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동향

일본과 대만의 주주총회 분산을 위한 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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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국내 주주총회 개최 집중 문제 해결과 섀도우
보팅 폐지에 따른 주총 의결 불성립 등에 대한 대책으로 주주총회 분산 개최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주주총회 개최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최일에 대해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자율적인 방안을 도입하고 있으며, 대만의 경우 직접적으로 주주총회 개최 가능 기업수를 제한하는 쿼터제
방식을 택하고 있음
▶ 최근 금융당국은 주주총회 분산 개최를 유도하기 위한 자율 방안을 도입했으며 향후 상장기업의 자율적인
주주총회 분산 개최 효과가 기대됨

배경

 2017년 국내 상장기업의 주주총회 개최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국내 상장기업의 주주총회는
여전히 특정일에 집중 개최돼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가 어려움
○ 2017년 기준, 3월 넷째주 금요일은 슈퍼 주총데이로 12월 결산 상장법인 2,070사 중 924사
(45%)가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함5)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한시적으로 유지된 섀도우 보팅(shadow voting)제도는 논란
끝에 2017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폐지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해 주주총회에서 재무
제표 승인 및 감사 선임과 같은 의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2015년 1월 1일자 섀도우 보팅 제도 폐지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제도 변경 초기 의결정족수
미충족 등의 이유로 주주총회 성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상장법인의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3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함
- 2014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법인이 전자투표 허용 및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실시한 경우에 한해 “감사(위원) 선･해임” 및 “금융위원회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의
안건”에 대해서만 섀도우 보팅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2014.12.30.)6)

5) 한국예탁결제원 보도자료, 2017.3.17., “3월 넷째주(3/20~3/24) 12월 결산 상장법인 정기주총 현황”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11845호, 2013.5.28.>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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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주주들의 원활한 의결권 행사 및 주주총회 참석을 돕고, 섀도우 보팅 폐지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주총회 분산 개최와 관련된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함
○ 최근 금융당국은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해 자율분산 프로그램 및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시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함7). 이에 금융당국은 제도의 원만한 정착을
위해 해외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일본의 주주총회 분산 개최 관련 제도
 한국과 더불어 일본 상장기업의 주주총회 개최일 집중은 매우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임
○ 일본의 경우, 3월 결산 상장법인은 매년 6월 마지막 영업일 전날에 가장 집중되며, 해당일이
월요일인 경우 전주 금요일에 주주총회가 집중 개최됨
○ 2017년 기준, 일본 상장기업 2,348사 중 696사(29.6%)가 6월 29일에, 421사(17.9%)가
6월 28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함8)

 일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상장법인이 주주총회 개최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를 선택한 사유를 자율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있음
○ 일본 회사법 제298조 및 회사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르면, 공개 회사(Public Company)인
상장기업이 타 회사의 주주총회가 현저히 많은 날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경우 해당 일을
택한 사유에 대해 이사회 결의가 필요함9)

 또한 일본 유가증권 상장규정에 따르면, 일본 상장기업의 증권 발행자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개선체계로서 시행규칙(Enforcement Rules)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함10)
○ 일본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규칙은 회사는 타 상장회사가 현저하게 많이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날과 동일한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음11)

7)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8.2.1., “상장회사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 마련”
8) Japan Exchange Group, 2017.6.9., “Statistics on Dates of Annual General Shareholders Meetings for Companies
whose Fiscal Years Ended in March 2017”
9) The Companies Act of Japan, Article 298; Ordinance for Enforcement of the Companies Act of Japan, Article 63
10) Japan Exchange Group, Securities Listing Regulations, 2016.11.4, Rule 446
11) Japan Exchange Group, Enforcement Rules for Securities Listing Regulations, 2016.6.3, Rule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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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일본 상장 회사의 주주총회 개최 집중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에도 계속해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됨 (<표 1> 참조)
<표 1> 최근 3개년 간 일본 상장회사 주주총회 개최 집중 현황

전체 상장회사 수

2015년

2016년

2017년

2,363

2,355

2,348

집중도가 가장 높은 날 개최회사 수 (비율)

977 (41.35%)

759 (32.23%)

696 (29.64%)

