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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韓國에 있어서 執行任員制度의 現況과 向後의 運用方向

黃 根 洙*

Ⅰ. 머리말

최근 들어 가속화된 기업경제의 세계화  정보화에 따라 企業에 한 基本法

으로서 商法은 많은 변화를 요구받아 왔다. 그 변화의 물결은 1997년 말 외환

기(IMF 경제체제)를 겪으면서 이후 계속하여 면에 드러나기 시작했던 바,1) 
표 인 것으로서 2006년 法務部의 ‘회사법개정 특별 원회’를 통하여 익년 9월에 

마련된 상법  회사편에 한 개정안을 빼놓을 수 없다. 이는 企業의 국제  競

爭力을 제고하기 하여 투명하고 효율 인 방향으로 企業의 支配構造를 개선하

고, 企業의 資金運營과 련한 불필요한 規制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운 상의 자율

성을 높이는 취지의 회사법 개정이다.
改正案의 主要 內容은 이사의 자기거래승인 범 의 확 와 이사의 경 단의 

원칙에 따른 책임경감제도의 도입, 社外理事에 한 개념규정의 신설  이사회

제도의 개선과 執行任員制度의 導入 등이다. 이  집행임원제도(Executive Officer 
System)는 재 국내 많은 기업에서 통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2) 극 활용되

* 법학박사, 전남대⋅광주대 등 강사.
1) 그간의 商法改正으로는 1998년 不實企業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개정(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 기업경영자의 책임강화, 소수주주권의 강화 및 기업의 자금조달과 관련한 주식
제도의 개편), 1999년 경제재도약을 위한 國內企業의 國際競爭力강화 차원의 국제화 
필요성에 따른 개정(이사회 기능의 강화,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 및 주주총회 내지 이
사회의 운영방법의 정비) 등과 더불어 2001년 商法改正을 補完하는 입법(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의 확대, 이사회제도의 개선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의 지
주회사설립을 위한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제도의 도입) 등이 있었다(홍복기, “株式會社
에 있어서 執行任員制度의 도입과 그 과제”, 상사 례연구, 제19집 제4호(2006), 90쪽).

2) 예컨대 會社定款의 規定을 보면, 신한은행 정관 §35(경영진), 한국가스공사 정관 §46
(집행임원), 현대자동차 정관 §29의4(경영진) 등에서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執行하기 
위하여 執行任員에 해당하는 任員의 선임방법, 임기 및 담당업무 등에 대한 것을 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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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에도 그 도입검토는 실 으로 상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어 문제시 되어

왔다.3)

한국에서 商法上 주식회사의 業務執行機關은 ‘理事會’와 ‘代表理事’가 원칙인 

바, 이는 이사의 기 성을 부정하고 표이사와 이사회의 계에 하여 이른바 

독립기 설에 따른 결과이다.4) ‘理事會’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한 意思決定과 

이사의 직무집행을 監督할 권한을 갖는 기 이며(상법 §393 ①②), ‘代表理事’는 

회사의 업무를 내 으로 執行하고 외 으로 회사를 代表하는 필요  상설의 

독립기 이다(상법 §389). 따라서 상법상 내 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

은 표이사뿐인데, 회사는 개 표이사 이외의 理事에게도 내 인 業務執

行權을 부여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와 같은 理事는 社內理事(inside director), 
업무담당이사 내지 상근이사 등으로 불리었고, 담당업무의 내용이나 승진에 따라 

무이사, 상무이사 등으로 호칭되었다. 이러한 社內理事는 부장 는 지 장 등 

상업사용인의 직무를 겸하는 경우(겸직이사)도 다수 있었다.
그런데 2000년 證券去來法上 社外理事의 선임에 한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上

場會社 등에 社外理事의 선임을 강제하 고, 상장회사 등은 독립 인 사외이사를 

두는 것을 최소화할 목 으로 이사의 수를 폭 축소하고 회사의 定款( 는 내

규)이나 표이사 등에 의하여 선임된 執行任員을 두게 되었다. 이러한 연유는 

규모 上場會社의 경우 다수 社外理事에 의한 기업정보의 외유출  사외이

사로 인한 회사 내 이사회의 의사결정의 지연과 비용부담의 증가 등에 한 우

려가 있었기 때문이다.5) 여기서 執行任員은 등기되지 않기 때문에 非등기의 任

員이라고 불리며, 증권거래법상 上場會社는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

3) 이에 관한 논의는 양동석, “執行任員制度의 도입에 따른 법률문제”, 상사법연구, 제20
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2001); 정찬형, “한국 株式會社에서의 執行任員에 대한 연
구”, 고려법학 제43호, 고려대법학연구소(2004); 차대운⋅정쾌영; “執行任員制度의 도
입필요성과 입법론적 과제”, 상장 , 춘계호 제49권, 한국상장협의회(2004); 양만식, 
“執行任員制度의 도입에 따른 지배구조론의 전개”, 상사법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상
사법학회(2006) 등 참조(2008년 1월 상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 執行任員제도의 導入을 
규정하고 있던 바, 同 개정안은 현재 자동폐기된 상태이다(정부제출안, “商法 一部改
正法律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2008), 134-146쪽(§408의2∼§408의9)).

4) 정찬형, (제7 ) 商法講義(上)(박영사, 2004), 729-730쪽; 권기범, (제2 ) 現代 社法論 
(박영사, 2007), 738∼739쪽; 上村達男, “取締役⋅執行任員の槪念再構成”, 商事法務, 제
1710호(2004), 8쪽.

5) 양동석, “執行任員制度의 도입에 따른 법률문제”, 전게논문, 113∼114쪽; 정찬형, “한
국 株式會社에서의 執行任員에 관한 연구”, 고려법학, 제43권, 고려대학교법학연구원
(2004),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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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되도록 규정하 고, 다만 통령령이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 사외이사를 2
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하 다(동법 §191의 16).6)

와 같이 무엇보다도 회사의 業務執行의 透明性(transparency)확보를 하여 

도입된 社外理事制度는 기업실무상  다른 부작용을 야기하 고, 企業의 經營者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법률상의 근거 없는 非등기 집행임원을 통하여 해

결하고자 하 던 것이다. 지 껏 한국의 경우 大企業을 심으로 한 부분의 企

業實務에서 회사 내 執行任員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치에 있었고, 이와 같

은 상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7) 이러한 상황에서 작 에 執行任

員制度의 법제화와 련하여 이에 따른 황 악과 운용상의 문제  등을 논의

해보는 것은 기업실무에 있어서 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본 硏究에서는 최근 한국에서 상법상 執行任員制度의 도입논의와 련하여 기

업에서 행해져온 집행임원제도의 황과 법률상의 問題, 즉 집행임원의 법률상 

지   권한과 책임 등을 심으로 향후의 운용방향에 하여 살펴본다. 이로써 

執行任員制度가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의 일환으로 작용하여 회사의 業務執行에 

한 組織體系를 개 하는데 一助하고자 한다.

Ⅱ. 美國과 日本의 執行任員制度

1. 미국

1.1. 집행임원의 개념

미국에서 執行任員(officer)의 槪念에 하여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會社

의 사업  업무는 理事會에 의하여 는 그 지휘 아래 운 되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지만(RMBCA §8.01 (b)), 株式會社(특히, 규모의 상장회사)에서 業務

執行은 일부 任員에 의하여 실시되며 이사회 는 이사들에 의하여 집행되는 경

우는 거의 없다. 미국법조 회(ALI)에서는 州회사법이나 례의 입장과 다르게 

6) 현재는 2004년 1월 동법개정에 따라 社外理事는 3인 이상으로 하되, 理事總數의 過半
數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증권거래법 §191의16(사외이사의 선임) 단서 참조).

7) 양만식, “執行任員制度의 도입에 따른 지배구조론의 전개”, 상사법연구(2006), 180쪽 
이하; 원동욱, “執行任員制度의 導入方案”, 경 법률, 한국경영법률학회(2006), 349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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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회사의 業務執行은 이사회에 의하여 선임된 최고 執行任員에 의하여 는 

그의 감독 아래서 수행되어야 하며(제3.01조), 이사회의 직무와 권한범  내에서 

理事會 는 執行任員에 의하여 委任된 기타 執行任員 는 被傭者에 의하여 수

행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집행임원이 직  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제3.01조, 제3.02조).

