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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국민연금은 자본시장에서 투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주주권 행사를 강화해 나가는 추세다. 대다수의 기업에 

안정적인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국내 기업 환경을 고려하면, 통상의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제한적

이지만, 최소한 주요주주 간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캐스팅보트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상법상 모든 종류의 소수주주권을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은 이미 대다수 상장사의 주요주주로서 경영 

전반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지위에 올랐다.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대해 연금사회주의 등의 

비판이 있으나, 적어도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국민연금이 자본시장

과 주식회사에 활발하게 투자하고, 주주로서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친자본주의’적인 것이다. 국민

연금은 자본시장에서 사경제 주체로서 주식을 취득해 주주권을 

보유하게 되고, 각종의 주주권은 막대한 투자자산을 관리하는 수단

이 된다. 따라서 자신의 자산보호와 수익향상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국민연금은 기금의 이익과 주주가치를 최우선으로 하여 다양한 

방식의 주주권 행사를 고려해야 하고, 그 중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면 그것도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의 의사결정과정과 주주권 행사가이드라인을 분석해 

주주권 행사가 남용되지 않고, 국민연금에 지나치게 집중된 영향력

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는 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은 복잡하고 관료 중심적이며, 

정작 ‘기금의 주인’인 연금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참여권은 주변부

에 머무르고 있다. ‘기금의 주인’에서 보건복지부장관-기금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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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위탁운용사)-투자대상회사 경영진에 이르는 다중의 대리구조

는 높은 대리비용을 발생시키고, 다수의 이질적 선호를 가진 ‘기금의 

주인’은 높은 정보비용과 조정비용으로 인해 대리인이 이행의 

품질을 떨어뜨리는지를 감시하기 어렵다. 이에 현재의 의사결정

구조로는 ‘기금의 주인’이 투자한 기업의 경영에서 온전한 과실

을 얻기가 어렵다. 따라서 운용위원회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구성 변화를 통해 ‘기금의 주인’을 보호하기 위한 수탁자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하고, 기금운용본부장 직선제 등으로 기금

운용본부의 대표성을 보완해주어 독립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의사

결정구조의 정점에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치적, 정책적 이익을 

위해 이행의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특수한 대리인인 데다 기금

운용에 대한 전문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주로 요구되는 자질이 

아니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기금운용주체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민연금은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주제안권

을 행사하는 등 주주활동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항상 그 최우선 목적은 

기금의 수익성이다. 국민연금이 단순히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한다

는 사실만으로 수탁자책임을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소극적인 형태

의 매도전략이든, 적극적인 형태의 주주제안이든 수익성을 추구

하는 데 가장 적합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경제 주체일 뿐, 적극적 주주활동을 통해 공공

의 이익이나 사회경제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맥락에서 

국민연금에 자본시장법상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도 신중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이 필요한 주주권을 부담 없이 행사

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주주권 집중문제를 완화해야 하는바, 복수의 

기금운용본부를 만드는 양적 분할이나 주식의결권 불통일 행사의 

예외적 허용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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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밖에, 국민연금은 경쟁 또는 협력 관계에 있는 복수 기업의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경우의 복잡한 이익충돌 상황에 대해 내부 지침

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투자대상기업 간의 반경쟁적 효과에 대해 

실증적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결권자문기관이 제공하는 

의견은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함에 있어 보조 자료가 될 뿐이며 

아무런 구속 또는 면책 효과가 없으므로, 그 품질은 시장원리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직접적인 등록상의 

규제보다는 독점법의 관점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남용하여 투자대상 회사의 소수주주들에게 

구체적인 피해를 주는 특정사안에서는 주주충실의무 위반으로 

구성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국민연금이라는 주주의 적극적인 활동이 기본적으로 기금의 수익

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많은 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어 자본시장에 큰 활력이 되고 이를 통해 자본재생산사회가 더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국민연금, 주주권, 기금의 주인, 대리비용, 기금운용주체, 

가이드라인, 이익충돌, 의결권자문기관, 주주충실의무, 

연금사회주의, 수탁자책임

학  번 :  2014-2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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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국민연금1)은 기금의 규모가 커지자 투자를 다변화하기 위해 1991년 

7월 처음 상장주식에 20억원을 시범 투자한 뒤 1992년 10월 100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배정해 상장주식에 본격 투자했다.2) 그 후, 최근 30년간 

투자규모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현재 국민연금기금에서 주식부문(국내외 

합계)이 차지하는 규모는 약 298조원(약 39.6%)이며3), 국민연금의 중기자

산배분계획에 따르면 2024년에는 주식부문의 비중은 약 45% 내외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4) 특히 국민연금은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국

내 주식 부문에 약 131조원을 투자했는데, 같은 기준으로 국내 자본시장

의 규모가 약 1691조원5)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 시가총액 1418조원, 코

스닥시장 상장주식 시가총액 273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자본시

장에서는 실로 독보적인 규모의 투자자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이 그 기금을 운용하는 방법으로 주식투자를 선택할 

경우 필연적으로 주주권 행사의 문제가 파생된다. 2016년 12월에 국내에

서도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어 기관투자자로부터의 수탁자 책임이 거

1) 국민연금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기금을 설치하고, 국민
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이를 관리·운용하며, 별도 법인인 국민연금공단 내
의 기금운용본부에서 기금운용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나, 특히 엄밀한 구분이 필
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편의상 국민연금기금의 운영주체를‘국민연금’으로 부
른다. 표면상‘국민연금공단’이 주체가 되겠으나, 주요 의사결정의 경우‘보건
복지부(장관)’가‘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주관하고,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
연금공단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는 등의 관여를 하게 된다. 

2) 국민연금공단, 2017, p.267
3)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용 수익률 설명자료”, 2020년 6월, p.2
4)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홈페이지, “국민연금기금 중기자산배분계획”, 
   (https://www.nps.or.kr), 2020년 10월
5) 한국거래소, 2020, p.205, p.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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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되는 가운데 국민연금에서도 책임투자의 기조로서 2018년 7월에 수탁

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채용하였다. 국민연금은 그 후속조치로 2019년 

12월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2020년 1월 기존 기금운

용원칙에 ‘지속가능성’을 추가하였다. 

 국민연금이 국내 자본시장에서 투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주

주권 행사를 강화해 나간다면 앞으로 개별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주요 주

주 지위에서, 금융권에 대해서는 주요 출자자로서의 위력이 막강해질 것

이다. 이 같은 국민연금의 방향에 대해 연금사회주의 우려와 의사결정 

구조의 독립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국민연금의 주주 활동이 향후 자본시

장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상법학에서 중요한 논

제였던 지배주주의 지배력 남용 문제가 한 기업집단 또는 한 회사 내에

서 일어나는 문제였다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문제는 국내 대부분의 

주요 상장기업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본

시장 또는 주식회사 제도 자체를 왜곡시키는 문제라는 점에서 이에 관한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제 2 절  연구의 내용

 이 글은 공공성이 중시되는 국민연금이 자체적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추고 상법의 기본이념인 기업의 유지·강화, 자본재생산사회의 발전,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주주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는 인식에 기초한다. 본 논문에서 ‘국민연금’은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상법상 주주의 지위에서 다양한 유형의 주주권을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행사 가능한 기관으로 인식하고, ‘주주권’은 비단 주식의결권 행사에 

국한되지 않고, 주주로서의 권리 전반을 통칭한다. 또한 이 글에서 ‘기

금의 주인’이란, 사유재산을 각출함으로써 국민연금의 투자 재원인 국

민연금기금의 조성에 금전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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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다루기 위한 가설적 개념이다.  

 이 글의 논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에서는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현황과 특히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현황을 살펴본다. 그리고 국민연

금 고유의 특성으로서 국민 전체에 대한 수탁자의 지위, 정치논리에 매

몰될 가능성, 대규모 기관투자자로서의 대외적·실질적 영향력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서의 올바른 기준을 

정립하고 보완점을 인식한다. 

 이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논의를 주주권 행사의 ‘주체’

와‘내용’측면으로 나눠 구체화한다. 먼저 3장에서는 주주권 행사의 

‘주체’와 관련된 쟁점에 대래 논의한다. 국민연금의 기존 주주권 의사

결정 구조를 개관하고, 그 문제점으로서 독립성, 대표성, 전문성에 대해 

분석한다. 이와 함께 해외 주요 연기금의 의사결정 구조도 검토한다. 이를 

종합해 주로 회사법상 대리비용을 줄이기 위한 기업지배구조 전략의 측면

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의사결정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4장에서는 주주권 행사의 구체적 ‘내용’이 도출된 국민연금 주주

권 행사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이에 앞서 큰 틀에서 국민

연금의 주주권 행사 방향을 정하는 운용상 목적과 제 원칙 등을 확인하

고 해외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현황도 검토한다. 아울러 주주권 행사 가

이드라인에 관하여 상법상의 주주제안권,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

용, 대량보유 보고, 단기 매매 차익 반환 등의 문제를 분석한다. 

 5장에서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연계되는 심화 문제에 대해서도 

다룬다. 먼저 다수 기업의 주식에 투자한 국민연금의 내부적 이익 충돌 상

황을 살펴본다. 또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자문기관 활용에 관해 의결권 자문

기관과의 관계, 자문내용의 구속적 또는 면책적 효과, 규제의 필요성에 대

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의 잘못된 주주권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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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민연금의 특성과 주주권 행사에 관한 

기본 시각

제 1 절  국민연금의 현황과 특성

  1. 국민연금의 현황

   가. 기금운용 현황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법에 근거해 연금가입자에게 연금급여를 지

급하고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확보하기 위해 설치되었고 

적립된 기금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연

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에서는 ‘운용위원회’로 약칭함)에서 정한 정책 

및 운용계획에 따라 관리·운용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규모면에서 일본, 노르웨이의 연기금에 이어 세계 3

대 연기금으로 불린다. 2020년 7월말 기준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와 운

용수익금 등으로 1000.1조원을 조성하고 연금급여 등으로 223.5조원을 

지출해 나머지 적립기금은 776.6조원에 육박한다.6) 

    국민연금은 기금의 대부분인 775.7조원을 금융 부문에서 운용한다.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현황을 보면 국내 주식에 141조원(18.2%), 해외 주

식에 177.1조원(22.8%), 국내 채권에 325.9조원(42%), 해외 채권에 38.3조

원(4.9%), 대체투자에 91.3조원 (11.8%) 및 단기자금에 2.1조원(0.3%) 등이

다.7) 국민연금은 448.9조원(57.9%)은 직접 운용8)하고 나머지 326.8조원

6)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 한눈에 보는 국민연금기금, (https://www.nps.or.kr), 
2020년 10월 

7)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위의 홈페이지
8) 기금운용에서 직원이 투자의 판단을 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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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는 외부 운용사의 전문성을 활용해 수익률을 높이고 위험을 분산

하기 위해 국내외 운용사들을 통한 위탁운용9)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뒤 2020년 7월 말까지 국

민연금의 누적 운용수익금 393.6조원, 연평균 수익률 5.62%에 이르는 운

용성과를 거뒀다. 향후 5년간의 투자목표인 중기자산배분계획10)에 따르

면 2024년 목표 포트폴리오에는 주식 45% 내외, 채권 40% 내외, 대체투

자 15% 이내로 구성하도록 계획돼 있다. 

   나. 국내주식 투자현황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의 운용에 관해, 장기투자를 지향하고 허용되

는 리스크의 한도내에서 기금의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킨다는 목표11)아래 

전술대로, 기금의 상당한 비율을 국내 주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내부운용의 경우, 사전에 투자가능종목군을 선

정해 이 종목군에 포함된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투자하고 중장

기적으로 패시브 운용(Passive Management)12)을 목표로 하는 한편 국내

주식 위탁운용의 경우, 민간기관의 투자기법을 활용해 투자 형태를 다양화하

고, 액티브 운용(Active Management)13)을 지향한다는 세부 투자지침을 갖고 

있다.  2019년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전체 자산 132.2조원 대비 

국민연금의 직접운용 비율은 54.1%(71.6조원)에 해당하며, 이 대비 액티

브 운용 비율은 66.3%(87.6조원)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이 같은 투자지

침을 감안한 포트폴리오에 따라 거의 모든 주요 상장사의 주식에 투자해 

왔으며 이는 전체 주식시장의 6.9%에 해당하는 규모다.

9) 위탁운용사에게 투자재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하여 운용하게 하고 그 결과
를 기금에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10) 연금재정 장기추계에 적용되는 예상수익률과 기금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전망치 
등을 고려해 수립된다.

11)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별표 3, 제16조
12) 벤치마크지수 수익률 추종을 기본으로 하는 운용을 말한다.
13) 벤치마크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운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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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국내 주식 부문 투자 현황14)  
(단위: 억 원, %)

구분

2019년 2018년 2017년

규모
자산군
내 비중

기금내 
비중

규모
자산군
내 비중

기금내 
비중

규모
자산군
내 비중

기금내 
비중

전체 1,322,540 100.0 18.0 1,089,134 100.0 17.1 1,315,134 100.0 21.2

패시브 직접 446,352 33.7 6.1 366,827 33.7 5.7 477,233 34.0 7.2

액티브

소계 876,188 66.3 11.9 722,307 66.3 11.3 867,902 66.0 14.0

직접 269,769 20.4 3.7 221,604 20.4 3.5 265,620 20.2 4.3

위탁 606,419 45.9 8.2 500,703 46.0 7.8 602,282 45.8 9.7

직접 716,121 54.1 9.7 588,431 54.0 9.2 712,852 54.2 11.5

위탁 606,419 45.9 8.2 500,703 46.0 7.8 602,282 45.8 9.7

주) 반올림에 의한 단수차이가 있음

[표 2-2] 국내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15)

(단위: 억 원, %) 

구분 전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2019년

국민연금 1,303,695 1,266,783 36,912

시장 18,828,931 16,055,944 2,772,987

비중 6.9 7.9 1.3

2018년

국민연금 1,075,169 1,046,707 28,462

시장 15,722,102 13,439,719 2,282,383

비중 6.8 7.8 1.2

2017년

국민연금 1,315,134 1,266,783 36,912

시장 18,828,931 16,055,944 2,772,987

비중 7.0 7.9 1.3

주 1) 금액은 시가 기준, 말일 기준임
   2) 비상장주식 및 현금성자산, 우선주, ETF, 선물옵션 금액은 제외함

14)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2019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안), 2020년 7월
15)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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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주식 규모별 보유금액 및 비중16)

(단위: 억 원, %)

구 분
국내주식 전체 코스피 

구성비
시장 

구성비(B)
차이
(A-B)금액 비중(A)

거래소

대형주 1,114,459 86.5 80.1 68.9 16.6

중형주 121,976 9.4 11.0 9.4 -0.1

소형주 13,848 1.1 4.4 3.8 -2.8

기타 16,284 1.2 4.5 3.8 -2.6

소계 1,266,67 97.2 100.0 85.9 11.2

코스닥 36,937 2.8 0.0 14.1 11.2

총계 1,303,504 100 100 100 0.0

주 1) 대‧중‧소형주는 거래소 기준이며 비상장주식, 신주인수권 및 위탁운용의 현금
성자산, 선물옵션 금액은 제외

   2) 기타는 우선주 및 ETF
   3) 시장구성비는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을 합친 주식시장 전체의 구성 비중임

    투자 규모별 세부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NAVER, 현대모비

스, 현대차, POSCO, LG화학, SK텔레콤, 신한지주, KB금융 순이다.17) 통

상 경영권 개입이 가능한 주식보유비중을 5% 정도인데 2020년도 주주총

회에서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총 313개에 달하며, 

이는 전체 상장사 2204개(코스피 800개, 코스닥 1404개) 중 14.2%에 해당

한다.18) 이 중 국민연금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96개이며, 

KT와 포스코, 네이버, KT&G, 신한지주, 하나지주 등 9개 기업의 경우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이고 국민연금이 2대 주주로 있는 기업도 170여 개

에 이른다.19)20)  

16)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앞의 글.
17)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투자종목 내역, 2020년 9월
18)“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 예고, 내달 정기주총 긴장”, BizFACT, 2020년 2

월 10일
19)“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 예고, 내달 정기주총 긴장”, BizFACT, 2020년 2

월 10일 
20) 참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공적 연기금으로 자국 기업 주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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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4]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투자종목 내역21) 

(단위: 억 원, %)

번호 종목명 평가액 자산군 내 
비중 지분율 

1 삼성전자 353,767 27.1 10.6 

2 SK하이닉스 70,142 5.4 10.2 

3 NAVER 35,411 2.7 11.5 

4 현대모비스 27,138 2.1 11.1 

5 현대차 26,905 2.1 10.5 

6 POSCO 24,335 1.9 11.8 

7 LG화학 22,312 1.7 10.0 

8 SK텔레콤 21,395 1.6 11.1 

9 신한지주 20,341 1.6 9.9 

10 KB금융 19,760 1.5 10.0 

11 셀트리온 18,824 1.4 8.1 

12 삼성SDI 17,558 1.3 10.8 

13 LG생활건강 15,244 1.2 7.7 

14 삼성물산 15,125 1.2 7.4 

15 SK이노베이션 14,582 1.1 10.5 

16 KT&G 14,491 1.1 11.3 

17 한국전력 14,060 1.1 7.9 

18 엔씨소프트 13,997 1.1 11.8 

19 SK 13,504 1.0 7.3 

20 기아차 13,409 1.0 7.5 

21 카카오 12,171 0.9 9.2 

22 LG전자 11,195 0.9 9.5 

23 하나금융지주 11,015 0.8 9.9 

24 삼성전기 10,888 0.8 11.7 

25 삼성화재 10,752 0.8 9.3 

 

