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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물적회사의 전형(典型)인 주식회사는 자본단체로서,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자본을 기초로 

형성된 회사재산만으로 책임을 지고, 주주는 그가 인수한 주식에 대한 출자의무 이외에 아

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주식은 자본을 구성하는 비율적 단위로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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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권리의 총체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주식회사에서는 주주가 출자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을 지는 결과 각 주주의 위험부담은 주식수에 따른 출자액에 비례하고, 주주의 권

리, 특히 의결권도 주식수에 비례하여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리에 부합된다.1) 이에 따라 

자본주의국가의 회사법에서는 대부분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제도화하고 있다.

우리 상법도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제369조 제1항)고 규정하여,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명문으로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통설2)과 판례3)에 의하면, 1주 1의결권의 원칙은 

강행규정으로서 상법과 특별법에 의하여 인정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의 규정이

나 주주총회의 결의로써도 이를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정관으로 특정한 

주식에 대하여 수개의 의결권을 인정하는 복수의결권이나 소유주식수의 단계별로 의결권을 

달리 인정하는 차등의결권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4) 

그러나 1주 1의결권의 원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우리 상법은 회사의 경영보다 배당이나 양도차익과 같은 투자수익에 관심이 많은 주식투자

자들이 증가함에 따라5) 정관으로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

도록 허용하였다(제344조의3 제1항). 또한 다수결로 인하여 소수파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거

나 특정인의 의결권행사가 결의내용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상법은 1주 1

의결권을 제한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6)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시에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그 초과주

식(제409조 제2항, 제3항, 제542조의12 제3항, 제4항)과 대규모회사의 집중투표제 관련 정

관변경 시에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그 초과주식(제

542조의7 제3항) 및 주주총회결의에서 특별이해관계인이 가진 주식(제368조 제4항)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그리고 회사지배의 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자기주식(제369조 제2항)과 상호

 1) 김정호, ｢회사법｣ (제5판), 법문사, 2019, 156면; 김홍기, ｢상법강의｣ (제5판), 박영사, 2020, 393면; 이철
송, ｢회사법 강의｣ (제27판), 박영사, 2019, 317면; 이병규･최준선, “주주 의결권제한의 위헌성 연구”, 성
균관법학 제21권 제3호, 2009, 567면; 加藤貴仁, “株主間の議決権配分(一株一議決権原則の機能と限界)”, 
商事法務, 2007. 10, 66頁 參照.

 2) 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 (제2판), 박영사, 2016, 283면; 김정호, 전게서, 156면; 김홍기, 전게서, 
515면; 송옥렬, ｢상법강의｣ (제8판), 홍문사, 2018, 926면; 오성근, ｢회사법｣, 박영사, 2019. 454면; 이철
송, 전게서, 534면; 정찬형, ｢상법강의(상)｣ (제22판), 박영사, 2019, 891면; 최준선,｢회사법｣(제7판), 삼영
사, 2012, 322면; 홍복기･박세화, ｢회사법 강의｣ (제7판), 법문사, 2018. 226면.

 3)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1820 판결.
 4) 김건식･노혁준･천경훈, 전게서, 283면; 김정호, 전게서, 146면; 김홍기, 전게서, 383면; 이철송, 전게서, 

294면, 534면; 정찬형, 전게서, 724면.
 5) 김홍기, 전게서, 382면; 송옥렬, 전게서, 797면; 이철송, 전게서, 291면; 정찬형, 전게서, 725면; 홍복기･박

세화, 전게서, 212면.
 6) 이철송, 전게서, 5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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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주식(제369조 제3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일본 회사법은 제109조 제1항에서 “주식회사는 주주를 그가 보유한 주식의 내용 및 

수에 따라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7) 이

에 따라 회사는 권리의 내용 등이 다른 주식을 발행할 수 있지만(제108조 제1항), 동일한 

종류주식 상호간에는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 제308조 제1항에서는 “주주는 

원칙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1주 1

의결권의 원칙을 명문으로 밝히고 있다. 일본에서도 주식 1주에 대하여 복수의결권을 부여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8) 의결권의 수가 주주의 지주수, 즉 출자에 비례하여 정해지는 

것은 주식회사가 물적회사인 성질에 기초한다.9) 

그러나 일본 회사법도 1주 1의결권의 원칙에 대하여 여러 가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 회사법은 배당 등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고 의결권의 행사에는 관심이 없는 주주의 수

요에 부응하고, 기존의 지배관계를 유지하면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

여, 회사가 정관으로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하였다(제108조 제1항, 제2항, 제115조). 또한 원래 주주관리비용을 절감을 목적으

로 도입된 제도로서, 회사는 정관으로 일정한 수의 주식을 ‘1단원’으로 하여 1개의 의결권

을 부여하고(제308조 제1항 단서), 단원미만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

게 하였다(제189조 제1항). 그리고 회사지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제308

조 제2항)과 상호보유주식(제308조 제1항, 회사법시행규칙 제67조)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인

정하지 않고 있다. 특정 주주의 의결권행사가 결의내용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의 취득을 결의하는 주주총회에서 그 주식의 매도인인 특정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회사법 제140조 제3항, 제160조 제4항. 제175조 

제2항 제2호). 

한․일 양국의 주주 의결권의 제한과 관련된 제도는 우리 상법상 감사선임 시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제한을 제외하면, 1981년까지 대체로 유사하였다. 그런

데 일본에서 1981년 상법개정을 통하여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

였고, 2001년과 2002년 상법개정 및 2005년 회사법제정에서 다양한 종류주식을 도입하면서 

의결권제한종류주식과 거부권부종류주식 및 이사･감사 선･해임에 관한 종류주식 등을 허용

 7) 그러나 비공개주식회사는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권리 및 주주총회 의결
권(제105조 제1항 각 호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주주마다 다르게 취급한다는 뜻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일본 회사법 제109조 제2항).

 8) 江頭憲治郞, ｢株式会社法｣ (第7版), 有斐閣, 2017, 335頁.
 9) 大隅 健一郎･今井 宏･小林 量, ｢新会社法概説｣, 有斐閣, 2009, 152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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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단원주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주 의결권의 제한과 관련된 규정에서도 상당한 차

이가 생겼다.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상법개정을 통하여 의결권배제･제한주식은 허용되었

으나, 거부권부종류주식과 이사･감사 선･해임에 관한 종류주식 및 단원주제도 등은 도입되

지 않았다.10) 

이와 같이 한･일 양국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상법 또는 회사법이 각각 개정되면서 주주 

의결권의 제한에 관하여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 상법과 일본 회사

법상 주주 의결권의 제한에 관한 개별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내용을 살펴보고 양국의 제도

를 비교하면서 상이하게 발전된 배경과 특징에 대하여도 검토하고자 한다.

Ⅱ. 우리 상법상 주주 의결권의 제한

1. 의결권 배제･제한주식

우리 상법은 2011년 개정을 통하여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

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제344조의3).11) 즉 회사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모든 결의사항에 관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결권보통주식), 주주총회의 모든 

결의사항에 관하여 의결권이 없는 주식(완전무의결권주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중의 

일부에 관하여만 의결권이 없는 주식(일부무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여기서 완전무

의결권주식은 의결권배제주식에 해당하고, 일부무의결권주식은 의결권제한주식에 해당한

다.12) 

우리 상법 제344조의3 제1항에서는 의결권제한주식과 관련하여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관으로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권을 행

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의결권제한주식에 관하여 정관으로 

10) 원래 법무부의 2006년 상법개정안에는 거부권부종류주식과 이사･감사 선･해임에 관한 종류주식이 포함
되어 있었고, 2011년 상법개정안에는 양도제한주식이 있었으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 삭제되었다(송옥렬, “2011년 개정 회사법의 해석상 주요 쟁점 -기업 재무분야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제127호, 2011. 52면). 