1.2. 집행임원의 법 지

미국에 있어서 理事(director)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이사로 구성되는 理事

會(board of director)는 회사의 業務執行  經營監督을 행하는 기 이다(RMBCA 

제8.03조 (d)). 한국의 경우와 같은 감독기 으로서 감사가 없고 이사회가 감독권

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르다. 한, 理事會 구성원 過半數가 社外理事로 구성

되어 있어서 이사회가 회사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한 나머지, 그 권

한을 “代理人”으로서 任員에게 임 내지 분배하고 그 任員들이 일상 회사업무

를 執行한다. 더욱이, 회사는 내규(bylaws, 부속정 )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이사

회가 임명하는 任員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이사회의 수권이 있으면 임원이 

다른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MBCA 제8.40조 (a)(b)).
한 ALI 제3.01조에서 公開會社8)의 業務執行은 이사회에 의하여 임명된 주요 

상 집행임원(principal senior executive officer)에 의하여 수행되거나 는 그 任

員의 감독 아래 이사회 내지 그 임원이 경 권을 양한 기타 任員 는 被傭者

에 의하여 동 제3.02조에 근거한 이사회의 직무와 권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9) 이처럼 회사의 業務執行은 任員에 의하여 수행됨으로써, 理

事會는 임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업무집행에 한 監視 내지 監督을 행하는 기

으로서의 치가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RMBCA와 ALI의 규정에

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株式會社의 ‘業務執行機關’인 理事會에는 그 권한을 다

른 임원이나 피용자 등에게 양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8) 여기서 ‘公開會社’라 함은 持分(주식증권)의 보유자가 500인 이상이며, 기업의 總資産
이 500만달러 이상의 회사를 말한다(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Analysis and  
Recommendation, §1.31).

9) American Law Institute,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Analysis and Reco-
mmendation, §3.01, §3.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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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집행임원의 권한과 책임

1.3.1. 집행임원의 권한

회사의 執行任員은 이사회로부터 權限(authority)을 임받은 代理人에 해당된

다. 이사의 권한은 이사회를 통한 회의체로서 행사되는데 비하여, 任員의 權限은 

이사회가 명시 으로 제한하지 않는 한 각 임원에 의하여 행사되며 회사업무에 

하여 경 상의 단과 재량권을 행사할 권한을 갖는다.10) 任員의 權限은 州회

사법, 정   업무규칙, 회사결의 등에 의해 명시 으로 부여되지만, 부분은 

회사의 업무규칙  이사회결의에 의해 부여된다. 이러한 明示的 권한에 더하여 

임원은 그 직무의 성질  행상 黙示的 권한  表現的 권한(implied authority, 

apparent authority)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11)

1.3.2. 집행임원의 책임

실제로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任員의 責任에 하여, 임원은 이사보다 더 회

사의 업무에 정통하기 때문에 注意義務와 忠實義務의 기  한 이사의 그것보

다 더 높다.12) 이는 임원이 회사의 업무에 보다 정통하다는 사실상의 차이 때문

이며, 任員은 한 각자 자기의 업무범  내에서 責任을 부담하게 되므로 임원 

개인별 책임의 범 가 다를 수도 있다. 任員이 리인으로서 信任義務를 반하

여 회사나 주주에게 損害를 끼친 경우 당해 임원은 회사나 주주에게 損害賠償責

任을 진다.

2. 일본

2.1. 집행임원의 개념

일본은 2002년 ‘商法特例法(주식회사 감사 등에 한 상법의 특례에 한 법

률)’의 개정으로 미국식 社外理事제도와 함께 執行任員제도를 채택하여 운용하고 

있다. 同 법률은 2005년 일본상법의 화를 한 ‘日本 新會社法’에 통합됨으

로써 집행임원제도는 日本 新會社法에 규정되었다(2006년 4월 시행). 이러한 새

로운 경 체제의 도입으로 會社의 경 구조는 過半數 社外理事가 참여하는 3개

의 원회를 설치하 고(지명 원회, 보수 원회, 감사 원회 등), 執行任員  

10) Harry G. Henn & John R Alexander, Law of Corporation, 1983, p.586.
11) Robert W. Hamilton, The Law of Corporation, 4th ed., 1996, p.268.
12) James D. Cox⋅ Thomas Lee Hazen, Corporations, pp.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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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집행임원을 선임하여 회사의 업무경 은 표집행임원에게 임하고 理事會

는 집행임원에 한 經營監督을 으로 행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13) ‘ 원

회 설치회사’에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 으로서 株式會社에서 볼 수 있

는 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선임이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代表)執行任員을 

두어야 한다.

2.2. 집행임원의 법 지

일본의 경우 執行任員은 이사의 지 에 있을 것이 요구되지 않는 바, 業務執行

과 監督을 分離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오히려 이사를 겸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생각이다. 執行任員의 경우 사용인겸직이 지되지 않지만, 회사의 業務

執行權을 당연히 가지므로 사용인의 지 를 겸직할 필요성이 없을 것이다. 執行

任員은 이사회로부터 임받은 범  내에서 회사의 업무에 한 意思決定과 執

行을 담당하는 기 이기 때문에 신분에 있어서 理事와 같은 任員으로 인정되고, 
이러한 지 에서 이사에 한 규정이 넓게 용된다(일본 신회사법 §419 ②). 즉, 
執行任員의 회사와 계는 委任에 한 규정이 용되고, 회사에 하여 善管注

意義務와 忠實義務 등을 부담한다(신회사법 §402 ③).

2.3. 집행임원의 권한과 책임

2.3.1. 집행임원의 권한

일본에서 委員會 設置會社는 회사의 業務에 한 執行과 監督을 분리하여, 업

무집행에 한 감독을 담당하는 이사가 동시에 업무집행을 할 수 없다(일본 신회

사법 §415). 이 때문에 회사의 업무집행을 담하는 집행기 으로서 執行任員을 

신설하 으며, 집행임원이 同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게 된다(신회사법 §418 제2
호). 회사의 執行任員은 당연히 業務執行權을 가지며, 업무집행권을 가지지 않는 

집행임원이란 존재할 수 없다(이는 회사의 이사이면서 업무집행권이 없는 이사가 

있는 것과 다르다). 이에 따라, 株式會社의 이사에게 인정되는 각종 訴提起權도 

집행임원에게 인정되는 바, 부 당한 업무집행에 하여 시정조치를 하는 것도 

13) 이는 미국식의 理事會 一元主義를 채택한 것으로 대상회사는 ‘대회사’ 및 ‘간주 대회
사’라고 하여 大規模 株式會社에 한정되며, 회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용할 수도 있으
며, 여기서 執行任員을 설치할 수 있는 회사를 ‘위원회설치회사’라고 한다(일본 신회
사법 §402 ①, 일본 상법특례법 §21의13, §21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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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임원의 직무이며, 나아가 執行任員이 회사의 理事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14).
執行任員은 이사회로부터 委任받은 사항에 하여 意思決定의 권한을 가진다

(신회사법 §418 제1호). 집행임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단이 

필요한 경우 회사의 業務執行에 한 意思決定기 인 理事會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면, 회사의 효율 인 업무처리에 상당한 지장을 래할 것이다. 따라서 일정

한 업무사항에 하여 이사회로부터 임을 받아 집행임원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결정은 회사의 이사보다도 실제 業務를 執行하는 執行任員이 행

하는 것이 더 하다고 보고 있다.

2.3.2. 집행임원의 책임

株式會社에 있어서 理事는 업무집행의 결정과 감독을 하고, 한 직  업무를 

집행하는 기 으로서 이사에게는 엄격한 책임이 부과된다. 한편, 委員會 設置會

社에서는 집행과 감독의 분리에 따라 理事보다는 업무집행을 담하는 執行任員

의 경우가 업무집행과 련된 정도가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는 바, 그에 따른 책

임 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日本에서는 理事나 執行任員이 원회 설치

회사 는 제3자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다른 이사 는 

다른 집행임원도 당해 損害에 하여 連帶責任을 지도록 하고 있다(일본 신회사

법 §430).