주) 2019년 말 기준

투자하는 국가는 14개국이며, 이 중 공적연기금이 최대주주인 경우는 뉴질랜드 
1건, 덴마크 6건 정도다. (“국민연금, 국내 기업 150개사 2대 주주 올랐다, 투
자기업 10곳 중 4곳서 5% 이상 지분보유”, 중앙일보, 2019년 12월 5일)

21)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투자종목 내역, 202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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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은 중장기적으로 기금수익 제고를 위해 투자지역 및 투자대

상을 적극적으로 다변화한다는 입장이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기금 규

모가 제도 시행 이후 계속 증가하고, 2041년에는 1778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22), 국내 주식 투자 규모 또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 국민연금의 특성 

 가. 국민 전체에 대한 수탁자로서의 특성

 투자자란 증권 발행 시장에서 증권을 취득하고 이를 다시 증권 유통 

시장에서 매각하려는 자를 말하고, 개인 자격으로 비교적 소액의 자금을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와 달리, 다량의 주식 거래를 실시하는 전문 조직을 

활용하여 저축 기타의 방법으로 조성된 개인 또는 법인의 여유 자금을  

주로 유가증권에 투자함으로써 수익이 극대화되도록 관리하는 법인 형태

의 투자자가 기관투자자이다.23) 법률상 ‘기관투자자’라는 용어는 구 증

권거래법24)상 대량보유 보고에 관한 5%룰 적용 특례 규정에 사용됐으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25)을 차용하였고, 은행, 보험

22) 성주호, 2018년 8월 17일, p.7
23) 강대섭, 2003, p.161
24) 증권거래법[시행 2008. 3. 21.] [법률 제8985호, 2008. 3. 21. 일부개정]
    제200조의2 (주식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 ① (중략) 이 경우 그 보유목적이 발

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
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
다)이 아닌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증권거래법 시행령[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53호, 2008. 2. 29. 타법개
정] 2조의4 (유가증권의 모집·매출) ③ (중략)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의2제8항에 따른 기관투자자(이하 "기관투자자"라 한다)

    제86조의8 (기관투자자 등의 범위) 법 제200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 등"이라 함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목적으
로 주식등을 보유한 기관투자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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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투자신탁회사, 증권회사, 기금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포함됐다.26)

 기관투자자는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자금을 운용·관리하여 약정된 

시기에 고객에게 반환해야 할 수탁자의 지위에 있다.27) 즉 기관투자자의 

경우 ‘투자재원의 타인성’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진다.28) 그로부터 주인

과 대리인의 관계가 설정되는데, 통상 대리인이 관련 사실에 대해 본인보

다 우월한 정보를 갖기 때문에 본인은 대리인의 이행이 약속과 일치하는

지를 쉽게 확인할 수 없고, 이로 인해 대리인이 이행의 품질을 떨어뜨리

거나 본인에게 약속한 것 중 일부를 자신이 차지하는 등 기회주의적29)으

로 행동할 인센티브가 있다.30) 국민연금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연금

보험료 등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이 있고, ‘국민’의 노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수탁자책임활동을 

25)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08. 10. 7.] [대통령령 제21063호, 2008. 10. 7., 일부개
정] 제17조의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⑧법 제18조의2제1항제
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
한다. 

    1. 제61조제2항제1호 내지 제11호·제21호·제28호·제34호 및 제36호의 금융
기관 등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3. 「증권거래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4.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하는 법인(해당 기금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5.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6. 그 밖의 법인 중 상장유가증권에의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 다만, 해당 조
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26) 단, 구 법인세법상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 등 타 연기금이 포함되어 있는만큼 국민연금 
또한 기관투자자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7) 유주선, 2018, p.82
28) 권기범, 1995, p.130
29) 기회주의라는 용어는 올리버 윌리엄슨의 용법에 따라 속임수, 사기, 부실표시, 악

의와 같은 요소를 포함하는 사익 추구적 행동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한다. (김건
식 외 7인, 위의 책, p.72)

30) 김건식 외 7인, 앞의 책, p.72



- 11 -

이행하겠다고 함으로써, ‘국민 전체’에 대해 수탁자 지위에 있음을 표

방하였다.31) 따라서 ‘국민연금’과 ‘국민 전체’간에도 회사법상 본인

-대리인 문제가 유사하게 발생한다. 

 이와 같이 본인의 복지가 대리인의 행위에 달려 있는 경우, 대리인

이 자신의 이익 보다 본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관건이다.32) 그러나 국민연금제도는 구조적으로 전 국민의 강제 가

입을 원칙으로 중간정산을 배제하기 때문에 대리인인 국민연금은 민간 

기관투자자와 달리 기금운용 결과에 관해 투자자 유치 경쟁 등 시장의 

압력을 받지 않는 반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기금운용인력이 기업가치를 

해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적립금을 되찾아 대안적인 투자

안에 투입할 수 없다.33) 

 또 국민연금이 그 기금에 대해 국민 전체에 대한 수탁자로서의 지위

에 있다는 것은 동시에 기금에 대한 독보적인 주인이 없다는 것을 의미

하기도 한다. 즉 국민연금은 소유관계에 따른 지배주주나 그 특수관계인

이 없기 때문에 기금의 이익보다 지배주주 등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

할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다.34) 그러나 본인이 여러 사람들로 구성되어 

존재할수록 대리인의 적절한 행동을 담보하기 힘들어지고, 특히 본인들

이 서로 다른 이익, 또는 경제학자가 말하는 이질적 선호(heterogeneous 

preferences)를 갖는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35) 

 국민연금에 대하여는 ‘국민 전체’라는 집단적, 추상적 의미의 

‘본인’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모습은 기금운용위원회 일부 위원

을 통해서라도 단편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촉위원은 

사용자단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자 관련

31)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중 [원칙 1]
32) 김건식 외 7인, 2020, p.25
33) 강성원, 앞의 글, p.43
34) 유주선, 앞의 글, p.90
35) 김건식 외 7인, 앞의 책,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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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소비자단체, 시민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는 점에

서 상징적이나마 기금운용체제에 대표성36)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데, 

적어도 이들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본인’의 모습은 서로 매우 이질

적인 선호를 가진 이익집단들의 집합으로 볼 수 있다. 이질적인 선호를 

갖는 본인이 여럿인 경우 정보 및 조정비용이 커지게 되어 본인들은 집

단적 행동을 취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본인들 사이의 조정이 곤란

해짐에 따라 대리인에게 의사결정권을 보다 많이 위임하게 될 것이다.37) 

이와 같이 국민연금에 의한 기금운용은 ‘국민 전체’라는 본인의 특수

성으로 인해 본인에게 상당한 정보 및 조정비용도 생기고, 대리인인 국

민연금의 의사결정권이 커지는 특성이 있다. 

 나. 정치논리에 매몰될 가능성

 기관투자자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해, 본인이 수탁자를 임명하는 방

식,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수탁자가 “수탁자의무 또는 신인의

무”(fiduciary duties)를 수행하기 위해서 소비하는 시간과 그것들이 직

면하는 이해상충, 그리고 투자 기간의 면에서 서로 큰 차이가 있다.38)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와 ‘국민연금’ 사이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대

리문제로 인해 독특한 특성을 가진 수탁자이다. 

 우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재원으로 기금을 

운용하므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국민 전체’에 대한 수

탁자로서 대기업집단을 비롯한 재계, 경제적 세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중 반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39) 통상 기업집단계열 자산운용사의 경

36) 기능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표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나, 엄밀히 본인의 대표자로 
보기는 어렵다. 

37) 김건식 외 7인, 앞의 책, p.74
38) Robert A.G. Monks, 1998, p.146 (이상복, 2008, p.363에서 재인용)
39)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활동 내역 등과 관련된 통계내역(2019년말), 

202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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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계열사 결정에 대해 주주로서 반대하기 어렵고, 독립 자산운용사의 

경우 기업집단에 속하는 투자대상 회사로부터 퇴직연금 운용관리 업무를 

넘겨받아 영업상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상 관계로 반대표 행사에 소극적

인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40) 

[표 2-5] 의결권 행사 내역41)

행사연도
주식투자
기업수

행사
주총수

행사
안건수

행사내역

찬성
(비율,%)

반대
(비율,%)

중립/기권
(비율,%)

2019년 1,059 767 3,278
2,647
(80.8)

625
(19.1)

6
(0.2)

2018년  764 768 2,864
2,309
(80.6)

539
(18.8)

16
(0.6)

2017년  772 708 2,899
2,519
(86.9)

373
(12.9)

7
(0.2)

[2-6] 안건별 반대 행사 내역42)

반대 사유
2017년 2018년 2019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이사 및 감사 선임 226  60.6 226 41.9 251  40.2

정관변경  65  17.4  47  8.7  95  15.2

이사 및 감사 보수  43  11.5 230  42.7 242  38.7

기타  39  10.4  36  6.7  37   5.9

합계 373 100.0 539 100.0 625 100.0

40) 최문희, 2020, “기관투자자의 주주권행사와 의결권 자문기관”, p.80
41)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앞의 글, 2020년 1월
42)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앞의 글, 202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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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이사 및 감사 세부 반대 사유43)

이사 및 감사 선임 반대 이유
2017년 2018년 2019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장기연임(10년 이상) 68 30.1 35 15.5 52 20.7

당사, 계열회사, 중요한 관계에 있는 
회사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

55 24.3 61 27.0 58 23.1

이사회 참석률 저조(75% 미달) 22 9.7 27 11.9 15 6.0

과도한 겸임 53 23.5 47 20.8 34 13.5

감시의무 소홀 6 2.7 12 5.3 16 6.4

기타 22 9.7 44 19.5 76 30.3

합계 226 100.0 226 100.0 251 100.0

    한편, 국민연금은, 그 기금의 설치‧운용‧지출‧조직이 모두 법률에 근

거하고 있어, 그 때문에 정부나 정치적 세력의 영향력으로부터 취약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빌미로 국민연금

의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통제, 의결권 행사를 통해 원하는 인물을 이사

로 선임할 수도 있고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기금의 주

인’의 이익, 투자대상 회사의 주주로서 가장 큰 이익을 고려하기보다는 

단순히‘공익’이나‘사회적 가치’또는 특정 정치세력 또는 특별한 이

익집단의 목표를 우선시 할 가능성이 있다.44) 그로 인해 사회적으로 논

란이 있는 사안에서 특정 정치논리에 계속 휘둘릴 가능성이 있고, 심지

어 국민연금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주주권 행사 내용이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45) 

    더욱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여가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일반 대중의 기금에 대한 주인의식이나 기금의 운용, 활동에 대한 견제 

43)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앞의 글, 2020년 1월
44) 최문희, 앞의 글, p.80
45) 권종호, 2016,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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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심리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순히 즉흥적인 일부 

대중의 정서나 일시적인 사회 여론이 시스템을 통해 대표성은 확보하지 

못한 채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눈치보기식 

의사결정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방향의 일관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결국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특정한 정치적 목

표나 정책적 목표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기금을 운용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특수한 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대리인이 맡는 과제가 복잡

할수록, 대리인에게 주는 재량이 커질수록 대리비용이 커질 가능성이 높

은데46), 국민연금이 1000조원에 육박하는 기금을 독립적으로 운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대리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 대규모 기관투자자로서의 특성

 국민연금은 세계 3대 연기금으로 그 기금 규모가 몇 년 안에 1000조 

원에 육박하는 바, 현실적으로 국내 자본시장이 모두 수용하기에는 버거

울 정도로 큰 자본력을 갖고 있고 투자기간이 매우 긴 기관투자자이다. 

국민연금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단순히 경제적 세력으로부터 독립

된 정도를 넘어 자본시장과 그 상장기업은 물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관
리 업무를 맡고 싶은 다른 기관투자자에게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47) 

 국민연금은 시중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 펀드 등과 같이 경영에 참

여하지 않고,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재무적 투자자에 해

당하기는 하나, 국민연금이 국내주식을 운용하는 이상 필연적으로 국민

연금은 투자대상회사의 주주가 되고, 그것이 직접운용이든 위탁운용이든 

주주권 행사 문제가 발생한다. 상법상 주주의 권리는 통상 회사의 운영

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권과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 등을 

46) 김건식 외 7인, 앞의 책, p.73
47)“[재계가 보는 국민연금②]‘정치연금’돼 버린 2대주주”, 뉴스웨이, 2020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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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목적으로 하는 자익권으로 나뉜다.48) 공익권 가운데 결의권은 출자

에 따른 위험부담에 상응하는 영향력 행사의 기회를 주는 주주의 본질적

인 권리이자 투자위험 관리수단이 된다.49) 주주는 보유주식 수에 비례해 

더 많은 의결권을 갖게 되는데 특히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과 일상적인 

업무집행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주주라는 의미에서 ‘지배

주주’가 되면 보통 주주에 비해 권리의 질이 다를 수 없지만 현실적으

로 사회학적 힘이 가미돼 우월성을 보이기도 한다.50) 이 같은 지배력은 

시장에서 객관적 가치로 환산돼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개념으로 거

래된다.  

    국민연금이 국내 상장기업에 많은 주식을 많이 갖게 되면 우선 주식 

의결권이 비례적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주주총회 안건의 통과 여부는 최

대주주와 이에 우호적인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다른 개별투자자의 지분

율과 분포상황,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보유지분율의 증가가 

반드시 국민연금 의결권의 영향력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51) 국민연

금의 임계확률52)은 2010년 이후 평균 75%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소

치는 50% 정도이지만 이는 국민연금의 평균 지분율 증가에도 평균 임계

확률이 일정하게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며 대부분의 경우 대주주 지분율

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율이 30% 이상으로 확보돼 보통결의 

안건을 안정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기업의 비율은 80% 정도여서 국민

48) 이철송, 2020, p.314
49) 이철송, 위의 책, p.33, p.294
50) 이철송, 위의 책, p.323. 상법상 지배주주의 개념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를 가진 주주를 지칭하는바, 통상 지배주주의 용례와 차이가 있다. (360조
의24 내지 360조의26)

51) 최희정 외 3인, 2019, p.86
52) 의결권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특정 투자자가 경영진 안건에 반대할 

경우 안건이 부결되기 때문에 최대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의 지지를 최소 
얼마나 확보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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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이 경영진의 제안 안건에 반대해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

다.53) 실제로 2020년 국민연금은 12월 결산법인 46개 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 80건에 대해 반대 또는 기권표를 행사했고, 그중에는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인 상장사도 있었지

만 부결률은 0%였다.54) 2019년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국민연금이 반대한 

안건 648건 중 11건만이 부결되었다. 직전 5년간에도 국민연금이 반대해 

최종 부결된 안건수는 연평균 4.2건 수준으로 주주제안(38%),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승인 안건 비중(38%), 특별결의 안건(24%) 순으로 반대-

부결 안건 비중이 높다.

    그런데, 국민연금과 외국인이 경영진의 안건에 함께 반대할 경우, 국

민연금과 외국인의 임계확률은 60% 내외로 75%에 비해 상당히 낮아지지

만, 이것은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와 외국인의 캐스팅 보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일부 외국계 기관은 한국 기업의 지

배구조 개선 등을 요구하는 등 경영진이 제시한 안건에 반대해 이를 부

결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도 했다.55)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연금

의 의결권 행사 방향이 안건의 통과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56)57) 

    또 주주가 투자대상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중 일정 지분율 이상을 보

유할 경우 소수주주권을 확보하게 된다. 상법상 소수주주권에는 주주제

안권, 대표소송(이익공여관련대표소송, 불공정인수관련대표소송, 발기인

53) 주주총회 보통결의안에 비해 특별결의안에 대한 표결에서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의 영향력이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54)“민망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 반대한 안건 모조리 통과”, 조선비즈, 2020
년 3월 23일

55) 대표적인 사례가 칼 아이칸이 케이티앤지에 대해, 소버린이 SK에 대해, 엘리엇
이 삼성물산과 현대자동차에 대해 반대한 것이다.

56) 최희정 외 3인, 앞의 글, p.93
57) 실제로는 그 중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찬성하였

고, 주주총회의 결과도 합병승인으로 나왔지만, SK와 SKC&C 합병에서는 국민
연금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결과는 합병승인이었다. (권종호, 앞의 
글,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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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추궁대표소송, 청산인책임추궁대표소송), 집중투표청구, 이사 및 감

사해임청구, 청산인해임청구, 유지청구, 회계장부열람권, 주주총회소집, 

총회검사인선임청구, 업무검사권, 해산판결청구권 등이 있는데,58) 국민연

금은 주요 투자대상회사에 대해 상법상 모든 소수주주권의 보유 지분 요

건을 이미 충족하거나,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추가적인 투자결정만 이

루어지면 충족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이 현재로선 적극적인 주

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주주제안권 이외의 소수주주권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국민연금이 최후의 

수단으로 의사결정만 하면 법적으로는 언제든지 회사 경영에 중대한 압

박을 가할 수 있는 다양한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결국 국민연금은 국내 자본시장의 모든 주요 상장사에 대해 경영활

동을 적극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을 확보하였고, 주식 지분율

에 비춰 최소한의 주주 간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캐스팅보트로서의 역할

를 할 수 있게 된 바, 이미 많은 상장사에 대해 주요 주주로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매우 특수한 지위에 있다는 평가다. 

