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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주주의 경영 관여’를 지배주주 아닌 주주가 (i)

다른 주주와의 의견 및 정보 교환을 거쳐 경영진에게 경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ii) 경영진은 이러한 주주의 의견을 반

영하여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으로 파악한다. 이에

따라 주주의 경영 관여를 주주의 권한 행사로서의 측면보다

경영진이 시장의 다양한 정보를 수렴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이해한다. 특히 기관투자자는, 기관투자자

의 수익자에 대한 신인의무나 회사의 스튜어드로서의 책임에

비추어 볼 때 회사 경영에 관여할 일종의 의무가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주의 경영 관여를 장려, 혹은 그

법적 장애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주

의 경영 관여가 회사의 중장기적 가치 상승에 기여를 했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 국내외 실증연구가 이러한 주장을 뒷받

침한다.

이러한 현상 인식 하에, 본 논문은 주주의 경영 관여를 활

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서 주주의 집단적 경영 관여

(collective engagement)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주주의 집단적 경영 관여란 주주간 의견 및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여럿의 주주가 공동 혹은 동

시적으로 경영진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주주간 의견교

환에 대해서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규제가, 경영진과의 의견

교환에 대해서는 대량보유보고 규제가 문제될 수 있고, 이 모

든 과정에서 공정공시규제나 시장남용행위규제가 문제될 수

있다.

이 중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규제와 관련하여 미국 위임장

규제의 1992, 1999, 2005년의 개정내용을 참조하여 ‘권유행위’의

정의규정 개선 및 규제 예외 범위의 확대를 주장하였다. 대량

보유보고규제와 관련하여 미국 SEC의 1998년 실무해석 및

2016년까지의 실무해석례, 영국 FSA의 2009년 서신과 주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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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적 보유를 규제하는 또다른 제도인 기업인수코드 관련

2009년 기업인수패널해석지침, 유럽의 공개매수 제도에 관한

ESMA의 2014년 공식성명서를 참조하여 ‘공동보유’, ‘보유목적’,

‘제재수단’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공정공시규제 및 시장

남용행위규제와 관련해서는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해석론

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주주가 경영진 및 다른 주주와

정보를 주고 받음에 있어 비밀유지계약이나 거래금지계약의

체결을 통해 회사나 주주의 규제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지,

회사로부터 수령한 정보를 다른 주주 기타 제3자와 공유하였

을 때의 법적인 책임 등에 대해 미국에서의 실무례와 일본의

2018년 공정공시규제 도입에 관한 논의를 참조하여 해석론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보차단장치와 관련하여, 헤지펀드

등 유연한 조직의 특성을 고려한 영국의 헤지펀드 기준을 소

개하고 우리 법에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주주가 이사선임을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효율적인

경영관여 수단으로 가장 많이 주장되는 사안 중 하나이다. 이

러한 이사는 기존의 사외이사에 비해 회사의 경영진 및 지배

주주를 감시할 유인이 높다. 그러나 일부 주주가 적극적으로

경영에 관여할 때의 부작용, 즉 경영진이 일부 주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신인의무와 일부 주주의 이익을 추구할 사실상 유인이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례이기도

하다. 특히 펀드매니저 등과 같이, 특정 주주에 대해 신인의무

를 부담하는 자가 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이사의 회사의 이

익을 추구할 의무와 수익자인 특정 주주의 이익을 추구할 의

무가 충돌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일부 주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

는 이사에 관한 제반 문제를 이사 선임 절차의 문제, 그리고

이사의 신인의무와 이사회 운영과 같은 업무수행 중의 문제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업무수행 중의 문제는 다양한 쟁점

을 포함하는데, 가령 특정 안건에 대한 이사회 참여나 회사정

보 접근에 있어 해당 이사를 배제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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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반대로 회사가 부당하게 해당 이사의 정보 접근 및 이사

회 참여를 제한할 경우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

다. 이상의 문제에 대해, 최근 미국의 판례 및 공시제도의 개

선 내용, 영국이나 호주에서의 지명이사(nominee director)의 의

무 및 회사정보의 처리 기타 이사회 운영에 관한 논의를 참고

하여, 우리나라의 이사선임절차 개선안을 제시하고 이사후보

추천·제안한 주주와 이사후보와의 관계 공시제도를 보강할 필

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사의 이해상충 가능성과 관련하여

특별이해관계인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을 통해 대

처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사후보를 추천·제안한 주주가

이사를 매개로 하여 회사 정보에 접근하는 문제에 관하여, 이

사나 주주의 정보접근권과 그 한계를 다룬 외국의 사례를 참

조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어 : 경영 관여, 주주행동주의, 의결권대리행사권유, 대

량보유보고, 공정공시, 내부자거래, 비밀유지계약,

이사의 선임, 주주제안권, 지명이사, 이사의 신인의

무, 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주주의 정보접근권, 정보

교류차단장치, 스튜어드십 코드

학 번 : 2013-3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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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　章 서론

第　1　節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03년 소버린(Sovereign Asset Management, Ltd.)이 SK(주)에 대하여

이사교체를 요구하고 2005년 외국계 헤지펀드인 스틸파트너스(SteelPartners

Ⅱ, L.P.)가 KT&G의 사외이사를 선임한 사례 등과 관련하여, 당시 국내 언

론은 외국자본이 국내자본시장을 공격하였다는 부정적인 논조의 보도를 하

였다. 외국계 헤지펀드의 경영관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다소 주춤하였

으나, 엘리엇(Elliott Management Corporation)이 2015년경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과 2017년경 현대자동차의 조직재편과정에 관여하면서, 행동주의 펀드

의 적극적인 경영개입이 다시 조명받게 되었다. 이 와중에 학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의 기치를 내걸고 그 실현방안으로서 쉐도우보팅

(shadow voting) 폐지,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자투표 의무화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2016년 12월 소위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

드’를 도입하여 기관투자자의 경영관여를 장려하는 것을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주주의 경영관여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학문적인 논의는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에까

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주가 회사의 경영상 결정에 직접 관여하는 것, 특히 경영진과의 직접

적인 대화를 통해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상법상 주주의 모습과는 다소 차

이가 있다. 상법상 주주는 상법이나 정관이 정한 사항에 한하여 주주총회를

통해 의사를 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 주주의 위와

같은 경영관여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경영관여에 대

한 책임은 어떻게 물을 것인지 여부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국내 논의는 아직까지는 정밀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일각에서는 경영에 관여한 주주에 대해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로서의 책임

을 묻거나 혹은 외국에서의 지배주주 신인의무 법리를 차용하여 규율하자

고 주장하기도 하지만,1) 주주의 경영관여 사례에서 '업무지시'의 요건이 입

1) 문정해, 2009, 370면은 경영에 관여하려는 주주에 대해 충실의무를 적용하고자 하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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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되는 게 쉽지 않고, 지배주주의 신인의무 부과에 대해서도 견해가 대립되

는 상황에서 경영관여 주주에 대해서까지 신인의무를 부과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며, 그래서 주주의 경영관여가 회사에 악영향을 미쳤을 때 주주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즉, 주주의 경영관여가 일부

주주의 이익만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그로 인한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는 상당한 난제이다.

한편, 주주의 경영관여와 관련해, 주주와 회사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

주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배주주가 아닌 주주로서는

경영진에게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면 다른 주주의 동조가 필수적이다. 그

리고 기관투자자와 같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주주들은 보유한 시장정보

에 근거하여 회사 경영에 관해 동시적으로 동일한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수의 주주가 경영진에 대해 공동으로 혹은 동시

적으로 경영에 개입하는 '집단적 경영 관여'의 특성에 주목한다면, 주주간

의견교환 및 주주 공통의 의사표현 등에 관하여 위임장 규제 내지 대량보

유보고제도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영 관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회사와 주주 및 주주간 대담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공유를 공정공시규제나

시장남용행위규제의 측면에서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

요가 있다. 최근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경영관여를 할 때 대량보

유보고 제도나 내부자거래 규제 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지적은 있지만,2)

이에 관한 구체적인 개선입법안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다뤄지지는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한편, 주주가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의 선임을 경영진

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경영관여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주주에게 우호적인 이사가 선임되면, 해당 주주로서는 그 이사

국의 논의를 소개하고 있다. 한편 주주행동주의에 적용될 수 있는 현행 법제도를 검토하
고 있는 논문으로는 정대익, 2017, 235-287면. 주주의 경영 관여에 대해 기존 제도, 가
령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상법 제401조의2)이나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 
금지규정(상법 제467조의2), 불법행위 규정(민법 제750조), 내부자거래금지 규정(자본시장
법 제174조)을 활용하여 한계를 설정할 수 있어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입법조치가 필요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대량보유보고 제도나 시장남용행위 규제가 문제될 수 있다는 지적으로는 김순석, 2016, 
1-48면; 심영, 2016, 9-35면 ; 안수현, 2016, 53-70면 ; 원종현, 2017, 34-40면 ; 정대
익, 2017, 235-287면 ; 의결권대리행사권유규제도 문제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
로는 김주영, 2018, 194-197면 ; 그러나 이들 논문은 상기 규제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
만 지적하고 있을　뿐이고, 김주영, 2018, 183-204면은 대량보유보고제도와 의결권대리행
사권유규제에 한하여 개선입법안을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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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경영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내부정보와 시시각각 변하

는 시장상황을 반영하면서 지속적으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점(利點)이 있다. 또한 일부 주주의 추천·제안으로 선임된 이사의 경우 경

영진이나 지배주주의 기회주의적 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할 유인이 커서

사외이사 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도 있다. 반면 이러한 이사는 추천·제안

주주의 사익을 추구할 수도 있다는 점,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점, 이사를 통해 경영에 관여하는 주주가 회사 정보에 우선적으

로 접근하는 것이 다른 주주와의 형평성 관점에서 부당할 수 있다는 점 등

이 문제될 수 있다. 주주가 이사선임을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효율적인 경

영관여 수단으로 가장 많이 주장되는 내용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상 일부 주주가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를 선임하는 것을

장려할 필요가 있는지의 논의에서부터, 이러한 이사가 선임되었을 때 해당

이사의 신인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사회 운영에 있어 기존 이사와 다

르게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논의는 아직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본 논문은 ‘주주의 경영 관여’를 지배주주 아닌 주주가 (i) 다

른 주주와의 의견 및 정보 교환을 거쳐 경영진에게 경영에 대한 의견을 제

시하고, (ii) 경영진은 주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

는, 일종의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으로 파악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논의

하고자 한다.

즉, 주주의 경영 관여는 여러 주주가 동시적으로 내지는 공동으로 경영

에 관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집단적인 성격을 가진다. 주주가 집단적으로

경영에 관여함으로써 주주는 회사에 대한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

니라, 주주간 의견 및 정보 교류 과정에서 일부 극단적인 주장들이 정제(淨

濟)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주주의 경영 관여를 이해함에 있어 주주의 권한 행사라는 측면보

다는 경영진이 경영상 결정을 함에 있어 이해관계자인 주주의 의견을 참조

한다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주주의 경영 관여를 이해한다.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주주가 단견주의 기타 회사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요

구할 때,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경영진이 회사 이익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주주의 경영 관여가 활발해질수록, 경영진의 신인

의무나 의사결정절차로서의 이사회 운영이 더욱 중요해진다. 특히 일부 주

주가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를 선임하고 그 이사를 통해 경영

에 관여하는 경우, 그 이사는 배후 주주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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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이사의 경영판단이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가 더욱 문제된다.

第 2 節 연구의 구성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논문은 주주의 집단적 경영 관여의 법적 장애

를 해소하고 경영진이 경영에 관여하고자 하는 주주의 요구사항을 수용함

에 있어 한계를 규명하는 것을 연구과제로 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의 및 범위, 연구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제2장에서는 '주주의 경영 관여'의 의의 및 특징, 사용전략, 그 이론적

근거 등에 대해 살핀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외국과 우리나라에서의 현황

및 주주의 경영 관여가 과연 기업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핌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의 주주 경영 관여에 대해 문제되고 있는 쟁점을

구체화한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제2장에서 구체화된 이론적 토대와 문제의식을 바

탕으로 주주의 ‘집단적 경영 관여’ 과정에서, 그리고 이를 통해 선임한 ‘이

사를 통한 경영 관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규명하고 그 대

안을 탐색한다. 제3장에서는 주주의 경영 관여에 대한 법적 장애로서 논의

되는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보고제도 및 의결권대리행사 권유규제, 공정공

시 규제나 시장남용행위 규제를 살피고 개선입법안 및 해석론을 제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주주의 경영 관여 사례가 다

수 집적되어 있는 미국과 일부 쟁점에 관한 영국이나 호주의 사례, 그리고

최근 공정공시규제를 도입한 일본에서의 논의 등을를 중심으로 비교법적

연구를 진행한다.

제4장에서는 주주의 경영 관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및 그 대처방안

에 대해, 특히 이사 선임에 성공한 주주가 이사를 통해 경영에 관여할 때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한다. 제1절에서는 이사를 통한 경영 관여의 기

능상 이점과 한계, 기존 사외이사 제도와의 관계에 대해 살피고, 제2절에서

는 지배주주 아닌 주주가 이사 선임 및 해임에 미치는 영향력을 증대시키

기 위한 다양한 입법적 시도들과 함께, 사적 협상 등을 통해 일부 주주가

이사 후보 추천·제안권을 획득하게 되었을 때의 법적 문제에 대해 살핀다.

제3절과 제4절은 이사를 선임한 후, 일부 적극적인 주주가 선임된 이사를

통해 경영에 관여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것이다. 주주의 관여

로 인해 이사의 독자적인 경영 재량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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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의무에 대한 해석 내지 이사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하여 제

3절에서 검토한다. 또한 지명이사와 지명주주간의 정보 공유 가능성 때문

에, 지명이사의 정보접근을 차단하거나 지명주주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는 바, 이러한 쟁점에 관하여 제4절에서 검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일찍이 이사 선임을 통한 경영 관여가

빈번하게 문제되었던 미국의 사례 및 배후 주주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는 우려가 동일하게 제기되는 영연방 지명이사 사례 등을 참조하여 해석론

을 전개해 보고자 한다.

제5장은 본 논문의 결론으로서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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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章 주주의 경영 관여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그 평가

第 1 節 주주의 경영 관여의 이론적 배경

I. 서설

1. 의의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 혹은 주주의 경영 관여(shareholder

engagement)라 함은 지배주주 아닌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경영진

에 대한 대표소송과 같은 회사법상 수단 뿐 아니라, 언론이나 서신을 통해 경

영진에게 일정한 사항을 요구하거나 때로는 경영진과 사적인 협상(private

negotiation; behind-the-scene)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기업지

배구조와 같은 일반적인 쟁점부터 일상의 경영 결정1)에 이르기까지 회사 경영

상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 그 자체를 일컫는다.2) 혹자는 주주와

경영진간의 개방적인 계약 협상과정(open-ended contracting process)이라고 표

현하여, ‘과정’으로서의 특징을 강조하기도 한다.3)

1) 일상의 경영 결정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것도 주주행동주의로 파악하는 견해로는 
Hartmann, 2014, 5면 ;  미국 SEC Rule 14a-8(i)이나 (vii)은 주주제안은 회사법상 주
주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통상업무범위’에 관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
정(소위 ‘ordinary business exclusion’)한다. 다만 ‘통상업무범위’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주주제안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소개
하고 있는 것으로는 Eisenhofer & Barry, 2011, para. 7-38 ~ 7-43 ; 한편, 일본에서
는 2012년 동경전력 정기주총에서 '발전부문을 9개의 발전회사로 분리하고 별도 회사로 
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취지의 정관변경이 제안되었으며, 같은 해 동일본여객철도 정기
주총에서 ‘주주총회는, 회사법에 규정하는 사항 외, 일본대지진 후 경제부흥 관련 사업계
획책정 실시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추가하는 정관변경을 제안하고 
이러한 정관변경을 전제로 부흥계획책정을 위하여 부흥계획책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
원회가 상한 120억엔의 예산으로 부흥계획을 책정하는 것으로 하는 의안이 제안되었다. 
이에 따라 이사회의 경영상 재량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주주제안이 허용되는지 여부 등
의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자세한 것은  松尾健一, 2014, 51면 참고 ; 이와 달리 기업
의 일상적인 경영에 관여하거나 이사회의 과반수를 선임할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는 표현으로는 Black, 1992, 816면.

2) ‘주주행동주의’란  주주가 회사의 주인(owner)으로서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여 회사 
경영(behavior)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설명으로는 European Corporate 
Governance Institute, <http://ecgi.org/activism/index.php> (최종방문일 : 2016. 5. 
17.) ; ‘주주행동주의’의 주체를 이사회나 경영진을 대표하지 않는 외부주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Jansson, 2014, 17면.



- 7 -

주주의 경영 관여가 조직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은, 미국의 경우에는 1980년

대, 영국의 경우에는 1990년대에 이르러서이다. 미국에서는 소위 ‘주주행동주의

(shareholder activism)', 영국에서는 소위 ’주주의 관여(shareholder

engagement)'라는 이름으로 발현되었는데, 주주가 회사 경영에 보다 적극적으

로 관여하는 것이라는 실질은 동일하다.

2. 기존의 경영진 견제수단과의 비교

(1) 사법 시스템을 통한 경영진 견제와의 비교

소송 등 사법 시스템을 통한 경영진 견제는 사후적 구제수단의 특징을

가진다.4) 이와 달리 주주행동주의를 통해 사전적으로 경영진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사법시스템을 통한 견제는 법적 안정성의 제약으로 인해 획일화

된 규제, 소위 ‘one size fits all'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고, 경영진의 선관주

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러

나 주주행동주의는 각 회사의 상황별로 개입여부 및 구체적인 전략을 결정

하기 때문에, 법적 규제수단이 가지는 경직성이 상대적으로 덜 문제된다.

경영진의 경영 판단이 신인의무에 위반되는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주

는 경영진 교체 가능성을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경영진의 기회주의적 행위

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적대적 기업인수를 통한 경영진 견제와의 비교

경영진의 교체 가능성을 알림으로써 경영진을 견제하는 것은 적대적 기

업인수 시장을 통해서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견해5)는 경영권

3) 가령 Chiu, 2010, 128-132면. 이는 회사를 계약의 집합체(nexus of contracts)로 파악
하는 계약론적 시각에서, 주주행동주의는 주주와 경영진간의 협상 과정(bargaining 
process), 개방적 계약 과정(open-ended contracting process)로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
한다. 

4) 과거 미국의 Enron이나 영국의 BCCI, Polly Peck 등의 사태에서 기업이 도산한 이후에
서야 경영진의 비위사실이 드러났었다는 설명으로는 Chiu, 2010, 22면.

5) 반대 견해로는 Kahan & Rock, 2007, 1034-1041면. Kahan & Rock은 적대적 기업인
수 시도도 주주행동주의에 포함시켜 설명한다. 헤지펀드가 직접 대상회사를 취득하는 것 
역시도 헤지펀드에 의한 주주행동주의의 한 유형에 속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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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를 목적으로 하는 적대적 기업인수와 주주행동주의는 다음과 같이 구

별한다.6)

적대적 기업인수는 경영진을 교체하여 기업의 지배권에 변동을 가지고

오는 것(market for control; corporate control market)을 목적으로 한다. 반

면 주주의 경영 관여, 혹은 주주행동주의는 현 경영진과의 공존을 전제로

하여 지속적인 의견 교환과 협상을 통해 그 견제를 시도한다는 특징

(market for influence; corporate voice market)을 가진다. 따라서 주주행동

주의 하에서 경영진 교체는 회사 지배권의 변동을 초래할 만큼의 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영진을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적대적 기업인수의 경우 과연 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불확실하고, 또 그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기존 경영진

이나 다른 주주들의 동조를 받기 힘든 측면이 있다.7) 그러나 주주행동주의

는 주주간, 혹은 기존 경영진과의 합의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피할 수 있고 전문가들이 관여할 여지가 더 크다는 장점

이 있다.8)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 논문에서는 주주행동주의란 회사를 둘러

싼 이해관계자간의 의견 차이나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

여 소위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소위 Balance-of -Power Politics)’의 특징을

가진다고 설명하기도 한다.9)

6) 기관투자자가 감시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institutional voice)과 지배권 변동
(institutional control)을 야기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표현으로는 Black, 1992, 
816면. 후자의 예로 시티은행이 General Motors社를 지배한다든가, 도이치방크가 
Daimler-Benz社를 지배하는 경우를 든다 ; 주주행동주의란 기업 경영권을 쟁취하려는 
의도 없이 대상기업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주주 또는 주주 집단이 취하는 행동들로 
정의된다는 설명으로는 Sharfman, 2015, 823-826면　 ; 'market for influence'와 
‘market for control'을 비교하고 있는 논문으로는 Armour & Cheffins, 2009, 5-7면 ;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기업 경영권 승계에 대한 영향력 행사, 자기 인물 사외이사의 선임 
압력,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 요구 등은 적대적 기업인수라기보다는 주주행동주의의 한 현
상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으로는 김화진·송옥렬, 2008, 65면

7) Bebchuk, 2005, 838면.

8) Pound, 1993, 1009면. 주주가 이사를 선임할 권한을 가지고 이사회가 경영진을 감시한
다는 기업지배구조를 전제로, 경영진을 견제하는 방법을 크게 '시장모델(market based 
take-over model)'과 '정치모델(politics model)'로 나누고, 기관투자자 등 주주행동주의
의 대두로 인하여 곧 기업지배구조가 시장 모델에서 정치 모델로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
이라고 보고 있다. 

9) Pound, 1993, 1071면. 



- 9 -

II. 주주의 경영 관여 유형

1. 경영 관여 목적에 따른 구별 

본래 주주는 합리적 무관심으로 인해 경영관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다고 설명된다. 기관투자자 역시 마찬가지여서, 소위 ‘월스트리트룰(wall

street rule)', 즉, 회사의 경영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그 주식을 매각하

는 것(exit)이 우월전략으로 생각되었다.10)

그러나 미국에서는 1980년대 들어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개별 기업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11)도 증가함

에 따라, 기관투자자로서는 주식 매각을 위해서는 주가 하락을 감수하거나

장기간에 나누어 팔아야 하는 등 주식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었

다. 또한 인덱스 투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월스트리트룰을 고

려하는 경우가 감소하게 되었다.12) 이에 따라 회사 가치 감소에 대한 방어

적 기제로서 주식 매각보다 경영 관여를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였는

데, 이를 소위 ‘방어적 주주행동주의(defensive shareholder activism)’라고

한다.

2000년대 들어 소위 ‘공격적 주주행동주의(offensive shareholder

activism)’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기업지배구조를 시정하기 위한 것

이라기보다는, 경영 관여로 특정 기업이 변화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이를 매

각하여 그 차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3) 기업의 지분을 취득한

애초의 목적이 경영 관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점에서 방어적 주주행동주

의와 차이를 보인다. 또한 기업의 잠재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가치투자와 유사하지만, 경영 관여로 기업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차이가 있다.14)

10) Gilson & Gordon, 2013, 865면.

11) 그러나 단기매매차익반환규정(short swing) 때문에 보통 10% 이하의 지분을 보유한다
는 설명으로는 Coffee & Palia, 2016, 563면.

12) Carleton, Nelson & Weisbach, 1998, 1337-1338면. 대부분의 연금기금은 더 이상 월
스트리트룰을 따르지 않게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13) 공격적 주주행동주의와 방어적 주주행동주의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는 Jansson, 2014, 
17면; Chiu, 2010, 8면; Armour & Cheffins, 2009, 3-5면.

14) Armour & Cheffins, 2009,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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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 관여 주체에 따른 구별

주주의 경영 관여 혹은 주주행동주의는 행위 주체가 누구인지를 기준으

로 전통적인 기관투자자에 의한 것과 헤지펀드에 의한 것으로 나눌 수 있

다.15) 미국 문헌은 경영 관여 주체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종종 있

다.16)

기관투자자에 의한 주주행동주의(institutional activism)는 투자 대상이

되는 회사들에 대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공통된 사항을 요구한다는

특징이 있는 반면, 헤지펀드 주주행동주의(hedge fund activism)는 투자 대

상이 되는 회사에 특유한 개선안을 제시한다는 특징이 있다.17)

헤지펀드에 의해 주도되는 주주행동주의는 특정 기업을 타겟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공격적 주주행동주의’와 사실상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공격적 주주행동주의의 주체가 반드시 헤지펀드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기관투자자 역시 공격적인 경영 관여를 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공격적 주주행동주의’와 ‘헤지펀드에 의한 주주행동주의’를 동치로

볼 것은 아니다.18)

3. 경영 관여 수단에 따른 구별

(1) 법적 수단과 사실상 수단

다수의 논문은 주주총회에서의 표 대결이나 대표소송 등 전통적인 주주

권한에 기반한 것과 기타의 방법으로 주주가 경영진에 일정 사항을 요구하

15) 헤지펀드에 의한 주주행동주의와 전통적인 기관투자자 주주행동주의를 구별하고 있는 
문헌으로는 Briggs, 2007, 683면; Gillan & Starks, 2007, 57-59면 ; Kelin & Zur, 
2009, 187면 ; Chiu, 2010, 73면. Kahan & Rock, 2007, 1029면은 기존의 뮤추얼 펀드
나 연금기금에 의한 주주행동주의는 사후적이고 일시적인 반면, 헤지펀드에 의한 주주행
동주의는 전략적이고 사전적이라고 설명한다. 즉, 전자는 대상기업의 성과가 저조할 때 
발동되고, 후자의 경우는 대상기업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연 이득이 될지를 
먼저 결정하고 나서야 투자를 하고 실제 행동으로 나아간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한다. 

16) Kahan & Rock, 2007이나 Partnoy & Thomas, 2007 등을 들어 최근 미국 문헌은 기
관투자자에 의한 전통적인 주주행동주의와 헤지펀드 주도의 주주행동주의를 구별하는 입
장을 취한다는 설명으로는 Becht et al., 2009, 3095면. 주2.

17) Kahan & Rock, 2007, 1043-1045면.

18) Cheffins & Armour, 2011B, 1948면은 공격적인 주주행동주의의 주체는 반드시 헤지
펀드였던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1930-40년대에도 공격적인 주주행동주의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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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눈다. 전자의 것과 후자의 것을 무엇이라고 칭할 것인지에 대

해서는 외국에서도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19) 특히 후자의 것은 논문에

따라 ‘막후협상(behind-the-scene)'이나 ‘사적 관여(private engagement)’,20)

'사적 협상(private negotiation)'이나 ‘비공식적 수단(informal channel)'21)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된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의 것을 ‘(회사)법적 수단’, 그리고 후자의 것을 ‘사실

상 수단’으로 명한다. 후자의 것은 언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수

도 있음을 고려할 때 ‘비공식적’이나 ‘막후’라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적정하지 않고, 또 주주가 반드시 경영진과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

니라는 점에서 ‘협상’이라는 용어가 후자의 행위태양을 모두 포섭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사실상 수단을 활용한 경영 관여는 개별 주주가 주체가 되고, 주주총회

나 회사소송과 같은 회사법상 수단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는 특징이 있다.

또한 경영진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찬부를 결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

주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경영진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그

요구 내용 및 요구 수준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실상 수단의 예로는, 주주가 경영진이나 이사회에 서신, 전화통화, 혹

은 언론 등을 통해 경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 경우에 따라 주주와

경영진간 사적 협상에 도달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22) CalPERS나

TIAA-CREF 등과 같은 미국의 전통적인 연기금도 1990년대 중반에는 포

이즌필 폐기나 이사회 구성 변화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영진과의 사적 협

상 기타 사실상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했다고 한다.23) 이렇듯 사실상

수단을 활용하는 주체는 헤지펀드에 국한되지 않고 기관투자자 역시 가능

19) 전자와 후자를 ‘공식적(formal channel)'·'비공식적(informal channel)' 수단으로 표현
하고 있는 견해로는 Jansson, 2014, 17면 및 ‘일반적(normal process)’·‘극단적
(extreme process)’ 수단으로 표현하고 있는 견해로는 Hartmann, 2014, 5면 참고.

20) Carleton, Nelson & Weisbach, 1998, 1337-1340면; Karpoff, 2001, 4-5면 ; 
McCahery, Sautner & Starks, 2016, 2906면. 약 63%가 경영진과 직접 대화, 45%가 
경영진 없이 이사회와 사적인 대화를 했다고 한다.

21) Jansson, 2014, 17면 ; 우리나라 논문 중 ‘비공식적 수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예로는 안수현, 2018, 32면.

22) 안수현, 2018, 32면은 본 논문의 법적 수단과 사실상 수단을 각각 공식적 수단과 비공
식적 수단으로 명하고,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i) 경영진과 대화 내지 토론, (ii) 경영진의 
배석 없이 이사회 구성원과 대화 내지 토론, (iii) 회사에게 서면질의 등의 방법으로 의견
을 듣는 방법 등을 언급하고 있다.  

23) Carleton, Nelson & Weisbach, 1998, 1342-1348면 ; Kelin & Zur, 2009, 1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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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주의 경영 관여 수단간의 관계*

* 출처 : Bauer, Moers & Viehs, 2015, 475면
   점선 위 부분은 경영에 관여(voice engagement)하고자 하는 주주가 취할 수 있는 

전략으로는, 중앙 점선 위 아래에서처럼, 주주제안으로 시작하는 것과 사적 협상
(private engagement)을 시도하는 것의 두 가지가 있다. 사각형 안의 부분은 경영 
관여 과정 중 외부에서 관찰할 수 없는 단계를 나타낸다. 가령 주주제안 전의 협상 
단계(private pre-negotiation)가 이에 해당한다. 

하다. 또한 영국에서는 회사법적 수단에 비해 사적 협상 기타 사실상 수단

이 더욱 활발히 활용된다고 한다.24)

(2) 경영 관여 수단 간의 관계

그러나 법적 수단과 사실상 수단은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동시에

활용되는 특징이 있다.25) 주주는 경영진에 대해 향후 주주총회에서 경영진

에 반대 의사를 개진할 것, 혹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림으

로써 협상력을 획득한다.26) 심지어 월스트리트룰 역시 지분 매각(exit)이라

는 위협을 통해 주주의 협상력을 강화시키는 주요한 전략 중 하나로 평가

되기도 한다.27) 이러한 협상력을 배경으로 주주는 경영진과의 사적 협상을

24) 영국에서의 연구로는 Goergen, Renneboog & Zhang, 2008. 45면. 기관투자자들의 간
섭이 주로 사적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25) Karpoff, 2001, 4-5면; 

26) Bebchuk et al., 2017, 10면. 

27) Admati & Pfleiderer, 2009, 2446면 ; 상당수의 기관투자자들이 주주행동주의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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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하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경영에 반영하도록 하곤 한다. 그리고 사적 협

상이 좌절되었을 때 비로소 주주총회에서의 위임장 경쟁이나 소송으로 나

아간다.28) 경영진은 위임장 경쟁 비용의 부담, 지배력이나 그 명성이 손상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인하여 주주와의 협상을 시도하게 된다고 한다.29)

이러한 전략은 <그림 1>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주주총회에서의 표

대결로 나아갈지, 아니면 합의에 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자의

보유지분율이 높을수록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주주총회에서의

표대결로 나아가는 반면, 회사의 지분이 분산되어 있는 회사일수록 장래 주

주들의 회사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기관투자자와의 합

의(settlement)를 선호한다는 실증연구가 있다.30)

4. 소결

앞서 주주의 경영 관여는 관여 목적에 따라 방어적 주주행동주의와 공

격적 주주행동주의로, 관여 주체에 따라 전통적 기관투자자에 의한 것과 헤

지펀드에 의한 것으로, 관여 수단에 따라 회사법적 수단을 통한 것과 사실

상 수단을 통한 것으로 나눌 수 있음을 보았다.

으로서 주식매각을 활용한다는 설명으로는 McCahery, Sautner & Starks, 2016, 2906
면. 주식매각이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2%였다. 그리고 지난 5년간 
투자경험에 비추어 기업지배구조가 불만족스러워서 보유주식을 매각한 적이 있다고 한 
비율은 39%, 기업성과가 불만족스러워서 보유주식을 매각한 적이 있다고 한 비율은 49%
에 달하였다. 다만, 주주행동주의 전략으로서의 ‘주식매각’은 단순히 유동성 요건이나 포
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와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
의를 요한다.

28) Guercio & Hawkins, 1999, 297면. CalPERS 등은 주주제안이나 위임장경쟁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사적 협상을 선호하긴 하나, 주주제안 등의 수단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고 여
전히 ‘최후의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한다. Bauer, Moers & Viehs, 2015, 484
면은 1997년부터 2009년 S&P 1500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된 12000건의 주주제안을 추
적한 결과, 영향력 있는 주주일수록 주주제안을 철회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경영진
으로서는 위임장 대결로 그 권위나 명성이 손상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위임장 대결
보다는 사적 협상(private negotiation)을 선호한다고 한다. 그리고 송홍선, 2018, 47-50
면은 이러한 Bauer, Moers & Viehs, 2015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사적 대화와 주주제안
이 가장 널리 활용되는 수단으로 추측되며, 실제 두 방식은 기관투자자들이 주주관여정책
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보완적이고 병행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한다. 

29) Bauer, Moers & Viehs, 2015, 472면; 미국에서는 대형회사에서 이사 선임을 둘러싼 
위임장 경쟁 등이 이루어질 경우, 이는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언론을 통해 큰 관심을 
받기 마련이어서, 이에 부담을 느끼는 대형회사로서는 주주행동가와 조기에 협상에 도달
하려고 한다는 설명으로는 Khorana, Shivdasani & Sigurdsson, 2017, 11-12면.

30) Carleton, Nelson & Weisbach, 1998, 13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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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의 구분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 관여 목적을 방어적인

것과 공격적인 것으로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고, 그 구분이 경영 관여의 대

상이 되는 회사 입장에서 유의미하지도 않다. 또 전통적 기관투자자도 때로

는 특정 기업의 특유한 문제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등 헤지펀드 주주행

동주의의 특징을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관여 수단 중 사실상 수단

역시 주주의 경영 관여에 대해 경영진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에 따라

법적 수단을 활용하기 전(前) 단계로서의 의미만을 가진 것일 수 있기 때문

에 법적 수단과 배타적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주주의 경영 관여란 이상의 유형을 포괄하는 것으로, 다양한 주주

들이 회사 경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경영진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주주는 주주총회에서의 표대결이나 대표소송 등의 수단을 활용하거나 활용

할 것이라는 점을 보임으로써 경영진이 회사 경영에 주주들의 주장을 수용

하도록 하는 그 과정 자체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규명하고 해소하는 것에 있어 주주의 경영 관여의

다면적 성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령 기관투자자와 헤지펀드의 경영 관여,

그리고 사실상 수단을 통한 경영 관여와 법적 수단을 통한 경영 관여는 주

주의 경영 관여와 관련된 규제를 설계함에 있어 별개의 것으로 취급될 것

은 아니다.

III. 경영 관여의 내용

1. 개관

주주가 경영에 대해 어떠한 내용을 주장하는지에 대해, 우리보다 앞서

주주행동주의가 활성화되고 지금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1996년부터 2015년 사이 미국에서 대량보유보고를 한 주주와 경영진과

사이에서 체결된 사적 협상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31) (i) 약 37%가 이

사 선임, 약 15%가 경영진 선임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사나 경

영진 선임을 통해 회사에 대해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가 가장 많

았고, (ii) 회사의 정보 중 어디까지 비밀로 하고 어디까지 공유할 것인지를

31) Schoenfeld, 2018, 12-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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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비밀유지계약이 약 29%에 해당하였다고 한다. 그 외에도 (iii) 배당

정책에 관한 조항이 약 19%, (iv) 회사가 특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투자자에게 회사의 경영상 결정에 관여할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 약 5% 정도 있었다고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2. 구체적인 형태

(1) 이사 혹은 경영진 선임에 관한 조항

이사후보를 지명할 권한을 특정 주주에게 부여하고, 이 때 이사후보는

어떠한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할지, 그리고 이러한 후보 지명 권한은 언제

종료하는지 등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해당 이사가 그 의사결정과정에 반드

시 참여해야 하는, 혹은 배제되는 의제를 사전에 특정하기도 한다. 경영진

선임에 관한 조항도 마찬가지이다.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유형이다.

예1) 1997년 1월 1일에 Schedule 13D를 통해 보고된 자동차 부품회사 

Cummins Engine Co., 와 주주 Ford Motor Co., 간에 체결된 계약은 

다음과 같다. 

주주인 Ford가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이상 최소 2명 이상, 그 지

분비율에 따라 최소 2명 이상의 이사후보를 지명(designate)할 권한이 있

다. Ford는 발행회사의 자문을 받아 후보를 지명해야 하며, 합리적인 수

준의 발행인이 요구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발행회사는 이사후보 명단 

작성 등에 있어 발행회사는 Ford가 추천한 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합리적

인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의무가 있다. 가령 발행회사는 Ford가 추천한 자

가 이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증원하고 그 결원을 Ford가 추천

한 자로 채우는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Ford의 후보추천권

한은 Ford의 지분이 10% 가 될 때 종료된다. 

예2) 2001년 1월 22일에 Schedule 13D를 통해 보고된 AT&T Corp.와 주

주 DoCoMo 간에 체결된 계약은 다음과 같다. 

DoCoMo는 AT&T 위원회 구성원 중 1인을 지명(designate)할 권한 가진

다. 또한 기술이사(Director of Technology), 재무관리자

(Manager-Finance) 기타 회사측과 합의한 직함으로 5명 이상의 

DoCoMo의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 DoCoMo는 그 지분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60일 이상 지속될 때 이러한 경영진으로서의 지위를 상

실한다. 만약 Wireless 그룹에 대한 DoCoMo 지분이 60일 이상 8%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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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경영진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는다. 또한 

DoCoMo는 DoCoMo의 임원 중 한 명을 AT&T Wireless의 리더십 팀에 

참가시킴으로써, AT&T Wireless의 주요 문제가 논의되는 회의에 참가하

게 할 수 있다.

(2) 투자자에게 결정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합병, 자산양수도와 같은 회사의 조직변경, 비일상적인 업무로 인한 자

금조달, 회사의 자본구조의 변경 등에 대해 특정 주주의 사전 승인을 받아

야 한다는 등의 조항을 두기도 한다.

예) 2000년 9월 11일에 Schedule 13D를 통해 보고된 소프트웨어 회사 

Xata Corp.와 주주 John Deere & Co., 간에 체결된 계약은 다음과 같

다. 

    회사는 투자자의 사전 동의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a) 합

병, 주식 교환, 비일상적인 자산의 매각, (b) 비일상적인 부채 조달로 회사

에 중대한 영향(material adverse effect)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것, (c) 

주식배당을 제외한 배당, (d)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자본구조의 변동, (e) 유사 규모의 회사 경영진에 지급되는 일반적인 보수 

수준을 초과하는 경영진 보수의 결정, (f) 채권자나 근로자, 5% 이상의 주

주 등과 체결되는 일체의 계약 중 (i) 독립당사자거래보다 열후한 조건으

로 이루어지는 것 혹은 (ii) 5000불 이상 규모의 계약 (g) 이사회 승인으로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외의 것으로 5만불 이상의 계약 체

결이나 계획 책정 등, (h) 기타 비일상적인 중요계약의 체결

그 외에도 특정 주주가 지명한 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두

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사는 회사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할 신

인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 조항의 이행을 담보하기가 곤란하다는 한계

가 있다.32) 한편, 실무에서는 주주가 그 승인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지분 비율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등의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기

도 한다.33)

32) NY Bar Report, 2010, 1163면.

33) NY Bar Report, 2010, 11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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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당정책에 관한 조항

미국에서 배당정책의 결정은 이사회의 전속권한이지만,34) 회사와 주주간

사적 협상에는 아래와 같이 배당을 일정 수준 이상 요구하는 조항이 들어

가기도 한다.

예) 2005년 9월에 Schedule 13D를 통해 보고된 First Advantage Corp.와 

주주 First American Real Estate Solutions 간에 체결된 계약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는 거래 종료 후 5년동안, 회사의 현금잔고가 3천만달러 이하가 되

지 않는 선에서 매년 순 수익의 67% 이상을 조건에 따라 배당해야 한다.  

(4) 회사 정보에 관한 조항

주주가 회사 정보를 요구할 권한을 정해두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는

델라웨어 회사법상 정해진 주주의 정보접근권은 정당한 사유를 주주가 입

증한 때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35)과 달리, 행사 목적이나 범위

에 대해 계약으로 정해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 2000년 4월 13일에 Schedule 13D를 통해 보고된 Perini Corp.와 주주 

Union Labor Life Insurance Co.,간에 체결된 계약은 다음과 같다.

Union Life가 회사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는 한, Union Labor Life 

및 그가 지명한 자는 (1) 회사 및 자회사의 장부 등 자산 상황을 조사할 

수 있고, Union Labor Life의 요구가 있을 때 사업, 재무, 경영 등에 대

해 그 이사와 임직원과 토론을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2) 매 분기가 

종료하고 난 후 45일 내에 가능한 빨리 다음의 자료를 Union Labor Life 

에게 전달해야 한다. (i) 연결회계에 의한 수입과 현금흐름의 변화 등 (ii) 

회사와 자회사의 매 분기별 연결대차대조표 등.

(5) 기타

그 외에도 가령 20 영업일 내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 한다면,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AA")에 따라 그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등과 같은 분쟁해결조항, 해당 주주에 대한 신주발행이나 우선매수권

34) 델라웨어 회사법 제171조.

35) 델라웨어 회사법 제2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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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조항 등이 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주주간 계약에 그 권한의 종료사

유, 가령 일정 지분 미만으로 내려가면 계약상 권한을 상실한다는 내용이 들

어간다.

3. 소결 

위의 사례에 따르면, 주주는 경영진에 대해 이사·경영진의 선임, 경영상

중요결정에 관한 승인권, 배당에 관한 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회사 정

보에 관한 조항이나 분쟁해결조항은 경영 관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성격을 가진다.

이 중 주주가 배당정책이나 경영상 중요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회사의

외부자로서 경영에 관여하는 것으로, 정보비대칭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우

선 회사의 내부 정보를 충분히 접할 수 없기 때문에 요구내용이 기업 입장

에서 부당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사적 협상의 법적인 효력 및 집행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차치하더라도, 회사에 대해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것

을 계약서의 문구로 구체화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회사의 외부에

있는 주주가 향후 계약의 이행을 감시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주가 이사 후보를 지명하여 그 선임을 요구하는 것

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선임된 이사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정보

를 참고하여 회사에 보다 적합한 안(案)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불완전계약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관여할 수 있고, 그 요구 사항

이 경영에 반영되었는지를 중장기적으로 감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이사 선임 요구는 주주가 경영진에 대해 가장 빈번하게 주장하

는 내용으로 파악된다. 한 실증연구는 헤지펀드 등 주주행동가가 지명이사

를 선임하여 회사 경영에 간섭하는 것이 주주제안을 활용하는 것에 비하여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기도 한다.36)

36) Goodwin et al.,20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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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주주의 경영 관여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주주의 경영 관여의 정당화 근거

(1) 문제의 소재

주주의 경영 관여가 정당한지는, 특히 회사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형

태의 경영 관여에서 문제된다. 가령, 경영진에게 서신을 보내거나 언론을

통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 나아가 경영진에게 일정한 사항을 요구하는 사적

협상을 체결하는 등의 행위가 과연 정당한지의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주주의 경영 관여는 효율적인 회사 운영에 걸림돌이 될 것이

라든가,37) 단견주의를 야기할 수 있으며38)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해

할지도 모른다는 점,39) 주주 내부에서도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

판40)을 제기할 수 있고, 나아가 입법정책적인 측면에서 주주의 관여 범위를

최대한 좁게 인정하려는 태도를 취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1998

년 영국의 Hampel Report는 개별 주주와 회사 간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

션은 회사 정보 접근에 있어 주주간 불평등이나 시장남용행위에 대한 우려

로 투자자의 주식거래가 제한되는 부작용이 있으므로41) 주주총회를 통한

37) Bainbridge, 2005, 1745-1749면 ; Bebchuk, Brav & Jiang, 2015, 1145면, 주107은 
심포지엄에서 일부 기업측 변호사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38) Lipton & Savitt, 2007, 749-752면; Stout, 2007, 794면; Lipton, Martin, Bite the 
Apple; Poison the Apple; Paralyze the Company; Wreck the Economy,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ial Regulation, 2013 
[https://corpgov.law.harvard.edu/2013/02/26/bite-the-apple-poison-the-apple-p
aralyze-the-company-wreck-the-economy/] (최종방문일 : 2019. 1. 3.) 이는  주주
행동가 David Einhorn이 Apple社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한 것은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해할 수 있다고 논평하고 있다. 

39) Team Production 이론을 지지하는 Lynn Stout 교수는 주주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할 
경우 근로자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에 적극적인 투자(firm specific investment)를 
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Stout, 2007, 796-797면 참고; 비슷한 맥락에
서 전문적인 경영진에게 회사 운영을 맡겨, 이해관계자들이 회사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는 Anabtawi, 2006, 571면, 

40) Goshen & Squire, 2017, 795면. 같은 취지로 Anabtawi, 2006, 571면은 주주의 이해
관계가 단일하지 않은 경우 주주에게 권한을 주는 것은 지분권을 확보한 주주들이 다른 
일반 주주의 이익을 해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하면서, 이해관계자 
모형 하에서는 이사회에서 주주에게로 권한을 이동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게 볼 
것이라고 설명한다. 생각건대, 주주 내부의 이해상충 문제는, 일부 주주의 관여가 이해관
계자의 이익을 해할지도 모른다는 비판에 포섭될 수 있을 것이다.

41) Hampel Report, 1998, para 5.11 -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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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현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42)

주주의 경영 관여가 정당한 것인지의 논의는 주주의 경영 관여를 정책

적으로 장려할 것인지, 혹은 적어도 그 법적 장애물을 해소할 노력을 기울

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선결문제가 된다. 이하에서는 주주의 경영 관여가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살핀다.

(2) 정당화 근거

1) 주주의 권한 행사로 파악하는 견해

주주의 경영 관여를 일종의 소유자의 권한 행사로 파악할 수도 있다. 가

령 주주는 회사의 잔여지분권자로서 회사 이익을 극대화할 유인이 있다는

점에서 주주의 경영 관여를 설명할 수 있다.43) 또한 대리인 문제의 관점에

서 이사의 신인의무와 같은 기존의 기제들만으로는 본인인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44)고 설명하는 것 역시 기본적으로 주주를 일종

의 소유자로 파악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회사법상 주주의 권한이 제한적인 미국에서는 주주의 권한을 확장

하자는 주장이 소위 ‘주주중심주의(shareholder primacy)’45)라는 이름으로

주장되었다. 가령, 하버드의 Bebchuk 교수는 2005년 그의 논문에서 (i) 정

관이나 준거법과 같은 소위 ‘회사운영규칙(rules-of-the-game)’, (ii) 합병이

나 해산, 자산의 전부매각 등과 같은 소위 ‘회사중단결정(game-ending

decisions)’이나 (iii) 배당 등과 같은 소위 ‘분배결정/회사축소결정

(scaling-down decisions)’에 대해 이사회가 상정한 의제에 대해서만 결정하

42)  ibid., para. 5.14 및 5.24.  Hampel Report, 1998 ;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으로는 
Dignam, 1998, 149면. 개별 주주가 상당한 지분을 가졌음을 무기로 하여 이사회에 직접 
지시를 내리거나 협상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영에 관여하는 일이 종종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에 대한 분석을 도외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후 영국의 Myners Report(2001) 등은 주주는 주주총회 등에서의 주주의 법적인 권리
행사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경영진과의 적극적인 대화, 경영진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를 행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43) 영국의 DWP, 2002를 들어 영국 정부는 기관투자자인 주주가 투자대상회사에 대해 적
절히 관여할 일종의 신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표현으로는 Chiu, 
2010, 106-107면.

44) Bebchuk, 2005, 870-875면. 

45) 주주중심주의는 적대적 기업인수가 활발하던 1980년대와 그리고 헤지펀드가 주주행동주
의라는 이름으로 기업 경영에 관여하기 시작한 2000년대에 특히 활발하게 전개되었다는 
설명으로는 Goshen & Squire, 20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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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할 것이 아니라, 주주가 직접 안건을 제시하여 결정하게 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가령, 경영진이 제안한 정관안을 승인할지 여부를 선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영진의 도움 없이도 주주가 스스로 정관을 어

떻게 변경할 것인지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46) 특정인의 기업인수 제의에

대해 경영진이 응할 것/불응할 것을 주주총회를 통해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것,47) 주주총회를 통해 언제 얼마만큼 배당할 것인지를 정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을 분배할 것을 지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48)

등이다.

다만 주주의 적극적 경영 관여를 주장하고 있는 Bebchuk 교수 역시 (ii)

와 (iii)과 같이 회사 내부의 구체적인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

에 대해서는 (i)에서와 같이 강한 어조로 주장하지는 않고, 다만 얼마만큼

경영진을 신뢰하고 위임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

다.49)

2) 경영진과의 협상으로 파악하는 견해

이사회중심주의(director primacy)란 경영진에게 배타적인 경영권한을

인정하는 것으로, 회사라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경영진은 회사에 대해 기

속력 있는 의사결정권한(authority-based decision-making structure)을 가지

고 회사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책무가 있다고 설명한다.50) 이

에 따르면 경영진의 경영 권한은 회사라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으로 주주로부터 수권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기도 한다.51) 일반적으로

이사회중심주의를 따르는 입장은 주주의 경영 관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46) ibid., 870-875면. Bebchuk, 2005,

47) ibid., 897면. Bebchuk, 2005, 

48) ibid., 902면. Bebchuk, 2005, 

49) ibid., 893-895면. Bebchuk, 2005, 

50) Kenneth Arrow는 그의 저서 「The Limits of Organization」에서, 조직의 의사결정과
정을 소위 합의모델(consensus-based decision-making process)과 권위모델
(autority-based decision-making process)로 나누고, 정보접근성, 구성원들의 선호도, 
집단행동문제의 정도 등에 따라 조직 구성이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권위모델은 회사 구조
를 설명하는데 차용될 수 있는데, 조직은 관련 정보를 수합하고 조직 전체를 기속할 권한
이 있는 중앙기구에 의해 운영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회사 구조를 설명하는데 차용
된다. 이러한 설명은 Gordon & Ringe, 293면 ; Kenneth Arrow의 이론을 회사의 지배
구조에 접목시킨 논문으로는 Dooley, 1992, 463면. 

51) 이사회의 권한은 주주의 수권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는 논문으로는  
Bainbridge, 2003, 550면 및 558-5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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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다.52)

그러나 이사회중심주의에 따르더라도, 주주의 경영 관여는 장려해야 하

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53) 경영진의 경영권한이 경영진 고유의 것으로 이

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영진의 ‘권한’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보다

많은 정보 혹은 보다 나은 의사결정능력을 가진 자에 의해 견제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54) 따라서 이사회가 한정적인 정보에 의존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관투자자 기타 시장의 정보를 보유한 제3자에 의해 그 의

사결정을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주주의 경영 관여를 회사와 주주간

의 개방적 형태의 계약 협상 과정(open-ended contracting)으로 파악하는 견해

역시55) 경영진의 경영권한은 주주와의 계약을 통해 견제될 수 있다는 입장

으로 파악할 수 있다.

(3) 평가 

견해 1)과 같이 주주권에 근거하여 주주의 경영 관여를 설명할 경우, 그

권한이 남용되는 상황, 즉 주주의 경영 관여가 회사 이익에 반할 경우 등에

있어 과연 주주에게 권한남용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지가 문제

된다. 우리 상법상 주주는 유한책임을 지고 지배주주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

인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주주가 경영에 관여하더라도 상법상 업무집

행지시자로 인정되지 않는 한, 주주가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여 회사 및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해하는 내용의 경영 관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56)

따라서 견해 2)의 관점에서 주주의 경영 관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에 따르면 주주의 경영 관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용할지에 대한 최

52) 이사회 중심주의는 현대의 복잡하고 대형화된 회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불
가피한 선택이고,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공개회사의 
매커니즘을 방해한다고 주장으로는 Bainbridge, 2005, 1745-1749면.

53) Sharfman, 2015, 820면; 그 외에도 주주행동주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사회중심주의
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는 Bainbridge, 2015, 14-18면; 주주의 경영 관여는 ‘회
사 민주주의’라든지 '주주의 권리 보호'와 같은 정치적인 아이디어를 기업지배구조에 융
합시키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니라는 표현으로는 Bebchuk, 2005, 842면 및 
Bebchuk, 2007, 678면.  

54) Rose & Sharfman, 2014, 1037면 및 Sharfman, 2015, 810-812면

55) Chiu, 2010, 128-135면.

56) Chiu, 2010, 134-135면. 영국법상 그림자이사(shadow director)의 법리나 소수주주 보
호수단 등은 주주의 경영 관여 대부분의 경우에는 적용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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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적인 판단은 경영진에게 속한다. 일부 주주의 극단적인 이익 추구가 있었

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 경영에 반영되었을 때의 책임은 경영진이 부담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주주의 경영 관여가 활발해질수록 경영진의 경영판

단이 적정한 것이었는지 문제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는

소위 ‘전문경영인 체계’라고 하는 세간의 표현이 주주행동주의, 혹은 주주의

경영 관여와 상충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다만 주주의 경영 관여가 활

성화된다면,57) 경영진의 이해관계 조정자로서의 책임이 이전에 비해 강조되

어야 할 필요가 있다.58)

그런데 2)의 견해에 따를 경우, 회사의 수많은 이해관계자 중 왜 주주에

게 경영 관여를 기대하는지는 설명되지 않는다. 여기에 1)의 견해를 참고하

여 주주는 잔여지분청구권자로서 다른 이해관계자에 비해 회사 이익 극대

화의 유인이 큰 자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다만, 주주가 유한책임을 진다는 주식회사의 기본원리를

생각할 때 주주에게 경영 관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인지는 다른 평면의 문

제이다. 이는 항을 바꾸어 검토한다.

2. 기관투자자의 경영 관여

(1) 문제의 소재

주식회사의 주주는 유한책임을 지고 경영에 관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

은 아니다.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주주는 집단행동문제(collective action)로

인하여 회사 경영에 관여할 인센티브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주주의 경영 관여를 장려해

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최근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 등이 그 예이다.

기관투자자인 주주에게 그 소극성을 극복하고 경영에 관여할 책임을 부과

한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문제된다.

57) 일부 주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주주행동가의 활동이 활발해질수록 회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추상적 개념으로서의 '주주'는 붕괴하고, 대신 주주는 여러 이해관계자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 된다는 지적으로는 Bainbridge, 2003, 547-548면.

58) Sharfman, 2015, 8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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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근거

1) 수익자에 대한 의무

기관투자자가 최종 수익자에 대해 신인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기관

투자자의 경영 관여 의무가 있다는 논리 구성이 가능하다. 기관투자자로서

는 최종 수익자의 최선의 이익을 추구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투자 대상이

되는 회사 경영진을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경영에 관여할 의무를 부담한다

고 보는 것이다.

가령 미국의 ERISA 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 종

업원 퇴직소득 보장법)(1976) 해석상 인정되는 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 기

타 경영 관여 의무는 연금 수익자에 대한 신인의무를 근거로 한다.59) 영국

의 Bartlett 판결(1980) 등60)은 회사의 지배적 지분을 가진 기관투자자는 투

자대상이 되는 회사의 경영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기관투자자의 수익자

에 대한 주의의무(duty of care)의 일환으로 회사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우리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자의 의결권 행

사 의무 역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충실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61)

2) 회사에 대한 의무

기관투자자는 회사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회사 경영에 관여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할 수도 있다.

영국 Cadbury Report(1992)는 회사의 이사를 주주에 대한 ‘스튜어드’로

파악하고 있고,62) 이후 Walker Report(2009)는 기관투자자에게 회사에 대한

’스튜어드‘로서 책임을 다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63) 스튜어드십 코드가

59) O'Neil v. Davis, 721 F.Supp.1310 (N.D.Ill. 1989) 등. 

60) Bartlett v Barclays Bank Trust Co Ltd [1980] Ch 515; Younger v Saner [2002] 
EWCA Civ 1077; Walker and others v Stones and another [2000] 4 All ER 412.

61) 자본시장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90조. 여기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란 집합투자
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 원 이상을 소유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말
한다.  

62) Cadbury Report, 1992, para. 6.6. “주주는 소유자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종의 대리
인(steward)인 이사에게 위임하고, 이사는 대리인으로서의 책무(stewardship)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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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관투자자의 신인의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상 기관투자자에 부과되는 경영 관

여 책임은 기관투자자의 수익자에 대한 신인의무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

는 이사에게 부과되는 책임에 준하는 것으로, 회사나 다른 주주에 대한 책

임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3) 평가

견해 1)과 같이 최종 수익자에 대한 신인의무를 근거로 할 경우, 경영

관여의 비용이 상당할 때에도 경영 관여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

다. 가령 미국 노동부(United States Depart of Labor)의 1994년 ERISA 해

석지침64)이 의결권 등 주주권한 행사에 드는 비용이나 달성가능성을 고려

해야 한다고 한 것65)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66) 또한 영국 판

례법이 기관투자자의 수익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의무는 그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67) 기관투자자가 경영에 관여할 때 환경·사회·기

업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비경제적 요소를 고려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 역시68) 같은 관점에서 제기된 것이라 하겠다.

한편 견해 2)와 같이 회사에 대한 의무로 보는 것은 주주의 유한책임이

라고 하는 기본개념과 충돌되는 지점이 있다. 유한책임원칙상 주주가 회사

에 대해 혹은 다른 주주에 대해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

하고, 영미에서도 주주에게 신인의무를 부과하는 논리구성은 지배주주의 경

우에 한하기 때문이다.69) 따라서 2)와 같은 관점은 기존의 법제로는 설명되

63) Chiu, 2010, 41면; 이러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Walker Report, 2009에서 찾아
보면, 가령 para. 5.5에서 월스트리트룰은 펀드매니저의 신인의무에 따른 것이라고 표현
하는 한편 para. 5.8에서 스튜어드십 모델에 따르더라도 월스트리트룰을 따르는 것을 금
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64) Interpretive Bulletin Relating to Written Statements of Investment Policy, 
Including Proxy Voting Policy or Guidelines, 59 Fed. Reg. 38860, 29 C.F.R. 
§2509.94-2 (July 29, 1994).

65) DOL IB 94-2 (1994) ; DOL Reg. § 2509.94-2 

66) 비용문제는 외국 기업의 의결권을 행사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라는 설명으로
는 Ferrera, 2010, para. 7-17.

67) Cowan v Scargill [1985] Ch270, 287면 ; 이 사건에서 수익자의 최선의 이익이라 함
은, 금융적 이익이 극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것을 소위 'Megarry judgment'
라는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는 Myners Report, 2001, para. 2.19. 주8.

68) Kay Report, 2012, para, 9. 20 ; Law Com No 350, 2014, para. 3.11. 

69) 다만 지배주주의 신인의무처럼, 영향력있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인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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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렵다. 이러한 까닭에 영국에서는 신탁법리상 신인의무에 근거하여 기

관투자자의 경영 관여 책임을 인정한 기존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스튜어드

십 코드 도입을 통해 기관투자자에게 경영 관여의 책임을 요구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국가재정법이나 자본시장법이 기관투자자의 수익자에 대한 신인

의무를 규율하고 있고,70) 나아가 2016년 12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에 관한 원칙」, 소위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어 기관투자자에게 기

업의 중장기적 가치를 고려하여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의결

권 행사를 충실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기관투자자, 특히 스튜어

드십 코드에 참가한 경우 회사 경영에 관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의 타당성

은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사례에서는 우리 법제

상 기관투자자에게 부과되는 경영 관여 책임이 회사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수익자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기관투자자가 경영에 관여해야 하는지에 대

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가령 회사 경영에 관여하는 것이 회사의 이

익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기관투자자의 투자포트폴리오상 바람직하지 않

은 경우, 즉 회사의 비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든가, 경영 관여로 인한 비용

부담이 상당하다든가, 투자포트폴리오에 있는 회사 두 개의 이익이 상반하

는 경우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3. 소결

이상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주주의 경영 관여를 경영진이 시장의 다양한 정보를 수렴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만, 회사의 여러 이해관계자 중에서도 주

주의 경영 관여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주주는 잔여지분청구권자로서 회

사의 이익을 극대화할 유인이 있는 자라는 점에 있다. 특히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이론적 근거에 따라 의무의 발동 범위가 다소 달라질 수는 있지

만, 수익자에 대한 신인의무나 회사의 스튜어드로서의 책임에 비추어 볼 때

회사 경영에 관여할 일종의 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주의 경영 관여를 장려, 혹은 그 법적 장애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

견해로는　Anabtawi &　Stout, 2008, 1255면. 이러한 논의를 국내에 소개한 논문으로는 
문정해, 2009, 367면 ; 정대익, 2017, 266-268면.

70) 국가재정법 제64조 및 제79조; 자본시장법 제37조 및 제8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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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할 필요가 있다. 물론, 주주가 회사의 이해관계자 중에서도 특별한 지위

를 지닌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경영 관여가 일부 주주의 이익만을 극단적으

로 추구하는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적절한 선에서 제한하는

것은 경영진의 책무 중 하나가 된다는 점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주주의 경영 관여를 장려할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이론적 정당성 외

에도, 주주의 경영 관여가 실제 기업가치제고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도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절을 바꾸어 주주의 경영 관여의 현황을 살피고, 기업가

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살피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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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節 주주의 경영 관여 현황과 평가

제1관 외국의 현황 - 미국, 영국, 독일의 경우

I. 미국

1. 개관

1942년 주주제안권의 모태가 되는 SEC Rule 14a-8을 도입한 이후, 미국

의 주주행동주의는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개인투자자들을 주축으로 하

여 회사 경영상의 이슈뿐만 아니라 인권문제, 고용평등, 반전운동 등 사회

적인 문제에 대하여 주주제안권을 활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71) 이는 당

시 시민운동의 연장선에 있었던 것으로 '사회적 주주행동주의'라 명하기도

한다.72)

1980년대 이후 주주행동주의는 소위 ‘금융적 주주행동주의’로 주주 이익

극대화나 경영진의 대리인 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주

주행동주의와 구별된다.73) 금융적 주주행동주의는 행위주체 및 시기에 따라

1980년대의 기관투자자에 의한 전통적 주주행동주의와 2000대 이후의 헤지

펀드 주도의 주주행동주의로 구별된다.74)

71) 가령 1978년 주총 시즌(proxy season)에 이루어진 790개의 주주제안 중 611개가 회사 
경영에 관한 것이었고, 179개는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것이었고 1982년 358개사에서 이
루어진 972개의 결의 중 30%가 3명의 개인투자자가 발의한 것이었다는 설명으로는 
Gillan & Starks, 2007, 56면. 이 논문은  Ross, N., “Gadflies Set to Buzz 
Shareholders’ Meetings,” The Washington Post, 1983년 4월 17일자 기사 등을 인용
하고 있다.

72) ‘사회적 주주행동주의(social activism)’와 ‘금융적 주주행동주의(financial activism)’의 
표현은 Goranova & Ryan, 2014, 1231-1232면.

73) Goranova & Ryan, 2014, 1231-1232면. ibid

74) Chiu, 2010, 74면 ;Kahan & Rock, 2007이나 Partnoy & Thomas, 2007 등을 들어 
최근 미국의 문헌은 기관투자자에 의한 전통적인 주주행동주의와 헤지펀드 주도의 주주
행동주의를 구별하는 입장을 취한다는 설명으로는 Becht et al., 2009, 3095면. 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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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80년대 : 기관투자자 주주행동주의

(1) 특징

기업지배구조에 직접적인 관심을 가진 주주행동주의가 선보이게 된 것

은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선 이후의 일이다. 기관투자자들의 주식보유비율은

195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다.75) 이 시기의 주주행동주의는 주로

CalPERS 등 자산 규모가 큰 일부 연금기금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

이었다. 뮤추얼펀드 등 대부분의 기관투자자는 월스트리트룰에 따라 경영

관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76) 경영에 관여하더라도 직접 기업지배구조

에 개입하기 보다는 일부 기관투자자들이 제의한 안건에 찬반 의견을 표시

하는 것에 그쳤다.77)

(2) 배경

일각에서는 기관투자자에 의한 주주행동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85년 캘리포니아 주 재무장관인 Jesse Unruh 등이 기관투자자협회

(Council of Institutional Investor)를 설립하면서부터였다고 설명하기도 한

다.78) 또한 미국 노동부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수탁자 책임의 한 내용으

로 요구된다고 한 Avon Letter(1988)79)과 O'Neil 판결(1989)80)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1994년 ERISA 법에 관한 해석지침81)을 발표하면서,82) 연금기금

에 대해서 투자대상 회사를 감독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

구하기 시작하였다.83)

75) Kahan & Rock, 2007, 1047면은 Federal Reserve Board의 자료를 인용하여 가계의 
주식보유율이 1975년의 70%에서 1984년 56%, 2006년 3/4분기에는 28%로 점차 감소한 
것에 반하여, 연금기금이나 보험회사, 뮤추얼펀드의 주식보유율은 각각 25%, 37%, 55%
로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76) Partnoy & Thomas, 2007, 56-57면.

77) Kahan & Rock, 2007, 1043면.

78) Gillan & Starks, 2007, 56면.

79) Department of Labor, Avon Advisory Letter, 1988

80) O'Neil v. Davis, 721 F.Supp.1310 (N.D.Ill. 1989).

81) DOL, Interpretive Bulletin (29 CFR 2509.94-2).

82) 구체적인 경과에 대해서는 Eisenhofer & Barry, 1988, §3.03.

83) 1994년에는 ERISA 해석지침 등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강제한 이후, 개별 기관
투자자들은 과도한 경쟁 때문에 정보비용을 지출할 여력이 되지 않았고, 이는 의결권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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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의 분산투자가 강제되면서, 성과미달의 회사라 할지라도 그

주식을 함부로 매각하기는 곤란했고, 따라서 투자자로서는 주식을 매각하기

보다는 기업 경영에 관여함으로써 주식의 가치를 제고하는 전략을 취하게

된 것 역시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된다.84)

특히 1992년 위임장 규칙의 개정으로 주주간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용이

해지면서 주주행동주의가 진일보했다고 평가된다.85) 이를 반영하여 1998년

SEC가 대량보유보고 제도에 대한 실무해석을 제시하기도 했다.86) 가령, 경

영진에 반대하는 다른 주주의 제안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한다든가, 회사에

대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간소화된 보고양식인 Schedule 13G 상의 ‘소극적 투자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 혹은 대량보유보고 상의 ‘공동행위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다루고

있다.

(3) 행위태양

1980년대 중반부터 SEC Rule 14a-8의 주주제안권을 활용하는 것은 주

주행동주의의 주된 전략 중 하나였다.87) 1990년대 중반부터는 사적 협상을

활용하는 예도 증가하였다고 한다.88) CalPERS나 TIAA-CREF와 같은 대

형 연금기금들은 경영진과 사적 협상을 통하여 포이즌필과 같은 경영권 방

어수단을 폐기하거나 집중투표제 채택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요청하기도

하고 이사회 구성의 변화를 요구하기도 하였다.89)

가령, 1992년부터 1996년 사이의 TIAA-CREF가 45개 사의 경영진과의

사적 협상 사례를 분석한 논문90)에 따르면, 그 경영 관여 형태는 다음과 같

다.

산업이 발전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는 설명으로는, Edelman, Thomas & Thompson, 
2014,  138-139면. 이로 인하여 정보조사 등 의사결정과 관련된 비용 문제가 의결권자문
기관 주도의 규모의 경제를 통해 다소 완화되게 되었다고 한다.

84) Monks & Minow, 1991, 292면 

85) Akhigbe, Madura & Tucker, 1997, 567-573면. 

86) Exchange Act Release No. 39538 (Jan.12, 1998).

87) Partnoy & Thomas, 2007, 7면.

88) Kahan & Rock, 2007, 2042면.

89) Carleton, Nelson & Weisbach, 1998, 1342-1348면 ; Kelin & Zur, 2009, 193면.

90) TIAA-CREF는 당시 미국 주식시장의 약 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연기금으로, 단일
기관으로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다는 설명으로는 Carleton, Nelson & 
Weisbach, 1998, 1337-13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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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관투자자는 정기총회 전년도 가을에 주주제안을 하는 한편, 회사

와 직접적으로 대화를 시도하여 특정 사항을 요구한다. 주주총회 전에 합의

에 도달하면 기관투자자는 그간의 과정을 비밀로 하고 공개적인 요구사항

을 철회할 수도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년 내에 다시 타겟으

로 삼을 수도 있다.

이후 기관투자자는 타겟 회사가 합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니터링을 공개적으로 할지, 아니면 비공개적으

로 할지는 기관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다르다.91) 논문에 따르면 CalPERS나

CalSTRS는 경영관여 결과를 공개하는 편이고, SWIB이나 CREF는 이를

공개하지 않되 최후의 수단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개하는 편이라고 한

다. 그리고 전자는 보다 일반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요청하는 반면, 후

자는 개별 회사 특성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경영 관여

결과를 대중에 공개하는 방식은 대상회사가 합의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

고 있는지를 대중이 감시하게 되고, 그 결과 감시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92) 한편 경영 관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는

경영 관여로 인한 성과가 주가에 반영되기 전에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수익

을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일 수도 있다고 설명하기도 한다.93)

3. 2000년대 : 헤지펀드 주주행동주의

(1) 특징

2000년대 중반에 이르러 헤지펀드가 새로운 행위 주체로 등장하게 되었

다.94) Apple이나 Dell, Hess 등과 같은 대형 회사들도 헤지펀드의 투자대상

이 되었다.95)

91) Guercio & Hawkins, 1999, 305-306면.

92) Carleton, Nelson & Weisbach, 1998, 1998, 1339면.

93) Guercio & Hawkins, 1999, 301면.

94) Stuart Gillan & Laura T Starks, 2007, 68면. 

95) Apple 社에 대한 것은 Steven Davidoff Solomon, Why Einhorn's Win May be 
Apple's Gain, New York Times, 2013년 2월 26일자 기사 
[https://dealbook.nytimes.com/2013/02/26/why-einhorns-win-may-be-apples-gai
n/] (최종방문일 : 2018. 12. 8.) 참고. 그리고 이에 대한 논평으로는 Lipton, Martin, 
Bite the Apple; Poison the Apple; Paralyze the Company; Wreck the Economy,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ial Regulation, 
2013　[https://corpgov.law.harvard.edu/2013/02/26/bite-the-apple-poison-the-ap

   ple-paralyze-the-company-wreck-the-economy/] (최종방문일 : 2019. 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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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는 증권법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에96) 경영

관여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분산투자가 강제되지 않고 공시의무로

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을 이용하여 대상회사의 지분을 집중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다.97) 그리고 대상회사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98)에서 기존의 기관투자자들과

구별된다.

또한 고객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자산 운영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99) 보수(報酬) 구조상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할 인센티브가

크다.100)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헤지펀드는 개별 회사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Hess 社에 대한 것은 Dealbook, Elliott Management Calls for Board Shake-Up at 
Hess, New York Times, 2013년 1월 29일자 기사 [https://dealbook.nytimes.com/

   2013/01/29/elliott-management-calls-for-board-shake-up-at-hess/] 참고.  (최종
방문일 : 2018. 12. 8.)

96)  미국에서 헤지펀드에 적용되지 않는 규제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1933년 증권법의 공시
의무, 1934년 증권거래법의 거래기록 보유의무 및 이해충돌금지의무, 1940년 투자회사법
의 차입조달(leverage)과 공매도 제한 및 분산투자 강제, 1940년 투자자문업법의 수수료 
규제 등이 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Chincarini, 2012, 16면 및 Kahan & Rock, 2007, 
1050면 참고.

97)  가령 중소형 펀드는 debt securities와 파생상품의 보유비율을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
하면 어떠한 공시의무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설명으로는 Kahan & Rock, 2007, 
1063면.  그 예로는 1934년 증권거래법상의 5% 대량보유보고나 short swing rule 
(10%) 이 있다. 또한 연금기금과 마찬가지로 1934년 증권거래법 제13(f)조에 따라 4분기
마다 지분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옵션이나 파생상품을 제외한 지분증권만을 공
시대상으로 하고, 보유증권이 1억불($100million) 미만이면 공시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에
서 뮤추얼펀드에 적용되는 1940년 투자회사법상의 공시의무와는 차이가 있다.

98) McCahery, Sautner & Starks, 2016, 2907-2908면.

99) Chincarini, 2012, 26면은, 헤지펀드가 투자자들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는 
이유로 소수의 부유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 헤지펀드는 보통 주식처럼 유동적이지 
않고 따라서 투자자가 언제든지 그 지위를 매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투
자자들이 최소 6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투자가 묶여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설사 투자를 
회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환기간이 있고 회수를 하기 최소 며칠 전에는 고지를 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100) 미국에서의 헤지펀드는 보통 보유자산의 2%를 관리비(management fee)로, 그리고 이
에 펀드 연간 수익률의 20%를 가산한 정도를 성공보수(incentive fee)로 받게 되고, 이
는 보통 연간 1억 달러를 상회한다는 설명으로는 Partnoy & Thomas, 2007, 25면. 특
히 수익률을 계산함에 있어 인덱스를 기반한 것이 아니라 절대수익(absolute return)을 
기초로 산정되기 때문에 보다 공격적인 운영을 할 유인이 된다고 설명한다. 이에 반해, 
뮤추얼펀드의 경우, 1940년 투자자문업법(15 U.S.C. § 80b-5(b)(c))의 적용으로 인하여 
성과(performance)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뮤추얼 펀드로서는 좋은 
수익률을 낼 유인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Kahan & Rock, 2007, 1050-1052면은, 
설사 성과에 따른 보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수료는 최소 1년 단위로 책정된다는 제한 
때문에 투자자로서는 펀드 수익이 나자마자 자금 상환 요청을 하여 자금을 회수할 유인
이 생기게 되고, 결과적으로 성과보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flat)에서 책정되게 된다. 
Jesse Eisinger, Pay-for-Performance Bedevils Mutual Funds, WALL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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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것이 가능하고101) 이에 따라 개별 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사회 구성의 변화나 조직재편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102)

(2) 배경

수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헤지펀드가 주주행동주의의 새로운 주체로

각광받게 된 것은, 주주행동주의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한편, 저금리

시대에 있어 주주행동주의가 상당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기 이후 유래 없는 저금리 정책에 힘입어, 헤지펀드 등으로 상당

한 규모의 자금이 흘러들어갔다. 뿐만 아니라 주식가격의 폭락은 헤지펀드

에게 상당한 투자기회를 제공하였다. 헤지펀드 운용자산(AUM : Assets

under Management)이 1990년 390억 달러였던 것에서 2011년 초 1조9천억

달러까지 증가하였다.103) 그리고 이러한 막강한 자금력은 헤지펀드 주도의

주주행동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104) 비록 기업지배

구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비율은 2007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약 8800개의 헤지펀드 중 100여개에 불과하지만 그 성공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105) 그 파급효과는 간과할 만한 것이 아니다. 또한 헤지펀드는 뮤

추얼펀드에 비해 보유자산은 현저히 적지만, 레버리지나 파생상품을 사용하

기 때문에 실제 그 영향력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비해 훨씬 크다고 한

다.106)

JOURNAL, 2005년 4월 13일자 기사. [https://www.wsj.com/articles/SB111335651287
   205458] (최종방문일 : 2019. 1. 3.)에 따르면 실제로 2005년 뮤추얼펀드 중 3%만이 성

공보수(performance fee)를 받았다고 한다. 

101) Partnoy & Thomas, 2007, 43면.

102) Partnoy & Thomas, 2007, 43-45면 ; Becht et al., 2009, 3095면. 주2.

103) Chincarini, 2012, 14면. 나아가, 헤지펀드의 수 역시 1990년 530개에서 2011년 초 
7164개로 증가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본문의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헤지펀드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는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104) Arcano, Stephen & Grossman, Richard, Activist Shareholders in the US: A 
Changing Landscape,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 ancial Regulation, June 28 2013. [https://corpgov.law.harvard.edu/2013/

   06/28/activist-shareholders-in-the-us-a-changing-landscape/] (최종방문일 : 
2019. 1. 3.) ; Cheffins & Armour, 2011A, 94면.

105) Bratton, 2007, 1405-1409면은 2002년에서 2006년간 이루어진 헤지펀드 주도의 주주
행동 114건 중 84%가 성공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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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으로도 1990년대 위임장 규칙의 개정이나 SEC의 대량보유보고제

도에 대한 실무해석 등으로 주주행동주의의 비용이 낮아졌다. 2000년 초

Enron이나 Worldcom 등 기업스캔들107)과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하여108) 열

악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이에 따

라 이사 보수를 규제하고(say on pay), 이사선임에서의 주주제안권을 확대

(Rule 14a-8)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었다. 또한 이사회 중심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미국 회사법은 주주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

장하는 주주행동가들과 일부 학계의 의견109)이 반영되어, 투자자의 의결권

을 확대하고 이사 선임에 있어 정족수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었

다. 뿐만 아니라 Bebchuk 교수와 ISS 등의 주도로 다수의 회사가 포이즌필

이나 시차임기제를 폐지하게 된 것 역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110) 정보통

신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도 헤지펀드가 그 타겟을 발굴하고 다른 주

주들에게 자신의 정책을 홍보하는데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111)

106) Kahan & Rock, 2007, 1062면.

107) Cheffins & Armour, 2011A, 84-88면.

108) Bainbridge, 2015, 1-5면.

109) Bebchuk, 2005, 850-875면 ; 이를 반대하는 의견으로는 Bainbridge, 2015, 17-18면.

110) 시차임기제는 경영권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애용되던 수단으로 한해에 선임할 수 있
는 이사의 수를 1/3으로 제한함으로써 이사회의 구성을 바꾸고 이사회의 지지를 받기 위
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2000년에는 S&P 500 기업 중 300 여 
개의 기업이 시차임기제를 채택하고 있었던 것이, 2013년 말에는 60 여 개 기업만이 시
차임기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계속되어 2014년에는 17개의 회사가, 2015
년에는 4개의 회사가 추가적으로 시차임기제를 폐지하였다. 시차임기제의 점진적 폐지에 
대해서는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Institutional Investors 에 의해 추진되
고 있는 Shareholder Rights Project (SRP) 
[http://www.srp.law.harvard.edu/declassifications.shtml] (최종방문일 : 2019. 1. 4.) 
사이트 참조, 

111) Cheffins & Armour, 2011A, 70-72면 ; 가령, 2012년 Herbalife의 경영에 대해 
Ackman이 비판을 가하고, 이를 웹사이트에 올리자, 280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그즘하
여 주가가 38%하락한 사건을 두고, Ackman이나 Einhorn 같은 유명한 주주행동가들은 
단지 향후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수십억 달러의 주식을 움직일 
수 있다는 논평으로는 Davidoff Solomon, Steven, Ackman, Herbalife and Celebrity 
Short-Sellers, New York Times, 2013년 1월 1일자 기사.  
[https://dealbook.nytimes.com/2013/01/01/ackman-herbalife-and-celebrity-short
-sellers/?_r=0] (최종방문일 : 2019.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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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위태양

2013년 8월, 소더비에 대해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헤지펀드인

Third Point는 소더비의 기업지배구조의 열악함, 그리고 최근 시장 부흥에

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경영성과를 보이지 못 한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CEO의 퇴임을 요구하였다. 이후 Third Point는 위임장 경쟁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주주총회 하루 전 날, 이사회와 Third Point는, Third Point가 3명의

이사후보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임장 경쟁을 그만둘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상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합의에는 애초 Third Point의 요구사항인

지배구조 변경이나 CEO 퇴임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10개월 이후, 소더비는 새로운 CEO를 선임하였음을 발표하고, 투자

자에 대한 배당계획을 발표하였다.112)

이렇듯, 위임장 경쟁에 실제 나아가기 보다는 경영진과의 사적 협상을

체결하여 분쟁을 조기에 종료시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113) 앞서 살펴보

았듯, 위임장 경쟁 등 회사법 및 증권법상의 수단이 경영진과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활용된 예로 파악된다. 　

특히 이사회 의석 획득을 목표로 한 사례는 2009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

가하여, 2018년 현재까지도 이사 선임은 가장 빈번하게 주장되는 내용 중

하나이다.114) 2009년 이후 S&P 1500 기업 중 거의 절반 이상이 그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기관투자자들이 주주행동가의 이사

석 획득 노력에 보다 우호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설명하기도 한다.115)

112) Bebchuk et al., 2017, 1면.

113) 가령 S&P 1500개 회사 중, 2009년에서 2013년에는 평균적으로 32%가 위임장 경쟁에 
도달한 반면, 2014년에서 2016년에는 평균적으로 25% 남짓한 정도였다는 연구결과로는 
Khorana, Shivdasani & Sigurdsson, 2017, 11-12면 ; Schoenfeld, 2018, 2면에 따르
면 대량보유보고한 자가 이러한 계약을 보고한 사례가 1996-1999년에는 평균 6.5%, 
2010-2015년에는 평균 13.7%로 지난 20년간 거의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114) Bebchuk et al., 2017, 1면 등.

115) Appel, Gormley & Keim, 2016, 28-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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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영국

1. 특징

일찍이 영국에서는 기관투자자들이 주주의 경영 관여의 중추를 담당하

고116) 집단적 경영 관여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117) Myners Report

(2001) 역시 주주의 소극성을 극복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파악하는 한편

일부 주주의 적극적인 경영 관여 및 감시는 결국 다른 주주에게도 긍정적

인 파급효과를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118)

또한 위임장 경쟁이나 주주제안으로 나아가는 경우는 드물고 사적 협

상 기타 사실상 수단을 즐겨 쓴다고 한다.119) 그 원인으로는 주주총회 소집

권이 인정되는 등 주주의 권한이 강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주주의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고 그 결과 주주로서는 자신의 요구사항을

경영진에게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

명하기도 한다.120) 또한 사회적 분위기상 주주총회에서 공식적으로 경영진

을 반대하는 것이 우월전략이 아닐 수 있다는 점121) 등이 그 이유로 제시

된다.

최근에는 Third Point Partners, Elliott Management, Covex

Management 등 외국계 펀드의 진출이 증가하면서, 공개서한을 보내는 등

여론을 통해 압박을 하는 미국식 주주행동주의의 특색도 나타나기 시작했

다는 분석도 있다.122) 영국은 가장 빈번하게 미국발 주주행동주의의 타겟이

되는 나라로, 이러한 현상은 영국 외에 독일 등 대륙 유럽, 일본 등 아시아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123) 또한 미국 주주행동주의의 영향을 받은 영국 토

116) Mallin, 2012, 180면은 기관투자자들이 주주행동가 네트워크의 중추를 담당한다고 표
현한다. 

117) Mallin, 2012, 180면; Sudarsanam & Broadhurst, 2012, 254-257면.

118) Myners Report, 2001, para. 5.88.

119) Chiu, 2010, 52면; Goergen, Renneboog & Zhang, 2008, 40면.

120) Becht et al., 2009, 3099-3101면. Bebchuk, 2007, 702-703면은 미국의 경우, 최다
득표제를 취하기 때문에 과반수 주주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 이는 재직자들에게 유
리한 방식이라고 평가한다. 이와 달리 영국은 이사 선임시 요구되는 정족수가 보다 높고 
정관변경 발의권한이나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이 인정되는 등 주주 권한이 미국에 비해 보
다 실효적으로 인정된다고 설명된다. 

121) Goergen, Renneboog & Zhang, 2008, 56면.

122) Chiu, 2010, 11면.

123) 2015년과 2016년 미국발 주주행동주의 펀드의 미국 외 투자 사례 중 30%를 차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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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 헤지펀드들도 출현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UK Hermes Focus

Fund는 ‘전통적인 투자자와 헤지펀드를 섞어 놓은 존재’124)라고 평가되며

그 투자스타일에 있어서 미국 CalPERS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125)

영국 기반의 Hermes UK Focus Fund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 41개 회

사 중 30개 회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경영에 관여함으로써 그 주식가치가

8% 가까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126)

2. 배경

1990년 BCCI, 1991년 Polly Peck 사태와 같은 회사의 스캔들 이후, 정책

적으로 기관투자자에 대해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려

는 시도가 이루어졌다.127) 가령 영국 기업지배구조 코드(Corporate

Governance Code) 도입을 주장한 Cadbury Report(1992)는 주주의 기업의

핵심적인 감시자로서의 지위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128) 기관투자자에 대해

기업의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주주총회 기타 다양한 채널을 통

해 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기업지배구조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129)

이 시기의 영국 기관투자자들이 과연 적극적으로 경영에 관여하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당시 미국의 논문은 영국의 기관투자자가 미국

에 비해 더 적극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130) 영국 내부에서는 기관투자

자가 아직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

다.131) 그 원인으로는 경영진과의 협상을 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 경영에 관

있는 것이 영국이다. 한편 일본은 2011-2014년 5%에서 2015-2016년 16%로 크게 증가
하였다. 이러한 설명으로는 J.P. Morgan, 2018, 10면.

