식수가 1,000
주임에도 10,000주로 잘못 기재한 경우이다. 무권리자에게 과도한 보유기재가 이루어졌다
는 점에서는 제1유형과 유사하나 전혀 존재하지 않는 주권이 예탁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선의자의 권리취득이 인정된다고 할 때, 제1유형은 기존의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결과 총발행주식수에 변화가 없는 반면 제2유형은 기재된 주식수가 실제
의 발행주식수를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자본시장법 제313조는 이러한 경우 보전의무
를 규정한다. 만약 위 10,000주를 선의로 매수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자는 악의, 중과실이
없는 이상 해당 증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고 볼 것이다. 그 결과 9,000주만큼의 실제 수
량이 부족하게 된다. 자본시장법 제313조에 의하면 예탁결제원 및 제310조 제1항에 규정
된 예탁자가 일차적으로 보전의무를 부담하고, 57) 그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제2유형의 문제를 과연 ‘ 선의취득’의 범주로 볼 것인지도 의문이 제기
될 수 있다. 원래 선의취득이란 증권의 발행 자체는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무권리자로부
터의 취득을 문제삼는 것인바, 제2유형은 증권기재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
55) 神田秀樹, 間接保有証券に関するユニドロア条約策定作業の状況, 企業法の理論: 江頭憲治郞先生還曆
記念(下卷) (2007), 589 면 .
56) 김건식/ 정순섭, 앞의 글, 650 면.
57) 제310 조 제1항에 규정된 예탁자의 의미에 대하여는 견해가 엇갈린다. 김건식/ 정순섭, 앞의 글, 650
면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 등을 예탁결제원에 다시 예탁하는 예탁자에 한정하고 있다. 반면
주석 자본시장법 II(개정판), 박영사(2015), 606면은 투자자를 가진 예탁자라면 해당 증권의 보유와 무
관한 예탁자라도 함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본다. 일본의 구 예탁제도 하에서도 중앙예탁기관과 전 중
개기관이 보전책임을 진다고 보는 견해가 통설이었다. Hideki Kanda, Legal Rules on Indirectly
Held Investment Securities: The Japanese Situation, Common Problems, and the UNIDROIT
Approach, 10 Unif. L. Rev. 271, 272 (2005).

- 21 -

나 이러한 형식적 구분을 떠나 실질적으로 유사점이 있으므로 대체로 제2유형의 경우에도
선의취득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8)
실제로는 증권 간접보유 법제가 발전함에 따라 제1유형보다 제2유형이 시스템에 대한
위협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많다. 실제 제1유형은 거래상대방이 특정된 경우에 주로 문제
되는바, 다자간집중차감결제시스템에 의하는 일반적인 증권거래에서 거래의 흐름을 특정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면 기재오류, 해킹 등으로 인해 보유수량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될 가능성은 전산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자
본시장법상 제2유형에 관한 규정은 충분하지 않다. 만약 신속하게 위 부족분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그 해소시까지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
인가? 이러한 문제들에 관하여 아직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협약 제24, 26조도 이러
한 부분들은 국내법으로 해결하도록 되어 있는바, 전자등록법안이 도입될 때 이를 명확하
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 전자등록법안의 내용
전자등록법안의 조항에 앞서 2011년 개정상법 제356조의2 제3항은 “전자등록부에 주
식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며, 이러
한 전자등록부를 선의로, 그리고 중대한 과실 없이 신뢰하고 제2항에 등록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 자는 그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고 선의취득의 요건을 명시하였다. 전자등록법
안 제24조 제5항은 위 상법 조항과 대동소이하다. 59) 이에 따르면 앞서 살펴본 제1유형은
별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제2유형이다. 고객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주식의 종목별 총수량 또
는 총금액이 실제 고객관리계좌부에 기재된 전자등록 주식의 종목별 총수량 또는 총금액
보다 과다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이러한 상태는 빨리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 상태에서
등록기재를 선의, 무중과실로 믿고 주식을 취득한 취득자는 선의취득 법리에 의하여 보호
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를 해소하고, 그 해소 이전에 관련자
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여부이다.