제 2 절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견해 대립 

  1. 부정적 견해 

 가. 연기금 행동주의에 대한 반대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부정적인 견해는 우선 기관투자

자의 행동주의 경향에 반대하는 관점과 궤를 같이한다. 기관투자자는 공

공성에 따라 잠재적 권력을 자제해야 하고 남이 맡긴 자산으로 높은 수

익을 올려야 하는 운용자산의 특수성으로 인해 투자대상 회사의 경영방

58) 이철송, 앞의 책, p.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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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에 불만이 있더라도 회사 경영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보유주식을 매각

하는 방식을 택하는데 이러한 행동경향을 “월스트리트 룰”(Wall Street 

Rule)이라고 한다.59) 

    근본적으로 주주는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 주주총회

에서 의결권 행사를 통해 회사의 운영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그 

밖의 방식으로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회사법상 이사회 중

심의 회사운영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60)

    특히 연기금의 경우 주주가치 극대화 정책을 준수해야 하는 압력에 

시달리지 않는 등 인센티브가 없고 내부에 대리인 문제를 덜어줄 메커니

즘이 없으며 법적 규제 등이 원인이 돼 적극적 주주권 행사의 장벽이 있

다고 지적한다.61) 또, 실제로 연기금의 주주 행동을 검토한 실증연구를 

봐도, 타깃이 된 기업의 성과 또는 지배구조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

다.62) 나아가 연기금 행동주의가 추구하는 회사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목

표의 정확한 의미와 이를 측정할 지표가 불분명해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이 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여부도 알 수 없

다.63) 

 나.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으로 인한 남용가능성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도 국민연금이 주주권 중 공익권, 특히 그중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있

어 왔으며 주로 재계에서는 그 부작용을 우려해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 

왔다.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은 국내에

서는 주로 ‘연금사회주의’라는 용어로 대변될 것으로 보인다. 

59) P. Blumberg. 1987, pp.131~144; J. Brown, 1967, pp.678~681 (이철송, 앞의 책, 
p.501에서 재인용) 

60) 정대익, 2017, p.239
61) 안수현, 2020, p.206
62) 안수현, 위의 글, p.206
63) 최문희, 앞의 글, p.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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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퇴직연기금이 활발히 활동하던 1976년 피터 드러커는 기고

문에서 만약 사회주의를 근로자에 의한 생산수단의 소유로 정의한다면 

미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사회주의화된 국가라고 설명하면서 연금사회

주의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64) 당시 근로자를 위한 퇴직연금 등이 

미국 상장기업 지분의 25%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공무원, 교사 등의 연

기금이 10% 정도를 갖고 있어 미국 주식시장의 3분의 1 가량을 근로자

들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연기금이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은65) 이미 

근로자의 생산수단 소유라는 사회주의를 실현하였다는 설명이다.

    다만 현재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연금사회주의’가 피터 드러커

가 인용한 개념을 의미하는지는 모호하다. 한국 사회에서 논의되는 ‘연

금사회주의’는 상장주식을 보유한 기금의 원천이 근로자로부터 나온다

는 이론적 측면보다는 주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실체적 불

신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통상 ‘연금사회주의’는 정부 및 정

치권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이용해 민간기업에 대해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66) 이는 엄밀히 주주권 행사의 주

체나 목적에 관한 남용 문제로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구조는 대통령, 국회,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철저히 정치적, 관료적 영향력 아래에 있다. 따라서 국민

연금기금이 국민연금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이라는 운용목표를 이

탈하고 특정정부의 정책적 목표 달성이나 경제부흥 내지 주가 방어용 등

의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특정인의 경영권 승계라는 목적에 활용돼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더욱이 국민연금은 일반 국민인 연금 가입자 전체에 대해 수탁자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기금의 운용 방식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주주권 행사

64) 김남근, 2019, p.34
65)“연금 사회주의, 원조는 미국이다”, 한겨레, 2019년 3월 1일
66) 이수진, 2019, 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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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에 대해 사회적 여론에 취약한 면이 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이 국

민여론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주주권을 행사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밉상 기업주’를 손봐주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다. 국민연금 자체의 역할과 역량 문제

    부당한 외부 영향력을 제거해도 국민연금은 그 자체로 공공기관이라

는 특수성이 돋보인다. 그런 국민연금이 중점관리기업을 선정해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전개하면 특정 민간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부당한 경영 간

섭이 되고 이에 따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있다. 

국민연금이 특정 민간기업의 경영에 장기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자본시장

에서 경쟁력 없는 기업이 시장의 힘에 의해 제때 축출되지 못하면 이는 

시장 전체에도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이 주주 관여를 적극적으로 하려는 대의는 투자대

상 회사의 장기적인 체질 개선을 통한 기금의 수익성 향상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국민연금사업을 잘하기 위해 기금을 운용하고, 기금을 잘 운

용하기 위해 투자대상 회사의 장기적 체질 개선을 도모하고, 이를 위해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공식적인 의결권 행사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비공

식적인 주주 관여를 한다면 이는 이미 국민연금 본래의 목적과 존재 이

유에서 훨씬 벗어난 활동이라는 시각이 있다. 

    또 국민연금이 개별 투자대상 기업의 의사결정을 모두 제대로 평가

한 뒤 이에 관여할 만한 현실적인 여력과 역량을 갖췄는지에 대해 시장

은 의문을 품고 있다. 각 산업분야에 특화된 민간기업의 경영진은 고도

로 전문적인 경영상의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국민연금이 각 분야에 관

한 전문성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할 경우 경영진의 의사

결정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왜곡될 수 있다. 의결권자문기관

의 자문을 받아 주요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여전히 시장과 기업에 대한 

분석과 전망은 오류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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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긍정적 견해 

 가. 연기금 행동주의의 순기능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는 기본적으

로 기관투자자의 행동주의 경향을 지지한다. 벌리(Berle)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에서 기관투자자에게 주식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고 미국 기업의 

지배구조가 소유자 지배에서 경영자 지배로, 최종적으로는 기관투자자의 

지배로 변모할 것이라고 예견했지만,67) 아직까지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

고 있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검토하고 경영성과가 

매우 저조하면 의결권을 행사해 회사의 정책이나 경영진을 교체하는 변화

를 함으로써 자본시장에서의 경영자의 행동을 교정할 수 있다고 본다.68) 

    특히 연기금처럼 장기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 월스트리트 룰

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고 국가경제 전체에 대한 파급효과도 고려해야 하

기 때문에 대안으로서도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관점이 있다. 이들은 미국의 대표적 공적연금인 캘퍼스(CalPERS)의 성과

가 연기금 행동주의의 좋은 표본이 되고 주로 이를 근거로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면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성과가 개선될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에 도움이 된다

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투자금의 안정적 회수와 투자수익

률 제고라는 국민연금기금의 기본적 운용목적에 충실히 부합하게 된다.

 나. 책임투자의 구현

    투자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책임투자

는 투자자산의 선택 및 운용에 있어서 기업의 재무적 지표뿐만 아니라 

환경적(Environmental), 사회적(Social), 지배구조적(Governance) 요소 즉 

67) A. Berle, pp.52~56 (이철송, 앞의 책, p.501에서 재인용)
68) 안수현, 앞의 글, p.212



- 23 -

국가 주관처
채택
연도

명칭 구성 비고

영국
FRC
(민간)

2010
The UK Stewardship 
Code

7개 원칙
세부지침

FRC: Financial 
Reporting Council 

캐나다
CCGG
(민간)

2010

Principle for 
Governance  Monitoring, 
Voting and Shareholder 
Engagement

5개 원칙
세부설명

CCGG: Canadian 
Coalition for Good 
Governance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포괄적으로 고려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향상을 추

구하는 투자방식을 뜻한다.69)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재벌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문제나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투자의 당부에 대해 책임투자의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투

자자는 이러한 사회적, 환경적 문제에서 발생되는 위험성에 대해 투자대

상회사의 장기적 수익성 차원에서 회사가 관리해야 할 비재무적 위험의 

하나로 평가하면 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재벌 기업집단 중심

의 자본주의, 세습경영을 한국경제의 폐해로 인식하고 국민연금이 기금

의 수익성 제고라는 목적과 별개로 투자대상회사의 대주주 및 경영진을 

견제하면서 적극적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

장도 존재한다. 대부분의 주주가 의결권 행사에 무관심하고 다른 기관투

자자도 투자대상회사와 사업관계나 이해관계가 맞물려 경영진에 대한 견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한국 상황에서 개별회사에 대한 지분율에 

비춰 주주총회 결의의 향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 투

자대상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감시 역할을 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도 

강조된다.70) 

[표 2-8] 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동향 비교71)

69)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p.19 
70) 최문희, 앞의 글, p.319
71) 황인학, 위의 글,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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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
란드

EUMEDION
(민간)

2011
Best Practices for 
Engaged 
Share-Ownership

10개 규범
세부지침

EUMEDION: 민간 
Good Guardian을 
의미

남아
공화국

IoDSA
(민간)

2011
Code for Responsible 
Investing

5개 원칙
세부설명

IoDSA: Institute of 
Directors Southern 
Africa

스위스
Ethos
(민간)

2013

Guidelines for 
institutional investors, 
governing the exercising 
of participation rights in 
public limited companies

5개 원칙
세부설명

Ethos: 민간재단

이탈
리아

ASSOGESTIONI
(민간)

2013

Stewardship Principles 
for the Exercise of 
Administrative and 
Voting Rights in Listed 
Companies

6개 원칙
세부제안

ASSOGESTIONI: 
민간협회

일본
FSA
(정부)

2014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stitutional 
Investor

7개 원칙
세부지침

FSA: Financial 
Services Agency

말레이
시아

MSWG
(정부)

2014
Code for Institutional 
Investor

6개 원칙
세부지침

MSWG: Minority 
Shareholder 
Watching Group

홍콩
SFC
(정부)

2015
Principles of Responsible 
Ownership

7개 원칙
세부설명

SFC: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다. 기관투자자로서 수탁자책임의 이행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됨으로써 기관투자

자의 수탁자책임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란 주인의 자산을 맡아 관리하는 집사(Steward)에 빗대어, 기관투자

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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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해야 할 세부 원칙과 기준을 지칭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

기로 영국 재무보고위원회(FRC)는 최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발효

하였고,72) 그 이후로 일본, 네덜란드, 캐나다, 스위스, 이탈리아,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등 총 10여개 국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73)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인‘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

칙’은 민간 주도의 연성규범으로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

기 위해 이행해야 할 7가지 세부원칙과 안내지침을 제시한다.74) 

    국민연금은 2018년 7월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를 바탕으로‘국민연금

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공표하였다. 이로써 국민연금은 기관

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차원에서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경영감시활동을 

활성화하고 투자대상 기업의 경영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기반을 다졌다. 

이처럼 국민연금이 수탁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다.  

72) 최영민·최희정, 2018, p.70
73) 황인학, 2016, p.10
74)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 1.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

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원칙 2.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

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원칙 3.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
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원칙 4.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원칙 5.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
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원칙 6.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
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원칙 7.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
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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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결론

 국민연금은 자본시장에서 자신의 투자자산을 보호하면서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대규모 기관투자자 중 하나다. 즉 국민연금은 사법상의 주체이

며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권을 보유하게 되므로 

상법상의 주주로서의 지위와 그 권리행사는 헌법상 사경제 주체의 재산

권에 속하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연금사회주의 우려가 있지만 국민연금의 속성이나 국민연

금기금의 목적, 용도, 재원을 이유로 주주의 특정 권리나 특정 사안에만 

선별적으로 그 권리 행사를 제한하고 자제시킬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

다. 또, 국민연금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재원은, 근로자, 지역가입자, 사용

자 등의 다양한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확보되므로, 국민연금의 주식 보유

를 근로자에 의한 생산수단 소유로 보기 어렵고,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구조상,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

자의 이익이 커진다고 할 수 없다.75) 적어도 자유시장경제에서 국민연금

이 막대한 금원으로 자본시장과 주식회사에 활발하게 투자하고 주주로서 

스스로의 권리를 완전히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친자본주의’

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비판의 본질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

사가 남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국민 전체에 대한 수탁

자적 지위로 국민연금가입자의 재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면서 사실상‘국가

의 의지’에 의하여 보유하는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주주권 행사‘주체’

에 관한 남용으로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이 사경제 주체로서 주주권을 행

사하는 목표는 자신의 자산 보호와 수익 추구가 돼야 함에도‘공공의 이

익’, ‘사회경제적 목적’, ‘특정인의 경영 승계’등 사실상 다른 목적 

75) 실제로 노동조합운동의 일부 분파는 주주행동주의가 결국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해 임금인상 억제, 근로자 복지 축소를 통한 배당 강화 등을 지향하기 때문
에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근로자의 이익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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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주주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주주권 행사의‘목적’에 관한 남용이다. 

 이처럼 국민연금이 국가는 물론 재계, 노동자단체 등 다양한 사회세

력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의해 정치논리에 묻힐 위험이 있다고 해도 

자본시장에서 대규모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

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은 ‘기금의 주인’입장에서 대리비용을 낮

추기 위해 국민연금의 운용상의 독립성과 대표성, 전문성을 꾸준히 강화

해 나가는 이유일 뿐 국민연금의 주주로서의 지위와 그 권리행사에 특수

한 제약을 가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국민연금은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자산 보호와 

수익 향상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이를 위해 도움

이 된다면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

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긍정하지만 주주권 행사의‘주체’나

‘목적’의 남용 가능성에 대해 차단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 

갈수록 비대해지는 국민연금의 힘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조치도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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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주주권 행사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쟁점

제 1 절  기존 의사결정구조의 개관

  1. 기금운용주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의사결정구조는 그동안 법적, 연혁

적으로 기금운용에 관한 의사결정구조의 하위 수준에 존재하며 기금운용

의 일환으로 이뤄져왔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의사결

정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연금법령상의 국민연금 기금운용

의 거버넌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국민연금 급여를 안정적으

로 지급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국민연금기금이 설치되었고(국민연금

법 제101조76)), 이를 관리·운용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국민

연금법 제102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계획 등이 포함

된 국민연금 운영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

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연금법 제4조 제2항77)) 

  보건복지부에는 기금운용지침, 연도별 운용계획, 운용결과 평가 등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운용위

76)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
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한다.  

77)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
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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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를 둔다. (국민연금법 제103조 제1항78)) 운용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

은 보건복지부장관이며, 그 외 당연직 위원(기획재정부 차관, 농림축산식

품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고용노동부차관 및 국민연금공단 이사

장)과 위촉직 위원(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대표, 관계전문가 등)의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국민연금법 제103조 제2항79))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차만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하며(국민연금법 제102조 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용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7조의280))

78)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2. 기금을 관리기금에 위탁할 경우 예탁 이자율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4. 제107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내용과 사용 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79)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② 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 당

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차관·농림축산식품부차관·산업통상자원부차관·고용

노동부차관과 공단 이사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3.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가.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나. 농어업인 단체 외의 자영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다.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4. 관계 전문가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80) 제77조의2(운용위원회 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3조 제2항 각 호

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
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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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용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국

민연금법 제103조 제4항) 운용위원회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

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출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국민연금법 제103조 제5항) 위원장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운용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

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8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용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연금법 제103조 제6항)  

  운용위원회에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의

견을 제공함으로써 운용위원회의 기능을 보좌하는 심의·평가기구인 국

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된다. (국민연금법 제104조81)) 그밖에도 국민연금기금의 심의·의결사항

81)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이하 "

실무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 운용 자산의 구성과 기금의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 성과의 측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

    4. 운용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중 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 그 밖에 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실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차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운용위원회의 위원 중 제103조 제2항에 따른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공단이사

장은 제외한다)이 각각 지명하는 소속 부처의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
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3.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4.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가.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나. 농어업인 외의 자영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 31 -

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기 위해 운용위원회에 분야별 국민연

금기금 운용전문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그 중 주주권 행사의 원칙, 

기준, 방법, 절차나 국내외 자산운용사에 위탁해 운용하는 주식의 의결

권 위임, 투자대상과 관련된 환경·사회·지배구조 고려 등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에서는 ‘수탁자책임전

문위원회’로 줄인다.)이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382))    

       다.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5.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 단체가 위원을 추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사회복지학·경제학 또는 경영학 등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

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

    3. 사회복지학·경제학 또는 경영학 등의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이

나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

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⑤ 기금 관련 담당부서는 실무평가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실무평가위원회는 기금 운용에 관한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운용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실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2) 제80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03조 제1항 

각 호의 심의·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운용위

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
     2.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3.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는 법 제10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1.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나. 기금 투자 기준 및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기금 투자 정책의 개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의 투자정책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국민연금기금투

자정책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의 재

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2.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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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또는 연금제도 

분야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관계전문가) 등 

9명으로만 구성된다. 운용위원회 위원장이 관계전문가 중 6명을 직접 위

촉하고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관계전문가 

      가. 주주권 행사의 원칙·기준·방법·절차에 관한 사항

      나. 국내외 자산운용사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주식의 의결권 위임에 관한 사항

      다. 법 제102조 제4항에 따른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고려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국민연금기

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

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3.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금 운용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나. 기금 운용 성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다. 기금 운용 현황의 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정책제언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의 위험관리·성과보상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국민

연금기금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국민연금기금위험

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심의를 요구

하는 사항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의 위원은 상근

(常勤)인 위원으로서 공동으로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1.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또는 연금제도 분야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이하 "관계 전문가”라 한다)으로서 법 제103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운용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2. 법 제103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용위원회의 위원 중
에서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
위원회의 경우는 제외한다)

   3. 관계 전문가 중에서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경우는 6명으로 한다)

  ⑤ 제4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4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⑦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항

제1호의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
은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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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3명을 위촉하며 다른 전문위원회와는 달리 

기금운용위원은 모두 배제된다.  

