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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사태와 싱가포르 정부의 “서킷 브레이커” 조치로 인해, 싱가포르 내 기업들은 이 “서킷 브레이

커” 기간 동안 개인들의 출석을 요구하는 주주 총회를 실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20 년 4 월 13 일, 싱가포르 정부는 COVID-19 (임시 조치) 명령 2020 (이하, “대체 방안 명령”) 을

Gazette 에 게시하였고, 이는 2020 년 3 월 27 에 시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체 방안 명령은 2020 년 3 월 27 일부터 5 월 4 일까지의 기간 1 (두 날짜 모두 포함) (이하, “통제 

기간”) 동안 기업의 주주 총회에 개인들이 출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체 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체 방안 명령은 다음과 같은 기업에 적용 됩니다: 

(1) 주주 총회 개최일이 통제 기간 (주주 총회 개최 통지서가 이미 발송되었거나 또는 발송될예정

이던지 여부에 상관없이)에 해당 되는 기업;

(2) 통제 기간 내에 주주 총회 개최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총회 개최일이 통제 기간 시작일을기준

으로 30일 이내에 해당 되는 기업 

기업의 주주 총회와 관련된 각종 대체 방안은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대상 대체 조치 

1. 기업 주주 총회의 소집, 

개최, 또는 실시 

전자 수단 (electronic means)을 사용하여 기업 주주 총회의 소

집, 개최 또는 실시.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SGXNET 에 주주 총회 회의록을 반드시

올려야 하고, 주주 총회 이 후 1 개월 내로 해당 상장 기업의 홈

페이지에도 주주 총회 회의록을 올려야 함. 

1 2020 년 4 월 21 일, 싱가포르 정부는 “서킷 브레이커” 기간을 6 월 1 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 함. 이에 따라 통제 기간 역

시 연장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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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 주주 총회 참석 기업들은 주주나 개인이 전자 수단을 통해서 회의에 참석하거

나 참관할 수 있도록 제공.

전자 수단을 통한 참석은, 기업이 주주 또는 개인에게 오디오 

방송 및 시청각 방송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함으로써 시행. 

3. 기업 주주 총회에서의 

의견 반영 권리 또는 의

견 진술이 낭독될 권리  

기업은 아래 4 번 항목에 제시된 전자 수단 방법으로 주주 또

는 개인의 의견이 반영 되도록 제공 할 수 있음. 

의견 진술은 전자 수단을 통해 주주 총회에서 낭독 가능. 

4. 기업 주주 총회에서 

결의안에 대한 발언 

권리 

기업은, 주주 또는 개인에게, 주주 총회가 열리기 전에, 우편이

나 전자 우편 (e-mail) 을 통해, 총회에서 제기할 사안을 의장에

게 전달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음. 

각 사안은, 실질적이고 적합한 사안으로써, 주주 총회 전 적절

한 시간 안에 전자 수단을 통해 전달 되었을 경우, 총회 전에 또

는 총회 진행 중에, 전자 수단을 통해 회신 되어야 함. 

5. 기업 주주 총회 정족수 정족수는 기업의 주주 2 명 (또는 기업의 법적 문서에 의해 허

용될 경우 1 명)이 직접 또는 전자 수단을 통해 참석함으로써

구성 될 수 있음. 

주주는 다음과 같은 경우 주주 총회에 전자 수단을 통해 참석

했다고 간주됨: 

(1) 규정된 전자 수단을 통해 총회 절차 준수 및 청취;

(2) 기업의 주주 등기소가 전자 수단을 통한 주주의총회

참석을 확인함;

(3) 총회 의장에 의해 전자 수단을 통한 총회 참석이인

정됨.

6. 기업 주주 총회 의결권 

행사 

기업은 주주가 총회 의장을 의결권 행사 대리인으로 선임하도

록 요청할 수 있음. 

주주는 총회 의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방법 외에는 직접 표

결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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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선임 신청서가 2020 년 4 월 13 일 이전에 기업에 

전달 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 되었을 시, 주

주가 총회 의장을 의결권 행사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간주됨: 

(1) 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주주가 각 결의안에 대해

어떻게 표결을 할 것인지 명시 되어있고;

(2) 대리인 선임을 철회할 옵션이 주어졌지만 철회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는 본래 예정되었던 주주 총회의 결의안이 (1) 휴회 또는 

(2) 연기된 총회에서 그대로 유지(결의안 내용이 동일)될경

우 똑같이 적용됨.

7. 상장 기업의 주주 총회 

문서 준비 및 작성  

상장 기업의 주주 총회에 필요한 문서는 다음과 같은 방

법으로 준비 및 작성 가능: 

(1) 주주 총회 개최 통지와 함께 게재; 그리고

(2) 주주 총회 개최 통지와 함께 전달된 온라인 링크또

는 상장기업의 홈페이지에 게재.