11) 2011년 개정 전의 상법은 이익배당 우선주에 한하여 무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상법 
제370조 제1항 본문), 의결권의 일부를 제한하는 주식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 상법은 
의결권배제･제한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면서 무의결권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조건을 삭제하였다.

12) 우리 상법과는 달리, 일본 회사법은 주주총회의 모든 결의사항에 관하여 의결권이 없는 주식(완전무의결
권주식)과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중의 일부에 관하여만 의결권이 없는 주식(일부무의결권주식)을 합하여 
의결권제한주식이라고 한다(江頭憲治郞, 前揭書. 144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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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합병, 정관개정 등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에 대하여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

도록 규정할 수 있다.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상법 제344조의3 제1항 단서).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

다(상법 제344조의3 제2항 제1문). 이것은 과소한 지분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폐단을 방지하

기 위한 것이다.13) 발행주식 수의 제한은 의결권이 배제 또는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합한 

것을 말하며, 의결권배제 주식과 제한주식에 대한 각각의 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

만, 발행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않게 하

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상법 제344조의3 제2항 제2문). 따라서 발행한도

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도 그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 주식은 회사가 필요한 조

치를 취할 때까지 유효하다.14) 

2. 자기주식

자기주식이란 회사가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

식을 말한다(상법 제341조). 회사의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의 명의로 취득

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계산으로 취득하는 한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

종래에 우리 상법에서는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① 회사의 합병 또는 다

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②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주주가 주식매

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등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취득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었다(상

법 제341조의2, 2011년 개정 전 상법 제341조).15) 그 이유는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자본의 공동화, 자본충실의 훼손, 내부정보에 의한 불공정거래(투기적 거래), 특정주주에 대

한 출자환급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16) 

13) 김정호, 전게서, 149면; 이철송, 전게서, 295면; 정찬형, 전게서, 726면.
14) 송옥렬, 전게논문, 56면; 양만식, “종류주식의 다양화가 기업지배에 미치는 영향”, ｢상사법연구｣ 제30권 

제2호, 2011, 42면; 임재연, ｢회사법Ⅰ｣ (개정6판), 박영사, 2019, 392면.
15) 2011년 개정 전 상법 제341조에서 자기주식 취득제한의 예외로서 열거하였던 사항 중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개정 전 상법 제341조 제1호)만을 삭제하고 나머지 사항을 현행 상법 제341조의2에서 규정하
였다. 현행 상법에서는 이익소각이 폐지되었고, 자본감소를 위한 소각과 상환주식의 상환은 각각의 근거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를 굳이 자기주식취득의 예외로서 열거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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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출자의 환급으로 악용되지 않고 주주평등의 원칙과 자본

충실의 원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가 안정의 도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시에 

자기주식의 교부, 적대적 기업매수에 대한 경영권방어의 수단 등으로 자기주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2011년 상법개정에서는 자기주식취득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17) 이에 따라 

회사는 직전 결산기의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자기주식취득 시에는 거래소에서의 취득 또는 공개매수에 의한 취득 

등 상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제341조 참조). 이와 같이 현행 우리 상법은 자기주식

취득에 관하여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상법 제341조)과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

주식 취득(상법 제341조의2)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더라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상법 제369조 제

2항). 여기서 말하는 의결권은 해당 주식이 자기주식으로 유지되는 동안에 한하여 휴지될 

뿐이고 주식 그 자체에 의결권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의결

권을 인정하면 회사가 스스로 자기의 구성원이 되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고, 경영진이 출

자 없는 회사지배를 할 수 있는 폐단이 생기기 때문이다.18) 우리 상법에서는 회사가 보유

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이외의 공익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의결권 

이외의 공익권, 즉 소수주주권이나 각종 소제기권 등은 그 성질상 인정될 수 없다는 것에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자익권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뉘어 있으나, 자기주식에 관

한 모든 자익권을 인정하지 않는 전면적 휴지설이 통설적 견해이다.19)

3. 상호소유주식

우리 상법은 모자관계가 없는 회사 간에 주식을 상호 소유하는 경우에 그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즉,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제369조 제3항). 이 규정의 취지는 자기주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호출자로 인하여 자본충실을 해치고 경영진이 상호보유에 의한 의결권을 악

16) 김건식･노혁준･천경훈, 전게서, 286면; 김정호, 전게서, 216면; 김홍기, 전게서, 454면; 오성근, 전게서, 
369면; 이철송, 전게서, 401면; 홍복기･박세화, 전게서, 212면.

17) 김정호, 전게서, 216면; 이철송, 전게서, 401면; 정찬형, 전게서, 772면.
18) 이철송, 전게서, 430면.
19) 김건식･노혁준･천경훈, 전게서, 283면; 김정호, 전게서, 224면; 송옥렬, 전게서, 868면; 이철송, 전게서, 

421면; 정찬형, 전게서, 781∼782면; 최준선, 전게서, 2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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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20) 상호보유주식에 대하여는 세 가지 형태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다. 

첫째,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이 경우 회사는 다른 회사

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해서는 아니 된다. 만약 발행주

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면 모자회사 관계가 되며, 자회사는 모

회사의 주식취득이 금지되기 때문이다(상법 제342조의2). 둘째, 모회사 및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회사의 주식도 의결권이 없다. 이때 자회사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도 해당

되고, 상법 제342조의2 제3항에 의하여 손(孫)회사도 모회사의 자회사로 보므로 손회사가 

가진 모회사의 주식도 자회사의 주식 수에 합산한다. 셋째,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이는 모자회사 관계에 있는 자회사가 다른 회

사의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모회사의 주식에 대한 다른 회사의 소유관계

에도 의결권행사를 규제하는 것이다.

우리 상법은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도록 주식취득의 통지의무(상법 제342조의3)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을 취득하여 의결

권을 행사하는 경우 경영권의 안정을 위협받게 된 그 다른 회사는 역으로 상대방 회사의 

발행주식의 10분의 1 이상을 취득함으로써 상호보유주식의 의결권제한 규정(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서로 상대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어조치를 취하여 다

른 회사의 지배가능성을 배제하고 경영권의 안정을 도모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

다.21)

한편 모자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상법 제342조의2). 여기서 모회사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말하고, 그 다른 회사를 자회사라고 한다. 이러한 모회사관계

는 손회사까지 포함시켜 확대되고 있다. 즉 모회사와 자회사가 함께 또는 자회사 단독으로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다른 회사도 

20) 김건식･노혁준･천경훈, 전게서, 287면; 송옥렬, 전게서, 875면; 오성근, 전게서, 382면; 이철송, 전게서, 
424면; 홍복기･박세화, 전게서, 279면.