[그림 3-1]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의사결정 구조

자료)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

  2. 기금운용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

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데, 그 중 한 가지 방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이다.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1항, 제2항83))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83)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

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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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국민연금법 제102조 제6항84)), 국민연금공단

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6조85)에 의한 위탁업무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증권의 매매 및 대여를 포함한다.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연금사업을 효율적으

로 수행하기 위해 법인으로 설립되고(국민연금법 제24조, 제26조), 공단

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이내, 이사 9명, 감사 1명을 두

되, 이사에는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수급자 대표 

각 1명 이상과 당연직 이사로서 보건복지부 공무원 1명이 포함되어야 한

다. (국민연금법 제30조 제1항) 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

로 대통령이 임면하며, 상임이사·이사 및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보

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 (국민연금법 제30조 제2항) 

상임이사 중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

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기획
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2.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

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5. 제46조에 따른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6. 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7.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4)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85) 제76조(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 위탁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2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

    2. 법 제102조제5항에 따른 기금의 회계처리

    3. 법 제102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공단이 취득한 재산의 임대 등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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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기금이사라고 하고, 기금이사는 경영·경제 및 기금의 운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민연금법 

제31조 제1항)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기금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위

원장이 되며, 추천위원회의 심사와 협의 결과에 따라 기금이사 후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계약서안을 함께 제출한다. (국민연금법 

제31조 제2항~제5항)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하면 이사장은 기금이

사 후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상임이사의 임명 제

청 및 임명으로 본다. (국민연금법 제31조 제6항~제7항) 국민연금공단 임

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기금이사의 경우 임기는 계약기간으로 한다. 

(국민연금법 제32조)

  3. 기금운용조직의 변천

 국민연금기금이 설치된 1988년 이후 10여년간의 초기 기금운용은 국

민연금공단의 한 부서인 기금운용부에서 이뤄졌다.86) 기금운용 규모가 

커지면서 1998년 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부는 기금운용실로 승격되고 

조직이 4개팀 26명으로 확대·개편됐다. 1999년 초 국민연금연구센터와 

Ernst & Young 경영컨설팅이 ‘국민연금 기금운용 조직진단’을 실시했

고87), 그 결과를 바탕으로 1999년 11월 현재의 기금운용본부가 만들어졌

다. 위에서 살펴 본 국민연금기금의 기금이사가 바로 기금운용본부의 본

86) 국민연금공단, 앞의 책, p.231
87)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조직진단 프로젝트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실무추진단

과 위의 경영컨설팅 실무추진단 4명 외에 캐나다의 감수위원 등이 공동으로 맡
아 기금운용 전문조직을 설계하면서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 
투명성 등 효율적인 기금운용에 필수요소를 대폭 향상시키려 했다. 프로젝트의 
최종보고서에는 미래 기금운용본부의 정책, 투자과정, 조직구조, 운용직 운영, 
중장기 발전 방향 등 핵심적인 내용들이 담겼으며, 별권에는 캐나다의 공적연
금인 CPP(Canada Pension Plan)와 CDP(Caisse de depot et placement du 
Quebec)에 대한 사례를 포함해 국민연금기금의 중장기적인 운용방향 설정에 있
어서 벤치마크로 참조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연금공단, 앞의 책, p.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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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이 된다.

    한편 1998년 12월 국민연금법 개정과 1999년 1월 공공자금기금관리법 

개정으로 운용위원회 위원장이 재정경제부 장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되었고, 의무예탁제도도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독립성과 책임성이 강

화된 신생 전문운용조직으로 출범한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운용방식을 공공

부문에서 금융부문으로 옮기고 투자 대상도 과거 고금리일 때는 채권 등 

상품 위주였지만 점차 주식 등 위험자산으로 투자 대상을 다변화해 본격

적으로 금융투자에 나서게 됐다. 또 1990년 주식형 수익증권에 대한 형태

로 시작된 위탁투자는 2000년 이후 일임자문형 위탁투자로 바뀌었고 이후

에도 선정위원회 등의 위탁투자 프로세스를 꾸준히 개선했다. 

    국내주식 매매를 통한 주주의 지위 취득과 탈퇴는 국민연금공단 기

금운용본부 운용부서가 맡고 이에 따른 주주권 행사는 수탁자책임부서가 

담당한다. 국내주식 관련 투자조직은 2013년부터 주식운용실로 일원화되

었으며, 투자 자산별 합리화를 위해 현재는 4팀(리서치팀, 패시브투자팀, 

위탁투자팀, 주식전략소팀)으로 운용되고 있다.88) 또 주식투자의 파생문

제인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기금운용본부의 주식운용조직과는 별도

로 전략부문장 아래 수탁자책임실 내 주주권행사팀이 존재한다. 

  4. 주주권 행사 의사결정구조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유형은 크게 ‘의결권 행사’, ‘중점관리사

안에 대한 수탁자책임활동’, ‘예상하지 못한 우려에 대한 수탁자책임활

동’, ‘소송 제기’등 총 4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제3편)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하고, 구체적

88) 국민연금공단, 앞의 책, p.232, p.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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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금운용본부 내부위원회인 투자위원회89)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

주권 행사에 관한 활동을 하게 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제5조) 한편, 국민연금은 그 

중 의결권 행사의 방향에 관한 결정을 위탁운용사에 위임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다만 ① 기금운용본부 차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곤란하여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결정을 요청한 사안, ②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재적위원 

1/3 이상이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판단에서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사안, ③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선정, 비공개·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주주제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1항에 해당하는 주주제안은 제외), 공개서

한 발송 등 관련 사안(이 경우 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생략)의 경우 

기금운용본부의 분석 등을 거쳐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행사한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활동에 관

한 지침 제5조) 그밖에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주주권 행사 일반 원

칙 및 세부기준은 물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주주권 행사 내역

을 검토하고, 각 ‘수탁자책임활동’중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선정, 비공

개 또는 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주주제안, 공개서한 발송 등 관련 사

항을 결정하는 등 주주권 행사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예외적으로 ‘중점관리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에 대한 각 

수탁자책임활동 가운데 ‘자본시장법상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에 

포함되는 내용의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운용위원회의 결정을 필요

89) 투자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에 따라 기금운용본부장(기금이사)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전략부문장과 운용전략실장 중 1명, 리스크관리부문
장과 리스크관리실장 중 1명, 지원부문장과 운용지원실장 중 1명, 수탁자책

임실장, 주식운용실장, 채권운용실장, 해외증권실장, 사모·벤처투자실장, 

부동산투자실장 및 인프라투자실장 각 1명 등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부 
인사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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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제18조 제1항, 제20

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용위원회는 각각 독립된 의사결정체계로서 

위원간의 논의를 거쳐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운용위원회가 구체

적인 주주제안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운용위원회의 결정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기금운용본부의 검토내용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제 2 절  의사결정구조의 문제점       

  1. 독립성 결여

    가. 관료 중심적

 국민연금공단이 주주권 행사의 1차 의사결정주체가 되는데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민연금

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국민연금법상 보건복지부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두고, 기금운용위원회

에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국

민연금공단이다. 기금운용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며 기타 4개 부처 

차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당연직 운용위원이다. 회의 간사는 보건

복지부 공무원이며 회의를 위한 자료도 모두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게 

된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구성원 9명도 모두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물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의사결정

은 운용위원회와 독립적으로 이뤄져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 인사라고 

해서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의 뜻에 따라 활동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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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더라도 조직체계와 

구성방식 자체가 매우 관료중심적임은 분명하다. 

 또 주주권 행사 중 특히 중요하거나 논란이 있는 의결권 행사나 소

송제기 등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결정하고 특히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주제안의 경우 운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행사하도록 상향식

으로 설계돼 있다. 결국 이러한 의사결정구조는 중요한 사안일수록 기금

운용 주체인 보건복지부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관료들 중심으로 의사결정

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은 주주

권 행사의 1차적 의사결정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의 관계에

서 독립성과 책임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나. 정부의 부당한 영향력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의사결정구조가 정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에 취약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우선 운용위원회 차원에서도 

다른 정부 부처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의사결정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

다. 실제로 운용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이 아닌 경제관료가 회의에 참석하

여 배당성향이 낮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연금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

다는 등의 의사를 표명하고 특정 의결을 촉구한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운용위원회의 운영은 규정상 근거가 없어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을 침

해한 것이다.90)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간섭에 가장 취약

하다. 이를 대표하는 사건이 2015년도 삼성물산 합병 사건이다. 당시 기

금운용지침에는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은 국민연금공단이 

90)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배당 관련 추진방안 1차 회의에 기획재정부 미래경제전
략국장은 당연직위원(차관)이 아님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국내주식시장의 배당성
향이 낮은 상황에서 연금의 수익성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배당확대
에 대한 의사표시, 그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 확보방안이 이번에 결정되기를 바
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지영·손경우·원상희, 앞의 글,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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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본부에 설치한 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사하되 기금

운용본부에서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기금운용위원회 소속 주식의결권행

사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에 따라 공단이 행사하도록 규정돼 있었

다. 이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전문위원회에 삼성물산과 제일모

직 간 합병 안건을 부의하려 했다.91) 그러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로 

전문위원회 위원의 찬반 성향을 파악한 결과 전문위원회에서 표결하면, 

합병 찬성 의결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장은 기금운용본부장을 불러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해 “(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장관님의 의중”이라고 지시했고, 결

국 기금운용본부는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해 기금운용의 독립성 원칙을 

침해하는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지시로 투자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하게 됐다.92)

91) 참고로 2015. 4. 20.경에는 SK와 SK C&C가 합병계약을 체결하여 양사의 주식을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가 문제되었는데, 당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
용본부는 투자위원회에서 스스로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경우로 판단하여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였다. 전문위원회는 2015. 6. 24.‘합병의 취지와 목적에 대
해서는 공감하나, 합병비율, 자사주 소각 시점 등을 고려하면 SK의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 결정을 하였다. 국민연금이 비슷한 시기의 
유사한 사안에 대해 일관성 없는 의사결정을 하였다는 비판을 받는다.

92) 다만, 구체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들여다보면, 현재의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
단의 관계에서도 국민연금공단이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간섭에 대해 꽤나 강하
게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점은 희망적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공소외 135는 
2015. 6. 하순경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공소외 136으로부터 이 사건 합병의 
진행 상황 등을 보고받고 공소외 136에게 “△△ 합병 건이 성사되었으면 좋겠
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공소외 136은 2015. 6. 30. 연금재정과장 공소
외 137과 함께 국민연금공단을 찾아가 기금운용본부장 공소외 90 등에게 “이 
사건 합병에 대하여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소외 90이 “복지부의 압력에 의하여 이렇게 했다고 말해도 됩니
까.”라고 반발하자, 공소외 136은 “삼척동자도 다 그렇게 알겠지만 복지부가 
관여한 것으로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였다. 기금운용본부 운용전략실장 공
소외 138, 책임투자팀장 공소외 118, 주식운용실 리서치팀장 공소외 119는 
2015. 7. 6.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실로 찾아가 공소외 136, 공소외 137 및 사
무관 공소외 139에게 이 사건 합병 사안은 공소외 133 회사 합병 사안과 마찬
가지로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그러자 공소외 
137은 공소외 138, 공소외 118, 공소외 119에게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전문위
원회로 부의하지 말고 기금운용본부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판단하라.”라고 말
하고, 공소외 136은 공소외 138 등에게 “당신네들, 반대하겠다는 거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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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정치권의 부당한 영향력

 대통령이나 국회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의사결정을 직접

적으로 지시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주주권 행사는 기금 

운용의 하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의사결정으로 보인다. 국민연금법상 보

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기금 운용 계획 등 전반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

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계획을 국회에 제출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간접적으로나마 대통령이나 국회 등에서 부

당한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고 하나의 공공기관에 불과한 

국민연금공단은 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앞서 본 삼성물산 합병사건에서는 정치적 영향력의 정점에 있는 대

통령이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에게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한 국

민연금공단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말하여 국민연금공단이 전문위원회에 이 사건 합병 안건을 부의하지 말고 투자
위원회에서 이 사건 합병에 찬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재차 지시하였다. 기금운
용본부의 입장이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에 부의하는 것으로 확인되
자, 공소외 135는 2015. 7. 6. 공소외 136, 공소외 137, 공소외 139와 함께 전문
위원회에서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찬성 의결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에 보
건복지부 공무원들은 전문위원회 위원들의 찬반 성향을 파악하였는데, 전문위
원회에서 표결할 경우 이 사건 합병 안건의 찬성 의결이 곤란할 것으로 확인되
었다. 공소외 140이 이를 공소외 135에게 보고하자, 공소외 135는 이 사건 합병 
안건을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공소외 140, 
공소외 136, 공소외 137, 공소외 139는 위 지시에 따라 검토한 후 2015. 7. 8. 
오전 공소외 135에게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하였고, 공소외 
135도 이를 승인하였다. 공소외 136은 2015. 7. 8. 오후 공소외 90 등 기금운용
본부 담당자들을 보건복지부로 오게 하여 이 사건 합병 안건을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90이 “전문위원회 위원들을 설득이라도 하겠
으니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겠다.”라고 하자, 공소외 136은 다른 사람
들을 나가게 한 다음 공소외 90과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투자위원회에서 처
리하는 것이 장관님의 의중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결국 공소외 90은 전문위
원회 위원들을 설득하겠다는 종전의 입장을 번복하여 2015. 7. 9. 보건복지부에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가 아닌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보고하
였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1087 판결(주1) [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
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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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수석은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며 대통령비서실의 보건복지비서관, 

선임행정관, 행정관과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해 이 사건 합병 건을 챙

겼다.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도 경제금융비서관에게 “이 사건 합병 건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기재부나 금융위는 챙기고 있는지”물으며 

이 사건 합병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과 직

접 통화해 국제투자자소송(Investor-State Dispute, ISD) 제기 가능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투자위원회 회의가 끝난 직후 국민연금공단 이사

장, 기금운용본부장으로부터 회의 결과를 받는 등 관여했다. 

   라. 재계의 부당한 영향력

 국민연금은 다른 기관투자자에 비해 대기업 등 재계의 영향력으로부

터 상대적으로 독립돼 있다. 그래도 국민연금이 행사하는 의결권에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은 결국 투자대상회사의 대주주와 경영진이므로 

이들은 주주총회의 주요 결의사항에 대해 국민연금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려는 유인이 강하다. 

 앞서 살펴본 삼성물산 합병사건은 특정인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

을 질적으로 강화하는 목적 및 효과가 존재하며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

에서 이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합병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이들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관계자들을 만나 열심히 

설득하고, 심지어 재벌 총수인 특정인이 직접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을 만나 합병이 성사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93) 이들의 노력

93) 미래전략실은 이 사건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중략) 
② 공소외 88은 2015. 7. 1.경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 산하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 위원 공소외 113을 만나 합병 시너지, 
합병비율의 적법성, 바이오산업의 미래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 공소외 88
은 같은 달 6.경 자본시장연구원장으로 근무하던 공소외 114를 만나 합병에 관
해 자문을 받고 공소외 113에게 전화를 해 달라고 부탁하여, 공소외 114는 공
소외 113에게 전화로 ‘이번 합병이 △△의 지배구조 관련하여 아주 중요하다. 
△△이 국가경제에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이니 신중하게 좀 판단
해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공소외 88은 공소외 86 회사 대표이사 



- 43 -

은 물론 대통령의 합병 찬성 의중에 따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과 보건복

지부장관 등이 국민연금에 대해 전면적으로 압력을 가한 끝에 국민연금

의 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는 전문위원회가 아닌 투자위원회

에서 결정되었다. 국민연금공단 내 투자위원회에서는 외부 의결권 자문

기관에서 모두 합병 반대 의견을 낸 상황이었음에도 비합리적으로 산출

된 적정 합병비율, 급조된 합병시너지 분석결과와 기금운용본부장의 투

자위원들에 대한 압력 행사 등으로 합병 찬성을 의결함으로써 국민연금

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의사결정이 왜곡되고 말았다. 이로써 가장 핵심

적인 삼성그룹 승계작업으로 평가되는 이 사건 합병에 대해 특정인에게 

우호적인 조치가 취해지게 됐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국민연금의 독립성이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

러났으니 국민연금의 직접적 의결권 행사 비중을 줄이고 민간 위탁운용

공소외 115와 함께 2015. 7. 13. 공소외 86 회사 지분을 보유한 부회장 공소외 
101을 만나 이 사건 합병에 찬성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같은 달 15. 다시 공소
외 101을 만나 “합병에 찬성할 수 없으면 기권이라도 해 달라.”라고 이야기하
였다. ③ 공소외 106으로부터 전문위원회 위원장 공소외 116에게 잘 이야기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전문위원회 위원 공소외 117은 2015. 7. 4.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공소외 90과 함께 공소외 116을 만나 이 사건 합병 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공소외 106은 공소외 117로부터 위 모임 내용을 전해 듣고 
공소외 22에게 문자메시지로 ‘공소외 90, 원이 열심히 설득은 했는데 공소외 
116은 △△의 논리가 부족하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한다’고 보고하였고, 이에 
공소외 22는 공소외 106에게 문자메시지로 ‘그럼 공소외 90이 책임지면 됨’
이라고 답변하였다. ④ 공소외 3, 공소외 21, 공소외 88은 2015. 7. 7. 국민연금
공단 기금운용본부 측 공소외 90, 공소외 118, 공소외 119와 면담을 하면서 이 
사건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공소외 3 측
은 ‘이번 합병이 가결되면 순환출자에 해당하는 그룹사가 7개로 줄어들게 된
다. 합병이 무산됐을 경우 플랜 비(Plan B)는 없다. 이번에 무조건 성사시켜야 
한다. 지배구조 개선 방향은 지주사 체제 쪽이 맞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⑤ 공소외 22는 이 사건 합병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 자문기관의 의견, 전문
위원회 위원들의 성향, 투자위원회의 경과 등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문제
와 공소외 86 회사 소액주주로부터 주주권을 위임받는 문제 등에 관하여 지속
적으로 보고를 받았고, 직접 소액주주로부터 주주권을 위임받기 위한 활동을 하
기도 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108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
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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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의결권을 위임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국민

