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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09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영국에서 기관투자자들은 주요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회사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여 주인 없는 회사를 초래하였다고 비판

받았다.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여 FRC(재무보고위원회)는 2010년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였다.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준수 또는 설명’ 방식으로 기관투자자

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꾀하는 연성규범이다. 기관투자자

들은 코드에 가입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코드에 가입한 기관투자

자들은 코드가 정한 원칙 또는 지침 중 어떤 원칙 또는 지침을 준수할 것인지를 선

택할 수 있고, 준수하지 않기로 한 원칙 또는 지침에 대해서는 준수하지 않는 이유

에 대해 의미 있는 설명을 할 것이 요구될 뿐이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모니터링, 투자대

상회사에 대한 관여, 의결권 행사와 같은 스튜어드십 활동과, 그들의 스튜어드십 정

책 및 활동의 공개를 통해 스튜어드십 책임을 이행한다. 요컨대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에게 투자대상회사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을 권하고 있다. 영국 스튜

어드십 코드에 의하면, 스튜어드십은 투자대상회사의 장기적 성공을 추구함으로써

궁극적인 자금제공자의 번영을 추구하고, 효과적인 스튜어드십은 투자대상회사와

투자자 그리고 경제 전체에도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한다.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

정 이후, 많은 국가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코드가 제정되

었다.

한편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정한 스튜어드십 책임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불

분명하다. 스튜어드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관투자자가 누구를 위한 스튜어드인

지, 누구에 대해 스튜어드십 책임을 부담하는지 등은 명확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는 스튜어드십 책임(수탁자 책임)이 수탁자의 신인의무와 같은 것인지 여부가 논의

되고 있다. 기존의 견해들은 스튜어드십 책임을 기관투자자가 고객 또는 수익자(자

금제공자)의 스튜어드로서 부담하는 책임이라고 보는 점에 관해서는 일치한다. 투자

체인이 길어짐에 따라 직접적인 신인관계가 없는 자들까지 포괄하기 위해 스튜어드

십 책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튜어드십 책임이 고객 또는

수익자에 대한 책임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다. 스튜어드십이라는 용어의 의미

및 사용례,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정 배경, 코드의 목적 및 내용, 각국 스튜어

드십 코드에서 사용된 용어 등을 검토하면, 스튜어드십 책임은 기관투자자의 투자

대상회사의 오너로서의 책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기관투자자는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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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스튜어드이고, 투자체인 속에서 자산은 고객 또는 수익자의 자산이고, 또한 투자

대상회사의 자산이기도 하다. 기관투자자는 고객 또는 수익자의 자산의 스튜어드로

서, 동시에 회사 자산의 스튜어드로서 스튜어드십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스튜어드

십 책임은 고객 또는 수익자 및 투자대상회사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

니라 사회적 책임투자(SRI)로서 공익도 추구한다. 따라서 스튜어드십 책임은 수탁

자의 신인의무와는 다른 새로운 책임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

한 원칙’이 제정되었다(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영문판 제목은 ‘The Korea Steward

ship code - Principles on the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of Institutional Investo

rs’이지만, 국문판에서는 ‘스튜어드십 책임’ 대신 ‘수탁자 책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고 있다).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영국 및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를 선별적으로 수

용하여 제정된 것으로, 스튜어드십 책임 정책의 제정·공개, 이해상충 방지 정책 제

정·공개,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모니터링, 스튜어드십 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지침 마

련, 의결권 정책 제정·공개 및 의결권 행사 내역과 그 사유 공개, 의결권 행사 및

스튜어드십 책임 이행 활동의 보고, 전문성 확보 등 7개의 원칙과 해당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많은 논의 끝에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되었지만 몇 가지 개선할 사항이 있

다. 책임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수탁자 책임’이라는 용어는 ‘스튜어드십 책임’

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고, 의결권 자문회사의 역할을 코드에서 분명하게 명시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기업지배구조 모범

규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스튜어드십 코드, 스튜어드십 책임,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수탁자

의 신인의무, 준수 또는 설명, 기업지배구조

학 번 : 2005-2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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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주주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지켜야 할 원칙 및

지침들을 정한 연성규범으로 2010년 영국에서 최초로 제정되었다.1)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부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2016년 12월 한국기업지

배구조원을 중심으로 한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에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제정하였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성규범

으로 그 적용대상인 기관투자자들은 가입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즉

모든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코드를 준수

하겠다고 가입한 기관투자자들만이 코드를 준수해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이후 자산운용사, 사모펀드 등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코드에 가입하였고, 최근 2018

년 6월 30일에는 그동안 그 가입여부가 큰 관심이 되었던 국민연금이 코드에 가입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기관투자자들은 종래 주주총회에서의 형식적인 의결권 행사로 인해

대주주나 경영진의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특히 2015년 7월 삼

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ISS나 한국기업지배

구조원 등 자문기관들의 합병 반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찬성표를 행사한 것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효과로 기관

투자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대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할 것을 기

대하고 있다.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는 단순히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이

아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에게 회사의 주주로서 회사를 모니터링하고,

회사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결권 행사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서 정한 스튜어드십 활동 중 하나일 뿐이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핵심은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기관투자자는 스튜어드십 책임의 이행으로 스튜어드십 활동을 해야 한다. 코드에서

정한 스튜어드십 책임이나 스튜어드십 활동이라는 개념은 영국에서 발전한 개념으

로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기관투자자가 자신들

의 고객 또는 수익자에 대해 충실한 집사(스튜어드)로서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규

1) 기관투자자란 타인의 자금을 위탁받아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법인 형태의 투자자를 말한

다. 정윤모,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과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연구보고서」16-0

3, 자본시장연구원 (20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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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소개하면서, 기관투자자가 고객 또는 수익자에 대해 부

담하는 책임을 스튜어드십 책임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말하

는 스튜어드를 ‘고객 또는 수익자에 대한 집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스튜어드의 사전적 의미는 ‘집사’이지만 최초의 스튜어드십 코

드인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정 배경이나 코드의 목적·내용 등을 살펴보면 ‘고객

또는 수익자에 대한 집사’라는 의미로 스튜어드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는 않는다.

한편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성규범으로서 기관투자자들의 자율적인 가입 및 준수

가 요구되는 만큼 코드가 정한 원칙·지침의 내용, 코드의 준수로 인해 문제될 수 있

는 법적 쟁점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된다.

제2절 연구의 개요

이 논문에서는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분석을 통해 스튜어드십 책임의 의미를

밝히고,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정한 원칙 및 지침을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

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검토 과정에서 영국 외에 스튜어드십 코

드를 도입한 각국의 코드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정 경위 및 코드의 내용에 대해 검

토하였다. 제2장 제1절에서는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되기까지 등장하였던 기

관투자자의 역할에 관한 각종 검토보고서와 그 과정에서 제정된 각 코드들에 관해

서 소개하였다. 이어서 제2장 제2절에서는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구체적인 내용

에 관해서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각국의 도입 현황과 각 스튜어드십 코드

의 유사점 및 차이점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스튜어드십 코드 제

정 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미친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와 최근에 제정된 미국 스튜어

드십 코드, 가장 상세한 내용의 원칙을 정한 네덜란드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보다 자세히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스튜어드십 책임의 의미에 관해 검토하였다. 논의의 순서상 스튜어

드십 책임의 의미를 먼저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스튜어드십 책임이라는 개념의

명확한 정의가 없어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고, 이를 밝히기 위해 영국 스

튜어드십 코드의 제정 경위 및 코드의 내용, 각국 코드의 내용 등을 선행하여 검토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제4장에서 이를 검토하게 되었다.

제5장의 제1절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배경 및 그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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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있었던 견해대립을 소개하였고, 제2절에서는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제3절에서는 스튜어드십 활동으로 인해 문제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관해 검토하였다. 제4절에서는 앞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한국 스튜어드십 코

드의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2장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1절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정 배경2)

1. 서설

최초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0년 영국에서 제정되었다. 다만 스튜어드십 코드라

는 제목의 코드가 이 때 처음 제정된 것이고 이미 1990년대 초부터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주주행동주의,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관여 등에 관한 논의가 이

어지고 있었으며, 기관투자자의 책임에 관한 코드 역시 존재하고 있었다. 영국 스튜

어드십 코드는 2010년 제정 이후 2012년에 개정되었는데, 2012년 스튜어드십 코드

는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가 ISC(Institutional Shareholders Committee, 기관주주위

원회)가 2002년 발표한 ‘기관주주 및 대리인의 책임: 원칙의 선언(The Responsibiliti

es of Institutional Shareholders and Agents: Statement of Principles)’ 및 이를 전

환한 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책임에 관한 코드(Code on the Responsibilities of Instit

utional Investors)’에 기원을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3) 이하에서는 기관투자자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1990년대 영국에서 등장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전문가 보

고서 및 코드 등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영국에서의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배경에 대

해 살펴보기로 한다.

2. 제정 경위

(1) ISC4)는 영국의 기관투자자들이 그들의 견해를 교환하고, 서로 협력하기 위해

2) 영국 기업지배구조 코드 및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정 경위에 관한 개략적인 서술은 FRC

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frc.org.uk/

3) The UK Stewardship Code (2012), Application of the Code, para.1, p.2.

4) ISC는 기관주주들로 구성된 위원회로 1991년 당시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the Associatio

n of British Insurers, the Association of Investment Trust Companies, the British Me

rchant Banking and Securities Houses Association, the National Association of Pens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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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한 포럼이었다. 1991년 ISC는 ‘영국 내 기관주주의 책임에 관한 선언(Statement

on the Responsibilities of Institutional Shareholders in the UK)’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은 기관투자자의 경영진과의 관계, 의결권 행사의 중요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

었다.

(2) 한편, 1991년 런던 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와 FRC(Financial Repo

rting Council, 재무보고위원회),5) 회계사 단체(Accountancy profession) 등이 합동

으로 Sir Adrian Cadbury를 좌장으로 한 위원회를 발족하여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였고, 그 결과 Cadbury 보고서6)가 발표되었다.7) Cadbury 보고서는

기업지배구조에 있어 이사회,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보고서

의 권고사항을 담은 ‘모범실무 코드(Code of Best Practice)’를 제시하였다. 모범실

무 코드는 이사회의 감시기능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사회 내에 비집행이사(non-exe

cutive directors)를 반드시 포함시킬 것, 이사회는 3인 이상의 비집행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를 설립할 것 등을 정하였다. 또한 Cadbury 보고서는

모범실무 코드에 그 준수가 강제되지 않고, 코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미

준수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는 ‘준수 또는 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였다.8)

Cadbury 보고서는 주로 이사회를 중심으로 하여 기업지배구조에 대해 논하였

지만, 주주 특히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주주는 그들의 ‘소유자로서의

책임(responsibilities as owners)’의 많은 부분을 주주에 대한 스튜어드(steward)로

서 행동하는 이사에게 위임하였고,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대신

이사의 스튜어드십 이행으로서 수준 높은 기업지배구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다.9) 보고서는 ISC의 ‘영국 내 기관주주의 책임에 대한 선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

n Funds, and the Unit Trust Association. ISC는 2011년 5월 18일부터 IIC(Institutional

Investor Committee)로 변경되었다.

5) FRC는 준 공적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FRC는 비영리법인이지만(영국법상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부분적으로 정부가 출연하고 있고, 정부로부터 회사의 감독권한

및 회계기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한다. 이사회의 의장 및 부의장은 영국 기업에

너지산업전략부(The Secretary of State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에

의해 지명된다.

6) Adrian Cadbury, “Report of the Committee on the Financial Aspects of Corporate Gov

ernance” (1992).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ecgi.org/codes/

documents/cadbury.pdf

7) 안수현, “기업지배구조와 규제간의 상관성 모색 : 영국의 기업지배구조법제 변천에 기초

하여”, 「상사판례연구」제24권 제1호 (2011), 60면.

8) Adrian Cadbury, supra note 6, pp.57-59.

9) Ibid. para.6.6,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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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기관투자자가 ① 정책, 실적, 이사회 구성, 경영의 질 등에 대한 견해와 정보

를 교환하기 위해 회사의 경영진과 정기적이고 시스템적인 관계를 설정할 것, ②

자신들의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 ③ 이사회 구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것, ④ 의결권 행사에 관한 정책을 공개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10) 다만 기관투자자

의 역할에 대한 Cadbury 보고서의 내용은 ISC의 ‘영국 내 기관주주의 책임에 대한

선언’에 언급되었던 결론을 반복하는 정도였다.11)

(3) Cadbury 위원회 및 1995년의 Greenbury 위원회12)는 지배구조 규범의 준수 정

도 및 보고서 권고안의 실무에의 반영에 대하여 새로운 위원회가 이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 권고를 받아들여 1995년 11월 Hampel 위원회가 발족

하였다. Hampel 위원회가 1998년 발표한 Hampel 보고서13)는 회사를 사회적 유기

체(Societal organisms)로 보면서,14) 이사회 내에서 비집행이사의 수를 늘릴 것(1/

3), 이사회 의장과 CEO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불허할 것(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

능) 등을 제시하였다.15)

Hampel 보고서 역시 기관투자자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 기관투자자의 주식

보유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과거와 같이 기관투자자들이 그들의 주식을 단순히 사

고파는 방식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어려워졌고, 그 결과 기관투자자들이 기업

지배구조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나

회사 경영진과의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기업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하였다. 특히 보고서는 의결권이 주요한 주주권이며, 기관투자자는 그들의 고객

에 대하여 의결권을 적절히 행사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자신들이 가진 의결권을 가

능한 모두 행사해야 하고, 이사회가 제안한 의안에 항상 자동으로 찬성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16)

Hampel 보고서는 Cadbury 보고서, Greenbury 보고서 및 Hampel 보고서를 반

영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코드인 ‘통합 코드(Combined Code of Corporate Govern

10) Ibid. para.6.11, 6.12, pp.50-51.

11) John Kong Shan Ho, “Bringing Responsible Ownership to the financial market of Ho

ng Kong: How effective could it be?”, 「Journal of Corporate Law Studies」vol.16 (2

016), p.4.

12) Greenbury 위원회는 이사 보수의 결정에 관한 모범관행을 확립하고 상장회사에 활용할

있는 규범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안수현, 앞의 글(주7) 63면.

13) Ronnie Hampel, “Committee on Corporate Governance - Final Report” (1998).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ecgi.global/code/hampel-report-final

14) Ibid. para.1.1, p.7.

15) 안수현, 앞의 글(주7), 63-64면.

16) Ronnie Hampel, supra note 13, pp.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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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e)17)를 마련하였는데, 이 코드는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이사의 보수, 책임, 감

사 등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내용(Section 1)과 기관주주에 관한 내용(Section 2)으

로 구성되어 있었다. 통합 코드는 기관주주에게 그들의 의결권을 심사숙고하여 행

사할 것, 경영진과 상호 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대화할 것, 기업지배구조를 신중히

평가할 것 등의 책임을 부여하였다. 통합코드도 ‘준수 또는 설명’ 방식을 채택하였

다. Hampel 보고서는 런던증권거래소가 통합 코드를 상장규정(listing rules)과 함께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고,18) 이에 따라 통합 코드는 처음에는 상장규정에 부속되어

있었다가, 2003년 FRC에 의해 독립적인 형태로 개정19)되었다.20)

(4) 2000년 영국 재무부는 Paul Myners에게 기관투자자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였고, 2001년 발표된 Myners 보고서21)는 기관투자자가 당시 50%가 넘

는 상장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투자자의 이익을 최대화하지 못했고, 자

본이 경제에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기관투자자의 책임 및 보다

적극적인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를 강조하였다.22)

(5) Myners 보고서에 대응하여 ISC는 2002년 ‘기관주주 및 대리인의 책임: 원칙의

선언(The Responsibilities of Institutional Shareholders and Agents: Statement of

Principle)’23)을 발표하였고, 2009년 ISC는 이 원칙을 ‘기관투자자의 책임에 관한 코

드(Code on the Responsibilities of Institutional Investors, 이하 ‘ISC 코드’라 한다)’

로 전환하였다. ISC 코드는 현재의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칙과 상당히 유사한 내용

17) 앞서 논의한 Cadbury 보고서, Greenbury 보고서, Hampel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통합하

였다는 의미에서 통합 코드라고 명명되었다. 1998년 제정된 통합 코드의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frc.org.uk/getattachment/53db5ec9-810b-4e

22-9ca2-99b116c3bc49/Combined-Code-1998.pdf

18) Ronnie Hampel, supra note 13, p.57.

19) Derek Higgs의 독립적인 비집행이사에 역할 및 효율성에 관한 보고서(Derek Higgs, “R

eview of the role and effectiveness of non-executive directors” (2003))의 내용을 반영

하여 개정된 것이다.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ecgi.org/co

des/documents/higgsreport.pdf

20) FRC, The Combined Code on Corporate Governance (2003), Preamble para.1, p.1. 200

3년 FRC에 의해 개정된 통합 코드의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

//www.frc.org.uk/getattachment/edce667b-16ea-41f4-a6c7-9c30db75bb0c/Combined-Co

de-2003.pdf

21) Paul Myners, “Institutional Investment in the UK - A Review” (2001).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uksif.org/wp-content/uploads/2012/12/MYNERS-

P.-2001.-Institutional-Investment-in-the-United-Kingdom-A-Review.pdf

22) 심영,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정과 운영의 시사점,” 「기업법연구」제30권 제2호 (2

016), 13-14면.

23)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ecgi.global/sites/default/files/codes/do

cuments/isc_statement_of_principle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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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1. 기관투자자들은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스튜어드십 책임을 이행하는지에

대한 정책을 공개해야 한다.

원칙2. 기관투자자들은 스튜어드십과 관련된 이해상충의 관리에 관해 확실한 정

책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원칙3. 기관투자자들은 투자대상회사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원칙4. 기관투자자들은 언제 어떻게 주주권을 보호하고 고양시킬 수단으로서 그

들의 활동을 강화할 지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

원칙5. 기관투자자들은 적절한 경우 다른 투자자와 공동으로 행동해야 한다.

원칙6. 기관투자자들은 의결권 행사 및 그 공시에 관한 명확한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원칙7. 기관투자자들은 그들의 스튜어드십과 의결권 행사 활동에 관해 정기적으

로 보고해야 한다.

을 담고 있었다. ISC 코드는 그 제목에서는 스튜어드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

았으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각 원칙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책임’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ISC 코드에서 제시한 원칙은 아래와 같다.24)

(6) 2008년 미국에서부터 발생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영국의 금융시

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2009년 영국 수상이 David Walker에게 영국 금융기

관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해 검토할 것을 요구하여, 2009년 말 Walker 보고서25)가 발

표되었다. Walker 보고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이사회의 역할, 크기, 구

성, 기능, 이사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 위험에 대한 경영, 이사의 보수, 기관투자자

의 역할 등에 관한 권고사항들을 제시하였다.

Walker 보고서는 특히 기관투자자에 관하여 “기관투자자의 역할: 대화와 관여

(The role of institutional shareholders: communication and engagement)”라는 제

목의 별개의 장을 두어 상세한 권고사항들을 제시하였다.26) 보고서는 단순히 주식

을 사고파는 것만으로는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이나 정책에 대해 주주가 영향을 미치

기 어렵다고 하면서 스튜어드십 또는 관여(engagement) 활동이 투자대상회사의 장

기적인 경영 실적을 개선하고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공익

적 관점에서 유한책임을 향유하는 주주들, 특히 주요주주가 단순히 주식을 시장에

24) ISC 코드의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theinvestmentassoc

iation.org/assets/components/ima_filesecurity/secure.php?f=industry-guidance/isc-01.pdf

25) David Walker, “A Review of Corporate Governance in UK Banks and other Financial

Industry Entities: Final Recommendations" (2009).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ebarchive.nationalarchives.gov.uk/+/www.hm-treasury.gov.uk/d

/walker_review_261109.pdf
26) Ibid.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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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16. 기업지배구조 코드라고 할 수 있는 통합 코드의 내용을 스튜어드십 코

드와 분리한다.

권고17. ISC 코드를 FRC가 인증하여 이를 스튜어드십 코드로 한다. FRC의 독

립성과 권한에 의해 이러한 변화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강한 실효성을

부과할 것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준수 또는 설명(comply or explain)’

의 방식을 취하는 통합코드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게 된다.

권고18. FRC는 기관투자자들, 펀드매니저들, 그 외 이해당사자들과의 논의를 통

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검토해야 한다.

권고19. 펀드매니저나 FSA(당시 영국 금융청, 현재는 FCA)로부터 인증 받은 기

타 기관들은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에 대해 웹사이트나 다른 접근

가능한 방법을 통해 발표해야 한다.

권고21. 기관투자자들과 펀드매니저들은 투자대상회사 실적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시키는데 있어 소유자로서의(ownership)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

는 공동 관여(collective engagement)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가져야 한다.

권고22. 의결권은 행사되어야 하고, 펀드매니저들이나 다른 기관투자자들은 의결

권 행사 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정책은 웹사이트

나 다른 접근 가능한 방법을 통해 공개되어야 한다.

서 사고파는 것은 바람직한 오너십 모델(Ownership model)이라고 할 수 없음을 지

적하면서, 이사회의 주주에 대한 의무에 대응하여 주요주주 역시 스튜어드십 책임

을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다만 스튜어드십 책임을 다하는 것이 펀드

매니지먼트에 있어 항상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펀드매니저들은 그들의 고객

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있고, 스튜어드십 활동이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까지 주식 처분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27) 이러한 견지에서 Walker 보고서는 기관투자자와 관련하여 몇

가지 권고안들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28)

(7) FRC는 Walker 보고서의 권고를 받아들여 2010년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The U

K Stewardship Code)를 제정하였다.29) 코드는 ‘전문(Preface), 코드의 원칙(The Pri

nciples of the Code),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The UK Stewardship Code)’라는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내용은 ISC 코드와 매우 유사했다.30) 이후 2012

27) Ibid. pp.70-71.

28) Ibid. pp.17-19.

29) 2010년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

w.frc.org.uk/getattachment/e223e152-5515-4cdc-a951-da33e093eb28/UK-Stewardship-C

ode-July-2010.pdf

30) 2010년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Lee Roach, The UK Steward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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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기업지배구조 코드

1991년 ISC 영국 내 기관주주의 책임

에 관한 선언

1992년 Cadbury 보고서

1995년 Greenbury 보고서

1998년 Hampel 보고서

1998년 통합 코드

2001년 Myners 보고서

2002년 ISC 기관주주 및 대리인의 책

임: 원칙의 선언

년 9월 스튜어드십의 의미 및 자산소유자와 자산운용자의 각 스튜어드십 역할에 관

한 사항 등을 보완하여 코드가 개정되었고, 이것이 현재의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이

다.

(8) 한편 FRC의 통합 코드는 2006년 및 2008년 거듭 개정되었다가, 2010년 6월부터

영국 기업지배구조 코드(The UK Corporate Governance Code)로 대체되었다.31) 통

합 코드에서는 기관투자자에 관한 사항(Section 2)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영국 기업

지배구조 코드는 이를 삭제하여 이사회의 역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3. 소결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에서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책임에 관한 논의는 기업지

배구조에 관한 논의와 함께 이루어져 왔고, 통합 코드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책임 및

이사회의 책임을 함께 정하고 있었다가, 2010년 FRC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

고 통합 코드를 기업지배구조 코드로 대체하여 기관투자자의 책임 부분을 삭제함으

로써 기관투자자의 책임과 관련된 스튜어드십 코드, 이사회의 책임과 관련된 기업

지배구조 코드로 정비되었다. 이를 간략히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32)

 [표 1]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업지배구조 코드의 제정 경위 

Code, 11 J. Corp. L. Stud. 463 (2011) 참조.

31) 영국 기업지배구조 코드의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f

rc.org.uk/getattachment/31631a7a-bc5c-4e7b-bc3a-972b7f17d5e2/UK-Corp-Gov-Code-J

une-2010.pdf

32) 이 표는 Ryoko Ueda, “UK Stewardship Code”, Material for ‘The Council of Experts

Concerning the Japanese Version of the Stewardship Code’ of the Financial Services

Agency (2013), p.5.를 참조하여 일부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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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통합 코드(이후 개정 생략)

2009년 Walker 보고서

2009년 ISC 기관투자자의 책임에 관한

코드

2010년 FRC 스튜어드십 코드 2010년 FRC 기업지배구조 코드

2012년 FRC 개정 스튜어드십 코드 2012년 FRC 개정 기업지배구조 코드

2014년 FRC 개정 기업지배구조 코드

2016년 FRC 개정 기업지배구조 코드

2018년 개정 예정 2018년 FRC 개정 기업지배구조 코드33)

영국에서는 주주가 회사에서 소유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대리인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기업지배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주가 수수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34)

영국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여 기관투자자를 통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려

했던 이유는 영국의 상장회사의 소유구조가 개인(가족) 소유에서 기관투자자 소유

로 변경되었으나 기관투자자가 이에 걸맞은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반성

에서 비롯된 것이었다.35)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영국 재무장관(Financial Services

Secretary to the Treasury)이었던 Paul Myners는 기관투자자들을 부재지주(absent

ee landlords)라고 묘사하면서 기관투자자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주인 없는 회사(ow

nerless corporation)를 초래하였다고 비판하였고, David Walker는 주요투자자가 주

인으로서 행동하면서 투자대상회사를 활발히 검토하고 회사에 관여하였다면 경영진

의 결점을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하였다.36) 이와 같은 배경에서 기업지배구조 코드

와 별개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탄생한 것이다.

제2절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용

1. 개요

33) FRC는 2018년 개정 기업지배구조 코드를 발표하였고, 이 코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8년 개정 기업지배구조 코드의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frc.org.uk/getattachment/88bd8c45-50ea-4841-95b0-d2f4f48069a2/

2018-UK-Corporate-Governance-Code-FINAL.pdf

34) Brian R. Cheffins, “The Stewardship Code's Achilles' Heel”, 「Modern Law Revie

w」vol.73 (2010), p.1005.

35) 심영, 앞의 글(주22), 24면.

36) Lee Roach, supra note 30, pp.46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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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아래에서 검토하는 영국 스

튜어드십 코드의 내용은 2012년 개정된 코드를 기준으로 하였다).37) 제1장인 스튜어

드십과 코드(Stewardship and the Code)에서는 스튜어드십의 의의 및 스튜어드십

코드의 목적 등을, 제2장 코드의 적용(Application of the Code)에서는 코드의 적용

및 공개와 관련된 사항을, 제3장 준수 또는 설명(Comply or Explain)에서는 코드의

이행방식인 ‘준수 또는 설명’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제4장 코드의 원칙(The

Principles of the Code) 및 제5장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The UK Stewardship Cod

e)에서 7개의 원칙(Principle) 및 각 원칙에 관한 지침(Guidance)을 정하고 있다.

2. 적용대상

가.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 코드의 1차적 적용대상은 기관투자자(institutional investors)이다. 코

드에서는 특별히 기관투자자의 개념에 대해 따로 정의하지는 않았으나, 코드의 적

용대상이 되는 기관투자자를 ‘영국에 상장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자산소유자(asse

t owners)와 자산운용자(asset managers)’라고 정하고 있다.38) 자산소유자에는 연기

금(pension funds), 보험사(insurance companies), 투자신탁(investment trusts), 그

밖의 집합투자기구(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가 포함된다.39)

스튜어드십 코드는 영국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투자자들로 그 적용대상을 제한하

지 않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하여 코드가 정한 원칙 및 지침들을 준수할

지 여부는 기관투자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으므로 영국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투자자

만으로 그 적용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미 국제적인 또는 자국의

기관투자자의 책임에 관한 코드에 가입한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영국 스튜어드십 코

드에 가입하는 경우 국제적인 또는 자국의 코드에 관해 작성한 보고서 내용을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활용할 수도 있다.40) 이를테면 해외 기관투자자가 이미 자국

37) 2012년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

w.frc.org.uk/getattachment/d67933f9-ca38-4233-b603-3d24b2f62c5f/UK-Stewardship-C

ode-(September-2012).pdf. 2012년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부분적인 번역은 심영,

앞의 글(주22), 19-24면, 대신경제연구소,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추진에 대한 제

언", 「Issue Report」(2015), 14-15면 참조.

38) The UK Stewardship Code (2012) Application of the Code, para.2, p.2.

39) The UK Stewardship Code (2012) Stewardship and the Code, para.6, p.1.

40) The UK Stewardship Code (2012), Application of the Code, para.9,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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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코드에 가입하여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모니터링 관련 원칙을 준수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이행방법에 관해 작성한 보고서가 있다면,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모니

터링 관련 원칙을 준수하면서 위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나. 외부서비스 제공자

기관투자자는 스튜어드십 활동 중 일부를 외부서비스 제공자(external service pr

oviders)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 다만 코드는 이러한 경우에도 기관투자자들이 그들

의 스튜어드십 책임까지 위임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기관투자자들은 외부서비스

제공자의 활동이 그들의 스튜어드십 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결권 자문회사(proxy advisors)나 투자 자

문회사(investment consultants)와 같은 외부서비스 제공자도 코드의 적용대상이 된

다.41) 코드는 위와 같은 설명을 통해 스튜어드십 책임의 범위를 확장하고, 투자체인

에 포함될 다른 잠재적인 시장 참여자들도 스튜어드십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을 명

확히 하고 있다. 자산소유자, 자산운용자 등으로부터 일부 행위를 위탁 받은 서비스

제공자들의 스튜어드십 책임은 누가 어떤 상황에서 이를 수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다면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42)

3. 준수 또는 설명(comply or explain)

가. 의의

영국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정에 이르기까지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몇몇

코드들이 검토되어 제정·시행된 바 있었고, 각 코드들은 모두 ‘준수 또는 설명’ 방식

을 채택하고 있었다.43) 스튜어드십 코드 역시 ‘준수 또는 설명’ 방식을 채택하였다.

41) The UK Stewardship Code (2012), Application of the Code, para.2, p.2.

42) Konstantinos Sergakis, “The UK Stewardship Code: Bridging the Gap between Comp

anies and Institutional Investors”, 「Revue juridique Thémis de l’Université de Montr

eal」, vol.47, no.1 (2013), p.5.

