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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주주제안제도는 소수주주에게 주주총회 안건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회사와 주
주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경영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며 ESG경영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
• 환경경영(E) 또는 사회책임경영(S) 관련 주주제안 실행에 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법
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 개정 전이라도 환경경영(E) 또는 사회책임경영(S) 관련 주주제안이 시도되는 경우, 이사회는 그
핵심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를 적절히 변형하여, 주주총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는 방
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아울러 환경경영(E) 또는 사회책임경영(S) 관련 주주제안이 단순히 주주의 권고 내지 의사표명
이라는 형식으로 결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음
• 또 주주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지분율 요건에 일정 수의 주식 보유나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
보유를 기준요건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임시주주총회에서도 주주제안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행사기간에 관한 개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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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작하며
우리 상법상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 기재할 회의의 목적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므로(상법 제
362조, 제363조), 이사회만이 전속적으로 주주총회의 의제와 의안을 제안할 수 있었으나, 1998년 개
정상법에서 회사와 주주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의지를 제고하여 소수주
주가 대주주 및 경영자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주주제안제도(상법 제363조의2)를 도
입하였다1). 그러나 도입한 지 20년이 지난 주주제안권은 행동주의 사모펀드 등 기관투자자를 중심으
로 간헐적으로 행사될 뿐이고 그 활용도도 이사선임이나 배당요구 사항에 한정되고 있어 그 기능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2).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관련 현실을 돌아보면, 현재의 주주총회는 회사 경영진에 대한 적절
한 견제와 감시라고 하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지배구조를 갖춘
회사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지도 못하고 있다3). 본래 주주제안권은 경영자와 주주간의 공
평한 의결권행사를 도모하고 형해화된 주주권을 회복하여 주주와 경영자의 적절한 권한분배에 유용한
제도로4), 이와 같은 주주권회복을 통해 경영자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까지 이
바지할 수 있다. 특히 주주의 의사를 주주총회에서 심의할 의제나 의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주
총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소집한 총회와 별개로 주주 스스로 총회를 개최하는 것보다는
회사가 소집한 총회에서 주주에게 의제나 의안을 제출할 기회를 열어주고 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는 주주제안제도가 보다 간편하고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인 면에서 더욱 효율적이므로5) 이를 적극적
1) 홍복기/박세화, 회사법 강의(제6판), 법문사, 2018, 339-340쪽
2) 장정애, “현행 주주제안권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2(3),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389쪽
3) 이지수, “우리나라 주주총회는 왜 활성화되지 못하는가? -주주총회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이슈&분석｣, 경제개혁연구소,
2014, 2-3쪽
4) 김지환, “주주권 실현을 위한 주주제안제도”, 기업법연구 제22권 제2호, 한국기업법학회, 2008, 120쪽
5) 송옥렬, 상법강의(제8판), 홍문사, 2018, 9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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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활용하는 것이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득이 되는 방향이다.
이렇듯 주주제안제도는 일반 주주들의 회사경영에 대한 의견제시 과정을 통해 주주총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므로, 경영진의 독주를 견제하고 회사지배구조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글은 국내외 주주제안제도를 개관
하고, 이를 토대로 현행 주주제안제도의 문제점을 살피며, 특히 사회책임경영(S) 및 환경경영(E) 관련
주주제안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를 검토하고 그 개선방향을 모색하여 우리나라 상장회사가 ESG
경영에 보다 능동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Ⅱ. 주주제안 제도 현황
1. 우리나라
주주제안제도는 소수주주에게 주주총회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회사와 주
주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참석의지를 고취 시킴과 동시에 대주주 내지
경영자에 대한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이다6). 즉 주주제안제도는 이사회가 회사경영을 전횡할 경
우 주주의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소유와 경영의 엄격한 분리에서 나오는 이해상충을 조정하
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7).
상법 제363조의 2는 주주제안권에 관하여 제1항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
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제363조에서 정하는 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상법 제542조의 6은 소수주주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2항에서는 주주제안권과 관련해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3조의 2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법의 규정은 소수주주권 행사에 관해서 일반규정과 상장회사 특례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즉, 상장회사의 경우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완화
6) 김홍기,상법강의(제4판), 박영사, 2019, 493쪽
7) 전현정, “주주제안권과 그 한계”, 저스티스, 제164호, 한국법학원, 2018, 1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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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대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식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규정에 따른 주식보유비
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6개월의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상장회사의 주주가 소수주주권
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해 상법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아 해석상 논란이 있었고, 이에 관한
하급심 판결 역시 통일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2020년 12월 29일 시행된 개정상법은 이러한 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즉, 상장회
사 특례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다른 절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을 명시하여, 일반규정과 특례규정 중 한가지 요건만 충족시킨다면 각 요건에 따른 소수주주권을 행
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주제안제도 행사요건과 관련한 혼란을 해소하고 주주제안권의 실효성 확보
와 활성화를 위하여 바람직한 개선이다.
위 개정 규정에 따라 주주제안권의 행사 주체에 관한 혼란의 여지는 없어졌고 그 범위는 확대되었
다.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3%,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이상 보유를 조건으로 하여 회사의 규모에
따라 1% 또는 0.5%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보유기간 제한 없이 3%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행사할
수 있다. 의결권 없는 주식은 지분비율 계산에서 모두 제외된다. 의결권 없는 주식에는 상법에서 정
하고 있는 자기주식이나 상호주뿐만 아니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은행법 등에서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정한 경우도 포함된다.8)
현행 주주제안권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의제(목적사항)로 삼을 것을 제안할 수 있는 의제제
안권(제363조의2 제1항)과 주주총회의 의제에 대한 의안의 요령을 제출할 수 있는 의안제안권(동조
제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제363조 제2항에서 통지할 ‘회의의 목적사항’이란 의제를 말하고,
제433조 제2항, 제363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의안의 요령’이 바로 의안을 의미한다9). 의안은 제
363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추가 제안된 의제에 부수하든지 또는 의제와 일체화되어 제안되는 경우와,
회사가 제출하는 의안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수정제안, 반대제안 및 선거제안 등의 형태를 띤다10).
하지만 실무에서는 두 용어를 구별하지 않고 ‘의안’이라고만 하거나 ‘안건’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
고 있으므로, 회사법의 이념과 본질, 제도의 취지 및 관련 법규를 토대로 정의해야 할 것이다11).
전통적으로 주주의 경영 참여 관련 권리행사는 비용의 발생 없이 지배구조개선에 의미 있는 영향
과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주주들은 ① 정보가 불완전하고 ② 그들의 결정이 경영진의 의사결정과
다를 경우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③ 단기적 고려와 특수 지분의 영향을 받을 수
8) 김건식 노혁준 천경훈, 회사법(제2판), 박영사, 2016, 278쪽; 정동윤 편, 주석 상법 제5판[회사법(3)], 박영사, 2014
9) 주주제안권을 의제제안권과 의안제안권으로 구별하는 것은 일본법상 논의의 영향을 받은 부적절한 용어 사용이고, ‘의안’이 곧
회의의 목적사항이고 의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의안의 요령’이라고 이해하는 견해는 정경영, “주주제안제도에 관한 비교
법적 고찰”, ｢상사판례연구｣16권, 한국상사판례학회, 2004, 104쪽
10) 박찬우, “주주제안권”, ｢비교사법｣제6권 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1999, 457쪽
11) 성민섭, “주주제안권의 내용상 한계와 이사회의 심사･변형 상정 가능성 - 이사 추가선임 및 집중투표를 청구한 사례들을 중
심으로 -”, ｢법학논총｣28(3),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280쪽