2번째로 집중도가 높은 날 개최회사 수 (비율)

444 (18.79%)

470 (19.96%)

421 (17.93%)

3번째로 집중도가 높은 날 개최회사 수 (비율)

321 (13.58%)

409 (17.37%)

384 (16.35%)

합계 (비율)

1,742 (73.72%)

1,638 (69.56%)

1,501 (63.92%)

*출처: Japan Exchange Group
[그림 1] 최근 3개년 간 일본 상장회사 주주총회 개최 집중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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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Japan Exchange Group

대만의 주주총회 분산 개최 관련 제도
 대만은 아시아 내 일본, 한국과 함께 주주총회 집중 문제가 심각한 국가 중 하나임. 이에 대만
금융감독위원회(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이하 FSC)는 「Corporate Governance
Roadmap 2013」을 통해 주주총회 집중 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을 언급함
○ FSC는 주주총회 집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만거래소(Taiwan Stock Exchange
Corporation, 이하 TWSE)에 동일한 날에 주총을 개최할 수 있는 상장회사 수 제한(주주총회
개최 쿼터)을 낮추는 것에 대해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함12)

12) FSC, 2013, “Corporate Governance Roadmap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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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만 자본시장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전자투표제 도입을 활성화하여 국내외 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돕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주주총회 개최 쿼터제를 도입해 주주총회 분산
개최를 유도함
○ 대만 금융당국은 특정일에 주주총회 개최가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사전에 주주총회
개최 희망 날짜를 받고 있으며, 주주총회 개최 희망일이 특정 일자에 과도하게 몰릴 경우
동일한 날짜에 주주총회 개최 가능 기업을 최대 100사로 제한하고 있음13)
- 2010년, FSC는 대만 상장기업 중 최대 200개사까지 특정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둠. 이후 2012년 최대 120개사로 제한을 강화함.14) 2015년에는 최대 100개사로
변경했으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음

 단, 대만 중앙예탁기관(Taiwan Depository and Clearing Corp, TDCC)은 자발적으로 전자
투표를 도입한 기업 또는 전년도 발행주식의 50%이상에 대해 전자투표가 행해지고 있으며
이사 후보추천 과정을 갖추고 있는 기업에 대해 상기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15)

 「Corporate Governance Roadmap 2013」를 발표한 이후, 6월 이전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2> 참조)
<표 2> 대만 상장기업 주주총회 개최 현황
2014

2015

2016

2017

6월 전에 정기주총을 개최한 기업 수

43

62

88

91

전년 대비 증가율

-

44%

42%

3%

*출처: TWSE, http://www.twse.com.tw/en/news/newsDetail/F1CC094D44354DB4B2845E2E7A215239

결론 및 시사점
 국내 금융당국은 주주총회 집중 문제 해결 및 섀도우 보팅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일본 및
대만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 주주총회 개최일을 분산함으로써 국내외 투자자의 주주총회 참여율을 높이고 주주총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또한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을 용이하게 해 주총 결의 불성립 사태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13) TWSE, 2015.1.27., “Taiwan Stock Exchange backs adoption of E-voting”
14) Jen-Chang Liu, Mark Yeats, Tony Lam, 2015, Cross-Strait Banking and Finance, “The Clustering of Shareholders’
Meeting Dates in Taiwanese Stock Markets”, p.124
15) Julie Wang, 2016.11.18, “E-voting:A Success in Taiwan”,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접근- 그 과제와 전망」, 한국
거래소,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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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금융당국은 주주총회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상장사가 주주총회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총회 소집 공고문 제출시 해당 일을 선정한 사유에 대해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는 방침을 공개함. 또한 주총 분산 자율 준수 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상장사의 자율적인 주주총회 개최 분산을 유도하고자 함
○ 이는 대만식 직접적인 규제가 아닌 일본식 자율적 규제와 비슷하며 추후 국내 상장기업의
자율적인 주주총회 개최 분산을 유도하여 주주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추후 주주총회 개최 분산과 함께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자
투표 시행 활성화 및 주주총회 진행 방해와 금품 요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위법 행위를 근절
하기 위한 방안 등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난 2017년 12월 말, 전자투표 활성화 및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모바일 전자투표 서비스를 통해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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