43) 영국 기업지배구조 코드도 ‘준수 또는 설명’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상장회사는 상

장규정(listing rule)에 따라 준수여부를 공시해야 한다. The UK Corporate Governance

Code (2016) para.2, p.4, LR(Listing Rules) 9.8.6 (5),(6). 상장규정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handbook.fca.org.uk/handbook/LR/9/8.html. 특정 회사에

게 가장 적합한 지배구조 체제는 회사의 업종, 규모, 사업특성, 기관설계, 회사를 둘러싼

환경 등에 따라 다르므로, 특정 지배구조 체제를 자세하게 규정하여 일률적으로 강제하

는 것보다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알려진 원칙을 제시하면서 각 회사의 개별사정

에 비추어 준수하지 않는 원칙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실효적인 지배구조의 실현



- 13 -

기관투자자들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할 것인지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

고, 코드에 가입하였다고 해도 코드에서 제시하는 각 원칙 및 지침44)을 선택하여

준수할 수 있으며, 준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의미 있는 설명(meaningful explana

tion)’을 할 것만이 요구될 뿐이다.45) 미준수 원칙 및 지침에 대한 설명이 ‘의미 있

는 설명’이어야 한다는 것은 2012년 스튜어드십 코드가 개정되면서 추가된 부분이

다. 2010년 스튜어드십 코드에는 미준수 원칙 및 지침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라고

만 되어 있어 기관투자자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가 불분명

했다. 때문에 2011년 FRC는 ‘설명’의 정도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기관투자자

및 회사들의 의견을 취합하였다. 토론 과정에서 원칙 또는 지침 미준수 시 요구되

는 ‘설명’의 정도는 ① 전후사정 및 연혁적 배경 설명, 설득력 있는 논거 제시, 미준

수 지침 대신 선택한 완화적 조치에 대한 설명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거나, ② 설명

이 자세하고 충분하여 주주들의 입장에서 추가적인 접촉(통화나 미팅 등)이 필요하

지 않을 정도라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고, 미준수 이유에 대한 설명이 설득

력 있고 납득할 만해야 한다는 것에는 의견의 일치가 있었다.46)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현재는 미준수 원칙 및 지침에 대하여 ‘의미 있는 설명’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의미 있는 설명’도 매우 추상적이어서 실제 어느 정도의 설명에 이르러

야 하는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나. 티어링(Tiering)을 통한 보완

결국 스튜어드십 코드를 기관투자자들이 잘 이행하고 있는지, 즉 원칙 및 지침을

준수하거나, 또는 준수하지 않는 원칙 및 지침에 대해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의 집적 및 평가를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와

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김순석, “연성규범(Soft Law)을 통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 기

업지배구조 모범규준(Corporate Governance Code)의 개선 및 ‘준수 또는 설명(Comply

or Explain) 원칙’의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증권법연구」제18권 제2호 (2017), 27면.

44) The UK Stewardship Code (2012), Comply or Explain, para.3, p.4.에 의하면 기관투자

자는 원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의미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

(“Those signatories that choose not to comply with one of the principles, or not to f

ollow the guidance, should deliver meaningful explanations...”).

45) The UK Stewardship Code (2012), Comply or Explain, para.3, p.4.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사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원칙 및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기관투자자의 고객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기관투자자의

미준수 이유에 관한 설명이 의미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 기관투자자의 사정

(규모나 복잡성)을 고려하여 이를 기계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The

UK Stewardship Code (2012) Comply or Explain. para.5.6.7, p.4.).

46) FRC, “What Constitutes an Explanation under “Comply or Explain?” Report of discu

ssions between companies and investors” (2012),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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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FRC는 2017년부터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기관투자자들의 이행 수준

을 평가하고 있다. FRC는 2016년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기관투자자들에게 코

드의 이행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면서, 제출된 보고서의 수준에 따라 기관

투자자들의 이행 수준을 세 단계의 티어(tier, 급)로 나누어 평가하고, 티어3.으로 평

가된 기관투자자들을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명부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47) 스

튜어드십 활동 이행사항 및 미준수 사항의 이유 설명과 관련하여 양질의 투명한 보

고서를 제출한 기관투자자는 티어1.로, 다소 미흡한 보고서를 제출한 기관투자자들

은 티어2.로 평가되었고, 보고서의 수준이 매우 부족한 경우는 티어3.으로 평가되었

다.48) 티어3.으로 평가된 자산운용자들에게는 스튜어드십 활동 이행사항 및 미준수

사항의 설명 정도를 2017년 중반까지 일정 유예기간 동안 개선할 것이 권고되었고,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의 내용을 개선하지 못했던 자산운용자들은 결국 코드 가입

명부에서 삭제되었다.49) 현재 FRC 웹사이트의 “스튜어드십 코드 서명자들의 티어

링(Tiering of Stewardship Code Signatories)”이라는 카테고리에서는 티어1. 및 티

어2.로 평가된 자산운용자, 자산소유자, 서비스제공자의 목록 및 이들이 제공한 보

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50) 티어링(tiering)을 통한 코드 준수 여부에 관한 평가 및

공개는 연성규범의 성격을 해치지 않으면서 코드의 보다 성실한 이행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실제 위와 같이 티어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기관투자자들이 보고서의 수

준을 향상시킴에 따라 처음에 티어2.로 평가되었던 기관투자자들 중 약 80여 개의

기관투자자가 티어1.로 재평가되기도 하였다.51)

다. 영업행위규제규정에 의한 보완

영국에서는 규제감독기관이 기관투자자들로 하여금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를

공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준수를 선택하는 기관이 증가하도록 하는 방

식도 취하고 있다. 영국의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FSMA, 2000년)은 금융기관의 영업행위규제기관인 FCA(Financial conduct Au

thority)의 영업행위규제규정(Conduct of business Sourcebook)에 따라 자산운용사

의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를 공시하도록 하였다.52) 그 결과 영국 스튜어드십

47) FRC, “Developments in Corporate Governance And Stewardship 2016” (2017), p.7.

48) https://www.frc.org.uk/news/november-2016/tiering-of-signatories-to-the-stewardship

-code

49) https://www.frc.org.uk/news/august-2017/frc-removes-tier-3-categorisation-for-stewa

rdship

50) https://www.frc.org.uk/investors/uk-stewardship-code/uk-stewardship-code-statements

51) FRC, supra note 47,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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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에 가입한 기관투자자의 대부분은 자산운용사인데 이는 위 규제를 따르지 아니

하는 경우 위반사항 공개(public censure) 또는 금전적 제재(financial penalties)의

대상이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53)

4.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칙

(1) 원칙1. 기관투자자는 스튜어드십 책임을 어떻게 이행할지에 관한 그들의 정책을

공개해야 한다(Institutional investors should publicly disclose their policy on how

they will discharge their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2) 원칙2. 기관투자자는 스튜어드십에 관련된 이해상충의 관리에 관해 확실한 정책

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Institutional investors should have a r

obust policy on managing conflicts of interest in relation to stewardship which s

hould be publicly disclosed).

(3) 원칙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를 모니터링54)해야 한다(Institutional investor

s should monitor their investee companies).

(4) 원칙4. 기관투자자는 스튜어드십 활동을 언제, 어떻게 강화시킬지에 대해 명확

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Institutional investors should establish clear guide

lines on when and how they will escalate their stewardship activities).

(5) 원칙5. 기관투자자는 적절한 경우 다른 투자자와 공동으로 행동해야 한다(Instit

utional investors should be willing to act collectively with other investors where

appropriate).

52) COBS 2.2.3.R (Disclosure of commitment to the Financial Reporting Council's Stewar

dship Code)

A firm, other than a venture capital firm, which is managing investments for a prof

essional client that is not a natural person must disclose clearly on its website, or if

it does not have a website in another accessible form:

(1) the nature of its commitment to the Financial Reporting Council’s Stewardship C

ode; or

(2) where it does not commit to the Code, its alternative investment strategy

53) 심영, 앞의 글(주22), 27-28면.

54) 우리말로 감시 또는 점검 등으로 번역할 수 있으나 감시나 점검은 모니터링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 모니터링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에서는 이를 ‘점검’이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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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칙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 및 의결권 행사 정보의 공시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Institutional investors should have a clear policy on v

oting and disclosure of voting activity).

(7) 원칙7. 기관투자자는 스튜어드십 활동 및 의결권 행사 활동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Institutional investors should report periodically on their stewardsh

ip and voting activities).

5. 원칙 및 지침에 대한 검토

아래에서는 각 원칙 및 해당 지침의 주요한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한다.55)

가. 스튜어드십 책임 정책 제정·공개(원칙1)

1) 지침의 주요 내용

스튜어드십 활동은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모니터링(monitoring) 및 회사의 전략,

실적, 위험, 자본구조, 지배구조, 기업문화, 보수 등에 관한 관여(engaging)를 포함한

다. 여기서 관여(engagement)란 위에서 언급한 사항 및 주주총회의 의안과 관련하

여 회사와 ‘목적의식 있는 대화(purposeful dialogue)’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관투자자는 최종 수익자 또는 고객의 이익을 확대하고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스튜어드십을 적용할 지에 관한 정책을 공개해야 한다. 코드 수범자의 투자 체인(in

vestment chain) 내에서의 위치에 따라 스튜어드십 책임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는

데, 즉 자산소유와 관련한 스튜어드십 책임과 자산운용 또는 그 밖의 투자관련 서

비스의 스튜어드십 책임 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스튜어드십 활동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스튜어드십 책임 정책에는 외부위탁이

스튜어드십 책임의 적정한 행사를 어떻게 대체하는 것인지에 관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해당 행위가 자신의 스튜어드십 접근방법에 적합한 방법으로 수행되는지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설명해야 한다.

2) 검토

55) 아래 각 소목차의 제목은 이 논문에서 임의로 제시한 것이고,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

5장에는 별도의 제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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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1.의 지침에는 스튜어드십 활동으로 모니터링 및 관여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으나, 스튜어드십 코드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스튜어드십 활동은 투자

대상회사에 대한 모니터링, 관여뿐만 아니라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다.56)

지침은 자산소유자, 자산운용자, 의결권 자문회사 등과 같은 서비스업자들 등 각

수범자에 따라 활동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

용에 대해서는 달리 정하지 않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내의 다른 서술 내용을 종

합하여 보면, ① 자산소유자는 투자대상회사에 직접 관여하거나 또는 자산운용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고, 자산운용자가 스튜어드십 활동을 제대로 이행하

는지를 감독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튜어드십 활동을 할 수 있다.57) ② 자산운용자는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 및 그들의 고객인 자산소유자에 대해 자신들의

스튜어드십 활동을 공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튜어드십 활동을 할 수 있다.58) ③

그 밖의 서비스제공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이 없으나, 기관투자자로부터 의뢰

받은 사항과 관련하여 스튜어드십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이를 테면 의결권 자문

회사는 회사의 주주총회 의안을 검토한 후 자신에게 의결권 자문을 맡긴 기관투자

자의 스튜어드십 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의결권 행사를 권고하는 방법으로 스튜

어드십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나. 이해상충 방지 정책 제정·공개(원칙2)

1) 지침의 주요 내용

기관투자자는 고객(client)·수익자(beneficiary)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할 의무(duty)

가 있고, 고객 또는 수익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모든 합리적인 절차를 밟기 위

해 이해상충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제정하여 공개해야 한다. 이 정책에

는 고객 또는 수익자의 이해가 서로 다를 때 어떻게 사안을 처리할 지에 관한 사항

을 포함해야 한다.

2) 검토

“기관투자자는 고객·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할 의무가 있고, 고객 또는 수익

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지침은 기관투자자가 고객 또는 수익자에 대해

부담하는 신인의무를 재확인한 것이다. 자산소유자는 그들의 고객 또는 수익자 등

56) The UK Stewardship Code (2012), Stewardship and the Code, para.4, p.1.

57) The UK Stewardship Code (2012), Application of the Code, para.7, pp.2-3.

58) The UK Stewardship Code (2012), Application of the Code, para8,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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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자산운용자는 그들의 고객인 자산소유자에 대해 각각 신인의무를 부담하

므로 스튜어드십 활동에 있어서도 이들의 이익을 보다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 스튜

어드십 활동은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여 등을 통해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을 추구하지만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과 고객 또는 수익자의 이익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스튜어드십 코드에서도 투자대상회사

의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고객 또는 수익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경우 코

드는 주식의 처분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59) 우리나라에서는 스튜어드

십 책임을 ‘수탁자의 신인의무’와 같거나 유사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 신인의무와

스튜어드십 책임의 관계에 관해서는 이 논문 제4장에서 상세히 검토하기로 한다.

지침에서는 이해상충을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identifying and managing)”고만

정하고 있는 반면, 스튜어드십 코드의 모델이 된 ISC의 ‘기관주주 및 대리인의 책

임: 원칙의 선언’에서는 “이해상충을 최소화하거나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minimised

or dealt with)에 관한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다.60) 이와 관련

하여 스튜어드십 코드가 이해상충 문제에 대해 이전보다 완화된 접근을 하고 있다

고 지적하는 견해가 있다.61) 이 견해는 스위스 코드의 경우 “기관투자자는 어떠한

이해상충도 피해야 하고, 피할 수 없을 때는 이를 공개하고 이해상충 제거에 필요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하여,62) 이해상충 상황의 해결을 위해 보다 강경한 태

도를 취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위 지침을 스위스 코드와 같이 개정해야 한다고 주

장한다.63)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기관투자자가 고객 또는 수익자에 대해 신

인의무가 있고, 고객 또는 수익자의 이익 추구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

는 이상 현행 지침으로도 충분히 코드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다.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모니터링(원칙3)

1) 지침의 주요 내용

59) The UK Stewardship Code (2012), Stewardship and the Code, para.7. p.1.

60) ISC, The Responsibilities of Institutional Shareholders and Agents - Statement of Pr

inciples (2007), p.2.

61) Konstantinos Sergakis, supra note 42, p.127.

62) Ethos, Guidelines for institutional investors, governing the exercising of participation r

ights in public limited companies (2013), Principle2. p.5. https://www.ethosfund.ch/site

s/default/files/upload/publication/p432e_130121_Guidelines_for_institutional_investors.pdf

63) Simon C. Y. Wong, “Is Institutional Investor Stewardship Still Elusive?”, 「Butterwo

rths Journal of International Banking and Financial Law」(2015. 9.), p.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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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실적

- 회사의 가치 및 위험 관련 대내·외 사정

- 회사의 효과적인 리더십 충족

- 회사의 이사회와 위원회가 영국 기업지배구조 코드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 회사 공시의 품질

- 주요주주로서 주주총회에의 참석

- 경영진과의 추가적인 미팅

- 회사 자문단에 대한 우려 표시

효과적인 모니터링은 스튜어드십의 핵심이다. 지침에서는 모니터링 시 고려하거

나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2) 검토

특히 기관투자자는 ‘이사회 의장과 그 밖의 이사회 구성원과의 회의 등을 통해,

회사의 이사회와 위원회가 영국 기업지배구조 코드의 원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회사 내에서 이사회 및 기관투자자들이 함

께 스튜어드십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즉 1차적인 책임은 경영진을

감시(oversee)하는 이사회가 부담하고, 기관투자자는 이사회가 그들의 스튜어드십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64) 따라서 기관투

자자의 모니터링 대상에는 회사 자체의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이사회 등의 기업지배

구조 코드 준수 여부가 포함된 것이다. 이 지침은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업지

배구조 코드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라. 스튜어드십 활동 강화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원칙4)

기관투자자자는 적극적으로 개입(intervention)하는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 이를테

면 투자대상회사의 전략, 실적, 기업지배구조, 보수 또는 사회적·환경적 요인으로부

터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접근방법 등에 대해 우려가 있을 때 적극적인 개입을 고

려할 수 있다(다만 지침은 개입을 고려하는 경우가 위에서 열거한 사항에 한정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개입의 구체적인 형태로서 최초에는 보안 상태에서 투자대상회사와 상의(비공개

대화)해야 하고, 이에 대해 회사가 건설적인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이 보

다 강화된 형태의 개입을 고려할 수 있다.

64) The UK Stewardship Code (2012), Stewardship and the Code, para.2.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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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의장 또는 구성원과의 만남

- 특정 사안에 대한 다른 기관투자자들과의 공동 개입

- 주주총회 이전 공식적인 입장 표명

- 해결책 제시 및 주주총회에서의 발언

- 주주총회 소집요구나 이사회 구성원 교체

마. 다른 투자자와의 공동 행동(원칙5)

1) 지침의 주요 내용

공동 관여(collective engagement)65)는 회사나 경제 전반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나 위험이 회사의 중요한 가치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가장 적절할 수

있다. 기관투자자들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집단을 통해 공동 관여할 수 있다. 기

관투자자들은 공동 관여에 이르게 되는 상황 등을 포함한 공동 관여 정책을 공개해

야 한다.

2) 검토

기관투자자들은 다른 소수 주주들에 비해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분산된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주요 기업들의 주식들을 고르게 보유하고 있어,

금융위기 등 경제 전반의 위기 상황에서는 이들 기관투자자들이 공동 행동을 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위기관리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원칙4.의 지침에서 기관투자자

의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개입 단계를 그 정도에 따라 구분하고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는 스튜어드십 활동에 있어서 공동 행동보다

개별적인 개입을 선호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견해도 있다.66) 이 견해는 기관투자자

들이 개별적으로 투자대상회사에 개입하는 것을 원칙적인 모습으로 본다.

지침은 공동 관여가 적절한 경우로 ‘회사나 경제 전반의 중대한 어려움 또는 회

사의 중요 가치 훼손 염려’ 등의 상황을 예시하고 있으므로, 평시에 공동 행동을 하

는 것은 다소 부적절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평시에도 공동 행동이 이

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공동 행동의 예로 언급되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경영상 리

스크에 대한 주주제안권 행사 사례’는 평시에 공동 행동을 한 경우이다.67) 영국의

65)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칙5.는 ‘공동 행동(act collectively)’에 대해 정하고 있고, 그

지침에서는 ‘공동 관여(collective engagement)’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공동 행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되, 지침에 관한 설명은 지침에 쓰인 그대

로 ‘공동 관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66) Iain MacNeil, “Activism and collaboration among shareholders in UK listed companie

s”, 「Capital Markets Law Journal」, vol.5, no.4. (2010), pp.43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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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투자자그룹(CIG)과 지방정부연금연합(LAPFF) 등 52개 기관투자자 연합은 대

규모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대표 기업인 비피(BP)와 로얄더치셀(RDS)에게 ‘2015년

주총에서 기후변화 안건을 상정하라’고 요구하였다. 그에 따라 비피와 로얄더치셀은

자사의 ‘기후 변화 리스크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그 해 기후변화 안건을 주주총회

의 특별안건으로 상정하였다.68) 이와 같이 당장의 경제 전반의 중대한 어려움 등

예외적인 상황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 행동이 적절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스튜어드

십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바. 의결권 정책 제정·공개(원칙6)

1) 지침의 주요 내용

기관투자자는 모든 보유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자동적으로 찬성하여서는 안 된다. 회사와 대화를 통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면 기관투자자는 해당 의안에 대해 기권 또는 반대할 수 있다. 이 경

우 사전에 그러한 결정에 이르게 된 이유를 회사에게 알리는 것이 좋다.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 내용, 의결권의 대리행사(proxy voting) 또는 의결권

자문서비스(voting advisory services) 이용 여부도 공개해야 한다. 공개 사항은 해

당 서비스의 범위,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의 권고 내용 등을 포함한다.

2) 검토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경영진이 제안한 의안에 무비판적으로 찬성표를

행사하는 것을 지양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주주총회에 이르러 반드시 반대표를 행

사할 것을 권하는 것도 아니다. 위 지침에서 사전에 기권 또는 반대 의사를 회사에

알리도록 한 것은 표결에 이르기 전 회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해당 의안을 고려하

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즉 코드는 주주총회에서 회사가 제안한 의안에 대해 반대

표를 행사하는 것보다 사전에 회사와의 대화 등을 통해 조율하는 방법이 보다 바람

직하다고 보고 있다.

FRC의 보고서에 의하면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이후 2014년 경영진이 제안한 의

안에 기관투자자들이 반대표를 행사한 사례가 증가하였다고 한다. FRC는 이에 대

해 반대표 행사는 기관투자자와 투자대상회사 사이의 대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

지 못하였음(반대표를 행사하기 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음)을 나타내는 지표라

67) 심영, 앞의 글(주22), 22면.

68) 문은형,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제31권 제2호 (2018),

5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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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면서도, 동시에 기관투자자들이 경영진이 제안한 의안에 대해 더 이상 단순히

동조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진 ‘의문을 제기할 권한’을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

표라고도 하면서, 반대표 행사 증가 현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69) 스튜어드십

활동이 정착되어 기관투자자와 회사 간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주총

회 표결 이전에 사전 조율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나, 기관투자자들이

회사가 제안한 의안에 자동적으로 찬성해오던 관행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반대표 행

사가 증가하는 현상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사. 스튜어드십 활동 및 의결권 행사 활동 보고(원칙7)

자산소유자는 스튜어드십 정책 및 실행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자들에게 적어도

연 1회 스튜어드십 활동 및 의결권 행사 활동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자산운영자는

그들의 책임을 어떻게 이행하였는지 그들의 고객 또는 수익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

해야 한다. 투명성은 스튜어드십의 매우 중요한 특성이지만,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

안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절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특징

1. 최초의 스튜어드십 코드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정한 최초의 코드는 아니다.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이전부터 기관투자자의 책임에 관한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기관투자자단체인 ICGN(International Corporate Governance Network, 세계지배구

조개선 네트워크)은 2003년 ‘기관투자자의 책임 원칙(Principles for Institutional Inv

estor Responsibilities)’을 제정하여 기관투자자의 책임 투자에 관해 정하고 있었다.

영국 내에서도 ISC가 제정한 코드 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ISC 코드에서 사용되었던 ‘스튜어드십 책임’이라는 개념을 그대로 코드에 사

용하여 코드의 제목을 ‘스튜어드십 코드’로 명명한 최초의 코드이다. 이후 스튜어드

십 코드는 많은 국가에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한편 영국보다 먼저 기관투자자

의 책임에 관한 코드를 제정한 ICGN 역시 2016년 ‘ICGN 글로벌 스튜어드십 원칙

(Global Stewardship Principles)’을 제정하여 ‘스튜어드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69) FRC, “Developments in Corporate Governance 2014” (2015),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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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성규범

금융규제기법 상 피규범자의 행동을 규율하는 규제기법으로는 규정 중심의 접근

방법(rule-based approach)과 원칙 중심의 접근 방법(principle-based approach)이

있다.70) 미국은 ‘규정중심주의’를 취하여 1940년 투자자문업자법(Investment Advise

rs Act of 1940)이나 SEC규칙·해석지침·실무자의견서, 1975년 종업원퇴직소득보장

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ERISA)71) 등을 통하여 개별 법률

로 규율한 반면, 영국은 ‘원칙중심주의’를 취하여 개별 코드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72)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성규범(Soft Law)으로서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

지만 사실상 효력을 가진다.73) ‘준수 또는 설명’ 방식의 채택으로 인해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여부, 가입 시 준수할 코드의 원칙 및 지침의 선택 모두 기관투자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고, 코드 가입 후 준수하지 않는 원칙 및 지침에 대해서는 설명할

것이 요구된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정 및 그 준수 여부, 미준수 이유에 대한 설명

등이 공개됨에 따라 시장은 기관투자자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기관투자자의 투자에 대해 회의적인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 투자를

철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게 된다. 때문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의 평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기관투자자들은 스튜어드

십 코드에 가입하여 원칙 및 지침을 자신들의 사정에 맞게 적절히 준수하는 편을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연성규범으로서의 ‘준수 또는 설명’ 방식은 현실적이면서 유

70) 안수현,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검토 :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활한

시행과 정착을 위하여”, 「증권법연구」제18권 제1호 (2017), 5면.

71) ERISA법은 종업원의 퇴직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로서 기업연금가입자 보호의 일환

으로 연금제도의 관리 및 투자에 관여하는 자의 의무와 책임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

다. 동 법은 연금제도를 관리하고, 투자에 대해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수임인(fidu

ciary)’이라고 하면서 수임인의 의무(fiduciary duty)인 ① 충실의무, ② 주의의무, ③ 분

산투자의무, ④ 제도규정준수의무 및 금지거래에 대해 정하고 있다. 곽관훈, 기관투자자

의 신인의무, 「비교사법」제22권 2호 (2015), 567-568면.

72) 김순석,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법적 검토 과제”, 「증권법연구」제17권 제2호

(2016), 3면.

73) 연성규범은 ‘정당한 입법권한에 근거하여 제정된 규범이 아니며,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

력은 가지지 않지만, 당사자의 행동 및 실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규범(김순석, 앞의

글(주43), 5면) 또는 경성규범(법률)을 제외한 일종의 행위규범(rule of conduct)으로서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사실상의 효력을 가지는 규범(quasi-legal instruments)의

총체(곽관훈, “기업에 대한 규제수단으로서 연성규범(Soft Law)의 활용가능성 및 한계-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증권법연구」제18권 제1호 (2017),

185면)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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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한 코드의 준수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코드의 문면을 형식적으로 준수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고 내재하는 정신을 존중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74)

3. 기업지배구조 코드와의 관계

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영국 기업지배구조 코드와 함께 논의되고 발전되어 왔

다. 기업지배구조 코드가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한 코드라면, 스튜어드십 코드

는 기관투자자들의 효율적인 스튜어드십 책임 이행을 위한 코드이다.75)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지배구조 코드를 보완하여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 코드도 영국 기업지배구조의 건전성에 이사회와 투자자의 충분한 관

여(Satisfactory engagement)가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76) 즉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업지배구조 코드는 모두 이사회와 주주(기관투자자) 간의 대화(관여)를 기업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기업지배구조 코드77)는 ‘Section E: 주주와의 관계(Relations with Shareholders)’

에서, ① 이사회는 주주와 만족스러운 대화를 해야 할 책임이 있고(원칙 E.1: 주주

와의 대화), ② 주주총회를 주주와 의사소통을 위한 장으로 활용하여 주주들의 적극

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원칙 E.2: 정기주주총회의 건설적인 이용)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사회 의장은 주주의 의견이 이사회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회사의 지배구조 및 전략에 관해 회사의 주요주주들과 논의해야 하며(지침 E.

1.1), 감사위원회 의장, 보상위원회 의장, 추천위원회 의장과 모든 이사들로 하여금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총회에서 제기되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침 E.2.3.). 또한 주주총회에서 각 의안들을 분리 상정하여 주주들에게 각 의안별

로 찬성, 반대 및 기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지침 E.2.1).78) 이에 대응하여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비공개 대화, 경영진과의 추가적인 미팅, 이사회

의장 또는 구성원과의 만남 등을 통해 전략, 실적, 위험, 자본구조, 기업문화와 보수

등을 포함한 기업지배구조 및 주주총회에 상정된 의안에 관한 대화를 할 것을 정하

74) 안수현,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안’의 법적 쟁

점과 과제”, 「BFL」, vol.77,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6), 61면.

75) The UK Stewardship Code (2012), Stewardship and the Code, para.2. p.1., Stewardsh

ip and the Code, para.3, p.1.

76) The UK Corporate Governance Code (2016), para.6, p.4.

77) 현행 기업지배구조 코드는 2016년 개정된 것으로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s://www.frc.org.uk/directors/corporate-governance-and-stewardship/uk-corpor

ate-governance-code.

78) The UK Corporate Governance Code (2016), Section E. Relations with shareholders,

p.22.



- 25 -

고 있다.

4. ESG 요소에 대한 고려

가. 사회적 책임투자

현대 사회에서 회사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됨에 따라 회사도 사회

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을 부담한다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

했다. 사회적 책임투자란 사회적 책임 경영을 추구하는 회사를 선별하여 투자하고,

이를 통해 회사가 사회적 책임 경영을 행하도록 유도하는 투자방법을 의미한다.79)

즉 회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를 투자기준에 집어넣는 투자가 사회적 책임투

자이다.80) 사회적 책임투자에서는 투자를 함에 있어 종래 중시되어 왔던 회사의 재

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인 ESG(Environment·Social Responsibility·Go

vernance,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요소를 함께 고려한다.

나. 신인의무와 사회적 책임투자

우리나라는 기관투자자의 책임에 관한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자체를 두고 논란

이 있었지만, 해외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자체보다 투자대상회사의 비재

무적 요소를 투자과정에서 고려하는 것이 수탁자의 신인의무에 부합하는가가 중요

한 쟁점으로 논의되었다.81) 기관투자자에 대해 사회적 책임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고객 또는 수익자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기관투자자의 신인의무와 충돌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UNEPFI(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Finance Initiatives, UN환경

프로그램 금융계획)가 2005년 발표한 조사보고서(A Legal Framework for the Inte

gration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Issues into Institutional Invest

ment)는 기관투자자의 신인의무와 사회책임투자가 양립할 수 있다는 결론을 발표하

면서, 나아가 일정한 경우 기관투자자에게 사회적 책임투자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는 제안을 하였다.82)

79) 곽관훈, “사회책임투자(SRI)와 기관투자자의 역할”,「비교사법」제33호 (2006), 464면.

80) 손영화,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기업법연구」제28권 제1호 (20

14), 47면.

81) 송홍선,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조사보고서」18-03, 자본시

장연구원 (2018), 27면. 인용한 글의 저자는 fiduciary duty를 수탁자 책임으로 번역하고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수탁자의 신인의무로 고쳐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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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1. 우리는 ESG 요소84)를 투자 분석 및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한다.

원칙2. 우리는 행동하는 주주(active owners)가 될 것이고, ESG 요소를 우리의

주주 정책 및 실행(ownership policies and practices)에 포함시킨다.

원칙3. 우리는 투자대상에게 ESG 이슈들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한다.

원칙4. 우리는 투자산업의 UN 책임투자원칙의 준수와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원칙5. 우리는 UN 책임투자원칙 이행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원칙6. 우리는 UN 책임투자원칙 이행에 대한 활동과 진행사항을 공개한다.

다. UN 책임투자원칙

이후 UN은 투자에 있어 비재무요소를 고려하는 2006년 UN 책임투자원칙(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UNPRI)을 제정하였다. UN 책임투

자원칙의 6개 원칙은 다음과 같다.83)

라. 스튜어드십 코드와 사회적 책임투자

사회적 책임투자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경제 전반

의 성장, 더 나아가 사회 전반의 발전 등을 꾀한다는 점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추

구하는 목적과 매우 유사하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ESG 요

소를 스튜어드십 활동에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85)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

4의 지침은 ‘투자대상회사의 전략, 실적, 기업지배구조, 보수 또는 사회적(social)·환

경적(environmental) 요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접근방법 등에 우려가 있

는 때 기관투자자가 개입(intervene)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코드의 원칙에서 이

를 정하지 않고 지침에서만 이를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ESG 요소에 대한 고려가 다

소 소극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스튜어드십 책임이 사회적 책임투자의 성격을 가지

고 있음은 분명하다. FRC는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정을 예정하고 있고, 코드

82) 염미경, “사회책임투자와 기관투자자의 신인의무”, 「강원법학」제50권 (2017), 722-723

면. UNEPFI가 2005년 발표한 조사보고서의 영향력이 지대하여 미국에서는 사회책임투

자와 신인의무의 상충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고 한다. William Sanders,

“Resolving the Conflict Between Fiduciary Duties and Socially Responsible Investin

g”, 「Pace L. Rev.」35 (2014) ; 염미경, 위의 글, 723면, 각주 11)에서 재인용.

83)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unpri.org/pri

84) UN책임투자원칙의 홈페이지에서는 ESG 요소들에 대한 예시로 ① 환경적 문제로 기후

변화, 수자원, 프래킹, 메탄 오염 등을 ② 사회적 문제로 인권, 노동자의 권리, ③ 지배

구조 문제로 세금, 이사의 보수, 뇌물과 회계부정 등을 들고 있다.