연금이 정치, 관료의 부당한 영향력은 물론 대기업 등 경제적 세력으로

부터의 독립성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냈는지는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만일 당시 민간 위탁운용사가 국민연금 의결권을 행사했더라면 삼성그룹

의 총수까지 직접 나서거나 대통령, 보건복지부장관, 경제수석 등이 직

접 이 사건을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 조차 없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

민연금의 든든한 위상과 특수성 때문에 삼성그룹은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 정치적, 관료적 영향력을 빌려야 하는 어

려운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2. 대표성 결여

   ‘기금의 주인’이란 사유재산을 각출함으로써 국민연금의 투자 재원

인 국민연금기금의 조성에 금전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

는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가상의 도구적 개념이므로, 현행

법령상 국민연금가입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대하여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

는지 여부나 기금운용방식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권리가 있는지

는 문제 삼지 않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금의 주인’은 주식투자 재원을 실제로 부담하

는 자이므로, 원론적으로 ‘기금의 주인’에게 주주권 행사를 포함한 기

금의 관리 및 운용권한이 귀속되어야 하고, 기금운용기관은 ‘기금의 주

인’으로부터 직접 이를 수권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상 ‘국민 전체’를 수탁자로 규정하여 기금의 주인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운용주체인 보건복지부장관으

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주주권 행사에 관한 기본적인 의사결정을 담당

하고 있을 뿐 정작 ‘기금의 주인’으로부터는 직접적으로 권한을 위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의 주인’인 ‘국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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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수탁자책임을 진다기보다는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수탁자책임을 지는 구조로 해석할 수도 있다.94)

    한편 ‘기금의 주인’을‘국민 전체’로 규정하면 마치 민주주의체

제에서 국가기관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주권자’와 유사한 맥락으로 인

식돼 불필요한 오해가 생긴다. 즉 ‘국민 전체’의 대표자인 국회가 연

금제도와 기금운용주체를 설계하였으므로 ‘기금의 주인’인 ‘국민 전

체’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금의 주

인’으로서의‘국민 전체’는 헌법상의 주권자와 동일한 의미가 아니며, 

기금의 주인인 연금가입자 또는 수급권자는 실제의 ‘국민 전체’와는 

범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금의 주인’을‘국민 전체’로 치환할 

수 없다.

    기금의 재원에 대한 기여자 또는 권리자라는 측면에서 기금은 연금

가입자의 기여에 비례한 연금가입자의 재산권이거나 수급권자의 수급권

에 비례한 재산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금의 재원은 ‘국민 

전체’의 재산이거나 정부95) 재산이 아닌 특정인의 사유재산에 해당돼 

국민연금에 많은 돈을 넣어두고 앞으로 받아야 할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관해 더 큰 이해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대표성에 대해 이미 1994년도에 소송으로 문제

가 제기되었다. 구 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당연적용사업장"

의 "사업장가입자"로 근로자들이 납부하고 있는 연금보험료로 조성된 국

민연금기금을 기금의 운용주체인 대한민국이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해 

94) 캐나다의 경우, 주·연방 정부로 받은 의무로서 CPP 투자위원회는 CPP 스튜어
드 역할을 하고 있는 주·연방 재무부장관에게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였는바, 해외 연기금운용기관 중에는 정부에 대하여 수탁자책임을 진다고 규정
한 사례도 있다.

95) 국민연금에서 정부의 지위는 공무원 연금에서 차지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공
무원연금에서 정부가 기금운용에 관여하는 명분은 사용자 측면에서 연금기금에 
기여하기 때문이지만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정부가 연금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
니라 이는 전적으로 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재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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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강제편입하여 수익성이 낮은 재정투융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연금기금을 고갈시킬 위험에 빠트렸을 뿐만 

아니라 기금의 중장기 배분계획을 세우지 않고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자

신들이 조성한 위 기금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까지 

가로막아 파행적으로 기금을 운용함으로써 제청신청인들의 장래 연금수

급권을 침해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소송(위 

법원 94가단 175355호)을 낸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운용위원회 구성에 대해 규정한 구 

국민연금법 제8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이 ‘연금가입

자의 의사결정참여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다는 등의 취지로 이 사건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96)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제청 중 국민연금법 시행

령 제54조 제1항에 대한 부분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각하했고 국민연금법 제84조 제3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

정97)을 내렸다. 

96) 서울지방법원 1996. 2. 15. 자 95카기6548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 중 [2]는 
“재정경제원장관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과 공공자금관리기금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을 당연히 겸직하고 있고 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나머지 위원도 
경제부처장관 5인 외에 장래의 수급권자로서 가장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
는 사용자 외의 가입자, 즉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로서로는 1인만을 위원장인 
재정경제원장관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그 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만으로 
볼 때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되도록 많은 연금기금이 예탁되기를 원하는 재정
경제원장관이 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운영도 주도함으로써, 가장 존중되어야 할 
연금가입자들의 그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의사결정 참여권이 사실상 박탈되
는 결과를 가져올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연금기금법상 그 연금기
금운용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국민연금법 제8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
조 제1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입
법되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간다.” 고 판시하였다.

97) 국민연금기금은 대규모의 자금으로서 그 운용이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안정성·수익성과 더불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공공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운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는 
이익대표자 외에 공익대표자로서 재정경제원장관, 국민연금사업을 관장하는 보
건복지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통상산업부장관, 노동부장관 등이 참여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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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에 대해서는 유력한 반대 의견도 존재했다.98) 반대의견은 당

시 구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운용위원회의 구성면에서 정부측을 대표하는 

위원이 경제기획원장관, 보사부장관, 재무부장관, 농수산부장관, 상공자

원부장관, 노동부장관 등 6명이며 위원장인 경제기획원장관이 사용자, 

사용자 이외의 가입자 대표자, 수급권자 대표자, 관계전문가 각 1명 이

상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의 일방적 운영

을 위해 위 사용자 등 대표 각 1명씩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을 뿐 아

니라 수급권자 대표자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으로, 관계전문가로 친정부 인사 1명을 위촉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어 

이 경우 정부 측 위원과 가입자 측 위원 구성 비율은 6대 4 또는 8대 2

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각호 규정에 

따르면 여전히 정부 측으로 볼 수 있는 위 관리공단이사장을 수급권자 

대표자로, 정부 측과 가까운 전문가 2명을 위촉하게 되어 있으며 사용자

대표로 사용자단체장 2명, 사용자외의 가입자를 대표하는 자로서 노동조

합의 총연합단체장 및 산업별 연합단체장 1명, 농어민과 농어민 외 지역

가입자를 대표하는 3명을 위촉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위원 중

에서 사용자 외 가입자를 대표하는 자로서 노동조합의 총연합단체장 및 

산업별 연합단체장 중 1명을 위촉하게 될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바(국민연금법 제84조 제3항, 정부조직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4조), 그 중에서 재
정경제원장관으로 하여금 위 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도록 한 것은 그가 정부조
직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
립·운용과 그 재원조달을 위한 계획의 조정, 예산의 편성 및 그 집행의 관리 
등의 사무를 관장하고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의 경제운용 전반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순히 위
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리할 뿐 의사결정에 있어 어떠한 특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므로(국민연금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3항) 재정경제원장관
이 위 위원회를 자의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위원회의 위원 중
에는 사용자 대표, 사용자외의 가입자 대표, 수급권자 대표 등도 포함되어 있으
므로 연금가입자들의 위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참여권이 사실상 박탈되고 있
다고도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1996. 10. 4.자 96헌가6 결정[공공자금관리기금
법제5조제1항등위헌제청])

98) 헌법재판소 1996. 10. 4.자 96헌가6 결정 중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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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위원장관이 정부 측과 가까운 인물로 선택하여 얼마든지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이 위원회는 정부 측과 가입자 측의 구성 

비율이 9대 6 내지 14대 1로 위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결국 이 위원회

가 강제예탁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는 막대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강제예탁제도를 입법까지 하게 된 정부 측의 강력한 의지 

때문에 이 위원회의 기능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이 점차 국민연금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의사를 

더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운용위

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 집중된 권한 아래 정부가 주도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어, 정작 ‘기금의 주인’인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의 의

사결정 참여권은 여전히 미약한 채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금의 재원이 세금이 아닌 특정 집단의 차등적인 사유재산인 이

상 국회의 의결이 아닌 기금의 주인인 연금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의 의사

를 중심으로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3. 효율성 및 전문성 부족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기금의 궁극적인 주인인 ‘국민 전체’(연금가

입자 또는 수급권자)가 법률에 따라 기금의 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맡기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연금에서 실질적으로 기관투자

자의 역할을 하는 조직은 기금운용본부이며 국민연금법상 ‘국민 전체’

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사이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운용위원

회’라는 별도의 기금운용 주체가 존재하는 구조다. 

 기관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 주식이 집중돼 있을 경우, 기관투자자와 

투자대상 기업의 경영진 사이에서 주인-대리인 문제가 존재하는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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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의 경영진과 궁극의 출자자 사이에도 유사한 주인-대리인 문제

가 존재하며 이를 흔히 이중 대리인 문제(double-agency problem)라고 한

다.99) 즉, 기관투자자의 궁극적 고객(ultimate client: 연기금 수급권자, 자

산운용사에 투자한 수익자)입장에서는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진 및 기관투

자자의 경영진에게서 각각 2단계의 대리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100) 그런

데 국민연금은 위와 같은 국민연금법상의 특수 위탁관계로 인해 3중의 

대리문제가 발생한다. 국민연금이 민간 자산운용사에 의결권 행사를 포

함한 기금운용을 다시 위탁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4중의 대리문제

까지 생길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의사결정구조와 실제 관여자는 

훨씬 많아 복잡하다. 보건복지부 내부에는 운용위원회, 기금실무운용위

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존재하며 국민연금공단 내부의 기금운용

본부 투자위원회, 전략부문장-수탁자책임실-주주권행사팀이 존재한다. 

기금의 주인인 ‘국민 전체’는 기본적으로 높은 정보비용과 조정비용이 

발생하는 유형의 ‘본인’에 해당하지만 이처럼 복잡한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 중간에 개입하는 대리인이 많을수록 ‘본인’이 각 단계의 대리

인에 대한 감시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수많은 의사결정권자

를 거치면서 각 단계마다 높은 대리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기금의 

주인에게 매우 비효율적인 의사결정모델이라 할 수 있다.  

 또 국민연금법상 기금운용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운용위원회가 

전문성이 부족해 실제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운용위원회의 운용규정에 따라 총 65회에 걸쳐 운용위원회가 

소집, 운영되어, 안건이 총 143건 심의 의결되었는데 의결안건 중 약 

90%가 원안 의결 혹은 조건부 원안 의결, 표결 후 원안 의결로 나타났

으며 수정 의결은 총 143건 중 9건이며 재심의된 의결은 3건이다.101)

99) 강성원, 2011, p.44
100) Bernard S. Black, 1991. (김건식, 위의 책, p.11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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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운용위원회에서 다루는 의제102) 

구분 의결안 주요 의결 내용

지침

기금운용지침
기금의 운용목표, 투자정책 및 전략, 윤리기준 
및 성과평가 기준

의결권행사지침 의결권 행사 기준․방법․절차 등

성과평가보상지침 기금운용 성과평가 및 보상의 기준

자산운용정책

중기자산배분 중기 자산구성비 목표

연간기금운용계획 차년도말 자산구성비 목표

환헤지 정책 환헤지 목표비율

위탁운용정책 자산군별 위탁운용 목표비율

벤치마크 자산군별 벤치마크 지수

목표초과수익률 차년도 기금전체 초과수익 목표

성과평가 기금운용성과평가 전년도 기금운용 성과평가 및 보상

[표 3-2] 의결 구분 기준 및 각 의결별 비중103)

구분 횟수 비중(%)

원안 의결 102  71.3

조건부 원안 의결  27  18.9

표결 후 원안 의결   2   1.4

수정 의결   9   6.3

재심의   3   2.1

합계 143 100.0

101) 정지영 외 2인, 앞의 글, p.27
102) 정지영 외 2인, 앞의 글, p.34
103) 정지영 외 2인, 앞의 글,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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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츨석률

국민연금공단 98%

기획재정부 67%

산업통상자원부  5%

농림축산식품부  6%

고용노동부  6%

사용자 단체

전국경제인연합회 75%

중소기업중앙회 72%

한국경영자총협회 80%

근로자 단체 민주노동조합총연맹 89%

주) 기금운용위원회 운용규정 제9조(의결방법과 절차)에 따라 일반적으로 위원장이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묻고 이의가 없다고 인정했을 때에는 가결로 판단함. 

그러나 이의가 있을 경우 표결해 가결·부결 여부를 판단함

    운용위원회 위원들은 소속 단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회의 

참석여부가 중요한데 위촉위원 대부분은 60%의 출석률을 보였고 기획재

정부를 제외한 당연직 위원들의 출석률은 5~6%로 매우 낮았다. 

    참석위원들 중 아예 발언을 하지 않은 경우가 45% 정도였으며 안건

에 대해 발언하거나 의견을 주장하는 경우 등 의미 있는 내용의 발언은 

14% 정도로 파악됐다.104) 그나마 주요 의제 중 국민연금의 의결권 및 배

당 관련 의사결정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사용자단체와 참여연대의 의견 

개진이 활발했으나 단체 간 대표성이 잘 드러나는 주제로서 견해차가 커 

차이가 좁혀지거나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105)

[표 3-3] 단체별 회의 출석률106)

104) 정지영 외 2인, 앞의 글, p.29, p.31
105) 정지영 외 2인, 앞의 글, p.113
106) 정지영 외 2인, 앞의 글,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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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 78%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60%

농어업인 단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68%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88%

농어업인 이외 
단체

한국공인회계사회 85%

한국외식업중앙회 39%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72%

시민단체 95%

관계 전문가
한국개발연구원 6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86%

  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차원에서도 전문성과 책임감이 부족

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국민연금이 2017년 

전북 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뒤 운용역들이 지속적으로 이탈하면서 인

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0년까지 운용인력을 500명까

지 늘리겠다고 선언했지만 현재 운용인원은 260명에 그치고 있지만 그 

배경으로 지방근무에 대한 불만이나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 등 미흡한 대

우를 들 수 있다.107)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은 현재까지 매우 양호

한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늘어나는 기금의 규모에 상응하는 운용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기금운용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제 3 절  해외 연기금의 지배구조 비교108)

[표 3-4] 국민연금 vs. 주요 해외 연기금 의사결정 체계109)

107)“대마연기, 국민연금공단 휘감다.”, 시사저널, 2020년 9월 27일 
108) 홍희주·송민희, 2019, pp.4~20
109) 정지영 외 2인, 앞의 글,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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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적연금 직역연금

한국 일본 캐나다 네덜란드 미국

국민연금 GPIF CPPIB ABP CalPERS

기금성격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캘리포니아주 
공무원연금

정부 보건복지부 후생노동성 재무부 중앙은행 주정부

위
원
회

명칭 기금운용위원회 경영위원회 이사회 수탁자위원회 관리이사회

상설
여부

비상설
비상설
합의체

비상설
준상설

사무국 존재
비상설

총원 20인 10인 12인 13인 13인

위원
구성

∙당연직 6
∙사용자 3
∙근로자 3
∙지역가입자 6
∙관계전문가 2

∙경영위원 9
∙이사장 1

∙경제금융전문가 ∙근로자 6
∙사용자 6
∙의장(표결×) 1

∙선출직 6
∙당연직 4
∙지명직 3

역할

∙기금운영관련 
 중요사항 심의,
 의결

∙중기계획 심의
∙관리운용 감독

∙투자정책 및 
  운용전반, 
∙CEO 임명
∙성과평가

∙연금재정관리 
 및 투자계획 
∙회계관리

∙보험료율
∙자산배분 
∙CEO 선출

산하
위원
회

∙실무평가위원회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성과평가보상
 전문위원회
∙투자정책
 전문위원회

∙거버넌스위원회 ∙투자위원회
  (이사회 전원)
∙감사위원회
∙인적자원
 보상위원회
∙지배구조위원회

∙기금정책위원회
∙투자정책위원회
(관리이사회 전원)
∙감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커뮤니케이션
  위원회
∙서비스수준협약
 위원회
∙사무국

∙이사회
∙지배구조위원회
∙투자위원회
 (관리이사회 전원)
∙재무관리위원회
∙연금보건의료
  위원회
∙성과보상
  인재관리위원회
∙위험감사위원회
∙1개 특별위원회

집
행
기
구

명칭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GPIF

(독립행정법인)
CPPIB APG Cal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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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본 GPIF(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

   일본의 노후보장체제는 1층 기초연금, 2층 후생연금, 3층 개인연금 

등 3단계 구조로 돼 있으며 GPIF는 후생노동성이 기탁한 후생연금과 국

민연금 등 공적연금 적립금을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조직이다.110) 

