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 構 에 관한 究

- 법무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권고안을 중심으로 -

� � *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문제는 세계 각국이 가장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회사법의 핵심과제 중

의 하나이다. 현 주식회사법은 소유와 경 의 분리로 인하여 실질적인 기업 소유자인 주주는 회사의

경 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그 이익을 표하는 관리기구에 회사의 경 과 관리를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지배구조는 효과적이고 건전한 기업경 을 가능하게 하도록 경 관리구조를 재편성하고

경 진에 맡겨진 경 권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가를 감시하여 주주의 이익을 도모하고 동시에 주식회

사가 그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그 중심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회사지배구조란 이해관계자들의 지위를 최 한 보호하면서 동시에 본래의 목적인 회사의 리활동

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회사 이해관계자 간의 권한과 책임의 분배문제에 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경 의 투명성, 주주에 한 공정성, 경 의 효율성 및 경

에 한 책임성을 강화를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기업이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기업가

치를 제고하고 투자자들에 하여 회사의 가치를 극 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적인 기업지배구조는 각국의 경제 및 법률체제에서 비롯된 관례 전통, 행동패턴의 경과로서 특정

한 모델을 설정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업지배구조 개선 권고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몇가지 개선 조치들은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적 기반과 우리 기업의 적응가능성을 고려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신중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법무부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권고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비판적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바람직한 지배구조의 방향을 정립해 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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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언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문제는 1990년 에 들어와 세계각국이 가장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회사법의 핵심과제중의 하나이다. 현 주식회사법은 소유와 경 의

분리로 인하여 실질적인 기업 소유자인 주주는 회사의 경 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주

주는 그 이익을 표하는 경 관리기구에 회사의 경 과 관리를 위임하고 있다. 따라

서 회사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는 효과적이고 건전한 기업경 을 가능하게

하도록 경 관리 구조를 재편성하고 경 진에 맡겨진 경 권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가를 감시하여 실질적인 기업소유자인 주주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주식회

사가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그 중심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회사의 지배구조란 이해관계자들의 지위를 최 한 보호하면서 동시에 본래의 목

적인 회사의 리 활동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회사 이해관

계자간의 권한과 책임의 분배문제에 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1) 1997년 말의 외환

위기로 촉발된 IMF 관리체제하에서, 우리 나라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선결 과

제중의 하나는 주식회사의 구조와 조직을 조정하고 그 지배구조를 선진화∙국제화함

으로써 기업의 지배구조를 재편성하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는 1998년 12월

말에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자본조달의 편의를 제공하며 기업경 의 투명성

확보와 소수주주의 권리 강화를 위하여 상법을 개정한 바 있고 1999년 12월말에는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기업경 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감사위원회 제도

의 도입을 통하여 기업경 의 투명성을 보장하며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운 방법을

정비하는 등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또다시 상법을 개정하 다. 또한 2000

년에 들어와서도 상장회사의 이사회의 역할 및 독립성을 강화하고, 주주의 권리를 강

화하며 그룹 내 거래 기타 이해관계자거래들에 한 사외이사 및 이해관계가 없는 주

주들의 감시를 강화하고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주주들에게

우선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법개정안이 마련되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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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에 해 회사의 지배구조를“투자자의 입장에서 최 의 경 성과를 얻기 위한 최적의 회사

경 구도 및 이에 한 감독체계”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Heinz-Dieter Assmann, Corporate
Governance, AG 1995/7, S.289.



이와 아울러 정부는 제2의 기업개혁을 위하여 법무부의 주도로“기업지배구조 개

선 권고안”을 마련하 는데 이 안은 지배구조와 관련된 상법 및 증권거래법 개정에

지 한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법무부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권고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주식회사의 바람직한

지배구조의 방향을 정립해 보고자 한다.   

II.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권고안의 내용3)

1. 이사회와 사외이사 권한의 강화

1) 이사회의 승인사항의 구체적 명시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사항들을 보다 명시적으로 자세하게 규정함으로써 이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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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이사의 임기를 선임된 날로부터 차기 정기주주총회까지로 규정함(안 제383조).

②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할 수 있게 함(안 제385조).

③ 집중투표를 통해 이사의 선임을 하고자 할 때 집중투표 청구권자의 자격을 완화하고 회사

정관을 통한 집중투표 배제조항을 삭제함(안 제382조의 2).
④ 이사회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한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

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0조).

⑤ 이사회 의사록은 반드시 서명하도록 함(안 제391조의 3).
⑥ 주주는 보유주식수에 따라 신주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의 증권을 배정받을 권리가 있으며 회사는 주주이외의 자에 한 증권배정의 사유,

발행조건 및 그 근거를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함께 명시해야 함(안 제418조).

⑦ 같은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간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거래로서 그 규모가 직전 회계연도

의 자산 또는 매출액의 5%를 초과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374
조의 3 신설).

⑧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총회일 3주간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안 제363조).

⑨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 또는 전자통신수단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8조의 3). 
3) 이 권고안은 세계은행 그룹내 국제부흥은행의 지원하에 수행되고 있는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업단이 작성하여 한국 법무부에 제출한 것이다.



역할을 보다 분명하게 정의하여야 한다. 즉, 법령 또는 회사 정관에 의하여 명시적으

로 주주들에게 유보된 사항을 제외하고, 회사의 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상법 제393조를 개정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일반적인 원

칙을 제한함이 없이, 다음의 사항들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부 사항들은

상법상 이미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또한 회사의 경 진들에게 위임되어

서는 아니된다.

① 상장회사의 경우 중요한 업전략을 규정한 회사 사업계획의 채택 및 그러한 계

획의 정기적인 검토∙변경

② 상장회사의 경우 연간 예산의 채택 및 그러한 예산의 정기적인 검토∙변경

③ 정기∙임시 주주총회의 소집(상법 제362조)

④ 정기∙임시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 결정(상법 제362조)

⑤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관련 기준일 설정(상법 제354조) 및 주주들에게 배

포될 자료의 승인(상법 제362조 및 제363조)을 포함한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의 결정

(상법 제362조)

⑥ 발행가격∙전환가격 및 주요 발행조건(상법 제416조, 제469조, 제513조 및 제

516조의 2)을 포함하여, 주식(상법 제416조), 사채 기타 증권(상법 제469조, 제513

조 및 제516조의 2)의 발행 및 자금조달 금액이 회사 자산 또는 매출액의 5% 이상인

경우 그러한 자금조달의 승인

⑦ 회사가 발행한 주식, 사채 기타 증권의 취득 및 상환4)

⑧ 상법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 주식 및 재산의 공정한 시장가격 및

이해관계자 거래의 공정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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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한국의 기업지배체제에 한 검토 및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지

배구조와 관련하여 1997~1998년에 발생하 던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

령개정의 권고사항들을 담고 있다. 권고사항의 주요내용은 상장회사의 이사회의 역할 및 독

립성을 강화하고,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며, 그룹내 거래 기타 이해관계자 거래들에 한 사

외이사 및 이해관계가 없는 주주들의 감시를 강화하고,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주주들에게 우선인수권을 부여하는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4) 상법상 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됨.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및 동

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2항에서는 상장회사가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증권거래소나 협회중개

시장을 통하여 또는 공개매수의 방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⑨ 주주들에게 이사 보수의 금액 및 종류의 제안(상법 제362조 및 제363조 2항)

⑩ 주주들에게 배당금액의 제안(상법 제447조)

⑪ 표이사(상법 제389조 1항)를 포함한 회사의 고위 임원의 임면 및 고위 임원

이 이사가 아닌 경우 그 고용 및 보수의 조건 결정

⑫ 주주들에 한 외부감사인의 추천 및 선임조건의 결정5)

⑬ 회사의 연차 사업보고서∙재무제표의 승인 및 주주들의 승인을 받기 위해 그러

한 서류들을 주주총회에 제출하는 행위(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 2)

⑭ 이사회 및 위원회 내규의 채택

⑮ 지점(상법 제393조 제1항) 및 자회사의 설립

� 양도, 양수, 투자, 임차 또는 담보설정을 포함하여 회사 자산 또는 매출액의 5%

이상이 되는 거래의 승인; 상법 제527조의 2 및 제527조의 3에 규정된 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의 승인; 상법 또는 회사 정관에 의하여 주주의 승인을 요하는 거래에

한 승인을 주주들에게 제안하는 행위(상법 제362조 및 제363조)

� 상법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 이해관계자 거래의 승인6) 및 규

모 이해관계자 거래에 한 승인을 이해관계 없는 주주들에게 제안하는 행위

� 상법 또는 정관상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사항

�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할 사항을 주주들에게 제안하는 행위(상법 제362

조 및 제363조)

2) 주주에 한 이사의 충실의무 구체화

이사들은 모든 주주들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취급하고 동일한 종류의 주주들을 평

등하게 취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상법 제 382조의3을 개

정하여야 한다. 

