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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스튜어드십 코드 정착과 관련하여 해결되어

야 할 과제들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여부에 논의가 집중되었고, 기관투자자에게 주주로서의 권리를 적극

적으로 행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및 스튜어드십 책무의 법적

성질에 대한 탐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스튜어드십 책무는 전통적인 신인의무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한다. 스

튜어드십 코드 적용대상인 기관투자자 중 연기금, 자산운용업자는 신인

의무를 부담하며,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인의무의 내용에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적극적 경영관여(engagement) 등의 활동이 포함

된다. 그러므로 충성의무 관점에서 볼 때, 신인의무자인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적극적 경영관여 활동을 게을리 함으로써 기관투자

자의 이익과 본인인 고객·수익자의 이익이 충돌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할 경우 신인의무에 위반된다. 또한 주의의무 관점에서 볼 

때, 신인의무자인 기관투자자의 ‘비합리적 무관심(irrational apathy)’은 

신인의무 위반을 구성한다.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적극적 경영관여 활동

이 본인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경영

관여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것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

력할 의무’인 주의의무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스튜어드십 코

드는 신인의무자인 기관투자자로 하여금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적극적 경

영관여 활동 관점에서의 신인의무를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대상 중 은행·보험회사 및 의결권 자문회사

의 경우, 신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워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적극

적 경영관여 등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규정하는 바를 이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찾기 어렵다. 이 부분은 자율규제 영역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규정하는 적극적 경영관여 활동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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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투자대상회사 및 고객·수익자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지 문

제된다. 이는 첫째, 신인의무자인 기관투자자의 주의의무 이행 관점, 둘

째, 신인의무자 아닌 기관투자자 및 의결권 자문회사에 대해서도 스튜어

드십 코드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헤지펀드 주주행동주의의 효용성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

지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는 지배소수주주의 사적 편취 유

인이 큰 비효율적인 구조라고 평가되므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경영관여 

활동 활성화를 통해 지배소수주주를 견제함으로써 투자대상회사 및 고

객·수익자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유효한 지점이 분명 존재한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목적이 긍정적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소극적

인 기관투자자를 행동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된다. 하지만 합리적

으로 과묵한(rational reticent) 기관투자자와 헤지펀드 등의 적극적인 

행동주의 주주 간 상호보완적 역할분담은 이미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므

로 이러한 상호보완적 관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튜어드

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경영관여 활동 측면에서의 신인의무 이

행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신인의무자인 기관투자자를 행동하게 하는 효과

가 있을 것이다. 특히 신인의무자인 기관투자자들은 스튜어드십 코드는 

중간 정류장이며, 최종 목적지는 적극적 경영관여 활동 관점에서의 신인

의무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2019년 예정된 우리나라 스튜어드

십 코드 개정작업에 있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

째, 주주행동주의의 부정적 측면과 관련하여 의결권 자문회사에의 의존 

문제, empty voting 관련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단기실적주의 방

지 방안은 과묵한 기관투자자와 적극적 행동주의 주주의 상호보완적 관

계를 고려할 때 도입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둘째, 기관투자자의 소극

성 측면과 관련하여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관투자자의 집단적 관여를 규

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신인의무 측면에서 충성의무 및 주의의무의 내

용, 위반여부 판단기준, 법적 효과의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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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 스튜어드십 코드, 신인의무, 기관투자자, 주주행동주의, 비합리적 

무관심, 합리적 과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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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Ⅰ. 연구의 목적

  2015년 7월 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가결되었다. 당시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Elliot Associates, L.P., 이하 “엘

리엇”)는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

대하는 주주행동주의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었고, 대다수 외국인투자자들

과 소액주주들도 이에 동조하여 합병에 반대하였으나 합병 결의안은 가

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1)의 합병찬성 결정이 문제되었는데, 국

민연금과 의결권자문계약을 맺은 세계 최대 의결권자문기구인 ISS와 한

국기업지배구조원이 국민연금에 대해 합병반대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

고, 국민연금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결정에 의

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 내의 투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

일모직 간의 합병에 찬성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국민연금의 불투명한 의

사결정구조가 논란이 되면서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

장이 제기되었다.2) 또한 최근 대한항공 경영진 일가족의 일탈행위, 삼성

증권의 배당 사고 등 일련의 사태로 인해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

을 행사하여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2018년 4월 27일, 보건복지부는 2018년도 '국민연금 기금운

용투명성 강화방안' 의결을 통해 앞으로 투자하는 국내주식을 모두 밝힐 

것이며, 2018년 7월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

고 발표했고,3)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018년 7월 30일 스튜어드

1) 국민연금은 당시 삼성물산 주식 11.21%, 제일모직 주식 5.04%를 보유하고 있었다.(권종호, 

“엘리엇 사태에 비추어 본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의 쟁점-국민연금의결권 행사와 스튜어드

십 코드를 소재로-”, 경 법률, 제26권 제2호(2016) 47면.)

2)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잡음에 '스튜어드십 코드' 재부각”, 서울파이낸스(2015.7.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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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코드 도입을 결정했다.

  결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식시장에서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

할 경우, 투자대상회사 및 고객·수익자에게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의 저변에는 주주행동주의에 기반한 투자대상회사

의 가치 향상이라는 시각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 역시 투자대상회사 및 고객․수익자의 장기적 이익

이 향상될 수 있다는 주장 이외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따라서 과연 이러한 시각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 관련하여 

주주행동주의의 현상과 본질에 대한 탐구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주주행동주의를 통해 투자대상회사 및 고객수익자의 가치를 향

상시킬 수 있다고 전제하더라도, 기관투자자에게 주주활동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스튜어드십 코드는 당사자 동의에 기초한 자율규

제라는 점에서 법적근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정법상 기관투자자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것을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요구하는 것이라면 자율규제라 하더라도 문제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스

튜어드십 코드의 법적근거를 탐구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또

한, 스튜어드십 코드 위반을 이유로 기관투자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

는가? 만약 스튜어드십 책무가 일정한 법적 책임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면, 스튜어드십 책무 안에는 ① 자율규제 영역, ② 법적규제 영

역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①은 자율규제이므로 이를 위반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②를 위반한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 위반이 동

시에 법 위반이 되므로 기관투자자에게 일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

게 된다. 따라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법적근거 및 법적성질을 탐구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논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3) “국민연금 투자 주식 全종목 공개한다”, 국민일보(2018.4.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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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집중되어 법적근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신인의무 관점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법적근

거 및 법적성질을 탐구하고자 한다.

  한편, 기관투자자들은 타인의 예탁자산을 가지고 고율의 수익을 실현

해야 하는 운용자산의 특수성 때문에 투자대상회사의 경영방침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극복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전략을 택한다. 기관투자자들의 이러한 행동경향을 소위 “wall 

street rule” 또는 합리적 무관심(rational apathy)으로 일컫는다. 이에 

대한 검토 없이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한다는 당위

성만 강조된다면 결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법적근거 및 법적성질이 무엇인

지 신인의무 관점에서 탐구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한 기관투자

자의 주주활동 활성화가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킬 것인지, 스튜어드십 코

드 도입목적이 긍정적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기관투자자들을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위 3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

Ⅱ.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연구는 주로 국내·외 법령, 국내·외 문헌, 정책자료(금융위원회 보도자

료 등), 관련기사의 분석을 통해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신인의무, 주

주행동주의 및 기관투자자의 소극성 관련 국내·외 문헌 분석을 통해 스

튜어드십 코드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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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탐구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의 보완을 위해 일본의 2017년 개정 스튜어드십 코드를 

참조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의의 및 도입배경, 도입내용에 

대해 살핀다. 도입배경과 관련해서는 기관투자자의 대두 및 역할기대에

도 불구하고 소극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대리인 자본주의

(agency capitalism)" 관점에서 논의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내용에 

대해서는 영국·일본·우리나라의 스튜어드십 코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

핀다. 

  제3장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법적근거 및 법적성질에 관하여 신인

의무 관점에서 논의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대상기관이 신인의무자인 경

우,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

이 발생하는지 탐구한다.

  제4장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투자대상회사 등의 이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주주행동주의 관점에서 논의한다. 특히 주주행동

주의가 결과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 헤지펀드 주주행동주의를 중점

적으로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관투자자의 합리적 무관심(rational 

apathy)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과묵한(rational 

reticent)" 기관투자자 개념을 살핀다. 또한 신인의무 측면에서 볼 때,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경영관여 활동 측면에서의 신인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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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에서는 위 논의를 바탕으로 2019년 예정된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작업과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일본의 2017년 개정 스튜어드십 코드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7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마무리하며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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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배경 및 내용

Ⅰ.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의 의의

  스튜어드십은 원래 장원 영주의 가산(家産) 관리인을 칭하는 스튜어드

(steward)에서 유래한 단어로4),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의 역할5)

을 단순히 주식보유와 그에 따른 의결권행사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과 적

극적인 대화를 통해 기업의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 이

를 바탕으로 고객과 수익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

성규범(soft Law)을 말한다.6) 2010년 영국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래 캐나다(2010), 네덜란드(2011), 남아프리카공화국(2011), 스위스

(2013), 이탈리아(2013), 일본(2014), 말레이시아(2014), 홍콩(2015), 

케냐(2015) 등이 이를 도입하고 있다.7)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 19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한국 스튜

어드십 코드」를 제정, 발표하였는 바, 스튜어드십에 대해 “기관투자자

가 타인 자산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로서 부담하는 책임이란 투자대상회사

의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고객과 수

익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할 책임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8)

4) 김순석,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법적 검토 과제”. 증권법연구, 제17권 제2호(2016), 7

면.

5)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규정하는 기관투자자의 역할인 "stewardship" 또는 "stewardship 

responsibility"는 대개 "스튜어드십 책임"이라는 용어로 번역된다. 하지만 법상 "책임"이라는 

용어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과 같이 법률요건 및 법률효

과가 엄격하게 정해진 경우 사용될 수 있는 용어이나 "stewardship"은 그 법적 의미에 대해 

탐구가 더 필요한 개념이라는 점, 스튜어드십은 신인의무(또는 수탁자책임)와 깊은 관계가 있

으나 완전히 동일한 개념은 아니라는 문제의식 하에 본 논문에서는 "책임" 대신 "책무"라는 용

어를 사용하여 "스튜어드십 책무"로 번역하기로 한다.

6) 대신경제연구소,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추진에 대한 제언”, (2015.8.6.), 6면.

7) 김순석,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법적 검토 과제”. 증권법연구, 제17권 제2호(2016), 4

면.

8)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2016.12.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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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을 찬성하는 견해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한국 주식시장이 재평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9) 결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

사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경우, 투자대상회사 및 기관

투자자의 고객·수익자에게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추

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배경으로

서 기관투자자가 위와 같은 기대를 받게 된 배경에 대해 살펴본다.

Ⅱ.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배경: 소극적인 기관투자자  

1. 기관투자자의 대두 및 역할 기대

(1) 용어의 정의

1)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institutional investors or institutional shareholders)’는 

학술적 용어가 아니고 합의된 정의도 존재하지 않으나, 여러 곳의 내용

을 참조하여 정의를 내려본다면, “언젠가는 반환하여야 할 개인 또는 법

인의 자금을 대규모로 모아 고객을 대신하여, 전문지식을 토대로, 특정

한 목표 하에 장기적 관점에서 이를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여러 투자수

단에 집단적으로 대규모 투자 행위를 하여 그 수익을 주요 또는 일부 수

익원으로 하는 금융 중개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10) 

9) 원종현,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Vol. 

315 (2017.12.28.)

10) 손창일, “기관투자자의 올바른 역할”, 안암법학, 제52권(2017), 2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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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직접적으로 기관투자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위험감수능력

에 따라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분하여 규제를 달리하고 있다.11) 

자본시장법에 따라 전문투자자로 분류되는 기관들은 은행, 보험회사, 금

융투자업자, 집합투자기구, 신용보증기금, 금융지주회사 등이고, 구 증권

거래법12)과 구 법인세법시행령13)에서는 구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범위

를 명시한 바 있다.

  이하에서 기관투자자란 타인을 대신하여 자산을 투자하는 기능을 수행

하는 기구로서 연기금, 보험회사, 은행, 뮤추얼 펀드나 투자신탁 등을 일

컬으며, 전문적 투자자를 의미하기도 한다14) 고 정의하기로 한다.

2)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주주권 행사, 주주관여, 주주행동주의는 주식

에 내재한 잔여적 통제권(residual control right)을 행사하는 행위를 지

칭하는 용어들인데, 많은 문헌들은 이들 용어 간에 의미상의 차이를 두

지 않고 상호적으로(interchangeably) 사용하고 있다.15) 본 논문에서도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필요에 따라 상호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다만, 

주주행동주의 용어는 주로 헤지펀드 주주행동주의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

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헤지펀드의 주주행동주의와 관련해서는 “헤지펀

드 주주행동주의”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11) 김건식·정순섭, 자본시장법, 두성사(2013), 150면.

12) 구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제1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86조의7, 제2조의4 제3항 제6호 

13)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2 제8항 

14) Institutional investor: An organization whose function is to invest assets on behalf of 

others. For example, pension funds, insurance companies, banks, mutual funds or unit 

trusts, and investment trust companies, Sometimes used to mean professional 

investor(Peter Mole & Nicholas Terry, The Handbook of International Financial Terms, 

oxford(1997)).

15) 송홍선, 스튜어드십코드와 기 투자자의 주주권행사, 자본시장연구원 조사보고서 18-03 

(2018),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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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투자자의 대두 및 역할기대

  미국의 경우, 20세기 중반 이후 기관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16) 주주행동주의가 떠오르던 1980년에 이

미 32%에 도달했고 1990년 45%, 2000년 55%, 2015년 63%로 급격히 

올라갔다. 헤지펀드와 사모펀드까지 포함하면 실제 기관투자자들이 차지

하는 비중은 현재 70%를 훨씬 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2016년 중반 

미국 주식의 31%에 해당하는 6조 8,180억 달러(약 7천 8백조원)어치의 

주식이 블랙록, 뱅가드 등 5대 기관투자자에게 집중되어 있고, 10대 기

관투자자에게는 42%가 집중되어 있는 등 이들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

향력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기관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의 이익을 증진

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게 되었다. 1990년대 초에 

Bernard Black은 “기관투자자의 목소리(institutional voice)”라는 개념

을 주장하는데,17) 이는 6~10개의 기관투자자들이 어느 하나의 기관투자

자의 단독행동을 제한하면서 집단적으로 투자대상회사의 문제에 대해 중

요한 발언 등을 하며 주주 감시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기

관투자자의 목소리”는 기관투자자들이 특정한 투자대상회사 주식의 

5~10% 정도는 쉽게 소유할 수 있으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기는 어

려운 세계;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대상회사의 이슈에 대해 서로 손쉽게 논

의할 수 있고 투자대상회사 이사회에 소수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으나, 

투자대상회사를 완전히 장악하거나 이사회의 다수를 선임하기는 어려운 

세계에서 가능한 개념이라고 말한다.

16) 이하 미국 기관투자자의 주식비중 증가 논의는 신장섭, 왜곡된 스튜어드십 코드와 국민연 의 

진로, 나남(2018), 73-74면 참고.

17) 이하 논의는 Bernard S. Black, “Agents Watching Agents: The Promise of Institutional 

Investor Voice”, UCLA L. Rev, vol.39(1992), pp.81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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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rnard Black은 "기관투자자의 목소리"가 여러 장점을 갖는다고 말

한다.18) 첫째, 투자대상회사들이 수익만을 과도하게 추구하며 방황하는 

것을 막아줄 것이다. 기관투자자의 목소리를 통한 주주 감시활동은 적대

적 기업인수(hostile takeover) 또는 파산압박(bankruptcy constraint)

에 비하여 신속하고 비용이 적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자본비용을 

줄일 수 있다. 더 낫은 감시활동은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나아가 자기

자본의 위험조정비용(risk adjusted cost)을 줄일 수 있다. 셋째, 기관투

자자의 목소리는 주주와 회사경영진의 단기실적주의(myopia)를 줄일 수 

있다. 만약 주주가 경영진과 대화한다면, 그들은 회사의 장기성과에 대

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경영진이 무엇을 하

는지, 경영진이 계속해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주주 스스로 어떤 조치

를 취할 수 있는지 주주들이 알게 된다면 주주들은 좀 더 인내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주주의 감시활동은 또한 다른 방면의 경영진 견

제 수단들을 강화할 수 있다. 주주들은 경영진에 의한 반-경영권인수 수

단(manager-sponsored antitakeover devices)을 제한하여 회사 경영

권 시장의 활력을 보존할 수 있다. 성과가 좋지 않은 경영진들이 해고되

는 일이 늘어난다면, 경영진을 향한 노동시장의 압박(labor market 

constraint) 역시 강해질 것이다. 또한 주주들은 경영진들 스스로 선택하

는 경영자보상계획(management compensation plan)보다 더 낫은 계획

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2. 소극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관투자자

  하지만 위와 같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

관투자자들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

다. Stephen Choi, Jill Fisch는 2005년~2006년 기간 동안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인터뷰, 조사 데이터 등의 조합을 통해 투자대상회사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기관투자자인 공적연금 펀드의 주주로서의 행동정

18) Ibid., pp.83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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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대해 연구하였다.19) 그 결과, 공적연금 펀드는 소송(litigation)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투자대상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주주활동

(governance activity)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첫째, 몇몇 펀드들

은 투자대상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주주활동에 상당히 참여하지만, 대부

분의 펀드들은 조금 참여하거나 아예 참여하지 않는다. 둘째, 공적연금 

펀드들은 굉장히 제한된 스펙트럼상의 활동에만 참여했다. 사실상 이들 

연구의 어떠한 펀드도 이사 선임에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아무 역할

을 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이들 연구는 소송과 관련하여, 특히 증권사

기 소송의 대표 원고로 참여하는 것과 소송 이외의 주주활동 간 주목할

만한 대조를 보여준다. 공적연금 펀드들은 다른 지배구조 관련 활동과 

비교할 때, 소송에 훨씬 많이 참여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소위 "기관투

자자 주주활동의 약속(promise of institutional activism)"에 대한 회의

에 근거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관투자자들의 소극적 주주권 행사경향은 다르

지 않다. 자산운용업자나 보험회사, 은행 등 기관투자자들이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20)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

르면 2015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공시 내

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경영진 제안 안건(1만8천110건)에 대한 민간 

기관투자자 90개사의 반대 비율은 1.54%(279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

다. 특히, 조사 대상 90개사 가운데 57개사(63.3%)는 반대 의견이 전무

했다. 업권별로는 자산운용업자의 반대 비율이 1.8%로 그나마 높았다. 

보험회사(0.7%)와 은행(0.4%)의 반대 비율은 1%에도 못 미쳤다.21)

3. 스튜어드십 코드 논의 배경: “대리인 자본주의”22)

19) 이하 논의는 Stephen Choi & Jill Fisch, "On Beyond CalPERS: Survey Evidence on the 

Developing Role of Public Pension Funds in Corporate Governance", Vanderbilt Law 

Review, vol.61(2) (2008), pp.317-318.

20) “기관투자자는 거수기?…주총 안건 반대비율 1.5%”, 연합뉴스(2016.2.18.)

21)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보도자료, “2015년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현황 분석 및 시사점”, 

(201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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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투자자가 소극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

해 Ronald Gilson, Jeffrey Gordon은 "대리인 자본주의(agency 

capitalism)" 개념을 통해 이를 설명한다. 80년 전 Adolf Berle과 

Gardiner Means의 주장에 따르면, 주주들은 투자대상회사 경영진의 성

과를 개별적으로 감시(monitor)하기에는 너무 적은 주식을 갖고 있으며, 

조직화하는데 드는 비용 때문에 집단적인 감시활동을 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하지만, Berle-Means의 분산된 소유구조 전제는 지금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11년, 기관투자자들은 미국의 수천 개 공개회

사들의 주식의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수익자(beneficial 

owners)들은 보통 그들의 지분권(equity interests)을 연금펀드, 뮤추얼

펀드와 같은 일련의 기관투자자를 통해 보유하고 있다. 기관투자자들은 

주식의 명의상 주주이며, 그들의 수익자들을 위한 신인의무자(fiduciary)

로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Berle-Means의 전형인 넓게 분산된 주식소유구조에서 기관투자자들

의 집중된 소유구조로의 변화는 “대리인 자본주의(agency capitalism)”

를 낳았다(그림 1). 이는 대리인이 수익자를 위해 주식을 보유하는 소유

구조를 말한다. 그 결과, 명의상 주주(기관투자자)와 투자대상회사의 경

영진간, 그리고 실질주주(수익자)와 명의상 주주(기관투자자)간의 2개의 

대리인 관계를 낳았다. “대리인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명의상 주주인 기

관투자자들의 이해관계 및 실질주주인 수익자의 이해관계 간 차이로 인

해 발생하는 새로운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가 발생한다.

  신인의무자로서의 기관투자자들 중 상당한 비율은 투자대상회사의 경

영을 감시할 유인 및 능력을 제한하고, 투자대상회사의 주가를 기준으로

만 판단한다. 이로 인해 투자대상회사의 성과가 좋지 않을 경우, 기관투

22) 이하 논의는 Ronald J. Gilson & Jeffrey N. Gordon, “The Agency Costs of Agency 

Capitalism: Activist Investors and the Revaluation of Governance Rights”, Columbia 

Law Review, vol.113(2013), pp.86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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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들은 투자대상회사의 지배구조(governance)에 개입하기보다 주식을 

매도하고 떠나는 것을 택한다. 기관투자자들은 투자대상회사의 지배구조

에 대한 접근이 수익자들에게 보다 효용적일 때에도, 지배구조 관련 권

리(governance rights)를 행사하기보다 주식을 매도하고 떠나는 것을 

선호한다. 지배구조 관련 권리에 대한 이러한 평가절하는 Berle-Means

의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 기관투자자들이 제한된 관심 또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1] 리인 자본주의(agency capitalism) 도해23)

  이에 영국, EU, 이스라엘 등에서는 “스튜어드십(stewardship)” 또는 

“지속가능한 개입(sustainable engagement)”과 같이 투자대상회사의 지

배구조와 관련된 일련의 의무를 기관투자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이러한 간

극을 메우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관투자자의 임무는 현

23) Ibid., p.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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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하는 지배구조 모델을 개선하여 자본시장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다. 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런 맥락에서 “주식투자의 장기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자와 기업 간 관여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고 밝힌다.24)

4. 소결

  결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식시장에서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경우 투자대상회사 및 고객·

수익자에게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1990년대 초 

Bernard Black 등의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시도해보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스튜어드십 코드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Ⅲ.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내용

1. 규정중심주의와 원칙중심주의

  미국의 경우, ‘규정중심주의’(rule base approach)를 취하여 1940년 

투자자문업자법(Investment Advisers Act of 1940, IAA)이나 SEC규칙

⋅해석지침⋅실무자의견서, 1975년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ERISA) 등을 통하여 개별 법률로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고객에 대한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부과하고 

있다.25) 한편 오바마 정부에서의 노동부는 고객이익 최우선(best 

24) Financial Reporting Council, "Developments in Corporate Governance and Stewardship 

2016", (2017.1.), p.24.

25) 김순석,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법적 검토 과제”. 증권법연구, 제17권 제2호(2016), 3

면; 김순석, “의결권행사 자문회사의 활용 및 규제,” 증권법연구, 제16권 제2호(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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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 및 수수료 공개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신인의무 룰

(fiduciary rule) 도입을 추진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할 예

정이었으나,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위 규정 도입이 연기되었다.26) 그 

사이 미국의 기관투자자들은 자율규제 형식의 투자자 스튜어드 그룹

(ISG)을 출범시키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였는데,27) 신인의무 룰

(fiduciary rule)이라는 정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를 도입

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28)

  이에 반해, 영국과 일본은 ‘원칙중심주의’를 취하여 원칙(principle)과 

세부지침(guidance)으로 구성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고 기관투자자

가 스스로 그 도입을 결정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29)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의 모델이 된 영국 및 일본의 스튜어드십 코드 

내용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자 한다.

2. 영국의 도입

(1) 제정과정

  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보고서인 Walker 보고서30)의 권고에 

따라 FRC(Financial Reporting Council)가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정을 

담당하기로 하고 2010년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용을 확정하였다.31) 그 

97-109면 참고.

26) Nicole G. Iannarone, "Computer As Confidant: Digital Investment Advice And The 

Fiduciary Standard", Georgia State University College of Law,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No. 2017-14(2017), p.147.

27) 보험연구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보험회사의 고려사항”, Kiri 리포트(2018.2.12.) 3-4면. 

28) 신장섭, 왜곡된 스튜어드십 코드와 국민연 의 진로, 나남(2018), 115-119면.

29) 김순석,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법적 검토 과제”. 증권법연구, 제17권 제2호(2016), 

3-4면.

30) Sir D. Walker, "A Review of Corporate Governance in UK Banks and Other Financial 

Industry Entities: Final Recommendations" (2009.11.).

31) Financial Reporting Council, "Implementation of the UK Stewardship Code" (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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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2012년 9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2) 목적

  영국에서 스튜어드십의 개념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는 자료는 없지

만,32) 보통 스튜어드십이란 인류발전과 환경 및 사회의 복지에 공헌하고

자 장기적이며 지속가능한 실적을 위해 주주, 이사, 그 밖의 자가 회사

에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과정을 말한다고 설명된다.33) 또한 금융⋅자본

시장에 있어서 자산운용의 관점에서는 기관투자자가 스스로 운용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투자대상회사에 대하여 그 기업가치를 유지⋅향상시

키고, 경영상황을 모니터링함과 더불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34)

(3) 적용대상과 적용방법35)

  스튜어드십 코드의 준수 대상은 영국의 상장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영

국 내의 기관투자자(institutional investor)이다.36) 기관투자자는 자산보

유기관(asset holders 또는 institutional shareholders)과 자산운용기관

(asset managers)으로 분류된다. 기관투자자가 의결권행사 자문기관이

나 투자자문기관과 같은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기관투자자는 

스튜어드십 책무를 계속 부담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범위 내에서 외부 

서비스 기관도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32) 심영, “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정과 운영의 시사점”, 기업법연구, 제30권 제2호(2016), 

17면.

33) Arad Reisberg, “The Notion of Stewardship from a Company Law Perspective: 

Re-Defined and Re-Assessed in Light of the Recent Financial Crisis?”, Journal of 

Financial Crime, Vol. 18 (2011), p.126.

34) 김순석,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법적 검토 과제”. 증권법연구, 제17권 제2호(2016), 7

면.

35) 심영, “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정과 운영의 시사점”, 기업법연구, 제30권 제2호(2016), 

19면 참고.

36) Simon C. Y. Wong, “Why stewardship is proving elusive for institutional investors”, 

Butterworths Journal of International Banking and Financial Law, (2010. 7/8), p.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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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자발적 준수서약을 통해 적용된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용은 원칙중심이지만 준수하기로 서약한 기관투자

자가 원칙을 지키도록 하면서(should), 기관투자자의 특성에 따라 준수

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설명하도록 하는 방법인 'comply or explain'의 

방식을 취한다.

(4)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용37)

[표 1] 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칙과 지침

37) Financial Reporting Council, “UK Stewardship Code”, (2012.9.)

원칙 원칙내용 및 지침

원칙1

원칙1: 기관투자자는 스튜어드십 책무를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정책을 공

개하여야 한다

� 스튜어드십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에는 기업의 전략, 실적, 위험, 자

본구조, 지배구조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회사를 모니터링하고 참여

(engagement)하는 것을 포함한다. 참여란 위에서 언급한 사안과 주주총

회의 회의목적사항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회사와의 의미 있는 대화

(purposeful dialogue)를 말한다.

� 기관투자자는 최종 수익자 또는 고객의 이익을 확대하고 보호하기 위하

여 어떻게 스튜어드십을 적용할 지에 대한 정책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정책내용은 투자체인 내에서 기관투자자의 행위와 해당 행위로부터 발생

하는 책임을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자산소유와 관련한 행위에 대한 스튜

어드십 책무와 자산운용 또는 그 밖의 투자관련 서비스와 관련한 행위와 

관련한 스튜어드십 책무 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위 행위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정책내용에는 외부위탁이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책무의 적정한 행사를 어떻게 대체하는 것인지의 설명이 있

어야 하며 해당 행위가 정책내용에 명시한 스튜어드십 접근방법에 적합

한 방법으로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의 설

명이 있어야 한다.

� 공개내용에는 전반적 투자과정에서 스튜어드십을 통합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식을 기술하여야 한다.

원칙2
원칙2: 기관투자자는 스튜어드십에 관련된 이해상충의 관리에 관해 확실한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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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투자자는 고객･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할 의무가 있다.

� 이해상충은 모회사 또는 고객에게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한 의결권행사

를 포함하여 때때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 기관투자자는 고객 또는 수익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모든 합리적인 

절차를 밟기 위하여 이해상충을 발견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과 

유지하며 공개하여야 한다. 정책은 고객 또는 수익자의 이해가 갈릴 때 

어떻게 사안을 처리할 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원칙3

원칙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를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 효과적인 모니터링은 스튜어드십의 필수적인 요건이다. 모니터링은 정기

적으로 하여야 하며 모니터링이 효율적인 지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하

여야 한다.

� 투자대상회사를 모니터링 할 때 기관투자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지속적 회사의 성과

  - 회사의 가치와 위험에 관련된 대내･외 상황

  - 회사의 효과적인 리더십 충족

  - 이사회 의장과 그 밖의 이사회 구성원과의 회의 등을 통하여 회사의 

이사회와 위원회가 영국 지배구조 코드(UK Corporate Governance 

Code)의 원칙을 준수하는지 여부

  - 회사 보고의 품질

  - 주요투자자로서 적정하고 가능한 경우 회사 주주총회의 참석

� 기관투자자는 영국 지배구조 코드를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

을 고려하여야 하며, 각 사안 별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 기관투

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입장에 찬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능한 한 서

면으로 해당 회사에게 적시에(timely) 설명을 하여야 하고 대화를 하여야 

한다.

� 기관투자자는 투자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을 초기에 발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관투자자는 관심사가 있는 경우 투자대상회

사의 적정한 이사회 또는 경영진의 구성원이 이를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

다.

� 기관투자자가 내부자(insider)가 되기를 원하는 경우, 이를 스튜어드십 내

용에 포함하고 그 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원칙4

원칙4: 기관투자자는 스튜어드십 활동을 언제, 어떻게 강화시킬지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야 한다.

� 기관투자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을 명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

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입은 적극적 또는 소극적 투자 정책과 무관하여

야 한다. 비중 축소여부에 의해 개입여부가 달라질 수 없다. 기관투자자

가 개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투자대상회사의 전략, 성과, 지배구조,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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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위험에 대한 접근방법 등과 사회적·환경적 사안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안도 포함된다.

� 초기 대화는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나, 기관투자자가 개입하는 경우 회사

가 건설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 등을 고려한 행동이 

필요하다.

  - 해당 사안들에 대한 추가적인 경영진과의 만남

  - 회사의 자문단에 대한 우려 표시

  - 이사회 의장 또는 다른 이사회 구성원과의 만남

  - 특정 사안에 대한 다른 기관투자자와의 연대

  - 주주총회 전에 의견서의 공표

  - 주주제안권 행사와 주주총회에서 발언

  - 총회소집청구(일정한 경우 이사회 구성원 교체 제안)

원칙5

원칙5: 기관투자자는 필요한 경우 다른 투자자와 연대하여 행동하여야 한

다.

� 다른 투자자와 연대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관여하여야 한다.

� 연대 관여는 중요한 기업 충격 또는 광범위한 경제 충격이 발생하거나 

기업의 중요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합하다. 

� 기관투자자는 연대 관여에 관한 정책을 공시하여야 한다. 공시에는 기관

투자자가 연대 관여를 고려하는 상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원칙6

원칙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정책을 수립하고 공시

하여야 한다.

� 기관투자자는 모든 보유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하나 이사회

를 위한 거수기 역할을 하면 안 된다.

� 만약 기업과 대화를 통해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지 못할 경우 의결에 대

해 기권 또는 반대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에 앞서 사전에 기업에 그러

한 결정을 하게 된 사유를 통지할 것을 권고한다.

� 기관투자자들은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 기관투자자는 의결권의 대리행사 또는 의결권 자문서비스를 이용하는 경

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공시에는 해당 서비스의 범위를 기재하고, 서

비스 제공자를 밝혀야 하며, 해당 서비스의 권고내용에 따랐거나 의존 또

는 이용한 범위를 공시하여야 한다.

� 기관투자자는 주식 대여를 하거나 회수할 때 공시하여야 한다.

원칙7

원칙7: 기관투자자는 스튜어드십 활동 및 의결권행사 활동에 대해 정기적으

로 보고하여야 한다.

� 기관투자자는 스튜어드십 활동의 명확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자산운용자는 자신의 고객 또는 수익자에게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설명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고서는 정성적 정량적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보고하는 정보와 양식은 협의에 따라야 한다.