85) Ernst & Young, “Q&A on stewardship codes” (2017. 8),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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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 사회적 책임투자에 관련한 부분을 원칙으로 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86)

제4절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평가

영국에서는 기업지배구조에서의 기관투자자의 역할에 관한 논의가 오랜 기간 이

어져 왔다. 앞서 제정 배경을 설명하면서 소개한 전문가 보고서들은 모두 기관투자

자의 적극적인 관여를 통해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이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었

다. 반면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도 존재한다. 이들의 주장

은 아래와 같다.

①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대상회사의 장기적 성장을 이끌어낼 것

을 요구하지만 현실적으로 기관투자자들에게 이를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장기

적 전략에 따른 회사의 실적을 측정하는 것은 어렵고, 단기간 내에 자산운용자의

실적을 평가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주들은 자산운용자를 평가하는데 단기적인 지표

들(분기 보고서나 주가)에 의존하게 되고, 결국 자산운용자들은 (회사의 발전보다

는)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게 된다.87)

② ‘준수 또는 설명’ 방식은 강제성이 약하고, 스튜어드십 코드의 각 원칙의 규정내

용이 모호하여 원래 의도했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88)

③ 투자 포트폴리오의 분산으로 모든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렵고, 투

자체인이 길어짐에 따라 주주로서의 기관투자자들의 주인의식이 약하다.89)

④ 패시브/인덱스 펀드는 기업지배구조에 대해 무관심하다.90)

⑤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약 20년 전 만들어진 ISC 코드를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급조된 측면이 있고, 이름만 바꾸어 새로운 코드로 내어놓았다는 점에서 시

대에 뒤떨어진다.91)

86) Susanna Rust, “PRI in Person: Stewardship, ESG policy, climate action”, IPEnews, 2

017. 9. 28.

87) Arad Reisberg, “The UK Stewardship Code: On the Road to Nowhere?”, 「Journal o

f Corporate Law Studies」 vol.15, issue.2 (2015), p.13.

88) Ibid. pp.18-22.

89) 이를 테면 가족 경영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오너와 회사 간에 다른 투자체인이 없지만,

연기금의 경우, 퇴직자나 근로자로부터 기금수탁자, 투자컨설턴트, 펀드들의 펀드, 투자

운용사, 회사로 이어지는 투자체인을 이루게 된다. Simon C. Y. Wong, “Why Steward

ship is Proving Elusive for Institutional Investors”, 「Butterworths Journal of Interna

tional Banking and Financial Law」 (July/August 2010), p.408.

90) Ibid. p.409.

91) John Kong Shan Ho, supra note 11,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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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도입

년도
관련기관 코드명

회의적인 견해들의 논거들은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튜어드

코드 도입 이후 영국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특히 자산소유자를 중심으로

일부 자산소유자들은 지나치게 분산되어 있던 투자 포트폴리오를 줄이거나, 투자체

인을 축소시켰고, 패시브/인덱스 펀드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92)

또한 FRC는 2017년 티어링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과 관련한 의미 있는 변화

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스튜어드십 활동이 투자대상회사의 장기적 성장을 추구

하는 이상 아직까지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평가하기에 이른 측면이 있다.

한편 원래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2년 개정 이후 2014년에 개정이 예정되어 있었으

나 개정되지 않았고,93) 최근 기업지배구조 코드가 개정됨에 따라 2018년 내에 개정

을 앞두고 있다. 아마도 이번 개정 과정에서 영국 내에서의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

효성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코드의 개선 및 보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3장 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제1절 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현황

2010년 영국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된 이후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트렌드 속에서 각국에서 유사한 내용의 코드가 제정되었다. 각 국가별 스튜어드십

코드 내지 그와 유사한 기관투자자의 책임에 관한 코드의 제정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국가별로 그 명칭이 조금씩 다르지만 편의상 ‘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라 한

다).94)

[표 2] 국가별 스튜어드십 코드 및 유사 코드 제정 현황

92) Simon C. Y. Wong, supra note 63, p.508.

93) The UK Stewardship Code (2012), Application of the Code, para.15, p.3.

94) 이 표는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센터의 ‘해외각국 및 국제기구(해외기관 포함)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

입현황’을 참고한 것이다. 표는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센터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c.c

gs.or.kr/resources/trends_list.jsp.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센터에서 작성한 표에는 독일 및 벨기에의

코드가 포함되어 있는데, 독일의 Corporate Governance Code for Asset Management Companies(20

05)나 벨기에의 BEAMA Code of Conduct(2009)는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이전부터 있었던 코

드이므로 이 논문에서는 이를 제외하였다. 한편 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용은 해당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위에서 소개한 국가들 중 일부 국가를 제외한 국가의 스튜어드십 코드

는 ECGI(European Corporate Governance Institute, 유럽기업지배구조기구)의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http://ecgi.global/content/codes-stewardship?field_categories_tid=Steward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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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010
Financial Reporting Council 

(FRC)
The UK Stewardship Code 

캐나다 2010
Canadian Coalition for Good 

Governance (CCGG)

Principles for Governance 

Monitoring, Voting, and 

Shareholder Engagement 

남아프리카

공화국
2011

Institute of Directors in 

Southern Africa (IoDSA)

Code for Responsible Investing 

in South Africa (CRISA) 

스위스 2013 Ethos

Guidelines for institutional 

investors, governing the 

exercising of participation rights 

in public limited companies

일본 2014
Financial Services Agency 

(FSA)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stitutional Investors

말레이시아 2014

Securities Commission 

Malaysia and Minority 

Shareholders Watchdog 

Group (MSWG)

Malaysian Code for Institutional 

Investors 

이탈리아 2015
Il Consiglio direttivo di 

Assogestioni

Italian Stewardship Principles for 

the exercise of administrative 

and voting rights in listed 

companies

대만 2016

Taiwan Stock Exchange(TWSE), 

Financial Supervisory 

Committee(FSC)

Stewardship Principles for 

Institutional Investors

덴마크 2016

Committee for Good 

Corporate Governance at the 

initiative of the Minister of 

Business and Growth

(Danish) Stewardship Code

싱가포르 2016 Stewardship Asia Centre (SAC)
Singapore Stewardship Principles 

(SSP) for Responsible Investors 

한국 2016

스튜어드십 코드 민간 

제정위원회

(한국 기업지배구조원)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Principles on the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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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al Investors)

홍콩 2016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SFC)

Principles of Responsible 

Ownership 

미국 2017
Investor Stewardship Group

(ISG)

Stewardship Framework for 

Institutional Investors

인도 2017

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 of 

India

Guidelines on Stewardship Code  

for Insurers in India

카자흐스탄 2017

The City UK, in association 

with the Astana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Responsible Shareholder 

Engagement- 

A Kazakh Stewardship Code

케냐 2017 The Capital Markets Authority
Stewardship Code for 

Institutional Investors

태국 2017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of Thailand

Investment Governance Code

(ICode) 

호주 2017
The Financial Services Council  

(FSC)

FSC Standard 23: Principles of 

Internal Governance and Asset

Stewardship

네덜란드 2018
Eumedion (Dutch corporate

governance forum)
Dutch Stewardship code

기관명
도입

년도
코드명

위 표에 의하면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였고, 그 중 일

본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일찍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많은 국가들이 코드의 이름으로 스튜어드십(Stewardship)이나 스튜어드십 책

임(Stewardship responsibilit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몇몇 국가들은 책임

투자자(Responsible Investor)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홍콩은 ‘책임 있는

소유권(오너십)(Responsible Ownership)’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

다.

한편 ICGN, EU, OECD 등의 단체 및 국제기구들도 다음과 같이 기관투자자의

책임에 관한 코드를 제정하였다.

 [표 3] 단체 및 국제기구들의 기관투자자의 책임에 관한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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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GN 2016 ICGN Global Stewardship Principles

EU 2017 Revised Shareholder Rights Directive95)

OECD 2017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for Institutional Investors

위 단체 및 국제기구의 코드들은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를 비롯한 각국의 스튜어

드십 코드들과는 그 내용이나 형태가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는 생략하고, 아래

에서는 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그 세부 내용을 비교 검토하

기로 한다.

제2절 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유형별 분류

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코드 제정을 주관한 기관에 따라 정부 주도(by regula

tors or quisi-regulators), 민간 주도(by industry participants), 기관투자자 자체 주

도(by investors themselves)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를 위 기준으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96)

1. 정부 주도 유형

영국, 덴마크, 홍콩, 케냐, 일본,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인도가 이에 속한다. 영국

은 기관투자자 자체 주도 유형에서 정부 주도 유형으로 발전한 경우이다.97) Walker

보고서는 ISC 코드(기관투자자 자체 주도 유형)를 FRC에서 주관할 것을 권고하였

고, 그에 따라 준 공적기관인 FRC가 주관하여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였다.

95)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주주권리지침’으로 번역된다. 주주권리지침은 스튜어드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고 ‘주주의 관여(shareholder engagement)’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서 관여 활동으로 ‘모니터링, 회사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 의결권 및 기타 주주권의

행사’ 등을 들고 있다. 또한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와 유사하게 관여가 강제되지는 않고,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분명하고 이유 있는 설명(clear and reasoned explanation)을

할 것이 요구된다. 다만 지침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성규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는 견해가 있다. Iris H-Y Chiu, Dionysia Katelouzou, “From Shareholde

r Stewardship to Shareholder Duties: Is the Time Ripe?” TLI Think Paper 25/2016

(2016), pp.12-13.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주권리지침 역시 연성규범이므로 이 논문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유사한 규범으로 소개하였다.

96) 아래의 구분은 Jennifer G. Hill, “Good Activist/Bad Activist: The Rise of Internationa

l Stewardship Codes”,「Seattle University Law Review」, ECGI - Law Working Pap

er No. 368/2017 (2017), pp.10-13.을 참조하였다.

97) Ibid.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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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정부 주도 민간 주도 기관투자자 자체 주도

내용       국가
영국

(2012)
일본

(2014)
우리나라
(2016)

싱가포르
(2016)99) 

미국 
(2017)

네덜란드
(2018)

스튜어드십 책임 
정책 제정·공개

원칙1 원칙1 원칙1 원칙1 지침B.1 원칙1

이해상충 방지 
정책 제정·공개

원칙2 원칙2 원칙2 원칙4 원칙C 원칙6

2. 민간 주도 유형

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싱가포르가 이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종래 금융위원회

가 주도한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가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을 시도하였다가 정

부의 지나친 개입을 우려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의 반대로 민간 중심의

위원회인 스튜어드십 코드 민간 제정위원회에서 코드를 제정하였다.98)

3. 기관투자자 자체 주도 유형

호주, 브라질, 캐나다, 이탈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미국이 이에 속한다. 기관투자

자들이 스스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고 이를 따르는 유형인데, 정부 주도로 코

드를 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민간 주도 유형과 유사하다.

제3절 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비교

각국의 코드는 투자대상회사의 장기적 성장을 추구하고, 이를 위한 기관투자자의

경영진에 대한 모니터링, 관여, 의결권 행사, 스튜어드십 정책 및 활동의 공개 등을

정하고 있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각국의 코드를 자세히 살펴보면 해당

국가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른 원칙 및 지침들로 구성되어 있고, 원칙의 개수도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7개의 원칙으로 구

성되어 있는 반면, 미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6개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장 최

근에 제정된 네덜란드 스튜어드십 코드는 11개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각

유형에 속한 몇몇 국가들의 코드 내용을 간단히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표 4] 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칙·지침 비교

98) Jennifer G. Hill, supra note 96, pp.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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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원칙3 원칙3 원칙3 원칙3 지침B.1 원칙2

스튜어드십 
활동(관여)의 

강화

원칙4의 
지침100) 지침4-1101) 원칙4의 

지침102) 지침3.4103) 지침E.4104) 원칙3105)

공동 행동 원칙5
지침4-4106)

지침7-3107)
원칙7의 
지침108) 원칙7 원칙F109) 원칙4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

- - - - - 원칙5

의결권 정책 
제정·공개

원칙6 원칙5 원칙5 원칙5 지침B.3110) 원칙7

고객·수익자에 
대한 보고

원칙7 원칙6 원칙6 원칙6 원칙B.3 -111)

전문성 - 원칙7 원칙7 - - -

고객·수익자에 
대한 신인의무

원칙2의 
지침112) 지침2-1113) 원칙2의 

지침114) 지침4.1115) 원칙A 지침116)

의결권자문회사
원칙6의 
지침117)

지침5-4118)

지침5-5119)
원칙1·5의 
지침120) - 원칙D 원칙8

ESG 요소에 
대한 고려

지침121) 지침3-3122) 지침123) 지침2.3124) 원칙B125) 원칙2126)

99) SAC, Singapore Stewardship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ors (2016), http://www.

stewardshipasia.com.sg/sites/default/files/Section%202%20-%20SSP%20(Full%20Docum

ent).pdf. 싱가포르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원칙1. 책임 있는 투자자는 그들의 스튜어드십 책임 정책을 제정하고 이를 설명해야

한다(Responsible investors establish and articulate their policies on their stewards

hip responsibilities).

(2) 원칙2. 책임 있는 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 정기적으로 또한 효과적으로 소통해야 한

다(Responsible investors communicate regularly and effectively with their investee

companies).

(3) 원칙3. 책임 있는 투자자는 적극적으로 투자대상회사를 모니터링해야 한다(Responsi

ble investors actively monitor their investee companies).

(4) 원칙4. 책임 있는 투자자는 이해상충 관리에 관한 그들의 정책을 공개해야 한다(Res

ponsible investors make known their approach to managing conflicts of interest).

(5) 원칙5. 책임 있는 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정책을 제정하고, 책임 있게 의결

권을 행사해야 한다(Responsible investors establish clear policies on voting and ex

ercise their voting rights in a responsible fashion).

(6) 원칙6. 책임 있는 투자자는 스튜어드십 활동에 관해 보고하고 적절히 업데이트해야

한다(Responsible investors document and provide relevant updates on their stewar

dship activities).

(7) 원칙7. 책임 있는 투자자는 적절한 경우 다른 투자자와 함께 관여해야 한다(Responsi

ble investors are willing to engage responsibly with one another where appropriat

e).

100) 기관투자자는 스튜어드십 활동을 언제, 어떻게 강화할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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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4). 비공개 대화에 회사가 건설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 경영진과의 추가적인

만남, 회사 자문단에 대한 우려 표시, 이사회 의장 등과의 만남, 공동 행동, 주주총회

전 의견 공표, 주주제안 및 주주총회에서의 발언, 주주총회 소집 요구 등 강화된 개입

을 할 수 있다(원칙4의 지침).

101) 모니터링 및 대화를 통해 기업 가치의 훼손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기관투자자는 회사

에 추가 소명을 요구하여 상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지침4-1).

102) 기관투자자는 회사와의 충분한 협의 이후에도 우려가 남아 있는 경우 내부 정책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지를 검토해야 한다(원칙4의 지침).

103) 기관투자자의 관여에 투자대상회사가 건설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경우 스튜어드십 활동

을 강화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지침3.4).

104) 기관투자자들은 주주 관여 노력에 따른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지침E.4).

105) 원칙3.에서는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활동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그 지

침에서 상세하게 스튜어드십 활동 강화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네덜란

드 스튜어드십 코드의 검토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06) 투자대상회사에 독립적으로 관여하는 것에 추가하여 필요하다면 다른 기관투자자와 공

동으로 관여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다(지침4-4).

107) 다른 투자자와 의견을 교환하거나 포럼을 구성하는 것이 기관투자자의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관여 및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지침7-3).

108) 기관투자자는 논의와 토론을 활성화하고 공동의 이해관계를 추구하기 위한 포럼 등을

설립하여 성공적인 주주활동 사례 등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나누고 학습함으로써 전문

성과 주주활동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원칙7의 지침).

109) 기관투자자들은 필요한 경우 지배구조 원칙과 스튜어드십 원칙을 채택하고 적용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하여 함께 움직여야 한다(원칙F).

110) 기관투자자들은 필요한 경우 주기적으로 투자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의결권 행사

및 주주관여 활동 내용을 공개하거나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지침B.3).

111) 네덜란드 스튜어드십 코드에서는 스튜어드십 정책, 이해상충 정책, 의결권 정책 등을

공개(publicly disclose)할 것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따로 고객·수익자 등에 대해 보고

할 것을 정하지는 않았다.

112) 기관투자자는 고객·수익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행동할 의무가 있다(원칙2의 지침).

113) 고객·수익자의 이익을 스튜어드십 코드를 시행함에 있어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지침

2-1).

114) 기관투자자는 고객·수익자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행동할 의무가 있다(원칙2의 지침).

115) 이해상충에 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이 정책은 고객·수익자에 대한 신인의무를 강

조해야 한다(지침4.1).

116) 자산소유자나 자산운용자는 고객·수익자의 최선의 이익을 추구할 신인의무를 부담한다

(원칙1의 지침).

117) 의결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를 공개하고, 서비스를 통해 받아들인 의견 내용도 공

개해야 한다(원칙6의 지침).

118) 의결권 자문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고, 자문서비스의

권고 사항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공개해야 한다(지침5-4).

119) 일본은 2017년 스튜어드십 개정을 통해 의결권 자문회사의 스튜어드십 역할에 관한 지

침5-5를 신설하였다. 그에 관한 내용은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의 검토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20) 자문사 등 선정·점검·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원칙1의 지침).

의결권 행사 자문서비스 이용 여부, 서비스 범위와 활용 방식, 서비스 제공자, 권고에

의존하는 정도 등을 공개해야 한다(원칙5의 지침).

121) 원칙4.의 지침에서 기관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는 경우의 예시로 ‘사회적·환경적 사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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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 의하면 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주요 내용은 ① 스튜어드십 정책을 제정

하고 공개할 것, ② 이해상충 정책을 제정하고 공개할 것, ③ 투자대상회사를 모니

터링할 것, ④ 투자대상회사에 관여할 것(일부는 스튜어드십 활동의 강화 단계에 관

해서도 정하고 있다), ⑤ 의결권 행사에 관한 정책을 제정하고 그 활동 내역을 공개

할 것, ⑥ 고객 또는 수익자에게 스튜어드십 활동에 관해 보고할 것 등이다. 그 외

각국의 사정에 따라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이나 우

리나라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전문성을 갖출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

고, 네덜란드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비교적 최근에 제정된 코드일수록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고 있는데, 일본 스튜어드

십 코드는 2017년 개정을 통해 일부 내용이 추가되었다.

제4절 주요 스튜어드십 코드의 소개

아래에서는 비교적 일찍 제정되어 우리나라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과정에서 많

은 영향을 미친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와, 최근에 제정된 미국 및 네덜란드의 스튜

어드십 코드에 대해 소개하기로 한다. 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유사한 내용을 담

고 있으므로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검토한 부분 중 중복되는 부분을 생략하고,

일본, 미국 및 네덜란드 스튜어드십 코드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

다.

1.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

가. 개요

2013년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일본재흥전략(日本再興戦略)’에서는 2013

년 이내에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와 대화를 통해 기업의 중장기적인 성장을

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122) 모니터링 시 고려할 비재무적 사항에 ‘사회적·환경적 문제를 포함한 경영 위험 및 기

회’등을 예시하고 있다(지침3-3).

123) 원칙3의 지침에서 ‘지배구조, 경영전략 등 비재무적 요소’를 점검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사회적·환경적 요소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124) 기관투자자의 관여 사항으로 ‘사회, 환경, 지배구조’ 등을 예시하고 있다.

125) 지배구조 요소를 어떻게 평가할지 설명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고, 사회적·환경적 요소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126) 모니터링 사항으로 ‘사회, 환경, 지배구조, M&A’ 등을 예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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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하는 등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한 원칙(일본판 스튜어드십 코드)’을 마련하기

로 하였고, 이에 따라 금융청(FSA)에 사무국을 둔 ‘일본판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유식자검토회127)’가 설치되었다. 이후 2014년 2월 26일 ‘「책임 있는 기관투자자」의

제원칙 <일본판 스튜어드십코드> - 투자와 대화를 통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責任ある機関投資家」の諸原則 ≪日本版スチュワードシップ・
コード≫～投資と対話を通じて企業の持続的成長を促すために～, 이하 ‘일본 스튜어

드십 코드’라 한다)128)가 제정되었다.129)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는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를 기초로 일본의 실정을 고려하여 제정된 것으로, 일본은 단순히 고객과 기관

투자자의 이해를 조정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일본 경제의 재생을 도모한다는 차원에

서 범정부적으로 스튜어드십 책임의 이행 문제에 접근하였다고 한다.130) 일본은 비

교적 일찍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였고, 이후 다른 국가들의 스튜어드십 코

드 제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7년 5월

29일 개정되었으나, 지침을 일부 추가하거나 전문 등의 내용을 일부 수정·삭제하였

을 뿐이고, 각 원칙은 개정 전과 동일하다.131)

나.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칙132)

(1) 원칙1. 기관투자자는 스튜어드십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명확한 방침을 제정하

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機関投資家は、スチュワードシップ責任を果たすための明確

な方針を策定し、これを公表すべきである).

(2) 원칙2. 기관투자자는 스튜어드십 책임을 이행하는 데에 있어 관리해야 하는 이

해상충에 대해서 명확한 방침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機関投資家は、ス

127) ‘전문가검토회’라고 번역하여 소개한 논문도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일본어 표기 그대

로 ‘유식자검토회(スチュワードシップ・コードに関する有識者検討会)’로 번역하였다.

128) The Council of Experts on the Stewardship Code,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stitut

ional Investors≪Japan’s Stewardship Code≫－To promote sustainable growth of co

mpanies through investment and dialogue－(2014).

129) 칸사쿠 히로유키(전규향 번역), “일본판 스튜어드십 코드와 자본시장”,「기업법연구」제

30권 제2호 (2016), 54-56면.
130) 정윤모, 앞의 글(주1), 79면.

131) 2017년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의 일문판 원문은 https://www.fsa.go.jp/news/29/singi/20

170529/01.pdf. 영문판 원문은 https://www.fsa.go.jp/en/refer/councils/stewardship/2017

0529/01.pdf.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정 및 개정 과정에 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김영주, “2017년 개정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와 운용상의 쟁점”,

「증권법연구」제19권 제1호 (2018), 107-109면 참조. 개정된 부분의 번역은 위 논문을

참조하였다.

132)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의 번역은 김순석, 앞의 글(주72), 15-16면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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チュワードシップ責任を果たす上で管理すべき利益相反について、明確な方針を策定

し、これを公表すべきである).

(3) 원칙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목표로 스튜어드십 책임을

적절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당해 기업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機関投資家

は、投資先企業の持続的成長に向けてスチュワードシップ責任を適切に果たすため、

当該企業の状況を的確に把握すべきである).

(4) 원칙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건설적인 ‘목적을 가진 대화’를 통하여

투자대상회사와 인식을 공유하면서 문제를 개선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機関投資

家は、投資先企業との建設的な「目的を持った対話」を通じて、投資先企業と認識の

共有を図るとともに、問題の改善に努めるべきである).

(5) 원칙5.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의결권 행사 결과의 공표에 대해서 명확한

방침을 가짐과 더불어 단순히 형식적인 판단기준에 그치지 않고, 투자대상회사의

지속적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機関投資家は、議決権の行使と行使結

果の公表について明確な方針を持つとともに、議決権行使の方針については、単に形

式的な判断基準にとどまるのではなく、投資先企業の持続的成長に資するものとなる

よう工夫すべきである).

(6) 원칙6. 의결권 행사를 포함하여 스튜어드십 책임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

하여 원칙으로서 고객⋅수익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機関投資家は、議

決権の行使も含め、スチュワードシップ責任をどのように果たしているのかについ

て、原則として、顧客・受益者に対して定期的に報告を行うべきである).

(7) 원칙7.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지속적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투자대상회

사나 그 사업환경 등에 관한 깊은 이해에 근거하여, 그 기업과 대화나 스튜어드십

활동에 수반하는 판단을 적절하게 하기 위한 실력을 구비해야 한다(機関投資家は、

投資先企業の持続的成長に資するよう、投資先企業やその事業環境等に関する深い理

解に基づき、当該企業との対話やスチュワードシップ活動に伴う判断を適切に行うた

めの実力を備えるべきである).

다.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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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와의 원만한 관계 중시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와 투자대상회사와의 대화 및 관여 등을 중시

하고 있고,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도 이를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그

러나 원칙이나 지침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는 영국에 비해 ‘회사

와의 원만한 관계 설정’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칙4.는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와 공동으로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고, 건

설적인 관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지침4-1.은

건설적인 대화를 통한 ‘상호 이해에 대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

비공개 대화에 대한 투자대상회사의 대응이 미흡한 경우 주주제안, 주주총회소집청

구(이사회 구성원 교체 제안) 등 보다 강화된 스튜어드십 활동에 나아갈 수 있음을

지침으로 정한 데 반해,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는 “회사에 추가 소명을 요구하여 상

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다(지

침4-1).

2000년대 후반 적극적 행동주의 펀드 등에 의한 적대적 M&A나 주주제안이 일본

에서는 대부분 실패로 종결되었고, 이와 같은 경험에 비추어 일본에서는 투자자가

노골적으로 주주가치 최대화를 표방하고 투자대상회사에 관여할 경우 기업의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또는 경우에 따라 사회 일반으로부터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133) 이러한 일본의 사회적⋅문화적 배경에서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는 영

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각 부분에서 발견된 ‘대결적인(기관투자자가 투자수익의 최대

화를 위하여 투자대상회사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권유하는 것과 같은)’ 표현을 배

제하고,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의 지속적 성장’이라는 공통 목표 아래, 투자대

상회사의 경영진과 협조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원칙4.나 지침4-1의

내용도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134)

2) 전문성 강조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의 가장 특징적인 원칙으로 원칙7을 들 수 있다. 원칙7은

기관투자자에 대해 ‘투자대상회사나 그 사업환경 등에 관한 깊은 이해 및 스튜어드

십 활동을 위한 실력’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또한 지침7-1에서는 경영 환경에 대한

133) 田中 亘, “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の觀點から見た日本版スチュワードシップ⋅コード－

英国コードとの差違に着目して,” 信託フォーラム, vol.1 (2014), 36면. ; 김순석, 앞의

글(주72), 16면에서 재인용.

134) 田中 亘, “日本版スチュワードシップ⋅コードの檢討－機關投資家の役割についてのフン

ビヴァレントな見方－,” 監査役, No.629 (2014), 68-69면 ; 김순석, 앞의 글(주72), 17-1

8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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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도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판단하기 위해 적절한 기술과 자원을 발전시켜야 하고,

이를 위한 내부조직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기관투자자에게 일종의 계몽적·교육적 요소 또는 기관투자자의 역할

에 대한 자각을 촉구하는 요소가 원칙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고 평

가하면서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가 처음 제정된 시점에 일본에는 영국과 달리 기업

지배구조 코드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기관투자자가 스스로 모범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였던 점이 이와 같은 원칙이 도입된 것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135)

2017년 개정에서는 더 나아가 기관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투자자의 경영진’에 대

해서도 스튜어드십 활동에 대해 적절한 능력과 경험을 갖출 것, 스튜어드십 책임에

있어 역할과 책무를 스스로 인식할 것 등을 요구하는 지침이 추가되었다(지침7-2).

또 자산운용자로 하여금 스튜어드십 활동 개선을 위해 스스로 평가하고 결과를 공

표하도록 하는 지침도 추가되었다(지침7-4).

3) 수범자에 따른 역할 명시

가) 자산소유자의 스튜어드십 활동

2017년 개정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에서는 자산소유자의 스튜어드십 활동에 대해

보다 자세한 지침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자산소유자는 가능한 한 스스로 스튜

어드십 활동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자산운용자에게 실효적인 스튜어드십

활동을 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지침1-3). 또한 자산운용자 선정 및 위임계약 체결

시 스튜어드십 활동에 요구되는 사항 등을 명확히 알려야 하고(지침1-4), 자산운용

자의 스튜어드십 활동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자산운용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때

에는 자산운용자와 투자대상회사 간의 면담 횟수, 면담시간 등의 형식적인 확인에

치중해서는 안 되고, 이들 간의 대화의 ‘질’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지침1-5).

나) 의결권 자문회사136)의 스튜어드십 활동

의결권 자문회사의 중요성 및 활용 빈도가 높아진 현실을 감안하여 2017년 개정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에서는 의결권 자문회사의 스튜어드십 활동에 관한 새로운 지

침을 두고 있다. 의결권 자문회사는 기업 상황의 정확한 파악 등을 위한 충분한 경

영 자원을 투입하고, 스튜어드십 코드의 각 원칙(지침을 포함)이 자신에게 적용되고

있고 있음을 유의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업무체제나 이해상충

135) 칸사쿠 히로유키, 앞의 글(주129), 63면.

136)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에는 ‘의결권행사조언회사(議決權行使助言会社)’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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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자문 책정의 과정 등에 관해, 자체적인 대응 방안을 공표해야 한다(지침 5-5).

4) 공동 행동

종래 2014년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는 영국과 달리 공동 행동에 관한 원칙을 두지

않았고 지침7-3에서 의견교환이나 포럼 구성이 가능하다고만 정했기 때문에 공동

행동에 관해 정하지 않은 점이 주요한 특징 중 하나로 소개되고 있었다. 그러나 20

17년 개정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는 “필요하다면 다른 기관투자자와 공동으로 관여

할 수 있다”는 지침4-4를 신설하여 기관투자자들의 공동 행동에 관해 분명한 지침

을 두고 있다.

5) 기업지배구조 코드와의 관계

2014년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당시 일본에는 기업지배구조 코드가 제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2015년 5월 기업지배구조 코드가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2017년 개

정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에서는 “이사회는 기업지배구조 코드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적절한 기업지배구조, 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 집행과 관련한 경영의 적절한 감

시를 통해 기업 가치의 향상을 도모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사회의 이러한 기능

과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의 기능은 서로 보충적이며(complement

ary), 최상의 기업지배구조에 필수적인 요소이다”라고 하여 양자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137) 일문판 스튜어드십 코드에서는 이사회 기능과 기관투자자의 기능을

「車の両輪」(자동차의 좌우 바퀴)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다.138)

일본 기업지배구조 코드에서는 회사는 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주주

간 평등을 보장할 것(원칙1), 이사회는 주주에 대한 수탁자 책임139)·설명 책임에 입

각해 중장기적 기업가치 향상을 촉구할 것(원칙4), 경영진 간부·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는 주주총회 장 이외에서도 주주와의 건설적인 대화를 할 것(원칙5) 등을 정하

고 있다.140)

137) Japan's Stewardship Code (2017), para.5, p.4.

138)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담당한 2017년 유식자검토회 좌장인 칸사쿠 히로유키(神

作裕之) 도쿄대 교수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관계를 이른바

‘자동차의 좌우 바퀴’와 같은 관계에 해당한다고 표현하였는데, 코드 개정의 전제로 기

업지배구조 모범규준과의 정합성을 위한 고려가 그 바탕에 깔려 있었다. 김영주, 앞의

글(주131), 112면, 각주27).