3) 이사의 정보접근권 내지 요구권 명문화

직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회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이사의 권리를 보다 확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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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참조.

6) 회사와 이사와의 거래에 한 이사회 승인에 관하여는 상법 제398조 참조.



고 또한 분명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즉, 회사 임원에게 회사 및 그 자회사의 업무와

재무상태에 한 보고를 요구하고 이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 (상법 제412조 및 제

412조의 4에 의하여 감사들에게 부여된 권한과 유사)을 이사에게 부여하기 위하여

상법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그 신설 조항은 이사들이 회사의 모든 업

기록들과 회계장부에 완전히 접근하고 또한 직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음

을 분명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4) 이사, 주주 등의 비 유지의무 명문화

이사들, 주주들 기타 관계자들의 비 유지의무를 분명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사,

사실상의 이사, 감사 및 주주들이 회사로부터 지득한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에 하여 비 을 유지하고 이를 자신 또는 가족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

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비 유지의무를 부과하는 새로운 조항을 상법에 신설하여야

한다. 

5) 이사회내위원회의 운 등의 개선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그 운 절차의 설정,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

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7)와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신설을 규정한 상법 및 증권거래법의 개정을 지지한다.

① 감사위원회에 한 경험이 축적되면 점진적으로 모든 상장회사들까지 확 적

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만 구성하는 것을 고려

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내 위원회에 한 경험이 축적되면, 상장회사의 경우, 모든 이사회 위원

회에는 (법령, 규정 또는 정관에 의하여 더 많은 수 또는 비율의 사외이사의 참여가

요구되지 않는 한) 반드시 1인 이상의 사외이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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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하여는“회사 감사위원회의 효율증진을 위한 Blue Ribbon 위원회의

보고 및 제안(Report and Recommendations of the Blue Ribbon Committee on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Corporate Audit Committees)”, Business Lawyer, vol. 54(1999) 참조.



6) 사외이사의 책임제한

사외이사의 책임은 그가 선의로 행동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제한되어야 한다.8) 즉,

사외이사가 고의가 없이 직무를 위배하고 또 그러한 직무위배가 자신이나 그 가족의

개인적 이익과는 관계가 없는 경우, 사외이사의 개인적 책임은 사외이사가 회사로부

터 지급받은 보수 총액(비금전적 보수 포함)의 적절한 배수 금액 (5배정도)로 한정

되도록 상법 제399조 및 제401조의 2를 개정하여야 한다.9) 단, 그러한 책임은 회사

의 보상이나 또는 이사 및 임원을 위한 책임보험에 의하여 감축시킬 수 없다.

7)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추가조치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

① 사외이사의 독립성 기준을 단일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독립성 기준을“회사 업에 한 판단의 독립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회사, 그

주요주주, 이사 또는 임원과 기타 어떠한 관계도 없는 자”를 포함하도록 확 하여야

한다.  

③ 사외이사는 최초 이사 선임 시는 물론 그 후 매년 자신의 독립성을 증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사외이사의 전문가 조력권 인정

사외이사가 적절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즉, 사외이사는

회사의 법률전문가, 재무전문가 또는 기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2인

이상의 사외이사들이 원하는 경우 자신들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법률전

문가, 재무전문가 또는 기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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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사들은 중 한 과실로 인한 제3자의 손해에 해서는 상법 제401조에 의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9) 보수의 일정 배수로 이사의 책임을 한정하는 내용의 제안은 American Law Institute의“기업지

배구조 원칙: 분석 및 권고사항(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Analysis and
Recommendations)”§7.19(1993)에도 나와 있다.



2. 주주의 권리 강화

1) 주주총회 승인사항의 확

주주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범위는 주주들이 (i) 회사 및 그 자회사의 규모 취득,

처분 거래, (ii) 상장회사의 규모 주식발행 거래 및 (iii) 회사 또는 그 자회사의 중

요한 이해관계자 거래에 관한 사항의 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다 확

되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① 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타인의 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고 그와 같이 취

득한 자산 또는 매출액에 한 회사의 지분적 이익 (attributable interest)이 회사의 자

산 또는 매출액의 20% 이상이 되는 경우 반드시 주주 승인을 얻도록 상법 제374조

제1항을 개정하여야 한다.10)

② 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업 또는 자산을 처분하고 그와 같이 처분한 업 또는

자산에 한 회사의 지분적 이익이 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의 20% 이상이 되는 경

우 반드시 주주의 승인을 얻도록 상법 제374조 제1항을 개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계열회사에 의한 중요한 취득, 처분 거래를 규율하기 위

하여 상법에 새로운 조항으로 제374조의 1을 추가하여야 한다.  계열회사가 업 또

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 또는 취득하고 그와 같이 처분 또는 취득한 업이

나 자산에 한 회사의 지분적 이익이 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회사의 주주들은, 계열회사 주주들이 그러한 거래에 관하여 결의할 때에, 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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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기준은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규정의 주식교환에 의한 회사인수의 관행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다른 회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자기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

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러시아 주식회사법

에 의하면, 회사가 중요한 취득거래 즉 당해 회사 자산의 장부 가액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주주들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OECD의 이행기경제 국

가의 회사법에 한 일반원칙(OECD General Principles of Company Law for Transition
Economies)”에 의하면 규모 취득, 처분거래에 하여 주주들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경우에

는 그러한 거래의 규모에 하여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다. 24
Journal of Corporation Law, pp.190-293(1999)참조.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상장회사가 종전 발행주식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보통주식 또는 보통주식으

로 전환이 가능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단, (i)

주식의 시가에 의한 현금 공모 또는 (ii) 전환가격이 주식의 시가 이상인 전환사채의

공모를 포함한 거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중요한 이해관계자 거래에 관한 규정의 하나로서(이해관계자 거래에 한 감독

참조) 규모 이해관계자 거래에 해서는 이해관계가 없는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와 같이 주주들의 승인을 요하는 규모 이해관계자 거래는 통상의 업상의

거래가 아닌 것으로서 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 (아마도 5%)을 초과하

는 거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회사 및 계열회사에 의한 이해관계자 거래의 경우에

도, 그러한 이해관계자 거래에 한 회사의 지분적 이익이 위 비율을 초과하면 회사

의 이해관계가 없는 주주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상장회사 이사선임과 집중투표제 강화

상장회사 이사의 선임 절차는 (i) 이사회에서 추천한 후보와 주주가 추천한 후보에

하여 통합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며, (ii) 집중투표제를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최근 개정된 증권거래법에서는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사

외이사 후보자는 사외이사가 2분의 1 이상 포함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

하도록 규정하 다. 그러한 법개정을 지지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한 경험이

축적되면 점진적으로 위 요건상의 회사의 자산규모에 한 기준을 낮추는 것을 고려

하여야 한다.

② 현행 법령하에서는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주주 1인이 이사후보자를

지명하고 다른 주주 1인이 제청하면 주주들이 1인 또는 그 이상의 이사 후보자를 추

천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일정 지분 (예를 들어 1%) 이상을 보유한 상장회사의 주

주들은 그러한 주주총회 전에 이사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로 하여금

주주들이 추천한 후보자들은 물론 이사회가 추천한 후보자들에 관한 자료를 배포하

도록 하고, 또한 회사로 하여금 회사가 추천한 이사 후보자 성명과 주주들이 추천한

이사 후보자 성명을 단일한 투표용지에 또는 회사가 의결권 리행사를 권유하는 경

우 그러한 권유서에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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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장회사의 경우, 회사가 정관의 규정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다는 규정

을 삭제하여 주주들이 집중투표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법 제382조의 2를 개정하여

야 한다. 집중투표제 규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i) 상장회사 이사

들은 매년 선임되어야 하며, (ii) 이사가 주주에 의하여 추천되고 집중투표에 의하여

선임된 경우 그러한 이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사들을 해임한 후 다시 집중투

표에 의하여 새로이 선임하도록 하여야 한다.11)

3) 주주총회의 효율성 증진

주주총회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i)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30일 전

에 소집통지를 하도록 하고, (ii) 모든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목적사항의 기재사항을

보다 자세하게 하며, (iii)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관한 정보를 보다

충분하게 공개하도록 상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①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30일 이전에 통지하도록 상법 제363조 제1항

을 개정하여야 한다. 기타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은 현행 로 14일 이전에 통지하면

된다.