124) Tucker, Putting Focus Funds under the Spotlight, Financial Times, 2005. 5. 
28. 자 기사; Becht et al., 2009, 3095면 재인용.

125) Chiu, 2010, 11면.

126) Becht et al., 2009, 3097-3098면.

127) Chiu, 2010, 20면.

128) Cadbury Report, 1992, para 6.6.

129) Cadbury Report, 1992, para 6.8 및 6.13.

130) 영국의 기관투자자들이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평가로는 Gilson & Gordon, 
2013, 865면,

131) Goergen, Renneboog & Zhang, 2008, 44면. 영국의 다수 논문 및 보고서는 기관투
자자가 의결권 행사를 저어하거나 혹은 행사하더라도 경영진을 위한 거수기 역할에 그치
는 등, 경영진 감시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영진이 상당히 많은 권한을 행사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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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양질의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132)이라든가, 혹은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규제 때문에 회사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되면 이후 주식거래에 제약

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133)

Cadbury Report에서 강조된 주주개입의 필요성은, 이후 영국의 기업지

배구조에 관한 정책을 통해 승계되었다. 2007/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년

IRC(Institutional Shareholders' Committe)와 2009년 Walker Report는 기관

투자자에 대해 스튜어드(Steward)로서의 책무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2010년에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

입되었다.134)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르면, 기관투자자는 보유한 주식에

대해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야 하고, 별다른 검토없이(automatically) 이사회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의결

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결의에 반대하거나 기권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회사에 미리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또한 의결권 자문기관을 활용하거

나 타기관에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서비스 공급자가 누

구인지를 밝히고, 서비스를 활용하는 범위 및 해당 서비스를 기관투자자가

얼마만큼 반영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공시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강제적

인 것이라기보다는 ‘원칙준수 혹은 예외설명’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

다.135)

한편 NAPF(National　Association of Pension Funds : 연기금 협회)나

ABI(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 : 보험업협회), IMA (Investment

Management Association : 자산관리사협회)와 같은 여러 협회들, 그리고

이러한 기관투자자 협회의 장들로 구성된 IIC (Institutional Investor

Committee : 기관투자자 협회) 등과 같이 기관투자자들이 집단적으로 행동

할 수 있는 통로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 역시 기관투자자들의 영향력이 보

다 확대되는 요인이 되었다. 이들은 그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와

회사를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여 주주총회 절차 개선을 요구할 뿐 아니라,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의결권 대리행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136) 런던증권거래소의 약 20%에 달하는 회사가 이들 협회의 회원들이

132) Chiu, 2010, 42면.

133) Goergen, Renneboog & Zhang, 2008, 44면.

134) Financial Reporting Council, Implementation of the UK Stewardship Code 
(July 2010).

135) Hannigan, 2015, 148면.

136) Girard, 2000,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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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37) 2014년에는 기존의 ISC나 IIC와 같은 기관투자자 협회를 대체하

여138) 투자자포럼(Investor Forum)이 설립되었다.139) 이는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 중 하나인 기관투자자의 집단적 경영 관여를 장려해야 한다는 스튜어

드십 코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회원 기관투자자들의 요청을 정리

하여 경영진에 전달하고 요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듯 집단적 경영 관여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과 기업지배구조 코드

기타 주주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영국의 법제는 헤지펀드의 투자를 유인하

는 하나의 원인으로 평가된다.140)

3. 행위태양 

(1) 기관투자자 

1990년대 영국의 기관투자자들이 경영 관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는

지에 대해서는 영국 내부의 평가와 미국에서의 평가가 갈린다. 당시 미국

논문에 따르면, 영국의 기관투자자들은 투자자협회를 통한 집단적 행동을

통해 행위 비용을 절감하고 경영진과 대립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을 해소한

다고 설명된다. 가령 기업인수와 같이 중요한 사항이 문제되면, NAPF 등

협회들이 회사 경영진과 협상을 하기 위한 위원회(case committee)를 구성

하고,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은 배후에서 기관투자자와 경영진간의 갈

137) Mallin, 2012, 185면.

138) 전통적인 기관투자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설명은 Stapledon, 1996, 55-56 및 
136-138면 참고.

139) Kay Report, 2012는 투자자포럼 설립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2013년부터 영
국의 전문투자자 협회들, 가령 투자자문사협회(IMA : Investment Management 
Association)나 영국보험업협회(ABI), 국립연금기금협회(NAPF) 등이 모여 투자자포럼 발
족을 위한 위원회(Collective Engagement Working Group)를 발족하고, 그 결과 2014
년 6월, 투자자포럼(Investor Forum)이 설립되었다. 그 과정에서 NAPF와 IMA의 합의 
하에 기관투자자 협회로서의 기능을 하던 IIC(Institutional Investor Council)가 2014년 
6월 30일 해체되었다. 그리고 2014년 9월, 투자자포럼은 Community Interest 
Company (CIC)라고 하는 법인 형태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상 투자자포럼에 관한 설명은 
Investor Forum 홈페이지[https://www.investorforum.org.uk/] (최종방문일 : 2019. 
1. 2.) 참고. 

140) Armstrong, Rachel & Hardcastle, Elaine, European companies seek help 
dealing with activist investor threat, Reuters BUSINESS NEWS,2017년 8월 24일자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investor-activism-europe/european-

   companies-seek-help-dealing-with-activist-investor-threat-idUSKCN1B3223] (최종
방문일 : 2019.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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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조절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주주총회가 아닌 경영

진과의 사적 협상 기타 사실상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효과적

인 수단을 강구한다.141) 그러나 영국 내부적으로는 영국의 기관투자자 경영

진과의 직접 대화에 돌입한 것은 1년에 1-2건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들어

아직 경영 관여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되었다.142)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특히 경영성과가 안 좋은 회사를 중심으로 기관

투자자가 경영에 관여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143) 스튜어드십 코드 등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장려하는 정책 등에 힘입어 1994년 35%에 불과하

던 의결권 행사비율도 2012년 즈음에는 65%로 증가하였다.144) 의결권 행사

내용도 대체로는 경영진을 지지하는 쪽이긴 하지만 이사 선임이나 이사회

구성, 이사의 보수 등에 대해서는 보다 도전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145)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취하게 되었다고 한다.

2014년 설립된 투자자포럼(Investor Forum)은 기관투자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회의를 통해 이를 정제하여 경영진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

고 있다. 가령 2015년과 2016년, 투자자 회원들이 투자자포럼을 통해 16개

회사에 경영 관여할 것을 요청하였고, 실제로 투자자포럼을 통해 여러 기관

투자자들이 스탠다드차타드(Standard Chartered plc), 로열 더치 셀(Royal

Dutch Shell plc), 롤스 로이스(Rolls-Royce plc) 등 8개 회사의 경영에 관

여하기도 하였다.146)

스탠다드 차타드 회사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이사회 구성을 요구하여

새로운 외부 CEO가 선임되기에 이르렀고, 비용 감소 및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한 경영 안정화를 요구하여 경영진으로부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확답을 얻어 낸 바 있다. Cobham plc에 대해서는 주요주주들과

141) Lowenstein & Millstein, 1988, 748면; Taylor, 1990, 80면. 

142) Chiu, 2010, 42면 ; Murrall, 2009, 1면에 따르면 금융위기 전에는 가령 경영진과 직
접 대화에 돌입하는 것은 1년에 한 두건에 불과하고, 주주총회소집청구나 주주제안 등의 
수단을 사용한 것은 2006년 경영진 해임 청구 등 2건 정도에 그쳤다고 한다.

143) Chiu, 2010, 42-52면. 

144) Mallin, 2012, 194면. 의결권 행사 비율이 낮으면 정부가 의결권 행사를 강제적인 것
으로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기관투자자로서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분위기, 또한 전자
투표제나 주주총회 진행절차와 관련된 끊임없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것 등이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설명된다.

145) Mallin, 2012, 186면.

146) 그 외에도, Tate & Lyle plc, Sports Direct International plc, Cobham pl, Mitie 
Group plc 외 아직 진행중인 미공개 1개 회사 등이 있다. The Investor Forum 
Review, 2015-20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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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투자자포럼이 지속적으로 이사회와 접촉을 한 결과, 회장 및 CEO,

CFO를 교체하는데 성공하였다. Mitie Group plc에 대해서는, 회장과 CEO

와의 지속적인 회의를 갖고, 수익인식(revenue recognition)이나 현금전환

(cash conversion) 등 회계처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투자자의 의사를

전달하고, 그에 따른 회사 측 조치를 요구했다. 이후 CEO가 교체되고 투자

자들은 더 이상의 경영관여의 필요성은 없다고 파악하고 집단적 관여를 종

료하기로 하였다.

(2) 헤지펀드

영국 토종 펀드인 Hermes UK Focus Fund의 1998년부터 2004년까지의

경영 관여 사례를 살피면, 주주총회 표대결 등을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드

물고 CEO 등과의 전화통화, 각종 회담 등을 시도하고, 한편으로는 다른 기

관투자자들과 접촉해서 향후 경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그 지지를

요구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한다.147) 30건의 간섭사례에 있어서, 28개의

건은 분할이나 비핵심분야 매각 등 회사의 조직재편을 요구하였고, 절반이

넘는 사례에서 CEO 교체 및 새로운 집행임원(executive) 선임을 요구하였

으며 절반이 넘는 건에서 배당 증가를 요구하였다고 한다.148)

최근 북미권 헤지펀드의 경영 관여 개입 사례를 보면, 미국 헤지펀드의

2017년 유럽 투자의 30%가 영국에 집중되어 있다. 가령 헤지펀드가

Rolls-Royce社의 이사직을 쟁취하기도 하고 SABMiller社나 William Hill

社의 M&A에 반대하기도 하였으며 교통회사인 FirstGroup社에 대해서는

미국 사업부를 분리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해, 미국에

서의 주주행동주의 사례에서와 같이 언론 등을 통해 경영진을 비판하고 변

화를 촉구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영국에서의 주주 경영

관여의 태양이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149)

147) Becht et al., 2009, 3095-3096면.

148) Becht et al., 2009, 3096-3097면. 또한 Focus Fund의 이러한 행위들은 회사의 성과
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관찰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이고 있다. 가령 회사의 조직재편은 
6.6%, 경영진 교체는 6.0%의 비정상수익율을 보였다고 한다. 

149) Grumberg, Armand & Hopkins, Scott & Corte, Lorenzo, Activist Investing in 
Europe? : 2017 Edition,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 ancial Regulation, Jan 10 2018. 
[https://corpgov.law.harvard.edu/2018/01/10/activist-investing-in-europe-2017-e
dition/] (최종방문일 : 2019.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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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독일 

1. 특징

본래 독일은 은행이 경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러나 2000년대 들어 국제금융시장 활성화를 통해 주주 구성이 다양해지면

서 은행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대신 외국계 헤지펀드를 주축으로 하여 주주

가 경영에 관여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아직 독일에서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평가는 영미에서만큼 우호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기관투자자의 경영 관여를 장려하는 EU

의 정책적 분위기, 그리고 수익율 저하로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할 필요성

을 마주한 결과, 기관투자자들이 경영 관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

로 전환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150)

2. 배경

독일의 경우,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은행이 감독이사회 구성이나 경영이

사 선해임뿐 아니라, 모든 중요한 경영상 결정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등,

그 권한이 상당히 막강하였다.151) 이러한 은행의 장악력은 기본적으로 대출

채권자의 지위에서 비롯한다. 이에 더하여 은행은 실제 보유하고 있는 지분

비율이 상위 100개 기업을 기준으로 평균 5% 이하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

고 의결권 대리행사를 통해 사실상 의결권의 36% 가량, 상위 10개 기업에

대해서는 50% 가량을 좌우할 수 있었다고 한다.152) 이를 통해 감독이사회

150) ibid.,  가령 Active Ownership Capital의 CEO인 Klaus Roehrig의 인터뷰. 
Grumberg, Armand & Hopkins, Scott & Corte, Lorenzo, Activist Investing in 
Europe? : 2017 Edition,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 ancial Regulation, Jan 10 2018. 
[https://corpgov.law.harvard.edu/2018/01/10/activist-investing-in-europe-2017-e
dition/] (최종방문일 : 2019. 1. 3.)

151) Coffee, 1991,  1303면; Goergen, Renneboog & Zhang, 2008, 45면 ; Gorton & 
Schmid, 2000, 30면에 따르면 독일에서의 은행의 감시는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은행의 지배가 두드러지던 80년대부터, 기관투자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
아지고 있는 90년대에 이르기까지 현상과 그 변화과정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 국내논문
으로는 김건식, 1997, 95-105면. 

152) 당시 독일 회사법 제128조 및 제135조는 의결권 대리행사에는 주주가 서면으로 수권
해야 하는데, 이는 15개월간 유효하며, 다만 주주가 언제든지 철회가능하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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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장악한 은행은 회사의 내부 정보에 보다 잘 접근할 수 있고, 영미에 비

해 경영진에 보다 비판적인 입장에서 경영에 관여할 수 있었다고 한다.153)

그러나 80년대를 거쳐 국제금융시장에의 접근도가 높아지면서 기업의

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졌다. 뿐만 아니라 도이치방크 같은 경우, 자발

적으로 감독이사회에서의 이사직을 포기하는 일도 있었다.154) 그 이유에 대

해서 이해상충문제로 인하여 잃게 되는 잠재적 사업기회 등, 경영관여비용

이 더 큰 부담이 된 반면, 상대적으로 기업 감시의 수익성은 저하되었기 때

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155)

뿐만 아니라 1998년 도입된 지배권투명화법(KonTraG)156) 및 2000년 법

인세법 개정157) 등으로 인하여 상호주 비율이 감소하고 기관투자자의 비중

이 증가되는 등 기업 소유구조가 변화158)한 것도 주주의 경영 관여가 활성

화된 배경으로 이해되고 있다.

최근에는 투자처를 모색하는 주주행동가들의 수요 증가에 맞물려 독일

을 비롯한 유럽에서도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59) 또한

2019년까지 국내도입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주주 권리에 관한 EU 지

침」160)이 시행되면 주주의 경영 관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61) 다만 유럽의 은행들 대부분은 주주

있었다는 설명으로는 Cable, 1985, 120면. 은행이 전체 주식의 약 절반을 보관하고 있었
고, 이들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것을 통해 의결권을 보유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한다. 

153) Cable, 1985, 118-120면.

154) New Dreams at Deutsche Bank, Economist, June 22, 1991 at 79, 80 : Coffee, 
1991, 1303면 재인용.

155) Coffee, 1991, 1305-1306면.

156) Gesetz zur Kontrolle und Transparenz im Unternehmensbereich (KonTraG). 차
등의결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설명으로는 Callaghan, 2018, 72면.

157) Körperschaftssteuergesetz 2000. 대규모 주식 양도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것을 내용
으로 하고 있다는 설명으로는 Callaghan, 2018, 72면.

158) 독일에 대한 설명으로는 Sudarsanam & Broadhurst & Broadhurst, 2012. 245-248
면. 세제개혁으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상호주 비율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 논문으로는 Ringe, 2015, 508-526면. 다른 유럽의 경우에도 최근 
20년간 창업자나 가족기업 등 blockholder의 비율이 줄고 기관투자자의 비율이 증가하
고 있다는 설명으로는 Baums, 2000, 4-5면

159) J.P. Morgan, 2014, 1-4면.

160) Directive (EU) 2017/828 (May 17, 2017)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
　　　　　nt/EN/TXT/?uri=CELEX%3A32017L0828] (최종방문일 : 2019. 1. 3.)

161) Armand Grumberg, Scott Hopkins & Lorenzo Corte, Activist Investing in 
Europe? : 2017 Edition,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 ancial Regulation, Jan 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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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주의에 대해 방어적 태도를 취할 것을 권고하곤 하는데 이는 독일 등

유럽에서 주주행동주의의 성공률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한다.162)

3. 행위태양

최근 10년동안 주주가 경영에 관여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3년에는 엘리엇 등이 주도한 2건을 포함하여 5개의 M&A건이 있었고,

이후 2016년에는 8건이 회사의 M&A에 관한 것이었고, 8건은 이사나 경영

진의 교체에 관한 것이었다. 요구 내용도 과거에는 M&A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의 것은 이사직 교체나 이사 보수 등 그 요구사항이 보다

다양해졌다는 특징을 가진다.163)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2016년 AOC가 주총을 앞두고 Stada社의 감독이

사회의 이사 교체를 시도하였고, 결국 Stada사와의 합의를 통해 AOC의 대

표를 포함한 3명의 이사를 선임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 이 건은 독일의 상

장회사는 이원적 이사회 규정으로 인하여 주주행동주의의 타겟이 되기 어

렵다고 보는 기존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기념비적 사례로 평가된

다.164) 또한 Elliott과 유럽 최대의 행동주의 펀드인 Cevian Capital의 요구

[https://corpgov.law.harvard.edu/2018/01/10/activist-investing-in-europe-2017-e
dition/] (최종방문일 : 2019. 1. 3.)

162) Rachel Armstrong & Elaine Hardcastle, European companies seek help 
dealing with activist investor threat, Reuters BUSINESS NEWS, 2017년 8월 24일
자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investor-activism-europe/european

　　　-companies-seek-help-dealing-with-activist-investor-threat-idUSKCN1B3223](최종
방문일 : 2019. 1. 3.)

163) ibid., ; Grumberg, Armand & Hopkins, Scott & Corte, Lorenzo, Activist 
Investing in Europe? : 2017 Edition,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 ancial Regulation, Jan 10 2018. 
[https://corpgov.law.harvard.edu/2018/01/10/activist-investing-in-europe-2017-e
dition/] (최종방문일 : 2019. 1. 3.)

164) 2016년 5월 9일, Active Ownership Capital(AOC)은 STADA社에 대해 주주총회 소
집청구하여 감사이사회 이사 9명 중 5명을 교체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래 감사이사회는 
6명이 주주 대표, 3명은 근로자 대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6명의 주주 대표 중 5명을 
교체할 것을 요구하고, 그 후보로 AOC의 대표인 Klaus Röhrig과 4명의 중립적 인사를 
후보로 지명하였다. AOC의 요구 후, AOC와 STADA 社는 정기총회에서 다룰 의제를 명
확히 하는 서면 합의에 들어 갔다. 이에 따르면 9명 중 3명의 이사를 교체하는 내용이고, 
여전히 Mr. Rohrig은 포함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설명으로는 Steve Wolosky & Olshan Frome (Wolosky LLP), A Review of 
the STADA Arzneimittel Proxy Contest and the Activism Landscape in Germany,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 ancial 
Regulation, Oct 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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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ThyssenKrupp의 CEO와 감독이사회의 의장이 사임하기도 하였

다.165)

2017년에도 Bain Capital 등의 STADA社 인수 시도에 대해 엘리엇이

그 대가의 증액을 요구한 것이 관철되어, 애초 모든 소액주주가 주당 66.25

유로 지급받기로 했던 것이 주당 74.40유로씩 지급받는 것으로 된 적도 있

다.166) 그 외에도 Active Ownership Capital(AOC)가 Schaltbrau Holding의

이사 3인을 교체를 시도한 건, Munich Re社의 이사 보수에 관한 건 등도

문제되었다.

[https://corpgov.law.harvard.edu/2016/10/05/a-review-of-the-stada-arzneimittel
-proxy-contest-and-the-activism-landscape-in-germany/] (최종방문일 : 2019. 1. 
3.) 

165) Armand Grumberg, Activist Investing in Europe: A Special Report,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 ancial Regulation, Nov 9 
2 0 1 6 . 
[https://corpgov.law.harvard.edu/2016/11/09/activist-investing-in-europe-a-spec
ial-report/] (최종방문일 : 2019. 1. 2.)

166) Reuters, Bain, Bain, Cinven give in to Elliott's demand for higher Stada 
buyout, 2017년 9월 4일자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stada-arzneimitt-m-a-offer/bain-cinven-giv
e-in-to-elliotts-demand-for-higher-stada-buyout-idUSKCN1BF0IT] (최종방문일 : 
2019.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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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평가

I. 문제의 소재

이하에서는 주주의 경영 관여에 관한 외국에서의 평가를 살핀다. 이러한

논의는 크게 전통적인 기관투자자의 경영 관여와 헤지펀드 등이 주도하는

경영 관여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이를 통해 주주가 경영에 관여

하면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는 것인지, 나아가 주주의 경영 관여를 장려해

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로 한다.

II. 기관투자자 주도의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평가

1. 특징

기관투자자 주주행동주의는 특정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에 관여하기 보

다는 포트폴리오로 투자하고 있는 다수 회사의 일반적인 기업지배구조 개

선을 목표로 한다.167) 가령 CalPERS 등이 소위 집중관리기업 명단(focus

list)을 작성하여 투자대상 기업들에 대해 경영진 보수 통제, 회사 의사결정

절차 개선, 이사회 감시기능 강화 등이 요구하는 것이 그 예이다.

미국 논의에 따르면 기관투자자의 경영 관여는 1980년대부터 활성화되

기 시작하여 1980년대는 주주제안의 방식을, 1990년대 중반부터는 사적 협

상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168) 이에 따라 기업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도 주주제안의 경우와 사적 협상의 경우로

나누어 진행되곤 한다.

2. 기업에 미치는 영향

기관투자자가 과연 기업의 감시자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지에 대

한 평가는 통일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로는 경영 관여 이후의 기업 경영

상태의 변화가 주주행동주의로 인한 것인지 상관관계를 찾기 힘들고,169) 논

167) 전통적인 기관투자자 행동주의는 연기금이나 뮤추얼펀드 등이 주도하는 것으로 기업지
배구조 일반의 개선을 요구한다는 설명으로는 Kahan & Rock, 2007, 1042-1043면.  

168) ibid.   Kahan & Rock, 2007, 1042-10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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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연구

주주

제안

(개)

대 상

회사

(개)

경영관여

주체
기간

영향력

(판단기준)

Del Guercio &

Hawkins (1999)
224 125

5개 행동주의

펀드
1987-1993

불분명

(insignificant)

Forjan (1999) 798 467 개인/기관 1978-1991

부정적

(주가기준)

(단, 시차임기제 폐지

나 황금낙하산 금지

하는 주주제안에 대

해 주가 하락)

Gillan & Starks

(2000)

2 ,04

2(46

3)

452 개인/기관 1987-1994 불분명

Karpoff et al.

(1996)
522 269 개인/기관 1987-1993

불분명

(이후 3년간 주가 기

준)

(단, 이사 보수 관련

주주제안은 주가하락)

Strickland et al.

(1996)
163 85

U n i s t e d

Shareholders

Assn. (USA)

1992-1993
불분명

(주가 기준)

Michael

Smith(1996)
78 51 Calpers 1987-1993

불분명

(주가 및 장기적인 경

영성과지수 기준)

(단 주주제안이 성공

하면 주가가 상승)

Wahal (1996) 306 146
9개 행동주의

펀드
1987-1993

불분명

(장기적인 주가, 계량

적 성과 기준)

<표 1> 주주제안이 기업지배구조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목록*
* 출처 : Romano, 2001, 188-191면.

문에 따라 ‘주주행동주의’의 범위 및 ‘기업 성과’의 판단 기준이 다른 까닭

에 있다.170)

169) Gillan & Starks, 2007, 60-62면은 주주행동주의의 성과에 관한 약 40여개의 실증연
구결과를 정리하고 있는데, 주주행동주의가 과연 작동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주주행동주의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삼을 것인지, 그리고 과연 기업경영의 변화가 
주주행동주의로 인한 것인지 상관관계(causal link)를 찾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170) Karpoff, 2001, 4면은 기관투자자의 주주행동주의가 과연 기업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실증연구 결과를 정리하면서, 실증연구 결과 자체는 크게 차이가 없으
나, 주주행동주의가 ‘효과적(effective)'이었다든가 ’성공적(successful)'이었다든가 하는 
것의 판단척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졌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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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연구 건수

대상

회사

(개)

경영관여

주체
기간 영향력

Carleton et al.

(1998)
62 45 TIAA-CREF

1992-199

6

혼합적 (mixed)

(장기적 성과는 불분명,

포이즌필 제한에 대패서는

주가 긍정적 변화, 이사회

구성 변화에 대해서는 주

가 부정적 변화

Chidambaran

&Woidtke

(1999)

224 168 개인/기관
1985-199

5

불분명

(insignificant)

(Tobin's Q 기준)

Crutchley et al.

(2000)
n.a. 47 CalPerS

1992-199

7
불분명

Diane Del
Guercio and
Jennifer
Hawkins (1999)

16 n.a
5개

행동주의펀드

1987-199

3

불분명

(주가, 다만 포이즌필 폐

지 제안은 주가하락)

James Frojan
(1999) 27 27 개인/기관

1978-199

1

긍정적

(positive)

Op1er &

Sokobin (1995)
n.a. 96

Council of

Institutional

Investors

1991-199

3
긍정적

Smith (1996) n.a. 19 CalPERS
1987-199

3
긍정적

Deon Strickland,
Kenneth Wiles
and Marc
Zenner (1996)

53 34

U n i s t e d

Shareholders

Assn. (USA)

1992-199

3

긍정적

(주가)

Wahal (1996) 50 n.a.
9개

행동주의펀드

1987=199

3
긍정적

<표 2> 사적 협상(shareholder negotiations)이 기업지배구조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

증연구 목록*

* 출처 : Romano, 2001, 210면.

Romano 교수가 정리한 바에 따르면 <표 1>와 같이 주주제안만으로는

회사의 수익률, 설비투자, CEO 보수 등에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못 한

반면 <표 2>와 같이 경영진과의 사적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발표는 주

가 상승을 가져왔다는 다수의 실증연구가 있다.171) 또한 기관투자자 주주행

171) ibid., 208면.  Romano, 2001, 208면.



- 49 -

동주의의 긍정적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주제안 및 이후 표 대결에

드는 비용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172)

3. 한계 

기관투자자 주주행동주의의 가장 큰 문제로 CalPERS 등 일부 기관투자

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관투자자가 아직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173) 그 이유로는 다음의 것이 제시되었다.

하나는 집단행동 문제(collective action problem)이다. 보통 주주가 합리

적 무관심을 보이는 이유로 집단행동 문제가 지적된다. 기관투자자 역시 분

산투자의무174)나 여러 가지 지분공시제도175) 혹은 포이즌필 등으로 인하여

특정 회사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보유할 수 없고,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더

라도 그 효용을 다른 주주와 함께 누려야 하기 때문에 경영에 관여할 인센

티브가 줄어들게 된다. 이에 대해 대량보유보고제도 등을 개선하여 주주의

집단적 경영 관여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176) 그러나

1990년대 후반 논문에 따르면 이러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기관투자자의 집

172) ibid., 229-249면. Romano, 2001, 229-249면.

173)  Black, 1990, 608면 ; Rock, 1990, 468-477면 ; Roe, 1991, 16-24면 ; Romano, 
2001, 179면 ; Partnoy & Thomas, 2007, 4면;  April Klein & Emanuel Zur, 2009, 
311면 ;  Partnoy & Thomas, 2007, 9-20면; 한편 Black, 1998, 463면은, 그의 1990
년 논문에서 기관투자자의 주주행동주의에 대해 낙관론을 제시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간
의 주주행동주의가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그 원인으로 기관투자자들이 
경영진을 압박할 만큼 효과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지 못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Romano, 2001, 179-180면은 기관투자자의 주주행동주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
고 있지 못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소극적이었다며 Black, 1998의 이러한 설명에 이의를 제기하고, 오히려 정보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174) 가령 뮤추얼펀드에 대해 분산투자의무를 강제하고 있는 1940년 투자회사법, 15 U.S.C. 
§80(a)-5(b) 참조. 또한 15 U.S.C. §80(a)-29(e)는 반년마다 주식보유상태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175) 이를 소개하고 있는 국내논문으로는 김지평, 2012, 236-237면. 미국의 지분공시제도는 
크게 4가지로, 1934년 미국 연방 증권거래법상의 (i) 대량보유보고에서의 5% 보고 
(Section 13D 및 13G), (ii) 기관투자자의 주식소유현황보고 (Section 13F), (iii) 이사, 임
원 및 10% 이상 지분을 가진 주요주주의 주식소유현황보고 (Section 16) 및 (iv) 미국 
연방투자회사법(The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상의 뮤추얼 펀드에 대한 주식
소유현황보고 (Section 30)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Roe, 1991, 20면에 따르면, 뮤추얼펀
드가 세제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산의 50%에 대해서는 한 회사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해서는 안 되고, 한 회사의 주식이 펀드 자산 가치의 5%를 넘겨서는 안 된다고 설명
한다.

176) Black, 1990, 543-545면 ; Rock, 1990, 4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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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동 문제는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177)

기관투자자 소극성의 보다 본질적인 원인으로 기관투자자들은 정치적

혹은 거래에서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

고 경영진에 반대되는 의사를 개진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지적된

다.178) 가령 은행이나 보험회사는 기존의 거래관계가 단절될 우려로 인하여

경영진에 반대되는 의사를 표명하기가 곤란할 수 있다.179) 다른 기관투자자

들에 비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고 평가되는 뮤추얼 펀드

역시 보통 투자은행이나 보험회사의 자회사(subsidiaries) 형태를 취하기 때

문에, 그들 모회사와 거래관계가 있거나 있을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

적대적인 행위를 하기가 쉽지 않다.180) 미국 뮤추얼펀드를 대상으로 한

2003년 연구에서는 규모상 20위 안에 드는 뮤추얼펀드 중 9개가 이러한 모

자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모자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뮤추얼펀드라고

하더라도 잠재적인 고객인 회사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마찬가지로 나타난다고 한다.181)

공적 연기금의 경우, 뮤추얼펀드와는 달리, 분산투자를 해야 할 필요는

없고 또한 대상회사와 특별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따라서 주주제안

이나 소송을 진행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행동주의를 전개하곤 한

다.182) 그러나 이들 공적 연기금은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공적 연기금은 정치적인 조직으로, 이사회 구성에 있어 금융

전문가보다 공무원에 준하는 자가 선임될 수 있고, 또한 그 보수도 일반적

인 펀드에 비해 현저히 낮고 성과 기반으로 책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수익을 추구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낮다. 뿐만 아니라 외부의 정치적 제약으

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금전적인 이익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할 가

능성이 있다.183)

177) Black, 1990, 608면 및 Black, 1998, 463면 참고. Bernard S. Black은 1990년 논문
에서 집단행동의 문제는 극복가능한 것이라고 보았으나 1998년 논문에서는  결국 집단행
동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 하였다고 보고 있다.  

178) Black, 1990, 608면은 집단행동 문제는 극복가능한 것이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은 기관투자자 소극성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179) Black, 1990, 600-601면; 뿐만 아니라, 은행의 경우, 채권자로서의 지위와 주주로서의 
지위가 충돌할 수도 있다는 설명으로는 Rock, 1990, 469면.

180) Davis & Kim, 2007, 568-569면.

181) Kahan & Rock, 2007, 1055면; McCahery, Sautner & Starks, 2016, 2921-2922면

182) Kahan & Rock, 2007, 1061면.

183) Kahan & Rock, 2007, 1058-1060면; 가령 Black, 1990, 598-600면은, 지역을 대표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효용보다는 그 지역 거주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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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헤지펀드 주도의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평가

1. 특징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대두한, 그리고 지금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헤지펀드 행동주의는 기관투자자의 소극성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전기

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184) 헤지펀드에 의해 주도되는 공격적 주주행동

주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고 설명된다.

우선, 연기금이나 뮤추얼펀드와 같은 전통적인 기관투자자에 의한 주주

행동주의는 사후적이고 일시적인 반면, 헤지펀드에 의한 주주행동주의는 전

략적이고 사전적이라고 설명된다.185) 즉, 전자는 이미 투자를 하고 있던 대

상기업의 성과가 저조할 때 발동되는 방어적 주주행동주의이고, 후자의 경

우는 대상기업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연 이득이 될지를 먼저

결정하고 나서야 투자를 하고 실제 행동으로 나아가는 공격적 주주행동주

의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기관투자자들은 성과가 저

조한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헤지펀드는 문제회사 뿐 아니라 우

량 회사도 대상으로 한다는 경향을 가진다.186)

또한 헤지펀드는 개별 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경영 관여를

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이사회 구성의 변화나 조직재편 등과 같이,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187) 이는 앞서 언급했던 헤지

펀드의 특징상188) 다른 기관투자자에 비해 감시비용을 들이는데 있어 제약

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 결과 개별 회사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보다 많은 비

용을 들이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설명된다.189)

을 할 수가 있다고 설명한다.

184) 기관투자자는 ‘합리적 무관심’ 상태이고, 헤지펀드 등 적극적 주주에 의해 자극될 때만 
그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표현으로는 Giovanni, Strampelli, 2018, 33면. 그 외에도 기관
투자자의 무관심을 지적하며 행동주의 펀드가 주주의 소극성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
라는 지적으로는 Gilson & Gordon, 2013, 888-902면 ; Kahan & Rock, 2007, 
1048-57면.

185) Kahan & Rock, 2007, 60면.

186) April Klein & Emanuel Zur, 2009, 189면.(325면)

187) Partnoy & Thomas, 2007, [재인용] Becht et al., 2009, 3095면. 주2.

188) 제2장 제2절 제1관 II. 참고.

189) Partnoy & Thomas, 2007, 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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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특징, 즉 (i) 전략적이고 사전적으로 (ii) 개별 회사의 특성

을 고려한 경영 관여가 이루어진다는 점은, 비단 헤지펀드가 주도하는 주주

행동주의에만 국한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CalPERS 같은 일부 공적

연기금 역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투자정책을 수립하기는 하지만, 개별 회

사의 상황에 맞추어 그 전략을 수정하기도 한다. 특히 사적 협상의 방식을

택할 경우 개별 회사의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행

위 주체의 차이가 행위 방식의 차이로 필연적으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려

울 것이다.

2. 기업에 미치는 영향  

(1) 단견주의 논란

1) 단견주의 우려

헤지펀드 주도의 주주행동주의로 인하여 기업이 기업의 장기적 이익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가령 주주행동가

가 직접 경영진에 대해 단견주의적 경영을 요구하거나 혹은 주주행동가의

간섭을 우려한 경영진이 자발적으로 단견주의적 경영을 하게 된다는 것이

다.190)

전자의 예로는 기업으로 하여금 연구개발비를 줄이거나, 빚을 내어 배당

을 하거나, 장기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산을 매각하는 등 회사의 단기적 이

익만 창출하는 정책을 채택하게 한 뒤, 주식시장이 회사의 장기적 가치는

훼손되었음을 알아차리기 전에 주식을 매각하고 나옴으로써 수익을 얻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191) 후자의 예로는 단기투자자인

주주가 경영진 교체권한 등을 가지게 되면, 경영진이 스스로 단기적 실적만

을 쫓게 되는 것을 들 수 있다.192) 가령 미국의 대형회사의 CFO 400인을

190) 이러한 분류는 Bebchuk, Brav & Jiang, 2015, 1095면에 따른다. Bebchuk 교수는 전
자의 형태를 ‘단견주의적 투자자(myopic investor claim)’로 인한 것, 그리고 후자의 형
태를 (counterproductive accountability claim) 라고 표현한다. ‘단견주의적 투자자의 
직접적인 요구’로 인한 단기실적주의, 그리고 ‘단견주의적 투자자의 존재로 인한 간접적
인 경영 압박’으로 인한 단기실적주의로 정리할 수 있겠다.

191) Strine, 2010, 8면 ; Goshen & Squire, 2017, 801-803면

192) Lipton & Savitt, 2007, 747면



- 53 -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 ‘분기별 기대수익을 충족하기 위하여 회사의 경

제적 가치를 희생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80%가 ‘그렇다’라고 대

답했다고 하는 연구결과는 이러한 우려를 보여주는 실례 중 하나이다.193)

이러한 단견주의는 소위 시장이 장기적 투자가치를 과소평가하는, 자본시장

의 단견주의(myopia)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된다.194)

2) 단견주의 우려에 대한 비판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먼저 전자의 형태, 헤지펀드가 직접 왜

곡된 결정을 지시하는 경우에 대하여 주주의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이익이

분화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반박한다. 또한 설사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주

주 다수의 찬성을 받는 과정에서 차단될 수 있다.195) 따라서 헤지펀드 등

단기투자자의 개입으로 인하여 경영진이 장기적 이익을 해하면서 단기적

성과를 추구하는 사례는 실제에서는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아가 보다 근본적으로 시장이 단기적 이익만을 인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

에 단기적 투자를 하는 헤지펀드 역시 장기적 이익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

장하기도 한다.196)

193) Graham, Harvey & Rajgopal, 2005, 33-36면.

194) Kahan & Rock, 2007, 1084면에 따르면 이러한 자본시장의 단견주의는 비효율적인 
주식시장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만약 자본시장이 효율적이라면 장기투자와 단기투자에 
대한 시장에서의 평가가 엇갈릴 수가 없고, 이러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Goshen & Squire, 2017, 788-790면, 이러한 시장실패는 정보비대칭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고 설명한다. 가령 경영진이 회사에 득이 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을 경우, 시장
에서는 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현 경영진을 지지하기 보다는 헤지펀드 등 주주행동가가 
제시한 열후한 안건을 채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보통 적대적 기업인수에서 논의되는 
것인데(Black & Hansmann), 헤지펀드 등 주주행동가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전자에 비해 후자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한데, 주주행동가의 경우 경영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더욱 어렵고, 주주행동가가 목적을 
달성하는데 드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더 짧기 때문에 시장가격이 시정되기가 어렵기 때문
이라고 한다. 

195) Bebchuk, 2005, 883-884면은 실제 주주 찬성 얻은 것은 시차임기제나 포이즌필을 폐
지하는, 실제 회사 가치를 향상시킨다고 보이는 변화들뿐이었고, 사회운동이나 일부 주주
의 이익을 반영한 안건의 경우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부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 
Bebchuk, 2007, 1662-1663면은 단기적 혹은 장기적으로, 이익(P) 혹은 손해(N)를 유발
하는지에 따라 경영정책을 PN, PP, NP, NN 으로 나누고 대부분의 정책은 단기적으로 
불이익인지 여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유지되는 소위 ‘PP/NN’라고 하면서, 단견주
의 지지자들이 우려하는 PN, 즉 단기적으로는 이익이되 장기적으로는 손실인 경우는 드
물 것이라고 한다.

196) 연구개발은 보통 투자가 이루어지고 오랜 기간이 지나야 그 결실을 볼 수 있고, 경영
에 관여하고자 하는 헤지펀드 역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투자한다는 설명으로는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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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견주의 지지자들이 흔히 드는 예로서 과다배당 등은 잉여현금흐

름(free cash flow)을 줄여 대리인 문제를 완화해보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197) 연구개발비가 감축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헤지펀드의

지분 비율이 높을수록 특허의 질과 양이 좋아졌음을 근거로 연구개발의 생

산성을 증가시킴으로서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하

기도 한다.198)

다만 단견주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서도 후자의 형태, 즉 단기

투자를 하는 주주의 영향력이 커지면, 경영진 스스로가 장기투자를 과소하

게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경영진이

주주의 눈치를 봄으로써 생기는 효용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왜곡

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주주 권한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 한다고 말한다. 만약 경영진이 주주의 감시로부터

자유롭다면, 경영진은 보다 자유롭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될 것이기 때

문이다.199)

나아가 단견주의가 문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적 규제로 시정해야 한

다고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200) 주주

행동주의를 장려함으로써 우려되는 장기이익의 훼손이 주주행동주의를 억

제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에 비해 과중한지는 의문이기 때문이다.201)

(2) 실증연구 

헤지펀드 주주행동가가 단견주의를 야기하는지에 대해, 동일한 실증연구

결과를 두고 해석이 갈렸다.

가령 단견주의를 주장하는 측202)은 그 근거로 단기투자자의 비율이 높

Qui & Tang, 2016, 9-10면. 그러면서 신약 개발의 성과는 10∼15년이 걸리는데도 불구
하고 투자를 한다는 예를 들고 있다.  

197) Bebchuk et al., 2013, 1664-1666면.

198) Wang & Zhao, 2015, 377-378면 ; .Zhongzhi Lawrence He, Jiaping Qiu & 
Tingfeng Tang, 2016, 30-32면 역시 헤지펀드 개입 이후 연구개발비 투입량이 줄었다
는 증거는 없었고, 대신 연구개발 성과는 좋아졌음을 보인다. 

199) Bebchuk et al., 2013, 1679-1680면. 

200) Roe, 2013, 908면.

201) Bebchuk et al., 2013, 1643면. 주주의 간섭권한을 약화시킬 경우, 경영진은 장기적 
이익 추구마저 소홀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2) 가령 Lipton, Martin, Empiricism and Experience; Activism and 
Short-Termism; the Real World of Business, Harvard Law School Forum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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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수록 단기 기대수익을 과대평가한다고 한 실증연구203)를 제시하거나, 투

자회전율이 높은 기관투자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경영진은 연구개발 투자를

줄이고 단기성과를 추구할 인센티브가 커진다고 한 실증연구204)를 제시한

다. 그러나 단견주의를 반대하는 측205)은 위 연구들은 기관투자자의 투자성

향(investment horizon)이 회사 성과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조사한 것일 뿐

헤지펀드의 투자가 회사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는 연구

는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또한 단견주의를 주장하는 측은 경영진이 주주로

부터 단절된 은행이 금융위기 당시 구조조정(bail-out)된 비율이 더 적었다

는 연구결과206)를 들어 헤지펀드의 영향력으로부터 경영진을 보호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견주의를 반대하는 측은 이러한 연구들

은 경영권 방어수단에 관한 것으로 헤지펀드의 주주행동주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다툼에 대해, 제3자적 입장에서 아직 헤지펀드 주주행동주의가

단견주의를 야기하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는 통일된 의견을 내놓지 못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207)

그러던 중 하버드 Bebchuk 교수의 2015년 실증연구는 주주의 경영 관

여 이후 장기적인 주가 변동을 조사하여, (i) 경영 관여 직후는 물론이고

(ii) 그로부터 5년208)이 지난 후의 tobin's Q의 변화를 근거로 회사 성과

Corporate Governance and Fin ancial Regulation, Oct 28 2013. 
[https://corpgov.law.harvard.edu/2013/10/28/empiricism-and-experience-activis
m-and-short-termism-the-real-world-of-business/] (최종방문일 : 2019. 1. 3.); 
Strine, 2014, 462-465면.

203) Bushee, 2001, 207면.

204) Bushee, 1998, 73면

205) Bebchuk, Lucian, Still Running Away from the Evidence: A Reply to Wachtell 
Lipton’s Review of Empirical Work,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ial Regulation, Mar 5 2014.  
[https://corpgov.law.harvard.edu/2014/03/05/still-running-away-from-the-evide
nce-a-reply-to-wachtell-liptons-review-of-empirical-work/] (최종방문일 : 2019. 1. 
3.)

206) Ferreira et al., 2013, 24-26면. 그 외에도 1997년부터 2005년 간의 데이터를 근거
로 경영권 방어수단을 채택하고 있는 최근의 상장회사들의 회사가치는 증가했다면서, 경
영권 방어수단을 채택하고 있는 IPO 회사들은 거래 상대방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
기가 쉽고, 따라서 거래 상대방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주장하
고 있는 논문인 Karpoff & Yi, 2015, 328-332면 역시 단견주의 찬성 여부에 따라 해석
이 갈린다. 

207) Roe, 2013, 1005면은 금융시장이 과도하게 단기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은 아직 증명
되지 않았고, 이에 반박하는 연구들이 많다고 설명한다.

208) 이 연구는 헤지펀드가 회사의 장기적 이익 창출에 기여한다고 하려면 적어도 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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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가 더 좋아졌으며 (iii) 단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단기적으로

는 주가가 오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감소하는’ 경향(소위 ‘pump and dump')

도 보이지 않았고 (iv) 이는 투자감소, 레버리지 증가, 배당증가 등 회사의

장기적인 투자를 위해 필요한 자산을 직간접적으로 줄이는 경우

(Investment-Limiting Interventions)에도 마찬가지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

하였다.209)

그러나 헤지펀드가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저해하는지를 정면으로 다룬

이 연구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이루어졌다. 우선 Tobin's Q나 ROA라는

수치 자체가 한계가 있다210)고 하거나, 통계자료는 복잡한 현실을 설명하기

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는, 방법론 자체에 의문을 품는 견해가 있다.211)

은 지켜보아야 한다고 한 Lipton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자 이루어진 연구로, 1994
년부터 2007년까지 주주행동가들의 간섭이 있었던 2000건의 주가 및 지수(operating 
performance)를 분석하여 위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Lipton의 비판은 Lipton, 
Martin, Bite the Apple; Poison the Apple; Paralyze the Company; Wreck the 
Economy,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 ancial 
Regulation, Feb 26 2013 
[https://corpgov.law.harvard.edu/2013/02/26/bite-the-apple-poison-the-apple-p
aralyze-the-company-wreck-the-economy/] (최종방문일 : 2019. 1. 3.) 참고.

209) Bebchuk et al., 2015, 1135-1141면.

210) Lipton, Martin, The Bebchuk Syllogism,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 ancial Regulation, Aug 26 2013. 
[https://corpgov.law.harvard.edu/2013/08/26/the-bebchuk-syllogism/] (최종방문
일 : 2019. 1. 3.)는 과소투자는 Tobin's Q 수치를 높이는 경향이 있다고 한 Dybvig & 
Warachka, 2012를 인용하고 있다 ; 이에 대해 Bebchuk, Lucian, Don’t Run Away 
from the Evidence: A Reply to Wachtell Lipton,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 ancial Regulation, Sep 17 2013.  
[http://www.srp.law.harvard.edu/declassifications.shtml] (최종방문일 : 2019. 1. 4.)
은 Tobin's Q는 기업재무에서 널리 쓰이는 지표이고, 여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Dybvig & Warachka 의 논문은 아직 학회지에 공식적으로 게재되지 않은 논문으로 신
빙성이 부족하다고 재반박하고 있다.

211) Allaire & Dauphin, 2014, 8-10면은 Bebchuk, Brav & Jiang, 2015가 지적하는 통
계적 문제라 함은 (i) 시간에 걸쳐 표본수가 지나치게 감소했으며 (ii) 표본수 감소가 주주
행동주의의 성공률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불분명하다고 한다. 상술하자면 (i) 우선 
Bebchuk, Brav & Jiang, 2015의 연구는 기준 연도에는 1600여개의 회사를 대상으로 
ROA와 Tobin's Q를 측정하다가 그 다음해부터 표본 수가 줄더니 5년째 되는 해에는 
700여 개 회사를 대상으로 측정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 거의 절반에 이르는 표본이 사라
진 것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ii) 선행연구인 Brav 
et al., 2008 및 Klein & Zur, 2009에 따르면 헤지펀드 개입의 성공률이 17%∼34% 정
도 되는데, 헤지펀드 개입이 실패했을 때의 값을 어떻게 조정했는지 불분명하다고 비판한
다.

    이에 대해서 Brav et al., 2015, Real Effects, 2740-2741면은 다음과 같이 반박을 한
다. (ii)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상장폐지(delisting)는 안 좋은 이유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것
이 통념이지만, 헤지펀드의 타겟이 된 회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추측이 전적으로 타당하지
는 않을 수 있다. 오히려 헤지펀드가 회사의 매각 또는 분할매각을 주요한 전략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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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장기적 이익 창출과 헤지펀드의 개입과 회사의 장기적 이익

창출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한 것이 아니기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212)

이 중 인과관계 비판에 대해, 정황상 헤지펀드 등 주주행동가가 수백,

수천만 달러의 상당한 비용을 감수하면서 회사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특정

한 목적이 있어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재반박한다.213) 또한 경영 개

입 목적을 밝힌 Schedule 13D 신고를 한 199건의 적극적 투자자의 경우 소

극적 투자자 지위를 유지한 나머지 건에 비하여 회사 성과가 명확하게 향

상되었음을 근거로, 헤지펀드가 단순히 주식을 보유하기만 하는 소극적 투

자자였다면 대상 회사의 performance는 변화가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하기

도 한다.214)

헤지펀드 개입이 장기적 이익을 창출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는 또다른

연구도 있다. 가령 1997년부터 2006년까지의 미국 공개회사의 특허 및 인용

지수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헤지펀드가 소극적으로 있었을 때에는 연구개

발성과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난 후 연구개발 성

과가 향상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215)

면, 헤지펀드의 타겟이 되고 난 “이후(ex post)” 회사를 매각했다는 사실은 곧 헤지펀드
의 개입 이후 생산성(performance)의 향상이 있었다는 방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다. 또한 (i)의 비판에 대하여, 헤지펀드 개입 이후 2년이 경과하자 표본 중 25.5%가 사
라진 것 역시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212) 인과관계가 미흡하다는 비판은 (i) 표본편향, 즉 헤지펀드가 향후 주가가 오를 여지가 
있는 저평가 회사의 주식만 매수했을 것이라는 점, (ii) 헤지펀드의 개입이 아닌 다른 요
소들 때문 – 가령 경제상황이 좋았다든가, 헤지펀드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이 소신
을 밀어부친 결과 회사의 장기적 이익이 창출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이상 
Lipton, Martin, The Bebchuk Syllogism,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 ancial Regulation, Aug 26 2013. 
[https://corpgov.law.harvard.edu/2013/08/26/the-bebchuk-syllogism/] (최종방문
일 : 2019. 1. 3.) ; 헤지펀드의 투자대상이 된 회사의 비정상수익율이 양으로 관찰된다는 
연구로는 Cremer et al., 2018, 41-45면 참고.

213) Bebchuk, Lucian, Don’t Run Away from the Evidence: A Reply to Wachtell 
Lipton,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 ancial 
Regulation, Sep 17 2013.  
[http://www.srp.law.harvard.edu/declassifications.shtml] (최종방문일 : 2019. 1. 4.) 
; Bebchuk et al., 2015, Long-Term, 1119-1120면 ; 그리고 Bebchuk, Brav & Jiang, 
2015, 1141-1144면. 경영진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에 회사가 소송이나 경영진 교체로 대
응해야 하는 사안(adversarial tactics)에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지 않아서 헤지펀
드 등 주주행동가의 주도로 이러한 절차로 나아가게 될 경우에도 기업의 가치
(performance)는 높아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곧 헤지펀드의 개입 없이도 회사 스스로 
회사 가치를 높이는 행위로 나아갔을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가 된다고 한다.

214) Brav et al., 2015, Real Effects, 2727-27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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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주주행동주의의 단견주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주의 주장이 회사

를 상대로 관철되기 위해서는 다른 주주의 찬동을 얻어야 한다는 점을 생

각해 보면 실제 단견주의가 드러날지 의문이고 실증연구 상으로도 단견주

의가 보인다는 증거는 명확하지 않다. 설사 단견주의적 경향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경영진의 대리인 문제를 해소하고 주주의 소극성을 극복하는 기

회를 마련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사 극단적 형태의 주주행동주의라 하더

라도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촉진하는 촉매 기능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3. 한계

(1)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단견주의 논란은 근거가 없거나 혹은 대처 가능한 것이라고 결론짓더라

도, 일부 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 움직임이 다른 소수주주 기타 이해

관계자의 이익을 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주주의 이해관계가 단일하지 않은 경우 일부 주주가 다른 주주의 이

익을 해하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내용의 경영 관여를 시도할 수 있

다.216) 또한 회사가 주주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할 경우 근로자 기타 이해

관계자들이 회사에 적극적인 투자(firm specific investment)를 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217) 이사회에서 주주에게로 권한을 이동시키는 것

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218)

215) He, Qiu, Tang, 2016, 30-32면.

216) Anabtawi, 2006, 574-577면; Goshen & Squire, 2017, 793-795면. 나아가 Goshen 
& Squire, 2017, 816-822면은 주주행동주의가 적대적 기업인수보다 본인비용이 더 크다
고 설명한다. 

217) Lynn Stout, 2007, Mythial Benefits, 796-797면.

218) Anabtawi, 2006, 571면, 주51은 이해관계자 모형 하에서는 이사회에서 주주에게로 권
한을 이동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게 볼 것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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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증연구

실증연구 역시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로 위 Bebchuk 교수의 2015년 연구에서 헤지펀드의 개입으로 인해

서 회사의 가치가 장기적으로도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부의 창출 때

문이 아니라, 근로자나 채권자, 거래상대방 등 이해관계자에게 돌아갔을 부

가 이전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즉 주가 상승을 기대한 투

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뛰어 들어서 주가가 오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한다.219) 그리고 Bebchuk 교수 등은 아직

이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반박 결과는 내놓지 못 하고 있다.

심지어 Bebchuk 등을 지지하는 측에서도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해할 가

능성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고 있다. 우선 근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 Bebchuk 교수의 대표적 지지자 중 한 사람인 Alon Brav 교수가 주도

한 2015년 연구도 헤지펀드 개입 이후 노동생산성은 증가하였으나 임금은

그대로였다는 점을 들어 노동지대가 주주에게 이전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220) 채권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실증연구가 상반된 결

론을 제시하고 있다.221) 실증연구를 근거로 제시하지 않더라도, 경영진과

219) Allaire & Dauphin, 2014, 16-17면.

220) Brav et al., 2015, 2737-2738면은 헤지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보유한 공장의 
생산성(plant-level TFP)을 추적한 결과, 헤지펀드 개입이 있고 3년이 지난 후 다른 회사
의 공장에 비해 5.2∼11.8% 정도 생산성이 더 증가하였다는 점, 헤지펀드가 단순히 저평
가된 회사 등을 타겟으로 했을 때보다, 경영전략이나 자산매각 등 경영문제에 간섭한 경
우에 생산효율성은 더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 등을 근거로 단견주의의 우려는 
허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헤지펀드의 개입이 있고 나서 노동 생산성은 증가하였으나, 
임금 및 근로시간의 변화는 미미하였으며 노동생산성 증가도 highly unionize industry
에서만 명확하게 나타났다는 점을 근거로, 임금은 그대로인 채 노동생산성만 증가했다는 
사실은 근로자들은 생산성 증가로 인한 가치상승을 맛보지 못하고 대부분 주주에게 이전
된 것을 나타낸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221) 주주의 이익 증가, 주주의 권리 보호는 채권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연구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 가령 Feng, Xu & Zhu, 2018, 28-29면은 일부 적극적인 행
동주의 펀드의 배당 및 레버리지 관련 요구에 응하는 것은, 주주의 이익을 증가시키고, 
채권자의 이익을 해한다고 한다. 신규채권자에게 덜 만족스러운 조건을 제시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또 Ashbaugh-Skaife, Collins & LaFond, 2006, 203-243면은 회사의 신용등
급을 조사하였는데, 주주의 권리보호 정도가 낮을수록 높아지고, 외부대주주
(blockholder)의 수가 많아질수록 낮아지며, 이사회 독립성이 높을수록 높아졌다는 결과
를 도출하고 있다. Cremers, Nair & Wei, 2007, 1359-1388면은 주주 채권자간 이해상
충 매커니즘으로 인해 부채조달비용이 올라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이와 달리 주주
행동주의가 채권자의 이익을 손상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가령 Sune, 
Sunder & Wongsunwai, 2014, 3341면은 행동주의 펀드의 타겟이 되었던 회사를 대상
으로, 은행 부채의 loan spread를 조사하여 주주행동주의가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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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의 대리비용이 감소하는 기업지배구조에서는 주주와 채권자간의 대

리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222)을 확장해 본다면, 헤지펀드의 개입으로

인하여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과도하게 추구하게 되면 오히려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IV. 소결  

이상의 평가를 종합하면, 기관투자자 주주행동주의에 대해서는 특히 사적

협상 등이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실증연구를 통해 확인되나

근본적으로는 아직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한계가, 헤지펀드 주주행

동주의에 대해서는 주주의 소극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순기능

이 있으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단견주의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헤지펀드 주주행동주의가 활성화된다면, 기관투자자로서는 헤지펀드

등 공격적 투자자가 제기한 기업지배구조상의 문제에 대하여 끊임없이 판단을

할 기회에 부딪치게 되기 때문에, 기관투자자의 소극성 문제는 다소 해결될 가

능성이 있다. 기관투자자로서는 헤지펀드가 제시한 안에 대해 찬반 의견만 표시

하면 되기에 경영 관여의 비용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헤지

펀드 행동주의는 기관투자자의 소극성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223)

한편 헤지펀드의 경영 관여를 촉매로 하여 주주의 소극성이 극복된다고 하

더라도, 여전히 헤지펀드 주주행동주의 특유의 문제, 단견주의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해할지도 모른다는 점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단견주의의 우려는 실

은 아니라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또 Liao, 2015, 1399면은 외부대주주(blockholder)
의 지분비율이 높을 수록 사채보다는 은행에서의 차입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는 성향
이 있으며, 은행 차입일 때 이자율 상승이 더 낮았음을 보였다. 또한 외부대주주의 지분
비율이 높은,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한 회사들은 다양한 약정(covenant)을 체결하여 스스
로를 보호하곤 한다는 점을 보였다. 이는 은행의 채권자와 외부대주주가 함께 회사를 감
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이는 결국 주주와 채권자의 지위를 모두 향상시키는 기능을 한
다고 파악하고 있다. 

222) John & John, 1993, 949-974면. 

223) 헤지펀드 주주행동주의는 기관투자자 주주행동주의의 소극성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는 Bebchuk 2007, 726면; Deutsche Bősche 사례를 통
해 기업인수의 최전방에는 헤지펀드가 있었다면, 기관투자자들은 그 상당한 지분을 동원
하여 후방을 담당하는 역할을 했다고 표현으로는 Sudarsanam & Broadhurst, 2012, 
254-2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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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적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을 뿐더러, 설사 그러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

주의 소극성’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해소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다지 큰 문

제가 아닐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헤지펀드가 경영진에 대한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른 주주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단견주의기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극단적인 주장은 소거될 수도 있을 것이다.224) 다만 경영에

관여하는 일부 주주와 다른 이해관계자간의 이해조정이라고 하는 경영진의 책

무가 더욱 중요한 것이 되고,225) 구체적으로는 주주의 경영 관여에 대한 한계로

서 경영진의 신인의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것이다.

224) Appel, Gormley & Keim, 2016, 4면. 기관투자자 비율이 높을수록 헤지펀드 등 적극
적 주주가 위임장 경쟁 등에서 성공하거나 경영진과의 협상을 통해 이사석을 획득할 가
능성이 높아졌다고 한다. ; Gilson & Gordon, 2013, 867-897면. 이에 따르면, 헤지펀드 
기타 활동형 주주들이 영향력을 갖게 되는 이유는, 회사에 대해 지분을 대량 보유하고 있
어서라기보다는, 기관투자자들을 설득할 만한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 그리
고 이러한 활동형 주주들의 역할은 기관투자자의 목소리를 보다 활성화하는데 있다. 이들
은 기관투자자들에게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행위지침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함으
로써, 기관투자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로써 투표권의 가치가 높
아지게 된다. 한편 기관투자자는  포트폴리오 관리 및 활동형 주주의 제안의 옥석을 가리
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듯 Gilson & Gordon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기능들은 각기 
다른 비지니스 모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헤지펀드 기타 활동형 주주와 기관투자자가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며 이로써 기업지배구조 시장
(governance market)이 보다 완벽해질 수 있다고 한다. 

225) Sharfman, 2015, 820-8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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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節 우리나라의 주주의 경영 관여의 현황과 평가

I. 특징

　우리나라에서 지배주주 아닌 주주가 적극적으로 경영에 관여하는 태도

를 취하게 된 것은 그 역사가 그리 길지 않다. 그런 탓에 다양한 주주에 의

한 경영 관여가 같은 시기에 혼재하는 모습을 보인다.226)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시민단체 주도의 소액주주 운동은 지속가

능한 동력을 찾지 못해 사그라들었다.227) 2000년대 들어 외국계 헤지펀드가

우리 나라 기업 경영에 관여하는 사례가 몇몇 발생하였는데, 이는 지금까지

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발 헤지펀드 주주행동주의

는 저금리에 따른 현금보유량 증가와 미국 내 시장이 포화상태인 까닭에

외국계 헤지펀드 등의 경영 관여 시도는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측

된다.228)

　이러한 외국계 헤지펀드 등 일부 적극적인 주주의 주장이 실제 경영에

반영되는지 여부는 국민연금 등 다른 기관투자자가 그 주장에 동조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곤 한다.229) 기관투자자 중 국민연금은 시가총액 상위

15대 기업 대부분에 대해 5% 이상의 지분비율을 보유하고 있는 등 그 영

향력이 크고 실제로 의결권 행사 등에 있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는 편이

지만, 다른 공적 연기금 및 기관투자자는 소극적인 편이라는 평가를 받는

다.

II. 배경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상법상 소수주주권이

226) 우리나라의 주주행동주의의 역사는 매우 짧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명확히 구별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으로는 이상민, 2006, 127-128면.

227) 조선미, 2009, 1112면.　시민단체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소액주주운동은,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228) J.P. Morgan, 2018, 3-7면.

229) 국민연금이 찬성하였고 경영 관여가 성사된 사례로는 현대자동차-엘리엇 사례(2016), 
국내 자산운용사인 트러스톤자산운용사가 관여했던 만도 사례(2013)가 있고, 국민연금의 
반대하였고 경영 관여가 실패한 사례로는 SK-소버린 사례(2003), KT&G-칼 아이칸 사례
(2005), 삼성물산-엘리엇 사례(2015)가 있다. 이하에서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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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된지 40여년 만인 1997년 1월 개정됨으로써 소수주주권 행사가 보다

용이해졌다. 또한 1998년 4월 외국자본유치법 개정으로 외국인투자자의 지

분비율이 늘기 시작하면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 비율이 3∼40% 선

을 유지하며 주요 주체로 자리 잡았다. 이를 배경으로 외국계 헤지펀드가

기업 경영에 관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게 되었다.

국가 정책적으로도 주주의 경영 관여를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2013년 자본시장법상 섀도우보팅의 폐지,230) 최근 제안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집중투표제나 전자투표제를 강제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231)

2016년 12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232) 등이 그 예이다. 특히 스튜어드십 코

드의 도입으로 주주의 경영 관여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

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233) 지난 2018년 8월 24일 가입한 국민연금을

비롯하여234) 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한 것을 비롯하여 2018년 12

월 현재 71개의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하고 있다.

2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845호, 2013. 5. 28, 일부개정]에 의해 
그림자투표에 관한 제314조 제4항 및 제5항을 삭제, 2017년 12월 31일부로 폐지되었다.  

231) 2013년 상법개정안이 무산된 이후, 법무부는 다시 유사한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관련 신문기사로는 나운채 기자, 법무부, '상법 개정안' 재계 의견 수렴.. 경총과 
간담회, 2018년 11월 26일자 기사.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 
%EB%B2%95%EB%AC%B4%EB%B6%80-%EC%83%81%EB%B2%95-%EA%B0%9C%EC
%A0%95%EC%95%88-%EC%9E%AC%EA%B3%84-%EC%9D%98%EA%B2%AC-%EC%8
8%98%EB%A0%B4%E2%80%A6%EA%B2%BD%EC%B4%9D%EA%B3%BC-%EA%B0%84
%EB%8B%B4%ED%9A%8C/ar-BBQ6jlk] (최종방문일 : 2018. 12. 28.) 한편, 2013년 법
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사위원의 분리선출, 일부 상장회사에 대한 
전자투표와 집중투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2013년 법
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무부 보도자료 참고. 
[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05&str
WrtNo=3013&strAnsNo=A&strRtnURL=MOJ_30200000&strOrgGbnCd=100000] (최종방
문일 : 2018. 12. 28.)

232) 기업지배구조원,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2016. 

233) 가령 김형석·임현일, 2018, 5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국민연금의 지
분율이 높은  회사 중 49개 기업에서 양의 비정상 누적수익률이, 26개 기업에서 음의 수
익률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시장참여자들이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스튜어드십 코
드 도입 이후 주주활동의 긍정적 효과가 더욱 발휘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된
다고 한다.

234) 국민연금도 지난 2018년 8월 24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
십 코드를 도입하게 될 경우, 약 37개의 위탁운용사도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운용사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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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주 유형에 따른 행위태양

1. 주주의 유형 분류

기관투자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235)는 없어서 광의로 파악한다면 헤지펀

드 역시 기관투자자에 포섭될 수 있지만, 이하에서는 보통 헤지펀드와 대별

되는 투자주체로서 연금기금이나 보험회사 등과 같은 전통적인 기관투자자

를 일컫는 것으로 한다.236) 그리고 행위 주체를 외국계 헤지펀드와 국내 기

관투자자로 나누어 그 행위태양을 고찰하기로 한다.

아래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기업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는 30

∼40%, 국내 기관투자자는 15∼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237) 우리나라

의 기관투자자의 지분비율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2013년 기준으로

미국 47.1%, 일본 21.4%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된다.238)

235) 법인세법 제161조 제1항 제4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은  법인세법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기관투자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는 있다. 이
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금회사, 저축은행, 보험회사, 
집합투자업자, 연금기금, 공제회를 의미한다. 자본시장법 제9조 제5항 및 제6항은 전문투
자자와 일반투자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종래 기관투자자의 개념이 전문투자자 개념과 상
당부분 중복되어, 더 이상 기관투자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는 설명으로는 정
윤모, 2016, 10면. 그 외에도 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2조 제8호 역시 기관투자자라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회
사, 상호저축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금, 공제사업자, 집합투자업자 투
자회사, 국민연금공단, 우정사업본부, 투자일임회사 등이 기관투자자에 포함되어 있다. ; 
이에 대해 OECD에서는 '저축으로 집합된 자금을 시장에 공급하는 주체(collecting 
savings and supplying funds to the markets)'로서 정의하고, Davis, E.P., and 
Steil, B. (2001) : Insttutional Investor, MIT, 은 '소액투자자를 대신해서, 특정한 목표 
하에, 소액투자자의 저축을 집합적으로 운용하는 금융중개기관'이라고 표현한다는 설명으
로는 신보성·김준석, 2014, 9면.

236) 기관투자자를 연금기금, 보험회사와 같은 '전통적 기관투자자'(traditional 
institutional investors)와, 헤지펀드, 사모펀드, 국부펀드 등이 포함된 '대안적 기관투자
자'(alternative insitutional investors), 마지막으로 고객의 이름으로 투자를 하는 자산 
관리사(asset managers)로 분류하는 견해로는 Çelik & Isaksson, 2013, 96면. 특히 마
지막 유형의 경우, 2012년 UK 스튜어드십 코드가 자산관리사를 기관투자자의 범주 안에 
포함시켰다는 점, 그리고 자산관리사의 규모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
다. 

237) 한편 한국거래소(KRX)가 발표한 소유자별 주식소유분포는 다음과 같다. 금융투자협회, 
한미일 투자주체별 주식시장 비중비교, 2015 참고. 

238) 그 외에도 OECD 국가간 전통적인 기관투자자의 투자비중을 다룬 Çelik & Isaksson, 
2013, 98면의 표 참고. 이 연구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전통적 기관투자자의 비율을 
비교하고 있는데, 영국·미국·일본은 2011년 GDP 대비 약 20% 내외로 GDP 대비 비슷한 
규모를 보이는 반면, 한국은 GDP 대비 10%가 채 안 되며, OECD  국가 중 중간권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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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기관* 개인 외국인 일반법인
정부 및 

정부관리기업
합계/금액(단위: 조원)

2003 16.7 19.7 40.1 19.0 4.5 100.0 / 355.4

2004 17.6 18.0 42.0 18.0 4.4 100.0 / 412.6

2005 19.6 18.4 39.7 18.3 4.0 100.0 / 655.1

2006 22.0 17.9 37.3 18.5 4.3 100.0 / 704.6

2007 21.2 21.8 32.4 21.5 3.1 100.0 / 952.0

2008 12.4 27.1 28.8 28.9 2.9 100.0 / 575.6

2009 12.5 31.0 32.7 22.0 1.9 100.0 / 887.3

2010 14.0 21.2 33.0 28.3 3.5 100.0 / 1,138.8

2011 13.6 20.7 32.9 30.2 2.6 100.0 / 1,039.1

2012 16.7 20.3 34.7 24.7 3.6 100.0 / 1,154.3

2013 17.1 19.7 35.2 24.4 3.6 100.0 / 1,186.0

<표 3> 우리나라 투자주체별 주식시장 비중(단위 : %)

* 기관 : 금융투자, 은행, 보험, 투신, 상호저축, 기금공제 포함(이하 동일)
‘  (자료 : 한국거래소(KRX), ‘소유자별 주식소유분포’)
: 금융투자협회, 한미일 투자주체별 주식시장 비중 비교, 2015. 

그러나 이 중 국민연금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

다. 국민연금은 2014년 기준으로 전체 운용기금 469.8조원 중 17.9%인 83.9

조원을, 2018년 기준으로 623.9조원 중 20.8%인 129.6조원을 국내 주식시장

에 투자하고 있는데, 2018년 한국 시가총액이 코스피와 코스닥 총합 약

2000조에 육박하는 것을 참조하면 상당한 수치다. 실제 2018년 1분기 기준

으로 139개의 기업에 대해 5% 이상의 지분비율을 보유하고 있다.239)

나아가 시가총액 상위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을 무시

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1년 GDP 대비 기준 25%를 상회하는 나라는 네덜란드, 스위
스, 20%를 상회하는 나라는 덴마크, 영국, 15%를 상회하는 나라는 미국, 일본, 아이슬랜
드, 프랑스, 호주, 10%를 상회하는 나라는 스웨덴, 캐나다, 독일이 있다. 

239) 2020년 경에는 국민연금이 다수 대기업에서 주요주주가 될 것이라는 전망으로는 강윤
식·위경우, 2015, 137면.

240) 금융감독원 2018년 1분기보고서 중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참고. 

241) 금융감독원 2018년 1분기보고서.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

242) 그 외에도 삼성생명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8.63%를 보유하고 있다. 

243) 이승용 기자, 국민연금, 코스피200지수 편입 계기로 셀트리온 주식 적극 사들일까, 
Business Post, 2018년 3월 14일자 기사.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mobile_view&num=75872#cb] (최종
방문일 : 2018. 5. 24.)

244) 이창명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국민연금 투자유치 나섰다, 머니투데이, 2017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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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순위

시가

총액
최대주주

최대주주

등240)

국민

연금241)
외국인

1
삼성

전자

보통주 3,299,532 이건희 20.11242) 9.47 52.70

우선주* 365.969 이건희 0.24 9.94 92.77

2 SK하이닉스 693,786
에스케이텔레콤

(주)
20.07 10.00 50.91

3 셀트리온 332,926
(주)셀트리온홀

딩스

투자

고려243)
21.60

4 현대차 310,589 현대모비스 28.24** 8.44 45.77

5 POSCO 310,385 국민연금 - 11.08 57.70

6
삼성

바이오로직스
273,923 삼성물산 75.10

투자

고려244)
9.72

7 삼성물산 244,700 이건희 39.06 5.70 11.04

8 LG화학 240,366 (주)LG 30.10*** 9.08 39.51

9 현대모비스 235,085 기아자동차 30.17 9.82 47.88

10 KB금융 234,978 국민연금 9.62 69.72

11 한국전력 228,539 한국산업은행 51.10 5.68 29.73

12 NAVER 223,816 국민연금 2014년변동 10.76 59.45

13 신한지주 222.162 국민연금 2011년변동 9.55 69.96

14 삼성생명 215.000 이건희 47.02 6.12 15.97

15 SK 211.080 최태원 30.88 9.21 25.07

16 LG생활건강 201,787 (주)LG 34.03** 7.20 46.46

<표 4> 시가총액 상위 16개 회사의 최대주주, 국민연금, 외국인 투자자 지분비율

단위 : 시가총액(억원), 지분비율(%), 
기준시기 : 시가총액 및 외국인 지분비율은 2018년 5월 24일 코스피 지수 기준. 국민연금 보

유지분비율은 2018년 1분기 보고서 (2018년 3월 31일 주주명부폐쇄일) 기준
*  삼성전자 우선주 건을 보면 합계비율이 100%를 초과하는데, 기준시기에 따라 보유지분율

이 다소 차이날 수 있어 생긴 오류로 보인다. 
**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
*** 보통주 기준

할 수 없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시가총액 상위의 기업에 있어서 외

국인 투자자가 50%의 지분율 넘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245) 국민연금 역시

시가총액 상위 15대 기업 대부분에 대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삼성전자나 포스코, 네이버에 대해서는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16일자 기사. [news.mt.co.kr/mtview.php?no=2017021316064353543] (최종방문일 : 
2018. 5. 24.)

245) 시가총액 상위의 대형 우량주에 있어서는 이미 70% 내외의 주주가 외국인투자자로 등
록되어 있으며 전체 시가총액 중 외국인 투자자가 소유한 금액의 비중은 2005년 10월말 
현재 40%를 초과한다는 설명으로는 박경서·이은정, 2006, 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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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대상

-주체(보유지분)
주장내용 및 사용전략

1999

SK 텔레콤

-타이거펀드

(6.66%)

타이거펀드는 지분 6.66%를 취득한 다음 경영진 교체를 주장하고

유상증자를 반대했으며, 이듬해 SK 계열사에 보유지분 전량을 매

각하고 시세차익 6300억원을 남겼다.

2001

태광산업-

O v e r l o o k

Investment 사

고배당 주주제안246)

2003
SK -

소버린(14.99%)

소버린자산운용은 2003년 4월 SK글로벌 분식회계 사태에 따른 경

영 공백을 틈타 SK㈜ 지분 14.99%를 1768억원에 2대주주가 된 뒤,

사외이사 추천을 비롯해 계열사 청산(SK글로벌), 경영진 교체, 기

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요구했다.247)

SK그룹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계열사에서 SK(주) 주식을 1조원

넘게 사들였고 SK(주) 주가는 치솟았다. 2004년 3월 주주주총회에

서 국민연금 및 사원의 지지를 등에 업은 SK측이 우세하여 소버린

은 경영권 장악에는 실패했으나, 2006년 7월 즈음까지 지분 14.99%

를 7559억원에 팔고 배당금과 환차익 등을 더해 9539억원을 벌고

나갔다.

2003
삼성물산

- 헤르메스

영국계 헤지펀드 헤르메스는 당시 삼성물산 내 최대주주였던 삼성

생명(4.67%)보다 많은 5%의 지분을 취득하였다. 그 후 삼성물산에

대하여,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지분(3.4%)을 매각하

고, 삼성카드 증자에 불참할 것, 삼성전자 우선주를 매입하여 소각

<표 5> 외국계 펀드의 경영 간섭 주요 사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행위태양

(1) 외국계　헤지펀드

아래 <표 5>에서 보는 것처럼, 1999년 미국계 헤지펀드인 타이거펀드와

SK텔레콤의 대결을 신호탄으로 하여 2003년 SK-소버린 사례, 2004년 삼성

물산-헤르메스 사례, 2006년 KT&G-칼 아이칸·스틸파트너스 사례를 비롯

하여 2015년 엘리엇(7.12%)의 삼성물산 합병 반대 사례, 2017년 엘리엇

(0.6%)의 삼성전자에 대한 주주제안 사례, 2018년 엘리엇의 현대자동차그룹

의 지배구조 개편안 반대한 사례 등이 있었다.

주장 내용은 주주배당의 증가나, 사외이사후보지명, 자산매각이나 합병

반대 등으로 외국에서의 경영 관여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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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헤르메스는 삼성물산 지분을 모두 팔아

380억원의 차익을 거두고 떠났다. 일부 언론은 이에 대해 ‘먹튀자

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거부감을 표하기도 하였다248).

2005

KT&G

-

칼아이칸과

스틸파트너스(6.59%)

'기업사냥꾼'으로 잘 알려진 칼 아이칸은 스틸파트너스와 함께

2006년 초 KT&G 지분 6.59%를 매입해 1년여 동안 회사 측과 뜨

거운 공방을 벌였다. 당시 칼 아이칸 측은 "주가가 저평가됐다"며

한국인삼공사 상장을 포함해 계열사와 공장용지 등 부동산 처분,

자사주 매입과 소각, 배당확대 등을 요구했었다. 아이칸 측은 우호

세력을 포함한 지분이 35%로 40%인 회사 측에 뒤졌다. KT&G는

국민연금의 도움(3.4%)으로 경영권을 지켜냈다. 하지만 집중투표제

를 활용하여 아이칸 측이 추천한 사외이사후보인 워런 리히텐슈타

인 스틸파트너스 대표에게 표를 몰아줘 사외이사 자리를 확보했다.

리히텐슈타인 이사는 이사회에서 자회사 매각을 요구하는 등 경영

에 적극 개입했다. 배당과 자사주 소각 확대 등 2조8000억원 규모

의 ‘주주환원 마스터플랜’도 이끌어냈다. 이에 힘입어 주가가 오르

자 아이칸 측은 14개월 만에 1500억원의 차익을 거두고 떠났다.

2015
삼성물산합병

-엘리엇(7.12%)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지분 7.12%를 매입, 삼성물산과 제

일모직 합병 반대, 이사 교체 등을 요구하고 주주총회 표대결로 나

아갔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합병 가

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016

-

2017

삼성전자

-엘리엇(0.62%)249)

엘리엇은 엘리엇 자회사인 블레이크캐피탈 등과 함께 삼성전자 지

분 0.62%(75만218주, 1조2855원)을 보유하게 되었다.

2016년 10월, 엘리엇은 ① 지주사 전환, 즉 ‘삼성전자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한 뒤, 삼성전자 지주회사를 삼성물산과 합병할 것’

을 제안하고 ② 30조원(주당 24만5천원)의 현금배당과 잉여현금흐

름의 75% 주주환원, ③ 삼성전자사업회사의 나스닥 상장, ④ 3명의

외국인 사외이사 추가선임 등 크게 4가지를 제안하였다.250)

이후 삼성전자는 (i) 2016 년 기준 배당금을 전년 대비 30% 인상된

4 조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2017 년도 배당금을 5.8 조원 수준

으로 인상 결정, (ii) 2017년 1월 9.3조원 상당의 자사주 매입 시행

(iii) 자사주 전부(보통주 12.9% 및 우선주 15.7%)에 대한 소각 결

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로써 엘리엇 측은 배당으로 209억원을 수령하게 되었고, 비록 나

머지 세가지 제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지만, 엘리엇 측에서는 삼

성전자가 자신들의 제안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

였다.

2018

현대자동차

-엘리엇

(현대모비스지분 1%)

2018년 3월 28일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를 모비스를 핵심부품

사업과 모듈·AS부품 사업으로 나눈 뒤 모듈·AS 부품 부문을 현대

글로비스에 합치는 내용의 지배구조개편안을 발표했다. 복잡한 순

환출자 고리를 끊고 정몽구·정의선→존속 모비스→현대차→기아차

로 지배구조를 간소화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4월 23일 엘리

엇은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의 개인지분이 30%에 달하는 글

로비스에 부당하게 유리한 방식이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서신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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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고, 현대차그룹 개편안에 반대할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251) 이

에 대해 ISS와 글래스 루이스, 서스틴베스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이 잇달아 현대차그룹 개편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고, 트러스톤 자산 운용사 등은 찬성의견을 냈

다. 이후 국민연금마저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자 2018년 5월

21일, 주주총회를 1주일 가량 남기고 현대차그룹은 철회 선언을 함

과 동시에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취소하였다.252)

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이었던 탓에, 경영진이 외국계 헤지펀드의 경영 관여

에 부정적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의 표 대결로 나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

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의 사례처럼 주주와 경영진간의 비공식적인 협상

이 진행되었는지는 외부에서 관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2016년 삼성전자-

엘리엇 사례나 2018년 현대자동차-엘리엇 사례는 주주총회에서의 표 대결

246) 최정식, 2008, 300면 재인용.

247) 김선웅, 2007, 118면에 따르면, SK 네트웍스 지원 반대, 분식회계와 관련된 경영진의 
사임요구, 주총에서 5명의 이사임명 요구하였고, 이는 SK의 사외이사 확대, 경영투명위원
회 설치 등 지배구조개선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248) 임동욱 기자, 삼성물산, 11년 전 헤르메스의 악몽...'먹튀' 재연되나, 머니투데이, 2015
년 6월 4일자 기사[news.mt.co.kr/mtview.php?no=2015060409595638328] (최종방문일 
: 2018. 12. 31.)

249) 자세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 참조.
     이윤주 기자, 삼성, 상법개정안 이재용 구속 '지주사 전환' 일단 멈춤, 경향, 2017년 2

월 19일자 기사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219100102
   1&code=920100#csidx75ae41c40f18b28b7f357cddfe385c3] (최종방문일 : 2017. 3. 2. 

) ; 김성미 기자, 엘리엇, 배당확대 자사주 소각에 “환원의지 고무적”, 더벨, 2017년 5월 
2일자 기사. [http://www.thebell.co.kr/front/free/contents/news/article_view.asp?

   key=201704280100058040003511] (최종방문일 : 2017. 5.5.)

250) 2016년 10월 5일 엘리엇이 삼성전자에 보낸 서신은 [http://sevalueproposals.com
   /assets/downloads/SEC-Press-Release-and-Letter.pdf]] (최종방문일 : 2018. 5.25.) 

참고. 

251) 2018년 4월 28일 엘리엇이 현대자동차 그룹에 보낸 서신은 [https://www.accelerate
   hyundai.com/content/uploads/2018/04/20180423_Letter_KOR.pdf] (최종방문일 : 

2018. 5. 24.) 참조. 

252) 자세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 참조. 가령 조현숙·문희철 기자, 현대차·

모비스 현금에 눈독 들인 엘리엇 … 주가도 뜰까, 중앙일보 2018년 4월 25일자 

기사. [news.joins.com/article/22565671] (최종방문일 : 2018. 5. 24.) ;  전병

윤 배규민 기자, 국민연금 의결권전문위 "현대모비스 의결권 심사 중단", 머니투데

이, 2018년 5월 21일자 기사. [news.mt.co.kr/mtview.php?no=2018052116201

   820165] (최종방문일 : 2018. 5. 24) ; 시론, 현대차그룹, 엘리엇에 항복…공정한 지배구

조안 내놔야, 연합뉴스, 2018년 5월 22일 자 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

   lletin/2018/05/22/0200000000AKR20180522056400022.HTML?input=1195m] (최종방

문일 : 2018.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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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귀결되지는 않고, 그 전 단계에서 경영진이 주주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사안이 종료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주주의 경영 관여가 단순

히 주주와 경영진과의 대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주와 경영진간의 협

상 과정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국내 기관투자자

1) 공적 연기금

우리나라 공적연금 체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

직원연금의 4대 연금 제도로 구성된다. 이들의 경영 관여는 주로 의결권 행

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중 국민연금은 다른 연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

인다. 가령, 2014년을 기준으로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은 각 2.9조원, 1.4

조원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음에도 반대 의결권 행사를 한 것이

약 0.8%, 1.2%로 매우 적은 반면, 국민연금은 83.9조원을 투자하는 한편 의

결권 행사한 안건 중 약 9.05%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하였는데,253) 주주총

회에서의 반대표 행사는 경영진의 거수기 역할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254) 가령 국민연금이

2011년 SK 및 SK 이노베이션 주주총회에서 9.15%의 지분을 가진 주주로

서 최태원 회장의 이사선임을 반대하거나,255) 2013년 동아제약의 9.5% 지

분을 가진 주주로서 동아제약의 분할계획승인 및 정관변경안건에 반대한

사례,256) 하나금융지주가 9.58%를 보유한 주주인 국민연금에게 사외이사

추천을 요청하였던 사례 등이 있다.257) 또한 국민연금은 2017년 정기주주총

회에서 투자기업 533개 가운데 231개 사에 대해서, 안건 개수 기준으로

253) 사학연금은 2014년을 기준으로 전체 운용기금 12.1조원 중 23.6%인 2.9조원을, 공무
원연금은 전체 운영기금 15.7조원 중 8.9%인 1.4조원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다. 
의결권 행사 비중은 높아지고 있으나, 반대 의사표시를 한 것은 매우 적다. 자세한 수치
는 정윤모, 2016, 25-27면 참고;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현황에 대해서 2003년도~2008
년도는 정윤모, 2016, 24면을, 2009년도~2013년도 상반기에 대해서는 위경우·이상훈·강
윤식, 2014, 43면, 2014년도~2017년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2017, 41면을 참조하면 
<표 6>과 같다 ; 이 중 특히 2012년 반대의결권 행사 비율이 높았던 까닭으로는 김순호, 
2013, 53면. 개정상법이 자기주식취득을 정관으로 이사회에 수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기업의 정관변경 시도가 높아지고,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지침에 의거하여 반대를 행사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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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중 총 361개의 안건에 반대하였는데, 반대 안건 361개 중 이사 감사선

임이 234건(64.8%)으로 제일 높았고, 정관변경 60건(16.6%), 이사감사보수

47건(13%), 재무제표(과소배당 등) 20건(5.5%) 순이었다고 한다.258)

그 외에도 외국계 헤지펀드 개입 사례 등에서 국민연금은 국내 기업 입

장에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소위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에 기여를

하였다. 이는 한편으로 국민연금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는 주주의 경영

관여 시도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한다. 외국계 헤지

펀드 등 적극적 투자자의 반대편에 선 건에서 적극적 투자자는 소기의 목

(단위: 社, 件)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투자대상

회사

행사안건

(반대안건)

투자대상

회사

행사안건

(반대안건)

투자대상

회사

행사안건

(반대안건비중)

2003년 782(1.9%)

2008년 2,010(5.4%)

2012년 8 34(0) 24 103(2.0%) 2,565(17.0%)*

2013년 71 458(0) 32 108(2.6%) 712 2,601(10.80%)

2014년 87 353(3) 40 111(1.2%) 767 2,775(9.05%)

2015년 791 2,836(10.12%)

2016년 753 3,010(10.07%)

2017년 772 2,899(12.87%)

<표 6>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현황

254) 2005-2011년 기간의 기관투자자의 반대 의결권 행사는 경영진을 견제하는 감시활동으
로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실증연구로는 김한나·연강흠, 2014, 18-19면. 그 근
거로 의결권 반대 의사표시에 대한 시장반응이 전체적으로 양의 초과수익률을 보였으며, 
기관투자자가 반대한 의안이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경우가 통과된 경우보다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반대의결권 행사가 기업의 지배
구조를 향상시키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실증연구로는 홍수희, 2018, 
577-578면.