139) 일본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이사회의 주주에 대한 책임을 受託者 責任(영문판에

서는 fiduciary responsibility)이라고 하고 있다.
140) 일본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대한 논의는 신창균,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

준」- 회사의 지속적 성장과 중장기적인 기업가치의 향상을 위해서, 「CG 리뷰」vol.7

9,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5) 참조. 일본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영문판은 다음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fsa.go.jp/en/refer/councils/corporategover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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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SG 요소의 고려

지침3-3.은 모니터링 시 고려할 비재무적 사항에 ‘사회적·환경적 문제를 포함한

경영 위험 및 기회’ 등을 포함하고 있다.

2. 미국 스튜어드십 코드

가. 개요

미국은 ISG(Investor Stewardship Group, 투자자 스튜어드십 그룹)에서 2017년 1

월 31일 기업지배구조 코드인 ‘미국 상장회사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프레임워크(Cor

porate Governance Framework for U.S. Listed Companies, 이하 ‘미국 기업지배구

조 코드’라 한다)’와, 스튜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자를 위한 스튜어드십 프레임워크

(Stewardship Framework for Institutional Investors, 이하 ‘미국 스튜어드십 코드’

라 한다)’를 제정하였다. 이 코드들은 2018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ISG는 50여 개의 미국 내 기관투자자와 글로벌 자산운용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이들의 미국 주식시장 내 투자금액은 22조 달러에 달한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블랙록(BLACKROCK), 캘퍼스(CalPERS,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연금), CALSTRS

(캘리포니아 교직원 퇴직연금), 엘리엇(ELLIOTT),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J.

P.모건(J.P. MORGAN), 뱅가드(Vanguard) 등도 ISG의 구성원이다.141) 미국 스튜어

드십 코드 제정 이전에도 미국에서는 이미 주주행동주의가 발전하여 투자자가 기업

지배구조에 적극 관여하고 있었다.142) 특히 위 기관투자자들 중 블랙록, 골드만삭스,

J.P.모건, 뱅가드 등은 이미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가입되어 있었다.

미국은 영국과 달리 규정중심주의를 채택하여 개별 법률 등으로 규율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으나, 미국 기업지배구조 코드 및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으로 종래와는

다른 원칙 중심의 접근방법을 시도하고 있다.143)

나. 미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칙144)

nce/20150306-1/01.pdf

141) https://dev.isgframework.org/signatories-and-endorsers/#

142) 문정해, “주주행동주의 규제를 위한 충실의무 적용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제16권

1호 (2009), 370-374면.

143) Anne Meyer, Don Cassidy, and Rajeev Kumar, “The Investor Stewardship Group’s

Governance Principles”,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ial Regulation 2018.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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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 A. 기관투자자들은 자금제공자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Principle A: Institut

ional investors are accountable to those whose money they invest).

(2) 원칙 B. 기관투자자들은 투자대상회사의 기업지배구조 요소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설명해야 한다(Principle B: Institutional investors should demonstrate ho

w they evaluate corporate governance factors with respect to the companies in

which they invest).

(3) 원칙 C : 기관투자자들은 의결권 대리행사 및 주주관여 활동에서 발생 가능한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공시해야 한다(Principle C: Institutiona

l investors should disclose, in general terms, how they manage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that may arise in their proxy voting and engagement activities).

(4) 원칙 D : 기관투자자들은 의결권 대리행사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의결권 행사 결

정에 자문을 하는 제3자의 활동과 정책을 모니터링해야 한다(Principle D: Institutio

nal investors are responsible for proxy voting decisions and should monitor the

relevant activities and policies of third parties that advise them on those decisio

ns).

(5) 원칙 E : 기관투자자들은 회사와 의견차를 좁히는데 있어 건설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을 택하거나 시도해야 한다(Principle E: Institutional investors should address

and attempt to resolve differences with companies in a constructive and pragmat

ic manner).

(6) 원칙 F : 기관투자자들은 필요한 경우 기업지배구조 원칙과 스튜어드십 원칙을

채택하고 적용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행동해야 한다(Principle F: Inst

itutional investors should work together, where appropriate, to encourage the ado

p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Corporate Governance and Stewardship principle

s).

144) 미국 스튜어드십 코드 및 기업지배구조 코드의 원문은 https://isgframework.org/에서

확인 가능하다.



- 43 -

다. 미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특징

1) 독특한 내용 구성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코드들이 ‘전문’이나 ‘코드의 적용’,

‘준수 또는 설명’ 등의 장을 따로 두어 스튜어드십 책임의 목적, 코드의 적용대상

및 준수 방법, 스튜어드십 활동의 내용 등에 관해 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미국 스

튜어드십 코드는 원칙과 지침으로만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다(기업지배구조 코드도

마찬가지다). 미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목적, 효력발생일, 코드의 성격, 개정, 코드의

이행방법 등은 ISG 홈페이지의 FAQ란에서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145) 또한 원칙의

내용 역시 넓게 보면 다른 국가들의 스튜어드십 코드와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

나, 그 구성이나 구체적인 문장에서는 차이가 있다.

기관투자자의 책임에 관한 서술은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와 큰 차이를 보인다. 영

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회사에서의 스튜어드십 책임은 이사회와 기관투자자가 나누

어서 부담한다고 하고 있다.146) 영국의 스튜어드십 책임은 그 개념이 다소 모호하고

특히 기관투자자들이 부담하는 스튜어드십 책임의 이행 상대방이 불분명하다. 이에

반해 미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원칙A.에서 “기관투자자들은 자금제공자에 대하여 책

임을 부담한다”, 지침A.1에서 “자산운용자는 고객에 대하여 책임이 있고, 자산소유

자는 수익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미국 기업지배구조 코드는 원칙1.

에서 “이사회는 주주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정하여 자산운용자, 자산소유자, 이

사회의 각 책임의 상대방을 단순 명료하게 밝히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준수 또는 설명’ 방식과 관련해서도

미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FAQ란에서 기관투자자들

이 자율적으로 미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고, 적절하다고 판단하

는 원칙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준수하지 않는 원칙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거나, 그러한 설명의 정도가 의미 있을 것을 요한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이는 영국 등 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취하고 있는 ‘준수 또는 설명’

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한편 미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목은 ‘스튜어드십 프레임워크’ 이지만, 코드의 원

칙이나 지침에서 스튜어드십 책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

2) 의결권 자문회사에 대한 모니터링

145) https://isgframework.org/faq/

146) The UK Stewardship Code (2012), Stewardship and the Code. para2.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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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외부 서비스 기관에 외주를 주는 경우 외

부 서비스 기관의 행위가 자신의 스튜어드십 정책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거

나(원칙1의 지침), 의결권 자문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범위 및 서비

스제공자를 밝히고, 권고 내용에 대한 의존도 등을 공개하라고만 정하고 있으나(원

칙6의 지침), 미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의결권 자문회사의 의결권 활동과 정책까지

모니터링할 것을　명시적으로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원칙D).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으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자문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의미

있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3) 기업지배구조 코드와의 관계

미국 기업지배구조 코드의 원칙3은 이사회가 주주에 대해 호응하고(responsive),

주주들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사전 대책을 강구할 것(proactive)을 정하고 있다.

다만 미국 기업지배구조 코드와 스튜어드십 코드가 동일한 기관에서 제정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각 코드의 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

3. 네덜란드 스튜어드십 코드

가. 개요

네덜란드에서는 이미 2011년에 ‘관여 주주권을 위한 모범규준(Best Practices for

Engaged Share-Ownership)’이 제정된 바 있었다.147) 모범규준은 기관투자자가 지

켜야 할 10개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었고, 다른 스튜어드십 코드와 유사하게 모니터

링, 스튜어드십 정책 제정, 공동행동, 의결권 정책 공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

다.

네덜란드의 Eumedion은 2018년 Dutch Stewardship Code(이하 ‘네덜란드 스튜어

드십 코드’라 한다)를 제정하였다. 코드를 제정한 Eumedion은 기관투자자들을 구성

원으로 한 독립적인 기업지배구조 포럼(Corporate Governance Forum)으로, Eumedi

on은 그리스어로 좋은 감시자(Good Guardian)를 뜻한다. 네덜란드 스튜어드십 코드

는 ‘관여 주주권을 위한 모범규준’을 대체하였고, 네덜란드의 자산소유자 및 자산운

용자들은 2019. 6. 10.부터 새로운 코드의 준수 여부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148)

147)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eumedion.nl/en/public/knowle

dgenetwork/best-practices/best_practices-engaged-share-ownership.pdf. 이 모범규준

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성승제, “스튜어드십 코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안분석」

2016-01, 한국법제연구원 (2016), 56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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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코드는 전문에서 ‘자산소유자와 자산운용자가 네덜란드 상장 회사의 주

요주주이고, 또한 다른 사람들 또는 기관들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사회는 이

들이 투자대상회사에 대해 좋은 기업지배구조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시키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다할 의무를 기대한다고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149) 기관투자자들

의 스튜어드십 활동은 크게 의결권 행사(casting of vote), 모니터링(monitoring), 관

여(engagement)이고, 관여는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와 마찬가지로 투자대상회사와의

의미 있는 대화(meaningful dialogue)를 말한다.150)

나. 네덜란드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칙151)

(1) 원칙1. 자산소유자와 자산운용자는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스튜어드십을 어떻게

투자 전략에 반영시킬지에 관해 설명하는 스튜어드십 정책을 제정해야 한다. 스튜

어드십 정책은 수익자·고객의 가치를 보호하고 고양하며, 투자대상회사의 장기적인

가치 창출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 코드의 원칙에서 정한 사항

을 포함한 스튜어드십 정책은 자산소유자와 자산운영자의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되

어야 한다. 자산소유자와 자산운용자는 어떻게 스튜어드십 정책을 시행하였는지 최

소한 연 1회 그들의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해야 하고, 자산소유자는 자산운용자와의

계약에 자신들의 정책을 반영하였는지 여부 및 어떻게 반영하였는지에 대해서도 공

개해야 한다(Asset owners and asset managers have a stewardship policy that d

escribes how they integrate stewardship towards Dutch listed investee companie

s in their investment strategy. The stewardship policy should be aimed at preser

ving and enhancing value for their beneficiaries and/or clients, and should promo

te long-term value creation at Dutch listed investee companies. The stewardship

policy should at least include the matters described in the principles of this Cod

e and should be publicly disclosed on the asset owner’s and asset manager’s we

bsite. Asset owners and asset managers shall at least once a year publicly repor

t on their website how they have implemented their stewardship policy, asset o

wners shall also report if and how they have integrated that policy into their ar

148) Dutch Stewardship code (2018), Preamble, para.3, p.2.

149) Dutch Stewardship code (2018), Preamble, para.1, p.1.

150) Dutch Stewardship code (2018), para.2, p.2.

151)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eumedion.nl/en/public/knowle

dgenetwork/best-practices/2018-07-dutch-stewardship-code-final-version.pdf. 코드의

몇몇 원칙에서는 다른 나라의 스튜어드십 코드와 달리 ‘해야 한다’는 의미의 should가

빠져 있으나, 문맥상 ‘해야 한다’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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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gements with their asset managers).

(2) 원칙2. 자산소유자와 자산운용자는 주요 이슈, 즉 투자대상회사의 장기적인 가

치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회사의 전략, 실적, 위험, 기회, 자본 구조, 사회적·

환경적 영향, 기업지배구조, 인수·합병과 같은 회사의 행위 등의 이슈 및 그 밖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 모니터링해야 한다. 주요 이슈란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 창출

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말한다(Asset owners and asset managers

monitor their Dutch listed investee companies on material issu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company’s business model for creating long-term value, the c

ompany’s strategy, performance and risks and opportunities, the capital structure,

social and environmental impact, corporate governance and corporate actions suc

h as mergers and acquisitions. Material issues are those matters that are likely

to significantly affect the company’s ability to create long-term value).

(3) 원칙3. 자산소유자와 자산운용자는 집행이사나 감독이사와 대화를 나누고, 그래

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적절하게 재량에 따라 그들의 스튜어드십 활동을 강

화시킬 준비를 해야 한다. 주주총회 외에서 특정 주제에 대해 자산소유자와 자산운

용자가 투자대상회사와 대화를 할 때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자산소유자나 자산운용

자는 그들의 보유 지분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Asset owners and asset managers a

re prepared to enter into dialogue with the executive and/or supervisory director

s of their Dutch listed investee companies and are prepared to escalate their ste

wardship activities in case issues remain unresolved, where appropriate and at t

heir discretion. In the event that an asset owner or asset manager enters into di

alogue with a Dutch listed investee company on certain issues, outside the conte

xt of a general meeting, the asset owner or asset manager will disclose its full

equity holding (long and short) at the request of that company).

(4) 원칙4. 자산소유자와 자산운용자는 스튜어드십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다른 주

주들과 적절하게 재량에 따라 협력한다(Asset owners and asset managers coopera

te with other shareholders in exercising stewardship activities towards Dutch list

ed investee companies, where appropriate and at their discretion).

(5) 원칙5. 자산소유자와 자산운용자는 투자대상회사의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적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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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재량에 따라 의사소통한다(Asset owners and asset managers communicate wit

h relevant stakeholders of Dutch listed investee companies, where appropriate an

d at their discretion).

(6) 원칙6. 자산소유자와 자산운용자는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스튜어드십 활동과 관

련하여 발생하는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인식하고 관리하며 해결해야

한다. 또한 이해상충과 관련된 정책을 공개해야 한다(Asset owners and asset man

agers identify, manage and remedy actual and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in re

lation to their stewardship activities towards Dutch listed investee companies. A

sset owners and asset managers publicly disclose their conflicts of interest polic

y in relation to their stewardship activities).

(7) 원칙7. 자산소유자와 자산운용자는 그들의 의결권 기타 주주권 행사를 알려진

방식에 따라 행사해야 한다. 자산소유자와 자산운용자는 a) 분기당 1회 각 회사별

및 의안별로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에 대한 설명, b) 연 1회 투자대상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및 주요 의결권

행사에 대한 설명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경영진이 제안한 의안에 대하

여 자산소유자나 자산운용자가 반대 또는 보류하는 형태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사전에 또는 회사의 요구가 있는 때, 그러한 의결권 행사의 이유를 이사회에 설명

해야 한다(Asset owners and asset managers exercise their voting rights and oth

er rights attached to shares in Dutch listed investee companies in an informed

manner. They publicly disclose on their website: a) at least once every quarter

how they have voted their shares in Dutch listed investee companies, at an indi

vidual company level and per voting item, and b) at least annually a general des

cription of their voting behaviour at general meetings of Dutch listed investee co

mpanies and an explanation of the most significant votes. In the event that the

asset owner or asset manager casts an against or a withhold vote on a manage

ment proposal, he should explain the reasons for this voting behaviour to the co

mpany’s board either pro-actively or at the request of the company).

(8) 원칙8. 자산소유자와 자산운용자는 의결권 정책을 공개하고, 적어도 연 1회 의

결권 자문·위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하였는지 여부 및 어떻게 이용하였는지에 대하

여 공개해야 한다. 자산소유자와 자산운용자는 의결권 자문·위임 서비스 기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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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이들의 의결권 행사가 자신들의 의결권 정책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Asset

owners and asset managers publicly disclose their voting policy and at least ann

ually if and how they use proxy research and/or voting services. Asset owners

and asset managers that use proxy research and/or voting services ensure that

their votes are cast in line with their own voting policy).

(9) 원칙9. 자산소유자와 자산운용자는 임시주주총회소집이나 정기주주총회에서의

의안제안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그 실행 전에 이사회와 상의해야 한다(Asset owne

rs and asset managers that consider exercising their right to submit a request f

or convening an extraordinary general meeting or for tabling a shareholder resol

ution at a general meeting of a Dutch listed investee company should have cons

ulted the company’s board prior to exercising this right).

(10) 원칙10. 자산소유자와 자산운용자가 제안한 의안이 주주총회에 상정되면, 자산

소유자와 자산운용자는 이를 설명하거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주주총회에 참석 또

는 대리참석해야 한다(If a resolution proposed by an asset owner or asset manag

er has been put on the agenda of a general meeting of a Dutch listed investee c

ompany, the asset owner or asset manager should be present or represented at t

hat meeting in order to explain this resolution and, if necessary, answer questio

ns about it).

(11) 원칙11. 자산소유자와 자산운용자는 그들의 단기적인 포지션이 그들의 장기적

인 포지션보다 큰 경우 의결권 행사를 기권해야 한다.152) 또한 주주총회의 안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주요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들이 위탁한 주식을 의결권

행사 기준일 이전에 회수해야 한다(Asset owners and asset managers will abstain

from voting if their short position in the Dutch listed investee company in quest

ion is larger than their long position. Asset owners and asset managers should r

ecall their lent shares before the voting record date for a general meeting of a

Dutch listed investee company, if the agenda for that general meeting contains o

ne or more significant matters).

152) 원칙11의 지침에서는 단기적인 포지션을 취할 경우 그들의 이해관계가 투자대상회사의

장기적인 가치 창출과 다르기 때문에 기권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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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네덜란드 스튜어드십 코드의 특징

1) 11개의 상세한 원칙

네덜란드 스튜어드십 코드는 11개의 원칙을 정하고 있고, 원칙의 내용 역시 다른

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비해 보다 상세하다.

2)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주주인 기관투자자와 이사회 또는 경영진과의 대화에

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에 비해, 네덜란드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와 다른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사소통도 중시한다. 원칙3의 지침에서는 강화된 스튜어드십

활동의 예로 ‘은행, 채권자, 고객, 공급업자, 노동자 협의체, NGO와 같은 이해관계

자와의 만남’을 제시하고 있고, 원칙5 및 그 지침에서도 이해관계자들과의 의사소통

을 통해 이들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투자대상회사와의 대화나 의결권 행사의 질

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책임은 기관투자자의 고객 또는 수

익자의 이익 창출만이 아니라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경제 전반의 발전을 추구하므

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이들의 다양한 의견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스튜어드십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네덜란드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러한 스튜어드십 책임의 목표를 보다 충실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3) 공동 행동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공동 관여(collective engagement)는 회사나 경제 전반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나 위험이 중요한 가치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가

장 적절할 수 있다고 하여(원칙5의 지침) 예외적인 상황에서 공동 행동이 권장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준다. 반면, 네덜란드 스튜어드십 코드는 원칙4에서 재량에 따라

공동으로 스튜어드십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지침에서 공동 관여(collectiv

e engagement)는 비용의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일대일의 만남보다 공동 토론(collec

tive discussion)을 통해 보다 넓고 깊이 있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어 공

동 행동에 대해 보다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4) 의결권 자문회사에 대한 모니터링

자산소유자나 자산운용자는 정기적으로 의결권 자문회사(proxy advisors)가 건전

한 프로세스, 정책, 의결권 행사 권고의 질을 담보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

해야 한다(원칙8의 지침). 미국 스튜어십 코드에도 의결권 자문회사에 대한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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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 또는 감독 이사에게 우려하고 있는 사안에 관한 서신 전달

- 집행 또는 감독 이사와의 추가적인 만남(우려하고 있는 사안의 토론을 위하여)

- 은행, 채권자, 고객, 공급자, 노동자 협의체, NGO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만남

- 주주총회 출석, 우려 표시, 반대 의결권 행사

- 공개 발표

- 특정 사안에 대해 다른 기관투자자들 또는 주주들과의 공동 개입

- 주주제안, 임시주총소집

- 집행 또는 감독이사 추천

- 법적 조치(암스테르담 항소법원 기업심사실의 심사절차 착수 등)

- 주식 매각

링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기관투자자들이 현실적으로 의결권 자문회사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의결권 자문회사에 대한 모니터링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5) 스튜어드십 활동 강화 단계의 세분화

원칙3.의 지침에서는 기관투자자와 회사 사이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

우 취할 수 있는 스튜어드십 활동의 강화 단계에 대해 정하고 있다. 이 지침은 영

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경우보다 세분화되어 있다.

6) 스튜어드십 활동으로서의 주식 매각

‘주식 매각’이 강화된 스튜어드십 활동 중 하나로 열거되어 있는 점은 위에서 살

펴본 바와 같다. 그런데 과연 주식 매각을 스튜어드십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보유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고객이나

수익자에게 최선이라면 코드의 준수가 보유 주식 처분 결정을 금지하지 않는다고만

정하고 있다.153) 통상 회사의 장기적 성장을 꾀하는 스튜어드십 활동과 월스트리트

룰에 따른 주식 매각은 서로 상반된 투자 전략으로 소개된다. 이하에서는 주식 매

각이 스튜어드십 활동의 하나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월스트리트 룰(Wall Street Rule or Wall Street Walk)이란 회사의 경영이 주주

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주가 주식을 매각하고 떠나는

투자 전략을 말한다.154) 많은 비용을 들여 회사 경영진을 감시한다고 해도 이로부터

153) The UK Stewardship Code (2012), Stewardship and the Code, para.7, p.1.

154) Anat R. Admati, Paul C. Pfleiderer, “The “Wall Street Walk”and Shareholder Activi

sm: Exit as a Form of Voice”, 「Review of Financial Studies」vol.22, issue.7 (200

9), p.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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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수 있는 수익은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고, 또한 소위 무임승차(free-rider)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주주로서 회사의 지배구조에 적극적으

로 관여하지 않았다.155) 분산된 소유구조에서 불만이 있는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고

떠나는 것 이외에 불만을 표시할 별다른 수단이 없었고, 기업지배구조의 전장에서

월스트리트 룰은 백기(white flag)로 인식되어 왔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156) 그런데

증권거래소에서 점하는 기관투자자들의 보유주식 비율이 점차 상승하면서 월스트리

트 룰을 유지하는 경우 손실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증권거래소에서 상

당 물량을 처분하려면, 해당 주식의 시장가격이 무너지는 탓에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관투자자들의 보유 자산이 대형화되고, 사실상 투자할

만한 대형 회사가 정해져 있어 기관투자자들은 ‘팔고 떠나면’ 막대한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157) 이로 인해 기관투자자는 보유주식의 매각보다 계속 보유를 전제

로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을 모니터링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략에 관심을 갖게 되

었다.158) 이와 같은 설명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활동과 같은 투자 전략은 월스트리트

룰에 따른 주식매각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선택된 전략으로 보인다. 어떻게 보든 기

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추구하는 것과 주식을 매각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것은 서로

상반되는 투자전략처럼 보인다.

그러나 퇴장의 협박(Threat of Exit, 주식 매각을 의미한다)이 기업지배구조를 개

선시킨다는 견해도 있다. 즉, 주식을 비교적 많이 소유한 주주들은 그들이 주식을

팔고 떠남으로써 대상회사의 주가를 떨어뜨리는 것을 통해 회사 경영진의 의사결정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주주들의 주식 매각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

을 끼칠 수 있고, 특히 경영진의 보수가 주가에 영향을 받는다면 공개되지 않은 정

보에 따라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대주주의 존재가 경영진에게 영향을 미쳐 기업지

배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다.159) 단일 최대주주(Single large blockholder)가 아닌 수

인의 대주주(multiple small blockholders)160)가 존재하는 경우 이들이 단일 최대주

주처럼 기업지배구조에 직접 개입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우나,161) 공개

155) Ibid. p.2445.

156) Brandon Chen, “Board Monitoring and the Wall Street Rule”, 23rd. Australian Finan

ce and Banking Conference 2010 Paper (2010), p.2.

157) 성승제, 앞의 글(주147), 14-15면.

158) 송홍선, 앞의 글(주81), 12면.

159) Anat R. Admati, Paul C. Pfleiderer, supra note 154, p.2446.

160) 소수주주가 아니라 주식 매각으로 인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대주주를

말한다.

161) 전통적으로 영미에서는 단일 지배주주가 있는 경우 이들은 경영진을 감시할 인센티브

가 크기 때문에 대리인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주식소유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보다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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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은 정보가 있을 때 활발하게 주식을 거래(trading)함으로써 그러한 정보를

주가에 반영시키고, 주가를 내재가치(fundamental value)에 근접하도록 하는 방법으

로 기업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162) 이러한 견해들에 따르면

주식 매각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포기하거나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는 무관한 투

자전략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즉, 잠재적인 주식 매각의 가능성은 경영진과 기관

투자자 간의 대화의 질을 고양시킬 수 있으므로, 주식 매각을 스튜어드십 활동의

하나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네덜란드 코드 이외에 홍콩 스튜어드십 코드도 지침1

9에서 ‘관여’의 메커니즘으로 비공개 대화, 방송미디어를 통한 공개 발언, 주주제안,

주주총회에서의 주주권 행사에 이어 주식 매각을 예시하고 있다.163)

7) 기업지배구조 코드와의 관계

네덜란드 스튜어드십 코드와 네덜란드 기업지배구조 코드(The Dutch Corporate

Governance Code)는 제정 주체가 다르지만,164) 네덜란드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지

배구조 코드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165) 네덜란드 기업지배구

조 코드에 따르면 ① 감독이사회(supervisory board)의 의장은 주주들과 효율적인

대화를 해야 하고(지침2.3.6), ② 주주들은 주주제안 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지침4.

1.5), 주주제안 전에 경영이사회(management board)와 사전에 토의해야 한다(지침4.

1.6). ③ 또 회사는 전문가회의, 프레젠테이션 등을 회사의 웹사이트 등을 통해 사전

에 공지하여 모든 주주들이 회의 등에 참석166)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지침4.2.3), ④

기관투자자는 그들의 웹사이트를 통해 의결권 행사 정책, 의결권 행사 내역 등을

공개해야 한다(지침4.3.5 및 4.3.6).

8) ESG 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

네덜란드 스튜어드십 코드는 원칙2에서 모니터링 사항으로 ‘사회적·환경적 영향,

기업지배구조, 합병·인수와 같은 회사의 행위’ 등을 포함하여 ESG 요소를 적극적으

로 고려하고 있다. 특히 원칙3의 지침이나 원칙5의 지침은 기관투자자와 이해관계

지배구조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162) Alex Edmans, Gustavo Manso, “Governance Through Trading and Intervention : A

Theory of Multiple Blockholders”, 「Review of Financial Studies」, vol.24, issue.7

(2011), p.2.

163) SFC, Principles of Responsible Ownership (2016), p.4.

164) 네덜란드의 기업지배구조 코드는 ‘Corporate Governance Code Monitoring Committee’

에 의해 제정되었다. https://www.mccg.nl/

165) Dutch Stewardship code (2018), Preamble, para.5, p.2.

166) 지침4.2.3은 참석의 방법으로 웹캐스팅(webcasting), 전화(telephone) 등의 수단을 제시

하고 있다.



- 53 -

자와의 의사소통을 스튜어드십 활동의 하나로 제시하면서 이해관계자에 NGO를 포

함시키고 있어 스튜어드십 활동의 사회적 책임투자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제4장 스튜어드십 책임의 의미

제1절 문제점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한 스튜어드십 책임의 개념에 대해서는 제정 단계에

서부터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있었다.167) 이러한 비판을 받아들여 FRC는

2012년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책임의 개념을 명확히 하려고 시

도하였으나 여전히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이전의

영국에서의 각종 보고서에서도 기관투자자가 누구의 스튜어드인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코드 제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Walker 보고서에서도 그에 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었다. 영국 외의 각국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되었지만,

스튜어드십 책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기관투자자가 ‘누구를 위한’ 스튜어드

인지, ‘누구에 대하여’ 스튜어드십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해 각국 코드에서도 명확

한 개념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여러 문헌들에서는 이

와 같은 불명확성을 지적하고 있고, ICGN 역시 ICGN의 2013년 개정 ‘기관투자자의

책임 원칙’에서 스튜어드십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ICGN에서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었다.168) 이와 같이 스튜어드십 책임의 의미를

정의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영국 및 각국의 스튜어드십 코

드에 대해 먼저 검토한 후 스튜어드십 책임의 의미를 밝히는 순서로 검토하였다.

제2절 스튜어드십의 의미

1. 스튜어드와 스튜어드십

스튜어드는 영국 등 유럽 국가에서 오랜 기간 사용된 용어로 다른 사람이 맡긴

167) 기관투자자가 누구에게 책임을 부담하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코드가 스튜어드십의 정

의를 내리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에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하는 견해도 있다. Arad Reisberg, supra note 87, pp.10-11.

168) ICGN, ICGN Guidance on Institutional Investor Responsibilities (2013), para.6.2.4, p.2

1.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icgn.org/sites/default/files/

ICGN%20Institutional%20Investor%20Responsibilities_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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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스튜어드의 어원은 stīweard 또는 stiward로, 집,

소 우리 등을 뜻하는 stig와 경비, 보초 등을 뜻하는 weard가 합쳐진 말이다.169) 역

사적으로는 중세 영국과 스코틀랜드 등에서 장원영주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의 직

위를 의미하였다.170) 스튜어트 가문(House of Stewart 또는 Stuart)의 경우, 조상인

Walter fitz Alan(1110∼1177)이 스코틀랜드의 국왕 데이비드 1세의 High Steward

of Scotland(스코틀랜드의 재상 겸 재무장관)의 직위를 받은 이후 그 직위를 세습하

게 되면서 이후 Stewart가 가문의 성이 되었다.171)

스튜어드는 현재 집사, 장원영주의 관리인, 대학 등에서 음식 등의 조달담당, 간

사, 매니저, 선박이나 여객기의 스튜어드(스튜어디스-stewardess의 남성형) 등으로

쓰이고 있고,172) 우리말로는 집사, 청지기, 관리인 등으로 번역되고 있다. 여기서 청

지기란 원래 양반집에서 잡일을 맡아보고 시중을 드는 사람을 칭하는 말이었고, 구

한말 성경을 번역·출간하는 과정에서 주인의 가사를 도맡아 처리하던 관리인 등에

대해 청지기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173)

스튜어드의 위와 같은 어원 및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보면, 스튜어드십이란 타인

의 자산 관리 그 자체 또는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자가 다해야 하는 주의, 책임

등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174)

2. 사용례

최근에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자산을 관리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스튜어드십이

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175) 이를 테면 지구의 자연 자산(환경)을 관리할 인류의

169) https://en.oxforddictionaries.com/definition/steward, https://www.etymonline.com/word

/steward,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steward

170) https://en.wikipedia.org/wiki/Steward_(office).

171) 스튜어트 가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https://en.wikipedia.org/wik

i/House_of_Stuart, https://www.britannica.com/topic/House-of-Stuart, http://www.bb

c.co.uk/scotland/history/articles/in_depth_the_stewarts/

172) https://en.oxforddictionaries.com/definition/steward

173) 성승제, 앞의 글(주147), 26-29면. 성경에서의 사용례가 한국의 생활상과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성경에서의 청지기는 포괄대리권을 부여받은 자로, 하인들의 우두머리로서

하인들을 감독하고 주인의 자산을 관리했으며(창 39:4; 롬 16:23), 주인의 자녀 교육까

지도 담당하는 역할을 했던 자를 말한다.

174) 스튜어드십이란 타인의 재산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갖추어

야 할 책임의식이나 덕목, 혹은 이러한 책임의식과 덕목으로 무장된 사람이나 조직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권종호, “엘리엇 사태에 비추어 본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

사의 쟁점 -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와 스튜어드십 코드를 소재로-”, 「경영법률」제26

권 제2호 (2016), 56면, 각주 15).