� 자산소유자는 최소 매년 1회 스튜어드십 정책과 그 집행에 대해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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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독수단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준수여부에 대한 평가 내지 감독수단은 공시

이다. 기관투자자는 다수의 투자대상회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공시에 대

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나의 보고서로 공시하게 된다.38)

3. 일본의 도입

(1) 제정과정

  2013년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일본재흥전략｣의 일환으로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와 대화를 통해 기업의 중장기적인 성장을 촉

진하는 등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한 원칙(일본판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검토․정리하게 되었다.39) 이후 2013년 11월 1일 '지향해야 할 시

장경제 시스템에 관한 전문조사회'에서 ｢지향해야 할 시장경제 시스템에 

관한 보고｣를 공표하였고, 이에 따라 2014년 2월 26일 금융청에 사무국

을 두고 있는 ｢일본판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전문가 검토회｣가 ｢�책

임 있는 기관투자자�의 제 원칙 《일본판 스튜어드십 코드》~ 투자와 

대화를 통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를 발표했

38) 심영, “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정과 운영의 시사점”, 기업법연구, 제30권 제2호(2016), 

24면.

39) 일본경제재생본부, “日本再興戦略-JAPAN is BACK-”, (2013.6.14.), p.12.

    ＜http://www.kantei.go.jp/jp/singi/keizaisaisei/pdf/saikou_jpn.pdf＞

있는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투명성은 효과적인 스튜어드십의 중요한 특징이다. 그러나 기관투자자는 

공개시 역효과가 나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특정한 경우 비밀유

지가 긍정적 결과를 도출하는데 중요할 수 있다.

�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는 자신운용자는 참여와 의결권행사 절차에 대

해 AAF10/06과 같은 국제기준 또는 영국의 제도에 따른 독립적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보고서를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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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0)

(2) 목적

  일본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스튜어드십 책무를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

인 일본기업과의 경영환경 등에 관한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건설적인 

‘목적이 있는 대화(engagement)’등을 통해 해당 기업의 기업가치 향상과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고객․수익자의 중장기적인 투자수익의 확

대를 도모할 책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41) 

(3) 적용대상과 적용방법

  일본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여러 원칙을 규정

하는 것이지만 ‘기관투자자’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 않다. 기관투자자를 

자금의 운용 등을 수탁하여 스스로 기업에 대한 투자를 담당하는 ｢자산

운용자로서의 기관투자자｣(투자운용회사 등)와 해당 자금의 출처를 포함

한 ｢자산보유자로서 기관투자자｣(연기금 및 보험회사 등)로 구분할 뿐이

다.42) 이는 투자 흐름(investment chain)에 속하는 다양한 주체가 일본

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기 위함으로, 일본의 

스튜어드십 코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투자 흐름(investment 

chain) 전체를 시야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43)

  일본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강제성이 있는 법 규범이 아니라 채택 여부

를 각 금융기관이 선택할 수 있다. 일본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시하는 

규범은 스튜어드십 책무를 제대로 완수하기 위한 일반적이고 원리적인 

40) 간사꾸 히로유키·전규향, “일본판 스튜어드십 코드와 자본시장”. 기업법연구, 제30권 제2호

(2016), 54면.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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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について｣.

42) ≪日本版スチュワードシップ․コード≫ ｢本コードの目的｣ 7.

43) 笠原基和＝木村祐基, “機関投資家と投資先企業との『対話』の充実に向けて”, 法律時報 86巻 3

号(2014年), 20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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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도의 규범이다(원칙주의 접근방식). 또한 각각의 원칙에 대해서는 

이를 준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

하여야 한다(원칙준수, 예외설명).44) 

(4)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용45)

[표 2]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칙과 지침

44) 간사꾸 히로유키·전규향, “일본판 스튜어드십 코드와 자본시장”. 기업법연구, 제30권 제2호

(2016), 57면.

45) ≪日本版スチュワードシップ․コード≫ ｢本コードの原則｣ 1~7.

원칙 원칙내용 및 지침

원칙1

원칙1: 기관투자자는 스튜어드십 책무를 어떻게 이행할지 명확한 정책을 수

립하고 공개해야 한다.

지침1-1. 기관투자자는 기업 경영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건설적인 관여나 목적이 분명한 대화를 통해

기업 가치의 상승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적 투자수익률을 증대시켜야 한다.

지침1-2. 기관투자자는 어떤 방식으로 스튜어드십 책무를 완수할지에 대한 

명확한 정책(이하 스튜어드십 정책)을 보유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스튜어드십 정책은 책임에 대한 정의와 고객, 수익자, 투자

대상회사 간의 투자 연결고리 역할을 어떻게 충족시킬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지침1-3. 에셋오너는 최종수익자의 이익 확보를 위해 가능한 한 스스로 스

튜어드십 활동에 임해야 한다. 또한 직접적인 의결권 행사를 포함

한 스튜어드십 활동을 스스로 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용기관에 

실효적인 스튜어드십 활동을 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17년 개정)

지침1-4. 에셋오너는 운용기관에 의한 실효적인 스튜어드십 활동이 이루어

지도록, 운용기관의 선정이나 운용위임계약의 체결시 의결권행사

를 포함한 스튜어드십 활동에 대해 요구되는 사항이나 원칙을 운

용기관에 명확히 알려야 한다. 특히 대규모 에셋오너의 경우, 인베

스트먼트 체인에서 차지하는 자산의 위치․역할에 근거하여, 운용기

관의 방침을 검증 없이 단순히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스튜어드십 

책무를 이행하는 관점에서 주체적으로 이를 검토해야 하고, 의결

권행사를 포함한 스튜어드십 활동에 관한 요구사항과 원칙을 운용

기관에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17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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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1-5. 운용기관의 스튜어드십 활동이 자체적인 방침과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에셋오너는 운용기관의 자기평가 등도 

활용하면서 실효적으로 운용기관에 대한 모니터링(monitoring)을 

행하여야 한다. 이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 운용기관과 투자대상회

사간의 대화의 ‘질’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운용기관과 투자대상회

사와의 면담 횟수, 면담시간 등의 형식적인 확인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17년 개정)

원칙2

원칙2: 기관투자자들은 스튜어드십 코드 책임과 관련한 이해상충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할지 명확한 정책을 수립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지침2-1. 기관투자자들은 기관투자자가 속한 비즈니스 그룹이나 고객 또는 

수익자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이해상

충을 초래하는 경우 고객과 수익자의 이익을 스튜어드십 코드를 

시행함에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 기관투자자는 이러한 이해상충 

상황을 적절한 방법으로 다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침2-2. 기관투자자는 이러한 인식하에, 미리 상정할 수 있는 이해상충의 

주요 유형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실효적으로 관리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책정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특히 운용기관은 의

결권행사와 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각각의 이해상충을 회피하며, 

그러한 영향을 실효적으로 배제하는 등, 고객․수익자의 이익을 확

보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방침을 책정하고 이를 공표해

야 한다.(‘17년 개정)

지침2-3. 운용기관은 고객․수익자 이익의 확보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예

컨대, 독립된 이사회나 의결권행사의 의사결정 또는 감독을 위한 

제3자 위원회 등의 지배구조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17년 개정)

지침2-4. 운용기관의 경영진은 자신들이 운용기관의 지배구조 강화․이해상

충 관리에 관한 중요한 역할․책무를 맡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

러한 과제들에 대한 대응을 추진해야 한다.(‘17년 개정)

원칙3

원칙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스튜어드십 

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 해당기업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

다.

지침3-1.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기업의 자본 효율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고 중장기적으로 기

업가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책무를 다해야 한다.

지침3-2. 기관투자자는 지속해서 투자대상회사를 모니터링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지침3-3. 파악해야 할 내용으로서, 예를 들어 투자대상회사의 지배구조, 기

업전략, 실적, 자본구조, 사업상의 리스크·수익기회(사회·환경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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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련된 사항 포함) 및 그러한 리스크·수익기회에 대응 등, 비재

무적 측면을 포함한 다양한 사항들이 상정되지만, 특히 어떠한 사

항에 주목할지는 기관투자자마다 그 운용방침상의 차이가 있고, 

또한 투자대상회사별로 파악해야 할 사항의 중요성도 다르기 때문

에, 기관투자자는 자신의 스튜어드십 책무에 비추어 스스로 이를 

판단해야 한다. 이 경우, 투자대상회사의 기업가치를 훼손할 우려

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17년 개정)

원칙4

원칙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 공동으로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고 

투자대상회사에 건설적인 관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침4-1.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가치와 자본 효율성 달

성, 지속적인 기업 성장을 목표로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투자대상

회사와 상호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화나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 가치의 훼손 가능성 위험을 발견한 경우, 기관투자자는 

회사에 보다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여 상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도

록 노력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침4-2. 패시브 운용은 투자대상회사의 주식을 매각하는 선택사항이 제한

되어, 중장기적인 기업가치의 향상을 촉진시켜야할 필요성이 높아

지므로, 기관투자자는 패시브 운용을 함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중장기적 시점에서 대화와 의결권행사에 임해야 한다.(‘17년 개정)

지침4-3. 이상의 상황을 바탕으로 기관투자자는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다

양한 국면에 대응하여, 투자대상회사와 어떠한 대화를 행할지에 

대해 사전에 명확한 방침을 세워 두어야 한다.

지침4-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대화를 실시하는 경우, 단독 대화

를 행해야 하고, 그 외에 필요에 따라 다른 기관투자자와 협동하

여 대화(집단적 인게이지먼트, engagement)를 행하는 것이 유익

할 수도 있다.(‘17년 개정)

지침4-5. 일반적으로 기관투자자는 미공개 중요정보가 아닌 공개된 정보에 

의해 투자대상회사와 건설적인 ｢목적을 가진 대화｣를 할 수 있다. 

또한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이나 이에 근거하여 책정된 

도쿄증권거래소의 ｢기업지배구조 코드｣(Corporate Governance 

Code)는 기업의 미공개 중요사실 취급에 관하여 주주간의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 대화함에 있어 

기업이 이러한 기본원칙 하에 있음을 인식하고 해당 대화를 함에 

있어 미공개 중요정보의 습득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17년 

개정)

원칙5
원칙5.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행사지침과 공시 정책

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의결권 행사에 관련한 정책은 기술적인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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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투자대상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침5-1. 기관투자자는 보유한 모든 종목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

다.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화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지침5-2.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명확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

를 공시하여야 한다. 기관투자자는 해당 정책을 최대한 명확히 해

야 한다. 정책은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닌 투자대상회사의 성장

을 이끌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지침5-3. 기관투자자는 의결권행사 결과를 적어도 의안의 주요 종류별로 

정리․집계하여 공표해야 한다. 또한 스튜어드십 책무의 이행방침에 

따라 적절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 가시성을 더

욱 높이는 관점에서, 기관투자자는 의결권행사 결과를 개별적인 

투자대상회사 및 의안별로 공표해야 한다. 각 기관투자자의 상황

에 따라, 개별적 투자대상회사 및 의안별 의결권행사의 결과를 공

표하는 것이 반드시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의결권행사 결과의 공표시, 기관투자자

들이 의결권행사에 대한 찬반 이유를 대외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

는 것도 가시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17년 개

정)

지침5-4.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자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계적으로 자

문기관의 권고 사항을 따르지 말고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모니터링

과 대화에 근거하여 반드시 기관투자자의 책임과 판단으로 자체적

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자문 서비스

를 이용할 경우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할 때 자문기관의 권고 

사항들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공시해야 한다.

지침5-5. 의결권 자문회사는 기업 상황의 정확한 파악 등을 위한 충분한 

경영자원을 투입하고, 본 코드의 각 원칙(지침을 포함)이 자신에게 

적용되고 있고 있음을 유의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의결권 자문회사는 업무체제나 이해상충 관리, 자문 책정의 

과정 등에 관해, 자체적인 대응 방안을 공표해야 한다.(‘17년 개

정)

원칙6

원칙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행사를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어떻게 스튜어드십 

코드 책임을 충족하고 있는지 고객과 수익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침6-1. 운용기관은 직접적인 고객에게 스튜어드십 책무를 어떻게 이행하

고 있는지 원칙으로서 정기적인 보고를 해야 한다.(‘17년 개정)

지침6-2. 에셋오너는 수익자에게 스튜어드십 책무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

지 원칙으로서 정기적인 보고를 해야 한다.(‘17년 개정)

지침6-3. 고객과 수익자에게 보고할 경우, 기관투자자는 수령자의 편의, 보



- 26 -

(5) 감독수단

  일본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로 스튜어드십 책무를 다하기 위한 방침

과 의결권행사 방침 등의 기본적인 정책의 공개와 그에 따른 활동결과를 

고 비용, 보고 방식과 효과적인 보고서 등을 고려하여 상호 양해 

된 방식에 따라 내용과 형식을 맞춰 보고해야 한다.

지침6-4.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 스튜어드십 책무를 완수하기 위한 행

동 등 스튜어드십 행동들에 대한 명확한 기록을 보유하여야 한다.

원칙7

원칙7.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나 그 사업 환경 등에 관한 깊은 이해에 근거하여, 해당 기업

과의 대화나 스튜어드십 활동에 수반되는 판단을 적절히 이행하기 위한 실

력을 갖추어야 한다.

지침7-1.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대화를 건설적인 것으로, 또한 해

당 기업의 지속적 성장에 기여하는 유익한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

서는, 투자대상회사나 그 사업환경 등에 관한 깊은 이해에 근거하

여, 해당 기업과의 대화와 스튜어드십 활동에 수반되는 판단을 적

절히 이행하기 위한 실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기관투자자는 

이와 같은 대화나 판단을 적절히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체제의 정

비를 행하여야 한다.(‘17년 개정)

지침7-2. 특히 기관투자자의 경영진은 스튜어드십 책무를 실효적으로 달성

하기 위한 적절한 능력․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열사 금융그

룹의 내부 논리 등에 근거해 구성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기관투자

자의 경영진은 스스로가 대화의 충실 등 스튜어드십 활동의 실행

과 이를 위한 조직구축․인재육성에 관한 중요한 역할과 책무를 맡

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고, 이러한 과제들에 대한 대응을 추

진해야 한다.(‘17년 개정)

지침7-3. 대화나 판단을 적절히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기관투자자는 

필요에 따라 다른 기관투자자와 의견을 교환하거나 그것을 위한 

장소를 설치하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17년 개정)

지침7-4. 기관투자자는 본 코드의 각 원칙(지침을 포함)의 실시 상황을 적

시에 검토하여, 본 코드가 책정을 요구하고 있는 각 정책의 개선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향후의 스튜어드십 활동이 보다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운용기관은 지

속적인 자신의 지배구조 체제․이해상충 관리나 자신의 스튜어드십 

활동 등의 개선을 위해 본 코드의 각 원칙(지침을 포함)의 실시 

상황을 정기적으로 자기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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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하는 것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즉 일본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한 기관투자자는 ｢코드를 채택한 취지｣ 및 스튜어드십 책무를 완수

하기 위한 방침 등 ｢코드의 각 원칙에 근거한 공표항목｣을 각 기관투자

자의 웹 사이트에서 공표하고, 해당 웹 사이트의 주소를 금융청에 통지

하며 통지를 받은 금융청은 코드를 채택한 기관투자자 리스트를 공표한

다.46)

(6) 영국과의 차이점47)

1)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특징: 주주중심주의에 근거48)

  영국은 기업지배구조에 관해 ‘주주중심주의’(shareholder supremacy)

를 채택한 국가이다. 즉, 주주를 회사의 소유자로 보고 주주의 대리인

(agent)인 경영진이 주주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활동하도록 하는 것

이 기업지배구조의 목적이라고 하는 이해 내지 가치관이 침투되어 있

다.49) 이러한 주주중심주의의 이념을 전제로 한 후, 영국 주식의 대부분

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최종적인 수익자(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투자대상회사의 모니터링이나 경영진과의 대화 등을 통하여 투자

대상회사의 주주가치를 높이도록 하는 것이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목

적이라고 이해된다.

2)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의 특징: 이해관계자중심주의적 접근50)

46) ≪日本版スチュワードシップ․コード≫ ｢�プリンシプルベース․アプローチ� 及び �コンプライ․オ

ア․エクスプレイン�｣ 14.

47)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4년 제정된 후 2017년에 개정되었다.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2014년 제정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를 중심으로 논의한 후, 2017년 개정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에서는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48) 이하 논의는 김순석,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법적 검토 과제”. 증권법연구, 제17권 제

2호(2016), 10면 참고.

49) John Buchanan, Dominic Heesang Chai & Simon Deakin, Hedge Fund Activism in 

Japan: the Limits of Shareholder Primacy, Cambridge Univ. Press(2012), Chap 4. 

50) 이하 논의는 김순석,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법적 검토 과제”. 증권법연구, 제17권 제

2호(2016), 16-17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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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는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를 모델로 하여 일본의 

실정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자의 차이는 주주의 적극적

인 활동에 대한 평가 차이,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 

주주의 위치에 대한 이해 내지 가치관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는 견

해가 있다.51) 영국은 주주중심주의(shareholder supremacy)를 기업지배구

조의 기본원리로 도입하여, 기관투자자가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위하여 

투자대상회사의 사업전략 등에 관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존재하는 반면,52) 일본에서는 투자자가 주주중심주의의 

입장을 전면에 내세워 관여할 경우, 투자대상회사 및 이해관계자의 반발

을 초래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위험이 영국에 비해 상당히 크

다고 본다. 따라서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에는 기관투자자의 역할에 대한 

양면적인 관점 즉, 기관투자자가 주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기

대하면서도, 동시에 단기이익을 추구하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방해

할 수도 있다는 경계심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53) 

 

3) 구체적 차이점

  이에 따라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는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각 부분에

서 발견된 ‘대결적’인 ―기관투자자가 투자수익의 최대화를 위하여 투자

대상회사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권유하는 것과 같은― 표현을 배제하

고,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의 지속적 성장’이라는 공통목표 아래, 

투자기업의 경영진과 협조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54) 구체

적으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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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36.

52) Ibid., p.37.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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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72.

54) 김순석,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법적 검토 과제”. 증권법연구, 제17권 제2호(20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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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목적은 경영진에게 장기적인 기업가치의 

극대화의 노력의무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중장기적인 투자수

익 확대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상이하다.55) 

  ② 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에서는 기관투자자는 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투자자와 연대하여 행동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러한 연대행

동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지 않았다.56) 일본의 경우 기관투자자들의 이익

단체나 협회 등이 없고 기관투자자의 자발적인 협조나 공동행위를 하는 

관행 또한 존재하지 않는 점, 기관투자자들의 정보공유가 이루어지는 제

도 역시 정비되지 않은 점 등 실무상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한다.57)

  ③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4에서는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intervene)를 의미하는 “스튜어드십 활동을 강화한다”고 정하는 반

면,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에서는 본 표현은 삭제되고 투자대상회사와의 

“목적을 가진 대화”를 통한 ‘인식의 공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원

칙4).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4의 지침에서는 스튜어드십 활동의 강

화로서 행하는 투자대상회사에 관여하는 구체적 방법으로서 주주제안, 

이사교체 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러한 예시를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투자대상회사의 “기업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

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영국에서 거론하는 주주제안이나 이사

의 교체라는 대결적 주주권의 행사보다는 오히려 “보다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는 등, 투자기업과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기대된다(원칙4의 지침

4-1).58) 

55) 김지환, "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최근 이슈 점검", 경 법률, 제27권 제1호(2016), 27면.

56) 상게논문, 27면.

57) 김영주, “2017년 개정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와 운용상의 쟁점”, 증권법연구, 제19권 제1호

(2018), 127면 참고.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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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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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원칙 7은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것이다. 기관

투자자에게 일종의 계몽적·교육적 요소, 또는 기관투자자가 해야 할 역

할에 대해 자각을 촉구하는 요소가 원칙에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가 책정된 시점에서 영국과는 달리 회사지배구조 코드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기관 투자자 스스로가 기준을 정하고 이

를 실천해 나가도록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59)

(7) 2017년 개정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의 주요내용60)

  

  일본의 2017년 개정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존 코드의 7가지 원칙 자체

를 변경한 것은 아니고, 원칙의 지침사항을 변경한 것이다. 특히 개정 

전 코드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자산소유자(asset owner)

의 스튜어드십 활동이 강조되었고, 패시브 운용의 경우나 의결권행사 결

과의 개별공시 나아가 집단적 관여에 대한 항목이 새롭게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61)

59) 간사꾸 히로유키·전규향, “일본판 스튜어드십 코드와 자본시장”. 기업법연구, 제30권 제2호

(2016), 63면.

60) 2015년 8월 금융청과 도쿄증권거래소는 '스튜어드십 코드 및 기업지배구조 코드의 후속

(follow up)회의'를 설치하여, 총 12회의 후속회의를 거쳐 2016년 11월 '기관투자자에 의한 실

효적 스튜어드십 활동의 방식'이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공표했다. 일본 금융청은 위 의견서의 

취지를 수용하여, 2017년 1월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유식자 검토회'(이하 '2017년 유식자 

검토회')를 설치한 후, 본격적인 코드 개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2017년 유식자 검토회에서 논

의된 주요한 개정 방향으로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기관투자자는 의

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투자자 본인과 투자대상회사 또는 동일 금융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와

의 거래관계 등에서 비롯되는 부정적 요인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포괄적으로는 이러한 요인

들이 모두 이해상충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이를 방지할 필

요가 있다. 둘째, 현 시점의 글로벌 펀드시장은 액티브(active) 운용에서 패시브(passive) 운용

으로 옮겨가는 추세이다. 패시브 운용이란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인덱스 연동에 의해 

시장의 전체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일종의 투자전략인데, 중장기적인 기업가치의 향상을 위해

서는 이와 같은 패시브 운용 투자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활동이 요구되어야 하

며, 그에 따른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2017년 유식자 검토회는 위와 같은 개정 방향을 토

대로 2017년 5월 29일, “책임 있는 기관투자자의 제원칙(일본판 스튜어드십 코드): 투자와 대

화를 통한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하여”라는 표제로 코드의 개정판을 공표하였다. (김영주, 

“2017년 개정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와 운용상의 쟁점”, 증권법연구, 제19권 제1호(2018), 

112-113면.)

61) 김영주, “2017년 개정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와 운용상의 쟁점”, 증권법연구, 제19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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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는 ①자산소유자에 의한 실효적 검사, ②자산운용자의 지배

구조·이해상충 관리, ③패시브 운용에 있어서의 대화, ④의결권행사 결과

의 공시, ⑤자산운용자의 자기평가, ⑥의결권 자문회사, ⑦집단적 관여, 

⑧중장기적 기업가치에 대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의 영향 등에 

관한 지침사항들이 새롭게 포함되었다.62)

4. 우리나라의 도입

(1) 제정과정63)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정은 금융위원회가 2015년 4월 15일 

자본시장 개혁을 위하여 추진한 중점분야 5개 영역 15개 개혁과제 중 

자본시장 거래 효율화 및 투자 신뢰보호를 위하여 추진한 4번째 분야의 

개혁과제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스튜어드십 코

드 제정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원칙제정안에 대한 초안이 그 해 12월에 

발표되었으나 업계기업의 반대로 당시 제정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후 

민간기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중심이 되어 2016년 8월 새롭게 제정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16년 12월 19일에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이 공표 및 즉시 시행되었다.

(2) 목적64)

  “원칙”에서는 도입목적과 의의에서 수탁자로서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2018), 113면.

62) 상게논문, 114면.

63)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2016.12.16); 안수현,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검토”. 증권법연구, 제18권 제1호(2017), 3면 

참고.

64)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2016.12.16); 안수현,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검토”. 증권법연구, 제18권 제1호(2017), 9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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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하고 있다. 즉 수탁자책임에 관해 기관투자자가 타인 자산을 관리·

운영하는 자로서 부담하는 책임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책임은 투자대

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고객

과 수익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할 책임이라고 적시하고 있다(원칙

의 도입목적과 의의 1). 아울러 이러한 수탁자책임의 성공적 이행은 회

사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자본시장과 경제전반의 건전하고 내실있는 성장과 발전을 뒷

받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원칙의 도입목적과 의의 2). 

(3) 적용대상과 적용방법65)

  “원칙”은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국내외 기관투자자에게 

적용된다(원칙의 적용 1). 해외의 기관투자자도 국내 상장회사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한편, 기

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기관투자자 내지 

기타 (자문)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위임하는 경우 수탁자책임까지 위임할 

수는 없는데, 즉 기관투자자에게는 위임한 활동에 대해 점검․ 감독의무가 

부과된다. 따라서 “원칙”은 원칙 관련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문기

관과 투자자문사 등에도 적용된다(원칙의 적용 2).

  한편, “원칙”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참여자는 원칙의 취지와 

내용에 동의하여 “원칙”의 수용과 이행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것을 천명

한 기관투자자(‘참여 기관투자자등’)에 한해 적용된다(원칙의 적용 3). 아

울러 참여 기관투자자등은 “원칙준수 및 예외 설명(comply or 

explain)”의 방식에 따라 기본적으로 원칙을 준수하되, 예외적으로 미준

수시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원칙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세부사항

에 관해서 미이행사유와 수탁자책임 이행을 위한 대안을 충분히 설명하

65)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2016.12.16); 안수현,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검토”. 증권법연구, 제18권 제1호(2017), 10-11

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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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원칙의 적용 4). 

(4)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용66)

[표 3] 우리나라의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칙과 지침

66)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2016.12.16).

원칙 원칙내용  안내지침

원칙1

원칙1. 기 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리ㆍ운 하는 수탁

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

다.

� 기 투자자는 투자 상회사와 경제ㆍ사회ㆍ사업 환경 등에 한 깊은 이

해를 바탕으로 극 인 소통과 주주활동을 통해 회사가치의 상승과 회

사의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고객과 수익자의 장기 인 이익을 도모할 

책임이 있다.

� 기 투자자가 타인 자산의 리자ㆍ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기 한 활

동에는 문제 발생 가능성에 한 검, 건설 인 목 을 가진 화, 필요 

시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생산  제안 등 보다 극 인 활동이 포함된

다.

� 기 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책임을 이행하는 효과

이고 구체 인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한 문서화된 정책을 마련하고 이

를 공개해야 한다. 이 정책에는 수탁자 책임 이행과 련한 원칙과 지침, 

운용 철학, 권한과 의무, 조직과 차 등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수탁자 책임 정책은 고객ㆍ수익자 등 자 의 제공자에서 투자 상회사로 

이어지는 투자자 의 흐름에서 기 투자자가 차지하는 치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자산운용사 등 자산운용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은 탁

운용사 리를 주로 하는 연기 ㆍ보험회사 등 자산소유자의 활동과는 

차이가 있다. 자산소유자는 주주로서의 직  활동은 물론 역량 있는 자산

운용자 선정과 자산운용자에 한 지시ㆍ평가ㆍ피드백 등 간 인 수단

을 활용할 수 있다. 자산운용자의 주주활동은 고객인 자산소유자가 제시

하는 기 과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에서 자산 소유자와 

운용자 간 긴 한 의사소통이 요하며, 련 사항을 “정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 기 투자자는 자신의 활동을 외부에 탁한 경우 수탁운용사나 자문사 

등의 선정ㆍ 검ㆍ평가ㆍ 리와 탁하는 주주활동의 범  등에 한 사

항을 “정책”에 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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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기 투자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유형별, 자산군별로 투자 기

간, 운용 철학 등이 다르다면 이 구별에 따른 원칙ㆍ지침ㆍ 차 등의 차

이를 “정책”에 반 할 수 있다.

원칙2

원칙2. 기 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

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해 효

과 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 기 투자자는 고객과 수익자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행동할 의무가 있

다.

� 기 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이행할 때 투자 상회사와의 이해 계 때문

에 고객이나 수익자의 이익을 충실하게 도모하지 못하는 이해상충 상황

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표 인 사례는 소유지배 계나 거래ㆍ계약

계 때문에 투자 상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반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 기 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이해상

충 문제 는 향후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유형별로 상세히 검하고 이를 

효과 으로 리할 수 있도록 문서화된 정책을 마련하고 공개해야 한다. 

이 정책에는 이해상충 검ㆍ 리를 한 원칙과 지침, 구체 인 방법, 

권한과 의무, 차 등 련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 기 투자자는 일반 으로 이해상충 문제를 리하기 해 련 정책  

세부지침 공개, 제3의 문기  활용, 자본시장법령  계 규정이 정한 

방법 등의 수단을 채택할 수 있다. 기 투자자는 고객과 수익자의 신뢰

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들 수단을 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원칙3

원칙3. 기 투자자는 투자 상회사의 장기 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 상회사를 주기 으로 

검해야 한다.

� 기 투자자는 주기 으로 투자 상회사를 검하고 검의 유효성을 검

토하여 회사의 가치 제고와 지속 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 기 투자자는 투자 상회사의 가치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재무구조, 경 성과 등 재무  요소는 물론 지배구조, 경 략 

등 비재무  요소까지 검 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 기 투자자는 투자정책, 내부 역량 등을 고려해 수탁자 책임의 효과 인 

이행이 가능하도록 상기 재무ㆍ비재무 요소  한 검 범 를 정할 

수 있다.

� 기 투자자는 투자 상회사의 가치를 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험요소를 사 에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험 요소  기타 우려 사

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의 등 건설 인 소통을 통해 

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 이상과 같은 에서 투자 상회사에 한 주기 인 검은 회사가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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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와 고객ㆍ수익자 이익 증진을 도모하는 수탁자 책임의 핵심 인 요소 

 하나이다.

원칙4

원칙4. 기 투자자는 투자 상회사와의 공감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한 활동 개 시기와 차, 방법에 한 내

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기 투자자는 장기 회사가치 제고를 지향하고, 투자  수탁자 책임에 

한 정책 등을 바탕으로 주요 재무ㆍ비재무 경 사항에 해 투자 상

회사와 공감 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기 투자자는 회사와의 충분한 의 이후에도 우려가 남아 있는 경우 내

부 정책으로 정한 범  내에서 보다 극 인 활동에 나설지를 검토해야 

한다.

� 기 투자자는 투자 상회사의 사정, 투자 정책, 내부 역량 등 여건을 고

려해 소통과 여 활동의 범 ㆍ 차ㆍ기 을 정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

야 한다.

� 기 투자자는 극 인 주주활동 과정에서 미공개 요 정보의 이용 

지에 한 자본시장법상 규정을 반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회사가치에 한 향을 끼치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정보 

우 를 기반으로 거래상 이득을 취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원칙5

원칙5. 기 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한 지침ㆍ 차ㆍ세부기

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정성

을 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 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

개해야 한다.

� 기 투자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 부에 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

력해야 하며, 경 진의 제안에 자동으로 찬성하는 것은 하지 않다.

� 기 투자자는 충분한 정보 수집과 분석, 투자 상회사에 한 심도 있는 

검토, 화ㆍ 여의 결과 등을 기반으로 찬성ㆍ반  여부를 결정해야 하

며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해당 결정에 해 회사와 논의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 기 투자자는 장기 회사가치의 제고, 고객ㆍ수익자의 이익 증진을 도모

하는 방향으로 충실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내부 자원과 조직체계, 

문역량을 갖춰야 하며 련 원칙과 황을 아래에서 설명할 의결권 정

책에 포함시켜야 한다.

� 기 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행사내역의 공시 등에 한 지침과 차, 세

부기 을 담은 문서화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의결권 행

사 세부기 은 기계 인 검항목만으로 구성해서는 안 되며, 투자 상회

사의 ·장기 인 가치 증진에 기여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 의결권 정책에는 의결권 행사 시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에 해 

원칙 2에서 규정한 이해상충 방지 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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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투자자는 집합투자기구 유형별로 운용 목표ㆍ철학 등에 따라 세부 

기 ㆍ지침에 차이를 둔 의결권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 기 투자자는 의결권 행사내역, 찬성ㆍ반 ㆍ기권ㆍ 립투표의 구체 인 

사유를 고객과 수익자 등이 의결권 행사의 정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

는 한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 기 투자자는 의결권 행사 자문서비스 이용 여부, 이용하는 경우의 서비

스 범 와 활용 방식, 서비스 제공자, 해당 서비스 제공자의 권고에 의존

하는 정도를 공개해야 한다.

� 기 투자자는 의결권 행사 자문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궁극 으로는 수

탁자로서 자신의 책임과 단 하에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 기 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련해 향이 있는 경우 주식 여, 여주

식 회수에 한 내용을 의결권 정책에 반 해야 한다.

원칙6

원칙6. 기 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해 고객

과 수익자에게 주기 으로 보고해야 한다.

� 기 투자자는 의결권 행사를 포함하는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을 기록으

로 남겨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한다.

� 자산운용자는 원칙 으로 자산소유자 등 고객 는 수익자에게 수탁자 

책임 정책  이행 황을 주기 으로 보고해야 한다.

� 자산소유자는 고객 는 수익자에게 어도 1년에 1회 이상 수탁자 책임 

이행에 한 정책, 실제 집행에 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기 투자자는 수탁자 책임 정책과 실제 이행에 해 효과 인 보고가 가

능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고객ㆍ수익자와 정한 보고 범 와 양식이 있다

면 그에 따라 보고한다. 고객ㆍ수익자가 동의하는 등 한 경우에는 보

고의 투명성과 책임을 높이는 방법으로서 주주활동 황을 홈페이지에 

는 연차보고서로 공개할 수 있다.

� 기 투자자는 고객과 수익자가 검하기 쉽고 신뢰할 수 있도록 수탁자 

책임의 이행 방법 등에 한 구체 인 공개 범 와 수 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세부 사항의 공개가 자산가치에 미치는 향을 종합 으로 고려

할 수 있다.