21)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29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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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이와 같이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을 금지하는 것은 자

기주식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출자의 환급이 되어 자본의 공동화와 회사지배

의 왜곡이라는 폐단을 가져오기 때문이다.22) 

4. 특별이해관계인의 주식

우리 상법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68조 제3항). 이것은 주주총회의 의안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

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공정한 의결권행사를 기대하기 어렵고 그러한 자가 의결권을 행

사한다면 회사나 주주 전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다.23) 특별이해관계인이 가지는 주식은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특정한 의안에 대하여만 의결

권이 휴지될 뿐이고 그 밖에는 의결권이 있다.24)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결권은 의결정족수 산정 시 발행주식총수에는 산입되지

만 출석한 의결권수에 산입되지 아니한다(제371조 제2항). 특별이해관계인이 의결권을 행사

한 결의는 결의취소의 사유가 되며(제376조 제1항), 이때에는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행

사 사실만 존재하는 것으로 족하며 의결권 행사 결과가 불공정하다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

쳤다는 사실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25)

‘특별이해관계’의 의미에 관하여 통설26)과 판례27)는 주주의 지위에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라고 한다. 특히 앞의 판례에서는 “주주의 의결권은 주주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특별이해관계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는 그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통설에 의하면 대체로 ① 주주가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와 같이 주주의 지위

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상법 제374조에서 열거하는 계약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 ② 주주인 

이사 또는 감사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 보수를 정하는 경우 ③ 주주인 발

기인, 이사, 감사의 책임면제 결의를 하는 경우(상법 제400조, 제415조) 등이 특별이해관계

22) 김홍기, 전게서, 447면; 이철송, 전게서, 426면; 정찬형, 전게서, 789면.
23) 김재범, “의결권의 행사”, ｢주식회사법 대계 Ⅱ｣ (제2판), (한국상사법학회 편), 법문사, 2016, 152면; 이

철송, 전게서, 536면.
24) 정찬형, 전게서, 895면; 홍복기･박세화, 전게서, 355면.
25) 이철송, 전게서, 538면.
26) 김건식･노혁준･천경훈, 전게서, 290면; 이철송, 전게서, 530면; 정찬형, 전게서, 894면; 최준선, 전게서, 

334면.
27)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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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해당된다.28) 그러나 주주인 지위에서 회사 지배와 관련된 결의, 예컨대 이사･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의 결의에서 대상자인 주주는 특별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 상법 제368조 제3항에 규정된 ‘특별이해관계’라는 표현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어

서 그 개념과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므로 구체적 사안마다 그 해당 여부를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주주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인데, 의결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적용

범위가 모호한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배제하는 것은 재고하여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29) 

따라서 입법론적으로는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특별이해관계를 가진 주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그 의결권 행사로 인하여 현저히 부당한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결의취소의 소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고,30) 구체

적인 경우에 의결권의 배제 여부를 법규정으로 명기하는 것이 비람직하다는 견해도 있

다.31) 

5.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주주가 소유한 일정 비율 초과주식

우리 상법은 주식회사의 감사선임 결의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409 제2항, 제3항). 그리고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그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

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 또는 사외이

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상법 제542조의12 제3항). 그러나 이때 최대주주 이외의 주주들에 대하여는 개별

적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에 대

하여만 의결권이 제한된다. 또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

28) 김건식･노혁준･천경훈, 전게서, 290면; 김정호, 전게서, 295면; 오성근, 전게서, 456면; 이철송, 전게서, 
537면; 정찬형, 전게서, 895면; 최준선, 전게서, 334면; 홍복기･박세화, 전게서, 356면.

29) 장덕조, ｢상법 강의｣ (제2판), 법문사, 2017, 444면; 홍복기･박세화, 전게서, 356면.
30) 김건식･노혁준･천경훈, 전게서, 293면; 이철송, 전게서, 538면.
31) 안강현, “상법상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검토 - 입법론을 포함하여” 상사법연구 제36권 

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2017, 2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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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제

542조의12 제4항). 

이 규정들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시에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한 주주

의 의결권행사를 제한함으로써 대주주의 영향력을 견제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32) 그러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한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입법례가 없

으며,33) 의결권제한의 기준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으로 정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있다.34) 또한 상장회사의 경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시에 최

대주주에 대하여는 특수관계인 지분과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초과 보유주식

에 대한 의결권행사가 제한되지만, 그 이외의 주주들에 대하여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

산하지 않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초과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가 제한된다. 그

러나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 시에는 모든 주주에 

대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초과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가 제한된다. 따라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시 의결권 제한에 대한 주주 간의 형평성이 문

제된다.35) 

6. 집중투표제 관련 정관 변경 시 주주가 소유한 일정 비율 초과주식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상법개정을 통하여 집중투표제도(cumulative voting)를 도입하였

다. 집중투표란 2인 이상의 이사선임결의에서 1주당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수에 상당하는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이사 3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1주당 3

개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주주로 하여금 자기의 의결권을 특정이사후보에게 집중적으로 행

사하거나 수인의 후보에게 분산하여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일반적으로 이사후보자 한 사람에 대하여 한 번

씩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방법으로 결의를 하면 몇 명의 이사를 선임하든 과반수의 의결권

32) 김건식･노혁준･천경훈, 전게서, 493면; 오성근, 전게서, 460면; 이철송, 전게서, 861면; 정준우, “감사선임
에 관한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과 의결정족수의 계산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 
법조 65권 9호, 법조협회, 2016. 12, 698면; 정찬형, 전게서, 1096면; 홍복기･박세화, 전게서, 580면. 

33) 송옥렬, 전게서, 1115면; 정준우, 전개논문, 699면. 
34) 김병연, “현행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선임의 문제점”, 경영법률 제25권 제1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4. 

10, 11면; 정준우, 전개논문, 702면; 최준선, “감사․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제한 법리의 문제점과 개선방
안”, 상장회사감사회 회보 제125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0. 5, 2∼4면.

35) 김병연, 전게논문, 20면; 송옥렬, 전게서, 1116면; 정준우, 전개논문, 7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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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진 대주주(또는 다수파주주)가 자신이 추천하는 후보로 이사 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집중투표제는 이와 같이 이사 전원이 대주주에 의하여 독점 선임되는 것을 견제하고, 소수

파주주들도 그들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이다.36) 집중투표제

는 회사의 다양한 주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이사들이 직접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주주들의 지배권을 견제할 수 있고, 다수파주주에 의하여 선출된 이사의 활동

을 감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서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

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

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상

법 제542조의7 제3항 및 상법시행령 제12조). 이것은 주주총회의 다수결로써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37)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상장회사의 90% 이상이 

정관에서 집중투표를 배제하고 있을 정도로 집중투표의 이용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38) 

또한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집중투표 배제에 관한 정관 변경의 의안을 상정

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의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상법 제542조의7 제4항). 

Ⅲ. 일본 회사법상 주주 의결권의 제한

1. 의결권제한주식

일본 회사법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08조 제1항 제3호). 이에 따라 회사는 정관으로 ① 주

주총회의 모든 결의사항에 관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주식(의결권보통주식), ② 주주총회의 

모든 결의사항에 관하여 의결권이 없는 주식(완전무의결권주식), ③ 일정한 사항(이사의 선

임, 재무제표의 승인 등)에 관하여만 의결권이 없는 주식의 발행을 정할 수 있다. ②와 ③

을 의결권제한주식이라고 한다.39) 의결권제한주식은 배당 등에만 관심이 있고 의결권행사

36) 김정호, 전게서, 403면; 송옥렬, 전게서, 985면; 이철송, 전게서, 666면; 정찬형, 전게서, 955면; 홍복기･박
세화, 전게서, 412면. 

37) 김재범, 전게논문, 416면.
38) 송옥렬, 전게서, 986면.
39) 江頭憲治郎, 前揭書, 144頁; 大隅 健一郎, 今井 宏, 小林 量, 前揭書, 152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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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관심이 없는 주주의 수요에 부합되고, 완전무의결권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회사는 

총회소집과 관련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기존의 지배관계를 유지하면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므로,40) 기업경영의 효율성과 안정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의결권제한주식은 이익배당우선주식뿐만 아니라 보통주식 등에 대하여도 발행할 수 있

다. 주식회사가 종류주식으로서 의결권제한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가능 종류주식총

수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 및 의결권행사의 조건을 정한 때에는 그 조건을 정관

에 정하여야 한다(일본 회사법 제108조 제2항 제3호).41) 의결권제한주식의 주주도 종류주

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을 갖는다(일본 회사법 제322조 제1항 제1호 참조). 의결권제한주식의 

주주는 의결권이 제한된 사항에 관하여 그 의결권을 전제로 한 권리를 가지지 못하지만 그 

이외의 권리는 인정된다. 