② 주주총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다 자세하게 소집통지서 및

목적사항란에 기재하도록 상법 제363조를 개정하여야 한다.  

③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관한 서면 자료를 주주총회가 개최되

기 전의 적절한 시기에 모든 주주들에게 배포하도록 상법 제363조를 개정하여야 한

다. 주주가 주주총회 목적사항에 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정보가 배포되는 자료에 포함되어야 한다.

ⓐ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의 경우, 이사 후보자의 학력, 경력, 업무경험 및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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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집중투표제가 채택되면 기관투자가 등 큰 규모의 소수주주들이 이사회에서 실질적인 발언권

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 이 제도에 의하여 이들은 회사의 상황에 관하여 회사가 공시하는 자

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회사가 집중투표제를 배제하

는 경우 결과적으로 당해 회사의 주가가 하락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고 한

다. Jeffery N. Gordon, “유관투자자로서의 기관: 집중투표제에 한 새로운 발견 (Institutions
as Relational Investors: A New Look at Cumulative Voting)”, 94 Columbia Law Review pp.124-
192(1994); Bernard Black 및 Reinier Kraakman, “회사법의 자기강화 모델 (A Self-Enforcing
Model of Corporate Law)”, 109 Harvard Law Review pp.1911-1982(1996).



및 현재의 회사∙계열회사와의 관계(해당되는 경우에 한함)를 포함한 이사후보

에 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이사후보를 회사가 추천하 는지 또는 주주가

추천하 는지를 불문함).

ⓑ 주주가 목적사항을 제안한 주주총회의 경우, 제안 주주는 회사가 주주총회 개최

전의 적절한 시기에 해당 자료들을 주주들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해당 자료를

적시에 회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 정기주주총회에 한 자료에는 주주들이 이사들을 추천하거나 주주총회에 안건

을 제출하는 절차를 기재하여야 한다.

4) 주주의 회사정보접근권 강화

주주의 회사정보 접근권은 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이는 주주가 일반인들에게 공개

되지 아니한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에 하여 비 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함을 전

제로 하여야 한다.

①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의 권리 행사와 관계된 회사기록의 접근에 필요한 주식보

유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주주가 검사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에 회사의 업기록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상법 제466조를 개정하여야 한다.12)

② 어느 주주라도 회사 또는 그 경 진에 의한 부정행위, 관련 법령 또는 정관 위반

행위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상법 제467조를 개정하여야 한다.13)

③ 회사 및 그 경 진이 주주의 회사정보 접근권을 규정한 상법 규정을 위반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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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상법 제466조상의 주주들의 회계장부열람권 행사에 필요한 현행법상의 주식보유비율(회사

의 규모 및 상장여부에 따라 0.5%~0.3%까지 규정되어 있음)을 하향조정하고, 주주의 회사

정보접근권이 회사의 기타 업기록에 하여도 미칠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

가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 이외의 회사의 업기록에 하여 회사정보 접근권을 행사하기 위

해서는, 당해 주주가 그러한 접근권 행사에 정당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

이다.

13) 주주가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주주는 중 한 위반행위가 있다고 의심

할 만한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당해 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수

있으므로, 모든 주주에게 법원에 한 검사인 선임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

이다.



우, 그에 하여 상당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상법 제635조를 개정하여야 한다.14)

④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상의 공시의무 및 증권거래소 상장규정상

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에 한 제재를 상당히 강화하여야 하며, 그러한 제재

는 회사 및 그 경 진에 한 벌금부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상장회사의 경우 당해 회

사 증권의 거래정지 또는 상장취소에 한 기존의 제재수단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

하도록 한다.

5) 상장회사의 주주의 신주인수권 강화

상장회사의 보통주식발행에 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① 상장회사의 경우, 회사 정관에 의한 보통주식발행에 한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제한을 금지하도록 상법 제418조 제1항을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에 하여 승인을 받아 당해 연도에 일회 또는 수회에 걸쳐 회사의 종전 발

행주식의 5% 이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신주인수권이

배제된 기타 신주발행에 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거

나, 주식을 시가 이상으로 공모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배제할 수 있다.

②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증권의 발행에 해서도 주주가 우선적 인수권을

갖도록 상법 제418조를 개정하여야 한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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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주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회사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주주들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회사에 한 제재가 너무 약하여 회사의 경 진은

주주들의 정보제공요구에 응하기보다는 차라리 벌금을 납부하는 것을 택한다는 것이다. 따라

서 회사가 주주들의 정당한 정보제공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수단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즉 상법 제466조에 의한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을 위반한 경우에도 상법 제635조에

의하여 제재를 받도록 하고, 회사가 상법 제396조나 제466조를 위반하여 주주권을 침해한

경우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의 상한(1,000만 원까지)을 상향조정하도록 하고, 이러한 과태료

가 회사 및 주주의 정당한 정보제공요구를 거절한 책임있는 이사 또는 임원에 하여 부과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15) 보통주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증권의 발행에 해서도 주주

가 우선적 인수권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과거 한국에서는 소수주주들의 지분율을 낮추기 위

하여 수많은 거래에서 전환사채가 발행되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전환사채는 보통주식의 시

가에 비해 매우 낮은 가격으로 발행되었으며, 회사의 창업자들은 주식의 소유권을 자신의 가

족에게 헐값으로 양도하는 수단으로 전환사채를 이용하여 왔다. 회사는 보통주식을 발행하는



③ 상장회사가 주주의 우선적 인수권을 배제한 채 공모 이외의 방법으로 보통주식

또는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14일전에 주주들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러한 통지에는 발행조건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포함

되어야 한다.16)

④ 상장회사가 우선적 인수권의 상인 보통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전 시가에

서 10% 이상을 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사외이사들이 독립적인 금융자문기관의

자문에 근거하여 발행의 성공을 위하여는 그 이상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는 예외로 한다.17)

3. 이해관계자거래에 한 감독

1) 이해관계자거래의 승인

이해관계가 없는 이사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해관계자 거래 및 이해관계가 없

는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요 이해관계자 거래를 보다 종합적으로 규정하도

록 상법을 개정하여야 한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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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것이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보통주식 신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이다.

16) 이러한 사전 통지 규정을 둠으로써 전환사채의 발행에 의하여 잠재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우

려가 있는 주주들은 회사 내에서 또는 법원에서 당해 거래에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며, 결과적으로 전환사채의 발행이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17) 주주들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라도, SK텔레콤의 경우처럼 시장에 주식의 발행

가를 폭 할인하여 발행하는 경우 주주들로서는 지분율이 낮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억

지로 주식을 추가 구매하여야 한다. 만일 주주들이 이러한 추가적인 투자를 할 능력이 없거

나 회사의 주식청약에 제때 응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주주들의 지분율은 낮아지게 된다. 그

런데 회사가 주식의 발행가를 비정상적으로 낮추어 주주들로 하여금 추가 투자를 하도록 강

요하는 것은 사업상 아무런 정당한 이유가 없다. 

18) 그룹 내부의 이해관계자 거래는 소수주주 및 정부 감독당국의 주요 관심사이다. 일부 회사들

에 해서는 특정 유형의 이해관계자 거래가 금지되어 있고(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에 의한 그룹 내 상호보증의 금지), 상장회사와 그 최 주주 사이의 거래에 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증권거래소에 한 통지가 요구되며, 10 재벌의 경우 그룹 내부의

거래에 해서는 공시 및 이사회 승인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들은 부분 상 적으



① 상장회사 또는 그 자회사의 사소하지 아니한 이해관계자 거래 (최소 기준을 초

과하는 이해관계자 거래)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과반수의 승인을 받도록 상법

에 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들은 이해관계자와의 또는 이해관계자를 위한 10

재벌 계열사들의 규모 거래에 하여 이사회 승인 및 공고를 요구하고 있는 최근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보완하게 될 것이다.