원칙7

원칙7. 기 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극 이고 효과 인 이행을 해 

필요한 역량과 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 기 투자자는 극 인 화 등 주주활동을 토 로 투자 상회사의 장

기 발 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도모하기 해 회사에 한 이해를 높이고 

건설 인 주주활동이 가능하도록 역량과 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 기 투자자는 이를 해 한 조직 체계를 설계하고 내부 자원을 투입

하며, 이들 자원의 역량과 문성 향상을 해 지속 으로 노력해야 한

다.

� 수탁자 책임의 구체 인 이행을 자산운용자에 맡긴 자산소유자는 자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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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독수단67)

  영국 및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

드의 준수여부에 대한 평가 내지 감독수단은 공시이다. 참여 기관투자자

들은 원칙 준수관련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공개사항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하여야 한다(원칙의 적용 5). 이 경우 해외 

스튜어드십코드, 책임투자원칙(Principles of Responsible Investment, 

PRI)과 같이 유사한 목적을 가진 해외 코드에 가입하여 공개한 정책과 

이행보고서를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과 보고서 공개 등에 중복 활

용할 수 있다. 다만 “원칙”과 차이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원칙의 적용 6). 

  또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원칙”에 대한 참여, “원칙”의 이행동향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러한 정보를 홈페이지에게 공개하여야 하며(원칙

의 적용 7), 참여기관투자자등은 수탁자책임과 관련한 정책, 절차, 공시

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연락처와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원칙의 적용 

8). 

(6) 영국 및 일본과의 차이점

67)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2016.12.16); 안수현,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검토”. 증권법연구, 제18권 제1호(2017), 11면 

참고.

용자가 역량을 축 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 상회사와의 화와 주주활

동을 효과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 보수를 지 하고 해당 자산운용

자를 리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기 투자자는 내부 가용 자원,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외부의 문 인 

자문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수탁자 책임의 충실한 이행을 도모할 수 있

다.

� 기 투자자는 논의와 토론을 활성화하고 공동의 이해 계를 추구하기 

한 포럼 등을 설립하여 성공 인 주주활동 사례 등에 한 경험과 의견

을 나 고 학습함으로써 문성과 주주활동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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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원칙1 및 원칙2는 영국 및 일본의 코드와 거의 흡사하다. 원칙3의 

경우, 초안에서는 영국과 유사하게 투자대상회사를 “지속적으로 점검·감

시”하도록 기술되어 있었으나,68) 제정안에서는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

으로 점검”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원칙4는 영국과 우리의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에 관련된 내부지침을 마련하도록 한 것에서 유사

하다. 그런데 영국의 경우 기관투자자가 다른 기관투자자와 연대하여 행

동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우리의 경우 그러한 연대행동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다. 나아가 우리 원칙7은 일본과 

같이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

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한 것에 대하여, 영국은 이러한 원칙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69)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영국보다는 일본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영국에서는 주주중심주의 가치 하에 기관투자자

가 투자대상회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 우

리나라는 일본과 유사하게 투자자가 주주중심주의의 입장을 전면에 내세

워 투자대상회사에 관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만은 바라보지 않는 사회적

⋅문화적 배경70)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68) 김지환, "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최근 이슈 점검", 경 법률, 제27권 제1호(2016), 35면 

참고.

69) 상게논문, 36면.

70) 이에 대해서는 국내기업에 대한 헤지펀드의 행동주의적 개입에 대한 언론 반응 등을 통해 간

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아래는 2018년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의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행

동주의적 개입 관련 국내 언론 기사·사설 제목이다. "엘리엇,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은 명분...속

내는 시세차익 노림수?", 매일경제(2018.4.24.); "말바꾼 엘리엇...무리한 제안으로 주총 '어깃장

' 시도", 매일경제(2018.4.25.); "'50% 배당' 요구하는 헤지펀드와 기업 미래 논할 수 있겠나",

한국경제(2018.4.25.); "엘리엇의 도넘은 경영 개입 ... "현대차 지배구조개편 우리와 논의하자

", 한국경제(2018.9.8.); "한국 우습게 보고 또 현대車 먹잇감 삼은 '먹튀 엘리엇'", 동아일보 

(2018.9.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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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스튜어드십 코드의 법적근거 및 법적성질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중심으로-

Ⅰ. 문제의 소재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스스로 도입여부를 결정하는 연성규

범이다. 당사자 동의에 기초한 자율규제라는 점에서 법적근거 유무 등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법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첫째, 연성규범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서 경성규범인 실정법에 반할 소지가 없는지 문제될 수 있다. 즉, 실정

법상 기관투자자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것을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요구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둘째, 만약 스튜어드십 책무가 일정한 법적 책임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면, 스튜어드십 책무 안에는 ① 자율규제 영역, ② 법적규제 영

역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①은 자율규제이므로 이를 위반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②를 위반한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 위반이 동

시에 법 위반이 되므로 기관투자자에게 일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

게 된다. 이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하지 않은 기관투자자도 마찬가지

이다. ②를 위반한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

게 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형법상 절도죄가 존재하는 상

황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치면 안된다는 자율규제를 도입한다고 하여 자

율규제에 동의하지 않는 자의 절도가 정당화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

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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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스튜어드십 책무의 법적근거 및 법적성질을 규명하는 작업이 필

요하다. 특히 스튜어드십 책무 내에 일정한 법적 책임이 존재한다면, 자

율규제와 법적규제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논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

입여부에 집중해서 이루어졌고, 스튜어드십 책무의 법적근거 등에 대해

서는 활발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의 필요성이 크다.

Ⅱ. 스튜어드십 책무는 신인의무와 같은 의미인가

1. 문제점

  특히, 스튜어드십 책무와 신인의무의 구별이 문제된다. 스튜어드십 코

드는 타인을 대신하여 자산을 투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투자자가 

고객·수익자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지

침으로, 그 내용상 신인의무와의 구별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

라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하면서 "스튜어드십"이라는 용어 대신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이라는 용어를 채택하였는데, 이것이 기관투

자자의 신인의무와 동일한 의미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하에서는 

신인의무의 내용에 대해 살핀 후, 스튜어드십 책무가 신인의무와 같은 

의미인지에 대해 검토한다.

2. 신인의무란

(1) 신인의무71)의 의의

71) 논의에 앞서 용어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 먼저 fiduciary duty를 발생시키는 관계를 

fiduciary relationship이라고 한다. 이를 “신인관계”로 번역하기로 한다. fiduciary duty는 수

탁자책임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나, 본 논문에서는 “신인의무”로 통일하여 번역하기로 한다. 신

인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인 fiduciary는 “신인의무자”로 번역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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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nkel에 의하면 신인관계는 기본적으로 신인의무자가 본인에게 사

회적으로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이다.72) 신인의무자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려면 본인이나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 권한

(power)을 보유해야 하며 그 때문에 권한남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

는 문제가 생겨난다.73) 이러한 서비스관계에서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인의무자의 권한행사에 어떤 제약을 가할 필요가 있고 그러

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신인의무라는 개념이다.74)

  오늘날은 신인관계에 대해서는 특정인이 신인의무자에 해당하기 때문

에 신인의무를 부과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구체적인 사실관계상 특정의 신

인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정인을 신인의무자로 볼 수밖에 

없다는 식의 논리가 일반적이다.75) 이러한 사고에 의하면 신인관계는 신

축적인 개념으로 그것이 인정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범위를 미리 획정하기는 불가능하다.76) 다만, 신

인의무자의 재량과 권한, 신뢰와 신임 및 상대방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신인관계의 주요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다.77)

(2) 신인의무의 내용78)

  신인의무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역시 충성의무79)(duty of loyalty)

라고 할 수 있다. 보다 넓은 의미의 신인의무에는 주의의무(duty of 

72) Tamar Frankel, Fiduciary Duties, in The New Palgrave Dictionary of Economics and 

the Law, Vol.2, (1998), pp.127-132. 

73) 김건식, “회사법상 충실의무법리의 재검토”, 회사법 연구Ⅰ, 소화(2010), 59면.

74) 상게논문, 60면.

75) 상게논문, 59면.

76) 상게논문. 59면.

77) 김정연, “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연구”, 법학전문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2016), 

49-53면.

78) 김건식, “회사법상 충실의무법리의 재검토”, 회사법 연구Ⅰ, 소화(2010), 67면 참고.

79) duty of loyalty는 충실의무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 법상 충실의무(상법 제382

조의3 등)와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충성의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김건식·노혁준·

천경훈, 회사법, 박영사(2018), 391면 각주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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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도 포함된다. 특히 미국의 회사법학계에서는 주의의무와 충성의무

를 신인의무의 양대 지주로 파악하고 있다.

  충성의무(duty of loyalty)는 신인의무자가 본인의 이익을 우선시킬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는 신인의무자가 본인의 이익과 자기이익이 충돌

하는 상황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는 “이익충돌금지원칙(no conflict 

rule)” 및 신인의무자가 신인관계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것

을 금하는 “이익획득금지원칙(no profit rule)”으로 구성된다.

  주의의무(duty of care)는 신인의무자에게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

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이다.80) 주의의무는 우리 민법상 규정

된 선관주의의무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81) 선관주의의무는 

채무자의 직업이나 그가 속하는 사회적 지위 등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요

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82) 구체적으로 통

상의 일반인이 기울이는 합리적 주의, 평균적 주의로 해석되며, 그 신인

의무자가 가진 구체적인 능력은 묻지 않는다.83) 또한 선관주의의무는 본

인의 손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담보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다해야 하는 ‘수단채무’

이다.84)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신인의무자가 취해야 할 ‘필요하고 적절

한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난 후에 사후

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신인의무자가 실제로 조치를 취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85)

80) 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 박영사(2018), 391면 참고

81) 곽관훈, “신인관계의 유형에 따른 신인의무 구체화 방안”, 경제법연구, 제17권 제1호(2018), 

191면.

82) 이철송,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관한 이론의 발전과 전망”, 비교사법, 제22권 제1호

(2015), 4면.

83) 곽관훈, “신인관계의 유형에 따른 신인의무 구체화 방안”, 경제법연구, 제17권 1호(2018), 

191면 참고.

84) 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 박영사(2018), 396면 참고.

85) 상게서, 3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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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인의무와 우리법상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의 관계86)

  신인의무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논의는 상법상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구별되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쟁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개정상법(1998.12.28.) 제82조의3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를 도입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충실의무가 선관주의의무를 부연하는 것

인지 아니면 선관주의의무와 별도로 미국법상의 충성의무적 요소를 추가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견해가 갈린다.

  판례는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거의 항상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논

란의 여지를 피하고 있다.87)

  이론구성은 어떻든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가 미국법상 신인의무

의 주의의무와 충성의무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법무부 역시 상법 제382조의3의 입법취지에 대해 이 규정은 영

미법상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 그중에서도 충성의무(duty of 

loyalty)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88) 

  한편 상법상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의 관계는 자본시장법에

도 적용될 수 있다.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나,89) 이

들 의무에 대해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상법상 이사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의 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90) 따

86) 상게서, 392면 참고.

87) 판례는 ‘통상의 합리적인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그 상황에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적합한 절

차에 따라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대출심사를 한 것이라면 그 의사결정과

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그 임원의 경영판단은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회

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것’이라고 판시하는 등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대법원 2002.6.14. 선고 2001다52407 판

결 등)

88) 법무부, “개정상법(회사편) 해설”, (1999), 46면; 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 박영사

(2018), 410면 참고.

89) 자본시장법 제79조, 제96조,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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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이하에서는 우리법상 선관주의의무는 신인의무상 주의의무에, 충실

의무는 신인의무상 충성의무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3. 스튜어드십 책무와 신인의무가 동일하다는 입장91)

  스튜어드십 책무는 ‘재산관리자’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전통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의무와 책임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신인의무자(fiduciary) 

개념에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자산운용의 관점에서 볼 

때, 기관투자자는 운용성과의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기업의 기업가치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배구조의 개

선을 유도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령

에서 수탁자책임 내지 신인의무(fiduciary)라고 하는 것을 스튜어드십 코

드의 “원칙”에서 ‘steward’로 표현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점에서 기

관투자자의 의무와 책임을 신인의무(fiduciary duty) 및 수탁자책임으로 

표현한 것은 적절하다고 한다.

  더욱이 경제활동과 투자가치사슬(즉 수익자로부터 수탁자인 기관투자

자를 거쳐 투자대상기업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투자관계)이 갈수록 복잡

해지고 있고 관련당사자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서 전통적인 신인의무자

(fiduciary) 개념92)으로는 이들 관련자 모두를 포섭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은 영국에서 주식투자사슬에 관련된 모든 

참가 금융회사에 대해 고객과의 관계에서 fiduciary standard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권고하는 것과 방향을 같이한다.93)

90) 임재연, 자본시장법, 박영사(2016), 300면.

91) 안수현,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검토”. 증권법연구, 제18권 제1호(2017), 

18-19면.

92) 신인의무(fiduciary) 개념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명확한 신인관계를 기초로 한 개념이기 때문

에 투자가치의 연쇄적인 측면에서 볼 때 포섭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안수현, “｢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검토”. 증권법연구, 제18권 제1호(2017), 19면 각주

35)

93) The Kay Review of UK Equity Markets and Long-Term Decision Making Final Report, 

(2012. 7), p.12.



- 45 -

4. 스튜어드십 책무와 신인의무가 동일하지 않다는 입장94)

  스튜어드십 코드는 스튜어드십 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

지 않기 때문에 기관투자자가 누구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지

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95) 집합투자업의 경우와 같이 기관투자자와 

고객 사이에 신인관계(fiduciary relationship)가 있는 경우 기관투자자

는 고객 또는 최종 수익자에 대하여 신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명확하지

만, 기관투자자와 고객 사이에 신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96)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책무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스튜

어드십 코드를 준수하는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에 대하여도 신인의

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하지 않으며, 스튜어드십 코드를 준수

하는 의결권 자문회사가 자문을 의뢰한 기관투자자의 고객이나 의결권행

사 대상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지 역시 불명확하다.

5. 검토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용대상에는 전통적인 신인의무자라고 보기 어려

운 은행, 보험회사 등의 기관투자자 및 의결권 자문회사 등이 포함된다. 

스튜어드십 코드 역시 그 적용대상인 “기관투자자”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고, 의결권 자문회사 등에의 코드 적용대상 확대를 예정하고 있

다는 점에서 신인의무자라고 보기 어려운 기관투자자 등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94) 심영, “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정과 운영의 시사점”, 기업법연구, 제30권 제2호(20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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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anies”, Capital Markets Law Journal, vol.5(4) (2010), pp.425-426.

96) 예를 들어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 사이의 관계는 계약관계

이므로 신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심영, “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정과 운영의 시사점”, 

기업법연구, 제30권 제2호(2016), 20면 각주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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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하여 Gen Goto는 "스튜어드십"의 논리는 본질적으로 신인의무

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으나, 스튜어드십 코드는 불문법 세계에서 그 개

념 및 적용범위가 명확하게 정립된 법적 용어인 "신인의무" 용어의 사용

을 피함으로써 신인의무자로 보기 어려운 주체들로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시켰다고 한다.97) 영국의 경우 역시, 회사의 장기적인 건전성과 투

자의 장기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이사에 한하지 않고 주주도 스튜어

드십의 역할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이사와 회사, 주주와 이사, 자산소유

자와 자산관리자, 자산소유자와 수익자, 회사와 이해관계자, 회사와 사회 

등의 형태로 중층적이고 연쇄적인 스튜어드십 관계가 만들어져 최종적으

로 국가 전체적으로 이익이 확산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98) 

신인의무자로 보기 어려운 주체들의 스튜어드십에의 편입을 기대하고 있

다. 따라서 스튜어드십 책무는 전통적인 신인의무보다는 넓은 개념이라

고 할 것이다.

  하지만 스튜어드십 책무가 신인의무와 동일하다는 입장 역시 스튜어드

십 책무가 전통적인 신인의무와 완전히 동일한 의미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된다. 스튜어드십 책무가 전통적인 신인의무보다 넓은 개

념임을 전제로 설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문제의 핵심은 스튜어드

십 책무에서 규정하지만 전통적인 신인의무 범위에 포섭되기 어려운 부

분을 확대된 “신인의무”로 이름 붙일 것인지, 신인의무가 아닌 독자적인 

“스튜어드십 책무”라고 이름 붙일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스튜어드십 책무가 전통적인 신인의무보다 넓은 개념임을 인

정할 때, 신인의무와 동일한 영역과 신인의무보다 확대된 영역을 구별하

고, 각각의 영역에서 스튜어드십 책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

재하는지,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면 어떤 경우에 스튜어드십 코드 위반이 

97) Gen Goto, "The Logic and Limits of Stewardship Codes: The Case of Japan", The 

University of Tokyo Business Law Working Paper Series, No. 2018-E-01 (2018), p.6.

98) Tomorrow’s Company, “Tomorrow’s owners-Stewardship of Tomorrow’s Company”, 

(2011), p.3.; 안수현,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검토”, 증권법연구, 제18권 제

1호(2017), 19면 각주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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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을 탐구함으로써 법적 위험을 해소

하는 작업에 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스튜어

드십 코드 적용대상이 전통적인 신인의무자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Ⅲ. 스튜어드십 코드 대상기관이 신인의무를 부담하는가

1.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대상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기관투

자자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은데99), 이하에서는 본 논문 제2장 

Ⅱ.1.(1)에서의 기관투자자 정의100)에 따라 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스튜

어드십 코드는 그 적용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정하는데, 대표적으로 

기관투자자가 의결권 자문회사를 사용할 경우 의결권 자문회사 역시 스

튜어드십 책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101) 이하에선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대상인 기관투자자, 의결권 자문회사 등이 신인의무를 부담하

는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연기금

(1) 해외사례: 미국의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ERISA)102)

99) 다만 기관투자자를 자산운용자와 자산보유자로 구별할 뿐이다. “자산운용자”란 자산보유자로

부터 자금의 운용 등을 수탁하여 스스로 기업에 대한 투자를 담당하는 기관투자자(투자운용회

사 등)를 말하고, “자산보유자”란 해당 자금의 출자자로서의 기관투자자(연기금이나 보험회사 

등)를 말한다.

100) “기관투자자란 타인을 대신하여 자산을 투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서 연기금, 보험회

사, 은행, 뮤추얼 펀드나 투자신탁 등을 일컬으며, 전문적 투자자를 의미하기도 한다.”

101)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 Application of the Code 제2문,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 목적 제8문,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의 적용 제2문.

102) 곽관훈, “기관투자자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 비교사법, 제22권 제2호(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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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1974년 제정된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이하 “ERISA법”)을 통

해 기업연금103)의 신인의무를 규정하였다. ERISA법은 종업원의 퇴직소

득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로서 기업연금 가입자 보호의 일환으로서 연금

제도의 관리 및 투자에 관여 하는 자의 의무와 책임을 엄격하게 규정하

고 있다. 동 법은 연금제도를 관리하고 투자에 대해 재량권을 가지고 있

는 자를 ‘신인의무자(fiduciary)’라고 정의하는데, 신인의무자를 지위나 

직위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신인의무자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

고 있다. 구체적으로 (i) 연금자산을 운용(management)함에 있어 재량

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그 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권한을 갖는 자

와 (ii)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현금 등의 자산을 운용수수료를 받고 투자

자문을 행하는 자 및 (iii) 연금플랜의 운영 (administration)에 관하여 

재량권을 갖는 자가 신인의무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ERISA법은 이들 신인의무자의 의무(fiduciary duty)로서 ①충성의무, 

②주의의무, ③분산투자의무, ④제도규정준수의무 및 ⑤금지거래에 대해 

정하고 있다. ERISA법상 신인의무자의 의무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

는 충성의무와 주의의무이다. 위 ⑤의 금지거래는 ①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고, ③의 분산투자의무는 ②에 대한 특칙에 해당한다.

(2)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경우104)

565-569면 참고.

103) 미국의 연기금은 공적연금인 ‘노령․유족․장애인연금보험(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OASDI)과 기업연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OASDI는 시장을 통한 거래를 하지 

않는다. OASDI의 적립금은 사회보장신탁기금에 적립되고, 해당 기금은 연방정부가 원본과 이

자를 보장하며, 사회보장신탁기금만이 구입할 수 있는 재무성이 발행하는 비시장성 특별채권에 

전부 투자된다.(곽관훈, “기관투자자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 비교사법, 제22권 제2호

(2015), 565면 각주1 참고.)

104) 우리나라 주요 연기금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운

용기금(654조원, 2018년 3분기말 기준)·국내주식 투자규모(124조원, 2018년 3분기말 기준) 

등을 고려할 때 가장 대표적인 공적 연기금인 국민연금에 한정하여 논의한다. (국민연금기금운

용본부 홈페이지(http://fund.nps.or.kr/jsppage/fund/mcs/mcs_01.js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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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인의무 부담여부

가) 신인의무 긍정설

  국민연금법은 신인의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국민연

금기금은 연금급여에 대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연금수급권자의 신탁자산이

라 할 것이므로 국가는 기금의 운용자로서 연금가입자와 수급권자에 대

해 수탁자(trustee) 내지 신인의무자(fiduciary)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

이다.105) 이러한 관계는 완전한 신탁법상의 신탁관계는 아니지만,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을 운용하는 관계”이므로 ‘신탁 관계에 준

하는 관계’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국가는 신탁자산에 준하는 책임재산의 

신인의무자(fiduciary)로서 연금가입자와 수급권자에 대하여 주의의무와 

충성의무를 부담한다.106) 마찬가지로 국가의 위탁을 받아 신탁자산의 운

용사무를 담당하는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도 연금가입자 혹은 수급

권자에 대하여 ‘신인의무자’로서 주의의무와 충성의무를 부담하게 된

다.107)

나) 헌법재판소 결정례

  이에 대하여 국가 또는 공단이 연금가입자 혹은 수급권자에 대해 신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되는 헌법재판소 

결정례108)가 존재하여 주목된다. 이는 (i) 국민연금기금의 여유자금을 공

공자금관리기금으로써109) 일반 금융부문보다 수익률이 떨어지는 재정자

105) 조성훈·고광수·박창욱, 공  연 의 지배구조에 한 연구：국민연 을 심으로, 한국증권연

구원(2004), 20면; 김영미, “국민연금재정의 관리운용체계에 대한 법적 고찰”, 사회법연구, 제

22호(2014), 34면.

106) 이중기,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기금의 법적 성격과 손해전보체계”, BFL, 제77호(2016. 

5), 15면.

107) 상게논문, 15면 참고.

108) 헌법재판소 결정 1996. 10. 4. 96헌가6 전원재판부.

109) 공공자금관리기금법(1993.12.31.제정)은 국민연금기금의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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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에 강제예탁하도록 한 것은 연금기금의 수익성 저하를 초래하여 납부

자들의 장래수급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ii) 국민연금법에서 국민

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 중 납부자를 대표할 위원으로 단 한 명만 위

촉될 수 있게 한 것이 연금가입자들의 의사결정과정 참여권을 과잉 규제

할 가능성이 있음이 주장된 사건이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국민연금제도의 성격, 국가의 종국적 급여

지급책임 및 이에 따른 상당정도의 관리·운영에 관한 재량성에 대해 다

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국민연금제도는 ① 일정한 범위에 있어서 보험

가입이 강제되고, ② 보험관계의 내용이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③ 

사용자 또는 국가가 보험비용의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급부와 반대급부 

균형의 원칙이 유지되지 못하고, ④ 보험료를 강제징수할 수 있는 등 보

험원리에 부양원리가 도입되어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사회보험의 특색을 

나타내고 있다. 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의 하나로서 인간다운 생활

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과 아울러, 연금의 주요재원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수급권자 자신이 부담한다는 점과 이는 재산적 가

치가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의 

성격을 갖는데 이에 대응하여 국가는 법률에 정해진 요건을 갖춘 수급권

자에 대하여 법률에 정해진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즉, 현실적

인 연금지급업무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를 수행하고 있으나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에 따라 이를 수행할 뿐이고 연금기금 

역시 그 자체가 독립한 법인격체로서 급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도 아니

어서 결국은 국가가 종국적으로 국민연급법에 의한 급여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

지고 있고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고 있으

며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제34조 제1항, 제2항, 제5항), 국민연금제도의 성격이 위에서 본 바와 

탁하도록 하는 강제예탁규정을 두고 있었다(동법 제5조 제1항 제1호). 해당 조항은 1999.1.29. 

개정시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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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고 국가가 연금기금의 운영성과와 관계없이 국민연금법에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연금지급을 해야하는 종국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면, 비록 

연금수급권이 재산권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연금기금은 위에

서 본 헌법규정 및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규정과 국민연금법의 입법목

적(제1조)에 부응하도록 정부가 그 합리적 재량에 따라 이를 관리·운용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반드시 가입자 개개인이 주장하는 내용

에 따라 이를 운용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국가는 연금기금의 운영성과와 관계없이 

국민연금법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연금지급을 해야하는 종국적 책임

을 부담하므로, 연금기금 운영에 있어 국가의 권한 통제 필요성 또는 연

금가입자·수급권자의 보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신인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 검토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될 경우 국가의 종국적 지급책임 재원은 결국 납

세자의 세금으로부터 충당될 가능성이 높고, 국민연금은 강제가입이라는 

점에서110) 연금가입자·수급권자는 납세자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따라

서 국민연금기금의 운영성과와 관계없이 국가가 종국적 지급책임을 부담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담은 연금가입자·수급권자가 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① 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국가 및 공단의 권한을 통제할 

필요성, ② 연금가입자·수급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국민연금

은 임의탈퇴가 불가능하며, 연금가입자·수급권자가 기금의 운용에 직접 

개입할 방법도 없다는 점에서 ③ 연금가입자·수급권자는 국가 및 공단을 

신뢰·신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 및 공단은 연금가입자·수급권자에

게 신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위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고려할 때,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

110) 국민연금법 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

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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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입법적으로 국민연금법에 국가 및 공단의 신인의무를 명시할 필요성

이 있다.111)

2) 충성의무112)

  수급권자에 대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신탁자산을 수탁받은 공단은 신탁

자산의 운용에 있어 ‘수급권자의 이익’을 위해 행위할 충성의무를 부담

한다. 따라서 공단은 “수급권자의 수익”만을 위하여 신탁자산을 운용하

여야 하고, “수급권자의 수익”과 이해가 상충하는 운용행위는 할 수 없

으며, 신탁자산의 운용에 있어 수급권자의 이익이 아닌 다른 사적 이익

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3) 주의의무

  국민연금법은 금융 부분에 대한 투자운용의 경우 “자산종류별 시장수

익률을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113) 다양한 금융자산에 대한 분산투자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 투자운용의 목표 달성 기준으로서 시장수익률을 제시함으로

써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른 투자자’의 수익률, 다시 말해 ‘신중한 투자

자’의 수익률을 그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114) 특히 “증권의 매매 및 

111) 최근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우려를 덜기 위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국민연금법에 명

문화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으나("정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나설 듯…"개혁 동력 필요

"", 연합뉴스(2018.8.22.) 등), 이는 연금지급에 대한 국가의 종국적 책임 재원은 결국 연금가

입자·수급권자가 세금으로 다시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어도 

문제가 없다는 인식 하에 국가 및 공단의 방만한 운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

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보다는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

색되어야 하며, 국가 및 공단이 국민연금기금을 운영함에 있어 연금가입자·수급권자에 대한 신

인의무를 다할 것을 명문화하는 작업이 그 출발점이라 할 것이다.

112) 이중기,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기금의 법적 성격과 손해전보체계”, BFL, 제77호(2016. 

5), 15면 참고.

113)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3항

114) 장우영, “국민연금기금의 법적 성격과 운용원칙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31권 제3호

(2012), 233면. ; 김영미, “국민연금재정의 관리운용체계에 대한 법적 고찰”, 사회법연구, 제

22권(2014),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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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

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115)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증권투자의 주

요 판단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3.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신탁업자(이하 “자산운용업자”)

(1) 해외사례: 미국의 경우116)

1) 투자자문업자117)의 신인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

  미국법상 투자자문업자(investment adviser)는 자산의 운용을 맡긴 투

자자에 대하여 투자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게 자산을 운용할 

의무가 있다. 투자자문업자와 고객 사이에는 신임과 신뢰(trust and 

confidence)를 바탕으로 한 신인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신인관계에 근

거해 주의의무와 충성의무로 구성되는 투자자문업자의 신인의무가 발생

하는데, 신인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다양한 법적 근거를 개관해 보면 다

음과 같다.

2) 투자자문업자법

  연방법인 투자자문업자법(Investment Advisers Act of 1940, IAA) 

제206조에서 투자자문업자의 신인의무가 발생한다. 해당 조항은 투자자

문업자의 사기적·교란적·조작적 영업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반사기조항(antifraud section)이라고 불린다. 투자자문업자법은 투자자

115)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4항

116) 정대익, “자산운용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 BFL, 제71호(2015. 5), 34-39면 참고.

117) 미국에서는 투자자문업자(investment adviser)가 우리나라의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

일임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모두 영위하므로 우리나라의 자산운용업자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

는 것으로 본다. (정대익, “자산운용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 BFL, 제71호(2015. 5), 34면 각

주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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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업자의 신인관계(의무)에 대한 연방법상 기준(federal fiduciary 

standards)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118) 미 연방대법원은119) 투자

자문업자법에 신인의무나 신인관계라는 표현은 없지만 투자자문에는 신

인관계적 성격이 있다고 보는 입법자의 인식을 투자자문업자법이 반영하

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자문을 고객

에게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투자자문업자의 이해상충 관계를 배제하거나 

최소한 그것을 공시하도록 한 입법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투자자문업자는 

최대 선의를 가지고 중요한 사실에 대해 완전하고 공정한 공시를 할 의

무를 부담하며, 고객의 오인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하

는 등의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신인의무를 투자자문업자법이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3) 도드-프랭크개혁법

  2010.7. 통과된 도드-프랭크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은 신인의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최선이익기준, 투자자문업자법 제206조 인용, 공시요구 등의 표

현을 사용하는 점에서 투자자문업자의 신인의무를 인정하는 입장인 것으

로 보인다. 

4) 투자회사법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제36(a)조는 등록된 

투자회사에서 자문을 하는 자는 개인적 위법행위(personal misconduct)

를 포함하여 신인의무를 침해하는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투자회사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은 수많은 

118) Transamerica Mortgage Advisors, Inc. v. Lewis, 444 U.S. 11 (1979)가 SEC v. Capital 

Gains Research Bureau, 375 U.S. 180 (1963)을 인용하면서 신인관계(의무)에 관한 연방법

상 기준이 된다고 본다. (정대익, “자산운용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 BFL, 제71호(2015. 5), 

35면 각주11)

119) SEC v. Capital Gains Research Bureau, 375 U.S. 180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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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의 교묘한 남용행위로부터 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데, ‘신인의무의 저장소(reservoir of fiduciary)’로 묘사된다.

5) 통일신중투자자법

  통일법위원회(Uniform Law Commission, ULC)가 1994년 제정한 통

일신중투자자법(Uniform Prudent Investor Act 1994, UPIA)은 현대적 

포트폴리오이론(Modern Portfolio Theory, MPT)과 포트폴리오 전체의 

이익(total return)이라는 개념을 반영한 수탁자(신탁수탁자, 투자자문업

자, 자산운용업자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1조에 신중한 투자자

의 원칙(prudent investor rule), 제2조에 주의의무(standard of care), 

제3조에 분산투자(diversification), 제5조에 충성의무(loyalty), 제6조에 

공정성의무(impartiality), 제7조에 투자비용(investment costs), 제9조에 

투자 및 관리위탁(delegation of investment and management 

functions)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수탁자 등 자산운용업자의 의무와 관

련된 구체적 내용이 담겨 있다.

(2) 우리나라의 경우

1) 신인의무 부담여부

  현행 자본시장법의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신의성실의무를 정하고 있으

나120),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아

울러 자본시장법은 자산운용업자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따라 영업행위를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121)

  이에 대해 신의성실의무는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기존 민·상법 

및 금융관련법령에서 시행되던 위임관계에서의 선관주의의무나 충실의무

120) 자본시장법 제37조 제1항

121) 자본시장법 제79조, 제96조,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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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는 차원이 다른 보다 강화된 의무인 신인의무(fiduciary duty)로 이해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122) 이에 대해 또 다른 견해는 자본

시장법 제37조 1항은 민법 제2조의 주의적 규정으로 보고, 자산운용업

자에 대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합쳐서 신인

의무(fiduciary duty)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123)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

도 자산운용업자가 신인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판례의 경우도 증권회사와 고객간의 분쟁에서 증권회사의 책임

을 인정하면서 ‘고객보호의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신인의무를 의미하는 용어로 이해되고 있다.124) 

2) 충실의무

  전술한 바와 같이 자산운용업자의 충실의무는 신인의무의 충성의무와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할 것이다. 따라서 신인의무자인 자산운용업자가 

고객인 본인의 이익을 우선시킬 것, 즉 이익충돌금지원칙 및 이익획득금

지원칙을 내용으로 한다. 자본시장법상으로는 금융투자업자의 공통 영업

행위 규칙 중 이해상충방지 관련 조문125)에서 공시, 정보교류의 차단, 

거래포기 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찾을 수 있다. 다만, 자산운용의 대상과 

한계에 관하여 많은 규제가 있기 때문에 자산운용업자의 주의의무의 내

용을 구체화하기는 용이한 반면, 충실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126) 특히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관계에 관한 견해

가 대립 중이나 양자의 구별에 따른 법률효과 차이에 관한 논의는 적극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여 자산운용업자의 의무를 주의의무와 충실

122) 증권법학회, 자본시장법 주석서 I, 박영사(2009), 178면 이하; 김병연 외, 자본시장법, 박영

사(2012), 97면.

