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전환우선주 관련 기본적 내용 및 실무적 포인트 – 전환주식 관련 상법 규정

상법 제 346 조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전환의 사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 2 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전환할 주식

2. 2 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3.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권이 무효로 된다는 뜻

④ 제 344 조제 2 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수 중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유보(유보)하여야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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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증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2.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주식청약서

또는

제 348 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제 349 조 (전환의 청구) ① 주식의 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 통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와
청구년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350 조 (전환의 효력발생) ① 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 회사가 전환을 한 경우에는 제 346 조제 3 항제 2 호의 기간이 끝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 354 조제 1 항의 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때 또는 제 346 조제 3 항제 2 호의 기간이 끝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를 한 때 또는 제 346 조제 3 항제 2 호의
기간이 끝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할 수 있다.

제 351 조 (전환의 등기)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 또는
제 346 조제 3 항제 2 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 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