② 상장회사 또는 그의 자회사의 이해관계자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조건에 따라 시

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회사의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가 이

를 승인할 수 있도록 상법에 규정하여야 한다.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가 제안된

이해관계자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조건에 따라 시가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여부를 판

단할 수 없는 경우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는 그러한 거래를 승인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주주들의 과반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해관계자 거래에 한 심의 및 의결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들은 다른 이

사들과 별도로 회의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단,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들은 상임

이사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에게 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에 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통상적인 업상의 경우를 제외하고, 상장회사 또는 그 자회사의 이해관계자 거

래는, 그러한 거래에 한 회사의 지분적 이익(attributable interest)이 회사의 자산 또

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아마도 5%)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없는 회사 사

외이사들에 의한 이사회 승인은 물론 이해관계가 없는 회사 주주들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상법 제368조 4항 참조) 

⑤ 비상장회사의 경우, 사소하지 아니한 이해관계자 거래는 (이해관계가 없는 이사

들이 1인 이상인 경우) 이해관계가 없는 이사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규모

거래의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없는 주주 과반수의 승인을 받도록 상법에 규정하여야

한다. 소수의 주주들 (10명 이하 정도)이 있는 회사는 정관으로 이러한 요건들을 배

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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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미약하다. 이해관계자 거래는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종종 시장조건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⑥“이해관계자 거래”라 함은 (A) 회사와 (i)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이 요구되는 기업집단으로서 당해 회사가 소속된 기업집단

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회사 또는 (ii)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

래위원회가 지정한 기업집단으로서 당해 회사가 소속된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회사간의 거래, (B) 당해 회사 또는 그 자회사나 계열회사에 의한 거래로서 당

해 회사의 이사, 임원, 중요한 주주 또는 기타 (그들의 가족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이

이해관계 (본 권고안의 해설 및 주석에서 보다 상세히 기술하고 있음)를 가지고 있는

거래 및 (C)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서 이해관계자 거래 또는 잠재적 이

해관계자 거래로 간주되는 거래를 의미할 수 있을 것이다. 회사와 단독주주 (예를 들

면 모회사와 그 100% 자회사)간의 거래는 이해관계자 거래로 간주되지 않는다.19)

2) 외부감사인의 이해관계자거래에 한 검사∙보고

이사회 및 주주 승인을 받는 것 이외에도, 회사의 외부감사인은 사소하지 아니한

모든 이해관계자 거래들을 검사하여 매년 주주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즉, 이해관계

자 거래들에 한 회사의 외부감사인의 보고서는 모든 중요한 이해관계자 거래들을

적시하고 또한 이해관계가 없는 이사들 및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래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한, 그와 같은 승인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20)

4. 주주권 행사의 실효성 보장

1) 표소송제 개선 및 집단소송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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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사업단은 최소 기준을 초과하는 모든 이해관계자 거래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들의 승인

을 받도록 권고한다.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들이 이해관계자 거래에 하여 심리할 때에

는 내부이사들의 존재자체가 미약하나마 심리에 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다른 이사들과 별도로 회의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단, 사외이사들은 내부이사에게

당해 거래에 관하여 설명하고 질문에 응답하게 할 제한된 목적으로 일부 심리과정에 출석하

도록 요구할 수 있다.

20) 사업단은 한국의 회계인력이 아직 이러한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므

로 본 권고사항은 즉시 시행할 사항이 아니라 그 시행이 가능할 때에 시행할 사항이라고 보

고 있다. 



한국법에서는 회사, 이사 또는 기타의 자들의 회사법, 증권거래법, 공정거래법 또

는 회사 정관 위반행위에 한 행정상의, 형사상의 또는 민사상의 제재조치에 관하여

적절히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이 그러한 위반에 한

구제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① 위반행위에 한 벌금 기타 벌칙이 상당히 강화되어야 한다.

② 표소송에서 승소한 주주가 그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 포함)을 전액 보상받

을 수 있도록, 상법 제405조 제1항 (기타 민사소송법상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야

한다.21)

③ 주주가 표소송을 제기하여 수행하는 것에 한 가로 법원이 표소송에서

승소한 주주에게 승소금액의 일부를 직접 지급하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상법 제405

조 (기타 민사소송법상의 관련규정)를 개정하여야 한다.22)

④ 상법, 증권거래법 기타 회사지배와 관계된 한국 법규정의 위반에 하여 주주들

이 집단소송제도를 통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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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표소송에서 승소한 주주가 그 소송비용을 전액 보상받을 수 없다면, 설령 법령 또는 정관

위반행위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에도 이는 주주가 표소송을 제기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된

다. 문제의 핵심은 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실제 손해를 회복한 회사에 하여 그가 가지

는 지분의 비율에 따라 이익을 얻게 되지만 소송비용은 자신이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 표소송은 손해를 입은 회사와 주주들에게도 이익을 주지만 나아가 기업체로 하여금 적

용법규를 준수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과도 관련이 있고 상법에 추상적

으로 규정된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하여 법원이 그 구체적인 범위를 판시할 기회를 제공한다

는 측면에서 매우 값진 것이다. 따라서 표소송에서 승소한 주주에게는 회사가 그 소송비용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참고로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이미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3 제5항

에 의하여 소송비용의 전액을 보상하고 있다. 

불명확한 회사법 규정을 구체화하는 소송의 가치에 하여는 Ehud Kamar, “불명확한 회사

법 하에서의 주주소송(Shareholder Litigation Under Indeterminate Corporate Law)”,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vol. 66, p.887(1999) 참조.

22) 표소송을 제기하고 유지하는 데에는, 비록 승소한 주주가 소송비용을 전액 보상받는다고

하여도, 특히 관련 주주의 시간과 같은 다른 비용이 발생하고 소송의 경제적 이익은 회사에

게 돌아간다. 주주가 표소송을 제기하여 유지하는 것에 한 가로 법원이 표소송에서

승소한 주주에게 승소금액의 일부를 직접 지급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재량권을 행사하여 소송이 가치있는 것일 경우에만 이러한 지급판결을 내리고

또한 지급금액은 당해 주주가 소송에 기여한 가치를 반 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⑤ 현재 표소송에 의하여 다루어지고 있는 사항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주

가 소송을 제기하는 신 당해 주주의 선택에 따라 당해 주주와 회사 또는 이사간의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정관에 둘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하여야 한

다.

2) 감독 기관 및 법원의 재정과 인력의 확보

회사지배에 관한 한국 법규정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증권선물위원회, 공정

거래위원회 기타 정부 감독기관 및 법원의 재정과 인력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① 주주소송을 포함한 규모의 또는 복잡한 상거래 또는 금융상의 분쟁을 처리하

기 위하여 한국의 도시 지방법원에 별도의 전담재판부를 두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상거래, 기업 및 증권 관련 문제에 관한 국가소송단의 구성 및 소송단내의 전문

경력관리제 도입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회사지배에 관한 현 적 원칙 및 최근의 광범위한 법개정을 포함한 기업지배에

관한 국내 법규정들에 관하여 판∙검사들에게 지속적인 교육 및 연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주주단체의 설립 장려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현재 독일에서 운 되고 있는 것과 같

은 주주단체의 설립을 장려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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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독일의 주주단체(Vereinigungen von Aktionaeren)는 소수주주들의 권리를 촉진하고 실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단체이다. 주주단체는 통상적으로 등록단체로 조직되며, 특정 기업에만 집중

하거나 또는 보다 일반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이러한 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큰 두 단

체는 2만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독일 증권소유권보호협회와 소수주주보호협회이다. 이러한

협회들은 주주총회에서 그 구성원들을 표하며, 기업정보의 연락채널 역할을 하고, 그 구성

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 또는 그의 임원에 하여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공시 요건

1) 기업회계원칙의 국제회계기준에의 부합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및 증권거래소 상장규정상의 한국의 회사의

공시요건은 일반적으로 다른 OECD 국가들의 지배적인 실무와 별 차이가 없다. 다

만, 한국의 기업회계원칙은 국제회계기준에 부합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정되어야 한

다. 최근의 한국 회계기준제정기관의 설립을 지지한다.

2) 당해 회사의 기업지배관행에 한 정례보고

각 상장회사는 정기적으로 주주들에게 당해 회사의 기업지배관행이 기업지배 모범

규준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① 상장회사의 주주들에게 제출되는 연례 사업보고서는 당해 회사의 기업지배관행

이 기업지배 모범규준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보고서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 보고서는

사외이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상장회사의 주주들에게 제출되는 연례 사업보고서는 전년도동안 발생한 이해관

계자 거래들에 한 외부감사인의 보고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교체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들에게 그 교체사실 및 교체사

유를 공시하여야 하며, 해당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설명에 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상법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여야 한다.