일본 회사법상 상장회사 등 공개회사도 의결권제한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상장회사 등

에 대하여 개정된 의결권제한주식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인정하면 경영자지배의 강화로 이

어진다는 등의 입법론적 반대가 있었지만, 해당 회사의 의결권제한주식에는 시장가격이 저

렴한 만큼 배당률이 높아지는 등의 투자수요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회사도 포함하여 모든 

회사에 개정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되었다.42) 다만 공개회사의 경우에 의결권제한주식의 총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일본 회사법 제108조 제1항 3호),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즉시 그 비율을 2분의 1 이하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

록 하였다(일본 회사법 제115조). 이것은 다수의 투자자가 주주로 될 수 있는 공개회사에서 

경영자 등이 의결권제한주식을 이용하여 소액의 출자로써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43) 그러나 의결권제한주식의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하게 된 경

40) 近藤光男, ｢最新 株式会社法｣ (第6版), 中央経済社, 2011, 66頁; 神田秀樹, ｢会社法｣, 第19版, 弘文堂, 
2017. 85頁; 澤口 実･戸嶋浩二, “議決権種類株式の上場”, ｢ジュリスト｣, 第 1470號, 2014, 35頁 參照. 

41) 의결권에 관하여 인정되는 주식내용의 차이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여부뿐
이며, 1주에 대하여 복수의결권을 부여하거나 일정수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의 의결권에 대하여 상한
제나 체감제를 두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江頭憲治郎, 前揭書, 146頁).

42) 그런데 도쿄증권거래소는, 이와 관련된 상장요건으로서, 하나의 회사가 의결권제한주식만을 상장하거나 
또는 보통주식과 의결권제한주식을 동시에 상장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의결권이 적은 주식[주식의 종류
마다 단원주식수를 다르게 하는 방법(회사법 제188조 제3항)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1개의 의결권을 행
사할 수 있는 수의 주식에 관한 잉여금배당청구권 등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 등이 다른 
종류의 의결권주식보다도 높게 된 주식]과 많은 주식을 동시에 상장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극히 작은 출자비율로 회사를 지배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결권에 관한 종류주식제도를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江頭憲治郎, 前揭書, 146頁). 

43) 伊藤靖史, ｢逐条解説 会社法｣ 第2巻(編集代表 酒巻俊雄･龍田 節), 中央経済社, 2009, 131頁; 田中 亘, ｢會
社法｣ (第2版), 東京大學出版會, 2018, 81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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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도 회사에 즉시 필요한 조치(의결권제한주식의 발행수를 감소시키거나 다른 종류의 발

행주식수를 증가시키는 등)를 취할 의무가 생길 뿐이고, 당해 초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44) 

한편 비공개주식회사에서는 주주 간의 인적 유대가 강하고 주주의 개성이 중시되므로 주

주 간에 자유로 결정하는 것이 용인되기 때문에 의결권제한주식의 총수에 대한 제한이 없

다.45)

2. 단원주식수와 단원미만주식

(1) 단원주식수

일본에서 단원주제도란 2001년 6월 상법개정에서 종래의 단위주제도의 폐지와 함께 도

입된 것으로서 정관으로 정한 일정한 수의 주식을 ‘1단원’의 주식으로 하고, 1단원의 주식

에 대하여는 1개의 의결권을 부여하지만, 단원미만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

는 제도를 말한다.46) 

일본 회사법은 회사의 정관에서 단원주식수를 정한 경우에 주주는 1단원의 주식에 대하

여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제308조 제1항 단서)고 규정하고 있다. 단원주식수란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일정한 수의 주식을 기준으로 주주가 주주총회 또는 종류주주총회

에서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1단원의 주식으로 한다는 뜻을 정관에 규정한 경우에 

그 기준이 되는 주식수를 말한다(일본 회사법 제2조 제20호, 제188조 제1항). 예를 들면, 회

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대하여 10주를 1단원 또는 1000주를 1단원으로 하는 것과 같이 일

정한 수의 주식을 1단원의 주식으로 하고 1단원의 주식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단원주제도는 원래 출자단위(1주의 크기)가 비교적 작은 경우에 주주관리비용을 절

감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이다.47) 단원주식수는 정관에 규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등기

하여야 한다(일본 회사법 제911조 제3항 제8호).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단원주식수를 주식의 종류마다 정하여야 한다(일본 회사법 제

188조 제3항). 예를 들면,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 “우리 회사의 A종

44) 江頭憲治郎, 前揭書, 148頁; 神田秀樹, 前揭書, 86頁.
45) 近藤光男, 前揭書, 67頁.
46) 江頭憲治郎, 前揭書, 297頁; 前田雅弘, ｢逐条解説 会社法｣ 第3巻(編集代表 酒巻俊雄･龍田 節), 中央経済

社, 2009, 5頁.
47) 近藤光男, 前揭書, 106頁; 前田雅弘, 前揭書, 4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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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주식의 1단원의 주식수는 100주로 하고, B종류주식의 1단원의 주식수는 10주로 한다.”고 

정하여야 한다. 각 종류주식 간에 가치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단원주식수를 일률적으로 정

하여 1단원에 1의결권을 부여한다면 오히려 각 종류주주 간에 실질적인 불공평을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48) 그래서 주식가치에 적합하게 의결권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주식

의 종류마다 단원주식수를 달리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자액과 의결권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원주식수를 주식의 종류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두는 것도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해석론상으로는 긍정설이 유력하다.49) 예를 들면, 의결권부보통주식에 

대하여는 단원주식수를 1주로 하고, 의결권부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단원주식수를 1,000주로 

하는 것이 인정된다고 한다. 다만 일본 회사법은 대주주 등이 이 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하여50) “단원주식수는 법무성령이 정하는 상한을 초과하지 못한다.”(제188조 제2

항)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법 제188조 제2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수란 1,000주 및 발

행주식총수의 2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말한다(일본 회사법시행규칙 제34조). 

회사법상 주식 1주에 대하여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일본 회

사법 제308조 제1항 본문), 위의 예시와 같이 주식의 종류마다 단원주식수를 다르게 정하

면 실제로 복수의결권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생긴다.51) 

(2) 단원미만주식

단원주식수 미만의 수의 주식을 단원미만주식이라고 하는데, 단원미만주식을 가진 주주

는 주주총회 및 종류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일본 회사법 제189조 제1항). 

그러나 단원미만주식을 가진 주주(단원미만주주)도 원칙적으로 의결권 이외의 공익권과 자

익권을 단원주식과 마찬가지로 행사할 수 있다. 특히 회사는 단원미만주주에게 ① 취득조

항에 의하여 단원미만주식이 강제취득될 경우 회사로부터 대가를 받을 권리, ② 주식무상

배정을 받을 권리, ③ 단원미만주식매수청구권, ④ 잔여재산분배청구권, ⑤ 기타 법무성령

으로 정하는 권리는 정관에 의해서도 제한할 수 없다. 회사는 단원미만주주가 해당 단원미

만주식에 대하여 ① 내지 ⑤의 권리 이외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다는 뜻

을 정관에 정할 수 있다(일본 회사법 제189조 제2항).