4

있기 때문에, 장기적 주식가치에 악영향을 미친다12)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투명한 경영 정보를 주
주에게 제공하고 일부 주주의 단기적 고려와 특수 지분의 영향은 전체 주주의 총의를 모으는 주주총
회에서 걸러질 수 있으므로 주주제안권 활성화를 통한 주주와 경영진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지속가능
한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이하에서 해외 주요국의 주주제안제도 현황을 살피고, 이어서 우리
나라 주주제안 제도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2. 해외 주요국
1) 미국13)
미국에서는 1934년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제14조 a항에 근거하여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증권거래위원회)가 위임장권유규칙을 제정하고 1942
년에 개정하여 주주제안제도를 명문화(SEC Rule 14a-8)하였고 1983년에 대폭 개정한 바 있다. 최
근 개정은 2019년 11월 개정안을 제시한 후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2020년 9월 23일 개정하였는
데14), 약간의 수정이 있었지만 개정안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였다.
미국에서 주주제안은 주주제안의 비용부담 주체에 따라 두 가지의 경우로 나뉜다. SEC Rule
14a-7은 주주의 위임장권유를 발송해 주든지 주주가 직접 우송할 수 있도록 주주명부를 교부하는
방법을 규정하는데, 이때 인쇄비와 우송비는 주주가 부담하고 자유로이 위임장권유제도를 통하여 주
주제안을 할 수 있으며(단독주주권), 제안의 내용이나 분량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에 비하여 SEC
Rule 14a-8은 주주의 의견을 경영진의 위임장권유참고서류(위임장설명서와 위임장서식)에 포함하여
이를 주주들에게 우송하는 방법을 규정하는데, 이때는 회사가 비용을 부담한다. 미국의 주주제안제도
라고 하면 통상 후자를 가리키고 논의도 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15).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해인 2019년 11월 SEC는 주주참여를 촉진하고 주주제안 절차의 오용
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주제안 절차의 현대화를 제시하며 ‘주주제안에 관한 규칙 개정안’16)을
발표하였고, SEC는 2020년 9월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을 확정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을 요약하
면 개정전 주주제안 요건이었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 또는 시가 2,000달러 이상의 주식을 적어
도 1년간 보유’에서 1% 요건을 삭제하고, 보유기간과 보유금액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즉 1)
2,000달러 이상 지분을 최소 3년 동안 보유, 2) 15,000달러 이상 지분을 최소 2년 동안 보유, 3)
12) Lucian Arye Bebchuk, The Case For Increasing Shareholder Power, 118 Harv. L. Rev. 880 (2005)
13) 김재두, “주주제안권 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금융법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금융법학회, 2014, 355-356쪽; 상세는 정경
영,“주주제안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뺷상사판례연구뺸, 제16집, 한국상사판례학회, 2004. 6, 107-108쪽; 임재연, 뺷증권규
제법뺸, 박영사, 1995, 193-201쪽; 박상조, 뺷주식과 회사지배뺸, 청주대학교 출판부, 1991, 270-301쪽; 강희갑,“주주의 제안
권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뺷기업법의 행방뺸, 박영사, 1991, 322-326쪽; Solomon, Schwartz & Bauman, Corporations,
St. Paul Minn : West Publishing Co., 1988, pp.563-590 참조
14) SEC, 2020.9.23, SEC Adopts Amendments to Modernize Shareholder Proposal Rule, Press Release
15) 김재두, 앞의 논문, 355쪽
16) SEC, 2019.11.5, SEC Proposes Amendments to Modernize Shareholder Proposal Rule, Press Release