6. 인수합병 및 기업지배권 시장

1)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

그 동안 경쟁적인 공개매수를 포함한 기업인수 및 합병을 권장하기 위한 노력이 계

속되어 왔다.  반면에 그에 따른 몇몇 변경사항들은 (그러한 기업인수 및 합병을) 소

액투자자들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위험을 노정하고 있다. 상장회사의 경우 (i) 공개

매수나 기타의 방법으로 상장회사에 한 지배적 지분을 인수하고자 하는 회사,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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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계열그룹은 그러한 의사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ii) 주주들이 승인한 경우

를 제외하고, 회사가 그러한 인수시도를 방해하거나 저지하기 위하여 방어조치를 취

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iii) 그러한 회사, 개인 또는 계열그룹이 지배적 지분을

인수한 후에는 회사의 나머지 보통주식에 하여 의무적으로 매수청약을 하도록 (단,

그러한 매수청약을 승낙할 권리가 있는 주주들의 과반수가 이를 포기하는 경우는 예

외로 함) 상법 또는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요건을 위반한 회사, 개

인 또는 계열그룹은 다른 주주들이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그러한 의결권을 회복시키

지 않는 한, 인수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의무적으로 매수청약을 하도록 함으로써 소액주주들을 보호하는 반면 이로 인하여

인수시도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법에서 지배적 주식의 매입 금에서

소폭 할인한(약 10% 정도) 가격으로 매수청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도 있다.24)

7. 기관투자가의 기업지배관여 권장

1)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권장

기관투자자들은 한국의 새로운 기업지배기준을 실제로 시장에서 적용하고 또한 앞

으로 이러한 기업지배기준을 계속 발전시켜 나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한

다.  한국정부가 (i)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다 강화하고, (ii)

금융기관 이사들의 충실의무를 확 하고, (iii) (신탁재산으로 보유한 증권과 관련하

여) 금융기관들이 피투자회사에 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권장하고,

(iv) 금융기관의 이해상충거래 및 이해관계자 거래를 최소화하며, (v) 금융기관의 투

자 활동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공시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

러한 법률 및 규제 개선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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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강제매수청약”제도 하에서는 지배적 지분으로 인정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주주는 가

장 최근에 취득한 주식과 동등한 조건으로 회사의 나머지 주식들에 한 매수청약을 하여야

한다. 최근까지 한국에는 제한된“강제매수청약”제도가 존재하 으나(25% 이상의 지분을 취

득하는 주주는 동등한 조건으로 주식의 과반수를 공개매수하도록 요구되었음), 이 제도는 기

업인수를 권장하기 위하여 폐지되었다. 사업단은 강제공개매수제도의 폐지는 한국을 지배적

인 국제적 추세에서 멀어지게 하는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① 금융기관 실무자들을 상으로 지속적으로 충실의무와 기업지배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금융기관의 감독을 담당하는 감독기관이 적절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받

고, 그러한 인력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그러한 법률∙규정의 위반행위에 한 조사

및 소추를 담당하는 다른 정부기관들 (특히 법무부)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8. 기타 권고사항

1) 정부는 공공기관에 이사정책연구소(Institute of Directors)를 설립하거나 또는 민

간연구소 설립을 권장하여야 한다. 이사정책연구소는 이사들에게 각종 교육, 실용적

인 세미나, 연구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사정책연구소는 주로 민간부문 인사

들로 구성된 이사회나 관리인들에 의하여 운 되어야 한다.

2) 이사정책연구소의 설립여부에 관계없이, 사외이사 및 상임이사를 모두 포함한

한국의 기업인들 및 정부 공무원들에게 기업지배에 관한 연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3) (투자관리자를 포함하여) 기업계 및 증권업계에 하여 기업지배에 한 주주들

의 참여 및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중홍보와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권장하

여야 한다.

4) 법률 또는 정부규정에 의한 지원 이외에,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금융언론이 발전

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5) 일반인들의 기업정보에 한 접근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증

권선물위원회에 정기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또한 이를 인터넷상에 올려 일반인들이 무료로 이를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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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미국의 경우(EDGAR 프로그램에 의하여)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회사 서류들을 인터넷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인들이 상장회사들의 기업 및 재무자료를 효과적으로 입

수할 수 있는 길을 크게 확 시켰다. 한국에서도 인터넷의 이용이 급속하게 확 되고 있기

때문에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또 일반인들이 이를

즉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6) 소규모 회사들의 경우에는 정관에 의하여(여기에서 제안한 상법 개정안의 일부

를 포함한) 일부 상법규정들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소규모 기업은 일정한 자산규모 또는 주주의 수를 기준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소규모 기업은 유한회사 형식을 이용하도록 권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III.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권고안의 검토

1. 이사회와 사외이사 권한의 강화

1) 이사회의 승인사항의 구체적 명시

상법의 해석상 법령 및 정관에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외에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

되고 있는데 법무부의“기업지배구조 권고안”은 상법의 각 개별규정에 있거나 당연

히 이사회의 권한 사항이라고 해석되는 내용을 다시 열거하라는 것은 외국의 법체계

와 다른 우리나라의 법체계를 무시한 것이다. 미국의 법체계는 판례법 체계로 구체적

타당성으로 인한 성문법 제정시 사안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입법형식인데 하여

한국의 법체계는 륙법계로서 입법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나머지는 해석상으로 처리

하는 입법형식인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즉 권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사회의 승인사항은 부분 상법에 사안별로 규정

되어 있거나 해석상 인정되는 것으로 법체계상 이를 다시 확인하여 단일 조문으로 통

합,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이사회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아

울러 이사회의 운 에 관한 사항 및 이사회 승인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표준

정관이나 표준이사회규정 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운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명시한 19가지의 사항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표이사 내지는 경 진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 사항(예: 이사

가 아닌 고위 임원의 임면 및 고용조건의 결정, 지점의 설치, 회사가 발행한 사채의

취득 등), 각 회사의 업종, 규모 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정하여야 하는 사항(예: 자회

사의 설립, 취득, 투자, 처분 등 주요거래의 승인) 등이 있으므로 개별적인 사항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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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하는 경우에도 그 유형 및 종류에 하여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주주에 한 이사의 충실의무 구체화

“권고안”은 상법 제382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의 회사에 한 충실의무 규

정을 주주에 한 충실의무로 확 하고 또한 미국식의 충실의무를 도입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1998년 개정상법은 제382조의 3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라는 표제하

에서“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미에 해서 다수설은 이사의 선관주의의

무를 주식회사의 이사의 의무로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한다.26) 그러나

이사회의 권한 강화에 따라 선관주의의무와는 다른 미국법상의 충실의무를 도입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27) 선관주의의무와 다른 취지의 충실의무는 본래 미국에서

이사 또는 지배주주와 회사 또는 소수주주간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28) 그런데 같은 취지로 독일에서도 주식법 제93조 제1항에서 이사로 하여금

그 업무집행에 있어서 통상의 양심적인 경 자로서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규정하

고 있는데 여기서 이사의 주의의무(Sorgfaltspflicht)와 충실의무(Treuepflicht)라는 두

개의 의무를 도출할 수 있다고 한다.29) 일본은 상법 제254조의 3에서 우리 상법 제

382조의 3과 같은 내용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미국식의 이사의 회사에 한 충실

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30)

우리 상법은 미국식의 이사회 중심주의를 채택하여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의 권

한이 강화됨에 따라 그 이사가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회사와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많다. 더욱이 1인 또는 소수의 재벌오너 내지 지배주주가 경

을 전횡함으로써 그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함으로써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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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최기원, 신회사법론, 박 사, 1999, 581면;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 사, 2000, 809-810면;

손주찬, 상법(상), 박 사, 2000, 839-841면.

27)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2000, 431-432면.

28) 강희갑, “미국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와 이사의 자기거래”, 「기업법연구」제5집(한국기업법학

회 2000. 4) 335-336면.

29) 임중호, “이사의 충실의무론”, 「비교사법」제6권 2호(1999. 12. 31) 593-594면.

30) 강희갑, “주주의 권리강화를 위한 회사지배구조의 개선(지배구조에 한 논의)”, 한국상사법

학회 추계학술발표회자료집(2000. 11. 11) 44면.



이익을 크게 해치고 또 소수 주주 등의 일반투자자의 이익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사나 지배주주가 우리나라의 법리상 회사나 주주의 수

탁자로서 신임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관계없이 회사를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자

는 회사나 주주의 희생 아래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미

국법상의 충실의무의 관념을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사의 회사에 한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382조의 3을 미국식의 충실의무로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이익을 곧 주주 전체의 이익으로 볼 수 있고 미국에서도 판례법상

이렇게 보고 있으며 또 여기에서 이사의 소수주주에 한 충실의무를 이끌어 내고 있

으므로 이사의 주주에 한 충실의무를 따로이 명문화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일리

는 있다. 그러나 1인 또는 소수의 지배주주 또는 재벌오너가 이사회를 지배하여 경

진인 이사로 하여금 자신에게 특혜가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이사의 주주에 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한다. 따라서 권고안의 제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3) 이사의 정보접근권 내지 요구권 명문화

① 이사의 기록 장부에 한 접근권

이사가 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의 업무에 관한 정보와 각종 회계장부 등

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사의 정보접근권에 한 조항을 두는 것은 의

미가 있을 것이다. 다만 현행 상법 제393조 2항에서 이사회가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

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각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기록 장부에 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장치 이외에 별도로 이사 각자가 정보접근권을 보유하도록 명시

할 필요가 있는지에 하여는 남용의 우려 등 부작용에 해서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② 이사의 임원에 한 보고요구권 및 조사권

이사가 다른 이사 (권고안에서 임원이 이사가 아닌 집행임원을 의미하는 것인지 다

른 이사를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지만 상법 제412조를 언급한 것에 비추어 보면

다른 이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됨)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

사 상호간의 감독, 감시를 전제로 하는 듯 한데 과연 이사간에 이러한 관계를 설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감사와 이사간의 관계를 이사상호간의 관계와 동일시 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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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것이다. 물론 현행 상법상으로도 감사위원회는 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므로

감사위원회에서 상법 제412조, 제412조의 2의 권한을 행사할 수는 있을 것이다.