Ⅲ. 韓國에 있어서 執行任員制度

1. 한국에서 집행임원의 개념 및 현황

1.1. 집행임원의 개념

1.1.1. 임원

개 株式會社에 있어서 회사의 業務를 執行하고 이에 따른 責任을 부담하는 

귀속주체를 任員이라고 한다. 임원은 직원과 구별되는 신분으로서 社長( 는 표

이사)을 포함한 이사  감사 는 이에 하는 직 를 말하며, 일부의 법률에서

14) 近藤光男, “執行役”, 民商法雜誌, 5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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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러한 의미로 임원의 범 를 정한 경우도 있다.15) 상법에서는 법문상 여기

기서 임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동법 §296, §312, §622, §630 등),16) 다른 

부분의 법률에서는 任員의 槪念에 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사

장(president)17) 내지 회장(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부사장(vice president), 
총무담당임원(secretary), 회계담당임원(treasurer) 등이 임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

다. 이  理事로서 登記任員의 경우에는 그 직 가 社長인 경우가 가장 많고, 다

음 執行任員의 경우 그 직 가 常務인 경우의 임원으로 악되고 있다.18)

한, 상장회사의 登記任員의 경우(사외이사  감사 제외) 사장, 이사, 회장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執行任員의 경우에는 상무, 상무보, 이사, 무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判例도 “증권회사의 任員이란 그의 행 가 증권

회사를 표하는 행 로 인정될 수 있는 理事나 監事를 지칭한다”라고 시한 

것이 있다(서울지법 1999. 5. 19. 선고 91노6166 결). 결국, 任員의 槪念에 

하여 상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각종 법률에서 개별 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인 바, 會社의 任員이란 ‘직원이 아니면서 회사의 業務執行에 한 意思決定과 

監督을 담당하는 사장, 부사장, 이사, 감사 등’이라고 할 것이다.19)

1.1.2. 집행임원

지 껏 會社法上 任員이라고 하면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理事(감사를 포함)로서 

등기부상에 등재된 者만을 말하 다. 그러나 1999년 社外理事제도가 도입된 후에

15) 예컨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서는 ‘금융기관의 理事, 監事
(감사위원회위원 포함)’, 정부투자기관 관리법 제11조에서는 ‘社長을 포함한 理事와 監
事’,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에서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 한국수출입은행
법 제8조에서는 ‘은행장, 전무이사, 이사 및 감사’, 한국산업은행법 제9조에서는 ‘총재, 
부총재, 이사 및 감사’를 각각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16) 위 조문들에 따르면, 任員이란 회사의 발기인, 이사, 감사, 기타의 임원 등을 말한다.
17) 과거 社長의 경우에는 理事의 자격을 요구하였으나 지금은 이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양동석, “執行任員의 役割과 法的地位”, 상장 , 한국상장회사협의회(2003), 163쪽; 원
동욱, “執行任員制度의 導入方案”, 경 법률, 한국경영법률학회(2006), 349쪽).

18) 보도자료, “2007년도 株券上場法人 경영인 현황”, 한국 상장회사협의회(2007), 5쪽 이
하(www.klca.or.kr).

19) 한편, 美國의 경우 1992년 3월 미국법조협회(ALI)가 제안한 ｢會社支配構造의 原則(prin-
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analysis and recommendation)｣에 따르면, 任員이란 ‘회사의 
주요업무집행임원(대표집행임원, 총무임원, 재무위원, 법률위원 및 회계임원 등) 이외 
회사의 정책결정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로서 임원으로 선임된 자’라고 하고 있다
(ALI 원칙 §1.30, §1.27 (a), §1.27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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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기이사와 非등기이사로 구분되었고, 非등기이사를 기업실무상 執行任員이라

고 칭하 다. 따라서 ‘회사는 등기된 이사가 아니면서 회사의 요한 업무를 수

행하는 지 에 있는 자’로서 執行任員을 설치⋅운용하게 되었다.20) 결국, 재 

執行任員에 하여 상법 등 법률에서 직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회사의 정 이

나 경 진의 운 규정 등 내부규율에서 執行任員에 한 규정을 두고 있는 실정

이다.21)

컨 , 上場會社 의회 “상장회사표 정 ” 제34조의 2(집행임원)에 따르면, 

“執行任員이란 등기된 이사가 아니면서 무이사, 상무이사 등에 하여 會社의 

業務를 執行하는 者”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한투자증권 “집행임원운 규정” 제

2조에 따르면, “執行任員이라 함은 직원이 아닌 자로서 임원에 하는 직무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22) 執行任員이라도 廣義의 ‘등기

이사를 포함(사외이사 제외)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와 狹義의 ‘등기이사가 

아니면서 업무담당이사에 하여 회사업무를 집행하는 자’가 있는 바, 주로 후자

의 경우가 논란의 상이 된다.

20) 정찬형, “한국 株式會社에서의 執行任員에 대한 연구”, 고려법학 제43호, 475쪽. 한편, 
日本의 경우에는 執行任員에게 주식회사의 理事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고, 회사법상 
각종 訴제기권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집행임원이 일반 회사의 이사와 동등한 지위에 있
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近藤光男, “執行役”, 民商法雜紙, 제4⋅5호(2002), 
516쪽).

21) 美國의 경우 執行任員제도는 기존 理事會제도에 대한 改革의 결과 등장한 것인데, 전
통적으로 미국會社法은 회사의 기관을 株主總會와 理事會로 구성하고 이사회를 회사
의 경영기관이자 업무집행의 감독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一元的 支配構造), 이사
회의 지위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Robert W. Hamilton, Corporate Governance in 
America 1950-2000, Major Changes But Uncertain Benefits, 25 Iowa J. Corp. L., 
(2000), pp.356∼358.). 한편, 日本의 경우에는 2002년 ‘商法特例法(주식회사 감사 등에 
관한 상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미국식 社外理事제도와 執行任員제도를 
채택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執行任員제도를 통하여 회사의 업무집행기능과 경영감독기
능의 분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의 ‘委員會 設置會社’에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株式會社에서 볼 수 있는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선임이 인
정되지 않음에 따라 執行任員 및 대표집행임원을 두어야 하며, 執行任員은 이사의 지
위에 있을 것이 요구되지 않으며 業務執行과 監督을 分離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사
를 겸임하지 않는다고 한다(양만식, “執行任員制度의 도입에 따른 支配構造論의 전개”, 
상사법연구, 215쪽; 원동욱, “執行任員制度의 導入方案”, 경 법률, 375쪽).

22) 기타 포항제철 정관 제46조(집행임원), 한국투자증권 ｢집행이사운영규정｣ 제2조 및 제
3조, 신한은행 ｢경영진운영규정｣ 제2조 및 제3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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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요기업의 임원 황

1.2.1. 집행임원의 황

술한 바와 같이, 한국의 경우 주요 上場會社의 任員으로서 執行任員에 하

여 법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회사의 정 이나 내부의 운 규정 등에서 非등기

임원으로 규정하여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0년  후반 기업환경의 격한 변

화에 응하여 기존 회사에서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한 意思決定機關인 理事會

의 구성원으로서 등기이사를 충원하기 보다는 오히려 업무집행기능을 수행하는 

非등기 執行任員을 통하여 企業經營의 효율성을 도모하려고 하는 경향에 있었

다.23) 최근에 국내 주요 上場企業의 任員 에서 등기의 임원과 非등기의 집행임

원의 비율은 략 4 6의 비율로 알려지고 있는 바(<표1>), 국내 회사  執行任

員의 수가 최 회사인 삼성 자의 경우 2007년 4월 재 무려 1,000여 명(2007

년 7월 한국상장회사 의회 보도자료(2007년도 주권상장법인 경 인 황): 823

명)에 육박하고 있다.24)

<표1> (등기, 집행)임원의 황

연도 

 인원수

구  분

2007년(675개 회사) 2006년(673개 회사)

인원수 비율

1회사당 평균

인원수 비율

1회사당 평균

인원수 증감 인원수 증감

등기

임원

이사 4,170 33.7 6.18 - 4,156 35.3 6.18 ▲0.01
감사 634 5.1 0.94 ▲0.02 651 5.5 0.96 ▲0.06
소계 4,804 38.8 7.12 ▲0.02 4,807 40.8 7.14 ▲0.07

집행임원 7,588 61.2 11.24 0.88 6,972 59.2 10.36 0.59
체임원 합계 12,392 100.0 18.36 0.86 11,779 100.0 17.50 0.52

(자료: www.klca.or.kr, 한국 상장회사 의회, 2007)

[주 : 년 비 1회사당 등기임원은 평균 0.02명 감소, 1회사당 집행임원은 평균 0.88명 증가]

23) 한국 상장회사협의회, “執行任員制度의 法制化에 관한 意見”, 2005, 2∼3쪽; 원동욱, 
전게논문, 349∼350쪽.