255) 남재우, 2013, 243면.  

256) 김한나·연강흠, 2014, 2면.

257) 이병기, 2013, 29-30면.   

258) 박수익 기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 둘 중 한 곳 꼴 반대표 던졌다, 이데일리 2017
년 4월 14일자 기사.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

   01&oid=018&aid=0003799364] (최종방문일 : 2018. 5.24.) ; 한편, 2012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관변경에 반대한 건이 제일 많았는데, 이 때는 자기주식취득 권한을 이사회에 
이관하는 정관변경이 문제되었던 시기로, 이 시기의 자료를 일반화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 실제 2012년 정관변경안에 대해서는 73%(401건 중 293건)의 반대율을 보였다. 이
상의 설명은 김순호, 2013, 53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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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달성하지 못 한 반면(SK-소버린, 삼성물산합병-엘리엇 등) 국민연금

이 적극적 투자자에 동조한 건(만도-트러스톤 사례, 현대자동차-엘리엇 사

례)은 기업이 그 주장을 수용하는 것으로 귀결된 바 있다.

최근에는 배당정책에도 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2015년 6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기금 국내 주식 배당 관련 추진방

안’을 승인받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고259) 지난 2016년 도입한

'배당 관련 기업과의 대화' 정책에 따라 2018년 5월에는 배당성향이 낮은

기업을 중점 관리하는 이른바 '저배당 기업 블랙리스트'를 홈페이지에 공개

하였다. 이에 따르면 우선 비공개로 기업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개선 요청을

하였으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 명단을 공개하고, 이후 주주제

안 등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260) 그 외에도 2018년에는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윤리적 태도가 문제되자 2018년 6월 대한항공에 대

해 공개서한을 보내 경영진과 비공개 면담을 요청261)하기도 하였다.

(2) 기타 기관투자자

1) 행위 태양 

경영진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기관투자자 중 대부분은 외국인투자자로,

대부분의 국내 기관투자자는 주주 권한 행사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

고 있다.

2012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자산운용회사의 의결권 행사 중 반대율

은 2%를 넘지 않아262) 경영진의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259) 국민연금, 2017, 41면.

260) 연합뉴스, 국민연금, 첫 저배당 블랙리스트에 남양유업·현대그린푸드 지목, 2018년 5월 
1일자 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01/0200000000AKR

   20180501097100017.HTML] (최종방문일 : 2018. 5. 24.)

261) 대한항공 오너의 행태에 대한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이에 대해 국민연금이 경영진 및 
사외이사와 비공개 면담을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하고 이를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수
시공시하였다. 국민연금, 대한항공에 대한 공개서한, 2018년 6월 5일. 
[http://fund.nps.or.kr/jsppage/fund/prs/policy09_02.jsp?seq=2463&cPage=1&cat=
&fId=offi&SK=TT&SW=%B0%F8%B0%B3+%BC%AD%C7%D1] (최종방문일 : 2018. 10. 
23.)

262) 정윤모, 2016, 28면은 기업지배구조 연구원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2012년에는 
0.4%(20,367건 중 84건), 2013년에는 0.9%(16,177건 중 154건), 2014년에는 1.4%의 반
대율(17,395건 중 260건)을 보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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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이 있다. 대표적으로는 2012년 상법 개정 당시 자기주식 취득을 이사회

재량사항으로 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정관변경 안건에 대해서 국민연금

이 70%를 상회하는 반대율을 보인 것과 달리, 일반 기관투자자들의 반대율

은 0.59%에 불과했다.263) 그리고 이러한 기관투자자의 소극성으로 인해, 국

민연금이 경영진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한 안건이 실제 부결된 경우는 8건

에 불과하다.264)

그리고 반대표를 행사한 기관투자자도 ‘주로 외국계 기관투자자 또는 국

내 기업집단이나 금융그룹에 속하지 않는 독립계 자산운용사인 것으로 드

러난다.’265) 가령, 2013년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정기주총에서의 84개 민간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공시내역을 보면, 단 1건이라도 반대한 기관투자

자는 84개사 중 20사에 불과하고, 5건 이상 반대한 기관투자자 7사(외국계

5사, 국내 2사)는 기업집단이나 금융그룹에 속하지 않는 독립계 자산운용사

였다고 한다. 그 중 하나가 이하에서 언급할 트러스톤 자산운용사이다.

이하에서는 국내 기관투자자의 경영 관여 사례를 소개한다.

2) 사례

①　만도-트러스톤 자산운용 사례(2013)266)

2013년 4월 12일, 자동차부품회사인 만도 社가 계열회사인 한라건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국민연금과 트러스톤 자산운용

사 측은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당

263) 김순호, 2013, 56면.

264) 김순호, 2013, 56면.

265) 위경우·이상훈·강윤식, 2014, 31-32면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보도자료, 2013년 기관투
자자 의결권 행사 현황, 2013년 11월 25일자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이와 같은 결론을 내
리고 있다. 

266) 자세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 참조. 김용영 기자, 만도 국민연금 트러스톤 이
번주 중 만난다, 매일경제, 2013년 4월 23일자 기사. [http://news.mk.co.kr/newsRead

   .php?year=2013&no=311441] (최종방문일 : 2017. 5. 25.) ;최경민 기자, 만도-

기관투자자 갈등 일단락? 주가 5% 급등, 머니투데이, 2013년 5월 15일자 기사. 

[http://news.mt.co.kr/mtview.php?no=2013051516130438029&outlink=1&ref

=https%3A%2F%2Fsearch.naver.com] (최종방문일 : 2017. 5. 25.) ;온혜선 기

자, 만도, 독립 사외이사 선임에 기관투자자 매수로 화답, 조선비즈, 2013년 5월 

15일자 기사.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15/20130

   51501919.html] (최종방문일 : 2017.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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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국민연금은 2대 주주로 9.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트러스톤 자산

운용사 측은 직접적으로는 1.77%의 지분을, 위임된 기관의 일임 주식을 합

하면 총 9.2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267)

이에 만도 社는 2013년 4월 16일, 기관투자자 대상 투자설명회(IR)를 열

어 해명의 자리를 마련한 것에 이어, 2013년 4월 말에는 만도와 국민연금,

트러스톤 자산운용사는 별도로 자리를 마련하는 등, 기관투자자와의 의견교

환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2013년 5월 15일, 한라그룹 회장이 임직원 담화 형식으로 ‘만도

의 한라건설 추가투자는 없다'는 뜻을 밝히고, 트러스톤운용 등의 요구에

따라, 만도 社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주요 주주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를 추가로 선임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6월 25일 만

도社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추천한 자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결의하였다.

당시 지배주주 측은 약 2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배주

주 측의 협조 없이는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추천한 이사후보가 이사로 선임

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임시주주총회 소집 이전의 기업설명회와

주주간담회를 통해, 회사 측과 외부주주간의 의견조율이 선행되었기 때문

에, 외부주주가 추천한 이사후보가 선임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68) 그

리고 그 과정에서 트러스톤 자산운용사는 국민연금의 지지를 받아 그 협상

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사례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 아닌

일반 기관투자자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여 선임된 첫 사례라고 평가된

다.269)

267) 트러스톤자산운용은 4월 16일 서울동부지법에 만도의 한라건설 유상증자 참여를 막아
달라는 주금납입중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권남근 기자, 만
도 증자 반대.. 트러스톤 자산운용 가처분신청 제출..향후 파장 촉각, 헤럴드 경제, 2013
년 4월 16일자 기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416000857&md=20130416154100_AP] 
(최종방문일 : 2017. 5. 25.)

268) 지분율이 별로 높지 않은 국내 펀드 운용사가 대화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관철한 최초
의 사례로, “펀드가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에 나서는 이른바 ‘펀드행동주의’의 서막을 연 
것”이라는 평가로는 송민경, 2013, 1-2면.

269) 안석현 기자, 만도, 김대식 한양대 교수 사외이사 선임, 조선비즈, 2013년 6월 25일자 
기사. [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25/2013062501800.html] (최종방
문일 :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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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리은행 사례(2016)

2016년 12월 우리은행의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는 보유지분 51% 중

약 30%를 7개 과점주주에게 매각하고 이들 7개 과점주주가 사외이사를 추

천하고 이를 통해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함으로

써,270) 이들 7개 과점주주가 우리은행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이는 과점주주

들이 상호 협의 하에 집단적 경영권을 행사하는, 실질적 민영화를 이루기

위한 조치였다고 한다.271)

협약에 따라 이들 과점주주는 사외이사 후보추천권한을 갖고 예금보험

공사는 그 ‘지분을 활용하여 이사 선임 과정에 최대한 협조’하는 것으로 하

였다. 매수자들은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는데, 사외이사를 추천한 투자자

는 매각 종결일로부터 1년간이고, 이후 추천 사외이사의 재임 시까지는 주

식 처분이 제한된다.

이후 과점주주는 5명을 사외이사후보로 추천하였는데, 이들은 2016년 12

월 9일 현직 이사들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형식

으로 사외이사후보가 되었고272) 임시주주총회에서 약 21%의 지분을 가진

예금보험공사의 협조 하에 사외이사로 선임되었다. 주주 측에서 추천한 사

외이사 5명의 임기는 일률적으로 2년으로 하고 있다.

우리은행 사례는 민영화, 즉 경영권 자체를 과점주주에게 넘기려는 의도

가 있었다는 점에서 다른 사례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소위 ‘과점주주 체제’

라고 하여 이사 선임을 통해 배후 주주의 경영 관여를 의도하였다는 점에

서 외국의 이사 선임을 통한 경영 관여 사례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270) 2016년 12월 1일, 6.0%의 지분에 대해서는 IMM PE, 4.0%의 지분에 대해서는 각각 
동양생명, 한국투자증권 등 5개의 주주에게, 3.7% 지분에 대해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보도자료, 우리은행 과점주주 
주식매매계약 체결, 2016. 12. 1. [http://www.kdic.or.kr/introduce/bodo_view.jsp? 

   1=1&search_key1=1&search_txt=&tbl=bodo&ser_no=53481&pageNo=1] (최종방문일 : 
2017. 4. 27.)

271) 소위 ‘과점주주 경영체제’. 구체적인 것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
각방안 발표, 2016. 8. 22. [https://www.fsc.go.kr/downManager?bbsid=BBS0029&no

   =109277] (최종방문일 : 2017. 5. 22.)

272) 대부분이 예금보험공사 현직자 등이었고, 다만, 5명 중 1인은 과점주주 IMM 투자자문
의 대표파트너였다는 설명으로는 위 우리은행, 「지배구조 및 보상체계 연차보고서 (2016
년도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 2017. 3. 3. 4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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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주 유형별 특징

(1) 경영 관여 수단의 태양

이상 경영 관여의 주체를 외국계 헤지펀드와 국민연금 기타 국내 기관

투자자로 나누어 그 경영 관여 태양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중 국민연금이 투자대상기업 일반에 대해 배당증액을 요구하거나, 헤

지펀드 등이 문제제기한 사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다. 이는 전형적인 방

어적 주주행동주의의 행위태양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국민연금이 경영

진 및 사외이사 등에 대해 특정 안건에 대해 비공식 면담을 요청하는

등273) 사실상 수단을 통한 경영 관여 사례도 보고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달리, 외국계 헤지펀드 사례와 만도 사례, 우리은행 사례는 특정

회사를 대상으로 그 회사의 특수 사정을 고려하여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앞서 언급했던 공격적 주주행동주의의 특징,274) 즉 (i) 전략적이고 사전적으

로 (ii) 개별 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경영 관여가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인다.

외국계 헤지펀드나 일부 국내의 독립계 펀드 운용사는 위임장 경쟁 외

에도 경영진에 대한 서신이나 경영진과의 사적 협상과 같은 사실상 수단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사 선임을 요구하는 사례275)도 발견된다. 추측

건대 사적 협상 등을 통해 회사 내부 경영에 관여하는 것을 일일이 문서화

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회사 경영진이 주주의 관여에 적

대적 태도를 보이는 탓에 사적 협상이 성사되기 힘들어서일 수도 있다. 다

만 앞서 밝혔듯, 이 중 외국계 헤지펀드 사례 중 국민연금의 반대로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많지 않다.

273) 아직까지는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의 12.45%의 지분을 가진 주주로서 2018년 대한항공 
경영진 및 사외이사에 대해 비공개 면담을 요청하는 공개서한 1건만이 공시되어 있다. 국
민연금, 대한항공에 대한 공개서한, 2018년 6월 5일자. 
[http://fund.nps.or.kr/jsppage/fund/mcs/mcs_06_05.jsp] (최종방문일 : 2018. 10. 
26.)

274) 제2장 제2절 제2관

275) 전술한 SK-소버린 사례, KT&G-칼 아이칸 사례, 삼성물산-엘리엇 사례, 삼성전자-엘
리엇 사례, 만도 사례. 우리은행 사례 등 참고.



- 77 -

(2) 경영 관여에 적극적인지 여부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의 기관투자자는 소극적인 반면, 국민연금 등 일

부 기관투자자는 다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적극적

인 행보에도 불구하고, 아직 CalPERS 등 외국의 기관투자자에 비하면 좀

더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276) 뿐만 아니라, CalPERS나

TIAA-CREF와 같은 외국의 대형 연금기금들은 경영진과의 사적 협상을

통해 경영진 교체를 주장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영에 관여한다는 점을

참조한다면277) 우리의 공적 연기금의 관여 전략은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시장 관심이 높은 안건을 다루는 주주총회의 주주 참석율

이 70∼80%에 달하는 등 소수주주의 위상이 높아졌고, 또한 상법 개정이나

국내 사모펀드 제가 개편되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다면, 주주의 경영

관여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되기도 한다.278)

IV. 기업에 미치는 영향

1. 외국계 헤지펀드의 경영 관여   

외국계 헤지펀드 개입에 대해 국내 언론은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

다. 가령 (i) 외국 투기 자본이 국내 기업 경영에 관여한다는 점 자체를 부

정적으로 평가하거나, (ii) 주장이 관철되지 않아 주식을 매각하고 나가거나

혹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 등에 대해 ‘먹튀자본’이라고 평가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279) 이러한 평가는 외국에서 공격적 주주행동주의에 대

276) 윤승영, 2014, 4면. 가령 의결권 반대 비중을 보면, 국민연금의 반대율은 약 10% 정도
에 머물고 있는데, 미국 CalPERS는 2012년 경영진이 제안한 안건에 47%의 반대표를,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CPPIB)도, 2013년 투자대상 기업의 경영진이 상정한 안건에 대해
서는 8.5%에 대해서만 반대를 했지만 특정안건에 대해서는 많게는 60% 이상의 반대를 
했다고 한다. 

277) Carleton, Nelson & Weisbach, 1998, 1342-1348면. 1992년부터 1996년 사이의 
TIAA-CREF가 45개 사의 경영진과의 사적 협상한 사례를 분석하고, 그 영향력을 소개하
고 있다. 

278) 정대로, 한국형 주주행동주의 성공 가능성, 미래에셋대우, Industry Report, 2018. 
12. 19. [https://www.miraeassetdaewoo.com/bbs/maildownload/2018112617483213

   _154] (최종방문일 : 2018.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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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단견주의’라고 비판하거나, 주주에게 과도한 영향력을 인정하는 것은 이

사회중심주의에 반한다는 지적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경영진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경영 관여는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국내의 실증연구가 다수 집적되어 있다. 가령 외

국인 지분율이 높을수록 기업지배구조의 수준이 높고 기업가치가 높아진다

든가280) 경영진의 대리인 문제가 통제되고281) 기업이 신뢰성 있는 정보를

공시하게 된다는 등의 연구282)가 바로 그 예이다. 특히 다수의 외국인 투자

자가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소수의 대규모 지분을 보유한 외국

인 투자자가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283)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는 단기차익을 추구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됨284)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존재가 오히려 기업의 R&D 투자 증

가, 기업 가치 증가로 연결되었다는 연구 결과285)도 있다. 외국인투자자들

의 투자전략이 국내투자자에 비해 뛰어나고 지배주주의 이익유용가능성을

견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286) 국내 실정상 적대적 기업인수 시

장이나 경영진 선·해임 및 보수 통제 등을 통한 경영진의 대리인 문제 해

279) 조선미, 2011, 51면. 반세계화를 주장하는 진보적 성향의 대안연대는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확산, 탈세 투기자본의 성행으로 인한 사회안전망 와해가능성“을, 친기업적 보수
단체들 역시 ”국부를 유출했다는 민족자본의 감정에 호소“하였다고 설명한다. 언론의 이
러한 비판적인 태도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다음 기사 참고. 가령 한국경제, 경영
권 흔들고 돈 챙겨 '먹튀'…투기자본에 칼 쥐여주는 법,2016. 8. 11,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81043681] (최종방문
일 : 2018. 12. 10.) ; 파이낸셜 뉴스, 타이거펀드.소버린.헤르메스.칼 아이칸… 기업지배
구조 공격해 막대한 차익 챙겨, 2016. 10. 7.  [http://www.fnnews.com/news/201610

   061750421449] (최종방문일 : 2018. 12. 10.); 헤럴드경제, 엘리엇의 ‘경영권 승계ㆍ유지’ 
제안…헤지펀드의 ‘선ㆍ악’ 경계 더 불분명해질까, 2016. 10. 10. [http://news.herald

   corp.com/view.php?ud=20161010000118&md=20161013004008_BL] (최종방문일 : 
2018. 12. 10.)

280) 박경서, 이은정, 2006, 104-106면; 곽종민·정재권, 2015, 311면; 정경수, 2017, 55-57
면.

281) 외국인 투자자 지분비율과 접대비 비중이 음(-)의 선형관계를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외
국인 투자자가 경영진의 대리인 문제를 통제하고 있다는 연구로는 박헌준·신현안·최완수, 
2004. 677-678면; 또한 외국인 지분율이 높을수록 고위험을 추구하고 과소투자에 따른 
주주-경영진 간의 대리문제를 완화한다는 연구로는 김순호·정찬식, 2016, 15면.

282) 전영순, 2003, 1028-1029면.  

283) 박경서, 이은정, 2006, 105면. 이러한 분석 결과는 5% 이상을 소유한 외국인 대주주의 
지분율의 합을 사용한 변수가 유의한 양의 계수값을 가지고 있음을 근거로 한다. 

284) 박경서, 이은정, 2006, 74-75면.

285) 김순호·정찬식, 2016, 15면 ; 강신애, 2012, 141면.  

286) 강신애, 2012, 1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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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쉽지 않음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 투자자가 경영진 감시기능을 대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한다.287)

다만 위 연구들은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만을 기준으로 기업 성과와

의 연관성을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성과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한 것인지,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로 인하여 성과가 좋아진 것인지

그 인과관계 선후가 분명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회사의 근로자나 채권자, 지역사회 기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는 어떠한 영

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2. 과점주주의 경영 관여(우리은행 사례) 

앞서 살핀 국내 운용 펀드 사례 중 우리은행이 도입한 과점주주 경영체

제는 도입 이후 2017년 1분기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8%나 급등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288) 그러나 일부 언론

에서는 과점주주들이 자신의 연계사업에 제약이 걸릴지 모르는 사항에 대

해서는 반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경영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289)

이러한 문제 제기처럼, 일부 주주가 경영진과 사적 협상을 통해, 혹은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의 선임을 통해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

그 주주가 회사나 총 주주의 이익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

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비슷한 지분을 보유한 다른 주주에게도

경영 참가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될 수 있는데, 실제로 최

근 지분율이 증가한 우리사주조합이 이사후보 추천권을 요구하기도 하였

다.290) 이 중 주주평등에 저촉될 우려에 대해서는, 앞 절291)에서 주주의 경

287) 박헌준·신현안·최완수, 2004. 678면.

288) 이대혁 기자, 민영화 우리은행 첫 성적표 '어닝 서프라이즈', 한국일보, 2017년 4월 19
일자 기사, [http://www.hankookilbo.com/v/339d0e70ac1c4aa9a747e8de8fed1361] 
(최종방문일 : 2017. 4. 25.)

289) 박형민 기자, 우리은행 지주회사 전환 연기한 내막, 일요신문, 2017년 4월 13일자 기
사.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42193] (최종방문일 : 2017. 4.25.)

290)  최근에는 우리사주조합이 콜옵션을 전량행사할 경우에는 그 지분비율이 6.32%로 증
가하여, 다소 그 지분비율이 감소(21.28%>18.40%)하긴 하지만 여전히 최대주주의 지위를 
지키고 있는 예금보험공사와 7.35%의 지분율로 제2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이어, 제3대
주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 주주들과 이사회를 상대로 우리사주조합 사외이
사 추천에 관한 안건 상정을 공식 요청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문제제기로는, 정용
환 기자, '지분확대' 우리은행 사주조합, 경영권 넘볼까, 더벨, 2017년 5월 23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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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관여를 주주의 권한의 관점에서가 아닌, 경영진이 그 재량에 따라 다양

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관점에서 파악한다면 주주평등원칙에 관

련된 의문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을 한 바 있다.

3.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경영 관여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도 기관투자자의 지분비율이 높

을수록 수익성 등 기업가치가 높게 나타났다는 다수의 실증연구가 집적되

어 있다.292) 뿐만 아니라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하여, 국민연금

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이에 따른 적극적인 개입은 기업 가치를 제고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를 도입한 2018년 7월 30일 이후 3거래일 혹은 5거래일 간 국민연금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 기업 194개 社의

주가를 분석한 결과, 194개 기업 중 121개 기업에 대해 양의 비정상 누적수

익률이 나타나고, 특히 국민연금의 보유지분 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지배

구조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일 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았

다고 한다. 이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그리고 이후 국민연금이 적극적으

로 개입하는 것은 곧 기업 가치가 상승할 것, 특히 기업지배구조 수준이 낮

을수록 더 많은 개선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

다.293)

한편 은행이나 증권, 보험 기타 기관투자자가 소극적인 까닭으로 다수의

견해는 기업과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로 인하여 의결권행사에 적극적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294) 또한 주주제안 기타 경영 관여보

다는 주식매각을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보았기 때문이라는 전통적인 주주

소극성 논거를 제시하기도 한다.295)

[http://www.thebell.co.kr/front/free/contents/news/article_view.asp?key=2017051
90100027680001668] (최종방문일 : 2017. 5. 23.)

291) 제2장 제2절.

292) 가령 국민연금이 2012-2017년 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연금이 오랜 기간 보유한 기업이 유의적으로 기업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는 연구로는 홍수희, 2018, 577-578면.

293) 김형석·임현일, 2018, 5-7면.  

294) 안택식, 2012, 125-126면; 김순호, 2013, 56면; 위경우·이상훈·강윤식, 2014, 31면.

295) 오성근, 2007, 89면. 



- 81 -

V. 결 론 : 정책적 과제의 제시

1. 주주의 경영 관여의 한계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주주의 경영 관여에 대해 국내의 실증연구는 그것이 외국인 투자자든

기관투자자든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한다. 특히 외국

인 투자자의 경영 관여가 장기적으로도 회사 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보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단견주의가 문제될 소지는 적고 오히려 외

부자로서 우리 기업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주주의 경영 관여가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실

증연구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헤지펀드와 독립계 사모펀드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다른 기관투자자의 경영 관여는 소극적인 수준에 머문다. 국

민연금도 외국 기관투자자에 비하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평가된다.

또한 주주가 경영 관여를 시도하는 사례도 적지만, 그 경영 관여가 실제 성

공하는 비율도 높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수의 견해가 주주 소극성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을 든다. 몇 안 되는

경영 관여 사례가 대부분 외국계 헤지펀드와 독립계 사모펀드가 주도한 것

이라는 점은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기관투자자의 소극성은 경

영 관여의 성공률을 낮추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보다 주주의 경영 관

여가 보다 활성화되어 있는 외국에서는, 헤지펀드 주주행동주의의 영향력이

확대된 이유 중 하나는 연기금 등 전통적인 기관투자자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296)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주의 경영 관여에 대해 다음의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296) Ian R. Appel, Todd A. Gormley, and Donald B. Keim, 2016 ; Ajay Khorana , 
2017, 11면. 소극적인 기관투자자의 지분비율이 높을 수록, 위임장 경쟁이나 협상 등을 
사용하여 이사석 획득을 위한 캠페인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지며, 2009년 이후 이사회 의
석 획득을 목표로 하는 행동주의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이후 S&P 1500 
기업 중 거의 절반 이상이 그 대상이 될 정도로 이사회 의석 획득을 목표로 하는 행동주
의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배경에는 전통적인 기관투자자들이 주주행동가의 이사석 
획득 노력에 보다 우호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한 원인이었다고 설명한다. ; 다만, 이러한 
낙관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헷지펀드 등 공격형 주주행동가가 기업에 간섭함으로써 얻
는 대가가 충분히 커야 한다고 한다는 설명으로는 Ronald J. Gilson & Jeffrey N. 
Gordon, 2013, 867-8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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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과제

(1) 주주의 경영 관여 장려 방안

1990년대 미국에서도 CalPERS 등 일부 연기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는 경영 관여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평가되었고, 그 주된 이유

로 경제적·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대해 2000년대 들어 등장한 헤지펀드에 의한 주주행동주의는 주주의

경영 관여를 활성화시키는 일종의 촉매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2018년 현재에도 주주행동주의는 여전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이러한 현

상은 미국을 넘어 유럽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기관투자자 역시 헤지펀드의

촉매적 기능에 공감하며 헤지펀드의 문제제기에 화답함으로써 주주의 경영

관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헤지펀드 등 일부 적극적인 주주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것

으로 그 자체가 주주의 경영 관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앞에서 개관하였듯, 영미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주주의 경영 관여를 활

성화시키는 것을 정책적 목표로 하여 끊임없이 제도를 개선해 왔다. 미국에

서는 주주간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 대량보유보고제도 개선, 영국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집단적 경영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

다. 주주간 의견 및 정보 교환이 촉진되고 특정 쟁점에 대한 찬부를 경영진

에 대해 동시적으로 표현하는 것, 소위 ‘집단적 경영 관여’는 헤지펀드 등이

촉매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집단적 경영 관여가 가능한 환

경이 전제되어야 헤지펀드 등에 대해 주주의 경영 관여를 촉진하는 촉매적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집단적 경영 관여’는 일부 주주의 극단적인 주장을 방지할 수 있

는 1차 관문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일부 주주가 극단적인 주장을 제

기하더라도, 이는 다른 주주의 동조를 얻는 과정에서 소거될 수도 있다. 따

라서 집단적 경영 관여를 통해 주주의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주장이 일부

극단적인 헤지펀드의 범람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주주간 의견 및

정보 교환 등을 촉진시키는 것은 극단적인 경영 관여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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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 관여로 인한 부작용의 해소

한편, 경영 관여 시도가 성공한 사례가 적은 탓에, 실제 경영 관여가 이

루어지고 난 이후, 해당 주주와 회사의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이익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가령 우리은행 사례 등에서 제기된

우려, 이사 선임 등을 통한 주주의 경영 관여가 일부 주주의 이익을 추구하

는 수단으로 쓰이거나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처할

수 있는 법리에 대한 검토가 부재하다.

그 중에서도 이사 선임을 요구하고 선임된 이사를 통해 경영에 관여하

는 것은 가장 빈번하게 주장되는 내용 중 하나이다. 이사 선임을 통한 경영

관여는 이사의 권한을 활용할 수 있기에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며

또한 지속적이다. 주주의 경영 관여의 일환으로 선임된 이사는 배후 주주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사는 회사의 대표의 지위를 가진다

고 보는 기존 회사법리와 충돌되는 지점도 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 본 논문은 주주의 경영 관여를 경영진이 시장의 다

양한 정보를 수렴하여 경영판단을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주주와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이익 조정 등을 이사의 신인의무의 한 내용으로 이

해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적극적 주주가 이사

선임을 요구하고 선임된 이사를 통해 경영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외국의 선례를 참조하여, 주주의 경영 관여로 인해 어떠한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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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章 주주의 집단적 경영 관여에서의 법적 문제

第 1 節 서설 

I. 의의 및 기능

1. 의의

주주의 경영 관여가 주주가 다양한 수단으로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 그 자체라면, 그 중에서도 여럿의 주주가 공동으로 혹은 동시적으로 행위

주체가 되는 것을 ‘집단적 경영 관여(collective engagement)’1)라고 명하기로 한

다. 공동의 경영 관여로서 주주간 합의가 전제된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주주간

합의가 전제되지 않더라도 여러 주주가 동일한 문제의식에서 동시적으로 경

영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집단적 경영 관

여는, 주주간 의견 및 정보 교환을 통해 일부 적극적인 주주에 동조하는 주

주가 확대되고 이들 주주가 경영진에 대해 언론이나 서신 등을 통해 목소

리를 내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일부 논문에서 발견되는 ‘기관투자자의 연대’,2) ’공동참여’,3) ‘협동행위’,4)

‘공동의 주주 관여’5)라는 표현도 집단적 경영 관여를 지칭한다. 다만 ‘공동’

이나 ‘협동’의 표현은 주주간 합의가 전제된 것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볼 소

지가 있고, ‘연대’는 책임의 불가분성을 의미하는, 보다 응집력이 강한 집단

을 일컫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본 논문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기능

적극적인 주주행동가 입장에서는 집단적 경영 관여를 통해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우월한 지위를 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경영진과의 사적 협

1) ‘집단적 관여’라는 표현으로는 안수현, 2017, 1-2면; 김순석, 2016, 9면;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5원칙 제1지침이 주주의 집단적 경영 관여(collective engagement)를 명시한다.

2) 윤진수, 2015, 1-4면 ; 원종현, 2017, 36면; 안수현, 2017, 33면.

3) 심영, 2016, 29면.

4) 김순석, 2016, 33면.

5) 김주영, 2018, 1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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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대해서는 상당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적극적인 주주는 자신

의 의사에 동조할 주주가 있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만약 경영진이 요구사항

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주총회에서의 표대결로 나아갈 것이라는 점을 피

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단적 경영 관여에 참가하는 동조 주주 입장에서는 회사 상황에 대한

조사 기타 별다른 비용 없이 경영 관여로 인한 효용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점이 있다. 일각에서는 집단적 경영 관여를 통해 기관투자자들이 경제적 이

해관계가 얽혀 있는 기업 경영진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쉬워

질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6) 즉, 회사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기관투자자로서는, 경영진 방침에 반하는 주주제안을 하는 것보다는 이미

제기된 주주제안에 대해 지지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또 단독으로 지지의사

를 표현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지지의사를 표현하고 있을 때 이에 동조하는

형태로 지지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주장 내용 역시 주주총회를 통할 때보다 훨씬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고, 그 강도 역시 주주간 및 경영진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주주를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

서 일부 부적절한 주장-기업 가치에 반하는 주장이 정제(精製)되는 반사적

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까닭에 영국의 Kay Report(2012)는 집단적 경영 관여를 가장 효

과적인 경영 관여 방법이라고 평가하고7)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 역시 집단

적 경영 관여를 장려할 필요성을 명시하고 투자자포럼을 설치하는 등의 방

법으로 기관투자자 상호간, 기관투자자와 경영진간의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8) 미국에서도 기관투자자 주주행동주의가 발현하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 집단적 경영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다.9)

6) Black, 1990, 606면. ‘여럿이 무단횡단을 하는 것이 혼자 무단횡단을 하는 것보다 부담이 
덜 하다’고 표현한다. 

7) Kay Report, 2012, 50-51면은 기관투자자 등이 경영 관여할 인센티브를 갖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할 것이 필요하고, 따라서 지분 확보를 저해하는 규제는 축소되거나 
삭제되어야 한다고 서술한다.  

8)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 (2012), 원칙 5. 

9) Black, 1990, 543-5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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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집단적 경영 관여의 법적인 문제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제3장에서는 주주가 집단적 경영 관여를 통해 경

영진에 의견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법적인 문제점에 대해 다

룬다. 기관투자자의 경영 관여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규제 부담을 줄이는 것

도 중요하지만, 법적 불확실성을 소거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기관투자자

는 손실위험(downside risk)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 불확실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10)

주주의 집단적 경영 관여는 ① 일부 주주가 현 경영진의 정책에 반대하

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② 다른 주주와 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동조할

주주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타진하고 ③ 경영진에 대해 그 의사를 전달·설

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 주주간의 의견교환에 해당하는 ①과 ②

의 과정에서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규제가, 경영진과의 의견교환에 해당

하는 ③의 과정에서 행위주체인 적극적 주주와 그 동조자의 지분비율이

5% 이상이 되면 대량보유보고 규제가 문제될 수 있다. 그리고 위 ①·②·③

의 과정에서 회사의 정보가 경영에 관여하고자 하는 주주 및 동조 주주에

게 유포될 가능성이 있는 바, 공정공시규제나 시장남용행위 규제가 문제된

다.

이하에서는 주주의 집단적 경영 관여를 장려하고 그 법적 장애를 해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제2절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규제, 제3절은 대량

보유보고 규제, 제4절은 공정공시규제 및 시장남용행위 규제에 있어서 경영

관여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한다.

10) Black, 1990, 5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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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규제에 대한 고찰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규제

1. 문제상황

주주행동주의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

면, 적극적인 주주는 동조자를 구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가령, ① 적극적인 주주가 현경영진의 정책을 비판하는 등 경영에 관한

의견을 언론이나 공공장소, 웹사이트에서 밝히거나(public speech), ② 회사

가 추진하는 안건에 반대하는 적극적인 주주가 다른 주주들의 의사를 타진

하긴 하지만 이후 실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나아가진 않고 동향 파악

에 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③ 기관투자자 등이 기업지배구조 개

선 차원에서 이사 선임 의안이나 합병 의안에 대해서 반대를 촉구하는 캠

페인(vote no campaign)을 벌이는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①과 관련된 예로 2005년 Carl Icahn은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약 348페이

지 분량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Time Warners의 회사분할과 자사주 매

각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Carl Icahn과 Time Warner 社는 2명의 사외

이사 선임 및 자사주 매입을 증가시키기로 하는 협상(settlement)을 성사하

면서 별도로 위임장 경쟁이 이루어지진 않았다.11) 이렇듯 적극적 주주가 동

조세력을 많이 얻어 그 협상력이 강화되면, 실제 주주총회로 나아가지 않고

경영진과의 사적 협상을 통해 분쟁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②와

같은 경우도 종종 일어나게 된다. 또한 이사 선임이나 합병 의안에 있어 반

대표 행사를 촉구함으로써 현 경영진의 정책에 불만을 가진 주주가 많다는

점을

문제는 적극적 주주가 다른 주주들에게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것이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대리행사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12)

미국에서는 연방증권법13) 및 이에 근거한 Regulation 14A, 소위 위임장 규

11) Briggs, 2007, 696-697면.  .

12) 同旨 : 김주영, 2018, 194-196면.

13) 연방증권법 SEA 1934, 제14조. 34년법 제14조(a)는 SEC 규칙에 위반하여 위임장을 권
유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선언하고 있는데, 이것이 SEC가 제정한 위임장규칙(Regulation 
14A)의 근거가 된다는 설명으로는 김건식·송옥렬, 2001, 2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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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proxy rule)이 동일한 기능을 한다.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살핀다.

2. 규제의 의의 및 취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단순히 의결권 위임을 권유하는 것을 넘어 주

주간의 정보교환 기타 의사소통을 모두 포함하는 매우 넓은 의미이다. 의결

권 대리행사 권유에 대해서 우리 법은 자본시장법이, 미국은 연방증권법이

규제하고 있는데, 대략적인 모습은 비슷하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기타

주주간 정보교환을 하고자 할 때 일정한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리

고 기재누락 혹은 허위기재 등에 대해서는 정정을 요구하거나 해당 권유행

위를 금지한다.

이러한 규제는 허위나 부정확한 사실로 주주를 오인하게 하는 부당 권

유행위를 방지하고 주주들의 일반적인 총의와 다른 왜곡된 주주총회 결과

가 나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된다. 즉, 정보 교류를

제약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주주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증진하는 것을 주

된 목적으로 한다.14)

특히 대부분의 의결권이 대리행사 방식으로 행사되는 미국의 경우, 주주

총회가 형식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사전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

어지는 것이 중요해진다.15) 그리고 주주간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 아래 규제의 범위를 계속해서 좁혀 왔다. 이러한 노력은 오늘날의 주

주행동주의가 활성화된 원인 중 하나라고 평가되고 있다.16)

II. 우리 법의 해석

1. 권유행위의 해당성

(1) 문제점

구 증권거래법은 권유행위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의결권의 행

사를 대리하게 할 것을 권유하는 것’ 자체를 규제대상으로 파악한다. 규제

14) 김건식·정순섭, 2013, 366면은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을 제도의 목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15) Zetzsche, 2005, 133면.

16) Briggs, 2007, 696-6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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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외로서 피권유자가 10인 미만일 때, 타인 명의 주식 소유자가 그 타인

에게 권유할 때, 권유를 위한 광고에 지나지 않을 때의 세 가지를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17) 이러한 규제 방식은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과 동일하

여18) 그 해석에 일본의 해석례를 참고할 수 있었다.

2009년 권유규제가 자본시장법으로 이전되면서, 권유행위의 3가지 유형

을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포괄적인 정의규정은 미국의 위

임장 규제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유형화를 통해 어떠한 행위가 권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된다.19)

그러나 미국 법에서는 주주간 커뮤니케이션을 증진시킨다는 목적 아래

위임장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예외를 확대해온 것과 달리, 우리 법은 구 증

권거래법에서 인정하고 있던 3가지 경우에 한하여 위임장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기존의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사실상 권유 규제가 적용되는 범위

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상당히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20) 실제로 국내에서

도 현행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규제가 주주간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을 저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지만21) 아직 구체적인 개선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권유행위의 3가지 유형 중, 자본시장법 제정으로 새로 규제

대상에 포함된 2호와 3호, 즉 (i) 의결권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요구하거나

(ii) 의결권 위임의 철회를 요구하는 행위, (iii) 의결권의 확보 또는 그 취소

등을 목적으로 주주에게 위임장 용지를 송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의견

을 제시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규제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

17) 구 증권거래법 제19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 구 증권거래법은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중략) 의결권의 행사를 자기 또는 타인에게 대리하게 할 
것을 권유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18)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제194조는 ‘누구든지 정령(政令)이 정하는 바에 위반하여 금융상
품거래소에 상장되어있는 주식의 발행 회사의 주식에 대해 자기 또는 제삼자에게 의결권 
행사를 대리하게 할 것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구 증권거래법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19) 한국증권법학회, 2009, 652면.

20) 同旨 : 김재형·최장현, 2010, 252면 ; 김주영, 2018, 194-196면.

21) 임재연, 2018, 658-659면.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는 불필요한 규제
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비슷한 주장으로는 김주영, 2018, 194-196면. 그러
나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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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 검토

1) 2호 중 ‘의결권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요구하는 행위’의 경우

만약 회사가 소집통지에 의결권행사촉진을 위한 문구를 기재하거나, 기

관투자자가 이사 선임이나 합병 의안 등에 대해 결의성립 또는 불성립을

위해 의결권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인다면, 우리 자본

시장법상 ‘의결권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요구하는 행위’로서 규제대상에 포

함된다.22) 그리고 ‘권유행위’이기 때문에 관련 위임장 서류나 참고서류를 금

융위에 제출하여 허위기재가 있는지 등을 심사받게 된다.

그러나 우리 구 증권거래법과 동일하게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게 하는 행

위’만을 규율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단순히 의결권 행사를 촉구하는 행위는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23) 이는 위임장 교부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2) 2호 중 ‘의결권 위임의 철회를 요구하는 행위’의 경우 

우리 자본시장법은 의결권 위임의 철회를 요구하는 행위가 규제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다수설은 상대방에게 부여한 위임장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행위에는 권유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법문이 ‘의결

권 행사를 대리하게 할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를 대리하

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장해석해서는 안 되고, 벌칙규정을 두고 있기 때

문에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24)

3) 3호 중 ‘의결권 확보 목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의 경우

주주는 설명회와 보도용자료 배포 등을 통해 경영진을 비판하거나, 웹사

이트를 만들어서 회사 경영이나 주주총회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공표하는

22) 자본시장법 제152조 제2항 제2호.

23) 三浦亮太 等, 2015, 143면.

24) 森本滋 等, 2005, 40면 및 三浦亮太 等, 2015, 144면 ; 반대견해로는 龍田節, 196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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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우리 자본시장법은 의견 제시 행위에 대해 ‘의결권 확보 목적’이 있다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한다.25) 교과서는 이 때의 의견표명이 최종적으로

는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위임장을 권유하기 위한 계속적인 계획의 일환으

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여, 의견 제시 중에서도 의결권 확보 목적이 계속

적이고 지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규제 대상이 된다고 설명한다.26)

그러나 적극적 주주의 의견 제시는 주주총회의 표대결 및 위임장 권유

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적극적 주

주가 주주총회 목적사항이 될 수 있는 사안27)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때, 만

약 제시된 의견을 경영진이 수용하지 않으면 주주총회에서의 표대결로 나

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의결권 확보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미필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주주의 단순한 의견 제시에 대해서

도 ‘의결권 확보 목적’을 넓게 해석하여 권유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구 증권거래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본의 다수설은 단순

한 의견 제시는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한다.28) 다만 일본에서도 의견 제시

후 위임장권유를 하는 등 해당 행위가 최종적으로는 위임장 획득을 위한

준비행위로 보일 경우 권유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29) 그러나

정황상 권유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규제의 범위가 좁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법문이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게 하는 행위’, 즉 위임장 확보 행위만을 규율하고 있

기 때문에 주주의 의견 제시가 규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위임장 확보’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우리 자본시장법은

‘의결권 확보’를 목적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혹은 구 증

권거래법에 비해 규제대상이 되는 의견 제시의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25) 자본시장법 제152조 제2항 제3호.

26) 한국증권법학회, 2009, 652-653면 ; 자본시장법 온주, 김상곤변호사 집필부분.

27) 한편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관한 것을 언급하지 않은 채 경영진에 대해 일정한 안건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한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론도 있다. 김재형, 최
장현, 2010, 264면 참고. 주주총회의 안건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
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정관 변경으로 주주총회 권한 범위
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주총회의 안건이 될 수 없는 사항은 사실상 매
우 좁은 의미만을 가지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28) 田中亘, 2008, 3면 ; 三浦亮太 等, 2015, 142면.

29) 三浦亮太 等, 2015, 1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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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위임장 확보 목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주주가 위임

장 교부 없이 자기가 제안한 의안에 대한 찬성을 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송

부하거나 대주주를 방문하여 찬성표를 던질 것을 요청하는 행위는 ‘위임장

획득’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 따라서 권유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다.30) 또한 상대방의 위임장 권유에 응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위임장 권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권유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31)

그러나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의결권 확보 목적’의 의견 제시를 규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주제안 이후 자기의 제안 의안에 대해 찬성을 요

청하거나, 상대방의 위임장 권유에 응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에 대해

서는 권유 규제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2. 권유 규제의 내용

한편 규제가 적용되는 권유행위로 인정이 되면, (i) 위임장 서류 등의 제

출 및 비치의무가 부과32)되고 (ii) 허위기재나 기재누락 등이 있으면 금융

위는 정정명령,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금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33)

정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에 준하여 행정명령이나 형사제재가

가능하다.34) 전자의 규제는 (협의의) 위임장 규제, 후자는 허위기재 등에 대

한 규제로 정리할 수 있다.

형사제재를 동반하기 때문에 ‘권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무

상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그러나 전술하였듯, 자본

시장법상 권유 규제의 범위는 이전보다 넓어진 측면이 있어 주주는 형사제

재를 염두에 두어 의견 및 정보교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우려가 있다.

이에 더하여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빨라야 의안이 정

해지는 이사회 이후부터 주주총회 전일까지로 그 기간이 촉박하여 유권해

석을 받아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있다.35)

30) 森本滋 等, 2007, 23면. 岩原紳作 발언부분 참고. ; 三浦亮太 等, 2015, 144면.

31) 森本滋 等, 2005, 40면 및 三浦亮太 等, 2015, 144면 ; 반대견해로는 龍田節, 1968, 
18면.

32) 자본시장법 제153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3-15조.

33) 자본시장법 제158조.  

34) 자본시장법 제420조 업무정지, 제422조 임직원 해임요구나 면직조치, 법 445조 형사처
벌이 가능하다. 정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한 것에 준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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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주의 경영 관여에 미치는 영향

‘권유행위’에 대해 그것이 주주총회의 의사 결정을 왜곡할 만한 정보를

담고 있다면 이를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소위 감

독당국의 사전심사(screening)에 대한 부담으로 주주간의 의사 교환이 저해

될 가능성이 있다.

가령 현재와 같이 기관투자자의 소극성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

진과 적극적 주주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지닌 기관투자자나 의결권 자

문회사 등이 의결권을 일정한 방향으로 행사할 것을 안내하고 권고하는 것

은 바람직한 현상일 수 있다. 다른 주주들의 사안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주주 행동의 비용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기관투자자나 의결권 자문회사 등이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해 캠페

인을 벌이려면 권유 규제의 부담을 오롯이 져야 한다. 즉 위임장 및 참고서

류의 작성과 금융위 및 거래소에의 제출, 그 내용에 허위가 있다면 시정명

령에 응하고 불응시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부담을 지게 된다. 이는

이들 기관투자자 등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제3호의 ‘의결권 확보 목적’이라는 것도 넓은 의미로 파악한다면,

적극적 주주가 실제 행동에 나서기 전에 단순히 동향을 파악할 목적 등으

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조차 권유 규제가 적용될 수 있게

된다. 이 역시 권유 규제에 따른 행정적 비용, 그리고 허위기재시 형사적

행정적 제재 가능성에 따른 부담은 주주의 적극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이 단순히 위임장 확보 행위 뿐 아니라 의견 제시 행위

등에 대해서도 권유 규제를 적용하기로 하는 등 ‘권유’의 범위를 확대한 이

상, 그 예외 규정 역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청은 특히 주주

간 정보 및 의견 교환을 촉진시키기 위해 더욱 중요한 것이 된다. 이하에서

는 우리와 같이 권유에 대해 포괄적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권유 규제의 예외가 인정되는 사유에 대해 살피고, 주주간 정보

및 의견 교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도록 한다.

35) 자본시장법 온주, 김상곤변호사 집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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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미국 

1. 권유 규제의 개관

(1) ‘권유(proxy solicitation)'의 의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규칙에서 정의하는 ‘proxy solicitation', 즉 ’의결

권 대리행사 권유‘가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광범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자본시장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우선 우리가 ‘의결권 대리행사’ 혹은 ‘위임장’이라고 번역하는 ‘proxy’의

사전적 의미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36) 연방증권법상 ‘proxy'라 함은

단순히 ’위임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주주간의 ‘동의나 수권(consent

or authorization)‘를 포함37)하고 있다.

한편 연방증권법상 ‘권유(solicitation)'38)라 함은 대리권(proxy)의 획득,

보류 혹은 철회의 결과가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상황(reasonably calculated)

에서 위임장 양식을 제공하거나 기타 의견 제시(communication)를 하는 것

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와의 관련성 하에 주주에 대한 의견 제시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점

은 동일하지만, 미국은 proxy의 확보 등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상황'이라

고 하는 객관성에 중점을 둔 표현을 쓰고, 우리나라는 ‘의결권의 확보 목적’

이라는 내심의 의사에 중점을 둔 표현을 쓴다는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견해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이라고 파악하기도

하지만39) 과연 그러한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 그 차이는 앞의 문제되었던

36) 김재형·최장현, 2010, 253면은 미국에서 'proxy'란 (i) 의결권의 수권, (ii) 위임장, (iii) 
대리인의 의미로 사용된다고 설명한다. 

37) 17 C.F.R. § 240.14a-1(f) (f) Proxy. The term “proxy” includes every proxy, 
consent or authorization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14(a) of the Act. The 
consent or authorization may take the form of failure to object or to dissent. 
(밑줄 및 강조는 필자)

38) 17 C.F.R. § 240.14a-1(l) The terms “solicit” and “solicitation” include:
(i) Any request for a proxy whether or not accompanied by or included in a form 

of proxy:

(ii) Any request to execute or not to execute, or to revoke, a proxy; or

(iii) The furnishing of a form of proxy or other communication to security 
holders under circumstances reasonably calculated to result in the 
procurement, withholding or revocation of a proxy. (밑줄 및 강조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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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들, 적극적인 주주가 다른 주주의 동향을 파악한다든지, 언론 등을 통

해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들을 상기해 보면 보다 명확해진다. 우리의 경우,

목적성 존부만을 조건으로 걸고 있기 때문에 아직 주주총회에서의 표 대결

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 가까운 미래에 예측되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해당 행위가 ‘의결권 확보 목적’이라는 내심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

규제대상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proxy 확보’가, 혹은 ‘proxy 확보를 야기할 것이라

는 점’이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상황을 요구함으로써, 주주총회가 가까운 시

일에 예정되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실제 미국 판례

는 ‘proxy 확보가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상황’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써

(i) 의사 표명의 내용, (ii) 의사 표명의 상대방, (iii) 그 행위와 관련 주주총

회 및 표 대결과의 시간적 근접성, (iv) 내용이 전파된 상황 (v) 행위자와

다른 위임장 경쟁자와의 이해관계가 공통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the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을 요구하고 있다.40)

가령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합병안 및 그 상세조건을 알리는 서신 발송

이나 보도용자료 배포 행위에 대해서도 주주총회와의 근접성·의사 표명의

내용 등에 따라 권유행위 해당성이 달라져서,41) 합병을 우호적으로 평가하

고 주주의 승인을 촉구하는 취지를 기재한 사안에서는 권유행위에 해당한

다고 해석한 반면,42) 합병 결정 후 1주일 지나기 전에 아직 주주총회 소집

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시점에 위임장에 대한 언급 없이 회사의 이사회는

합병이 주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는 입장이라는 점을 밝힌 서신

을 발송한 사안에서는 권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도 하였다.43)

또한 이사의 교체를 위한 활동을 위한 자금 갹출(拠出)을 요청하는 행위는

39) 김재형·최장현, 2010, 257면. 미국은 ‘객관성’에 중점을 둔 표현이고, 우리나라는 ‘주관
성’에 중점을 둔 표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이라고 설명한다.

40) Balotti, Finkelstein & Williams, 2018, para. 4-16; Levy, 2018, para. 12-6 ; Long 
Island Lighting Co. v. Barbash, 779 F. 2d 793, 796 (2d Cir.1985) ; Regulation of 
Security Holder Communications, Exchange Act Release No. 29315 (June 17, 
1991) ;이러한 기준을 국내에 소개하고 있는 논문으로는 김재형·최장현, 2010, 256-257
면 참고.  

41) Thomas & Dixon, 1998, para. 5-23. 주15는 가까운 장래에 주주총회의 개최가 예정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권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지만, 합병에 관해 배포된 보도자료가 
주주총회에 있어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인 경우에는, 당해 보도자료 
배포는 ’권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42) Capital Real Estate etc. v. Schwartberg, 929 F. Supp. 105 (S.D.N.Y. 1996)

43) Smallwood v. Pearl Brewing Co., 489 F.2d 579, 599-601 (5th Cir.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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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지만44) 경영진의 평가에 대하여 의견교환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는 ‘권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45)

(2) 규제의 내용

미국의 규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협의의 ‘위임장 규

제’이고, 다른 하나는 ‘사기방지조항’이다.

우선 ‘위임장 규제’는 주주와 소통을 하기 전에 그 커뮤니케이션 내용

등에 대해 SEC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SEC는

그 심사 과정에서 사기방지조항 위반을 발견한 경우, 권유자에 대하여 정정

을 요구하고 이미 권유가 이루어진 경우 주주에 대해 정정한 권유자료를

교부할 것을 요구한다.46)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방지방법원에 대

해 위반행위의 중지 명령이나 금전적 제재를 구할 수 있고, 위반의 정도가

큰 경우 사법부에 대하여 형사적 소추를 요청할 수 있다.47)

구체적으로는 ‘예비위임장설명서(preliminary proxy statement)’를 SEC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48), 승인을 받아야 본격적으로 ‘위임장설명

서’(proxy statement; 우리 자본시장법상 ‘위임장 및 참고서류’에 해당)를 주

주에게 송부할 수 있다. 위임장 설명서는 사전에 SEC에 제출해야 하는데,

위임장권유의 수단, 예상비용 및 비용부담자 등과 같은 사항뿐만 아니라 어

떤 사항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이 기재

된다.49)

한편, ‘사기방지조항(anti fraud rule)’50)은 미국 연방증권법의 일반적인

44) Canadian Javelin Ltd. v. Brooks, 462 F. Supp. 190 (S.D.N.Y. 1978).  주16 재인
용.

45) Regulation of Communications Among Shareholders, Exchange Act Release No. 
3126, 8면 주29. (October 16, 1992).

46) Thomas & Dixon, 1998, para. 6-126.

47) Bloomenthal & Wolff, 1998, para. 24-136.

48) 17 C.F.R. § 240.14a-6(a). 이때의 예비위임장설명서는, 최초위임장설명서가 주주에게 
제공되기 10일 전까지 SEC에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이사의 선임, 감사인 선임, 주주제
안, 임원 보수 등의 안건만을 다루는 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예비위임장설명서를 제출할 필
요가 없다. 

49) 가령 이사선임 건에 대한 위임장 설명서의 경우에는, 이사 구성, 이사 보수, 회사나 이
사 지명인과의 거래 내역 등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게 되고, Sarbanes-Oxley Act of 
2002에 의해 게재되어야 하는 정보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다는 설명으로는Cox, 
Hillman & Langevoort, 2009, 935면.

50) 17 C.F.R. § 240.14a-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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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수단 중 하나이다. 이를 근거로 권유자료에 중요사실51)의 누락 및 허

위기재, 부실기재 등이 있을 경우 SEC가 그 커뮤니케이션을 금지할 수 있

고, 주주가 법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나 가처분(injunctive relief)과 같은 사

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사적 구제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

로 이루어지는데, 주주총회 전에 권유자에 대해 정보를 정정하여 공개할 것

을 요구하거나, 권유행위의 중단, 위임장 사용 금지, 이사 선임 무효, 승인

된 거래 무효나 손해배상 등이 인정되기도 한다.52) 또한 권유가 위법한 경

우, 이미 취득한 위임장을 무효로 하고 주주총회를 연기하여 권유행위를 다

시 할 것을 명령하는 것도 가능하다.53)

(3) 규제 범위의 축소

CalPERS 및 주주연합(USA, United Shareholder Association) 등은 주

주들 사이의 의견교환을 위축시키는 당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

는 개정 제안서를 제출하였다.54) 이것이 받아들여져 1992년과 1999년의 개

정, 2008년 전자 주주 포럼 규정 등을 통해 협의의 위임장 규제가 면제, 즉

SEC의 사전심사가 면제되는 영역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개정은 SEC의 사

전심사가 일종의 검열기능(screening)을 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된다. SEC는 개정 이유로, 권유 내용의 공정성과 시비를 가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SEC에 의한 사전심사가 아니라, 위임장 경쟁의 당사자가

쟁점에 대한 견해를 추가한 권유 자료를 주주에게 송부하는 등 신속하게

반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55) 이러한 취지에서 이루어진 일

51) 권유자료에 기재가 필요한 ‘중요한 사실’인지 여부는,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합리
적인 주주라면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substantial likelihood)이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판례로는 TSC Industires, Inc. v. Northway, Inc., 426 U.S. 
438, 449 (1976)

52) Thomas & Dixon, 1998, para. 18-40.

53) Thomas & Dixon, 1998, para. 18-40. 주124 재인용 : Centural Foundry Co. v. 
Gondelman, 166 F. Supp. 429, 446 (S.D.N.Y. 1958).

54) 1992년 개정의 배경에 대해서는 Sharara & Hoke-Witherspoon, 1993, 333-335면. 
이에 따르면 1989년 11월 3일 미국 내 최대규모의 기관투자자인 CalPERS가, 1990년 3
월 20일 주주연합(USA, United Shareholder Association)이 각각 주주간 커뮤니케이션 
확대를 골자로 하는 비슷한 내용의 제안서를 SEC에 제출한다. 이에 SEC는 1992년 10월 
22일, 거의 40년만에 Proxy Rule의 일부 개정하게 된다. 그 주된 내용은 권유의 범위를 
제한하고 (Rule 14a-1(l)(2)(iv)) 위임장 설명서 제출 등 공시 의무가 면제되는 주주간 커
뮤니케이션을 인정(Rule 14a-2(b)(1))하는 외에 위임장설명서의 작성방식의 개선(Rule 
14a-4(b)(1)), 예비 위임장 설명서 제출의무를 완화(Rule 14a-6)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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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의 개정은 주주간의 정보교환을 보다 자유롭게 하고 나아가 미국에서의

주주행동주의가 활성화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56)

2. 권유행위의 해당성

행위 유형

적용되는 규제

대표사례
협의의

위임장

규제

사기방지

조항

‘권유’가 아님

14a-1(l)(2)
부적용 부적용

※ 1992년 추가된 부분

의결권 대리행사 관여 없이 자신이 의

결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언론공표 등

‘권유’에

해당

규제필요성

낮음

14a-2(a)

부적용 부적용
※ 참고서류 비치 장소 광고 등

: 우리 법 유사 (령 161(iii))

규제 면제

14a-2(b)
부적용 적용

※ 14a-2(b)(2) 피권유자가 10인 이하

인 경우

※ 그 외에도 1992년 개정으로 확대된

부분은 14a-2(b)(1). 위임장 취득을 직

간접 목적으로 않는 행위. 다만 발행회

사 등 악용가능성 대비하는 조문을 둠

※ 1999년 개정으로 확대된 부분은

14a-12(a)(1). 사전권유

※ 2005년 개정으로 확대된 부분은 전

자적 방법에 의한 위임장 권유

규제 적용 적용 적용 ※ 협의의 위임장 권유 행위

<표 7> 행위 유형과 적용되는 규제

(1) 규제 체계

미국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규제는 아래 <표 7>처럼 (i) 권유행위에

해당하는지, (ii) 권유행위 중에서도 협의의 위임장 규제가 면제되는 경우인

지로 나누어, 협의의 위임장 규제만 적용할지 아니면 사기방지조항도 적용

55) Regulation of Communications Among Shareholders, Exchange Act Release No. 
31326. Oct 16, 1992, 17면;  법원 역시 일찍이 SEC의 업무 부담이 과중함을 지적하면
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나 가처분 소송이 가장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될 것이라고 판시
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J. I. Case Co. v. Borak, 377 U.S. 426, 432, 84 S. Ct. 1555, 
1560, 12 L. Ed. 2d 423 (1964) 참조.  

56) Briggs, 2007, 686-6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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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지를 달리 한다.

(2)  ‘위임장 규제’ 및 ‘사기방지조항’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경우

‘위임장 규제’ 및 ‘사기방지조항’의 적용이 둘 다 배제되는 경우로는 (i)

‘권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ii) ‘권유행위’에는 해당하지만 규제 필

요성이 낮은 경우가 있다.

우선 ‘권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57)라 함은 가령 주주의 요청에 응

하여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거나, 의결권 권유자의 대리인으로서 행하는 사

무적 행위 등을 말한다.

중요한 것은 1992년 개정을 통해 포함된 내용인데, 이에 따르면 주주가

‘의결권 대리행사에 관여하는 것 없이(not otherwise engage in a proxy

solicitation)’ ‘출판이나 방송, 신문, 공개포럼(public forum) 등을 통해 자신

이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이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의사표명

을 하는 것’ 역시 ‘권유’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58) 여기에 포함되는 행위로

는 CalPER가 그 웹사이트에 CalPERS가 투자하는 약 300개의 회사에 대하

여 행사한 자신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표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59)

법원은,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밝히는 것을 넘어 다른 주

주들에게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촉구하는 내용까지 포함된다면

권유 규제가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60)

한편 우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1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

57) 17 C.F.R. § 240.14a-1(l)(2). 

58) 17 C.F.R. § 240.14a-1(l)(2)(iv) A communication by a security holder who does 
not otherwise engage in a proxy solicitation (other than a solicitation exempt 
under § 240.14a-2) stating how the security holder intends to vote and the 
reasons therefor, provided that the communication: (A) Is made by means of 
speeches in public forums, press releases, published or broadcast opinions, 
statements, or advertisements appearing in a broadcast media, or newspaper, 
magazine or other bona fide publication disseminated on a regular basis, (후략) 

59) 松下憲, 2015A, 18면. 

60) Capital Real Estate etc. v. Schwartzberg, 917 F. Supp. 1050 (S.D.N.Y. 1996).  
Levy, 2018, para. 12-7 재인용. 이 사건 법원은 주주행동가가 향후 주주총회에서 다루
어질 합병에 자기거래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주주들에게 합병 승인하지 않을 것을 촉구
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행한 것에 대하여 위임장 규제가 적용된다고 하였다. 문제된 
언론보도는 위임장 권유로 나아가기 위한 행위로 보이며, 실제 위임장 권유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언론보도는 법에서 규정한 ‘향후 의결권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
지 및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밝히는’ 정도를 벗어난 행위였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 100 -

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광고를 통하여 의결권 권유 관련 서류를 제공하

는 장소만을 표시하는 경우’61)는, (ii) ‘권유행위’에는 해당하지만 규제필요성

이 낮은 경우에 속한다. 그 외에도 명부상 주주가 주식의 실질적 보유자에

대하여 권유를 행하는 경우62),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해당 주식에 대하여

권유를 행하는 경우, 다른 연방법에 의해 규율되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된

다.

(3) ‘위임장 규제’는 적용되지만 ‘사기방지조항’이 적용되는 행위

1) 피권유자의 수가 10인 이하일 경우 

  

1992년 개정으로 권유 상대방이 10인 이하일 경우에는 위임장 권유 및

그에 따른 위임장 설명서 제출 의무에서 면제된다.63) 이는 적극적 주주가

위임장 경쟁 등에 나아가기에 앞서, 동조 주주가 있을지를 타진해 볼 때 활

용할 수 있는 조항이다.64)

2) 위임장을 사용하지 않는 의견 제시65)

① 의의

1992년 개정 이전에는 ‘권유’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회사 경영에 관하여

61) 17 C.F.R. § 240.14a-2 (a)(6) Any solicitation through the medium of a 
newspaper advertisement which informs security holders of a source from 
which they may obtain copies of a proxy statement, form of proxy and any 
other soliciting material and does no more than: (i) Name the registrant, (ii) 
State the reason for the advertisement, and (iii) Identify the proposal or 
proposals to be acted upon by security holders (밑줄 및 강조는 필자) ; Levy, 
2018, para. 12-9에 따르면 이는 유가증권 발행시의 광고와 그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규제하지 않는다고 한다.

62) 가령 증권회사가 실소유주에게 위임장 설명서를 송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설명으로
는 Levy, 2018, para. 12-8.

63) 17 C.F.R. § 240.14a-2(b)(2). 우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1조 제1호와 동일하다. 

64) Briggs, 2007, 688면

65) 17 C.F.R. § 240.14a-2(b)(1) Any solicitation by or on behalf of any person who 
does not, at any time during such solicitation, seek directly or indirectly, 
either on its own or another's behalf, the power to act as proxy for a security 
holder and does not furnish or otherwise request, or act on behalf of a person 
who furnishes or requests, a form of revocation, abstention, consent or 
authorization. Provided, however, That the exemption set forth in this 
paragraph shall not apply to: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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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제시하는 것 역시 ‘권유’로 추정되어 위임장설명서를 SEC에 신고하

고 공개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위험이 있었다. 신문이나 공공장소에서의 발

언(public speech) 역시 ‘권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해석으로

인해 주주간 정보교환이 위축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1992년 권유규제가 개정되어 권유규제의

면제조항(exemption)이 신설되었다.66) 소위 ‘자유로운 토론을 위한 예외조항

(free-discussion-and-debate exemption)'이라고 불린다.67) 이에 따르면, ‘위

임장 취득 등을 직접 혹은 간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권유

행위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제와 ‘실질적인 이해관계(substantial interest)'를 가진 자에게

는 이러한 면제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권유행위 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

였다. 이러한 면제조항의 예외는, 위임장 경쟁 등 표 대결이 있는 상황에서

면제조항이 경영진이나 반대주주 측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

함이라고 설명된다.68)

여기서 ’실질적 이해관계‘라 함은 ‘주주의 경우 권유행위가 성공될 경우

다른 주주들과 비례적으로 공유하는 지분적 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자. 혹은 이사 등 발행회사의 고용인의 경우 권유행위가

성공될 경우 고용으로 인하여 받는 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을 받게 될 것으

로 보이는 자’라고 정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들을 예시로 들고 있다.69)

66) 17 C.F.R. § 240.14a-2(b)(1) Any solicitation by or on behalf of any person who 
does not, at any time during such solicitation, seek directly or indirectly, 
either on its own or another's behalf, the power to act as proxy for a security 
holder and does not furnish or otherwise request, or act on behalf of a person 
who furnishes or requests, a form of revocation, abstention, consent or 
authorization. Provided, however, That the exemption set forth in this 
paragraph shall not apply to:

(i) The registrant or an affiliate or associate of the registrant (other than an 
officer or director or any person serving in a similar capacity); (후략)(강조 및 
밑줄은 필자)

67) Levy, 2018, para. 12-10.

68) ibid., para. 12-11.

69) 17 C.F.R. § 240.14a-2(b)(1)(ix) Any person who, because of a substantial 
interest in the subject matter of the solicitation, is likely to receive a benefit 
from a successful solicitation that would not be shared pro rata by all other 
holders of the same class of securities, other than a benefit arising from the 
person's employment with the registrant; and (x) Any person acting on behalf 
of any of the foregoing. (강조 및 밑줄은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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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발행회사, 발행회사의 자회사

(ii) 발행회사의 이사 등 권유행위를 했을 때 발행회사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자금보

조를 받을 수 있는 자 등 

(iv) 이사후보로 지명된 자 (nominee)

(v) 이사회가 제안하거나 승인한 합병, 자산매각 등 비일상적 거래에 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자로서 자신이 거래의 당사자로 되는 대체거래를 제안하거나 제안할 

의도가 있는 자

(vi) Schedule 13D의 대량보유보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자가 아직 Schedule 

13D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Item 4에서의 경영권 거래(control 

transaction)이나 이사 선임절차에 관여할 목적이 있다는 점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vii) 권유행위 규제를 받는 자로부터 보수를 받는 자 

② 영향 

이 규정으로 인하여 기관투자자의 영향력이 비약적으로 증대했다고 평가

된다.70) 또 위임장 획득은 하지 않더라도 다른 주주들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널리 알리는데 이 조항을 활용할 수 있다. 미국에서 일부 주주행동가들이 이

사 선임 의안이나 합병 의안에 대해서 반대를 촉구하는 캠페인(vote no 

campaign)을 벌이는 것이 그 예라고 한다.71)

3) 사전 권유 (Rule 14a-12) 

① 의의

1999년 개정을 통해 사전 권유 규정이 도입되었다.72) 사전 권유는 예비

위임장설명서 및 위임장설명서가 주주에게 제공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으

로 구두 혹은 서면으로 모두 가능하다.

서면으로 할 경우에는 위임장권유에 참여하는 자(participant)의 신원, 주

식보유 상태 및 직·간접적 이해관계 등의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하며73) 향후

70) Steven A. Rosenblum, The Shareholder Communications Proxy Rules and 
Their Practical Effect on Shareholder Activism and Proxy Contests, in a 
PRACTICAL GUIDE TO SEC PROXY AND COMPENSATION RULES, 5th ed, 2011, 
10-6

71) Briggs, 2007, 688면.

72) 17 CFR 240.14a-12 - Solicitation before furnishing a proxy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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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설명서가 SEC 웹사이트에 게재되면 여기에는 중요한 정보가 들어

있으니 읽을 것이 권장되며 이는 무료로 접근가능하다는 점을 고지해야 한

다.74) 그리고 사전 권유 서면은 주주에게 교부되거나 간행되기 전에 SEC에

제출되어야 한다.75)

구두로 이루어질 경우 위임장 설명서 송달 기타 별도의 서류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76) 따라서 위임장 권유를 시도하는 자로서는 서면에 의한 커뮤

니케이션보다는 구두에 의한 것을 선호하게 된다. 그러나 SEC 해석에 따르

면 전자 커뮤니케이션 자료나 프레젠테이션 자료 등은 서면으로 취급된다

는 점77)에 유의해야 한다.

② 영향 

이러한 개정에 따라, 위임장(proxy card)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면, 위임

장 설명서가 주주에게 제공되기 전에는 주주에 대한 권유 및 정보교환이

거의 제한없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평가된다.78) 특히 구두의 커뮤니케이션은

전적으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었으며 SEC에 어떠한 신고도 할 필요

가 없게 되었다.79) 앞서 2)에서는 위임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

제에 대해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 가령 회사 등은 위임장 규제 적용을

피할 수 없었는데, 1999년 개정으로 회사 역시 규제 적용 없이 익년도 주주

총회에서 다루어질 사안들에 대해 기관투자자 기타 여러 주주들과의 대화

를 시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80) 또한 적극적 주주로서는 사전권유를 통해

다른 주주의 의사를 타진한 후, 실제로 권유행위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피권

73) 17 C.F.R. § 240.14a-12(a)(1)(i).

74) 17 C.F.R. § 240.14a-12(a)(1)(ii).

75) 17 C.F.R. § 240.14a-12(b).

76) Choi & Pritchard, 2012, 661면.

77) ibid., 2012, 661면.

78) Briggs, 2007, 689면.

79) Coffee & Palia, 2015, 25면.  구두 커뮤니케이션의 예로는 Andrew R. Sorkin & Ken 
Belson, A Campaign to Derail Verizon-MCI Deal, N.Y. TIMES, June 15, 2005 참
고. [http://query.nytimes.com/gst/fullpage.html?res=9904E0DE163BF936A25755C

   0A9639C8B63] ( 최종방문일 : 2018. 3. 8.) 2005년 헤지펀드 Deephaven Capital 
Management가 Verizon이 MCI를 인수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하였다. 사전 권유
로서 SEC에 대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설명으로는 Briggs, 2007, 697면. 주104.

80) Katten LLP, 2010, 2면. 가령 사전권유규정을 통해, 발행회사가 기업결합거래 등을 공
표한 후, 그리고 위임장 설명서를 SEC에 등록 및 주주에게 교부하기 전에, 해당 거래에 
대해서 대주주와의 대화 토론 기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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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에 대해 위임장설명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 주주는 이

규정을 이용하여 비용을 들이지 않은 채 권유를 개시하고 발행회사에 압력

을 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설명된다.81)

4) 전자주주포럼에서의 의사 교환 (Rule 14a-2와 Rule 14a-7)

2007년 주주행동가 Eric Jackson은 인터넷 블로그를 이용하여 유튜브

동영상 등 정보를 공유하는 등 캠페인을 벌인 결과 100명의 주주를 규합하

고 야후 社에 대해 6천만달러에 상응하는 지분을 확보하여 캠페인을 벌인

결과, 10명의 이사 중 7명에 대해 연임 반대 투표를 이끌어냈다. 이는 온라

인을 통한 정보교환의 파급효과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82)

2008년 개정은 전자주주포럼에서의 의견 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회사는 전자주주포럼의 운영을 통해 주주들의 의사를 경영에 반영하

거나, 회사 측 의사를 주주에게 전달하는 것의 가능해진다고 설명하기도 한

다.83) 물론 전자주주포럼은 온라인 채널을 추가로 확보한 것일 뿐 ‘권유’의

범위 자체를 확대한 것은 아니라는 점84), 과연 얼마만큼 활발하게 운영될지

는 미지수라는 점85)에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회사 등을 통

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익명의 주주들과 회사 간의 직접적인 의사 교환

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86)

개정 Rule 14a-2에 따르면 전자주주포럼(electronic shareholder forum)

에서 이루어지는 의사표명(solicitation)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권

유에 해당하지 않고 위임장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사기방지조항만 적용된

다.87)

81) Regulation of Takeovers and Security Holder Communications, Securities Act 
Release No. 7760, 64 Fed. Reg. 61,408.

82) Jaclyn Jaeger, The Rise of Online Shareholder Activism, Compliance Week, 
2008년 3월 11일자 기사. 
[https://www.complianceweek.com/news/news-article/the-rise-of-online-shareho
lder-activism#.WqJHQWrFLIU] (최종방문일 : 2018. 3. 8.)

83) Alston & Bird LLP, 2008, 3-4면.

84) SEC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존 위임장 규제를 ‘대체(substitute)’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
(additional)’하는 것이라고 한다. 

85) Alston & Bird LLP, 2008, 3면 및 Jaclyn Jaeger, The Rise of Online Shareholder 
Activism, Compliance Week, 2008년 3월 11일자 기사. 
[https://www.complianceweek.com/news/news-article/the-rise-of-online-shareho
lder-activism#.WqJHQWrFLIU] (최종방문일 : 2018. 3. 8.)

86) Katten LLP, 20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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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권 대리행사할 권한을 직 간접적으로 구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2. 회사가 발표한 익년도 주주총회 개최일로부터 60일보다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

야 한다. 만약 회사가 주주총회 개최를 발표한 시점으로부터 주주총회 개최일

까지 60일이 채 안 되는 경우에는 해당 발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루어진 것

이어야 한다. 

또한 Rule 14a-7을 신설하여 ‘주주포럼을 운영하는 자는 다른 이가 주주

포럼에서 제시한 정보나 의견진술(statement)에 대해 연방증권법상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주주포럼 운영에 있어서의 법적 부담을 감

소시켰다. 회사가 주주포럼을 통해 주주와의 의사교환을 꾀할 경우, 공정공

시규제(Regulation F-D) 등에만 주의하면 된다.

3. 주주의 경영 관여에 미치는 영향

우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행위(proxy regulation)'의 의미를 협의의 위

임장 권유뿐만 아니라 주주간 의견 교환 등으로 파악함으로써 그 중요내용

의 누락, 허위나 부실기재를 규제하는 한편, 다양한 의견 제시에 대해서도

실제 위임장 권유로 나아갔다면 사후 서류제출의무를 부담시키고 제출된

서류를 공중(公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적 소송에서의 증거 수

집을 용이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위임장 규제가 면제되는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 일련의 개정 작업

을 통해 적극적 주주가 활용하는 다양한 전략들, 가령, 자신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해 공표하는 것, 중립적인 기관투자자 등이 경영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 적극적인 주주가 경영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공표하면서 다른

주주의 의견을 타진하는 것 등에 대해 위임장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또한 협의의 위임장 권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SEC가

위임장 및 참고서류 등을 사전심사하게 함으로써, 그 외의 경우 주주가 의

사표명 및 의견 교환을 함에 있어 감독당국의 사전심사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게 되었다.

87) 17 C.F.R. § 240.14a-2 (b)(6). 자세한 것은 Electronic Shareholder Forums, SEC 
Release No. 34-57172, [http://www.sec.gov/rules/final/2008/34-57172.pdf] (Jan. 
18, 200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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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미국 증권거래법상 위임장 규칙의 개정은 미국의 주주행동주의

가 활발하게 된 주요한 원인으로 평가된다.88)

IV.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

1. ‘권유’의 정의(定議) 규정의 개선

이상의 논의를 참조하면 ‘권유’를 정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

는 구 증권거래법에서처럼 협의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즉 ‘위임장을 권

유하는 행위’만을 의미하게 하는 방법이다.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이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우리 자본시장법이나 미국은 그 외연을 넓게 파악하는

포괄적 정의방식을 택하여, 협의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뿐 아니라 다른

주주가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를 권유하는 행위 - 즉 주주가 자신

의 의견을 표명하고 다른 주주를 설득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규제한다.

현행법이 택하고 있는 후자의 방법은 규제의 외연을 확장함으로써, 그

내용의 허위·부실기재 등에 대해 규제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권유 규제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의 왜곡을 막는 것은 목적

으로 한다면, 위임장을 권유하는 행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규제 대상에 포함

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가령, 위임장 철회를 요청하는 행위는

주주총회의 의사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이나 구 증권거래법 하에서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미국이나 현

자본시장법 하에서는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후자의 포괄적 정의방

식이 보다 타당한 방식으로 생각되고, 법문 표제 역시 이를 반영하여 ‘의결

권 대리행사 권유’가 아닌 ‘의결권 행사 권유’로 수정하여 확장된 규제 범위

에 맞출 필요가 있다.

다만 포괄적 정의방식은 협의의 위임장 권유 뿐 아니라 경영에 관한 의

견 제시 행위까지도 권유행위로 보기 때문에,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회사 경영에 관한 의견 및 정보 교류가 지나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다음의 조치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의견 제시 행위 중에

서도 주주총회에서의 의사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규제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견 제시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 수준을 조

88) Briggs, 2007, 686-6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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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것이다. 그 밖에도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권유 규제의 예외 범위

를 확장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2. 규제의 개선

(1) ‘권유’의 범위 축소 : 특히 의견 제시의 경우

현행법도 의견 제시 행위 중에서 ‘의결권 확보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

하여 규제 대상으로 함으로써, 권유 규제가 무한히 확대되는 것을 지양하고

있다. 그러나 전술하였듯, 이러한 규정 방식은 규제 범위를 한정하는 기능

을 수행하지 못 한다. 주주가 자신의 의견을 경영진이 수용하도록 압박할

때는 주주총회에서의 표대결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의결권 확보 목적’을 넓게 해석한다면 사실상 경영 관여 과정에서

의 대부분의 의사 표명이 규제 범위 내로 들어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한다면, ‘의결권 확보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고려하기 보다는, ‘의결권 및 위임장의 확보, 보류 혹은 철회를 야기

할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상황’으로 법문을 수정하여 행위자

의 내심의 의사 외에 객관적인 요소, 가령 의견 제시의 상대방, 주주총회와

의 근접성, 내용이 전파된 상황 등을 고려할 여지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2) 유형에 따른 차등 규제

현행법과 같이 협의의 위임장 권유 행위뿐 아니라 의견 제시 행위도 규

제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행위 유형에 따라 규제 수준을 달리 할 필요가 있

다. 가령 협의의 위임장 권유 행위가 아닌 경우, 즉 의견 제시 행위를 규제

함에 있어 표현의 자유를 보다 보장하는 것을 규제 목적으로 삼는 것을 생

각해 볼 수 있다.

즉, 권유 행위를 (i) 협의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즉 위임장 권유 행위

와 (ii) 의결권 행사 권유 행위, 즉 주주총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견 제

시 행위로 나누어, 전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규제를 유지하고 후자에 대해서

는 허위·부실내용의 전파만을 규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자는

위임장을 철회하지 않는 한 피권유자의 의결권 행사가 권유자의 의사에 종



- 108 -

속되지만, 후자는 피권유자에게 의결권 행사에 대한 재량이 남아 있다는 차

이가 있어, 규제 필요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법은 허위표시 등을 규제하는 방법으로,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그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다면 시정을 명하고 불응시 형사

적·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후자의 행위, ‘의결권

행사 권유’의 경우, 피권유자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한이 남아 있는 상황에

서, 단순히 권유내용에 허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을 남

겨두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후자의 ‘의결권

행사 권유’에 대해서는 권유행위에 허위표시가 있더라도 이를 제재하는 주

된 방식은 민사에 의하도록 하고, 허위사실 등을 다투기 위한 방법을 보강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사용했던 자료를 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되, 허위사실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손해배상소송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참

고할 수 있을 것이다.

(3) 규제의 예외 확장

현행법상 권유 규제의 예외는 미국의 1992년 개정 이전의 것을 채택하

고 있어 지나치게 협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

여 규제의 예외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다만, 예외를 확장함에 있어,

그것이 협의의 위임장 규제만 적용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허위표시나 부

실표시 금지 규제까지 적용하지 않는 것인지를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미국에서와 같이 다른 주주들에게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할지

촉구하는 내용 없이 자기 자신이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및 그 이

유를 공표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여기에도 ‘위임장 규제’를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한 자신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한 것만을 언급하는 것이

기 때문에 허위의 사실이 주주총회에서의 의사결정을 호도할 가능성은 적

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허위·부실표시 금지 규제 역시 그 적용을 배제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중립적인 지위의 기관투자자가 경영정책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는

것과 같이 의제 및 의안과 실질적 이해관계가 없는 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은 중요한 것이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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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여기에도 위임장 설명서 및 참고서류의 사전 심사를 강제하는 ‘위

임장 규제’가 적용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주주총회에서 의제 및 의안으로 다룰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의견제시에 대해서는 제반 제도와의 관련성 하에 결

정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지분적 이익에 비해 많은 이익을 수령하게

되는 주주나, 고용으로 인하여 받는 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을 받게 될 것으

로 보이는 자를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보아, 이들의 의견 제시에 대

해서는 규제를 완화하지 않았다가, 1999년 사전 권유가 도입되어 현재로서

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생각건대, 아직 주주간의 의사교환에 대해 허

위나 부실기재에 대한 구제수단이 확충되기 전까지는 규제의 정도를 완화

하기는 다소 시기상조일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SNS 등을 통한 의견교환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전자적 주주포럼 기타 주주간 의견 교환이 가능한 웹사이트 등을 운영

하는 자는 다른 이가 웹사이트 등에 제시한 정보나 의견진술(statement)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의견 교환

의 장(場)을 운영하는 자의 법적 부담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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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節 대량보유보고 규제에 대한 고찰

I. 대량보유보고 규제

1. 문제상황

의결권 대리행사 규제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등으로 주주 간 의사교환

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만약 적극적 주주와의 의사교환이 공

동보유로 해석되어 그 공동보유자의 지분비율이 5%를 넘어가게 된다면 대

량보유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주식집중에 관한 정보가 시장에 알려지면

경영진은 방어 행위에 돌입할 수 있고 적극적 주주로서는 지분을 추가적으

로 확보하는데 드는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비용 문제는 손익

계산에 민감한 주주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따라서 대량보유보고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적극적 주주가 추가

적으로 지분을 매입하거나 다른 동조 주주를 구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다수의 논문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으로 기관투자자의 경

영 관여 사례가 증가할 경우 대량보유보고 제도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89)

2. 규제의 의의 및 취지

　대량보유보고 제도(美: Schedule 13D ; 英: DTR Ch.5, Disclosure of

Major Shareholdings)는 일정 지분 비율 이상 보유하게 되었을 때 금융당

국에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우리 교과서는 주

주의 지분 보유 상황을 시장과 경영진에 알림으로써, 회사 경영진에 대해서

는 경영권 방어를 준비할 수 있게 하고, 시장의 다른 경쟁자들이 지분확보

경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며, 이로 인한 주가 상승 가능성을 시장 참여자

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한다.90)

영미에서는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보다는 자본시장에의 정보제공에 초점

을 맞춘 제도라는 점이 일반적인 설명으로 보인다.91) 가령 미국의 경우, 대

89) 가령 안수현, 2016, 69-70면 ; 심영, 2016, 29-30면 ; 김주영, 2018, 183-194면. 이러
한 우려로 인해 금융위원회가 2017년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법령해석집」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90) 자세한 설명은 김건식·정순섭, 2013, 3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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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보유보고제도 도입 당시 미국 SEC나 사법부에서는 경영권 다툼에 중립

적인 입장을 취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92) 또한 영국에서도 과거 회사법에

있던 규정이 증권법(FSMA)으로 이동한 것을 근거로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93) 그리고 이러한 ‘공정한 경쟁’에 대한 강조는 구체적인 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다소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영국에서는 대량보유보고제도 외에도 기업인수코드가 주식의 집중적 보

유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기업인수코드 역시 주식집중에 대한 정보를 시장

에 알리는 기능을 하고 결과적으로 주주간의 연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

다는 점은 대량보유보고제도와 동일하다. 특히 영국의 기업인수코드는 주주

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3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 의무공개매수를

하도록 함으로써, 다수의 주주를 결집하고자 하는 주주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주주의 경영 관여와 관련하여 기업인수코드

개선에 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II. 우리 법의 해석

1. 개관

우리나라의 경우 (i) 공동보유자나 특수관계인의 보유지분을 포함하여 (ii)

발행회사 주식, 의결권 내지 관련된 사채 등을 5%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iii) 보유하게 된 시점으로부터 5일 내에 (iv)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보유주

식 등에 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보고해야 한다. 2005년에는 당시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적 수단이 불충분하다는 고려 하에 보유목적이 경

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경우인지 여부에 따라 보고내용 등 다소 달리 규

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94)

우리나라 대량보유보고 제도는, 감독당국이 ‘공동보유’ 및 ‘경영참가목적’

을 폭넓게 인정한다는 점 및 현행법상 제재수단이 과도한 점으로 인해 주

91) 부수적으로 내부자거래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는 설명으로는 Davies, 2008, 922-923
면 및 Gullifer & Payne, 2015, para. 11.3.2.3.