③ 자회사에 관한 보고요구조사권

자회사 자체의 이사, 이사회, 감사 등의 기관이 자회사의 업무집행과 업무감독을

할 것이고, 현행 상법상 모회사의 감사 내지 감사위원회가 자회사에 한 보고조사권

을 가지고 있고, 나아가 모회사는 자회사의 주주의 지위를 가지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제도에 추가하여 모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의 업무와 재무정보

에 한 보고조사권을 보유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권고안과 같이 모회사

의 이사에게 자회사에 한 보고조사권을 부여한다면 감사 내지 감사위원회의 권한

과 중복되어 혼선이 생길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31)

4) 이사, 주주 등의 비 유지의무 명문화

기업비 에 접근 가능한 자에게 기업비 에 한 공개금지의무 및 사익도모금지의

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이사, 감사의 경우 현행법의 해석상으로도 이

와 같은 기업비 유지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법에 이러한 조항을 명시

하는 것은 기존의 해석을 확실히 한다는 점과 비 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의 범위

를 확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5)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운 등의 개선

감사위원회의 확 적용은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의 개선∙보완 및 정착정도 등을

감안하여 자산규모가 큰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감사위원회

를 전원 사외이사로 그 구성을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기상조이며 아울러 이사

회 내 위원회에 한 사외이사의 필수적 참여는 여건이 성숙되면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것은 독립성 확보차원에서

다소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사외이사만

으로 업무감사기능을 다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투명성과 공정성이 특히 요청되는 감사위원회나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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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만 국한하여 사외이사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외이사의

필수적 참여는 오히려 사외이사의 사내이사화 또는 적임사외이사의 선정 곤란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6) 사외이사의 책임제한

법무부의 권고안이 채택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고의 없는 직무위반에 한 책임제

한은 타이사와의 법형평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사의 회사에 한 손

해배상책임은 이사의 광범위한 권한과 특수한 지위에 비추어 민법상의 일반책임과

달리 상법상 특별한 책임을 규정한 것인바, 사외이사의 책임을 고의책임만 인정하고

과실책임일 경우에는 그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법령 및 정관 위반시나 임무해태시 과

실책임을 인정하는 현행법의 해석상 혼란이 야기된다. 또한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권한 및 책임에 있어 차별적 지위를 구분할 근거가 없고, 부

당한 이사회의 결의에 찬성한 사외이사만 책임을 경감하는 것은 상법상 이사의 연

책임원리 및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유능한 인사가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기업현실을 보더라도 특히 이사의 무거운

책임이 사외이사선임의 기피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사외이사의 책임

범위를 일정금액으로 한정하는 것은 상당인과관계에 의한 손해를 정하고 있는 손해

배상의 일반원칙과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차라리 사외이사의 책임한계와 관련해서는 이사의 경 판단과정에 위법이나 불성

실, 사익 추구가 없는 한 책임을 면제하는 경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거나 해석론으

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32)

7)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추가조치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자격제한 규정은 현행 증권거래법의 규정으로도

충분하므로 추가 개정은 필요 없다고 본다.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 하여 최근 법개

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일정기간 시행해 보고 개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기타

어떠한 관계도 없는 자”등으로 결격사유를 무제한 확 하는 것은 오히려 법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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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 사외이사는 결격사유 발생시 그 직을 상실하게 되므

로 매년 모든 사외이사에게 자신의 독립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권고안의 규정도 실익

이 없다고 판단된다.

8) 사외이사의 전문가 조력권 인정

사외이사의 회사 내 관련전문가 조력권은 당연히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사외이사의 독립적인 외부전문가 조력권은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하고 현

행 법규에 해석상으로도 가능하므로 굳이 법규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상법 제415조

의 2 제5항 참조). 사외이사는 당해 회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전문가 그룹

(변호사, 회계사 등)에게 효과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 자

신이 전문가로서 일정한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사외이사가 독립적인 외부전

문가의 자문을 받을 경우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기업내부의 기 유출 및 사내이사

와의 형평성 문제 및 특혜시비 등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또한 현행법규

의 해석상 필요시 회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별

도의 규정은 필요 없다고 본다(민법 제687조, 제688조: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2. 주주의 권리 강화

1) 주주총회의 승인사항의 확

오늘날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권한을 분배함에 있어서 주주총회는 경 의 기본이

되고 기업의 구조적 변경에 관한 사항에 해서만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경 에 관한

의사결정권은 이사회의 권한으로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복

잡한 기업거래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주주총회를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도 주주총희의 권한은 회사의 비상사태, 이사의 선임, 해임, 부속정관의 채택과

개정, 지배주주의 충실의무가 적용되는 이해관계자거래, 이사의 이해관계거래 등 회

사의 기본적 사항과 이해관계거래에 한정되고 있다.33) 특히 소수주주보호는 이러한

주주총회결의 이외에 다양한 다른 상법상의 제도를 통해서 보호될 수 있다.

512 經 � , 35 卷 2 3

33) Henn & Alexander, Law of Corporations, St. Paul. Minn, West Publishing Co., 1983, p.490 참조.



그런데 우리나라의 규모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는 이른바 재벌오너나 지배주주에

의한 회사 그룹 지배로 특징 지워지고 이들 재벌 그룹은 계열회사간의 내부거래, 상

호 및 순환출자 상호 자금지원 등으로 결속되어 있고 또한 재벌이 그룹계열의 비은행

금융기관을 전략사업으로 선정하여 비은행권 금융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

황 하에서는 계열회사나 자회사 어느 하나가 붕괴되면 다른 계열회사나 모회사도 붕

괴되는 처지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업

에 근본적인 향이나 구조적 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사항에 해서는 주주총회의 승

인을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상법 제374조는 회사의 업이나 구조에 근본적인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중 사

항에 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법의 태도는 존중되

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업 또는 자산을 처분하고 그와

같이 처분한 업 또는 자산에 한 회사의 지분적 이익이 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

의 20% 이상이 되는 경우 반드시 주주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권고안은 좀 문제가 있

다고 본다.34) 차라리 획일적으로 20%라고 하기보다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즉 형식논리적인 수치제한보다는 회사의 상황에 맞게 그리

고 장래에 회사에 미칠 향까지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수치제한은 가이

드라인은 될 수 있을지언정 법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2) 상장회사 이사선임과 집중투표제 강화

1998년 개정상법은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이사의 선임을 집중투표의

방식에 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하 다(상법 제382조의 2). 그러

나 정관의 규정으로 이 제도를 배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를 기화로 모든 기업이 이

를 배제하여 이 규정은 도입과 동시에 거의 사문화 되었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지배주주 또는 재벌오너가 이사의 선임권을 독점하는 결과

이사회와 경 진을 지배 독점하게 되어 예컨 회사의 자산을 지배주주 지배의 계열

회사로 헐값에 이전하는 내부거래 등으로 회사와 전체주주의 이익이 지배주주 1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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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희생되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중투표제를 채택하

면 일반주주나 소수주주가 사외이사를 선임하거나 관여할 수 있게 되어 지배주주나

재벌오너의 경 전횡을 막을 수 있고 재벌기업의 내부거래를 차단할 수 있으며 기업

의 투명성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 일반투자주주도 이사를 선

임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에 참석하려고 할 것이고 아울러 주주총회의 기능

도 회복될 수 있다. 