24) 양만식, “執行任員制度의 도입에 따른 支配構造論의 전개”, 상사법연구, 상사법학회
(2005), 180∼181쪽; 한국 상장회사협의회, “2007년도 주권상장법인 임원현황(보고)”, 
(2007. 7), 3쪽; 이밖에 非등기 執行任員의 실태에 관하여는, 강희갑, 社支配構造論 
(명지대출판부, 2004), 227∼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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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사외이사의 황

기업경 의 투명성을 한 社外理事制度의 도입은 실상 회사의 입장에서 경

상 의사결정의 지연을 래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 고, 이에 한 보완수단

으로서 집행임원이 출 하 다. 따라서 집행임원은 사회이사제도를 보완하는 수

단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오늘날 會社의 (등기)이사  社外理事가 차지하는 비

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표2>).25) 이는 증권거래법상 社外理事의 의무규정에 

따른 향으로 理事會의 監督機能을 강화하기 하여 주요 상장기업에서 사외이

사의 수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오늘날 기업들은 社外理事의 企業經營

에 참여확 를 통하여 이사회 운 의 개선에 극 나서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주요 상장회사의 경우 상근임원에 비해 非상근임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등기이사의 수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社外理事의 수는 增加하

고 사내이사의 수는 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의 근거라고 할 것이다.26)

<표2> 사외이사의 비율

구    분
주권상장법인 코스닥 상장법인 합  계

2007년 2006년 2007년 2006년 2007년 2006년

상회사 673 657 730 628 1,403 1,285

사외이사 1,554 1,504 1,139 934 2,693 2,438

1사당 사외이사 2.31 2.29 1.56 1.49 1.92 1.90

(자료: http: www.klca.or.kr, 한국 상장회사 의회, 2007)

2. 도입배경 및 도입의 필요성

2.1. 도입배경

이미 상법  증권거래법에서 채택된 理事會 심의 미국형 일원  경 리

체제는 業務執行과 經營監督의 분리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그 기 때문에 

執行任員제도에 의하여 執行任員에게 회사의 업무집행을 일임하고, 理事會는 업

무집행에 한 감독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27) 오늘날 경제 력개

25) 보도자료, “2007년도 주권 및 코스닥 상장법인 社外理事 선임현황 분석”, 한국 상장회
사협의회(2007), 2쪽 이하(www.klca.or.kr); 상법 제180조 제4호 및 제5호, 동법 제317
조 제2항 제8호 등 참조.

26) 양만식, “執行任員制度의 도입에 따른 支配構造論의 전개”, 181∼1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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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구(OECD) 회원국 등 주요 선진외국의 경우도 부분이 기업의 경 감독의 

기능을 보완하기 하여 국제통화기 (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등이 국

제  기 으로 권고하고 있는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고 있다.28)

특히, 美國의 경우에는 1950년 模範事業會社法에 따라 다수의 州회사법에서 

“회사의 업무는 理事에 의하여 執行(경 )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RMBCA §33). 그 지만, 이와 같은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무상으로 企業經營

은 (業務)執行任員이 처리하는 행이 있었다. 여기서 법규정과 실무 사이의 괴

리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理事會의 기능은 執行任員을 선임하고 이를 監督하는

데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던 것이다.29) 한국의 경우 2007년 商法改正案

에서도 理事會의 감독기능 강화와 회사의 신속한 업무집행 결정을 통한 경 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하여 執行任員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2.2. 도입의 필요성

기업의 業務執行에 있어서 大會社의 경우30) 증권거래법 등에 의하여 理事會를 

社外理事 심으로 구성하고, 이사회가 회사의 업무집행기 에 한 감독기능에 

충실하도록 하 다. 그런데 이사회가 업무집행기 에 한 감독기능(상법 §393

②)에 충실하도록 할 경우 업무집행기 (집행임원)을 감독기 (이사회)과 분리하

여 별도로 규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 업무집행기능(의사결정)을 부여

함으로써(상법 §393 ①)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31)

즉, 이사회의 투명성제고를 해 도입된 社外理事( 심)제도는 業務執行에 

한 監督의 효율성을 증 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회사의 업무집행을 더디게 하는 

결과를 래하 다32). 이에 따라 회사는 (등기)이사의 수를 축소함으로써 회사의 

27) 강희갑, “執行任員制度의 導入과 企業環境<모두발제>”, 한국상사법학회, 제25권 제4호
(통권 제53호)(2007), 24∼25쪽; 황근수, “2006년 會社法改正案의 內容과 향후의 展望”, 
기업법연구, 한국기업법학회, 제21권 제2호(2007), 211∼212쪽.

28) http://www.nanet.go.kr(국회전자도서관) 참조.
29) Melvin A. Eisenberg, “Legal Models of Management Structure in the Modern Cor-

poration Officer, Directors and Accounts”, California Law Review, Vol. 63(1975), 
p.391.

30) 여기에는 證券去來法 이외 金融관련특별법으로서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보험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법 등이 있다.

31) 이것은 理事會의 권한 중 業務執行기능(이사회의 회사업무에 대한 의사결정)과 監督기
능(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의 충돌이다(상법 §393(이사회의 권한)).

32) 최근 한국의 企業經營 실무에서는 社外理事(제도)가 기업의 業務執行에 대한 監督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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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에 지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종래 이사 신 회사의 정 이나 내

규 는 표이사에 의하여 선임된 執行任員에게 회사의 業務執行을 맡기게 되

었다. 집행임원제도의 도입과 련하여 논의가 진행된 것도 기업경 에 있어서 

효율성제고의 문제와 더불어 이사의 감독기능의 강화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

보가 그 핵심이었다고 할 것이다.33)

2.2.1. 이사회 감독기능의 강화

1998년 社外理事를 도입할 당시 사외이사의 獨立性 확보가 주요 과제 으

나,34) 작 에는 執行任員制度의 도입과 이에 따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80년  반에 미국식 理事會制度의 導入을 필두로 이후 상법과 

증권거래법에서 사외이사제도, 원회제도  감사 원회제도 등을 도입하면서, 

다른 한편 미국식 理事會制度 아래 회사의 업무집행에 있어서 경 과 감독기능

의 분리를 구 하는 執行任員制度(executive officer system)의 도입은 논의되지 

않았다. 결국 회사의 업무집행기능과 감독기능 사이의 분리를 제도 으로 구 하

지 못하는 문제 이 야기되었다.

번 商法改正案에서는 제408조의4(집행임원의 권한)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업

무집행을 理事會와 執行任員에게 맡기고 있는 셈이다. 그 다고 할지라도, 理事

會의 감독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미국식 執行任員制度를 導入함으로써, 회

사의 業務執行은 執行任員이 담당하고 理事會는 요한 기업의 경 략에 한 

意思決定과 업무집행에 한 監督機能만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회사의 업무집행

과 경 감독을 제도 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35) 이처럼 執行任員제도에 의해 

있어서 온당한 제구실을 못하는 것으로 인식 내지 평가되고 있다(2007년 4월 KBS방
송보도자료).

33) 특히 이에 관한 내용은, 염미경, “執行任員制度의 導入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제29
권, 단국대 법학연구소(2005)가 자세하다.

34) 이에 관한 자세한 內容은, 원동욱, “社外理事의 獨立性 강화방안”, 안암법학, 제24호, 
안암법학회(2007); 정찬형, “社外理事制度의 개선방안”, 고려법학, 제4호, 고려대법학연
구소(2003); 안택식,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社外理事制度의 개선방안”, 상사법연구, 
제21호, 한국상사법학회(2002) 등 참조.