92)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성뿐만 아니라, “기존 경영진과 이에 도전하는 자 사이에 불편부당
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미국 대법원 판결로는 Edgar v. 
MITE Corp., 457 U.S. 624, 633 (1982).

93) Gullifer & Payne, 2011, 487면.

94)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 서울행정법원 2008. 9. 5. 선고 
2008구합23276판결 참고.



- 112 -

주의 경영 관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된다.95)

2. 법 규정 및 해석

(1) 공동보유 해석의 문제

우선 ‘공동보유’에 대해 자본시장법은 주식을 공동으로 취득한 행위 외

에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다.96) 구두 합의로도

충분하며 정황증거에 의한 입증도 가능하다97)고 설명되며 판례도 당사자들

의 관계, 주식의 취득동기, 경로, 자금, 반대급부 등을 정황증거로서 인정한

바 있다.98) 1997년 증권관리위원회는 신성무역 경영권분쟁사건에서 공동보

유관계를 인정하면서, 지분 매입에 있어서 일부 자금의 연계가 있었고 동일

한 증권회사 창구를 통해 매매가 이루어지고, 유사한 시기에 매입이 이루어

졌다는 점, 평소 친분이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였는데, 공동보유를 상

당히 넓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99) 이렇듯, 공동보유자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사실관계상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100)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주주간 의견 교환 등이 공동보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2017년 법령해석집을 발표하여 기관

투자자 각자의 판단에 따른 행위는 공동보유가 아님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기관투자자가 직접 대화를 나누는 경우 여전히 그 의견 교환이 공동보유에

해당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101) 2017년 법령해석집은 투자자포럼102) 기타

기관투자자간 협의 과정에서의 의견 교환만으로는 공동보유가 아니라고 하

지만, 합의나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는 직·간접적 대화나 발언 등이 있다면

공동보유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103) 또 포럼 개최 목적이 의결권 공

95) 김주영, 2018, 187-189면.

96) 자본시장법 제133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41조 제2항.

97) 서울지방법원 2003. 10. 20. 자 2003카합3224결정.

98) 대전지방법원 2005. 3. 25 자 2005카합127 결정.  

99) 김건식·정순섭, 2013, 308면 ; 이준섭, 2014, 116면.

100) 김용호, 2007, 53면.

101) 同旨 : 김주영, 2018, 188면.

102)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 7 안내지침. 공동의 이해관계를 추구하기 위한 포럼 등을 설립
하여 성공적인 주주활동 사례 등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나누고 학습함으로써 주주활동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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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사 등에 관련되거나 내용이 비공개되는 등 포럼이 폐쇄성을 가지는 경

우, 의결권 공동행사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포럼에

참석한 것으로도 공동보유로 볼 수 있다고 한다,104)

(2) 경영참가목적 해석의 문제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인지 여부에 따라 보고 범위를 비롯하여 규제

의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로서는 가급적 단순투자목적의 약식

보고를 선호하게 된다.105) 가령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이 인정되면 보고

한 날로부터 5일간 의결권이 제한되고106) 주식의 추가취득이 금지되는 냉

각기간을 갖게 되며107) 취득자금의 조성내역 등을 추가적으로 보고하는 정

식보고의무가 부과된다.108) 그러나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이 아닌 경우,

즉 단순투자목적인 경우 보고시기도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까지로 완화되

고, 냉각기간의 적용도 없으며 약식보고를 하는 것으로 족하다.109)

문제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광범위하며 정식보고가 요

구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또한 언제 단순투자목적에서 경영참가목적으

로 변동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현행 법령은 (i)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을 위해 (ii) ‘회사나

그 임원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주주제안’, ‘주주총회소집청구

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 경영참가목적의 정식보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110)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다만,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03) 금융위원회, 2017, 59면.

104) ibid., 61-62면.

105) 김주영, 2018, 184면.

106)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5조. 

107) 자본시장법 제150조 제2항.

108)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0조. 

109)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54조 제3항.  

110) 자본시장법 제1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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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

수ㆍ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시행령이 열거하고 있는 사항을 살핀다. 배당 관련 요구를 하는 것부터,

회사 경영을 견제하기 위해 사외이사 선임을 요구하는 것, 집중투표나 이사

의 손해배상책임 한도 관련 정관 규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모두 ‘경영

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사항’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경영참가목적이 인

정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비판이 제기된다.111)

한편 ‘사실상 영향력 행사’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2017년 발표한 법령해

석집은, (i) 향후 주주제안이나 임시총회 소집 청구 등의 권한행사로 이어지

는 前단계에서 이뤄졌거나 (ii) 회사나 임원과의 협의과정에서 이견이 발생

한 사안에 관해 회사측을 압박하기 위해 또는 (iii) 회사나 임원의 의사결정

을 구속할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기관투자자112)가 회사를 압박하기 위해

이뤄진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영향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설

명하고 있다.

법원 역시 상당히 유연하게 해석하여, “‘경영참가목적’은 그 목적이 확정

적인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고, 적어도 향후 거래실정에 따라 경영

참가목적의 행위를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단순투자목적과 대등한 정도의

경영참가목적을 가지고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도 포함된다"113)고 판시

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식의 보유목적은 주관적 내심의 의사에

불과하고 투자기간 중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항변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러한 해석론에 따르면, 향후 거래실정에 따라

111) 김주영, 2018, 186면.

112) 금융위는 30%의 지분을 확보했을 때 회사나 임원의 의사결정을 구속할 정도의 영향력
이 있는 기관투자자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2017, 27-30면
은 기업집단의 ‘지배권’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특수관계인에 관한 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를 
참고조문으로 제시하고 있다. 

113) 서울행정법원 2008. 9. 5. 선고 2008구합2327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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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이나 주주제안권을 활용하여 압박 정도를 강화할 수도

있다는 내심의 의사만을 가지고 경영참가목적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주주의 경영 관여는 주주총회에서의 표 대결이나 대표소송을 제

기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최후 수단으로 하여, 언론 등을 통한 입장 표명,

다른 주주의 의사 타진, 경영진과의 의견 교환, 사적 협상 등의 수단을 활

용하는 병행전략을 취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주주제안 등의 ‘전(前)

단계’라는 표현을 문언그대로 해석한다면, 이후 위임장 대결도 불사하는 등

적극적 주주가 그 요구를 관철할 의사가 확고한 이상, 경영진과의 면담행위

만으로도 (i)이나 (ii)의 요건은 상시적으로 충족될 가능성이 있게 된다. 또

한 기관투자자간의 공동보유가 위에서와 같이 폭넓게 인정될 가능성을 고

려한다면, 다수의 기관투자자가 동시적으로 동일한 요구를 하는 것 역시

(iii)에 따라 사실상 영향력 행사로 읽혀질 가능성이 있다.

(3) 제재수단의 문제

우리 자본시장법은 보고누락이나 허위보고 등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서

의결권 제한이나 처분명령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사용하고 있는데114) 이에

대해 제재수단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가해지기도 한다.115)

이러한 강력한 제재수단은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쓰이던 구 증

권거래법 제200조의 대량주식취득금지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과정에

서 의결권 제한과 처분명령 등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을 대량보유보

고제도에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된다.116)

이렇듯 현행 대량보유보고 제도는 시장에 대한 정보 공급이나 공정한

경쟁의 촉진이라는 입법 목적에 비해 의결권 행사금지나 처분명령이라는

제재수단은 대주주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적당하지 않

은 측면이 있다. 그리고 현 경영진이 적대적인 주주에 대해 효과적인 경영

권 방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경영 관여를 하고자 하는 주주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114) 자본시장법 제150조.

115) 이철송, 2011, 194-198면. 

116) 증권거래법 [시행 1997.4.1.] [법률 제5254호, 1997.1.13., 일부개정] 제200조의3 및 이
철송, 2011, 186-1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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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주의 경영 관여에 미치는 영향

이처럼 ‘공동보유’ 인정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 그리고 ‘경영 관여 목적’

이 인정되는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점, 경영 관여에 언론을 통한 의사표명

이나 경영진과의 사적 협상 등 사실상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 과연 언제부

터 ‘경영 관여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지 불분명하다는 점 때문에, 적극적

주주로서는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의 리스크를 항시적으로 안고 있게 된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의결권 제한 등 강력한 제재수단과 결합하여 주주의 집

단적 경영 관여를 위축시키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된다. 이에 대해 주주로서

는 애초에 경영참가목적의 대량보유라고 보고함으로써 목적변동보고를 할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으나,117) 이는 공시비용을 일률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본질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하여 제도 운영의 불확실성을 소거할 목적

에서 발간된 금융위 법령해석집은, 경영참가목적에 대해, 기관투자자간 협

의에 '참가'하는 것만으로 '사실상 영향력 행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협

의에서 하나 이상의 기관투자자에게 대표로서 주주제안이나 임시총회 소집

청구를 추진하게 하는 등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의도한 구체적 사정

이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협의에 ‘참가’한 것 역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118) 이로써 사

적 협상 기타 사실상 수단도 ‘사실상 영향력의 행사'로 인한 경영참여목적

이 인정될 수 있다는 위험부담이, 기관투자자 연대행위에 참여하는 자에게

도 확산될 수 있게 되고, 결국 주주들이 기관투자자간의 협의에 ‘참가’하는

것 자체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하에서는 ‘공동보유’의 해석, 제재수단, 보유목적 순으로, 영미에서 경

영에 관여하고자 하는 주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도를 어떻게 운영

하였는지를 살핀다. 영국의 경우 기업인수코드 역시 주주의 경영 관여에 미

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인수코드의 해석에 대해서도 함

117) 유석호, 2005, 95면은 보유목적을 공시하도록 한 2004년 개정법 이후, 해석상의 위험
을 고려하여 향후 단순한 의결권 행사 또는 경영관련행위를 하게 될 상황을 예정하고 보
고 당시 경영참가목적으로 보유목적을 공시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하면서, 
2005년 6월 ABN Amro London은 기존에 5% 보고를 했던 24개 회사에 대한 보유목적
을 일시에 경영참가목적으로 변경한 예를 들고 있다; 김우찬·이지수, 2014, 10면 역시 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국민연금에 대해 보유목적을 처음부터 '경영참여'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118) 금융위, 2017, 46-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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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살피도록 하겠다.

III. 대량보유보고제도 상의 ‘공동보유’와 위반시 제재

1. 미국

(1) 개관

미국의 경우 단독 혹은 공동(acting in concert)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의

5% 이상의 지분을 획득한 경우 10일 이내에 SEC에 보고를 해야 한다.119)

미국의 대량보유보고 유예기간은 10일로, 한국이나 일본이 5일, 영국이나

독일 등 유럽계 국가가 5일 미만인 것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긴 편이다.

보통 5% 초과 보유를 신고하고 나면, 주가가 오르곤 하는데, 신고시기가

늦춰지는 만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태가 10일간 지속됨으로써 우호세력을 모으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게 된다.120)

(2) 공동 보유의 해석

1) 법 규정 및 해석

미국 증권거래법상의 ‘공동보유’는 “발행인의 지분증권을 취득, 보유 또

는 처분할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자가 조합, 유한책임조합, 신디케이트 또는

기타의 그룹으로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라고 규정한다.121) 그리고 SEC 규

칙은 ‘지분증권의 취득, 보유, 처분이나 의결권 행사의 목적을 가지고 공동

으로 행위할 것을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22)

119) 1934년 증권거래법 13(d) 및 SEC 규칙 13d-(5). (15 U.S.C. § 78m(d) 및 17 C.F.R. 
§ 240.13d-5)

120) 한편 10일간의 보고유예기간을 단축시키고자 하는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는데, 특
히 최근 Dodd-Frank Act가 10일간의 유예기간을 단축시킬지에 관한 결정권한을 SEC에 
부여하면서 논의가 다시 촉반되었다. 실제로 2016년 및 2017년 Baldwin 상원의원 등이 
제안한 Brokaw Act는 현재 10일로 되어 있는 신고유예기간을 2일로 단축시키는 등 
Form 13D를 일부 수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121) 15 U.S.C. § 78m(d)(3). 

122) 17 C.F.R. § 240.13d-5(b)(1) "When two or more persons agree to act together 
for the purpose of acquiring, holding, voting or disposing of equity securities 
of an issuer, the group formed thereby shall be deemed to have ac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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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SEC 실무해석에 따르면, 단순히 주주간 위임장 권유, 주주간 커

뮤니케이션에 응하는 것(passive recipient of soliciting activities)만으로는 '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철회가능한 위임장을 부여하는 경우

에도 마찬가지이다.123)

또한 판례는 공통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에게 ‘구속’(combined)되

었는지를 중요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124) 가령, 주주들 간에 대상회사에

대해 간헐적인 의사교환이 있었다든가, 주식의 취득, 보유, 처분, 의결권 행

사 등의 행위가 일정 기간에 동시에 행해진 것, 즉 동시적으로 취득한 사정

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설시한다.125) 특히 전문적인 투자 능력

을 가진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판단한 사례, 가령 Hallwood Realty

판례(2002)나 CSX 판례(2011)를 보면 이러한 공동보유자를 인정하는데 있

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126)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SEC 실무해석127)을 통해 보다 명확해졌다. 즉, '

공동보유자' 요건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계약이 이루어

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계약으로 인하여 타방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지시하거나 혹은 철회할 수 없는 위임장을 취득했는지 등의 사정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계약이 아닌 양해나 합의 등에 대해

서도 마찬가지이다.128)

beneficial ownership, for purposes of sections 13(d) and (g) of the Act (후략)" 
(강조 및 밑줄은 필자) 

123) Exchange Act Release No. 39538. (Jan. 12, 1998), 22-23면.

124) “but rather they need only have combined to further a common objective
regarding one of the just-recited activities.“ (밑줄은 필자) 이 때 서로를 구속하는 
이해나 합의가 존재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Wellman v. Dickinsons, 682 F.2d 355,363 ; Morales v. 
Freund, 163 F.3d 763, 767 n.5 (2d Cir.1999) 참조. ; 한편 독일에서도 공동보유자에 
대해서 '인식 있는 실제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으로는 최문희, 2016, 233-236
면. 동일한 의결권 자문회사가 복수의 기관투자자에게 자문서비스를 하고 그 결과 의결권 
행사방향이 같았다고 하더라도, 주주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권고를 구한 것이라면 인식있
는 협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125) Mevc Draper v. Mellennium Part 632면.

126) Briggs, 2007, 691면.

127) SEC Division of Corporation Finance, Exchange Act Sections 13(d) and 13(g) 
and Regulation 13D-G Beneficial Ownership Reporting, 
[https://www.sec.gov/divisions/corpfin/guidance/reg13d-interp.htm] (최종방문일 : 
2018. 1. 12.) (이하 SEC, 2016) 이는 SEC의 C&DIs(Compliance and Disclosure 
Interpretations)가 대량보유보고제도 관련한 일련의 질의응답을 모아둔 것으로, 가장 최
근 업데이트된 것은 2016년 7월 14일이지만, 각 질문별로 질의응답이 이루어진 날짜가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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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판례

①　Hallwood Realty 판례(2002)129)

Hallwood Realty 판례(2002)에서는 대상회사의 가치를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지 논의를 한 것만으로는 공동보유의 목적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

다. 기관투자자들이 주식이 과소평가되어 있다는 공통된 이해에 기초하여,

각자 독립적으로 주식을 취득할지 여부를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Hallwood Realty 판지를 따른 다른 판례에서는, 투자자들이 이메일을 수없

이 주고받고, 나아가 연합하여 이사후보자 명단을 제안한 것만으로는 공동

보유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130)

Hallwood Realty 판례가 이전의 공동보유 인정사례들131)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피고인 투자자들이 전문투자자(sophistication)들이어서, 각자의 판

단에 따르더라도 당해 주식을 매입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132) 즉, 전문투자

자들이 각자의 판단 하에 동일한 투자 전략에 이르렀다면, 설사 그들끼리

투자전략을 활발하게 논의했었다고 하더라도 공동보유자 요건은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128) SEC, 2016, Question 105.06. 

129) Hallwood Realty Partners L.P. v. Gotham Partners, L.P., 286 F.3d 613 (2d Cir. 
2002). 이하 Hallwood Realty 판례(2002).

130) meVC Draper Fisher Juveston Fund I, Inc. v. Millenium Partners, L.P., 260 F. 
Supp. 2d 616, 631-633 (S.D.N.Y. 2003). ; Coffee & Palia, 2015, 39면 재인용.

131) 가령 GAF Corp 사건(GAF Corp v. Milstein, 453 F.2d 709, 712 (2d Cir. 1971))에
서는, 가족이 함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기업 구조의 안정성에 대한 위협
이 될 수 있다(threaten the stability of the corporate structure)는 이유로 공동보유
자임을 인정했으며, Wellman 사건(Wellman v. Dickinson, 682 F.2d 355 (2d Cir. 
1982))에서는 해임된 전임 CEO가 다수의 우호세력과 함께 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사안에 
대해서 “주식을 처분하는데 있어 공동으로 행동할 것에 대한 이해에 도달했다(reached 
an understanding to act in concert in disposing of their shares)”고 하여 공동보
유자임을 인정하였다.

132) Hallwood Realty 판례(2002), 616-618면. 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Hallwood Realty에 
투자한 기관투자자들이 대상회사인 Hallwood의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정밀실사 등을 거친 독립적인 판단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자들(made an 
independent decision to purchase units, based on due diligence and a common 
understanding among knowledgeable investors that Hallwood units were 
undervalued.)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밑줄 및 강조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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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CSX 판례(2011)133)

한편 대형철도회사 CSX 社의 주식을 매집하던 두개의 헤지펀드 TCI

펀드와 3G 펀드에 대해서 공동보유가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1심과 2심의 판

결이 갈렸다.

1심134)에서는 피고 펀드들은 이전부터 투자에 관련하여 관계가 있었던

점, 원고 CSX社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던 점, 두 펀드가 회담을 가

진 직후에 원고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거래 패턴이 보였던 점, 그리고 이후

위임장 경쟁의 준비를 했던 점 등을 공동행위의 소산이라고 하여 공동보유

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2심135)에서는, 이러한 상황증거만으로는 그룹의 형성

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단순한 공동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주식을 취득’할 목적으로 그룹을 형성하였는지

를 판단하여야 한다136)고 판시하고 있다.

③ 판결에 대한 평가

CSX 판례는 2심에서, Hallwood 판례에서처럼 전문적인 투자자는 주식

취득 여부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점을 전제하는 태도를 보

인다. 전문투자자들의 경우, 단순히 주식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였거나 주식

취득시기가 겹친다는 것만으로는 ‘공동보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때 정

보교환이 주식취득을 지시하는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하는데 고려되는

요소는, 해당 주식매수자가 얼마만큼의 전문성을 가졌는지 여부이다. 정보

의 옥석을 가릴 능력을 갖춘 전문투자자일수록, 단순한 정보의 교류나 회사

상황에 대한 공감대 형성만으로는 ‘공동보유’의 의미까지 나아가지 않을 가

133) 1심은 CSX Corp. v. Children's Inv. Fund Management (UK) LLP [CSX Corp. I], 
562 F.Supp.2d 511. 2심은 CSX Corp. v. Children's Investment Fund Management 
(UK) LLP, 654 F.3d 276 (2nd Cir.2011). 

134) CSX Corp. v. Children's Inv. Fund Management (UK) LLP [CSX Corp. I], 562 
F.Supp.2d 511, 555면.

135) CSX Corp. v. Children's Investment Fund Management (UK) LLP, 654 F.3d 
276 (2nd Cir.2011). 284면.

136) 원문은 “whether the Defendants formed a group for the purpose of 
‘acquiring, holding, voting or disposing,‘“, 강조를 위한 인용표시는 판례 원문에 따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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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3) 제재수단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에 대해서 증권거래법상의 사기방지조항

(anti-fraud provision)137)이 적용되고, 위반행위에 대한 사적 소송(private

civil action)138)도 가능하고 실제 법원에서 이루어진 적도 있다.139) 그 외에

도 과징금(civil penalty)나 이익환수명령 등 SEC 제재나 형사처벌이 가능

하다.140)

2015년 SEC 결정례에서는 보유목적이 변경되는 등으로 인하여 변동보

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지체하였음을 이유로 정정보고를 명하는 한편 과징

금을 부과하기도 한 바 있다. 과태료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공개된 자

료는 없었으나, William A. Houlihan 사례(2015)141)에서는 5개월 지체를 이

유로 만오천불의 과징금을, Shuipan Lin 사례(2015)142)에서는 9개월 지체를

이유로 3만불의 과징금을 부과한 점을 보면, 지체기간에 따라 과징금이 다

르게 부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의결권 제한 가처분143)이나 주식처분명령144)145)을 내리는 경우

는 거의 없다.146) 실제로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

137) 17 C.F.R. § 240.10b-5.

138) 이를 위해서는 중요사실의 부정공시나 누락, 고의(scienter),  부정공시 등과 주식 매
매와의 관련성(connection) 및 연관성(reliance), 경제적 손해가 요구된다. Ernst & 
Ernst v. Hochfelder, 425 U.S. 185 (1976) 및 Harmetz, 2017, 20면 참고.

139) Blue Chip Stamps v. Manor Drug Stores, 421 U.S. 723, 730 (1975); Affiliated 
Ute Citizens v. United States, 406 U.S. 128, 150 (1972).

140) Exchange Act, s.32. 

141) In re William A. Houlihan, Exchange Act Release No. 74504 (Mar 13, 2015). 

142) In re Shuipan Lin, Exchange Act Release No. 74497, § III.7. (Mar. 13, 2015).

143) 미국의 경우,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 경영관여를 금지하는 유지명령을 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법원은 이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가령 Gearhart Indus v. Smith Int'l, 
Inc., 741 F. 2d 707, 715ᐨ16(5th Cir. 1984). ; Gen. Aircraft Corp. v. Lambert, 556 
F. 2d 90(1st Cir. 1977); MTD  ; Serv. Corp. v. Weldotron Corp. Fed. Sec. L. 
Rep.(CCH) 98, 395(S.D.N.Y. Aug. 19, 1994).

144) 주식처분명령을 허용하지 않은 예로 Hanna Mining Co., 574 F. Supp. 1202ᐨ03

145) 주식처분명령을 인정한 예로는 Fla. Commercial Banks v. Culverhouse, 772 F. 2d 
1513(11 Cir.) 및 의결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판결로는 Champion Parts Rebuilders, 
Inc. v. Cormier Corp., 661 F. Supp. 825, 851(N.D. III 1987). 다만 이 경우에도 일
종의 섀도보팅의 방법으로의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여 경영권 다툼에 있어 중립적인 인장
을 견지한다는 판례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46) 미국의 1934년 증권법 제13조(d)는 보통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지 못 하고 의결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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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147)

(4) 주주의 경영 관여에 미치는 영향 : 울프팩 전략의 활용

1) 개관

미국의 대량보유보고제도에 대해서는 대량보유보고의 유예기간이 10일

정도로 길고 '공동행위자’의 외연을 협의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설사 대량

보유보고 위반으로 판명되더라도 그 제재가 주로 과징금이기 때문에 형사

처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주주간의 결집이 보

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148) 그 대표적인 사례가 소위

울프팩 전략(wolf pack)으로, 미국 특유의 대량보유보고제도 뿐 아니라 위

임장 규제 완화로 인해 주주간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된 점이 함께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2) 구체적 태양

울프팩 전략이란 여러 투자자들이 '공동보유자(group)'의 요건을 피하여

동시적(act in parallel)으로 투자하는 기법이다. ‘울프팩’이라는 명칭은 델라

웨어 판결, Third Point LLC v. Ruprecht (2014)149)에서 처음 사용되었다고

한다.150) 울프팩 전략을 통해 대량보유보고의무가 발동되지 않는 동안 동조

세력을 최대한 모음으로써 지분확보에 있어서 주가상승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세개의 투자자들(이하 선도그룹)이 보고유예기간

인 10일동안 각자 최대한의 지분을 확보한 후 대량보유보고를 한다. 보통

선도그룹은 단기매매 차익반환의무(short swing) 때문에 10% 미만의 지분

금지나 주식 처분명령을 내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대신 정정공시 등의 방법을 즐겨 쓴
다는 설명으로는 이철송, 2011, 190-191면. 

147) SEC,“SEC Announces Charges Against Corporate Insiders for Violating Laws 
Requiring Prompt Reporting of Transactions and Holdings,” 2014년 9월 10일자 
보도자료. [https://www.sec.gov/news/press-release/2014-190] (최종방문일 :2018. 
3. 12)

148) Coffee & Palia, 2015, 39-42면.

149) 2014 Del. Ch. LEXIS 64 (May 2, 2014). 울프팩의 위협에 대응하는 2단계 포이즌필
을 유효하다고 본 판결이다.

150)  Coffee & Palia, 20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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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보한다. 그리고 10일의 보고유예기간 동안 위임장 규제의 제한을 받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다른 동조세력을 규합

한다. 또한 의결권 자문기관이 주주행동가의 입장을 지지하면 이는 일종의

신호탄이 되어 여러 투자자들이 울프팩에 가담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151)

2014년 소더비-Third Point 사태의 경우, 대량보유보고 당시 선도그룹의 지

분은 19% 정도였지만, 보유보고 이후 48시간 내에 선도그룹을 포함한 동조

세력의 지분은 32.4%까지 올라갔다고 한다.152) 이러한 울프팩 전략은

General Motors, McDonald's, Time Warner과 같은 초대형 회사들에 대해

서도 활용되었다.153)

3) 활용 이유

울프팩 전략을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경영진에 대

해 협상력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주식을 보다 저렴하게 매집하기 위함이

다. 대량보유보고가 이루어지면 보통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대량보유보

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가능한 많은 주식을 모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는

다른 주주들이 선도그룹의 주주행동주의에 참여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한다.

다른 하나는 미국 판례가 2단계 포이즌필(two-tier poison pills)이 유효

하다154)고 인정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 2단계 포이즌필이란, 가령,

Schedule 13D의 적극적 투자자에 대해서는 10%의 주식취득을, Schedule

13G의 소극적 투자자에 대해서는 20%의 주식취득을 발동요건으로 하는 것

이다.155) 즉, Schedule 13D의 적극적 투자자에 대해서 차별적 발동기준을

두는 것이 허용되게 되었다.156) 따라서 Schedule 13D의 적극적 투자자로

보고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주로서는 포이즌필 발동을 최대한 늦출 필요가

더욱 커졌고, 10%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자라도 여러 주주가 동시적으로

151) Briggs, 2007, 698면.

152) Brav, Dasgupta & Mathews, 2016, 4면 ; Coffee & Palia, 2015, 37면에 따르면 
2014년의 Sotheby's의 위임장 경쟁 사태에서는 비공식적인 수치이지만 wolf pack 기법
을 통해 지분의 32.4%까지 취득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153) Bratton, 2007, 1379면.

154) Third Point LLC. v. Ruprecht, 2014 Del. Ch. LEXIS 64 (May 2, 2014). 이 사건 
매수방어책에 대해서 법원은 경영권 위협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강압
적이지도 배타적이지 않고, 따라서 적법하게 허용된다고 보았다.  

155) Coffee & Palia, 2015, 31면.

156) Brav, Dasgupta & Mathews, 20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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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취득하는 울프팩 전략을 통해 회사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울프팩 전략은 포이즌필 등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잘 구비하고 있는 회사에서 보다 많이 관찰된다고 하는 연구결과도 보인

다.157)

4) 평가

울프팩 전략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그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158) 이러한 견해 대립은 기본적으로 헤지펀드 주주행동주의

를 긍정적으로 보는지에 대한 논의와 결을 같이 한다. 가령 비판론에서는

울프팩을 적법한 것으로 보면 헤지펀드의 개입 가능성이 증가하고 단견주

의의 위험이 있다159)고 하거나, 긍정론에서는 경영진의 대리비용을 줄이려

면 헤지펀드 등 감시자의 경영 관여 인센티브를 높여야 한다는 점160)을 제

시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에 더하여 울프팩 전략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는, 다른 주주 역시 주가

상승 기회를 공유해야 하며, 헤지펀드 등 일부 주주가 독점하여서는 안 된

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는 보고유예기간을 단축할 것을 주장하곤 한다.

그러나 경영진 감시에 있어 주주의 소극성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행동가 주주의 행위 인센티브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161)

또한 애초에 주가 상승이라는 기회가 이러한 행동가 주주로 인하여 창출된

것이기에, 행동가 주주의 행위 인센티브가 줄어든다면 주가 상승의 기회 역

시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일반 주주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162) 따

라서 내부자거래 기타 시장남용행위가 문제되는 것이 아닌 한, 주주간 동시

적 주식매집 및 의결권 행사를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157) Wong, 2016, 24면. 

158) 이러한 논의는 특히 이는 보고유예기간을 미국 현행법대로 10일로 유지할 것인지, 아
니면 단축할 것인지를 쟁점으로 하여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예기간을 장기간으로 인
정할수록 울프팩 전략을 통해 매집할 수 있는 지분비율이 늘어나고, 따라서 울프팩 전략
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보고유예기간에 관한 논의
의 핵심은 울프팩 전략과 이를 통한 주주행동가의 주식매집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있
다고 하겠다.

159) Bainbridge, 2015, 11-14면.

160) Bebchuk et al., 2013, 17면.

161) Brav, Dasgupta & Mathews, 2016, 5면.

162) Bebchuk et al., 20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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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1) 개관

영국의 대량보유보고제도는 ‘주요지분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보고의무

(disclosure of major shareholdings)라’는 이름으로 규율되며, 단독 혹은 공

동(acting in concert)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의 3% 이상의 지분을 획득한

경우 2일 내로 그 사실을 회사에 고지할 의무, 그리고 그 회사는

RIS(Regulatory Information Service)163)에 고지할 의무를 내용으로 한다.164)

영국에서는 대량보유보고 제도 및 그에 대해 2007년 감독당국인

FSA(Financial Service Authority : 현 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

의 전신)가 발표한 가이드라인165)이 주주행동주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166)에 대응하기 위해, FSA는 2009년 ‘FSA의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서

신’(이하 FSA 2009년 서신)167)을 발표하였다.

(2) 공동보유

영국 대량보유보고제도는 주주간에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공통된 경영

163) 상장규정이나 공시규제, 시장남용행위 규제 등에 따라 발행인에게 보고의무가 주어진 
사항을 관리하는 곳이다. Regulation 596/2014 참고.

164) FCA의 DTR(Disclosure Guidance and Transparency Rules : 공시 및 투명성 규
정) Ch.5. Disclosure of Major Shareholdings.    
중요이해관계가 없다고 보이는 경우(non-material interests)에 대해서는 10%?를 기준
으로 하여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DTR 이전 1985년 회사법 하에서는 10% 기준이 적용되
었었다. 

165) FSA, Markets Divisions Newsletter on Market Conduct and Transaction 
Reporting Issues, Market Watch Issue 20. 
[http://www.fsa.gov.uk/pubs/newsletters/mw_newsletter20.pdf] (최종방문일 : 2019. 
1. 4.)  FSA의 2007년 규제 가이드라인은 다수의 주주가, 1인 주주가 단독으로 주식을 
취득했더라면 적용받았을 공시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함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시장
조작행위(market manipulation)에 해당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166) Walker Report, 2009, para. 5.43.은 FSA와 기업인수패널에 대해 '효율적인 대화에 
있어서 어떠한 규제장벽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하였다 ; FSA의 
2007년 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비판적 논평으로는 Brooke Masters and Kate 
Burgess, FSA Spells Out Rules for Activist Investors, Financial Times, 2009년 8
월 19일 자 기사. [https://www.ft.com/content/ac934b4a-8cbd-11de-a540-00144fe

   abdc0] (최종방문일 : 2017. 4. 20.) 

167) The FSA letter to trade associations on how its rules apply to activist 
shareholders, Aug. 2009. [http://www.fsa.gov.uk/pages/Library/Communication/

   PR/2009/110.shtml.] (최종방문일 : 2019.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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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 정책을 채택하여 의결권을 함께 행사(concerted exercise of the

voting rights)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합의에 도달한 경우, 공동보유자로 파

악하고 있다.168) 이에 대해 FSA의 2009년 서신은, 대량보유보고제도나 기

업인수시도에 대해서, ‘특정쟁점이나 기업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서 기관투

자자간에 임시적인 의견교환(ad hoc discussion)이 있었다든지 동일한 이해

(understanding)에 도달했다는 것만으로는 대량보유보고제도나 의무공개매

수제도 규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지속적인 효

과를 가진 확정계약이어야만 ‘공동보유’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3) 제재수단

영국에서는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에 대해 FCA가 과징금 처분(financial

penalty) 및 경고(public censure)를 발할 권한이 있다.169) 경우에 따라 공시

및 투명성 규칙 위반에 따른 해당증권의 거래금지나 중지를 명할 수도 있

다.170)

2015년 개정171)을 통해, 대량보유보고의무의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보유주식의 의결권이 정지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그 최종적인 판단 역시 법원이 하게 된다. 이

때 법원은 FCA의 의결권 정지신청을 받아, 위반행위가 반복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172)

168) Slaughter & May, 2016, 41면. 조문은 다음과 같다. 
DTR 5.2.1. (a) voting rights held by a third party with whom that person has 

concluded an agreement, which obliges them to adopt, by concerted exercise 
of the voting rights they hold, a lasting common policy towards the 
management of the issuer in question; (후략)(강조 및 밑줄은 필자)

169) Davies, 2008, 932면.

170) FSMA, ss. 89L, 89M ; Sealy & Worthington, 2013, 720-721면에 따르면 이러한 
FCA의 제재 권한은,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에 특유한 것이 아니고, FCA의 투명성 규칙 
위반 일반에 대해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다고 설명된다.

171) 그 외에도, 과거에는 이사에 한하여 처벌받았지만, 2015년 개정 이후에는 이사에 준하
는 구성원 역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또한 FSMA 391B가 신설되면서, 
FCA는 투명성 규칙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사실의 공표(publication of any sanctions?)
를 미룰 수 있는 재량이 생겼다.

172) FSMA, s. 89NA ; FCA Enforcement Guide 7.9.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i) 위반행위가 의도적(deliberate)이거나 반복되었는지 여부

(ii) FCA의 준법요청이나 경고를 무시했는지 여부

(iii) 위반행위와 관련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규모

(iv) 위반행위가 영국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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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주의 경영 관여에 미치는 영향

FSA의 2009년 서신은 ‘일시적인 합의나 의견 합치’만으로는 공동보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힘으로써, 합의가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공

동보유’를 인정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우리 법에 비해 ‘공동보유’의 범

위를 좁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내부에서는 FSA의 2009년 서신이 기관투자자

들의 소극성 극복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173) 그 까닭

으로는 영국에서는 주요 기관투자자 간에 MoU 등 장기적인 합의를 체결하

여 경영에 대해 공동의 입장을 형성하고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가 종종 발견되는데, 이러한 MoU 체결은 여전히 대량보유보고제도 상의 '

공동 정책을 목표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고 해석되기 때문이다.174)

그러나 영국의 대량보유보고제도는 중대한 위반이 아닌 한 그 제재수단

도 경미하여 단순히 ‘지분공시의무’에 그치는 제도로 평가되고, 따라서 영국

에서의 논의의 초점은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얼마나 주주의 경영 관여를 제

약할 수 있을지에 맞춰지고 있다.

IV. 경영참가목적의 대량지분보유에서의 문제

1. 문제의 소재

이하에서는 ‘경영참가목적’에 관한 것만 따로 떼어 살피되, 미국의 대량

보유보고제도와 영국 및 유럽의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함께 살핀다. 이 두 제

도 모두 ‘지배권 취득 목적’의 주식 매집 등에 대해 보다 강화된 의무를 부

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영에 관여하고자 하는 주주가 일정 지분 이상 매

집하는 것을 제약하는, 혹은 일정 지분 이상 보유한 주주가 경영에 관여하

는 것을 제약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v) 위반행위가 회사의 합병이나 기업인수에 미치는 영향  

173) Martha McQuay (PLC), Shareholder Activism : a Modicum of Reassurance, 
Practical Law Company, 2009년 10월 1일자 기사.

[https://content.next.westlaw.com/9-500-3174?__lrTS=20170420014127692&transition
Type=Default&contextData=(sc.Default)&firstPage=true&bhcp=1] (최종방문일 : 2017. 
4.20.)

174) Bo Gong, 2016, 148-1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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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위반시 리스크가 더욱 커서 주식을 매집하고

자 하는 주주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에, 대량보유보고 제도에 비

해 보다 엄격한 요건 하에 해석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175)

2. 미국

(1) 개관

미국에서도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인지 여부에 따라

Schedule 13D에 따른 적극적 투자자로서 정식보고를 할 것인지, Schedule

13G에 따른 소극적 투자자로서 약식보고를 할 것인지가 달라지고, 적극적

투자자라고 인정되면 Schedule 13D에 따라 그 보유목적의 상세를 보고해야

한다.176) 따라서 기관투자자로서는 Schedule 13G에 따른 약식보고를 선호

하게 된다.

보유목적은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로서 보유목적의 변동은 대체로

변경보고의무가 부과되는 사항이 되곤 한다.177) 법원에서는 보유목적을 제

대로 보고하지 않았음을 다투면서, 정정보고가 이루어질 때까지 추가적인

주식 취득을 금지한다든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주주권을 경영권 취득 목

적으로는 사용하지 못 하게 한다든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기도 한다.178) 이

러한 까닭에 ‘보유목적’의 해석, 특히 경영에 영향을 줄 목적인지 여부는 중

요한 문제가 된다.

일각에서는 Schedule 13G의 약식보고를 했던 기관투자자들이 회사와 대

화를 나누고 그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지배

권에 영향을 줄 목적’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고 본다.179) 이와 비슷한 취지에서 SEC는 일련의 실무해석을 통해 ‘소극적

투자자’의 범위를 넓혀 왔다. 가령 1992년 위임장 규칙 개정 이후, 주주간

175) Mäntysaari, 2011, 541면 및 Slaughter & May, 2016, 49면.

176) Schedule 13D, Item 4.

177) Jacobs, 2018, § 2:82

178) Chromalloy American Corp. v. Sun Chemical Corp. 611 F.2d 240 (December 
14, 1979). 이 사건에서 지방법원(district court)은 지배권 취득 목적을 보고하지 않았음
을 인정하고, 이후 보고내용을 정정할 때까지 추가적인 주식 취득을 금지 및 발행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주기 위해 기존에 취득한 주식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명하
였고 상급심에서 이를 인용하였다.

179)  Jacobs, 2018, § 2:26 N. 1 sup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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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이 활발해진다면 소극적 투자자 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

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1998년 SEC는 실무해석을 통해 ‘지배권에

영향을 줄 목적’의 해석 기준을 재정립함으로써 이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다.180) 또한 2009년 이후 SEC는 Schedule 13D

와 13G의 해석에 대해 실무해석을 발간하고 있는데, 특히 2016년의 개정을

통해 소극적 투자자 요건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181)

(2) 정식보고의 요건과 그 해석 

1) 요건

1977년 이전에는 ‘지배권 취득 목적(acquire control)’이 있는 경우에만

그 보유목적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었다. 1977년 이후 ‘지배권 취득 목적이

있을 경우’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지배권 취득 목적이 없는 다음의 경우에

도 정식보고에 의해 보유목적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182)

(a) 추가적인 증권 취득이나 처분, 

(b) 발행회사 및 자회사의 합병, 청산 기타 비일상적인 회사 거래, 

(c) 발행인이나 그 자회사의 상당한 양의 자산(asset of material amount)의 

매각, 

(d) 이사회나 경영진 구성의 변화로 이사회 원수의 변화나 결원을 충원할 계획

180) Exchange Act Release No. 34-39538. (Jan. 12, 1998),  
[https://www.sec.gov/rules/final/34-39538.txt] (최종방문일 : 2018. 5. 5.)

181) SEC Division of Corporation Finance, Exchange Act Sections 13(d) and 13(g) 
and Regulation 13D-G Beneficial Ownership Reporting, 
[https://www.sec.gov/divisions/corpfin/guidance/reg13d-interp.htm] (최종방문일 : 
2018. 5. 5.). 가장 최근의 것은 2016년 개정판인데, 2016년 개정은 Hart-Scott-Rodino 
법이 ‘단순투자목적’을 ‘회사의 기본적 경영 결정의 형성과정, 결정과정, 혹은 지시하는데 
참여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단순투자목적’이 부정되면, 
Schedule 13G에서 정한 소극적 투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루어졌
다. Question 103. 11 참고.

182) Exchange Act Release No. 8370 (July 30, 1968). Schedule 13D, Item 4. 
지배권(control) 취득을 위해 주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예정이라면, 회사의 청산이나 자

산 매각, 합병, 기타 회사 구조나 영업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계획이나 제안(plans 
or proposals)'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원문은 “If the purpose of the 
purchases or prospective purchases is to acquire control of the business of 
the issuer of the securities, describe any plans or proposals which such 
persons may have to liquidate such issuer, to sell its assets to or merge it 
with any other persons, or to make any other major change in its business or 
corporate structure. (밑줄선은 필자. 1977년 개정으로 삭제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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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제안,

(e) 현재 자본구조나 배당정책에 중대한 변화(material change),

(f) 사업(business)이나 회사 구조의 중요한 변경,

(g) 지배권 취득을 지연시키는 정관, 부속정관, 기타 계약의 변화,

(h) 특정 종류증권의 상장폐지,

(i) 발행인의 종류주식이 이 법 section 12(g)((4)에 따라 등록이 종료될 자격

을 갖춘 경우,

(j) 상기 목적에 유사한 행위 183)

2) 해석

① 중요성 고려

위 요건은 대체적으로는 우리와 비슷하나, 법문으로 배당이나 자본금 변

경, 자산이나 영업의 양도 등에 있어 ‘중대한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한정하

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실제 보고의무가 부과된 사안을 보면 그 보유목적이 경영권

에 영향을 줄 정도가 되어야 보고할 사항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c) 자산의 매각을 목적으로 하는 것 중에서도 그 자산의 양이 상

당할 때(material amount) 그 보유목적을 보고해야 한다. 이 때 상당성은

발행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상의 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자회사의 자산매

각 등도 포함될 수 있다.184) 또한 ‘(e) 배당정책 등은, 주식분할이나 주식배

당 등을 모두 아우른다. '중요성'의 의미는 불명확하나, 판례에 따르면 10%

이상의 변화는 중요하다고, 5% 이하의 변화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사이 구간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고 한

다.185) 한편 (f) 사업이나 회사 구조의 중요한 변경은 자회사의 사업이 변경

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한다.186)

이러한 해석론은 심지어 ‘중대한 변화’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d) 이사

회 구성의 변화’에 대해서도 유지된다. 가령 단지 새로운 경영진이 필요하

다고 말하였다든지, 회사 경영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는

보고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187) 25% 지분을 가진 자가 2개 이

183) Schedule 13D, Item 4. Purpose of Transaction.

184) Jacobs, 2018, § 2:50.  

185) ibid., § 2:51.  

186) ibid., § 2:53.  

187) Transcon Lines v. A. G. Becker Inc., 470 F. Supp. 356, 377–78, Fed. Sec.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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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석을 획득할 의도일 때에도 그 목적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 집중투표제가

아닌 한, 25% 지분을 보유했다고 하여 이사 선임을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

이다.188) 다만 수차례에 걸쳐 이사회에 자신이 지명한 자를 이사로 선임할

것을 요청한 자는 이러한 목적을 공개해야 한다.189)

② 경제적 실질의 고려

한편 법원은 보유목적을 판단함에 있어서 경제적 실질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190)

가령 Chromalloy American Corp 판례(1979)191)에서, 법원은 ‘지배권 취

득 목적’이 있음을 인정하였는데, 그 근거로 (i) 보고의무자는 향후 주식을

20%까지 취득할 계획이었음을 공개했는데, 투자은행의 의견에 따르면 회사

지분을 그만큼 취득하는 것은 회사를 지배하려고 할 때만 현명한 선택이

된다고 본 점, (ii) 애초 보고의무자가 회사에 투자하기 시작한 것은 브로커

펌으로부터 회사의 내부자 지분이 확고하지 않다는 점을 들은 이후였다는

점 등을 들었다.

또 Gulf & Western Industries, Inc. 판례(1973)에서도 법원은 ‘지배권 취

득 목적’이 있음을 인정하였는데, 그 근거로 (i) 보고의무자의 기존 투자 스

타일이 조금의 지분을 취득하고 결국 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일관되어

왔다는 점, 또한 (ii) Bluhdorn의 의견에 따르면 A&P는 과대평가된

rundown 회사로서 단순히 '투자'만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회사지만 이러

한 A&P의 경영곤란은 현 경영진 탓으로 경영진 교체를 동반한 적정한 기

업인수가 이루어진다면 개선될 여지가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Rep. (CCH) ¶ 96806 (S.D. N.Y. 1979); 이와 같은 판례 소개는 Jacobs, 2018, § 2:51 
참고.

188) Saunders Leasing System, Inc. v. Societe Holding Gray D’Albion, S.A., 507 F. 
Supp. 627, 634–35, Fed. Sec. L. Rep. (CCH) ¶ 97881 (N.D. Ala. 1981) ; 이와 같은 
판례 소개는 Jacobs, 2018, § 2:51, 주29 참고.

189) S.E.C. v. Teo, 746 F.3d 90, 100, Fed. Sec. L. Rep. (CCH) ¶ 97814, 93 Fed. R. 
Evid. Serv. 910 (3d Cir. 2014); 이와 같은 판례 소개는 Jacobs, 2018, § 2:51, 주38 
참고.

190)  가령 Graphic Sciences, Inc. v. International Mogul Mines, Ltd., 397 F.Supp. 
112, 126 (D.D.C.1974). 이 사례에서는 이 사건 보고의무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 자가 단
순히 소수주주의 의사를 대변하려고 그만큼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라는 
점 등을 들어 경영 관여 계획이 확고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191) Chromalloy American Corp. v. Sun Chemical Corp. 611 F.2d 240 (December 
14, 1979). 이하 Chromalloy American Corp 판례(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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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목적의 구체화 정도

한편, 그 목적이 얼마만큼 구체화되어야 적극적 투자자로서 보고의무가

부과되는지는, 목적의 내용에 따라 다르다. 판례는 아래와 같이 ‘지배권 취

득 목적’인 경우와 그 밖의 경우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i) ‘지배권 취득 목적’인 경우

‘지배권 취득 목적’의 행위를 할 계획 등에 대해서는 그 계획이 확정되

지 않더라도 보고해야 한다. 여기서 ‘지배권 취득 목적’이라 함은 ‘계약이나

지분권 확보 기타 수단으로 이사에게 지시할 수 있는 권한 혹은 경영 정책

을 지시하거나 그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권한의 직·간접적인 보유’를 목적

으로 하는 경우192)를 일컫는다.

따라서 지배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할 계획이나 제안이 확정

된 때에는 물론이고, 향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가능성에 대해

밝혀야 한다.193) 그 구체적인 실현방법이 정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찬가

지이다.194) 다만, 단순한 희망일 경우에는 보고할 필요가 없지만195) 지배권

취득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한다.196)

192) ‘지배권’의 의미는 SEC Rule 12b-2(f)의 정의 규정에 따른다. 즉, 계약이나 지분권 확
보 기타 수단으로 이사에게 지시할 수 있는 권한 혹은 경영 정책을 지시하거나 그 변화
를 야기할 수 있는 권한의 직·간접적인 보유(The term “control” (including the terms 
“controlling,” “controlled by” and “under common control with”) means the 
possession, direct or indirect, of the power to direct or cause the direction of 
the management and policies of a person, whether through the ownership of 
voting securities, by contract, or otherwise.)를 의미한다. (밀줄 및 강조는 필자)

193) Hanna Min. Co. v. Norcen Energy Resources Ltd., 574 F. Supp. 1172, 1195, 
Fed. Sec. L. Rep. (CCH) ¶ 98742, Fed. Sec. L. Rep. (CCH) ¶ 98878 (N.D. Ohio 
1982); Riggs Nat. Bank of Washington D. C. v. Allbritton, 516 F. Supp. 164, 175, 
Fed. Sec. L. Rep. (CCH) ¶ 97899 (D.D.C. 1981).; 이와 같은 판례 소개는 Jacobs, 
2018, § 2:46. 주23 참고.

194) S.E.C. v. Amster & Co., 762 F. Supp. 604, 614, Fed. Sec. L. Rep. (CCH) ¶ 
95913 (S.D. N.Y. 1991); Gearhart Industries, Inc. v. Smith Intern., Inc., 592 F. 
Supp. 203, 217, Fed. Sec. L. Rep. (CCH) ¶ 91582, 1984-2 Trade Cas. (CCH) ¶ 
66107 (N.D. Tex. 1984), aff’d in part, modified in part, 741 F.2d 707, Fed. Sec. 
L. Rep. (CCH) ¶ 91667 (5th Cir. 1984), aff’d in part, modified in part, 741 F.2d 
707, Fed. Sec. L. Rep. (CCH) ¶ 91667 (5th cir. 1984) ; 이와 같은 판례 소개는 
Jacobs, 2018, § 2:46. 주29 참고.

195) S.E.C. v. Amster & Co., 762 F. Supp. 604, 614, Fed. Sec. L. Rep. (CCH) ¶ 
95913 (S.D. N.Y. 1991).; 이와 같은 판례 소개는 Jacobs, 2018, § 2:46. 주32 참고.

196) Kirsch Co. v. Bliss & Laughlin Industries, Inc., Fed. Sec. L. Rep. (C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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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그 밖의 경우

그 밖의 Item 4의 (a)∼(j)의 행위를 할 계획 등에 대해서는 그 계획 등

이 확정되기 전에는 보고할 의무가 없다. 잠정적이거나 시작단계에 불과한

경우, 단순히 예상에 불과한 경우, 조건부인 경우, 아직 협상 단계에 있는

것, 실현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인 것은 공개할 필요가 없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결정되지 않았음을 명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였다.197) 가령, ‘그러한 계획을 시행할 것을 결정했다’라든가, ‘주의를 다

해 검토 중이고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고려하고 있는 대안 중 하나이다’

정도로 서술하면 족하다고 한다.198)

잠정적이거나 시작 단계에 있는 것을 보고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을 호

도할 수 있다.199) 이에 따라 합병이나 회사 확장 등 회사의 중요한 변화를

목적으로 한 주식 보유에서 그 계획을 공개하는 것은 확정적으로 된 이후

여야 한다.200) 가령, 중요 사항에 대해서 합의가 덜 끝났다든가, 실현되기

위한 조건이 달성되지 않았거나 추가적으로 조율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아

직 공개해야 할 정도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201)

다만 2015년 SEC는 변경보고의 적법성이 문제된 3개 사건202)에서, 지배

권 취득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계획을 세웠으면(formulate) 이를 보고해야

하며, 원시보고의 보유목적과 상이하게 다르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이를 보고해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변경보

고 부작위 내지는 지연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실

현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만으로는 보고의무가 발동되지 않는다고 한 기존

의 태도203)에 비해 보고의무의 발동시기를 앞당기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97825, 1980 WL 1481, *5 (W.D. Mich. 1980), order vacated in part, Fed. Sec. L. 
Rep. (CCH) ¶ 97993, 1981 WL 1632 (W.D. Mich. 1981), order vacated in part, 
Fed. Sec. L. Rep. (CCH) ¶ 97993, 1981 WL 1632 (W.W. Mich. 1981).; 이와 같은 판
례 소개는 Jacobs, 2018, § 2:46. 주34.50 참고.

197) Todd Shipyards Corp v Madison Fund Inc, 547 F.Supp. 1383, (Oct.4, 
1982)1387면. (이하 Todd Shipyards 판례(1982))

198) Jacobs, 2018, § 2:47.

199) Todd Shipyards 판례(1982), 1387면.

200) Chromalloy American Corp 판례(1979), 696-97면.

201) Todd Shipyards 판례(1982), 1389면.

202) In re William A. Houlihan, Exchange Act Release No. 74504, § III.9. (Mar. 13, 
2015); In re Berjaya Lottery Management (H.K.) Ltd., Exchange Act Release No. 
74498, § III.9. (Mar. 13, 2015); In re Shuipan Lin, Exchange Act Release No. 
74497, § III.7. (Mar. 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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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법원의 태도까지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 입장이 변

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한다.204)

(3) 약식보고 범위의 확대

1) 요건

Scehdule 13G의 약식보고를 할 수 있는 소극적 투자자(passive

investor)라 함은 (i) 은행 등 전문투자자205)가 (ii) 통상적인 업무 수행의 일

환(the ordinary course of his business)으로 (iii) 특정 종류주식을 20% 이

하로 보유한 경우로서, (iv) 회사 지배권에 영향을 주거나 변경을 가할 목적

이 아닌 경우206)를 의미한다. 소극적 투자자는 회사의 지배권에 영향을 주

거나 변경을 가할 목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certify)하고 서명하여야 한

다.207)

이 중 ‘지배권에 영향을 주거나 변경을 가할 목적’의 해석함에 있어 판

례는 ‘지배권’을 해석함에 있어 Rule 12b-2(f), ‘지배권’에 대한 정의규정을

참조한다. 이에 따르면, ‘경영 및 정책 방향을 지시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것’을 의미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의 보

유를 통한 것인지 계약(contract)을 통한 것인지는 불문’한다.208)

만약 회사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에서 조언을 하는 것에 그쳤다면 지배

권 획득 목적은 부정되지만209) 회사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려는 의

도 역시 지배권을 획득하려는 목적으로서 공개되어야 한다.210)

203) Chromalloy American Corp 판례(1979), 790면.

204) Jacobs, 2018, § 2:82.

205) 17 C.F.R. § 240.13d-1(b)(1)(ii).

206) 17 C.F.R. § 240.13d-1(b)(1)(i).

207) Schedule 13G, Item 10.

208) Chromalloy American Corp 판례(1979), 246면 ; Todd Shipyards 판례(1982), 
1387면.

209) Egghead.com, Inc. v. Brookhaven Capital Management Co.Ltd., 194 F. Supp. 
2d 232, 243-245면. (S.D.N.Y. 2002)

210) Chromalloy American Corp 판례(1979), 2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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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유목적별 검토 

① 이사 선임 관련

지배권을 취득하려는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통 이사가 회사 경영이

나 정책에 직·간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사 선임을 한 경우에는 소극적 투자자 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매우 높

다.211)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이사석 2개를 획득하고자 한 것만으로는 지배권

에 영향을 줄 의도가 없다고 보았다.212) 이와 달리 Egghead.com 판례

(2002)에서는 법원은 경영에 영향을 줄 목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사회

과반의석을 요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213) 일각에서는 이 사

건 보고의무자인 주주는 이사석을 요구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

로 경영에 관여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이 판례만을 가지고 이사석 보유로

인해 곧 소극적 투자자 요건이 상실된다고 해석하기는 곤란하다고 평가하

기도 한다.214)

그 외에도 이사회 대표를 취득하려는 시도215)나 이사회에 참가(join)하

려는 의도를 논의하고 기업을 인수하거나 경영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하

고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216)에는 지배권에 영향을 줄 의도를 인정하였

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2016년 개정보완된 SEC의 실무해석 이후에도 여전

히 정원 외의 사외이사 선임을 제안한다든가, 특정인 1인을 이사로 추천하

는 등의 경우에는 소극적 투자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될지가 여전히 불분명

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217)

211) SEC Devision of Corporation Finance, Exchange Act Sections 13(d) and 13(g) 
and Regulation 13D-G Beneficial Ownership Reporting, Question 103. 04 (Jan. 3, 
2014) [https://www.sec.gov/divisions/corpfin/guidance/reg13d-interp.htm] (최종
방문일 : 2018. 5. 8.)

212) Exchange Act Release No. 14692, § II.A.(1)(e) (Apr. 21, 1978) ; Jacobs, 2018, § 
2.64. 주48. 재인용

213) Egghead.com, Inc. v. Brookhaven Capital Management Co.Ltd., 194 F. Supp. 
2d 232, 243-245면. (S.D.N.Y. 2002)

214) Jacobs, 2018, § 2.64

215) ibid., § 2.64 주87.

216) ibid., § 2.64 주88.

217) Gibson, Dunn & Crutcher LLP., Schedule 13G “Passive” Investor Status – 
When Being A Little Active Is Still Passive!, 2016년 7월 16일자. 
[http://securitiesregulationmonitor.com/Lists/Posts/Post.aspx?ID=270] (최종방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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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주제안

주주제안이나 권유행위(soliciting activity)로 인해 소극적 투자자 요건이

상실되는지는, 그 내용이 회사의 지배권에 변화를 가져오거나 영향을 주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SEC의 1998년 실무해석218), 그리고 2016년

실무해석219)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SEC의 1998년 실무해석에 따르면, 인종차별이나 환경문제와 같이 사회

문제나 공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소극적 투자자 요건이 유지된다. 그리고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것일 때에는 (i) 보고의무자의 지분증가가 통상적인

업무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것인지, 회사 지배권을 취득하기 위해 주식을

취득한 것인지, (ii) 보고의무자의 투자정책에 따라 투자목록에 있는 회사

전부에 대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회사에 대해 그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를 고려한

다.

나아가 SEC 2016년 실무해석은 특히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제안이나

관련 주주간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해 ‘소극적 투자자 요건’이 상실되게 되는

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220)

이에 따르면 환경정책 등 사회 정책적 이슈나 경영진 보수에 관한 경영

진과의 대화 및 경영 관여가 있더라도, 소극적 투자자의 지위는 여전히 유

지된다. 기업지배구조를 일반적으로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 가령 경영에 관

여하거나 시차임기제 폐지나 이사선임시 과반수득표제 채택, 포이즌필 폐지

등과 같이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특정 주제들에 대해서 이사회와 논

의한다든가 경영에 관여하는 것만으로는 소극적 투자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합병 추진이나 중요자산 매각 등 경영진과의 대화, 이사 선임에

: 2018. 3. 12.) ; 실제로 SEC가 1998년에 내놓은 실무해석에 따르면, 소극적 투자자 요
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것(fact-intensive)이어서, 일의적인 기준
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http://securitiesregulationmonitor.com/Lists/Posts

   /Post.aspx?ID=270] (최종방문일 : 2018. 6. 30.)

218) SEC, Exchange Act Release No. 39538 (Jan.12, 1998). (이하 SEC,1998)

219) SEC Compliance and Disclosure Interpretations, Exchange Act Sections 13(d) 
and 13(g) and Regulation 13D-G Beneficial Ownership Reporting, Jul 14 2016. 
[https://www.sec.gov/divisions/corpfin/guidance/reg13d-interp.htm#103.11] (최종
방문일 : 2018. 3. 12.) (이하 SEC, 2016.)

220) 이하 SEC, 2016, Question 103.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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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위임장경쟁(contested election) 등, 경영권 변화를 용이하게 전조현

상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로써 Schedule 13G 상의 ‘소극성’ 요건을 상실

하고 Schedule 13D에 따른 보고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한다.

③　다른 주주의 권유에 응하는 행위

SEC는 1998년 해석례를 통해 다른 주주의 위임장 권유에 응하는 것

(proxy-related activities)만으로는 소극적 투자자 요건이 상실되지 않는다

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 때 반대 주주가 제안한 안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를 불문하며 판례에 따르면 현 경영진에 반대하는 주주측이 제안한 이사를

선임하는데 있어 찬성의결권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한다.221)

가령, 단순히 현 경영진에 반대하고 있는 주주가 제안한 안건에 대해 찬

성의 의결권을 행사한다든가, Rule 14a-1(1)(2)(iv)에 의해 찬성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222)

또한 다른 주주의 행위에 동조하는 행위인지 아니면 보고의무자가 주

도하는 행위인지도 판단요소인 것으로 보인다. 가령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것 중에서도 (iii) 특정 제안을 함에 있어, 보고의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지배권 획득 역시 용이하게 하는 효과를 가진 것인지 (iv) 보고의무자가 독

자적으로 주주제안을 하는 자인지, 아니면 단순히 동조만 하는 자인지, (v)

단순히 보고의무자 등 주주의 제안을 지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주주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 경영진의 입장에 반대하는 것인

지 등도 판단기준이 된다고 한다.223)

④ 전환 보고 : Schedule 13G와 Schedule 13D

소극적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보유목적이 지배권을 변경하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변동될 경우에는 소극적 투자자 요건을 상실하고, 10일

내에 Schedule 13D에 따라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224) 그리고 Schedule

13D로의 전환 후 10일간 의결권 행사나 의결권 행사 지시, 추가적인 주식

221) Third Point LLC v. Ruprecht, 2014 WL 1922029 (Del.Ch.May 2, 2014), 20면.

222) SEC, 1998, 24면.

223) SEC, 1998, 21-25면. 

224)  17 C.F.R. § 240.13d-1(e)(1). 그 외에도 종류주식을 20%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도 Schedule 13D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정으로는 240.13d-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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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225)

1997년 Rule 13d-1(h)를 새로 채택하여 설사 주주간 커뮤니케이션 기타

권유활동(soliciting activities)으로 인하여 Schedule 13G의 소극적 투자자

요건을 상실한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활동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것임을 결정하면 다시 Schedule 13G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226) 이와

달리 Schedule 13D의 형식으로 원시신고했던 자가 Schedule 13G로 전환하

는 것은 불가능하다.227)

언제 Schedule 13D로의 변경보고의무가 발동하는지는 경영에 관여하고

자 하는, 혹은 다른 주주와 의견교환을 하고자 하는 소극적 투자자에게 중

요한 문제가 된다. 이는 전술하였던 ‘Schedule 13D에서 보고의무가 언제 발

동되는지’에 대한 논의와 맥락을 같이 한다.

3. 영국

(1) 대량보유보고

영국의 대량보유보고제도는 3% 이상의 지분을 획득하면 보고의무가 생

기는 것으로 규정한다. 영국도 경영참가목적이 없는 투자자를 차등취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매우 단순하다. MiFID(2004/39/EC)의 승인을 받은 시장

조성자(market makers)에 대해, 이들이 (i) 발행회사의 경영(management)

에 관여(intervene)하지 않고 (ii) 주식매매에 있어서 발행회사에 대해 어떠

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는 한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

보고의무가 발동된다.228)

그러나 ‘경영에 관여할 의도’에 대한 해석론에 관한 논의는 별로 이루어

지지 않고, 대신 기업인수코드의 규제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25) 17 C.F.R. § 240.13d-1(e)(2).

226) 17 C.F.R. § 240.13d-1(h).

227) SEC, 2016, Question 103.07

228) DTR 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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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인수코드

기업인수코드(City Code) 상의 의무공개매수 제도229)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갖춘 자, 즉 (i) ‘이사회의 지배권(board control-seeking)’을 목적으

로 (ii) 단독 혹은 공동으로 30% 이상 50% 이하의 지분을 보유한 자230)에

대해 항상 100% 지분에 대한 공개매수를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

다.231)

이 중 ‘이사회 지배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

라 주주의 경영 관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에 기

업인수패널은 2009년 기업인수패널 해석지침232)을 발표하여 ‘이사회 지배권

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의 해석에 관하여 상세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사회의 지배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 함은, 단순히

이사 선임 자체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새로운 이사를 추가 혹

은 교체하여 이사회를 장악(control)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을 요구한다.

이사회를 장악할 목적은, (i) 기존의 이사를 제안 주주와 특별한 관계

(significant relationship)가 있는 자233)로 교체하여, (ii) 제안주주가 이사회

229) City Code, Rule 9.

230) 보다 정확히는, 단독 혹은 공동으로 의결권과 관련된 주식이나 증권에 대해서 경제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자(when a person acquires an interest in shares which, taken 
together with shares in which persons acting in concert with him are 
interested, carry 30% or more of the voting rights of a company)(밑줄 및 강조는 
필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interest in shares/securities'의 해석과 관련하여, 
Slaughter & May, 2016, 36면은 단순히 주식을 취득한 경우 뿐 아니라, 주식이나 증권
에 부착되어 있는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혹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
는 경우, 혹은 파생상품계약 등으로 인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 주식에 
대해 롱포지션을 보유한 경우 등을 통칭한다고 설명한다.

231) City Code, Rule 9.1(a)(b) 이 때의 공개매수는 회사의 모든 종류주식 및 의결권을 가
지는 모든 종류의 양도가능한 증권을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 이러한 규정의 
효율성 논의에 대해서는 김화진·송옥렬, 2008, 274-277면.

232) Takeover Panel, Practice Statement No.26, Sep 2009. (이하 Takeover Panel, 
2009)

233) Takeover Panel, 2009, para. 3.1. 에 따르면 다음의 요소를 참작한다. 
   (a) 제안된 이사가 주주행동가 및 그 동조자와 고용관계 기타 일정한 관계가 있거나 있

었는지 여부,

   (b) 그 이사 선임 제안과 관련하여 해당 이사와 주주행동가 간에 어떠한 합의나 양해

(understanding) 등이 있었는지 여부, 가령, 이사가 주주행동가에게 보고(report)하

기로 했는지 여부 등. 그리고 

    (c) 이러한 지명(appointment)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식으로든 보수를 받기로 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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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장악(control)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234)이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and) 충족된 경우에 인정된다고 하였다.235)

따라서 주주측 제안의 주된 목적이 주주행동가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자를 이사로 선임하거나, 혹은 회사의 지배구조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

로 추가적인 비상임이사(non-executive director)를 임명하는 것인 경우에는

‘이사회 지배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또한 이사회

구성의 변화 없이 단순히 회사 경영 방식에 변화를 요청하는 것도 지배권

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령, 회사 분할이나 주주 배당

등을 요구하는 것이 그 예이다.236) 그러나 주주행동가가 경영방식의 변화를

요구하면서, 회사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사회 지배권'을 목

적으로 하는 제안으로 나아갈 것임을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37)

이렇듯 ‘이사회의 지배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협의로 해석함으로써,

주주행동가들의 집단적 관여의 대부분은 이사회 지배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의무공개매수가 발동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한다.238) 이러한 2009년 기업인수패널 해석지침에 대해서는 영국 내부에서

도 주주행동가의 조직적 연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상당히 감소시켰다

고 평가한다.239)

234) Takeover Panel, 2009, para. 3.4 - 3.10.에 따르면 다음의 요소를 참작한다. 
(b) 이사회 전체 규모 대비, 새로 선임 혹은 교체되는 이사의 수

(c) 새로 선임 혹은 교체되는 이사의 이사회에서의 지위

(d) 이사 선임 또는 교체 제안의 목적

(e) 주주행동가가 주식보유로 인한 지분적 이익 외에, 이사를 선임함으로써 별도의 이익을 

얻게 될 것인지 여부

(f) 기존 이사와 제안된 이사와의 관계 및/혹은 기존 이사와 주주행동가간의 관계

235) Takeover Panel, 2009, para. 1.3. 만약, 이사와 주주간의 관계가 특별한 것이 아니
라고(insignificant) 판단된다면, 설사 주주행동가가 이사회 구성원 전원 교체를 시도했다
고 하더라도, 이는 '이사회 지배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공동행위자'에 
속하는지 여부도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설명으로는 Takeover Panel, 2009, para. 
3.1.

236) Takeover Panel, 2009, para. 3.9.

237) Takeover Panel, 2009, para. 1.5. Takeover Panel, 2009, para. 3.12는 주주행동
가가 자신들의 제안이 거부될 경우에, 이사회 정원 5명 중 3명을 자신과 관계가 있는 이
사로 교체할 것을 주주총회에 제안할 것이라는 점을 이사회에 알린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에 복수의 주주가 연대한 경우에는 '공동행위자'로 취급되게 된
다. 

238) Takeover Panel, 2009, para. 1.6.

239) Bo Gong, 2014, 150-1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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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SMA

유럽의 공개매수지침(Takeover Bid Directive)240)은 ‘공동행위자(acting

in concert)’를 ‘회사 지배권을 획득할 목적으로 합의(agreement)에 기초하

여 협조행위를 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라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ESMA

공식성명서(2014)는 공동행위자(acting in concert)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는

행위 목록, 소위 ‘화이트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다.241) 이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주의 경영 관여는 상장회사의 기업지배구조 향상을 위한 주춧돌

이 될 것‘이라고 한 유럽 회사법의 행동 강령에 따른 것이다.242)일각에서는

ESMA의 공식성명은 공개매수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지만, 해석

론상 대량보유보고제도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해도 된다고 설명하기도 한

다.243)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피면, 주주들이 다음 목록상의 행위를 하기로

협조한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공동행위자’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

다. 그렇다고 해서, 주주들이 목록 외의 행위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공동행

위자’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a) 이사회가 제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다른 주주와 토론

(b) 회사 정책 등에 대해 이사회에 대한 의견 표명

(c) 이사 선임 외에 다음 목적에 관련하여 주주 권한을 행사하는 것 

  (i) 주주제안

  (ii) 주주총회에서 다루어질 사항의 초안 작성

  (iii) 주주총회소집청구

(d) 이사 선임 결의 외에 주주총회에서 가령 다음의 사항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합의(agree)하는 것

(A) 다음 사항의 승인이나 거절

  (i) 이사 보수에 관한 제안

  (ii) 자산의 취득이나 처분

  (iii) 자본감소나 자기주식 취득

240) Directive 2004/25/EC on Takeover Bids.

241) ESMA/2014/677, (June 20 2014), para. 4. 

242) European Commission Action, Plan on European company law and corporate 
governance, COM(2012)740/2.

243) Mattias Kiesewetter, “Acting in Concert im neuen Licht,” Bor̈sen-Zeitung, 
Nr.9(2014. Jan. 18).9면 ; 이준섭, 2014, 114면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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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자본증가

  (v) 배당

  (vi) 감사의 선임이나 해임, 보수

  (vii) 특별조사관의 선임

  (viii) 회사의 회계

  (ix) 회사 행위 규범이나 사회적 책임, 환경에 관련된 회사 정책

(B) 자기거래 승인 거절

한편, 주주들은 (a) 이사 선임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할

것은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합의 등(agreement or arrangement)을 하

거나, (b) 이사 해임이나 이사 교체, 이사회 구성원을 추가하는 제안을 함에

있어서 협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244) 그러나 이사 선임에 관한 것은

각국마다 상황이 달라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ESMA 공식성

명서(2014)는 이사 선임에 관한 행위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245) 다만, 각국의 감독당국에 대하여 (a) 주주와 제안한 이사

후보간의 관계, (b) 제안한 이사후보의 수, (c) 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협조

한 이력이 1회를 초과하는지 여부, (d) 의결권 행사 뿐 아니라 이사후보 제

안에 있어서도 함께 행동하기로 하였는지 여부, (e) 제안된 이사후보의 선

임으로 인하여 이사회 내부의 권력관계에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246) 이러한 판단 기준은 2009년 영국에서 발표된 기

업인수패널의 규제해석지침과 기조가 동일하되, 각국의 실정에 맞추어 변경

및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추상화시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잇다.

V.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

1. 경영참가목적에 따른 차별규제

(1) 비교법적 소결 

외국의 예는 <표 8>에서처럼 보유목적을 사실상 3가지 유형으로 구별

하고, 그에 따라 판단기준이나 제재수단을 다르게 부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244) ESMA/2014/677, (June 20 2014), para. 5.2.

245) ESMA/2014/677, (June 20 2014), para. 5.1.

246) ESMA/2014/677, (June 20 2014), para.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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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회사의 구체적인 경영에 관여할 의도가 없는 경우이다. 대량보유

보고제도와 관련하여 미국의 ‘소극적 투자자'가 그러하고, 영국이나 유럽의

‘경영 관여 의도가 없는 시장조성자'가 그러하다. 미국에서는 주주제안으로

‘특정 회사가 아니라 다수의 회사를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일

반적인 권고'를 행했다는 점만으로는 소극적 투자자 요건이 상실되지 않는

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입법례

유형
미국 영국 EU

지배권

획득목적

대량보유보고上

적극적투자자

5%이상 지분 취득시

보고의무

: 단, 아직 계획이 잠

정적일 때에도 보고.

기업인수코드

30%이상 지분 취득시

의무공개매수

기업인수코드

: 각 회원국 사정에 따름.

: 이사회 내부의 권력관계

에 변동이 생겼는지를 기

준으로 할 것을 권고

그 외

경영참가목적

: 가령 배당.

정관변경,

조직변경 등

요구

대량보유보고上

적극적투자자

5%이상 지분 취득시

보고의무

: 단, 계획이 구체적이

어야 보고

대량보유보고

3%이상 지분 취득시

보고의무

기업인수코드 적용 안됨

: 단, 단순히 공동의 의견

표명, 주주제안권, 주총소

집청구권 등은 공동보유로

해석되지 않음.

소극적투자자

대량보유보고上

소극적 투자자

(Schedule 13G)

대량보유보고上

소극적 투자자

: MiFID의 승인 받은

시장조성자로서 ‘경영

에 관여하지 않는 자’

<표 8> 보유목적에 따른 대량보유보고 및 기업인수코드 적용요건

두 번째 유형은 배당 정책이나 정관 변경,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 등 조

직 변경, 회사 자산의 처분 등 회사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해 독립적 지위에서 조언을 하려는 행위로 해

석하는 한편, 그 중 회사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만을 ‘경영 관여'라

고 판단하여 Schedule 13D의 적극적 투자자로서의 대량보유보고의무를 부

과한다. 다만, 경영 관여 목적이 구체화된 이후에 보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지배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주가 주식을 집중적으로 보유하는 것

에 대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였다.

이상의 두 가지 경우,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이나 경고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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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지게 된다. 대량보유보고제도 위반에 대해 경미한 제재수단이 인정되는

것 역시 주식의 집중적 보유 및 의결권 공동행사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요

인 중 하나로 해석된다. 다만 영국에서는 의무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등 죄

질이 무거운 경우에는 대량보유보고제도 위반이라도 의결권 중지명령이 가

능하다.

마지막 유형은 지배권의 획득 등을 노리는 경우이다. 미국에서는 여전히

대량보유보고의무로서 대응하되, 그 목적이 잠정적인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이나 유럽의 경우 의무공개매수 규제의 적용대상이 되어,

나머지 주주의 지분을 매수해야 할 의무가 발동되기 때문에 경영에 관여하

고자 하는 주주의 부담이 상당히 가중될 수 있다.

여기서 ‘지배권 획득 목적’이 어떤 경우를 의미할 것인지에 대해 미국과

영국, 그리고 유럽은 비슷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세 가지 입법례 모두

단순히 이사석을 노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지배권 획득'의 의도를 인정하진

않는다. 미국은 회사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려는 의도여야 한다는

기준 하에 상황별로 판단하며, 실제 Egghead.com 판례(2002)에서는 이사회

과반수 의석을 획득하려는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지배권 획득 목적’이 부정

될 수 있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이에 반해 영국이나 유럽의 입법은 비교

적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가령, 영국의 입법 및 해석례를 좀 더 추

상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EU에서는, (i) 주주와 제안한 이사후보와의 관계,

(ii) 제안한 이사후보의 수, (iii) 제안된 이사후보의 선임으로 인하여 이사회

내부의 권력관계에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영국에서의 판단기준은 이와 비슷하게 (i) 주주와 제안된 이사후보 간

에 고용관계, 계약관계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ii) 제안된 이사가 이사회

내부에서 가지는 지위가 무엇이며 이사회 전체 규모 대비 몇 명인지 등으

로 비추어 볼 때 제안 주주가 이사회를 장악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시사점

1) 현행 대량보유보고제도 상 ‘보유목적’의 세분화 필요성

우리의 대량보유보고제도는 지배권 취득을 위한 경우와 경영참가를 위

한 경우에 대해 동일한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지배권 취득 목적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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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경영에 참가하고자 하는 주주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서

현행 대량보유보고제도는 정식보고와 약식보고를 가르는 기준인 ‘경영참가

목적’은 지나치게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적대적 기업인수 외의 단순한 경

영에 관련한 조언이나 요구 등의 행위마저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주주의 경영 관여가 시장이나 경영진의 반응에 따라 경영

진에 대한 서신발송, 보도자료 배포, 위임장 경쟁 등 점진적으로 강한 수단

을 동원하는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제안 등의 ‘전(前) 단계’로서

혹은 ‘향후 거래실정에 따라 경영참가목적의 행위를 하겠다’는 것만으로 ‘사

실상 영향력 행사’를 인정하는 해석론은 주주가 경영 관여에 나서는 시도조

차 꺼리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외국의 예를 참고하여, 대량보유보고제도 상의 보유목적을

‘지배권 취득’을 위한 경우와 그 외 ‘경영참가’의 경우로 구별할 것을 제안

한다. 다만, 우리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따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배

권 취득 목적인 경우와 그 외 경영참가목적을 어떻게 달리 취급할지가 문

제된다.

이에 대해 미국의 해석론을 참조하여, 지배권 취득 목적인 경우와 그 외

경영참가목적인 경우에 대해, 보고의무의 발동시기를 달리 하는 방법을 생

각해볼 수 있다. 즉, 지배권 취득 목적인 경우, 그 목적이 잠정적인 경우에

도 보고하도록 하여 현행과 같이 주주제안 前 단계 행위 일체에 대해 대량

보유보고의무가 발동된다고 해석한다.

또한 보고의무 위반시 제재수단도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과

거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쓰이던 구 증권거래법 제200조의 대량주식취득금

지제도에서의 주식처분명령 등을 계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바, 만약 지배권 취득을 위한 경우와 경영참가

를 위한 경우를 구별한다면, 그 위반시 제재 역시 이 둘을 구별함으로써 비

례원칙에 부합하는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2) 보유목적의 구체적인 내용 - 유형별 고찰

① 개관

대량보유보고제도상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을, 지배권 획득 목적인

경우와 그 외 경영참가목적으로 구분한다면, 각각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



- 146 -

떠한 경우를 의미하는지 문제된다. 또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예를 열거하고 있는 기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

인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② 지배권 취득 목적

‘지배권 취득’과 그 외 ‘경영참가’ 목적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해

미국과 영국, 유럽에서의 예를 참고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미국의 대

량보유보고제도는 ‘계약이나 지분권 기타 수단으로 이사에게 지시할 수 있

는 권한 혹은 경영 정책을 지시하거나 그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권한의

직·간접적인 보유’를, 영국의 기업인수코드는 ‘기존의 이사를 주주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교체하여, 주주가 이사회를 장악(control)하는 결과를 가

져오는 것’을, 유럽 ESMA 공식성명서(2014)는 미국과 영국의 기준을 보다

일반화하여 (i) 주주와 제안한 이사후보와의 관계, (ii) 제안한 이사후보의

수, (iii) 제안된 이사후보의 선임으로 인하여 이사회 내부의 권력관계에 변

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각국의 실정에 맞추어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지배권 취득 목적’은 구체적으로 어떠

한 경우를 일컫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보다 일

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유럽 ESMA 공식성명서(2014)를 참조한다면

다음과 같다.

우선 (i) 주주와 제안한 이사후보가 일정한 관계에 있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주주로부터 독립적 지위에 있는 제3자를 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지

배권 취득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주와 이사가 지시·종속관계에 있어야,

주주가 이사 선임을 통해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것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영

국은 주주와 이사 후보가 고용관계에 있거나, 혹은 이사가 주주에게 보고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등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ii)와 (iii)의 요건은, 주주가 자신과 지시·종속관계에 있는 자를 이사로

선임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이들이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장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상법상 이사회 결의의 정족수를

고려하면, 주주가 이사회의 과반수를 장악하면 이사회의 일상적인 결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능하기에 이 요건이 충족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배권 획득 목적’이라 함은, (i) 주주가 자신과 고용관계 기타



- 147 -

계약 등의 관계를 통해 주주와 지시·종속 기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이사회 구성원을 교체하는 것으로, (ii) 대표이사 선임이나 이사회 과반수

선임으로 회사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정하는 것을 생

각해 볼 수 있다.

③ 그 밖의 경영참가 목적

현행법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을 위해 ‘사실상 영향력’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할 목적이면 ‘경영참가목적’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

다.247) 이 중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과 ‘사실상 영향력’의 개선방

향에 대해 논한다.

우선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을 정함에 있어, 전술하였듯 지배

권 취득 목적인 경우는 분리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배권 취득

이 아닌 경영참가 목적은, 현행법상 경영참가목적이 인정되는 범위가 지나

치게 넓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법 개정을 통해 배당,

정관변경, 자본증감 등 중에서도 그 규모가 상당하거나 회사에 상당한 영향

을 미치는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법문으로 자본구조나 배

당정책이 중대한 변화를 야기하거나 정관 변경도 경영권 방어에 영향을 주

는 것에 한정하는 등으로 경영참가목적이 인정되는 범위를 좁히고, 법원 역

시 가령 배당이 10% 이상 증감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비로소 경영참가

목적이 인정된다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 법은 경영참가목적을 가지고 회사에 ‘사실상 영향’을 주

기 위한 행위를 할 때, 대량보유보고제도상 정식보고의무가 발동된다고 규

정한다.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사실상 영향력’을 주주제안 등의 前단계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해석하고 있다.

문제는 회사 경영에 ‘사실상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 즉 주주제안권이나

주주총회소집청구권 행사의 ‘前 단계’의 행위라면 경영진에 대한 단순한 입

장표명이나 의견교환 역시 ‘경영참가목적’의 행위로 인정될 여지를 남기고

있어, 주주간 의사소통 자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주주간 의사소통이 확대되고 주주의 경영 관여가 활성화될 필요를 생각한

다면, 그 범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지배권 획득 목

적을 가진 경우에 비해, 그 외 경영참가목적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주식시

247) 자본시장법 제1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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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적을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단순히 내

심의 의사가 그러하다든가 시간적으로 주주제안의 ‘前 단계’에 해당한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예측될 것을 요구하는 등으로 그 범위를 줄일 필요가 있다. 즉, 미국에서처

럼, 지배권 취득 목적이 아닌 한 그 외 경영관여목적에 대해서는 그 목적이

구체적으로 되었을 때 보고의무가 발동된다고 보아, 경제적 실질, 투자 스

타일이나 지분 취득이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는지 등을

고려하는 해석론을 전개하는 것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④ 소극적 투자자 

‘지배권 취득’ 및 ‘경영참가’의 목적이 아닌 경우는 ‘소극적 투자자’에 해

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주주가 경영 관여함에 있어 그 법적 불확실성

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익적 사항을 요구한다든가 기관투자자 기타 보고의

무자의 투자 정책에 따라 투자목록에 있는 회사 전부에 대해 요구하는 경

우 등에 대해서는 ‘소극적 투자자’ 요건이 유지된다는 점을 명시해둘 필요

가 있겠다. 미국의 경우 SEC가 소극적 투자자 요건이 유지되는 행위에 대

해 지속적으로 그 입장을 표명해 왔다는 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공동보유자의 해석 

(1) 비교법적 소결

미국도 의결권의 공동행사를 공동보유로 규정하고, 의결권 공동행사의

합의는 쌍방구속성을 가진 합의로 정황증거를 통해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

하는 점에서는 우리 법과 동일하다. 그러나 특히 기관투자자와 같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주주에 대해서는 ‘쌍방구속적 합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엄격

하게 심사하고 있다는 차이를 보인다. 미국의 Hallwood Realty 판례(2002)

나 CSX 판례(2011)는 전문투자자간의 쌍방구속적 합의는 명시적이어야 하

고 단순히 비슷한 시기에 주식을 취득했다든가 간헐적 의사교환이 있었다

는 것만으로는 공동행위자가 인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다. 미국 2014년

SEC 실무해석이 타방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지시하거나 철회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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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을 취득한 사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 역시 쌍방구속적 합의를 엄격한

요건 하에 인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의 판례는 지배권 취득 목적이 아닌 경영참가목적에 대해서는,

단순히 협상 단계에 있거나 조건부인 경우와 같이 잠정적인 상태에서는 보

고의무가 발동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러한 해석은 주주간의 의결권 공동

행사에 대한 합의가 협상단계에 있을 때 보고의무 발동을 늦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국은 대량보유보고제도 자체에서 의결권 공동행사의 합의가 지

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영 관여 정책에 따른 것이어야 비로소 공동보유에 해

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FSA의 2009년 서신은 의결권 공동행사의 합

의가 공동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속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일시적인 합의만으로는 의결권 공동행

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경영 관여에 대해 다

수의 기관투자자들이 MoU를 체결한 경우 등에 한하여 대량보유보고제도상

의 공동보유 요건이 충족된다. 이 역시 공동보유가 인정되는 범위를 축소시

켜, 주주간의 의견 및 정보교환을 원활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

(2) 시사점

우리 자본시장법도 의결권의 공동행사를 공동보유로 본다는 점에서는

영미의 경우와 동일하나, 기관투자자 기타 전문투자자라고 해서 공동보유의

범위를 축소하는 해석은 시도하지 않고 있다. 기관투자자들이 시장 정보를

공유하면, 의결권 공동행사의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증권의 매매에 있

어 동일한 입장을 취하거나 의결권 행사에 있어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황증거로 공동보유를 추정하는 태도

는 타당하지 않다. 대량보유보고제도가 시장 정보의 확산을 막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금융위원회가 ‘기관투자자간

협의, 경영진 면담 등의 과정에서 대화나 발언이 의결권 공동행사에 대한

합의나 계약으로 간주되어 의결권 공동행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

석론을 전개하는 것은, 기관투자자가 주주간 및 경영진과의 의견 교환을 회

피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따라서 기관투자자간 공동보유 여부를 인정함에 있어, 정황증거의 활용

을 최소화하고, 의결권 공동행사에 대해 보다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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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가령, 의결권 공동행사에 대해 ‘쌍방구속적

합의’를 요구하는 현재의 해석론을 유지하되, 그 합의가 명시적이고, 쌍방에

대한 구속력이 상당한 경우, 즉 타방의 의결권 행사를 지시하거나 철회할

수 없는 위임장을 취득하는 정도가 되어야 쌍방구속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합의는 명시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합의로 간주될 수

있는 간접적 대화와 같은 정황증거만으로는 쌍방구속적 합의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영국의 입법을 참조하여 의결권 공동행사의 합의가 ‘지

속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법에 명시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의결권

공동행사의 합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시장정보에 기반하여 의결권

행사에 있어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으로는 부족하고, 기관투자자간

의 MoU 등을 통해 경영 관여에 관한 지속적인 협조를 약정한 경우에 한하

여 의결권 공동행사의 합의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정황증거를 활용하

거나 묵시적 합의로도 충분하다고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경영 관여에 관한

지속적 협조를 입증하기는 의결권의 공동 행사를 입증하는 것보다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의결권 공동행사의 합의가 ‘지속적’일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법문을 개정할 경우, 지금의 해석론처럼 정황증거의 활용이나 묵시적 합의

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공동보유가 인정되는 범위를 상당히 축소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유럽이나 미국의 예처럼, 단순한 토론이나 의견 표명은 규제가 적

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화이트리스트를 제시하는 것도 경영에 관여하고자

하는 주주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EU의 경우 ‘이사선임’

외의 사항, 가령 배당이나 자본증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간 협조행위

중 ‘공동보유’로 해석되지 않는 화이트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지배권

획득 목적이 아닌 경영참가목적에 대해서는 주주간 의견교환이나 의결권

행사 합의, 주주제안권이나 주주총회소집청구권 등 주주권의 행사는 공동보

유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동보유로 인정되는 범위를 축

소시켰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참조하여, 전술하였듯 현행법상 경영참가목

적을 지배권 획득을 위한 경우와 그 외의 경우로 나누어 개정하는 것이 가

능하다면, 후자에 대해 공동보유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의 범위를 화이트리

스트로 제시하여 공동보유의 범위를 축소하고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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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4 節 경영 관여 과정에서 정보교류에 대한 고찰

I. 공정공시 및 시장남용행위 규제

1. 문제상황

주주의 경영 관여가 활성화되고 이에 수반하여 회사 정보 교류가 빈번

해지면, 회사의 공정공시의무(Fair Disclosure) 및 정보수령자인 주주의 시

장남용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248)

이에 따르면, 회사 경영진과 주주간 사적 회담 등을 통해 회사의 정보가

주주에게 이전되는 것은 회사의 공정공시의무 위반이 될 수 있고, 만약 정

보수령자인 주주가 그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거나, 다른 주주와 정보를

공유하였는데 그 주주가 정보를 남용한 경우, 정보수령자인 주주의 시장남

용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 리스크로 인해 회사는 주주

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적극적인 주주는 회사 경영진 및 다른 주주와

의견을 교환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249) 특히 경영에 관여하고자 하는

주주가 기관투자자처럼 수시로 주식의 매매를 하는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정보수령자 조직 내 1인이라도 미공개중요정보를 보유한다면, 조직 내 다른

직원 혹은 조직 자체의 증권거래 행위가 시장남용행위의 혐의를 받을 우려

가 생기기 때문이다.