123) 김정수, 자본시장법원론, SFL그룹(2011), 173-176면.

124) 증권법학회, 자본시장법 주석서 I, 박영사(2009), 179면; 김정수, 자본시장법원론, SFL그룹

(2011), 176면. 

125) 자본시장법 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126) 정대익, “자산운용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 BFL, 제71호(2015. 5), 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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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로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논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

다.127)

3) 선관주의의무

  자본시장법상 자산운용업자에게 요구되는 선관주의의무는 아래와 같이 

이해할 수 있다.128) ① 투자원본의 안정성과 합리적인 수익 가능성이 존

재해야 한다. ② 투자목적의 달성을 위해 합리적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i)투자전략의 선택, (ii)투자전략에 적합한 투자자산

의 선택, (iii)자산운용업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정보의 활용 

(iv)투자대상과 방법 결정에서 비용과 이익에 대한 형량, (v)이상의 투자

전략 구사를 위한 지식과 전문성의 확보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③ 

투자대상의 위험·수익관계에 대하여 수학적인 정확성을 요구할 수는 없

지만 평균적인 확정성은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투자수익에 대한 평균적

인 확정성의 확보방안으로서 자산배분의 고려가 요구된다.

4. 은행, 보험회사129)130)

  은행, 보험회사는 예금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신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미국에서도 은행과 예금자, 보험회사와 보험수익자 사이의 

관계는 신인관계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131) 은행, 보험회사의 업

무집행이 예금자, 보험수익자의 이익에 다소간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정

할 수 없다. 그러나 일방의 행동이 상대방의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

127) 상게논문, 48면 각주61 참고.

128) 김건식·정순섭, 자본시장법, 두성사(2013), 906-907면 참고.

129) 은행, 보험회사가 겸영금융투자업자(자본시장법 제8조 제9항)로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

우에는 자본시장법상 해당 금융투자업자로서의 신인의무 부담여부 논의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이하에서는 은행, 보험회사가 금융투자업 아닌 고유의 은행업, 보험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전제

한다.

130) 이하 논의는 김건식, “회사법상 충실의무법리의 재검토”, 회사법 연구Ⅰ, 소화(2010), 63, 

78면 참고.

131) Tamar Frankel, Fiduciary Duties, in The New Palgrave Dictionary of Economics and 

the Law, Vol.2 (1998), 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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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항상 신인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인의무자인 기관투

자자가 고객·수익자 등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

는 사전에 명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반면에 은행, 보험회사가 

예금자, 보험수익자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훨씬 명확하다. 예금자, 보험

수익자에게 예금 및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만기 전에 위험수준을 부

당하게 높이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한 예금자, 보험수익자의 기대는 굳

이 신인의무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계약으로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사와 회사채권자의 경우에도, 회사채권자가 계약으로 자신의 이익을 보

호할 수 있다고 보아 회사채권자에 대한 이사의 신인의무를 부정하는 것

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5. 기관투자자 이외: 의결권 자문회사

  미국에서는 투자자문업자가 의결권 행사를 포함하여 고객의 이익을 위

해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에 관하여 충성의무와 신인의무를 부담하는 신

인의무자로 인정된다.132) 이러한 신인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투자자문

업자는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의결권 자문회사인 ISS는 미국 투자자문

업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133)

  하지만 일반적으로 의결권 자문회사는 자신의 고객인 기관투자자에 대

하여 신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신인관계가 인정

되기 위해서는 신인의무자의 재량과 권한, 신뢰와 신임 및 상대방에 대

한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134), 의결권 자문회사가 기관투자자

132) 투자자문업자법(Investment Advisers Act of 1940) 제206조, SEC v. Capital Gains 

Research Bureau, 375 U.S. 180 (1963).

133) 최문희, “의결권 자문회사에 관한 입법 과제와 법적 쟁점”, 서울 학교 법학, 제57권 제2호

(2016), 243면.

134) 김정연, “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연구”, 법학전문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2016), 

49-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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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 신인의무자와 같은 재량과 권한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결권 자문회사의 의결권 권고를 참고하여 기관투자자가 스스로 의결권

을 행사한다는 점에서135) 신뢰와 신임 및 상대방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 역시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 자문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수탁자로서 자신

의 책임과 판단하에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136) 본 

논문 제2장 Ⅱ.1.(1)의 정의상 기관투자자의 대부분은 자본시장법상 전

문투자자에 해당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6. 소결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대상인 기관투자자 중 연기금, 자산운용업자는 

신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은행, 보험회사 및 의결권 자

문회사 등은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인의무를 부담

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신인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규정하는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적극적 경영관여(engagement) 등의 활동이 신인

의무 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추가로 검토를 요한다. 또한 신인의무자 

아닌 자에게 스튜어드십 책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Ⅳ. 기관투자자에게 주주활동이 요구되는 법적근거

1. 신인의무자인 기관투자자의 경우: 연기금, 자산운용업자

135) 최문희, “의결권 자문회사에 관한 입법 과제와 법적 쟁점”, 서울 학교 법학, 제57권 제2호

(2016), 243면.

136)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5 안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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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근거

  연기금의 경우, 국가재정법상 기금관리주체는 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

권을 기금의 이익을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해야 하고137), 기

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138) 또한 국민연금은 

일정한 범위에서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139)

  자본시장법상 자산운용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집합재산 등을 

운용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140)

에 따라 투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141) 또한 자

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나 투자회사는 일정 비율이나 금액 이상을 보유

하는 주식의 발행회사(의결권 공시 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내용, 의결권 불행사의 경우 그 사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하

고,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142)

  위와 같은 연기금 및 자산운용업자의 의결권행사 및 공시의무는 신인

의무 측면에서 규정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 노동부 역시 

1988년에 'Avon Letter'를 통해 연기금이 보유하는 주식의 의결권행사

는 신인의무자가 행하여야 할 자산운용행위에 포함되며, 따라서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도 ERISA법상 신인의무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143)

137) 국가재정법 제64조

138)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제3조

139)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제10조 제1항

140) 자본시장법 제79조, 제96조, 제102조

141) 최문희, “의결권 자문회사에 관한 입법 과제와 법적 쟁점”, 서울 학교 법학, 제57권 제2호

(2016), 196-197면 참고.

142) 자본시장법 제87조 제7항, 제8항, 제186조 제2항; 김건식·정순섭, 자본시장법, 두성사

(2013), 9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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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의결권 행사 이외에 기타 주주활동의 경우, 명문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인의무자인 기관투자자는 당연히 신인의무 관점에서 투자자

의 이익을 위하여 주주활동을 수행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

면 언제, 어떤 경우에 기관투자자가 신인의무상 의결권 행사 등 주주활

동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을 것인지 문제된다.

(2) 구체적 검토: 충성의무 측면

  먼저 충성의무 관점에서 볼 때,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적

극적 경영관여(engagement) 활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신인의무자인 기

관투자자의 이익과 본인인 고객·수익자의 이익이 충돌하거나, 기관투자

자가 신인관계상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수익자의 이익에 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충성의무에 위반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예시로써 본 논문 제5장 II.2.의 이해상충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다. 기관투자자인 은행·보험회사·뮤추얼 펀드 등이 투자한 회사가 

동시에 기관투자자의 고객인 경우,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사업

기회를 유지하기 위해 고객·수익자의 이익에 반하여 적극적 경영관여 활

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신인의무자인 기관투자자의 이

익과 본인인 고객·수익자의 이익이 충돌하므로 충성의무에 위반될 소지

가 존재한다.

  또한 기관투자자가 고객·수익자 아닌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투자대상회

사에 대한 적극적 경영관여 활동을 게을리한다면 충성의무에 위반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통일신중투자자법(Uniform Prudent 

Investor Act 1994, 이하 “UPIA법”)’을 참고할 수 있다.144) UPIA법은 

143) Letter from U.S. Department of Labor to Helmuth Fandl, Chairman of the Retirement 

Board, Avon Products, Inc.(Feb. 23, 1988).

144) UPIA법 관련 논의는 정대익, “자산운용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 BFL, 제71호(2015. 5), 



- 62 -

“수탁자(신탁수탁자, 투자자문업자, 자산운용업자 등)는 오로지 수익자의 

이익만을 위하여(solely in the interest of the beneficiaries) 신탁자산

을 투자하고 관리하여야 한다(UPIA §9)”고 하여 신탁의 가장 큰 특징인 

충성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한편으로 수탁자 자신이나 제3

자의 이익을 위해 신탁자산을 투자하거나 관리할 수 없음을 뜻한다. 즉 

수탁자의 충성의무는 수탁자 자신의 자기거래(proprietary trade)나 수

탁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3자의 이

익을 추구하는 행위도 금지한다고 한다. 

  하지만 기관투자자가 본 논문 제5장 II.1.의 무임승차 등의 원인 때문

에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경

영관여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고객·수익자의 이익에 반하여 기관

투자자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함은 아니므로 충성의무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주의의무 위반여부는 별도로 검토를 요한

다.

(3) 구체적 검토: 주의의무 측면 - ‘비합리적 무관심(irrational apathy)’

의 경우

1) 일반론

  주의의무에 따라 신인의무자는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의 주식을 매각하고 

떠나는 것이 본인의 이익에 더 도움이 된다면 이것이 주의의무에 위반된

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최근 기관투자자는 보유주식의 규모 때문에 

투자손실을 입지 않고는 매각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145) 일부 공적 연기

금은 주식을 매각할 경우 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37-38면 참고.

145) Stephen Choi & Jill Fisch, “How to Fix Wall Street: A Voucher Financing Proposal 

for Securities Intermediaries,” Yale Law Journal, vol.113(2003), p.282. 각주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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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는 점146), 인덱스 펀드와 같이 광범한 포트폴리오를 유지해야 할 

경우에는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하므로 장기적 투자를 하게 

된다147)는 점을 고려할 때 쉽게 투자대상회사의 주식을 매각하고 떠나

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기관투자자들은 적극적 경영관여 활동을 통

해 투자대상회사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 비용 대비 편익이 가장 높은 

방법일 수 있다.148) 따라서 투자대상회사의 주식을 팔고 떠나는 것보다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적극적 경영관여 활동을 통해 고객․수익자 등 본인

의 이익을 더 증진시킬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등 없이 관성에 따라 만연히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경영관여 활동

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비합리적 무관심(irrational apathy)'으로서 

주의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2017년 개정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 지

침 4-2에서 "패시브 운용은 투자대상회사의 주식을 매각하는 선택사항

이 제한되어, 중장기적인 기업가치의 향상을 촉진시켜야할 필요성이 높

아지므로, 기관투자자는 패시브 운용을 함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중장

기적 시점에서 대화와 의결권행사에 임해야 한다."는 내용을 새로 추가

한 것은 위와 같은 기관투자자의 주의의무를 확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주의의무는 본인의 손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담보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수단채무이므로 신인의무자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다했다면 주의의무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는 사전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고 결국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

에 없을 것이다.149)

146) 최문희,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의 개선과 의결권 자문회사의 활용", 경제법연구, 제7권 

제1호(2008), 141면.

147) Stephen Choi & Jill Fisch, “How to Fix Wall Street: A Voucher Financing Proposal 

for Securities Intermediaries,” Yale Law Journal, vol.113(2003), p.282. 각주43.

148) Ibid.

149) 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 박영사(2018), 3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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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ERISA법을 참고할 수 있다.150) ERISA법은 신

인의무자는 오직 가입자 및 수급자의 이익을 위해서 ‘주어진 환경아래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관련된 문제에도 정통한 신중한 자가 동일한 성격 

및 목적을 가지고 사업운영을 함에 있어 기울일 주의, 기량, 신중함 및 

근면함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주의의무 또는 신중인원칙에 대해 규

정하고 있다. 주의의무는 다른 수탁자가 부담하는 정도의 주의수준을 요

구하는 상대적 의무라는 점에서 절대적 의무인 충성의무와 구분된다. 아

울러 주의의무는 ‘선견지명(prescience)’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

함(prudence)’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였

다고 해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상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는 프로세스상의 책임이다.

  또한 미국의 UPIA법은 이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밝히고 있

다.151)

  ①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과 조건, 배당요건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

는 신중한 투자자로서 “합리적인 주의와 숙련 및 신중함(reasonable 

care, skill and caution)”을 가지고 투자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UPIA 

§2(a)), 이러한 의무의 이행 여부는 동일한 상황에 있는 신중한 투자자

(prudent investor similarly situated)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투자 결정 

시 수탁자는 기초적인 경제 상황,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영향, 소

득과 시세차익 기타 수익자의 자산에서 기대되는 전체 소득, 과세 문제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UPIA §2(c)), 특히 위험과 수익(risk and return)

의 상관비율을 고려하는 것은 수탁자의 매우 중요한 의무이다(UPIA 

§2(b)). 

  ② 수탁자의 운용성과는 전체자산의 운용성과를 모두 합산하여 판단한

150) ERISA법 관련 내용은 곽관훈, “기관투자자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 비교사법, 제22권 

제2호(2015), 568-572면 참고.

151) UPIA법 관련 논의는 정대익, “자산운용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 BFL, 제71호(2015. 5), 

37-39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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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정자산(투자 대상)에서 손실이 난 것만으로는 수탁자가 신인의무

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는다(UPIA §2(b), portfolio standard). 

  ③ 수탁자는 신탁자산의 투자와 관리에 영향을 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의무가 있으며(UPIA §2(d), duty to monitor), 수탁

자가 특별한 능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혹은 그러한 능력과 전

문성이 있음을 표시하였고 그 표시를 신뢰하여 신탁자가 수탁자를 임명

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그러한 능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신탁자산을 관리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UPIA §2(f)).

  ④ 신탁재산의 포트폴리오운용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 투자 대상은 없

다(UPIA §2(e)). 위험 대비 수익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특정한 신탁

의 수요나 목적에 맞으면 위험도가 매우 높은 고수익채권(정크본드)이나 

고수익채권에 투자하는 뮤추얼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허용된다. 

  ⑤ 수탁자는 신탁자산을 투자하거나 관리함에 있어서 자산, 신탁의 목

적 그리고 수탁자의 능력을 고려했을 때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비용

만을 지출할 수 있다(UPIA §7). 비용과 관련하여 신탁자산을 낭비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투자자의 행위가 되므로 수탁자는 신탁자산의 운용

과 관련한 비용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수탁자는 신탁자산의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예정된 투자대상과 유사한 투자 대상의 운용(투자 

및 관리)에 따르는 비용을 비교할 의무가 있다. 

  결국 신인의무자인 기관투자자의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적극적 경영관

여 활동 해태는 그것이 비용-편익 분석 등 합리적인 주의와 기량 및 신

중한 고려 없이 만연히 이루어졌다면 주의의무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2) 사회적 책임투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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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는 투자결정

시 기업의 재무적 수익 이외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ESG) 등 기업의 장기적 존속가능성

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관련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진보적 투자방식을 말한다.152) 스튜어드십 코드 역시 기관투자

자가 ESG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153)

  하지만 신인의무자로서의 기관투자자가 부담하는 신인의무와 사회적 

책임투자가 충돌할 수 있다는 논의가 존재한다.154) 예컨대 집합투자업자

가 펀드 투자자의 재무적 이익의 극대화 이외의 환경적ㆍ사회적ㆍ지배구

조적 고려사항을 투자결정과정에 추가하는 것이 집합투자업자의 신인의

무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155) 

  단기적으로는 고객·수익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투자기법의 사전적 공시

를 통하여 문제를 조절해 갈 수 있을 것이다.156) 스튜어드십 코드 역시 

“기관투자자는 스튜어드십 책무를 어떻게 이행할지 명확한 정책을 수립

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원칙에서 정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국민연금

과 같이 가입이 강제되는 경우라면 공시를 통한 해결에 한계가 있다. 사

회적 책임투자기법이 사전적으로 공시된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가입여

부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책임투자 역시 주의의무 관점에서 통제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미국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

국의 판례157)는 투자의 부수적 편익이 사업주나 노동조합에 미치는 경

152) 노희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사회책임투자(SRI)”, 기업지배구조 리뷰, 제45권(2009), 

67면.

153)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4의 지침 및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 지침 3-3 등.

154) 염미경, “사회책임투자와 기관투자자의 신인의무”, 강원법학, 제50권(2017), 721면.

155) 정순섭, "환경친화적 녹색금융을 위한 법적 과제", 환경법연구, 제31권 제1호(2009), 103면 

참고.

156) 상게논문, 103-104면.

157) Donovan v. Walton, 609 F.Supp. 1221(S.D.Fla.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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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부수적 편익의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면서 가입자의 이익을 희생

시키는 것이 아닌 한 신인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즉, (i)투자

가 신중하게 검토, 실행될 것, (ii)가입자의 이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투자

이며, 가입자의 이익을 희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을 준수한다면 투자

에 수반하는 부수적 편익을 고려하는 SRI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 노동부도 SRI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

다. 노동부는 1980년대 이후 ‘선택가능한 다른 투자와 동일하거나 그 이

상의 경제적 가치(리스크를 감안한 투자의 기대수익)를 갖는 한, SRI가 

가져오는 비경제적 요소(부수적 편익)을 고려하여 투자방법을 선택하여

도 신인의무에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158)

(4) 신인의무 위반효과

1) 문제점

  우리나라의 경우, 상법상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의 구별 가능성 여

부에 치중되어 양자의 위반여부 판단기준(동일하게 고의나 과실 등의 주

관적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 입증책임 등)이나 법적 효과의 차이(손해배

상책임 또는 이익반환책임까지 부담하는지 여부, 면책이나 책임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관한 논의는 활발하지 않다.159)160) 따라서 스튜어

드십 코드가 신인의무자인 기관투자자의 신인의무 준수를 촉구하는 역할

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인의무 위반효과에 대한 논의가 구

체화될 필요가 있다. 신인의무자인 기관투자자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 

158) Mark Mansley,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A Guide for Pension Funds and 

Institutional Investors, Monitor Pres (2000).

159) 정대익, “자산운용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 BFL, 제71호(2015. 5), 34면.

160) 상법상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의 구별 가능성을 인정하는 입장은 충성의무는 결과책임에 

가까워 의무위반이 성립하는데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고 신인의무자가 충성의무위반행위를 통

해 얻은 이익을 본인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반면, 주의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주의를 다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필요하며,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본인이 입은 손해를 신인의

무자가 본인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차이가 있다고 한다.(이철송,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관한 이론의 발전과 전망”, 비교사법, 제22권 제1호(2015), 11-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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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적극적 경영관여 활동 해태가 

신인의무에 위반되는 경우가 존재하고, 이 경우 신인의무자가 어떤 법적

책임을 질 것인지 명확히 정리된다면 이들에게 긴장감을 줄 수 있기 때

문이다.

2) 자산운용업자의 경우

가) 손해배상책임 등

  자산운용업자가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적극적 경영관여 활동을 해태하

여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객․수익자는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자산운용업자에 대하여 계약불이행에 따른 책임과 

자본시장법 제64조 및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

을 것이다.161)

  특히 자산운용업자의 충실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신인의무자의 재량을 

통제하기 위한 강력한 구제수단이 필요하다는 견해162)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미 신탁법 상으로도 동일한 취지의 조문이 입법되어 있으므

로163) 충실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고객․수익자의 선택에 좇아 자산

운용업자가 충실의무 위반을 통해 취득한 이익을 환수할 근거 조문을 입

법하는 것이 필요하며, 입증책임을 전환하거나 자산운용업자의 면책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사법상 구제수단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61) 김정연, “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연구”, 법학전문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2016), 

282면 참고.

162) 이하 논의는 상게논문 283면 참고.

163) 신탁법 제43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 위반시 수익자가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

구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수탁자가 신탁법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의무

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기지 아니하였더라도 수탁자는 그로 인하여 수탁자

나 제3자가 얻은 이득 전부를 신탁재산에 반환하도록 함으로써(제3항), 구제수단의 측면에서도 

영미법상 신인의무 법리의 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김정연, “자본시장에서의 이익

충돌에 관한 연구”, 법학전문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2016), 282-2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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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융규제법상 제재 가능성

  자산운용업자가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적극적 경영관여 활동을 해태하

여 신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금융규제법상 제재가 가능한지 

문제된다.

  자본시장법상 자산운용업자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164) 또는 의

결권의 충실행사의무165) 위반만을 이유로 제재하는 조항은 발견되지 않

는다. 다만 충실의무의 경우 이해상충의 관리의무 위반 및 정보교류의 

차단의무 위반166), 특정 집합투자기구․특정 투자자․특정 신탁재산의 이익

을 해하면서 자산운용업자인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

위167)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168)는 존재한다.

  특히 최근 이해상충관리의무 위반 제재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이해상충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는 금융투자업자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해상충 가능성

에 대한 평가 등의 절차없이 대량매매 거래체결 전에 해당 주식을 차입

공매도하거나 보유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취득하는 등 적극적 

작위행위에 대한 제재169)가 대부분이었으며, 이해상충관리의무 위반만을 

이유로 제재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아래 표4와 

같이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하지 않은 부작위를 이유로 

제재한 사례가 공개되었다.

164) 자본시장법 제79조, 제96조, 제102조

165) 자본시장법 제87조 제1항, 제112조 제1항

166) 자본시장법 제44조, 제45조. 특히 정보교류의 차단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조항(동법 

제445조)도 존재한다.

167) 자본시장법 제85조 제4호, 제98조 제2항 제4호, 제108조 제4호

168) 자본시장법 [별표 1] 제43호~제45호, 제92호, 제114호, 제125호

169) 현대증권㈜ 제재내용 공개(2016.11.11.), 엔에이치투자증권㈜ 제재내용 공개(2016.12.21.), 

신한금융투자㈜ 제재내용 공개(2017.1.26.), 한화투자증권㈜ 제재내용 공개(2017.4.7.), 에스케

이증권㈜ 제재내용 공개(2017.5.11.), 부국증권㈜ 제재내용 공개(2018.2.28.) 등 모두 제재근

거로 자본시장법 제44조, 제54조가 함께 인용되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제재관련 공시에서 

확인(http://www.fss.or.kr/fss/kr/bsn/announce/openinfo_lis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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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이해상충 리의무 반 최근 제재사례170)

  따라서 위 사례에 따르면 적극적 경영관여 활동 해태로 인해 자산운용

업자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과 고객․수익자의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에도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하지 않은 경우, 

금융규제법상 제재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연기금의 경우

가) 해외사례: 미국의 ERISA법171)

170) 하이투자증권㈜ 제재내용 공개(2018.6.5.)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제재관련 공시에서 확인

(http://www.fss.or.kr/fss/kr/bsn/announce/openinfo_list.jsp))

171) 보험연구원, “기금형 퇴직연금 관련 수탁자배상책임보험 도입 필요성”, Kiri 리포트

(2016.5.2.) 9면 참고. 

제재일시 회사 제재사유

2018.6.5.
하이투자

증권㈜ 

자본시장법 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에 의하면 금

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

투자업자와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

여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내부통제

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매일 전 직원이 접속하는 사

내 업무망에 OO개 내외의 매수추천 유망종목, 추천

이유, 기업분석자료가 자동으로 팝업(Pop-up)되도

록 게시하여 임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고객영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하면서 회사와 투자자간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을 파악·평가하지 않았고, 이로 인

하여 종목추천 소관부서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유망종목에 편입하거나 회사 및 임직원이 

유망종목을 고객에게 추천하면서 해당종목을 매매

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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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ISA법은 신인의무에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신인의무자가 

개인적으로 배상하도록 책임을 부과하는 한편, 신인의무자가 취득한 이

익에 대해서는 전액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주의의무

(신중인원칙)를 위반한 신인의무자를 보호하거나 책임을 경감하는 계약

이 이루어진 경우는 모두 무효로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특히, 신인의무

자가 신인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노동부장관, 연금급부보증공사 등 정책

당국 뿐 아니라 근로자나 수급권을 가진 퇴직자 등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입법 필요성

  본장 Ⅲ.2.(2)에서 검토하였듯이 국민연금법상 국가 및 공단의 신인의

무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이 경우 신인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미

국의 ERISA법을 참고하여 신인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손실을 

초래한 자에게 기금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신인의무에 반하

여 얻은 이익이 있다면 이를 기금에 반환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적극적 경영관여 활동을 해

태하여 기금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인의무자가 이익을 얻었다면, 당연

히 기금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거나 이익을 반환하도록 해야 할 것이

다.

(5) 소결

  신인의무자인 기관투자자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규정하는 투자

대상회사에 대한 적극적 경영관여 활동을 해태하면 충성의무 또는 주의

의무 위반을 구성할 수 있다. 이는 신인의무자인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

십 코드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 점에서 스튜어

드십 코드는 신인의무 준수를 촉구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신인의무자

인 기관투자자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 요구는 그 법적 근거가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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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 부분은 본장 I.에서 구분한 스튜어드십 책무의 영역 중 ② 법적규

제 영역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2. 신인의무자 아닌 기관투자자 및 의결권 자문회사 등의 경우

(1) 일반론

  은행, 보험회사 등의 기관투자자 및 의결권 자문회사의 경우, 신인의

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앞에서 검토하였다. 이들에게 스튜어드십 코드

에 따라 적극적 경영관여 활동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존재하는지 

문제된다. 이들은 신인의무자가 아니므로 신인의무상 충성의무나 주의의

무를 판단기준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이들의 예금자, 보험수익자, 자문서비스를 받는 고객에 대한 의무는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결정된다.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므로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적극적 경영관여 등 스튜어드십 코드에

서 규정하는 바를 이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찾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규정하는 바가 당사자간 계약내용과 일

치하지 않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본장 I.에서 구분

한 스튜어드십 책무의 영역 중 ① 자율규제 영역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적극적 경영관여 활동을 해태하는 것이 당사자간 계약

이나 신의성실원칙 등에 반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2) 대법원 판례: 고객이익 우선의무 관련

  이와 관련하여 신인의무자로 보기 어려운 금융기관의 고객보호의무를 

인정한 판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172) 주가연계증권(이하 

"ELS")을 발행한 증권회사가 헤지거래를 하여 중간평가 당일 보유한 주

172)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27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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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대량으로 팔아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사건에 관하여 증권회사의 

고객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해당 판례에서 대법원이 설시한 이해상충구조는 다음과 같다.173) <이

해상충관계의 존재> “ELS의 중도상환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정지조건이고, 피고는 이 사건 

ELS를 발행하여 판매한 증권회사로서 위 정지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이 

사건 ELS의 투자자에게 이 사건 ELS의 판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액면금에 약정수익금을 더한 중도상환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

하게 되므로, 정지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이 사건 ELS의 투자자와 이

해관계가 상충한다고 하여 이해상충관계를 인정한다. <이해상충방지의무

의 발생> “피고가 이 사건 ELS와 관련된 델타헤지거래로 삼성SDI 보통

주를 매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험회피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행

하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투자자의 신뢰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

서는 안된다”고 하여 이해상충 방지의무에 관한 법의 일반원칙을 선언하

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과 같이 중간평가일의 기초자산가격이 

중도상환조건을 성취시키는 가격에 근접하여 형성되고 있어 그 종가에 

따라 중도상환조건이 성취될 가능성이 커서 피고와 투자자 사이의 이해

관계가 서로 상충하는 상황에서는 피고는 중도상환조건의 성취 여부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헤지거래를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해

야지 그 반대로 중도상환조건의 성취를 방해함으로써 투자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헤지거래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해상충 방지의무

의 미이행> “피고는…중도상환조건 성취 여부와 무관하게 보유하고 있

던 삼성SDI 보통주 중 상당량을 이 사건 중간평가일의 접속매매 시간대 

전체에 걸쳐 분산하여 매도함으로써 중도상환조건 성취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인 종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의무”와 “단일가매매 시간

대 직전의 삼성SDI 보통주의 가격이 기준가격을 상회하여 투자자로서는 

이 사건 ELS의 중도상환조건이 충족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으므로, 

173) 이하 논의는 정순섭, “주가연계증권 관련 소송의 유형별 분석과 법적 판단기준”, BFL, 제80

호(2016), 24-25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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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단일가매매 시간대에 시장 수급에 영향을 줄 것이 예상되는 대량

의 매도주문을 하려면 조건성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준가격 이상

의 호가를 제시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해상충의 현실화>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투자자보호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서 신의성실에 반하여 이 사건 ELS의 중도상환

조건 성취를 방해하여 이해상충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해당 판례에서 ELS를 발행한 증권회사의 경우, 고객과 이해상충관계

에 있지만 자기계산으로 투자매매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고객에 대해 

신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174) 하지만 대법원은 증권회사는 

유가증권의 발행, 매매 기타의 거래를 함에 있어 투자자와의 사이에서 

이해가 상충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해상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적절

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은 투자자보호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는 바, 금융기관과 고객 간 이

해상충관계가 인정될 경우 금융기관의 고객이익 우선의무를 인정한 중요

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175)

  따라서 이에 따르면 신인의무자가 아닌 기관투자자 및 의결권 자문회

사 등의 경우라도,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적극적 경영관여 활동 해태가 

고객·수익자와의 이해상충관계를 발생시킬 경우 이해상충방지의무가 발

생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경영관여 활동을 해태하여 이해상충

방지의무를 미이행함으로써 이해상충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고객의 신뢰

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고객이익 우선의무에 위반된다고 

174) 금융기관이 투자매매업무, 특히 자기계산으로 매매거래의 당사자로 거래에 참여하는 경우, 

이해상충은 당연히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고객의 이익을 우선할 의무

를 부담하지 않는다.(김정연, “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연구”, 법학전문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2016), 145면.)

175) 해당 판례는 금융투자업자인 증권회사에 대한 판단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판례는 그동안 고

객보호의무의 근거를 신의칙에서 찾아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판례 법리는 금융투자업자 

이외의 금융기관 등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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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을 것이다.

Ⅴ. 소결

  스튜어드십 책무는 전통적인 신인의무 범위에 포섭되기 어려운 부분도 

포괄한다는 점에서 신인의무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 신인의무

자인 기관투자자의 경우, 이들이 부담하는 신인의무에서 스튜어드십 코

드의 법적근거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충성의무 또는 주의의무

에 반하여 적극적 경영관여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신인의무에 위반될 수 

있다. 이 점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는 신인의무자인 기관투자자로 하여금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적극적 경영관여 활동 관점에서의 신인의무를 준수

하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신인의무자 아닌 스튜어드십 코드 대상기관의 경우, 이들에게 

적극적 경영관여 활동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찾기는 어

렵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당사자간 계약이나 신의성실원칙에 따

라 적극적 경영관여 활동이 요구되는 경우가 존재할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고객·수익자와의 이해상충관계가 인정될 

경우 고객이익 우선의무에 따라 이해상충방지의무의 일환으로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적극적 경영관여 활동이 요구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

다.

  다음으로는 적극적 경영관여 활동이 투자대상회사 및 고객·수익자의 

가치를 과연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기로 한다. 

이는 특히 신인의무자인 기관투자자의 주의의무 이행 관점에서 의의가 

있다. 적극적 경영관여 활동이 투자대상회사 및 고객·수익자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음이 인정될 경우, 관성에 따라 만연히 행동하지 않는 것

은 ‘비합리적 무관심’으로서 주의의무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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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효용성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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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스튜어드십 책무의 이행이 투자대상회사 

및 고객․수익자의 이익을 향상시킬 것인지 여부

-주주행동주의를 중심으로-

Ⅰ. 스튜어드십 책무 관련 주주행동주의 논의 필요성

  영국과 일본, 우리나라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목적은 기관투자자로 

하여금 의결권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하도록 유도하여, 궁극

적으로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가치 향상과 고객·수익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에 있다. 이러한 관점의 저변에는 결국 기관투자자의 주주

관여에 기반한 투자대상회사의 가치 향상이라는 시각이 전제되어 있으므

로,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책무는 주주행동주의에 그 이론적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176)

  그러나 주주행동주의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된다고 하여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가치가 상승하고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었다는 실증적 자료를 

찾기란 쉽지 않다.177) 따라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하여 주주행

동주의의 본질 및 주주행동주의가 기관투자자의 투자대상회사 및 고객․

수익자에게 과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이는 첫째, 스튜어드십 책무와 신인의무의 관계 관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적극적 경영관여 활동이 투자대상회사 및 고객·수익자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음이 인정됨에도, 신인의무자인 기관투자자가 관성에 따

라 만연히 행동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 무관심’으로서 주의의무에 위

반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적극적 경영관여 활동이 오히려 투자대상회사 

및 고객·수익자의 이익을 저해한다면, 신인의무자인 기관투자자는 이러

176) 김영주, “2017년 개정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와 운용상의 쟁점”, 증권법연구, 제19권 제1호

(2018), 143면 참고.