8. 비상장 기업의 주주 총

회 문서 준비 및 작성 

비상장 기업의 주주 총회에 필요한 문서는 총회 개최 통지와 

함께 전달되거나, 총회 개최 통지에 적힌 온라인 링크에 게

재. 

9. 기업 주주 총회 개최 

통지 방법 

주주 총회 개최 통지는 전자 수단을 통해 전달 가능: 

(1) 총회에 참여 할 수 있는 전자 수단에 대한 설명 필수

기재 (온라인으로 총회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 링크

포함);

(2) 총회 의장이 주주에 의해 의결권 행사 대리인으로선

임되어 대리 표결 할 수 있는 방법 필수 기재;

(3) 주주가 총회 의장에게 총회에 제기할 사안을 어떻게

전달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필수 기재;

(4) 총회와 관련된 다른 문서들도 포함해서 전달. 

10. 상장 기업의 주주 총회 

개최 통지 방법이 규정

되어 있는 경우 

상장 기업의 주주 총회 개최 통지는 (휴회 또는 연기된 총회 포

함) 개최일 최소 14 일 전에 다음과 같은 곳에 게재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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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GXNET

(2) 상장기업의 홈페이지 (홈페이지가 있을 경우) 

하지만, 상기 항목들은 특별 결의안 통과를 위한 통지 기간에

는 영향을 주지 않음 (예를 들어, 최소 21 일전 통지 조건은 

그대로 유지됨) 

11. Relevant Intermediary 

(관련 중개자)2 의 권리 

싱가포르 Companies Act 제 181(1C)조에 의거하여, 관련 중

개자에 의해 대리인으로 선임되는 자는, 주주와 동일한 권

리가 주어짐. 

해당 권리에 대한 예시로, 라이브 웹캐스트를 통한 총회 참

석 및 총회 전 질문 사항들을 제출하고, 실질적이고 적합한 

질문 등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 

마찬가지로 이는 은행, 펀드, CPF Board 등과 같이 관련 중개

자가 주주로 있는 기업에도 적용됨. 만약 개인이 이러한 관

련 중개자에 의해 대리인으로 선임 되었을 시 (예를 들어, 은

행이 수익자를 대신하여 주식을 보유 하고 있을 경우) 상기 

언급된 권리가 똑같이 주어짐. 

회의 진행을 위해 특정 필수 인력에 대한 한시적인 면제 

“서킷 브레이커” 기간 동안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시, 기업들은 총회 의장, CEO, 사무총장, 카메

라맨, 기타 기술 관리자, 주주 등기소 또는 투표 참관인 등과 같이, “가상” 회의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필수 인력들이 실제 회의 장소에 모여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싱가포르 통상 산업부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MTI)는 총회 장소에, 6 명을 초

과하지 않는 인원이 안전거리 유지 조치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회의장에서의 임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인 자동 면제 혜택을 주기로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총회 실시일 최소 하루 전까지 총회 날짜, 시간, 장소를 포함한 제한적 자동 면제 

신청 통지서를 MTI 에 제출해야 합니다. 

2 관련 중개자 (Relevant Intermediary): Banking Act 하에, 라이센스를 소유하고 있는 은행, CMS 라이센스 소유자, 또는 CPF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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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고문에 대한 문의 사항 및 법률 상담은  Duane Morris & Selvam LLP 의  김성희 변호사

(Director of Korea Desk, shkim@duanemorrisselvam.com), Derrick Boo 

(Associate Director, dboo@duanemorrisselvam.com.sg), Evan Teoh (Associate, 

yoteoh@selvam.com.sg) 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고문은 본문에서 다루어진 주제의 일반적인 내용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

서 특정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 할 의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서도 안됩니다. Duane 

Morris & Selvam LLP 및 Duane Morris LLP는 본 기고문에 근거하여 취하거나 또는 취하지않은조치에 대한 어떠

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Duane Morris & Selvam LLP 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국제 로펌 Duane Morris LLP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Selvam LLC로 구성된 합작 로펌으로써 싱가포르 내에 몇 없는 Joint Law Venture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습니

다. 저희 로펌은, 싱가포르 오피스 뿐만 아니라 전세계 800명 이상의 글로벌 오피스에서 근무 중인 변호사들을 

통해 글로벌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Chambers & Partners, The Legal 500 및IFLR1000에 의해 이 지

역의 대표적인 로펌으로 정기적으로 선정되는 로펌입니다. 현재의 사태가 싱가포르에만 국한되어 해석되는 것

이 아닐 수 있으므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저희 로펌이,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적극 조력드릴 수 있습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