48) 龍田 節･前田雅弘, ｢会社法大要｣, (第2版), 有斐閣, 2017. 240頁 脚注 24).
49) 洲崎博史, “平成13･14年 商法改正と1株1議決權原則”, ｢比較會社法硏究｣ (森本 滋 編著), 商事法務, 2003, 

328頁; 相澤　哲･葉玉匡美･郡谷大輔　編著, ｢論点解説 新会社法｣, 商事法務, 2006, 116頁. 
50) 江頭憲治郎, 前揭書, 300頁; 近藤光男, 前揭書, 107頁; 前田雅弘, 前揭書, 8頁.
51) 神田秀樹, 前揭書, 189頁; 龍田 節･前田雅弘, 前揭書, 173頁; 前田雅弘, 前揭書, 11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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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미만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단원미만주식을 회사가 매수할 것

을 청구할 권리(매수청구권)을 가진다(일본 회사법 제192조 제1항). 또한 단원미만주주는 

정관의 정함이 있으면 단원주식수에 부족한 단원미만주식(예컨대 10주를 1단원으로 하는 

회사의 경우 7주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단원미만주주라면 3주)을 매도하도록 회사에 청구

(매도청구권)할 수 있다(일본 회사법 제194조 제1항).

단원미만주식에 대한 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회사는 청구자가 보유하는 단원미만주식을 

매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단원미만주식매도청구권이 행사되면 회사는 청구받은 수의 

자기주식을 청구자에게 매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 1주의 매매가격은 시장가격이 있

는 주식에 대하여는 법무성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시장가격으로 하고(일본 회사법 

제193조 제1항 제1호, 제194조 제4항), 시장가격이 없는 주식에 대하여는 회사와 청구자의 

협의에 의하며(일본 회사법 제193조 제1항 제2호, 제194조 제4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매수, 매도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당사자의 가격결정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회

사의 자산상태 기타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다(일본 회사법 제193조 제2항~제4항, 

제194조 제4항). 가격결정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액에 의하여 결정한다(일본 

회사법 제193조 제5항, 제194조 제4항). 그리고 회사가 단원미만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배당가능액의 제약은 받지 않는다(일본 회사법 제461조 제1항).

3. 자기주식

2001년 이전에는 일본에서도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하여 엄격한 규제를 해왔다.52) 그러나 

2001년 주식제도의 전반에 걸친 개편을 시도한 상법개정에서 자기주식의 취득과 보유에 관

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고, 이에 따라 2005년 회사법 제정 시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

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52) 일본에서 종래에 자기주식의 취득을 엄격하게 규제한 것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 이었다. ① 회사의 자본금 또는 법정준비금으로 자기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게 되면 주주에게 
출자가 환급되는 결과가 되어 회사채권자를 해치게 된다. ② 자기주식을 자산으로서 대차대조표에 계상
하면회사의 실적이 불량한 경우에 취득한 자기주식의 가격도 하락하기 때문에 회사는 이중으로 손해를 
입게 된다. ③ 회사가 일부의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특히 고가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투
자회수에 관한 주주 간의 불평등을 초래한다. ④ 자기주식의 취득에 의하여 의결권의 총수가 감소하는 
결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다수를 점유하는 데 필요한 주식수는 그 만큼 적게 되고 다수파 주주나 현 
경영자는 그의 회사지배를 유지･확보할 수 있다. ⑤ 회사가 자신 주가의 조작 등에 의하여 투기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 회사가 합병이나 신주발행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전에 자기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게 
되면 이후 주가의 하락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⑥ 취득한 자기주식에 관하여 그 보유가 
인정되고 경영자가 자유로 처분할 수 있게 되면 신주발행에 관한 제규제를 잠탈할 염려도 있다(江頭憲
治郎, 前揭書, 247頁; 大隅 健一郎･今井 宏･小林 量, 前揭書, 400∼401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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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회사법은 “회사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

할 수 있다”(제155조)고 규정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는 방

식을 채용하고 있다. 이것은 자기주식의 취득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를 망나적으로 규정하

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는 뜻을 정함으로써 어떠한 경우에 회사

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를 일의적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53)

일본 회사법에서 규정한 자기주식의 취득허용사유는 ① 취득조항부주식의 조건 충족에 

의한 취득(제155조 제1호), ② 정관에 의한 양도제한이 있는 주식에 대해 양도승인이 있는 

경우에 회사가 매수인이 되는 경우(제2호), ③ 총회결의에 근거한 유상취득의 경우(제3호), 

④ 취득청구권부주식의 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취득(제4호), ⑤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을 

총회결의에 근거하여 취득한 경우(제5호), ⑥ 상속인 등에 대한 매도청구에 의한 취득(제6

호), ⑦ 단원미만주식의 매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제7호), ⑧ 주소불명주주의 주식매각을 

하는 경우 회사가 매수인이 되는 경우(제8호), ⑨ 단주 처리 시 회사가 매수인이 되는 경우

(제9호), ⑩ 다른 회사의 사업전부의 양수로 취득하는 경우(제10호), ⑪ 합병을 하는 경우로 

소멸회사로부터 승계한 경우(제11호), ⑫ 흡수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하는 회사로부터 승계

한 경우(제12호), ⑬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제13호)이다.

한편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는 의결권이 없다(일본 회사법 제308조 제2항). 자기 주식

에 대하여 의결권행사를 인정하면, 자기주식의 의결권이 이사 등에 의하여 회사지배를 위

한 수단으로 이용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54) 또한 일본 회사법은 자기주식에 대하여 의결

권 이외에 잉여금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주식의 무상배정,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인정하

지 않는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제308조 제2항, 제453조, 제202조 제2항, 제186

조 제2항, 제504조 제3항). 

4. 상호보유주식

일본 회사법은 주식회사가 그 총주주의 의결권의 4분의 1 이상을 보유하거나 그 밖의 사

유를 통하여 그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제308조 제1항). 이를 주식의 상호보유규제라고 한

다. 예를 들면, A주식회사가 B회사의 총주주의 의결권의 4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는 

경우에 B회사가 A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A회사의 주주총회에서 그 의결권

53) 大隅 健一郎･今井 宏･小林 量, 前揭書, 403頁.
54) 江頭憲治郎, 前揭書, 265頁; 近藤光男, 前揭書, 192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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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전형적인 규제내용이다.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가능

한 관계가 있는 주주의 기준은 법무성령에서 정하고 있다(회사법시행규칙 제67조). 일본 회

사법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르면, 위의 경우에 B회사에 관하여 그것이 지분회사, 조합 또는 

기타 사업체인 경우에도 규제대상으로 되어 B회사는 A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55) 

주식의 상호보유는 상호보유회사 간의 업무제휴 및 안정 주주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보유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를 제한한 것은 상

호보유가 자기주식의 보유와 마찬가지로 자본의 공동화, 주주총회결의의 왜곡에 의한 회사 

지배에 이용되는 등의 폐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56) 그리고 규제대상인 지분소

유자를 회사에 한정하지 않고 조합 등 사업체까지 확대한 것은 상호보유주식의 폐해를 가

능한 한 실질적이고 유연하게 판단하여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57)

한편 자회사(일본 회사법 제2조 제3호)가 모회사(일본 회사법 제2조 제4항) 주식의 취득

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일본 회사법 제135조 제1항). 모회사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

용되는 경우로는 ① 다른 회사(외국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의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에 당

해 다른 회사가 보유하는 모회사주식을 양수하는 경우), ② 합병 후 소멸하는 회사로부터 

모회사의 주식을 승계하는 경우, ③ 흡수분할에 의항여 다른 회사로부터 모회사주식을 승

계하는 경우, ④ 신설분할에 의하여 다른 회사로부터 모회사 주식을 승계하는 경우, ⑤ ①~

④에 열거한 것 외에 법무성령으로 정한 경우가 있다(일본 회사법 제135조 제2항 제1~5호). 