35) 한편, 금번 상법개정안 제408조의4(집행임원의 권한)에서는 理事會의 業務執行權도 동
시에 인정하고 있다(이 밖에 執行任員制度에 대한 학계의 다양한 論議에는, 강희갑, 
“株式會社의 경영감독⋅ 감사 및 감사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2); 양동석, “任員制度導入에 따른 법적문제”, 상사법연구, 제20권, 한국상사법학회
(2001); 김문재, “非등기임원의 법적지위”, 상사 례연구, 제16집, 한국상사판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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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업무집행기능과 경 감독기능을 분리한 것은 企業支配構造의 透明性을 

강화하고 동시에 社外理事제도를 보완하는 책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집행임원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理事會는 감독기능만을 담당하게 됨으

로써 기존 監査委員會의 지 가 불분명해지는 이 있으며, 이들과 執行任員과의 

계가 문제된다. 집행임원에 하여 정규이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상법개정안

에 따라 會社의 理事에 용된다(개정안 §408의9). 이 게 볼 때 執行任員에 

하여는 회사의 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 에서 업무집행에 한 한 이사회와 

한 계가 있으며, 이사회 내 委員會(§393의2)에 있어서와 동등하나 별개의 

독자 인 기 (organ)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36) 이는 회사의 업무집행과 련하

여, 1999년 상법개정에서 이사회의 활성화, 능률화, 문화 등을 하여 도입된 

이사회 내 각종 委員會37)와 새로 도입될 執行任員과의 계에 있어서도 기 별 

독립성과 자율성의 확보  책임의 명확화를 한 차원에서 타당할 것이다.38)

한, 회사의 업무집행기능과 업무감독기능을 분리하여 意思決定의 透明性을 

제고하는 것은 오늘날 企業支配構造(corporate governance)에 있어서 세계 인 추

세라고 할 수 있다.39) 회사 내 별도의 감독기 이 존재하지 않은 미국식 一元的 

경 구조(one-tier system) 아래서도 理事會에서 社外理事의 비 이 높아질수록 회

사의 業務執行은 최고경 자(CEO)를 비롯한 任員들이 행하고 이사회는 최고경

자 내지 집행임원에 한 감독에 치 함으로써 이사회 내 기능의 분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달리, 회사 내 理事會(Vorstand)와 감독기 인 監事會(Aufsichtsrat)

가 별도로 존재하는 獨逸式 二元的 경 구조(two-tier system) 에서는 감사회는 

경 을 담당하는 이사회의 임면권을 가지지만, 회사의 업무집행에는 직  여하

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40)

(2004); 同, “執行任員制度의 수용에 관한 법적과제”, 기업법의 신 개, 박진태 교
수 화갑논문집(2003); 정찬형, “株式會社의 支配構造와 권한의 분배”, 상사 례연구, 제
16집, 한국상사판례학회(2004); 원동욱, “株式會社 理事의 기능변화에 따른 執行任員制
度의 도입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2005) 등 참조.

36) 박진태, “감사위원회제도의 입법적 과제”, 정책연구 0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2002), 
36∼37쪽.

37) 홍복기, “理事會와 그 委員會”, 상장 , 춘계호(1999), 52쪽.
38) 前田庸, “商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要綱の解說”, 商事法務, 제1623호, 상사법무연

구회(2002), 17∼19쪽.
39) 홍복기, “株式會社에 있어서 執行任員制度의 導入과 그 과제”, 상사 례연구, 제19집, 

한국상사판례학회(2006), 93∼94쪽.
40) 또한, 독일의 경우 二元的 경영구조 아래 원칙적으로 집행임원에 대한 개념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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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사외이사제도의 보완수단

외환 기 이후 기업경 의 透明性을 제고하기 하여 증권거래법 등에 따라 

上場會社에 도입된 社外理事제도는 그 운 상 문제 을 야기하 다. 기업들은 社

外理事의 수를 最小化할 目的으로 등기이사의 수를 폭 축소하 던 바,41) 이는 

사외이사의 수가 증가함에 따른 기업의 비용부담, 기업경 에 한 의사결정의 

지연, 기업정보의 외부유출 등에 한 우려 때문이었다. , 기업은 등기이사를 

이는 동시에 정 이나 회사내규 등에 의해 執行任員(非등기임원)을 두어 과거 

등기이사가 수행하던 職務를 擔當하게 하고, 보수  기타 각종 우를 등기이사

에 하여 운 하여 왔다. 이와 같은 執行任員制度는 기 은행 등 융기 을 

심으로 도입되었으나, 재는 기존 사외이사제도의 보완수단으로써 부분 상

장회사에서 도입하여 활용되고 있다.42)

2.2.3. 업무집행자의 법 책임 강화

執行任員은 실무상 주요 大企業에서 어도 체임원의 過半數를 차지할 정도

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는 종래 (등기)이사에 상응하는 권한

을 행사하면서도 상법상 근거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법  지 나 權限 내지 그 

責任  任期 등에 있어서 많은 問題點이 발생하 다.43) 회사의 정 이나 내규 

등에서 집행임원에 해 규율하고 있는 사항도 회사와 집행임원 사이 내부 계

를 규율하고 있을 뿐(집행임원의 선임 차, 임기  보수결정 등) 외 인 권한

이나 책임 계에 하여는 규율하지 않았다. 따라서 企業의 責任經營의 확립을 

하여 非등기임원  주요임원에 하여 이사와 마찬가지의 직무권한 부여  

이에 따른 책임추궁의 근거를 법 으로 명확히 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理事會는 정관의 규정이나 기타의 다른 정함이 없는 한 會社의 業務執行權과 
재판상 또는 재판 이외의 행위에 대한 代表權을 모든 理事가 共同으로 행사한다(정부
제출안, “商法 一部改正法律案”, 139쪽).

41) 한편, 이에 대하여는 ‘급변하는 企業의 경영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理事會를 簡素化
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추구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른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정부제출안, “商法 一部改正法律案”, 143쪽).

42) 2007년 4월 현재 株券上場法人의 전체임원(총 12,392명) 중 등기임원은 4,804명, 執行
任員은 7,588명으로 등기임원 38.8%에 비해 執行任員 61.2%로 집행임원의 비율이 월
등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보도자료, “2007년도 주권상장법인 경영인 
현황”, 2쪽). 

43) 다만, 상법 제401조의 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의 규정에 따라 執行任員의 責任을 
물을 수는 있다(동법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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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업무집행자의 법 지 의 명확화

회사의 (등기)이사는 會社와 委任關係(상법 §382 ②)에 있기 때문에 회사는 언

제든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등기이사와 같이 활동하는 (執行)任員에 

하여 례는 그 지 를 임계약에 의한 임원이 아닌 고용계약에 의한 勤勞者로 

보는 입장이다.44) 이로써 회사가 (執行)任員을 업무실 부진 등의 이유로 해임할 

경우 노동법상 부당해고라고 하여 회사와 임원 사이 분쟁이 야기되었고, 한 기

업에서는 해당임원의 任期를 1년으로 정하고 임기만료 때 해임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바, 이는 (執行)任員들로 하여  단기실 에 집착한 나머지 기업의 경 계

획의 수립과 집행에 방해가 되는 부작용을 낳는다. 장차 執行任員의 도입운용에 

하여 그 地位나 任期 등을 명확히 하고 登記함으로써 안정  경 활동과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회사  제3자에 한 손해를 담보할 필요가 있다.45)

Ⅳ. 向後의 運用方向

1. 서언

오늘날 企業의 業務執行에 한 조직체제개 의 움직임은 기업 계에 있어서 

경제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경 략의 신속과 합리 인 경 단  사업의 효

율  수행이 건이다. 향후 한국에 있어서 執行任員制度의 도입  운용과 련

한 企業의 支配構造는 기업의 업무집행은 執行任員에게 임하고 그에 한 감

독은 理事會가 맡는 독일식의 계층  이원구조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계

층  이원구조를 본받아 기업의 신속하고 효율 인 業務執行과 이에 한 監督 

내지 監視의 충실화를 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46)

한편, 지 껏 상법상 理事와 監事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이사(회)와 감사가 

상호 병렬 으로 존재하는 수평  이원구조가 실무상으로 유지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선진외국의 계층  이원구조의 격한 도입은 기업의 지배구조에 충격

이 아닐 수 없는 바, 기업법제의 발 을 하여 先進外國의 法制를 연구하는 것

44) 대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대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등.
45) 권성환, “執行任員制度의 導入에 관한 법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2007), 

73-74쪽.
46) 양만식, “執行任員制度의 도입에 따른 支配構造論의 전개”, 222-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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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韓國法制와 정합성  기업실무상의 의식변화도 염두하

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한국에서 執行任員制度의 도입운용과 련한 企業의 支

配構造改革은 수평  지배구조를 유지하면서 효율 인 업무집행과 더불어 감독

기능의 강화를 모색해 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집행임원의 도입범위

2.1. 상회사의 범

한국에서 企業의 支配構造는 독일식 二元주의(two-tier system)를 원칙으로 하

면서, 미국식 一元주의(one-tier system)에 근하는 이른바 혼합형 기 구조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회사의 업무집행을 담하는 執行任員제도를 도입하는 목  

 하나가 理事會의 監督機能의 강화를 한 것인 바,47) 어느 회사에 설치하도록 

할 것인가가 우선 문제된다. 회사의 규모가 이사회의 의사결정권과 업무집행권을 

분리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 商法上 이사가 1

인 는 2인이고 자본 이 5억원 미만의 회사의 업무집행은 理事가 하고, 그 감

독은 株主總會에서 행하므로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이 부 합하다(상법 §383 ①).