175) Tomorrow's Company, “Tomorrow's Owners Defining, differentiating, and rewardin

g stewardship” (2009),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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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등을 묘사할 때에도 스튜어드십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176) 이를 환경 스튜어

드십(Environmental Stewardship)이라고 하는데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자연 환경을 책임 있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177) 제품 스튜어드십(Product Stew

ardship)178)이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다. 제품 스튜어드십이란 제품의 생산부터 사

용에 이르기까지 책임 있고 윤리적인 관리를 하는 것을 말하고, 인류 건강 및 환경

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을 최소화하고 제품 이용의 가치를 최대화하는 것을 그 목표

로 한다. 주로 농업분야에서 생산성 향상, 환경위협의 최소화, 식량품질 개선 및 건

강개선 등 지속가능한 농업(Sustainable Agriculture)을 추구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

다.179) 의약분야에서는 항생제 스튜어드십(Antimicrobial stewardship)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항생제 스튜어드십이란 임상 현장에서 효과적인 항생제 사용을 도

모하여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균주내성을 줄이고 환자의 치료 효과를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효과적 의료비 지출을 지향하는 일련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프로그램

이다.180)

3. 스튜어드십 이론(Stewardship theory)

미국에서는 대리인 이론에서 경영자를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하는 자

로 전제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면서, 이와는 다른 접근방법으로 스튜어드십 이론(ste

wardship theory)이 소개된 바 있다.181)

한 당사자(대리인)가 다른 당사자(본인)에게 업무 수행을 약속하는 거의 모든 계

약 관계는 잠재적으로 대리 문제가 있다. 통상 대리인이 본인보다 관련 사실에 대

해 우월한 정보를 갖기 때문에 본인은 대리인의 업무 수행이 약속과 일치하는지 여

부를 쉽게 확인할 수 없고, 그 결과 대리인은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인센티브가

176) Arad Reisberg, “The Notion of Stewardship from a Company Law Perspective”, 「J

ournal of Financial Crime」vol.18 (2011), p.128.

177) https://en.wikipedia.org/wiki/Environmental_stewardship. 환경 스튜어드십에 대한 관

련 문헌으로는 Chapin, F. S., Stephen R. Carpenter, Gary P. Kofinas, et al. “Ecosyst

em Stewardship: Sustainability Strategies for a Rapidly Changing Planet”, 「Trends

in Ecology & Evolution」25(4) (2010) ; Nathan J. Bennett et al., “Environmental St

ewardship: A Conceptual Review and Analytical Framework”,「Environmental Mana

gement」, vol.61, issue.4 (2018) 등 참조.

178) 제품책임의식, 제품책임관리 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179) Peter Ohs, “Product Stewardship”, 「한국농약과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2007), 50

-57면.

180) 약업신문, “Antimicrobial pharmacy consult 미국병원약사 임상약학 현장리포트”, 2016.

5. 30.자. 이에 대한 문헌으로는 김혜인 외, “항생제 스튜어드십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

조사”, 「대한내과학회지」제87권 제2호 (2014) 참조.

181) 안수현, 앞의 글(주70), 18면, 각주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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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82) 회사에서의 주주와 경영진과의 관계에서도 대리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

이 회사에서의 주주와 경영진의 관계를 대리 문제로 설명하는 이론을 대리인 이론

(agency theory)이라 한다.

대리인 이론은 대리인이 그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를 관리하

기 위한 대리인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스튜어드십 이론은 대리인이 그

자신의 이익과 무관하게 본인의 스튜어드로서 행동한다고 주장한다. 스튜어드는 본

인에게 최선이 되는 행위를 추구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결국 최선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기 때문에 스튜어드 자신에게 즉시 이익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하더라

도 본인에게 최선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183) 특히 스튜어드십

이론은 회사 가치의 증진을 위한 주주와 경영진 사이의 관계를 넘어 인류의 번영이

나 자연·사회와의 조화를 위한 회사 경영진, 주주, 종업원 등의 책임까지 거론하고

있다.184)

스튜어드십 이론에 관한 미국 내에서의 논의는 영국에서 발전한 스튜어드십 코드

에서의 스튜어드십 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다. 그러나 스튜어드가 자신의 경제적 이

익만을 추구하지 않는다거나, 회사 경영진이나 주주가 인류 번영, 자연·사회의 조화

에 대한 책임까지 부담한다는 등의 주장은 스튜어드십 책임의 의미를 밝히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참고할 만하다.

4. 소결

위와 같이 스튜어드십이라는 용어는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위 사

용례에서는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자산의 관리 또는 이용과 관련 있는

점,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추구한다는 점, 사회·환경 등과의 조화를 중시한

다는 점, 궁극적으로 인류의 발전과 안녕을 추구한다는 점, 도덕적·윤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이다. 즉 스튜어드십은 단순히 자산의 관리라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 위와 같은 성질을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182) Reinier Kraakman, et al., 「The Anatomy of Corporate Law: A Comparative and Fu

nctional Approac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p.29.

183) Curtis Leonus Wesley, “The Impact of Stewardship on Firm Performance: A Famil

y Ownership and Internal Governance Perspective”, Texas A&M University (2010),

p.3. 대리인 이론은 CEO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는 반면, 스튜

어드십 이론은 CEO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한다.

184) 황인학, “기관투자자의 책임에 관한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질과 쟁점”,「정책연구」2016

-19, 한국경제연구원 (2016), 22-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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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스튜어드십 책임과 수탁자 책임 (기존의 논의)

1. 서설

우리나라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

임에 관한 원칙’이라는 제목 하에, 스튜어드십 책임 대신 ‘수탁자 책임’이라는 용어

을 사용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스튜어드십 책임의 의미에 관한 논의는

‘스튜어드십 책임’을 ‘수탁자 책임’이라는 용어로 대체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와 함께

논해진다. 대부분의 문헌들은 스튜어드십 책임(수탁자 책임)이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로서 고객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이라고 전제하고, 그 이론적 근거가

‘수탁자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에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해 논하고 있다.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탁자 책임’이라는 용어를 ‘수탁자의

신인의무’와 동의어로 보면서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으로 수탁자 책임의 역할이 적

극적 주주권 행사로 확대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는 문헌도 있으나,185) ‘수탁자 책임’이

그 근거를 ‘수탁자의 신인의무’에 두고 있는지 여부의 문제를 논함에 있어 혼동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수탁자 책임’이라는 용어

와 ‘수탁자의 신인의무’를 구별하여 서술하였다.

2. 수탁자의 신인의무

영미법상 신인의무는 위탁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탁법의 분야에서 발달하

였다.186) 영미법상 신탁관계에서는 수익자와 일정한 신뢰관계(신인관계: fiduciary r

elationship)에 있는 수탁자가 그 관련사항에 관해 오로지 타인의 이익을 위해 신의

성실을 다하여 행동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본다.187)

185) 송홍선, 앞의 글(주81), 21면은 수탁자 책임(fiduciary duty)이란 자신이 아닌 타인(수익

자, beneficiary)의 이익을 위해 자기 권한을 재량적으로 사용하는 수탁자(fiduciary)가

수익자를 위하여 지켜야 할 법적 의무와 책임을 의미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정윤모, 앞

의 글(주1), 37면은 고객의 자산을 수탁 받아 운영하는 기관투자자는 고객의 자산을 충

실하게 관리하고, 고객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할 수탁

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186) 영어의 ‘fiduciary’는 라틴어의 ‘fiducia’에서 나온 말로 신탁(trust)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 ‘fiduciary’라는 단어가 법학적 논의에서 빈번하게 인용되지만 그 의미에 대

하여 통일적인 해석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신인의무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매우 다양한 법률관계에서 발견되고 있어서 모든 법률관계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칙으로 정립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김병연, “자금수탁자의 신인의무 - 인

정 필요성 및 적용영역에 관하여”,「사법」제32호 (2015), 32면.

187) 김병연, “이사의 충실의무와 영미법상 신인의무(Fiduciary duty)”, 「상사법연구」제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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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의무는 주의의무(duty of care)와 충성의무(duty of loyalty)로 나누어진다.188)

주의의무는 우리나라의 기존 위임의 법리관계에서 발생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와 대체로 같은 내용이다. 충성의무는 영미법상 독특한 것으로 충성의무를 지

는 수탁자는 위탁자의 최대이익을 위해서 행위할 것이 요구되고, 자기의 이익과 수

익자의 이익이 상충하는 상황을 가져서는 안 된다.

자금수탁자는 자금을 출자한 투자자 고객에 대하여 신인의무를 부담하는데,189) 자

금수탁자로서 기관투자자가 부담하는 신인의무는 다음과 같다. 즉 기관투자자는 ①

상당한 주의로 신중하게 자금을 운영해야 하고,190) ② 자금을 수익자의 최선의 이익

과 신탁의 목적을 위해 운영해야 하며, ③ 수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191)

3. 견해의 대립

가. ‘수탁자 책임’이라는 용어 사용에 긍정적인 견해

스튜어드십은 타인의 자산을 유지하고 보전하는 소극적 의미에서 나아가 능동적

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까지 포함한 광의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스튜어드십이 신인의무와 반드시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컨대 자산운

용자는 자산운용위임계약에 기초하여 자산소유자에 대하여 신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산운용자가 의결권 자문회사와 계약하고 이들의 자문을 채택

한 경우 자산소유자는 의결권 자문회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아울러 자산소

유자의 배후에 있는 최종수익자와의 관계에서도 자산운용자와 의결권 자문회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수익자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

다. 자산운용 성과의 증대를 위하여 기업의 경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배구조의

개선을 유도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법령에서 수탁자책임 내

권 제3호 (2005), 67-68면.

188) 김건식, 노혁준, 천경훈, 「회사법 제3판」, 박영사 (2018), 391면. Duty of loyalty는 충

성의무 또는 충실의무로 번역되고 있다. 여기서는 상법 제382조의3에서 정한 충실의무

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충성의무라고 번역하였다. 미국에서는 대체로 신인의무를 주

의의무와 충성의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반면, 영국에서는 충성의무를 신인

의무와 동의어로 이해하거나 충성의무가 신인의무의 본질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영국의 충성의무=신인의무는 이익충돌 금지원칙(no confl

ict rule)과 이익향수 금지원칙(no profit rule)을 그 핵심 내용으로 한다. 천경훈, “회사

에서의 이익충돌”, 「저스티스」 159호, 한국법학원 (2017), 246면.

189) 김병연, 앞의 글(주186), 52면.

190) 이를 신중한 투자자의 원칙(prudent investor rule)이라 한다.

191) 염미경, 앞의 글(주82), 7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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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신인의무라고 하는 것을 스튜어드십 코드에서는 ‘steward’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

다. 경제활동과 투자가치사슬(즉 수익자로부터 수탁자인 기관투자자를 거쳐 투자대

상회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투자관계)이 복잡해지고 있고, 관련당사자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서 전통적인 신인의무자 개념으로는 이들 관련자 모두를 포섭하기 어렵

다. 이러한 점에서 기관투자자의 의무와 책임을 신인의무 및 수탁자 책임으로 표현

한 것은 적절하다. 이처럼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표현하는 수탁자 책임을 신인의무

자(fiduciary) 책임으로 파악할 경우 신인의무자(fiduciary)가 되는 기관투자자에게는

충실의무와 주의의무가 부과된다. 기관투자자는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에 있어 ‘준수 또는 설명’ 시 충실의무와 주의의무를 준수해야 한다.192)

나. ‘수탁자 책임’이라는 용어 사용에 부정적인 견해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스튜어드

십은 신인의무로 번역되는 ‘fiduciary duty’보다도 더 광범위한 관계를 규율하는 개

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인의무는 계약상, 법률상 또는 실태에 근거한 명확

한 신인관계를 기초로 구축되지만, 자산운용자가 의결권 자문회사를 이용한 경우에

자산소유자나 그 배후의 수익자와 의결권 자문회사 간의 관계 등 직접적으로 접점

이 없는 때에 신인의무의 개념으로는 이를 다룰 수 없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스튜

어드십이라는 의미관계성이 애매한 개념을 채용함으로써 투자자금의 흐름에 있어서

보다 광범위하게 복잡한 관계를 취하여 상장회사의 가치향상을 통하여 자산소유자

나 최종수익자의 이익에 기여한다는 최종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193) 스튜어드십

책임은 기관투자자의 고객·수익자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보다 넓게 최종적인 자

금출자자에 대한 책임을 포함한 개념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

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수탁자책임’이라는 용어를 ‘스튜어

드십 책임’이라는 용어로 변경해야 한다.194)

4. 소결

192) 안수현, 앞의 글(주70), 17-21면.

193) 김순석, 앞의 글(주72), 14-15면.

194) 김순석, 앞의 글(주72), 20면 ; 김영주, 앞의 글(주131), 139-141면 역시 연쇄투자가 빈

번하게 일어나는 복잡한 현대 금융사회의 투자사슬 환경들을 단순한 신인관계로 설명

할 수 없고, 스튜어드십은 광범위한 관계성 내지 관련성의 총체를 모두 적용대상으로

한다면서, 투자연쇄의 복잡한 관계는 이렇게 스튜어드십의 관계로 바라볼 때 그 책임

추궁의 근거를 찾을 수 있으므로, 스튜어드십 책임이라는 새로운 책임 개념을 도입하

고,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거래적 규율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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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책임’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하여 긍정적인 견해는 스튜어드십 책임을 넓

은 의미의 수탁자의 신인의무에 포섭된다고 본다. 반면 부정적인 견해는 수탁자의

신인의무는 자금의 직접적인 위탁관계를 전제로 하지만, 스튜어드십 책임은 직접적

인 위탁관계가 없는 경우를 포함하므로 ‘수탁자 책임’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하다고

본다. 다만 양 견해 모두 스튜어드십 책임을 기관투자자가 고객 또는 수익자(최종적

인 자금출자자 포함)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제4절 검토

1. 서설

이하에서는 스튜어드십의 사용례에 비추어 본 회사 영역에서의 스튜어드십의 의

미, 최초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한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정 배경, 스튜어드

십 코드의 목적 및 내용, 각국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사용된 용어 등의 검토를 통해

스튜어드십 책임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2. 회사 영역에서의 스튜어드십

앞서 스튜어드십이라는 용어의 사용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튜어드십은 자산

의 장기적 이익을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환경 등과 조화를 중시하며 궁극적으

로는 인류발전과 안녕을 추구한다. 또한 도덕적·윤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스튜어

드십이라는 용어의 위와 같은 성격을 고려하여 회사의 영역에서 스튜어드십을 주주

와 이사들 및 그 외의 사람들이 인류 발전(human progress)과 환경 및 사회의 안

녕(the well-being of the environment and society)에 기여하는 장기적이고(long-te

rm), 지속가능한(sustainable) 수행을 하도록 회사에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하는 과

정이라고 정의하는 견해가 있다.195)

3.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배경

스튜어드십 책임이 도입된 이유가 기관투자자의 신인의무 재고 차원에서 비롯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영국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된 것은 기관투자자가

195) Tomorrow's Company, supra note 175, p.3. ; Arad Reisberg, supra note 176, 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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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나 수익자에 대한 신인의무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코드 제정 이전

에 발표된 여러 전문가들의 보고서에서도 기관투자자들의 신인의무보다는 기업지배

구조 내에서의 주주의 역할, 즉 주요주주로서의 기관투자자의 역할에 대해 비중 있

게 다루고 있다.

대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직접 회사의 경영진을 감시하

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하다. 그러나 분산된 소유구조 하에서 대다수의 소수

주주들에게 그와 같은 역할 수행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반면 기

관투자자는 다른 주주들에 비해 비교적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감시역할을 충

분히 할 수 있을만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주인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기대된다.

Myners가 기관투자자들을 부재지주(absentee landlords)라고 비판했던 것이나, Davi

d Walker가 기관투자자가 주인으로서 행동할 것을 강조했던 이유는 기관투자자들

이 ‘투자대상회사의 주인’으로서 회사의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할 역할을 다하지

않은 것이 금융위기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하였기 때문이다. 즉 스튜어드

십의 코드 제정 배경에는 ‘기관투자자가 회사의 책임 있는 주인(Responsible Owner

ship)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중심에 있었다.

4.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목적

2010년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 서문(Preface)의 첫 번째 문단은 “스튜어드십 코드

는 장기적인 주주이익의 증대와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 책임의 이행을 위해 기관투

자자와 투자대상회사 간의 관여(engagement)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한다”고 서술

하고 있었을 뿐 따로 스튜어드십 책임의 의미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196)

2012년 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는 “스튜어드십은 회사의 장기적인 성공을 추구한

다. 이를 통해 자금의 궁극적인 제공자(the ultimate providers of capital) 역시 번영

할 것이다. 효과적인 스튜어드십은 회사, 투자자, 그리고 경제 전반에 이익을 가져

다준다”는 서술을 추가하였다.197) 이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는 ① 회사의 장기적

인 성공, ② 자금 제공자(고객 또는 수익자)의 번영, ③ 경제 전반의 발전을 그 목

196) The UK Stewardship Code (2010), para.1, p.1.

197) The UK Stewardship Code, Stewardship and the Code, para.1, p.1. 스튜어드십 코드

를 제정한 FRC에서도 스튜어드십 책임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

었으므로, FRC는 2012년 4월 스튜어드십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시하

였고 2012년 7월까지 이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였다. 대부분의 견해가

FRC가 제시한 개정안에 찬성하였고, 이후 현행 코드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이 이루어

졌다. FRC, “Feedback Statement Revisions to the UK Stewardship Code” (2012. 9),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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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위 서술만으로는 스튜어드십 책임의 개념이 명확해졌다

고 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스튜어드십 코드가 앞서 스튜어드십의 사용례에서 살펴

본 환경 스튜어드십, 제품 스튜어드십, 항생제 스튜어드십 및 스튜어드십 이론 등과

유사하게 장기적인 성공 및 사회(경제) 전반의 이익 등을 추구하고 있음은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은 스튜어드십이라는 용어 사용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

으로 수탁자의 신인의무만으로는 설명하기 곤란하다. 신인의무는 고객 또는 수익자

를 위해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용

가. 상장회사에서의 스튜어드십 책임

스튜어드십 코드는 ‘상장회사에서의 스튜어드십 책임(responsibility for stewardsh

ip)은 나누어져(shared)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경영진을 감시하는 회사의 이사회에

게 책임이 있고, 투자자 또한 이사회가 그들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한다고 하면서198), 영국 기업지배구조 코드가 효율적인 이사회를 위한 원칙들

을 정한 것이라면,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투자자들에 의한 효율적인 스튜어드십

책임 이행을 위한 원칙들을 정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199) 이에 따르면 스튜어드

십 책임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존재하는 책임이고, 우선적으로 이사회가 그러한

책임을 부담하며, 기관투자자는 이사회 다음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문언 상으로는 기관투자자가 고객 또는 수익자의 스튜어드로서 스튜어드십 책임

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의무와 책임의 구분

기관투자자는 스튜어드십과 관련된 이해상충의 관리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공

개해야 하고, 그들의 고객 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의무(An institutional

investor's duty)가 있다(원칙2 및 그 지침). 스튜어드십 코드는 스튜어드십 책임에

는 책임(responsibility)이라고 단어를 사용하면서, 고객 또는 수익자에게 부담하는

198) The UK Stewardship Code (2012), Stewardship and the Code, para.2, p.1. “In public

ly listed companies responsibility for stewardship is shared. The primary responsibil

ity rests with the board of the company, which oversees the actions of its manage

ment. Investors in the company also play an important role in holding the board to

account for the fulfillment of its responsibilities.”

199) The UK Stewardship Code (2012), Stewardship and the Code, para.3,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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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에 대해서는 의무(duty)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 및 지침의 내

용은 스튜어드십 활동 과정에서 기관투자자가 고객 또는 수익자에 대해 부담하는

신인의무가 침해될 여지가 있어 이해상충 발생 시의 신인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스

튜어드십 책임과 신인의무를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사회적 책임투자로서 ESG 요소의 고려

원칙4의 지침에서는 ‘사회적·환경적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즉 스튜어드십 코드는 사회적 책임투자

를 지향하며 기관투자자에게 투자에 관한 판단 시 ESG 요소를 고려할 것을 요구한

다. 궁극적으로는 고객 또는 수익자들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적·환경적 이슈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기관투자자의 고객 또는 수익자에 대한 신인의무가

사회적·환경적 이슈에 대한 투자대상회사의 잘못된 접근을 바로잡을 것까지 요구한

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칙5의 지침은 투자대상회사에 위험이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한 때에도 기관투자자가 다른 투자자와

공동으로 행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수탁자의 신인의무라

기 보다는 스튜어드십 책임의 사회적 책임투자로서의 성격을 고려한 지침으로 보인

다. 한편 FRC는 자체 보고서에서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의 개념을 순전히 사

회적 책임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200) 이에 비추

어 보면 FRC가 의도했던 스튜어드십 책임이 기관투자자의 사회적 책임투자만을 의

미한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으나, 스튜어드십 책임이 사회적 책임투자로서의 성

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지배구조의 주주중심주의 패러다임(shareholder-centered

contractarian paradigm)201)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켰다고 평가하는 견해도 있다. 즉,

200) FRC, “Revisions to the UK Stewardship Code Consultation Document” (2012. 4), p.5.

201) 주주중심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주주와 채권자가 회사에 대해 가지는 청구권은

그 성격이 다르고, 주주에게만 회사의 운영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임금채권자) 등과 같은 채권자들

은 오직 정해진 채권 액수만큼을 회사로부터 받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근로자들

은 회사에서 해고당하지 않을 정도로만 혹은 임금을 삭감당하지 않을 정도로만 일을

하려고 한다. 반면 주주는 회사의 채무를 전부 지급하고 최종적으로 회사에 남은 이윤

만을 가져가는 사람이다. 따라서 회사가 잘 되건, 못 되건 동일한 만큼의 임금을 받아

가는 근로자들보다, 주주가 회사의 이익과 가장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주주에게 경영진 선임 등 회사의 방향을 결정할 의결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준석, “이

해관계자 이론의 주주중심주의 비판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고찰”, 「상사법연구」제33

권 제1호 (2014), 5면. 주주중심주의는 회사의 본질을 회사와 이해관계인들 간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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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을 통해 단순히 주주권의 강화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및 공익에 기여하는 기업지배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기관투자자의 스튜

어드십에 대해 기대되는 역할이라는 것이다. 다만 그러한 변화가 공동체론(commun

itarian theory)이나, 이해관계자 이론(stakeholder theory)202)으로의 전환을 의미하지

는 않으나,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칙들에서 이해관계자 이론(stakeholder theory)의

요소들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한다.203) 이 견해는 스튜어드십 책임의 공익적 성격을

강조하는데, 기관투자자가 그들의 수익자에게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은 분명하나,

‘준수 또는 설명’의 체계 하에서의 책임은 사법상의 수탁자의 신인의무(trusteeship

duty)와는 다르고,204) 스튜어드십 코드에서의 책임의 본질(nature of accountability)

은 사익적이라기보다는 보다 공익적이라고 한다.205) 또 이 견해는 스튜어드십 책임

을 부담하는 기관투자자는 장기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의

안녕을 위해 회사를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런 점에서 스튜어드십 책임은

기관투자자가 공공 정책과 기업지배구조 및 수익자의 안녕을 위한 다리로서의 역할

을 해야한다는 ‘Universal Ownership 이론’206)과 유사하다고 주장한다.207) 스튜어드

의 집적으로 보면서도, 주주는 고정급여를 제외한 잔여재산분배청구 계약을 체결함으

로써 주주만이 유일한 잔여 위험을 부담하게 되고 회사의 목적은 주주이익을 극대화하

는 것에 있다. 서완석, “기업지배구조론에 관한 서설적 고찰”, 「기업법연구」제27권

제4호 (2013), 123면.

202) 공동체론은 회사가 상호 의존과 신뢰 그리고 상생적 편익을 갖춘 공동체로서 주주이익

이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본다. 이해관계자론은 회

사를 주주 이외에 노동자, 채권자, 지역주민 등의 많은 이해관계자들에 의한 다원적인

통일체로 이해한다. 이동승, “계몽적 주주중심주의”, 「선진상사법률연구」제57호 (201

2), 158면.

203) Iris H. Chiu, “Institutional Shareholders as Stewards: Toward a New Conception of

Corporate Governance”, 「The Brooklyn Journal of Corporate, Financial and Comme

rcial Law」6 (2012), pp.388-389.

204) 저자는 펀드의 수익자에 대한 의무에 대해 수탁자 의무(trusteeship duty)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수탁자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와 같은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

인다.

205) Ibid. p.405.

206) Universal Ownership이란 미국에서 논의되었던 개념으로 기관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또한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 인해 보편적인 주주(U

niversal owners)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이 이론은 연기금이나 뮤추얼 펀드와 같은 기

관투자자의 주식 보유가 늘어감에 따라 오너십의 모습이 보다 전문화되고, 동시에 고

객에 대한 신인의무를 부담하는 형태로 바뀌었다고 본다. 기관투자자들은 분산투자를

통해 거의 모든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경제 전반을 소유하게 되어 보편적인 주

주(Universal owner)가 됨으로써 개별 투자대상회사보다 오히려 경제 전반의 안녕에

더욱 영향을 받게 된다. 기관투자자들은 그들의 수익자들에 대한 신인의무(duty of car

e, duty of loyalty)를 다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추구하여야 하므로, 투자

대상회사만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반을 모니터링(universal monitoring)

해야 한다. 보편적인 주주(Universal owner)로서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기관투자자들은

자신들의 수익자(beneficiaries)뿐만 아니라 사회(society)에도 기여하게 된다. James P.

Hawley, Andrew T. Williams, “The Universal Owner's Role in Sustainable Econ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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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코드의 제정으로 인해 주주중심주의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은 논란

의 여지가 있으나, 스튜어드십 책임이 사적 계약 관계에서의 신인의무에서 더 나아

가 공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한 점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6. 각국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사용된 용어

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에서도 스튜어드십 책임을 신인의무와 같은 의미로 사용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영국이 2010년에 최초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

정한 이래 각국은 유사한 내용의 코드를 제정하였는데, 특히 일부 국가는 거의 동

일한 내용의 코드를 제정하면서 스튜어드십이 아닌 오너십(Ownership)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 코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비추어 보면 스튜어드십 책임은

‘회사의 주인으로서의 책임’ 즉 주주권자로서의 책임에 가깝다.

현행 네덜란드 스튜어드십 코드의 모체인 2011년 네덜란드 코드의 제목은 ‘관여

주주권을 위한 모범규준(Best Practices for Engaged Share-Ownership)’으로, 그

전문(Preamble)에서 “주주권의 책임 있는 사용(responsible use)은 상장회사 내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고, 이는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회사를 위해 장기

적인 관점에서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열쇠이다”라고 하고 있었다.208)

2016년 제정된 홍콩 스튜어드십 코드는 영국에서 스튜어드십 책임이 도입된 배경

을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여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209) 홍콩 스튜어드십 코드210)의

제목은 ‘책임 있는 소유권 원칙(Principles of Responsible Ownership)’이고, 제목의

한자 표기는 ‘負責任的擁有權原則(부책임적옹유권원칙)’이다. 개요(Introduction)에서

는 코드의 의의에 대해 “이 원칙은 소유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원칙이다.211)

지분의 소유권은 경영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발언하고 의결권을 행사

ic Development”, 「Corporate Environmental Strategy」vol.9, issue.3 (2002), pp.284-

291.

207) Iris H. Chiu, supra note 203, p.396.

208) Eumedion, Best Practices for Engaged Share-Ownership (2011) Preamble, para.1.1,

p.1.

209) 홍콩의 SFC는 2015년 3월부터 주주행동주의와 기업지배구조에서의 관여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에 바탕을 둔 코드 도입을 검토하여, 2016년 3월 코드

의 도입을 결정하였다. John Kong Shan Ho, supra note 11, pp.2-3.

210)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sfc.hk/web/EN/files/ER/PDF/

Principles%20of%20Responsible%20Ownership_Eng.pdf

211) Principles of Responsible Ownership (2016), Introduction, para.1,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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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중요한 책임을 부여한다. 회사 주식의 소유자는 그들의 책임을 맹목적으로 위임

해서는 안 되며, 그들이 대리인을 고용하여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그들을 대신

하여 행위하게 하는 경우에도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owner

ship responsibilities)이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212)고 서술하고 있

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한 다른 한자문화권 국가들 중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수탁자 책임(受託者 責任)’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는 찾을 수 없다. 홍콩

은 위와 같고, 대만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목은 ‘機構投資人盡職治理守則(기구투자인

진직치리수칙)’이다. 일본 코드의 제목은 ‘「責任ある機関投資家」の諸原則(「책임

있는 기관투자자」의 제원칙)(부제 생략)’이다.

‘수탁자 책임’이라는 용어는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정 배경 설명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일본재흥전략(日本再興戰略)」(이른바 아베노믹스 ‘제3의 화

살’)에 ‘기관투자자의 관여를 통해 기업의 중장기적인 성장을 촉구하는 등의 수탁자

책임(受託者 責任, 영문판은 fiduciary responsibilities라고 표기하고 있음)을 다하기

위한 원칙(일본판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되

어 있었다고 한다.213) 그러나 결국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는 ‘수탁자 책임’이 아닌

‘스튜어드십 책임’이라는 용어(일문판 및 영문판 동일)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 일본

기업지배구조 코드는 ‘이사회의 주주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일문판에서는 이를 ‘수

탁자 책임(受託者 責任)’이라고 하고 있고, 영문판에서는 ‘fiduciary responsibility’라

고 하고 있다.214)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나 기업지배구조 코드의 제·개정은 모두 일

본 금융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용어 사용에 비추어 보면 ‘수탁자 책임(f

iduciary responsibility)’과 ‘스튜어드십 책임(stewardship responsibility)’을 서로 다

른 개념으로 구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가 ‘수탁자 책

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제정 과정에서 일본에서의 용어 사용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수탁자 책임은 최초의 스튜어드십 코드인 영국 스튜어드십

212) Principles of Responsible Ownership (2016), Introduction, para.4, p.1.

213) Japan’s Stewardship Code (2017), Background, para.2, p.3.