2. 규제의 취지 및 범위

공정공시제도는 미국에서는 2000년 10월,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11월,

일본에서는 2018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250) 각국의 제도는 다소 비슷한 형

248) 동일한 문제제기로, 안수현, 2016, 63-66면

249) 대량보유보고, 단기매매차익, 내부자거래, 이러한 규칙들은 이사후보 지명 및 경영 간
섭에 있어 장벽이 되었다는 표현으로는 Black, 1998. 459-465면 ; Partnoy & Thomas, 
2007, 4면 ; 실제로 영국에서는 1993년 내부자거래 위반에 대해 형사제재를 가하게 되면
서 (the Criminal Justice Act 1993), 기관투자자들 간에는 주주의 참여가 제한될 것이
라는 점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H Connon, ‘Widows Seek 
Pledges from Firms on Insider Talk’ Independent, 16 May 1994, 2 : Dignam, 
1998, 149면 재인용. 

250) 미국은 Regulation FD 및 SEC Release No. 33-7881 ; 일본은 금융상품거래법 제2
장의6 중요한 정보의 공표 27조의36~~27조의38, 동법 시행령 제3장의5 14조의15~14조
의17 및 동법 내각부령이 이를 규율한다. 내각부령의 정식명칭은 ‘금융상품거래법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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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지니나, 공정공시규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가 미국은 내부자거

래규제와 동일한 반면, 일본은 공정공시규제의 대상이 되는 정보 범위가 내

부자거래규제보다 넓다는 차이가 있다.251) 우리나라의 공정공시규제는 수시

공시제도를 보완하는 성격도 겸하는 것으로, 공정공시규제와 내부자거래 규

제의 범위가 겹치는 범위도 있지만, 서로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

된다.252) 공정공시규제는 정보의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고 시장남용행위를

예방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설명된다.253)

그러나 주주의 경영 관여가 우리에 비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에서는, 공정공시규제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공정공

시규제가 비중요정보의 전달 역시 막아서 시장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

이 한 예이다.254) 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에 있어 경영진과 주주간 사적 회

담에서 정보의 불공평한 전파를 막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지적도 있다.255)

특히 공정공시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은 다음 두 가지를 근거로 한다.

하나는 공정공시규제의 억지 효과가 낮다는 점이다.256) 미국은 공정공시

규제가 정보의 유통을 방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인해 SEC의 법집행력

이 떨어지고, 위반시 제재 역시 경미하여 공정공시규제 위반에 대한 부담이

적다고 한다. 또한 경영진과 투자자간 1:1로 이루어지는 사적 회담에서는

의6의 규정에 의한 중요정보의 공표에 관한 내각부령’인데, 소위 ‘중요정보공표부령’이라
고 한다.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은 ‘거래관계자에게 미공개 중요정보로서 투자자의 투자판
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의 전달을 할 경우, 상장회사는 그 전달과 동시에 중요정보
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251) 일본의 입법당시 논의에 대해서는 이하 III. 3. 참고.

252) 우리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정보‘로, 수시공시사항과의 관계를 절단하고 있다는 표현으로는 김건식·정순섭, 2013, 
410면 ; 성희활, 2004, 105면에 따르면 공정공시규제의 대상이 되는 정보와 내부자거래 
대상정보는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각각의 경우에 고유한 영역도 있다. 가령, 실적 예측
이나 정기보고서 제출전의 영업실적 중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정보로, 내부정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공정공시대상정보에는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한편, 
미공개중요정보를 인정한 판례 소개로는 임재연, 2018, 937-938면. 가령, 경영진 긴급체
포 정보(수원지방법원 2003. 7. 25. 선고 2003고단1044판결)나 회사자금 횡령 정보(서울
고등법원 2007. 5. 10. 선고 2007노322판결) 등이 포함된다. 

253) 정보의 불공정 격차 극복을 위함이라는 설명으로는 김건식·정순섭, 2013, 394-395면.

254) Anderson et al., 2001, 278면. 그 자세한 소개로는 김건식·송옥렬, 2001, 346-351면 
및 神作裕之, 2017, 26면. 가령 회사의 관점에서, FD 규제의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지적, 애널리스트가 열심히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할 인
센티브를 감소시킨다는 지적, 내부자거래 적발 수법의 발전으로 지금으로서는 과도한 규
제라는 지적 등이 있다. 

255) Bengtzen, 2017, 34-36면.

256) ibid., 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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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공시의무 위반을 탐지하기가 어렵다.257)

다른 하나는 공정공시규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도 회사가 투자자에

게 미리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258) 미국에서

는 단순 실수나 착오에 의한 비의도적인 정보전달은 정보전달 후 즉시

(promptly), 즉 24시간 이내로만 공개하면 족하다는 점259)을 이용하는 것인

데, 회사로서는 정보 개시가 예정된 날로부터 24시간 전에 사적 회담을 진

행함으로써 규제 리스크를 벗어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260)

또한 비의도적인 정보공개 이후 24시간 내에 공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선택적 공개가 이루어졌음을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왜곡

된 정보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261) 특히 미국 SEC는 경영진과

투자자간 사적 회담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자의 즉흥적인 질의에 대한 회사

측의 답변은 비의도적인 정보공개에 불과하여 해당 정보를 24시간 이내로

만 공개하면 족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262) 투자자로서는 사적 회담에서 경

영진에게 공격적으로 질의하는 것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선호하게

된다고 한다.263)

이렇듯, 공정공시규제를 위반하거나 편법적으로 우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264) 공정공시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견해도 있다.265) 즉, 경

영진과 주주간 사적 회담은 공정공시규제 전후 불문하고 여전히 빈번하게

257) ibid., 81-85면. 공정공시규제가 도입된 2000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공정공시규
제 집행 사례는 총 13건에 불과하며, 민사제재금(백만불~ 35만불)을 부과한 건은 약 절반
이고, 나머지는 정지명령(cease-and-desist order)을 내리는 것에 그쳤다고 한다.

258) ibid., 78면.

259) 17 CFR § 243.101(d)

260) Bengtzen, 2017, 75-76면. 

261) ibid., 77면.

262) Investment Company Act Release, No.24599, 65 Fed. Reg. 51,716 (Aug 24, 
2000), 51722면.

263) Bengtzen, 2017, 75-77면.

264) Kamman & Hood, 2009, 419-420면은 공정공시규제에도 불구하고 헤지펀드 등 적극
적 투자자가 발행인의 내부정보를 알 수 있는 경우로 다음의 예를 든다. 
(i) 발행인이 미공개중요정보가 새어나가고 있다는 점을 의도하거나 알지 못 한 경우,

   (ii) 발행인이 이를 알게 되었지만, 이후 공정공시규제(Reg. FD)에 따른 즉시 공개로 나아
가지 못 한 경우,

   (iii) 발행인 측은 알지 못 한 채로, 투자은행, 로펌 기타 발행인 측을 위해서 일하는 자로
부터 미공개중요정보가 새어나간 경우,

   (iv) 공정공시규제(Reg. FD)가 적용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발행인이 선택적 공개를 하
고, 그 자가 다른 이에게 정보를 전달한 경우,

(v) 발행인이 Reg. FD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265) Bengtzen, 2017, 34-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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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또한 애널리스트들과 주주행동가들은 경영진과의 사적 회담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을 선호하고266) 회사 역시 사적 회담을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생각한다는 것이다.267)

그러나 이하에서는 이러한 공정공시규제 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보다

는, 공정공시규제를 준수하는 경우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

다. 비의도적인 정보공개 이후 ‘즉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24시간

이내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는 비의도적 정

보공개에 대해 당일 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268) 우회적으로 선

별적 공시를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즉, 이하에서는 공정공시규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주주가 회사 경

영에 관여하고자 할 때 회사나 주주측이 공정공시규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

인지에 대해 살핀다. 또한 공정공시규제는 시장남용행위규제의 예방적 기능

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부자거래 기타 시장남용행위 규제를 필요한

범위에서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II. 우리 법의 해석

1. 회사 측에 대한 규제

(1) 공정공시 규제와 시장남용행위 규제의 적용

만약 정보를 수령한 자가 기관투자자로서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

등에 해당한다면 발행회사는 공정공시규제에 따를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의도적으로 제공된 정보는 동시에(simultaneously), 비의도적으로 제공된 정

보는 즉시(promptly) 공개하도록 한 것을 참조하여,269) 우리는 원칙적으로

는 ‘동시에’, 즉 정보 제공전까지 거래소에 신고해야 하고, 단순 과실이나

착오로 인하여 선별 제공한 비의도적 제공의 경우에는 당일 신고하고, 당해

법인의 임원이 알 수 없었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알게 된 날에 신고하도

록 하고 있다.270)

266) Brown et al., 2015, 10-13면. 

267) Guimard, 2013, 161면.

268)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5조 제4항. 

269) 금감원, 공정공시 제도의 도입, 2002년 9월 9일자 보도자료, 9-10면; 임재연, 2018, 
7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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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 자본시장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도 규제하기 때문에,271) 회사가 주주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미공개중요정

보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다만, 우리 법은 타인의 이용가능성

을 인식하면서 정보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272) 회사는 회사의

정보 제공이 ‘타인의 거래 가능성을 인식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

시장남용행위 규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 특약을 통한 회사의 규제리스크 감소

1) 비밀유지계약

공정공시규제와 관련하여, 우리 공시규정은 공정공시규제의 예외로 ‘합

법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정보를 제공하면서 정보에 대해 비밀

을 유지하기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자’에 대한 선별적 정보제공을 규정하고

있다.273) 따라서 기관투자자가 경영 관여 과정에서 얻게 된 정보에 대해 비

밀유지의무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다면, 회사는 공정공시의

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274)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규제와 관련하여, 회사가 주주에게 정보를 제

공할 때, ‘타인의 거래 가능성 인식’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어떻게 소거할 수

있을지 문제되는데, 우리 다수설은 비밀을 당부하며 내부정보를 알려준 행

위는 자본시장법상 정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다.275) 따라서 회사측이 시장남용행위 리스크를 감

소시키기 위해서도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된다. 가령,

회사가 경영에 관여하고자 하는 주주에게 내부정보를 제공하면서 비밀유지

의무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270)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5조 제4항.

271) 자본시장법 제174조.

272) 김건식·정순섭, 2013, 417면 ; 임재연, 2018, 954면. 

273)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8조 제2호 나목 및 코스닥증권시장공시규정 제15조 제2호 
나목. 공정공시가이드라인, 76-77면 역시 '상장기업이 제3자배정증자를 추진하면서 동회
사의 현재 주주인 투자자에게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제공하거나, M&A를 추진하면서 잠재
적 인수대상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투자자나 잠재적 인수자들에게 비밀을 
유지하겠다는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 놓는다면 공정공시규제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74) 동일한 결론으로 안수현, 2016, 67-68면.

275) 김건식·정순섭, 2013, 417면 ; 임재연, 2018, 9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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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금지계약

우리 공시규정은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에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이용하

여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증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으로 예상되

는 해당 증권의 소유자’를 포함시키고 있다.276) 이 규정에 대해, 거래소가

정한 공정공시운영기준은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당해 유가증권시장주

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표시

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자로서 당해 증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상술하

고 있다.277)

이와 같은 거래소의 공정공시운영기준에 따르면, 회사로부터 정보를 수

령한 주주가 보유 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하지 않을 것임을 특약하였다면,

그 주주에 대한 중요정보의 선택적 제공도 공정공시규제 위반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령 회사가 주주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경영에 관여하

고자 할 때 참고하되, 그 정보를 기반한 거래를 금할 것을 정하였다면, 여

기에는 공정공시규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현행법규상, 이러한

거래금지계약의 효과를 보다 일반화하여, 증권소유자가 아닌 다른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가 거래금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정공시규제의 적용이

없다고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규제에 대해서도, 정보수령자인 주주가

그 정보를 이용하여 증권을 매매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한다면, 회사의 ‘타

인의 거래 가능성 인식’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소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상기 특약의 특징

이렇듯, 비밀유지계약이나 증권소유자의 증권 거래를 금지하는 계약은

공정공시규제 및 시장남용행위 규제와 관련한 회사측의 리스크를 감소시키

는 기능을 한다는 공통점이 잇다. 이러한 특약을 통해, 회사의 선별적 정보

제공이 허용되고, 회사가 ‘타인의 거래 가능성을 인식’하고 정보를 제공했다

는 점이 부정될 수 있다.

276)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5조 제3항 제6호.

277) 유가증권시장공정공시운영기준, 제6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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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둘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회사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공정공시정보대상자인 주주가, 그 정보

에 기반하여 경영에 관여하는 등 정보를 활용함에 있어, 비밀유지계약에서

보다 거래금지계약의 경우 운신의 폭이 더 넓을 수 있다. 정보를 수령한 주

주가 다른 주주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계약상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되지

만 거래금지의무 위반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령, 다른 주주와 회사 경영 관

여 여부 및 그 구체적 사항을 논의하는데 있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정보수령자는 논의 그 자체로 계약 위반이 되지만, 거래금지의무를 부담하

는 정보수령자는 논의만으로는 계약 위반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관투자자로서는 거래금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자산운용에 걸

림돌이 될 수 있어, 거래금지계약보다는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선호할 수 있

다. 또한 비밀유지계약은 정보의 전파 자체를 지연시키기 때문에, 정보의

전파는 허용하는 거래금지계약에 비해 시장남용행위를 예방하는 기능을 보

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회사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주주가 비밀을 유지할 의무는 회사법

이나 자본시장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계약을 통해 창설되는 의무인 반면,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행위규제에 따라 당연

히 금지되는 것으로, 거래금지의무는 법령상 의무를 확인하는 의미, 혹은

회사의 규제 위반 리스크를 정보수령자에게 이전하는 의미를 가진다.

(3) 주주간 정보 공유의 문제

주주(A)가 준내부자인 주요주주의 지위에서, 혹은 제1차수령자의 지위에

서 획득한 정보를 다른 주주(B) 기타 제3자와 공유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

가 어떻게 될 것인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는 특히 주주의 경영 관여가

집단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때 중요한 문제가 된다. 가령, 회사로부터 비밀

리에 정보를 수령한 주주(A)가 언론이나 SNS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거나,

특정 주주를 개별적으로 만나서 정보를 공유할 경우, 회사의 공정공시규제

위반 여부 혹은 회사나 주주의 시장남용행위 규제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우선, 다른 주주 기타 제3자와의 정보 공유는 제1차 정보수령자인 주주

(A)의 계약상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거래금지의무만을

정한 경우 계약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정보를 전달받

은 다른 주주(B) 기타 제3자에게 추가적인 계약을 통해 비밀유지의무나 거



- 158 -

래금지의무를 부과할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다음으로 제1차 정보수령자인 주주(A)가 언론이나 SNS를 통해, 내지

는 다른 주주(B)와 경영 관여 여부에 관한 회담 등을 통해 정보를 전파한

경우, 이것이 회사의 공정공시규제 및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된다.

이에 대해 다음 2가지 해석론이 가능하다. 하나는 제1차 정보수령자인

주주(A)가 비밀유지의무나 거래금지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회사의 내부직원

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 만약 그 주주(A)가 외부에 정보를 전파할

경우, 회사의 공정공시규제 위반 책임이나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를 이용하

게 하는 행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비밀유지계약

이나 거래금지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정보가 회사 외부로 유

출된 이상, 정보 누설에 대한 리스크는 주주에게로 이전되어 회사는 공정공

시규제로 및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해석하는

방법이다. 우리 공정공시규제 및 시장남용행위규제가 어떠한 해석론을 택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2. 주주 측에 대한 규제

(1) 시장남용행위 규제

경영진과 주주간의 비밀유지계약이나 거래금지계약은 회사의 시장남용

행위에 대한 리스크를 주주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주주의 시장남용행위 위

반 가능성은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주주가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 다음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시장남용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

하나는 ‘주요주주’의 지위가 인정될 경우, 주식 취득 후 6개월 내로 처분

할 경우 단기매매 차익반환의무(short swing)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278)

따라서 공동보유 등으로 10% 이상 지분을 취득했거나,279)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하는데 성공했다면280) 주요주주로서 단기매매 차익반

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2016년 6월 개정 전에는 주식

을 1% 이상 보유한 자가 임원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도 주요주주에 포함되

278)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

279) 자본시장법 제9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 1)

280) 자본시장법 제9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 2) 및 동법 시
행령 제4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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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었지만, 2019년 1월 현재 이 부분에 관한 금융투자업규정이 공백상태

로 있어,281) 현재로서는 1% 이상 주주가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서

주요주주가 되진 않고, 단기매매 차익반환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

다른 하나는 주요주주가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282) 내지는 회사와

사적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283) 알게 된 내부정보를 매매 등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경우, ‘준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에 해당한다. 그 밖에 경영 관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는 등의

행위는 ‘제1차수령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책임284)

및 손해배상책임285)을 지게 된다.

(2) 정보차단장치를 통한 리스크 감소 가능성

1) 정보차단장치의 내용

시장남용행위에 대한 주주의 법적 리스크는 앞서 언급했던 회사와 주주

간의 비밀유지계약 등으로는 감소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주의 법적 리스크

를 감소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정보교류차단장치를 생각할 수 있다. 현행 제

281) 자본시장법 제9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 2) 및 동법 시
행령 제4조 제2호. 2019년 1월 기준으로 그 변천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행령 
제4조 제2호는 금융위원회 고시에 위임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 고시가 2016월 7월 28일 
개정으로 삭제되어 2019년 1월 현재까지 공백으로 남아 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1-6조 '
주요주주의 범위'는 제정 당시 '임원인 주주로 1% 이상 보유 주주'를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6년 6월 28일 개정, 6월 30일 시행규정은 소규모 금융투자업자를 규정하는 
단서규정을 덧붙였다가, 몇달 지나지 않은 2016년 7월 28일 개정, 8월 1일 시행규정에서
는 '주요주주의 범위'를 정한 규정 자체를 삭제하였다.

282)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2호. 주주가 경영에 관여하는 것이 ‘권리를 행사하는 과
정’에 포함될 수 있는지 학설대립이 있는데, 긍정설이 다수설인 것으로 보인다.  긍정설
은 일본이 ‘3% 이상의 주주가 소수주주권을 행사하면서 알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달리, 자본시장법이 굳이 ‘주요주주’를 행위주체로 정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주
요주주이기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라면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가령 안수현, 
2010, 72면은 ‘주요주주라는 지위에서 정보를 지득할 수 있는 경우’, 김건식·정순섭, 
2013, 399면은 ‘주주로서의 일반적인 지위 또는 자격을 의미하는 주주권’, 박순철, 2010, 
73-74면은 '주요주주의 지위에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알게 된 정보'라고 표현하면서, 영
국의 경우 ‘주주의 지위(through being shareholder of an issuer of securities)를 통
하여’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반면 부정설로는 임재연, 2016, 875면. 다
만 이에 따르더라도 정보수령자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한다. 

283)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4호.

284) 자본시장법 제443조.

285) 자본시장법 제1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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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주주의 리스크를 줄이는 한편, 기업 정보에 대한 시장남용행위를 방지

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 법상 정보차단장치 중 사내정보차단장치는 자기재산 운용과 타인

자산 운용, 기업금융업무를 구분하고, 이들 간의 정보·임직원·사무공간·전산

설비의 공동이용을 금지하고 있다.286) 여기서 ‘기업금융업무'란 기업의 인수

및 합병 등의 경우287)를 의미하고, ‘공유가 금지되는 정보’란 기업금융업무

관련정보 중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포함한

다.288) 공유가 금지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고시가 요구하는 조건

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정보차단벽을 넘는 것(wall-crossing)이 허용된

다.289)

현행 정보차단장치는 구분해야 하는 기업금융업무 중 하나로 ‘경영참여

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를 두고 있다. 행동주의 사

모펀드 등을 염두에 둔 입법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

가 있다. 하나는 사모펀드가 소규모일 경우 정보·임직원·사무공간·전산설비

분리를 꾀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경영관여행위를 하는 주체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만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으로 기관투자자의 경영 관여

가 활성화된다면, 경영 관여 행위에 대해 정보차단을 보다 일반적인 범위에

서 요구할 필요가 있다.

2) 정보차단장치의 효과

우리 자본시장법은 정보차단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거나, 정보차단

286) 자본시장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287) '기업금융업무'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제71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법 
제7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인수업무
2. 모집ㆍ사모ㆍ매출의 주선업무
3.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
4. 기업의 인수ㆍ합병에 관한 조언업무
4의2.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중략)
5.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288) 자본시장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제4호 기업금융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서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289) 자본시장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단서,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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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유한 것 자체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묻고 있

다.290) 정보차단장치 설치로 시장남용행위 규제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

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바가 없다. 이하에서는 경영 관여를 통해 정보를 보

유하게 된 주주가 정보차단장치를 통해 위와 같은 시장남용행위 규제의 부

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우리 법에 대한 해석론을 보다 명확히 하

고자 한다.

우선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에 관련하여, 교과서는 정보차단장치가 마

련된 경우 정보보유자가 정보를 이용했다는 추정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한

다.291) 따라서 주주는 정보차단장치를 설치함으로써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

위 규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가령 주주인 기관투자자의 소속직원이 위

법한 정보공유를 통해 시장남용행위를 하더라도, 기관투자자는 유효한 정보

차단장치의 설치를 통해 최선의 주의를 다했음을 항변할 수 있다. 다만, 정

보교류차단장치의 설치 및 운영 자체로 법인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와 관련하여, 판례는 (i) 비자발적 유형

의 거래이고(and), (ii) 내부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

는 유형의 거래라면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292) 앞서 미

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에서 교과서는 정보차단장치 설치로 면책되지는 않지

만 정보이용의 ‘추정’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 이를 참조한다면 정보

차단장치를 통해 정보 접근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는 해

석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주요주주

등이 회사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이상 단기매매 차익반환의무의 부담을 지

게될 것으로 생각된다.

3. 문제의 소재

이상에서 제기된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회사의 공정공시규제나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규제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선, 회사가 주주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비밀유지계약이나 거래

금지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계약의 구체적인 형

태나 계약 위반시의 효과에 대한 논의가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290) 자본시장법 제446조.

291) 김건식·정순섭, 2013, 415면.

292)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396 판결. 이 두 요건은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것
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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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회사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주주(A)가 언론이나 SNS, 별도의 회담

등을 통해 다른 주주 기타 제3자와 정보를 공유한 경우, 계약 위반에 따른

주주의 책임 외에도, 회사에 대해 공정공시규제나 시장남용행위 규제와 관

련하여 별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공백 상태에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회사와 주주간 사적 대담에 있어 비

밀유지계약이 빈번히 체결되고 있는 미국에서의 특약 활용 예를 살피고, 또

한 최근 공정공시규제를 도입한 일본에서의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회사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주주(A)에게 비밀유지의무나 거래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특약은, 그 특약만으로는 정보수령자의 시장남용행위를 완

전히 방지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기

관투자자 기타 주주로서는 정보차단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시장남용행위 리

스크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 정보차단장치를 설치해도 시장남용행위로부터

면책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법 위반에 대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는 해석론을 취하더라도, 사모펀

드나 헤지펀드 등 유연한 조직을 갖춘 기관투자자 역시 규제리스크를 낮추

기 위해 정보차단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요구되

는 정보차단장치는 이들 기관투자자가 설치하기에는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영국의 헤지펀드 기준 등을 참조하여, 사모펀드 등과 같

이 유연한 조직을 갖춘 기관투자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정보차단장치가 적

합할 것인지를 모색해 보기로 한다.

III. 공정공시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1. 의의  

한국과 미국, 일본은 모두 공정공시규제의 적용을 배제되는 경우로 정보

수령자가 비밀유지의무 등을 부담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293) 비밀유지의무

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선택적 공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다. 다

만, 일본은 이러한 예외적인 선택적 공시는 비밀유지의무 뿐 아니라 거래금

293) 미국의 경우는 17 C.F.R. § 243.100(b)(2) ; 일본의 경우는 금융상품거래법 제27조의
36 ; 우리나라는 유가증권 상장규정 제18조. 미국은 공정공시규제의 예외로 (i) 변호사 등
과 같이 발행인에 대해 신인의무 등에 기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 (ii) 명시적인 
합의에 의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 (iii) 1933년 증권법에 따라 등록된 증권의 모
집에 관한 정보의 수령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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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무도 부담하고 있는 자에 대한 것일 때 가능하다고 규정하여 미국이나

우리나라와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하에서는 각국의 현행 법제를 기준으로 하여, 경영에 관여하고자 하는

주주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회사와 주주간 비밀유지의무 등을 정한 계약이

어떠한 형태를 취하는지를 살피고, 계약 위반시 효력에 대해 검토한다.

2. 미국

(1) 공정공시규제 개관

1) 의의

미국의 공정공시규제는 내부자거래를 예방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으

로294) 미국의 공정공시규제가 적용되는 정보의 범위는 내부자거래와 동일

하고,295) 발행인은 선택적으로 공개하려는 정보가 중요한 것(material)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Form 8-K에 따라 공시하거나296) 혹은 대중의 접근이 배

제되지 않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297)

2) 공정공시규제의 적용범위

미국은 언론사를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따

라서 언론사에 대한 정보제공은 공정공시규제 위반이 되지 않는다.298) 미국

공정공시제도는 거래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자에게 중요정보가 선택적으

로 공개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이다.299)

294) 임재연, 2018, 714-718면.

295) 17 C.F.R. § 243.102 ; SEC v. Siebel Systems, Inc., 384 F. Supp. 2d 694 
(S.D.N.Y. 2005) ; 김건식·송옥렬, 2001, 361-362면 ; 임재연, 2018, 716면.

296) 17 C.F.R. § 249.308. 회사와 주주간에 비공개 회담이 이루어지는 등 회사에 중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그로부터 4 영업일 내에 Form 8-K에 따른 보고를 해야 한
다.

297) 17 C.F.R. § 243.100(a)(e)(1)-(2); SEC Release, No. 69279, Report of 
Investigation Pursuant to Section 21(a)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Netflix, Inc., and Reed Hastings, Apr 2, 2013 [이하 SEC Release, No. 69279 
(2013)], 6면 참조.

298) 이상훈·David, 2008, 91면 ; 17 C.F.R. § 243.100(b)(1)은 공정공시규제가 적용되는 
정보수령인으로, 브로커, 딜러, 투자자문사, 투자회사를 나열하고 있을 뿐, 언론사에 대한 
언급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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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2년 Netflix의 CEO가 그 개인 페이스북에 회사의 중요정보를

개시한 것이 공정공시규제 위반인지 문제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SEC는

회사로부터 정보를 수령하는 자에 법이 열거하고 있는 공정공시정보제공대

상자가 1인 이상 포함된 이상, 법이 열거하고 있지 않은 자가 포함되어 있

다고 하더라도 공정공시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300) 회사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301)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는 것 역

시 공정공시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302)

따라서 회사가 SNS 등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조건

을 충족해야 한다. 즉, (i) 그 SNS가 회사를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채널이어

야 하고 (ii) 만약 미공개중요정보를 공개했을 경우 공정공시규제상의 후속

절차, 즉 의도적 공개면 동시, 비의도적 공개면 즉시, 정보 내용 및 공개에

사용된 채널이 무엇이었는지 특정하여 알릴 의무를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SNS 등을 통한 정보 전파가 가능하다.303) 단순히 회사 소속 직원의 개인

SNS를 통해 회사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정공시규제 위반이 될 수 있

다.304)

3) 공정공시규제의 적용 예외 - 비밀유지계약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또다른 중요한 경우는, 바로 (i) 발행인에 대해 신

인의무를 부담하는 자, (ii) 비밀로 유지할 것을 합의한 자들에 대한 정보공

299) SEC Release, No. 34-43154, 65 Fed. Reg. 51,716 (Aug 15, 2000)은 17 C.F.R. § 
243.100(b)(1)(iv)가 ‘정보에 기반하여 증권 매매를 할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으로 예견되
는 증권 보유자’를 공정공시규제가 적용되는 정보수령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하고 있고 SEC Release, No. 69279 (2013), 6면은 이 조항이 예시적(inclusive) 조항으
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러한 SEC의 설명을 종합하면, 
공정공시규제가 적용되는 정보수령인은 브로커, 딜러, 투자자문사, 투자회사 등 증권거래
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자로 해석할 수 있다. 

300) SEC Release, No. 69279 (2013), 6면.

301) 회사의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공개 역시 공정공시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은 SEC 
Release, No. 34-58288, IC-28351, Commission Guidance on the Use of Company 
Web Sies, Aug.7, 2008를 통해 밝힌 바 있다.

302) SEC Release, No. 69279 (2013), 5-7면.

303) ibid., 7면.

304) ibid., 7-8면. 따라서 Netflix 사례(2012)에서와 같이 회사 CEO가 개인 페이스북에 회
사의 중요정보를 개시한 것은 공정공시규제 위반이 될 수 있다. 실제 SNS의 파급력이 크
다는 점을 고려하여 SEC는 공정공시규제 적용을 검토하였으나, 당시 공정공시규제가 
SNS에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법집행에 무리가 있었다. 이에 대한 반성적 조치로 
2013년 SEC는 위 SEC Release, No. 69279 (2013)를 통해 SNS를 통한 정보 제공에 공
정공시규제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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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는 공정공시규제를 적용하지 않다는 것으로305) 이는 우리나라 규정과 동

일하다.

SEC는 이러한 비밀유지계약은 정보수령인의 비밀유지의무를 정하는 것

으로 충분하고, 해당 정보에 기한 거래를 금지할 의무까지 포함하여 정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306) 왜냐하면 ‘보유하게 된 정보를 비밀로 할 것을 합

의한 자’에 대한 거래금지의무는 내부자거래금지 규제, Rule 10b-5에 의해

부과되기 때문이다.307) 따라서 공정공시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회

사는 주주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만, 애널리스트나 투자은행이 비밀유지의무 뿐 아니라 해당 정

보에 근거한 거래를 금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308)

이하에서는 실무에서 주주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계약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핀다.

(2) 주주의 비밀유지의무를 창설하는 계약

1) 법적 성질

경영진과 주주간의 사적 회담(private communication)309)에서 선택적 정

보 공개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만약 정보수령자인 주주가 이에 대해 비

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있다면, 공정공시규제

는 적용되지 않는다.310)

이러한 비밀유지계약은 주주의 비밀유지의무를 창설하는 의미를 가진다.

305) 17 C.F.R. § 243.100(b)(2)(i)(ii).

306) SEC Compliance and Disclosure Interpretations, Regulation FD, Question 
101.05. [Aug. 14, 2009] 
[http://www.sec.gov/divisions/corpfin/guidance/regfd-interp.htm] (최종방문일 : 
2018. 12. 21.) 

307) 17 C.F.R. § 240.10b5-2(b) ; 김건식·송옥렬, 2001, 365-366면.

308) Choi & Pritchard, 2012, 565면.

309) 회사와 주주간에 비공개 회담이 이루어지는 등 회사에 중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회
사는 그로부터 4 영업일 내에 Form 8-K에 따른 보고를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중요 정
보가 전달된 경우에는 공정공시규제에 따라 동시에 혹은 즉시 공개해야 한다는 설명으로
는 Bengtzen, 2017, 43면.

310) SEC, Regulation FD, June 4, 2010. Question 101.11 
[https://www.sec.gov/divisions/corpfin/guidance/regfd-interp.htm] (최종방문일 : 
2019.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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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경영진으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주주가 그 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령 주주가 회사법상 정보접근권311)에 근거해 제공받은

정보는 비밀로 추정(regard)되며, 이러한 비밀정보는 소송이나 다른 법적

절차를 거쳐서 공개될 때까지는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312) 즉, 제공받은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하는 등 제3자에게 자유롭게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313) 그러나 이러한 추정만으로 주주에게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

는 것은 아니며, 회사 역시 공정공시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회사가 주주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공정공시규제로부터 자유로

워지기 위해서는 주주에 대해 비밀유지의무를 창설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

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러한 비밀유지계약은 반드시 정보 제공 전에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정보 수령인이 제공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거래를

하거나 그 정보를 타에 공개하기 전에만 체결되면 된다. 또한 이미 선택적

으로 정보가 제공된 이후라 하더라도 이를 수습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제

공하면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314)

비밀유지계약은 명시적이어야 하지만, 구두합의도 무방하다. 실무에서

경영에 관여하는 주주가 시장남용행위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비밀

정보를 받지 않겠다’는 점을 일반적으로 선언하고 미공개정보수령을 거절하

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그 자체로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

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315)

311) 가령, DGCL, § 220.

312) Stone v. Ritter 2005 Del Ch. Lexis 146.  

313) Disney v. The Walt Disney Co, 857 A2d 444 (Ch Ct 2004).  

314) SEC, Final Rule : Selective Disclosure and Insider Trading, Exchange Act 
Release No. 43154, (2000) 주28. [https://www.sec.gov/rules/final/33-7881.htm] 
(최종방문일 : 2018. 12. 21.) 

315) 미국에서는 신인의무를 전제로 내부자거래를 규율하기 때문에, 비밀정보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을 통해 신인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생각 하에 이러한 선언이 이
루어지곤 한다. 그러나 미국에서조차, 이러한 것만으로 헤지펀드 등이 시장남용행위로부
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상의 설명은, Kamman & Hood, 2009, 
420-421면. 실제 알라바마주 연기금(RSA)이 '정보공개의무를 규정한 주법에 따라, 비밀
유지계약(confidentiality agreement)을 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장남용행위 책임을 면책하는 기능을 하지는 않았다. The 
Retirement Systems of Alabama, Exchange Act Release No. 34-57446 (Mar. 6, 
2008). 이하 RSA Report.  
[https://www.sec.gov/litigation/investreport/34-57446.htm] (최종방문일 : 2017.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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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밀유지의무

(a) Pershing Square(이하 '주주')는 (i) Salix 제약회사와 관련된 토론을 통해 알게 된 사

실, (ii) 관련된 서면 합의의 존재 여부 및 그 내용, (iii) 기타 회사 및 자회사와 관련한 미공개

중요정보로, 구두 혹은 서면, 전자적인 방식으로, 보고서, 분석, 요약, 메모, 연구, 노트 기타 방

<표 9> Schedule 13D Item 6에 따라 보고된 회사와 주주간 체결된 비밀유지계약*

의 예시

* VALEANT PHARMACEUTICALS INTERNATIONAL, INC., SCHEDULE 13D FILING 

(2015), Film Number15723922, Schedule 13D Item 6, EX-99.4 

2) 사례

실제로 미국에서는 회사와 주주 간에 명시적인 비밀유지계약이 종종 체

결된다.316) 특히, 5% 이상을 보유하는 적극적 투자자와 회사 간에 비밀유

지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는 대량보유보고제도 Schedule 13D의 Item 6에

해당하여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317) 가령 2015년 3월 Ackman이 이끄는

Pershing Square Capital는 Valeant 제약회사의 주식을 5.7% 보유하게 되

면서 회사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Schedule 13D에 따라 그 내용을 보

고하였다. EDGAR에 신고된 내용318)에 따르면, 최근 Valeant 제약회사가

Salix 제약회사를 인수하려 한다는 언론보도 즈음하여 Pershing Square 측

이 Salix 인수 시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점을 Valeant 제약회사 측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비밀유지계약(이하 ‘Pershing

Square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표 9>와 같다.

Pershing Square 비밀유지계약은 (i) 주주의 비밀유지의무를 창설하는

내용 뿐 아니라, (ii) 비밀정보의 범위, (iii) 비밀유지의무 위반시의 구제수

단, (iv) 제3자에게 정보제공이 가능한 경우와 그 절차 등에 대해 정하고 있

다. 우선 (iii)과 (iv)에 대해 각각 3)과 4)에서 살피고, 항을 바꾸어 주주의

정보접근권의 관점에서 (ii)에 대해 검토하도록 한다.

316) Moscow, 2011, 주62.  

317) Schedule 13D의 Item 6은, 회사와 주주간의 사적 협상 등에 대해 보고할 의무를 부
과하고 있다. 

318) VALEANT PHARMACEUTICALS INTERNATIONAL, INC., SCHEDULE 13D FILING 
(2015), Film Number15723922, Schedule 13D Item 6, EX-99.4  
[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885590/000119312515104528/d892712d
ex994.htm]  (최종방문일 : 2018.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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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등으로 제공된 것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비밀정보는 다음의 경우에 공개할 수 있다. 가령 (i) 그러한 정보를 알 필요가 있는

외부 자문업체 등(이하 '대리인(representatives)'이라고 칭한다)에게 공개하면서, 공개 여부를

발행회사측과 토론을 거치고, 또한 그 정보수령자가 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혹은 (ii) 아래 1(b)에서 정한 경우.

그러나 비밀정보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A) 주주 및 주주의 대변인의 계약에

위반되지 않는 사유로 대중에 공개될 예정인 정보, (B) 제3자로부터 취득할 때 비밀유지의무

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정보, (C) 회사가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던 정보, (D) 내

부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연구하여 얻게 된 정보.

(b) 만약 주주나 주주의 대리인 등이 사법절차나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정보를 공개해야 할

때는,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신속하게 사전에 정보요구를 받은 사실을 회사에

고지해야 한다. 또한 사법절차나 행정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이러한 정보제공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회사 측 비용 부담 하에, 이에 협조하여

야 한다. (후략)

3. 형평법상 구제수단 (Equitable Relief)

이 계약의 위반 혹은 위반 우려가 있을 때, 발행회사 측은 회사측 비용 부담으로 가처분 등

을 포함한 형평법상 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중략) 주주측은 이 계약의 조항에 따른 이행

강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계약 위반은 회사 측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

대해 알고 있음을 확인한다.

3) 비밀유지의무 위반시 구제수단

비밀유지계약 위반에 대해 사후적 구제수단은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

다. 따라서 사전적 구제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고

려하여 Pershing Square 비밀유지계약은 계약 위반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주주 측이 인지하고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이후 회사가 가처분 등 형평법상 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

하고 있다.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내부자거래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별도의

문제라는 점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4)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계약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게 된 이상, 경영 관여에 참가하고자 하

는 다른 주주에게 비밀정보를 넘기는 것은 계약 위반이 된다. 따라서 다른

주주와 정보를 공유하려면 계약으로 미리 정해둘 필요가 있다.

가령, Pershing Square 비밀유지계약은, (i) 업무상 정보를 이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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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고, (ii) 정보를 수령하는 제3의 주주도 원래 주주와 동일한 내용의 비

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iii) 정보제공에 앞서 회사 측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 그 외에도 단순히 회사 정보의 공개/비공개를 정하

는 것 뿐 아니라, 정보 및 정보수령인의 종류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시기·

절차·범위 등을 달리 정하는 등으로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정하는 것도 가능

하다. 가령 Schoon v. Troy 판례(2006)319)에서 보여주고 있는 회사와 주주

간의 비밀유지약정은, 주주가 회사로부터 수령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보수령자 및 정보민감도의 성격에 따라, 주주가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준수해야 할 절차를 달리 정한다.320)

다만, 이상과 같이 제1차 정보수령자인 주주(A)로부터 정보를 수령하는

주주(B)가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공정공시규제나 시장남용행위 규제 위반이 되지 않을지에 대한 논의는 따

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공정공시규제가 비밀로

유지할 것을 합의한 자들에 대한 정보공개는 공정공시규제를 적용하지 않

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 회사의 승인 하에 제1차 정보수령자가 비밀유

지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계약이 체결되고 있음을 참

고한다면, 제2차 정보수령자 역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하

여 회사의 정보가 선택적으로 공개되더라도 회사의 공정공시규제 위반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3) 비밀유지계약의 한계 : 주주의 정보접근권

1) 주주의 정보접근권 

영업상의 필요 외에도 공정공시규제 리스크 등으로 인하여, 회사는 주주

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를 꺼릴 수 있고,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가능한 이를

비밀로 유지할 것을 요구할 유인이 있다. 가령, 비밀로 해야 할 정보의 범

319) Schoon and Steel Investment Company v. Troy Corp., 2006 WL 1851481 (Del. 
Ch. June 27, 2006)

320) 이 사건의 비밀유지약정은 정보수령자를 시장에서 경쟁하는 정도에 따라 3단계(비경쟁
자, Level 1, Level 2)로,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 민감성에 따라 4단계(기본정보, 증권법상 
정보, 부가 정보, 민감 정보)로 나눈다. 가령 지명주주가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Level 2의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i) 기본정보는 정보 제공 후 회사에 서
면고지를 해야 하고 (ii) 증권법상 정보는 비밀계약을 체결해야 제공할 수 있고 (iii) 부가
정보는 정보수령자의 준법감시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재무조언자에게만 제공할 수 있고 
(iv) 민감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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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넓혀 주주에게 회사로부터 수령한 모든 정보를 비밀로 할 것을 요구

하거나, 공유가능한 상대방의 범위를 좁혀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최대한

금지하는 등의 시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주의 비밀유지의무는,

주식 거래 등 내부자거래의 리스크를 줄이는 기능도 하지만, 회사의 정보를

활용 및 공유를 통해 주주들을 규합하고 회사 경영에 관여하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법원은 이러한 비밀유지계약이 회사법상 혹은 형평법상

인정되는 주주의 정보접근권321)을 침해(absolute restriction)해서는 안 된다

고 판시한다.322) 회사의 정보를 외부에 언제 얼마만큼 공개할 것인지는 경

영진의 재량에 달린 문제이지만,323) 주주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가 의결권

을 행사하고 투자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경영진의

의무라고 해석한다.324) 다만 미국에서도 이사회 내부 정보는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325)

2) 관련 판례

가령, Pederson v Arctic Slope Regional Corp 판결(2014)326)에서는 주

321) 델라웨어 회사법 제220조는 주주가 회사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갖는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 (i) 청구 목적이 정당하다는 점이 입증되고 (ii) 그 목적을 위해 필요충분한 
범위(essential and sufficient)의 자료라면 종류의 제한은 없다. 그리고 (iii) 비밀로 해야 
할 정보가 포함되는 등 회사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 아닌 한, 주주의 정보접근은 인정된
다. 

322) O’Neal & Thompson, 2018, § 7:35 ; Pederson v. Arctic Slope Regional Corp., 
331 P.3d 384, 400 (Alaska 2014) ; 그 외에도 주주의 정보접근권을 절대적으로 제한
(absolute restriction)하는 것은 델라웨어 회사법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와 
주주간 체결된 비밀유지계약을 수정하는 내용의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판결로는 Schoon 
and Steel Investment Company v. Troy Corp., 2006 WL 1851481 (Del. Ch. June 
27, 2006)

323) Matrixx  Initiatives, Inc. v. Siracusano, 563 U.S. 27, 45(2011) ; Brown, 2016, 
para. 10-4.는 소위 ‘비공개 원칙(General Rule of Nondisclosure)’이라고 표현하고 있
다. 또한 합리적인 투자자가 중요하다가 생각하는 정보라고 할지라도, 회사는 시장에 언
제 얼마만큼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할 권한이 있다. 또한 루머를 바로잡을 의무가 있
는 것도 아니라고 판시한 State Teachers Ret. Bd. v. Fluor Corp., 654 F.2d 843, 
850 (2d Cir.1981) 등 참고.

324) Corporate Director's Guidebook, 2011, 28면; 이와 관련하여 Laster & 
Zebenkiews, 2014, 54-55면은 “델라웨어 회사법은, 정보공개를 허용하되, 비밀정보에 
대해서는 이사의 의무를 강제하고 관련자(affiliate)와는 계약을 맺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
다”고 설명한다.

325)  Disney v. Walt Disney Co., No. 234-N, 2005 Del. Ch. Lexis 94 (June 2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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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회사에 정보제공을 요청하자, 회사가 주주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제

공한 모든 정보에 대해 비밀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 문제되었다.

법원은 (i) 비밀유지계약이 주주의 정당한 목적을 부당하게 제약해서는

안 되고 (ii) 비밀정보의 범위가 합리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일반론327)을

설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비밀유지계약은 비밀인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하

기 위한 최소한의 시도도 하지 않고, 모든 정보를 비밀로 한 이유를 설명조

차 하지 않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비밀정보’라 함은 최소한 주주가 이미 알고 있었던 정보, 독자

적으로 알아낸 정보,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제3자로부터 알아낸 정보, 공개

적인 루트를 통해 알아낸 정보는 제외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주회사법이

연봉 상위 5명의 임직원의 성함, 지위, 성과 등에 대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

는 것에 비추어볼 때, 회사로서는 이들 5명의 보수에 대해 비밀로 해야 할

이익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아직 공정공시제도와 주주의 정보접근권의 충돌이 실제 사건으로 비화

된 적은 없지만, 공정공시제도 및 제도상 선택적 공시를 위해 요구되는 비

밀유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주주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3. 일본

(1) 예외적 선택적 공시가 가능한 경우

일본 역시 예외적으로 선택적 공시가 가능한 예로서, ‘법령이나 계약으

로 비밀유지의무(尊秘義務) 및 매매 등328)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경

우’를 정하고 있다.329) 여기서 ‘비밀유지의무’란, 회사가 해당 중요정보를 공

표하기 전에 ‘중요정보에 관한 비밀’을 타에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330)

326) Pederson v Arctic Slope Regional Corp, 331 P.3d 384, Supreme Court of 
Alaska (Aug. 8, 2014)

327) ibid., 378면.

328)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제27조의36 제1항은, 여기서 ‘매매’란, 매매 기타의 유상 양도 또
는 양수,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승계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해 승계하게하거나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파생 상품 거래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29)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제27조의36 제1항 단서. 

330) 중요정보 그 자체를 타에 누설하는 것이 아닌 한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
며, 중요정보에 기초하여 그러한 중요정보 자체를 흘리지 않고 레포트를 작성하는 행위 
역시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으로는 飯田秀総，2018b,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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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우리나라나 미국의 입법례와는 달리, 일본은 ‘매매 등을 하지 않을 의무’

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내부자거래규제와 공정공시규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331) 미국의 경우, 이 둘의

정보 범위가 같기 때문에, 공정공시규제 위반으로 정보를 취득하고, 이러한

정보 이용 행위에 대해 내부자거래규제로 대처할 수 있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일본의 공정공시 규제 범위가 내부자거래규제보다 더 넓어

서,332) 정보에 기반한 거래가 공정공시규제 위반이지만 내부자거래규제에는

위반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입법 당시 논의에 따르면, EU MAR나 미국 Reg FD 모두 내부자거래규

제 대상정보와 공정공시규제 대상정보의 범위가 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인

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 역시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

아가야 한다고 하면서도, 일본에서 공정공시규제 도입 배경이 되었던 행정

처분 사건에 비추어 볼 때, 일본 내부자거래규제상 ‘중요한 사실'에 마련되

어 있는 ‘경미한 기준', 가령 예상되는 순이익 대비 30% 미만의 변동 등의

기준은 다소 느슨한 부분이 있어, 이를 공정공시규제를 통해 시정하고자 하

는 입법적 의도가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333)

331) 飯田秀総，2018b, 7면. “일본에서는 공정공시규제의 중요정보 범위가 내부자거래규제
의 중요사실 범위보다도 넓다. 따라서 정보수령자가 공정공시규제의 미공개중요정보에 기
초하여 거래를 행하여도, 내부자거래규제의 중요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내부자거래규
제위반으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례도 있기에, 매매 등을 하여서는 안 될 의
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서술한다. 또한 ‘규칙 도입 당시 증권사의 행정처분 사례를 
감안하여, 기관결정에 달하지 아니한 정보와 경미기준 범위를 초과하는 사실이 아닌 정보
도,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으로는 
[https://www.fsa.go.jp/singi/singi_kinyu/fair_disclosure/siryou/20161121/01.pdf] 
(최종방문일 : 2018. 12. 22.)

332) 내부자거래규제 상 중요사실보다는 넓고 법인 관계 정보보다는 좁은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으로는 일본 금융심의회 제3회 회의록, 柳澤 발언 부분. 법인 관계 정보란 금융상품
거래사업에 관한 내각부령, 제1조 4항 14호의 정보를 의미한다. 

333) 三瓶裕喜, フェア・ディスクロージャー・ルールの対象となる情報の範囲と運用に関する
意見書, 平成 28 年 11 月 21 日 (金融審議会 市場ワーキング・グループ「フェア・ディ
スクロージャー・ルール・タスクフォース」（第２回）첨부자료)

.[https://www.fsa.go.jp/singi/singi_kinyu/fair_disclosure/siryou/20161121/02.pdf] 
(최종방문일 : 2018.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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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위반의 효과

일본의 공정공시규제는 정보수령자가 법령 또는 계약에 위반하여 타에

비밀정보를 누설했을 때의 효과에 대해 별도의 항에서 규정하고 잇다. 즉,

정보수령자가 법령이나 계약을 위반하여, 비밀정보를 다른 거래 관계자에게

누설하거나 비밀정보에 근거하여 해당 증권을 매매하였고, 이러한 사항을을

발행회사가 알게 되었다면, 발행회사는 즉시 해당 중요정보를 공표할 의무

를 부담한다.334)

계약을 위반했을 때의 효력에 대해 미국법이 침묵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일본법은 비의도적인 공표가 있으면 회사는 지체없이(promptly) 공표해야

한다는 공정공시제도의 원칙으로 돌아온다고 설명된다.335) 또한 계약 위반

으로 발행인에게 공정공시규제상의 공표의무와 같은 공법상 의무를 부과한

다는 점에서 비밀유지계약은 공법적 성질을 가졌다고 설명하기도 한다.336)

그러나 회사가 정보수령자의 비밀유지의무 준수 여부 등을 감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다.337)

다만, 정보 공표로 합병 등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내각부령이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즉시공표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소위 ‘공표의무의 지연’)338) 즉, 정보수령자가 비밀을 누설하거나 해

당 정보에 기해 거래를 했음을 회사가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그 즉시 정보

를 공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공표하는 것이 허용되

는 부득이한 경우를 정하고 있고, 내각부령은 합병, 공개매수 등이 이에 해

당한다고 규정한다.339) 이는 한정열거의 조항으로 해석된다.340)

334)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제27의36 제3항

335) 飯田秀総，2018b, 9면, 

336) 「フェア·ディスクロージャルール·タスクフォース」第三回議事録平成二八年一二月二日、 
神作裕之 발언부분. 
[https://www.fsa.go.jp/singi/singi_kinyu/fair_disclosure/gijiroku/20161202.html] 
(최종방문일 :2018 12. 22.) ;  飯田秀総，2018b, 9면, 주92 재인용.

337) 飯田秀総，2018b, 9면, 

338)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제27조의36 제3항.

339) 일본 중요정보공포부령 제9조. 합병, 분할, 주식의 교환과 이전, 영업의 전부 또는 일
부의 양수도, 공개매수, 자회사의 이동을 수반하는 지분의 양수도, 파산 및 회생절차 개
시 신청, 업무상제휴의 성립 또는 해소, 유가증권 모집 판매 등에 중대한 지장이 생길 우
려가 있을 때를 정하고 있다. 

340) 飯田秀総，2018b,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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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경영 관여 주주의 시장남용행위 규제에 대한 대처
: 영국의 헤지펀드 기준(Hedge Fund Standards)의 정보차단장치

1. 의의 및 기능 

경영에 관여하는 주주로서는 시장남용규제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해 정

보차단장치를 설치할 유인이 있다. 그러나 헤지펀드 등 조직의 유연성이 특

징인 일부 주주의 경우, 일반적인 정보교류차단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적합

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영국의 헤지펀드 기준을 소개하고자 한다.

헤지펀드 기준은 Andrew Large를 의장으로 한 워킹그룹(HFWG)이 제

출한 최종보고서(Large Report)341)를 근거로 제정된 것으로, 일반 금융기관

의 투자자 보호나 재정건전성 등을 규제하는 FSA 원칙(FSA Principles)을

헤지펀드에 특화된 형태로 구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헤지펀드 기준

은 헤지펀드 일반에 대한 규제이지만, 주주행동주의 - 시장남용행위 방지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다만 헤지펀드 기준을 준수한 것이 곧

FSA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342)

2. 내용

(1) 개관

HFWG는 대상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헤지펀드가 내부자거래 기

타 시장남용행위 등에 관해서는 2가지의 가이드라인(best practice)을 제시

하고 있다. 하나는 헤지펀드가 시장남용행위 규제를 예방하기 위해 갖추어

야 할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것(Guidance 23)이고, 다른

하나는 헤지펀드 매니저는 투자자에 대하여 이러한 내부정책을 가지고 있

다는 점을 공개해야 한다는 점(Guidance 24)에 관한 것이다.

그 외에도 시장남용행위를 간접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장치로는 이해상

341) John Horsfield-Bradbury, 2008, 45면.

342) 소위 ‘unconfirmed industry guidance'. 자율규제는 FSA의 승인을 받았는지에 따라 
그 법적인 효과가 달라진다. FSA의 승인을 받는 유형(confirmed industry guidance)의 
경우에는, 해당 자율규제를 준수함으로써 FSA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지만, FSA
의 승인을 받지 않는 유형의 경우에는 해당 자율규제를 준수했다고 해서 FSA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Large Report, 2008, 29-31면 및 
118-1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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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행위343) 절차

내부자거래

(insider

dealing)

직원이 내부정보를 수령했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에게 알릴 것.

준법감시인은 해당 정보가 미공개 중요 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만약 미공개중요정보로 판단될 경우, 관련 증권은 거래가 금지되는 제한목록

(restricted list) 혹은 회색목록(grey list : 제한목록이면서, 동시에 제한목록이

라는 점 역시 공개하지 않는다. 제한목록에 포함될 경우의 의심을 방지하기

위함이다.)에 둘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제한목록상의 증권은 거래로부터 제외된다. (가령, 주문관리시스템(order

management system)에서 제외)

가능하다면, 차이니즈월을 활용하여, 채무초과상태 회사의 채권자위원회에 속

해 있는 개별 투자관리사들이 해당 회사의 채권이나 증권 거래하는 것을 방지

한다.

내부정보가, 투자운용(investment management function)에 적극적으로 관여하

지 않는 직원에게 알려진 경우, 이와 같은 사정의 상세를 문서화하여 별도로

관리하되, 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내부정보의 펀드운용사(manager)는 미공개중요정보의 공개를 제한하는 정책을 정비해야

<표 10> 내부통제시스템의 모범실무례

충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분리운영해야 한다고 하는 Guidance 17a 및 사기

및 금융범죄 방지를 위한 준법감시인 선임 등을 요구하고 있는 Guidance

17c 등이 있다.

(2) 시장남용행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Guidance 23)

헤지펀드는 시장남용행위 규제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요소를 포함한 내

부통제시스템(internal compliance arrangement)를 갖추어야 한다.

- 투자운용과정에 관여하지 않는 전속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
- 모든 관련 내부통제절차를 문서화할 것. 적용 가능한 관련된 규제에 상응하

는 모든 통제요소를 문서화한 것으로 준법감시인에 의해 작성된다.
- 투자운용 등 직원에 대해, 관련 규제, 내부통제절차 및 미공개중요정보 판단

기준에 관한 교육
- 펀드 관리 기관에 대해 정기적인 컴플라이언스 보고를 실시하는 취지의 규

정
- 내부통제절차가 규제위반방지 기능을 하게 하기 위한 법령 및 규제 지침을 

구하는 것 
- 규제당국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이러한 내부통제시스템의 모범실무례가 담을 수 있는 내용으로는

<표 10>과 같은 것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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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

(Dissemination of

inside information)

한다. 가령 운용회사가 기업구조조정을 옹호하거나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업 경영에 관여하고자 할 의도가 있는 경우.

지분공시

의무 위반

(Non-disclosure of
shar ehol d i ngs
when disclosure
thresholds have
been exceeded)

펀드운용사는 다른 펀드운용사 기타의 자와 ‘당해 발행 회사의 경영에 대한

장기적인 공통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약정(arrangement)이 있는

경우,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만약, 관련 당사자의 지분을 모두 고려한 결과, 지분공시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는, 관련 공시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시장조작금지
(Prevention of
market
manipulation)

시장에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취지의 공적인 표명과 관련된 대외홍보정책

(3) 헤지펀드 운영 관련 기준 (Guidance 17a) 

가령 잠재적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

라인을 가지거나, 별도의 보고라인을 운영하기 힘들 정도의 소규모의 조직

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마케팅 자료에 공개하고 펀드 투자설명서에도 공개

해야 한다.344) 헤지펀드 운용회사(HF manager)는 업무 절차의 중요한 사항

을 적절하게 문서화하고 직원연수를 시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특히 컴플라

이언스 절차의 백업, 재해 복구 이전 절차 및 고객 비밀 유지 등의 영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헤지펀드 운용회사는 정기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절차

의 자체심사를 하거나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345)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부서를 별도로 운영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증권매매업무와 회사경영관여업무 간에 차이니즈월을 설치한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설사 분리가 불가능하더라도, 그 사실을 사

전에 공개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은 시장이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43) 영국의 경우, 기존 2가지의 시장남용행위 외에 EU의 시장남용지침(Market Abuse 
Directive)에서 정한 5가지 유형의 시장남용행위가 FSMA 2000의 제118조를 통해 도입
되어, 총 7가지 유형의 시장남용행위를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으로는, Large Report, 
2008, 93면.

344) HFSB, 2015, Guidance 17a.1.

345) ibid., Guidance 17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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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기 및 금융범죄 방지에 관한 기준 및 지침 (Guidance 17c)

헤지펀드 운용회사는 거래를 시장에 적용되는 법령을 이해하고 헤지펀

드 운용회사가 금융 범죄 조장에 이용되는 위험을 식별, 평가, 모니터링 및

관리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체제 및 통제를 정비해야한다. 이는 시장남용 관

련 범죄 뿐 아니라,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행위를 염두에 둔 것이다.346)

여기서도 별도의 준법 감시인을 둘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17c.2 헤지

펀드 운용회사는 규정 준수 및 시장 행동 및 직업 활동에 관한 모든 문제

를 감독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운용 기능에서 독립적인 준법감시인을 임명

해야한다. 소규모 또는 설립한지 얼마 안 된 운용회사가 그러한 준법 감시

인을 임명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펀드의 투자

설명서에 공개해야한다. 이 때 준법 감시인은 운용회사의 최고 경영자 또는

경영위원회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헤지펀드 운용

회사는 준법감시인으로 하여금 그가 작성한 컴플라이언스 보고서를 정기적

으로 펀드 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347)

3. 법적 효과

(1) 원칙준수 혹은 예외설명 방식

헤지펀드 기준은 “원칙준수 혹은 예외설명” 방식을 채택함과 동시에 헤

지펀드 기준에 가입한 헤지펀드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도모

하고 있다. “원칙준수 혹은 예외설명” 방식을 채택한 것은, 다종다기한 헤

지펀드를 수범자로 하기에 원칙준수만을 고집할 경우 그 내용이 지나치게

복잡해지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며, 빠르게 변화하는 사업구조를 반영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된다. 뿐만 아니라, 영국 외의 기관들은 국내법과의

충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원칙준수 혹은 예외설명’의 방식이라면,

설사 ‘헤지펀드 기준’이 국내법과 충돌되더라도 헤지펀드 기준에 가입하는

것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는 점도, ‘원칙준수 혹은 예외설명’ 방식

을 채택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다.348)

346) ibid., Guidance 17c.1. 다만, 자금세탁방지법은 대부분 펀드의 사무관리회사가 컴플
라이언스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47) ibid., Guidance 17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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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 책임의 주의 의무 기준의 감경

헤지펀드 기준을 채택한 것 자체가 FSA의 시장남용규제에 대한 면책요

건은 아니다. 그러나 영국 법원에서 시장남용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의 과실

판단 기준이 되는 ‘주의의무(reasonable skill and care)’를 각 헤지펀드의 수

준에 맞게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349)

투자자가 헤지펀드나 헤지펀드 관리자(director)에 대해 계약책임을 물을

때, 영국법원은 원칙적으로 권리와 의무에 관한 특약을 최대한 존중하며 아

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한 이에 개입하지 않는다. 불법행위 책임에서 ‘과

실’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영국법원은 우선 피고에게 기대되는 주의의무 수

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정하고, 피고가 이러한 주의의무 기대에 미달했는

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해당 헤지펀드가 ‘헤지펀드 기준’에 따라 원칙을 준수하거나 혹은 예외

를 설명하였다면, 이는 해당 헤지펀드에게 기대되는 주의의무 수준을 변동

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가령, ‘헤지펀드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적절하고 명확한 설명을 하였다면, 이는 영국 법 하에서 기대되는 헤지펀드

매니저의 고객에 대한 의무 범위를 한정하는 일종의 특약을 체결한 것과

유사한 효과가 생긴다.350)

즉, 헤지펀드로서는 헤지펀드 기준을 참조하여 달성불가능한 기준이 있

는 경우에는 미리 밝힘으로써 과실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범위를 축소시키

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헤지펀드 기준에 가입할 유인이 생기게 된

다. 다만, 헤지펀드 매니저가 고의(dishonest conduct) 또는 미필적 고의로

한 행위(reckless : not care whether they were true or false)에 대해서는

헤지펀드 기준이 활용될 여지는 거의 없다.351)

348) Large Report, 2008, 25-27면.

349) ibid., 2008, 119면. 이하의 설명은 Large Report의 Appendix D에 들어 있는 
Herbert Smith LLP의 자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350) 다만,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된 경우에는 1977년 부당계약법(Unfair Contract Terms 
Act)은 ‘합리성’ 기준(reasonableness test)에 따라 그 책임감면특약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Large Report, 2008, 121면은 계약책임의 경우에는 합리성 기준
에도 불구하고 책임감면특약이 유효한 반면, 불법행위책임의 경우에는 책임감면특약의 효
력이 합리성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351) Large Report, 2008, 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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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
      

1. 규제 적용 배제를 위한 특약체결 

(1) 공정공시규제 배제요건의 타당성 검토

우리 공정공시규정은 (i) 거래소의 공정공시운영기준이 거래금지계약을

체결한 증권보유자를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에서 제외하여, 거래금지계약

을 체결한 증권보유자에 대한 정보제공에는 공정공시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도한 (ii) 미국에서와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정보제공에는

공정공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우선, (i) 거래소 공정공시운영기준에 대해 살피면, 증권보유자는 자본시

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여서는 안 될 의무를 부담한

다는 점이 자명하기 때문에, 설사 증권보유자의 거래를 금지하는 계약이 체

결되더라도 이는 법령상의 의무를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단

순히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가 거래금지의무를 부담한다는 점만으로 공정

공시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정보수령자가 경영 관여 등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정보의 활용이 보다 자유로워지는 측면도 있겠지만, 불공정한

선택적 공시 자체를 막아서 시장남용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공정공시규제

의 입법 취지에는 미달하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공정공시규제의 입법 취

지에 찬동하는 한, 현행 공정공시운영기준의 ‘주식보유자가 거래금지의무를

부담하면 공정공시규제가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부분은 삭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ii)의 쟁점과 관련하여, 우리도 일본의 경우처럼, 공정공시규제

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정보수령자인 주주가 비밀유지의무뿐만 아니

라 거래금지의무도 함께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일본은 기존 내부자거래규제의 미비를 보완할 목적

에서 이러한 입법태도를 취하게 되었다는 점을 살핀 바 있다.

우리도 시장남용규제와 공정공시규제가 언급하는 '중요정보'의 범위가

같지 않다는 점은 일본과 동일하다. 그러나 우리는 규제대상이 되는 정보를

중요성을 기준으로 규정함에 반하여, 일본은 경미성을 기준으로 소극적으로

정하고 있어352) 규제 공백이 우리에 비해 클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352) 정준영, 20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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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하지 않을 의무’까지 요구하는 것은 우리 공정공시규제의 범위를 벗어

나고, 시장남용행위 규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중복규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공정공시규제 적용 면제 요건으로 비밀유

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만을 정하는 것으로 족하고, 정보수령자가 ‘거래하

지 않을 의무’까지 합의할 것을 요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우리 공정공시규정이 언급하고 있는 비밀유지계약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미국의 해석론을 차용할 수 있다. 즉,

이러한 비밀유지계약은 주주의 비밀유지의무를 창설하는 것으로, 명시적 합

의면 충분하고 구두에 의한 합의라도 무방하다. 이에 더하여, 비밀유지계약

의 체결시점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택하고 있는 해석론에서처럼, 선택적으

로 정보공개가 된 이후에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비밀유지계약을 체

결하여, 회사로서는 공정공시의무, 즉 시장에 지체없이 공개할 의무를 피하

는 것이 가능하다는 해석론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규제 배제 요건 검토

회사가 주주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시장남용규제의 리스크를 감축시키

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 것인가. 우리 자본시장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역시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로 규정하고 있

어 문제된다.

이에 대해 다수설은 회사가 정보를 제공하면서 주주에게 비밀유지의무

를 부과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본다. 그러나 비밀을 유지할 의무와 해당 정

보에 기하여 거래를 하지 않을 의무가 별개인 이상, 주주에게 비밀유지의무

를 부과한다고 하여 그것으로 정보제공자인 회사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

하게 할 고의’가 소거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용’의 의미를

‘거래행위’ 혹은 ‘정보를 이용한 유상거래’로 해석하는 견해에 따르더라

도,353) 법문의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거래를 하게 하는 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수설과는 달리, 따라서 회사가 주주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거래를 하지 않을 의무’까지 부과해야, 회사의 정보 제공을 ‘이

353) 정보의 ‘이용’은 거래를 하게 된 하나의 요인이면 족하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는 김
건식·정순섭, 2013, 414-415면 ; ‘이용행위’보다는 ‘거래행위’를 범죄구성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견해로는 임재연, 2018, 949-9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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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해석론을 취하고자 한다.

다만 ‘거래'란 특정 증권의 매매 등 유상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주주가 수

령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영 관여 전략을 짜는 것은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354)

한편 기관투자자인 주주가 유효한 정보차단벽을 설치하여 수령한 정보

를 관리하는 부서와 증권 매매 부서를 분리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정보차

단장치로 인해 정보보유자의 시장남용행위 책임이 면책된다고 보는지, 아니

면 단순히 최선의 주의를 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정보차단장치를 설치한 주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역

시 정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유효한 정보차단벽을 설치하는 것은 회사에게나 주주에게나 중

요한 문제가 된다. 물론 이러한 계약이나 정보차단장치에도 불구하고, 실제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행위자에 대해서는 시장남용행

위로 규율해야 할 것이다.

2.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 문제

(1) 제1차 정보수령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의 효력

1) 당사자간 효력

주주가 집단적 경영 관여에 참가할 다른 동조 주주를 찾는 과정에서 정

보공유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회사로부터 정보를 수령하면서 비밀

유지계약을 체결한 제1차 정보수령자(A)가 다른 주주(B) 기타 제3자와 정

보를 공유한 것은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한 것이 된다.

주주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회사는 손해배상 외에 어떠한 조

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 가령 사전적으로는 주주에 대해, 사후적으로는

주주가 정보를 제공한 제3자에 대해, 정보공개금지가처분(비밀침해금지가처

분)을 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특히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손

해배상과 같은 사후적 구제수단으로는 그 불이익을 치유하기 힘들기 때문

354) 비슷한 취지로는 안수현, 2016, 63-66면 및 김순석, 2016, 31-32면. 투자대상기업이 
기관투자자와 대화할 때, 기관투자자로 하여금 매매거래에 이용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다
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상기업의 행위는 내부자거래에 해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 182 -

에 사전적 구제수단을 미리 강구해둘 필요가 있다.

1회적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355)를 함에 있어 위반행위를 입증할

필요 없이 부작위의무를 명시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해석론356)에 의한다면,

주주가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경우 제3자 역시 회사에 대해 비밀

유지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명시해 둔다면,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금지가

처분을 구하는 것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간접강제 금액을

산정함에는 공정공시위반제재금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공법적 효력 : 공정공시의무와의 관계

① 비밀유지의무 위반의 효력

한편, 우리 법은 정보수령자인 주주가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하여 제3자와

정보를 공유하였을 때, 그것이 회사의 공정공시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입법적으로 다음 두 가지 방

식이 가능할 수 있다.

하나는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주주는 회사의 내부자, 즉 공정공시정보

제공자357)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비밀유지계

약 체결 이후에도 회사로 하여금 정보의 전파 여부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함

으로써 공정공시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주주의 위

법한 선택적 정보제공에 대해 회사가 공정공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 가

령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위반제재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사실 공표 매

매거래정지 등의 책임358)을 부담하게 되는데, 회사의 지배 하에 있지 않은

주주의 행위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게 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다른 방법은 일본이 채택하고 것으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주주가 계

약에 위반하여 정보를 전파한 경우, 이는 비자발적인 정보전파에 준하여 회

사는 즉시(promptly)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방식이다. 다만,

355) 민법 제389조 제3항 및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356) 1회적 부작위채무에 대해 간접강제를 청구함에 있어, 부작위의무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고, 법원은 채무자의 위반행위를 신청채권자가 증명할 필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는 설명으로는 법원행정처, 2014, 608-609면 및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
92916. 

357) 공시규정 제15조 제2항. 가령 주권상장법인 및 그 대리인, 임원,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해당 상장법인의 직원 (공정공시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부서 및 공시업
무 관련부서의 직원)

358) 공정공시규정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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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때의 회사의 의도가 정보를 비공개로 하려는 것이

었음을 감안하여, 회사가 그 정보공개를 지연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

다.

후자의 방식은 정보 접근의 공정성을 기하는 한편, 해당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자 하는 회사의 상황을 고려한 절충적인 방식으로 타당하다. 우리

도 정보수령자의 위법한 정보 전파에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②　비밀유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회사의 감시의무

일본에서는 이에 더하여 회사가 주주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다. 기본적으로 이에 동조한다.

그러나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유지의무 부과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

회사는 공정공시규제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해석은, 공정공시규제의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공정공시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회사가 행한 선택적 공시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에 영국의 헤지펀드 기준을 참고하여 정보수령자에게 수령한 정보에

대해 기록을 작성·보관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러한 기록을 정보제공자

인 회사와 공유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회사는 정

보수령자의 비밀유지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적극적인 감시의무를 지진 않

더라도, 정보수령자가 제공한 기록을 검토할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부당한

정보 전파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

(2)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특약의 체결

회사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주주가 임의로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

는 것은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한 것이 된다. 계약 위반이 된다. 따라서 사전

적으로 계약의 한 내용으로서, 주주가 비밀유지의무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

게 정보전달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그 과정에서 거쳐야 할 절차

등을 정해둘 필요가 있다.

가령, 미국에서 체결된 계약의 예와, 정보차단벽을 넘은 정보공유가 허

용되는 예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였던 내용을 참고하여, 정보를 수령한

주주가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i) 정보 제공이 아닌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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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대신할 수 없는지, 혹은 정보 제공이 금지되는 최소한의 범위 등

에 대해 회사와 논의하고 (ii)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사전 승인

을 얻어야 하고 (iii) 정보를 수령한 제3자는 주주와 동일한 내용의 비밀유

지의무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

만약 회사가 주주와 제3자와 정보공유를 허용하면서, 제3자에 대해 주주

에게 부과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한다면, 이에 대해서

는 공정공시규제 적용이 면제될 것인가. 회사가 제3자와 정보공유에 앞서

회사의 사전 승인을 얻을 것을 요구한 이상, 제3자의 정보취득은 회사의 동

의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역시 계약을 통해 정보를 수령

하는 제3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창설한 것, 즉 공정공시의무가 면제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계약의 예시내용 중 (ii)와 (iii)은 회사의

공정공시규제 부담을 덜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회사의 정보제공 또는 정보공유불허에 대한 조치

만약 회사가 주주의 정보접근 및 제3자와의 정보공유를 전면적으로 불

허한다면, 주주로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 가령, 투자판단

에 영향을 미치거나 시장경쟁을 저해할 정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3자와의 공유를 금지하는 것 등을 상정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정당한 목적이 입증된다면 주주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정보 침해에 대해 다양한 구제수단을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 상법은 주주의 정보접근권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

상법상 주주는 (i) 주주명부 등359)과 (ii) 회계장부360), (iii) 이사회 의사

록361), 이렇게 세 가지에 한하여 주주가 직접적으로 정보를 열람등사할 수

359) 상법 제396조 및 제448조. 이사는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사채원부, 재무제
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비치하여야 하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에 대한 열람등
사청구를 할 수 있다.

360) 제466조.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여야 한다. 제542조의6, 제4항 ; 회계장부와 관련해서 계약서 및 품의서에 대해 열람등
사를 허용한 판례로는 대법원 1999. 12. 21. 99다137판결. 회계장부의 범위에 대해서 우
리나라에서도 학설대립이 있다. 회계에 관련된 모든 것이라고 하여 계약서나 서신 등도 
포함시키는 비한정설과 회계장부를 실질적으로 보충하는 것에 한정된다는 한정설이 그것
이다. 학설대립에 대한 설명으로는 김재범, 2002, 44면 및 손영화, 2016, 188-190면 등. 

361)  제391조의3. 1999년 개정 전에는 주주명부 등과 함께 규율하였으나, 기업비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할 때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에 비해 허용 여부에 관해 더욱 엄격한 심사를 요한다는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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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iv)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해서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을 통

해서만 간접적으로 접근362)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부자거래나 공정

공시규제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가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요구

하는 필요최소한의 정보 공유 등을 허용하는, 주주의 정보접근권에 관한 포

괄적인 조항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보론 - 언론이나 SNS 등을 통한 정보 전파의 문제

우리 공정공시규정은 공정공시규제가 적용되는 정보수령자, 즉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에 언론사를 포함시켜 보도자료, 기자회견, 기자간담회, 컨퍼

런스콜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정공시규제가 적용되지만,363)

회사가 기자 등의 보도목적 취재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것에는 공정공시규

제를 적용하지 않는다.364) 이렇듯, 우리나라는 회사가 언론에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정공시규제를 적용하고, 언론의 적극적인

취재에 응하여 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공정공시규제를 적용하지 않

고 있다.365)

그러나 자발적 정보 제공인지 여부에 따라 공정공시규제의 적용여부를

달리 하는 입법을 타당하지 않다. 공정공시규제의 적용여부를 가르는 보다

본질적인 구분기준은, 해당 언론에 대한 제공된 정보가 언론을 통해 널리

접근가능한 것이 되었는지 여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언론사를 통해 널리

접근 가능한 정보가 되었다면, 그 자체로 공정공시규제의 적용범위에서 배

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언론사에 정보를 제공했지만

그 정보가 여전히 선택적 공시의 성격을 지닌다면, 그 때 비로소 그 정보

공개가 의도적이었는지, 즉 보도자료나 기자회견 등과 같은 자발적 정보제

공이었는지, 아니면 비의도적인 제공, 즉 기자의 취재에 따라 정보를 제공

하게 된 것인지를 따질 필요가 생기고, 비자발적 정보제공이라고 해서 공정

공시규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비의도적 정보제공에 준하여 회사가 즉

시 공개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

해로는 전휴재, 2005, 114면 및 손영화, 2016, 183-185면 

362) 상법 제467조. 단, 상장법인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여야 한다. 제542조의6 제1항.

363)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5조 제3항 제4호 및  유가증권시장공정공시규정운영기준 
제9조 제1항.

364)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8조 제1호.

365)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5조 제3항 제4호



- 186 -

한편 미국에서는 최근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한 정보 공개에 대해서도

공정공시규제상의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

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회사가 인터넷 웹사이트

나 SNS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i)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

15조 제2항 ‘공정공시정보제공자’의 범위를 확장하여 회사의 공식 웹사이트

나 공식 SNS를 관리하는 자를 포함시켜 공정공시규제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ii) 공정공시대상정보를 동시 또는 즉시 신고함에 있어 이미 선택적

으로 제공되었던 내용 및 정보전달수단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신고하게

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2. 현행 정보차단장치에 대한 제언

    : 정보차단장치의 내용의 확장 

정보차단장치는 회사나 주주의 시장남용행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중

요한 기제 중 하나이다. 기관투자자인 주주는 정보차단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증권매매에 정보를 이용했다는 추정에서 벗어날 수 있고, 유효한 정보차단

장치를 설치한 주주에게 정보를 제공한 회사는 ‘정보를 이용하게 하려는 고

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소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에는 현행 정보차단장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만을 정보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기업금융업무로 규정할 뿐, 다른 기관투자자의 경영 관여 업무 일반에

대해서는 정보차단장치를 설치할 의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개정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경영 관여 일반이 기업금융업무 범

위에 포섭될 수 있도록, 기업금융업무의 범위를 확대될 것이 요구된다. 사

모펀드 뿐 아니라 다른 기관투자자들도 경영에 관여함으로써 회사 정보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한 방식의 정보차단장

치도 인정할 필요도 있다. 법에 규정된 대로의 정보차단장치만이 유효하고,

이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는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된다는 방식은 유연한 조

직의 사모펀드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사모펀드 등에 대해서는 정보차단

장치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펀드가 설치한 정보차단장치가 해당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 및 충족하지 못 한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는, 소위

‘원칙준수 혹은 예외설명방식’으로 규제하는 방식으로 통제하는 방법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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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할 수 있다. 가령 전술하였던 영국의 헤지펀드 기준에 근거한 내부통제시

스템 모범실무례는, ‘기업경영에 관여할 의도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정보차단

장치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이 때의 정보차단장치란 정보·임직원·사무공

간·전산설비 분리 뿐 아니라, 헤지펀드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 컴플라이언스

절차의 백업, 재해 복구 이전 절차 및 고객 비밀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

해두는 것도 포함한다. 그리고 부서의 분리 등과 같은 정통적인 유형의 정

보차단장치를 설치하지 못 하였다면, 그러한 사정 및 이유에 대해 사전에

펀드투자설명서를 통해 설명할 의무를 부과한다. 입법에 참고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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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4 章 이사를 통한 경영 관여에서의 법적 문제

第 1 節 서설

I. 의의 

1. 개념

일부 주주가 후보 추천 등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대변하는 이사(美 :

designated director, representative director, constituency director,

blockholder director)1)를 선임할 수 있다. 이사가 자신을 후보로 추천·제안

한 주주의 이익을 추구하는 까닭은 단순히 그 주주가 자신을 추천·제안했

다는 점 때문일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주주에 대해 신인의무를 부

담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후자의 예로는 사모펀드가 펀드매니저를 투자대

상회사의 이사후보로 추천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벤처 회사와 벤처 투자자 사이에서 주로 발견된다. 최근에

는 주주행동가들이 상장회사에 대해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자기측 인사를 이사로 선임하려는 시

도2)가 있었고, 우리은행 사례나 만도 사례에서 보듯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이사 선임에 관여한 적도 있다. 상법상 주주제안권을 사용하여 이사후보를

제안하거나, 이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보유하게 된 이사후보추천권을 행사하

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2. 유사개념

일부 주주의 추천·제안으로 선임된 이사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영연방의

지명이사(nominee director)나 강학상 논의되는 전문이사(professional

director)를 들 수 있다.

1) 미국에서 ‘designated director, representative director, constituency director' 등
의 표현이 쓰인다는 설명으로는, Ahern, 2011, 121면, 주15 및 Veasey & Guglielmo, 
2008, 763면. 이 중 Laster & Zebenkiews, 2014, 35면은, 특히 종류주주총회에서 선임
되거나 헤지펀드 기타 특정 집단의 주주가 지명하여 선임된 이사는 특히 'blockholder 
director'라고 설명하고 있다.

2) 가령 KT&G-칼아이칸·스틸파트너스 사례에서 아이칸 측이 추천한 워런 리히텐슈타인 스
틸파트너스 대표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사례. 제2장 제2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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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연방에서도 주주총회에서 이사가 선임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외적

으로 특정 주주가 직접적인 이사 선임권한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의

주주와 그가 선임한 이사를 지명주주와 지명이사라고 한다. 많은 경우 지명

주주는 자신에게 신인의무를 부담하는 자 혹은 자신이 지시를 내릴 수 있

는 자를 지명이사로 선임하는 까닭에, 지명이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

나 전체 주주가 아닌 지명주주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다.3) 한편 지명이사는 지배주주가 지명권을 가지는 경우도 포섭한다는 점

에서, 경영진이나 지배주주를 견제하는 기능을 가지는 ‘일부 주주가 추천·

제안한 이사’와 차이가 있다.

전문이사4)는 강학상 고안된 개념으로, 기관투자자 협회 등에서 이사 선

임권을 갖고, 이를 통해 선임된 전문이사가 여러 회사의 사외이사직을 겸직

하면서 회사 경영진을 감시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그 성과에 따라 기관투자

자 협회가 연임 및 해임 여부를 결정한다. 전문이사는 지배주주가 아닌 기

관투자자 협회 등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주주가 추천·제

안한 이사’의 한 종류이지만, 보다 중립적인 지위를 가진 기관투자자가 지

명권을 가졌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이사를 통한 경영 관여는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시도와도 구별된다.

전자가 경영진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감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과 달리,

후자는 이사회의 지배권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사를 통해 경영

에 관여할 때에는,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어서 선임되는 이사

는 이사회 구성의 과반수 미만으로 하는 등 이사회에서 소수자(minority)의

지위를 갖게 할 필요가 있다.5) 이를 통해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의 사익 추

3) 지명이사 중에서 지명주주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명이사의 
의무론을 논하고 있는 것으로는 CSLRC, 1987, para. 101-111. 이 보고서는 지명주주로
부터 독립적 지위의 ‘independent nominee director'와 지명주주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선임된 ’representative nominee director'을 구별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다른 이
사와 논의를 달리 하지 않고, 후자의 경우에 한하여 지명이사의 의무론이 별도로 논의되
곤 한다. 