177) 상게논문, 1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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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활동을 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신인의무자인 기관투자자가 스튜어

드십 책무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경영관여 활동 내지 주주행

동주의가 투자대상회사 및 고객·수익자의 이익을 향상시킬 것인지에 대

한 문제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문제에 대한 탐구는 신인의무

자 아닌 기관투자자 및 의결권 자문회사에 대해서도 스튜어드십 코드 참

여를 독려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적극

적 경영관여 활동이 투자대상회사 및 고객·수익자의 이익을 증진시킨다

면, 신인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Ⅱ. 주주행동주의의 의미

1. 의의

  주주행동주의는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소수주주들의 권리 행사와 실현”178) 또는 “성과가 낮은 기업의 경영활

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주와 경영자간에 발생하는 대리인 문제를 

완화하고 경영성과를 제고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179) 등으로 

정의된다. 다시 말해, 주주행동주의는 소수 주주들이 주주가치와 기업 

가치의 제고를 목적으로 기업의 경영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고 실현함으로써 주주와 경영자간에 발생하는 대

리인 문제를 완화하고 경영성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행위라고 정리할 수 

있다.180) 

178) Chee Keong Low, “A Road Map for Corporate Governance in East Asia”, Nw. J. Int’l 

L. & Bus. vol.25(2004), pp.185-186.

179) 이상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주주행동주의-미국과 한국의 소액주주운동 비교-”, 한국사

회학, 제40집 5호 (2006), 100면. 

180) 서완석, “주주행동주의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성균 법학, 제26권 제1호(2014. 3), 1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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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혁181)

  1932년에 Berle-Means가 “현대회사와 사유재산(The Modern 

Corporation & Private Property)”에서 회사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the 

separation of ownership from control)를 논한 이후182), 주주권의 회

복은 가장 중요한 미국 회사법의 테마 중 하나가 되어왔다. 이 책에서 

필자들은 첫째, 회사의 경제력 권력(economic power)은 커지고 있으나 

주주의 분산은 심화된다고 하였고, 둘째, 대규모 회사는 주식과 별 관련

이 없는 이사나 임원들에 의해서 갈수록 장악되어 감을 논증하였으

며,183) 마지막으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현대 회사의 주요한 모습이라

고 하였다.184) 주주의 숫자가 늘고 주식이 분산될수록 대리비용(agency 

cost)이 발생하고 주주권이 약화되기 마련이며185), 약화된 주주권의 회

복을 위해 활동적인 주주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186) 주주행동주의 

관련 논의는 이러한 배경에서 출발한다.

  미국에서 주주행동주의는 1946년 주주가 스스로의 비용으로 위임장권

유를 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주주에게 그가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릴 

수 있는 SEC Rule 14a-8이 채택되면서 시작되었고,187) 그 후 현재까지 

장기간의 오랜 논의를 통하여 발전해왔다. 미국의 시장조사기관 FactSet

에 따르면 주주행동주의자(shareholder activist)들의 경영개입 건수는 

지난 2010년 이후 연평균 약 60%씩 증가하였는데, 2014년 348건을 기

록한 데 이어 2015년 1분기 들어서만 108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

181) 손창일, “기관투자자의 올바른 역할”, 안암법학, 제52권(2017), 293-294면 참고.

182) Adolf A. Berle & Gardiner C. Means, The Modern Corporation & Private Property, 

Harcourt, Brace & World, Inc.(1932)

183) Robert W. Hamilton, The Law of Corporations, West Group(2000), p.397. 

184) Joel Seligman, Corporations –5Cases and Materials-, Aspen Law & Business(1995), 

pp.20-21.

185) Melvin A. Eisenberg,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Organizations, -Cases and 

Materials-, Foundation Press(2005), p.154.

186) Randall S. Thomas, “The Evolving Role of Institutional Investors in Corporate 

Governance and Corporate Litigation”, Vand. L. Rev, vol.61 (2008), pp.299-300.

187) 서완석, “주주행동주의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성균 법학, 제2권 제1호(2014. 3), 2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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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미국의 헤지펀드 조사기관 HFR(Hedge Fund Research)에 따

르면 2014년말 주주행동주의 펀드(activist fund)의 운용자산이 약 

1,300억 달러를 기록하여 2011년말 대비 두 배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188), 주주행동주의는 계속하여 확대되는 추세

이다.

3. 우리나라에서의 논의189)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0년 중반 이후까지 주주행동주

의가 발현된 예가 거의 없었다. 우리나라의 주주행동주의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를 통해 시작되었고, 그 흐름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참

여연대는 1997년 제일은행 결의취소소송, 1998년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 1998년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5대 재벌계열사 소액

주주운동 및 국민 10주 갖기 캠페인’ 등 시민의 참가를 유도하고, 재벌

개혁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통해 소액주주운동을 펼쳐왔다.

  당시 시민단체의 소액주주운동의 논리구조는 소유와 지배의 분리를 전

제로 하여 기업의 목적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통한 투자자의 사적이익을 

최대화하는 데 있다는 관점 및 기업을 투자자의 단독 소유물이 아닌 사

회적 구성물로 인지하여 투자자의 단기이익이 아닌 전체사회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장기적 이익을 추구해야한다는 관점이 결합되어 있다. 결

국,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주주행동주의는 사회적 구성물인 회사의 주인

을 주주로 전제하고,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주주권을 근거로 회사의 경

영진 등에게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기업이 사회 속에서 건전하게 성장하

도록 하기 위한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88)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금융 이슈 : 미국의 주주행동주의 심화와 자본배분 패턴의 변화", 주간

금융브리프 제24권 제23호(2015. 6), 16면.

189) 이하 논의는 서완석, “주주행동주의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성균 법학, 제26권 제1호

(2014. 3), 214-217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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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주행동주의의 전형적 전략190)

1. 이사회에 대한 서한

  주주 개인은 자유로이 이사회 앞으로 서한을 보낼 수 있고, 이러한 행

위는 행동주의 주주가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사회에 보낸 서한은 

행동주의 주주의 회사에 대한 공세 개시를 알리기 위해 공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개인적 대화 요구

  행동주의 주주는 이사회에 보낸 서한에 개인적 대화(one-to-one 

dialog)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사회는 모든 주주

와 동일한 내용의 접촉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관심사항을 청

취하고,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중요한 

대주주와의 대화만 승낙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중요한 장기적 

투자자는 대화를 희망하고 대화를 통해 이사회는 이들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방향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상장회사는 투자자관

리 차원에서 이들과 정기적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특정한 방향으로 의결권 행사를 권유하면서 이루어지는 캠페인

  언론매체를 통한 캠페인(여론전)은 행동주의 주주의 주요한 전략 중 

하나이다. 행동주의 주주는 대상기업에 지분참가한 사실을 언론매체를 

통해 효과적으로 공개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고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영

업정책에 대해 자유로이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이

사회에 대해서 행한 특정한 요구나 주주총회에서 다룰 특정 안건을 제안

190) 정대익, "주주행동주의의 법적 한계", 경 법률, 제27권 제2호(2017), 246면-249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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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실을 공개하는 것도 허용된다.

4. 의결권위임 권유

  행동주의 주주는 자유로이 다른 주주에게 의결권위임(proxy)을 권유

할 수 있는데, 공개적인 의결권위임 권유는 행동주의 주주의 목표달성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이다. 주주명단을 파악하기 위해 행동

주의 주주가 주주명부열람·등사청구권191)을 행사하면 회사는 정당한 이

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다. 

5. 빠른 지분 확대와 공매도

  보유지분을 빠르게 확대하거나 공매도를 통해 대상회사의 주가를 단기

간에 변화시키는 것도 전형적인 행동주의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은 단기

간에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6.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된 주주행동주의적 전략

  위와 같은 주주행동주의의 전략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되어 있

다.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4 지침의 경우, 기관투자자와 투자대상회

사간 초기 대화는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나, 기관투자자가 개입하였음에

도 회사가 건설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①해당 사안들에 대한 추

가적인 경영진과의 만남, ②회사의 자문단에 대한 우려 표시, ③이사회 

의장 또는 다른 이사회 구성원과의 만남, ④특정 사안에 대한 다른 기관

투자자와의 연대, ⑤주주총회 전에 의견서의 공표, ⑥주주제안권 행사와 

주주총회에서 발언, ⑦주주총회소집청구(일정한 경우 이사회 구성원 교

체 제안)와 같은 사항을 고려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다.

191) 상법 제39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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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4 안내지침은 “기관투자자는 회

사와의 충분한 협의 이후에도 우려가 남아 있는 경우 내부 정책으로 정

한 범위 내에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정하

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1차 해설서는 기관투자자

가 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주주활동으로서 ①보다 심도 있는 판단을 위

해 필요한 정보·자료 추가 요청, ②회사의 입장, 향후 계획 등을 묻는 질

의서 전달, ③이사회(의장), 선임사외이사 또는 경영진과의 회의 추가 개

최, ④우려사항에 관한 입장, 회사에 대한 요청사항 등을 담은 의견서 

전달, ⑤주주총회에서의 적극적인 발언과 토론, ⑥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반대 투표 의사와 그 사유의 사전·사후 공시, ⑦이사·감사 후보 추천을 

포함하는 주주제안 또는 다른 주주의 주주제안에 참여, ⑧주주총회 소집 

청구 또는 다른 주주의 청구에 참여, ⑨보도자료 배포 등 공개적인 의견 

표명, ⑩소송 제기·참여 등을 예시로 들고 있다.192)

Ⅳ. 기관투자자의 주주행동주의

1. 기관투자자 주주행동주의의 종류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행동주의는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째, 헤지펀드와 기타 주주행동주의자들이다. 이들 행동주의자들의 목적

은 기업매각, 기업구조조정, 그리고 기업의 기본적인 변화를 통해 신속

히 주주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다.193) 헤지펀드 행동주의는 어떤 입장이

나 행동을 취하기 전에 이익이 있을지 여부를 먼저 생각하는 전략적

(strategic)이고, 사전적(ex-ante) 경향을 갖는다.194) 또한 상당한 지분

192)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1차 해설서”, (2017.6.) 39면.

193) 이상복, "외국에서의 주주행동주의의 한계와 개선과제: 영국과 미국의 기관투자자 행동주의

를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제9권 제1호(2008.6.), 124면.

194) Marcel Kahan & Edward B. Rock, “Hedge Funds in Corporate Governance and 

Corporate Control”, U. Pa. L. Rev, vol.155(2007), p.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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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진 뮤추얼펀드나 연기금투자자들과 달리 헤지펀드 등 지분이 작은 

투자자들은 회사가 주주의 부를 극대화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주주

가치 제고의 명분으로 사전적이고, 공격적인 반응을 보인다.195) 특히 헤

지펀드 행동주의자들은 적대적 대립을 일삼는 접근방식으로 악명이 높

다.196) 

  둘째, 연기금, 뮤추얼펀드, 노동조합, 그리고 기관투자자들에게 위임장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들이다. 연기금 등의 주주행동주의는 포트

폴리오 회사들이 실적을 내지 못하거나 그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음을 안 

연후에야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처럼, 우발적(incidental)이고, 사후적

(ex-post)인 경향을 보인다.197) 상당한 지분을 가진 뮤추얼펀드나 연기

금투자자 등은 이미 회사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투자자로서 회사의 

실적이나 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불만 때문에 회사에 대한 압력을 가하

거나 경영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주주행동주의를 취하면서도 현

존하는 투자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적이고, 사후적인 입장을 취한

다.198)

2. 헤지펀드 주주행동주의의 강화

(1) 헤지펀드의 의의

  헤지펀드란 감독기관의 인가 또는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소수의 자산

가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한 다음, 전문투자매니저에 의한 자산운용의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집합투자기구(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즉 사모펀드의 일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199) 국제증권감독기

195) Brian R. Cheffins & John Armour,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Shareholder 

Activism by Hedge Funds”, Journal of Corporation Law, vol.37(2011), pp.56-57.

196) Ibid.

197) Marcel Kahan & Edward B. Rock, “Hedge Funds in Corporate Governance and 

Corporate Control”, U. Pa. L. Rev, vol.155(2007), p.1069.

198) 서완석, “주주행동주의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성균 법학, 제26권 제1호(2014. 3), 1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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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O)의 

보고서에 따르면 헤지펀드는 ①통상적인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레버

리지 규제를 받지 않으므로 높은 비율의 차입을 활용 ②운용보수

(management fee)에 더하여 성과보수(performance fee)까지 지급받음 

③분기, 반기, 또는 연도별로 정기적인 펀드 환매가 이루어지므로 투자

자가 수시로 환매하는 것이 불가 ④헤지펀드 운용자의 자금이 투자됨 ⑤

투기적 목적으로 파생상품의 활용과 공매도투자가 이루어짐 ⑥다양한 리

스크 또는 복잡한 구조의 상품에 투자와 같은 특성을 그 요소로 한

다.200) 

(2) 기관투자자 중 헤지펀드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이유

  미국의 경우,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이 운용하는 자금의 규모는 2008년 

320억 달러에서 2015년 전반기에 1,300억 달러로 불어났다.201) 또한 

2015년 3월,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수는 2003년 이후 275개 증가하였다

고 한다.202) 위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여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행동주

의 헤지펀드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헤지펀드의 자산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헤지펀드 주주행동주의가 증가하는 이유는 크게 헤지펀드 자체의 특성

에서 비롯된 측면과 외부적인 요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헤지펀드 자체

의 특성으로는, 헤지펀드 운용자는 막대한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기 때

문에 이윤창출에 대한 동기가 매우 강하다는 점, 뮤추얼 펀드가 적용받

는 분산의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 소수의 투자대상회사에 집중적으

199) 김병연, “헤지펀드에 대한 법적규제-한국형 헤지펀드의 도입과 관련하여-”, 상사법연구, 31

권 1호(2012), 287면.

200) IOSCO, "The Regulatory Environment for Hedge Funds, A Survey and Comparison", 

Technical Committee of the IOSCO(2006.11.), p.5.

201) J.P. Morgan, "The 2015 U.S. Proxy Season Through the Activist Lens", Hedge Fund 

Research data(2015.8.).

202) PWC, “Shareholder activism-Who, what, when, and how?”,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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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203), 주식의 차입 또는 파생시장을 통하여 기

업의 주식을 매입하지도 않고 필요한 의결권 수를 확보할 수 있어 주주 

위임장 대결(proxy fight)의 위협을 신빙성 있게 할 수 있다는 점204), 

헤지펀드의 투자자들은 운용자의 투자전략에 대하여 수동적이거나 개입

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205), 또한 헤지펀드는 기존의 기관투자

자에 비하여 다른 금융기관과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아 독립적인 기

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206) 등을 들 수 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고수익을 지향하는 헤지펀드 사이의 경쟁이 가속

화됨에 따라 헤지펀드는 기존의 금융상품적 측면에서의 수익 추구를 벗

어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수익 추구로 그 활동 영역을 확대해 나

가고 있다는 점,207) 주주행동주의와 관련된 법 규정이 그 활동이 용이하

도록 개정되는 추세이며 주주행동주의에 대하여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영

역을 확보해 주는 판례가 나오고 있다는 점208), 기관투자자 서비스 회사

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점209) 등을 들 수 있다.

(3) 헤지펀드 주주행동주의의 전략

  헤지펀드 주주행동주의는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금융의 두 가지 측면이 

203) A. Klein, E. Zur, "Hedge Fund Activism", ECGI Working Paper Series in Finance 

(2006), pp.7-8.

204) Ibid. p.8.

205) Alon Brav, Wei Jiang, Frank Partnoy & Randall Thomas, “Hedge Fund Activism, 

Corporate Governance, and Firm Performance”, Journal of Finance, vol.63(2008), 

p.1735.

206) Marcel Kahan & Edward B. Rock, “Hedge Funds in Corporate Governance and 

Corporate Control”, U. Pa. L. Rev, vol.155(2007), p.1066.

207) Gregory Zuckerman, “Big Shareholders are Shoutng Ever Louder”, Wall. St. 

J.(2005.11.23.), p.C1.

208) 최민용,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기관투자자 행동주의 -헤지펀드 행동주의를 중심으로-", 경

법률, 제18권 제1호(2007), 158면.

209) Thomas W. Briggs,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New Hedge Fund Activism: An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Corporation Law, vol.32(4)(2007), pp.69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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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융합하여 작용하는 양상을 띤다.210) 전자의 측면으로서는 다수 의

결권의 획득, 이사회의 재구성, 사외이사 등의 요구를, 후자의 측면으로 

파생금융기법의 활용, 일정한 거래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를 들 수 있

다. 헤지펀드 매니저는 그 수익이 성과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고도로 

수익 지향적이고 이를 위하여 공격적 전략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의결권

약정, 주식의 대차거래, 기타 파생금융상품 거래기법을 활용하여 다량의 

의결권을 확보하기도 한다.211)

  헤지펀드가 행동주의를 전개하는 건수가 가장 많은 미국의 경우를 보

면, 헤지펀드가 경영참여활동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은 회사 운영의 

효율성 향상, 자본구조의 변화, 경영전략의 수정, 투자대상회사의 매각 

촉구, 임원진의 퇴진 요구, 회사 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공개청구, 인수합

병에 대한 계획 변경 등 다양하나 “주주의 이익 극대화”라는 일반적인 

목적을 명시하는 경우가 절반 정도로 가장 많다.212) 헤지펀드의 행동주

의는 헤지펀드가 이사회에 대표되기를 요청하거나, 주주제안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회사에 변화를 요구하거나, 위임장 경쟁이나 회사에 대한 제

소로 위협을 하거나, 실제로 위임장 경쟁을 개시하거나 소를 제기하는 

등 여러 형태의 모습으로 전개되는데, 그 중에서도 헤지펀드가 경영진과 

주기적인 의사교환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고 선언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고 할 수 있다.213)

Ⅴ. 주주행동주의의 효용성

210) Paul Kingsley, “Hedge Fund Activism”, 1607 PLI/Corp (2007), p.269.

211) Henry T.C. Hu & Bernard S. Black, “Empty Voting and Hidden(Morphable) 

Ownership: Taxonomy, Implication, and Reforms”, Bus. Law, vol.61(2006). p.1011, 

1021.

212) Alon Brav, Wei Jiang, Frank Partnoy & Randall Thomas, “Hedge Fund Activism, 

Corporate Governance, and Firm Performance”, Journal of Finance, vol.63(2008), 

p.1742 Table 1.

213) Ibid., p.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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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헤지펀드 주주행동주의 논의 필요성

(1) 문제점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본적으로 건설적인 주주관여정책을 기관투자자들

에게 권고하므로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공개적인 위임장경쟁과 같은 비우

호적인 주주활동도 포함하는 헤지펀드 주주행동주의는 스튜어드십 코드

로 포섭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214) 전자와 같은 건설적인 주주관여 유형

을 “적극적 주주관여”(active engagement)라고 부르며 “공격적 주주관

여”(aggressive engagement)에 해당하는 헤지펀드 주주행동주의와 구

별하기도 한다.215)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가 오히려 헤지펀드 주주행동

주의를 강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들어 스튜어드십 코드를 비판하는 입장

도 존재한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확산되면 주주행동주의를 표방하는 헤

지펀드의 국내 기업 공격이 거세져 기업활동이 위축되거나 기업가치가 

떨어질 수 있으며,216)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더라도 헤지펀드의 주주

제안 등을 견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217) 따라서 스튜어드십 

코드와 헤지펀드 주주행동주의의 관계에 대해 정리될 필요가 있다.

(2) 주주활동이 실제로 전개되는 모습 측면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표방하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경영관여 활동과 

헤지펀드 주주행동주의는 서로 분리되어 별개로 전개된다고 보기 어렵

다. 본 논문 제5장 Ⅳ.에서 후술하듯이, 헤지펀드는 단독으로 자신의 의

사를 관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주들의 지지가 있어야만 성공

할 수 있으므로 주주행동시 다른 주주들의 지지를 구할 수밖에 없고, 특

214) 송홍선, 스튜어드십코드와 기 투자자의 주주권행사, 자본시장연구원 조사보고서 18-03 

(2018), 38면.

215) 상게서, 38-39면.

216)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땐 헤지펀드 먹잇감 된다”, 문화일보(2018.4.24.), 2면.

217)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하는 국민연금...‘헤지펀드 견제 장치’ 만드나”, 서울경제(2018.5.9.), 

A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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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기관투자자들의 지지를 구하는 경우가 많다.218) 또한 과묵한 기관투

자자들은 스스로 먼저 움직이기보다 다른 적극적 주주의 제안에 반응하

는 형태로 주주활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한 기

관투자자들 역시 헤지펀드 등 적극적 주주의 행동에 연대하는 형태로 주

주활동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

택한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에 헤지펀드가 연대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모습은 최근 국내 사모투자펀드 운용사 KCGI의 한진그룹

에 대한 경영권 공격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 KCGI는 한진그룹 지주회사

인 한진칼 지분을 10% 이상 매집하고 경영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

다.219)  KCGI는 경영권 공격을 앞두고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지속적으로 

접촉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220) 특히 KCGI가 대기업인 한진그룹을 공

격한 것에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국민연금이 '우군'이 되어줄 것이

라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보여진다.221) KCGI가 2019년 주주총회에서 이

사진 교체와 비핵심사업 매각, 배당 확대 등을 요구하면 국민연금이 

KCGI 제안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계

산 하에 공격이 수행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222)

(3) 스튜어드십 코드와 헤지펀드 주주행동주의의 목적 측면

  본장 Ⅳ.2.(3)에서 살핀 것처럼, 헤지펀드는 경영참여활동을 통해 달성

하려는 목적으로 "주주의 이익 극대화"라는 일반적인 목적을 명시하는 

218) 본 논문 제1장 Ⅰ.에서 보았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엘리엇의 주주행동주의에서도 

결국 국민연금의 결정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

219) “토종 지배구조 펀드 한진 경영권 공격”, 매일경제(2018.11.16.), A01면.

220) “KCGI, 勢규합땐 33%...한진 총수일가 지분율 넘어", 매일경제(2018.11.16.), A02면.

221) 한진칼 지분 8.35%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경영진 일가족의 일탈행위 사건 

이후, 2018년 5월에 "경영체계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지만 한진그룹으로부터 별

다른 답변을 듣지 못했다. (“‘지배구조 약점’ 파고드는 토종펀드... 1300억 들고 7兆 그룹 흔들

어”, 한국경제(2018.11.17.), A05면 참고.)

222) “‘지배구조 약점’ 파고드는 토종펀드... 1300억 들고 7兆 그룹 흔들어”, 한국경제

(2018.11.17.), A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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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가장 많다. 이는 투자대상회사 및 고객·수익자의 이익 제고라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목적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헤지펀드 주주행

동주의는 단기적 이익 추구에만 몰두한다고 흔히 비판받지만, 본장 

V.2.(2)에서 후술하듯이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이익은 성질상 명확히 구

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며, 헤지펀드 스스로도 단기적 이익 극대

화를 목적으로 내거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스튜어드십 코드와 헤지펀드 

주주행동주의의 목적이 배치된다거나, 헤지펀드 주주행동주의가 스튜어

드십 코드에서 규정하는 적극적 경영관여 활동이 아니라고 단언하기 어

렵고,223) 헤지펀드의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을 막을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된다.224)

(4) 소결

  따라서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와 헤지펀드 주주행동주의가 현

실적으로 분리되기 어려우므로 후자와 분리하여 전자의 효용성만을 논의

하기 어렵다는 점,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가 결과적으로 유효할 

것인지 여부는 가장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헤지펀드 주주행동주의 분석에

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헤지펀드 

주주행동주의의 유효성 분석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가 결과적으로 유효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헤지펀드 주주행동주의의 효용성을 긍정하는 입장

223) 물론 양자는 우호성·공격성·공개성 등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는 주주활동의 적극

성에 관한 상대적 스펙트럼 차이이지, 양자의 주주활동을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구분하는 기

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본장 Ⅲ.6.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양자가 주주활동을 위해 

선택하는 수단들 역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24) 실제로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해외 헤지펀드인 Brandes Investment Partners, Dalton 

Investments, Effissimo Capital Management, Oasis Management Company 등이 가입했고, 

일본의 행동주의 펀드인 SPARX Asset Management Co., Strategic Capital 등이 가입한 바 

있다.(Gen Goto, "The Logic and Limits of Stewardship Codes: The Case of Japan", The 

University of Tokyo Business Law Working Paper, Series No. 2018-E-01 (2018),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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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기적 이익추구의 효용성 측면

  헤지펀드는 광범위한 연구(research)를 통해 증권의 본질적 가치 혹은 

미래 가치를 평가한 다음 가격이 제대로 평가되지 아니한 증권에 대한 

기회를 포착하여 투자한다. 그리하여 증권의 시장가격은 그 내재가치에 

가까워지고, 결국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225) 예를 들어 헤지펀드가 시장의 비효율성로부터 차익을 

추구하는 그들의 전형적인 역할을 수행할 때, 그들의 단기적 이익추구는 

시장가격을 회사의 내재가치에 일치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수 있

다. 지나친 낙관주의 때문에 주식가격이 너무 높을 경우, 헤지펀드는 이

에 대해 숏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가격에 필요한 하강압력을 가할 수 있

다. 이러한 범위에서 헤지 펀드는 단기적인 이익을 증대시킴으로써 장기 

주주에게도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226)

(2) 장기적 이익 추구 유인 존재227)

  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헤지펀드 주주행동의 장기적 결과를 판단하

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단기적 가치 변화와 장기적 가치 변화는 적어도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 즉,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행동은 단기적으로도 시장에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단

기적 가치 변화와 장기적 가치 변화가 양의 상관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

도, 시장은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경영관여 활동들로 인해 발생한 장기적 

성과를 단기적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무능력한 CEO를 교체하거나, 무리한 투자 계획을 포기하는 등의 행동으

로 얻게 되는 장기적 성과는 시장참여자들에게 분명하게, 또는 적어도 

225) SEC, "Implications of the Growth of Hedge Funds", Staff Report to the US 

SEC(2003.9.), p.4.

226) Marcel Kahan & Edward B. Rock, “Hedge Funds in Corporate Governance and 

Corporate Control”, U. Pa. L. Rev, vol.155(2007), p.1083. 각주 263.

227) Lucian A. Bebchuk, “The Myth that insulating boards serves long-term value”, 

Columbia Law Review, vol.113(2013. 10), pp.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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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라도 인식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단기적 투자시야를 가진 행동주

의 헤지펀드라고 하더라도 투자대상회사의 장기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개입을 추구하는 유인을 갖게 된다.

  따라서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때때로 투자대상회사의 장기적 손실을 초

래하는 완전히 부정적인 행동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더라도, 이

로 인한 비용을 단기적 가치 및 장기적 가치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행동을 추구하는 헤지펀드가 발생시키는 이익과 비교할 필요가 있

다. 전자의 비용이 후자의 이익을 초과한다는 결론이 명확히 도출될 수 

있어야 헤지펀드의 행동주의적 개입에 대한 비판이 타당성을 얻게 될 것

이나, 그러한 계산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3)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의 긍정적 측면228)

  미국 기업들은 행동주의 헤지펀드 등의 경영의사 결정에 대한 영향력 

증대에 직면하여 장기 자본지출(capital spending)을 줄이고 주주의 단

기 자본수익(capital return :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을 제고하는 방

향으로 자본배분 패턴을 변화시키고 있다.229) 하지만 행동주의 헤지펀드 

등의 압력에 따라 회사가 연구개발부분의 투자·지출과 같은 장기 자본지

출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장기적인 회사 가치의 감소를 일으킨다

고 보기 어렵다. 금융경제학자들과 회사법학자들은 과잉현금 및 자산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피하는 기업 경영자들의 과도한 경향에 주목

해왔다. 학자들은 이러한 경향이 공개회사(public company)들이 직면한 

중요한 대리인 문제라고 본다. 경영자들은 자신의 통제권 축소를 원하지 

않으므로 현재의 투자수준과 현금보유량이 과도하더라도 이를 유지하려

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오히려 기존 주주의 이익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

228) Lucian A. Bebchuk, “The Myth that insulating boards serves long-term value”, 

Columbia Law Review, vol.113(2013. 10), pp.26-28.

229)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금융 이슈 : 미국의 주주행동주의 심화와 자본배분 패턴의 변화", 주간

금융브리프 제24권 제23호(2015. 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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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경향을 견제하는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개입으로 회사가 투자

수준 및 현금보유량을 줄이게 되면 오히려 회사는 장기적으로 볼 때 최

적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4) 실증적 근거 측면230)

  Alon Brav와 그 공동저자들의 두 연구는 Schedule13D231)가 제출된 

회사들의 2년 동안의 영업실적 변화를 조사했다.232) 이 연구들은 금융 

경제학자들이 회사의 영업실적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3가지 지표인 

자산 수익률(ROA), 영업 이익률, 그리고  Tobin's Q(회사가 주어진 장

부가를 주주 가치로 전환시키는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를 말한다)를 사

용했다. 연구에 따르면 행동주의적 개입의 표적이 된 대상회사들은 그렇

지 않은 유사한 회사들과 비교할 때, 개입이 발표된 이후 2년 동안 위 3

가지 지표에 있어 유의미한 개선을 경험했다. 또한 대상회사들은 개입 

이전에 영업실적이 저조했고, 개입 이후 2년 동안 영업실적이 회복되었

음을 발견했다.

  Alon Brav, Wei Jiang, Bebchuk의 공동 연구에서는 1997년부터 

2007년까지 헤지펀드가 개입한 약 2000개의 사례에 관하여 조사하였

다.233) 헤지펀드의 개입이 처음 공개된 시점(Schedule 13D)부터 이후 

5년간의 회사 실적을 조사한 결과,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타겟은 영업실

적이 좋은 회사들이 아니라, 개입 이전 기간 동안 동종의 다른 회사들에 

비하여 실적이 저조하고 쇠퇴해가고 있던 회사들이었다. 하지만 행동주

230) Lucian A. Bebchuk, “The Myth that insulating boards serves long-term value”, 

Columbia Law Review, vol.113(2013. 10), pp.31-38.

231) the filing of a Schedule13D, 상장회사의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SEC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232) Alon Brav, Wei Jiang, Frank Partnoy & Randall Thomas, “Hedge Fund Activism, 

Corporate Governance, and Firm Performance”, Journal of Finance, vol.63(2008), 

pp.1770-1773.

233) Lucian A. Bebchuk, Alon Brav, Wei Jiang, “The Long-Term Effects of Hedge Fund 

Activism”, Columbia Law Review, vol.115(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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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헤지펀드의 개입 이후 이러한 회사들의 실적이 회복되기 시작하였으

며, 회사의 영업실적이 향상되었고, 이는 미래의 실적 저하를 초래하지

도 않았다. 개입 후 3~5년이 지난 다음에도 대상 회사들의 영업실적은 

개입 이전 기간과 비교할 때 더 좋아졌고, 나빠지지 않았다. 또한 이들

은 금융위기 이전에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개입한 회사들이 금융위기 상

황에서 영업실적 등이 더 나빠졌는지 조사하였으나, 금융위기 이전의 행

동주의적 개입이 금융위기 동안의 회사 영업실적의 큰 감소 또는 재정적 

어려움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

한다. 이에 더하여 해당 연구는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개입 후 5년간 대

상 회사의 주식 가치(stock returns)가 비정상적인 하락 추세를 보인 적

이 없으며,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대상회사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5% 이

하로 줄이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3년간 대상회사의 주가를 관찰한 때

에도 회사가 비정상적 주가 하락현상을 겪는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

다고 한다.

3. 헤지펀드 주주행동주의의 효용성을 부정하는 입장

(1) 투자대상회사의 장기성장 저해

  헤지펀드 주주행동주의는 단기실적주의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

적되고 있다. 이들의 개입은 단기적인 주가상승을 일으킨다. 하지만 문

제는 이러한 단기적 이익이 투자대상회사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및 가치

창출의 희생 아래 발생한다는 점이다.234)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공격 후 

투자대상회사 경영진들의 대다수는 회사의 장기적 미래성과 하락을 경험

했다고 하며, 이러한 공격 및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활동

은 레버리지 증가, 자본지출 및 R&D 투자의 감소, 근로자 해고 및 근로

자 사기 저하로 이어진다고 한다.235)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가치창출은 

234) Martin Lipton, Wachtell, Lipton, Rosen & Katz, “Some thoughts for Boards of 

Directors in 2015”, The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 

Financial Regulation (20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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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투자대상회사의 근로자 및 회사 채권자 등을 희생시킨 결과 발생

하며, 이는 부를 창출하기보다 부를 이전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다.236)

  예를 들어 미국 주식시장의 경우, 행동주의가 강화되면서 기업에 자금

을 공급하기보다 기업이 번 현금을 대폭 빼가는 창구 역할을 수행했

다.237) 기업사냥꾼의 전성기였던 1980년대에 순유출액이 커졌고, 그 후 

기관투자자 행동주의를 부추기는 규제개정이 도입된 이후엔 순유출액이 

급증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미국 비금융기업의 순주

식발행(net equity issue) 액수는 -4조 1천 7백억 달러에 달했다. 대기

업에 한정해서 보면 현금유출이 더 확연히 드러난다. 2006년부터 2015

년까지 10년 동안 S&P 500 지수를 구성하는 459개 대기업은 자사주 

매입에만 3조 9천억 달러(약 4천 5백조원)를 사용했다. 이 기간 중 

S&P 500 기업들이 번 순이익 7조 2천 8백억 달러의 53.6%에 달한다. 