214) The Council of Experts Concerning the Corporate Governance Code, Japan’s Corpor

ate Governance Code Seeking Sustainable Corporate Growth and Increased Corporat

e Value over the Mid- to Long-Term (2015), Section 4: Responsibilities of the Boa

rd, p.22. 일문판의 제목은 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コードの策定に関する有識者会議,
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コード原案～会社の持続的な成長と中長期的な企業価値の向上
のために～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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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가 당초 의도했던 스튜어드십 책임의 의미와는 차이가 있다. 참고로 한국 스튜

어드십 코드의 영문판에서는 ‘fiduciary responsibility(수탁자 책임)’라는 용어를 사

용하지 않고, ‘stewardship responsibility(스튜어드십 책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

다.215)

7. 소결

가. 주주로서의 기관투자자 - 오너십과 스튜어드십

위에서 살펴본 회사 영역에서의 스튜어드십의 의미,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정 배

경이나 코드의 목적 및 내용, 각국 스튜어드십 코드에서의 용어 사용 등을 종합하

면 스튜어드십은 ‘기관투자자의 오너십’에 가까운 것처럼 보인다(Ownership은 소유

권 또는 주주권으로 번역할 수 있으나 스튜어드십과 균형상 여기서는 이를 번역하

지 않고 ‘오너십’이라고 그대로 서술하였다). 오너(Owner)와 스튜어드(Steward)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주인’과 ‘집사’ 정도가 된다. 스튜어드십 책임을 일종의 오너십

책임이라고 본다면 주주인 기관투자자는 회사의 주인임과 동시에 집사(스튜어드)가

된다.216) 주인을 집사라고 하는 것이나, 주인인 오너가 스튜어드십 책임을 부담한다

고 하는 것은 언뜻 이해하기 쉽지 않으나 아래의 견해에 따르면 오너로서의 책임을

스튜어드십 책임이라고 명명한 것이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과정에서 FRC에 상세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던 Tomorro

w's Company217)는 주주의 스튜어드십을 회사의 오너로서 부담하는 책임이라고 보

았다. 이 견해는 ‘주주를 회사의 주인(owners)이라고 하는데, 앵글로 색슨어의 own

(소유하다)의 어원은 owe(빚지다)와 같고, 무엇인가를 own한다는 것은 자산으로서

그것을 가진다는 것과 동시에 그 소유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

215)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영문판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c.cgs.or.

kr/about/sc.jsp

216) 기존 논의들이 기관투자자를 고객 또는 수익자의 스튜어드라고 전제한 것과 차이가 있

다.

217) RSA(Royal Society for the encouragement of Arts, Manufactures and Commerce,

영국왕립예술협회)는 1993년 ‘변화하는 세계에서 비즈니스의 역할(the role of business

in a changing world)’에 대한 의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1996년 The Centre for

Tomorrow's Company(CTC 또는 Tomorrow's Company)가 설립되었다. Tomorrow's

Company는 비영리 연구기관으로 비즈니스 분야의 모범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https:/

/tomorrowscompany.com/wp-content/uploads/2016/04/Tomorrows-Company-TAR-an

d-Accounts-31-March-2016-FINAL-no-image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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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주주는 회사 주식(지분)의 소유자이지만 그들이 회사 자체를 소유하고 있

다고 할 수는 없으며, 주식에 대한 소유자로서 가지는 권리와 주주로서 회사에 대

해 가지는 권리는 서로 같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218) 또한 이 견해

는 ‘주주는 ① 의결권, 주주총회 출석권 등을 가진 주주의 멤버로서의 역할(sharehol

der as member), ② 회사에 대한 분석가로서의 역할(shareholder as analyst or scr

utineer), ③ 자금공급자로서의 역할(shareholder as financier), ④ 스튜어드로서의

역할(shareholder as steward)의 네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주주의 스튜어드로

서의 역할은 회사를 보전하고 보호하며,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퍼포먼스(performa

nce)를 증진시키는 것이고, 주주의 권리와 의무는 그들이 이사들과 함께 스튜어드십

역할(stewardship role)을 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스튜어드십 책임은 오늘날 주주

와 이사들에게 나누어져 있다’고 주장하였다.219)

위 견해와 유사하게 ‘기관투자자의 관점에서 스튜어드십은 책임 있고 사려 깊은

오너십이라고 하면서, 스튜어드십은 주인 의식(Ownership mindset)과 같은 말로 장

기적인 관점에서의 가치창출을 추구하고, 또한 궁극적인 투자자나 맡겨진 자금을

적절히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관투자자가 그들에게 주어진 힘을 적절히 사용

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220)

위와 같은 견해들에 비추어 보면 오너 역시 스튜어드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여기서 ‘오너가 스튜어드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은 기관투자자가 고객 또는

수익자의 수탁자이므로, ① 회사에 대해서는 오너(주주)로서, ② 고객 또는 수익자

에 대해서는 수탁자 내지 스튜어드로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아니다. 회사의 오

너의 지위에서 스튜어드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관투자자가 아

닌 개인 주주 역시 위 견해에 의하면 스튜어드십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다만 개인

주주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들 견해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

정한 FRC의 공식적인 견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스튜어드십의 사용례(환경 스튜어

드십, 제품 스튜어드십, 항생제 스튜어드십, 스튜어드십 이론 등)나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배경, 목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스튜어드십 책임의 의미를 설득

218) Ownership right는 주주뿐 아니라 회사와 계약한 다른 이해관계자도 가지고 있다고 한

다.

219) Tomorrow's Company. “Tomorrow's Owners - Stewardship of tomorrow's compan

y” (2008), pp.19-22.

220) Foundation for Governance Research and Education, “An Investigation into Steward

ship: Engagement between Investors and Public Companies: Impediments and their

Resolution” (2011), para.1.3.1,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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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있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21)

나. 수탁자로서의 기관투자자

그러나 기관투자자는 단순한 주주가 아니고 고객 또는 수익자로부터 위탁 받은

자금으로 회사에 투자한 주주이므로 스튜어드십을 오너십과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오너십만으로는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가 이해상충 시 고객 또는 수

익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할 의무를 굳이 지침에 명시한 것이나(원칙2의 지침), 고객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 스튜어드십 정책을 공개하고(원칙1의 지침), 의결권 행사 활

동을 비롯한 스튜어드십 활동을 보고하도록 정한 것(원칙7)을 설명하기 곤란하다.

위와 같은 원칙이나 지침은 기관투자자가 그들의 고객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 수탁

자의 지위에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즉 스튜어드십 책임은 수탁자의 신인의무와는

다른 개념이지만 수탁자로서 고객 또는 수익자에게 부담하는 책임을 포함하고 있다

고 보아야 한다.222)

다. 사회적 책임투자로서의 스튜어드십 책임

스튜어드십 책임은 기관투자자에게 ESG 요소를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사회

적 책임투자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스튜어드십 책임은 회사나 고객 또는 수익

221) 스튜어드십 책임을 회사의 오너로서 부담하는 책임이라고 볼 경우 주주의 충실의무와

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주주의 충실의무란 주주가 회사 또는 다른 주주의 이익을

배려하여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말한다. 주주의 충실의무는 대체로 ① 지배주주가 실

제 이사 등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을 때 이사의 충실의무에 준하는 의무 또는 ② 자신

의 비례적 이익을 초과하여 다른 주주들로부터 부를 뺏거나 다른 주주의 권리실현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 등의 의미로 논의되고 있는바(천경훈, 앞의 글(188), 268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회사의 장기적 성장을 추구하는 스튜어드십 책임과는 다

른 개념이다. 한편 연기금주주가 의결권행사를 기화로 회사와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

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기금주주에게 충실의무를 인정하여

야 한다고 주장도 있으나 역시 스튜어드십 책임과는 별개의 논의이다(안택식, “연기금

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주주의 충실의무”,「한양법학」, 제38호 (2012), 138면.).

222) John Kay, “The Kay Review of UK Equity Markets and Long-term Decision Maki

ng: Final Report” (2012), para.9.8, p.66. 이 보고서는 영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 존 케

이 교수가 영국 주식시장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한 것이다. 보고서는 이사(Company Di

rectors)와 자산운용자(Asset Managers), 자산보유자(Asset Holders)를 구분하여 모범

규준(Good Practice Statement)를 제시하였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0년 제정되었으

므로 이 보고서의 내용이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아니나, 이 보

고서에서도 스튜어드십에 관한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원

문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bis.gov.uk/assets/biscore/busine

ss-law/docs/k/12-917-kay-review-of-equity-markets-final-repo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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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윤리적 가치 판단에 기초하여 공

익을 추구한다.

제5절 결론

스튜어드는 ‘자산의 관리자’이다. 투자체인 속에서 자산은 고객 또는 수익자로부

터 기관투자자에게 맡겨져 기관투자자에 의해 회사에 투자된다. 즉 자산의 관리자

로서 기관투자자는 ‘회사 자산의 스튜어드’이면서 ‘고객 또는 수익자의 자산의 스튜

어드’이기도 하다.223) 스튜어드십 코드에서의 스튜어드십 책임은 기관투자자가 회사

자산의 스튜어드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책임과 고객 또는 수익자 자산의 스튜어드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책임을 포함하는 개념이다.224) 또한 스튜어드십 책임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 추구를 넘어 사회적 책임투자로서 공익을 추구한다.

223) 스튜어드십 책임이라는 용어는 자산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쓰일 수 있다. 스

튜어드십 코드에서 정한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책임은 회사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

지만, 투자전문가가 고객에 대한 관계에 한정하여 스튜어드십 책임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는 것도 가능하다. 영국 내 재무관리전문가들로 구성된 CFA UK(CFA Society of t

he UK, 여기서 CFA는 Chartered Financial Analyst의 약자)는 자체 보고서에서 스튜

어드십과 관련하여, 스튜어드십은 ‘고객과의 이익충돌을 금지하는 신인의무(Fiduciary

duty)와는 다르고, 즉각적인 이익보다는 우선 올바른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CFA UK는 고객 자산에 대한 스튜어드십(stewardship of client assets)의 의미로

한정하여 스튜어드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CFA UK, “Stewardship”, Position

paper (2013), pp.2-3.

224) 일본에서는 기관투자자를 ‘고객의 스튜어드’로 한정하여 보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문언상 기관투자자는 ‘회사의 스튜어드’이므로 기관투자자를

‘고객의 스튜어드’라고 보는 것에 반대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도, 그러한 스튜어드의 개념은 영국 내지 유럽의 경우에 국한되며, 일본 스튜어드십 코

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는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와 일본 스튜어

드십 코드가 추구하는 바가 상이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가 투자

대상회사의 장기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는 고객 및

수익자에 대한 중장기적인 투자수익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Gen Got

o, “The Logic and Limits of Stewardship Codes: The Case of Japan”, The Universi

ty of Tokyo Business Law Working Paper Series No.2018-E-01 (2018), pp.5-8). 이

견해는 기관투자자를 고객의 스튜어드로 보는 것이 스튜어드의 본래적 의미에 보다 부

합한다고 보는 듯하다. 이 견해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와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는 그 전문이나 원칙 및 지침의 세부 내용이 다르고, 시장의 주식소유

구조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도 다르다. 그러나 거의 유사한

내용의 코드를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이름으로 도입하면서 ‘스튜어드’의 개념이 최초의

스튜어드십 코드(영국)의 것과 전혀 다르다고 보는 견해에는 찬성하기 어렵다. 이 논문

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기관투자자는 ‘회사 자산의 스튜어드’이

고 동시에 ‘고객 또는 수익자의 자산의 스튜어드’이다. 다만 각국의 사정에 따라 위 두

역할 중 보다 중점을 두는 역할이 달라질 수는 있다.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의 경우는

고객 또는 수익자의 자산의 스튜어드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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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로부터 일부 스튜어드십 활동을 위탁 받은 외부서비스 제공자는 위탁

받은 사항에 한해 기관투자자의 위와 같은 스튜어드십 책임을 나누어 부담하게 된

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관투자자의 (오너의 지위를 포함하는 의미로서) 스튜어드로

서의 지위는 변함이 없으므로 스튜어드십 코드에서는 기관투자자가 여전히 스튜어

드십 책임을 부담하고, 또한 외부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들의 스튜어드십 정

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것을 보장할 책임도 부담하는 것이다.225)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가 채택한 ‘수탁자 책임’이라는 용어는 ‘고객 또는 수익자가

기관투자자에게 맡긴 돈을 기관투자자가 그들의 집사(steward)로서 충실하게 관리

할 의무(수탁자의 신인의무)’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226) 이러한 해석은 스튜어드십

책임의 개념을 고객 또는 수익자에 대한 것으로 축소시킨다. 그러나 스튜어드십 책

임은 수탁자의 신인의무와는 다른 개념이다.227) 수탁자의 신인의무를 기초로 하여

투자체인 속에서 포섭하지 못하는 법률관계(이를 테면 의결권 자문회사와 최종 수

익자 간)를 포괄하기 위해 그 외연을 확장한 것이라는 설명 역시 스튜어드십 책임

을 고객 또는 수익자(궁극적인 자금제공자)에 대하여 기관투자자(외부서비스 기관

포함)가 부담하는 책임으로 축소시키게 되므로 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 스튜

어드십 코드의 ‘수탁자 책임’이라는 용어는 ‘스튜어드십 책임’이라는 용어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말로는 ‘책임 있는 투자’ 또는 ‘기관투자자의 주주 책임’과 같

은 표현이 원래의 스튜어드십 책임의 의미를 보다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

각한다.228)

225) The UK Stewardship Code (2012), Application of the Code. para.2, p.2.

226) 우리나라의 언론 보도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기관투자자가 고객(국민)이 맡긴

돈을 집사와 같이 충실하게 관리·운용하는 지침’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문화일보, “국민

연금 ‘경영참여’ 제한적 허용”, 2018. 7. 30.자 등 참조.

227) ICGN은 2016년 ‘글로벌 스튜어드십 원칙(Global Stewardship Principles)’을 제정하였

다. 이 원칙의 전문에서는 스튜어드십을 신인의무로서의 충실의무(Fiduciary duty of c

are)라고 하면서, 윤리적, 환경적, 사회적 사항들에 대한 고려가 신인의무를 구성하는

핵심 구성요소라고 하고 있다. 즉 ICGN은 수탁자의 신인의무 자체를 투자대상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윤리, 환경, 사회적 요소,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ICGN의 ‘글로벌 스튜어드십 원칙’이 스튜어드십을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그 전신인 ‘기관투자자의 책임 원칙(Principles for Institutional Investor Responsi

bilities)’이 고객 또는 수익자에 대한 신인의무를 중심으로 각 원칙들을 정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ICGN의 ‘기관투자자의 책임 원칙’은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이전인 2003년 최초로 제정된 것으로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나 이후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를 참고하여 제정된 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와는 그 내용·구성에서 차이가 크다.

228) 한편 여기서의 ‘책임’이란 채무불이행책임, 손해배상책임, 불법행위책임 등의 법적 의무

를 의미하는 책임 개념과는 다르다. 스튜어드십 책임은 연성규범이므로 위와 같은 민

사상 책임들과는 구분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제373조의7에서는 거래소에 대해 투자

자를 보호하고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공정하게 수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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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1절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정 배경

1. 제정 경위229)

(1)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7월부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공론화되기 시작했고,

2014년 11월 2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식시장 발전 방안에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2015년 3월 금융

위원회 주도로 1차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230)가 구성되었고, 6차례의 회의를

거쳐 그 해 12월 2일 제1차 공청회에서 ‘(공청회 초안)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안)’이 발표되었다(이하 ‘공청회 초안’이라 한다). 공청회 초안은 2012년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와 2014년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를 참조하여 마련된 것으로,

초안에서 정한 7개의 각 원칙에는 영국 및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칙 중 어떤

원칙을 참고하였는지가 표시되어 있다.

(2)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1차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에 정부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때문에 2016년 8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을 중심으로 한 2차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231)가 구성되었

다. 2차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는 공청회 초안 검토 및 수정 작업을 진행하면

서 자산운용 및 보험업계와 시민단체,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상장

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기관과 국회입법조사처 등 여러 관계자들의 의견을 취

합하였고,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 위원장, 금융청, 일본투자신탁협회를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2016년 11월 18일에는 ‘[한국 스튜

데, 법적인 의무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책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229)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된 개략적인 연혁과 공청회 자료 등은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c.cgs.or.kr/reform/progress.jsp. 이하 연혁

에 관한 내용은 위 홈페이지 및 원종현,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현황과 개선

과제”, 「현안보고서」vol.315, 국회입법조사처 (2017), 16-17면.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한 제2차 공청회 발표자료” (2016), 3-5면 등을 참조하였

다.

230) 금융위원회(2), 금융감독원(1), 한국기업지배구조원(1), 한국금융투자협회(1), 자본시장연

구원(1), 운용업계(2), 해외 기관투자자(1)

231) 학계(2), 기업지배구조원(3), 금투협(1), 자본시장연(1), 운용업계(3), 해외 기관투자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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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십 코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안]’을 공개하였다.

(3)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016년 12월 5일 제2차 공청회를 개최하고 위 초안에 대

한 의견서 검토를 거쳐 그 해 12월 19일 최종적으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기관

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발표하였다(이하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라 한

다).

(4) 2017년 2월부터는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와 이행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

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법률전문가 등으로 실무협의체가 구성되어 회의 및 실무간

담회 등을 개최하였다.

(5) 2차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는 2017년 4월부터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

회로 개편되었다.

2.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찬반론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정 과정에서 정부 측은 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

였으나, 전경련 등 각종 경제단체에서는 이를 강력히 반대하였다. 특히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당시부터 문제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에 관한 논란은 최근

까지도 이어졌다. 이미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되었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회가 2018년 7월 30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

입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을 선언하였으므로,232) 아래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과정에서 있었던 견해 대립을 간단히 정리하였다.

가. 긍정적인 입장

긍정적인 입장은 오너 리스크, 지배구조의 문제 등으로 인한 주식가치의 하락, 국

제적 신뢰도 하락, 기관투자자의 소극적인 주주권 행사 등의 문제를 스튜어드십 코

드 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233)

232)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

드십 코드) 도입 선언”, 보도자료, 2018. 7. 30.자.

233) 김순석, 앞의 글(주7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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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정적인 입장

부정적인 입장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연성규범의 형태로 도입한다고 하나 사실상

강한 구속력이 예상되는 점,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가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을지 불확실한 점, 상장사가 모든 기관투자자와 대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

려운 점, 기관투자자들이 포럼을 구성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위 5%룰을 적용

받지 않고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점, 중소형 투자자들이 대형 연기금의 의결권 행

사를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점, 상장사의 비공개 정보가 대화 과정에서 유출되어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점, 기관투자자가 사실상 의결권 자문회사에 의존하여 의결권

을 행사하게 될 것이나 의결권 자문회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점, 자문서비스 이용 등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여 펀드의 수익률이 하락되

는 점, 회사ㆍ기관투자자 등 자본시장 참여자의 부담이 가중되어 시장 활성화를 저

해하게 되는 점, 정부의 회사에 대한 영향력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는 점, 영국과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효과가 불확실한 점 등을 지

적하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정에 반대하였다.234)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된 이후에도 주요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코드 가입과 관련

하여 재계는 정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우려된다거나, 연금사회주의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235)

3.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와 제정 배경에서의 차이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상장회사의 주식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가 책임

있는 주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 부재지주(absentee landlord)

로서 주인 없는 회사(ownerless corporation)를 초래하였다는 비판에 대응하여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관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제

정되었다. 반면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오너 리스크 등 지배구조 위험과 주주가치

하락, 그로 인한 고객 또는 수익자 등 궁극적인 투자자의 손실 확대, 대규모 기업집

단의 부실 경영, 지배구조·오너 리스크 관련 문제점으로 인해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하락, 경영진과의 대화 및 주주권 행사에 지극히 소극적인 기관투자

234) 전국경제인연합회 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건의-기업지배구조

원 제정안(’15.12.2) 중심” (2016), 2-6면. 대리인(agent)인 기관투자자에게 스튜어드십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가정으로 이상주의에 불과하며, 실무적으로도 한계

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황인학, 앞의 글(주184), 32-33면.

235)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Ⅱ)”, 용역

보고서 2017-4,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17), 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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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태도, 경영진이 제안한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소극적인 의결권 행사 등의 문

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되었다.236) 즉, 영국에서 주인 없는 회사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되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강력한 주인(지배

주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된 것이다.237)

제2절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용238)

1. 개요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원칙의 도입 목적과 의의’, ‘원칙의 적용’, ‘원칙’, ‘안내

지침’, ‘권고’의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칙의 도입 목적과 의의’에서는 수탁

자 책임의 의의, 목적, 활동 범위,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 등에 대해 정하

고 있고, ‘원칙의 적용’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용대상, 이행 방식, 공개 등에 대

해 정하고 있다.239) ‘원칙’과 ‘안내 지침’의 장에서는 원칙 및 해당 원칙에 관한 안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있다. ‘권고’의 장에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 동향을 조사ㆍ점검하는 기관으로서 2년 주기로 코드

세부 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해설서를 작성하여 공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수탁자 책임의 이행을 통해 회사의 중장기적 발전 유도,

투자자 이익 증진, 자본시장과 경제 전반의 건전하고 내실 있는 성장과 발전을 추

구한다.240) 다만 수탁자 책임 활동이 투자대상회사의 일상적인 경영에 대한 간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고객과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인 경우에는 주식 매각을

고려할 수 있다.241)

236) 송민경,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향과 세부내용 -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금융학회 동계 정책심포지엄 발표자료 (2016), 4-5면.

237) 황인학, 앞의 글(주184), 20-21면.

238)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문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홈페이지 http://www.cgs.or.kr에

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018년 6월 22일부터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의 공식 홈페이지를 마련하여 스튜어드십 코드 참가 및 지원 업무는 해당 홈페이지 ht

tp://sc.cgs.or.kr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스튜어드십 코드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기업지배원에 따르면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내의 스튜어드십 코드 센터는 사

업본부로부터 독립된 형태로 조직·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239)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스튜어드십 책임을 ‘수탁자 책임’, 스튜어드십 활동을 ‘수탁자

책임 활동’이라고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수탁자 책임이라는 용어를 스튜어드십 책

임이라는 용어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하에서는 한국 스

튜어드십 코드의 원문과 동일하게 ‘수탁자 책임’으로 서술하였다.

240)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의 도입 목적과 의의 제2문, 1면.

241)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의 도입 목적과 의의 제8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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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 제61조제2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21호 및 제28호의 금융기관246)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증권금융

회사

4. 제56조의2 제1항 각 호의 법인247)

5. 제56조의2 제2항 각 호의 법인248)

2. 적용대상

가. 기관투자자

한국 상장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국내외 기관투자자가 코드의 기본적인 적용대상

이다.242) 코드는 기관투자자는 자산소유자와 자산운용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자산소

유자의 유형으로 연기금, 보험회사 등이 있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243) 달리 기관투

자자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지는 않았다. 일반적으로 기관투자자는 타인을 대신하여

자금을 위탁받아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법인 형태의 투자자라고 할 수 있다.244)

현행법에서 기관투자자라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 법령은 없지만, 개별

법령245)에서 기관투자자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는 있다.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1항 제4호는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의 제출 등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투자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법인세

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671호] 제79조의3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서 기관투

자자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242)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의 적용 제1문. 한편 기관투자자는 자유롭게 코드 가입 여

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해외 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투자하거나, 국내 비상장기업에

만 투자하는 기관투자자들도 코드에 가입할 수 있다.

243)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의 도입 목적과 의의 제6문, 1-2면.

244) 정윤모, 앞의 글(주1), 11면.

245) 상법 시행령 제34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 제6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1항

제4호 등.

246) 1.「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

은행 3.「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4.「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

수출입은행 5.삭제 <2014.12.30> 6.「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같

은 법 제134조 제1항 제4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및 농협은행 7.「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한정한

다) 및 수협은행 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9.「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0.「상

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지급준비예탁금에 한한다) 및 상호저축은

행 11.「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1.「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

보증기금 28.「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

로 등록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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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연기금 보험사
자산

운용사
PEF

운용사
증권사

투자
자문사

서비스
기관

은행 기타 

67 1 2 22 26 2 2 3 1 8

② 자본시장법은 기관투자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9조 제5항 각

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 3항에서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

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인 ‘전문투자자’에

대해 열거하고 있고, 그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열거된 기관투자자와 상당 부

분 중첩된다.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7호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

는 개인의 경우를, 제18호 라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인 개인의 경우를

전문투자자로 분류하고 있어, 자본시장법 상 전문투자자를 기관투자자와 같은 개념

으로 볼 수는 없다.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에서는 기관투자자를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스튜

어드십 코드 가입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기타 서비스 제공 기관을 포함한 현황).249)

  [표 5]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현황

나. 기타 서비스 제공 기관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기관투자자 또는 기타

(자문)서비스 제공 기관에 위임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 투자자문사 등도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용대상이 된

247) 1.「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3.「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

흥공단 4.「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6.「수출보험법」에 따른 한국수출보험공사 7.「중소기업협동조합

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8.「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

보증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9.「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

주택금융공사 10.「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48) 1.「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2.「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

제회 3.「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사업에 한정한다) 4.「건설

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및 전문건설공제조합 5.「전기공사공제조합

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6.「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7.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8.「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

마을금고연합회(공제사업에 한정한다) 9.「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

제회 10.「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11.

「건축사법」 제38조의3 제1항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249) 2018년 10월 12일 기준. http://sc.cgs.or.kr/participation/investors.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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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회사
서비스

개시
특징

국내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2년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이

사원기관으로 참여,

다.250)

특히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강조됨에 따라 최근 이들 서비스 제

공 기관 중 의결권 자문회사에 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 회사의 수

많은 주주총회의 의안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역량, 비용을 들여야 하고,

매년 정기주주총회가 단기간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주총회 의안이 점점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어 투자자는 자신을 대신해서 의안을 분석할 의결권 자문회사를 필요

로 한다.251) 의결권 자문회사는 주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기

관투자자로부터 자문수수료를 받고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하여 의결권행사 방향을

조언 또는 권고하는 사적 회사로, 의결권자문회사의 자문 업무는 특정 주주총회 안

건에 대한 자문회사의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를 제시하는 일종의 컨설팅이

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proxy advisors, proxy advisers, proxy advis

ory firms나 Institutionelle Stimmrechtsberater’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일본

에서는 의결권 조언회사로 통용된다.252) 의결권 자문회사의 의결권 관련 업무는 대

체로 주주총회 안건 분석,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작성 자문, 의결권

행사 절차 처리, 주주총회 안건의 각 쟁점에 대한 의결권 자문 업무이다.253) 기관투

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려 할수록 의결권 자문회사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다.254)

우리나라에서 현재 활동하는 의결권 자문회사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255)

 [표 6] 의결권 자문회사 현황

250)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의 적용 제2문, 2면.

251) 최문희, 의결권 자문회사에 관한 입법 과제와 법적 쟁점, 「서울대학교 法學」 제57권

제2호 (2016), 194면.

252) 최문희,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자문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법적 쟁점”, 「BF

L」 77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6), 39면.

253) 최문희, 앞의 글(주251), 189면.

254) 의결권 자문회사의 역할이 커지는 것이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의결권 자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의결권 자문회사가 부정확한 정보에 의거하여 부실한 자문을

할 수 있고, 의결권 자문회사가 그를 지배하는 자(모회사나 경영자)나 투자대상회사와

의 관계로 인하여 이익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의 의결권 자문회사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등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최문희, 앞의 글(주252), 42면.

255) 이 표는 김열매, 김준섭,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해외 사례와 전망”, 유진투자증권 (201

7), 37면의 표를 일부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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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및

평가

서스틴베스트 2012년
사회적 책임투자(SRI) 데이터

중심,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

대신지배구조연구소 2014년
시장 참여 경력을 지닌 연구인력

중심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2010년
재벌개혁, 소액주주운동을

이끌어온 전문가들이 중심

국외

ISS

(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

1986년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미국 외 10개국에서 117개국에

걸친 약 4만 개 회사 분석

글라스루이스

(Glass Lewis)
2003년

세계 2위 의결권자문사

약 100개국에 걸쳐 약 2만 개

회사 분석

다. 각 수범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

1) 기관투자자

적용 대상에 따라 수탁자 책임 활동의 이행 방식이 달라지는데, ① 자산운용자는

자산운용, 대상회사와의 대화 등을 통해 일상적으로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고, ② 자

산소유자는 자산운용자에 대해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자산운용자의 활동을 지시·평

가하는 등으로 수탁자 책임을 이행한다.256) 기관투자자가 다른 기관투자자나, 자문

서비스 제공 기관 등에 수탁자 책임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더라도 최종적

인 수탁자 책임은 그대로 부담하게 되므로 기관투자자는 위임한 활동에 대해 다시

점검·감독할 책임을 부담한다(원칙의 적용 제2문).

2) 기타 서비스 제공 기관

기타 서비스 제공 기관 등도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용대상이나 이들의 수탁자 책

임 활동 모습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

3. 원칙 준수 및 예외 설명

256)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의 도입 목적과 의의 제6문,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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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관투자자 등은 원칙 준수 및 예외 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에 따라

기본적으로 원칙을 준수하되, 예외적으로 원칙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가. 의의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원칙 준수 및 예외 설명’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앞서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방식을 준수 또는 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이라고

번역한 바 있으나,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comply or explain의 방식을 ‘원칙 준수

및 예외 설명’ 방식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코드 문언을 그대로 사용하였

다.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의 적용’ 제4문은 아래와 같다.

위 문언만을 놓고 보면 기관투자자가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이상 원칙

준수가 원칙적인 모습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유를 설명하고 원칙을 따르지 않

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준다. 이는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가 준수 또는 설명(c

omply or explain) 방식을 취하면서, 기관투자자에게 자율적으로 준수할 원칙 또는

지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257) comply or explain의 방

식을 크게 2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여, ① 원칙적으로 적용해야 하고, 아무리 해도 적

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과, ② 원칙을 따르거나

따르지 않거나 어느 쪽을 선택하여도 좋으며 다만 따르지 않는 경우 설명하도록 하

는 방식이 있다고 소개하는 견해가 있는데,258) 이에 의하면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칙 준수 및 예외 설명(comply or explain)’은 위의 ① 방식이고,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준수 또는 설명(comply or explain)’은 위의 ②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예외적으로 원칙을 준수할 수 없을 때 설명이 요구된다는 문언과는 달리, 한

국 스튜어드십 코드 역시 기관투자자의 코드 가입 여부, 준수 원칙 및 지침의 선택

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운용되고 있어 현실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에서도 “수탁자 책임 이행 방법은 기관투자

자 등의 자율적 결정사항이므로, 도입 원칙을 스스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자산

의 특성·투자기간·운용방식 등에 따라 책임의 이행 범위와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

다”고 소개하고 있다.

257) The UK Stewardship Code (2012), Comply or Explain, para.3, p.4.

258) 영국 기업지배구조 코드나 스튜어드십 코드는 두 번째 방식의 comply or explain 방식

을 채택하였다. 곽관훈, 앞의 글(주73), 1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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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체적인 이행 모습

스튜어드십 코드에의 참여, 각 원칙 및 지침의 준수 여부, 공개사항에 대한 공개,

미준수 원칙 및 지침에 대한 미준수 이유 및 대안의 설명 등에 대해서는 기관투자

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이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통지해야 한다259)

실제 기관투자자들이 ‘원칙 준수 및 예외 설명’ 방식을 이행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 및 해당 기관투자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

다. ①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KB국민은행(신탁)의 경우, “운용 규모와 인적 자

원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수탁자 책임의 이행이 가능하도록 ⌜한국 스튜어드십 코

드⌟를 선택적으로 수용합니다. 불특정금전신탁의 주식운용을 담당하는 실무 인력

이 충실히 수탁자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원칙3과 원칙4는 수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 있다.260) ② KB손해보험은 보다 상세히 코드의 선택적 준수에 대해 설명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원칙3.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당사는 해당 원칙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모든 자산은 투자일임계약을 통한 위탁 운용 방법으로 운용되고 있어 일

임 자산에 대해 당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

사는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점검의 방법으로 매월 운용 보고서 리뷰 및 분기 운용

보고 등의 방법을 통해 정기적인 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운용사를 통해

수시로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261)

4.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칙

(1) 원칙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개해야 한다.