4) 기관투자자에게 이사 선임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으로는 Black, 1990, 530면 및 
Gilson & Kraakman, 1991, 884면. Gilson & Kraakman, 1991, 884-886면은 사외이
사(outsider director)와 구별하여 ‘전문이사(professional director)’라고 칭하고 있다. 
‘전문이사’는 사외이사와 똑같은 기능을 하되, 그 성과를 기관투자자가 평가한다는 점에
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다.  

5) Karmel, 2005, 123-124면; 이 전략의 핵심은 기관투자자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가 이
사회 구성원 중 '소수(minority)'에 불과하다는 점에 있다는 설명으로는 Gilson, Gordon 
& Pound, 1991, 32-33면; 한 명의 감시자라도 원치 않는 변화를 저지하기에 충분하다
는 설명으로는 Briggs, 2007, 7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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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견제하는 동시에 경영 효율을 저해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다.6) 또한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 이사회 및 다

른 주주들의 반감을 덜하고 따라서 성사될 가능성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7)

이하의 논의에서, ‘지명주주’와 ‘지명이사’라는 용어를 차용하여 일부 주

주가 이사를 선임하여 경영에 관여하는 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일부 주주

가 추천·제안한 이사는 추천·제안 주주의 이익을 추구할 유인이 있다는 점

에서 지명이사와 문제를 공유하기 때문에, 지명이사에 관한 영연방에서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다만, 본래 지명이사와는 달리, 지배주주 아닌 주주

가 지명주주로 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또한 지명주주가 직접적인 이사 선임

권을 가진 경우 뿐 아니라 이사후보 추천·제안하는 방식으로 이사 선임에

영향을 미친 경우도 포함하여 논의한다.

II. 사외이사 제도와의 관계 

1. 개념

이사회를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로 사외이사를 생각할 수 있다.

입법례에 따라 경영진과의 독립성 혹은 지배주주나 대주주와의 독립성을

요구하기도 한다.8) 가령 현행 상법은 상장회사 사외이사에 대해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주요주주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아

닐 것, 그 외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의 이사 등 사외이사로서의 직무 수행이

곤란한 자 등을 사외이사 결격사유로 정하여, 최대주주와 다른 계열회사와

의 독립성을 요구한다.9) 우리 법은 최대주주에 대해서는 법인일 경우를 상

6) 사외이사 중 일부를 지배주주를 제외한 주주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된 이사, 소위 ‘독립
성이 강화된 사외이사(enhanced independence director)’로 채울 것을 주장하면서, 대
신 경영 효율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 수는 이사회의 과반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으로는 Bebchuk & Hamdani, 2017, 1290-1295면 및 1306-1308면.

7) Briggs, 2007, 688면; Karmel, 2005, 123-124면.

8) 호주 기업지배구조 원칙에 따르면, 단독 혹은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의 5 %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와 관련되어 있는 자는 ‘독립성’이 결여된 것으로 본다고 보고 있다. 따
라서 지명이사는 통상적으로 호주 기업지배구조 원칙(ASX 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에서 규정한 이사의 독립성(independence)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는 Jacques du Plessis et al., 2015, 133-134
면. 

9)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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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그 소속임직원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외이사 결격사유

로 정함에 반하여, 주요주주10)는 자연인일 경우만을 상정하여 주요주주 본

인과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만을 사외이사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2. 기능의 차이 

사외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상, 현 경영진 및 지배주주의 영향

력으로부터 절연되기 곤란하다.11) 선거제도 개선 등으로 중립적 지위를 제

고한다고 하더라도, 경영을 감시하거나 경영에 관여할 유인이 작다는 점12)

이 제도의 한계로 지적된다.

이와 달리 지명이사는 일반적인 사외이사에 비해 경영진을 감시할 보다

높은 인센티브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된다.13) 가령 기관투자자에게

이사 지명권이 있어 분할매각이나 합병 기타 쟁점에 정통한 자를 이사로

선임하면, 이러한 지명이사는 경영진을 감독할 능력뿐 아니라 유인 역시 충

분하여 경영진을 감독하는 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14) 지명

주주인 기관투자자가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이사는

감시기능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15) 그 밖에도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이사회가 수집할 수 있는 정보

의 범위가 확대16)되고 경영진에게 포획될 우려가 적어질 것17)이라고 설명

10)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
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
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
주

11) Rock, 1990, 449면 및 505면은 사외이사 제도에 대해, 다음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비판한다. 하나는 주주로부터도 독립적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영진에 친화
적인 경우가 너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다 ; Bebchuk & Hamdani, 2017, 1275-1276면 
및 1285-1287면은 지배주주 있는 회사에서는 이사 선임·연임·해임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배제하지 않는 한, 지배주주의 영향력으로부터도 자유롭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
하고 있다.

12) Gilson & Kraakman, 1991, 884면. 회사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 빼고 평상시에는 회사
를 감시할 유인이 적다고 한다. 

13) Laster & Zebenkiews, 2014, 39면.

14) Briggs, 2007, 688면.

15) Warther, 1998, 65면. 이 논문은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다수주주의 지
지를 받는 이사의 경우 효율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본다. 

16) 가령 Sharfman, 2015, 797-798면은 헤지펀드가 시장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헤지펀드 등 주주행동가가 회사의 장기적 이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환
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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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한다.

그러나 적극적인 일부 주주의 추천·제안으로 이사가 선임되면 ‘사외이사’

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18) 이에 따르면, 이사회 구

성원들이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대변하게 됨으로써 생기는 분열이나 갈등

문제에 대해 사외이사가 조정자 역할을 맡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한

다. 보통 사외이사는 기업 경영을 감독할 인센티브가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지명이사가 선임되는 등으로 이사회 내부 분열이 명약관화해진 시점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지명이사가 기존 경영진

에 반대되는 안건을 제시하면, 사외이사는 지명이사가 제시한 안건과 기존

경영진이 관철하려던 안건 중에서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의 과

정에서 회사에 가장 이익이 되는 안건이 무엇인지를 숙고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III. 기능 및 한계

1. 기능

경영에 관여하고자 하는 주주로서는 회사에 대해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계약서의 문구로 구체화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계약이 체결된다

고 하더라도 이사의 재량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그 법적인 효력이

확실하게 담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 특정 행위를 지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19) 또한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계약의 이행을 감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20) 경영에 관여하고자 하는 주주가 회사와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것은 불완전한 방법이 된다.

17) Carleton, Nelson & Weisbach, 1998, 1343면.

18) Sharfman, 2015, 822면은 회사에 대해서 신인의무를 부담하는 이사회는, 헤지펀드가 
알 수 없는 회사 내부 정보 등까지 모두 고려하여, 경영진이 제시한 안과 헤지펀드가 제
시한 안을 모두 고려하여 회사 가치 창출에 도움이 되는 안을 선택할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을 주장한다. 이사회중심주의와 주주우선주의의 조화를 꾀한 이러한 Sharfman, 2015
의 시각은, 경영진과 행동가 주주간의 관계를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협조적인 관계로 재
해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19) 미국에서 이사의 신인의무가 계약자유 원칙에 우선한다는 설명으로는 NY Bar Report, 
2010, 1163면 ; 영국의 경우, 이사에게 특정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하는 계약의 효력에 대
해서, 회사는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당사자로 참가한 계약으로
서 회사에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이사에게 특정 행위를 지시하는 계약은 유효한 것일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으로는 Courtney, 1995, 228면.

20) Schoenfeld, 20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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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지명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회

사의 의사결정과정에 간접적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접점을 마

련하는 것이 될 수 있다. 특히 이사 선임권 뿐 아니라 지명이사에 대한 교

체·해임권한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이사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커

진다. 이로써 이사회가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에 편중된 의사결정을 할 가능

성이 견제될 수 있다. 실제 일부 연기금이 회사에 대해 이사회를 다양한 사

람으로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이사회의 견제기능을

높이려는 시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21)

이러한 까닭에 주주행동가의 경영 관여가 활발한 미국에서는, 최근 들어

주주가 경영진에게 직접 구체적인 사항을 요구하는 것보다 자신이 원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 많이 이루어진다고 한다.22)

특히 이러한 현상은 대형회사에 두드러지는데23) 그 이유는 소형회사에 대

해서는 주로 회사의 매각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사석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

하지 않은 반면 대형회사에 대해서는 회사 분할 등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사석을 획득하여 장기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방식이 보다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24) 실증연구에 따르면 헤지펀드 등 주주행동

가가 이사를 선임하여 회사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주주제안을 활용하는 것

에 비하여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기도 한

다.25)

2. 한계

일부 주주가 지명이사를 통해 경영에 관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상

당히 강력한 경영 관여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주주에게

이사후보 지명권 혹은 이사 선임권한을 부여하는 것, 그리고 선임된 이사를

통해 경영에 관여함으로써 다른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될

21) Carleton, Nelson & Weisbach, 1998, 1343면.

22) Bebchuk et al., 2017, 33면; Corum, 2017, 3면 ; 대량보유보고자가 보고하는 발행인
과의 계약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내용 중 하나가 이사 선임에 관한 것이라는 설명으로
는 17면.

23) 가령 2015년 Russell 3000의 회사에 대해서는 약 45%만이 이사회 의석을 획득하거나 
획득하고자 한 경우였다면, S&P 500의 회사에 대해서는 50%에 해당하는 회사가 이에 
해당했다는 설명으로는 Khorana, Shivdasani & Sigurdsson, 2017, 11면.

24) Khorana, Shivdasani & Sigurdsson, 2017, 11-12면.

25) Goodwin et al.,20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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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러한 우려는 주주총회를 경유하지 않는 경우 더욱 커지겠지만,

이사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하고 주주에게 이사후보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우려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우리은행 이사 선임

사례에서, 최근 우리사주조합의 지분비율이 증가하면서 이들에게도 사외이

사 추천권을 주어야 하는지의 문제가 제기된 것도 비슷한 지분을 가진 다

른 주주와의 형평성이 문제된 것이라 하겠다.26) 또한 지명이사가 회사의 이

익보다 지명주주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그리

고 이사회 구성이 다양해짐으로써 이사회 운영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경우

도 있을 수 있다.

IV. 논의의 방향

지명이사는 경영진이나 지배주주를 감시할 유인이 크고, 주주의 경영 관

여가 정보비대칭으로 불완전해질 수 있다는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순기능을 고려한다면, 일부 주주의 이사 선임 권한을 적극적

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지명이사 선임은 경영에 관여하려는 주주가 자주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명이사 선임이 용이해지면 주주의 경

영 관여 시도가 보다 빈번히 이루어질 수도 있다.27)

이에 더하여 일부 주주의 추천 제안으로 선임된 이사가 경영진 및 지배

주주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재직 이사의 연임이나

26) 최근에는 우리사주조합이 콜옵션을 전량행사할 경우에는 그 지분비율이 6.32%로 증가하
여, 다소 그 지분비율이 감소(21.28%>18.40%)하긴 하지만 여전히 최대주주의 지위를 지
키고 있는 예금보험공사와 7.35%의 지분율로 제2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이어, 제3대주
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 주주들과 이사회를 상대로 우리사주조합 사외이사 
추천에 관한 안건 상정을 공식 요청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문제제기로는, 정용환 
기자, '지분확대' 우리은행 사주조합, 경영권 넘볼까, 더벨, 2017년 5월 23일자 기사 참고
[http://www.thebell.co.kr/front/free/contents/news/article_view.asp?key=2017051
90100027680001668] (최종방문일 : 2017. 5. 23.)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금융위원회가 
매각방안을 발표하던 당시부터 제기되어 왔다. 금융위원회의 매각방안 발표 당시, 예금보
험공사가 7개의 과점주주에게 매각하고 난 나머지 분량(21%)을 파는 것에 대해서, 7개의 
과점주주가 추가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가능한지, 혹은 4% 미만의 지분으로 쪼개
어 팔아야 한다는 제약을 걸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등의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그에 대해 
명확한 답이 내려지진 않았다. 금융위원회 e-브리핑,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방안 발표 
속기록, 2016년 8월 22일자. 
[http://m.fsc.go.kr/01Sub/001Sub/ebriefing.do?FLAG=VIEW&CPAGE=1&NUM=3283
9] (최종방문일 : 2017. 5. 25.). 

27) 대중 주주(public shareholder)에게 이사 선임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주주행동주의를 장
려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표현으로는 Kastiel, 2016, 129-1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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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절차에 있어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것이 병행되어

야 한다. 지명이사가 선임되더라도 그 직의 유지 여부가 지배주주나 경영진

의 의사에 좌우된다면, 일부 주주의 추천·제안으로 선임된 이사로서는 그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꺼리게 될 수 있다.28)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

배주주 아닌 주주가 이사를 선임하는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는데, 제2절

에서는 다양한 입법례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보도록 한다.

한편 지명이사가 경영에 관여할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사의 이익보다

지명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명이사의 의무와 이사회 운영에 대해 재고(再考)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제3절에서 살핀다. 또한 지명주주가 이사를 통해 경영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회사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는 한편, 회사로서는

지명주주의 정보접근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는 지명이

사의 정보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지, 지명이사와 지명주주간의 정보공유를

제한할 수 있는지의 논의와 연결된다. 이에 대해 제4절에서 나누어 살피도

록 한다.

28) Bebchuk & Hamdani, 2017, 1294면 및 13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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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節 이사 선임의 문제

제1관 지명이사의 선임 가능성 

I. 문제상황

우리 상법 하에서 일부 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를 이

사로 선임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핀다. 이는 지명이사에 관한 문제가

우리 법 하에서도 논의될 실익이 있는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현행법상 지명이사의 선임이 가능한지의 문제와는 별개로, 지명이

사의 순기능을 고려하여 입법론으로서 지명이사의 선임 가능성을 확충하자

는 주장이 가능하다. 특히 지배주주 혹은 총수일가(이하 ‘지배주주 등’)가

있는 기업에서는 이사회를 지배주주 등에 친화적인 사람으로 구성될 가능

성이 크기 때문에, 지배주주 아닌 주주가 이사 선임 과정에 관여할 필요성

이 더 크다. 또한 지명이사의 선임이 용이해진다면, 일부 주주가 이사 선임

을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

한편 지명이사가 지명주주의 이익을 추구할 유인이 있다는 점은 경영진

이나 지배주주를 감시하는 기능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 정도가 지나

쳐 회사의 이익을 열후에 둘 정도인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따

라서 지명이사 선임이 가능하다면, 혹은 입법론으로서 그 선임 가능성을 확

대하고자 한다면, 이사 및 이사후보가 지명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사 선임 절차상 어떠한 장치를 둘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하에서는 관련 외국 입법례를 참조하여 지명이

사의 선임 가능성을 확충하는 입법안에 대해 검토하고, 지명주주의 이익을

추구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사 선임 절차상 어떠한 규제

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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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우리 법의 해석

1. 일부 주주의 지명이사 선임 가능성

일부 주주가 지명이사를 선임하는 방법 중 하나로서, 이사회와 주주간

계약 등을 통해 이사후보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보

통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구속 계약과 함께 이루어진다. 우리 판례는 이사

후보 추천권 및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구속을 정한 합작투자계약의 채권

적 효력은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된다.29)

상장회사에 대해 이러한 내용의 주주간 계약이 가능할 것인가. 이사회가

이사후보추천권과 같은 이사회 권한을 일부 주주의 지시에 따라 행사할 의

무를 부과하는 것은 일종의 프로큐어 조항에 해당한다. 프로큐어 조항에 대

해 법원은 집행가능성을 부정하고 있고, 사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학설상 견

해가 갈린다.30) 그러나 법적 효력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회사 측에서 계약

이행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는 회사와 주주간의 신뢰관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특히 시장에서의 평판이 중요한 상장회사의 경우 단순

히 법적 효력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계약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곤란할

수 있다.31) 따라서 일부 주주는 이러한 사적 협상을 체결하고 사실상의 구

속력을 주장함으로써 이사 선임 절차에 관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일부 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활용하여 이사후보를 제안하

거나 혹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에 이사후보를 추천하는 것이다. 우리 상법은 주요주주가 개인일 것

을 상정하여, 10% 이상을 보유하였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

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에 대해서는 주요주주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

속에 한하여 사외이사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32) 또한 1% 이상의 지분을

29) 천경훈, 2013, 38면; 이동건·류명현·이수균, 2014, 80-81면. 다만, 천경훈, 2013, 38면
은 그러한 의무 이행을 가처분으로도 구할 수 있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판결이 확정되어
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인지는 불분명하다고 한다. 

30) 이동건·류명현·이수균, 2014, 84면 ; 노혁준, 2018, 168-169면

31) 앞서 제2장 제1절에서 Carleton, Nelson & Weisbach, 1998, 1349면이 회사 내부자의 
보유지분율이 높을수록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주주총회에서의 표대결로 나아
가는 반면, 회사의 지분이 분산되어 있는 회사일수록 장래 주주들의 회사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기관투자자와의 합의(settlement)를 선호한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한 바 있음을 소개하였다. 

32)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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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고 있는 자 본인만이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33) 따라서 기관

투자자가 기관투자자에 대해 신인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이사후보로 추천·

제안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듯, 우리 법제 하에서는 일부 주주가 이사후보를 추천·제안하는 방

법을 통해 이사 선임에 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주주총회를 반드

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들 후보가 이사로 선임될 것이라는 점을 확언하

기는 힘들고, 주주총회를 거쳐 선임된다는 점으로 인해 이들은 더 이상 지

명이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주주총회 선임절

차를 거쳤다고 해서 지명주주와 지명이사간의 관계가 약화되거나 절연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이사가 자신을 후보로 추천지명한 주주의 이익을 추구할

우려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사모펀드에 대해 신인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이사 후보로 제안되고 주주총회를 거쳐 이사로 선임되었다고 하더라

도, 이러한 이사의 사모펀드에 대한 신인의무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따

라서 이사 선임을 주주총회 전권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우리 상법 하에서도

지명이사, 즉 지명주주의 이익을 고려할 유인이 있는 이사의 선임은 가능하

다.

마지막으로 우리 상법상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은 이사 선임, 즉 일부 주

주가 직접적인 이사 선임권한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사 선임권을 각

주주에게 배분하는 주주간 계약은 설사 정관에 기재하더라도 회사에 대해

서는 효력이 없다.34) 또한 이사회 결원이 생기고 퇴임이사 등이 그 직을 수

행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임시이사의 선임

은 법원의 전속권한이어서35) 일부 주주는 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임시이

사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것에 그친다. 우리 법원은 비송사건절차

법 제84조에 의해 이사와 감사에게 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을 뿐 이

에 기속되지 않고36) 법원은 선임신청인이 추천한 사람을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37) 따라서 일부 주주가 경영진과의 사적 협상을 통해 임시이사를 추천

할 권한을 획득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러한 계약의 이행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33)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5호.

34) 송옥렬, 2018, 983면.

35) 상법 제386조.

36) 대법원 2001. 12. 6. 자 2001그113결정. 법원은 그 진술 중 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다른 
인선을 결정할 수 있다

37) 대법원 1985. 5. 28 자 85그5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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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 법제 하에서는 일부 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를 이사로 선임하는데 관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선임 가능성을 사전에

확답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일부 주주가 이사후보

를 추천·제안하는데 소극적이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지배주

주 등이 있는 기업에서 집중투표제를 취하고 있지 않는 한, 지배주주 등이

반대하는 자를 지명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울 수 있다.

2. 이사(후보)와 추천·제안 주주와의 관계 규제

전술하였듯이 최대주주 아닌 주주는 주요주주 본인 및 배우자 등이 아

닌 이상,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제안하는 것이 가

능하다. 주주가 이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그 이사가 경영진이

나 지배주주를 감시할 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주와 이사후보간의 관

계를 완전히 절연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사가 자신을 후보로

추천·제안한 주주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회사의 이익을 해할 정도

가 되어서는 안 되고, 따라서 지명이사가 지명주주의 이해관계에 얼마만큼

의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사 선임 과정에서, 혹은 이사직을 수행

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 상법은 상장회사의 이사후보에 관하여, ‘추천인’이 누구인지

를 소집통지서에 기재할 것38)을 요구하고 있을 뿐, 추천인과 이사후보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주주제안권을 활용하여 이사후보를 제안한 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최

대주주에 대해서는 최대주주가 이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 등을 우려하여

우리 상법은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해당 회사와의 3년간 거래 내역

은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39)과는 달리,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가 이

사에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을 탐지하기 위한 규제는 공백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일부 주주가 이사후보 추천권 및 제안권 등을 통해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고한다면, 추천·제안 주주와 이사 및 이사후보와의 관

계에 대해서도 소집통지서 등에 기재하게 함으로써 주주의 선택권을 보장

38) 상법 제542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39) 상법 제542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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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선임된 이사가 자신을 후보로 추천한 자와의 관계 등으로 왜곡된 의

사결정을 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의 공

개는 이후 지명이사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이사

의 의무를 준수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된다.

3. 문제의 소재

이하에서는 일부 주주가 경영진과의 사적 협상 등을 통해 직접적인 이

사 선임권한을 획득하는 경우와 주주총회 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사 선임권

한을 확충한 경우로 나누어 외국의 입법례를 살피고, 우리 법상 이사 선임

절차에 대해 지명이사의 선임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안을 제시한다.

또한 추천·제안 주주와 이사후보간의 관계에 대해서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 호주의 입법례에 대해 살핌으로써, 추천·제안 주주가

이사 및 이사후보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공개하는 방

식에 대해 검토한다.

III. 일부 주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이사 선임에 관한 외국의 사례

1. 개관

지명이사는 특정 주주가 직접적인 이사 선임권한을 행사하거나 혹은 추

천·제안한 후보가 주주총회에서 당선될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에 의해 선임

될 수 있다.

주주가 직접적인 이사 선임권한을 가지는 방식으로는 이사선임권부 종

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와 이사회와의 협상을 통해 주주가 직접적인 이사

선임권한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영국과 미국의 경우로 나누어 살핀다.

이사선임권부 종류주식 발행도 정관에 규정을 두기까지 이사회와의 협상을

필요로 하기에, 넓게 보면 이사회와의 협상을 통해 이사 선임권한을 획득한

예 중 하나로 파악할 수 있다.

주주총회를 경유하는 방식으로는 이사 선임에 소수주주의 과반수 승인

을 얻게 하는 방식(MOM:majority of minority)과, 지배주주 아닌 주주가

추천한 이사 중에서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하되 2순위로 득표한 자를 이사

로 선임하는 방식이 있다. 후자는 이탈리아에 도입되어 있는 제도로 소위



- 201 -

‘명단투표제(voto di lista : list voting)’라고 불린다. 집중투표제도 지배주주

를 제외한 주주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제도 중 하나이지만, 우리나라에 도입

되어 있는 것40)으로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

2. 경영진과의 사적 협상을 통한 이사 선임의 경우

(1) 영국

1) 법 규정

① 이사의 선임

영국에서도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41)

그러나 정관에 정함이 있다면 이사회가 이사선임권한을 가질 수 있고, 이는

폐쇄회사(Ltd)인지 공개회사(plc)인지를 불문한다.42) 상위 350개의 상장회사

(FTSE 350)에 대해서는 기업지배구조 코드가 원칙준수 혹은 예외설명 방

식으로 매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것을 요구43)하고 있지만, 기업지배

구조 코드 불응 사유를 밝히고 이사회가 이사선임권한을 갖는 정관을 채택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특정 주주가 직접적인 이사 선임권한을 가지는 것은 두 가지

40) 상법 제382조의2.

41)  Worcester Corsetry Ltd v Witting [1936] Ch 640, CA.  또한 상위 350개의 상장회
사(FTSE 350)에 대해서는 기업지배구조 코드가 원칙준수 혹은 예외설명 방식으로 매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42) Model Articles for Private Companies, 2013, s.17 ; Model Articles for Public 
Companies, 2013, s.20. 이들은 ‘Any person who is willing to act as a director, 
and is permitted by law to do so, may be appointed to be a director (a) by 
ordinary resolution, or (b) by a decision of the directors.’라고 규정한다. (밑줄 및 
강조는 필자) 이러한 표준정관은 임의규정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 
전권사항이다.  

43) The UK Corporate Governance Code (April 2016), B.7.1. ; FRC, Corporate 
Governance in 2013 (2013), p.12 에 따르면 2개 회사를 제외한 모든 회사가 이 조건
에 따르고 있다고 한다. 이는 2010년에 도입된 규칙인데, 2011년에는 FTSE 350 중 
79%가 준수했던 것에 반해 2012년에는 98%가 준수하였다고 한다. 준수하지 않았던 2개 
회사 중 하나는 회사 정관이 그 임기가 1년 이상일 것을 정하고 있다는 점, 다른 회사는 
최근 합병으로 이사가 새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다시 주주총회를 열진 않았다고 설명으로
는 Practical Law, Annual Reporting and AGMs 2013: FTSE 350: What's Market 
practice?, Thomson Reuters, 2013. [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

   /5-549-208   5?originationContext=document&transitionType=DocumentItem
   &contextData=%28   sc.Default%29&comp=pluk] (최종방문일 : 2019.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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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에 의해 가능하다. 하나는 이사회가 소위 ‘nominee agreement'와 같은

계약 등을 통해 이사 선임권 자체를 일부 주주 등 제3자에게 부여하는 것

이고 다른 방법은 이사선임권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것이다. 정관에 규정

이 있으면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이사선임권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44) 이사선임권부 종류주식의 발행은 상장부적격 요건 중 하나이

기 때문에45)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선임권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 그리고 이렇게 선임된 이사를 강학상 ‘지명이사(nominee director)'

라고 한다. 보통 ‘nominate'가 입후보된 것을 의미하는 것과는 달리, 여기서

는 특정 주주가 직접 이사를 임명(appoint)한 것을 일컫는다.

② 이사의 연임 및 해임

한편 특정 주주가 이사 선임권을 갖더라도 이사 해임은 주주총회 보통

결의사항이라는 점,46)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정 주주가 이사를 선임하더

라도, 그 이사의 해임 여부는 주주총회 전권사항으로 정함으로써, 지명이사

의 선임이 자의적으로 행해질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함이라고 설명된다.47)

또한 기업지배구조 코드가 이사의 재선은 주주총회를 통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는데,48) 이 역시 특정 주주의 지명을 받아 선임된 이사라도 그 직

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44)  Model Articles for Private Companies, 2013, s.22(1) ; Model Articles for Public 
Companies, 2013, s.43(1). “Subject to the articles, but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s attached to any existing share, the company may issue shares with such 
rights or restrictions as may be determined by ordinary resolution.”라고 규정한
다. 또한 Watson & McKenzie, 2018, Q. 5 에 따르면, 폐쇄회사나 공개회사나 주주는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다만 회사 정관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주주의 권리가 달라질 수 있고, 이러한 종류주식의 발행은 '보
통' 정관에 근거한다고 한다. 종류주식의 유형에는 제한이 없어서 이사 선임에 관한 권한
(Rights relating to the appointment of directors)도 부착될 수 있다고 한다. 

45) 프리미엄 상장회사에 대해서 UK Listing Rules, 2016, 6.14.3.(1)(d). "(S)hares are 
not held in public hands if they are (1) held, directly or indirectly by (d) any 
person who under any agreement has a right to nominate a person to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applicant"라고 규정한다. 동일한 내용으로 표준상장회사
(standard listing)에 대해서는 UK Listing Rules, 2016, 14.2.2.(4)(a)(iv), 해외회사의 
종류주식 상장에 대해서는 UK Listing Rules, 2016, 18.2.8.(4)(a)(iv).

46) UK Companies Act 2006, s.168.

47) Hannigan, 2015, 218면. 가령 벤쳐캐피탈이 벤쳐회사의 이사를 선임하는 것, 기업집단
에서 모회사가 자회사의 이사를 선임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48) The UK Corporate Governance Code (April 2016), 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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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호주나 뉴질랜드와 같은 영연방 국가에서도 이사회가 이사선임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49) 이를 근거로 이사회가 이사선임권한

을 일부 주주 기타 제3자에게 부여하고, 이를 통해 지명이사가 선임되는 것

이 가능하다. 실제로 특정인에게 이사 선임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정관이

나 주주간 계약에 포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50)

이사해임권한을 주주총회 전권사항으로 하고 있는 영국과 달리, 호주는

특정 주주 등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하여 선임된 이사를 주주총회에서

해임할 수는 있지만,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를 해임하는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51) 호주와 같은 입법에

따르면 지명이사의 지명주주에 대한 충성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게 된

다.

2) 사례

영국에서 특정 주주가 이사선임권한을 가지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52)

과거 시중에서는 폐쇄회사나 공개회사에 투자하려는 자로서 경영진에게 구

체적인 사항을 요구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를 꺼려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수

수료를 받고 지명이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였다.53)

49) Australia Corporations Act 2001 ss. 201, 201G 및 201H. 이에 따르면 정기총회에
서의 선출이 일반적인 경우이지만, s. 201H에 따라 이사들(directors)이 다른 이사를 선
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경우, 비상장회사의 경우 2달 내에, 상장
회사의 경우 다음 정기총회에서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특정인이 지명한 이
사가 해임되거나 사임하였을 때에는 그 특정인이 해당 결원을 보충할 권한을 가진다는 
Australia Corporations Act 2001, s.203D를 두고 있는데 이는 ‘지명이사’라는 것을 염
두에 둔 조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으로는 호주 CSLRC, 1987, para. 101. ; NZ 
Companies Act 1993, s. 153(2)는 이사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선출되지만, 정관으로 
다른 규정을 둘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50) 호주 CSLRC, 1987, para. 101. 

51) Australia Corporations Act 2001, s. 203D. 따라서 호주 실무에서는 특정 주주에게 
이사선임권한을 부여하는 계약 등을 체결할 때에는 보통 이사선임권한과 더불어, 자신이 
선임했던 이사의 해임권한이나 교체권한까지 부여하곤 한다. 

52) Hannigan, 2015, 218면.

53) 그러나 최근 회사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개인에 대해 신고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PCS Regulation이 시행되고 난 이후, 지명이사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하였다. 가령 
다음 사이트는 과거 지명이사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PCS Regime 이후 그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였다.[https://www.coddan.co.uk/private-limited-company-formation/
set-up-company-with-nominee-director/is-it-legal-to-appoint-a-nominee-directo
r/] (최종방문일 : 2018.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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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사의 예이긴 하지만, Coroin Ltd 판례 (2011)54)는 특정 주주에게

이사선임권을 어떻게 부여하는지, 이사선임권부 종류주식이 어떠한 내용을

갖는지를 잘 보여준다.

설시된 사실관계를 참고한다면,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은 회사 역시 당사

자로 참가한 것으로 (i) 주요주주에게 이사선임권부 종류주식을 부여하고,

(ii) 선임된 이사별로 이사회에서 의결권 보유 정도를 달리 정하고, (iii) 우

선매수권 조항을 두되, 신주발행이나 주식양도 등으로 새로운 주주가 나타

나면, 각 주주는 새로운 주주가 주주간 계약 부속서에 서명하게 하는 등 주

주간 계약 참가의 동의를 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iv)

회사가 주주간 계약에 따른 정관을 채택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

다.

이에 따라, 갑,을,병,정,무에게 각 A.B.C.D.E라고 하는 5개의 종류주식을

발행하였는데, 이들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등에 있어

서는 그 내용이 동일하나, A.B.C.D에 대해서는 종류주식별로 1인씩 이사선

임권이 부여되어 있다. 이사 정원은 최대 6명까지 가능하고, 그 중 2명은

이사회에서 선출된다. 각 이사가 가지는 의결권 수는 A 이사는 70, B 이사

는 70, C 이사는 48, D 이사는 7이고,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는 각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2) 미국 

1) 법 규정

미국에서도 이사 선임을 주주총회 전권사항55)이지만, 이사회의 이사 결

원을 충원하는 권한을 활용하여 특정 주주에게 사실상 직접적인 이사 선임

54) In re Coroin Ltd [2011] EWHC 3466, para. 9.

55) 미국 델라웨어나 뉴욕 회사법 모두 공개회사나 폐쇄회사에서의 이사 선임은 주주총회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DGCL, s. 211(b) ; NY Bus. Corp. Law., s. 602(b).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처럼 특정 주주가 이사 선임에 관여하는 방법은 이사후보를 제안하거나, 이
사회에 대해 이사후보를 추천하고, 이후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에 필요한 의결권을 확보
하는 것이 가능하다. 델라웨어나 뉴욕 회사법은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에 관한 
주주간 계약을 유효하다고 본다. 다만, 이 때의 주주간 계약은 위임장 수여의 내용도 담
게 된다. Ringling Bros.-Barnum & Bailey Combined Shows v. Ringling, 53 A.2d 
441, 447-48 (Del. 1947)에 따르면 지명주주가 다른 주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장 없이는 의결권 행사를 강제이행(specifically enforceable)할 수는 없을 것
이라고 한다. 이상의 설명은, NY Bar Report, 2010, 1157-11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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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외에도 이사선임권부 종류주식의 발행이

허용되지만, 이는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다.56)

여기서 이사회 결원이라 함은 기존의 이사가 해임이나 사임된 것 뿐 아

니라 이사 정원(定員)이 증가하면서 생긴 것도 포함한다. 대부분의 공개회

사는 이사회 정원을 정할 권한 및 결원 충원 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하고 이

에 반하는 부속정관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제한을 설립정관57)의 한 내

용으로 두고 있다.58)

따라서 이사회 정원을 증가할지 여부가 이사회 전권 사항이라면, 특정

주주는 이사회에 대하여 이사회 정원 증가 및 자신이 원하는 자로써 결원

을 충원할 것을 함께 요구할 수 있다.59) 다만 이 때의 임기는 결원된 이사

의 잔여임기, 즉 다음 주주총회까지가 된다.60) 이렇듯, 사실상 특정 주주에

게 직접적인 이사 선임권한을 부여하는 효과61)를 가진 계약을 ‘Director

Designation Agreement’라고 한다.

특정 주주에게 이사 추천권 혹은 선임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주간 계약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단순히 경영진의 재량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

다.62) 가령, 2017년 P&G는 Nelson Peltz와의 위임장 경쟁에서 승리했음에

도 불구하고, Nelson Peltz가 상당수를 득표했음을 고려하여, 이사회를 증원

하고 Nelson Peltz를 이사로 선임하는 등, Nelson Peltz의 요구사항을 상당

부분 반영하기도 하였다.63)

56) 미국 모범회사법 ss. 8.04, 8.08(b) 및 8.10(b) 모범회사법에 따르면 이사선임권부 종류
주식 발행이 가능하고 이사선임권부 종류주식을 보유한 자가 선임한 이사는 해임권한 및 
결원시 보충할 권한 모두 이사선임권부 종류주식을 보유한 자의 전권사항이라고 규정한
다.

57) 델라웨어 회사법 s. 141(b), 이사 정원은 설립정관이나 부속정관으로 정하며, 동법 ss. 
223(a), 109(a), 이사회 결원을 충원하는 권한도 설립정관이나 부속정관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 속한다.

58) Gill, Liekefett & Wood, 2014, 161면.

59) 델라웨어에서 설립정관이 정해 놓은 범위 내에서 이사 정원의 증가는 이사회의 재량사
항이라는 판례로는 Henley Group, Inc. v. Santa Fe S. Pac. Corp., No. 9569, 1988 
WL 23945, at *16-19 (Del. Ch. Mar. 11, 1988). 설립정관에서 이사회 규모 범위를 정
하고 그 안에서 이사회가 이사회 정원의 구체적인 숫자를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
한다 ; 델라웨어 회사법은 설립정관으로 이사 정원을 규정하도록 하되, 부속정관에서 정
해진 방식으로 이사 정원을 정할 수도 있다. 델라웨어 회사법 s. 141(b) 참고.

60) 뉴욕 회사법, s. 705(c)

61) 이로 인해 미국의 회사법도 ‘지명이사’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는 
문헌으로는 호주CSLRC, 1987, para.101.

62) Schoenfeld, 2017, 16-17면.

63) Siddharth Cavale, P&G appoints Peltz to board despite losing proxy battle, 
REUTERS, 2017년 12월 16일자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pro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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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및 사례 

① 현황

이상의 유형을, 주주총회를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서 구별할 수 있지만,

일부 주주와 기존 경영진이 적대적 관계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구별할 수도

있다. 그 관계가 적대적일 때에는 주주제안과 위임장경쟁을, 어느 정도 합

일점에 도달했을 때에는 이사후보제안 혹은 이사 선임에 관한 계약을 통하

게 될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주주행동가가 지명한 자가 이사회 의석을 획득하는 경

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위임장 경쟁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경

우는 많지 않고, 75% 정도가 헤지펀드와 대상회사간의 약정에 의해 지명된

경우라고 한다.64) 2013년 소더비-Third Point 사례65)에서처럼, 주주총회에

서 위임장 경쟁이 있을 것 같은 상황에서 경영진이 주주행동가와 합의에

도달하여 주총 전에 헤지펀드와의 대치상황을 종결하는 경우도 종종 있

다.66) 이러한 합의는 이사 자리를 1-2석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보통

-gamble-trian/pg-appoints-peltz-to-board-despite-losing-proxy-battle-idUSKBN1E9
2ZA] (최종방문일 : 2018. 5. 10) 이 때 위임장 경쟁으로 양측은 총합 1억달러 이상을 
사용했다고 한다.

64) Nathan, Charles, Maintaing Board Confidentiality,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ial Regulation, Jan 23 2010 
[https://corpgov.law.harvard.edu/2010/01/23/maintaining-board-confidentiality/] 
(최종방문일 : 2019. 1. 4.) 은 다음과 같은 통계를 제시하며, 미국에서의 지명이사 선임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고 설명한다. 가령 미국에서는 (i) 2001년 위임장 경쟁이 
63건에 그쳤던 것에 반해, 2009년에는 138건으로 증가, (ii) 위임장경쟁이 주주총회 이전
에 서로간의 합의(settlement)로 종료된 건이 2001년 17.5%에서 2009년 28.5%로 증가, 
(iii) 위임장 경쟁에서 주주행동가 기타 도전자 측에서 이사 선임을 못 하고 끝난 건수는 
2001년 55.5%에서 2009년 41.5%로 감소, (iv) 위임장경쟁이든 회사와의 합의든 간에, 결
과적으로 주주행동가 기타 도전자 측에서 이사회의 의석 확보에 성공한 회사가 2001년 
30건에서 2009년 87건으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65) 가령 2013년 8월, 소더비에 대해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헤지펀드인 Third Point
는 소더비의 기업지배구조의 열악함, 그리고 최근 시장 부흥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경영성과를 보이지 못 한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CEO의 퇴임을 요구하였다. 이후 Third 
Point는 위임장 경쟁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주주총회 하루 전 날, 이사회와 Third Point
는, Third Point가 3명의 이사후보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임장 경쟁을 그만두기로 
합의(settlement agreement)하였다. 이러한 합의에는 애초 Third Point의 요구사항인 
지배구조 변경이나 CEO 퇴임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10개
월 이후, 소더비는 새로운 CEO를 선임하였음을 발표하고, 투자자에 대한 배당계획을 발
표하였다. 이상의 설명은, Bebchuk et al., 2017, 1면.

66) Bork, Derek, Settlement Agreements with Activist Investors—the La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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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의 추가적인 권한행사를 제한하고 그 지명이사의 임기를 1-2년으

로 한정하는 현상동결조항(standstill clause)을 포함하곤 한다.67)

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에서는, 이러한 이사들이 이사로서 받는 보수 외

에도 자신을 지명한 자로부터 추가적인 보수68)를 지급하는 시도(소위,

activist-paid director)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헤지펀드 등 주주

행동가 스스로가 이사가 되면 내부자거래 등에 위반할 소지가 커지기 때문

이라고 설명된다. 주주행동가로서는 자신과 독립된 지위에 있는 제3자를 이

사로 지명할 유인이 생기고, 추가적인 보수를 지급해서라도 적합한 이사 후

보를 확보하려는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이다.69) 이 중 실제 이사 선임으로

나아간 것은 아직까지는 Third Point/Dow 사례70)가 유일하다.

Entrenchment Device?,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ial Regulation, July 7 2016. 
[https://corpgov.law.harvard.edu/2016/07/07/settlement-agreements-with-activis
t-investors-the-latest-entrenchment-device/] (최종방문일 : 2017. 5. 25.)

67) Boyson & Pichler, 2019, 4-5면. 이 때 현상동결조항(standstil clause)은 헤지펀드가 
추가적으로 지분을 취득하거나 매각하는 것을 금하도록 하거나, 대상회사에 더 이상 간섭
하는 것을 멈추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다. 

68) 이를 비하하는 표현으로는 Golden Leash, 소위 ‘금장된 개목걸이’. 이사후보로 지명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치는 일반적인 헤지펀드의 경우와는 달리, 이사로 
선임되고 나면 “회사의 성과에 연동”하는 보수를 펀드가 추가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
는 것이 일반적이다.   

69) Nilli, 2016, 12-14면 및 30-32면. 일반적으로 헤지펀드가 외부의 제3자를 이사후보로 
지명할 때에는, 이사후보로 지명되는 것에 5만불~15만불(5천~1.5억원 가량)을 지급하고, 
선임이 되고 나면 다른 이사와 같이 보수를 받게 되는데 이는 평균적으로 1년에 24만불
(약 2.4억원) 정도 된다. 이는 기존 이사회 구성원들을 견제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받
을 수 있는 것치고는 크지 않은 액수이며, 보통 헤지펀드가 지명한 이사는 재선이 힘들
고, 통상적으로 해당 이슈가 있을 때까지만 그 직을 유지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
하다. 따라서 헤지펀드들은 이사를 수행할 만한 자격이 충분한 자를 이사후보로 영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70) Third Point는 Dow Chemical Co.에 투자하고 있는 헤지펀드인데, Dow에 대하여 석
유화학 부분을 분할매각(spin off)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후 위임장 경쟁에 돌입하게 되
었다. Third Point는 2명의 이사후보를 지명하면서, 후보자 각각은 후보자로 지명된 것
에 대하여 각각 25만불씩 받게 되며, 만약 이사로 선임되게 되면 25만불을 추가로 받게 
되며, 또한 3년 후 그리고 5년 후의 Third Point가 보유하고 있는 Dow의 주가 수익률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게 된다는 약정을 하였다. 2014년 11월, Dow는 Third Point가 지명
한 2명을 이사로 선임할 것을 발표함으로써, 헤지펀드로부터 추가적인 보수를 받는 이사
의 첫 번째 예가 되었다. 그리고 이들 후보자는 2016년에 Dow에 의해 다시 후보로 지명
되어 재선되었다는 설명으로는 Shill, 2017, 1270-12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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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례

회사와 일부 주주가 이사 선임에 관하여 맺은 소위 ‘Director

Designation Agreement’으로서 SEC에 신고되어 EDGAR에 공개되어 있는

사례를 살피면 다음과 같다.71)

이 사례는 IPO를 앞두고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회사 측과 특정 주주가

다음과 같은 합의를 체결하고, 이를 Form S-1에 따라 SEC에 신고한 사안

이다. 그 내용은 (i) 이사회는 이사지명권한을 가진 주주의 요구가 있으면

이사회 정원을 증가시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고 (ii) 투자자인 주

주의 동의 없이 이사회 정원을 늘려서는 안 된다. (iii) 이사회 결원이나 이

사회 정원 증가로 인하여 생긴 공석은 투자자인 주주가 지명한 자로 채워

야 하며 (v) 특정 주주는 이사를 지명할 권한을 가질 뿐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간 동안 주주가 지명을 해태하고 있으면 회사가 주주

에게 이를 알리되, 여전히 주주가 그 지명을 해태하면 회사가 이사를 지명

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 또한 (vi) 회사로서는 정기주총에서 이사후보로 지

명하고, 정기주총에서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위임장 권유를 하여야 한

다. 마지막으로 이사 지명 권한의 소멸에 관하여, (iv) 투자자 주주의 지분

비율이 감소한 정도에 따라 이사 지명할 수 있는 숫자가 줄어들거나 이사

지명권한이 소멸되고, 지명이사는 사퇴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v) 이러

한 지명이사의 사퇴가 회사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투자자 주주가 지명이사에게 이사직 사임을 명해야

할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3. 주주총회를 경유하는 경우

(1) 소수주주의 과반수 승인(Majority of Minority) 

차등의결권이 인정되는 법제 하에서 지배주주는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자로만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를 견제하기 위

71) 2012년 델라웨어 회사인 Ute LLC가 상장하면서 Ute Energy Corporation로 전환하였
는데, UTE LLC와 그 투자자인 Tribal Company 등과 체결한 이사 지명 계약, 
"Director Designation Agreement"이다. 그 외에도 다수의 이사 지명 계약이 발견된다. 

[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536995/000119312512186599/d267119dex
42.htm] (최종방문일 : 2018년 5월 1일)



- 209 -

해 이사회 구성원 중 일부를 소수주주의 과반수 승인으로 선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령 1976년 미국의 AMEX 증권거래소에서 차등의결권을 인정하되, 차

등의결권을 도입한 회사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적게 인정되는 주주들에게

이사회 1/4 이상의 이사를 선출할 권한을 인정했던 적이 있다. 일종의 ‘소수

주주의 과반수 찬성(Majority of Minority)’을 요구했던 이 제도는 1976년부

터 1980년 중반까지 유지되었고, 당시 뉴욕타임즈 등 26개의 회사가 이를

채택했다고 한다.72) 소위 'Wang formula'라고 불린 이 정책73)은, (a) 의결

권이 제한된 주식을 새로 상장하기 위해서는, 의결권이 제한적인 주주들에

게 이사회 구성원의 25% 이상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그

리고 (b) 이사 선임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주식과의 의결권 비율이

1:10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한다.74)

또 영국 2014년 개정 상장규칙은 프리미엄 상장회사가 차등의결권 주식

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의 선임 및 연임에 대하여 주주총회 과반수

찬성 및 소수주주의 과반수 찬성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75) 만약 두 결

의의 내용이 충돌할 경우, 보통결의가 있은 후로부터 90일∼120일 사이에

다시 전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그 주주총회의 과반수 승인을 얻어 사외이

사가 선임된다.76)

72) Kastiel, 2016, 126-127면 ; Bebchuk & Hamdani, 2017, 1291면.

73) 이는 Wang Laboratories, Inc.의 상장을 허용하기 위해 채택된 정책이라는 설명으로는 
Seligman, 1986, 704면.

74) ibid., 705-706면. Seligman, 1986, 

75) 이는 FCA, LISTING RULES (LISTING REGIME ENHANCEMENTS) INSTRUMENT 
2014, FCA 2014/33 [https://www.handbook.fca.org.uk/instrument/2014/FCA_20

   14_33.pdf] (최종방문일 : 2018. 12. 13.)에 의해 도입되었다.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 UK Listing Rules 2014, s. 9.2.2E Where LR 9.2.2ADR applies, the 
election or re-election of any independent director by shareholders must be 
approved by: (1) the shareholders of the listed company; and (2) the 
independent shareholders of the listed company. (밑줄 및 강조는 필자)

76) UK Listing Rules 2014, s. 9.2.2F R Where n LR 9.2.2E R applies, if the election 
or re-election of an independent director is not approved by both the 
shareholders and the independent shareholders of the listed company, but the 
listed company wishes to propose that person for election or re-election as an 
independent director, the listed company must propose a further resolution to 
elect or re-elect the proposed independent director which: (1) must not be 
voted on within a period of 90 days from the date of the original vote;(2) must 
be voted on within a period of 30 days from the end of the period set out in 
(1); and (3) must be approved by the shareholders of the listed company. (밑줄 
및 강조는 필자)



- 210 -

미국 AMEX 규정과 영국 프리미엄 상장규정에 대해서, 전자는 소수주

주가 단독으로 이사 선임에 대한 결정권을 갖지만, 후자는 소수주주에게 이

사 선임에 대한 거부권(veto)을 준 것에 불과하다고 분석하기도 한다.77) 후

자와 같이 소수주주에게 거부권을 부여하는 방식 역시 지배주주가 이사회

를 장악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지만, 소수주주가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면 그 거부권은 유명무실한 것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2) 이탈리아의 명단투표제(Voto di Lista : Listing Vote)

1) 법 규정

이탈리아는 법으로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소수주주에게 이사 선임권을

부여하고 있다.78) 2006년 도입된 이탈리아의 금융시장 통합법 (Testo

Unico della Finanza, 혹은 TUF)의 제147조는 1명 이상의 이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뽑을 것을 요구한다. 회사 정관으로 소수주주가 선임할 수

있는 이사의 수를 증원할 수 있다.

회사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의결권 있는 주식의 0.5∼4.5%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이사후보명단(list)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 때 지배주

주가 소수주주인 척 이사후보 명단을 제시하고 투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수주주가 제안한 이사후보들은 이들 지배주주와 ‘관련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제한을 둔다.79) 그리고 주주가 제안한 이사후보 중에서 득표에서 2

순위를 한 자가 이사로 선임된다. 또한 이들 주주가 제안한 이사후보명단이

일정 지분 이상의 찬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80) 이러한 방법은 현

77) Bebchuk & Hamdani, 2017, 1296면 및 1299-1300면

78) Commissione nazionale per le società e la borsa (Consob), Regulation no. 
11971 of May 14, 1999, Article 144-quater (Regulation implementing Italian 
Legislative Decree No. 58 of 24 February 1998, concerningthe discipline of 
issuers), [http://www.consob.it/web/consob-and-its-activities/laws-and-regulations] (최
종방문일 : 2018. 12. 12.).; 제도 설명으로는 Ventoruzzo, 2010, 36면 및 Strampelli, 
2018, 36-37면.

79) 이에 대해, (i) 특히 12명 이상의 구성원을 가진 이사회에 대해 이사를 1-2명 선임하는 
것만으로는 소수주주의 권한을 담보할 수 없고, (ii) 지배주주와 이사후보간의 ‘관련성’을 
사전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을 하는 견해로는 Ventoruzzo, 2015, 5면.

80) 이 때의 찬성비율이란 후보제안권을 정하는 지분비율의 절반 이상을 요구하지는 못 한
다. 가령 정관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3%를 보유한 주주만이 이사후보 명단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 때 선임되는 이사가 최소 1.5% 이상 득표한 제2순위자여야 
한다고 정관에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소 요구되는 득표비율이 1.5%를 넘어서
는 안 된다. Ventoruzzo, 2015, 5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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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모든 상장회사에 적용되고 주주에 의해 선임된 감사위원회 구성원을 선

출할 때에도 똑같이 강제된다고 한다.81)

이탈리아의 명단투표제는 미국 AMEX 규정에서처럼 소수주주가 ‘결정’

한 자가 이사로 선임되는 것으로, 단순히 ‘거부권’만을 가진 경우와는 구별

된다고 평가하기도 한다.82) 또한 ‘기관투자자’가 이사 선임에 관여하는 것을

장려하는 제도로, 헤지펀드의 투자대상이 아닌 회사도 그 대상이 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83)

2) 현황 

2010년 이후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증가하여 그 선임되는 이사 및 감사

의 수가 증가하여 2017년 현재 242개의 상장회사 중 96개의 회사가 이러한

방식으로 선임된 이사를 최소 1명 이상 두고 있다고 한다.84) 또한 이 규정

으로 인해 이탈리아의 외국인투자자 등을 대표하는 비영리협회인

Assogestioni가 이사 선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고 한

다.85) 협회 위원회는 ‘이사후보 선정 원칙’을 지속적으로 개선·보고하고 있

다.86)

IV. 이사(후보)와 추천·제안 주주와의 관계 공시

1. 개관

일부 입법례에서는 주주와 이사후보 간의 관계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곤

81) 이상의 제도 설명은 Ventoruzzo, 2015, 5면 참고.

82) Bebchuk & Hamdani, 2017, 1294-1295면.

83) Strampelli, 2018, 39-41면.

84) COMMISSIONE NAZIONALE PER LE SOCIETÀ E LA BORSA (CONSOB), REPORT 
ON CORPORATE GOVERNANCE OF ITALIAN LISTED COMPANIES 15 (2017), 
[http://www.consob.it/web/consob-and-itsactivities/report-on-corporate-governa
nce] (최종방문일 :2018. 12. 12.) ; Strampelli, 2018, 36면 주174 재인용. 이 보고서는 
이탈리아 상장회사의 이사회 구성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 ; 다만 이러한 증가는 2010년 
기준일 제도 개정과 명단투표제 도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으로는 
Belcredi & Enriques, 2014, 19-21면. 2010년 기준일 제도의 개정으로 기준일 이후 취
득한 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85) Strampelli, 2018, 36면.

86) 협회 위원회는 ‘이사후보 선정 원칙(Principles for the selection of candidates for 
boards of listed companies)’을 지속적으로 개선 보고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Assogestioni, 2017, 20-21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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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미국은 이사 및 이사후보와 특정 주주 간의 계약(arrangement)이나

양해(understanding)에 대해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다양한 규제를 두고 있

는데 주주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회사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뉜다. 영국은 이사회 과반수를 선임할 권한을 가진 지명주주에 대

하여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호주 정부 보고서의 경우, 일부 주주가 선

임과정에 관여한 이사의 경우, 그 이사가 자신을 지명한 주주의 이익을 추

구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고, 대신 상장회사의 경우 지

명이사와 지명주주간의 관계를 공개하게 하는 것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

을 요구하고 있다.87)

2. 미국

(1) 주주의 보고의무

위임장 경쟁이 있을 때, 주주는 자신과 이사후보와의 관계에 대해 보고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사 선임이나 해임을 둘러싼 위임장 경쟁에서 주주 측에서 위임장 권

유를 할 때에는 Schedule 14A에 따라 SEC에 위임장 설명서를 신고하여야

하는데88) 이 때 위임장 설명서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 중 하나로서 해당 주

주가 이사후보와 체결한 계약이나 양해각서(arrangement or understanding)

를 통해 이사후보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갖게 된 실질적인 이해관계에 대

해 보고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89)

그러나 이는 위임장 경쟁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헤지펀드

등 일부 주주가 회사 측과 사적 협상을 통해 결원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사

실상의 직접적인 이사 선임권한을 가지게 되거나, 혹은 약정 등을 통해 일

부 주주가 추천한 자를 이사회가 이사후보로 지정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87) 호주 CSLRC, 1989, 3면

88) 17 CFR § 240.14a-12(c).

89) Schedule 14A, Item 5(b). 원문은 “Party to arrangement or understanding. With 
respect to any person, other than a director or executive officer of the 
registrant acting solely in that capacity, who is a party to an arrangement or 
understanding pursuant to which a nominee for election as director is 
proposed to be elected, there must be a description of any substantial interest,
direct or indirect, by security holdings or otherwise, that such person has in 
any matter to be acted upon at the meeting, and the information called for 
above must be furnished.” (밑줄 및 강조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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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당 이사 및 이사후보와 지명 주주 간의 관계를 밝히기에는 부족하다

는 한계가 있다.

(2) 회사의 보고의무

회사에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다음 규제를 두고 있다.

가령 Regulation S-K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정보를 제

공하는 측면에서 이사 및 이사후보의 신상정보, 경력, 경영 관련 제재이력

등과 더불어 그를 후보로 추천한 주주와 맺은 계약 등의 내용90) 및 보수내

용91)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Form 8-K92)는 주주가 알아야 할

중요 사건이 발생하면, 그로부터 4 영업일 내에 공시할 것을 요구하는데,

그 중 하나가 새로운 이사나 상급임원이 선임되었을 때 관련 보수 계약

(compensation arrangement)을 공개하는 것이다.93)

그러나 Regulation S-K의 경우 주주총회를 전제로 한 공시제도라는 점,

Form 8-K의 경우 이사가 선임되고 난 후의 공시제도라는 점에서, 특정 주

주가 이사 선임 및 이사후보 지명에 관여하는 경우에 포괄적으로 대응하지

못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94)

(3) 최근의 입법과 그에 대한 평가

2016년 8월부터 NASDAQ에서는 NASDAQ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발행

인이 아닌 제3자, 가령 주주행동가 등과 이사 및 이사후보 간에 이사직 수

행 및 입후보에 대한 대가나 보수에 관한 모든 계약 및 합의(agreement

and arrangement)의 중요한 내용을 SEC에 신고하거나 상시적으로 접근 가

능한 회사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게 되었다.95) 여기서 대가

나 보수라고 함은 건강보험제공이나 책임면제특약 등 비금전적인 이익을

90) Regulation S-K, Item 401(a).

91) Regulation S-K, Item 402(k).

92) SEC Office of Investor Education and Advocay, Investor Bulletin : How to 
Read an 8-K, May 2012. [https://www.sec.gov/investor/pubs/readan8k.pdf] (최종
방문일 : 2018. 8.6.)

93) Form 8-K, Item 5.02(d).

94) Shill, 2017, 1296-1299면.

95) NYSE Rule, s. 5250(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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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포함하되, 비용보전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96) 또한 특정 주주와 이

사 및 이사후보 간의 이러한 합의나 계약을 알아내기 위하여 회사가 합리

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면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겠다는 면책 조

항을 두고, 회사에 대해 관련 합의나 계약을 알아내기 위해 어떠한 절차를

둘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NASDAQ에 보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97)

이는 최근 성행한 ‘activist-paid director', 소위 ‘Golden Leash'에 대응

하기 위한 입법으로 평가된다. 주주와 이사간의 관계, 특히 보수 지급 등

이사 혹은 이사후보직을 맡음에 대해 어떠한 대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공개하게 함으로써, 주주의 이사 선임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보장하

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나아가 이사가 회사와 이해상충 관계에

있을 때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신인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미국 법원

의 입장을 감안할 때, 이사와 주주간의 관계를 공개함으로써 이사의 신인의

무 준수 여부가 보다 잘 감시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기존

규제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규제 효율성 측면에서 논란이 있었으나, 기존

규제만으로는 특정 주주가 이사 선임에 관여하는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응

하기는 곤란하다는 주장이 관철되어, 종국적으로는 기존 규제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공시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추가하여98) 2016년 8월 1일부터 시

행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다른 규제와 마

찬가지로, 회사가 이사와 지명주주 기타 제3자간의 관계를 완전히 파악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한계가 지적된다.99) 실무에서는 회사 측에서 증권법 등에

서 요구하고 있는 공시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사를 선임하면서 질의응

답서(questionnaire)100)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이는 이사의

96) Dunn, Lesmes & Zukin, 2016, 1면 및 NYSE Rule, s. 5250(b)(3)(A).

97) NYSE Rule, s. 5250(b)(3)(D).

98) NYSE Rule, s. 5250(b)(3)(A). 이사후보로 지정되기 전에 있었던 것. 관련 법규
(Schedule 14A의 Item5(b), Form 8-K의 Item 5.02(d)(2))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공
개의무가 면제된다.

99) Shill, 2017, 1299면.

100) 가령, "이 설문지는 이사, 이사후보, 5% 이상 주주가 작성해야 하며, 작성된 사항은 회
사의 공시의무 이행을 위해 활용될 것입니다. 또한 제공된 정보는 귀하가 연방증권법 기
타 규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독립성(independence) 및 전문성(financial expertise)을 어
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보조적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중략) 귀하께서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활용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over inclusive) 답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중요 사항의 누락 또
는 오류는 회사 및 이사의 증권법상 민형사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서, "이사 혹은 이사후보로 선택되는 과정에서 제3자와 체결한 계약 등(arrangement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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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협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일각에서는 대량보유보고의무를 부담하는 주주에 대하여 이사 및 이사

후보와 계약 등을 체결하였을 때 이를 보고할 의무를 추가적으로 부담시키

자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 다만, 특정 주주에게 보고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위임장 경쟁이나 대량지분보유 등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보고의무 부과와 병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다.101)

실무적으로는, 회사 측에서는 부속정관에 이사 및 이사후보와 그를 제안

및 추천한 주주에게 질의응답서를 작성하여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

되, 제공한 정보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 선임 및 이사후보

지명의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기도 한다.102) 그러나 미국의 판례는 이

러한 부속정관이 주주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할 경우 그 효력은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103)

3. 영국

2016년 도입된 PSC Regulation은 회사에 대하여 회사 경영에 상당한 영

향력을 미치는 자연인(PSC : People with Significant Control) 및 이러한

자연인과 관련된 회사 등(RLEs : Relevant Legal Entities)을 Companies

House 등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104) 이 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자연인이란, 그림자 이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105) (i) 지분 또는 의결

권의 25% 이상을 보유한 자, (ii) 이사회 의결권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이사

를 선임 또는 해임할 권한이 있는 자, (iii) 기타 회사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

을 미칠 수 있는 자, (iv) 위 (i)(ii)(iii)을 만족하는 회사나 신탁의 활동에 대

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권한이 있거나 실제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

다.106) 이 중 (iii)은 일종의 일반조항으로서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BIS

understanding)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계약 등에 대해서 서술(describe)하
여 주십시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질의응답서의 예시는 Lombardi, Halloran 
& Furbush, 2017, Ch. 24, Section 3.

101) Shill, 2017, 1298-1299면. 

102) Hamermesh, 2014, 141-142면 ; Gill, Liekefett & Wood, 2014, 150면.

103) 이러한 정관의 효력 및 그 제한에 대해서는 제2관에서 자세히 살핀다.

104) UK Companies Act 2006, Schedule 1A, paragraph 24(3) 및 이에 근거한 Small 
Business, Enterprise and Employment Act 2015, Schedule 3.

105) BIS, 2017, para. 3.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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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간한 안내지침에 따르면, 정관이나 주주간 계약 등에 의하여 회사에게

특정 행위를 지시할 수 있는 자, CEO를 선임 혹은 해임할 수 있는 권한,

회사의 행위에 대한 승인 혹은 거부권 등을 가진 자 등을 의미한다.107) 그

러나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거부권을 인정한 것이라면, 이는 상당한

영향력으로 해석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108)

이에 따르면, 지명주주 중에서도 단독 혹은 공동으로 이사회 의결권의

과반수를 선임할 권한을 가지는 자의 신상정보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109)

또한 회사로서는 이러한 정관이나 사적 협상 등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공개

하기 위해 적정한 노력(reasonable step)을 해야 하는데, ‘적정한 노력’이란

주주간 계약. 정관, 혹은 의결권 행사지침 등의 정보를 등록하는 것을 의미

하고, 이를 해태한 경우에는 형사제재를 받게 된다.

4. 호주 

호주 정부 보고서는 주주 전원 동의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지명이사

를 다른 이사와 달리 취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는 상장회사

의 경우 실현되기 어렵다고 보았다.110)

대신 지명이사가 지명주주 기타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지명이사에 대해 이를 공개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지명이사의 특유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111) 그러면서 이사에 대해 자기

거래 기타 이해상충 상황을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던 당시 1981년 호

주 회사법 제228조112)의 적용 범위를 확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즉, 이사가

계약이나 양해각서(arrangement or understanding)를 체결함으로써 제3자의

106) PSC Regulation, 2016, Schedule 2, 

107) BIS, 2017, para. 2.6.

108) ibid., para. 2.7.

109) PSC Regulation, 2016, Schedule 2, Prat 2, Second Condition.

110) 호주 CSLRC, 1989, para. 67.

111) ibid., para. 76.

112) Australia Companies Act 1981, s.228(5)은 이사는 이사의 의무와 충돌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의무 부담 기타 이해관계를 맺게 된 경우에 그 이해상충 정도와 성격, 사실
관계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A director of a company who holds any 
office or possesses any property whereby, whether directly or indirectly, duties 
or interests might be created in conflict with his duties or interests as director 
shall,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6), declare at a meeting of the directors
of the company the fact and the nature, character and extent of the conflict. 
(밑줄 및 강조는 필자))고 규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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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특히 (a) 회사 정보를 제공하기

로 하였거나 (b) 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회사의 이익보다 제3자

의 이익을 고려하기로 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할 의무를 추

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113) 그러면서도, 해당 이사가 공개의무를 이행했

다는 사정만으로 이사로서의 의무가 감경되거나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이사회 승인 등 별도의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설

명한다.114)

그러나 이러한 제안이 입법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대신 2001년 호주회사

법은 이사의 이해상충상황 보고의무를 확장하여, 이사의 이해상충상황이란

비단 자기거래 상황에 한하지 않고 보다 포괄적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즉, 현행 호주회사법 제191조는 회사 사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이해상충상황에 놓인 이사는 그 이해상충관계의 성질 및 정도, 회사 사무와

의 관련성 등을 즉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게 되었다.115) 이에

따르면 지명이사와 지명주주간의 관계도 그것이 회사 사무와 관련하여 중

대한 이해상충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일 경우, 지명이사는 이를 이사회에 보

고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V.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

1. 일부 주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이사의 선임 권한 확대

(1) 경영진과 사적 협상을 통한 경우

경영진이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을 때, 경영진이 사적

협상 등을 통해 그 권한을 일부 주주 기타 제3자에게 이양하는 것이 가능

113) 호주 CSLRC, 1989, para. 81.

114) ibid., para. 83.

115) Australia Corporations Act 2001, 제191조 [Material personal interest—
director’s duty to disclose] (1) A director of a company who has a material 
personal interest in a matter that relates to the affairs of the company must 
give the other directors notice of the interest unless subsection (2) says 
otherwise. 

(2) The director does not need to give notice of an interest under subsection (1) 
if: (a) the interest: (i) arises because the director is a member of the company 
and is held in common with the other members of the company; or (후략) (밑줄 
및 강조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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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영국은 공개회사의 정관으로 이사회가 이사 선임 권한을 가진다고 정

할 수 있고, 미국은 이사회 결원이 생겼을 때 이사회가 결원 이사의 잔여임

기 동안의 이사를 선임할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이사회의 권한은

일부 주주와의 협상을 통해 이전 가능하며, 일부 주주가 협상을 통해 직접

적인 이사 선임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주주가 협상을 통해 직접적인 이사 선임권한을 획득할 수 있으려면, 이

사 선임권한을 이사회가 보유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우리 법에서는 별

도의 입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은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영

향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경영

진이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기제가 원

활히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해임의 주주제안

을 거절 가능하기 때문에, 경영진이 선임한 이사가 적당하지 않은 자라 하

더라도 그 자를 해임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이 국내에 도

입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통해 이사회가 직접적인 이사 선임권한을 보

유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이사회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가령, 이사회가 이사 선임권이라는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적용되는 신인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선임된 이사에 대해서는 이사 해

임의 주주제안을 허용하거나, 그 임기를 제한하고 연임을 위해서는 주주총

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2) 주주총회를 경유하는 경우

1) 의의

앞에서 보았듯, 경영진의 이사 선임권한을 인정하고 사적 협상을 통해

일부 주주에게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직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내용의 사적 협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기관투자

자나 지배주주 아닌 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지명이사 선임이 가능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적 협상을 요구할 적극적인 주주가 전제되어야 한

다. 즉, 주주행동주의의 타겟이 되지 않는 대부분의 회사는 지배주주 아닌

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지명이사의 선임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에 대해 법으로 일정 수 이상의 지명이사를 선임할 것을 강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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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살핀다.

2) 지명이사의 원수(員數)

여기서 지명이사는 지배주주가 아닌 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유인이 있는

이사로, 지배주주나 경영진에 대한 감시기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고, 이사회의 경영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을 필요최소한으로 하여야 할 것

이다. 따라서 지명이사의 수는 이사회 정원(定員) 중 일부로 한할 것이 요

구된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탈리아는 1인 이상, 미국 AMEX 규정은 1/4

이상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일부 논문에서는 과반수가 아닐 것을 요구하거

나116) 1명의 감시자라도 원치 않는 변화를 저지하기에 충분하다고117) 주장

한다.

지명이사의 구체적인 원수(員數)를 정함에 있어, 사외이사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지명이사는 상법상 사외이사의 형태로 선임될 수도 있지만,

기능적으로는 사외이사와 지명이사는 구별되고, 사외이사에게는 판단의 중

립성이, 지명이사에게는 지배주주 아닌 주주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 요구된

다.

또한 이사회의 결의 정족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사회의 안건은 2/3

이상의 찬성과 같이 가중다수결을 요구하는 경우와 과반수 승인과 같이 일

반다수결을 요구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각 경우에 대해 지명이

사, 사외이사, 지명이사와 사외이사를 제외한 소위 사내이사 중 누구에게

결정권을 줄 것인지에 따라 사외이사나 지명이사의 구체적인 원수가 달라

진다. 만약 의사결정의 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지명이사나 사외이사의 의견

은 참고만 하고 결정권은 사내이사가 갖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지명이사와

사내이사간의 갈등에 대해 사외이사가 조정자의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

면 사외이사에게 결정권(casting vote)을 줄 필요가 있다. 지배주주 견제 등

을 강조한다면, 의사결정에 있어 지명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다.

이중 적어도 자기거래와 같이 이해상충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사내이사

에게 결정권을 부여하는 방식은 배제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일반적인 안

건의 경우에도 지명이사에게 결정권을 부여한다면 경영 효율성에 큰 차질

116) Bebchuk & Hamdani, 2017, 39-41면.

117) Briggs, 2007, 7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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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길 수 있다. 즉, (i) 특별결의에서 사내이사가 결정권을 가지거나 (ii)

보통결의에서 지명이사가 결정권을 가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명이

사 및 사외이사의 수가 이사회 원수의 1/3를 초과하여야 하고 이 중 지명

이사의 수가 이사회 원수의 1/2 미만이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다만,

이상의 검토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 특별이해관계인이 없고 모든 이사가 출

석한 경우로 한정하여 살핀 것으로, 실제 입법에 있어서는 특별이해관계인

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선임절차 단계별 고찰

지명이사의 선임절차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는 선임절차 단계별로 살

필 필요가 있다. 이사의 선임절차는 후보의 추천·제안과 주주총회에서의 이

사 선임 결의의 2단계로 이루어진다. 지배주주 아닌 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를 이사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로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얼마만큼 차단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우선 이사후보 제안에 대해 본다.

문헌상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나 영국의 방식은 반드시 소수주주

만 이사후보 제안을 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이탈리아의 방식은, 일부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이사후보 제안권 자체

를 회사 규모 및 특성에 따라 0.5∼4.5% 지분을 가진 주주에 한하여 인정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사후보 제안은 Assogestioni와 같은 기관투자

자 협회의 주된 업무가 된다.

주주총회와 같은 집단적 의사결정과정에서는 제안된 안건의 당부만을

결정하는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선택권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누구를

이사후보로 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사후보 제안

단계에서 소수주주에게만 후보 제안권을 인정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방식이

영미의 방식에 비해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다음으로 이사 선임 결의에 대해 본다.

미국은 소수주주의 과반수 승인만을 요구하고, 영국은 주주총회 결의와

소수주주의 과반수 승인을 동시에 요구하고 두 결의가 충돌하면 주주총회

를 재차 여는 방식을, 이탈리아는 주주총회 결의를 요구하되 2순위 한 자를

이사로 선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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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에서는 소수주주의 승인 단계 자체에서는 지배주주의 참가를 배제

하여, 소수주주의 결의 자체에 대한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이탈리아의 방식은 지배주주도 참가하여 선임결의를 진행하되 2

순위 한 자를 이사로 선임하는 것으로,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차

단하기는 곤란하다. 지배주주가 전략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하는 상황도 불

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미국과 이탈리아의 방식은 이사 선임 여부를 소수주주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법, 소위 결정권을 준 것임에 반해, 영국의 방식은 사실

상 소수주주에게 거부권(veto)을 준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

다.118) 결정권과 거부권의 차이는, 지배주주가 반대하는 자를 선임할 수 있

는지 여부에 있다. 전자의 방식은 지배주주가 반대하는 자도 선임할 수 있

는 반면, 후자의 방식은 지배주주가 반대하는 자는 선임할 수 없다. 또한

후자의 방식은 소수주주가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그 거부권은 유명

무실한 것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종합하면, 이사 선임에 있어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

는 방법은, 소수주주에게 이사후보 제안에 관한 독점적인 권한을 인정하고

(이탈리아 방식), 선임 결의에 있어 지배주주를 배제한 소수주주의 다수결

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미국 AMEX 방식)이다. 다만, 후보 제안은 소수주

주들의 적극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소수주주에게 이사후보 제안에 관한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한다면, 기관투자자 협회 등에게 후보를 제안할 책무

를 부담시키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가 명시하고

있는 투자자포럼이 이러한 후보 제안 업무를 담당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4) ‘지배주주가 아닌 주주’의 범위

미국 AMEX나 영국 상장규칙의 예는 차등의결권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

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사 선임에 지배주주가 아닌 주주의 승인을 받을 것

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법은 차등의결권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규칙

을 우리 기업에 적용한다면 ‘지배주주가 아닌 주주’의 범위를 어떻게 확정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여기서 ‘지배주주 아닌 주주’라 함은, 지명이사 후보 제안권 및 선임에

118) Bebchuk & Hamdani, 2017, 1294-1296면 및 1299-13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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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특수관계인의 범위 비교

있어 의결권을 가지는 자로서, 지배주주의 영향력으로부터 가능한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배주주 등의 의미를 최대한 광의로 파악하여 ‘지배

주주 아닌 주주’의 의미를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지배주주가 아닌 주주’의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 우리 법의 ‘최대

주주’나 ‘지배주주’ 개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법은 ‘지배주주’의

개념을 다양한 방법으로 구체화하고 있는데, 상법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최대주주’라는 개념으로, 법인세법은 ‘지배주주’ 개념으로 구체화하고 있

다.119) 이들은 모두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가장 많은 경우를 일컫

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특수관계인의 구체적인 범위 등 각 법마다

그 범위가 조금씩 다르다는 차이가 있다.

<그림 2>는 X회사에 대해 본인인 A를 중심으로 특수관계가 문제되는

자들을 대략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각 화살표는 30%의 지분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고, 각 지위에 있는 자는 경우에 따라 개인이거나 법인, 비영리법인

이 될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각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배주주 및 특수

관계인의 범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X회사의 최대주주 혹은 지배주주(A)의 지분으로 합산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세 법 모두 B,120) D,121) E122)의 지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본

119) 그 외에도 상법 제360조의24 역시 ‘지배주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상장회사
에서는 발견되기 힘든 경우로, 논의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120) 가령, ‘본인에게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제2호 다목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 

121) 가령, ‘본인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단체’.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제1호 라목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라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
항 제4호

122) 가령, ‘본인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과 함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 상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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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은 유사하나, B, D, E가 법인인 경우, 상법은 그 이사 등,123) 금융회

사지배구조법은 그 임원 등124)과 같이 법인의 소속 구성원들은 특수관계인

에 포함시키는데 반해, 법인세법은 법인만을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는 점125)

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출자관계에 있는 자만을 특수관계인으로 보았는지,

아니면 고용관계에 있는 자 역시 특수관계인으로 보았는지의 차이라고 설

명할 수도 있다.126) 또한 법인세법은 다른 법과는 달리, C 지위에 있는 법

인 또는 개인127)을 특수관계인에 포함시킨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계열회사

의 임원은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는 점은 세 법 모두 공통된다.128)

그렇다면, 이 중 주주총회에서 지배주주의 이익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아야 할 것인가. 의결권 행사의 경우,

법인 주주라 하더라도 실제 행위자는 이사 등 개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법이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처럼 고용관계에 있는 자도 특수관계인으

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 법인세법 시행령에서처럼 C 지

위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역시 특수관계인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

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분구조가 어떠한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순환출자 구조가 많이 해소되기는 했으나 피

라미드형 출자 구조가 많이 남아 있고 이들 중에는 그림의 X회사와 C회사

의 관계에서처럼 3중 혹은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관계도 없지는 않을 것으

로 보인다.129) 따라서 C 지위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역시 지배주주의 특

제34조 제4항 제1호 마목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자목 ; 법인
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5호

123)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 집행임원 감사’를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12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아목 및 자목. 여기서 "
임원"이란 이사, 감사, 집행임원(「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
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참고.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임
원’ 개념에서 ‘업무집행책임자’의 개념은 제외하였다. 

125)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 제1호 다목 및 라목. 또한 동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126) ‘출자관계’와 ‘고용관계’라는 표현은 성승제, 2012, 124면 참고.

1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6호.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이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고 규정한
다. 

128)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제2호 나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 ; 금융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

129) 가령 롯데그룹 및 현대차그룹. 2018년 3월 기준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홍대선·곽정
수 기자, 현대차, 순환출자 구조 손댄다.. 총수일가 낼 세금 1조원, 한겨레, 2018년 3월 
28일자 기사. [http://www.hani.co.kr/arti/economy/car/838146.html] (최종방문일 : 
2019.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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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C회사에

대해 C회사의 이사 등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법인의 이해관계를 공유할 가

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특수관계인 중 하나로 보아 이사 선임 절차

에서의 의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이사 해임

일부 주주가 이사 선임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정도를 확대함에 있어,

이사 해임 절차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일부 주주가 이사 선임에 성공

하더라도, 지배주주의 판단에 의해 해임될 수 있다면 그 지명이사가 추천·

제안 주주의 이익을 고려할 것이라는 점이 보장될 수 없다.

앞서 살펴 본 외국의 입법례는 일부 주주가 이사 해임에 결정권을 갖는

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주주총회에 이사 해임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다. 영국에서 지명주

주의 해임은 주주총회 전권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예이고, 미국에서 이

사회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선임된 이사는 이듬해 주주총회에서 연임 여부

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로써, 일부 주주가 지명이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견제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주주총회에 이사 해임 권한을 인정하는 것에 더하여, 이사

후보를 추천·제안한 주주에게 해임에 대한 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호주

에서 지명이사 해임 역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다고 하면서도, 지명주주가

그 후임자를 선임할 때까지 이사 해임의 주주총회 결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한 것이 그 예이다. 이를 통해 지명주주가 지명이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이 둘의 방식은 지명이사가 업무수행에 있어 지명주주의 이익을 추구하

게 될 것인지 아니면 주주 일반의 이익을 추구할 것인지에 있어 차이가 있

다. 후자의 방식은 다수결 원칙에 따라 주주 일반의 이익이 지배주주의 이

익으로 치환되기도 하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다수결 원칙에 따라 지명이

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한다면 지배주주가 지명이사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

이 확충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중 어느 방식을 택할지는, 이사 선임 절차에 따라 달리 판단될 필요

가 있다. 경영진과의 사적 협상을 통해 일부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

를 선임한 경우에는 이사 선임 절차에서 다른 주주의 의견이 반영될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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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대적으로 적다. 가령 미국에서 이사회 결원을 보충하는 이사회의 권한

을 활용하여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선임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

때는 이사 해임을 주주총회 전속권한으로 하여, 이사직 유지 여부에 다른

주주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달리 소수주주의 과반수 찬성이나 명단투표제의 방식은, 지배주주

를 제외한 다른 주주의 동조를 받아 이사를 선임한 것이다. 따라서 추천·제

안 주주의 이익에만 편향된 자를 이사로 선임할 가능성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이사 해임을 반드시 주주총회 전권사항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지명주주에게 이사 해임권을 유보시킴으로써, 이사후보를

추천·제안한 주주의 영향력의 확대하는 것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130)

2. 공시규제 

(1) 공시필요성

지명이사가 지명주주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감시할 유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명주주의 영향력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사·이사후보와 추천·제안

주주간의 밀접한 관련성 - 특히 경제적 손익관계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

해임 판단, 이후 이사의 의무 위반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 이에

관련된 공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보고사항과 보고의무자

로 나누어 살핀다.

(2) 보고사항 

우선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최대주주와 어떠한 관계가 있을 때 규율하는

지를 참고하여 그 내용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최대주주의 경우와 달리, 지

명주주와의 관계는 차단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지명주주의 영향력

을 최대주주에 비해 약한 것이 일반적일 것이기 때문에, 그 보고내용은 최

대주주와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것 이상으로 요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

130) 해임에 대한 거부권을 인정함으로써 소수주주의 영향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
견으로는 Bebchuk & Hamdani, 2017, 34-35면. 한편 본문에서 살피진 않았지만, 일본
의 이사선임권부 종류주식의 경우, 종류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된 이사의 해임권한은 그 종
류주주총회에 전속한다. 이는 일부 주주가 이사 해임에 대해 거부권(veto)을 넘어 전속적
인 결정권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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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된다.

가령, 최대주주에 대해서는 (i)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사외이사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최대주주가 개인인 경우 최대주주의 친족, 최대주주가 법

인인 경우 최대주주의 이사 등, 최대주주가 지배하는 회사의 이사 등은 사

외이사가 되지 못 하도록 하고 있고,131) (ii)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

집통지서에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해당 회사와의 최근 3년

간의 거래 내역을 기재하도록132) 하고 있다.

이를 지명이사의 경우로 치환한다면, (i) 단순히 추천·제안 주주의 친족

내지 지배회사 기타 특수관계인이라는 점만으로 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그 특수관계를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하고 (ii) 최대주주

의 경우에서와 같이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이사후보자

와 ‘추천·제안 주주’와의 관계 및 최근 3년간의 거래 내역을 기재할 것을 요

구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명이사가 추천·제안 주주에

대해 신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뿐 아니라 친족 관계에 있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도 보고사항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하였듯, 미국의 경우, 이에 더하여 후보를 제안한 주주에게 ‘지분 보

유를 통한 것인지 여부는 불문하고(by securities holdings or otherwise)’,

이사후보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갖게 된 실질적인 이해관계(substantial

interest, direct or indirect)’를 SEC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호주는

이사에게 ‘이사의 의무와 충돌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의무 부담 기타 이해

관계를 맺게 된 경우, 그 이해상충 정도와 성격 및 사실관계’에 대해 이사

회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러한 규정을 공시대상에 관한 일종의 포괄

규정으로 두는 방법 역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3) 보고의무자

보고의무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는 이사후보인 경우와 이사로 선임된 이

후의 경우로 나누어 살핀다.

이사후보인 단계에서는 회사나 추천·제안 주주에게 공개의무를 부과하

는 것이 가능하다. 회사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여 회사가 소집통지서에 추

천·제안 주주와 이사후보와의 관계를 기재할 것을 요구한다면, 회사에게 주

131) 상법 제542조의4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132)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 227 -

주와 이사후보의 관계를 파악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되어 회사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주주가 이사후보를 제안할 때 후보와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 회사에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회사는 추천·제안 주주가 회

사에 알린 사항에 한하여 소집통지서에 기재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는 것

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이사 후보에 대한 주주제안에 있어 제안자에게 의

안설명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다.133)

이사로 선임된 이후에는 회사에게 공개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는 내

용공개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때에도 회사가 추천·제안 주주와 이사

간의 관계를 알지 못 할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주주에게 공개의

무를 부과하는 방식 역시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주주에게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규제범위를 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

서 미국에서는 대량보유보고를 한 주주에 한하여 이사와의 계약 기타 이해

관계를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자는 입법론이 논의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이사’에 대해 보고의무를 부과한 호주에서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입법에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호주 정부 보고서

는 ‘이사’에게 지명주주 기타 제3자와의 계약 등을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이사에게 보고의무 미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한 경우에 비하여 보다 실효적인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명시적인 계약 없이도 지명주주와 이사 간의 밀접한 관계가 형

성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렇듯 명시적인 계약 없이도 지명주주가 이

사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가능하다면, ‘계약’을 보고한다는 것

자체가 큰 실익이 없을 수 있다. 호주의 회사법이 ‘이사’에 대하여 포괄적인

이해상충 상황에 대해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우리의 경우, 아직 '이해상충'에 관한 법리가 일반화

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 및 이사에 대해 이사와 지명주주 기타

제3자와의 명시적 묵시적 계약에 대해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해

상충 상황으로 의심될 경우 이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는 일반조항을 함께

두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다.

133) 상법 제363조의2 제3항. 기본적으로 의안설명기회가 부여되지만, 의안설명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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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회사 측 방어수단

I. 문제상황

지명이사의 선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일부 주주들

의 이사 선임 과정에 관여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회사 측의 시도가 이루어

지곤 한다. 가령 정관에 이사의 자격 요건을 미리 정해둔다든가, 이사 후보

제안의 마감기한 기타 후보 제안 절차에 대해 정해두는 것이 그 예이다.134)

이 밖에도 법원이 일부 주주가 경영진과 체결한 사적 협상의 내용에 따라

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다.135)

이하에서는 회사측이 일부 주주의 이사 후보의 추천·제안을 제한한 것

이 문제되었던 외국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이러한 사례가 우리나

라에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II. 이사 후보 추천 및 제안권의 제한과 한계 : 미국의 사례

1. 개관

　　

미국에서는 주주가 회사와 협상을 통해 이사 후보 추천권을 가지는 것

에 대해 정관이나 이사의 신인의무에 의해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주

주제안권을 통해 이사 후보를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관상 제한이 가능

하다.

먼저 회사와 주주간 사적 협상으로 주주가 이사 후보 추천권이나 직접

적인 이사 선임권을 취득한 경우, 사적 협상은 이사회의 재량에 기반하여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이사의 신인의무나 정관 등과 같이 이사회의 재량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에 의해 사적 협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사적 협상 자체에서 이사후보의 자격 요건이나 의무에 대해 정해둘

수 있다. 미국에서는 사적 협상으로 특정인에게 이사 후보 추천권 등을 부

여하면서 비밀유지약정이나 겸직금지약정을 추가적으로 두는 것이 일반적

이라고 한다.136)

134) 후술할 Amylin 社 판례(2012) 및 Xerox 社 판례(2018) 참고.