  일본은 후생연금보험법(厚生年金保險法)과 국민연금법(國民年金法)에 

근거해 특수법인인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법인(GPIF)’에 의해 공적

연금 적립금을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후생노동성은 공적연금제도의 설계

와 GPIF의 3~5년 단위의 중기목표를 책정해 투자정책을 제시하는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이 설정하는 중기목표에는 GPIF가 기업경

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주주의 장기적인 이익을 최대

화한다는 관점에서 의결권 행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GPIF는 기본 지침만을 제시하고, 별도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

으며, 외부 위탁운용사가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111)

    GPIF에 대해서는 내부에 설치된 경영위원회(經營委員會)가 목표달성

을 위해 수립한 중기계획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정한 자산구성비율(기

본 포트폴리오)에 기초하여 관리·운용하며 그 지원조직으로 경영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경영위원회는 이사장 1명, 경영위원 9명(경영위원장 1인, 

경영위원 8인)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최대 5년으로 2년 반에서 4년 반의 

3가지로 나눠 설정해 경영위원이 한꺼번에 바뀌지 않도록 한다.112) 경영

위원들은 후생노동대신이 경제, 금융, 자산운영, 경영관리 등 운용법인의 

업무에 관한 분야에서 학식이 있는 자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하고, 피보험자, 사업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 각 1명을 관련 단체

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경영위원들은 수탁책임(전문가의 신중한 주의

의무, 충실의무)과 각종 비밀엄수의무를 지고, 그 의무를 위반해 법인에 

110) 이정화·원상희, 2016, p.43
111) 이정화·원상희, 위의 글, p.43
112) GPIF, http://www.gpif.go.jp/eng/index.html



- 55 -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진다.113)

  2. 캐나다 CPPIB(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

   캐나다 정부는 1998년, 캐나다 연금 수급자와 기여자 소유의 운용자

산을 정부기금과는 엄격히 분리하여 오직 투자의무만을 갖는 투자운용조

직인 CPPIB를 의회법(Act of Parliament)에 의해 공사(Crown Corporation)

로서 설립하였으나, CPPIB는 CPP 기금 중 급여로 지급되고 남은 적립금 

자산을 운용하여 국민의 은퇴 후 재정적인 안정성 보장을 목표로 하는 

전문적인 기금운용 조직이다. CPPIB는 철저한 공공책임 하에서 주·연방

정부의 재무부장관과 의회에 대한 책임은 물론, 운용성과에 대한 책임도 

지도록 되어 있다.114)

    CPPIB의 이사회(Board of Directors)는 지명위원회115)가 추천하고 연

방재무장관이 임명하는 11명의 이사로 구성되며, 구성원의 임기는 3년이

고 재임용이 가능하다. 이사회는 투자정책과 기준 및 절차를 결정하고 연

간 투자계획을 검토·승인·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사회는 투자위원회, 

감사위원회, 인적자원·보상위원회, 지배구조위원회의 4개 위원회로 구성

된다. 그 중 투자위원회는 이사회 전원인 13명의 임원으로 구성되며, 투

자정책·기준·절차를 결정하고, 연간 투자계획을 검토·승인·감시하는 

역할을 한다.116) 또한 투자리스크관리 접근방안을 검토하고 외부 펀드매

니저와 자산관리자의 참여(engagement)를 승인한다. 지배구조위원회는 기

업지배구조와 운영목표 발전을 위해 5명으로 구성하고 기업지배구조 정

책, 가이드라인, 절차 등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며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

113) 이정화·원상희, 앞의 글, p.43
114) 이정화·원상희, 앞의 글, p.22
115) 지명위원회는 연방정부에서 임명한 위원장, 각 주정부에서 임명한 대표들로 구

성되어 후보 추천과 재임명을 권장한다.
116) CPPIB, http://www.cppib.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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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윤리강령 적용, 이해상충관계 가이드라인 감시의무 등도 이행한다.117)  

    또한, CPPIB는 투자 관련 산하 조직으로서 투자기획위원회(IPC:  

Investment Planning Committee, 2018년 7월)를 두고 있는데, IPC는 리스

크 정책과 기타 거버넌스 요소를 이사회에 제안하여 이사회 거버넌스 프

레임워크(Board Governance Framework) 내에서 포트폴리오 전체의 수익

률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CPPIB의 책임투자정책서(Policy on 

Responsible Investing)에는 CPP 투자위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의무

는 과도한 손실 없이 투자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ESG 요

소와 관련하여 기업의 책임 있는 행동은 일반적으로 장기적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통합되어 있다.118) 책임투자의 실제 이

행은 지속가능투자그룹과 투자팀이 하고, 책임투자 전략과 활동을 승인·

감독하기 위해 지속가능투자위원회를 설치하고, 앞서 본 지배구조위원회

가 의결권 원칙 등을 최종 승인하는 역할을 한다.119)

  3. 네덜란드 ABP(Stichting Pensioenfonds ABP)

   네덜란드의 연금제도는 1층 공적연금(노령, 유족연금), 2층 직역연금, 

3층 개인연금으로 구성되는데 직역연금에 해당하는 네덜란드 공무원연금

인 ABP(Algemeen Burgerlijk Pensioenfonds)는 1996년에 ABP 민영화법

(Privatization ACT)에 따라 독립법인으로서 역할과 권한이 부여되었

다.120) ABP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수탁자위원회(Board of Trustees)는 책

임투자 승인을 포함하여 투자 프로세스, 투자정책과 전략 등에 관한 모

든 결정을 책임지고 있다. 수탁자위원회는 독립적인 민간인 위원장(투표

권 없음) 1명, 고용주 단체인 VSO에서 임명된 5명, 근로자 및 가입자를 

117) CPPIB, http://www.cppib.ca 
118) 이정화·원상희, 앞의 글, p.19
119) 이정화·원상희, 앞의 글, p.22, p.43
120) 이정화·원상희, 앞의 글,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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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하는 노동조합에서 선출된 7명(근로자 대표 4명, 연금수급자 대표 3

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121) 

    수탁자위원회는 투자정책위원회(Board Committee on Investment 

Policy), 기금정책위원회(Board Committee on Fund Policy), 위험 및 대차

대조표위원회(Risk and Balance Sheet Committee),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 소청심사위원회(Appeals Committee) 등 총 5개의 산하위원

회를 두고 있으며, 각 위원회는 ABP 내부(수탁자위원회) 위원은 물론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수탁자위원회의 정책결정을 지원한다.122)

    ABP 기금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자산운용을 위해 2008년에 하부 

행정 조직으로 APG를 분리해 기금 운용 및 서비스에 대한 역할을 맡겼

다. ABP의 보유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기금운용조직인 APG의 실

무부서에서 한다. ABP는 특히 APG가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기업, 경제

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결의안 등에 더 

집중하고 있다. 이 밖에 해외 기업 등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임투표(Proxy Voting)나 전자투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123)

  4. 미국 CalPERS(California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

    CalPERS는 미국 내 최대 규모의 공적연금기금으로 캘리포니아 주 

법에 근거한 주정부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근로자 대상의 직역별 연

금기금이다. CalPERS의 지배구조는 이사회(Board of Committee), 산하 6

개 위원회, CEO, 그리고 산하 집행부서로 구성되며 캘리포니아주 헌법

에서는 CalPERS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관리이사회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124)

121) APG, http://www.apg.nl/ 
122) APG, http://www.apg.nl/ 
123) 이정화·원상희, 앞의 글, pp.30~31
124) CalPERS, http://www.calpers.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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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Board of Directors)는 위원장 1명(퇴직자 대표), 선출직 6명(캘

퍼스 2명, 주정부 1명, 교직원 1명, 공무원 1명, 캘퍼스 퇴직자 1명), 임명

직 3명(주지사 지명 2명, 의회 지명 1명), 당연직 4명[(재무관(state 

treasurer), 회계감사관(state controller), 인사책임자, 국무원 대표)]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으로 재임 가능하다. 이사회는 CEO 선출, 

투자 및 경영에 대한 독립적 권한, 자산배분전략 수립에 대한 책임과 그 

이행의 감독, 기여율, 재정추계, 자산배분 등을 단독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125)

    이사회 산하에는 지배구조위원회(Board Governance), 재무·관리위원

회(Finance & Administration), 투자위원회(Investment), 연금·보건위원회

(Pension & Health Benefits), 성과·보상·인재관리위원회(Performance, 

Compensation & Talent Management), 위험·감사위원회(Risk & Audit) 

등 6개 전문위원회가 있고, 이사회 구성원은 적어도 1개 이상 전문위원회

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26)

    투자위원회는 포트폴리오의 성과, 자산배분, 투자거래 및 투자관리

자의 성과를 검토·승인하고 투자전략과 정책을 수립한다. 집행부서는 

투자서비스부서, 컴플라이언스 및 운용리스크부서, 투자리스크 및 성과

평가부서, 경영참여(engagement) 프로그램부서, 사모자산분석부서, 기회

전략부서, 신뢰수준 포트폴리오 관리부서, 해외주식부서, 해외채권부서, 

지속가능투자부서, 사모펀드부서, 실물자산부서, 연구 및 전략부서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127)

    책임투자에 관한 최종 승인은 투자위원회(관리이사회 구성원 전원) 

소관이며 의결권 및 경영참여는 글로벌주식실에서, ESG 요인 분석은 지

속가능투자실에서 실제로 이행한다.128) 또 지배구조 정책이나 원칙을 검

125) CalPERS, http://www.calpers.ca.gov/
126) CalPERS, http://www.calpers.ca.gov/
127) CalPERS, http://www.calpers.ca.gov/
128) 이정화·원상희, 앞의 글,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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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하기 위한 특별소위원회도 설치된다. 

  5. 스웨덴 AP(National Pension Funds, AP1~AP4, AP6)

   AP1~4, AP6는 국민연금보험기금법(National Pension Insurance Fund 

Act)에 따라 연금보험료 18.5% 중 16%를 담당하는 소득비례연금이지만 

각각 독립된 법인(정부기관)으로서 기금운용의 자율성을 보장받아, 각 이

사회는 펀드의 조직과 경영을 책임진다. 그 중 대표적인 AP3의 경우, AP 

시스템 간 유입 및 유출이 불균형할 경우 완충작용으로 연금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AP3 이사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되는

데 전원 정부가 임명한다. 정부는 의장과 부의장을 지명·임명하며 이사

회에는 감사위원회와 보상위원회가 있다.129)

    AP기금은 이사회 구성을 제외한 기금운용조직 및 부서별 역할을 개

별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 중 AP3의 자산운용 조직은 알파 운용, 전략적 

자산 배분, 베타 운용, 대체투자, 외부운용의 5개로 구성되어 있다.130)

    스웨덴은 2001년 5개였던 AP를 같은 규모의 AP1~4로 분할해 경쟁시

켰고, AP6는 중소기업 투자목적 펀드로 재편했다. 이후 2014년도에는 비

용 절감 차원에서 AP1~4, AP6의 5개 기금을 3개로 시스템을 재편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2015년 말에는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기로 결정되었다.131) 

  6. 노르웨이 GPFG(Government Pension Fund-Global)

    노르웨이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정부연기금법(Government 

Pension Fund Act)에 따라 국부펀드에 해당하는 2개의 정부연기금 GPFG

129) AP3, http://www.ap3.se/
130) AP3, http://www.ap3.se/
131) 이정화, 2016,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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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GPFN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 GPFG는 석유사업 수익으로 운용되

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부펀드이며, 국가연금액 부족 시에 보충하기 위

한 완충펀드 성격을 가진다.132)

    노르웨이 재무부는 GPF 기금의 운용·관리를 국부펀드 운영지침

(Mandate)에 따라 노르웨이 중앙은행(Norges Bank)에 위탁하고 있으며, 

노르웨이 중앙은행 이사회(Executive Board of Norges Bank)가 최고의사

결정기구로서 기금운용에 대한 통제 및 감독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실제 

운용은 노르웨이 중앙은행의 별도 투자조직인 NBIM(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에 위임하였다. NBIM은 노르웨이 중앙은행의 외

화자산운용기구로 국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투자전략을 결정하고 운용지

침에서 전체 투자와 기금의 전략적 벤치마크지수를 정하고 있다.133)

    노르웨이 중앙은행 이사회는 각각 의장과 부의장을 맡고 있는 총재

와 부총재(2명) 등 8명으로 구성되며, 전원 노르웨이 의회(King in 

Council)가 임명한다. 이사회 산하에는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 보

상위원회(Remuneration Committee), 의결권위원회(Ownership Committee), 

리스크 및 투자위원회(Risk and Investment Committee) 등 총 4개의 소위

원회가 있으며, 그 중 의결권위원회(Ownership Committee)가 책임투자 및 

GPFG의 투자 배제 기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134)

제 4 절  주주권 행사 의사결정과정의 개선점  

  1. 대리비용 감소 측면에서의 문제점 고찰

    국민연금이 기금을 주식으로 운용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주주이익 극

대화를 통해 기금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연금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해 

132) 이정화, 위의 글, p.6
133) 이정화, 위의 글, p.5
134) GPF-Global, http://www.nbim.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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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것이다.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한다는 회사법적 관점에서 볼 

때 국민연금의 문제점으로 분석한‘독립성’,‘대표성’,‘효율성’,‘전

문성’은 그 자체가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 가치라기보다는 국민연금이 

주주로서의 이익을 완전히 누리기 위한 수단이다. 다시 말해 주주권행사 

의사결정구조의 독립성 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국민연금의 수익

성이 악화된다면 이는 맹목적 개선일 뿐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결국 독립성, 대표성 등의 문제점은 기금의 궁극적인 주인인 연금가

입자 또는 수급권자가 투자대상회사로부터 완전히 투자자산을 보호하고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는지의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대리비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대리비용을 통제하는 아래의 2가지 법적 전략 중‘규제 전략

(regulatory strategies)’은 본인-대리인 관계의 내용을 규율하는 실질적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대리인 행동을 직접 제약하는 반면, 기업지배구조 

전략(governance strategies)은 본인이 대리인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을 촉

진시키려 한다.135) 

[표 3-5] 본인보호를 위한 전략의 분류136)

규제전략 지배구조전략

대리인 
행동 제약

관계설정조건
(affiliation 
terms)

임면권 의사결정권
대리인 

인센티브

사전적 룰 진입 선임
발의

(initiation)
수탁자

(trusteeship)

사후적 스탠더드 탈퇴 해임 거부(veto) 보상  

135) 김건식 외 7인, 2020, p.76
136) 김건식 외 7인, 위의 책,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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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전략은 회사에 대해서만 타당한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취약

한 본인-대리인 관계를 보호하는 데 동원될 수 있다.137)‘기금의 주인’ 

-‘보건복지부장관’-‘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관계를 회사법상 주

주와 경영진의 관계로 볼 수는 없지만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상당한 대

리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문제 상황이 같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회사법과 법경제학에서 심도 있게 다뤄진 대리문제에 대한 본인 보호의 

관점에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2. 기금운용주체에 대한 재고

    우선‘기금의 주인’-‘보건복지부장관’사이에 발생하는 대리문제

를 보면, 국민연금사업은 국가가 세금을 거둬 사회보장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데도 국회의 결단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권한

을 부여받았다. 대리인이 많고 의사결정구조가 복잡할수록 대리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기금의 주인’에게는 왜 보건복지부장

관이 기금을 관리·운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가 필요하

다. 해외 공적 연기금의 경우를 비교해 봐도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을 운

용하는 것은 논리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정책적 판단 문제라고 본다. 

즉‘기금의 주인’입장에서 기금운용 권한을 민간이 아닌 정부, 특히 보

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하면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더 

효과적이고 ‘기금의 주인’에게 더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있는 정책적 

타당성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가 기금운용에 개입하는 정책적 근거를 보면 국민연금제도는 국

가가 법으로 강제한 사회보장제도이며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급여의무를 

부담하는 차원이다. 그러나 정부는 기금에 대한 직접 기여분이 없는 마

치 보증인의 지위와 비슷하지만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므로 직접 

나서서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약이다. 더욱이 정부는 

137) 김건식 외 7인, 위의 책,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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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을 예상하면서도 국가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데 주저하

고 있어 정부가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이 아니라 급여체계를 개혁해 장기

적인 제도 운용을 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사업을 최종적으로 

관장한다고 해도, 반드시 그 기금의 관리 및 운용까지 총괄해야 하는 것

은 아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다른 소관사무와 비교하면 기금운용업무는 

상당히 이질적이다. 기금운용업무는 경제, 금융, 투자, 기업 분야의 전문

성이 중요한 데 통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은 이와 다르

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금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것이 

어색한 것은 사실이다.  

    더욱이 ‘기금의 주인’의 수탁자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설계한

다면 국가가 전형적인 재무적 투자자와는 달리 독특한 이익충돌이 발생

할 소지가 있다.138) 기금의 설치주체와 운용주체는 모두 보건복지부장관

이고 각 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 및 국회의 감시는 법제화돼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정치적 영향력에 약하다는 문제는 간

접적이고 은밀한 영향력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대리인인 보건복

지부장관이 기회주의적으로 ‘기금의 주인’의 이익과 반하거나 무관할 

수 있는 사회정책적 이익, 정치적 이익을 취함으로써 본인에게 상당한 

대리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금운용주체에 대해 장기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고, 가급

적 ‘기금의 주인’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타당하다. 

‘기금의 주인’이 실제로는 이질적인 선호를 갖는 다양한 집단의 집합

이라는 점에서, 기금운용주체에 대표성을 부여하면서 3중의 대리관계에

서 발생하는 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금운용주체를 직선제로 선출하

는 것도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 고려해 볼만하다. 