5

ESG 현안분석

환경경영(E), 사회책임경영(S) 관련 주주제안권 활성화를 위한 제언

25,000달러 이상 지분을 최소 1년 동안 보유 중 한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SEC Rule 14a-8(b)).
이에 따르면 기존 주주제안 요건에 비하여 보유기간 1년 기준으로 볼 때 10배 이상 강화한 것이다.
주주제안권 행사기한을 보면 연차총회에 제출하는 제안은 전년도 연차총회에 관한 위임장설명서가 주
주들에게 발송된 일자의 120일 이전엔 회사에 의하여 수령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한 명의 주주제안자가 동일한 주주총회에서 동시에 다른 주주를 대리하여 복수의 주주제안서
를 제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주주제안의 한도인 동일한 주주총회에서의 ‘각 주주
(each shareholder)’ 당 1건에서 ‘각 개인(each person)’ 당 1건으로 요건을 조정하였다(SEC Rule
14a-8(c)). 또 주주제안을 제출한 후 주주와 기업이 안건에 대해 건설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주주
제안서를 제출한 후 10~30일 동안 기업과 직접 또는 원격회의를 통해 의견을 교류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제안자의 연락처 정보와 회의 날짜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17).
SEC Rule 14a-8(c)는 회사에 의하여 주주제안이 배제되는 사유로 (1) 제안이 주법을 위반하는 사
항인 경우, (2) 제안이 주법, 연방법, 외국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제안이 SEC 위임
장규칙에 위반하는 경우, (4) 제안이 개인적인 요구 또는 고충에 관련되거나 주주개인의 이익을 증진
하려는 경우, (5) 사업 내용과 중대한 관련이 없거나 총자산, 순이익, 매출액의 5% 미만에 해당하는
영업에 관한 사항인 경우, (6) 제안이 회사의 권한 또는 능력으로 이행할 수 없는 사항인 경우, (7)
제안이 회사의 일상업무집행에 관한 경우, (8) 제안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 (9) 제안이
회사가 제출한 안건과 상충되는 경우, (10) 제안이 회사가 이미 이행하고 있는 사항인 경우, (11) 제
안이 다른 주주의 제안과 중복되는 경우, (12) 지난 5년 내에 상정된 동일한 내용의 안건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3년간 배제 가능) (ⅰ) 1회 상정되어 5% 미만의 찬성을 얻은 사항, (ⅱ) 2회 상정되어
마지막 상정 시 15% 미만의 찬성을 얻은 사항, (ⅲ) 3회 이상 상정되어 마지막 상정 시 25%미만의
찬성을 얻은 사항, (13) 제안이 특정 배당금에 관계되는 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다.
만일 기업이 배제조항에 따라 주주제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충분한 심의절차를 진행
해야 한다. 이러한 이사회의 논의와 분석 결과, 배제 사유를 자세하게 명시하여 주주총회 부속서류를
공시하기 80일 전까지 SEC에 제출하고 주주제안자에게도 이를 공시해야 한다. 이사회가 해당 사안
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 분석하였다는 것을 SEC에 입증해야
하며, 반면 주주제안자가 이를 수용할 수 없을 때는 SEC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SEC Rule
14(a)-8(d)).
한편 2019년 10월에 SEC는 특정 배제조항에 대한 해석을 구체화하는 지침을 발표18)한 가운데 이와
동시에 주주제안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충분한 심의절차를 통해 적절하고 합리적인 분석 절차
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주주제안 대응에 있어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강화를 요구하였다.
17) 안유미, “미국 주주제안의 최근 변화와 시사점”, 자본시장포커스, 2020-14호, 자본시장연구원, 2020, 2-3쪽
18) SEC, 2019, Staff Legal Bulletin(SLB) No. 14K.