135) 후술할 UAM 판례(20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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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주주제안권에 대해서는, 후보 제안 제출 기한(deadline), 자격

요건137) 및 정보공개의무 등 절차에 관한 것을 규정한 부속정관에 의한 제

한이 가능하다.138) 이를 소위 ‘Advance Notice Bylaw'라고 한다.139) 부속정

관은 설립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가 개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140) 이러한 부속정관 상의 제약을 통하여 이사회가 주주의 경영 참

여 권한에 제한을 두는 것이 가능해지기도 한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회사가

정관으로 이사의 자격 요건을 정해둠으로써 주주행동가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고 조언하기도 한다.141) 2012년 S&P 500개 회사의 약 95%가 이사

후보 제안 절차에 관한 부속정관을 두고 있다.142) 이러한 부속정관은 주주

의 이사 후보 제안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측면이 있어 2018년 가이드라인

에 따르면 GlassLewis는 이러한 부속정관을 반대할 것을143), ISS는 사안별

로 판단할 것144)을 요구하고 있다.

136) Steven Epstein, Robert C. Schwenkel, John E. Sorkin, Gail Weinstein, 
Delaware Court: Seating Board Designee Subject to Reasonable Conditions Not 
a Breach,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ial

Regulation, Jun 29 2015. 
[https://corpgov.law.harvard.edu/2015/06/29/delaware-court-seating-board-desi
gnee-subject-to-reasonable-conditions-not-a-breach/] (최종방문일 : 2018. 12.25.)

137) 가령, 이사 직 재임기간 등 일정 기간 동안 이사 및 이사 후보에게 일정 지분 비율 이
상의 보유(자격주)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138) Openwave Sys. Inc. v. Harbinger Capital Partners Master Fund I, Ltd., 924 
A.2d 228, 239 (Del. Ch. 2007) ; Hamermesh, 2014, 138면, 주106 재인용.

139) Eduardo Gallardo, Gibson, Dunn & Crutcher LLP, Advance Notice Bylaws : 
Trends and Challenges ,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ial Regulation Blog, Feb 6 2015. 
[https://corpgov.law.harvard.edu/2015/02/06/advance-notice-bylaws-trends-and
-challenges/#1b] (최종방문일 : 2018. 7. 17.)

140) DGCL, s.228.

141) Kai Haakon Liekefett, Andrew W. Stern, and Beth E. Peev (Sidley Austin 
LLP), Activists are Hereby on Notice_ Board Authority to Reject Deficient 
Director Nominations,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ial Regulation Blog, Apr 16 2018. 
[https://corpgov.law.harvard.edu/2018/04/16/activists-are-hereby-on-notice-boa
rd-authority-to-reject-deficient-director-nominations/] (최종방문일 : 2018. 9. 12.)

142) Gill, Liekefett & Wood, 2014, 159-160면.

143) GlassLewis, Guidelines - An Overview of the Glass Lewis Approach to Proxy 
Advice : United States, 2018, 43면. 
[www.glasslewis.com/wp-content/uploads/2018/01/2018_Guidelines_UNITED_STAT
ES.pdf] (최종방문일 : 2018. 7. 17.)    

144) ISS, U.S. Proxy Voting Guidelines, 2018, 23면. 
[https://www.issgovernance.com/file/policy/active/americas/US-Voting-Guideline
s.pdf] (최종방문일 : 2018.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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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사의 재량행위에 대해 사법심사가 가능하듯 부속정관에 대한 사

법심사도 가능하다. 델라웨어 법원은 부속정관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주

주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면서145) 이러한 부속정관이

주주의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할 경우(unduly restrict) 그 부속정관을 무효

로 하기도 하고, 부속정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형평법상 부당하다고 생

각될 경우(applied inequitably)에는 해당 사건에 한하여 부속정관의 적용을

중지하기도 한다. 보통 법원으로서는 부속정관의 해당 조항을 무효로 하는

결정보다는, 문제된 사건에 한하여 정관의 적용을 중지하는 방식을 선호하

는 편이고, 실제 사례는 부속정관의 적용 중지 요청을 다룬 것이 대부분을

이룬다.146)

이하에서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제안에 대한 사전적 제한으로서 정관상

제한을 정관 유형별로 고찰하고 사후적 제한으로서 신인의무에 의한 제한

과 관련 판례를 살핀다.

2. 정관상 제한과 그 한계

(1) 기한조항

1) 의의

이사후보제안에 대해 미국에서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정관상 제한으로

는 기한조항(deadline)이 있다. 정기총회로부터 일정 기간 전, 가령 90일∼

120일 전까지는 이사 후보 제안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일반적

이다. 기한조항을 통해 회사로서는 이사 후보 제안을 검토한 후, 위임장 경

쟁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제안 주주와 사전 조율을 통해 분쟁 상황을 종료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2) 위반시 효력

정관상 기한조항을 도과한 이사 후보 제안에 대해서는 회사가 거절할

145) Hubbard v. Hollywood Park Realty Enters., Inc., 1991 WL 3151, at *8 (Del. 
Ch. Jan. 14, 1991), reprinted in 17 DEL. J. CORP. L. 238, 258 (1992).

146) Hamermesh, 2014, 1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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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러나, 일부 사례에서는 정관상 기한이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 후보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기도 한

다. 가령 Amylin 社 판례(2012)147)나 Xerox 社 판례(2018)148)에서 법원은

회사가 정관상 기한조항을 근거로 후보 제안을 거절하였던 것이 부당하다

고 판단하면서, 해당 사건에 한하여 부속정관의 적용을 중지하는 명령

(injunctive relief)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이 때 적용중지명령으로 피고가 입

을 수 있는 손해 및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149)

이 사례들은 기한 도과 이후 기업인수 제의가 부당하게 거절되었거나

부당하게 추진되었음을 이유로 이사 교체를 주장했던 사례들이다. Amylin

社 판례에서는 (i) 기한 도과 이후 투자의 기초가 되는 회사 운영 방향이

급격하게 변화했고 (ii) 제안 거절로 인하여 주주로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

기 위해서는 13개월을 기다려야 하고, 그 기간동안의 상황 변화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주주로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들었

다.

이어 Xerox 社 판례에서 법원은 부속정관에서 정한 마감기한 이후에 중

대한 사정 변경이 있다면, 이사 후보 제안의 기한을 정한 부속정관의 적용

이 면제될 수 있다는 점은 확립된 법리라고 판시하였다. 여기서 중대한 사

정변경이란 주주 간의 논쟁을 야기하며 반대에 부딪칠 것이라는 점이 예상

되는 회사 경영 방향 및 정책상의 중대한 변화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이 때

"현 경영진에 반대하고자 하는 이사 후보를 제안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부속정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이사회에 부과되는 의

무(duty)"라고 표현하고 있다.150) 따라서 이 사건 이사 후보 제안 거절은

현 경영진의 자리 보전을 위한 것으로 충실의무 위반이고, 주주들에게는 그

들의 정당한 이익을 대변해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부

여할 것이 형평법상 요청된다고 판시하였다.

147) Icahn Partners LP v. Amylin Pharmaceuticals, Inc. C.A. No. 7404-VCN. 2012 
WL 1526814 (Del. Ch. Apr. 20, 2012). 2012년 1월 25일 기한 이후인 2012년 2월 

148)  In re Xerox Corporation Consolidated Shareholder Litigation, Index No. 
650766/18 (N.Y. Sup. Ct. Apr. 27, 2018)

149) CPLR, s. 6312(b). Xerox 社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측이 입을 수 있는 잠재적 손해라 
함은 FujiFilm 社와의 거래가 좌절됨으로써 입을 수 있는 수십억 달러 정도로, 원고가 1
억5천만 달러를 증거금으로 내놓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부속정관 적용중지를 명하였다. 

150) Xerox 판례(2018), 2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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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제공의무 조항

1) 의의

최근에는 부속정관에 이사 및 이사 후보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내

용을 담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151) 이는 이사후보나 제안 주주에 대한 정

보 수집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사회가 주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결권

행사 방식에 대해 조언을 할 때 제안자와 다른 주주간의 잠재적인 이해상

충 관계 등을 파악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된다. 가령 (i) 회사 측이 작성

한 질문지에 대한 답변서, (ii) 제안 주주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의무 기

타 회사의 비밀정책에 대한 동의서, (iv) 후보인 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파생

상품이나 공매도잔고(short interest) 등과 같이 연방증권법에서는 요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계속적 공개, (v) 후보 제안 혹은 이사 선거, 의결권 행사

에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의 공개, (vi) 주주의 후보 제안 및 이사 자격 요건

과 관련된 정보의 계속적인 공개 등을 요구하는 등 그 내용이 상세해 지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152)

한편 실무에서는 기한을 엄수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 정보 부류와

정보의 진위 여부 및 계속적 보고가 중요한 정보 부류를 나누어 취급할 것

을 조언하기도 한다. 가령 제안주주나 이사 후보에 관한 신상명세나 각 당

사자에 대한 사전 질의응답서 등의 정보는 이사 후보 제안과 함께 할 것을

요구하되, 제안주주와 이사 후보간의 계약 등과 같은 정보는 이사 선임 이

후에도 회사측에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편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다

만, 요구하는 정보가 회사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연관성이 있어야 할 것

이라고 조언한다.

2) 위반시 효과

부속정관이 정보제공을 요하고 있는 경우, 부속정관을 위반행위로는 다

음 두 가지 유형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151) 1980년대에는 단순히 기한조항을 두거나, 정보제공을 요구하더라도 연방증권법을 확인
하는 것에 그쳤지만, 최근의 유형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으로는 Hamermesh, 2014, 141-142면 ; 

152)　Gill, Liekefett & Wood, 2014, 150면. Coates & Faris, 2001, 13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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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제공은 있었지만 제공된 정보가 불완전한 경우이다.

위반 유형에 따라 부속정관을 위반했을 때 효과도 달라진다.

먼저 정보는 제공했지만, 이후 제공된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중요한 사

실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이 밝혀졌을 때, 정보의 하자가 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된다. 이것이 문제된 판례는 없지만,

일각에서는 과거 이사 선임을 다시 요구했던 기존의 델라웨어 판례를 참조

하여, 법원이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다시 개최할 것을 요구하거나

선임된 이사의 해임을 명령하는 등 광범위한 재량을 활용할 수는 있을 것

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153)

다음으로, 이사후보 제안은 정관상 정해진 마감기한 전에 이루어졌지만

정보제공은 마감기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이사 선임 절차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가 문제된다.

이는 HomeStreet 판례(2018)154)에서 그 효력이 문제된 바 있다. 이 사건

법원은 이사회가 경영권 방어의 용도로 부속정관을 활용했다는 사정이 보

이지 않는 이상, 부속정관 상의 요건을 흠결한 후보 제안을 거절한 이사회

의 판단은 경영판단원칙에 따라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회사가

요구하고 있는 정보는 이사 자격이나 지분 보유 상황, 위임장 경쟁 예상 비

용 등에 관한 것으로 미국 증권거래법상 위임장 규칙이 요구하고 있는 것

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등 그 자체로 특이한 것이 아니며, 이사 후보

제안 마감기한 역시 10개월 전에 미리 공개되었던 것이고 또한 마감기한

이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 부속정관의 적용을 중지해야 할 사정이 보이

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3. 신인의무에 의한 제한

(1) 의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후보는 기본적으로 이사회가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

에, 이사 후보 지정 역시 이사의 신인의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155) 따

153) 가령, 이사를 다시 선임할 것을 요구한 판례로는 Bertoglio v. Tex. Int'l Co.,488 F. 
Supp. 630, 663. ; Hamermesh, 2014, 145면, 주130 재인용.

154) King County in Blue Lion Opportunity Master Fund, L.P. vs. HomeStreet, 
Inc., Case No. 18-2-06791-0 SEA (Wash. Super. Ct. Apr. 3, 2018)

155) 미국에 대해서는 Finley, 2002, 21-24면; 호주에 대해서는 호주 CSLRC, 1989, para.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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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활용한 이사 후보 제안, 이사회와의 계약으로 이

사 후보 추천권 혹은 직접적인 이사선임권한을 부여받는 등의 방식으로 이

사 선임에 관여하고자 할 때, 이사회가 이를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지에 있

어 이사의 신인의무에 의한 제약을 받는다는 점은 미국이나 영연방이나 동

일하다.

(2) 미국 : UAM 판례(2015)156)

미국에서는 주주에게 이사 후보 추천권이나 직접적인 이사선임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항을 두는 경

우가 많아서, 실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는 적다고 한

다.157) 그러나 UAM 판례(2015)에서 법원은, 계약 당시 정해둔 조건이 아니

라 하더라도, 사후에 이사회가 이사 선임에 합리적인 제약 조건을 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시를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에서 공개회사인 UAM은 그 지분을 5% 이상 갖고 있는 주주

(Partners; 이하 ‘지명주주’)에게 UAM의 이사 중 한 명을 지명할 계약상 권

리를 부여하면서, 증권거래소 규칙상의 '독립성(independent)' 요건을 충족

해야 한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제약 조건을 두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후

UAM과 지명주주간에 소송이 진행되는 등 갈등이 심화되던 중 지명주주가

계약에 따라 이사를 지명하였는데, 이 때 이사로 지명된 자는 UAM과 지명

주주간 소송에서 지명주주 측을 변호하고 있는 로펌의 이사였다. UAM은

지명주주가 이사 후보를 지명할 때 추가적인 제약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i) UAM과 지명주주간의 소송에서 지명주주 측 로펌에서의 이

사직을 포기해야 하고 (ii) 회사의 비밀정보를 해당 로펌과 공유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는데, 이

러한 추가적인 제약 조건을 내건 것이 계약 위반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법원은 애초 주주간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사

회가 신인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금지나 회사정보비밀유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제약조건을 내거는 것은 계약 위반이 아니고, 오히려 신인

의무의 이행을 위해서 요구되는 것(require)이라고까지 설시하고 있다. 뿐만

156) Partners Healthcare Solutions Holdings, L.P. v. Universal American Corp. 
C.A. No. 9593-VCG. (June 17 2015).

157) Steven Epstein, Robert C. Schwenkel, John E. Sorkin, Gail Weins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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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이사회의 신인의무에 의해 부과되게 된 조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i)

모든 이사에게 적용되는 것이거나, (ii) 적법한 필요가 있고 그것이 주주의

후보 지명권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significant

negative effect)을 미치는 게 아닌 한, 계약에서 미리 정하지 않은 다른 합

리적인 제약조건 역시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례에 대해 일각에서는 회사 측에서 이사 선임에 있어 제약조건을

내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이나 정관에 그러한 추가적인 제약조

건을 배제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158)

(3) 호주 정부 보고서

지명이사에 관한 호주 정부 보고서 역시 결원을 충원하는 이사회의 권

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이는 회사 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는

신인의무의 구속을 받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159)

보고서는 ‘회사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만약 주

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이 문제되었다면 지명된 자가 이사로 선임될 수 있었

을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서술한다. 그리고 지명주주가 이사 선임에 관

여하는 주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를 기준으로 판

단하되, 만약 지명주주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판단되는 경

우, 회사에 대한 신인의무를 부담하는 이사로서는 지명주주가 지명한 자가

이사로 선임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한다. 지명이사가 선임되는 과정에

서, 이사가 신인의무에 따라 행동하였는지는, 이사의 신인의무의 일반론, 즉

이사 행위의 동기(actuating motive)가 사적 이익 추구라면, 이는 이사의 권

한 행사를 무효로 할 수도 있다는 법리160)가 적용된다고 설명한다.

158) Steven Epstein, Delaware Court: Seating Board Designee Subject to 
Reasonable Conditions Not a Breach,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ial Regulation Blog, Jun 29 2015. 
[https://corpgov.law.harvard.edu/2015/06/29/delaware-court-seating-board-desi
gnee-subject-to-reasonable-conditions-not-a-breach/] (최종방문일 : 2019. 1. 1.)

159) 호주 CSLRC, 1989, para. 24

160) Mills v. Mills (1938) 60 CLR 150 High Court of Australia, 187-1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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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미국에서는 부속정관의 내용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부속정

관의 내용 및 부속정관에 따른 행위에 대해 이사 의무에 관한 일반적인 기

준이 적용된다. 해당 부속정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영권 분쟁이

문제되거나 이사의 충실의무가 문제되는 등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

될 때에 한하여 법원이 적극적으로 판단에 나서게 된다. 이에 더하여, 일각

에서는 부속정관은 일종의 주주와 이사회 간의 ‘계약’과 유사하지만, 계약

당사자 일방인 이사회가 그 내용을 수정·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등,

주주의 협상력이 제한적인 이상, 오히려 법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고 설명하기도 한다.161)

이상 HomeStreet 판례(2018)는 부속정관이 회사의 유의미한 방어수단으

로 작동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반면162) Amylin 판례(2012)나 Xerox 판례

(2018)는 이러한 정관을 통한 방어가 언제나 통용되는 것만은 아님을 보여

준다.163) 즉, 경우에 따라서는 정관의 적용을 중지하는 것이 신인의무의 한

내용으로서 요구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경계선은 주주의 권리를 형평법상

‘부당하게 제한’한 경우라고 한다.

보다 일반적인 해석론으로, 일각에서는 ‘주주의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한

다고 함은 두 가지 요소, 비례성(proportionality)과 부편부당성(neutrality)의

두 가지를 판단 요소로 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164) 여기서 비례성이라고

함은, 주주의 권한을 제한함으로 인한 회사의 실익과 주주에 미치는 영향을

161) Choi & Min, 2017, 26면.

162) 실무에서는 정관으로 이사의 자격 요건을 정해둠으로써 회사 측이 주주행동가의 공격
에 방어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 참
조. Kai Haakon Liekefett, Andrew W. Stern, and Beth E. Peev, Activists are 
Hereby on Notice: Board Authority to Reject Deficient Director Nominations, 
Apr 16 2018. [https://corpgov.law.harvard.edu/2018/04/16/activists-are-hereby

  -on-notice-board-authority-to-reject-deficient-director-nominations/] (최종방문일 
: 2019. 1. 2.)

163) David Berger, Non-Delaware Decisions on Director Nominations Posted, May 
21 2018. [https://corpgov.law.harvard.edu/2018/05/21/non-delaware-decisions

   -on-director-nominations/] (최종방문일 : 2019. 1. 2.) ; ; Wilson Sonsini 
Goodrich & Rosati, New York and Washington Courts Issue Important Decisions 
Relating to M&A and Stockholder Nominations of Directors May 9, 2018. 
[https://www.wsgr.com/WSGR/Display.aspx?SectionName=publications/PDFSearch
/wsgralert-xerox-homestreet.htm] (최종방문일 : 2018. 7. 15.)

164) Hamermesh, 2014, 138-139면.



- 237 -

비교형량하는 것이다.165) 가령 이사 후보 제안을 주주총회로부터 60일 전까

지 하여야 한다는 제한은 최소한의 제한으로서 합당하나, 180일 전의 제한

은 과도하다고 평가한다.166) 부편부당성이라 함은 이사측과 제안 주주 사이

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167)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 실무진들은 부속정관의 효력이 인정되려면, 회사 측이 제시

한 조건이 후보와 주주 측이 제시한 후보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한다.168)

한편 이사후보 추천권 등을 정한 계약에 대해 미국의 법원이 개입하는

일은 드물다. 그러나 그 계약의 내용이 이사 신인의무, 가령 비밀유지의무

라든지 이해상충금지의무에 반할 경우 법원이 개입하기도 한다. 호주 정부

보고서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계약의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때 ‘회사의 이익’이란, 과연 계약이 없었다면 문제된 이사 후보를 이사로 선

임될 수 있었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호주 보고서의 이러한

내용을 이사의 신인의무 위반 여부 및 법원이 이사 선임 절차에 개입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UAM 판례(2015)에서 법원은, 이사의 신인의무 관점에서,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이사 후보 추천권 내지 선임권을 획득한 주주에게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추가적인 제약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다.

이 판례는 이사의 신인의무는 회사와 주주간 계약을 제약할 수 있는 기제

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나아가, 추가적인 제약조건 부

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특정 제약조건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에도 이사 선임의 절차나 자격조건을 구체화해두는 것도 법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도 역시 이사의 신인의

무에 따른 제약을 받기 때문에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소거된다고 할 수

는 없을 것이다.

165) 0penwave, 924 A.2d at 238-39 ; Hamermesh, 2014, 139-140면.

166) ibid.,, 138-139면. 

167) 부속정관은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는 Superior Bedding Co. v. Serta 
Assocs., Inc., 353 F. Supp. 1143, 1149 (N.D. Ill. 1972) 참고.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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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

1. 현행법 상 주주의 이사선임절차 관여에 대한 제한

회사 측은 다음의 사유를 들어 주주가 이사 선임 절차에 관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우선, 주주제안권 활용에 대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함을 보이는 것이

다.169) 가령 상법은 주주제안은 주주총회 소집 6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기한을 도과하여 주주제안이 이루어졌다든지, 정관에 이

사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는 후보를 제안하였음을 이유로, 후보 제안

을 거절할 수 있다.

주주제안권을 활용한 이사 후보 제안에 대해서는 회사의 이익에 반한다

는 이유로 거절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주주제안의 거절사유는 엄격하

게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적 협상 등으로 일부 주주가 이사

후보 추천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 협상 내용에 따라 추천한 이사 후보를 이

사로 선임하는 것이 회사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된다면 이사는 이러한 주

주의 이사 후보 추천은 거절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법원도 합작투자계약

에 관한 판례이긴 하지만, ‘상대방 주주에 의해 지명된 후보가 이 사건 회

사의 이익을 해할 개연성이 높다거나 그에게 법령 또는 정관상의 이사 결

격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 사건 합작투

자계약 제3조에 따라 상대방 주주가 자신의 이사 선임권 범위 내에서 지명

한 후보를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하여 찬성표를 행사할 의무를 부담한

다’고 판시한다.170) 이러한 판례를 참조한다면, 사적 협상에 기한 주주의 이

사 후보 추천권은 기본적으로 이사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를 가진다고 해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리하자면, 우리 법제 하에서 주주제안권을 활용한 이사 후보 제안에

대해서는 법령·정관상의 제한이, 경영진과 사적 협상을 통한 이사 후보 추

천에 대해서는 법령·정관 및 회사 이익에 따른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이

러한 법령·정관·회사 이익에 따른 제한에 있어,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개선

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169) 상법 제363조의2.

170) 서울중앙지법 2012.7.2.자 2012카합1487 결정. 소위 유한킴벌리 사건.



- 239 -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구체적인 검토

(1) 후보제안권에 대한 법령상 제한 : 주주총회 6주 전 행사

미국의 Amylin 판례(2012)나 Xerox 판례(2018)에서는 (i) 이사 후보 제

안 마감기한 이후라 하더라도, 투자의 기초가 급진적으로 변경되었고, 주주

가 이사 선임에 관한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 이사 후보 제안 절차를

다시 개시해야 할 필요가 있고 (ii) 만약 이사 후보 제안이 거절된다면 주주

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설사 정관상의

후보 제안 마감기한이 도과했다고 하더라도 후보 제안을 거절해서는 안 된

다고 판시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ii)의 요건을 완화하여, 마감 기한을 예외

적으로 연장했을 때의 비용에 대해 제안 주주 측이 일부 부담하는 것을 조

건으로 하여 마감 기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법리를 우리나라의 경우에 적용한다면, 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총

회 6주 전이 도과한 이후에 회사의 합병이나 영업양도 등 중요 이슈가 발

표되었다면, 비록 상법상 주주제안 마감기한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 후보 제안이라도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러한

결론은, 주주가 단순히 주주총회를 통해 합병이나 영업양도를 할 것인지 여

부를 결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선임된 이사를 통해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까지 관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는 주주제안 마감기한을 정관이 아닌 상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

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법 개정을 통해 주주총회 절차 운영에 관한 행정

적 편의와 주주 권한간의 비교형량에 따라 절차의 예외를 인정할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 요구된다. 가령, 주주총회 6주 전이라고 하는 주주제안 마감기

한은 주주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단축할 수 있는 편면적 강행규정으

로 하는 것이 그 예이다.

주주의 관여 가능성을 보다 확대하는 방법으로는, 합병이나 영업양도 등

회사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주주간의 이익이 분화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러한 계획을 발표함과 동시에 주주들에 대해 이사 후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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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선임된 이사들과 함께 세부적으로 결정한 합병

안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는 순으로 합병 등의 절차를 구성하는 것을 생각

할 수 있다. 다만, 이 방법은, 합병을 앞두고 분주한 가운데, 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면 합병 업무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또한

이렇게 급박하게 선임된 이사가 회사 업무를 파악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

는 등 현실적인 한계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추천 및 제안권에 대한 정관상 제한과 그 한계

1) 이론적 검토 : 정관 효력의 제한 가능성

주주제안권을 통한 후보 제안에 대해서는 상법이, 사적 협상을 통한 후

보 추천에 대해서는 판례가 정관에 반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

서 정관에 이사의 자격 등에 대해 까다로운 규정을 둔다면, 사실상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서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미국의 해석론을 분석하기 전에, 우선 미국의 해석론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미국은 부속정관의 개정

권한을 이사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처럼 정

관 적용 중지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법제에서 정관

변경권한은 주주총회에 있기 때문에, 정관 내용이 부당한 경우 그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 일본의 해석론을 참고할 수 있다. 일본에서 정관 규정이 경

영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로서는 이러한 정관규정을

폐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만약 이러한 정관규

정 폐지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정관 결의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긴급피난에 준하여 임무해태를 구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론을

전개171)하는데, 이를 우리의 경우에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정관 내용은 주주총회가 결정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정관의 내용이 회

사 이익에 반한다면 경영진에게 부당한 정관을 제거 또는 적용을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만약 이를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을 통해

실현하고자 한다면, 정관 적용의 위법성 및 보전필요성을 보일 필요가 있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요건이 언제 인정된다고 할 것인지 문제된다.

171) 松尾　健一, 2014, 주1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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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관 적용의 위법성 및 보전필요성

정관 적용이 위법, 즉 이사의 신인의무에 반하는 경우 및 정관의 적용을

중지해야 할 보전필요성이 언제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미국에서의 해석론

을 참조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해당 정관 규정이 신설된 시기가 주주의 개입이 가시화된

이후라면 그 규정의 타당성이 의심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Homestreet 판례(2016)에서 경영권 분쟁이나 이사의 이해상충 상황이 인정

되면 정관의 타당성에 대해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게 되어, 이사회

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식의 판시를 하기도 한다. 또한 이사 후보의

정보 제공 등을 요구하는 정관에 대해서 아직 미국에서도 구체적인 분쟁이

생긴 것은 아니지만, 회사 측이 요구하는 정보가 회사의 정당한 이익과 합

리적인 연관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또한 보전필요성에 대해서 미국의 판례는 정관 규정에 근거해서 주주제

안을 거절한다면 주주가 이사교체의 적기를 넘길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정관의 적용 중지를 명한 바 있다. 이 경우 그 정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

이 이사회의 의무라고까지 판시한 바 있는데, 참고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주주총회 운영 비용이 증가한다면, 이를 회사와 제안 주주가 분담하

게 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일부 참작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3) 후보추천권에 대한 회사 이익에 따른 제한

우리 판례는 계약을 통해 주주가 이사 후보 추천권을 획득한 경우, 회사의

이익을 이유로 제한할 여지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미국 판례나 호주의 해석론

과 일치하며, 회사의 이사회가 계약의 주체가 되는 이상, 이사의 신인의무의 적

용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은 타당하다. 미국 UAM 판례(2015)에서는 신인

의무에 따라 이해상충금지나 회사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등의 제약조건을 내거

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를 참조할 수 있겠다.

이 때의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대해

서, 미국의 판례 법리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경영권 분쟁이 가

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경영판단원칙을 적용하며, 모든 이사에게 적용되는

제약 조건을 걸거나, 혹은 주주의 후보 지명권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지 않는 한 합리적 필요성이 있는 제약조건을 거는 것은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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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節 이사의 의무와 이사회 운영에서의 문제 

I. 문제 상황

제2절에서 논의된 방식으로 특정 주주가 추천하거나 지명한 자가 이사

로 선임된 경우, 자기거래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의사 결정 및 업무 수

행이 과연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의심이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특히 펀드매니저 등과 같이 특정 주주에 대해 신인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추구할 의무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추구할 의무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가령, A회사에 투자하여 이사직을 얻게 된 X펀드가 올해 내로 투자를

회수하고 싶은 상황에서, X펀드가 지명한 이사가 배당 증가를 주장하거나

B회사의 교부금합병 제의에 승인할 것에 찬성하는 경우172) 과연 이사의 판

단이 회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배후의 펀드를 위한 것인지 의심될 수 있

다. 펀드가 회사를 인수할 예정이 있다는 사실을 펀드가 지명한 이사가 회

사에 알리지 않았다든가,173) 혹은 당장 회사의 현금흐름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 시급한데, 주주행동가가 선임한 이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는 경우174)가 있을 수 있다. 또 회사 입장에서는 특

정 사업 분야에 진출하고 싶은데, 펀드가 선임한 이사로서는 해당 펀드의

모회사가 이미 진출했던 사업 분야라서, 그 판단에 있어 중립성을 유지하기

힘든 경우175)가 있을 수 있다.

이렇듯, 이사가 자기를 후보로 지명했던 특정 주주의 이익을 우선할지

모른다는 우려로 인하여 회사는 특정 주주가 지명한 자를 이사로 선임하는

것에 반발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는, 앞서 살펴 보았던 ‘Golden Leash’. 즉

적극적인 주주가 별도로 보수를 지급하면서까지 외부의 제3자를 투자대상

회사의 이사 후보로 지명하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주주 혹

172) 가령, 아래 PLX, Zale, Trados 판례 변형.

173) 가령, 아래 Scottish Co-operative Wholesale Society Ltd 판례 변형.

174) 가령 아래 Shocking 판례 변형.

175) 가령 우리은행의 지주사 전환을 위해 금융사를 인수할 경우, 우리은행의 이사를 선임
한 과점주주들의 연계사업에 제약이 걸릴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지주회사 전환을 반대
하고 있다는 기사 참조. 
박형민 기자, 우리은행 지주회사 전환 연기한 내막, 일요신문, 2017년 4월 13일자 기사.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42193] (최종방문일 : 2017.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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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주에 대해 신인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직접 이사가 되는 것에 비해서,

추가적인 보수를 받을지언정 지명주주와 다른 제3자가 이사로 선임되는 것

이 신인의무 위반 등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176)

그렇다고 해당 이사를 배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회사 경영에 대

해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는 것은 경영진 감시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

해 불가피한 것이고, 헤지펀드나 전통적인 기관투자자 등 일부 주주가 지명

한 자가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것은, 주주들이 그러한 감시기능 제고

를 필요로 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II. 우리 법의 해석

1. 이사의 의무

지명이사가 지명주주의 이익을 추구한 행위에 대해서, 만약 지명주주의

‘지시’가 있었음이 입증된다면, 지명주주에게 업무집행지시자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찬동한 이사의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

다.177) 그러나 ‘지시관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회사와 지명주주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상법 제398조가 적용될 수 있다.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이사 선·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하

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178)의 자기거래도 이사의 자기거래와

동일하게 규율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의 I.에서 언급되었던 사례는

회사와 지명주주간의 ‘거래’라고 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상법 제398조 등

이해상충상황에 관한 상법 규정이 적용되기는 곤란하다. 회사기회 유용을

금지하는 제397조의2 역시, 지명주주가 이미 진출해 있던 사업에 회사가 진

출하는 것을 막는 행위에 적용되기는 곤란할 것이다.

다만 최근 일부 판례가 회사에는 아무런 이득 없이 제3자에 이익을 주

는 행위179)나 회사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한 행위 등에 대해 충실의무 위

반180)이라고 판시한 것과 같이 ‘충실의무’에 대해 독자적 의미를 부여하려

176) Nilli, 2016, 28-32면.

177) 상법 제401조의2 및 상법 제399조 제2항.

178) 소위 상법상 ‘주요주주’.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 그 외에도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 역시 주요주주로서 회사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상법 제398조가 적용된다.

179) 대법원 2016. 8. 24. 2016다222453 판결.

180) 대법원 2016. 1. 28. 2014다118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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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도가 계속된다면181) 지명이사가 지명주주의 이익을 추구한 건에 대해

서도 충실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러하다면 어떤 경우에

지명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

2. 이사회의 운영 : 특별이해관계제도의 활용

(1) 제도의 취지 비교 - 특별이해관계인과 이해상충적 지위의 이사

우리 대법원은 이사가 이해상충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행

위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지 않고, 경영판단원칙을 적용하여 ‘그 의사결정

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그와 같이 결의한 이사들의 경영판단을

존중하는 태도182)를 보인다. 우리 대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경영판단원칙에

따르면, 이사가 지명주주에 대해 신인의무를 부담하여 이사의 판단이 회사

의 이익만을 추구한 것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이사의 판단에 별다른 제

재를 가하기가 곤란할 것이다. 그러나 지명이사의 판단이 과연 회사를 위한

것인지 의심 가는 상황이 더 많은 만큼, 그 판단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

는 절차적 통제가 더욱 필요할 수 있다.183)

절차적 통제의 한 방법으로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의결권을 배제하

는 것184)을 고려할 수 있다. 우리 상법상 특별이해관계인 제도는 특별이해

관계인의 결의 참가 자체를 막아 부당결의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185) 일본도 우리 법에서처럼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주주 및 이사의 의

결권은 박탈된다고 하여 우리와 같이 규정하고 있었으나,186) 현재는 특별이

해관계를 가진 주주의 의결권은 인정하되 결의취소의 소로 대응하게 하고,

대신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은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187) 일본

의 시행령은 ‘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가

181) 최근 판례가 의식적으로 충실의무의 독자적인 적용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으로는 송옥렬, 2018, 1035면. 

182) 대법원 2013. 9. 12. 2011다57869 판결.

183) 이사 의무 판단에 관한 일반론으로서, 이해상충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방식이 보다 합
리적이라는 지적으로는 김건식·노혁준·천경훈, 2018, 401면.

184) 상법 제391조 및 제368조 제3항

185) 이윤영, 1976, 273-275면.

186) 1981년 개정 전 일본상법 제239조 제항.

187) 일본 회사법 제369조 제2항.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에 참가할 수 없고 정
족수에도 산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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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때에는 해당 이사의 성명'을 이사회 의사록에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188)

특별이해관계인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미국 판례상의 ‘이해상충

적 지위’를 들 수 있다. 미국 법원은 이해상충적 지위에 있는 이사가 관여

한 이사회의 판단에 대해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회사는

자발적으로 의사결정과정에서 이해상충적 지위에 있는 이사를 배제하곤 한

다. 특별이해관계인 제도나 이해상충적 지위에 있는 이사에 대해 엄격한 심

사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은 모두 부당한 결의를 방지하는, 예방적 기능을 한

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가진다.

그러나 ‘특별이해관계’와 ‘이해상충적 지위’를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은 아

니다. 이해상충적 지위를 가진 이사가 개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결의의 하자

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개입은 곧

절차상 하자라고 보는 것과 차이가 있다. 다만 전자의 경우 판례 태도에 따

라 기업 측이 선제적으로 이해상충적 지위를 가진 이사를 이사회 결의에서

배제함으로써, 실무에서는 마치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가 있는 경우와 유

사한 방식으로 이사회가 운영되게 된다.

또한 특별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의결권을 배제하는 까닭으로, (i) 결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혹은 (ii) 이익충돌 상황에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iii) 다수결 적용의 전제조건인 ‘이익공동체(Unfang der

Interssengemeinschaft)’ 내부의 신뢰기초(Vertrauensgrundlage)가 깨졌기

때문에, (iv) 스스로를 재판할 수 없는 제척법리가 유추되어, (v) 이사회의

합의에 참가하는 것 자체가 자기계약과 동일한 행위여서 등 다양한 이

론189)이 제시된다. 이에 따르면 ‘특별이해관계’는 ‘이해상충적 지위’를 포함

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에 대해 우리와 같은 조문을 두고 있는 일본에

서도, 이사의 ‘특별이해관계’란 일본 회사법 제355조상 이사의 충실의무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 설명한다.190) 다만 주주의 특별이해관계 판단과 동일

188) 일본 회사법 시행규칙 (최종개정일 : 2018년 3월 26일) 제101조 제5항

189) 이윤영, 1976, 24-29면.

190) 江頭憲治郞, 2015, 389면; 龍田節 등, 2008, 574면; 市川兼三, 2005, 141면은 특별이
해관계란, 이사 개인과 회사간 거래처럼, 이사의 유불리가 회사의 유불리와 반대되는 이
익충돌 상황을 일컫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 한편, 이사의 특별이해관계의 존부는 (1) 이사
가 회사의 이익보다도 개인적 이익을 우선하는 상황이 존재하는지, 또한 (2) 이러한 이사
가 참가할 경우, 공정한 의결이 이루어지기 곤란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여, 그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려는 시도로는, 丸山秀平, 20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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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준이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사는 회사에 대해 위임관계

에 있다는 점 및 회사법 조문이 달리 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주주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한다.191)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 법상 지명이사의 특별이해관계 유무를 판

단하는 기준을 검토함에 있어 영미 판례상 지명이사가 ‘이해상충적 지위’에

있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을 참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2) 파생 문제 

이해상충적 지위에 있는 이사 역시 특별이해관계가 있다고 파악한다면,

지명이사와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

하나는 지명이사는 언제 특별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것인지의 문제

이다. 지명이사가 지명주주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사회는 ‘회

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종의 ‘이익공동체’라는 내부의 신뢰기초가 깨지는

것으로, 그리고 이해상충 상황에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커지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명이사의 이해상충적 지위를 인정한 미국의 판례를

통해, 지명이사에 대해 우리 법상 특별이해관계가 인정되기 위해 어떠한 요

건이 요구될 것인지를 유추해 보고자 한다.

다른 하나는 특별이해관계인 제도 자체의 문제이다.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의결권을 박탈하고, 의결권 행사 자체로 결의를 부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의 문제이다.192) 특히 지명이사가 선임된 이유가 이사회

의 운영에 있어 배후 주주의 의사를 반영하라는 취지인 경우에는, 해당 지

명이사를 이사회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지명이사 선임 취지에

반하는 것일 수 있다.

191) 丸山秀平, 2007, 31면. 가령, 합병당사회사의 일방에 의해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
루어진 합병계약을 승인하는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서, 이익을 향수하는 당해 당사회사가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소수파 주주에 대해 현저히 불이익하기 때문에, 이
러한 당사회사의 의결권 행사는 특별이해관계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해당한다는 견해
로는 前田, 회사법입문, 제11판, 385-386면. 丸山秀平, 2007, 주6, 재인용.

192)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에 대해 동일한 문제제기로는 이윤영, 1976, 2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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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사회 참여권한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의 한계

(1) 개관

한편 지명이사의 이사회 참여가 부당하게 제한된 경우 그 구제수단이

문제된다. 가령, 지명이사에게 소집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비롯하여, 특별이해관계를 이유로 지명이사를 이사회 결의에서 배제한 채

지나치게 부당한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의 사례가 가능하다. 후자의 경우

주주총회였다면 부당결의취소의 소의 원인이 되나,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

에 대해서는 이를 준용하는 조문을 두고 있지 않아 그 하자를 어떻게 시정

할 수 있을지 문제된다.

(2) 사후적 구제수단

이사회 결의의 하자에 대해서는 상법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의결권을 인정하였거나, 혹은 특정 이사를 특별

이해관계를 이유로 배제하여 부당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는 대세효가 인정되지 않으

며193) 이사회 결의의 하자가 인정된다고 해서 후속행위가 반드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194)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권한 침해에 대한

구제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사회의 하자에 대해서는 사전적 구제수단

이 보다 실효적인 구제방법이 될 수 있다.

(3) 사전적 구제수단

주주총회 관련 가처분의 논의195)를 차용한다면, 이사회 개최 자체를 금

지하기 위한 이사회개최금지가처분, 이사회는 개최하되 특정 안건에 대한

결의만 금지하는 이사회결의금지가처분 등이 가능할 수 있다.

특별이해관계가 인정된 경우, 그 이사가 이사회 의사결정과정에 얼마만

193)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누399 판결.

194) 임재연, 2014, 286-287면.

195) 임재연, 2014, 596-5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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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참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다음 두 가지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지명이사의 특별이해관계를 인정하면서 소집통지 및 심리 참여

를 인정하더라도 결의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우리 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방

식이다.196) 그러나 지명이사는 스스로가 결의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미리 알지 못 한 경우에는, 특별이해관계 유무 및 의결권 배제의 타

당성 등에 대해 사전적으로 다투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명이사를 소집절차 혹은 심리과정 자체에서 배제하는 것

이다. 지명이사로서는 (i) 대표이사에 대해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을 피보전권

리로 하여 혹은 (ii)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등의 소제기권을 피보전권리로 하

여197) 이사회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전자의 경우,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은 법령 또는 정관 위반 혹은 현저히 불합리할 것을 요

구하고 있기 때문에198) 또 후자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회사 정관으로 이사

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도록 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회사의 목적사항을 통지해야만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에199) 정관으로 이사

회 운영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절차를 두면 지명이사의 권리구제가 보다 용

이해질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i)의 경우 지명이사를 소집

절차 혹은 심리과정에서 배제한 것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

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힘들 수 있다. (ii)의 경우 역시, 가처분이 인정

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보전 필요성’을 소명함에 있어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i)과 (ii) 모두, 피신청인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 개최가 금지되면

구제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잠정적 처분으로서 보전목적을 초과하는 문제

가 되어 이사회개최금지가처분이 실제 인용되는 것은 극히 드물 수 있

다.200) 그리고 가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가처분을 위반하여

196) 대법원 1992. 4. 14. 선고 90다카22698 판결. 법원은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이
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다만 결의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아니하다고 해석한다.

197) 다만, 주주총회 관련하여 결의하자로 인한 소제기권은 결의 후에 발생하는 것이어서, 
결의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로 보는 것은 비논리적
이라는 지적이 있으나, 아직 확립된 견해는 없다는 설명으로는 임재연, 2014, 600-601
면.

198) 상법 제402조.

199) 대법원 2011. 6. 24. 2009다35033 판결. 

200) 이러한 까닭에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은 실제 실무상 극히 예외적으로 인용된다는 
설명으로는 임재연, 2014, 6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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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절차를 감행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가처분 위반행위는 결의하자의

존부나 정도를 판단하는 여러 사정 중 하나일 뿐이기 때문이다.201) 특히 이

사회 결의의 경우 이사회 결의의 하자가 인정되는 것과는 별도로 후속행위

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가처분 위반을 감행할

실익이 있다.

따라서 현행법 하에서는 지명이사의 이사회 참여권한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 특히 사전적 구제수단을 확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문제의 소재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지명이사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이 문제된다.

지명이사가 지명주주의 이익을 추구한 것이 이사의 의무 위반으로 되는지

가 문제된다. 또한 지명이사의 특별이해관계가 언제 인정될 것인지, 그리고

특별이해관계가 인정되면 해당 지명이사는 이사회 의사결정과정에 얼마만큼

참가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즉, 이사회 심리 참가, 의결권 행사 금지

등 다양한 제한 조치 중 어느 단계에서 특별이해관계 있는 지명이사의 이사

회 참가를 제한할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지명이사의 입장에서,

이사의 이사회 참여권한이 침해된 경우 구제수단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지, 특

히 사전적 구제수단을 중심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에 앞서, 지명이사는 회사에 대해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

해 외국의 논의를 살핀다. 지명이사의 경우, 그 선임과정의 특징으로 인하여 이사

의 회사 이익을 추구할 의무가 감경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이는 지명이

사가 지명주주의 이익을 추구한 것이 이사의 의무 위반으로 되는지의 문제와도

연관된다. 만약 지명이사가 지명주주의 이익을 회사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지명이사의 이해상충 상황 역시 지명이사의 속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것이어서 수인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지명이사의 권한을 제한하

는 조치가 보다 타당성을 얻거나 지명이사의 참여권한 침해에 대해 구제수단을

강구할 필요성이 희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지명이사가 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신인의무의 성질에 대해 살

핀 후, 지명이사의 특별이해관계가 인정되었을 때 그 이사회 운영 등에 대해

살피도록 한다.

201) 주주총회에 관한 관련 논의로는 임재연, 2014, 603-6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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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이사의 의무 및 신인의무의 감경 가능성

1. 개관

이하에서는 ‘지명이사’라는 개념을 강학상 인정하고 있는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연방에서 지명이사의 의무에 관한 판례를 살핀다. 이들 판례가

다루고 있는 지명이사의 의무에 관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지명이사가 지명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문제

이다. 학설은 (i) 회사의 최선의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설,

(ii) 회사의 이익 범위 내에서 지명주주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과 (iii) 회사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지명주주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로 나뉜다. 이 중 (i)과 (ii)의 차이는, 법관에게 판단재량이 얼

마만큼 인정될 것인지에 있다고 한다.202)

그러나 ‘회사의 이익’이라는 것이 상당히 추상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행

위자인 지명이사로서는 자신의 경영 판단이 신인의무에 위반하는 것이 아

닌지에 대해 조심스러울 수 있다.203) 따라서 특약을 통해 지명이사의 의무

자체를 완화, 즉 회사의 이익보다 지명이사의 이익을 우선시할 것을 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또 다른 쟁점이 된다. 이는 가령, 지명이사가 자신이 알

고 있는 지명주주에 관한 정보를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때 문제되곤 한다.

이하에서는 위 쟁점을 중심으로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의 판례를 살핀

다.

2. 추천․제안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1) 영국

지명이사가 지명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문제에 대하

여 영국 법원의 전통적 입장은 회사의 최선의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고려해

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된다. 가령 Scottish Co-operative Wholesale

202) Ahern, 2011, 130-131면 및 Hartley R. Nathan, Q.C., 2012, 2면. (i)과 (ii)의 차이
는, 법관에게 판단재량이 얼마만큼 인정될 것인지에 있다고 한다.

203) 영국에서의 지명이사는 회사에 대한 의무와 지명주주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는 것 사이
에서 여전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고 평가된다는 설명으로는, Hannigan, 2015, 
2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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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Ltd 판례(1959)204)에서 지명이사는 지명주주가 회사를 인수하려고

한다는 점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는데, 법원은 지명이사들이 회사에 대한 의

무를 지명주주에 대한 의무보다 후순위로 두어 회사의 다른 주주들에 대해

억압적인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205)

그러나 최근 영국 판례 및 다수설은 회사 이익 범위 내에서 지명주주의

이익 추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206) 가령 Re Southern Counties Fresh

Foods Ltd 판례(2008)207)에서 지명이사가 지명주주의 시각을 반영하여 판

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범위 내에

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208) 그리고 이 사건 지명주주와 회사

간의 물품공급계약 등을 갱신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 지명이사는 지명

주주가 사업기회를 확장을 고려하고 있는 사정 등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회

사에 대한 신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았다.209) 이에 더하여 지명주주도 사

업계획 확장에 대해 회사에 사전에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지명주주와 회사

간의 주주간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합작

투자회사에 대해서도 그대로 유지된다.210)

다만 이러한 의무의 이행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을 기준

(subjective duty)으로 하기에, 결과적으로 지명주주의 이익을 추구한 것이

되더라도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다면 의무 위반이 되지

않는다.211) 또한 영국 판례상 인정되는 ‘Charterbridge' 심사기준212)이 적용

204) Scottish Co-operative Wholesale Society Ltd v. Meyer [1959] A.C. 324, 

205) ibid.,seSASA 367면. “By subordinating the interests of the textile company to 
those of the co-operative society, they conducted the affairs of the textile 
company in a manner oppressive to the other shareholders.”

206) Hannigan, 2015, 219면 ; Sealy & Worthington, 2013, 352면; 다만, Slaughter & 
May, 2011, 6면은 영국 법원의 일반적인 입장이 (ii)설에 해당하는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
도, 아래 호주의 2GB 판결보다는 (i)설에 가까운 입장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
한 태도는 합작투자회사에 대해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207) Re Southern Counties Fresh Foods Ltd, Cobden Investments Ltd v RWM 
Langport Ltd, [2008] EWHC 2810

208) ibid., para. 67.  

209) ibid., para. 431.  

210) 합작투자회사 사건에서 유사한 판시를 한 경우로는 Gwembe Valley Development 
Co Ltd v Koshy (No 3), [2003] EWCA Civ 1048, [2004] 1 BCLC 131 (Court of 
Appeal), para. 55-56.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사회는 각 투자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역할(independent board)을 할 것이라고 기대되지 않
았다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211) Re Neath Rugby Ltd (No2), Hawkes v. Cuddy, [2009] 2BCLC 427, CA, para.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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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객관적으로 볼 때 이사의 판단이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한,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선의로 행동한 것으로 추정된다.213)

(2) 캐나다

최근 캐나다에서도 주주행동주의가 활발해지고 그에 따라 특정 주주가

지명이사를 선임한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214) 캐나다 법원은 지명이사의 의

무를 감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회사에 대한 신인의무가 지명주주에 대

한 의무보다 우선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가령 Ballard 판례(1991)215)에서는 지배주주인 지명주주와 회사 간의 부

동산 거래나 주식발행 등이 문제되었는데216) 법원은 지명이사가 지명주주

의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하더

라도, 지명이사는 합리적 분석 후에 회사 이익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

시하면서, 이 사건 지명이사들이 거래에 대한 적절한 분석이나 가치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지명주주의 의사에 동조하여 행동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해당 거래를 무효로 하였다.

또한 Air Canada 판례(1992)217)에서는 75%의 지분을 가진 지명주주(Air

Canada 社)가 회사의 회장에게 사임권유를 하였으나 회장이 이를 거절하

자, 이사회를 통해 회장을 해임을 한 것이 문제218)되었는데, 법원은 지명이

212) Cherterbridge Corp v. Lloyds Bank Ltd [1970] Ch. 62 Ch D.

213) Ahern, 2011, 128면.

214) Feldman, Jon & Patridge, Michael & Goldberg, Eric, Nominee Directors and 
Confidentiality: the Canadian Law Perspective, Corporate Financing, 2013 
[https://www.goodmans.ca/files/file/docs/Corporate%20Financing.pdf] (최종방문일 
: 2019. 1. 4.)

215) 820099 Ontario Inc. v. Harold E. Ballard Ltd [1991] O.J. No. 266, 1991 
CarswellOnt 142.

216)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H는 Ballard 社의 최대주주로서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고 이에 따라 C와 G 등이 Ballard 社의 이사로 선임되었다. 이후 Ballard 社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H가 Ballard 社에 부동산을 매각한 건, Ballard 社가 H에 주식을 발행한 건 
등 몇 건의 거래가 진행되었는데, 이는 Ballard 社의 경제상황 및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칠 뿐 아니라 H의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들이었다. 이에  Ballard 社
의 소수주주들은 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이사의 신인의무 위반, 주회사법 상의 '억압적 행
동'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유로 해당 거래를 무효로 하고 C와 G를 소수주주들이 지명한 
자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였다. 

217) In Deluce Holdings Inc. v. Air Ganda, [1992] O.J. No. 2382 (Ont. Ct. Gen. 
Div.).

218)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Air Ontario社의 지분 75%는 Air Canada社가, 
DeLuceco社가 나머지 25%를 보유하고, 이사 중 7명은 Air Canada社가, 3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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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판단에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지명이사들이 회사에 이

익이 되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분석을 하는 등 독립적인 경영판단을 하지

않고 지명주주의 전략을 따르기만 했다는 점219)을 이유로 소수주주에 대한

억압적 행동(oppression)에 해당한다고 파악하였다.

이에 대해 캐나다 실무는 지명이사에 대하여 이해상충을 야기할 수 있

는 거래로부터 자신을 격리할 필요가 있고220) 지명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할 때에는 회사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되, 이 때의 분

석 등에 대해 기록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221)

(3) 호주

지명이사가 지명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문제에 대하

여 호주 법원은 (ii) 회사의 이익 범위 내에서 지명주주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에 해당한다고 평가된다. 가령 Levin v. Clark 판례

(1962)222)에서 담보채권자가 지명한 이사는 회사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자

채권자의 담보권 행사에 응할 것을 주장하였다. 법원은 지명이사 행위의 주

목적이 채권자 이익 추구인 것으로 보이지만 ‘회사의 이익’을 넓게 해석하

면 채권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역시 회사의 이익 안에 포섭될 수 있다고

하면서, 지명이사가 채권자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고 있어 이사회 결의가 무

효라는 원고 이사들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이후 2GB 판례(1964-5)223)는 (iii)의 입장, 즉 회사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지명주주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에 가까운 입장으로 평

DeLuceco社에서 지명한 자이고 William DeLuce가 회장직을 맡고 있었다.  Air 
Canada는 Air Ontario社의 일상적인 경영에는 개입하지 않는 정책을 고수하다가, 1991
년에 들어 Air Ontario社의 전 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경영정책을 수정하였다. William 
DeLuce는 Air Canada社로부터 사임권유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이후 Air 
Ontario社의 이사회를 통해 해임되었다. 이에 대해 DeLuceco社는 Air Canada가 이사
회 과반수에 대한 장악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회장을 해임한 것은 캐나다 회사법상 ‘억
압적 행동(oppression)'에 해당한다고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219) ibid., para. 57.

220) Adkins, Keilty & Merkley, 2016, 1-4면.

221) Feldman, Jon & Patridge, Michael & Goldberg, Eric, Nominee Directors and 
Confidentiality: the Canadian Law Perspective, Corporate Financing, 2013 
[https://www.goodmans.ca/files/file/docs/Corporate%20Financing.pdf] (최종방문일 
: 2019. 1. 4.)

222) Levin v. Clark [1962] NSWR 686.

223) Re Broadcasting Station 2GB Pty Ltd [1964-65] N.S.W.R.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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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된다.224) 2GB 판결에서는 이사회 결원을 충원하는 이사회 결의가 60%의

지분을 보유한 지명주주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이 소수주주에게

억압적인 회사운영(oppressive conduct)225)이었는지가 문제226)되었다. 이 사

건 법원은 ‘억압적’이었는지 여부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신인의무 위반 여

부를 기준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지명이사가 지명주주의 이익과

회사 전체의 이익이 동일하다는 선량한 믿음(bona fide belief) 없이 행동하

였다는 증거가 없는 한, 각 이사가 면밀한 분석 없이 지명주주의 이익에 따

라 행동하는 것은 수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만약 각 이사에 대해 회

사 사안을 온전히 독립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것을 요구하는 것은 회사 운

영의 실질을 무시하는 것이고 지명이사라는 개념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227)

이에 따라 법원은 개별 이사가 이사회 결의에서 각자 어떠한 이유로 의

결권을 행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목을 하지 않았다. 대신 실제 의

224) Ahern, 2011, 133-135면.

225) 현행 회사법 제320조.? 판례에 따르면 '공정한 거래 기준과 명백히 괴리'되고 '공정성
(probity)이 상실될 만큼 부당한 행위'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 

226)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2GB 社의 지분의 약 45%는 BA社가, 14%는 
FairFax 그룹이 보유하고 있고, 2GB 社 정관에 따르면 6명의 이사 중 4명은 BA 社가 
지명한 자이고, 다른 한명은 Fairfax 그룹을, 다른 한명은 소수주주들을 대표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이후 1964년 FairFax 그룹이 BA社 및 BA社의 모회사 등으로부터 지분을 인
수하면서 약 60%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BA社 및 BA社의 모회사가 지명
하거나 선임한 모든 이사의 사임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GB 社의 이사 4명 중 2
명은 자신들은 BA社의 지명인이 아니라 전체 주주로부터 대표성을 인정받은 자라고 주장
하며 반발하였고, 다른 2명은 자진사임하였다. 2명의 이사회 결원을 채우는데 있어 
FairFax 그룹의 지명한 자로 채우게 되었지만, 이러한 이사회의 충원결정에 대해 사임권
유를 받았으나 반발한 2명의 이사와 소수주주의 대표로 선임된 1명의 이사가 반대를 하
였다. 이후, 이사사임 권유를 받은 이사 중 1인이 FairFax 그룹 측 인사를 이사로 선임
하는 과정이 오로지 FairFax 그룹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소수주주에게 억압적인 방식
(oppressive manner)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227) Re Broadcasting Station 2GB Pty Ltd [1964-65] N.S.W.R. 1663면. 원문은  “"It 
may well be, and I am inclined to regard it as the fact, that the newly 
appointed directors were prepared to accept the position that they would follow 
the wishes of the Fairfax interests without a close personal analysis of the 
issues. I think that at the board meetings of early August that is what they 
did, but I see no evidence of a lack in them of a bona fide belief that the 
interests of the Fairfax company were identical with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as a whole. I realize that, upon this approach, I deny any right in 
the company as a whole to have each director approach each company 
problem with a completely open mind, but I think that to require this of each 
director of a company is to ignore the realities of company organization. Also, 
such a requirement would, in effect, make the position of a nominee or 
representative director an impossibility.“ (밑줄 및 강조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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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결정을 한 자는 적법한 여러 수단을 통해 회사에 지시할 수 있는 지배권

을 획득한 지명주주라고 보고, 개별 이사들의 행동보다는 지명주주의 행동

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지명주주가 그들의 의중에

따라 회사를 경영할 수 있도록 이사회를 재구성하고자 했다는 점 자체는

‘억압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4) 소결

본래 형평법상 신인의무(fiduciary)라고 함은 이해상충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나 약정(commitment)을 피할 의무, 즉 이해상충금지의무도 포함한

다.228) 따라서 신인의무의 본래적 의미에 따르면 지명이사라 하더라도 회사

의 최선의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실제 영국이나 캐나다가 이

러한 입장을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캐나다 법원은 행위의 결과는 따

지지 않고 독립적인 경영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점 자체에서 지명이사의 의

무위반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가장 엄격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엄격한 입장(학설(i), 혹은 (i)에 가까운 학설(ii))에 대해, 영국의

일부 논문은 지명이사를 선임하는 거래계의 실정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

을 제기하기도 한다.229) 다만 캐나다 알버타주 회사법은 지명주주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안 되지만 지명주주의 이익을 특별히 고려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규정230)하여 지명이사의 의무를 완화할 가능성을 열어두

고 있다.

한편 호주 법원은 지명이사가 지명주주의 이익을 고려할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유연하게 접근(학설(ii), 혹은 (iii)에 가까운 학설(ii))하고 있다. 이러

228) CLSRC, 1987, para.114.

229) Ahern, 2011, 145면.

230) Alberta Business Corporations Act, s.122(4)은 ‘지명이사는 지명주주 등 지명인의 
이익을 특히(special) 고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배타적(exclusive)으로 추구하는 것은 안 
된다’고 규정("In determining whether a particular transaction or course of 
action is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orporation, a director, if the director is 
elected or appointed by the holders of a class or series of shares or by 
employees or creditors or a class of employees or creditors, may give special, 
but not exclusive, consideration to the interests of those who elected or 
appointed the director."(밑줄 및 강조는 필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지명주주의 이익
을 특히 고려하는 것은 회사를 더 좋게 만들 의도를 전제로 한다는 판시로는 Wood v. 
C.F.N. Precision Inc. [2008], Canlii 19797 (ON 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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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판시에 대해서는 다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호주

법원이 다른 사건에서도 회사 경영에 문제가 없는 한 이사의 판단을 최대

한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데231) 이러한 태도 하에서 지명이사의 행위를

판단했다는 해석이다. 이 경우 회사 경영이 잘 되고 있는 한 이사의 이해상

충 상황이 방치되는 것은 아니냐는 호주 법원에 대한 비판232)이 지명이사

의 책임을 묻는 사안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

는 2GB 판결에서 보듯이 지명이사의 책임을 묻는 대신 지명주주에게 그

책임을 물음으로써 지명이사의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2GB 판결은 지명주주가 60%의 보

유지분을 가진 지배주주였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을 지명주주 일반에 적용

되는 것으로 확대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

3. 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특약(이사의 의무 감경 특약)이 허용되는지 여부

(1) 영국

영국 회사법은 이사에게 ‘독립적인 판단을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정

관, 설립계약서, 등기된 주주간 계약, 등기된 주주총회 결의, 주주 전원의

합의 등233)으로 이사의 독립적 판단 의무를 완화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가

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234) 영국에서의 입법논의에 따르면 이사가 이사로

서의 의무를 위반함 없이 지명주주 등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가능하게 하

231) RBC Investor Services Australia Nominees Pty Limited v Brickworks Limited 
[2017] FCA 756 

232) Atkin, Timothy, Can Directors' Conflicts of Interest be Ignored if a Company 
is Performing Well?, Maddocks LLP, 2017 
[https://www.maddocks.com.au/can-directors-conflicts-interest-ignored-compan
y-performing-well/] (최종방문일 : 2019. 1. 4.)

233) 영국에서는 ‘constitution'이라고 설명한다. ’constitution'이라고 함은, 정관(articles 
of association) 뿐 아니라 설립계약서(s.8에 규정된 memorandum of association), 등
기된 주주총회 결의 및 주주간 합의(s.32), 주주간 전원 동의(s.257) 등을 모두 포함한 개
념이라는 설명으로는, Hannigan, 2015, 93-94면.

234) UK Companies Act 2006, s.173(2)(a)(b). 캐나다 알버타 주의 회사법도 유사한 규정
을 두고 있다. Alberta Business Corporations Act, s.122(4)은 ‘지명이사는 지명주주 
등 지명인의 이익을 특히(special) 고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배타적(exclusive)으로 추구
하는 것은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지명주주의 이익을 특히 고려하는 것
은 회사를 더 좋게 만들 의도를 전제로 한다는 판시로는 Wood v. C.F.N. Precision 
Inc. [2008], Canlii 19797 (ON S.C.)



- 257 -

기 위함이라고 설명된다.235) 그러나 영국에서의 다수설은 정관 등으로 이사

의 독립적 판단 의무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 이익을 최

우선으로 할 의무236)까지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법원 역시 다수설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

본 Re Southern Counties Fresh Foods Ltd 판례(2008)에서 법원은 이사가

부담하는 회사의 이익을 추구할 의무를 감경하기 위해서는 주주 전원이 서

면으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범위에 한한다고 판시하면서, 이사의 의무를 감

경할 것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

다. 그러면서도 지명이사가 회사 이익을 후순위로 두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판시하였다.

(2) 호주

해석상 정관(constitution)으로 지명이사의 신인의무를 완화하는 것이 가

능하다고 한다.237) 가령 위 Levin v. Clark 판례(1962)는 이사의 신인의무의

내용은 신인의무의 상대방이 정관으로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동의한 바

에 따라 내용이 정해질 수도 있다고 하였다.238) 이 사건에서 주주 전원 동

의로 특정인에게 지명이사 선임권한을 부여하면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

우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사무를 처리할 것을 합의한

235) 이상의 설명은 HC Official Report, SC D(Company Law Reform Bill), July 11, 
2006, col. 601. ; Ahern, 2011, 126면 재인용.

236) UK Company Act 2006, s.172. "Duty to promote the success of the company"

237) Australian Institute of Company Directors, 2016, 6면 ; 지명이사의 의무는 정관이
나 주주간 계약을 참조하여 그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는 Baker 
& McKenzie, Nominee Directors in Australia : Guidelines (References are to 
Memorandum on Australian directors duties and liabilities). 
[http://www.bakermckenzie.co.jp/e/material/dl/seminar/emi/2-3.pdf] (최종방문일 
: 2018. 12. 28.)

238) 판례 원문은 다음과 같다 ; "The fiduciary duties of directors spring from the 
general principles, developed in courts of equity, governing the duties of all 
fiduciaries - agents, trustees, directors, liquidators and others - and it must 
be always borne in mind that in such situations the extent and degree of the 
fiduciary duty depends not only on the particular relationships, but also on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Among the most important of these circumstances 
are the terms of the instrument governing the exercise by the fiduciary of his 
powers and duties and the wishes, expressed directly or indirectly, by 
direction, request, assent or waiver, of all those to whom the fiduciary duty is 
owed." (밑줄 및 강조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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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지명이사가 채권자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점을 정관에 명시하지 않았

다고 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상황에서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지명

이사의 주된 의무라는 점을 추론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하였다. 호주 법

원 역시 ‘주주 전원 동의’를 요구하지만, 합의를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통

해 의무 완화를 인정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Levin 판결을 근거로 1989년 호주 정부 보고서는 이사의 의무를

감경하는 특약이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다만 의무의 상대방인 모든 사원이

충분한 정보를 숙지한 상태에서의 사전동의나 모든 사원이 참가한 계약 등

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무상 상장회사에서 이러한 의무의 감경이 인정되

기는 곤란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239) 나아가 명문으로 주주 전원 동의

가 있는 경우 지명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제안을 하였

으나240) 이것이 실제로 입법되지는 않았다. 대신 현행 호주 회사법은 완전

모자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고 완전자회사

가 지급불능상황이 아니라면, 완전모회사가 지명한 완전자회사의 이사가 모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241)

(3) 소결 

영국에서는 이사의 독자적인 판단을 할 의무는 정관 등으로 변형 가능

하다고 하면서도 회사의 이익보다 지명주주의 이익을 우선해도 된다는 의

미로까지 확장하지는 않는다. 이와 달리, 호주의 판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지명주주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의무 완화에 있어 주주 전원의 묵시적 동의로도 가능하다고 했다는 차이점

이 있다. 나아가 호주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는 지명이사의 이해상충에 대해,

주주의 이익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지만, 적절한 법적 조언 후 제3

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특약이 가능하다고 서술한

다.242) 다만, 이사의 의무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239) 호주 CSLRC, 1989, para. 65-68.

240) 호주 CSLRC, 1989, para. 65

241) Australia Corporations Act 2001, s.187.

242) Governance Institute of Australia, Good Governance Guide : Issues to 
consider when developing a policy about nominee directors, 2014. 
[https://www.governanceinstitute.com.au/media/386069/ggg_issues_consider_dev
eloping_policy_nominee_directors.pdf] (최종방문일 : 2018. 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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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회사가 당사자로 참여한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무에서는 이사를 선임하면서 이사의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해

프로토콜 작성 등으로 미리 대처할 필요가 지적되기도 한다.243)

IV. 이사회 운영에 관한 문제

1. 개관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호주의 경우 지명이사의 경영판단에 대해 다소

유연한 판단기준을 적용하나, 영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지명이사 역시 다른

이사와 동일한 내용의 신인의무를 부담하고, 설사 특약으로 신인의무의 내

용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할 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다. 만약 지명이사의 신인의무가 다른

이사의 신인의무와 동일한 내용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지명이사가

지명주주의 이익을 추구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이사의 이사회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지명이사의 의무 위반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된다.

이하에서는 지명이사의 경우 이해상충 상황에 놓여 있는지 여부를 어떻

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미국의 판례와 더불어, 이러한 이사가 있을 때의 이

사회 운영방식에 대해 미국과 호주에서의 대처방식을 살펴보도록 한다.

미국에서는 ‘지명이사’라고 해서 이사의 의무 위반을 판단할 때 별도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신 이사의 이해상충 여부를 파악한 후, 이

해상충이 있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내용 및 절차의 공정성을 기준으로 판단

한다고 하는 일반적인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판단기준이 지명이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호주에서도 앞서 언급했듯이 1989년 호주 정부 보고서

가 이사의 의무에 대해 별도의 정함을 둘 것을 제안했으나244) 받아들여지

지 않고 이사의 이해상충에 관한 일반조항245)을 두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243) LAVAN, The role of, and issues with, nominee directors, 2010 
[https://www.lavan.com.au/advice/corporate_services/the_role_of_and_issues_wit
h_nominee_directors] (최종방문일 : 2019. 1. 15.)

244) CSLRC, 1989, para. 65

245) 호주 회사법 Corporations Act 2001, s.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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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1) 이사의 이해상충이 인정되는 기준과 이후의 이사회 운영절차

1) 개관

이해관계가 있는 일부 주주가 후보로 지명한 자가 이사로 선임되었다는

사실 자체로 그 자의 이해상충적인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

에246) 이해상충 상황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

는 문제(fact-specific question)이다.247)

법원은 지명이사가 회사와 이해상충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i)

지명주주가 회사와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지, (ii) 지명이사가 지명주주에 대

해서 신인의무를 부담하는 등 지명주주의 이익을 추구할 유인이 있는지를

판단요소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48)

2) PLX Technology, Inc. 판례(2015)249)

① 사실관계

PLX Technology Inc. 판례는, 회사 지분을 9.4% 보유하게 된 행동주의

펀드인 Potomac(이하 ‘지명주주’)의 제안으로 Potomac의 펀드매니저인 Eric

Singer(이하 ‘지명이사’)가 이사로 선임되었고, 지명이사가 회사를 다른 회

사(Avago 社)에 주당 6.5$에 매각한 것을 주도한 것이 이사의 의무 위반인

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원고는 주당 7$는 받았어야 했는데, 지명주주가 단

기적인 수익실현을 추구하였고, 이러한 지명주주의 단견주의에 따라 지명이

사가 이해상충 상황에 놓여 있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기업을 매각

246) 미국의 경우 In re KKR Fin. Holdings LLC S'holder Litig., 101 A.3d 980, 996 
(Del. Ch. 2014), 및 Boschner & Simmerman, 2016, 주91. ; 영국의 경우 Boulting v. 
Association of Cinematograph Television and Allied Technicians, 01963] 1 All 
E.R. 716은, 지명이사는 이사로서 자유로운 판단재량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판단할 의무
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과점주주(large shareholder)가 이사를 지명하는 것은 무방하
다고 판시하고 있다. 

247) Boschner & Simmerman, 2016, 17면

248) Shill, 2017, 1285면.

249) Transcript of Telephonic Ruling on Defendants’ Motions to Dismiss, In re 
PLX Tech. Inc. Stockholders Litig., No. 9880-VCL (Del. Ch. dismissed Sept.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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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고 주장하였다.

② 법원의　판단

(i) 지명이사(Eric Singer)가 이해상충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

법원은 지명이사인 Eric Singer가 이해상충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았

다.250) 그 근거로 지명이사를 이사후보로 제안한 주주(Potomac)가 회사와

이해상충적 지위에 있다는 점, 그리고 지명이사가 지명주주에 대해서 펀드

매니저로서의 신인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우선 후보로 지명한 주주가 단견주의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있어 회사

와 이해상충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았다. 그 근거로 과거 Morton 판례(2013)

를 들고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매각할 때 지배주주가 다른 주주들과 동

일한 대가를 지급받은 이상, 지배주주가 매각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체로 인정되진 않지만, Morton 판례에서는 만약 지배주주

가 유동성 확보가 시급하여 급처(fire-sale)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시장조사

를 형식적으로만 진행한다든가 추가적인 이익 취득을 포기하도록 회사에

압력을 가하는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한

경우에는 지배주주 등의 이해상충적인 지위가 인정된다251)고 판시한 바 있

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PLX 사건에 적용하여 지명주주(Potomac)의 이해

상충적 지위를 인정하였다. 지명이사 선임 당시 위임장 경쟁에서 경영진들

이 주주들에게 보낸 공개서신은 지명주주인 Potomac이 회사의 매각을 원

하고 있고 이는 장기적인 이익보다는 단기적인 수익실현을 위한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법원은 델라웨어 주법이나 연방법이 위임장 경쟁 시

주주에 대한 공개서신의 내용은 정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

여252) 위임장 경쟁 당시 공개서신을 근거로 지명주주가 매도압력을 느끼고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법원 판단에 대해, 원고의 입증 정도를 과거 Morton 판례 등에

250) 그리고 회사 매각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Revlon 기준이 적용되고, 이해상충적인 지위
에 있는 이사에 대해서는 가장 엄격한 심사기준인 본질적인 공정성 기준(entire 
fairness)이 적용된다.

251) In re Morton’s Rest. Grp., Inc., 74 A.3d 656, 667 (Del. Ch. 2013)

252) PLX Technology, Inc. 판례(2015), para. 2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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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완화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하고253) 법원이 Potomac의 이익과 전체

주주의 이익이 왜 괴리되었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

기도 한다.254) 또한 Potomac이 실제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255)

다음으로 지명이사가 이중적인 신인의무(dual fiduciary)를 부담하고 있

다고 판단하였다. 즉, PLX의 이사 및 헤지펀드의 매니저로서, 회사에 대해

그리고 헤지펀드에 대해 각각 신인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특히 헤지펀

드로부터 향후 결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기로 했다는 점에서 다른 이사들

과 달리 단시안적 성과를 추구할 인센티브가 있다고 판시하였다.256) 이에

반해 Potomac이 추천했지만 Potomac의 외부자였던 나머지 2명의 이사에

대해서는 이중적 신인의무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ii) 이사회 판단의 합리성

한편, 지명이사(Eric Singer)가 이해상충적인 지위에 있음을 고려할 때,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피고 측이 이사회의 판단이 합리적

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법원은 다음의 사항을 들어, 이사회의 판단

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법원은 이사회가 다른 매수 후보자의 의사는 거의 타진하지 않고

Avago 社와만 밀도 있는 접촉을 취한 점, 지명주주가 이사를 선임하기 전

에는 매수제의를 거절했다가 지명주주가 추천한 후보가 이사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는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던 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재무조

언자가 Avago 社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채

이사회 측에 적정한 매도가격에 대해 조언을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이사

회가 적기에 알지 못 했고, 알고 난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실패

했다는 점에서 이사회 판단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사회는

다른 중립적인 지위의 재무조언자를 찾아보거나 새로운 매수인을 찾아보는

253) Haas, Steven(Hunton & Williams LLP), Court Addresses Director’s Conflict of 
Interest From Hedge Fund’s Short-Term Investment Strategy, Client Alert, 
2 0 1 5 . 
[https://www.huntonak.com/images/content/2/9/v3/2957/court-addresses-direct
ors-conflict-of-interest-from-hedge-funds.pdf] (최종방문일 : 2018. 12. 27.)

254) Shill, 2017, 1282면.

255) Sullivan & Cromwell LLP., 2015

256) PLX Technology, Inc. 판례(2015), para. 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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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노력을 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3) Zale Corp. 판례(2015)257)

① 사실관계

이 판례도 회사(Zale 社)가 다른 회사(Signet 社)의 기업인수 제안에 응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다. Zale 社는 NYSE에 상장된 회사(ZLC)

로 23.3%로 최대주주인 Golden Gate Capital(이하 ‘지명주주’)가 이사(이하

‘지명이사’)를 선임하였고 이후 회사는 주당 21불에 Signet 社에 매각되었

다.

Zale 社의 이사회는 인수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협상위원회를 구성하였

는데, 이사회는 각 이사들이 이해상충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였다.

가령 Signet 社의 전 이사였다든가, 합병 등에 있어 우선적으로 청산받게

되는 부채(loan)를 가지고 있는 지명주주(Golden Gate)의 고용인의 지위에

있었다는 등이 문제되었으나, 이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이사들의

이해관계는 Zale 社의 주주와 일치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9.5%의 지분

을 보유한 TIG과 의결권 자문회사인 ISS, Glass Lewis 등은 합병 반대 의

사를 내놓았다. TIG의 주장에 따르면, 지명주주인 Golden Gate는 이전부터

보유지분을 주당 15$에 매각하려고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선임한 이

사가 이해상충적인 지위에 있어 판단에 개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거론

된 매각가격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후 Zale사 주주의 53.1%가 합병에 찬성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고,

Zale은 합병이 성사되었다. 이에 Zale의 합병 전 주주들은 지명이사 등에

대해 신인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② 법원의 판단  

(i) 지명이사가 이해상충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

법원은 지명주주인 Golden Gate는 이해상충적인 지위에 있지 않고 따라

257) In re Zale Corp. Stockholders Litigation, No. 9388-VCP, 2015 WL 5853693 
(Del. Ch. Oct. 1, 2015), amended by No. 9388-VCP, 2015 WL 6551418 (Del. Ch. 
Oct. 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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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명이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영판단원칙이 적용되며, 이사의 재량을

총체적으로 남용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한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

고 판시하였다.

지명주주의 이해상충이 부정된 이유로는 펀드는 25%를 보유한 최대주

주로서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

다면 회사의 청산보다는 다른 주주와 같이 그 주식 가치의 극대화를 추구

할 인센티브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지명주주가 주식을 매각할 필요성이 시

급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Signet 社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지명주주가 1억5천불의 채권에 대한 우선지급으로 320만불의 이익을 얻었

다고 하나 그러한 대가가 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material)'한 것으

로 보이진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펀드의 이익이 다른 주주들의 이익과

연동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258) 이에 따라 Golden Gate가 선임한 이사

는 이해상충적인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았다.

(ii) 이사회 판단의 합리성

법원은 만약 지명이사가 이해상충적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KKR 판결259)을 참조한다면, 중립적인 이사회의 과반수 승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진 뒤 이들의 과반수 승인을 받았

기 때문에 경영판단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이사회가 이사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인지하고 적절하게 대처하

였다면, 이해상충적 지위에 놓인 이사의 개입 그 자체만으로 이사회 절차가

오염되는 것은 아니라는 일반론을 설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이사회 구성

원 중 과반수가 중립적인 지위(disinterested)에 있었고, 지명이사들이 다른

과반수 이사에 대해 관여한 사정(reasonable interference)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중립적인 이사회의 판단을 거쳤다고 판시하였다.260)

258) Zale Corp. 판례(2015), 9-10면.

259) Corwin v. KKR Financial Holdings LLC, 125 A.3d 304 (Del. 2015).

260) Zale Corp. 판례(2015), 12-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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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ine Systems 판례(2014)261)

① 사실관계

Nine Systems 판례에서는 이사회가 회사의 자본재조정을 추진한 것이

일부 지명주주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이사의 신인의무에 반하는 것인지 문

제되었다. W, J, C는 스타트업 회사인 Nine Systems 社의 지분을 약 54%

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사회는 W, J, C가 각자 추천한 3명의 이사(이하 ‘지

명이사’)와 CEO인 Troy와 소액주주대표인 Biderman, 이렇게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후 2002년 자본재조정이 추진되어, W와 J가 추가출자를

하면서 전환우선주를 취득하고 C는 W와 J와 동일한 조건으로 전환우선주

를 취득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받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는 중립적인 가치평가에 실패했으며, 소액주주 대표

로 이사가 된 Biderman을 종종 소외시키곤 했으며 Biderman이 이사회에

참석하더라도 그의 비판은 사소한 것으로 취급했다고 한다. 또한 몇 가지

조건이 투자자그룹 W와 J에게 우호적으로 바뀌는 동안 이사회는 소액 주

주에게는 자본재조정에 대해 핵심적인 사항, 가령 누가 전환우선주를 어떠

한 조건으로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리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06년 다른 회사에 합병되어, Nine Systems社의 주주는 주

당 13$를 받아 초기 투자에 비해 이익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W과 J는 자

본재조정으로 추가적으로 얻게 된 지분에 대해 다른 주주에 비해 더 많은

이익을 보게 되었다. 이에 대해 소액주주들은 지명이사들이 이해상충적인

지위에서 자본재조정을 결정한 것은 이사의 신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② 법원의 판단

(i) 이사가 이해상충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

법원은 위 3명의 이사들이 이해상충 상황에 있음을 인정하였다. 각 이사

는 자신을 이사로 지명한 W, J, C에 대해 신인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들 W,

J, C가 다른 주주와 공유되지 않는 이익을 받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261) In re Nine Systems Corporation No. 3940-VCN, 2014 Del. Ch. LEXIS 171 
(Sept. 4, 2014), judgment entered by 2015 Del. Ch. LEXIS 133 (May 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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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사회 판단의 합리성

법원은 이해상충 상황에 있음을 이유로 해당 거래의 내용 및 절차가 본

질적으로 공정했는지(entire fairness)를 판단하였다.

법원은 절차의 공정성은 부정하였다. 회사가 중립적인 가치평가에 실패

한 것에 더하여, 주주들에 대한 자본재조정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부실하였다

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자본재조정을 할 것이라는 대략적인 것만 알렸지,

조건이 W 등 일부 주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되어 가는 과정에서 소

액주주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리지 않았고, 심지어 누가 얼마만큼 전환우

선주를 갖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고는 소액주주 대표인 Biderman이 해당 자본재조정을 승인했다고 항

변했으나, 법원은 자본재조정 협상과정에서 Biderman은 소외된 적이 많았

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절차가 공정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하지만 거래가격은 공정하다고 보았는데, 거래가격의 공정성이 인정된다

고 해서 총체적으로 부당한 절차(grossly unfair process)의 하자가 치유되

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거래가격이 공정하다고 하더라도 지명이

사의 신인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W, J, C에게 지배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지배주주로

서의 신인의무 위반의 책임 외에도, 이사의 신인의무 위반을 방조(abetting

and abiding)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회사의 손해가 없어 손해

배상은 인정되지 않았고, 대신 변호사 비용 2백만 달러에 대해서는 보상책

임을 인정했다. 변호사 비용 보상책임은 악의로 신인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주로 인정된다. 　

5) 소결

① 이사의 이해상충적 지위 판단의 기준

이상의 판례를 살피면, 이사 스스로가 이해상충적 지위에 있는 것은 아

니라고 하더라도, 그를 이사후보로 추천한 주주가 이해상충적 지위에 있고,

이사가 그 주주에 대해 신인의무를 부담하는 것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면,

이사의 이해상충적 지위가 인정된다.

어느 경우에 주주의 이해상충적 지위가 인정되는지 판단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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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소 중 하나는 해당 주주가 얼마만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있

다.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나 최대주주에 대해서는, 특정 거

래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주주와 지분비율 대비 동일한 대가를 받기로 한

이상, 이해상충적인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지배주주나 최대주주라고 하더라도 다른 주주와 공유되지 않는

추가적인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 이해상충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될 소지가

커진다. 다만 Zale Corp 판례나 Nine Systems 판례에서 보듯, 그 대가가

상당하여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어야 한다. 또 PLX Technology

Inc. 판례에서 보듯, 다른 주주와 동일한 대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거래를 추진한 동기가 그 주주 특유의 사정에서 기인한 경우에는 이해상충

적인 지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PLX Technology Inc. 판례는 헤지펀드

인 주주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혹은 단기 수익률 상승을 위해서 회사 매

각을 추진하는 경우 이해상충적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Zale Corp 판례에서는 유동성 확보를 위한 다른 수단도 있었음을 들어 이

해상충적 지위를 부정하기도 하였다.

두번째 요소로는 지명주주가 이해상충적인 지위에 있더라도, 지명이사가

헤지펀드 등 그 주주에 대해 신인의무를 부담하는 것과 유사한 관계에 있

을 것이 요구된다. 가령 헤지펀드의 경우, 헤지펀드 매니저 등 내부자를 투

자대상회사의 이사로 선임하려고 할 때에는, 향후 그 이사의 이해상충적 지

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에 따라 헤지펀드로서는 펀드에 대해

신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제3자를 이사후보로 추천하려는 유인이 생기고,

이러한 이유로 이사직을 수행해줄 제3자를 추가적인 보수(소위 golden

leash)를 주고서라도 구하는 경우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PLX

Technology Inc. 판례에서 판시된 바와 같이, 배후 주주에 대해 신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뿐 아니라 보수체계 등으로 인하여 배후 주주의 이익을 쫓

을 유인이 생긴 경우도 신인의무에 준하는 관계가 인정될 수도 있다.

② 이사회 운영

한편, 이상의 판례에서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 중 하나는 특정 주주의 이

익을 대변하는 이사가 선임되고 난 이후의 조치이다. 법원은 PLX

Technology Inc. 판례나 Nine Systems 판례에서 지명이사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 전자의 경우 지명이사가 문제된 거래를 추진하는 위원회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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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이 되어 거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고, 후자의 경우 지명이사 외의 다

른 이사들에게 중요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이사회가 중립적

인 판단을 하는데 실패하였다고 보았다. 특히 PLX Technology Inc. 판례의

경우, 경영진들이 지명이사 선임을 둘러싼 위임장 경쟁 단계에서는 지명주

주가 이해상충적 지위에 있음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지명이사가 선임되고 나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이 문제되었다. 이

렇듯 선임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했던 만큼 이후 이사회 운영

에서는 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더욱 주의했어야 했다고 평가되기도 한

다.262)

이에 반해 Zale Corp 사례에 대해서는 법원이 지명이사가 선임되었을

때의 모범적인 이사회 운영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Zale

Corp 사례에서는, 이사회가 특정 쟁점을 심사하기에 앞서, 이사회 구성원마

다 이해상충적 지위에 있는지, 이해상충적 지위에 있다면 그것이 판단에 영

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를 판단하고 그 이후에 이사회에서 본격적

인 심리로 나아간 바 있다.

이러한 판례를 기초로 실무에서는 지명이사가 자기거래 기타 이해상충

상황에 놓일 것으로 예상되거나, 지명주주의 지시에 구속되는 등 독자적 판

단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명이사의 이사회 참여를 제한해

야 한다고 조언한다.263) 혹은 이해상충이 문제된 지명이사를 배제한 특별위

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명이사가 해당 쟁점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에 참가하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때는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내용이 공개되었다면, 그 지명이사를 배제할 필

요는 없다. 이사회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들로

구성되었다면, 이러한 지명이사의 편향된 선택이 이사회를 통해 걸러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264) 또한 지명이사 스스로도 이해상충상황이

보다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사회 기록을 충실히 남겨두

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265)

262) Hunton & Williams LLP., 2015, 4면.

263) Corporate Director's Guidebook, 2007, 26-27면.