다만 자회사가 예외적으로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도 모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일본 회사법 제135조 제2항, 제308조 제1항, 시행규칙 제67

조 제95조 제5호). 자회사가 소유한 모회사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는 모회사의 이사의 

의향에 따라 이루어짐으로써 모회사의 지배의 공정성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58) 

5. 특별이해관계인의 주식

일본에서도 1981년 개정 전의 상법 제239조 제5항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했었다. 아울러 개정 전의 일본 

상법 제253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

55) 森田 章, ｢逐条解説 会社法｣ 第4巻(編集代表 酒巻俊雄･龍田 節), 中央経済社, 2009, 121頁.
56) 大隅 健一郎･今井 宏･小林 量, 前揭書, 154頁; 森田 章, 前揭書, 121頁.
57) 田邊光政(監修), ｢詳解 新会社法の理論と実務｣, 民事法研究会, 2006, 300頁.
58) 江頭憲治郎, 前揭書, 274∼275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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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그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그러한 결의를 저

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주주는 부당결의취소･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 특별이해

관계인의 의결권행사를 금지한 취지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가 공정하게 의결권

을 행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 행사를 인정하면 결의의 공정성을 해하기 때문에 이

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거나 소수파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다수결의 남용

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59) 

그러나 ‘특별이해관계’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경우에 그 적용을 둘러싸

고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의 논란이 야기되었다.60) 또한 자본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공정성 의심을 이유로 사전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61) 그리고 특별이해관계

인의 의결권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면 정당한 내용의 결의도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판례 및 학설은 그 적용범위를 될 수 있는 대로 좁게 한정하여 해석하는 입장을 취

함으로써 해석을 어렵게 하였다.62)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일본에서는 1981년 상법개정을 

통하여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행사를 금지한 상법 제239조 제5항의 규정을 삭제함으로

써, 특별이해관계를 가진 주주도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

상법은 제24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신설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한 결과 현저히 부당한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결의취소의 원인으로 하였다. 

2005년 제정된 일본 회사법 제831조 제1항 제3호에서도 이것을 계승하고 있다. 

다만 일본 회사법에서도 명백히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결권행사를 제한하

고 있다. 즉 회사가 양도제한주식의 주주 또는 양도제한주식을 취득한 주식취득자의 매수

청구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 그 청구를 한 주주 또는 주식취득자는 당해 주주총

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회사법 제140조 제3항). 또한 주식회사가 주

주와의 합의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에 관계된 사항의 결

정은 주주총회결의로 하여야 하고(회사법 제156조), 특정 주주로부터 취득하는 것이면 그 

특정 주주는 해당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회사법 제160조 제4

항).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의 취득을 결의하는 주주총회에서 그 주식의 매도인인 특정 주주

의 의결권행사가 결의내용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63)

59) 出口正義, ｢株主權法理の展開｣, 文眞堂, 1991, 261∼263頁.
60) 大隅 健一郎･今井 宏･小林 量, 前揭書, 207頁.
61) 龍田 節･前田雅弘, 前揭書, 173頁.
62) 江頭憲治郎, 前揭書, 368∼369頁.
63) 田中 亘, 前揭書, 171頁, 415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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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공개회사 주주 간의 의결권의 차별 취급

일본 회사법은 주주평등의 원칙의 예외로서 비공개회사에서 주주총회 의결권,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권리(제105조 제1항 각 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에 관하여 주주마다 다르게 취급한다는 뜻을 정관에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회사법 제

109조 제2항). 이 규정은 일본 회사법이 유한회사를 폐지하고 비공개회사에 관하여 구(舊)

유한회사법상의 제도를 계수한 것이다.64) 이에 따라 의결권의 수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

는 사항에 대하여 주주마다 차이를 두는 것이 가능하다(속인적 정함의 허용).65) 정관으로 

특정한 주주에게 복수의결권을 부여하거나 1인 1의결권을 인정할 수 있다.66) 그러나 속인

적 정함이 구체적인 강행법규(일본 회사법 제105조 제2항 참조)나 주식회사의 본질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고 주주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67)

일본 회사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정관의 정함을 변경(당해 정관의 정함을 폐지하는 것

은 제외한다)하는 주주총회결의는 총주주의 반수 이상과 총주주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에 해당하는 다수로써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일본 회사법 제309조 제4항). 

Ⅳ. 한국과 일본에서의 주주 의결권의 제한에 관한 비교

1. 의결권배제･제한주식

우리 상법은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를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로 제한(상법 제344조의3 제2항 제1문)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일본 회사법은 공개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제한주식의 발행한도를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로 하고(제108조 제1항 3호), 

비공개회사에 대하여는 의결권제한주식의 발행한도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우리 상법에서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를 일본의 경우보다 엄격

하게 제한한 것은 과소한 지분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68) 그러나 

일본 회사법에서는 공개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제한주식의 발행한도를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64) 森本 滋, ｢逐条解説 会社法｣ 第2巻(編集代表 酒巻俊雄･龍田 節), 中央経済社, 2009, 116頁.
65) 田邊光政(監修), 前揭書, 159頁.
66) 森本 滋, 前揭書, 116頁.
67) 江頭憲治郎, 前揭書, 135頁.
68) 김정호, 전게서, 149면; 이철송, 전게서, 295면; 정찬형, 전게서, 7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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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로 하고, 비공개회사에 대하여는 의결권제한주식의 발행한도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않음으

로써 기존의 회사 지배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으며, 경영권 

승계나 적대적 M&A 방어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일본 회사법에서는 정관변경을 통하여 보통주식을 의결권제한주식으로 전환하는 것

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종류

주주총회의 결의만 거치면 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제322조 1항 1호 口，제108조 2항 3호, 

제309조 2항 11호, 제466조).69) 우리 상법에는 이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지만, 만약 우리나

라에서 보통주식을 의결권제한주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볼 때, 의결

권제한주식으로 전환대상이 되는 주식의 종류주주총회 결의와 전체 주주총회의 정관변경을 

위한 특별결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2. 자기주식

우리 상법에서는 회사가 일정한 방법과 범위 내에서 취득사유에 관계없이 배당가능이익

으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341조 제1항), 예외

적으로 배당가능이익에 관계없이 특정목적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41조의2). 이에 대하여 일본 회사법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망나

적으로 열거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는 뜻을 정함으로써 회사

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규정상의 차이에도 불

구하고 한국과 일본은 모두 자기주식취득에 의한 폐해를 방지하는 한도에서 자기주식의 취

득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일 양국에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점은 동일

하다. 다만 일본 회사법에서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이외에도 잉여금배당청구권, 신주

인수권, 주식의 무상배정,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

고 있다(제308조 제2항, 제453조, 제202조 제2항, 제186조 제2항, 제504조 제3항). 우리 상

법에서는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이외의 공익권과 자익권에 관한 규정

을 두고 있지 않으나, 공익권과 자익권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면적 휴지설이 통설적 

견해이다.70)

69) 권종호, “일본 신회사법의 특징과 시사점”, ｢상장협연구｣, 제54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6. 10, 66면.
70) 김건식･노혁준･천경훈, 전게서, 283면; 김정호, 전게서, 224면; 송옥렬, 전게서, 868면; 이철송, 전게서, 

421면; 정찬형, 전게서, 781∼782면; 최준선, 전게서, 2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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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호보유주식

상호보유주식의 의결권제한과 관련하여 우리 상법과 일본 회사법에서는 대부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규제의 기준이 되는 보유주식의 비율과 규제대상에서 큰 차이가 있다.