따라서 執行任員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근본취지가 회사의 業務執行과 監督

을 분리하여 업무집행권은 집행임원에게 두고, 이에 한 理事의 監督權을 강화 

내지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이에 맞게 회사의 업무집행과 감독기 이 분

리되어 감사 원회가 설치될 필요가 있는 大規模會社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그 다고 할지라도, 상법상 감사 원회제도에 하여 일정규모 이하의 會社

도 定款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 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볼 때, 소

규모의 회사라도 각 회사의 선택에 따라 집행임원(제도)을 두는 것은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415의2 ①②).48)

47) 즉, 이사회의 회사에 대한 집행기능 중 의사결정권과 업무집행권을 분리하여 의사결정
권 중 중요사항은 이사회가 행사하되, 일부 의사결정권과 업무집행권은 執行機關(임원)
에 위임함으로써 理事會는 집행기관을 監督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고자 한 것이다(이른
바, 계층적 二元주의구조(Steven N. Kaplan, Corporate Governance and Corporate 
Performance: A Comparison of Germany, Japan and the U.S., Comparative Corporate 
Governance (1997), pp.201-202)).

48) 여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영미, “執行任員制度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
대학교(2006), 63-6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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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사회의 독립성제고

執行任員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건실한 기업경 을 해서는 理事會의 獨立性

제고가 무엇보다도 실한 문제인 바, 이사는 집행임원과 독립하여 업무집행을 

하게 감독함으로써 理事會의 監督機能이 본래의 목 에 합당하게 행사되도

록 해야 한다. 이 경우 理事會가 집행기 으로부터 獨立的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회는 독립성이 강한 社外理事를 심으로 구성할 수 있는 기업의 여건마련이 

필요하다.49) 美國에서는 규모공개회사 그리고 日本에서는 원회 설치회사(한
국의 상법개정안 ‘執行任員 設置會社’)에만 執行任員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상법상 일정한 회사의 기 을 정하고, 이 기 에 해당

하는 會社가 스스로 執行任員제도의 도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하다.50)

여기서 일정한 기 에 해당하는 회사와 련하여, 어도 理事가 집행임원과는 

독립하여 업무집행을 監督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청되는 바, 社外理事(제도)
를 채택하고 있는 會社에 하여 집행임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사

가 사내이사만으로 구성된 회사의 경우에는 집행임원제도의 의의가 없다고 할 

것이다.51) 한편, 1인 는 2인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는 회사라도 집행임원을 두

도록 하는 것 한 집행임원의 업무집행에 한 이사회의 효율 인 감독에 어려

움이 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3. 집행임원의 법적지위

3.1. 회사와의 계

執行任員의 法的地位에 하여 회사와 이사의 계처럼 理事會에서 委任하는 

업무집행에 한 의사결정권과 업무집행권을 행사하는 지 를 감안할 때 委任關

係로 볼 것이다(개정안 §408의2 ②). 따라서 執行任員의 지 를 회사에 한 수

임인으로 보고 理事의 지 에 準하는 것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52) 한편, 지

49) 정찬형, “株式會社의 支配構造에 관한 商法改正의 방향”, 2005년 춘계학술 회자료집, 
한국경영법률학회(2005), 5쪽; 권성환, “執行任員制度의 導入에 관한 법적 연구”, 76-78
쪽.

50) 정부제출안, “商法 一部改正法律案”, 144쪽.
51) 전영미, “執行任員制度에 관한 연구”, 63쪽.
52) 예컨대 신한은행의 경우 경영진 운영규칙에서는 執行任員으로 선임된 자는 ｢위임계약

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동 규칙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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껏 執行任員에 하여 상법 등 법률상의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회사와의 계

에서 그 지 ( 임 계인지 는 고용 계인지)나 권한, 의무  책임 등에서 많

은 法律上의 問題를 야기하 고,53) 判例는 “執行任員이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등기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임원의 지 는 임계약에 

의한 임원이 아니라 雇傭契約에 의한 勤勞者”라고 시하 다.54)

이제 執行任員제도의 도입에 따라 집행임원을 겸하는 사내이사가 있을 수 있

고, 회사의 代表理事의 지 는 없어져 執行任員이 代表理事의 지 를 신한다. 
이는 상법상 회사의 업무집행기 은 표이사이지만, 통상 이사(업무담당이사)에
게도 업무집행권을 부여해 온 것을 볼 때 타당하며, 한 ( 표)집행임원에 하

여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회사의 표이사에 한 규정을 용하기 때문이

다(상법 개정시안§408의5). 따라서 기존 표이사에 의하여 행사되던 회사의 업

무집행권과 외 인 표권은 집행임원이 행사하게 되며, 2인 이상의 집행임원

이 있을 경우 代表執行任員을 선임하여야 한다. 한 기존 표이사와 마찬가지

로 표집행임원이 理事會議長을 겸임할 수 있는가도 문제된다. 代表執行任員이 

理事인 경우 이사회의장을 겸할 수도 있겠으나, 집행임원의 도입취지가 업무집행

에 한 理事會[ 는 사외이사]의 獨立的인 監督機能을 강화하기 한 것이라고 

볼 때, 집행임원의 이사회에 한 향력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執行任員이 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경우 표집행임원이 이사회의장을 겸

임하는 것을 제한하고, 다른 이사 에서 이사회의장을 선임하는 것이 집행임원

제도의 취지에 맞다고 할 것이다.55)

3.2. 임원회의 제도

社外理事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정 의 규정을 통해 이사회로부터 

53) 예를 들면, 執行任員이 실적부진 등 이유로 회사로부터 解任된 경우 집행임원은 고용
계약에 의한 근로자라는 주장을 내세워 법원에 부당해고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
았다.

54) 이는 기업실무에서와 상반된 입장으로써, 會社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힘든 불합리한 
판결이라고 하여 문제점을 제기함과 동시에 立法的으로 解決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대
판 2003. 9. 26. 선고 202다64681; 대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법무부 법무심
의관실, “會社法 改正試案의 主要內容”, 공청회자료(2006. 7), 4-6쪽).

55) 이 부분은 이사회의 업무감독기능의 강화라는 입법취지를  반감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향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408의5)(정부제출안, 
“商法 一部改正法律案”, 1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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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권한을 임받아 意思決定을 하는 任員會議제도를 두고 있다. 이것은 사외

이사 심의 이사회 운 에 따라 수시로 발생하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한 의사

결정에 신속하게 응하기 한 방안의 하나로 설치한 것이지만, 여기에 常勤理

事는 물론 非등기임원도 참여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만약 집행임원이 참여하는 

任員會議에 이사회의 권한사항을 재차 委任하는 것은 집행임원제도의 취지에 어

난다. 따라서 사외이사를 제외한 社內理事들로 구성된 이사회 내 委員會의 하

나로써 執行委員會(executive committee)를 설치하여 이사회에서 임된 사항에 

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해 집행임원제도

를 도입한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56)

3.3. 겸직의 가능성

회사의 이사가 執行任員의 지 를 겸직할 수 있는가도 문제된다. 재 한국의 

기업 실에서 理事와 執行任員의 겸직을 허용할 경우 理事會의 監督機能이 약화

될 우려가 있어 허용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57) 미국, 일본에서와 같이 겸직

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58) 理事會의 監督機能에 한 효율성은 이사회의 

구성원  社外理事의 비율과 그에 한 獨立性의 보장이 요한 것이지, 일부 

이사가 집행임원의 지 를 겸직한다고 하여 약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

다.59) 오히려 회사의 理事會는 경 자에 한 감독기능과 략  경 기능을 수

행하는 측면에서 볼 때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執行任員의 地位를 겸하는 이사

의 역할이 요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4. 집행임원의 선임과 해임 및 임기

4.1. 선임

理事會는 執行任員을 선임할 권한을 가지며,  집행임원의 주요 직무  경

56) 예컨대 국내 대기업인 S기업의 경우 정관 제28조의3에 따라 이사회 이외 社內理事 중
심의 ‘經營委員會’를 설치하여 회사의 業務遂行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안에 대하여 심
의하고 意思決定을 하도록 하고 있다.