해소의무에 관하여 전자등록법안 제31조는 초과분이 발생한 계좌관리기관 및 전자등록
기관의 초과분 해소의무를 규정한다. 60) 만약 해소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초과분에 해
당하는 전자등록주식에 대하여 지급되는 배당금 등에 대하여는 해소의무 기관이 지급할
의무를 진다( 법안 제31조 제 4항). 위 초과등록으로 인하여 주식 발행회사가 추가출연의무
58) 앞서 본 협약 제18 조 제1, 2항, 김건식 / 정순섭, 앞의 글, 649-650 면, 한국증권법학회, 앞의 글, 605
면 등 참조.
59) “선의로 중대한 과실 없이 전자등록계좌부의 권리 내용을 신뢰하고 소유자 또는 질권자로 전자등록
된 자는 해당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
60) 일본의 대체법 제145조도 유사한 취지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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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해소의무를 이행한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법제와 동일하다.61) 구체적인
해소방식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
또는 주식보유자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 등이 가능할 것이다.62)
나아가 전자등록법안은 초과분이 해소되기 이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특칙을 두고 있
다. 즉 해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주주는 그 명의로 기재된 등록주식 전체에 관하여 주주
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된 수량 또는 금액에 한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령은 안분비례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63) 이렇게 되
면 예컨대 제 2유형으로 인하여 총 발행주식수가 2,000주임에도 4,000주가 등록유통되고
있다면 이러한 불일치가 해소되기 이전에는 각 주주들은 자기 명의의 주식의 50% 에 한하
여 의결권, 배당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른 손해는 위 해소의무를 부담
하는 기관이 배상하여야 한다(법안 제32조 제3, 4항).
다. 검토
먼저 전통적인 선의취득 법리가 현재의 증권 간접보유 실무 및 향후의 전자등록과 어떻
게 조화될 것인지에 관한 근본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주지하듯이 선의취득이란 무권리자
로부터 목적물을 양수한 자에게 원시취득을 인정함으로써 거래 안전을 도모하는 법리이
다. 제2유형의 취득인 경우 계좌에 기재된 증권 수량이 실제 발행된 증권의 수량을 초과
하는 경우이므로 그 차이만큼은 증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점을 중시한다면 제2유
형에 관하여는 공신의 원칙 등 선의취득과는 다른 접근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64) 그러
나 선의취득의 연원적 배경을 고수하는 것보다는 기능적으로 선의취득 법리를 확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외관을 중시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제2유형은 제1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일단 선의취득이라는 큰 범주에서 통합적으로 규
율하면서 증권 간접보유 및 전자등록에서 새로이 발생되는 현상에 대하여 추가적 보완조
치를 취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제네바 협약 제18조 제2항 및 전자등
록법안 제24조 제5항은 적절한 입법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로 수량불일치에 관한 조치이다. 만약 실제 발행수량보다 계좌에 기재된 수량이
적다면 이는 누군가 실제 권리가 있음에도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오류를 시
정하면 되고 선의취득자 등 거래안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쟁점이 되는 것은 전자
가 후자보다 많은 경우이고 입법례도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쟁점을 두
61)
62)
63)
64)

전자등록법안 제31 조 제5항. 자본시장법 제313조 제1항 단서와 비교.
제네바 협약 제24 조에 관한 논의 참조.
일본의 대체법 제147조 제1 항, 제148 조 제1 항은 법률에서 이러한 안분적 감축을 명시하고 있다.