물론 집중투표제의 본고장인 미국의 경우에도 몇몇 주만 의무화하고 있고 부분

의 주에서는 정관상의 임의제도로 되어 있다.35) 미국에서는 1956년경에는 부분의

주에서 집중투표제가 강제되었으나 그 이후 위임장 쟁탈전의 활용을 선호하게 되었

고, 1980년 에 와서는 집중투표제는 적 적 기업매수를 촉진할 것이라는 염려 때문

에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집중투표제는 기관투자가를 보호하는데 효과

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강제가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36)

집중투표제는 여러 단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먼저 사실상 이사의 시차임

기제를 제한함으로써 적 적 기업매수로부터의 경 권 방어수단을 상실한다는 점이

다. 또 이사의 임기단축으로 인한 경 권 불안으로 중장기적 의사결정의 차질이 우려

되고 집중투표로 선임된 이사 해임시 이사 전원 해임으로 이사회가 공동화되어 업무

집행에 차질이 염려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매년 주주총회에서 이사선임에 따른 시간

과 비용의 낭비도 문제된다고 한다.37)

그러나 우리나라는 무엇보다도 재벌오너나 지배주주의 경 전횡으로부터 오는 폐

단을 제거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러한 목적으로 도입된 사외이사제도와 감사위원회제

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기능을 발휘하게 하며 이사회가 그 업무집행의 감독기능과

중요정책의사결정기능을 제 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집중투표제도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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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주총회의 효율성 증진

정기 주주총회는 30일 전에 통지하고 기타 주주총회는 2주전에 통보하자는 법무부

의 권고안은 별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다만 주주에게 좀더 자세하고 많은 정보를 충

분한 기간동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은 동감하지만 그와 관련된 자세

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등의 자료를 송부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는

회사가 투자한 비용보다 효과가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법 제363조의 소집

통지서 및 목적사항란에 자세하게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겠지만 그 밖의 서류

들을 송부하도록 하는 것은 회사의 비용부담만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경

참고사항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수단을 활용함으로써 충분한 정보제공이 가능할 것

이라고 본다. 정기 주주총회와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기간을 이원화시킬 합리적

근거나 특별한 실익이 없으며, 정보통신수단 및 전달매체의 발달로 현재의 기간으로

충분하며 외국의 경우도 부분 2주 내지 20일 정도로 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

다.38)

4) 주주의 회사정보접근권 강화

주주의 회사정보접근권은 업비 에 관한 것 또는 회사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될 수 있는 한 많은 부분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회사

정보접근권을 원칙적으로 광범위하게 인정하되 다만 회사가 이유를 들어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감사인 선임청구권의 지주요건을

폭 완화하거나 단독주주권으로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다만 주장하는 주주가 필요

성에 하여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고 악의적인 주주에 해서는 회사에 발생한 손해

에 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회사 경 전반에 주주가 참여

할 수 있는 길을 널리 열어주되 다만 악의적인 주주에 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

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주의 회사정보접근권에 한 규정을 신설하고 그

책임을 엄격하게 물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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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장회사의 주주의 신주인수권 강화

신주 내지는 전환사채 등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증권의 발행은 물론 기존 주주

들의 지분율에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지만 다른 한편 회사의 자금조달 수단으

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상장회사의 주식공모 및 상장은 주식발행을 통한 자

금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주 내지는 주식관련증권의 발행

이 초래하는 지분율의 변동이 가지는 의미를 고려하되 기업활동의 지원 내지는 기업

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회사가 자금조달의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

련되어야 한다.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의 주식의 거래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변동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점을 주주들이 인식하고 투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상장회사의 신주 등 주식관련 증권의 발행에 하여는 주주의 구성의 변동 내

지는 지분율의 변동(특히 지배권이 없는 주주의 지분율의 변동)의 문제보다는 자금

조달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 신주 등을 누구에게 발행하는가보

다는 신주발행의 조건이 주식의 가치를 정당하게 반 한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가 된

다고 하겠다. 만약 이사회에서 신주 또는 전환 사채를 주식의 가치를 충분히 반 하

지 않는 조건으로 특정인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충실의무의 위반 등의 문제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물론 상장회사가 신주 등 주식관

련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조건 등에 관하여 적시에 충분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

다는 점은 타당하지만 개별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것은 상장회사의 성격상 부

적절하다고 하겠다.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발행가격을 제한하는 것

은 상장회사가 시장상황에 맞추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융통성을 제한하는 것으로

역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3. 이해관계자거래에 한 감독

1) 이해관계자거래의 승인

회사와 주주 기타 계열회사간의 거래로 회사에 불이익을 입히는 행위를 방지하

고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 을 경우에는 회사의 이사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

이러한 이해관계자 거래가 정당한 조건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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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점을 두말할 필요가 없다. 다만 권고안의 제안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① 현행 상법상으로도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

다. 문제는“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있다. 나아가 사외

이사만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상임이사는 모두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

로 본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인데 이는 지나친 점이 있다.

② 일정한 기준에 맞는 이해관계자거래에 하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

고 있고 주주총회에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의결권은 배제하도록 하 는데 이

러한 제도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과연 어느 범위까지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로 볼 것인

지 등이 문제가 될 것이다. 결국 이사회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경

우에는 이러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으로까지 만들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해

관계자간의 거래로 회사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것은 거래의 조건이 정당하지 않기 때

문인 것이고 그렇다면 문제는 통상의 업상의 거래인지의 여부에 있지 않고 이해관

계자간의 거래가 정당한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있다. 이해관계자의 거래로

인하여 회사 내지는 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하여 모든 거래에 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주주총회의 소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에 비

추어 볼 때 비현실적이고 이 문제는 결국 이사회 구성원의 충실의무의 문제로 다루어

야 할 것이다.

③ 자회사의 거래에 해서도 모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

는 것에 하여는 자회사가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독자적인 이사회를 통하여 경

된다는 점에 비추어 불필요한 규제라고 할 것이다. 

④ 상장회사가 행하는 이해관계자간의 거래에 하여는 그 내용을 적시에 정확히

공시하도록 공시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이사의 충실의무의 이행을 주주가 감시 감독하

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외부감사인의 이해관계자거래에 한 검사∙보고

현행 기업회계기준 제87조는 권고안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용하고 있다. 즉 현재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보고서의 제출시 주석사항으로 중요한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외부감사인의 이해관계자거래에 한 검사 및 보고는 현행 규정

(기업회계기준 제87조 제3호)의 해석상 권고안의 내용을 충족하고 있다고 본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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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권고안의 지적처럼 공정한 조건의 거래여부 보고는 회계인력의 확보 등에 따라 향

후 시행이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4. 주주권 행사의 실효성 보장

1) 표소송제 개선 및 집단소송제 도입

① 표소송제도의 개선

ⓐ 단독주주권화

권고안은 소수주주권의 핵심인 표소송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소송비용 전액의 보

상, 승소금액의 일부를 직접 지급, 집단소송제도, 표소송의 안으로서의 중재조항

의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안 내용에 찬성한다. 상법이나 증권거래법

등에서 이사의 책임을 아무리 엄격하게 부과하더라도 실제로 이를 추궁할 수 있는 현

실적인 표소송의 수단이 실효성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겠다. 주주 표

소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재벌 계열

기업 간의 부당 내부거래나 상호지급보증 등 경제력 집중의 억제도 현재와 같은 무리

한 행정규제가 아닌 표소송에 의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

주의 전횡이나 독단적 경 도 결국 경 진이 외부 주주들에게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므로 주주의 표소송을 활성화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 우리나라의 표

소송제도의 이용은 1997년에 처음 이루어졌고 그 이후의 이용실적은 매우 미미한 상

황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소제기에 따르는 보유주식수의 과중한 부담과 소송비용 및

무임승차효과에 따른 소송제기의 인센티브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수 차

례의 상법과 증권거래법의 개정을 통하여 표소송제기 요건을 완화하고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의 보상, 인지 의 정액화와 같은 제도적 개선을 한 바 있다(상법 제

403조, 제405조,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3 제5항, 인지법 제2조 제4항) 그러나

규모 상장회사의 주식시가 총액을 감안하면 표소송의 제기를 위해서는 아직도 수

십 억 원의 자금동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표소송을 단독주주권으로 할 필요

가 있다. 단독주주권으로 할 경우 표소송이 남용될 것이라는 우려는 패소시에 부담

해야 할 소송비용이나 악의의 패소주주에 한 회사의 손해배상청구(상법 제405조)

에 의해 상당부분 억제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주식보유기간을 강화하여 이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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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원인이 발생할 당시부터 소 제기 시까지 계속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만 제소권

을 인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39)

ⓑ 소송비용

권고안은 승소주주에 해 소송비용전액의 보상과 승소금액의 일부를 직접 주주에

게 지급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에 찬성한다. 주주가 승소한 경우 그 혜택은 승소

한 주주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에게 미치므로 이를 회사의 비용으로 하는 것은 이