57) 차대운⋅정쾌영, “執行任員制度의 도입 필요성과 입법론적 과제”, 상장 , 160쪽.
58) 원동욱, “집행임원제도의 도입방안”, 353쪽 이하.
59) 美國의 경우 社內理事가 다수인 理事會는 회사의 전략적 경영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

하고, 社外理事가 다수인 理事會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한다면 경영자에 대
한 감시기능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한다(Lynne L. Dallas, The Multiple 
Roles of Corporate Boards of Directors, 40 San Diego L. Rev.(2003), pp.78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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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하여 監督할 권한을 갖는다. 개 선진외국의 경우에도 理事會의 결의

에 따라 執行任員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定款에 의해 株主總會

가 선임하도록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否定說의 입장은 이사회의 집행임원에 

한 감독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를 부정한다. 肯定說은 理事會에 

의한 執行任員의 선임은 결국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에 의한 선임이기 때문

에 株主總會에 의한 간 선임이라고 보며, 주주총회에서 집행임원을 직  선임할 

경우 주주총회의 의사가 직  반 될 수 있어 더욱 효율 이라고 한다.60) 이때 

이사의 선임을 株主總會에서 결정한다고 할지라도 집행임원에 한 이사회의 감

독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그 후보자는 理事會에서 추천하는 者에 한정할 필

요가 있다.61)

그 다고 할지라도, 理事會의 집행임원에 한 選任權은 執行任員의 업무집행

에 한 監督차원에서 요한 수단인 것이며, 이를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하

는 것은 어떻든 이사회의 감독권을 약화시킬 염려가 다분히 있다. 따라서 執行任

員制度 도입의 주된 目的이 理事會의 경 진에 한 監督機能을 강화하기 한 

것이므로, 執行任員에 한 監督의 효율성  통제수단, 나아가 오늘날 기업경

의 신속성차원에서 볼 때 理事會의 권한사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

다.62)

4.2. 해임

執行任員의 解任과 련하여도 理事會의 결의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株主

總會에서 결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해임은 理事會의 업무집행의 監督에 

한 명백한 효과로서 나타난다고 볼 때 선임의 경우와 다르게 으로 이사회에

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된다고 할지라도 

표이사의 독단 인 의사로서 해임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밖에 이사회의 결의

60) 양동석, “執行任員制度의 도입에 따른 법률문제”, 상사법연구, 117쪽; 한송희, “집행임
원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2005), 96쪽. 이밖에 執行任員에 관한 
자세한 법적 이론구성은, 元本伸, “商法からみた執行役員(上), (下)”, 執行役の法理 
(1998) 참조.

61) 정쾌영, “執行任員制度의 導入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22권 제5호, 한국상사법학
회(2003), 99쪽.

62) 정찬형, “한국 株式會社에서의 執行任員에 관한 연구”, 46쪽; 차대운⋅정쾌영; “執行任
員制度의 도입필요성과 입법론적 과제”, 158쪽; 원동욱, “執行任員制度의 導入方案”, 
388쪽; 전영미, “執行任員制度에 관한 연구”, 67쪽; 상법개정안 §408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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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執行任員의 선임과 해임은 거래안  내지 이해 계인의 신로보호를 

하여 登記하여야 할 것이며, 기본 인 입장에서 볼 때 會社와 執行任員의 계는 

委任 용의 계약 계이므로 집행임원의 임무는 契約關係의 終了에 의하여 소멸

하는 것이 원칙이다.

4.3. 임기  보수

執行任員의 任期에 하여는, 이사회의 감독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理事의 任期

보다 장기인 것은 부당한 면이 있다. 美國, 日本에서는 부분 1년으로 하고 있

는데(취임 후 1년 이내의 최종결산기에 한 주주총회가 종결된 후 최 로 개최

되는 이사회의 종결시), 執行任員은 회사업무에 정통하고 회사의 요사항을 독

하는 지 에 있기 때문에 취임 이후 업무에 응기간이나 업무수행의 연속성 

등을 감안하여 1년은 다소 짧은 감이 있다. 따라서 회사의 이사에 한 임기범  

내에서 2년 정도가 당하다고 본다(상법 개정안도 2년을 과하지 못하도록 하

고 있음(§408의3)).63)

한, 집행임원의 보수문제는 회사의 定款 는 株主總會에서 그 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理事會가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執行任員

의 지 를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理事에 하는 委任關係로 볼 때 이러한 견

해가 더욱 상법에 부응하는 결과가 된다.64) 물론 이를 정 이나 주주총회에서 정

한다고 할지라도 이사회의 심의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여기서 이사회의 의견반

은 충분할 것이다.

5. 집행임원의 권한과 의무 및 책임

5.1. 집행임원의 권한

執行任員은 회사의 業務執行을 할 뿐만 아니라 理事會에서 委任한 사항에 

63) 한편, 先進外國의 경우 1년, 2년 또는 5년 등 다양하게 인정되고 있으며, 심지어 종신
계약이라 할지라도 특수한 상황에서는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자세한 내용은, 허인, 
“執行任員제도의 導入方案에 관한 법적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2005), 
89쪽 이하).

64) 상법은 會社와 株主의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사의 보수결정에 대하
여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바, 定款 또는 株主總會의 결의로서만 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388), 기업실무상 정관보다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보수를 정하는 
사례가 많다(대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대판 1992. 12. 22. 선고 92다
2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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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意思決定을 한다(상법 개정시안 §408의4). 그 다면, 어느 정도 範圍의 意思

決定權을 집행임원의 권한으로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되는 바, 이에 하여 일률

인 기 에 따라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당해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하

여야 할 것이다. 행 商法에서는 이사회의 고유한 결의사항만 규정하고 기타의 

경우는 개별기업의 정 규정에 따르고 있는 것을 볼 때, 定款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執行任員의 권한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65) 이는 최근 회사정 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의 권한의 범 와 련하여, 법령 는 정 의 규정과 비명

시  특별한 사항 이외 일체의 업무집행사항을 이사회의 권한사항으로 넓게 인

식하는 측면에서 볼 때 합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66)

5.2. 의무  책임

집행임원의 義務와 責任에 하여는 개정법률안 제408조의9( 용규정)에 규정되

어 있다. 즉 執行任員의 義務에 하여 집행임원은 회사와 委任關係에서 볼 때 선

량한 리자의 주의의무(民 §681)를 지며, 상법상 이사에게 인정되는 충실의무

(§382의3)도 인정된다. 나아가 회사의 이사에게 인정되는 경업피지의무(§397), 자기

거래 지의무(§398)뿐만 아니라 이사의 비 유지의무(§382의4)  보고의무(§393 

③) 등과 같은 商法上의 規定은 집행임원에게도 용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執行任員의 責任은 이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會社에 한 책임과 第3者에 한 

책임으로 구분된다. 집행임원이 회사의 業務를 執行함에 있어서 회사 는 제3자

에 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損害賠償責任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

라서 이사의 책임과 련된 상법 제389조( 표이사), 제399조(회사에 한 책임) 

 제401조(제3자에 한 책임),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등의 책임) 등 규정을 

執行任員에게 準用하여야 할 것이다. 한 기왕에 집행임원의 회사에 한 地位

를 委任 계로 본다면, 회사의 신주발행시 이사와 연 하여 자본충실책임을 부담

65) 현행 상법상 理事會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335의2 및 3(주식양도의 승인
청구 및 상대방의 지정청구), §360의9 및 §360의10(간이주식교환 및 소규모주식교환), 
§393(이사회의 권한), §397 및 §398(경업금지 및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447 및 
§447의2(재무제표의 작성 및 영업보고서의 작성), §527의2 및 §527의3(간이합병 및 소
규모합병), §530의11(준용규정) 등)은 業務執行에 관한 중요사항이므로 집행입원제도가 
도입된 회사라도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된다.

66) 대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대판 1997. 6. 13. 선고 96다48282 등. 더욱 자세
한 내용에 관하여는, 권기범, (제2 ) 現代 社法論,, 721∼726쪽; 최기원, (제11 정 ) 

新 社法論(박영사, 2001), 562∼564쪽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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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428 ①).