또한 순이익의 36.7%에 달하는 2조 6천 7백억 달러는 배당에 사용되었

다. 

  또한 미국 시장조사기관 S&P Capital IQ에 따르면238) S&P500 상장

기업이 자사주 매입 및 배당으로 지출한 금액이 영업활동현금흐름239)

(operating cash flow)에서 차지하는 비중(중앙값)이 2003년 18%에서 

2013년에는 36%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에 비해 이들 기업

들이 토지, 건물, 기계 등 설비투자에 지출한 금액의 비중은 2003년 

33%에서 2013년에는 2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장기 자

235) Ibid.

236) Ibid.

237) 이하 논의는 신장섭, 왜곡된 스튜어드십 코드와 국민연 의 진로, 나남(2018), 66-67면 참

고.

238) 이하 논의는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금융 이슈 : 미국의 주주행동주의 심화와 자본배분 패턴

의 변화", 주간금융브리프 제24권 제23호(2015. 6), 17면 참고.

239) 영업활동현금흐름은 투자활동현금흐름 및 재무활동현금흐름과 함께 현금흐름표를 구성하는 

3개 항목 중 하나이다. 이는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처럼 회사의 이익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창출 능력을 나타낸다.(한국금융연구원, "국제금융 이슈 : 미국의 

주주행동주의 심화와 자본배분 패턴의 변화", 주간금융브리프 제24권 제23호(2015. 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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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출 축소와 단기 자본수익률 제고를 위한 지출 확대’ 패턴이 두드러

지면서 주주행동주의자들의 경영간섭이 미국 기업들로 하여금 단기성과 

제고에 편중되도록 만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자

본배분의 패턴 변화가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악화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

해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가 ‘총수요 감소→잠재성

장률 저하→고용창출능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 실증적 근거 측면240)

  기관투자자 행동주의가 시작된 지 30년 이상 흘렀지만 기업경쟁력을 

높이거나 장기적으로 수익을 높였다는 증거는 별로 확립된 것이 없다. 

Alon Brav, Wei Jiang, Bebchuk의 공동 연구241)의 경우, 저자들은 '대

규모 샘플 실증분석'(large-sample empirical analysis)을 통해 행동주

의가 단기적으로 기업성과를 상승시켰고 그 후에 장기적으로 기업성과가 

나빠졌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행동주의에 긍정적 효과

만 있고 부정적 효과는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연구는 

샘플의 견고함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데이터베이스(Compustat)에 있는 

기업들의 절반가량이 5년 이내에 사라지고 없기 때문이다. Tobin's Q 

분석의 경우 '5년 효과' 분석 초기 1,611개 기업이 5년 후 831개로 줄

었다. 자산 수익률(ROA) 분석에서는 5년 효과 분석 초기 1,584개 기업

이 5년 후 815개로 줄었다. 기업 수가 줄어든 것은 해당 기업들이 상장

폐지 등을 통해 주식시장 통계에서 없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해당 연구

에서는 남은 절반의 기업들에 나타난 장기효과만 살펴봤고, 상장폐지 등

으로 인해 사라진 기업들의 장기효과는 제외했기 때문에 행동주의 개입

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240) 이하 논의는 신장섭, 왜곡된 스튜어드십 코드와 국민연 의 진로, 나남(2018), 65-70면 참

고.

241) Lucian A. Bebchuk, Alon Brav, Wei Jiang, “The Long-Term Effects of Hedge Fund 

Activism”, Columbia Law Review, vol.1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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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결권 자문회사에의 의존 문제

  헤지펀드의 활성화와 함께 ISS, Glass Lewis 등과 같은 의결권 자문

회사의 역할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미국 대기업들

의 약 40% 지분이 의결권 행사에 관한 ISS의 권고에 따르는 기관투자

자들의 소유라고 한다.242) 경영권분쟁이나 적대적 M&A에서 이기는 데

는 ISS의 우호적인 의견이 대단히 중요하다.243)

  이러한 의결권 자문회사들은 경영권 방어에 대해 통상 비우호적인 입

장을 취하기 때문에 주로 회사를 공격하는 헤지펀드들이 ISS와 같은 회

사의 의견을 백분 활용하며, 심지어는 ISS와 같은 회사들이 헤지펀드 행

동주의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해된다.244) 헤지펀드 등 주주행동주의자들

은 의결권 자문회사를 통해 제휴하여 경영진을 통제할 수도 있다.245) 의

결권 자문회사는 동일 안건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동일한 투자자들에게 

동일한 권고를 하기 때문에 헤지펀드들이 의결권행사 방향을 동일하게 

하고 싶다면 만나서 협의할 필요 없이, 소위 늑대 전술(Wolf Pack 

tactic)에 의해 동일한 의결권 자문회사의 권고를 받는 것으로 제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결권 자문회사와 의결권 자문업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

제점이 지적되고 있다.246) ① 먼저, 이해상충 문제이다. 의결권 자문회사

가 겸업을 영위하는 경우, 의결권 자문회사 및 그 지배회사와 기관투자

자가 사업관계에 있는 경우, 의결권 자문회사나 그 소속 임직원 또는 지

242) Thomas W. Briggs,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New Hedge Fund Activism: An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Corporation Law, vol.32(4)(2007), pp.692-693. 

243) 김화진, "기업 경영권 시장과 헤지펀드", 서울 학교 법학, 제48권 제1호(2007), 270면.

244) Thomas W. Briggs,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New Hedge Fund Activism: An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Corporation Law, vol.32(4)(2007), pp.692-693. 

245) 이하 사례는 최문희, “의결권 자문회사에 관한 입법 과제와 법적 쟁점”, 서울 학교 법학, 

제57권 제2호(2016), 198면 참고.

246) 이하 논의는 최문희, “의결권 자문회사에 관한 입법 과제와 법적 쟁점”, 서울 학교 법학, 

제57권 제2호(2016), 209-214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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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주인 경우, 의결권 자문회사의 고객이 복수인 경

우 등 다양한 이해상충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② 의결권 자문업

무의 품질과 부정확성, ③ 의결권 자문회사의 보고서 작성절차의 투명성 

부족, ④ 의결권 자문회사의 권고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의결권 자문회사가 소유없이 기관투자자의 투자대상회사

를 지배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⑤ 의결권 자문회사는 투자대상회사와 아

무런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신인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그 고객인 기

관투자자와는 단순히 자문계약을 체결한 데 지나지 않기 때문에 기관투

자자에 대해서도 신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워 그 영향력에도 불

구하고 아무런 감독·규제를 받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4) empty voting247)의 가능성

  일반적으로 주주행동주의는 헤지펀드를 포함한 회사 주주들의 이익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여기에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대규모 헤지펀드들은 장외파생상품 거래 및 주식대차 거래 등 다양한 거

래기법을 통하여 투자자산을 운용한다. 경영권 인수를 통한 수익창출을 

위하여 투자대상회사의 의결권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투자위험부담을 줄

이기 위하여 주식스왑 등 장외파생상품을 통하여 위험을 헤지하는 경우

가 많다.248)

  경제적 이해관계과 법적 의결권이 분리되는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

서도 쉽게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총수익률스왑(total return swap, 

TRS)을 이용한 사례가 대표적이다.249) 위와 같은 사례에서 문제되는 

247) 'empty voting'의 핵심전략은 주식을 보유하면서 주식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헤지하는 것인

데, 이는 주식스왑에서 매도 포지션, 단순 주식 선물에서 매도 포지션, 매도의 콜포지션 등을 

취하는 방법 등에 의한다. (Henry T.C. Hu & Bernard S. Black, “Hedge Funds, Insiders, 

and Empty Voting: Decoupling of Economic and Voting Ownership in Public 

Companies”,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vol.13(2007), p.344.)

248) 김지평, 주식에 한 경제  이익과 의결권, 경인문화사(2012), 11면.

249) K1은 A사의 주식을 30.8% 그리고 A사는 K1의 주식을 13.08% 소유하고 있었다. 이 경우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K1이 갖고 있는 A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2014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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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ty voting'이란 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른 결과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

을 받지 않는 의결권을 말한다. 여기서 손해를 보는 회사의 주주로서 헤

지펀드 등이 행사한 의결권은 그 행사의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

가 없으며, 이는 주주가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다는 

일반적 이론에 배치된다.250)

4. 검토

  주주행동주의의 효용에 대한 연구나 실증자료들이 주주행동주의의 명

백한 장점이나 단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251)에서, 주주행동주의 

활성화가 필요한지 여부는 단순하게 답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는 주식

회사에 있어서 소유자인 주주와 경영자인 이사회간 관계를 어떻게 정립

할 것인지 하는 원초적인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주총회 

내지 주주와 이사회간의 힘겨루기는 서구에서도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아직도 전개되고 있는 현상으로, 이 문제는 주식회사가 존

재하는 한 끝나지 않을 영원한 ‘권력투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

다.252) 결국 주주행동주의의 활성화가 필요한지 여부는 변화하는 자본시

A사는 그가 보유하던 K1의 주식 13.08% 중 4.86%를 증권회사에 매도하고, 그 매도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증권회사와 총수익률스왑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조건은 증권회사가 기초자산인 

K1 주식에서 발생하는 실제현금흐름을 A사에 지급하고, A사는 고정현금흐름으로 6.4%를 지

급하는 것이다. 이 6.4%의 지급금에는 K1의 주식 4.86%의 매입자금조달비용과 일정한 마진

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2014년 3월 27일 A사의 주주총회에서 K1의 관계자를 A사의 사내이사

로 선임하였다. K2는 그 안건에 반대하였다. K2는 A가 총수익률스왑거래를 통하여 여전히 K1

의 주식 4.86%를 자기계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K1의 A사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는 

상법 제369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K2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남

부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가합4256 판결.). 위와 같은 거래에서 증권회사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법률상 형식적으로 K1의 주주가 되는 것이다. 경제적 이해관

계는 총수익률스왑을 통하여 A사에 완전히 전가하였다. 증권회사는 K1의 주주이지만 K1에 대

해서는 전혀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오히려 보장매도자인 A사의 신용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정순섭, “총수익률스왑의 현황과 기업금융법상 과제 －헤지, 자금조달, 의결권 제한, 그 

밖의 규제회피기능의 법적 평가－”, BFL, 제83호(2017), 14-15면 참고.)

250) 최민용,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기관투자자 행동주의 -헤지펀드 행동주의를 중심으로-", 경

법률, 제18권 제1호(2007), 162면.

251) 이 점을 지적하는 견해로는 박준/김건식/김우진/노혁준/송옥렬/이상훈, “좌담회-삼성물산 합

병의 회사법적 쟁점”, BFL, 제74호(2015) 81-82면(송옥렬 발언). 

252) 김화진, "기업 경영권 시장과 헤지펀드", 서울 학교 법학, 제48권 제1호(2007), 2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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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비추어 현재 우리나라 주식회사에서의 주주와 이사회간 권력배분형

태가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이라면 주주행동주의의 활성화가 효율성을 증

진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대표적인 소유구조는 ‘재벌’로 대변되는 지배소수주

주(controlling minority structure)구조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개인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소유집중구조의 특징을 띠고 있으며, 전체 제

조기업의 약 85%, 상장기업의 68.3%가 가족지배기업으로 운영되고 있

다.253) 하지만 통상의 가족지배기업과 달리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은 적은 

자본으로 계열회사를 지배함으로써 소유지배 괴리도가 매우 높다.254) 

2017년 그룹 총수가 있는 49개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255)은 58.0%로 

총수일가 지분율은 4.1%이지만 계열회사 지분율 50.9%, 기타 3.0%로 

구성되어 있다.256) 지배소수주주 구조처럼 적은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

(cash flow rights)로 회사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적 이익의 추구경향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재벌의 소유구조가 사적 

편취를 취하기 용이한 구조라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

다.257) 더욱이 한국시장에서 지배주식의 프리미엄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데,258) 이는 달리 말해서 지배주주의 대리비용이 

높고 이를 제어할만한 기제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259) 

253) 고윤성, 가족지배기업의 경 성과  투자성과, 한국경제연구원(2016. 4), 7, 9면. 

254) 신현윤, “기업환경의 변화와 상사법의 해결과제”, 상사 례연구, 제30권 제3호(2017), 9면.

255) 내부지분율이란 기업의 전체 발행주식 지분 중 총수, 총수 일가, 계열사 등 그룹 내부 관계

자들이 보유한 지분비율을 말한다.(신현윤, “기업환경의 변화와 상사법의 해결과제”, 상사 례

연구, 제30권 제3호(2017), 9면 각주9.)

256)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공정위, 2017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 공개”, 

(2017.12.1.)

257) “한국재벌, 세계 최고수준 사적 이익 누려” 보수·진보 모두 “소유-지배 괴리 줄여야”, 한겨

레(2015.11.30.)

258) Tatiana Nenova, “The value of corporate voting rights and control: A cross-country 

analysi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68, No.3 (2003), p.340.

259) 송옥렬, “포이즌필 도입에 따른 법정책적 쟁점”, 한일 법학연구, 제27권 제2호 (2008), 19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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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를 지배소수주주의 사적 편취 

유인이 큰 비효율적인 구조라고 평가한다면, 지배소수주주의 대리비용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사회의 권한강화 등을 통해 경영권방

어를 더 용이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주주행동주의의 

효용성을 긍정하는 입장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기관투자

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통해 지배소수주주를 견제함으로써 투자대상회

사 및 고객·수익자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유효한 지점이 분명 존재

하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은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을 담보하고 촉

구하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Ⅵ. 소결

  지금까지 스튜어드십 코드가 투자대상회사 및 고객·수익자의 이익 향

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와 관련하여 주주행동주의 측면

에서 논의하였다.

  주주행동주의는 현재 기관투자자의 주주행동주의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헤지펀드의 주주행동주의의 효

용성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

을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결국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필요한지 

여부는 주주행동주의의 활성화가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증진시

킬 수 있을 것인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 기업지배구

조는 지배소수주주의 사적 편취 유인이 큰 비효율적인 구조라고 평가되

므로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통해 지배소수주주를 견제함으로

써 투자대상회사 및 고객·수익자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유효한 지

점이 분명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적극적 경영관여 활동이 투자대상회사 및 고객·수익자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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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진시킬 수 있음이 인정되므로, 신인의무자인 기관투자자가 관성에 

따라 만연히 행동하지 않는 것은 주의의무에 위반된다고 정리할 수 있

다. 또한 신인의무자 아닌 기관투자자 및 의결권 자문회사에 대해서는 

투자대상회사 및 고객·수익자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들어 스튜어

드십 코드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목적을 긍정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스튜어드십 코드가 소극적인 기관투자자를 행동하게 할 수 있을 것

인지, 기관투자자들을 행동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들은 무엇이고 이를 극

복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 103 -

제 5 장 스튜어드십 책무가 

기관투자자의 합리적 무관심(rational apathy)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

Ⅰ. 논의 필요성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목적이 긍정적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스튜어

드십 책무가 소극적인 기관투자자를 행동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기관

투자자의 합리적 무관심(rational apathy)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의

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미 기관투자자들은 1990년대 초에 Bernard 

Black의 “기관투자자의 목소리(institutional voice)” 등과 같이 투자대

상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받았음에도, 그다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

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관투자자들은 타인의 예탁자산을 가지고 고율의 수익을 실현해야 하

는 운용자산의 특수성 때문에 투자대상회사의 경영방침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극복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보유주식을 매각하

는 전략을 택한다. 기관투자자들의 이러한 행동경향을 소위 “wall 

street rule” 또는 합리적 무관심(rational apathy)으로 일컫는다.260) 이

에 대한 원인 분석 없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기관투자자가 적

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한다는 당위성만 강조된다면 또다시 실패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어

려운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과 관련하여 기관

투자자의 합리적 과묵함(rational reticent) 개념, 그리고 신인의무자인 

260)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2014), 4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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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에 있어서는 스튜어드십 책무가 적극적 경영관여 활동 관점에

서의 신인의무를 향한 중간정류장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논의하

고자 한다.

Ⅱ.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어려운 이유

1. 무임승차(free ride) 

  만일 기관투자자가 부실한 회사에 대한 이사를 추천하고 선임하는 데 

비용을 지불하고 그 이사가 실질적으로 그 회사의 주가를 끌어올린 경

우, 그 기관투자자만 주주행동주의 비용에 대한 손실을 입을 뿐 그 회사

의 모든 주주들은 이익을 얻는 무임승차의 문제가 생긴다.261) 즉 주주행

동주의자들은 자신의 행동주의 덕택에 이익을 보게 되는 다른 모든 주주

들에게 자신의 노력에 동참하거나, 또는 기여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262) 

2. 이해상충(conflicts of interest)

(1) 일반론263)

  기관투자자들의 많은 자금 관리자(money manager)들은 이해상충 상

황에 직면한다. 투자대상회사의 제안에 반대하여 투표한 자금 관리자들

은 투자대상회사와의 사업기회를 잃을 위험이 크다. 투자대상회사에 적

대적이라고 명성을 얻게 된 자금 관리자들은 사업기회를 잃거나, 새로운 

사업기회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몇몇 기

261) Bernard S. Black, “Agents Watching Agents: The Promise of Institutional Investor 

Voice”, UCLA L. Rev, vol.39(1992), p.821.

262) Robert C. Pozen, “Institutional Investors: The Reluctant Activists”, Harvard Business 

Review Article(l994. 1.1).

263) Bernard S. Black, “Agents Watching Agents: The Promise of Institutional Investor 

Voice”, UCLA L. Rev, vol.39(1992), pp.826-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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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투자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는 것이 투자대상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리

더라도,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진 제안에 찬성하는 투표를 하게 한다. 기

관투자자들은 특히 눈에 튀는 주주제안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경영진 제

안에 반대할 경우 강한 이해상충 상황을 맞게 된다. 

(2)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그룹 및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산운용업자, 

보험회사의 비율이 높기에 위와 같은 이해상충이 강하게 나타난다. 한국

기업지배구조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자산운용업

자 60사 중 50% 이상인 31사가 금융그룹(13사) 또는 기업집단(18사) 

소속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보험회사 25사 중 60% 이상인 16사가 금융

그룹(7사) 또는 기업집단(9사) 소속으로 파악되었다.264) 금융그룹이나 

기업집단에 속한 기관투자자의 경우 소유관계·사업관계 등 이해상충 문

제로 경영진제안 안건에 반대하는 데 소극적일 가능성이 크며, 실제로도 

외국계·독립계 기관투자자와 비교할 때 의결권 행사에 있어 경영진 제안 

안건에 대한 반대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표 5 및 표 6).

[표 5] 기 투자자의 소속그룹별(organizational form) 의결권 행사 황265)

264)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보도자료, "2015년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현황 분석 및 시사점", 

(2016.2.19.)

265)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의 상법상 제한 등으로 하나의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과 함께 의결권을 불행사하는 경우 등이 있으므로, 찬성・반대・중립・불행사 각각

의 안건 수를 합계하였을 때 전체 의결권 행사 안건 수를 초과(한국기업지배구조원 보도자료, 

"2015년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현황 분석 및 시사점", (2016.2.19.))

구분 기관 수 전체 찬성 반대 중립 불행사 반대율

외국계 17사 2,556 2,352 130 1 74 5.1%

독립계 22사 3,181 2,943 109 0 129 3.4%

금융그룹 
소속

24사 5,516 5,348 46 44 216 0.8%

기업집단
소속

27사 7,747 6,804 33 188 74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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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기 투자자의 유형별(설립형태·소속그룹 등) 반  의결권 행사 황266)

3. 인덱스 펀드의 대세267)

  기관투자자들의 지분은 ‘과도한 다변화’(excessive diversification)라

는 말이 적합할 정도로 흩어져 있다. 한 펀드에서 많은 경우 1만 개가 

넘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1990년대 이

후 기관투자자의 대세는 ‘인덱스 펀드’(index fund)가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기관투자자인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

트 등은 모두 인덱스 펀드로 성장했으며, 현재 미국에서 상장기업 주식 

중 거의 3분의 1가량은 인덱스계열 펀드에 의해 통제되는 것으로 추산

된다. 우리나라도 ELS(주가연계 증권), ETF(상장지수거래펀드) 등 인덱

스 펀드가 갈수록 주식투자의 대세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덱스 펀드는 경영관여나 기업투표에 대해 관심과 역량이 원천적으로 

결여되어 있다. 개별 기업에 대해 연구하지 않고 주가지수 움직임에 대

해서만 투자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덱스 펀드는 초저가 수수료를 유지하

기 위해 최소한의 운용인력만으로 컴퓨터 모델을 만들어 주가지수 움직

임에 연동시키는 다양한 기법을 동원한다. 이러한 인덱스 펀드의 매니저

들이 지수에 들어가는 수많은 기업들의 개별 현안에 대해 제대로 알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4. 기타

266)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보도자료, "2015년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현황 분석 및 시사점", 

(2016.2.19.)

267) 신장섭, 왜곡된 스튜어드십 코드와 국민연 의 진로, 나남(2018), 75-77면.

구분 외국계 독립계 금융그룹소속 기업집단소속

자산운용업자 6.2%(8사) 3.5%(21사) 0.9%(13사) 0.5%(18사)

보험회사 2.2%(8사) 0.0%(1사) 0.0%(7사) 0.0%(9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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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밖에도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어려운 이유들로 대리인 

문제, 감시 유인 부족, 규제의 제약, 연기금의 한계 등이 존재한다.268)

Ⅲ.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효과

1.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당시 회의론

(1) 영국의 경우

  2010년 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당시 cheffins269)는 ① 기관투

자자들의 기업경영 관여 무능력과 무관심의 문제, ② 기관투자자들이 설

혹 관여하더라도 일부 기관투자자만 관여하고 나머지는 무임승차하는 문

제, ③ 영국 자본시장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외국인투자자270)를 ‘자율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사실, ④ 행동주의에 앞장서지만 기관투

자자로 분류되지 않는 헤지펀드와 사모펀드를 코드에 참여시킬 방법이 

없다는 사실, 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기관투자자들이 ‘해

법’이라기보다 ‘문제’로 취급되었다는 사실, ⑥ 주주행동주의에 관한 그

동안의 실증연구에서 기관투자자의 관여와 기업의 장기 경영성과 간에 

통계적 상관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내세우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것은 ‘현명치 못한(unwise)’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처음부터 비판적이었던 Won

g271)은 최근에도 ① 자산운용자에 대한 평가와 보상체계가 단기실적에 

268) 서완석, “주주행동주의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성균 법학, 제26권 제1호(2014. 3), 

219-221면 참고.

269) 이하 논의는 Brian R. Cheffins, "The Stewardship Code's Achilles' Heel", Modern Law 

Review, Vol.73(6) (2010) 참고.

270) 영국 주식시장에서 40%로 비중이 가장 높은 외국인투자자를 제외한 자국의 기관투자자 비

중은 30%에 불과하다고 한다(황인학, 기 투자자의 책임에 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의 본질과 쟁 ,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16-19(2016), 25면.).



- 108 -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투자대상회사의 장기가치에 관심을 가질 

유인이 없거나 미약함, ② 펀드마다 위험분산 목적으로 수많은 회사들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구조상 자산운용자가 투자회사 각각에 

대해 감독 또는 관여하기에는 실무적으로 곤란함, ③ 기관투자업은 여러 

단계로 분절화되어 있기 때문에 2중, 3중의 복대리인 문제를 피할 수 없

으며, ④ 지수투자의 비중이 2012년 11%에서 2020년에는 22%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수투자는 주식을 장기 보유하기 때문

에 스튜어드십에 유리한 면이 있지만 지수에 편입된 주식종목이 너무 많

아서 투자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기 어려울 수 있음, ⑤ 

코드에 이해상충에 대한 원칙을 도입했어도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활

동 과정에서 내부자거래, 담합 등 다른 법률과의 저촉가능성 뿐만 아니

라 여타 주주와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하여 스

튜어드십 코드의 한계에 대해 다섯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2) 우리나라의 경우

  영국은 기관투자자들의 수수방관주의, 전문경영인 지배 하에서의 도덕

적 해이 및 단기실적주의 등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관투자

자들의 경영감시 및 관여 책임을 확대·강화하는 차원에서 스튜어드십 코

드를 도입하였다.272)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기관투자자들이 주주권 행사

에 소극적이라는 점 외에 ‘오너 리스크 등 지배구조 위험과 주주가치 하

락, 그로 인한 투자자 손실 확대’, ‘대규모 기업집단의 부실 경영, 지배구

조·오너 리스크 관련한 문제점 부각으로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하락’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이유로 강조되었다.273) 이에 대

271) 이하 논의는 Simon C.Y. Wong, “Is Institutional Investor Stewardship Still Elusive?”,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ial Regulation (2015) 

참고.

272) 황인학, 기 투자자의 책임에 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의 본질과 쟁 , 한국

경제연구원 정책연구 16-19(2016), 20면.

273) 송민경,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향과 세부 내용”,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자본시장연구원 공

동주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공청회� (2015.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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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영국의 ownerless corporation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스튜

어드십 코드가 우리나라의 strong owner 문제에도 적절히 대응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이 존재한다.274)

  또한 우리나라 주식시장 구조를 보면 외국인투자자의 비중은 35%, 일

반법인의 비중 24%, 개인 투자자 비중 20%에 이어 국내 기관투자자 비

중이 17%에 불과하기 때문에 코드를 도입해도 효과는 영국보다 더 제

약적일 것이며,275) 특히 본장 Ⅱ.2.(2)에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그룹 및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산운용업자, 보험회사의 비율이 높기

에 이들이 과연 소유관계·사업관계 등 이해상충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행

동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이 많았다.

2.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의 변화

(1) 논의방향

  위에서 본 것처럼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어려운 많은 이

유들이 존재하고, 영국 및 우리나라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가 의도한 효

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존재했다. 하지만 예상 외로 스튜

어드십 코드 도입 후,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 경영관여 활동이 증가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영국, 일본 및 우리나라에서 스튜어

드십 코드 도입 이후 어떤 변화가 발생하였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

보고자 한다.

(2) 영국의 경우

274) 김영주, “2017년 개정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와 운용상의 쟁점”, 증권법연구, 제19권 제1호

(2018), 106면.

275) 황인학, 기 투자자의 책임에 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의 본질과 쟁 , 한국

경제연구원 정책연구 16-19(2016), 25면.



- 110 -

1) 가입기관 수

  2010년 제정 이후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기관(signatories)은 외

형적으로 꾸준히 증가(234사(2011) → 259사(2012) → 290사(2013) 

→ 306사(2015.11))했다.276) 현재(2018.11.7. 기준) 가입기관은 279사

로 자산운용업자 172사, 자산 보유자 95사, 서비스제공기관 12사이

다.277) 최근 가입기관이 줄어든 것은 Tier 3로 분류된 자산운용업자들

이 코드에서 제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278)

2) 도입효과

  스튜어드십 코드 추진 주체인 FRC는 주주활동의 관여 범위 및 관여

의 양과 수준의 측면에서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거나, 관여의 결과 투자

대상회사의 ‘반응성’이 좋아졌다고 평가하고 있다.279) 특히 FRC는 2016

년 보고서에서 여러 조사280)를 통해 2015년 AGM(annual general 

276) 황인학, 기 투자자의 책임에 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의 본질과 쟁 , 한국

경제연구원 정책연구 16-19(2016), 15면.

277) 영국 Financial Reporting Council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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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7. 최종방문)

278) 영국 Financial Reporting Council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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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managers) (2018.11.7. 최종방문)

279) Financial Reporting Council, "Developments in Corporate Governance and 

Stewardship 2015", (2016.1.), p.13.; Financial Reporting Council, "Developments in 

Corporate Governance and Stewardship 2016", (2017.1.), p.24.

280) IA(The Investment Association)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기관투자자 중 1/4 이상

이 2013년 이후 투자대상회사와의 대화 수준이 높아졌으며, 투자대상회사의 반응이 향상되었

다고 답했다. ICSA(Institute of Chartered Secretaries and Administrators)의 조사에 따르

면,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활동이 향상되었다고 대답한 비

율은 58%에 달했다. 또한 IR Society(Investor Relations Society)의 조사에 따르면, 투자대상

회사의 15%는 기관투자자들이 회사 경영진에 관여하는 정도가 훨씬 크게(much more) 증가했

다고 대답했고, 44%는 증가(more)했다고 대답했다.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대상회사의 이사회의

장 또는 비상임이사와 미팅을 추진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10%의 회사들이 훨씬 크게(much 

more) 증가했다고 대답했고, 24%의 회사들이 증가(more)했다고 대답했다. 조사에 응답한 투

자대상회사의 50%가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경영관여 활동 수준이 좋아졌거나 훌륭해졌음을 이

미 느낀다고 대답했다. (Financial Reporting Council, "Developments in Corpo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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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ing) 시즌의 주주관여 정도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

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자산보유자들은 공개적인 집단적 관여활동

(collective engagement)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

다.281) 2015년 'Aiming for A' 활동은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BP와 Shell 

에서 두 가지 주주제안을 이끌었고, 해당 주주제안은 각 회사의 이사회 

및 주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또한 ISS는 그들이 2008년부터 데

이터를 공표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의 의결권 행사율(shareholder 

voting)을 발표했다.282) 유럽이 평균적으로 67퍼센트의 의결권 행사율을 

기록한 반면, 영국의 의결권 행사율은 73퍼센트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FRC가 스튜어드십 코드의 최종 목표인 기업의 경영성과가 

좋아졌다는 평가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283) 하지만 

영국의 경우 대표 지수인 FTSE100의 PER은 2017년 4월 말 현재 

33.2배로 코드 도입 이전(16.9배) 대비 약 97% 할증됐고, 코드 도입 이

전 59.1%였던 영국의 배당성향은 다소 큰 폭의 등락이 있기는 했지만 

2017년 4월 말 현재 111.1%로 약 52%p 상승했고, 배당수익률 또한 

3.4%에서 3.9%로 0.5%p 개선됐다는 점을 들어 영국의 스튜어드십 코

드 도입 이후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이뤄지며 기업가치가 상승했다는 평

가도 존재한다.284)

(3) 일본의 경우

1) 가입기관 수

  일본 금융청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수용을 표명한 기관투자자의 목

Governance and Stewardship 2015", (2016.1.), p.13.)

281) 이하 Financial Reporting Council, "Developments in Corporate Governance and 

Stewardship 2015", (2016.1.), p.15.

282) 이하 Ibid., p.16.

283) 신장섭, 왜곡된 스튜어드십 코드와 국민연 의 진로, 나남(2018), 104면.

284) 유진투자증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해외 사례와 전망", (2017.6.8.),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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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을 3개월마다 공표하고 있다. 2014년 6월 기준으로 기관투자자 127

사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하였고, 2015년 8월에는 일본공적연금

(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 GPIF)을 포함하여 투자자문

회사, 생명보험회사, 신탁은행 등 197사 정도가 채택하여 55%의 증가율

을 기록하였다.285) 현재(2018.8.31. 기준) 가입기관은 233사로 자산운용

업자 166사, 자산보유자 60사, 서비스제공기관 7사이다.286)

2) 도입효과287)

  2017년 일본의 주주총회는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가 개정(2017.5.)된 

이후에 열렸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수정된 지침으로 주주총회

가 더욱 투명하게 됐고 주주들의 기업 경영에 대한 영향력도 높아졌다는 

평가가 제시된다. 특히 이같은 변화는 경영권 이슈 부문에서 감지되고 

있다. 일본 도쿄의 컨설팅회사 레코프에 따르면 파나소닉과 캡콤을 포함 

40개의 기업들이 2017년 1월과 5월 사이 '인수방어책(買収防衛策, 

anti-buyout measure)'을 폐지했다. 이같은 수치는 역대 최다로, 일본공

적연금(GPIF) 등 연기금들로부터 개별 안건에 대한 의결을 공개하라는 

서한을 받는 등 압박을 받고 있는 자산운용업자들이 기업가치 향상을 이

유로 인수방어책에 반대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또한 미쓰비시UFJ모

간스탠리증권이 일본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평균주가지수에 포함된 96

개 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기업 중 67%는 경영진 임명 

안건에 대한 주주들의 찬성 비율이 이전보다 감소했다. 

  사외이사 선임 건수도 늘고 있다.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코드는 최소 

두 명의 사외이사를 둘 것을 권장하고 있다. 노무라자산운용의 경우 사

285) 정윤모, 기 투자자의 수탁자책임과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자본시장연구원 연구보고서 

16-03 (2016), 78면.

286) 일본 금융청 홈페이지

(https://www.fsa.go.jp/en/refer/councils/stewardship/20180831/en_list_01.pdf) (2018.11.7. 최

종방문)

287) "일본, 스튜어드십 도입으로 지배구조 개혁 탄력", 뉴스핌(2017.7.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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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이사가 1명이거나 아예 없는 경우 회사의 안건에 대해 반대할 것이라

고 말했고,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과 영국의 자산운용업자 3곳

은 전체 이사회 중 사외이사 비율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공동 요청

했다. 2017년 도쿄 증권거래소의 1st Section 회사의 88%가 2명 이상

의 독립적 사외이사를 선임하였는데(그림 2),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 시

행(2014.2.26.) 이후 유의미한 증가(21.5%(2014년) → 48.4%(2015년) 

→ 79.7%(2016년) → 88.0%(2017년))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

다.