6

구체적 내용을 보면 SEC는 Rule 14a-8(i)(7)에 해당하는 ‘일상적인 업무집행활동’ 요건이 배제 사
유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요건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표하였
는데, 첫 번째로 일상적인 업무집행활동을 초월하는 중요한 정책적 문제에 해당하는 주주제안은 배제
할 수 없으며, 두 번째로는 지나치게 규범적인 것을 요구하는 세부경영(micromanagement)에 관한
주주제안의 경우 기업은 이를 배제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단 SEC는 배제사유서를 평가할 때 사업 연
관성을 고려한 기업별 맞춤형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일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한
주주제안을 배제하기 위해서 경영진과 이사회는 특정 실질적인 요소(specific substantive factor)를
고려하여 경영능력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자세한 분석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
하였다19).
참고로 미국의 경우 주주제안권(shareholder proposal) 행사는 시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3단계
를 거친 것으로 파악된다. 즉, 1940년대와 1950년대는 제안자가 주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corporate governance)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1970년대와 1980년대 중반은 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수단으로 사용하였으며,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기관투
자자 주주 행동주의의 발전과 함께 더 많은 사외이사 요구, 포이즌 필(poison pill)ㆍ반적대적 기업
매수 조항 삭제 등 다시 기업지배구조에 중점을 두는 시기였다20). 그러다가 최근에는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환경경영과 관련된 주주제안권의 행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일본21)
일본에서는 1981년 개정상법 제232조의2에 의하여 미국법상의 주주제안권을 도입하였고, 2005년
에 제정되어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회사법 제303조 내지 제30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일본 회사법에서는 주주제안권을 의제제안권(제303조 제1항)과 의안제안권(제304조), 의안요령통지청
구권(제305조 제1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303조에 의하면 주주는 이사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으로 할 것을 청구
할 수 있고(동조 제1항), 이사회 설치회사에서는 총주주의 의결권의 100분의 1 이상의 의결권 또는
300개 이상의 의결권을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가진 주주는 이사에 대하여 주주총회일의 8주간 전
까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으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이것을 주주의 의제
제안권이라고 하며 주주총회의 의제를 추가 제출할 수 있는 권리이다22).
또한 제304조에 의하면 주주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지만(동조 본
19) 안유미, 앞의 글, 3쪽
20) Lewis D. Solomon/Alan R. Palmiter, CORPORATIONS, Aspen Law ＆ Business, 1999, p.164
21) 상세한 내용은 이승환, 일본 회사법상 주주제안권 남용방지에 관한 고찰, 경영법률 제30집 제3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20,
297-322쪽; 김재두, 앞의 논문, 356-357쪽; 오현수 편역, 뺷일본회사법Ⅰ뺸, 진원사, 2013, 390-394쪽; 강희갑, 앞의 논문,
329-337쪽 참조
22) 김재두, 앞의 논문, 3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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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당해 의안이 법령 혹은 정관에 위반하는 경우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안에 관하여 주주총회
에서 총주주의 의결권의 10분의 1이상의 찬성을 얻을 수 없었던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
우는 예외이다(동조 단서). 이것을 주주의 의안제안권이라고 하며 추가 제안뿐만 아니라 수정 제안이
나 반대 제안 및 선거제안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하고 있다23).
그리고 제305조에 의하면 주주는 이사에 대하여 주주총회일의 8주간 전까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에 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고자 하는 의안의 요령을 주주에게 통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본문), 이사회 설치회사에서는 총주주의 의결권의 100분의 1 이상의 의결권 또는 300개 이상의 의
결권을 6개월전부터 계속해서 가진 주주에 한하여 당해 청구를 할 수 있다(제1항 단서).
최근 일본에서 주주 공동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현시 욕구를 과시하거나 회사를 당
혹스럽게 할 목적으로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거나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 행사하는 사안이 늘고 있다.
가령 특정 회사의 특정 주주가 매우 많거나 긴 의안을 제안하거나, 황당한 내용의 의안 또는 회사의
특정 인물에 대한 인격적 공격을 할 의도로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24). 이처럼 주주제
안제도의 남용사례가 점증함에 따라 이를 규제하는 방향에서 개정논의가 추진되었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지난 2019년 일본 회사법 개정 시에 주주제안권을 일부 제약하는 내용이
반영되게 된다25). 일본의 2019년 개정 회사법에서는 주주가 의안요령통지청구에 의해 다른 주주에
게 통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의안의 수가 10개로 제한된다(회사법 제305조 제4항 전단). 즉 제출
하는 의안의 수를 10개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10개를 초과하여 제안한 의안은 그 초과하는 부분
만 무효로 하고 있다(회사법 제305조 제4항 전단). 이는 극히 일부에서 악용되는 주주제안의 남용적
행사를 예방하는 의미를 가진다.
그 외에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었던 주주제안의 내용에 있어 주주제안의 남
용적 행사가 명백한 경우26)를 회사법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방안, 주주제안권 행사의 형식적 요건을
엄격화 하는 방안27) 등 주주제안권을 제한하는 내용은 주주제안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약요소가
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이번 개정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23) 김재두, 앞의 논문, 357쪽
24) 전현정, 앞의 논문, 191쪽
25) 이승환, 앞의 논문, 305쪽
26) 예를 들면 사소한 내용을 포함한 주주제안권, 개인적이거나 부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주주제안권, 회사나 임원에 대한 복수
를 위해서 회사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주주제안권의 행사 등이 그 예로 제시된 바 있다.
27) 일본 회사법상 주주제안권 행사의 형식적 지주요건인 의결권 300개의 요건을 폐지 또는 재검토하는 방안이 개정 시안에 담
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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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28)
1965년 독일 주식법에서는 소수주주권으로서의 의제제안권(제122조)과 단독주주권으로서의 반대
(수정)제안권(제126조) 및 선거제안권(제127조)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지분이 총자본의 20분
의 1 또는 100만마르크의 액면액에 달하는 주주는 특정사항을 결의의 목적사항으로 공고할 것을 청
구할 수 있고(제122조 제2항), 이사가 청구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그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스
스로 의제의 공고를 할 수 있다(동조 제3항). 위의 이사회에 대한 주주의 의제공고청구권을 의제제안
권이라고 하며 이 의제의 제안은 의제의 추가제안을 의미한다.
주주가 주주총회소집공고가 있은 후 1주일 이내에 이유를 붙인 반대제안을 회사에 대하여 발송하
고, 동시에 그 주주가 총회에서 이사회와 감사회의 제출의안에 반대하며 다른 주주에게 그의 반대제
안에 동의하도록 권유할 의사가 있음을 통지한 때에는 이사회는 그 주주의 반대제안을 통지하여야
한다(제126조 제1항). 이러한 반대제안권은 단독주주권이고, 여기서의 반대제안이란 공고된 의제에
관하여 이사회와 감사회가 제출한 의안에 반대하는 제안만을 의미한다.
감사 또는 결산검사인의 선임에 관한 주주 제안, 즉 선거제안에 대해서는 반대제안에 관한 주식법
제126조 규정이 준용된다. 다만 선거제안에는 반대제안의 경우와 달리 제안이유를 붙일 필요가 없고,
이사회는 선거제안을 통지할 필요가 없다(제127조).