264) ibid.,, 26-27면.

265) Aquila, 2015,  2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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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참여권한

1) 이사회 참여권한이 침해되는 경우

① 이사회 참여권한

델라웨어 회사법은 합의제 기구로서의 이사회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인 ‘모든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권한이 보장된다.266) 지명

이사에 대해서도 다른 이사와 마찬가지로, (i) 이사회 소집에 대해 적정한

고지가 있어야 하고 (ii) 이사회에 참석하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iii) 이사가 신인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

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근로자나 관리자 기타 회사의

구성원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얻는 것을 포함한다.267)

② 이사회 참여권한의 침해

따라서 지명이사를 이사회 결정과정에서 필요이상으로 배제하는 것은,

지명이사의 이사회 참여권한268)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으며, 지명이사가

이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이사로서의 감독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이 될 수

있다.269) 한편 델라웨어 법원은 절차준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사회

소집이 예상되는 정기회와 그렇지 않은 임시회를 구별하여, 정기회에 대해

서는 보다 완화된 기준을, 임시회에 대해서는 보다 고양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사회 소집을 예측할 수 없는 임시회의 경우 모든 이사에 대한 적절

한 고지가 없다면 부적법(unlawful)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이사회에

서 이루어진 모든 행위는 무효(void)로 된다고 판시한다. 이와 달리 정기회

266) Folk, 2011, 275면. 비록 이를 규율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Lippman 판결 (1915) 
등 판례를 통해 구체화되어 있다.

267) Laster & Zebenkiews, 2014, 41면.

268) 델라웨어 회사법은 합의제 기구로서의 이사회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
인 ‘모든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권한이 보장되어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i) 이사회 소집
에 대해 적정한 고지가 있어야 하고 (ii) 각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고 자신의 의견을 피
력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iii) 이사가 신인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으로는 Folk, 2011, 275면 및 Laster & Zebenkiews, 
2014, 41면. 비록 이를 규율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Lippman 판결 (1915) 등 판례
를 통해 구체화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269) 위원회에의 수권을 무제한으로 인정한다면 사실상 이사회는 단순히 장식적인 기관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형평법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으로는 Corporate 
Director's Guidebook, 20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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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

로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270)

KLM v. Checchi 판례(1997)271)는 이사의 이사회 참여권한이 문제되었

을 때 리딩케이스가 된 판례 중 하나이다.272) 이 사건 법원은 해당 이사가

논의되고 있는 안건과 “직접적이고 특정가능한 이해관계(specific and direct

conflict)”에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해당 이사를 배제한 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273)

③ 이사회 참여권한을 침해한 결의의 효력

한편, 절차 위반이 곧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판례는 부속정관을 위반하여 당연무효(void)인 것과 형평법상 적정절차를

위반하여 취소 가능한 것(equitable voidable)으로 구별한다. 후자에 대해서

는 실효의 법리 등으로 추완이 가능하다고 한다.274)

Kalisman 판결(2013)275)은 임시회 소집 전날 지명이사에게 500페이지의

270) Lippman v. Kehoe Stenograph Co., 95 A. 895, 898 (Del. Ch. 1915).  

271) KLM v. Checchi, Civ. A. No. 14764-NC, 1997 WL 525861 (Del. Ch. July 23, 
1997) ;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KLM은 18.8% 지분을 보유한 제2대 주주로 
KLM의 임원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가 회사(Northwest Airlines 社)의 이사직도 겸직(이
하 ‘KLM 겸직이사’)하고 있다. 1995년 11월 회사는 포이즌필 발행 및 실행 여부에 대한 
이사회를 2시간 가량 진행하면서, 이러한 이사회 운영에 KLM 겸직이사를 배제한 것이 
문제되었다. 법원은 해당 이사회가 KLM에 대한 포이즌 필 외에도 포이즌 필 일반에 대
한 것도 논의대상으로 삼고 있었고, 후자에 대해서는 겸직 이사의 이해상충 정도가 다소 
희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하여, KLM의 요청을 들어주었다.

272) Laster & Zebenkiews, 2014, 59면.

273)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Northwest Airlines 이사회가 Northwest 의 이사
와 Northwest의 대주주 중 한명인 KLM(18.8%; 제1대주주는 25%를 보유하고 있는 
Northwest's unions)의 임원의 직을 겸직하고 있는 자(이하 ‘겸직이사’)들에 대하여 이사
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이사회(이하 ‘해당 이사회’)를 개최한 사안이다. 1995년 11
월 15일에 2시간 가량 개최된 해당 이사회에서는 KLM의 영향력을 낮추기 위해 포이즌필
을 시도할 것인지 여부를 쟁점으로 삼고 있었다. KLM은 해당 이사회에서 논의된 사항들
에 대해 discovery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Court of Chancery)은 해당 이사회는 
KLM에 대한 포이즌 필 외에도 포이즌 필 일반에 대한 것도 논의대상으로 삼고 있었고, 
후자에 대해서는 겸직 이사의 이해상충 정도가 다소 명백하지만 희석될 여지가 있었다고 
하여, KLM의 요청을 들어주었다. 

274) Klaassen v. Allegro Development Corporation, 2013 WL 5739680 (Del. Ch. Oct. 
11, 2013)

275) Kalisman, et al. v. Friedman, et al., C.A. No. 8447-VCL (Del. Ch. May 14, 
2013).  [www.wlrk.com/docs/KalismanvFriedman.pdf] 참조, 2016. 3. 17. 마지막 방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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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소집통지를 한 것이 문제되었는

데, 법원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을 금지하였다.

이후 이 사건을 주관했던 판사 본인의 평석에 따르면, 임시회에서 소집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형평법상 문제가 되는데, 이 사건 부

속정관은 ‘임시회를 개최함에 있어 이사에게 합리적인 방식의 소집통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속정관에도 위반한 것으로 파악하

고 있다. 이 사건 이사회는 형평법상 문제될 뿐 아니라, 부속정관을 위반한

것으로, 이러한 이사회에 기반한 회사의 행위는 절대무효(void)로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276)

Klaassen 판결(2014)277)에서는 정기회의 소집 과정에서 지명이사를 배제

한 것이 문제되었다. 법원은 정기회인 것을 감안하여 취소가능한 하자로,

그리고 문제된 지명이사가 이후 7개월간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아 권리 실

효 원칙에 의해 추완되어 이사회 결의가 유효하게 되었다고 판시하였다. 그

러나 보론으로, 부속정관(bylaw)으로 이사회 절차에 대해 정해두었다면, 부

속정관 위반은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하는 절차적 하자가 될 수 있다고 판

시하였고, 이는 대법원에서도 유지되었다. 대법원은 부속정관에 별도의 정

함이 없는 한, 정기회에서 의제 및 의안 등의 사전고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

은 아니라고 하였다.278)

아직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일반화하기는 곤란하지만, 다음과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정기회나 임시회의 소집절차에서 지명이사를 배제한 것

은 이사회 결의의 취소 사유가 될 뿐이고, 이는 이후 상황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될 수도 있다. 다만 정기회는 소집절차가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정기회라고 하더라도 부속정관상 정해둔 소집절차를 위반한 것은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하고, 그 이사회에 기반한 회사의 행위는 절대무효(void)로

된다.279) 그리고 이러한 판례 입장에 따르면 지명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사

전에 부속정관으로 이사회 소집절차에 대해 명시해둘 필요가 있게 된다.280)

276) Laster & Zebenkiews, 2014, 44면.

277) Klaassen v. Allegro Development Corporation, 2013 WL 5739680 (Del. Ch. Oct. 
11, 2013)

278) Klaassen v. Allegro Development Corp., No. 583, 2013 (Del. Mar. 14, 2014), 
19-21면. 다만 Supreme Court는 이 사건과 같은 정기회의 경우에는 부속정관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의제 및 의안 등의 사전고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부속정관으로 정기회 사전고지의무를 부과한 바 없다고 보
았다.

279) Laster & Zebenkiews, 2014, 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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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사회 운영에 관한 정관 

실무에서는 이사회나 위원회를 운영할 때 지명이사를 반드시 포함하게

하려면, 부속정관(bylaw)이나 설립정관(certificate of incorporation)으로 위

원회나 이사회에 지명이사를 포함시켜야 하고 이와 다른 구성의 위원회를

조직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시해둘 필요가 있다고 한다.281) 또한 델라웨어

회사법이 설립정관(certificate of incorporation)으로 위원회 구성을 변경할

때 특정 이사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점282)을 참고하여, 위

원회 구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명이사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상의 내용을 이행 강제하기 위하여 주주간 계약으로 다음의 조

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령 해당 이사의 선임이나 해임을 묻는 주주

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방향에 대해 미리 약정해둘 수 있다.283) 이외에도, 회

사 측에 대해 지명이사가 가능한 스케줄로 이사회 및 위원회를 운영하고

적절한 소집통지를 할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가기도

한다.284)

한편, 회사의 규모 및 비용을 고려할 때, 이해관계 없고 독립적 판단이

가능한 이사들로만 이사회 혹은 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이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i) 지명이사에 대해 의무 위반 가능성을 인

지하고, 이사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

기록을 충실히 남길 것, (ii) 중요한 정보를 주주에게 공개할 것 등을 조언

하기도 한다.285)

280) Laster & Zebenkiews, 2014, 44면.

281) NY Bar Report, 2010, 1163-1164면.

282) DGCL, s.141. 부속정관으로는 불가능하다. 

283) 이상의 설명은 NY Bar Report, 2010, 1163-1164면.

284) BlankRome LLP, The Ten Elements of a Proxy Contest Settlement, 2008
[https://www.blankrome.com/sites/default/files/01A794D3AECF9367B1F6B61B599F
CA03.pdf] (최종방문일 : 2019. 1. 4.)

285) Bochner & Simmerman, 2016, 20-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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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주 

(1) 이해상충 상황에 있는 이사의 이사회 참여 범위

호주 회사법은 이사에게 이해상충 상황을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면서286)

이해상충 상황에 놓인 이사는 원칙적으로 의결권 행사, 나아가 이사회 참여

자체가 금지된다.287) 특별이해관계와 이해상충을 동일한 의미로 파악한다

면,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의결권 행사만을 금하고 심리 참여는 허용하

고 있는 우리 법에 비해 이사회 참가 범위가 더 좁다.

그러나, 호주 회사법은 의결권 행사나 이사회 참여를 인정할 수 있는 예

외288)를 인정하고 있다는 차이를 보인다. 법문은 (i) 이해상충이 제191조상

의 공시를 필요로 할 만큼 중대하지 않거나,289) (ii) 이해상충의 성질과 정

도 등이 개시된 후 이해상충이 있는 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승인이 있을 때

이사의 참가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iii) 호주의 증권투자위원회(ASIC :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가 허용하거나 명령한 경우290)에도 이해상충 있

는 이사의 이사회 참여가 인정된다. 호주의 증권투자위원회는 (a) 의결권

행사 혹은 이사회 참가를 허용하고자 하는 이해상충 상황에 놓인 이사의

수가 이사회 과반수에 미달하고 (and) (b) 사안을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사안을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 이사회 심리 참가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선언(declare)

을 할 수 있다. 이는 경우에 따라 회사나 이사가 따라야 하는 조건을 부가

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291) 뿐만 아니라 이해상충 상황에 놓인 이사가 이

사회 참여 혹은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는 명령(order)을 내리는 것도 가

능한데, 이 역시 조건이 부가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발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호주의 공시시스템(Gazette)을 통해 공시되어야 한다.292)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호주 증권투자위원회가 이사회 참가 혹은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이해상충적 지위에 있는 이사가 참여

286) Australia Companies Act 2001, s.191. 제4장 제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287) Australia Companies Act 2001, s. 195.

288) Australia Companies Act 2001, s.196.

289) Australia Companies Act 2001, s.195(2)(a).  

290) Australia Companies Act 2001, s.195(2)(b) 및 s.196.

291) Australia Companies Act 2001, s.196(1)(2).

292) Australia Companies Act 2001, s.196(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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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그 수가 이사회 과반수를 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다. 이해상충 상황에 있는 이사는 그 의견이 반영될 수는 있지만, 이사회

결정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입법일 것으로 생각된다.

(2) 이사회 운영에 관한 프로토콜

호주에서 이사의 의무나 이사회 운영에 대해 회사의 프로토콜이 규율하

기도 한다.293) 지명이사를 선임하면서 회사와 지명주주, 경우에 따라서는

지명이사도 당사자로 참가하여 프로토콜을 작성하기도 한다.294)

한 예로, ECLIPX라는 호주 ASX 상장회사는 이사회 운영 방식에 대해

정해놓은 이사회 정관(Board Charter)의 부속서 형태로 작성한 프로토콜을

참고할 수 있다. 부속서 A는 이사가 이해상충 상황에 놓였을 때의 이사의

의무 및 이사회 운영절차, 이해상충 상황의 공개에 관한 프로토콜을 정하

고, 부속서 B는 지명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정하면서,

이해상충의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지명이사가 이사의 지위에서 취득한 정보

를 지명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활용하거나 지명주주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사안을 다루는 이사회에 관여하는 것을 들고 있다.

이에 따라 지명이사의 이해상충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이사의 이해상충

상황에 대한 프로토콜은 (i) 지명이사를 포함하여 이사가 이해상충 상황에

놓였을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준법관리인(probity officer)이나 준법관리부서

(company secretary)에 제공할 것, (ii) 준법관리부서에서 특정 이사가 이사회

에 참여할 경우 이해상충이 유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및 특정 이사의 이

사회 참여를 얼마만큼 허용할지를 결정한 이후에 이사회 소집절차 등을 진

행할 것, (iii) 예외적으로 독립이사(independent directors)가 이해상충의 경

293) 프로토콜은 지명이사를 선임한 경우에만 작성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AGDA 社의 이사
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프로토콜. AGDA Limited, Directors’ Duties and 
Responsibilities Protolcol for Board Members, Jul 2014. 
[http://www.agda.com.au/media/2024196/AGDA-Board_Roles-Policy_V1-July2014.
pdf] (최종방문일 : 2018. 12. 27.). 

294) 가령 Eclipx Group Limited Board Charter, Ver. 1.3, (Nov 1, 2017) 
[http://investors.eclipxgroup.com/FormBuilder/_Resource/_module/shzJPII48UOv
pMXpcw7PHQ/docs/governance/Board-Charter-Formatted.pdf] (최종방문일 : 
2018. 11. 23.) 그 외에도 Virgin Australia Holdings Limited, Directors’ Duties and 
Responsibilities, ASX Release, 4 Jul 2014. 
[https://www.asx.com.au/asxpdf/20140704/pdf/42qmxvhf42r1ff.pdf] (최종방문일 : 
2018. 12. 27) 후자의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다음 절(제4장 제4절)에서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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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지명이사의 참가를 허용할 수 있는데, 가령 (a)

해당 사안의 정보를 일부 수령하거나 (b) 해당 사안에 대해 이사회에 제공

된 정보 중 일부 삭제된 형태로 수령하거나 (c) 해당 사안에 관한 의결권은

갖지 않되 토론에는 참여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이해상충 상

황에 놓인 지명이사가 미공개의 정보를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이사가

회사에 부담하는 의무에 따라 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정하고

있다.

V.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

1. 일부 주주가 추천·제안한 이사의 의무 

일부 주주가 추천·제안하여 선임된 이사가 있을 때 이사의 의무에 대해,

영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추천·제안 주주의 이익에 부합되는 결정을 하였다

면, 그것이 실제 회사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 자체로

이사의 신인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엄격한 입장을 취한다. 즉 추

천·제안 주주의 이해가 걸린 사안에서는 지명이사의 판단이 적법하다는 추

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따라서 지명이사로서는 판단함에 있어 정당화 근

거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게 된다. 이는 지명이사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할 수 있고, 그 결과 캐나다 알버타 주의 회사법처럼 정관으로 지명이사가

지명주주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정할 수 있게 하거나, 견해에 따라서

는 지명이사의 회사 이익을 추구할 의무를 완화해주는 만큼 이사로서의 권

한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295)

한편, 호주에서는 회사 이익에 부합된다면, 혹은 회사의 이익에 반한다

는 사실을 알고 한 것이 아니라면 이사의 신인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는 완화된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입법태도는 지명이사가 업무수행함에

있어서 의무를 위반할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지

명이사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명이사에 대해

회사법상 이해상충에 관한 일반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데, 호주 회사

법은 이사에게 이해상충 상황에 대해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사의 이해

상충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참여를 전면·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295) 델라웨어의 LLC가 그러하다는 설명으로는 Adkins, Keilty & Merkley, 20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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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경우,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의사결정을 했다면 그 의사

결정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할 뿐296)이어

서, 일부 주주의 추천·제안으로 선임된 이사가 이해상충 상황에 놓여 있다

고 해서 그 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해상충 상황에 대해 미리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자기거래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호주 회사법에서와 같이 이사의 의무를

수정할 가능성을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우리 상법상 지명이사의 의무

는 다른 이사와 동일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경우 이사회 운영 절차를 정비

함으로써 이사의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처하는 것은 이사회 의사결정의 공

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해당 이사가 회사에 대한 신인의무를 위

반할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 된다.

2. 이사회 운영

(1) 비교법적 시사점

일부 주주의 추천·제안으로 선임된 이사가 가진 이중적 지위, 즉 회사에

대한 신인의무와 추천·제안주주에 대한 의무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지명이

사의 이해상충을 야기할 수 있는 이사회 의사결정과정에 지명이사의 참여

를 자발적으로 혹은 이사회 차원에서 제한하는 것은 비교법적으로 보더라

도 일반적인 대처방식 중 하나이다.

다만, 이때의 대처방식을 법률이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호주 회사법 제195조는 이사가 이해상충상황에 놓인 경우 이사회 의결권을

박탈하거나 혹은 심리절차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유사하다. 그러나 이해상충이 중대하지 않거나, 증권거래위원회가

허용한 경우 이해상충상황에 놓인 이사의 의결권 행사 혹은 이사회 참여를

허용하거나 때로는 강제하기도 한다. 다만 이 때 그 이사의 수는 이사회 과

반수 미만이어야 하며, 회사나 주주에 대해 기타 조건을 부가하는 것도 가

능하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프로토콜을 통해 개별 회사의 사정에 맞추어 지

명이사가 어떤 쟁점에 대해 어느 정도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구체화하는

방식을 취한다.

296) 대법원 2013. 9. 12. 2011다578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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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판례를 근거로 회사가 자발적으로 이해상충상황에 놓인 이사를

이사회 의사결정에서 배제하려는 노력을 기하게 되며, 실제 Zale Corp. 판

례(2015)에서 이사회에서 1차적으로 각 이사들의 이해관계가 일반적인 주주

들과 일치(align)하는지, 이해상충 정도가 판단에 영향을 줄 만큼 중대

(material)한지를 미리 심사한 후, 2차적으로 본안 판단을 하는 방식을 취한

사례에 대해 법원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다. 다만 최근 실무에서는

이사의 이사회 참여권한이 지나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부속정관으로 이사의 이사회 참여 권한에 대해 정해둘 것을 권장한다.297)

미국에서도 호주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사의 이해상충으로 인해 이사가 이사

회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축적된 판례로 인하

여 회사로서는 이해상충 있는 이사의 참가를 배제함으로써 판단의 적법성

을 추정받기를 선호하게 된다.

(2) 특별이해관계의 의미

1) 외국 법제와의 이동(異同)

영미법제에서 이해상충 지위에 있는 이사의 이사회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우리 상법상 특별이해관계인 제도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전자는 이해

상충 지위에 있는 이사가 관여하더라도 이사회 결의의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관여를 금지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특별이해관계가 있

으면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우리 법과 차이가 있다. 또한 그 이론적 배경을

고려할 때, ‘특별이해관계’는 이사의 이해상충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

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사회 의사결정과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 문제

된 이사의 이사회 참여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이사회

참여를 금지할 유인이 생긴다는 점에서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특별이해관계인 제도를 해석함에 있어 영미권

의 ‘이해상충적 지위’에 있는 이사에 관한 논의를 차용하여, 지명이사가 있

는 경우 이사회 운영에 대해 제안을 하고자 한다.

297) Atkins, Grossman & Welch, 2013,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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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이해관계의 판단 

외국에서 지명이사의 ‘이해상충’이 인정되었던 사례를 참고한다면, 지명

이사가 추구하는 이익이 회사의 이익이나 주주 일반의 이익과 괴리되는 경

우에 지명이사의 ‘특별이해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판례를 참고한다면, 구체적으로 다음의 요건, (i) 해당 이사를 추

천·제안한 주주와 회사 간의 이해상충상황 혹은 소위 ‘추천·제안 주주’가 다

른 주주에 비해 이득을 얻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ii) 그 주주에 대하여

해당 이사가 신인의무를 부담하거나 추가적인 보수를 받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사가 추천·제안 주주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3) 이사회 참여 허용 범위

문제는 이러한 특별이해관계가 인정되고 난 이후의 대처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의결권 배제라는 방식밖에 취할 수 없는데, 이는 앞서

밝혔듯, 일부 주주에게 이사 후보 추천권을 부여한 사적 협상의 취지, 주주

제안을 통한 이사 후보 제안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호주 회사법이 ‘중대한 이해상충 상황에 놓인 이사’의 이사회

참여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이해상충 상황에 놓

인 이사를 ‘특별이해관계인’으로 치환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우선, 중대한 이해상충 상황에 놓인 이사,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

에 대해 의결권 행사 금지 또는 심리 참여 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

별이해관계인을 제외한 이사회의 승인이 있거나, 증권거래위원회(ASIC)의

허가 또는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심리 참여 혹

은 의결권 행사도 허용할 수 있다. 즉, 특별이해관계가 인정되는 이사에 대

해, (i) 의결권 행사 가능, (ii)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지만 심리에 참여 가

능, (iii) 심리 등에서도 완전히 배제하는 세 가지 단계 중에서 이사회 참여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

우선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를 제외한 이사회의 승인이 있을 때, 특별

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의결권 행사 기타 참여가 허용될 수 있다. 이 때 승

인에 앞서 이해상충 기타 특별이해관계 유무 및 정도가 개시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해 심사하기 전에 회사 이사회가 이해상충 기타 특별이해관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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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판단하는 것은 비교법적으로 드문 예는 아니다. 미국의 Zale Corp 판

결(2015)은 이사회가 본격적인 심리절차에 돌입하기에 앞서, 각 이사의 이

해상충 여부 및 경중을 판단하였던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일본

도 회사법 시행령이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를 배제하기에 앞서 그 사실을

이사회 의사록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서, 특별이해관계인 배제 여부

에 대하여 이사회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만 호주의 입법은,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와 달리, 이러한 절차를 법으로 명

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이사회 참여를 얼마만큼 인정할 것인지

에 대해 이사회 재량이 인정되게 된다면, 정관이나 사적 협상을 통해 이사

회 운영절차에 대해 정해둘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되게 된다. 가령, 어떠한

쟁점에 대해서는 특별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든가, 심

리에만 참가할 수 있다든가, 의결권 행사 및 심리 참가가 금지된다든가 등

을 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3, 이사회 참여권한 침해에 대한 사전적 구제수단의 확충

이사의 이사회 참여권한이 침해된 경우, 사전적 구제수단을 확충할 필요

성이 있다. 우리 법제 하에서 이사회개최금지가처분 등을 고려할 수 있으

나, 지명이사의 배제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힘들고, 잠정적 처분이 보전목적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사전적 구제수단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 외국

의 입법례 및 실무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앞서 언급한대로, 이사회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이사회의 중립

성을 제고하는 조치를 취한 후 본안판단에 나아가는 2단계의 심사를 거치

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가령 이사회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1단계 심사과정

에서는 (i) 지명이사의 특별이해관계 유무 및 정도를 심리하고, (ii) 심리 결

과에 따라 지명이사의 참여 가능 범위를 정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이사회

중립성이 확보되어야 실제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것이다.

또한 호주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ASIC)가 이해상충적 지위에 있는 이사

의 이사회 참여를 허용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이는 이사회 소집금지 가처

분과 같이 소극적인 구제수단에서 나아가, 회사가 이해상충적 지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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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참여를 거절한 경우 문제된 이사의 이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상당히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그 참여를 인정한다

고 하더라도 이사회를 장악할 정도, 즉 이사회 과반수가 되어서는 안 되고,

증권거래위원회가 회사나 이사에 대해 그 밖의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가능

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주주가 지명한 이사는 지배주주나 경영진 견제

를 위해 필요하지만, 효율적인 경영을 방해할 정도여서는 안 된다는 논리에

따르면 타당한 입법으로 생각된다. 입법에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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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4 節 일부 주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이사를 통한 정보교류

I. 문제상황  

주주는 그가 후보로 추천·제안한 이사를 통해 회사의 자본구조·배당정

책·조직재편계획 기타 회사의 운영전략 전반에 관한 정보를 얻게 될 수도

있다. 외국에서는 자기측 인사를 이사로 선임시키는데 성공한 주주가 그 이

사로부터 대상회사의 경영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이 일상적이고, 특히

헤지펀드 매니저의 지위를 가진 자가 직접 이사가 되었을 때에는 회사의

이사인 동시에 펀드 수익자에 대한 수탁자(fiduciary)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수익관리를 위해 회사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298)

이러한 상황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

하나는 지명이사의 정보접근에 관한 것이다. 지명이사도 다른 이사와 동

일한 수준의 정보접근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지명주주에게 정보가 유출

될 것을 우려하여 지명이사의 정보접근을 차단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는

이사간 정보교류에서 지명이사를 배제해도 되는지의 문제로, 이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보에 접근할 필요성과 회사의 비밀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

간에 비교형량해야 하는 문제가 된다. 이는 제3절의 논의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제3절은 회사와 주주, 그리고 주주 사이의 정보교류에 초점을 두는

반면, 제4절은 회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이사들간의 정보교류 및 이사를

매개로 하여 주주가 회사의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만을 한정하여 살핀다는

차이가 있다. 가령, 지명이사가 이사로서의 감시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회사

의 중요 정보를 얻어야 하는 경우가 본 절의 특유한 문제상황 중 하나로,

제4절에서는 회사법상 쟁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다른 하나는 지명주주의 정보접근에 관한 문제이다. 지명주주는 정보제

공에 관한 명시적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지명이사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명이사가 지명주주에 대해 신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지명이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지명주주에게 제공할 것이 의무

로서 요청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때 지명주주와 지명이사간의 정보

298) Laster & Zebenkiews, 2014, 55-56면 ; 호주에서 지명이사를 선임한 경우, 지명주주
로서는 지명이사와 정보제공에 관한 약정(reporting back arrangement)을 체결하는 경
우가 종종 있다는 설명으로는 호주 CSLRC, 1987, para.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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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아직 우리의 경우 특정 주주가 상법상 주주제안권 혹은 계약을 통해 이

사 후보 제안 및 추천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이러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외국의 판례를 통해 회

사 정보를 둘러싸고 어떠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

여 이사의 의무, 이사나 주주의 정보접근권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살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떠한 법리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해석의 공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해석안 및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주주의 정보접근권과 이사의 비밀유지의무간의 관계
             : 추천·제안 주주와 이사와의 정보 공유의 허용 여부

1. 의의

여기서 다루어지는 주주의 정보접근권이라는 것은, 이사 후보를 추천·제

안, 또는 이사선임권을 가진 주주가 선임된 이사를 통해 회사의 정보를 수

령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명주주는 지명이사를 통해 회사의 내부 정

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제한할 수 있을 것인가

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지게 된다.

그러나 추천·제안 주주가 그로 인해 선임된 이사를 통해 정보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회사를 상대로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미국

사례에서는 추천·제안 주주는 일반적인 주주의 정보접근권을 주장하며 회

사의 정보를 요구하곤 한다. 일반적인 주주의 정보접근권은 회사법과 보통

법에 근거를 둔 것으로 나뉘는데, 보통법에 의한 것은 요구할 수 있는 주주

나 정보의 범위가 회사법에 근거한 것보다 더 넓다는 특징이 있다.299) 주회

사법에 근거한 정보접근권은 그 행사목적이 정당하다는 점을 누가 입증할

지, 행사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제수단이 무엇인지 등에 있어 주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그 중 델라웨어 회사법 제220조는 주주 스스로 목적의 정당

성을 입증하도록 하고300) 목적을 위해 필요충분한 범위(essential and

299) O'Neal & Thompson, 2018, § 7:35

300) DGCL, s. 220(c). 주주명단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청구의 정당성 여부를 회사
가 입증하고, 그 밖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청구의 정당성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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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fficient)의 자료301)에 한하여 정보 접근이 허용된다.302) 다만, 미국에서도

주주가 청구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 그 입증부담이 적지 않아 실

제 권리 행사에 장애가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곤 한다.303)

이에 더하여 Moore 판결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델라웨어 법원은 주주

에게 이사 후보 추천권 등을 부여하는 계약에 지명한 이사를 통한 정보접

근권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기도 한다.

이하에서 관련 판례를 소개한다.

2. 미국

(1) Moore 판례(1996)304)

위 Moore 판례(1996)에서, 법원은 지명주주(Moore)가 지명이사(Roger)

와 동일한 정보 수령권한을 가지는지를 하나의 쟁점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

해 계약상 이사를 지명(designate)할 권한 및 교체할 권한을 갖고 있던 지

명주주는 계약에 의해 지명이사와 동일한 정보접근권한을 가지게 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지명주주와 회사(Holding社)의 관계는 이 사건 주

주간 계약(stockholders' agreement)에 따라 정해지는데, 계약을 합리적으로

해석할 때 계약의 모든 당사자들은 지명이사가 지명주주의 대변인으로서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고, 계약에서

지명주주가 지명이사로부터 정보 수령하는 것을 제한하는 어떠한 내용도

발견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명주주의 회사 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301) Kortum v. Webasto Snroofs, Inc., 769 A.2d 113, 119-120 (Del. Ch. 2000). 다만 
법원은 조사 범위를 적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302) Folk, 2014, para. 7-237

303) Eisenhofer & Barry, 2013, para. 6-70. 회사장부 등을 조사하는 주주는 경영진 잘
못의 실질적인 증거를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소송을 실제 진행하기 전인 이상, 델라웨어 
법원은 사실상 입증이 불가능한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  
재인용 ; ibid., para. 6-69 는 Axcelis 판례( 2009WL 3086537, Del. Ch. Sept. 28, 
2009. 6면) 를 소개하면서 입증의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법원은 '법
원이 보기에, 회사가 잘못 경영되고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는 믿을 만한 근거
(credible basis)'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한 입증(sufficient fact)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Seinfeld v. Verizon Communications, Inc., 909 A.2d 117 (Del. 
2006), 118면 참고.

304) Moore Bus. Forms, Inc. v. Cordant Hldgs. Corp., 1996 WL 307444, (Del. Ch. 
June 4,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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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이사와 동일한 범위에서 인정된다는 뉘앙스 하305)에, 계약상 인정되는

지명주주의 정보수령권한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명이사가 가지는 정

보접근권한의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지명주주에게 지명이사와 동일한 내용의 정보접근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판시를 했던 Moore 판례 이후, 실무에서는 지명주주가 지명이사로부터 정

보 제공을 받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계약상 명문의 규정을 두어야 한

다고 해석하고 있다.306)

(2) Kortüm v. Webasto Sunroofs, Inc. (2000)307)

이 사건 지명이사(Kortüm)와 지명주주(WAG)가 회사 업무 감시 등을

위해 델라웨어 회사법 제220조에 기해 피고 회사에게 정보를 요청하자, 피

고 회사(Webasto社)는 지명주주가 새로 기업(Hollandia)을 인수하면서 북미

시장에서 피고 회사와 직접 경쟁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지명주

주에 대해서는 정보제공을 거절하고, 지명이사에 대해서는 지명주주와 정보

공유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한 것이 문제되었

다.308) 이에 지명이사와 지명주주가 제약 조건 없이 정보 제공할 것을 요청

305) 법원은 "이사가 이사회에서 주주의 지명인으로서 행동하고, 그 주주의 대리인
(representative)로 이해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그 주주 역시도 이사와 동일한 정보
를 수령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원문은 “When a director 
serves as the designee of a stockholder on the board, and when it is 
understood that the director acts as the stockholder‟s representative, then the
stockholder is generally entitled to the same information as the director. ”(강조
는 필자) 이러한 표현은 이후 Kalisman 판결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된다. 

306) Morris, Harzeca & Kamps, 2008, 5면 ; Laster & Zebenkiews, 2014, 53-56면. 

307) Kortum v. Webasto Sunroofs, Inc., 769 A.2d 113 (Del.Ch.2000)

308)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Webasto社(WSI)는 Magna와 WAG가 
각 50%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합작투자회사로 Magna가 일상적 경영을 하고 대신 WAG는 
1인의 이사선임권한을 보유하여 WAG의 대표이사인 Kortüm이 Webasto社의 이사로 선
임되었다. 이후 회사의 수익이 전년도에 비해 하락하고 주주간의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
다. 이에 지명이사인 Kortüm은 회사 수익 감소 등 회사 업무 상황을 감시하기 위하여 
적절한 정보 제공을 해줄 것을, 지명주주인 WAG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를 파악하
기 위하여 정보 제공을 해줄 것을 델라웨어 회사법 제220조에 근거하여 회사에 대해 요
구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Webasto社는 지명주주의 실제 의도는 WAG가 Hollandia라
는 썬루프 판매 회사를 인수하는 등으로 북미 썬루프 시장에서 직접 경쟁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지명주주에 대해서는 정보제공을 거절하고 지명이사인 Kortüm에 
대해서는 지명주주와의 정보 공유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지명주주인 WAG와 지명이사인 Kortüm은 그 부당함을 다투며 제약 조건 
없이 정보 제공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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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법원은 이사의 정보접근권이 부당하다는 점은 피고 회사가 입증책임을

지는데, 지명이사가 지명주주에 대해 신인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의 회사에 대한 정보 요구가 부당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지명주주가 실질적 혹은 잠재적 경쟁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사

의 정보 요구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고, 정보접근권의 범위를 한정하거나

조건을 부가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지명이사에 대해

서는, 지명주주가 인수한 기업(Hollandia)과 공유하면 안 된다는 조건 외에

는 다른 제한 없이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주주의 정보접근권에 대해서, (i) 지명이사로부터 정보를 수령할 수 있는

범위와 (ii) 지명주주의 독자적인 정보접근권의 범위에 대해서 별도로 판시

하였다. 이 중 (ii)에 대해서는 지명주주가 잠재적 경쟁자 지위를 가져도 정

보접근권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던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

다.

그리고 지명주주가 지명이사로부터 정보를 수령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서는, 이미 지명이사의 광범위한 정보접근권을 인정하고 주주와의 공유도

허용하였기 때문에, 지명주주가 요구한 정보의 범위가 목적에 따라 필요한

범위(essential and sufficient)였는지에 대한 심리는 따로 하지 않았다. 다

만, 지명이사에게 부과된 조건과 동일하게, 수령한 정보를 인수한 경쟁기업

(Hollandia)과 공유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부가된다고 하였다.

3. 호주

추천·제안 주주의 정보접근권을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는 호주 판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회사가 아닌 공익 목적 법인과 관련된 사례로

Bennetts 판결(1967)309)이 있다.

Bennetts 판결(1967)에서 회사가 지명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건에 대한 자료를 지명이사에게 제공함에 있어, 회사가 지명인에게

공개하지 않을 조건을 부과한 것의 타당성이 문제310)되었다. 법원은 지명이

309) Bennetts v Board of Fire Commissioners of New South Wales (1967) 87 WN 
(NSW) 307.

310)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특수법인인 화재방지위원회의 이사들은 지
방정부, 보험회사, 소방관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위원회에서 영구 소방관직에 영
향을 미치는 사안을 심리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영구소방관직을 대표하여 이사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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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지명인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 부과는 정당하

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은 호주 판결임에도 캐나다 문헌에서는 이를 인용

하며 지명이사가 지명주주와 회사 간의 이해가 상충될 때 지명이사가 지명

주주에게 회사의 정보를 제공한다면 이는 이사의 신인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곤 한다.311)

그러나 호주 정부 보고서가 호주 판례의 태도를 설명하면서 인용하고

있는 Berlei Jestia 판례(1983)312)에서는, 회사 설립시에 각 주주에게 이사

선임권한을 줄 것을 합의한 이상, 각 이사들이 자신을 지명한 자를 위해 특

별한 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를 근거로 실무에서는 지명주주에게 정보 제공을 어

느 범위까지 할 수 있을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주주간 계약

(shareholders agreement)와 관련 서류를 기초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그러한 계약에 정보제공을

허용하는 명시적인 조항을 포함시키거나, 혹은 이사회가 개최되기 전에 지

명주주에게 어떤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을지의 문제를 미리 결정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하기도 한다.313)

한편 호주 정부 보고서는 주주가 지명이사를 선임하는 주된 이유 중 하

나가 회사의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실무상 지명이사와 지

명주주 간에 정보 제공에 대한 확약(reporting back arrangement) 등을 체

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한다.314)

그러면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 있다. 하나는 입법안으로서 이사의 신인

의무가 완화될 수 있는 3가지 경우를 두고, 이러한 3가지 경우, 즉 (i) 모든

주주가 사전에 충분한 정보에 기반하여 승인한 경우, (ii) 모든 주주가 참가

임된 Bennett이 해당 안건에 대한 변호사 자문(counsel's advice)의 사본 제공을 청구하
였고 이에 Bennett이 속한 영구소방관 협회에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조건으로 사본이 
제공하려고 하자 Bennett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후 Bennett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해당 
안건은 이사회에서 가결되었다. 이후 Bennett이 해당 정보에 대해 별다른 조건 없이 접
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311) Feldman, Patridge, Goldberg, 2013, 4면.

312) Berlei Hestia (NZ) Ltd v. Fernyhough [1980] 2 NZLR 150. 구체적인 검토는 이하  
III.에서 이어하도록 한다.

313) Baker & McKenzie, Nominee Directors in Australia : Guidelines (References 
are to Memorandum on Australian directors duties and liabilities). 
[http://www.bakermckenzie.co.jp/e/material/dl/seminar/emi/2-3.pdf] (최종방문일 
: 2018. 12. 28.)

314) CSLRC, 1987, para.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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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계약에서 승인한 경우, 혹은 (iii) 완전자회사의 이사가 모회사의 이익을

고려하는 경우에 이사가 지명주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 역시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을 둘 것을 제안한다.315) 또한 이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장회사에 적용되기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계약 등을 통해 상장회사의 이

사가 지명주주 등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316)

현재 호주 회사법에는 이러한 정부 보고서의 제안이 반영되진 않았으나,

뉴질랜드 회사법에서 후자와 비슷한 조항을 찾아 볼 수 있다. 지명주주 등

을 이해관계자로 등록하게 함과 동시에 지명주주에 대한 정보제공을 허용

하고, 대신 이사회는 지명이사가 지명주주에게 정보공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고 한 것이 그 예이다.317)

4. 소결 

(1) 원칙 : 지명주주와 지명이사간 정보공유의 허용

지명주주가 지명이사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이나

호주에서는 지명이사가 처한 이중적 지위를 보다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

다. 주주에게 이사후보 추천권이나 이사 선임권 등을 부여하는 계약은, 달

리 정함이 없는 한 지명주주와 지명이사의 정보공유를 허용하는 암묵적 합

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미국에서의 논의에 따르면, 법원이 지명주주는 지명이사와 동일한 수준

에서 회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파악하는 까닭은, 지명주주와 지명이사

간의 정보공유를 막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한

다.318) 왜냐하면 지명주주 본인이 지명이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지명주주의 정보보유를 막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지명이사의 정보보

유를 막는 방식을 취하면 이사로서 회사 감시 및 경영성과에 관여하는 것

이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행동주의 펀드가 펀드매니저를 이사로

315) CSLRC, 1989, para. 65 및 para. 83

316) CSLRC, 1989, para. 81.

317) NZ Companies Act 1993, s. 145(2) ; In Kings Wharf Coldstore Ltd (in rec & 
Liq) v Wilson -2001-485-954

318) Laster & Zebenkiews, 2014, 55-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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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하는 경우처럼 이사가 추천·제안 주주에 대해 신인의무를 부담하는 경

우도 많다. 이 경우 펀드 운영에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은 펀드 수탁자의 신인의무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신인의

무와 펀드 수탁자의 신인의무가 충돌되는 문제가 생긴다. 뿐만 아니라 실제

정보공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은 소송에서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

다.319)

(2) 예외 :　지명주주 정보접근권의 제한

미국에서는 지명주주의 정보획득은 이사의 정보접근권에 기반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도 지명이사의 정보접근권과 동일

한 정도로 확장되는 효과가 있다. 이사의 정보접근권은, 후술하겠지만 이사

의 권한에 근거하기 때문에 일반 주주의 정보접근권보다는 광범위한 범위

에서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지명이사의 정보접근권에 근거한 지명주주의

정보접근권은, 법령상 인정되는 주주의 정보접근권과는 구별된다. 또한 지

명주주의 정보접근권이 지명이사의 정보접근권에 근거하였다는 것은, 지명

주주의 정보접근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지명이사의 정보접근을 제한하는 것

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혹은 지명주주에게 이사 선임

에 관여할 권한을 부여하면서, 지명이사와의 정보공유를 금하는 특약을 사

전에 체결해두는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지명이사의 정보접근권이 인정되는 범위와 그 제한에 대해

살핀다. 지명이사와 지명주주간의 정보공유가 사실상 허용된다는 입장에 따

르면, 지명이사의 정보접근권의 범위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지명주주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III. 이사의 정보접근 

1. 의의

미국320)이나 호주321)는 이사가 신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319) Laster & Zebenkiews, 2014, 55-56면.  

320) Moore Bus. Forms, Inc. v. Cordant Hldgs. Corp., 1996 WL 307444, at *5 (Del. 
Ch. June 4, 1996); accord Intrieri, 1998 WL 326608, at *1 

321) 호주의 경우 Edman v. Ross (1922) 22 S.R. (N.S.W.) 351 at 360 ; 호주 정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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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회사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가령 호주에서는

이사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이사는 회사의 모든 서류에 접

근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회사 서류의 사본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미국에서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을 업

무 수행의 근간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사의 정보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법상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며322) 이사가 다른 이사에게 정보

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은 신인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323) 해석한다.

이사의 정보접근권에 대한 이상의 설명은 일부 주주의 추천·제안으로 선임

된 이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령 지명이사라고 하여 회사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금한다면, 이사로서의 감시의무 기타 업무수행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을 후보로 추천·제안한 주주와의 연관성으로

인하여 회사 정보로부터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생길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이사의 정보접근권이 문제되었던 외국의 판례를 살

핀다.

2. 미국

(1) 이사의 정보접근권

델라웨어 회사법은 이사의 회계장부 및 문서 열람권 등 정보접근권을

인정하고, 회사는 이사가 부당한 목적(improper purpose)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에 응해야 한다는 점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

다.324) 정보접근권의 정당성 유무를 청구권자인 주주가 입증해야 하는 주주

의 정보접근권과 달리, 이사의 정보접근 목적이 정당한지 여부는 회사가 입

증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판례는 지명이사라 할지라도 다른 이사들과 동등한 정보접근권을 가지

며325) 회사는 이사에게 제공할 정보를 선별할 수 없다고 판시한다.326) 그리

서, 1987, para. 324 ; 1981년 Companies Code 267(9)

322) Laster & Zebenkiews, 2014, 46면; Corporate Director's Guidebook, 2011, 
15-16면은 이사가 회사의 경영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은 이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
한 근간이 된다고 설명한다. 

323) Gantler v. Stephens, 965 A. 2d 695 (Del. 2009). 

324) DGCL, s. 220(d).

325) Moore Bus. Forms, Inc. v. Cordant Hldgs. Corp., 1996 WL 307444, at *5 (Del. 
Ch. June 4, 1996); accord Intrieri, 1998 WL 326608, a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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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사의 정보접근권에 있어 ‘정보’라 함은 단순히 경영진이 공급한 정보

나 경영진이 이사회 소집시 통지한 안건에 한정되지 않는다.327) 이사는 회

사의 경영을 감독할 의무를 지기 때문에, 경영진이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

는 정보 역시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하의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사의 정보접근권이 제한될 수 있

는 경우로 (i) 이사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해상충 관계가 있는 경우, 소

위 상당한 반목관계가 있는 경우,328) (ii) 사전적으로 특정 이사의 정보접근

권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거나329) (iii) 소정의 절차를 거쳐 특정 이사를 배

제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330)을 제시하고 있다. 이 때 소정의 절차란,

특정 이사를 배제하는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점을 해당 이사에게 미리 알리

는 등, 배제하고자 하는 이사가 자신이 배제될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알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려면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을 말한

다.331)

(2) 관련 판례 

1) Moore 판례 (1996)332)

회사(Holding 社)가 지명이사를 배제한 채 법률 및 회계자문을 구한 것

이 문제되어, 지명주주(Moore)와 지명이사(Roger)가 회사가 받은 법률자문

내용 등에 대한 증거개시청구(discovery)를 한 사건이다. 지명주주는 회사의

우선주 37%를 보유한 자로서 주주간 계약(stockholders’ agreement)으로 이

사 지명권 및 지명한 이사의 교체권한을 부여받음과 동시에 회사는 주주의

주식을 회사가 고지한 시점의 공정가액에 매수할 권한을 보유한다는 점을

정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지명주주와의 투자계약 및 전략적 제휴관계를 종

료하기 위해 KPMG나 은행 및 로펌 등에 대해 법률자문 및 자금조달 가능

326) Hall v. Search Capital Grp., Inc., 1996 WL 696921, at *2 (Del. Ch. Nov. 15, 
1996).

327) Laster & Zebenkiews, 2014, 45면.

328) 이하 SBC 판례(1997) 및 Kalisman 판례(2013) 참고.

329) 이하 Moore 판례(1996) 참고. 

330) 이하 Moore 판례(1996) 및 SBC 판례(1997) 참고.

331) 이하 SBC 판례(1997) 참고.

332) Moore Bus. Forms, Inc. v. Cordant Hldgs. Corp., 1996 WL 307444, (Del. Ch. 
June 4,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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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등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지명이사에게 알리지 않은 점, 그리고 문의 내

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역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문제된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는 법률자문 내용은 의뢰인과 변호인간의 비밀유지특권

이 적용되는 사항(attorney-client privilege)이라고 반박하였다. 법률자문의

내용이 회사와 지명주주 간 체결한 계약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이

사직을 유지하고자 하는 지명이사의 이해관계에 상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자문으로부터 지명주주와 그의 지명이사를 격리할 법적인 권한

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지명이사 역시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상, 지명이사 역시

의뢰인의 일원으로서 다른 이사와 동일하게 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피고가 주장한 의뢰인-변호인간 비밀유지특권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만약 지명이사의 정보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i) 사전

적 합의(ex ante agreement)로서 지명이사를 제외한 이사들에 대해 비공개

법률자문이 이루어지는 것을 허용하는 조문을 두거나, (ii) 지명이사를 배제

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사실 자체는 지명주주와

지명이사에게 알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피고

는 지명주주에게 이사 선임권한 등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향후

지명주주와 회사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하리라는 점이 명확하게 예견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지명이사의 정보접근권한을 제한하는 시도를 취하지 않았음

등을 이유로 하여, 법원은 지명이사를 배제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

은 것으로 보아 원고의 증거개시명령 청구를 인용하였다.

2) SBC 판례(1997)333)

SBC 판결에서도 SBC가 파트너십 탈퇴 요구를 한 시점부터 실제 탈퇴

효력이 생긴 때까지 이사회에 대해 이루어진 법률자문 정보 공개 가부가

문제되었다. 피고측은 의뢰인과 변호인간의 비밀유지특권에 해당하는 내용

이고 지명이사는 의뢰인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 접근이 허용되지 않

는다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Moore 판결에서와 달리 피고측 주장을 받아

들여 지명이사의 정보접근요청을 기각하였다.

333) SBC INTERACTIVE, INC. v. CORPORATE MEDIA PARTNERS, 1997 WL 770715, 
(Del. Ch. Dec. 9,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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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Moore 판결을 참작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법원은 Moore 판결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법적 자문이 이루어졌던

Moore 판결의 법리는, 이미 분쟁이 가시화된 SBC 사건에 적용되기는 곤란

하다고 하였다.334) 법원은 먼저 비밀유지특권이 인정되는 변호인-의뢰인의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먼저 계약을 통해 확정되고, 계약이 없다고 하더

라도 기존의 관계를 통해 변호인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줄 것이라는 합리

적인 기대(reasonable expectation)가 생겨났는지를 통해 결정된다는 일반론

을 전개한 뒤, 이 사건에서는 계약에 별다른 언급은 없지만, 파트너십 탈퇴

요구 이후 SBC의 이해관계는 파트너십의 잔존 사원들과 상충되게 되었기

때문에, 변호인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

도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사가 특정 이슈에 대해 회사와 이해상충 관계에 있을 때에는, 이

사회로서는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이사를 배제한 채 법적 조언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전의 Moore 판결은 그 과정에서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

다. 가령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적정한 절

차를 거쳐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이사의 정보접근이 배제되었다면, 지명이

사가 다른 이사와 동일하게 회사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가능성은 소거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3) Kalisman 판례(2013)335)

지명주주(OTK)가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사(Morgan社) 지배권을 두

고 위임장경쟁을 진행할 것임을 알리고 난 후, 지명주주의 지분을 희석시키

기 위한 자본재조정이 추진되었다. 이후 지명이사(Kalisman)를 배제한 별도

의 위원회에서 자본재조정 승인이 이루어지자, 지명이사가 회사 및 위원회

를 상대로 증거개시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Moore 판례나 SBC 판례의 법리를 참고하여, 지명이사의 정보접

근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 (i) 적법절차에 따른 위원회 구성, (ii) 회사와

해당 이사간의 반목관계가 상당할 것(sufficient adversity), 혹은 (iii) 이사

간의 사전 협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336)

334) ibid., 5면.

335) Kalisman, et al. v. Friedman, et al., C.A. No. 8447-VCL (Apr 1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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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위원회 구성과 관하여, 지명이사는 위원회가 구성되기 직전까지도

위원회 구성 사실을 알지 못 했다는 점을 근거로, 법원은 위원회 구성이 적

법절차에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반목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지명주주가 이사회 개최 전부터 위임장 경쟁을 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을

이유로, 피고 측은 이사회 개최 전부터 반목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주장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지명이사가 지명주주의 지분을 희석시키는 내용의

자본재조정에 관한 이사회 및 특별위원회의 소집통지를 이사회 및 위원회

개최 전날에서야 이메일을 통해 5-600페이지 가량의 첨부문서와 함께 받게

된 점을 고려하면, 반목관계는 그러한 이사회 소집일 이후에만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실무에서는 (i) 이사회와 별도의 법적 주체인 위원회를 구성

하여 위원회에 한정하여 정보를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나, 다만 지명이사가

해당 위원회의 창설과 그 목적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ii)

법원이 반목관계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법률 자문을 받아 해석해야 할 것이며 (iii) 이사 간의 사전 합

의로 정보접근권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문서에서 이를 명확하게 표

현해야 할 필요가 있다337)고 조언한다.

3. 호주

호주의 판례도 이러한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사의 정보접근

권은 통상 정당하다고 추정되며, 그것이 제한되기 위해서는 회사 측에서 이

336) Noam Naked, Court Orders Company to Provide Privileged Communications 
to Dissident Director,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ial Regulation Blog, July 15, 2013. 
[https://corpgov.law.harvard.edu/2013/07/15/court-orders-company-to-provide-
privileged-communications-to-dissident-director/] (최종방문일 : 2016. 3. 17.) ; 
Martin Lipton, Steven A. Rosenblum, William Savitt and Karessa L. Cain, 
Wachtell Lipton discusses Delaware Court of Chancery Guidance for Dealing 
with Dissident Directors, Columbia Law School's Blog on Corporations and the 
Capital Markets, July 3 2013. [http://clsbluesky.law.columbia.edu/2013/07/03/ 
wachtell-lipton-discusses-delaware-court-of-chancery-guidance-for-dealing-with
-dissident-directors/] (최종방문일 : 2018. 12. 17.)

337) Boschner, Steven & Simmerman, 2016, 15면, 주74. 이 중 (iii)의 근거로 들고 있
는 판례로는 Kortum v. Webasto Sunroofs, Inc., 769 A.2d 113, 125면.(Del.Ch.2000) 
; Schoon and Steel Investment Company v. Troy Corp., 2006 WL 1851481 (Del. 
Ch. June 27, 2006), 1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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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충이 명백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이사의 신인의무 이행을 위

한 것이 아니라면 이사의 정보접근은 제한될 수 있다고 판시하기도 한

다.338)

호주 법원이 자주 인용339)하고 있는 뉴질랜드 판례인 Berlei Jestia 판례

(1983)340)에서는 뉴질랜드 회사가 호주에 진출하여 지명주주들과 경쟁하게

되자 지명이사들이 회사 경영에 관여하는 것 및 회사 회계장부 등에 접근

을 배제하려고 한 점이 문제되었다. 법원은 지명이사들의 회사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인정하면서, 지명이사의 정보접근이 제한되기 위해서는 회사가 아

닌 경쟁자인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사용할 것이라는 의도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과 같이 단순히 지명주주와 회

사가 경쟁관계에 있다든가, 지명이사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겸직하고

있는 것 자체로 정보접근이 불허되는 것은 아니고, 지명이사가 경쟁자인 지

명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정보를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Berlei Jestia 판례(1983)은 지명이사가 지명주주의 이익을 고려

하는 것은 회사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본 2GB 판례(1964-5)

등에서처럼 지명이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지명주주가 지명이사를 통해 경영

에 관여하기 위함이라는 거래계의 요구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의무에 관해 앞서 살펴 본 바341)

와 같이, 지명이사의 의무를 완화하기 위한 특약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따

라서 경쟁관계가 야기될 것임이 예견될 때에는 이에 대비하여 지명주주나

338) Molomby v. Whitehead (1985) 63 ALR 282 등. Molomby 판결에서 법원은 뉴질랜
드의 Berlei Jestia 판결(1983)을 인용하며, 회사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우와 같이 신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사의 정보접근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시
한다. 그러나 보통 이사의 정보접근은 정당하다고 추정되며 정보접근을 요구하는 이사가 
그 이유를 입증할 책임은 없다고 하였다. 이 사건은 이사의 정보접근이 거절되자 제소한 
사건인데, 법원은 입증 부족을 이유로 해당 정보접근 거절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39) 가령, 이를 따르는 호주판결로는 Molomby v. Whitehead (1985) 63 ALR 282 등. 

340) Berlei Hestia (NZ) Ltd v. Fernyhough [1980] 2 NZLR 150.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뉴질랜드 회사인 Bendon Berlei Limited社는 호주와 뉴질랜드 주주가 각 40%, 6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회사 정관이 각 주주가 선출할 수 있는 이사의 수는 동등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각 주주는 3명의 이사를 선임하였다. 이후 뉴질랜드 회사는 호주에도 진
출하여 호주 주주들과 경쟁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경쟁관계로 인하여 뉴질랜드 주주들은 
호주측 주주 측에서 지명한 이사가  회사 경영에 관여하는 것 및 회사 회계장부 등에의 
접근을 배제하려고 한 점이 문제된 사건이다.

341) 제4장 제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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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추천·제안한 지명이사의 정보접근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을 미리

해두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4. 소결

미국이나 호주 모두, 지명이사의 정보접근권은 다른 이사와 동일하게 인

정되며, 지명이사의 정보접근은 사전에 계약 등을 통해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회사가 지명이사의 정보접근이 부당함을 입증한 경우, 지명이사의

정보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 가령 지명이사가 이해상충 상황에 놓여 있을

경우 정보접근권이 제한될 수 있는데, 이 때의 이해상충은 단순히 가능성만

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가령 미국의 Moore 판결이나 Kalisman 판

결은 단순히 거래 가능성 등을 타진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보접근권을 배제

할 만큼의 이해상충 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다. 호주 법

원이 자주 인용하고 있는 뉴질랜드 판례인 Berlei Jestia 판례(1983)는 단순

히 지명주주가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지명이사의 정보접근

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지명이사가 회사가 아닌 지명주주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사용할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더하여 미국의 판례는 지명이사를 배제한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지명이사의 정보접근을 차단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 때 위원

회 구성은 이해상충이 발생되는 직접적이고 특정한 쟁점이 있는 경우에 허

용되며, 위원회 구성에 대해 지명이사에게 사전 고지하는 등 적법절차를 갖

출 필요가 있다.

IV. 정보 관련 특약 (confidentiality agreement) 
        - 미국의 경우

1. 배경

앞서 살핀 미국 판례에 따르면, 지명이사의 정보접근권은 다른 이사와

동등하게 인정되며, 또한 지명이사와 지명주주간 정보 공유를 허용함이 원

칙이다. 그러나 지명이사의 이해상충이 현실화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회사

의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생길 수 있고, 이에 대해 특약으로 지명이사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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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회사 정보의 전파 단계

보접근권이나 지명주주와의 정보공유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러한 특약은 회사와 이사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회사와 지명주주와

의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342)

회사의 정보에 관한 특약에 대해서는, 공정공시규제나 시장남용규제와의

관계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제3장 제4절에서 다룬 것으로 갈음한다.

한편 지명이사가 지명주주의 정보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회사에 고지하지

않는 경우, 이는 이사가 업무수행을 성실하게 하지 않을 것으로 이사의 신

인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영연방에서는 이사의 신인의무에 대

한 특약을 두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지명이사의 신인의무

에 대한 제4장 제3절 III. 에서의 논의로 갈음한다.

2. 유형

회사 정보와 관련한 특약은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하나는 지명이사의 정보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것으로 <그림 3>의 (i)에

해당하는 부분을 규율한다. 이는 앞에서 살폈던, 이사회 운영에 있어 지명

이사를 반드시 참가시켜야 하는 경우, 혹은 배제해야 하는 범위를 정하는

특약의 형식으로도 달성할 수 있다. 이사의 정보접근권 제한은 이사의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사의 신인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지명이사와 지명주주간의 정보 공유를 차단하는 것으로 <그

342) Laster & Zebenkiews, 2014, 56면 ; Morris, Herzeca & Kamps, 2008. 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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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3>의 (ii)에 해당하는 부분을 규율한다. 이러한 특약은 회사법상 인정되

는 이사의 비밀유지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지명주주가 지명이사에

게 정보 제공을 요청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가진다. 지명이사가 지명주주에

게 정보 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이는 지명주주에 대한 신인의무 위반이 되

지 않음을 명시해 두는 것이기도 하다.343) 또한 회사의 정보가 외부에 유출

되는 단계로, 공정공시규제나 시장남용규제 등이 적용되는 영역이기도 하

다.

세 번째는 <그림 3>의 (iii) 부분을 규율하는 것으로, 지명주주의 정보

취득은 허용하지만, 외부로의 유포는 금지하는 것이다. 지명주주가 지명이

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는 보통 비밀로 유지할 것이 추정(regard)되긴 하지

만,344) 이러한 주주의 비밀유지의무를 명시하는 의미를 가진다.345) 이 때

단순히 회사 정보의 공개/비공개를 정하는 것 뿐 아니라, 정보 및 정보수령

인의 종류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시기·절차·범위 등을 달리 정하는 등으로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정할 수 있다. 가령 Schoon v. Troy 판례(2006)는 지명

주주가 제3자에게 정보제공이 가능한지에 대한 비밀유지약정의 효력을 다

루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지명주주가 제시한 비밀유지약정에 따르면 정보

수령자를 시장에서 경쟁하는 정도에 따라 3단계(비경쟁자·Level 1·Level

2)346)로,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 민감성에 따라 4단계(기본정보·증권법상 정

보·부가정보·민감정보)347)로 나누고, 정보수령자 및 정보민감도의 성격에

따라, 지명주주가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준수해야 할 절차를 달

리 정하였다.

343) Morris, Herzeca & Kamps, 2008. 5-6면. 

344) Stone v. Ritter 2005 Del Ch. Lexis 146. 

345) Morris, Herzeca & Kamps, 2008. 5-6면. 

346) 주주 Steel Investment의 안에 따르면, Troy社의 연간 총수입의 33% 이상이 창출되
는 시장에서 경쟁하는 자를 Level 2, 33% 미만이 창출되는 시장에서의 경쟁자를 Level 
1으로 정하였다.

347)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약은 회사의 정보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1. 기본 정보
  : (i) Troy가 감사한 최근 3년간의 재무정보, (ii) 감사되지 않은 최근 분기의 정보 (iii) 

Troy의 자회사 목록 (iv) Troy의 정관 등 (v) Troy 이사와 주주 명단 
   2. 증권법 정보
  : (i) Troy가 공개회사였다면 연방증권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 (ii) CM&M Group 

사례(1982)에서 문제되었던 15 종의 정보
   3. 부가적인 정보
  : Troy가 공개회사였다면 공개했어야 할 정보 중 연방증권법이 요구하는 것 이외의 정보
   4. 특히 비밀로 해야 할 정보 (Highly Confidential Information)
  : 고객 명단, 공급자 명단, 제품 마진 및 formula 기타 민감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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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라웨어 회사법 하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계약 유형은, 지명이사와 지명

주주간의 정보공유 자체를 막기 보다는, 회사의 비밀정보 범위를 구체화하

고 지명주주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348)

2016년 미국에서 주주행동가와 회사 간에 이루어지고 SEC에 신고된 화해

약정(settlement) 중 79%가 비밀유지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 중 31%

가 단순히 지명이사에게 회사 정책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그쳤고, 22%가 주주행동가와의 정보공유를 금하는 내용을, 26%는 행동주의

펀드의 투자와 관련하여 정보 공유가 허용되는 특정한 상황을 명시해 두는

것이었다고 한다.349)

3. 비밀이 되는 정보의 범위

비밀의 범위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제공할 수 있게 할 것인지는 정하기

나름이겠지만, 실무에서는 투자자와 경쟁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관한 정

보, 시장남용행위 규제의 대상이 되는 정보 뿐 아니라 이사회 검토자료 등

이사회에서 교류되는 중요정보 역시 비밀정보에 포함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350) 또한 이사가 비밀정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요건,

가령 이사회 승인 절차 등에 대해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

외에도 회사 및 투자자의 성질에 따라서, 비공개 정보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실 뿐만 아니라, 향후 투자계획이나 투자전략, R&D나 시장 정보가 될 수

도 있다.

한편, Disney 판결(2005)351)에서 회사가 비밀보안정책(confidentiality

348) Laster & Zebenkiews, 2014, 55-56면.  

349) Sullivan & Cromwell LLP., 2016, 26면.

350) Morris, Herzeca & Kamps, 2008. 5-6면 및 Nathan, Charles, Maintaining Board 
Confidentiality,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ial Regulation, Jan 23 2010 
[https://corpgov.law.harvard.edu/2010/01/23/maintaining-board-confidentiality/] 
(최종방문일 : 2019. 1. 4.)

351) Disney v Walt Disney Co., 2005WL1538336. (Del. Ch., Jun 20, 2005)   이 사건
은 이전 대표이사이자 회사의 대주주인 자(Roy Disney)가 경영진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문제 삼으며 이사회 내부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 사건으로, 지명이사를 통한 지명주주
의 정보습득이 문제된 판결은 아니지만,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의 기준을 제
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원은 (i) 이사회 심리과정에서의 사적인 대화는 소송 기
타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가 아닌 한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
(reasonable expectation)가 있다고 하면서도, 이에 더하여 (ii) 회사의 서면으로 된 회사
비밀보안정책(confidentiality policy)에서 전·현직 이사에 대해 이사직을 수행하면서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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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을 통해 비밀로 취급하고자 하는 정보의 범위를 정해둔 경우, 그 정

보는 비밀로 유지해야 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생길 수 있다고 판시

한 이후, 실무에서는 반드시 계약 뿐 아니라 회사가 비밀보안정책을 수립하

는 것 역시 이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하기도 한다.352)

4. 특약의 강제수단

비밀유지특약이나 회사에서 비밀보안정책을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이러

한 비밀유지정책을 실제로 강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을 묻는 방식 외에도, 회사 내부의 비밀유지정책 위반을 이사 해임 사

유로 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이사 해임에는 주주총회 결의가 요구

되기 때문에 이사 해임 안건이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것에 그치고 이사 해

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대신 정관으로서, 비밀유지정책을 위반한 경우

이사 결격사유 혹은 주주의 후보제안권 박탈사유 등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

할 것이라고 한다.353)

V.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

1. 추천·제안 주주의 정보접근권

지명이사와 지명주주간의 정보 공유를 허용하면, 지명이사 입장에서는

회사의 비밀유지의무와 지명주주에 대한 신인의무의 충돌이라는 어려운 문

제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지명이사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지명주주에게 알리는 경우도 흔히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정

보 공유를 불허한다는 규범은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비교법적

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을 신청인인 Roy 
Disney도 알고 있었던 이상, (i)에서의 기대를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고 판시하였
다. 

352) Nathan, Charles, Maintaing Board Confidentiality,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ial Regulation, Jan 23 2010 
[https://corpgov.law.harvard.edu/2010/01/23/maintaining-board-confidentiality/] 
(최종방문일 : 2019. 1. 4.) ; Moscow, 2011, 203면.

353) ibid., 203면. 이에 따르면, 법원이나 주총에서의 해임이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정보공개와 관련된 가처분 신청의 인용 등을 언급하면서, 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반 
이사를 제재하는 유일한 공식적인 수단은 후보재지정을 막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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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도 미국이나 호주는 지명이사와 지명주주의 정보 공유를 허용한다. 나

아가 미국은 지명주주에게 지명이사에 준하는 정보접근권을 인정하여, 지명

주주가 회사에 대해 직접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달리, 호주 정부 보고서가 제안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지명이사와

지명주주간의 정보 공유를 불허하되,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 정보공유를

허용하고, 상장회사의 이사가 계약 등에 의해 지명주주에 대해 정보를 제공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을 경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안을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예외적인 사유라 함은, (i) 모든 주주가 사전

에 충분한 정보에 기반하여 승인한 경우, (ii) 모든 주주가 참가한 계약에서

승인한 경우, (iii) 완전자회사의 이사가 모회사의 이익을 고려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그러나 후자의 방법은 지명이사와 지명주주간의 정보 공유를 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 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주주

전원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상장회사에서 지명주주와 지명이사간 정보공유

를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우리 법제 하에서도 지명이사와 지명주주간의 정보 공유가 허용된

다는 것을 전제로 법리를 구성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지명

주주와의 정보공유를 막기 위해서는, 애초 지명이사의 정보접근을 제한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때 지명이사의 정보접근이 적법하게 제한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이사의 정보접근권 및 그 한계에 대한 법리가 보다 명

확해질 필요가 있다.

2. 일부 주주의 추천·제안으로 선임된 이사의 정보접근권

(1) 현행법의 문제점

주주의 경영관여가 활발해지고 지명이사의 선임 등으로 이사회 구성이

다원화되면, 회사가 이사의 정보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

다. 우리 상법 제393조는 이사가 다른 이사나 피용자의 업무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354) 정보 접근이 제한된 이사는 상법

제393조를 근거로 이사회를 통해 정보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정보 접근을

354) 상법 제39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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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상법 제393조 제3항은 이사가 대표이사를 통

해 다른 이사나 피용자가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게 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다는 점을 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지명이사의 정보 요구가 지명주주의 이익을 우선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기해 이루어지거나, 혹은 지명이사의 정보접근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등의 문제 상황에 대해, 우리 상법이 강구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

적이라는 점이다. 가령, 지명이사의 정보접근에 대해 정보접근의 부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명하다. 또한 이사의 정보 공개 청구가

소송으로 비화되었을 때, 회사로서는 정보의 중요성 및 정보가 전파되었을

때의 위험도에 따라 다양한 선택지, 가령 (i) 정보 제공 거절, (ii) 정보는 제

공하되 특정인과의 공유는 허용, (iii) 정보는 제공하되 제3자와의 공유는 전

면적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데, 지금의 상법 조문만으로는

법원이 그러한 차등적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지명이사와 지명주주간의 정보 공유를 막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

에 비추어 보면, 이사의 정보접근권의 범위와 한계를 확정하는 것은, 이사

뿐 아니라 지명주주의 정보접근을 제한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2) 대안의 제시

1) 정당한 목적의 요구

이에 대해 미국의 경우를 참고하여 이사의 정보접근권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이사의 정보접근에 대해 이

사의 업무 수행 기타 정당한 목적을 요구하되, 그 입증책임은 회사에 둠으

로써, 이사의 정보접근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킨다. 회사로서는 해당 이사가

이해상충 상황에 놓여있음을 보임으로써 정보접근청구가 부당한 목적에 기

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2) 비밀유지이익과의 관계

지명이사가 정보에 접근하려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회사의 비밀을 위

해 그 정보접근이 제한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보접근

이 제한되는 범위에 있어 지명이사와 회사 외부의 제3자는 달리 취급해야

하고, 회사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이사의 정보접근 자체를 전면적으로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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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다. 지명이사의 정보접근

자체가 불허되는 경우로는 지명이사가 지명주주 기타 제3자에 유포할 가능

성이 있을 때를 상정할 수 있다. 가령 지명이사가 지명주주에 대해 신인의

무를 부담한다면, 지명주주에게 유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법원이 회사의 ‘비밀정보’의 범위 및 그 전파 가능 범위 등을 결정

함에 있어 회사와 지명주주, 혹은 지명이사 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존

중할 필요가 있다. 이는 주주가 경영 관여를 함에 있어 정보 교류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대신, 정보의 부당한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정공시규제나 시장남용행위 규제 등으로 대처하면 족

할 것이다.

3) 정보접근권 행사에 대한 조치

또한 미국 판례는 이사의 정보접근 요구에 대해 형평법상 다양한 조치

를 취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로써 이사나 주주의 정보접근권을 필요최소한

으로 제한하는 것을 가능해진다. 우리의 경우 이를 법조문으로 명시하지 않

는 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i) 지명이사의 정보접근 자

체를 불허하는 것부터, (ii) 정보접근은 허용하되 특정인 혹은 일체의 제3자

와의 공유는 불허하는 것, (iii) 정보접근 및 제3자와의 공유를 허용하는 것

등 다양한 선택지에 대해 법규로 예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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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5 章 결론

1. 주주는 단순히 이사의 선임과 해임을 통해 경영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

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주총회나 대표소송과 같은 (회사)법적 수단 내지는

언론을 통한 입장 표명, 경영진과의 사적 협상 등 다양한 사실상 수단을 활

용하여 경영에 관여한다. 적극적인 주주는 경영진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

지 않으면 주주총회나 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협상력을 제

고하는 등 법적 수단과 사실상 수단을 병행적으로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외국과 한국의 현황 및 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에 비추어 보

건대, 단견주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주의 경영 관여는 경영진의 기회주의

적 행동을 제한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특히 우리나라 다수의 실증연구는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투자자의 존재가 기업의 중장기적 가치 상승과 상관

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2. 이러한 현상인식 하에, 본 논문은 ‘주주의 경영 관여’를 지배주주 아닌

주주가 (i) 다른 주주와의 의견 및 정보 교환을 거쳐 경영진에게 경영에 대

한 의견을 제시하고, (ii) 경영진은 주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영에 관한 의

사결정을 하는 과정으로 파악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주주의 경영 관여

와 관련된 법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입법안 및 해석

례를 제시하였다.

3.1. 주주의 경영 관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서 주주의

집단적 경영 관여(collective engagement)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

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하

였다. 주주의 집단적 경영 관여란 주주간 의견 및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여럿의 주주가 공동 혹은 동시적으로 경영진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주주간 의견교환에 대해서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규제가,

경영진과의 의견교환에 대해서는 대량보유보고 규제가 문제될 수 있고, 이

모든 과정에서 공정공시규제나 시장남용행위규제가 문제될 수 있다. 집단적

경영 관여를 통해 주주는 경영 관여 비용을 절감하고 경영진에 대한 협상

력을 고취시키는 한편, 여러 주주들의 지지를 얻는 과정에서 일부 주주의

이익을 추구하는 극단적인 형태의 경영 관여 시도가 정제되는 기회가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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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입법안 및 해석안을 제시하였다.

3.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규제와 관련하여, (i) 권유행위를 협의의 위임

장 권유 행위와 그 밖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행위로 나누어 규제 수준을

달리 하고, (ii) 주주간 의견교환 및 경영진에 대한 의견제시는 경영진이 주

주의 의견을 수용하는 정도에 따라 단순한 의견제시에서부터 주주총회에서

의 표대결 등 다양한 전략을 활용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현행법과 같이 의

견제시가 ‘의결권 확보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갖추면 권유규제가 적용

될 수 있다는 방식보다는 ‘의결권 및 위임장의 확보 등이 합리적으로 예견

되는 상황’ 등과 같은 객관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권유행위의 범위를 한정하

는 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iii) 권유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을 확대하여, 기관투자자 등이 단순히 자신의 의결권 행사 방향

및 그 이유를 공표하는데 그치거나, 회사의 경영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

는 것에 대해서는 서류 제출 요구 없이 그 진위 여부만을 규제하는 등 권

유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에서

주주간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1992년과 1999년, 2005년 일련의

개정이 있었던 점을 참고하였다.

3.3. 대량보유보고규제와 관련하여, (i) 현행 경영참가목적을 지배권 획득

목적과 그 외 경영참가목적으로 구별하여, 보고의무의 발동시기 및 제재수

단을 달리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중 (ii) 지배권 획득 목적이라 함은 주주

와 연관 있는 자로 이사회 과반수를 채우는 등 이사회를 장악하는 것으로

보고의무가 발동되는 시기도 현행과 같이 주주제안 전 단계 행위 일체에

대해 보고의무가 발동되는 것으로 하고 (iii) 그 외 경영참가목적에 대해서

는 배당이나 정관변경 등 중에서도 회사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하거나 경영

권 방어에 영향을 주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보고의무도 경영 관여

계획이 구체화되었을 때 발동된다고 하여, 지배권 획득 목적이 아닌 주주의

경영 관여에 대해서는 대량보유보고의 부담을 줄여줄 것을 주장하였다. 그

리고 (iv) 공익적 사항을 요구하거나 기관투자자 기타 보고의무자의 투자정

책에 따라 투자목록에 있는 회사 전부에 대해 일정 사항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 투자자 요건을 유지된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공동

보유의 해석에 대해서도 (v) 특히 기관투자자와 같은 전문투자자의 경우 보

다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공동보유가 인정되는 것으로 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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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국의 예에서처럼 합의의 지속성을 요구함으로써 공동보유가 인정되는

범위를 축소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3.4. 공정공시규제와 관련하여, 우선 회사나 정보수령주주가 공정공시규제

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요건 및 효과에 대해 살폈다. 우리 공정공시규정

은 공정공시규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요건으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규

정하고 있는데, (i) 정보수령자인 주주가 계약을 위반하여 다른 주주 기타

제3자와 정보를 공유한 경우의 효과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에 일본

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정보수령자가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비의도적 정보공개에 준하여 즉시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되 민감정보일 경우에는 공개의무가 일정기간 지연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을 둘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ii) 정보수령자인 주주가 다른

주주 기타 제3자와 정보를 공유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와의 비밀유

지계약의 한 내용으로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제3자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음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미국의 실무례를 소개하였

다. 한편 (iii) 거래소가 정한 공정공시운영기준은 정보수령자인 주주가 거래

금지의무를 부담할 경우 공정공시정보대상자에서 제외되어 공정공시규제가

배제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거래금지의무만을 부과할 경우 정보수령자

인 주주가 다른 주주와 정보를 공유하는 등 회사의 정보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보의 선택적 제공 자체를 금지하여 시

장남용행위를 예방하고자 한 공정공시규제의 입법취지에 미달하는 것으로

운영기준의 해당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추가적으로, (iv)

우리 공정공시규제는 공정공시정보대상자에 언론사 등을 포함시켜 보도자

료, 기자회견 등을 통한 정보제공에는 공정공시규제를 적용하지만, 기자 등

의 보도목적 취재에 응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는 공정공시규제를 적용

하지 않는 바,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즉, 언론사를 통해

널리 접근가능한 정보가 된 경우에 한하여 공정공시규제에서 적용을 배제

하고, 아직 선택적 정보 제공의 성격이 남아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의도적

공개면 동시, 비의도적 공개면 즉시 공개해야 한다는 공정공시규제 기본원

칙에 따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v) 회사가 웹페이지나 SNS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회사가 지정한 자가 관리하는 공식적인

플랫폼을 통한 정보제공이 아닌 한, 의도적 공개는 동시에, 비의도적 공개

는 즉시 공개해야 한다는 공정공시규제의 일반원칙에 따른다는 점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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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언론·웹페이지·SNS를 통한 정보제공

에 대해서는 미국의 입법례 및 2013년 SEC 실무해석을 참조하였다.

시장남용행위와 관련하여, (i) 회사가 주주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시장남

용행위규제에 대한 회사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다수설은 회사로

서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시장남용행위리스크

를 줄일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과 달리, 본 논문은 거래금지계약도 함께 체

결해야 회사가 ‘타인의 거래 가능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부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보수령자인 주주의 시장남용행위규

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제로서 정보차단장치의 요건 및 효과를

검토하였다. 현행법상 정보차단장치는 (ii) 기업금융업무와 자산운용을 구분

하는데, 기업금융업무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만을 두고 있을 뿐이어서 이를 기관투자자의 경영 관여 행위 일

반에 대한 것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또한 (iii) 현행 정보차단장치 자체가

사모펀드 등 유연한 조직을 가진 주주에게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영

국의 헤지펀드 기준을 참조하여 원칙 준수 혹은 예외 설명의 방식으로 규

제하는 정보차단장치운영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4.1. 한편 주주가 이사선임을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효율적인 경영관여

수단으로 가장 많이 주장되는 사안 중 하나이다. 이러한 이사는 기존의 사

외이사에 비해 회사의 경영진 및 지배주주를 감시할 유인이 높다. 그러나

일부 주주가 적극적으로 경영에 관여할 때의 부작용, 즉 경영진이 일부 주

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신인의무와 일부 주주의 이익을 추구할 사실상 유인이 충돌될 수 있

다는 점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례이기도 하다. 특히 펀드매니저 등과

같이, 특정 주주에 대해 신인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이사로 선임된 경우에

는, 이사의 회사의 이익을 추구할 의무와 수익자인 특정 주주의 이익을 추

구할 의무가 충돌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일부 주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에 관한 제반 문제를 이사 선임 절차의 문제, 그리고

이사의 신인의무와 이사회 운영과 같은 업무수행 중의 문제로 나누어 논의

를 진행하였다.

4.2. 우선 이러한 이사의 선임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우리 법상 이사

선임은 주주총회 전권사항이지만, 주주총회를 거쳤다고 해서 지명주주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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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사간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임된 이사가 자신을 후

보로 추천·제안한 주주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소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사가 지배주주 아닌 주주의 이익을 추구할 유인이 있다는 점 자

체는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감시를 가능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어, 지명주주

의 이익을 회사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아닌 이상, 지배주주 아닌 주

주의 이익을 대변한 이사의 선임 가능성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

였다. 구체적으로는 이탈리아나 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소수주주에게

일부 지명이사 후보를 제안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인정하고 선임결의

에 있어 지배주주를 배제한 소수주주의 다수결을 거치는 방법을 제시하면

서, 이 때 소수주주의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하여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법인세법상 지배주주와

상법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의 최대주주의 범위를 포괄하여 가장 광의

로 파악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이를 제외한 주주가 지명이사 후보 제안권

및 선출권을 갖는 것으로 본다는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미국이나 호주

의 입법을 참조하여 이사후보 추천·제안 단계에서는 추천·제안 주주에게 이

사후보와의 관계를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사가 선임된 이후에는 이사

에 대하여 추천·제안 주주 기타 제3자와의 관계를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4.3. 다음으로 일부 주주의 추천·제안으로 선임된 이사의 업무수행에 관

련하여, 이사의 의무나 이사회 운영에 대해 검토하였다. 단순히 이사가 자

신을 추천·제안한 주주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심증만으로 이사의 의

무 위반이나 이사회 참여를 배제를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한편, 지명이

사라고 하여 지명주주의 이익을 회사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허용되

는 것은 아니고 다른 이사와 동일하게 회사의 이익을 추구할 의무를 부담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영국이나 캐나다에서 일반적인 태도이다. 만약 지명

이사가 다른 이사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면, 이러한 지명이사가 지

명주주의 이익을 추구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이사의 이사회 참여를 제

한하는 것이 비단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지명이사의 의무 위반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된다. 이렇듯, 지명이사가 지명주주

의 이익을 회사의 이익에 우선시할 우려에 대해, 우리 상법상 특별이해관계

인 제도를 통하여 대응하되, 다만 미국의 판례나 호주 회사법상 이사의 이

해상충이 인정될 경우 이사회 운영에 관한 법리를 참고하여, 우리 상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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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이해관계인 제도를 다음과 같이 운영할 것을 주장하였다. 우선, 지명이

사가 선임된 경우 '특별이해관계라 함은, (i) 지명주주와 회사의 이해가 상

충되고 (ii) 지명이사가 지명주주에 대해 신인의무를 부담하는 등 지명주주

의 이익을 추구할 법률상 사실상 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

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별이해관계가 인정되었을 때의 효과에 대해, 지

금과 같이 이사회 결의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방식보다는, 사안의 성질

및 경중에 따라 이사회 참여 정도를 정하도록 하고, 만약 지명이사의 이사

회 참여가 부당하게 제한된 경우 지명이사의 이사회 참여를 명하는 등의

제도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

4.4. 한편, 주주는 그가 후보로 추천·제안한 이사를 통해 회사의 자본구

조·배당정책·조직재편계획 기타 회사의 운영전략 전반에 관한 정보를 얻게

될 수도 있는데, 이 때 지명이사의 정보 접근을 다른 이사와 동일하게 인정

할 것인지, 또한 지명주주와 정보공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가 문제된

다. 전자는 이사의 정보접근권의 문제이고, 후자는 이사의 비밀유지의무와

주주의 정보접근권과의 관계에 관련된 문제이다. 이사의 정보접근권은 이사

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그 부당한 제한은 신인의무 위반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은 이사의 정보접근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따라서 이사회가 지명이사의 정보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혹은

지명이사가 지명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의 법률

관계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지명이사와 지명주주간의 정보공유

를 불허하는 법리는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운데, 지명이사와 지명주주간의

정보공유를 허용하는 법리를 택하는 이상, 지명이사의 정보접근권을 적법하

게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이사의 정보접근권에 관해 명확한 조문을

둘 것을 주장하고, 미국의 판례를 통해 이사의 정보접근권이 제한될 수 있

는 경우를 구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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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Legal Study on Shareholder Eng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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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the most interesting recent issues in the corporate 

governance is the engagement between shareholders and 

managers, which refers to shareholder engagement, or 

shareholder activism. Even in Korea, Elliott Management 

launched a campaign against Korean conglomerate Samsung in 

2015, while continuing its ongoing campaign against Hyundai 

Motor Company in 2017. Adopting Korean Stewardship code in 

2016, the responsibility for monitoring company performance 

and carrying out constructive engagement such as an active 

dialogue with the board rest with institutional investors. In 

addition, many Korean empirical research find shareholder 

engagement in domestic firms tend to promote the mid- to 

long-term value enhancement of investee companies.

In this context, this dissertation aims at facilitating 

shareholder engagement and adjusting the problem such as a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active shareholders and other 

stakeholders in company, so as to maximize the positive 

function of shareholder engagement in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Fundamentally, this thesis assesses that the Shareholder 

engagement is an open-ended contracting between shareholders 

and managers, which works through the communicating process 

between shareholders and between shareholders and managers. 

In other words, shareholder engagement could be understood 

as a process of collecting market information from institutional 

investors and making business judgment at directors’ discr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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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means that if there is a negative effect of shareholder 

engagement, it could be adjusted by directors’ fiduciary duty 

and liability, not only by thesis of the abuse of shareholders’ 

right. With this understanding, this dissertation attempts to 

provide a reasonable interpretation and devise legislation to 

activate shareholder engagement.

As a communicating process, shareholders in Korea still face 

significant legal impediments to taking an activist role, 

especially in collective engagement. These legal obstacles 

includes proxy rule, disclosure of major shareholdings, fair 

disclosure regulation and market sounding regulation. 

Furthermore, nominating director i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and popular means of activist investor. When activist fund 

nominates her fund manager as a director of investee company 

and nominee director acts as a representative of shareholders' 

benefit, this director would face a conflict of interest : 

director's duties to the corporation and fiduciary duties to the 

fund. Many problems, which shareholder engagement as an 

open-ended contracting between shareholders and managers 

also shares, arise at this situation : such as election process, 

director's duty, the process of directors' meeting, and access 

right of corporate information of nominee shareholder and 

nominee director.

In response to many questions and complaints, This 

dissertation proposes an alternative legislation and a reasonable 

interpretation, based on a comparative study of recent cases 

and legislation in other jurisdictions (US, UK, Australia, and 

Japan) and a critical analysis of Korean Law.  

Keyword: shareholder engagement, shareholder activism,

proxy rule, shareholder communication,

Schedule 13D, disclosure of major holdings,

insider trading, confidentiality agreement,

proxy access, nominee director, designated director,

fiduciary duty, blockholder director, chinese wall,

stewardship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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