[그림 2] 연도별 일본기업 사외이사 비율 변화 추이288)

  주주들의 의안 제시도 늘고 있다. 전체 의결권의 1%에 해당하는 주식

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들은 의안을 제시할 수 있는데, 2017.6.29. 

기준으로 일본 기업 주주들은 212건의 의안을 제시했다. 이는 1년 전보

다 27% 증가한 수치이며 사상 최다 기록이라고 리서치 회사 IR재팬은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감사 및 감독 위원회가 있는 회사' 시스템을 채

택하는 상장 기업들이 1년 전보다 30% 가까이 늘어나는 등 경영 투명

288) Tokyo Stock Exchange, Inc., "Appointment of Independent Directors and 

Establishment of Nomination/Remuneration Committees by TSE-Listed Companies",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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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늘고 있다는 평가가 제시된다. 

(4) 우리나라의 경우

1) 가입기관 수

  우리나라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2016.12.19.) 이후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 가입기관 수는 14사에 불과했지만,289) 현재(2018.11.7. 

기준) 총 68사가 가입하였고, 공식적으로 가입예정을 밝힌 기관은 40사

로, 이르면 2019년 1분기에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기관은 100여 곳에 

이를 전망이다.290) 2018년 7월 국민연금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확정 발표하고 위탁운용사들이 코드를 도입한 경우 가산점을 주겠다고 

밝히면서 가입기관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291)

2) 도입효과

  우리나라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가 시행된 지 2년도 되지 않았기에 

아직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 

이후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 모습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언론보도 

등을 찾을 수 있었다.

  매일경제신문은 2018.4.6., 자산운용업자 중 운용자산 규모가 최소 4

조원 이상되는 대형 운용사 7곳(트러스톤자산운용·미래에셋자산운용·한

국투자신탁운용·하이자산운용·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신한BNP파리바자산

운용·메리츠자산운용)을 대상으로 2018년 1~3월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을 전수 조사했다.292) 조사 결과, 이들 대형 자산운용업자들이 

289)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보도자료,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제 1호 글로벌 자산운용사 로베

코”, (2017.12.14.)

290)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홈페이지(http://sc.cgs.or.kr/main/main.jsp) (2018.11.7. 최종방문)

291) “['주주 행동주의' 나선 운용사]①거수기는 없다, 이제 주주행동주의다”, 이데일리

(201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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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주총회 기간에 의결권을 행사한 건수는 한 회사당 평균 483

건으로 2017년(328건) 대비 47.2% 늘어났다. 이 중에서 반대 의견을 

행사한 건수는 한 회사당 평균 39건에 달했다. 2017년(19건)에 비하면 

반대 목소리가 두 배 이상 커진 것이다. 이들 회사의 의결권 가운데 반

대 비율은 평균 8.2%로, 금융감독원이 마지막으로 자산운용업자의 의결

권 행사 통계를 집계한 2015년 주주총회 기간(61개사 평균 7%)에 비해

서 반대 의사표시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293) 

  또한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최근 3년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기관투자

자 136개사의 의결권행사 내역을 분석한 결과 반대율이 2016년부터 3

년간 각각 2.4%, 2.8%, 4.6%로 올랐다고 밝혔다.294)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일부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집중되었기 때문이

라는 것이 연구소의 판단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공표 이후 주주제안 건수도 늘었다.295) 2018.11.3.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공표된 2016년에는 31건

에 그쳤던 주주제안 건수가 2017년 66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

로 나타났다. 2018년 주주제안 건수는 2018.11.3. 기준 총 60건으로 

2017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2018년 주주제안 내용으

292) “스튜어드십코드 1년, 목소리 커진 큰손들”, 매일경제(2018.4.9), A08면.

293) 특히 스튜어드십 코드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 한국투자신탁운용은 2017년 대비 반대 비율이 

9배 늘어났고, 2017년 20건의 안건에만 의결권을 행사했던 하이자산운용은 2018년 309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해 의결권 행사 비율을 14배 증가시켰다. 자산운용업자의 반대가 가장 빈

번했던 의안은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출`을 비롯한 이사회 문제로 집계됐다. 조사 결과 한국투

자밸류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을 비롯한 6개사가 가장 빈번했던 반대 안건 사유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건`을 꼽았다. 하이자산운용만이 이사보수액한도 승인 건수 비율

이 36.4%로 보수 문제를 많이 지적했다. 메리츠자산운용의 경우 2018년 주주총회에서 반대표

를 행사한 48개 안건 중 이사선임과 감사선임 등 이사회 문제를 합한 건수가 전체 67.3%에 

달했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역시 가장 많은 반대 안건 사유로 사내외 이사 선임과 관련된 

이슈(46.1%)를 언급했다. 이 비율이 76.5%까지 치솟은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역시 마찬가

지였다.(“스튜어드십코드 1년, 목소리 커진 큰손들”, 매일경제(2018.4.9), A08면.)

294) “대신지배硏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후 기관 안건 반대율 소폭 올랐다"”, 아시아경제

(2018.10.17.)

295) 이하 “[‘주주 행동주의’ 나선 운용사]④소액주주 목소리 커졌다”, 이데일리(2018.11.3.)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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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배당 관련 제안이 상당수를 차지했고, 자사주 소각, 정관 일부 변

경 및 감사․사외이사 선임 등도 제기되었다. 

  또한 투자대상회사에의 서한 전달 등 기타 적극적 경영관여 활동 사례

도 늘고 있으며,296) 헤지펀드도 주주행동주의를 강화하고 스튜어드십 코

드 도입을 추진하는 추세이다.297)

3. 원인분석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후 실제로 투자대상회사 및 고객․수익자의 이

익이 증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으나, 영국, 일본 및 우리나

라 모두 코드 도입 이전과 비교할 때 기관투자자들의 경영관여 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적어도 기관투자자의 소극성 극복 측면

에서 볼 때, 스튜어드십 코드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연성규범이지만, 사실상 강제력을 지니기 때

문이라고 분석해볼 수 있다. 영국의 경우, 2016년부터 FRC가 스튜어드

296)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큐리언트의 400억원 유상증자에 대해 기존주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

해한다면서 해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 참여의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

다. KB자산운용은 컴투스를 대상으로 ROE(자기자본이익률) 하락에 대한 회사 입장과 주주정

책 방향성을 질의하는 등 주주행동주의에 나섰다. 그 결과 컴투스는 10~15% 배당성향을 제시

하고 분기배당을 실시하기로 했다. 2018년 5월에는 골프존이 적자 사업부(조이마루)를 인수하

기로 승인한 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전달했지만 주총에서 우호주주를 확보하지 못해 가결되자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광주신세계에 대해서는 열악한 주주환원정책과 

3년전 최초 공시 이후 추가 공시 내용이 없는 랜드마크 복합시설 사업에 대한 사업 진척 등에 

관한 입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태광산업과 KISCO홀딩스에 배당성향 

확대 및 중장기적인 배당정책 수립과 자사주 소각 등 자사주 활용 방안 모색을 요구하는 주주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주주 행동주의' 나선 운용사]② 주주제안 급증…기업견제 역할 ‘톡

톡’”, 이데일리(2018.11.3.))

297) 2018년 6월 플랫폼자산운용은 MKIF 운용사인 맥쿼리자산운용의 운용보수가 과다하다며 운

용보수를 10분의 1로 낮추고 성과보수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코람코운용으로 운용사를 변경하는 것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제안했다. 비록 주주총회에서 

우호주주를 확보하지 못해 부결됐지만 한국형 행동주의 헤지펀드라는 선례를 남겼다.(“['주주 

행동주의' 나선 운용사]② 주주제안 급증…기업견제 역할 ‘톡톡’”, 이데일리(201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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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코드에 가입한 기관투자자의 성명서를 평가해 계층을 매겨(tiering)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298) 자산보유자(asset owners)와 서비스제공

기관(service providers)은 2개의 계층(tier 1, tier2)으로 평가하고 있

고, 자산운용업자는 3개의 계층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자산운용업자의 3

번째 계층(tier 3)은 최근 코드에서 제거되었다.299) 또한 영국의 금융당

국인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는  COBS(Conduct of 

Business Sourcebook) 2.2.3R 조항을 통해 자산운용업자(investment 

managers)에 대하여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의 특징(the nature of 

their commitment to the Code)”을 공시하거나, 스튜어드십 코드를 준

수하지 않을 경우 “대체 투자 전략(alternative investment strategy)”

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300) 따라서 영국은 일부 기관투자자들에 대해

서 강제로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시키고, 그 이행의 내용의 경우에도 

법적인 규제는 아니지만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추방하는 것을 통해 간접

적으로 강제하는 것으로 보인다.301) 또한 일본 및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

당국이 스튜어드십 코드 추진 주체였으며,302) 공적연기금인 GPIF, 국민

연금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였고 그 위탁운용사에게도 스튜어

드십 코드 도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강제력

이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사실상 강제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관투

자자의 소극성을 극복 가능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

298) 이하 Financial Reporting Council, "Developments in Corporate Governance and 

Stewardship 2016", (2017.1.), p.26.

299) 영국 Financial Reporting Council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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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managers) (2018.11.7. 최종방문)

300) Financial Reporting Council, "Developments in Corporate Governance and 

Stewardship 2016", (2017.1.), p.26.

301) 구창모․서완석,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을 위한 유인방안", 가천법학, 제10권 제4호(2017), 

221면.

302) 우리나라의 경우 업계의 반대 후 민간기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추진

주체가 변경되었으나, 당초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 개혁과제로 추진되었고 금융당국도 스튜어

드십 코드 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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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본장 Ⅱ.2.(2)에서 본 것처럼, 금융그룹 및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관투

자자는 사실상 강제에 따라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소

유관계·사업관계 등 이해상충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여전히 소극

적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우리나라 자본시장 구조상 기관투자자의 낮은 

비중 및 외국인투자자의 높은 비중을 고려할 때, 국내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사실상 강제에도 불구하고 스튜어드십 코드의 효과가 여전히 제한

적일 것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Ⅳ. 극복방향1: 기관투자자의 합리적 과묵함(rational 

reticent)

1. 합리적 과묵함(rational reticent) 개념

  Ronald Gilson, Jeffrey Gordon의 연구303)에 따르면, 기관투자자 스

스로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하려는 시도는 기관투자자의 사업모델과 충돌

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들은 기관투자자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히려 하기보다는, 연기금 등의 소극적인 기관투자자와 헤지

펀드 등의 적극적인 행동주의 주주의 보완관계를 강조한다. 행동주의 주

주의 역할은 기관투자자들에게 투자대상회사에 개입가능한 선택지들을 

저비용으로 제시함으로써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한 지분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개입이 성공적이라면,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한 지분가치 뿐만 아

니라, 행동주의 주주들이 보유한 지분가치도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가

치증진 기대는 행동주의 주주들에게 행동할 동기를 부여한다. 나아가 행

동주의 주주는 지배구조 중개인으로서 그들은 투자대상회사의 성과를 감

303) Ronald J. Gilson & Jeffrey N. Gordon, “The Agency Costs of Agency Capitalism: 

Activist Investors and the Revaluation of Governance Rights”, Columbia Law Review, 

vol.113(2013), p.867, 896, 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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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기업인수보다 훨씬 덜 급격한 과정을 통해 회사와 기관투자자에

게 경영전략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한다. 행동주의 주주의 힘은 

그들이 보유한 지배적이지 않은 지분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주의 

주주들의 제안을 따를 것인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관투자자에

게 설득력 있는 계획을 제시하는 능력에 있다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기금 등의 기관투자자들은 분산된 주식의 소유자로서 "합리적으로 무

관심(rationally apathetic)"하기보다, "합리적으로 과묵(rationally 

reticent)"하다고 한다. 중개자로서의 기관투자자들은 그들 스스로 먼저 

제안하지는 않지만, 행동주의 주주들이 먼저 제안하면 이에 대답한다. 

2000년~2007년까지의 1,164건의 주주행동주의 캠페인에 대한 

Nickolay Gantchev의 종합적인 연구304)에서 이러한 행동주의 주주와 

기관투자자간 복잡한 상호작용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한

다.

  연기금 등의 소극적인 기관투자자와 헤지펀드 등의 적극적인 행동주의 

주주의 보완관계는 Stephen Choi, Jill Fisch의 연구305)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공적 연기금 행동주의의 비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눈에 튀는 행동주의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는 공적 연기금의 

경향은 적극적인 행동주의 펀드와 소극적인 펀드 사이의 제한된 연합을 

만들어내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공적 연기금은 다른 적극적인 행동주의 

주주를 지원한다. “연합”의 가장 단순한 형태는 적극적인 행동주의 펀드 

제안에 찬성하는 익명투표를 하는 것이다. CalPERS와 같은 높은 수준의 

행동주의를 취하는 기관투자자는 많지 않지만, 많은 기관투자자들은 그

들의 투표권으로써 CalPERS를 기꺼이 지원했다. 또한 이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행동주의적 노동조합 펀드의 경우 노동조합이 후원하는 계획의 

정당성과 득표수를 얻기 위해 특히 공적 연기금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한

304) Nickolay Gantchev, “The Costs of Shareholder Activism: Evidence from a Sequential 

Decision Model”, J. Fin. Econ., vol.107(2013).

305) Stephen Choi & Jill Fisch, "On Beyond CalPERS: Survey Evidence on the Developing 

Role of Public Pension Funds in Corporate Governance", Vanderbilt Law Review, 

vol.61(2) (2008), p.319,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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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연기금은 행동주의에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

에 대한 투자, 본격적인 위임장 경쟁에서부터 경영진과의 비밀 미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동주의에 종사할 수 있는 외부 펀드 매니저의 사용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비용을 지출한다. 이러한 유

형의 행동주의를 위한 지출은 연기금 예산내역 상 투명하게 공개되지는 

않지만, 연기금으로 하여금 직접 행동주의를 취하는 것보다 최종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한다.

2. 스튜어드십 코드에의 적용

  이와 같은 소극적 주주와 적극적 주주의 보완관계를 고려할 때, 스튜

어드십 코드는 적극적 경영관여 활동을 수행하는 주주를 조금이라도 늘

리는 데 의의가 있다. 적극적 주주는 투자대상회사로 하여금 특정한 조

치를 취하도록 하는데 있어 다른 주주들의 지지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으므로,306) 다른 주주들에게 설득력 있는 계획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

력할 수밖에 없다. 또한 위에서 본 것처럼 소극적인 기관투자자들은 그

들 스스로 먼저 제안하지는 않지만, 다른 누군가 먼저 제안하면 이에 대

해 검토하고 대답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먼저 문제제기하고 행동하는 

주체들을 늘려 주주간 상호작용을 증가시키는 데 있지, 모든 기관투자자

들을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시키는 것에 있지 않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투자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적극적 주주의 제안에 반

응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

라 자본시장 구조상 스튜어드십 코드가 적용되는 대상이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스튜어드십 코드는 충분히 의의가 있으며, 소극적 주주와 적극

적 주주의 상호보완 관계를 더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

다. 

306) Lucian A. Bebchuk & Robert Jackson, “The Law and Economics of Blockholder 

Disclosure”, Harvard Bus. L. Rev., vol.2(2012), pp.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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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극복방향2: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신인의무 이행촉구

1. Gen Goto의 분석

  Gen Goto는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주된 목적은 기관투자자들로 하

여금 좀더 공공의 이익에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위험인수 및 

단기실적주의를 방지하려는 것인데, 고객·수익자의 충실한 "스튜어드"로

서 행동하는 기관투자자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그들의 

고객·수익자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행동

하지 않을 것이므로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주된 목적과 스튜어드십의 

개념이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307) 이와 반대로,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의 주된 목적은 일본 기관투자자들에게 궁극적인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도록 촉구함으로써 주주이익 관점에서 보다 

효과적인 경영원칙을 세우는 것이며, 이는 기관투자자가 궁극적 수익자

의 신인의무자라는 스튜어드십의 개념과 일치하므로 신인의무, 특히 충

성의무 및 주의의무의 효과적인 집행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한다.308)

2. 검토: 중간 정류장으로서의 스튜어드십 코드

  하지만 각 국의 정치·경제·사회적 배경에 따라 스튜어드십 코드가 달

성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본

적인 관점은 신인의무자인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경영관여 활동 측면에서

의 신인의무 이행촉구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 신인의무자인 기관투자자

는 고객·수익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1차적 의무이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기관투자자라는 개념 자체가 유지되기 어렵기 때

307) Gen Goto, "The Logic and Limits of Stewardship Codes: The Case of Japan", The 

University of Tokyo Business Law Working Paper, Series No. 2018-E-01 (2018), p.41.

308) Ibid.,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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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309)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가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도한 위험인

수 및 단기실적주의 방지도 결국 투자대상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하여 기

관투자자의 고객·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

며, 고객·수익자의 이익과 관계없는 공익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스튜어드

십 코드는 그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스튜어드십 코드에 있

어서는 신인의무, 특히 충성의무 및 주의의무의 효과적인 집행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다.

  충성의무 측면에서 볼 때,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적극적 

경영관여 활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기관투자자의 이익과 고객·수익자의 

이익이 충돌하거나, 기관투자자가 신인관계상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수

익자의 이익에 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그리고 기관투자자가 고객·수

익자 아닌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적극적 경영관여 

활동을 게을리 하는 경우라면 충성의무에 위반될 수 있다. 특히 본장 

Ⅱ.2.(2)에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그룹 및 기업집단에 속하

는 기관투자자의 비율이 높고 이들은 소유관계·사업관계 등 이해상충 문

제로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진제안 안건에 반대하는 데 소극적인데, 고객·

수익자의 이익이 아닌 소유관계·사업관계를 더 우선시하여 투자대상회사

에 대한 적극적 경영관여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는 충성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

  적극적 경영관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행동하지 않는 경우라면, 충성의무에 위반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

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주의의무 위반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적극적 

경영관여 활동이 고객·수익자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

구하고, 이에 대한 비용-편익 등 분석 없이 관성적으로 만연히 의결권 

등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는 주의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신인의무

309) 기관투자자가 고객·수익자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더 우선할 경우 이러한 기관투자자에

게 돈을 맡길 고객·수익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고객·수익자의 이익이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된다면 수익성이 악화되어 기관투자자의 수탁재산 자체가 고갈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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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기관투자자는 본인인 고객·수익자의 이익을 위해서 합리적인 주의

와 숙련 및 신중함을 가지고 투자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합리적 무관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항상 주의의무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고객·수익자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경영관여 활동 측면

에서의 신인의무 이행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신인의무자인 기관투자자를 

행동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제3

장 Ⅳ.1.(4)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신인의무인 충성의무 및 주의의무의 

내용 및 위반효과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신인의무자인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적극적 경영

관여 활동 측면에서 신인의무를 부담하며, 신인의무를 위반할 경우 어떠

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구체적으로 정리되어야만 기관투자자가 긴장감을 

갖고 행동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는 적극

적 경영관여 활동 측면에서의 신인의무를 구체화하고, 신인의무자인 기

관투자자들이 이러한 신인의무를 다하도록 돕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신인의무자인 기관투자자들은 스튜어드십 

코드는 중간 정류장이며, 최종 목적지는 적극적 경영관여 활동 관점에서

의 신인의무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Ⅵ. 소결

  기관투자자들이 이미 1990년대 초에 “기관투자자의 목소리

(institutional voice)” 등과 같은 기대를 받았음에도 그다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으로 행동

하기 어려운 많은 이유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관투자자의 

합리적 무관심은 기관투자자의 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 



- 124 -

  하지만 기관투자자의 합리적 과묵함(rational reticent) 개념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실제로 미국의 행동주의 펀드

들이 운용하는 자금규모가 2008년 320억 달러에서 2015년 전반기 

1,300억달러로 불어난 주된 이유가 연금 펀드, 대학 기금을 비롯한 대형 

기관투자자들이 이 펀드들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볼 

때310), 과묵한 기관투자자와 헤지펀드 등의 적극적인 행동주의 주주 간 

상호보완적 역할분담은 이미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호보완적 관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인의무 측면에서 볼 때,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적극

적 경영관여 활동 측면에서의 신인의무 이행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신인

의무자인 기관투자자를 행동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

를 위해 신인의무인 충성의무 및 주의의무의 내용 및 위반효과가 구체화

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는 적극적 경영관여 활

동 측면에서의 신인의무를 구체화하고, 신인의무자인 기관투자자들이 이

러한 신인의무를 다하도록 돕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

다. 다음 장에서는 위의 논의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310) J.P. Morgan, "The 2015 U.S. Proxy Season Through the Activist Lens", Hedge Fund 

Research data(2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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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장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의 보완방안

Ⅰ. 보완방향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2019년 초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가 

개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단계적으로 강화해나간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 

스튜어드십 코드가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될 예정이다.311) 따라서 

이에 앞서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짚어볼 필

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크

게 주주행동주의의 부정적 측면, 기관투자자의 소극성 측면, 그리고 신

인의무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각각 이를 어떻게 보완

할 수 있을지 논의한다.

Ⅱ. 주주행동주의의 부정적 측면 보완방안

1. 단기실적주의 측면 

  행동주의 주주들이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와 같은 단기적 이익추구에

만 몰두하여 투자대상회사의 장기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비판이 존재

한다. 하지만 제4장 V.2.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단기적 이익추구가 부정

적인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며, 행동주의 주주들은 장기적 이익을 

함께 추구할 유인이 있고,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가 장기이익을 저해

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주주행동주의의 효용에 대한 연구나 실증자료들이 주주행동주의의 명

백한 장점이나 단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단기실

311) "스튜어드십코드 내년에 더 세진다", 아시아경제(2018.9.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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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주의를 방지하는 방안을 서둘러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과묵

한 기관투자자와 적극적인 행동주의 주주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으므로  

단기실적주의 방지 등 적극적인 행동주의 주주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방

안을 도입할 경우, 결과적으로 행동주의 주주가 기관투자자에게 제시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계획이 줄어들 수 있고 이는 기관투자자가 행동할 

수 있는 범위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의결권 자문회사에의 의존 문제

(1) 기관투자자를 통한 간접규제

  과거 미국에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자문서비스를 받은 

경우, 의결권행사와 관련하여 신인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이라는 인식이 있었다.312) 그러나 기관투자자가 의결권 자문서비스를 받

아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인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의결권 자문회사를 활용한 경우에도 여전히 신인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의결권 자문회사의 자문업무에는 제4장 V.3.(3)에서 논

의한 이해상충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관투자자의 신인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관투자자가 

의결권 자문서비스를 받은 경우 그 사실 및 권고 내용과 동일한 방향으

로 의결권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가 권

고에 의거하였는지 여부를 공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313) 의결권 자문

회사의 활용 사실의 공시는 의결권 자문회사 자체에 의한 이해상충 상황 

공시와 함께 작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을 발휘할 수 있다. 기관투

자자가 무조건적으로 권고 내용에 따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의결권 

312) Stephen Choi & Jill Fisch, “How to Fix Wall Street: A Voucher Financing Proposal 

for Securities Intermediaries”, Yale Law Journal, vol.113(2003), p.296.

313) 이하 논의는 최문희,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자문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법적 쟁

점”, BFL, 제77호(2016), 50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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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회사의 기능, 주주총회에서의 영향력 정도를 파악하며, 지분공시의 

대상 여부 판단, 향후 추가적 규제의 설정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이러한 공시의무는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되었다.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5 안내지침에서는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 자

문서비스 이용 여부, 이용하는 경우의 서비스 범위와 활용 방식, 서비스 

제공자, 해당 서비스 제공자의 권고에 의존하는 정도를 공개해야 하며,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 자문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수

탁자로서 자신의 책임과 판단 하에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영국 및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 역시 기관투자자가 의결권 자문서

비스를 받는 경우 이러한 공시의무를 정하고 있다.314) 

(2) 의결권 자문회사에 대한 직접규제

  위와 같은 기관투자자의 공시의무를 통한 간접규제 외에, 의결권 자문

회사에 대한 직접규제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의결권 자문회사의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등록을 생각해 볼 

수 있다.315)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에 등록하여야 하고,316)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317) 

위반 시에는 벌금 등의 형사제재가 가해진다.318) 하지만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은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

판단에 관한 자문”319)을 의미하므로 자본시장법 투자자문업 규정이 의

결권 자문회사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관한 자문업무도 포함하는 취지인

314)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6 지침,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 지침5-4.

315) 이하 논의는 최문희, “의결권 자문회사에 관한 입법 과제와 법적 쟁점”, 서울 학교 법학, 

제57권 제2호(2016), 223-224면 참고.

316) 자본시장법 제18조 제1항

317) 자본시장법 제17조

318)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1호

319) 자본시장법 제6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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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의문이다. 명확성을 위해서는 의결권 행사 방향에 관한 자문업무가 

이에 해당하여 등록이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업의 영위로서 새로운 등

록규제를 도입할지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입법을 통한 법적 공시의무 부과 및 공시의무 위반시 제재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320) 의결권 권고의 방법론, 의결권 권고실적 

및 담당인력, 겸업수행 사실 등 이해상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요한 관

계 또는 중대한 이해 등에 대하여 의결권 자문회사에 공시의무를 부과하

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하는 방안이다. 제3장 Ⅲ.5.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의결권 자문회사는 신인의무자로 보기 어려워 신인의무를 통한 통

제가 어려우므로 별도 입법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된다.

  스튜어드십 코드상으로는 의결권 자문회사 역시 코드의 적용대상이 된

다는 사실을 활용할 수 있다.321) 이에 2017년 개정 일본 스튜어드십 코

드는 지침5-5에서 "의결권 자문회사는 기업 상황의 정확한 파악 등을 

위한 충분한 경영자원을 투입하고, 본 코드의 각 원칙(지침을 포함)이 

자신에게 적용되고 있고 있음을 유의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

다. 또한 의결권 자문회사는 업무체제나 이해상충 관리, 자문 책정의 과

정 등에 관해, 자체적인 대응 방안을 공표해야 한다."고 하여 의결권 자

문회사에 직접 적용되는 지침을 신설했다. 의결권 자문회사가 기업에 대

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도의 이해상충 관리가 필요하

며, 적절한 자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절차적 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

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반영한 것이다.322) 우리나라 역시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용대상에 의결권 자문회사가 포함되는 점, 기관투자자의 공시

를 통한 간접규제만으로는 의결권 자문회사의 이해상충 관리 등에 한계

320) 이하 논의는 최문희, “의결권 자문회사에 관한 입법 과제와 법적 쟁점”, 서울 학교 법학, 

제57권 제2호(2016), 225-232면 참고.

321)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 Application of the Code 제2문,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 목적 제8문,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의 적용 제2문.

322) 김영주, “2017년 개정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와 운용상의 쟁점”, 증권법연구, 제19권 제1호

(2018), 131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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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결권 자문회사에 직접 적용되는 스튜어드십 

코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3. empty voting

  제4장 V.3.(4)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헤지펀드 등의 행동주의 주주는 

고도의 수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복수 회사의 의결권을 가지면서 철저한 

금융기법을 구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행동주의 주주의 주주권이 

경제적 이해관계와 분리될 수 있고(empty voting), 이를 스튜어드십 코

드를 통해 악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투자대상회사 주식가치

가 하락할 때 주주인 헤지펀드가 오히려 이익을 보는 상황일 경우, 헤지

펀드가 투자대상회사에 실제로는 해가 됨에도 이익이 되는 것처럼 다른 

주주들을 속이는 수단으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동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empty voting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고 생각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투자대상회사의 이익을 향상시켜 기관

투자자의 고객·수익자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전제하는데, empty 

voting 상황에서는 헤지펀드의 고객·수익자 이익과 헤지펀드의 투자대상

회사 이익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전제와 모순되기 때

문이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주주행동에 대해 신인의무를 부과하여야 한

다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한다.323) 그러나 주주에게 이러한 의무가 인정

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와 같은 접근방법으

로 신인의무를 헤지펀드 등의 행동주의 주주에게 적용하는 것은 다소 어

려울 것으로 보인다.324) 

  대신 empty voting과 같은 남용적 의결권 행사를 통해 기업가치 및 

323) Anabtawi, Iman and Lynn Stout, “Fiduciary Duties for Activist Shareholder”, 

Standford L. Rev., vol.60(5) (2008), pp.1255-1308.

324) 안수현,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검토”. 증권법연구, 제18권 제1호

(2017), 31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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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등의 입

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325) 이에 대하여 상법 

제368조 제3항에 의한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로 보아 의결권을 제한하

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 입법을 통해 의결권을 규제하는 것도 고려해

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326) 이에 따르면 empty voting과 같은 남용적 

의결권 행사 사안의 경우, 회사의 이익과 상반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

여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해관계를 이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의결권 행사 자격을 부정하여 의결권이 사전적, 전면적으로 

제한됨을 직접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또한 이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참

고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소유'하

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개념규정을 하고 있는 판례

나 학설은 찾아보기가 어렵지만, 이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론을 종합하여 

볼 때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소유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비용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그 주식의 시가변동 등에 의한 위험을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가격변동 및 배당수익 등에 따른 손익을 부담하는 

등 주식에 대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당해 주식

의 취득 비용도 부담한 경우에는 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에 의하여 공시가 

요구될 수 있다고 한다.327) 이는 임원 및 주요주주 등의 특정증권 등 소

유상황 보고제도328)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 공시

가 요구된다는 입장이다.329) 기타 공시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영국 

Takeover Code Rule 8.3(2006.5. 개정)에서 약정 기간 동안 보유한 주

식스왑과 같은 ‘차액결제계약(contracts for differences)'이나 이와 유

사한 파생상품계약이 기초 증권(the underlying securities)의 지분에 1

퍼센트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액결제계약의 공시를 요

325) 상게논문, 31면.

326) 김지평, 주식에 한 경제  이익과 의결권, 경인문화사(2012), 280면.

327) 상게서, 312면.

328) 자본시장법 제173조(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329) 김지평, 주식에 한 경제  이익과 의결권, 경인문화사(2012), 3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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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330)하는 사례도 참고할 수 있다.

Ⅲ. 기관투자자의 소극성 보완방안

1. 집단적 관여 촉진 필요성 

(1) 합리적으로 과묵한 기관투자자와 적극적 행동주의 주주의 상호보완

적 관계 고려 필요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가 원칙5에서 "기관투자자는 필요한 경우 다른 

투자자와 연대하여 행동하여야 한다."고 정하는데 반하여, 우리나라 스튜

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간 연대행위를 명시하지 않았다.331) 이는 제정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제5장 Ⅳ.에서 검토하였듯이, 합리적으로 과묵한 기관투자자와 

헤지펀드 등 적극적인 행동주의 주주의 상호보완 관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행동주의 주주의 역할은 기관투자자들에게 투자대상

회사에 개입가능한 선택지들을 저비용으로 제시하는 것이고, 기관투자자

의 역할은 행동주의 주주의 제안이 투자대상회사 및 고객·수익자의 이익 

관점에서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따를 것인지 여부를 최종적으

로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호보완 관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와 같은 기관투자자간 연대행동을 명시하여 집단적 관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일본의 2017년 개정 스튜어드십 코드 역시 지

330) 김건식 등 8명, 회사법의 해부, 소화(2014), 106면 각주26.

331) 다만 원칙7의 안내지침에서 "기관투자자는 논의와 토론을 활성화하고 공동의 이해관계를 추

구하기 위한 포럼 등을 설립하여 성공적인 주주활동 사례 등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나누고 학

습함으로써 전문성과 주주활동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는 내용을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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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4-4를 신설하여 기관투자자의 집단적 관여(engagement)가 필요에 따

라서는 유익할 수도 있음을 명시한 바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기관투

자자들의 집단적 관여에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보고 제도 등이 적용될 

것인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 검토한다.

(2) 기관투자자의 집단적 관여 문제

1) 집단적 관여에 대해 제기되는 우려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기관투자자들의 특정한 기업에 대한 집단적인 

의결권행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기관투자자 사이에 묵시적 협력을 통하여 

기업의 경영에 간섭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예컨대, 코드 원칙7의 

지침에 따라 기관투자자들이 포럼을 구성하여 대량보유보고제도의 5%룰

을 적용받지 않고 서로 협력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332)

2) 대량보유보고제도의 특례 적용여부333)

  대량보유보고제도라 함은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을 합쳐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

기 위한 목적 여부),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332)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건의-기업지배구조원 제

정안(15.12.2) 중심-”, (2015.12.)

333) 이하 논의는 김순석,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법적 검토 과제”. 증권법연구, 제17권 

제2호(2016), 33-34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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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여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334)

  특례보고제도335)라 함은 일상의 영업활동 등에 있어서 반복·계속적으

로 주권 등의 매매를 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거래할 때마다 상세한 

정보공시를 요구하면 업무부담이 과중하게 되므로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량보유보고와 변경보고의 보고사항과 보고기간 등을 완화하는 제

도이다. 대량보유보고제도에 있어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와 

‘투자대상회사와의 대화’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대량보유보고제도에서는 

대량보유보고서의 제출빈도나 기한 등을 완화하는 특례보고제도가 설정

되어 있으며, 기관투자자의 대부분은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이 제도

는 대량보유보고제도의 취지를 손상하는 형태의 이용을 방지하는 관점에

서 주권 등의 보유자가 투자대상회사에 대하여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와의 대화를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

떠한 행위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3) 대량보유보고제도 및 공개매수제도의 공동보유자 해당 여부336)

  기관투자자가 다른 기관투자자와 스튜어드십 활동에 관하여 협의하는 

경우에 그 다른 기관투자자가 대량보유보고제도 및 공개매수제도의 ‘공

동보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대량보유보고제도 및 공개매

수제도에서는 주권 등의 보유비율을 산출하는 때에 ‘공동보유자’의 보유

분을 합산대상으로 하고 있다.337) 이 때문에 기관투자자가 다른 투자자

와 협조하여 개별적인 투자대상회사에 대해서 행동을 일으키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공동으로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하는 것을 합

334)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3조

335)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336) 이하 논의는 김순석,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법적 검토 과제”. 증권법연구, 제17권 

제2호(2016), 37-39면 참고. 