Ⅲ. 현행 주주제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내용상 제약과 개선방향
1) 상법과 정관에 의한 제약
우리 상법 제362조 및 3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주총회의 소집과 운영은 법령이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당연히 이사회의 권한으로 보아야 하므로29), 주주제안권은 그런 이사회의 권한에 대
한 상법상 제한의 하나이다. 그러나 주주제안권은 의제와 의안의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 의사진행 순서 등 주주총회의 세부사항은 물론, 소수주주가 제안한 의제와
의안의 ‘결정’도 여전히 이사회의 권한으로 보아야 한다30).

28) 김재두, 앞의 논문, 357-358쪽; 상세한 내용은 정경영, 앞의 논문, 110-111쪽; 국회도서관 법제자료실, 뺷독일주식법뺸, 외국
의 법제자료 제4집,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1972, 101-107쪽; 강희갑, 앞의 논문, 326-329쪽 참조
29) 제362조(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
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 ⑦ 생략
30) 장정애, 앞의 논문, 3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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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
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
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제363조의2 제3항). 현행 주주제안에 대한 사전심사권은 이사회에 전속되어
있는데, 주식회사의 기관 권한 분배의 원리상 주주총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권한과 의무 및 책임이
모두 이사회에 있기 때문이다31).
따라서 주주제안의 내용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에 한정된 것이고, 경
영에 관한 사항,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므로 주주제안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32). 이와 관련하여 주주제안제도가 주주가 회사의 주권자라는 이론에 입각한 제도이고, 경영자의
회사지배에 대한 주주의 권한 분배론에 바탕을 둔 제도이며, 다수파 주주에 대한 소수파의 견제장치
라는 것을 근거로 정관에 주주제안 배제사유를 열거하는 것은 무효라는 견해33)가 있는데 타당하다고
본다.
만약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엄격히 해석하면 법령이나 정관에서
규정하는 권고적 사항이나 임의적인 내용에 대한 제안까지 모두 금지될 수 있다. 따라서 이사회는 법
령이나 정관에 상치된다고 하여서 주주제안을 반드시 거절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제안의 내용
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경우에는 정관이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방법을 찾아서 주주총회에 제안
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34).