상호보유주식의 의결권제한에 관한 기준을 우리 상법에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로 

정하고 있으나, 일본 회사법에서는 총주주의 의결권의 4분의 1로 규정함으로써 우리 상법

이 주식의 상호보유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회사법은 실질적인 상

호보유규제를 위하여 “그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가능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법무성령에서 정하는 주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제308조 제1항). 법무

성령(회사법시행규칙 제67조)에서는 주식회사가 해당 주식회사의 주주인 회사뿐만 아니라 

조합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체의 의결권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 주주

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호보유규제의 지분소유자를 

회사에 한정하지 않고 조합 등의 단체까지 확대한 것은 상호보유의 폐해를 가능한 한 실질

적이고 유연하게 판단하여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71)

한편 우리 상법에서는 비모자회사 간의 상호보유규제의 기준을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

로 정하고 있으나, 규제방식을 취득금지가 아니라 의결권제한으로 하고 있으므로 발행주식

총수가 아니라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논리적이다.72) 그리고 상호보유주

식의 의결권제한에 관한 기준을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로 정한 것에 대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도 있다.73) 이에 대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은 회사를 지

배할 수 있는 정도의 지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사 선임이나 의안의 가결 등 회

사 운영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정도의 지분이고, 상법과 자본시장법에서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주요주주라고 하여(상법 제542조의8 제2항 9호,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 회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분비율로 보았기 때문에 규제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라고 한다.74) 

4. 특별이해관계인의 주식

일본에서 1981년 상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한국과 일본에서는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제

71) 田邊光政(監修), 前揭書, 300頁.
72) 이철송, 전게서, 430면.
73) 이병규･최준선, 전게논문, 573면; 정찬형, 전게서, 893면 각주 4).
74) 이철송, 전게서, 4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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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 관하여 동일하게 규제를 하였다. 즉, 주주총회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그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결의취소의 소를 제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한국 상법 제368조 제3항, 제381조, 일본 상법 제239조 제5항). 

그러나 일본에서는 특별이해관계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적용 시

에 해석상 논란이 야기 되었다 이에 따라 1981년 상법개정에서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행

사를 금지하던 사전적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행사로 인하여 현저

하게 부당한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사후적으로 결의취소의 원인이 되도록 하였다. 따라

서 일본에서는 원칙적으로 특별이해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있게 되

었고, 다수결의 남용은 사후적으로 규제대상이 될 뿐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 상법은 여전히 주주총회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상법 제368조 제3항에 규정된 

‘특별이해관계’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이어서 구체적 사안마다 그 적용 여부를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이해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에 의결권의 배제 여부를 법규정으로 명기하자는 주장이 있다.75) 또

한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제한은 이미 사전적 규제수단으로서의 한계성이 드러났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76)

5. 단원주식

단원주제도는 일본에만 있고 한국에는 없는 제도이다. 일본 회사법상 단원주제도는 기업

의 자율적 판단에 의하여 일정한 수의 주식을 ‘1단원’으로 하고, 1단원의 주식에 대하여 1

개의 의결권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식의 병합절차 없이 주식의 병합을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 온다. 따라서 소액주주의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단원주제도는 원래 주주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지만, 단원주식수를 

주식의 종류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두면 법률상 금지되고 있는 복수의결권을 인정하는 것

과 같은 결과가 생긴다. 예를 들면, 의결권부보통주식에 대하여는 단원주식수를 1주로 하

고, 의결권부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단원주식수를 1,000주로 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금지된 

복수의결권을 실제로 인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게 된다.77) 도쿄증권거래소 상장규정

75) 안강현, 전게논문, 298면.
76) 이병규･최준선, 전게논문, 582면; 장덕조, 전게서, 444면.
77) 神田秀樹, 前揭書, 189頁; 龍田 節･前田雅弘, 前揭書, 173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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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명시적으로 단원주의 상장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제한’

을 상장폐지사유로 규정하고(유가증권상장규정 제601조 제1항 제17호), 그 시행규칙에서 

그 부당한 제한에 대하여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제13조). 

6.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주주가 소유한 일정 비율 초과주식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된 의결권제한은 우리나라에만 있고 일본에는 없는 

제도이다. 우리 상법은 주식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결의에서 의결권 없

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

하는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장회사의 경우 사외

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시 최대주주에 대하여는 특수관계인의 지분

과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초과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가 제한되고, 그 

이외의 주주들에 대하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초과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가 

제한된다. 그러나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서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시 모든 주주에 대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초과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

가 제한된다. 이러한 의결권제한은 대주주의 영향력 하에 선임된 이사들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를 위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기준으로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제한에 대하여는 그 

기준의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

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감사나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시에 의결권제한에 대한 

주주 간의 형평성이 문제된다.78)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할 때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

임과 관련된 의결권제한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7. 집중투표제 관련 정관 변경 시 주주가 소유한 일정 비율 초과주식

우리 상법은 1998년 개정을 통하여 이사선임 시에 집중투표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상법은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

도록 규정하였다(상법 제542조의7 제3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상장회사들은 정관

78) 송옥렬, 전게서, 1116면; 정준우, 전개논문, 7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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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였다. 일본에서도 1950년 상법개정 시 우리나라의 집중투표제에 해

당하는 누적투표제를 도입하였다.79) 다만 일본에서는 누적투표 청구권을 단독주주권으로 

하되, 정관으로 누적투표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우

에도 대부분의 회사에서 누적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원래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대표제를 본받은 이사선임방식이라고 할 수 있

다. 정치집단과 다른 성격을 가진 영리단체인 주식회사에서 이사의 임무는 자신을 선임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영리를 최대한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므

로 집중투표제는 주식회사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사실상 그 실효

성을 거두지 못하는 집중투표제도의 배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

의 3 초과 보유주주에 대한 의결권제한은 폐지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다. 

Ⅴ. 결어

자본단체인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위험부담은 주식수에 따른 출자액에 비례하므로 주주의 

권리, 특히 의결권도 주식수에 비례하여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리에 부합된다. 이에 따라 

우리 상법과 일본 회사법은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와 관련하여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명문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자금조달과 지배관계의 편의를 위하여 의결권의 내

용이 다른 주식을 인정하고, 자본다수결로 인하여 소수파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특정

인의 의결권행사가 결의내용의 공정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의결권제한의 예외를 인

정하고 있다. 한･일 양국의 주주 의결권의 제한과 관련된 규정은 우리 상법상 감사선임 시 

주주의 의결권제한을 제외하면, 1981년까지 대체로 유사하였다. 양국이 1주 1의결권의 원

칙에 대한 예외로서 공통적으로 인정한 것은 자기주식과 상호보유주식 및 해당 주주총회결

의에 관하여 특별이해관계인이 가진 주식에 대한 의결권제한 등이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제한은 우리나라에만 있고 일본에는 

없는 제도이다. 우리 상법상 감사선임 시 발행주식의 총수의 3%를 초과한 주식에 대한 의

결권제한은 대주주의 영향력을 견제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감사 선임 시에 의결권제한의 기준을 3%로 정한 합리적 근거가 없으

며,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에서는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제한과 관련하여 특별이해관계라는 개념이 불명확하

79) 堀口勝, “累積投票制度に関する若干の考察”, 東洋法學 第54卷 第1号, 2010. 7, 86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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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구체적인 경우에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의 논란이 야기되