337)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제13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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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①주식 등의 보유자가 ‘다른 투자자’와의 사이에 특정한 투자

대상회사에 대한 의결권행사의 방침에 대한 의견교환을 하는 경우나, ②

투자대상회사에게 대화의 장을 설정하도록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나, 

③투자대상회사의 경영방침 등의 변경을 공동으로 요구하는 것을 합의한 

경우, 당해 ‘다른 투자자’는 대량보유보고제도에 있어서 공동보유자에 해

당하는지, ④주식 등의 보유자가 ‘다른 투자자’와의 사이에 특정한 투자

대상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행사의 예정을 표현하고, 그 내용이 일

치한 경우, 그 ‘다른 투자자’는 대량보유보고제도에 있어서 공동보유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3)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내용338)

1)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중인 기관투자자는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5% 보고)시, 보유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

해야 하는지 여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의 이행 양태는 다양하므로, 스튜어

드십 코드에 참여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으로 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란 

(i) 아래의 ①～⑩ 중 어느 하나를 위하여, (ii) “회사나 그 임원에 대하

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338) 금융위원회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2016.12.19.)된 이후 업권별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

해 기관투자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는 바, 설명회·간담회 당시 자산운용업자 등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해설서 제공과 활발한 주주활동이 법령 등 위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주활동 관련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기업지배구조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

회를 통해 해설서를 검토하였고, 금융위원회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법령해석 질의들을 검토하여 

해설서와 법령해석집을 배포(2017.6.9.)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을 위한 법령해석집 배포”, (2017.6.9.))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은 주주활동 관련해서 

주로 (1)미공개정보 이용 및 (2)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5% 보고)에 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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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①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②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③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④회사의 배당의 결정, ⑤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⑥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⑦영업전

부의 양수‧양도, 자산총액의 10% 이상 규모의 영업부문 양수‧양도 등, ⑧

자산 전부의 처분, 자산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의 처분, ⑨영

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

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⑩회사의 해산

 (ii) “회사나 그 임원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의 행사” 여부는 주주활동 

당시의 종합적 정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함

  “회사나 그 임원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의 행사”에는 주주제안권339)이

나 임시총회 소집청구권340)을 직접 행사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행사하

도록 하는 것이 포함341)된다.

  5% 이상 대량보유자가 회사나 그 임원에게 자신의 입장을 단순히 전

달‧설명 또는 표명하거나, 회사나 그 임원에게 설명 또는 입장표명을 요

구하거나 자신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 영향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

  다만, 5% 이상 대량보유자의 요구가 주주제안이나 임시총회 소집 청

구 등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주주제안권 또는 임시총회 소집청구권 등의 권한행사로 이어지는 

前단계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소지가 크다.

2) 지분을 합산해서 5% 보고를 해야하는 ‘주식 공동보유’에 해당하는 경

339) 상법 제363조의2

340) 상법 제366조

341)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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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①기관투자자간 협의 및 공동의 경영진 면담 수행 후 각자 판단에 따

라 주주총회에서 투표한 결과 동일한 방향으로 투표결과가 나온 경우, 

②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 7의 안내지침에서 제시한 형태

의 포럼에 참석한 경우, ③여러 기관투자자들이 동일한 자문기관을 이용

하고 동일한 방향으로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 지분을 합산해서 5% 보고

를 해야하는 ‘주식 공동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①‧②‧③ 모두 주식 공동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③은 기관투자자 

상호간 의결권 공동행사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 없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독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투표결과가 나오더라도 의결권 공동보유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

렵다. ②는 포럼에 참석한 사정만으로는 참석자간 주식의 공동보유 관계

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내부자거래 측면

(1) 기관투자자의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관여: 내부자거래 우려342)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어려운 이유 중 규제의 제약 측면

에서 "내부자거래 우려"가 존재한다. 내부자거래 우려에 있어서 ‘미공개 

중요정보’와 ‘투자대상회사와의 대화’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우리나라 스

튜어드십 코드에 따르면 기관투자자는 적극적인 대화와 관여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 금지에 관한 자본시장법상 규정343)을 위반하

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가 투

자대상회사와 대화 또는 관여를 하는 경우에 기업측에서는 (i)기관투자

342) 이하 논의는 김순석,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법적 검토 과제”. 증권법연구, 제17권 

제2호(2016), 30-32면 참고.

343) 자본시장법 제1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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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하면 정보제공행위 규제에 저촉할 우려

가 있으며, (ii)기관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기업으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

를 수령하여 당해 사실의 공표 전에 매매를 하면, 정보수령자로서 정보

이행행위 규제에 저촉할 우려가 있다. 

  (i)과 관련하여 기업측은 기관투자자에게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하면 

선별적 공시(selective disclosure)로 인해 공정공시(fair disclosure) 규

정344)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 한편 (ii)에 관해서는 기관투자자가 투자대

상회사와의 대화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령하는 경우, 그 공표 전에 

이를 이용하여 매매거래를 하면 기관투자자는 정보수령자로서 내부자거

래 규제를 받게 되고, 정보를 제공한 기업은 정보제공자로서 규제를 받

을 수 있다.

(2)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내용345)

 1)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받지 않기 위한 유의사항

  기관투자자가 주주활동 과정에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지득하거나 생성함으로써 일반투자자와의 정보비

대칭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정보비대칭 상태가 해소

되기 전까지는 이를 증권 또는 관련 파생상품의 매매 등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2)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취득 

또는 생성하였을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위한 행동요령

344)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5조 제1항,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12조 제1항

34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을 위한 법령해석집 배포”, 

(20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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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되지 않은 상장법인의 내부정보 또는 관련 시장정보 등은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매매 등에 이용할 경우에는 주의할 필

요가 있다. 만약 미공개중요정보의 취득‧생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라면, (i) 일정기간 매매 등 중단하거나, (ii) 해당 정보를 상장법인이나 

기관투자자가 공개(공정공시)한 뒤 매매‧거래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 가능

하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취득‧생성하였지만 사전에 작성된 상환이행계약서

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처분하여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등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매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해당 정보를 이용

하지 않는 매매 등임을 확인하고 상장법인 주식을 신중하게 매매할 수 

있다.

Ⅳ. 신인의무 측면 보완방안

1. 신인의무의 구체화 필요성

  신인의무자인 기관투자자의 경우,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경영관여 활동

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 경우에 따라 신인의무에 위반될 수 있다는 사실

은 그 자체로 기관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는 신인의무자인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

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 점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는 신인의무 준수를 촉

구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충성의무 및 주의의무 위반여부 판단기준이나 

법적 효과의 차이에 관한 논의는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346) 신인의무

346) 정대익, “자산운용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 BFL, 제71호(2015. 5),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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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기관투자자의 소극성이 어떤 경우에 신인

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도 불명확해지므로 기관투자자를 움직이도록 하

는데 한계가 발생한다. 따라서 신인의무인 충성의무 및 주의의무의 내

용, 위반여부 판단기준, 법적효과의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

다. 이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는 적극적 경영관여 활동 측면에서의 신

인의무를 구체화하고, 신인의무자인 기관투자자들이 이러한 신인의무를 

다하도록 돕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개정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신설된 지침 

4-2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 지침은 "패시브 운용은 투자대상회사의 

주식을 매각하는 선택사항이 제한되어, 중장기적인 기업가치의 향상을 

촉진시켜야할 필요성이 높아지므로, 기관투자자는 패시브 운용을 함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중장기적 시점에서 대화와 의결권행사에 임해야 

한다."고 정하는 바,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인덱스 펀드의 신인의무를 

구체화하였다고 판단된다.347) 우리나라 역시 신인의무의 내용을 구체화

하는 출발점으로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2. 용어상 문제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는 ‘수탁자책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

다. 이는 신인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며, 스튜어드십 책무와 신

인의무가 동일하다는 입장이 전제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제3장 

Ⅱ.5.에서 검토하였듯이, 스튜어드십 책무는 신인의무자로 보기 어려운 

은행, 보험회사, 의결권 자문회사 등을 적용대상에 포함한다는 면에서 

347) 제5장 Ⅱ.3.에서 본 것처럼, 최근 기관투자자의 대세는 인덱스 펀드이며, 인덱스 펀드의 투

자전략은 수많은 기업에의 분산투자이므로 개별 투자대상회사에 적극적으로 경영관여할 관심

과 능력이 원천적으로 결여된 것으로 이해되었다. 하지만 적극적 경영관여 활동을 하기 어렵다

고 하여 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제3장 Ⅳ.1.(3)에서 검토한 것처럼, 인덱스 펀드 

등의 기관투자자들은 투자대상회사의 주식을 매각하고 떠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들은 적극적 경영관여 활동을 통해 투자대상회사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 비용 대비 편익

이 가장 높은 방법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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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의무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영국과 일본에서도 

신인의무 또는 수탁자책임보다 더 넓은 개념인 ‘스튜어드십’ 이라는 개

념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348)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스튜어드십 코드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수탁자책임’ 이라는 용어를 ‘스튜어드십’ 이

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스튜어드십 코드가 다루고자 하는 관계를 포섭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349) 

Ⅴ. 소결

  이 장에서는 2019년에 예정된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작업과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크게 신인의무 측면, 주주행동주의의 부

정적 측면 및 기관투자자의 소극성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구체적

으로는 신인의무 위반여부 판단기준․법적 효과의 차이 등에 대한 탐구, 

의결권 자문회사에의 의존 문제, empty voting 관련 문제, 기관투자자의 

집단적 관여 촉진 필요성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의 2017년 개정 스튜어드십 코드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스스로 도입여부를 결정하는 

연성규범이므로 스튜어드십 코드만으로 위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에 한계

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입법적 해결, 사법적 해결, 행정적 해결이 모두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절차의 신속성 측면에서 2017년 금융위원

회 법령해석과 같은 후속 지원작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348) 김순석,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법적 검토 과제”. 증권법연구, 제17권 제2호(2016), 

20면.

349) 상게논문, 20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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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이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법적근거 및 법적성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한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가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킬 

것인지 여부, 스튜어드십 코드가 과연 기관투자자들을 적극적으로 행동

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 그리고 위 3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 스튜

어드십 코드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리인 자본주의(agency capitalism)” 하에서 기관투자자들 중 상당

한 비율은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을 감시할 유인 및 능력을 제한하고, 투

자대상회사의 성과가 좋지 않을 경우 기관투자자들은 투자대상회사의 지

배구조(governance)에 개입하기보다 주식을 매도하고 떠나는 것을 택한

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식시장에서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는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경우 투자대상회사 및 고객·수

익자에게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

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기관투자자에게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적극적 

경영관여 활동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및 이를 해태하였을 경우 어떤 책

임을 부담하는지 관련하여 스튜어드십 코드의 법적근거 및 법적성질을 

살폈다. 우리나라의 기존연구가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필요성 여부에 

집중되고 스튜어드십 책무의 법적근거 등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가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크다.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기관 중 신인의무자의 경우 적극적 경영관여 활동을 해태할 경

우 충성의무 또는 주의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지만, 신인의무자 아닌 

기관투자자 등의 경우는 자율규제 영역에 속한다고 검토하였다. 따라서 

스튜어드십 코드는 신인의무자인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경영관여 활동 측

면에서의 신인의무 준수를 촉구하는 역할을 한다고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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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논의는 주주행동주의에 기반한 투자대상회사 및 고객․수익

자의 가치향상이 가능하다는 시각이 전제되어 있다. 하지만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 역시 투자대상회사 및 고객․수익자의 장기

적 이익이 향상될 수 있다는 주장 이외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과연 이러한 시각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 관

련하여 주주행동주의의 현상과 본질에 대한 탐구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 

  주주행동주의는 현재 기관투자자의 주주행동주의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헤지펀드 주주행동주의의 효용

성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결국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필요한지 여부

는 주주행동주의의 활성화가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는 지

배소수주주의 사적 편취 유인이 큰 비효율적인 구조라고 평가되므로 주

주행동주의 활성화가 유효한 지점이 분명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목적이 긍정적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스튜어

드십 코드가 소극적인 기관투자자를 행동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된

다. 하지만 기관투자자의 합리적 과묵함(rational reticent) 개념에서 이

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과묵한 기관투자자와 헤

지펀드 등의 적극적인 행동주의 주주 간 상호보완적 역할분담은 이미 활

발히 일어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호보완적 관계를 적

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경영관여 활동 측면에서의 신인의무 이행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신인의무

자인 기관투자자를 행동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신인

의무인 충성의무 및 주의의무의 내용 및 위반효과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

으며, 이 과정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는 적극적 경영관여 활동 측면에서의 

신인의무를 구체화하고, 신인의무자인 기관투자자들이 이러한 신인의무

를 다하도록 돕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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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논의들을 감안할 때, 2019년에 예정된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작업과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크게 신인의무 측면, 주주행

동주의의 부정적 측면 및 기관투자자의 소극성 측면으로 정리할 수 있

다. 구체적으로는 신인의무 위반여부 판단기준․법적 효과의 차이 등에 대

한 탐구, 의결권 자문회사에의 의존 문제, empty voting 관련 문제, 기

관투자자의 집단적 관여 촉진 필요성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

련하여 일본의 2017년 개정 스튜어드십 코드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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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I examined the issues to be solved in relation to 

the settlement of the stewardship code in Korea. In the case of 

Korea, discussion was focused on whether to adopt stewardship 

code.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legal grounds that may 

require institutional investors to actively exercise shareholder 

rights and the legal nature of stewardship.

  Stewardship is a broader concept than fiduciary duty. Of the 

institutional investors covered by the stewardship code, pension 

funds and asset managers are obligated to take on fiduciary 

duties. And when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related 

regulations, the contents of the fiduciary duties includes activities 

such as active management engagement in the investment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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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agement with the investee. However, banks, insurance 

companies and proxy advisors are not expected to bear the 

fiduciary duties. It is difficult to find a legal basis for the 

stewardship code, such as active management involvement with 

the investment target company, that may require them to do so. 

This part belongs to a self-regulating area.

  Next, it is a question of whether active management 

involvement activities, as defined in the stewardship code, can 

improve the value of investment target companies, and the 

beneficiaries of the institutional investors. First, it is important 

from the perspective of fulfilling the duty of care of the 

institutional investors who are fiduciaries. Second, it is also 

meaningful that it provides a basis for encouraging stewardship 

code participation for institutional investors and proxy advi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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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are not fiduciaries. To this end, I examined whether the 

stewardship code could achieve its goal by studying the utility of 

hedge fund shareholder activism, which act most actively. In 

Korea, corporate governance is considered to be a highly 

inefficient structure in which the private benefit of controlling 

minority shareholders is large. By activating the shareholder 

activism of institutional investors, it will be possible to improve 

the value of the investment target companies, and the 

beneficiaries of the institutional investors by checking controlling 

minority shareholders.

  Even if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stewardship code is 

positive, the question is whether it will lead to passive 

institutional investors. However, the mutual complementary 

role-sharing between rational reticent institutional investors and 

activist shareholders such as hedge funds is already active. These 

complementary relationships need to be actively utilized. In 

addition, the stewardship code will have the effect of encouraging 

institutional investors who are fiduciaries in the sense that they 

encourage institutional investors to fulfill fiduciary duties in active 

management involvement activities.

  In light of the discussions so far, there are three areas that 

need to be supplemented in the revision of the stewardship code 

in Korea scheduled for 2019. First, in relation to the negative 

aspects of shareholder activism, it is necessary to complement 

the problems of dependence on proxy advisors and empty voting. 

Given the mutual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reticent 

institutional investors and activist shareholders, there is no need 

to hasten the introduction of measures to prevent short-termism. 

Second, there is a need to define collective involve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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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al investors in the stewardship code in relation to the 

passive aspects of institutional investors. Third, in terms of the 

fiduciary duty, the content of duty of loyalty and duty of care, the 

criteria for violation, and the clarifications of legal effects are 

required.

keywords : stewardship code, fiduciary duty, institutional investor, 

shareholder activism, irrational apathy, rational reticent

Student Number : 2011-21377


	제 1 장 서론 
	Ⅰ. 연구의 목적    
	Ⅱ.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 2 장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배경 및 내용 
	Ⅰ.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의 의의  
	Ⅱ.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배경: 소극적인 기관투자자    
	1. 기관투자자의 대두 및 역할기대  
	(1) 용어의 정의  
	1) 기관투자자  
	2)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2) 기관투자자의 대두 및 역할기대  

	2. 소극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관투자자 
	3. 스튜어드십 코드 논의 배경: 대리인 자본주의 
	4. 소결 

	Ⅲ.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내용  
	1. 규정중심주의와 원칙중심주의 
	2. 영국의 도입 
	(1) 제정과정 
	(2) 목적 
	(3) 적용대상과 적용방법 
	(4)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용 
	(5) 감독수단 

	3. 일본의 도입 
	(1) 제정과정 
	(2) 목적 
	(3) 적용대상과 적용방법 
	(4)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용 
	(5) 감독수단 
	(6) 영국과의 차이점 
	1)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특징 : 주주중심주의에 근거 
	2)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의 특징 : 이해관계자중심주의적 접근 
	3) 구체적 차이점 

	(7) 2017년 개정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의 주요내용 

	4. 우리나라의 도입 
	(1) 제정과정 
	(2) 목적 
	(3) 적용대상과 적용방법 
	(4)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용 
	(5) 감독수단 
	(6) 영국 및 일본과의 차이점 



	제 3 장 스튜어드십 코드의 법적근거 및 법적성질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중심으로- 
	Ⅰ. 문제의 소재 
	Ⅱ. 스튜어드십 책무는 신인의무와 같은 의미인가 
	1. 문제점 
	2. 신인의무란 
	(1) 신인의무의 의의 
	(2) 신인의무의 내용 
	(3) 신인의무와 우리법상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의 관계 

	3. 스튜어드십 책무와 신인의무가 동일하다는 입장 
	4. 스튜어드십 책무와 신인의무가 동일하지 않다는 입장 
	5. 검토 

	Ⅲ. 스튜어드십 코드 대상기관이 신인의무를 부담하는가 
	1.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대상 
	2. 연기금 
	(1) 해외사례: 미국의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 
	(2)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경우 
	1) 신인의무 부담여부 
	가) 신인의무 긍정설 
	나) 헌법재판소 결정례 
	다) 검토 

	2) 충성의무 
	3) 주의의무 


	3.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1) 해외사례: 미국의 경우 
	1) 투자자문업자의 신인의무에 관한 법적근거 
	2) 투자자문업자법 
	3) 도드-프랭크개혁법 
	4) 투자회사법 
	5) 통일신중투자자법 

	(2) 우리나라의 경우 
	1) 신인의무 부담여부 
	2) 충실의무 
	3) 선관주의의무 


	4. 은행, 보험회사 
	5. 기관투자자 이외: 의결권 자문회사 
	6. 소결 

	Ⅳ. 기관투자자에게 주주활동이 요구되는 법적근거 
	1. 신인의무자인 기관투자자의 경우: 연기금, 자산운용업자 
	(1) 법적근거 
	(2) 구체적 검토: 충성의무 측면 
	(3) 구체적 검토: 주의의무 측면 - 비합리적 무관심(irrational apathy)의 경우 
	1) 일반론 
	2) 사회적 책임투자의 경우 

	(4) 신인의무 위반효과 
	1) 문제점 
	2) 자산운용업자의 경우 
	가) 손해배상책임 등 
	나) 금융규제법상 제재 가능성 

	3) 연기금의 경우 
	가) 해외사례: 미국의 ERISA법 
	나) 입법 필요성 


	(5) 소결 

	2. 신인의무자 아닌 기관투자자 및 의결권 자문회사 등의 경우 
	(1) 일반론 
	(2) 대법원 판례: 고객이익 우선의무 관련 


	Ⅴ. 소결 

	제 4 장 스튜어드십 책무의 이행이 투자대상회사 및 고객수익자의 이익을 향상시킬 것인지 여부 -주주행동주의를 중심으로- 
	Ⅰ. 스튜어드십 책무 관련 주주행동주의 논의 필요성  
	Ⅱ. 주주행동주의의 의미  
	1. 의의  
	2. 연혁  
	3.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Ⅲ. 주주행동주의의 전형적 전략  
	1. 이사회에 대한 서한  
	2. 개인적 대화 요구  
	3. 특정한 방향으로 의결권 행사를 권유하면서 이루어지는 캠페인  
	4. 의결권위임 권유 
	5. 빠른 지분 확대와 공매도 
	6.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된 주주행동주의적 전략 

	Ⅳ. 기관투자자의 주주행동주의  
	1. 기관투자자 주주행동주의의 종류  
	2. 헤지펀드 주주행동주의의 강화  
	(1) 헤지펀드의 의의 
	(2) 기관투자자 중 헤지펀드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이유 
	(3) 헤지펀드 주주행동주의의 전략 


	Ⅴ. 주주행동주의의 효용성  
	1. 헤지펀드 주주행동주의 논의 필요성  
	(1) 문제점 
	(2) 주주활동이 실제로 전개되는 모습 측면 
	(3) 스튜어드십 코드와 헤지펀드 주주행동주의의 목적 측면 
	(4) 소결 

	2. 헤지펀드 주주행동주의의 효용성을 긍정하는 입장 
	(1) 단기적 이익추구의 효용성 측면 
	(2) 장기적 이익추구 유인 존재 
	(3)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의 긍정적 측면 
	(4) 실증적 근거 측면 

	3. 헤지펀드 주주행동주의의 효용성을 부정하는 입장 
	(1) 투자대상회사의 장기성장 저해 
	(2) 실증적 근거 측면 
	(3) 의결권 자문회사에의 의존 문제 
	(4) empty voting의 가능성 

	4. 검토 

	Ⅵ. 소결 

	제 5 장 스튜어드십 책무가 기관투자자의 합리적 무관심(rational apathy)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
	Ⅰ. 논의 필요성 
	Ⅱ.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어려운 이유 
	1. 무임승차(free ride)
	2. 이해상충(conflicts of interest)
	(1) 일반론
	(2) 우리나라의 경우

	3. 인덱스 펀드의 대세
	4. 기타

	Ⅲ.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효과
	1.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당시 회의론
	(1) 영국의 경우
	(2) 우리나라의 경우

	2.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의 변화
	(1) 논의방향
	(2) 영국의 경우
	1) 가입기관 수
	2) 도입효과

	(3) 일본의 경우
	1) 가입기관 수
	2) 도입효과

	(4) 우리나라의 경우
	1) 가입기관 수
	2) 도입효과


	3. 원인분석

	Ⅳ. 극복방향1:    기관투자자의 합리적 과묵함(rational reticent) 
	1. 합리적 과묵함(rational reticent) 개념
	2. 스튜어드십 코드에의 적용

	Ⅴ. 극복방향2: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신인의무 이행촉구
	1. Gen Goto의 분석
	2. 검토: 중간 정류장으로서의 스튜어드십 코드

	Ⅵ. 소결

	제 6 장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의 보완방안 
	Ⅰ. 보완방향 
	Ⅱ. 주주행동주의의 부정적 측면 보완방안 
	1. 단기실적주의 측면
	2. 의결권 자문회사에의 의존 문제
	(1) 기관투자자를 통한 간접규제
	(2) 의결권 자문회사에 대한 직접규제

	3. empty voting

	Ⅲ. 기관투자자의 소극성 보완방안 
	1. 집단적 관여 촉진 필요성
	(1) 합리적으로 과묵한 기관투자자와 적극적 행동주의 주주의 상호보완적 관계 고려 필요
	(2) 기관투자자의 집단적 관여 문제
	1) 집단적 관여에 대해 제기되는 우려
	2) 대량보유보고제도의 특례 적용여부
	3) 대량보유보고제도 및 공개매수제도의 공동보유자 해당 여부

	(3)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내용

	2. 내부자거래 측면
	(1) 기관투자자의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관여 : 내부자거래 우려
	(2)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내용


	Ⅳ. 신인의무 측면 보완방안
	1. 신인의무의 구체화 필요성
	2. 용어상 문제

	Ⅴ. 소결 

	제 7 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startpage>18
제 1 장 서론  1
 Ⅰ. 연구의 목적     1
 Ⅱ.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제 2 장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배경 및 내용  6
 Ⅰ.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의 의의   6
 Ⅱ.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배경: 소극적인 기관투자자     7
  1. 기관투자자의 대두 및 역할기대   7
   (1) 용어의 정의   7
    1) 기관투자자   7
    2)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8
   (2) 기관투자자의 대두 및 역할기대   9
  2. 소극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관투자자  10
  3. 스튜어드십 코드 논의 배경: 대리인 자본주의  11
  4. 소결  14
 Ⅲ.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내용   14
  1. 규정중심주의와 원칙중심주의  14
  2. 영국의 도입  15
   (1) 제정과정  15
   (2) 목적  16
   (3) 적용대상과 적용방법  16
   (4)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용  17
   (5) 감독수단  20
  3. 일본의 도입  20
   (1) 제정과정  20
   (2) 목적  21
   (3) 적용대상과 적용방법  21
   (4)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용  22
   (5) 감독수단  26
   (6) 영국과의 차이점  27
    1)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특징 : 주주중심주의에 근거  27
    2)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의 특징 : 이해관계자중심주의적 접근  27
    3) 구체적 차이점  28
   (7) 2017년 개정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의 주요내용  30
  4. 우리나라의 도입  31
   (1) 제정과정  31
   (2) 목적  31
   (3) 적용대상과 적용방법  32
   (4)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용  33
   (5) 감독수단  37
   (6) 영국 및 일본과의 차이점  37
제 3 장 스튜어드십 코드의 법적근거 및 법적성질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중심으로-  39
 Ⅰ. 문제의 소재  39
 Ⅱ. 스튜어드십 책무는 신인의무와 같은 의미인가  40
  1. 문제점  40
  2. 신인의무란  40
   (1) 신인의무의 의의  40
   (2) 신인의무의 내용  41
   (3) 신인의무와 우리법상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의 관계  43
  3. 스튜어드십 책무와 신인의무가 동일하다는 입장  44
  4. 스튜어드십 책무와 신인의무가 동일하지 않다는 입장  45
  5. 검토  45
 Ⅲ. 스튜어드십 코드 대상기관이 신인의무를 부담하는가  47
  1.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대상  47
  2. 연기금  47
   (1) 해외사례: 미국의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  47
   (2)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경우  48
    1) 신인의무 부담여부  49
     가) 신인의무 긍정설  49
     나) 헌법재판소 결정례  49
     다) 검토  51
    2) 충성의무  52
    3) 주의의무  52
  3.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53
   (1) 해외사례: 미국의 경우  53
    1) 투자자문업자의 신인의무에 관한 법적근거  53
    2) 투자자문업자법  53
    3) 도드-프랭크개혁법  54
    4) 투자회사법  54
    5) 통일신중투자자법  55
   (2) 우리나라의 경우  55
    1) 신인의무 부담여부  55
    2) 충실의무  56
    3) 선관주의의무  57
  4. 은행, 보험회사  57
  5. 기관투자자 이외: 의결권 자문회사  58
  6. 소결  59
 Ⅳ. 기관투자자에게 주주활동이 요구되는 법적근거  59
  1. 신인의무자인 기관투자자의 경우: 연기금, 자산운용업자  59
   (1) 법적근거  60
   (2) 구체적 검토: 충성의무 측면  61
   (3) 구체적 검토: 주의의무 측면 - 비합리적 무관심(irrational apathy)의 경우  62
    1) 일반론  62
    2) 사회적 책임투자의 경우  65
   (4) 신인의무 위반효과  67
    1) 문제점  67
    2) 자산운용업자의 경우  68
     가) 손해배상책임 등  68
     나) 금융규제법상 제재 가능성  69
    3) 연기금의 경우  70
     가) 해외사례: 미국의 ERISA법  70
     나) 입법 필요성  71
   (5) 소결  71
  2. 신인의무자 아닌 기관투자자 및 의결권 자문회사 등의 경우  72
   (1) 일반론  72
   (2) 대법원 판례: 고객이익 우선의무 관련  72
 Ⅴ. 소결  75
제 4 장 스튜어드십 책무의 이행이 투자대상회사 및 고객수익자의 이익을 향상시킬 것인지 여부 -주주행동주의를 중심으로-  77
 Ⅰ. 스튜어드십 책무 관련 주주행동주의 논의 필요성   77
 Ⅱ. 주주행동주의의 의미   78
  1. 의의   78
  2. 연혁   79
  3.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80
 Ⅲ. 주주행동주의의 전형적 전략   81
  1. 이사회에 대한 서한   81
  2. 개인적 대화 요구   81
  3. 특정한 방향으로 의결권 행사를 권유하면서 이루어지는 캠페인   81
  4. 의결권위임 권유  82
  5. 빠른 지분 확대와 공매도  82
  6.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된 주주행동주의적 전략  82
 Ⅳ. 기관투자자의 주주행동주의   83
  1. 기관투자자 주주행동주의의 종류   83
  2. 헤지펀드 주주행동주의의 강화   84
   (1) 헤지펀드의 의의  84
   (2) 기관투자자 중 헤지펀드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이유  85
   (3) 헤지펀드 주주행동주의의 전략  86
 Ⅴ. 주주행동주의의 효용성   87
  1. 헤지펀드 주주행동주의 논의 필요성   88
   (1) 문제점  88
   (2) 주주활동이 실제로 전개되는 모습 측면  88
   (3) 스튜어드십 코드와 헤지펀드 주주행동주의의 목적 측면  89
   (4) 소결  90
  2. 헤지펀드 주주행동주의의 효용성을 긍정하는 입장  90
   (1) 단기적 이익추구의 효용성 측면  91
   (2) 장기적 이익추구 유인 존재  91
   (3)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의 긍정적 측면  92
   (4) 실증적 근거 측면  93
  3. 헤지펀드 주주행동주의의 효용성을 부정하는 입장  94
   (1) 투자대상회사의 장기성장 저해  94
   (2) 실증적 근거 측면  96
   (3) 의결권 자문회사에의 의존 문제  97
   (4) empty voting의 가능성  98
  4. 검토  99
 Ⅵ. 소결  101
제 5 장 스튜어드십 책무가 기관투자자의 합리적 무관심(rational apathy)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 103
 Ⅰ. 논의 필요성  103
 Ⅱ.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어려운 이유  104
  1. 무임승차(free ride) 104
  2. 이해상충(conflicts of interest) 104
   (1) 일반론 104
   (2) 우리나라의 경우 105
  3. 인덱스 펀드의 대세 106
  4. 기타 106
 Ⅲ.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효과 107
  1.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당시 회의론 107
   (1) 영국의 경우 107
   (2) 우리나라의 경우 108
  2.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의 변화 109
   (1) 논의방향 109
   (2) 영국의 경우 109
    1) 가입기관 수 110
    2) 도입효과 110
   (3) 일본의 경우 111
    1) 가입기관 수 111
    2) 도입효과 112
   (4) 우리나라의 경우 114
    1) 가입기관 수 114
    2) 도입효과 114
  3. 원인분석 116
 Ⅳ. 극복방향1:    기관투자자의 합리적 과묵함(rational reticent)  118
  1. 합리적 과묵함(rational reticent) 개념 118
  2. 스튜어드십 코드에의 적용 120
 Ⅴ. 극복방향2: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신인의무 이행촉구 121
  1. Gen Goto의 분석 121
  2. 검토: 중간 정류장으로서의 스튜어드십 코드 121
 Ⅵ. 소결 123
제 6 장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의 보완방안  125
 Ⅰ. 보완방향  125
 Ⅱ. 주주행동주의의 부정적 측면 보완방안  125
  1. 단기실적주의 측면 125
  2. 의결권 자문회사에의 의존 문제 126
   (1) 기관투자자를 통한 간접규제 126
   (2) 의결권 자문회사에 대한 직접규제 127
  3. empty voting 129
 Ⅲ. 기관투자자의 소극성 보완방안  131
  1. 집단적 관여 촉진 필요성 131
   (1) 합리적으로 과묵한 기관투자자와 적극적 행동주의 주주의 상호보완적 관계 고려 필요 131
   (2) 기관투자자의 집단적 관여 문제 132
    1) 집단적 관여에 대해 제기되는 우려 132
    2) 대량보유보고제도의 특례 적용여부 132
    3) 대량보유보고제도 및 공개매수제도의 공동보유자 해당 여부 133
   (3)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내용 134
  2. 내부자거래 측면 136
   (1) 기관투자자의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관여 : 내부자거래 우려 136
   (2)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내용 137
 Ⅳ. 신인의무 측면 보완방안 138
  1. 신인의무의 구체화 필요성 138
  2. 용어상 문제 139
 Ⅴ. 소결  140
제 7 장 결론  141
참고문헌  144
Abstract  155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