2) 상법 시행령에 의한 제약
상법의 위임을 받아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 사항35)으
로 명시하고 있는 이른바 주주제안 배제사유를 하나씩 나누어 분석해 본다.
먼저 제1호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
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이다. 하지만 의제의 제안 자체에 관
해서 주주제안권의 남용을 생각하기 어렵고, 이러한 제한 규정은 확실히 주주제안권의 실효성을 반감
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기간’이라는 형식적 요건만을 고려하고 ‘사정변경’과 같은 실질적인 요건은
31) 성민섭, 앞의 논문, 285쪽
32) 정준우, “주주제안권의 행사요건과 그 문제점”, 상사법연구 제21권 제3호, 2002, 298쪽
33) 김지환, 앞의 논문, 113쪽; 장정애, 앞의 논문, 398쪽
34) 장정애, 앞의 논문, 398쪽
35) 제12조(주주제안의 거부) 법 제363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주제안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2.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4.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법 제54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장회사(이하 "상장회사"라 한다)만 해당한다]인 경우
5.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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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36). 따라서 부결된 날로부터 3년 내의 기간이더라도 사정변경과 같은 사유
가 있어 주주총회에서 논의할 실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제2호는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를 주주제안 배제사유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제3호는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
에 관한 사항인 경우이다. 소수주주권에 관련된 사항을 제안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소수주주권으로
행사할 권리를 주주제안의 형식으로 행사함으로써 소수주주의 요건을 잠탈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
에서 비롯된 것이나, 소수주주권에 속하는 권리는 성질상 총회의 의제 및 의안 제안과는 무관하게 행
사되어야 하므로 애초에 주주제안의 실익이 없는 것37)이다.
제4호는 임기 중에 있는 상장회사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이다. 하지만 비상장회사와 달
리 굳이 상장회사의 경우에만 이런 규정을 둘 합리적 이유가 없고, 상법이 상장회사 소수주주에게도
이사･감사의 해임청구권(제385조, 제415조)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서도 균형이 맞지 않
다38). 즉 주주제안 배제사유로서 명문으로 규정할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제5호는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
하는 사항인 경우이다. 동호가 규정하는 내용 중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이 무엇인지, 누가 이
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지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고 절차적 보완 장치도 없어 이사회에 광범위
한 재량을 주는 문제점이 있다. 동호 후단의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
하는 사항인 경우’는 주주제안 배제사유로서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정리하면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주제안 배제사유 중 제2호의 ‘주주 개
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와 제5호 후단의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
손하는 사항인 경우’는 이론의 여지없이 주주제안 배제사유로 인정된다. 제1호의 배제사유와 관련해서
는 실질적으로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같은 내용의 주주제안이 다시 제출되더라도
예외를 인정하여 주주제안을 허용하는 쪽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제5호 전단의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여부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이유로 주주제안을 배제해서는 안될 것이
라고 생각한다. 그 외 나머지 사유들은 주주제안의 배제사유로서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를 삭제하는 개정도 고려하여야 하며, 개정전 까지
는 이에 대한 유연한 해석을 통하여 주주제안권의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필
요성이 크다.
36) 장정애, 앞의 논문, 398쪽
37) 이철송, 회사법 강의(제21판), 박영사, 2013, 496쪽
38) 장정애, 앞의 논문, 3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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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S 관련 주주제안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향
주주제안권의 행사와 관련하여서 특히 그 내용에 관한 제약이 앞서 살펴본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
여 우리나라의 경우 실질적으로 주주제안권이 활성화 되기에는 상당히 엄격한 것으로 판단되며, 더욱
이 주주제안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절차적 안전장치의 완비 없이 이
사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법령의 규정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상법은 주주총회의 권한에 관하여 제361조(총회의 권한)에서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총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안건은 상법과 정관에
정해진 사항에 한정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주주총회 소집의 결정과 안건 통지 등 주주총회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주주총회 안건과 관련한 이사회의 결정권한은
법 규정상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즉 주주제안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상
법 및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에 한정되기 때문에 경영정책의 결정에 관
한 사항 및 기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과 같이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제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39). 주주제안권을 인정해도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없고 총회에서 결의하더라도
무효가 되고 이사들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주주에게 제안권을 인
정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미국40) 등에서 다수 제기되는 주주제안 내용인 환경경영(E) 또는 사회책임
경영(S) 관련 사항은 우리나라에서는 주주제안권에 의하여 제기되기 어렵다는 견해가 수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41). 지배구조(G) 관련 사항과는 달리 환경경영(E) 또는 사회책임경영(S) 관련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제안은 상법의 규정상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적합하지 않고, 경영정책의 결정에 관
한 사항 및 기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인식이 일반적
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환경경영(E) 또는 사회책임경영(S) 추진과 관련한 회사의 전략적 방향 설정이나 추진 로드
맵의 큰 그림과 같은 중요한 경영의사결정 사항은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및 지속가능발전과 밀접하
게 연계된 사항으로 현재와 미래의 회사가치에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경영(E) 또
는 사회책임경영(S) 관련 전략적 사항마저도 이사회에서 결정할 경영정책이나 업무집행사항이라고 치
부하고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이 아니어서 주주제안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형식논
리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관건은 우리 상법의 체계 내에서 회사법 원리와 명문 규정의 한계를 고
39) 김재두, 앞의 논문, 362쪽
40) 미국의 주주제안 안건 수는 최근 완화된 배제조항 요건 등으로 인해 점진적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안건 통과 비율은
높아지고 있으며 안건의 내용이 점차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0년 주주총회 프리뷰 자료에 따르
면 주주제안 건수는 Russell 3000 기업은 557건, S&P500은 389건으로 2015년 이후 점진적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0
년 기준 환경 및 사회 관련 주주제안 비중은 66%, 지배구조 관련은 34%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6년에 각각 44%, 56%를
기록한 이후 환경 및 사회 관련 비중이 계속해서 확대되며 지배구조 비중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41) 송홍선, “스튜어드십코드와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조사보고서 18-03, 자본시장연구원, 2018, 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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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면서도 환경경영(E) 또는 사회책임경영(S) 관련 주주제안이 이사회 차원에서 수용되고 주주총회에
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근거하여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먼저 환경경영(E) 또는 사회책임경영(S) 관련 주주제안은 상법과 정관에 따른 주주제안권의 내용상
한계에 해당하지 않는 전략적 결정사항으로 이에 관한 주주제안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다. 다
만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 상법 체계에서 해석상으로는 도출되기 쉽지 않은 결론이므로, 이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상법에 이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규정을 명문화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러한 개정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서도, 그리고 상장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ESG경영의 가속화를 위해서도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
항이다. 그렇지 않으면 ESG경영 추진을 원하는 주주가 총회에서 그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효
과적인 수단을 적법하게 활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환경경영(E) 또는 사회책임경영(S) 관련 주주제안이 있고, 그 제안의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경우에 이사회는 법령이나 정관에 상치된다고 판단하여 주주제안을 거절하는 대신 이를 적절
히 변형하여, 정관이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방법을 찾아 주주총회에 안건을 제안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 또한 이사회의 재량범위로 보아 단지 이사회 차원의 선의를 기대하
는 것에 그친다면 실효성이 적을 것이므로 환경경영(E) 또는 사회책임경영(S) 관련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항상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이사회에서 이를 임의로 거절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필
요가 크다. 특히 (대규모) 상장회사에 자본시장 감독 관련 규정이나 자율규제 규정 등을 통하여 이러
한 절차를 필수적 준수사항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현행법 해석상 허용되
지 않는다는 단견에 기대어 이를 무작정 배척하는 것은 당해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에 치명적인 약점
을 노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만약 현행법 체계내에서 환경경영(E) 또는 사회책임경영(S) 관련 주주제안이 경영정책의
결정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주
주제안의 대상이 되지 않아 무효가 되고 이사들을 구속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주주
의 권고 내지 희망의 표명이라는 형식으로 결의가 이루어지는 것까지 부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한 주주총회의 의결사항 이외에도 회사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
권고적 제안을 인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42). 주주총회에서 그 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주주의
의견을 구해 향후 이사회에서 이를 발전시키고 구체화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비구속적이며 권고적 의
미의 결의를 인정하는 것은 임시방편적 성격이기는 하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42) 우홍구, “주주제안권제도,” 뺷월간고시뺸, 통권 제238호, 1993. 11, 108쪽; 정의종, “개정상사법의 주주제안권”, 「인권과 정
의」 제270호, 대한변호사협회, 1999. 2, 63쪽; 흥미로운 사실은 2000년 3월 4일 개정되었던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은 기존
에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사항」을 주주제안 배제사유로 하고 있었다가 이를 삭제했다는 점이다(시행령 제84조의14
제3항 제1호).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상 종래 주주제안 배제사유로 규정하였던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사항」을 삭제한
것에 비추어 보면 입법자의 의도는 권고적 제안도 가능한 것으로 하기 위함 때문이라 추정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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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E), 사회책임경영(S) 관련 주주제안권 활성화를 위한 제언