었다. 1981년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행사를 금지한 규정을 삭제하고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한 결과 현저히 부당한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그 결의를 취소의 원인이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우리 상법에서는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

권제한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00년대 초에 의결권제한주식과 거부권부주식 및 이사･감사의 선해임에 관

한 종류주식을 허용하였으며, 단원주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상법개정

에서 의결권배제 및 제한주식을 허용하였으나, 거부권부주식과 이사･감사의 선･해임에 관

한 종류주식 및 단원제도 등은 도입하지 않았다. 일본 회사법상 단원주제도는 원래 주주관

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지만, 단원주식수를 주식의 종류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두면 법률상 금지되고 있는 복수의결권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 이와 

같이 양국은 2000년대 초부터 상법 또는 회사법의 개정을 통하여 주주 의결권의 제한에서

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끝으로 한･일 양국의 주주 의결권의 제한에 관한 특징을 요약하면, 우리 상법은 회사지

배의 왜곡방지, 주주총회결의의 공정성 확보, 소수파주주의 이익보호 등에 중점을 둔 데 대

하여, 일본 회사법은 종류주식 다양화 등을 통하여 자금조달의 편의와 지배관계의 안정, 적

대적 M&A 방어수단 및 기업구조조정 등에 활용하는 데 역점을 둔 것으로 이해된다.

(논문투고일자: 2020. 6. 8 / 심사 및 수정일자: 2020. 6. 22 / 게재확정일자: 2020. 6. 25)

주제어 : 1주 1의결권의 원칙, 의결권, 의결권제한, 종류주식, 특별이해관계인, 단원주제도, 한국 상법, 
일본 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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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일 양국의 회사법상 주주 의결권의 제한에 관한 비교검토

이 형 규

이 논문은 우리 상법과 일본 회사법상 주주 의결권의 제한에 관한 입법 취지 및 내용을 

살펴보고 양국의 제도를 비교하면서 상이하게 발전된 배경과 특징에 대하여도 검토한 것이

다.

우리 상법과 일본 회사법은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와 관련하여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명문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양국의 법은 1주 1의결권의 원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일 양국의 주주 의결권의 제한과 관

련된 규정은, 우리 상법상 감사선임 시 주주의 의결권제한을 제외하면, 1981년까지 대체로 

유사하였다. 양국이 1주 1의결권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공통적으로 인정한 것은 자기주

식과 상호보유주식 및 해당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이해관계인이 가진 주식 등이

다. 이러한 예외는 자본다수결로 인하여 소수파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의결권행사로 

인하여 결의내용의 공정성을 해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1주 1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우리 상법상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제한은 대주주의 영향

력을 견제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우리 

상법은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

는 대주주의 의결권을 발행주식총수의 3%까지만 행사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에서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제한이 없고, 집중투표의 배제

를 위한 정변변경의 경우에도 대주주의 의결권제한이 없다.

일본에서는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제한과 관련하여 특별이해관계라는 개념이 불명확하

여 그 적용상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1981년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행사를 금지한 규정

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한 결과 현저히 부당

한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그 결의를 취소의 원인이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우리 상법에서는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제한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00년대 초에 의결권제한주식과 거부권부주식 및 이사･감사의 선･해임에 관

한 종류주식을 허용하였으며, 단원주제도를 도입하였다. 한국에서도 2011년 상법개정에서 

의결권배제 및 제한주식을 허용하였으나, 거부권부주식과 이사･감사의 선･해임에 관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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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주식 및 단원주제도 등은 도입하지 않았다. 일본 회사법상 단원주제도는 원래 주주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지만, 단원주식수를 주식의 종류에 따라 현격한 차

이를 두면 복수의결권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 이와 같이 양국은 2000년대 

초부터 상법 또는 회사법의 개정을 통하여 주주 의결권의 제한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

고 있다

끝으로 한･일 양국의 주주 의결권의 제한에 관한 특징을 요약하면, 우리 상법은 회사지

배의 왜곡방지, 주주총회결의의 공정성 확보, 소수파주주의 이익보호 등에 중점을 둔 데 대

하여, 일본 회사법은 종류주식 다양화 등을 통하여 자금조달의 편의와 지배관계의 안정, 적

대적 M&A 방어수단 및 기업구조조정 등에 활용하는 데 역점을 둔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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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ative Study on the Restriction of Shareholders' Voting Rights in 
Korean and Japanese Corporate Law 

Lee, Hyeong-Kyu*

80)

The paper examined the purpose and content of the legislation regarding the restriction of 

shareholder voting rights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and the Japanese Companies 

Act, and examined the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of their different developments by 

comparing the systems of both countries.

The Korean Commercial Act and the Japanese Companies Act stipulate the one share - 

one vote principle in relation to the resolu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of the stock 

company. However, the laws of both countries provide that the one share - one vote 

principle can be restricted or eliminated by the provisions of the law. 

The restrictions of shareholders' voting rights in Korea and Japan were generally similar 

until 1981, except for restrictions on shareholder voting rights when electing auditors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Both countries have recognized the exceptions to the one 

share - one vote principle, including the company's own shares and cross-held shares, and 

shares held by parties who have special interest in the resolu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This exception was to restrict one share - one vote, as the interests of minority 

shareholders were infringed by the majority vote or the fairness of the resolution was likely 

to be undermined by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The restriction of voting rights of major shareholders when electing auditors or audit 

committee members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is to limit the influence of major 

shareholders and ensure neutrality and independence of auditors or audit committee 

members. In addition, the Korean Commercial Act has a limit on exercising voting rights 

up to 3% of the total number of issued shares when a large listed company excludes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by its article of incorporation or changes the excluded articles of 

incorporation. However, in Japan, there is no restriction on voting rights of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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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holders when electing auditors or audit committee members, and there is no restriction 

on voting rights of major shareholders in the case of a change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to eliminate the cumulative voting rights. 

In Japan, the provisions prohibiting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of special interested 

parties were deleted in 1981 because the concept of special interests was unclear in 

applying the restriction of voting rights. In addition, if a resolution was made significantly 

unfair as a result of the exercise of a voting right by a shareholder with a special interest, 

the resolution would be the cause of the revocation. However, the Korean Commercial Act 

keeps the provisions regarding restrictions on voting rights of special interested parties.

In the early 2000s, Japan allowed shares with restricted voting rights, shares with veto 

rights, and class shares related to the election and dismissal of directors and auditors, and 

introduced a unit share system. Korea also allowed different classes of shares having no, or 

limited voting rights in the revision of its Commercial Act in 2011, but did not introduce 

the class shares with veto rights, and class shares for the election and dismissal of directors 

and auditors, and the unit share system. Under Japanese Companies Act, the unit shares 

system was originally introduced to reduce the costs of managing shareholders, but if the 

number of one unit of shares differs significantly from one share to another, it would have 

the same effect as recognizing multiple voting rights. Thus, since the early 2000s, the two 

countries have also seen considerable differences in restrictions on shareholder voting rights 

through revisions to the Commercial Act and the Companies Act.

Finally, to summarize the characteristics of restrictions on shareholder voting rights in 

both Korea and Japan, the Korean Commercial Act focuses on preventing distortions in 

corporate control, ensuring fairness in resolution at shareholders’ meetings and protecting 

the interests of minority shareholders. In contrast,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Japanese 

Companies Act emphasizes facilitating smooth financing, stabilizing the control relations, as 

well as using it as a hostile M&A defenses and in corporate restructuring through 

diversification of class shares.

Key Words: one share - one vote principle, voting rights, restriction of voting rights, class 
shares, special interested parties, unit share system, Korean Commercial Act, 
Japanese Companies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