론적으로 타당하다. 소송비용(변호사 비용)의 전액보상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3

제5항에 의해 상장회사에 해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모든 주식회사에 확

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법에 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 중재제도의 도입

권고안은 표소송 신에 주주와 회사 또는 이사간의 분쟁을 중재로 해결할 수 있

는 조항을 정관에 둘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하도록 제안하고 있는 바 이는 적절한 조

치라고 생각한다. 중재에서는 회사법과 회계, 경 에 관한 전문가들로 중재위원을 선

정함으로써 법원의 전문성 보장을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 줄 수 있는 훌륭한 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②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집단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집단

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는 그 시기,

허용범위, 방법, 절차, 개별기업의 수용능력 여부 기타 제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

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집단소송제도는 동일한 위험에 직면

한 다수의 피해자에 한 통일적인 구제를 위한 절차로 증권관계법상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제조물 책임에 관한 분쟁이나 환경문제 등 다수의 동일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는 언제나 관련이 있으며, 우리 민사소송절차에 일 혁신적인 변화를 가

져올 수 있는 제도이므로 다른 법령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

이다.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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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독기관 및 법원의 재정과 인력의 확보

주주소송을 포함한 규모의 복잡한 상거래 또는 금융상의 분쟁을 처리하기 위하

여 도시 및 지방법원에 별도의 전담재판부를 두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은 타당하다

고 생각하며, 아울러 법원의 전문화에도 찬성한다. 또한 회사지배에 관한 현 적 원

칙 및 최근의 광범위한 법개정을 포함한 기업지배에 관한 관련 국내 법규정들에 관하

여 판∙검사들에게 지속적인 교육 및 연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판∙검사들에

한 교육 및 연수는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연수에 한 결과물을 학계에서 발표하

도록 하고 업무도 계속해서 전문화시킬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 주주단체의 설립 장려

주주단체의 설립 장려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 가급적 사법의 역에 간섭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1999년 개정 상법상의 이사회내 위

원회의 주주위원회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5. 공시요건

1) 기업회계원칙의 국제회계기준에의 부합

기업회계원칙을 국제적 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은 경 성의 투명성을 위한

잣 이므로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의 상법, 증권거래법 및 증권거래소상장

규정상의 한국회사의 공시요건은 다른 OECD 국가들의 실무와 별 차이가 없다고 생

각되며 한국의 기업회계원칙은 국제회계기준에 부합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법무부의 권고안에 찬동한다.   

2) 당해 회사의 기업지배관행에 한 정례보고

사업보고서에 지배구조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보고서 작성∙제출시 사

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이해관계자 거래내용은 감사보고서의

주석사항이므로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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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수합병 및 기업지배권 시장

1)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

상장회사의 인수합병시 지배적 지분인수자의 나머지 지분 100% 의무공개매수제도

의 도입은 소액주주의 보호차원에서는 바람직하나, 기업인수시장의 위축 등을 고려

하여 그 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등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상장회사의

지배적 지분 인수시 사전의사통지는 현행법규상 신고∙보고로 충분하며 적 적 기업

인수시도시 주주의 의사를 확인하여 방어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

절하지 못하다. 

종전의 1997년 증권거래법에서는 25% 주식 취득시 50%+1주를 의무공개매수하

도록 했으나 기업인수시장의 활성화를 억제한다는 이유로 도입 1년만에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주주 직거래에 의한 경 권 변동시 군소주주에

게 경 권 프리미엄을 배분하게 하고 인수자의 안정경 권 확보를 원활하게 하는 등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동 제도의 부활에 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7. 기관투자가의 기업지배관여 권장

1)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권장

기관투자가인 금융기관의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및 이사의 충실의무, 이해상충거

래의 금지 등은 기업경 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당연히 인정되어야할 사항이나 피

투자회사에 한 의결권의 행사 권장문제는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의 보유목적,

보유기간 등을 판단하여 합리적으로 규율해야할 것이고 기관투자가라 할지라도 기관

투자가의 소유 주식이 아닌 신탁주식에 해서는 그 주권행사가 제한적으로 또는

shadow voting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기관투자가에 의한 경

진 감시∙감독 활동은 증권시장의 기관화 현상에 따라 효율적인 방법으로 평가되

고 있지만, 기관관리인의 권한남용 등 리인 문제의 발생, 단기차익 위주의 운용행

태, 이익 충돌시 사적 이득추구 등의 문제를 야기 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관투자

가가 신탁재산으로 보유한 주식의 성격 및 보유목적, 보유기간 등에 따라 적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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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행사를 허용 또는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증권투자신탁업법 제 25

조, 제 25조의 2 참조).  

8. 기타 권고사항

기타 권고사항에 해서는 체로 찬성한다. 다만 이사정책 관련연구소는 공공기

관보다는 정부지원하에 민간부분에서 설립∙운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고 기업지

배에 한 주주들의 참여 및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중홍보 및 교육활동은 좀더

자연스럽고 적극적인 IR활동을 통해 IR협의회 등 민간기구가 중심이 되어 자율적으

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전자공시제도는 현재 일

부 운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도 기업의 홍보나 기업정보의 공시 등은 전자매체를 통하

여 이루어지도록 계속적인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규모 회사에 한

상법의 예외적 적용 논의는 유한회사로의 전환을 유도∙권장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IV. 결 언

지금까지 법무부의「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최종보고서 및

법개정 권고안」을 먼저 살펴보고 이를 중심으로 우리 나라의 바람직한 주식회사의 지

배구조의 방향을 검토하 다. 오늘날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논의의 주요 내용은 주주,

이사, 경 자 및 직원, 투자자 그리고 소수주주, 채권자는 물론이고, 기업과 관련한

각종 행정감독규제기관과 사법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이해관계인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어떻게 공정하게 조정할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효과적인 기업

경 과 그에 한 효과적인 견제 시스템의 확보를 위한 법적 환경을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가 초점이 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투자자들에 하여 회사의 가치를 극 화하는 것이

며, 구체적으로는 OECD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및 우리 나라의 기업지배구조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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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업 경 의 투명성, 주주에 한 공정성, 경

의 효율성, 경 에 한 책임성의 강화를 통하여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개별 기업이 지배구조를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며,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사용

할 것인지의 여부는 판단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이고 그 기업은 시장에서의 평

가로 생존과 발전, 도태와 퇴출이 결정될 것이므로 시장친화적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접근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외부회계감사제도의 개선

및 강화에 의해 기업경 의 투명성을 유도하고, 공시제도의 개선을 통해 신속하고 정

확하게 시장의 정보가 제공되어 금융시장 및 주식시장에서 평가받는 동시에 M&A시

장을 활성화함으로써 경 책임성을 유도하고 기업평가제도에 지배구조를 반 하고

공신력 있는 기업평가기관을 육성하며 장기적으로는 직접 금융시장의 활성화로 주식

분산을 유도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투명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책임있는 경 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현실적인

기업지배구조는 각 국의 경제 및 법률 체제에서 비롯된 관례, 전통, 행동패턴의 결과

로서 특정한 모델을 설정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기업지배구조 개

선 권고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몇 가지 개선조치들은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적 기반과

우리 기업의 적응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신중한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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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gal Study on the Corporate Governance

Choi, Wan-Jin*

ABSTRACTS

Corporate governance, having been under discussion continuously, is one of the key issues

among the main tasks of the corporation law.

Owing to the separation of ownerships and management in the modern corporation law,

stockholders, the substantial owners of the corporations do not participate in the

management directly but entrust the business administration to professional management.

Accordingly, the main issues of the corporate governance are to promote the stockholders’

interests and at the same time to enable the corporation to perform its social responsibilities

through reorganizing the administrative structure and watching whether the right of

management is properly used for the sake of the sound and efficient management.

In other words, it is a matter of the separation of the right and the responsibility between

the concerned parties so as the corporations to protect the stockholders’ interests and

positions as well as to perform the profit making activities which is its substantial objective.

The ultimate goal of the innovation of the corporate governance is to enhance the

corporate competitiveness by reinforcing the clear management, the fairness to stockholders,

the efficiency, and the responsibilities, and finally to maximize the value of the corporation

towards the investors.

Considering that in the current corporate governance a certain model as a result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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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the traditions, and the behavior patterns which are originated from economic and

legal system  of each country should not be installed or forced, the several recommendations

suggested by ‘the advice on the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should be carefully

approached considering our socio-economic foundations and adaptabilities of the

corporations in this country.

In this article I have suggested the critical opinion against ‘the advice on the improvement

of Korean corporate governance’ by Ministry of Legislation so as to set up a desirable

direction on our corporate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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