2. 절차상 제약과 개선방향
1) 주체 요건
먼저 비상장회사의 경우 상법상 주주제안권이 소규모회사를 전제로 한 규정이라 하더라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란 요건은 너무 엄격해서 주주제안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
렵게 한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라는 비율은 기관투자자를 제외한 개인투자자의 경우는 현실
적으로 충족시키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당일 주주총회의 회의장에서 회사가 제안한 의제에 대한 의
안의 경우 단독주주가 수정동의나 반대동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주주제안권을 현행 100분의 3의 소수주주권으로 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하다43).
현실을 보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기업의 경우 사실상 소액주주는 주주제안의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낮은 중소형주 위주로 주주제안이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현재 주
주지분 요건이 대기업에게는 지나치게 높은 문턱을 설정하고 중소기업에는 지나치게 낮은 문턱을 설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주제안권은 그 본래 취지를 감안하면 단독주주권으로 하는 것도 고려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남용의 우려가 없지 않으며 특히 총회꾼에 의한 남용의 위험성도 지적되므로
주주제안 제도의 취지와 남용의 방지 등을 두루 고려하여 소수주주권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다. 다만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의 요건으로 일정한 금액(예를 들어 1,000만원) 이상의
주식 보유나 일정한 수의 주식(예를 들어 1,000주) 보유를 기준으로 추가하는 방안44) 등을 적극적으
로 고려하여야 한다.
주주제안을 시도한 주주가 그 제안에 대한 결의에서 회사 주식의 일정 비율이나 의결된 주식의 일
정 비율 이상을 확보하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업이 관련 비용을 보전해 주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45). 이러한 제도가 확보된다면 주주가 주주제안을 위한 최
초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공익을 위한 제안도 활성화될 수 있고, 이와 동시에 경박한 제안을
억제하고 바람직한 제안을 활성화할 것이다.
나아가 기관투자자의 경우 책임 있는 주주제안을 위해 해당 안건이 통과되면 제안한 기관이 보유
한 주식을 1년 동안 '매도 금지(rock up)'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
로 앞으로 주주제안이 활발해지고 행동주의 펀드가 활성화될 것을 고려하면 소위 '먹튀(먹고 튀는
것)'와 비이성적인 주주제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46). 이는 기업상장 후 최대주
43) 김지환, 앞의 논문, 106쪽
44) 정준우, 앞의 논문, 297쪽
45) 장정애, 앞의 논문, 404쪽
46) 2019년 4월 5일자 매일경제 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 인터뷰 기사. 조 원장은 “행동주의 펀드는 과격한 행동주의
펀드와 온건한 행동주의 펀드로 나눌 수 있는데 과격한 행동주의 펀드는 회사의 장기적 가치보다 기업 재무 상태에 집중하
고 단기간에 수익을 올리려는 성향이 크다”며 “반면 온건한 행동주의 펀드는 10여 년 정도 해당 기업 주식을 보유하면서 중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는 파트너십 코드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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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등의 보유주식 매각에 따른 일반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에 대해서 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 예수하는 것처럼, 주주제안을 한
기관이 단기간에 수익을 올리고 떠나는 행태를 지양하고 장기적으로 일반주주와 해당 기업에 유익한
제안을 하도록 유인할 것이다47).

2) 행사기간 요건
제안권자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
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주주총회 통지와 공고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
363조의2 제2항). 따라서 주주총회일 6주전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정작 주주총회 소집통
지서 발송이 주주총회일 2주전인 관계로(제363조 제1항), 일반 소액주주가 6주전에 주주총회 개최사
실을 알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상법이 마련한 규정에 의하여 해결되지만(제
363조의2 제1항), 임시주주총회의 경우는 사실상 해결방안을 찾을 수 없어 보인다.
주주가 회사로부터 주주총회소집의 통지･공고를 받은 후에 비로소 주주총회의 개최사실을 알게 되
는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주주가 6주전에 주주제안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더욱이 회
사가 악의적으로 주주제안일로부터 6주 이내에 임시주주총회일을 정한다면 주주제안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사회가 개최하는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6주 이전에 미리 이사회에서 임
시주주총회를 공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만하다. 즉 주주제안권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일을 결정한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통지･공고 전에 전자공시 등의 방법으로 그 일자를 미리
공시하도록 하고, 그 날짜에 대해서 일정한 법적 구속력을 주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주주제안제도의 활용이 사실상 봉쇄되어있다고 볼 수 있어,
개선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며 이는 주주권리 보호를 위한 당위이다. 이를 위해서는 임시주주총회의 경
우 소집 통지 기간을 좀 더 늘리고, 한편으로 주주제안 행사기한은 줄이는 방법으로 임시주주총회에
서도 주주제안이 가능한 구조로 개선을 모색하여야 한다48).