그런데 등기의 執行任員에게 理事에 하는 의무와 책임을 부담시키는 경우 

이러한 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종래와 같은 非등기의 집행임원을 다시 선임

할 가능성 한 문제가 된다. 즉 理事會에서 선임하는 임원  一部만 執行任員

으로 登記 할 경우에는 다시 비등기의 집행임원이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등기해야 할 집행임원의 범 를 일정한 한도로 직 제한을 둘 필요가 있

을 것이다.67)

5.3. 무과실책임의 인정여부

한편, 회사의 이사에게 인정되는 無過失責任을 執行任員에게 부담시킬 것인가

에 하여는 견해가 갈리고 있지만, 執行任員은 會社의 業務執行을 담하는 지

, 최고경 자(CEO)로서 집행임원의 權限增加  최근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경 진의 權限擴大 등을 볼 때 책임경감에는 신 을 기할 일이다.68)

상법 改正案에서는 집행임원의 회사에 한 책임은 故意  過失에 따른 법령

이나 정 반의 행  는 임무해태를, 제3자에 한 책임은 故意  重大한 過

失로 인한 임무해태를 각각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이 경우 다른 집행임원⋅이사 

는 감사에 하여도 連帶責任을 규정하고 있다(同 시안 §408의8). 다만, 집행임

원의 無過失責任의 인정여부에 하여는, 사외이사와 더불어 구성된 이사회의 감

독기능의 강화와 더불어 회사의 업무집행에 한 신속성의 차원에서라도 이를 

否定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기타 執行任員의 報酬에 하여는 정  는 주주총

회에서 그 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理事會가 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 이라고 

생각된다.69)

67)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경우 기업실무상 執行任員의 범위를 실제 業務執行의 決定權限
이 부여된 상무보까지 인정하고 있다(정부제출안, “商法 一部改正法律案”, 145쪽).

68) 원동욱, “執行任員制度의 導入方案”, 경 법률, 390∼391쪽(긍정설과 부정설에 관하여
는, 차대운⋅정쾌영, “執行任員制度의 도입 필요성과 입법론적 과제”, 상장 , 164쪽; 
양동석, “執行任員制度의 도입에 따른 법률문제”, 상사법연구, 179쪽 등 참조). 상법 
개정시안에서는 故意 및 過失責任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제3자에 대한 손해는 重大한 
過失을 요건으로 하여 다소 완화하는 입장에 있다(개정시안 §408의8).

69) 한편, 집행임원의 보수를 株主總會의 결의사항으로 하여야 한다거나 이사회의 감독기
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理事會의 결의사항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처
럼 일률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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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한국은 외환 기(IMF)를 겪으면서 국제  흐름에 따라 기업 련법 분야에 많

은 변화가 있었다. 기업 련법 분야에서 핵심 인 것은 企業의 支配構造와 련

하여 기업경 의 투명성제고  재무의 건 성을 확보하기 하여 理事會의 監

督機能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당시 한국에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국제기 에 맞게 

조정하고자 도입된 것이 社外理事제도, 이사회 내 委員會제도  監査委員會제도 

등인데, 이와 련된 제도에 하여 충분한 사  검토 없이 도입된 결과 많은 불

합리를 야기하 다.

기업경 의 透明性을 보장하기 하여 도입된 社外理事제도(증권거래법 §191

의16)는 법에 의하여 의무화되고 그 수를 규제함에 따라 개별 회사에 합한 사

외이사를 선임할 수 없는 상장회사 등은 社外理事의 수를 최소화할 목 으로 (등

기)이사의 수를 축소하고, 정 이나 내규에서 규정한 非등기이사(任員)에게 회사

의 업무집행을 맡겼다. 따라서 기업경 의 透明性제고와 株主의 利益保護를 하

여 도입된 社外理事제도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련한 문제들을 야기하 고, 그 

결과 상법에서 알지 못하는 執行任員제도가 활용되었으나 그 법 지 나 권한 

 책임 등에 있어서 문제가 노출되었다. 즉 과거 社內理事가 담당하 던 직무를 

非등기의 (집행)임원이 담당하게 되었고, 어떠한 법률  근거 없이 (등기)이사에 

하는 권한과 우를 받았음에도 법 책임에 자유로울 수 있어 문제시 되었다. 

理事會의 監督機能을 강화하기 하여 도입된 社外理事제도의 불합리를 보완하

는 차원에서, 장차 執行任員제도의 導入은 회사의 業務執行을 執行任員에게 맡기

고 理事는 업무집행에 한 요한 정책결정과 경 의 監督機能만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문성을 확보함은 물론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강

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70)71)

執行任員제도의 導入에 있어 운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집행임원의 

導入範圍와 련하여, 어느 규모의 회사에 설치하도록 할 것인가는 상법상 일정

70) 원동욱, “執行任員制度의 導入方案”, 경 법률, 395쪽; 정찬형, “한국 株式會社에서의 
執行任員에 대한 연구”, 62쪽; 양만식, “執行任員制度의 도입에 따른 지배구조론의 전
개”, 상사법연구, 226쪽 등.

71) 이에 대하여 이사회가 감독기능만 담당하게 됨으로써 회사 내 監事委員會의 地位가 
불분명해지는 점이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한 더욱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
다(정부제출안, “商法 一部改正法律案”, 1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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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의 기 을 정하고 이 기 에 해당하는 會社가 執行任員제도의 도입여부

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② 집행임원의 法的地位와 련하여 볼 

때, 집행임원은 회사와 이사의 계처럼 理事會에서 委任하는 업무집행에 한 

의사결정권과 업무집행권을 행사하는 지 에 있기 때문에 會社와 委任關係로 보

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執行任員의 地位를 회사에 한 受任人으로 보고 理事

의 지 에 準하는 것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상법 개정안 §408의2 ②).

③ 집행임원의 業務執行에 더하여 어느 정도 範圍의 意思決定權을 집행임원의 

권한으로 인정할 것인가도 문제된다. 이는 일률 인 기 에 따라 정할 수 없고 

당해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할 것인 바, 商法에서 이사회의 고유한 

결의사항만 규정하고 기타 경우는 개별기업의 정 의 규정에 따르며, 定款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집행임원의 권한사항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執
行任員의 경우 회사의 業務執行할 뿐만 아니라 理事會에서 委任한 사항에 하

여 意思決定權을 가지기 때문에, 이사와 마찬가지로 집행임원이 회사의 業務를 

執行함에 있어서 회사 는 제3자에 해 손해를 가한 경우 損害賠償責任을 부

담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주제어: 상법, 이사회, 사외이사, 집행임원, 업무감독, 업무집행권, 의사결정권

투고일 2008. 4. 16   심사완료일 2008. 6. 14   게재확정일 2008.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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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ecutive Officer System and Legal Problems 
in Korea

Keun Soo Hwang
*

72)

Recently, the revised Commercial Law plan has been introduced in National 

Assembly (repealed automatically by term expiration, 2008). The korean law 

would have introduced Executive Officer System related to corporate governance. 

In a word, the purpose of this action is to enforce Board of Directors’ System 

(in particular, the Roles of Outside Directors and Audit Committee) in 

Corporation. These measures were introduced on securities law and commercial 

law in Korea (1999∼2002). However, the effect in korean corporation resulted in 

inappropriate parts.

The Outside Director (Korean Securities and Exchange Law §191.16) 

introduced to improve corporate management is compulsory and restricted about 

the numbers. In this reason, each corporation scaled down the number and 

registered Directors did  less and less in Board of Directors. So the business 

execution of Corporation has been charged of Executive Officers on the basis of 

the articles or regulation in corporation.

The corporations have made use of Non-registered Executive Officers’ System 

not well-known in korean commercial law, many questions in  corporation were 

exposed in forms of legal status, authority and liability etc. Therefore, we in 

Korea must introduce Executive Officers System, enforcing the Outside Officers’ 

independence & profession, and also supervision to board of directors in the 

future.

I propose application of Executive Officers’ System in the followings. ① 
About the scope of introduction on Executive Officers, korean Commerci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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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uld regulate the criterion about definite corporations (besides, each 

corporation’s choice). ② Relating to the status of Executive Officers, generally 

we would regard them as Directors (revised Commercial Law Plan §408.2 ②). 

So, they hold Quasi-director’s Status because of there being authorities on 

decision-making and exercising it in business execution.

Furthermore, ③ it is questioned on decision-making scope of Executive 

Officer’s Authority. Not making a decision uniformly, the law would regulate it 

according to each Corporate Circumstances. ④ Executive Officers exercise 

business execution and have decision-making authority mandated from board of 

director, so I think that necessarily Executive Officers charge with the 

Corporation and the Third-Party in the same place of the corporate directors.

Key words: Commercial Law, Board of Director, Outside Officer, Executive 

Officer, Business Supervision, Business Execution Authority, 

Decision-Making Author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