공신의 원칙에 의한 별도 보호를 주장하는 입장으로서 정경영, 전자금융거래와 법, 박영사 (2007),
602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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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나누어 살펴본다. (i) 수량불일치의 일차적인 해소의무자이다. 전자등록법안에 따르
면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수량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일차적으로 해당 계좌관리기관 또는
해당 전자등록기관이 해소의무를 부담한다. 자본시장법 제313조의 경우 수량불일치와 무
관한 예탁자라 하더라도 함께 해소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바, 이를
명확히 배제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보인다. (ii) 다음으로 손실의 분담 내지 책
임추궁 문제이다. 자본시장법 제313조 제1항 단서 및 전자등록법안 제31조 제5항은 초과
분 발생이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구상권을 규정함으로써 수량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손
해가 최종적으로 귀책사유자에게 귀속됨을 밝히고 있다. 일응 명쾌한 것처럼 보이지만 상
황이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많다. 어떠한 전산상 잘못으로 대량의 과다기재가 발생하
고 이를 통해 이익을 본 투자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해당 중개기관이 파산한 경
우가 대표적이다. 초과분에 대한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등( 법안 제32조) 피해를 입게 되는
진정한 권리자들의 보호에 허점이 발생한다. 제네바 협약도 중개기관 파산시 투자자의 손
실을 계좌의 보유수량에 따라 안분하여 분담하도록 하는 원칙을 제시할 뿐 구체적인 내용
은 국내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협약 제26조 제1, 2항). 최후의 안전망으로서 중개기관
들을 중심으로 일종의 공동기금을 형성하여 선의 피해자들의 손해를 보전할 필요가 있
다.65)
마지막으로 제네바 협약과의 정합성 문제이다. 제네바 협약은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전
문가들이 수년간의 토론과 논의를 거쳐 성안된 것이므로 증권시장의 국제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그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쟁점별로 우리나라의 기존 법
제와 충돌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적으로 면밀하게 분석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선의
취득에 관한 법리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네바 협약 제18조 제1항에 따른 선의취득( 권리
경합 사안) 과 우리 자본시장법 내지 전자등록법상 선의취득의 차이점은 크게 다음과 같다.
① 주관적 요건에 관하여 협약은 선의 , 무과실을 요구하는 반면 ,66) 우리나라는 선의, 무중
과실이면 충분하다. ② 대가성에 관하여 협약은 유상일 것을 요구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
는 유, 무상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선의취득 요건은 제네바 협약보
다 넓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네바 협약은 협약상의 선의취득 요건을 수용할 것을
요구할 뿐 그보다 넓은 선의취득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제네바 협약상의 선의
취득 요건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제상 큰 혼란이 발생할 여지는 많지 않다.
협약 제18조 제 2항에 따른 선의취득(오류기재 사안) 역시 이러한 부분에까지 선의취득 법
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앞서의 결론에 따르면 그 수용에 크게 무리가 없다. 결국 선의취
득의 측면에서 보면 제네바 협약은 우리나라가 수용가능한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65) 현행 자본시장법 제394 조의 손해배상공동기금이 참조될 수 있을 것이다.
66) 제네바 협약 제18조 제1, 2 항은 취득자가 상대방의 권리흠결 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knows or ought to know) 선의취득을 부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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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전통적인 증권의 직접 점유를 통한 보유에서 중개기관을 통한 간접점유의 시대를 거쳐
이제는 전자등록을 통한 완전한 무권화(dematerializaton) 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러
한 시대의 변천은 우리나라 증권 보유법제의 발전에 큰 화두를 던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
첫 번째가 국제적 증권거래의 발전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여부이고, 두 번째는 전산오
류 또는 의사표시 흠결 등에 수반되는 진정한 권리자 보호와 거래안전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의 문제이다.
국내적 거래만을 두고 보면 총합형, 복층식, 투자자의 공유권을 인정하는 기존의 법제
및 전자등록법안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투자의 국제화 측면을 고려한다
면 복층식을 다층식으로 변화시키고, 공유권 법리를 투자자의 중개기관에 대한 개별적 권
리 체제로 변화시키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증권거래시 선의자 보호와 관련하여 기존 선의취득 법리를 출발점으로 하면서 이를 기재
오류에 따른 수량불일치까지 확장 적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수량불일치의 문제점을 해
결하는 가장 좋은 방안은 엄격한 전산운용 방식을 통해 이러한 불일치를 사전적으로 걸러
내는 것이다. 실제로 전자등록법안상 전자등록기관은 고객관리계좌 등 이외에 발행인관리
계좌도 관리하고 있으므로 양자의 대조 과정에서 수량불일치를 대부분 걸러낼 수 있을 것
이다. 다만 계좌관리기관 단계에서는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선의의 투자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여지가 있다. 이에 관한 기금을 마련하여
진정한 권리자 보호와 거래안전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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