138) 김건식 외 7인, 앞의 책, p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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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운용위원회 및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구성의 변화

     만일 기금운용주체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면 본인은 기금운용주

체가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여지를 축소시키기 위해 효과적인 감시장치

를 둘 필요가 있다. ‘기금의 주인’이 연금가입자 또는 수급권자 전체

인 점을 고려하면, ‘기금의 주인’과 ‘보건복지부장관’의 대리문제는 

회사법상의 지배주주 없이 수동적이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투자자

의 손에 주식이 분산 소유되어 있는 경우의 경영자 통제와 유사한 상황

이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에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본인 간의 큰 조정비용으로 본인이 대리인 행동의 적합성을 판단하거나 

감독 및 제재방법을 결정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고, 이에 따라 지배구

조 전략보다 규제전략을 전면에 내세울 필요가 있다.139) 또 이 경우 지

배구조 전략 안에서는, 임면권 또는 의사결정권보다 적절히 설계된 경영

진 보상이라고 하는 형태의 대리인 인센티브나 비집행이사가 임원을 감

시하는 수탁자 전략이 보다 잘 기능한다.140) 

    대리인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임명과 권한, 책임은 헌법과 국민연금법

에 의해 통제되는 방식으로 규제전략이 작동하고 있으며, 지배구조 전략 

중 대리인 인센티브 전략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경제적 이익 보다는 사

회정책적 이익, 정치적 이익, 공공의 이익을 기회주의적으로 추구할 가능

성이 높은 대리인의 특수성에 의해 적합하지 않은 듯하다. 지배구조 전략 

중 특히 수탁자 전략이 작동하는 부분이 사용자단체, 노동조합을 대표하

는 연합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자 관련단체, 소비자단체, 시민단체가 각

각 추천하는 운용위원회 위촉위원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이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의사결정 가운데 특히 중요하고 논

란이 되는 의사결정일수록 예외적으로 운용위원회와 수탁자책임위원회가 

139) 김건식 외 7인, 앞의 책, p.26, p.101 
140) 김건식 외 7인, 앞의 책,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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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의사결정 

구조상 정점에 있는 운용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운용위원회의 위

원과 수탁자책임위원회의 위원은 모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도록 돼 

있다. 정작 ‘기금의 주인’은 운용위원회의 일부 위원으로 위촉돼 기금

운용 주체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대표성을 보완하는 역할 정도에 그치고 

있으나 ‘기금의 주인’이 정당하고 충분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보기 어

렵고, 운용위원회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기금의 주인’을 대신해 

보건복지부장관의 기회주의적 유인을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어야 

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기금의 주인’에 대한 인식 전환과 지배구조 전략 속에서 

수탁자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에서 정부 측 당연위원

을 대폭 줄이고 ‘기금의 주인’으로부터 직접 대표성을 얻은 민간 금융

전문가 중심으로 운용위원회 구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운용위

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이외의 정부 측 위원들의 출석률이나 참여도를 보

면 정부 측 위원들의 실제 역할은 운용위원회에서 격렬한 논란이 일 경

우 보건복지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결하기 위한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

한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 그동안의 기금운용에 관한 결정에 정부 측 

당연위원이 운용위원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굳이 

다른 부처 차관이 운용위원으로 참석하지 않더라도 부처 간 의견조율은 

사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취합해 정부 측 입장을 정리하면 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도 연금 가입자 또

는 수급권자의 의사를 보다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4.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 강화

    기금운용주체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본인)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대리인) 간에 발생하는 대리문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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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법상 기금운용에 관해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기금운용위원회, 전문위원회’와 ‘국민연금 기금운

용본부’간의 대리문제는 마치 공개회사의 주식 소유가 비교적 소수의 

주주 손에 집중돼 있는 소유형태의 경우와 유사한 상황이다. 회사에 지배

주주가 있을 경우 소유자들은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서로 조정할 수 있

고 지배구조 전략에 의존해 경영자를 통제할 수 있으며141) 지배주주가 

경영진에 대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임면권과 의사결정권이 상

대적으로 강력하다.142)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임면권 행사를 통해 본인인 ‘보

건복지부장관’은 대리인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이기주의

적 행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다. 또한 주주권 행사 가운데 중요

하고 논란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운용위원회에서 직접 결정하는 방식

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결정권이 유보돼 있어 대리비용을 낮추기 

위한 지배구조 전략이 잘 짜여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삼성물산 합병사건에서 주주권 행사에 관한 의사결정구조상 

최종 책임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인지 여부가 정면으로 다뤄진 것은 아니지

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률상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 주식 의결권 행사 

절차에 관한 업무에 간섭하는 것은 부당한 개입으로 간주했다. 이처럼 

보건복지부장관과 기금운용본부의 관계에서는 오히려 강력한 본인 보호 

메커니즘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대리인)이 운용상 독립 원칙을 지

켜내지 못하고, 의사결정이 결국 왜곡되는 문제가 있다. 위의 삼성물산 

합병사건에서 기금운용본부의 입장을 살펴보면 이미 주주권 의사결정 구

조에 관한 절차가 잘 되어 있어 자체적으로 그 원칙에 따라 처리하려는 

의지가 강했지만, 대통령실, 보건복지부 등 부당한 개입으로 결국 의사결

정이 왜곡되고 말았다. 

141) 김건식 외 7인, 앞의 책, p.101
142) 김건식 외 7인, 앞의 책,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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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가 부당한 외부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기금운용본부의 독

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대표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간 기

금운용 실무를 맡아 전문성을 축적해온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사업과 

분리해 더욱 발전시키고, 기금운용본부장 직선제 등으로 기금운용본부가 

‘기금의 주인’으로부터 직접 대표성을 얻으면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지키기가 쉬워질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대표성·독립

성·전문성을 갖춘 법인으로 발전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운용분부

의 업무를 감사하는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68 -

제 4 장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관한 

쟁점 

제 1 절 가이드라인의 내용

  1. 적극적 주주활동의 목적

    2019년 말, 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그 제안 이유에 대해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자금을 수탁 받

은 수탁자로서 이미 도입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도

록 하고,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에 대한 시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143)

  2. 적극적 주주활동의 대상

   가. 중점관리사안

    국민연금이 정한 중점관리사안은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임원 보수

한도의 적정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사안, 지속적인 반대 의결권 행사에도 개선되지 않는 사안, 정기 ESG 평

가의 종합 등급이 하락한 사안이다.144)

    이에 대한 수탁자의 활동은 ①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 ②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 ➂ 공개 중점관리기업 → ➃ 적극적 주주활동 순으로 

143)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안), 2019 
제안이유

144)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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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며, 공개 중점관리기업 중 기금운용본부가 지속적인 기업과의 대

화 추진 등 문제해결 및 개선방안 마련에 노력했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적극적 주주활동 대상으로 선정하게 된다.145)

[표 4-1] 중점관리사안별 대상기업 선정 기준146)

구 분 세부내역

➀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 배당관련 반대 의결권 행사기업, 의결권행사 대상기업 
중 배당성향 하위 기업, 보유비중 상위 기업으로,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수립·공개하고 있지 않거나, 
그에 따라 배당하지 않는 기업*을 선정

  *당기순손실(결손 누적 포함),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기업은 제외
- 합리적인 배당정책 여부는 투명성, 구체성 등을 기반으로 

판단
  * 배당정책의 수립 및 공개여부, 기업 내‧외부 요인을
    감안한 배당결정, 배당정책의 준수여부 등

➁ 임원보수한도의
   적정성

- 이사보수한도가 경영성과와 연계되지 않거나 실지급액 
대비 과다한 기업으로서, 최근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반대한 기업 중, 이사보수한도 대비 실지급액 
비율을 고려하여 선정

➂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사안

- 국가기관의 조사 등 객관적 사실(1심판결, 검찰기소 등 
국가기관의 1차 판단)에 근거하여 횡령·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의 사익편취에 해당할 우려로 인해 
기업 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

➃ 지속적 반대 
   의결권 행사에도
   개선이 없는 사안

- 최근 5년 이내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의 건 중에서 동일한 
사유 등으로 2회 이상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기업 중, 
반대의결권 행사 횟수, 안건의 중요도, 개선여지,  
보유비중 등을 고려하여 선정

➄ 정기 ESG평가
   결과가 하락한
   사안

- ESG평가 결과, 종합등급이 2등급 이상 하락하여 하위등급
  (C등급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연금의 자산노출도(지분율,
  보유비중)를 고려하여 그 하락사유에 대한 정성평가 수행
  * 등급하락 사유에 관한 ESG 평가 수행기관의 분석보고서 참고

145)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146)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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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

    국민연금이 정한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이란 ESG와 관련해 예상

치 못한 기업가치의 훼손과 주주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안이다.147)

    이에 대한 수탁자 책임활동은 ①비공개 대화 대상기업 → ②적극적 

주주활동 순으로 이루어지며,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등의 우려로 

비공개 대화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이들 기업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공개

서한 발송 등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탁자 책임활

동을 추진했음에도 개선 없는 기업이 적극적 주주활동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했다.148)

[표 4-2]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 대상기업 선정 기준149)

구분 세부내역

ESG관련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등 우려 사안

- 검찰, 경찰의 수사 착수 등 국가기관의 조사 및 ESG 관련 논란이 
되는 이슈(예상하지 못한 사안) 발생시 심각성, 재발가능성을 
중심으로 자산 노출도를 고려하여 해당 이슈의 중대성 평가 실시

  * 심각성: 피해규모, 처벌가능성 및 수위, 피해기간 등 고려
  * 재발가능성: 의사소통, 개선수준 및 반복정도
  * 자산노출도: 기업에 대한 기금 보유 지분율 및 보유비중

- 자문기관의 기초자료 수집·조사 등 리서치 및 기초 중대성 평가 참고 

[표 4-3] 중점관리사안,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 개선여부 판단 기준150)

(1) 중점관리사안

147)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148)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149)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150)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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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부내역

①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 기업이 제시한 배당정책의 합리적인지 여부는 투명성, 

  구체성, 일관성*을 기반으로 판단

  * 배당정책의 수립 및 공개여부, 기업 내‧외부 요인을 감안한 

     배당결정, 배당정책의 준수여부 등
  ※ 투자대상 기업의 산업 및 재무적 특성과 해외 유사기업의 사례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분석한 외부전문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보완

- 기업이 공개한 배당정책에 맞는 배당을 실행하는지 확인

②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 이사 보수한도가 실제 지급한 보수금액, 기업 경영성과와의 
  연계를 기준으로 판단

③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사안

 * 횡령‧배임, 

   부당지원, 
경영진 사익편취

- 국가기관의 1차 조사 결과, 기업의 대응*(의사소통 및

  개선정도)을 기준으로 개선 여부를 판단
  *∙ 이사회 및 경영진과의 면담, 이사회(산하 위원회)에서의 논의 여부 등
   ∙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개선대책에 대한 공개 여부 등
   ∙ 회사의 손해회복 및 배상청구 또는 관련 조치 계획 마련 등
   ∙ 관련 정책, 프로그램 수립 및 시스템(인적·물적) 구축 여부 등

-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선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

④ 지속적 반대
의결권 행사에도
개선이 없는 사안

-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상 반대사유 해소 여부로 판단
  * 국민연금은 주총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 방향 및 그 사유

     (반대·기권시)를 공개 중

➄ 정기 ESG 
   평가결과가 
   하락한 사안

- 예상하지 못한 우려 상황에 대하여 기업의 대응*(의사소통 및

  개선정도)을 기준으로 판단
  *∙ 이사회 및 경영진 면담 여부, 이사회 또는 이사회 위원회 논의 수행 등  
   ∙ 사실관계 관련 구체적인 정보 제공 및 조치·개선대책에 대한 
     공개 여부 등 
   ∙ 피해 관련 복구 및 보상 수행 또는 관련 계획마련 등 

   ∙ 관련 정책·프로그램 수립 및 시스템(인적‧물적) 구축 여부 등

(2)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 

- 예상하지 못한 우려 상황에 대하여 기업의 대응*(의사소통 및 개선정도)을 기준으로

  판단
  *∙ 이사회 및 경영진 면담 여부, 이사회 또는 이사회 위원회 논의 수행 등  

   ∙ 사실관계 관련 구체적인 정보 제공 및 조치·개선대책에 대한 공개 여부 등 
   ∙ 피해 관련 복구 및 보상 수행 또는 관련 계획마련 등 
   ∙ 관련 정책·프로그램 수립 및 시스템(인적‧물적) 구축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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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선정절차

    기금운용본부 준법감시인 및 수탁자책임실의 사전 검토를 거쳐, 수

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공개 중점관리기업’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

안,‘비공개 대화 대상기업’의 개선 여부를 판단해 개선 없는 기업을 

결정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적극적 주주활동 추진 여부, 주주제안 내용 

등을 검토해 운용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151) 이에 대해 기금운용위원회

는 전문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개선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적극

적 주주활동 추진여부 및 추진 시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기금

운용본부가 이를 수행하도록 의결하게 된다.152)

    선정하기 전에 해당기업 이사회 등으로부터 그 기업의 산업적 특성

이나 기업환경, 개선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가 있으며, 최종적

으로는 적극적 주주활동의 실효성153), 비용효과성154), 시장의 상징적인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적극적 주주활동의 내용

    운용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추진하려는 적극적 주주활동의 핵

심은 경영 참여의 목적(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맞는 주주

제안권의 행사이다. 국민연금은 주주제안의 추진 이유와 목적(시장에 대

한 상징적 의미), 실효성(통과 가능성), 대상 기업의 산업적 특성과 환경 

등을 고려해 상법 및 자본시장법이 인정하고 있는 가장 적절한 적극적 

주주활동의 주주제안을 추진하고 주주제안 내용은 운용위원회 의결로 결

151)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152)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153) 실효성은 통과 가능성을 의미하는 데 대주주 보유지분율, 국민연금 지분율, 의

결정족수(특별결의 혹은 보통결의), 법무법인 검토 등을 포함한다.
154) 비용효과성은 단기매매 차익 내지 기회비용(10% 이상인 경우), 주주제안에 드

는 물리적 비용, 주주제안 효과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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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도록 했다.155)

    중점관리사안 중 배당정책 및 임원보수한도에 대해서는, 공개 중점

관리기업 선정 이후에 경영 참여의 목적(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

항)에 해당되지 않는 주주제안을 우선하고 그 결정을 수탁자책임전문위

원회가 하도록 규정했다.156)

    주주제안의 후속조치(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로서 주주제

안이 가결되면, 주식보유목적을‘단순투자’또는‘일반투자’목적으로 재

변경하고, 주주제안이 부결되면, 주식보유목적을‘경영참여’로 유지한 

채, 기업과의 대화를 추진하도록 하였다.157) 주주총회 종료 후 당해연도 

말까지 기업과의 협의에도 개선이 없으면 주주제안의 실효성과 비용효과

성 등을 고려하여 주주제안의 추진여부와 그 내용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

회의 검토를 거쳐 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주주제안의 의결 가능

성과 기업의 변화 가능성이 모두 낮다고 운용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는 

해당 기업에 대해 어떤 주주활동을 할지에 대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운용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158)  

제 2 절  해외 연금기관의 주주권 행사 현황

  1. 국제적 추세159)

    세계 주요 연기금은 자국 내지는 해외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해 수

탁자 책임을 이행하거나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노르웨이 

155)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156)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157)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158)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159) 고려대 산학협력단, 2017,“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 

(Ⅱ)”, pp.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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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주주활동 사례1)

AP

∙ 2015~2016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참여 요청 및 참여(총 27회)
∙ 기업과의 주주총회 전 대화(25회 이상)
∙ 배제 리스트(총 15사) 공개
∙ 이사회와의 미팅

APG
∙ 배제 리스트(총 19사) 공개
∙ ESG 주제 관련 기업 미팅(총 245사)

NBIM
∙ 이사회와의 미팅(총 233회)
∙ 사외이사 추천

CalSTRS
∙ 입법 및 규제 관련 공개 서신(총 18건)
∙ 기업에 이사회 다양성 개선을 촉구하는 서신 발송(총 87사)

국부펀드(NBIM)나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처럼 유엔 책임투자원칙

가구(PRI)에 가입해 주주관여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해외의 주요 연기금은 ICGN(International Corporate Governance 

Network), ACGA(Asian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 등에 참여하여 

각국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독자

적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해 공개하고 있다. ICGN은 자체 스튜어드십 

코드인 “Global Stewardship Principles”를 마련해 각국이 참고할 수 있

도록 하고 있고, AP, APG, CalPERS, CalSTRS, CPPIB, NBIM, OTPP(캐나

다) 등 주요 연기금도 참여하였다.  ACGA에는 APG, CalPERS, CalSTRS, 

CPPIB, NBIM, OTPP, PGGM 등의 연기금이 참여하였고 아시아 국가들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외 주요 연기금은 투자대상 회사 이사회와의 미팅, 이

사후보 추천, 배제리스트(Exclusion List) 작성과 공개, 캠페인 등 다양한 

형태의 주주활동을 한다.