(2) 원칙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

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3) 원칙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259)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의 적용 제5문. 1면.

260) https://obank1.kbstar.com/quics?page=C057315

261) http://www.kbinsure.co.kr/CG802090601.ec?mdmn=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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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칙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

야 한다.

(5) 원칙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ㆍ절차ㆍ세부기준을 포함

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하여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

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6) 원칙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

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7) 원칙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5. 원칙 및 지침에 대한 검토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공청회 초안은 비교적 자세하게 지침을 정하였으나, 제

정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삭제되었고, 결국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되었다. 이하에서는 각 원칙 및 해당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수탁자 책임 이행에 관한 정책 제정·공개(원칙1)

1) 지침의 주요내용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을 어떻게 이행하는지, 책임을 이행하는 효과적이고 구

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문서화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이 정책에는 수탁자 책임 이행과 관련한 원칙과 지침, 운용 철학, 권한과 의무, 조

직과 절차 등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수탁자 책임 정책은 고객ㆍ수익자 등 자금의 제공자에서 투자대상회사로 이어지

는 투자자금의 흐름에서 기관투자자가 차지하는 위치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자산

운용사 등 자산운용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은 위탁운용사 관리를 위주로 하는

연기금ㆍ보험사 등 자산소유자의 활동과는 차이가 있다. 자산소유자는 주주로서의

직접 활동은 물론 역량 있는 자산운용자 선정과 자산운용자에 대한 지시ㆍ평가ㆍ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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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백 등 간접적인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자산운용자의 주주활동은 고객인 자산소

유자가 제시하는 기준과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자산 소유자와

운용자 간 긴밀한 의사소통이 중요하며, 관련 사항을 ‘정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

다.

기관투자자는 수탁운용사나 자문사 등의 선정·점검·평가·관리 및 위탁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2) 검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정책에 담아야 하는 지에 관해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

1차 해설서262)는 ① 기관투자자의 사업 모델, 투자 철학과 전략, 투자 흐름 내에서

의 위치 등 개요, ② 수탁자 책임의 핵심 내용 및 기본 철학, ③ 비재무 위험요소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수탁자 책임의 이행을 위한 주주활동의 범위, ⑤ 주주활

동 관련 조직체계와 권한·책임의 배분, ⑥ 의결권 행사 및 기업지배구조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⑦ 이해상충 방지정책, ⑧ 의결권 행사, 주주활동 내역의 보고·공개 등

을 들고 있다. 여기서 비재무 위험요소와 관련하여서는 해외 스튜어드십 코드나 책

임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에 가입하여 환경·사회·지배구조

(ESG) 등 위험요소에 관해 공개한 내용이 있으면 이로써 비재무 위험요소 등의 관

리에 관한 정책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한다.263)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한국 스튜

어드십 코드는 수탁자 책임 활동 시 고려해야 할 비재무적 요소에 사회적·환경적

요소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ESG 요소에 대한 고려를 명시한 다른 국가의 스튜어드

십 코드와는 차이가 있다. 이 부분 제1차 해설서의 해설은 현행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문언에는 맞지 않으므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코드는 원칙1의 지침에서 수탁운용사나 자문사 등 선정·점검·평가·관리에 관한 사

항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원칙5의 지침에서는 의결권 행사 자문

서비스 이용 여부, 서비스 범위와 활용 방식, 서비스 제공자, 권고에 의존하는 정도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미국, 네덜란드의 경우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자문회사를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위 원칙1

262) 스튜어드십 코드는 새로이 도입되는 개념으로 특히 연성규범의 형태이므로 종래 우리

나라에서의 규율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때문에 스튜어드십 코드 규정 내용의 의미나

스튜어드십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성문법령과의 충돌 등의 문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2017년 6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는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1차 해설서를 발간하였고, 금융위원회는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법령해석집을 발간하

였다.

263)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1차 해설서”, (2017. 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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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침 및 원칙5의 지침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에서도 기관투

자자의 의결권 자문회사에 대한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행 지침

의 서술 방식보다는 미국이나 네덜란드와 같이 간명하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

인다. 한편 이러한 지침의 내용은 기관투자자의 입장에서 수탁운용사나 자문사 등

을 이용할 경우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타 서비스 기관

의 입장에서 어떻게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정함

이 없다. 기타 서비스 기관은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할

것이므로 그 역할을 따로 정할 필요성이 적지만, 그 중 의결권 자문회사의 경우 그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들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원칙 내지 지침을 따

로 정할 필요가 있다.

나. 이해상충 방지 정책 제정·공개(원칙2)

1) 지침의 주요 내용

기관투자자는 고객과 수익자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행동할 의무가 있다.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이해상충 문제

또는 향후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유형별로 상세히 점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문서화된 정책을 마련하고 공개해야 한다. 이 정책에는 이해상충 점검·관

리를 위한 원칙과 지침, 구체적인 방법, 권한과 의무, 절차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해

야 한다.

2) 검토

고객과 수익자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행동할 의무는 수탁자의 신인의무와 같

다. 우리나라는 민간 기관투자자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37조, 제79조, 제96조, 제102

조, 제244조 등에서, 공적 기관투자자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 국가재정

법 제64조264) 등에서 기관투자자의 신인의무에 대해 정하고 있다. 즉 수탁자의 신인

의무는 기관투자자가 원칙2. 및 지침을 준수하겠다고 선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

264)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

익을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

재정법 제64조는 기금관리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기금의 이익을 위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고, 그 행사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

리 법은 신인의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금운용의 목적이 수

익증대에 있고, 의결권행사도 그러한 범주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곽관훈, 앞의 글(주71), 584면) 수익의 최대한 증대나, 의결권 행사의 신

의성실한 행사는 결국 기금의 수익자에 대한 신인의무를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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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투자자가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기관투자자가 (잠재적) 사업관계에 있는 회사의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기관투자자가 이해관계 있는 회사의 주주로부터 주주제안, 대표소송 참여를

요청 받은 경우

- 기관투자자의 고위 경영진,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이사로 재임 중인 회

사의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기관투자자가 고객사의 계열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기관투자자의 계열사, 유관기관 임직원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경우

이 기관투자자에게 부여된 법적인 의무이므로, 이 부분은 ‘원칙 준수 및 예외 설명’

방식의 예외라고 보아야 한다.265)

공청회 초안은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었다.266)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은 금융투

자업자267)의 이해상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268) 자본시장법 제44조는

금융투자업자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 문제에 대해 규정한

것이고,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2는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 문제에 대해 정한 것이다. 공청회 초안에 따르면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경우는 주로 의결권 행사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여기

에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제1차 해설서는 다음과 같이 이해상충 문제 완화에 유용한 몇 가지 방안

을 예시하고 있다.269)

265) 제1차 해설서는 이 지침의 내용은 ‘원칙 준수 및 예외 설명’ 방식의 예외로서 원칙2를

이행하는 기관투자자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266) 공청회 초안, 원칙2의 지침, 7면.

267)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

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제6조 제1항).

268)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

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

악·평가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 정

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하며(제44조 제1항), 이해상충이 발

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

고,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

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한다(제4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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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적인 제3의 전문기관이 제시하는 권고를 충실히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등

주주활동을 수행합니다.

- 이해상충 문제를 관리하는 독립적인 책임자 또는 부서를 설치하는 등 관련 조

직체계를 구축하고 적절한 내부통제 절차에 따라 의결권 행사 등 주주활동을

사전적ㆍ사후적으로 검토합니다.

- 의결권 행사를 포함하는 주주활동의 내용과 결과를 공개해 (잠재적) 고객이나

투자자 등이 점검할 수 있게 합니다.

- 의결권 행사 등 주주활동 담당 부서를 영업과 관련이 있는 부서와 분리합니

다.

- 고객ㆍ수익자 등에게 이해상충 가능성을 알리고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들의 지시 혹은 승인 하에 의결권 행사 등 주주활동을 수행합니다.

- 상당한 이해상충 가능성을 완화하기 어렵다면 관련 계약 체결 및 거래를 제한

하거나 거절합니다.

- 수탁자 책임의 이행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개인의 이해상충 가능

성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해당 담당자의 업무 배제 등 조치를 취합니다.

다.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주기적 점검(원칙3)

1) 지침의 주요 내용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가치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재무구조, 경영성과 등 재무적 요소는 물론 지배구조, 경영전략 등 비재무적 요소까

지 점검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기관투자자는 투자정책, 내부 역량 등을 고려해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인 이행이

가능하도록 상기 재무ㆍ비재무 요소 중 적절한 점검 범위를 정할 수 있다.

2) 검토

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모니터링(monitoring)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우리말로 점

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비재무 요소를 점검 대상에 포함한 것은 투자자의

사회적 책임투자에 대한 논의가 반영된 부분으로 지침은 점검해야 할 비재무 요소

에 대해 지배구조, 경영전략 등만을 한정적으로 예시하고 있다.270) 이는 비재무 요

소의 범위를 매우 좁게 설정한 것으로 ESG 요소를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다른

269)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앞의 글(주263), 34면.

270) 제1차 해설서에서는 지배구조와 관련한 점검사항으로 이사회 조직과 구성 및 전문성,

감사 조직, 이사 보수 체계, 공시의 적정성 등을 예시하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앞의 글(주263),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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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코드와는 차이가 있다.271)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칙4의 지침은 사회적·환경적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는 지침3-3

에서 투자대상회사의 모니터링 시 고려할 비재무적 사항으로 투자대상회사의 지배

구조, 전략, 성과, 자본 구조, 사회적·환경적 문제를 포함한 경영 위험 및 기회 등을

예시하고 있다. 싱가포르 코드는 지침2.3에서 사회적·환경적 문제에 관여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코드는 지침5.1에서 ESG 요소들을 투자 결정 프로세스

에 포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남아프리카는 코드의 원칙1에서 ESG 요소를

투자 분석 및 활동에 있어 고려할 것을 정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 코드는 ESG

요소의 고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원칙2에서는 모니터링 시

고려할 요소로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들고 있고, 원칙2의 지침에서는 “투자대상회

사의 장기적 가치 창출, 기회, 위험, 전략 및 실적 평가에 있어 재무적 정보 외에

환경(기후 변화 위험 및 기회를 포함), 사회, 지배구조(이사회 구성 및 다양성)에 관

한 정보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해 재계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기관투자자가 회사의 경영을 점검, 감시하는 것에서 더 나

아가 사회적·환경적 요소 등까지 고려하겠다고 하는 것은 더욱 큰 논란을 불러일으

킬 여지가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영국을 비롯한 각

국의 스튜어드십 코드와 달리 기관투자자의 점검 사항에 사회적·환경적 요소를 언

급하지 않고 있다.

라.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원칙4)

1) 지침의 주요 내용

기관투자자는 회사와의 충분한 협의 이후에도 우려가 남아 있는 경우 내부 정책

271) 스튜어드십 코드를 따로 제정하지 않은 선진국들도 ESG 요소의 고려와 관련하여 개별

기관투자자가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규제를 강제규정으로 도입하고

있다. ESG 정책의 공시를 의무화한 대표적인 나라는 프랑스이다. 프랑스는 2017년부터

기관투자자들에게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재무위험(financial risk)과 ESG 정책을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네덜란드는 비재무위험으로 인식되던 윤리경영(controlled and et

hical operational management)의 보고를 의무화했다. 독일은 독일금융감독원(Bundesa

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BaFiN)이 연기금과 보험회사에 대하여 ESG

요소를 자산배분과정에서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ESG 정책을 채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송홍선, 앞의 글(주8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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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인 정보ㆍ자료 요구, 질의서 전달

- 이사회 또는 경영진과의 회의 추가 개최

- 이사회 의장이나 선임사외이사 등과 협의

- 의견서 전달

- 주주총회 전에 공개적으로 의견 표명

- 주주제안273), (사외)이사ㆍ감사 후보 추천

- 주주총회 소집 청구

- 주주총회에서의 적극적인 발언과 토론

- 문제 있는 이사의 연임 반대 등 반대 의결권 행사

- 주주소송 등

- 보다 심도 있는 판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ㆍ자료 추가 요청 ◾
- 회사의 입장, 향후 계획 등을 묻는 질의서 전달 ◾
- 이사회(의장), 선임사외이사 또는 경영진과의 회의 추가 개최

- 우려사항에 관한 입장, 회사에 대한 요청사항 등을 담은 의견서 전달,

- 주주총회에서의 적극적인 발언과 토론,

-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반대투표 의사와 그 사유의 사전ㆍ사후 공시

- 이사ㆍ감사 후보 추천을 포함하는 주주제안 또는 다른 주주의 주주제안 참여

- 주주총회 소집 청구 또는 다른 주주의 청구에 참여

- 보도자료 배포 등 공개적인 의견 표명

- 소송 제기ㆍ참여 등

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지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투자

대상회사의 사정, 투자 정책, 내부 역량 등 여건을 고려해 소통과 관여 활동의 범위

ㆍ절차ㆍ기준을 정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2) 검토

기관투자자와 투자대상회사와의 협의 외에 어떤 활동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인지

에 대해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에서는 예시하고 있지 않으나, 공청회 초안에서는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와 유사한 지침을 두고 있었다. 그 예는 아래와 같다.272)

제1차 해설서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강화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예시하고 있다.274)

272) 공청회 초안, 원칙4의 지침, 10면.

273) 상법의 주주제안 의제가 상법과 기업의 정관에 있는 이슈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스튜어

드십 코드의 정착을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의제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주주제안은 사적 대화 등 비공식적인 주주관여수단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하므로, 그 역할 수행을 위해 의제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송홍선, 앞의 글(주81), 124-1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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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자세하게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해 예시했던 공청회 초안에 대하여는 스

튜어드십 코드가 기본적으로 원칙중심주의를 취하고 나머지는 준수하는 기관투자자

가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별적인 항목을 나열하는 것은 규정중심

주의적 성격을 띠게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275) 결국 최종적으로 이

와 같은 예시는 삭제되었는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입

장에서는 구체적인 코드 준수 과정에서 공청회 초안이나 제1차 해설서를 참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강화된 수탁자 책임 활동에 ‘주식 매각’을 포함할 지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위와

같은 스튜어드십 활동의 모습은 예시에 불과하므로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하는 기

관투자자들은 자신들의 내부지침을 마련하면서 위 예시된 활동 외에 다른 활동을

추가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결정 과정에서 참여연대와 민변

은 국민연금의 강화된 수탁자 책임 활동으로 ‘주식 매각’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

을 제시하였다.276) 이 의견은 주식 매각이 투자대상회사의 장기적 성장을 추구하는

코드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그러

나 네덜란드나 홍콩의 경우와 같이 강화된 스튜어드십 활동으로 ‘주식 매각’을 예시

한 코드도 존재하고, 잠재적인 주식 매각 가능성은 기관투자자와 경영진 간의 대화

의 질을 고양시킬 수 있으므로 ‘주식 매각’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취지와 배치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기관투자자들이 자신들의 내부지

침을 마련하면서 강화된 수탁자 책임 활동으로 ‘주식 매각’을 명시하는 것도 가능하

다고 생각한다.

마. 의결권 정책 제정·공개, 의결권행사 내역과 그 사유 공개(원칙5)

1) 지침의 주요 내용

기관투자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해야 하

274)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앞의 글(263), 39면.

275) 김순석, 앞의 글(주72), 23면.

27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논평] 국민연금

의 실효성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촉구”, 2018. 7. 12.자, 2면에서 “한국 재벌대기업

총수들의 상습적·지능적 불법행위를 감안할 때,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주-

이사회 간 의견 불일치 시 최종적으로 지분 매각까지도 고려하는 네덜란드 기업지배구

조포럼(EUMEDION)의 모범지침 수준으로 도입되어야만 그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음

을 강조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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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경영진의 제안에 자동으로 찬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행사내역의 공시 등에 관한 지침과 절차, 세부 기준

을 담은 문서화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내역, 찬성ㆍ반대ㆍ기권ㆍ중립투표의 구체적인 사유를

고객과 수익자 등이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 자문서비스 이용 여부, 이용하는 경우의 서비스 범위

와 활용 방식, 서비스 제공자, 해당 서비스 제공자의 권고에 의존하는 정도를 공개

해야 한다. 의결권 행사 자문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수탁자로서 자신

의 책임과 판단 하에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2) 기존 법률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신의성실의무 내지 충실의무 및 의결권 행사

내역 공시의무 등에 대해서는 기존 법률이나 지침이 이미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공적 기관투자자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기금의 이익을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고, 그 행사내

용을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4조). 대표적인 연기금인 국민연금은 국

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277)에서 신의성실한 의결권 행사(행사지침 제3조), 보유

주식 전부에 대한 의결권 행사(행사지침 제5조),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및

상장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내역의 공시(행사지침 제10조) 등에 대해 정하고 있다.

특히 위 행사지침은 기금은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결권

을 행사한다거나(행사지침 제4조), 기금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하

여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행사

지침 제4조의2)고 정하여 스튜어드십 코드가 추구하는 고객 또는 수익자의 장기적

인 이익 추구, 사회적 책임투자의 성격과 유사한 내용의 지침까지 두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사적 기관투자자인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의결권을 충실하

게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제87조 제1항, 제112조 제1항). 의결권 행사의 공시

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데,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공시대상법인278)에 대한 의결

권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을 영업보고서에 기재하는 방법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하고(제87조 제2항), 주요의결사항279) 등에 대해서는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277)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mohw.go.kr/react/gm/sgm0601

vw.jsp?PAR_MENU_ID=13&MENU_ID=1304020801&CONT_SEQ=327749&page=2

278)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 원 이상을 소유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

인(자본시장법 제87조 제7항, 동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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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 사유를 공시하여야 한다(제87조 제8항). 신탁업자는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선임 등 경영권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인

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제112조 제7항).

3) 검토

영국을 비롯한 각국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스튜어드십 활동의 핵심은 모니터링과

관여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전부터 기관투자자의 소극적 의결권 행

사가 문제되어 왔고, 때문에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과정에서도 모니터링(점검)

이나 관여보다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원칙이 더욱 주목받았다. 2016년 12월에 한

국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되었으나 아직까지는 기관투자자가 의결권을 이전과 달

리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자본시장법 제87조

제8항의 공시와 관련하여서는 동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의 개정으로 일괄 공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2016년 및 2017년 기관투자자의 주주총회에서의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280) 또한 최근 1년 간(201

6년 4월 1일부터 2017년 4월 1일까지)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 지분을 찬반으로 나누어 보면 찬성이 94.2%, 반대가 5.8%로, 해외 기관투자

자들의 경우 찬성이 89.1%, 반대가 10.9%였던 것에 비해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281) 즉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이후에도 국내 기관투자자

들은 여전히 의결권 행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코드 도

입 초기 단계이고, 국민연금도 최근에야 코드에 가입한 만큼 향후 어떤 변화가 있

을지 예측하기에는 이르다.

이미 관련 법률이나 지침 등을 통해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규정들이 존재하고 있

는 상태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연성규범의 제정이 어떤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다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고, 기

관투자자 스스로 그 가입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의결권 행사에 있어 기관

279)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자본시장법 제87조 제3항)

280) 임자영, “의결권 행사 내역 공시 방식 변경에 따른 국내 민간 기관투자자의 반대율 변

화”, 「CGS Report」제7권 제7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7), 10-16면. 기존에는 의결

권 행사 내역을 ‘주주총회 개최 이후 5일 이내 공시’하도록 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

할 수 있게 되었다.

281)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162개 대기업집단 상장사의 주주총회(안건 총 1,048건)에 참여하

여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해외 기관투자자들은 158개 대기업집단 상장사의 주주총회

(안건 총 1,030건)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2017년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공개”, 보도자료, 2017. 12. 27.자,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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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각자의 의결권 행사 정책을 재정비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282)

바. 의결권 행사,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의 주기적 보고(원칙6)

의결권 행사 및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대해 ① 자산소유자는 고객 또는 수익

자에게 1년에 1회 이상 보고해야 하고, ② 자산운용자는 자신의 고객인 자산소유자

또는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보고 방식에 대해서는 고객 또는 수익

자와 보고 범위에 대해 정한 양식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고객 또는 수익자가

동의하는 등 적절한 경우 주주활동 현황을 홈페이지 또는 연차보고서 형태로 공개

할 수 있다

제1차 해설서는 자산운용자는 자산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활동에 대해서는 분기

별로, 최종적인 수익자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283)

사.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전문성 확보(원칙7)

1) 지침의 주요 내용

기관투자자는 적극적인 대화 등 주주활동을 토대로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발전

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회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설적인 주주활

동이 가능하도록 역량과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기관투자자는 이를 위해 적절

한 조직 체계를 설계하고 내부 자원을 투입하며, 이들 자원의 역량과 전문성 향상

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기관투자자는 내부 가용 자원,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적인 자문서

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수탁자 책임의 충실한 이행을 도모할 수 있다.

기관투자자는 논의와 토론을 활성화하고 공동의 이해관계를 추구하기 위한 포럼

등을 설립하여 성공적인 주주활동 사례 등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나누고 학습함으

로써 전문성과 주주활동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282)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활성화를 위해 주주총회 소집통지시기를 앞당기고, 공시제

도를 확대 개선하며,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고, 주주총회 안건 관련 정보 등을 공개 확

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장정애, “지배주주 견제를 위한 기관투자자 의결권행사의

활성화 방안”, 「상사판례연구」제26권 제4호 (2013), 17-27면.

283)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앞의 글(주263), 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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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토

‘역량·전문성 확보’에 관한 원칙 및 지침은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를 참고한 것으

로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에는 이에 관한 내용이 없다.

원칙7의 지침은 ‘공동 행동’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를

비롯한 각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공동 행동 내지 공동 관여’에 대해 원칙으로 정하

고 있는 반면,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지침으로 포럼 등을 설립할 수 있다고만 정

하고 있다. 이 부분도 2014년 제정된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를 참고한 것으로,284) 일

본이나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의 포럼을 역량·전문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을 뿐, ‘공동 행동 내지 공동 관여’를 위해 포럼 구성이 가능하다

고 정한 것은 아니었다. 한편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가 2017년 개정을 통해 기관투

자자들의 공동 관여에 관한 지침4-4를 신설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공동

행동 내지 공동 관여는 일반적인 논점에 대한 의견의 교환부터 특정한 의안 제시

행위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심화될 수 있고, 긴박한 위험에 대한 대응이나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집단적 대화를 통해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285) 그러나 당장 공동 행동과 관련된 원칙 또는 지침을 신설하는 것

이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단계에서부터

기관투자자들이 포럼을 구성하여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보고제도(소위 5%룰)의 적

용을 받지 않고 협력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286) 또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임면 시 3% 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상법 제409조 제

2항, 제542조의12 제4항)이 공동 행동을 하는 기관투자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대주주 등에게 불리한 의결권제한제도가 형해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

었다.287)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에 공동 행동에 관한 원칙이나 지침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코드는 기

본적인 원칙을 정한 것이므로 ‘공동 행동 내지 공동 관여’를 명시한 원칙 또는 지침

이 없다고 해도 기관투자자들은 얼마든지 공동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을 할 수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와 같은 지침을 신설하기 보다는

당분간은 현행 코드를 유지하면서 공동 행동과 관련하여 실제 발생하는 문제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3절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된 법적 쟁점

284)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당시 기관투자자들의 ‘공동 행동에 관한 원칙’은 일본에서

이러한 실무가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즉시 실행될 일은 없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 칸사쿠 히로유키, 앞의 글(주129), 63면, 각주24).

285) 김영주, 앞의 글(주131), 127면.

286) 전국경제인연합회 외, 앞의 글(주232), 3면.

287) 김순석, 앞의 글(주72),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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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인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

자본시장법은 대원칙으로 ‘금융투자업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

융투자업을 영위하여야 하고(제37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

하면서 자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7조

제2항). 또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라는 제목 하에 집합투자업자(제79조), 투자자문

업자(제96조), 신탁업자(제102조)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선관주의의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

고 있다(제244조). 자본시장법은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의 구체적인 개념에 관해 별

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의미는 상법상 이사의 주의의무(상법 제393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382조의4 등) 및 충실의무(제382조의3)와 같은 것으로 보인

다.288) 상법에서의 이사의 충실의무가 선관의무를 부연하는 것인지 선관의무와는 별

도로 영미법상의 충성의무를 추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나 어떻게 이

론구성을 하든 우리 상법상으로도 이사는 영미법상의 주의의무와 충성의무, 즉 신

인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된다.289) 그렇다면 자본시장법상 기관투자자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규정 역시 수탁자의 신인의무에 관해 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신인의

무를 위반할 경우 기관투자자는 자본시장법 제64조290) 또는 민법 제750조291) 등에

기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

288) 임재연, 「자본시장법」, 박영사 (2014), 264면.

289) 김건식, 노혁준, 천경훈, 앞의 책(주188), 392면.

290) 제64조(손해배상책임)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약관·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제12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한다)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제37조제2항, 제44조, 제45조, 제71조 또는 제85조를 위반한

경우(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을 함께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해

상충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

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91) 판례는 자산운용업자의 책임의 성격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있으면 ‘자산운용업자가 고객(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불

법행위책임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데, 선관주의의무는 원칙적으로 위임

이나 신탁관계에서 발생하는 자산운용업자의 계약상 부수적 의무인데 왜 이를 위반하

는 것이(채무불이행책임 중 적극적 채권 침해) 불법행위책임이 되는지 분명하게 밝히

지 않고 있다. 정대익, “자산운용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신인의무를 중심으로-”, 「BF

L」제71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5), 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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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

담하는지 문제된다. 이 논문 제4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에

서 정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스튜어드십 책임)은 수탁자의 신인의무와는 다

른 개념이다.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여부는 기관투자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고, 또한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자유롭게 준수할 원칙 및 지침을 선택할 수

있다. 기관투자자가 ① 준수하겠다고 선언한 원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② 준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원칙에 대해 설명하지 않거나, ③ 그러한 설명이 미흡하다고 하더

라도 이러한 수탁자 책임의 불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이 곧바로 수탁자의 신인의무

위반이 되어 기관투자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와 같이 해

석한다면 연성규범인 스튜어드십 코드의 성격에 반하게 된다.292) 다만 수탁자 책임

의 불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행위가 수탁자의 신인의무 위반에도 해당된다고 인정된

다면 ‘수탁자의 신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 경우는 이미 법에 규정되어 있는 신인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

담하는 것이므로 연성규범인 스튜어드십 코드로부터 새로운 손해배상책임이 도출된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신인의무 위반을 판단할 때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의 모습이 판단

의 고려요소가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신인의무 역시 추상적인 의무이므로 구

체적인 의무 위반의 태양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잘못된 판단에 기초한

수탁자 책임 활동으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신인의무 위반이 되는 경우

도 있을 수 있다.

2. 업무집행지시자의 손해배상책임

상법은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이사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한 자를 업무

292) 연성규범인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지배주주는 기업과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

동해야 하며,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기업과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제3장 주주의 책임 제2문)’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

모범규준상의 주주책임 조항이 한국거래소의 공시의무 대상으로 편입되는 경우 경성규

범화되어 회사와 다른 주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그 책임의 성격은 불법행위책임

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권재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상 주주책임 조항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상법상 주주유한책임제도와 비교하여”, 「상사판례연구」제29권

제3호 (2016), 25면). 그러나 2017년 이후부터 도입된 한국거래소의 공시의무에서 주주

책임에 관한 부분은 공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책임이 문제될 소

지는 적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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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

2.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의 당해 사업보고서 등과 관련된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

집행관여자라고 하여 상법 제399조·제401조·제403조를 적용할 때 이를 이사로 본다

(제401조의2 제1항). 업무집행관여자는 이사가 아니지만 법령위반이나 임무해태를

이유로 회사나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소수주주는 대표소송을 통

하여 이들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이 중 업무집행지시자는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

행을 지시한 자인데(제401조의2 제1항 제1호), 법문은 ‘영향력’의 원천에 제한을 두

고 있지 않다. 때문에 지배주주가 이사에 지시하는 경우 외에 은행과 같은 채권자

나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거래처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293) 스튜

어드십 코드는 수탁자 책임 활동이 투자대상회사의 일상적인 경영에 대한 간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294) 수탁자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기관투자자

도 영향력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대화나 관여 등의 행위가 ‘이사에 지시하는

경우’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다만 기관투자자의 소극적 관여가 문제되는 우리나라

에서 이렇게까지 수탁자 책임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3. 공정공시

공정공시란 주권상장법인이 중요정보를 애널리스트와 같은 특정인에게 선별 제공

하고자 하는 경우에 투자자에게도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295) 공정

공시정보제공자296)가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에게 다음 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하

는 경우 그 사실 및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5조

제1항, 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여기서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는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투자회사·집합투자업자·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와 그 임·직원 및

이들과 위임 또는 제휴관계가 있는 자, 전문투자자 및 그 임·직원 등이다(공시규정

제15조 제3항 제1, 2호).

293) 김건식, 노혁준, 천경훈, 앞의 책(주188), 476면.
294)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의 도입 목적과 의의, 제8문, 2면.

295) 안수현, 앞의 글(주74), 67면.

296)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및 그 대리인, 임원(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

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공정공시대상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해당 유가증권시

장주권상장법인의 직원(규정 제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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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

4.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297)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 신고

시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신고는 당해 정보가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에게 제공되기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공시규정 제15조 제4항). 따라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으로 인해 위의 정

보를 기관투자자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려는 투자대상회사는 그 사실 및 내용을 사

전에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공정공시 의무를 위반하면 공시불이행으로 보고(공시

규정 제29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공시규정 제33조)·공시위반 제제금 부과(공시규

정 제35조의2)·불성실공시법인 지정사실 공표(공시규정 제36조)·매매거래 정지(공시

규정 제40조) 등의 제제를 받게 된다.298)

합법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제공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기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자에 대해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정공시 의

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공시규정 제18조 제2호 나목),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투자대상회사의 입장에서는 신고

의무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기관투자자로부터 비밀 유지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얻

을 필요가 있다.299)

4.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제

가. 서설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진과 대화, 점검 등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하

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한국 스튜어드십 코

드의 지침에서도 “기관투자자는 적극적인 주주활동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의 이

용 금지에 관한 자본시장법상 규정을 위반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특히 회사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정보 우위를 기반으로

297) 제7조(주요경영사항) 주요경영사항에는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5%(대규모법인은 2.5%)

이상을 차지하는 거래처와의 거래 중단, 생산공장의 생산활동 중단, 재무구조에 변경을

초래하는 증자, 감자, 주식소각,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자기자본의 10%(대규모법인은

5%)이상 상당의 신규시설투자 등이 있다. 제8조(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제8조의2(종

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제9조(부동산투자회사등의 주요경영사항), 제10조(선박투자회

사의 주요경영사항), 제11조(기업인수목적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98) 임재연, 앞의 책(주288), 638면.