3. 기타 관련 사항
1) 주주제안의 변형
주주제안 배제사유만 없으면 소수주주의 주주제안 내용을 반드시 원안 그대로 주주총회에 상정하
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사회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주주제안 내용을 일부 변형하여 주주총회에 상
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49). 만약 처음 주주제안 내용과 다른 형태로 변형을 하여 주주총회의 목적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경우, 그 범위나 한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논의되어야 한다.
47) 장정애, 앞의 논문, 404쪽
48) 정준우, 앞의 논문, 307-308쪽
49) 성민섭, 앞의 논문, 2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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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이사회가 총회 운영에 관한 권한 범위 내에서 주주제안 내용을 변형 상정하였다면, 설
사 그로 인하여 소수주주에게 사실상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무조건 주주제안권의 규정 취지에
어긋난다거나 위법하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50). 다만 이는 주주제안의 핵심 내용을 훼
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하여야 한다. 변형 상정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주제
안권으로 행사된 안건의 결합 형태와 목적, 회사가 변형 상정한 안건의 내용과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가 소수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안건을 변형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된
다51).
기업이 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한 안건을 수용한다고 해도 실제 안건의 조정 정도는 대체로 경영진
의 재량에 달려 있다. 즉 이사가 첨부하거나 수정하는 조건에 따라 제안의 내용과 효과는 달라질 수
있고, 주주제안 안건에 대해 이사들이 일부 변화를 줌으로써, 주주의 의견을 일정부분 수용하는 방식
으로 주주들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52).

2) 부당배제의 구제
우리나라의 경우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제안을 거부하더라도 특별한 제재 조치가 없고 일
반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결의 하자에 관한 구제방법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 먼저 주주총회가 개최
되기 전에 주주제안이 거부된 경우, 부당하게 거절된 주주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법원에 부당거절을
결정한 이사회결의취소나 무효의 소를 제기하거나 의안상정 등의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다.
하급심 판례도 소수주주가 상법 제363조의2와 구증권거래법 제191조의14(상법 제542조의6)에 규
정된 소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였으나 이사회가 주주제안을 거부하고 의안상
정을 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구제책으로 거부당한 의안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시키는
형태의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53). 만약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결의를 하였거나 금지한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의의 효력은 당연무효가 아
니라,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54).
그런데 법원의 판단이 늦어 주주총회 개최 통지 및 공고가 되어 버린다든지, 의결권대리행사의 권
유기간에 장애가 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주제안이 이루
어진 경우 회사는 일정 기한내에 주주제안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제안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55).
50) 장정애, 앞의 논문, 399-400쪽
51) 전현정, 앞의 논문, 178쪽
52) Geeyoung Min, Shareholder Voice in Corporate Charter Amendments, 43 Iowa J. Corp. L. 289, 2018, p.296
53)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2. 28 자 2007카합215 결정
54) 최준선, 회사법(제14판), 삼영사, 2019, 373쪽
55) 김지환, 앞의 논문, 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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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론적으로는 주주제안권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국 SEC의 경우와 유사하게 법원에
제안･이유의 심사권을 부여하고 법원에서 회사 및 이사에 대하여 제안 및 그 이유의 기재를 명할 수
있고, 주주제안을 이행하지 않은 회사 또는 이사에 대하여 벌금형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책임
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56).

Ⅳ. 마치며
주주제안권은 소수주주에게 주주총회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회사와 주주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소수주주의 지배주주 및 경영자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며 ESG경영
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이다. 주주제안권은 일반주주의 회사경영 참여 유도를 통해 주주총회의 기능
을 활성화하므로, 경영진의 사익편취 기도를 견제하는 동시에 회사지배구조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
고, 궁극적으로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주주제안권을 도입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경영권 분쟁상황이나 그와 관
련된 기타 갈등 상황에서 행동주의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행사될 뿐, 소액주주들은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우리나라 주주제안권 제도에 절차적, 내용적 한계가 있고
부당거절의 경우 그 구제방안이 미흡한 것 등이 주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주주제안의 행사주체 요건 완화, 행사기간 확대, 주주제안의 대상과 범위 확대와 함께
부당거절의 구제방안을 보완한다면 주주제안이 더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환경경영(E) 또
는 사회책임경영(S) 관련 주주제안과 관련한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개정 전이라도 환경경영(E) 또는 사회책임경영(S) 관련 주주제
안이 시도되는 경우, 이사회는 그 핵심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를 적절히 변형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 주주총회에 안건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야 한다. 아울러 환경경영(E) 또는 사회책임경영(S) 관련 주주제안이 단순히 주주의 권고 내지 의사표
명이라는 형식으로 결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한 주주총
회의 의결사항 이외에도 회사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 권고적 제안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또 상법 시행령의 주주제안 배제사유도 재검토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그 외에도 주주제안 제
도의 적극적 활용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완화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주주제안 지분율
요건에 일정 수의 주식 보유나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 보유를 기준요건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임시주주총회에서도 주주제안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56) 장정애, 앞의 논문, 412쪽; 김재두, 앞의 논문, 3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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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제도의 활성화는 주주총회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주주와 경영진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채널 마련이 진척될 것이며 회사와 주주 간에 다양한 의견교환이 이
루어지는 장이 마련될 수 있다. 따라서 주주제안권의 행사는 반드시 주주가 제안한 안건을 주주총회
에서 가결 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다기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주의 의견을 경영진이나 다른 주주
에게 전달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결국 주주제안 제도는 이사회의 권한과 경영진의 경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리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주식회사의 대원칙을 무력화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일반주주의 경영자에 대한 통
제기능으로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지향할 수 있도록 운영되
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는 경영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조화점을 찾는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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