299) 안수현, 앞의 글(주74), 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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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 이득을 취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원칙 4의 지침)”고 정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동조 제1항), 주식 등에 대한 공개매수의 실시 또

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동조 제2항) 및 경영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대

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동조 제3항) 등의 이용행위를 금

지하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중심으로 논하기

로 한다.

나. 미공개중요정보

‘미공개중요정보’는 상장법인의 경영이나 재산상태, 영업실적 등 투자자의 투자판

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

개되기 전의 것을 말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법인 내부에서 생성된

것이면 거기에 일부 외부적 요인이나 시장정보가 결합되어 있더라도 그에 해당한

다.300)

다. 내부자와 정보수령자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 등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내부자)나 이들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자(정보수령자) 모두 이를 특정증

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4조 제1항).301) 기관투자자는 법인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

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경우 ‘내부자’가 될 수도 있고(동조 동항 제2호), 투자

대상회사 및 그 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부터302) 미공개중요정보를 받는 경우 ‘정

보수령자’가 될 수도 있다(동조 동항 제6호).

내부자가 될 수 있는 ‘주요주주’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주요주주에는 ① 자

기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10%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한 형식적 주요

300)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도11775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219 판

결 등 참조

301)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

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도8342 판결).

302)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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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와, ②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적

주요주주가 있다. 여기서 10% 지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

하지 않는다. 주요주주에 관해 명문으로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주요주주는 개별 주주 1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다만 특수관계인의 지분

을 합산하여 10%이상에 이르게 되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 인정될 수

있다.303)

정보수령자의 의미에 대해 판례는 제1차 정보수령자, 즉 내부자로부터 직접 정보

를 수령 받은 자로 제한하여 해석하고 있다.304) 내부자와 제1차 정보수령자만이 처

벌되고, 이를 제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전달 받은 제2차 정보수령자는 처벌되지 않

는다. 예를 들어 정보수령자인 기관투자자가 다른 기관투자자에게 그 정보를 전달

한다고 해도 다른 기관투자자는 처벌되지 않는다.

한편 내부자와 제1차 정보수령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

는 안 된다’는 구성요건에 관해서 최근 의미 있는 하급심 판결이 있었다. 이 판결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상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이 규정하는 ‘타인’은 ‘정보제공

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수령 받은 자’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면서도, 정

보제공자가 정보를 제공할 당시의 상황, 정보수령자의 지위, 정보수령자와 이를 이

용한 자의 관계 등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① 정보수령자가 이를 실제로 이용한 자

에게 전달할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던 경우와 같이 그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주체 또는 하나의 단체라고 인정되고 ② 정보전달자가 이러한 사정을 인식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직접 정보를 수령한 자와 그 정보를 이용한 사람 모두가 타

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305) 이에 따르면 수탁자 책임 활동의

공동 행사를 위해 기관투자자들이 포럼을 구성한 경우,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

보를 전달 받은 기관투자자(제1차 정보수령자)가 이를 ‘다른 기관투자자’에게 전달

하고, 그 ‘다른 기관투자자’만이 정보의 이용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도 내부자가 ‘미공

개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구성요건에 해당되어 처벌

될 가능성이 있다.

라. 이용행위

303) 임재연, 앞의 책(주288), 877면.

304) 판례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위 정보수령자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한다. 대법원 20

03. 1. 10. 선고 2002도5871 판결 참조.

305) 서울고등법원 2017. 10. 19.선고 2016노3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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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이

다. 거래가 전적으로 미공개중요정보 때문에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공

개중요정보가 거래를 하게 된 요인의 하나임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본다.306)

마. 위반 시 효과

위반 시 자본시장법에 따라 해당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가 있다면 이를 배상하여야 하고(제175조 제1항), 10년 이

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에 상당하는 벌금307)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제443조 제1항).

바. 소결

기관투자자들은 수시로 대량을 거래를 하므로 사전에 투자대상회사로부터 제공받

은 내부정보가 거래를 하게 된 요인이었다는 것이 입증되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

하였다고 추정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그러한 정보의 입수가 필요한 경우 해당

투자대상회사의 증권 등의 매매를 정지시키거나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구축하는

등308)의 조치가 필요하다.309) 또한 기관투자자들이 포럼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수탁

자 책임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나 기관투자자는 미공개중요정보가 전달되어 이

용되지 않도록 정보 교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5.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기관투자자가 미공개 중요 정보 등을 수령하거나 전득한 경우 또는 자신이 매매

등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미공개 정보를 생성한 경우 그러한 정보를 이용하

여 거래를 하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306)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0313 판결

307)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

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 원으로 한다(제443조 제1항).

308) 자본시장법 제45조에 의하면 정보교류의 차단으로 금지되는 행위는 금융투자상품의 매

매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행위, 임원 및 직원을 겸직하게 하는 행위, 사무공간 또

는 전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이다.

309) 안수현, 앞의 글(주74), 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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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174조 각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미공개

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정보인 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한 자는 그 정보를 증권

시장에 상장된 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 또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를

모두 포괄하여 ‘지정 금융투자상품’이라 한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78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기관투자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지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여부 또는 매

매 등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미공개 정보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제17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동조 동항 제2호).

위와 같은 금지를 위반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제179조 제1항), 금융위원

회에 의해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제429조의2).

전득한 자도 적용대상이므로 앞서 살펴본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규제의 범위에 포

함되지 않은 2차 정보수령자나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등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규제를 받게 된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규제와 달리 상장법인의 업무관련성 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정보의 출처나 성격에 관계없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정보를 모두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어 수탁자 책임 활동 과

정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문제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310) 따라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부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일정 기간 매매 등을 정지시키거나, 당

해 기업 또는 기관투자자가 그 정보를 공개하게 하여 일반투자자와의 정보 비대칭

을 해소한 후에 매매 등을 할 필요가 있다.311)

6. 대량보유 보고제도

가. 보고 의무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 보고제도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취득과 변동을 신속하

게 공시하여 적대적 M&A를 목적으로 하는 음성적인 주식매집을 규제함으로써 경

영권에 대한 불공정한 침탈을 방지하고,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312)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

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대량보유는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

의 총수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310) 안수현, 앞의 글(주74), 66면.

311) 금융위원회,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법령해석집” (2017), 7면.

312) 임재연, 앞의 책(주288), 5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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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도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

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147조 제1항 전단).

보고 의무를 위반하면 ① 고의·중과실에 의한 위반의 경우 해당 주식 등의 매수

등을 한 날부터 보고를 한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②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미

신고되었거나, 착오로 인해 보고가 늦어진 경우 해당 주식 등의 매수 등을 한 날부

터 보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

는 부분 중 위반분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융위원회는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제150조 제1항 전단,

동법 시행령 제158조). 또한 금융위원회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

의 10만분의 1(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

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429조 제4항).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제445조 제20호).

보고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보유상황 및 보유목적 등을 상세히 보고해야 하는

데,313) 자본시장법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약

식보고를 허용하고 있고, 기관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은 약식보고를 선호하

고 있다.

나. 약식보고

313)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0조(보고서의 기재사항) ① 영 제153조 제2

항 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유주식등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

2. 대량보유자 및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가. 성명, 주소, 국적, 직업 등 인적사항

나. 대량보유자 및 그 특별관계자가 자연인이 아닌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법적 성격, 임원(회사가 아닌 경우 구성원을 말한다), 의사결정

기구 및 최대주주(회사가 아닌 경우 출자자를 말한다)에 관한 사항

3. 보유목적(영 제154조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또는 방침 등을 포함한다)

4. 변동사유

5.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 또는 변동 주식등의 종류 및 수

6.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취득 또는 처분 일자·가격 및 방법

7.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형태

8. 취득에 필요한 자금 또는 교환대상물건의 조성내역(보고대상 주식등의 취득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금등의 조성경위 및 원천을 말하며, 차입의 경우에는 차

입처, 차입기간 그 밖의 계약상의 주요내용을 포함한다)

9. 보유주식등에 관한 신탁계약·담보계약 그 밖의 주요계약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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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

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닌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제147조 제1항 후단).

1) 보유 목적에 따른 특례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주식 등의 보

유 또는 변동을 보고할 때 보유상황, 대량보유자와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보

유 주식 등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 취득 또는 처분 일자·가격 및 방법, 주식 등의

보유기간 동안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확인을 기재

한 보고서에 의하고, 보유상황 변동은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

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2) 보고의무자에 따른 특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의 보

유 상황 및 변동 내용, 대량보유자와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보유 주식 등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에 의하고, 주식 등의 보유 또는 변동이 있었

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4항). 그런데

보고의무자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는 ‘전문투자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제147조 제1항 후단), 시행령에서는 위 전문투자자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314)라고 하여 재위임하고 있으며(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은 위 전문투자자를 일정

한 전문투자자315) 중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기관투자자들이 약식보고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경영권에 영

향을 미칠 목적’이 없어야 한다.

다.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

31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4조(보고특례 적용 전문투자자)

영 제154조 제2항에서 '보고내용과 보고시기 등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자'란 영 제

10조 제2항 제9호, 제3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315) 증권금융회사,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

국투자공사, 협회, 한국예탁결제원, 거래소, 금융감독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금 관리·운용법인, 공제사업 경영법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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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다만, 제10조 제3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경우

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

수·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사실상 영향력 행사로 인정되는 경우

- 주주제안권, 임시총회 소집청구권 행사318)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제147조 제1항 후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하여 회사나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

한다(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316)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하였다는 것만으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를테면 단순히 투자대상회사와 대화하고 점검하는 단계에서는 회

사나 임원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기 어렵다. 다만 대화의 단계를

넘어 수탁자 책임 활동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주주제안 등에 이르게 되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인정되어 약식 보고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위

원회의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법령해석집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활동과 관련하여 회

사나 그 임원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의 행사가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317) 그러나 아래에서 ‘사실상 영향력 행사로 인정되는

않는 경우’로 예시된 행위들의 경우에도 회사나 그 임원을 압박할 의도로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사실상 영향력 행사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결국 해당 행위를 하는

기관투자자의 의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따라 사실상 영향력 행사 여부가 결

정된다.

316) 사실상 영향력의 행사에는 상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

권)ㆍ제366조(임시총회 소집청구권 행사)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를 제3자가 행

사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317) 금융위원회, 앞의 글(주311), 26-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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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영향력 행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의결권 행사319)

- 경영진과의 면담 및 협의 요구

- 회사나 그 임원의 설명 또는 입장표명 요구

- 대량보유자의 입장 전달 및 설명

- 대량보유자의 요구사항 전달

- 보도자료 배포 등 대외 공표

- 회계장부 열람 청구

- 대표소송 또는 집단소송 제기 및 참여

- 배당금액 산정기준 정책의 변경 요구 또는 배당성향ㆍ배당수익률 제고 요구

- 자사주 매입 요구

- 주주총회前 이사들과의 면담 시 특정 이사후보의 연임을 반대하며 안건 철회

를 요구

- 이사 감사 후보 추천

- 이사회의 요청에 따른 사외이사 후보 추천

- 위법행위를 한 이사에 대한 해임 청구

-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 청구

- 주주총회에서 특정 안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 적극 발언ㆍ토론

- 결의취소의 소, 결의무효ㆍ부존재확인의 소

라. 대량보유

주식 등 대량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의 수를 합하여 계산한다(제147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특별관계

자는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말하고(동법 시행령 제141조 제1항), 여기서 공동

보유자란 본인과 합의나 계약 등에 따라 ①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

는 행위, ② 주식 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양도

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③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

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등을 할 것을 합의한 자를 말한다(동법 시행령 제14

1조 제2항). 위 합의나 계약 등은 반드시 명시적인 서면에 의한 것뿐 아니라 묵시적

인 것도 포함한다.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것을 합의한 경우에도 공동보유자로

318)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319) 단, 경영권을 확보할 만큼의 주식을 취득하여 안건의 가·부결을 결정하거나, 경영권 분

쟁 또는 위임장 대결을 주도하여 안건을 자신의 의사대로 결의시킬 의도를 가지고 있

다면 사실상 영향력의 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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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되므로 기존 주주들이 그들의 주식이 지배권 행사에 충분하다는 인식 하에 공

동으로 지배권을 행사하기로 합의만 하고, 추가로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단지 기존

보유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도 공동보유자로서 보고의무가 있다.320)

기관투자자들이 포럼을 구성하는 경우(원칙7의 지침), 단순 의견교환·토론에서 더

나아가 포럼의 개최 목적이 의결권 공동행사 등과 관련되거나, 회원 외의 참석이

금지되고 내용이 비공개 되는 등 포럼의 성격이 폐쇄성을 갖게 되면 의결권 공동행

사 행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크다.321) 보고의무를 부인하는 측이

공동보유자가 아님을 증명하여야 하고,322) 묵시적 합의만으로도 공동보유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기존에 약식특례의 적용을 받고 있었던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 활

동 중 다른 투자자들과 포럼을 구성할 때 이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기관투자자들이 동일 자문기관을 이용할 것을 합의하고, 자체

적인 판단 과정 없이 자문기관의 권고대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 공동행

사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나,323) 기관투자

자는 의결권 행사 자문서비스 이용 여부, 이용하는 경우의 서비스 범위와 활용 방

식, 서비스 제공자, 해당 서비스 제공자의 권고에 의존하는 정도를 공개해야 하고,

의결권 행사 자문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수탁자로서 자신의 책임과

판단 하에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므로(원칙5의 지침),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 활

동을 이행하면서 내부적인 판단 과정 없이(형식적인 절차라 할지라도), 자문기관의

권고대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보인다.

마. 소결

적극적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에 나아갈 경우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인정

될 수 있고, 포럼을 구성하는 경우 공동보유자에 해당될 수도 있다. 그 결과 수탁자

책임 활동을 하는 기관투자자는 기존에 누리던 약식 보고의 편의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기관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약식 보고의 편의를 누리기 위해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소극적으로 전개할 수도 있다. 때문에 스튜어드십 코드의 정착

을 위해서는 ① 자본시장법이 규정한 경영참여 목적 보유의 인정범위를 축소하고,

320) 임재연, 앞의 책(주288), 554면.

321) 금융위원회, 앞의 글(주311), 61-62면

322) 임재연, 앞의 책(주288), 554면.

323) 금융위원회, 앞의 글(주311), 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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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배권의 변동 내지 지배권에의 영향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효과를 갖는

경우’로 그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③ 지배권 획득 목적 또는 포괄적인 의결

권 공동행사 합의가 아닌 특정 현안에 대한 일회적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한 협의

및 합의는 공동보유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다.324)

그러나 적극적 수탁자 책임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당장 관련 법령까지 개정하는 것

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재계의 반발을 불러일으

킬 소지가 있으므로 당분간은 현행법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제4절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선방안

1. 용어 변경

‘수탁자 책임’이라는 용어 사용은 부적절해 보이므로 이후 이를 ‘스튜어드십 책임’

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2. 연성규범과 그 실효성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성규범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꾀하고 있다. 연성규범

에 의한 규제는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새로운 규제 형태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법

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준수하기로 한 원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거나, 미준수

원칙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즉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 후 그 준수 및 설명 등

이 미흡한 경우에도 시장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 외에 달

리 이를 강제하여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연성규범 형태로 도입한다고 해도 금융위원회나 금

융감독원 및 여러 정부부처에서 기관투자자에게 가입을 권고하면 사실상 강한 구속

력이 인정될 것이고, 과거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도 연성규범으로 도입되었으

나 현재 구속력 있는 법률의 형태로 제정 규율되고 있어 스튜어드십 코드가 연성규

범으로서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가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325) 또 우

324) 김주영, “기관투자자의 주주권행사에 대한 법률적 제약에 관한 연구”, 「법학평론」제8

권,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18), 190-191면.

325) 원종현, 앞의 글(주229), 44면.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2015년 7월31일 ‘금융회

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탈바꿈하여 2016년 8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어 국내의

모든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의 통제 아래 규범으로 삼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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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는 자생적 자본주의 또는 시장에 의한 자본주의가 생성되지 못했었기 때문에

법적 정당성의 원천을 성문법 규정으로부터 획득하려는 관행이 존재하고, 따라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성문법상 자본시장법에 편입하거나, 증권거래소 상장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다.326)

그러나 연성규범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여 기관투자자의 자율적인 가입을

통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이끌어내기로 한 이상, 우선 도입 취지대로 연성규범의

형태로 운용하면서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초기 단계이므로 우리나라에서 연성규범 형태의 규율이 얼마나 효과적

으로 운용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또한 수탁자 책임이나 활동의 개념 자체가

다소 모호하고, 기업의 장기적 성장 추구 및 공익적 요소 등을 포함하는 수탁자 책

임의 성격을 온전히 유지하면서 강행규범 형태로 규율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이

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기관투자자에 대해 수탁자의 신인의무, 이해상충 시 충실

의무, 의결권의 신의성실한 행사 의무 등에 관한 강행규범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스

튜어드십 코드의 나머지 내용들까지 강행규범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

지도 않는다.

영국 FRC의 티어링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기관투자자

들의 참여계획서를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기관투자자들의 자율

적인 수탁자 책임 이행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3. 의결권 자문회사에 관한 원칙 또는 지침 마련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인 자산소유자 및 자산운용자를 기본적인 수

범자로 정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원칙 및 지침을 정하고 있으며, 의결권 자문회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 의결권 자문회사 역시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코드에서는 의결권 자문회사의 주체적인 스튜어드십 활

동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다. 원래 영국에서 기관투자자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코드

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 역시 그 적용대상으로 의결권 자문회

사를 포함한 기타 서비스 제공기관을 명시하고 있을 뿐 그 역할에 대해 상세히 정

하지는 않고 있다. 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도 대부분 주어를 ‘기관투자자’ 또는 ‘자

산소유자와 자산운용자’로 하여 원칙이나 지침을 정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준수를 위해 의결권 자문회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 주체로서 의결권 자문회사의 역할에 관한 원칙 또는 지침

326) 성승제, 앞의 글(주147), 66-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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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다 상세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2017년 개정을 통해 지침5-5를 신설하

여 의결권 자문회사에 대해 기업 상황을 파악하고, 스튜어드십 책임의 인식할 것을

요구하는 등 스튜어드십 코드 내에서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후 개

정에서 이를 참고할 만하다.

4.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정비

가. 문제점

영국을 비롯한 각국에서는 기업지배구조 코드와 스튜어드십 코드가 상호 보완적

관계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기

업지배구조 모범규준과 스튜어드십 코드가 각각 따로 제정되어 양자 간에 유기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1)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를 받아들여 기업지배구조 코

드인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모범규준은 2

003년 개정을 거쳐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의해 2016년 2차로 개정되었다. 모범규준

은 영국 기업지배구조 코드와 달리 ‘준수 또는 설명’ 방식을 채택하지는 않았다. 20

16년 OECD가 각국의 기업지배구조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대상 46개 국

가(OECD 35개국 포함) 중 45개 국가가 기업지배구조 코드를 마련하여 ‘준수 또는

설명’ 방식에 따라 공시하도록 하거나, 상장규정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아무런 실행 메커니즘을 도입하지 않은 나

라로 분류되었다.327) 이에 한국거래소는 2017년 ‘준수 또는 설명’ 방식의 기업지배구

조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모범규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로 하였다. 모범규준의 핵심

원칙(10개 항목)을 선정하고 이에 대해 ‘준수 또는 설명’ 방식으로 공시하도록 한

것이다.328) 그러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최근 금융위원회는 2019

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

하고 2021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

다.329)

327) 이승희, “기업지배구조 comply or explain 공시현황 평가”, 「ERRI 이슈 & 분석」 201

7-11호, 경제개혁연구소 (2017), 1-2면.

328) 한국거래소, “Comply or Explain 방식의 지배구조 공시제도 도입”, 보도자료, 2017. 3. 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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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주주의 권리

①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

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어야 한다.

주주의 공평한

대우

②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

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사회

이사회 기능

③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

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이사회 구성

및 이사 선임

④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

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

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

임되어야 한다.

사외이사

⑤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

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지

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이사회운영

⑥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

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

어야 한다.

이사회 내

위원회

⑦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평가 및 보상

⑧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

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2) 모범규준은 제1장 주주, 제2장 이사회, 제3장 감사기구, 제4장 이해관계자, 제5

장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의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공시대상은 이 중

아래 핵심원칙 10개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330)

  [표 7]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공시대상 핵심원칙

329) 금융위원회, “’19년부터 기업지배구조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 -경영 투명성 강화 및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기대”, 보도자료, 2018. 3. 22.자. 이 보도자료 2면에 의하면 '17

년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기업은 총 70개사로, 전체 상장사('17말 기준 756개사)중 9.

3%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또한 공시품질도 미흡하여 원칙별 준수 여부가 명확하게 드

러나지 않고 자사에 유리한 내용을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고 한다.

330) 아래 표는 한국거래소, “Comply or Explain 방식의 지배구조 공시제도 도입”, 보도자

료, 2017. 3. 9.자에서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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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책임

3.1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가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기업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주주

는 기업의 경영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업경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3.2 기업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개인, 법인, 기관투자자 등 모든

주주 포함)는 기업과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

는 행동으로 기업과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

임을 져야 한다.

감사

기구

내부감사기구

⑨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

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업무를 수

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

어야 한다.

외부감사인

⑩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

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

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

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기관투자자

3.1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의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공

표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그 내역을 공시하

여야 한다.

3.2 기관투자자는 기업과의 거래 등 일체의 행위를 함에 있어 그 지위를 악용하

거나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내부자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3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와 자산운용에 대하

여는 이해관계의 내용과 주주권 행사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3.4 기관투자자는 내부규정에 따라 주주권 행사가 기업가치의 제고를 위하여 공

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3.5 기관투자자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기관투자자는 자신의 지배구조를 효율화

(3) 한편 모범규준의 제1장 주주 부분에는 ‘주주의 책임’을 정하고 있고, 제5장 시장

에 의한 경영감시 부분에는 ‘기관투자자’에 관한 내용이 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

은데,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가 주주로서의 기관투자자의 책임에 대해 정하고 있으

므로 그 내용이 상당 부분 중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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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 검토

모범규준은 주주 및 기관투자자의 책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한국 스튜

어드십 코드와 내용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최근 도입된 현행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에서 ‘주주의 책임 및 기관투자자의 책임’에 관한 내용은 공시 대상이 아니

므로, 기관투자자나 시장의 입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여지는 적지만, 향후 연성규범

인 모범규준과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모

범규준의 일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사회적·환경적 요소에 대한 고려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수탁자 책임 활동과 관련하여 원칙이나 지침에서 ESG

요소 중 사회적·환경적 요소에 대하여 고려할 것을 정하지 않았고, 기관투자자의 주

주권 행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와 비교할 때 한국 스

튜어드십 코드는 사회적 책임투자로서의 성격이 매우 약하다. 그러나 사회적 ·환경

적 요소에 관한 고려를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칙 또는 지침에 반영하는 것은 현재로

서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정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기관투자자

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환경적 요소를 고

려하라는 것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공익적 측면으로 치우치게 할 염

려도 없지 않다. 아직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당분간은 현행 원칙

을 유지하여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기관투자자나 투자대상회사 측의 부담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다.

6. 이해관계자와의 대화에 관한 원칙 또는 지침

기업지배구조는 좁은 의미로는 경영자 통제 메커니즘, 더 나아가 주주총회와 이

사회 간의 권한 배분 문제를 말하며, 가장 넓은 의미에서는 주주, 경영자, 종업원,

채권자, 지역사회, 국가 등 기업이라는 경제활동 단위를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메커니즘을 말한다.331)

331) 김화진,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금융」, 박영사 (20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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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주인 기관투자자와 이사회 내지 경영진과의 관계만을

고려하여, 이들 상호 간의 대화나 의사소통에 관해서만 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와

중요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주체는 주주에 한정되지 않고 오히려 주주들보다 종

업원이나 채권자들이 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투자대상회

사의 장기적 발전 및 경제 전반의 성장 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기관투자자가 단순

히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진과 대화하는 것을 넘어서 이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구하

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덜란드 스튜어드십 코드는 원칙5에서 ‘기관투자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소통’에 관해서 정하고 있고, 원칙3의 지침에서 강화된 스튜어

드십 활동 중 하나로 ‘이해관계자와의 만남’을 예시하여 이러한 측면을 코드에 반영

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이해관계자들이 가진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환경이나

사회적·윤리적 이슈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고려할 수 있다는 등을 이유로 영국 스

튜어드십 코드 개정 시 기관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여에 대한 원칙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332)

궁극적으로는 이해관계자와의 대화에 관한 원칙이나 지침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해 재계가 부정적인 견

해를 취하고 있고, 특히 공적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해 연금사회주의

를 초래한다거나 정부의 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

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해관계자와의 대화에 관한 원칙 등을 스튜어드십 코드에

정하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한다. ESG 요소에 대한 고려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당분간은 현행 원칙을 유지하여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제도

의 정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6장 결론

우리나라에서는 경영진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사외이사, 감사, 감사위

원 등의 역할이 주로 논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도 주주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대리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주주가 회사의 경영진을 적절히 감시한다면 대

리비용을 보다 감소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진을 감시하는 주주가 회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주식을 보유하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이 요구

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투자자들로 하여금 회사를

모니터링하고,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도록 하여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꾀하고 있다.

332) Konstantinos Sergakis, supra note 42,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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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에서 말하는 스튜어드십 책임은 기관투자자가 회사 자산의 스튜어

드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책임과 고객 또는 수익자 자산의 스튜어드의 지위에서 부

담하는 책임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한 스튜어드십 책임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회사 및 고객 또는 수익자의 경제적 이익 추구를 넘어서 사회적 책임투자로서

공익을 추구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우리 법제에서는 매우 생소한 규범이다. 때문에 스튜어드십

코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연성규범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행규범화해야 한다

는 의견도 있고, 기존 법령(이를테면 대량보유 보고제도)을 개정하자는 의견도 있

다. 그러나 코드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아직까지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 취지를

살려 연성규범으로서 기관투자자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새로운 규범에

대해 기관투자자와 회사 측이 적응할 수 있도록 지켜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정 및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정비 등 연

성규범의 틀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개선방안만을 제시하였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이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어떤 긍정적인 역할

을 할지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 영국에서는 분산된 주식소유 구조 속에서 경영진

을 감시할 회사 주인의 부재가 문제되어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되었으나, 우리나

라에서는 강력한 오너 일가에 의한 경영을 견제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

되었다.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가 우리와 기업 환경이 다른 영국에서 다른 의도에

서 제정된 규범이었다고 하여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것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기관투자자는 지배주주나 지배주주로부터 선임된 경영

진을 견제할 수 있을 만큼의 주식수를 확보하고 있고, 다수의 소수주주들보다는 전

문성을 갖추기가 용이한 만큼 스튜어드십 활동을 통해 기업지배구조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와 주식소유 구조가 유사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2016년

경부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들 국가에서의 기

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활동과 이를 통한 기업지배구조에서의 역할 변화를 연구

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스튜어드십 코드 정착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여전히 발전 중인 규범이다. 영국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세 번

째 개정을 앞두고 있다. 일본에서도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가 처음으로 개정되었고,

네덜란드는 네덜란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여 기존에 있었던 코드를 대체하였

다. 이들 국가에서는 일찍부터 기업지배구조에서의 기관투자자의 역할에 관한 연구

가 진행되어 왔었던 만큼 각 코드의 제·개정 사항을 유심히 검토하고, 우리 기업 현

실을 반영하여 스튜어드십 코드를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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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the global economic crisis of 2009, In the UK, the institutional

investors were blamed for their hands-off approach towards the investee

companies, which resulted in ownerless companies. In response to some of these

criticisms, the UK Financial Reporting Council (FRC) published the UK

Stewardship Code in 2010. The UK Stewardship Code is a soft law based on

the ‘comply or explain’ approach, which pursues the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through voluntary participation of institutional investors. Institutional

investors could decide whether or not they would sign up to this code. Also, if

they signed up to the code, they could choose which principles or guidances

they would comply with, and they are only required to provide meaningful

explanations about which ones they don't comply with.

Institutional investors who signed up to the code, fulfill their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through stewardship activities such as monitoring, engaging with

investee companies, voting, and disclosing publicly their stewardship policies and

activities. In short, this Code encourages institutional investors' active

engagement with their investee companies. According to the UK Stewardship

Code, stewardship aims to promote the long term success of companies in such

a way that the ultimate providers of capital also prosper. Effective steward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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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s companies, investors, and the economy as a whole. After the publication

of the UK Stewardship Code, stewardship codes or the other similar codes have

been published in many other countries.

However, it is still uncertain what stewardship responsibility means in the

Stewardship Code. What is meant by the stewardship, for whom are institutional

investors stewards, and to whom are they responsible are undefined. There are

discussions in Korea over whether that stewardship responsibility has the same

meaning as fiduciary duty. The existing views concur that stewardship

responsibility is the responsibility that the institutional investor has, as the

steward of the clients or beneficiaries (providers of the capital). As the

investment chain has become complicated, the term stewardship responsibility is

used to cover relations which have no direct fiduciary relations. But,

stewardship responsibility refers to more than just the responsibility to the

clients or beneficiaries. By considering the meaning and examples of the term

stewardship, the background of the publication of the UK Stewardship Code, the

aim and the contents of the code, and the terms being used in other countries'

codes, the stewardship responsibility includes the responsibility as the owner of

the investee company. The institutional investor is the steward of assets, which

are the assets of the clients or beneficiaries, and also the assets of the investee

companies in investment chain. As the stewards of the assets of the clients or

beneficiaries and of the investee companies, the institutional investors have the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Additionally, stewardship responsibility seeks the

public interests as the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 as well as the

economic interests of the clients or beneficiaries, and the investee company.

Therefore, stewardship responsibility is a new responsibility which is different

from fiduciary duty.

‘The Korea Stewardship code - Principles on the Fiduciary Responsibilities of

Institutional Investors’ was published in Korea in 2016(In english version, the

title is ‘The Korea Stewardship code - Principles on the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of Institutional Investors', but in Korean version, the term

‘Fiduciary Responsibilities’ is being used). The Korea Stewardship Code adopted

the UK Stewardship Code and Japan's Stewardship Code selectively. It contains

7 principles and guidelines, which include: formulating and publicly disclo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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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stewardship policies; formulating and publicly disclosing their resolutions of

problems arising from conflicts of interests; monitoring investee companies;

formulating inter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stewardship activities;

formulating and disclosing their voting policies and publicly disclosing their

voting record, and the reasons for the votes; reporting their voting and

stewardship activities; and gaining expertise.

The Korea Stewardship Code was published after many debates, but still

requires some improvements. First, it needs to change the term ‘fiduciary

responsibility’ to ‘stewardship responsibility’ to make clear the meaning of the

responsibility, and it needs to add the role of proxy advisory firm into the code.

Also, it is necessary to modify the Korea Corporate Governance Code, a code

which is complementary to the Korea Stewardship Code.

keywords : Stewardship Code, stewardship responsibility, fiduciary 
responsibilities of institutional investors, fiduciary duty, comply or 
explain, corporate governance

Student Number : 2005-2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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