[표 4-4] 해외 주요 연기금 주주활동 사례(2016년 기준)160)

160) 고려대 산학협력단, 앞의 글,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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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관련 주주제안(2008년부터 총 58사)

CalPERS
∙ Focus List Program 시행(1999~2014.10월까지 총 188사)
∙ 주주제안
∙ 입법 운동

CPPIB
∙ 주주제안
∙ 사외이사 추천

Super
Annuation

∙ 기업과의 미팅
∙ 타 기관투자자와의 연대 활동

주 1) 의결권 행사는 제외

  2. 일본 GPIF 161) 

 GPIF는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ESG 

공시 강화 등을 요구함으로써 투자대상 기업의 가치 제고와 중장기 투자

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주주활동을 벌이고 있다.162) 그런데 GPIF는 모

든 국내외의 주식자산을 외부 위탁운용사에게 맡기고,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주주활동 또한 위탁운용사에 위임하고 있어서, 주주제안이나 주주

활동 방법 및 공시는 위탁운용사마다 다르다.163)  

 GPIF는 모든 주주활동을 위탁운용사에 위임하고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는데, 위탁운용사는 매년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과 의결권 행

사 내역을 GPIF에 보고하게 된다.164) GPIF와 각 위탁운용사는 정기적인 

미팅을 갖고, GPIF는 위탁운영사의 이해상충하는 관리시스템의 적절성, 

의결권 행사 내역, 관여 활동의 질, 관여 활동 시의 ESG 고려의 유무 여

부 등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평가한다.165)

161) 최희정 외 3인, 앞의 글, p.3
162) 최희정 외 3인, 앞의 글, p.3
163) 양춘승 외 3인, 2018, p.8

164) 최희정 외 3인, 앞의 글, p.3 
165) 최희정 외 3인, 앞의 글,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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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네덜란드 ABP166)

    ABP의 하부 행정조직인 APG는 기금운용 및 의결권 행사를 담당하

고 APG 수탁자와 책임투자 전문가로 구성된 글로벌 책임투자 및 지배구

조(GRIG)팀이 전자투표 방식을 활용해 해외투자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

사한다.167) APG는 글로벌 기업지배구조 시스템(Global Corporate 

Governance Framework)에 있는 원칙과 지침에 따라 의결권 행사 방향

성을 정하고 특히 이사회가 교육, 경력, 나이, 인격, 성별, 배경, 국적 등

을 고려해 다양한 구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168)

  4. 미국 CalPERS169)

 CalPERS는 자체의 주주활동 담당부서와 활동방침(CalPERS Governance 

and Sustainable Principles)에 근거해 주주관여활동(share-owner engagement)

을 수행하며 개별적 또는 타 기관투자가들과 협력적으로 주주활동도 하

고 있다.170) 이러한 주주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해 주주활동

의 목적, 진행과정의 타임라인, 달성여부 등을 명확히 설정하고 주주활

동 대상기업의 개선 여부를 담당직원의 보수와 연동시킨다.171)

 CalPERS의 유명한 주주활동은 1987년에 도입된 포커스 리스트 프로

그램(Focus List Program)으로, 이 프로그램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중심

으로 한 CalPERS 주주활동의 핵심이다. CalPERS는 미국의 1000대 기업

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이사회의 질적 수준, 주주권

한, 포이즌 필(Poison Pill), 임직원 보상제도, 환경 및 사회 이슈에 대한 

166) 최희정 외 3인, 앞의 글, p.36
167) 최희정 외 3인, 앞의 글, p.36
168) 최희정 외 3인, 앞의 글, p.36
169) 최희정 외 3인, 앞의 글, p.41
170) 최희정 외 3인, 앞의 글, p.41
171) 최희정 외 3인, 앞의 글,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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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관리 등을 점검해 저평가된 기업을 선정한다.172) 또한 CalPERS는 

Apple(2011년~2012년), Eli Lilly & Co(2007년~2009년), Health Net 

Inc(2010년), Chesapeake Energy Corp(2012년)에서 과반수 투표제

(Majority Vote)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 등을 추진한 바 

있다.173) 

  5. 캐나다 CPPIB174)

    CPPIB는 ‘책임투자방침’(Policy on Responsible Investing)에 의해 

책임투자의 원리, 전략, 주주 관여 등에 대해 원칙을 제시한다. CPPIB는 

의결권 행사가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장 효과적인 주주활동이라고 

판단하며, 지속가능투자팀(Sustainable Investing Team)이 외부자문보고서, 

내부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의결권 행사 원칙 및 지침(proxy voting 

principles and guidelines)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모든 의결권을 행사한

다.175)

  6. 스웨덴 AP4176)   

    AP4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7개 추진목표 가운데 사회책임경영에 관한 3개 목표를 주요 점검

범위로 하여 책임투자 및 주주활동과 연계하고 있다.177) 첫 번째 목표로

서‘양질의 고용과 경제성장’(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을 제

172) 최희정 외 3인, 앞의 글, p.41
173) 최희정 외 3인, 앞의 글, p.41
174) 최희정 외 3인, 앞의 글, p.45p 
175) 최희정 외 3인, 앞의 글, p.45
176) 고려대 산학협력단, 앞의 글, p.95
177) 고려대 산학협력단, 앞의 글, 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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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기본방향

1988
∙ 기금수익율의 극대화
∙ 가입자의 복지향상을 뒷받침하는 공공사업에 활용
∙ 적립기금의 건전한 운용

1989
∙ 기금운용 수익률의 극대화
∙ 기금운용의 공공성 유지
∙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 확보

시하고, 높은 수준의 근무환경, 노동자의 인권보호, 안전한 근무환경 조

성, 노동력 강제 착취 및 아동 노동력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한다.178) 두 

번째 목표인‘불평등 감소’(Reducing Inequality) 차원에서 성별, 연령, 

인종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따른 불평등 요소를 점검하고 특히 아동인

권보호를 위한 투자펀드를 운용한다.179) 셋째,‘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

체’(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측면에서 각종 생태‧경제적‧사회

적 문제를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며 그 일환으로 지역사

회 문제를 적극 고려하는 스웨덴 최대 부동산 투자회사‘Vasakronan’에 

대해 25%의 지분을 투자했다.180)

제 3 절  적극적 주주활동의 목적에 관한 쟁점

  1. 기금운용원칙과의 관계

    국민연금의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도 기금운용의 

일환이므로 결국 행사 여부는 물론 구체적인 행사수단도 모두 기금운용

에 관한 법률과 원칙에 따라 결정돼야 할 것이다. 

[표 4-5] 기존 기금운용지침에 나타난 기본 방향 및 운용 원칙

178) 고려대 산학협력단, 앞의 글, p.95
179) 고려대 산학협력단, 앞의 글, p.95
180) 고려대 산학협력단, 앞의 글, 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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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993
∙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 도모
∙ 기금운용의 공공성 유지
∙ 운용수익의 최대 확보

1994
∙ 연금재정의 장기안정 도모
∙ 기금운용의 공공성 제고

1995~2002
∙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 도모
∙ 공적자금으로서 경제사회발전에 기여 
∙ 가입자 및 수급권자에 대한 복지증진

2003~2005

∙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 도모
∙ 허용위험범위 내에서 수익의 극대화
∙ 경제 및 시장 발전 기여, 시장왜곡 최소화하게 중립적 운용
∙ 장기 안정성 해치지 않는 법위 내 공공‧복지사업 실시

2006~2017

∙ 수익성: 가입자‧미래세대 부담 완화 위해 수익 극대화
∙ 안정성: 허용위험범위 내에서 안정적 운용
∙ 공공성: 경제 및 금융시장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운용
∙ 유동성: 급여지급 위한 유동성 고려 및 시장충격 최소화
∙ 운용독립성: 다른 목적을 위해 상기 원칙 훼손 금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하고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1항), 자산종류별‘시장수익률을 넘는’수익을 낼 

수 있도록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운용하여야 하며(국민연금법 제102조 제

3항),‘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투자대상과 관련한 환

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4항) 

    국민연금제도가 시작된 1988년부터 기금운용의 목표로서 안정성, 수

익성, 공공성이 조화롭게 유지됐고 2006년부터는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 

이외에 유동성과 운용독립성의 원칙이 추가됐으며 2020년에 지속가능성

이 추가돼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원칙은 6가지다.181) 

181)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2020.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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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원칙은‘수익성’이며, 이것이 제1 목표이다. 가입자 부담, 

특히 미래 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가능한 한 많은’수익을 추구

해야만 한다. 두 번째 원칙은 안정성이다. 국민연금은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적으

로 운용해야 한다. 셋째 원칙은 공공성이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

으로 하는 제도로 적립 규모가 국가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금융시장을 포함한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

여 운용해야 한다. 넷째 원칙은 유동성이다. 국민연금은 연금급여가 원

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동성을 감안해 운용해야 하며 특히 투자자산의 

처분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계기로 새로 추가된 다섯 번째 원칙

은 지속가능성이다. 국민연금은 투자자산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해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운영

해야 한다. 여섯 번째 원칙은 운용의 독립성이다. 국민연금은 위의 원칙

에 따라 운용되어야 하고,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런 원칙이 훼손되지 않

도록 관리‧운용해야 한다. (국민연금운용지침 제4조)

    그런데 위와 같은 기금운용원칙은 그 추상성으로 인해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하는데 해석상 어려움이 

있어 구체적 사안에서 원칙들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모든 원칙을 균

형 있게 추구해야 하지만 그래도 국민연금법과 운용지침 해석상 가장 중

요한 원칙은‘수익성’이라고 본다. 따라서 기금운용원칙 중‘수익성’

과‘지속가능성’이 충돌하는 경우는 주주권 행사에 있어 신중해야 한

다. 국민연금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주주권

을 행사하더라도 이로 인해 만약 자신의 수익을 희생시키거나 투자대상 

회사의 이익을 훼손하는 것은 기금운용원칙에 반하는 행위다.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

에 대한 수탁자로서의 ‘공공성’을 고려해 균형감 있게 주주권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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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사회적 논쟁이 있는 어젠다 또는 정치적 이념을 추구하거나 

특정 세력을 위한 사회경제적 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주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182) 

  2.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과의 관계 

   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전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근래에 특히 강조되는 경향이 있지

만,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전에 법률상 투

자자에 대한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로서 규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

다. 기관투자자 중 자산운용회사, 신탁회사, 보험회사 등 민간 기관투자

자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되고, 국민연금기금 등 공적 기관투자자에 대해

서는 국가재정법이 적용되는데, 자본시장법 제37조, 제79조183)와 국가재

정법 제64조184)는 모두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로 구성되는 수탁자책임

을 해석상 도출할 수 있다.185) 나아가 수탁자책임의 일환으로 자본시장

182)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은 책임투자의 기조를 밝히고 이를 강화하고 있는지만 불
필요한 정치적‧사회적 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국민연금에 실질적 이득이 되는 
분야부터 특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연금사업의 지속가
능성을 위해 기금 고갈에 대비해야 하므로 국민연금이 투자대상회사 선정과  규
모를 결정함에 있어 고용안정화지표, 퇴직자 재고용률,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연
금수입이 늘어나는 데 기여하는 회사나 연금수급 대체효과가 있는 사업을 벌이
는 회사에 대해 책임투자와 관련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 유효할 것이다. 

183) 금융투자업자의 공통의 의무로서 신의성실의무, 투자자 이익 침해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37조) 또 집합투자업자나 투자회사는 집합투자
재산의 운용과 업무수행과 관련해 투자자에 대해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지녔고(자본시장법 제79조), 신탁업자에 대해서도 수익자에 대해 같은 의무를 
규정했다. (자본시장법 제112조 제1항)

184) 국가재정법 제64조는 기금의 의결권행사의 원칙으로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기금의 이익을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행
사하고 그 행사내용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면연금기금에도 해
석상 적용된다.

185) 정윤모, 2016,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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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의무186)는 물론 행사 방향187)에 대해

서도 직접 법률에서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국가재정

법은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담은 자산운용지침

을 만들도록 요구하고 있는 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과 의결권 행사

에 관한 의무에 대해 우리 법제도는 이미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체계적

이고 상세한 것으로 평가된다.188)

   나.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국민연금이 2018년에 도입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에서는 수탁자책임의 의미와 내용이 더욱 구체화되어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자산가치를 높이기 위해 수탁자 

책임활동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투명하고 적극적 주주활동

으로, 투자대상기업의 가치 향상과 중장기 발전을 추구하고 기금 수익을 

제고하며, 자본시장과 상장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외적 신

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1] 

    국민연금은, 정부의 이해관계,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 등의 이해관

계, 내부 수탁자 책임활동 담당자의 이해관계 등 기금 내부 요인과 위탁

운용사의 이해관계, 외부 자문기관의 이해관계 등 기금 외부 요인에 기

186) 펀드주식의 의결권 행사 주체에 대해 투자신탁재산 의결권은 집합투자업자가 
행사하고,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은 투자회사가 행사하되 투자회
사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자본시장
법 제184조 제1항) 또한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집합투자업자가‘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해
야 한다는 취지의 충실의무를 명시했다. (자본시장법 제87조 1항)

187) 투자신탁과 투자회사와 같은 자산운용회사는 원칙적으로는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자유롭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주식발행회사의 계열사 
편입, 계열사 관계 및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관계 존재 등 기관투자자와 투자
대상회사와의 특별관계에 의해 의결권 남용의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립
적 의결권 행사(shadow voting)를 해야 한다. 다만, 예외에 대한 예외로서 합
병, 영업양수도, 임원임면, 정관변경 등과 같은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집
합투자재산 손실초래가 명백하면 의결권 행사를 허용했다. 

188) 정윤모, 위의 글,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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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는 각 이해 상충 문제를 관리하고자 운용 독립성의 원칙을 정하고 

수탁자 책임활동이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근거해 성실히 수행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원칙2]

    국민연금은 투자대상 기업의 중장기 가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

회와 위험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경영성과, 중장기 경영전략 등 재무적 요

소와 함께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도 주기적으로 점검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3]

    상법 제393조에는 이사회가 회사 경영에 관한 정책과 업무를 집행하

는 권한을 가지며 주주총회는 법과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에 한해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범위 

및 경영관여의 범위는 법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다.189) 그런데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활동의 유형으로서 의결권행사, 중점관리사안의 선정, 사실

관계의 확인, 기업의 입장표명 요청, 현황파악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요

청, 기업의 조치사항 확인, 개선대책 요구 등, 이사회나 경영진 등 회사

를 대표할 수 있는 회사 측과의 면담, 질의서나 의견서의 발송 등, 비공

개 중점관리기업과 공개 중점관리기업의 선정, 공개서한의 발송, 주주제

안, 의결권행사 연계, 주주 대표소송 및 투자자 손해배상소송 제기190),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이사와 감사 선임 등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그밖에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주주권 행

사를 열거하였다. 일반적으로 ‘주주관여’라는 의미의 engagement는 기

존 경영진과 우호적인 관계의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주행

동주의와는 차이가 있는데,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활동을 넓게 포괄함으

189) 안수현, 앞의 글, p.199
190) 대표소송과 집단소송은 가장 적극적인 주주행동이지만 주주들이 권리를 남용

할 우려가 있고 그 결과 문제가 된 이사의 행위보다 회사에 더 큰 손해를 끼
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의론도 있다. 이러한 소송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이용
되고 네덜란드와 독일에서도 활발히 이용되는 반면 영국에서는 많이 이용되고 
있지 않다. (안수현, 앞의 글, p.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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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주주행동주의와 주주관여의 경계를 어렵게 한다.191) 또한 국민연금

은 수탁자 책임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미공개 중요정보, 공정공시 대상정보 등

을 요구하지 않으며, 의도치 않게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취득한 경우, 국민연금은 해당 정보를 공시 또는 공개하도

록 기업에 요청하거나 직접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원칙4]  

    이 밖에 국민연금은 전문적이고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의안분

석 자문기관,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외부기관의 자문을 참고하고 위탁운

용사에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을 위임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시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의 의안에 관한 정보수집, 사실관계 파악 등을 

위하여 해당 기업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칙 5] 또한 국민연금은 

정기적인 기금운용위원회 보고는 물론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기타 

이해관계자에 대해 상장주식의 의결권 행사내역 및 세부 반대이유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탁자 책임활동 관련 사안에 대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하며 [원칙6], 수탁자 책임활동의 역량과 전

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칙7] 

   다. 수탁자를 위한 주주권 행사방식

    일반적으로 주주가 자신이 투자한 기업에 불만이 있을 경우 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거나(매도전략), 투자대상회사에 경영전략을 

변경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자신의 보유주식이 부여한 의결권을 적극적

으로 행사할 수 있는데(행동전략), 여기서 이와 같은 행동전략을 주주행

동주의(shareholder activism)라고 부른다.192) 다만 주주행동주의는 기업의 

경영정책에 대하여 변화를 요구하고자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등과 

191) 안수현, 앞의 글, p.200
192) 이상복, 2008, p.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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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공식적 방법은 물론 주주의 의사를 투자대상회사에 전달하는 등의 

비공식적인 방법을 행사하는 것도 포함한다.

 국민연금이 광의의 의미에서 주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가 있다. ① 먼저, 주주 지위의 취득 단계에서 대상 기업에 대한 (추가) 

투자 결정 또는 (추가) 투자 배제 결정이 있고, ② 투자 이후 주주 지위 

단계에서 의결권 행사, 투자기업과의 비공개 대화, 공개서한 발송, 주주제

안, 소송제기 등을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현재 표방한 방식은 아니지만, 

소수주주권(집중투표청구권, 이사 및 감사해임청구권, 청산인 해임청구권, 

유지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주주총회소집권, 총회검사인 선임청구권, 업

무검사권, 해산판결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③ 주식을 처분하여 주주 지위에서 탈퇴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오랜 기간 기관투자자가 주주로서 소극적인 경향을 보인 탓에 적극

적인 주주권 행사 자체가 하나의 목표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

로 투자자에게는 불만족스러운 회사의 경영정책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고,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역시 그 중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이 기관투자자로서 수탁자책임을 충실히 

한다는 것이 곧 어떤 경우에서든 적극적인 주주관여를 하는 방식으로 회

사의 경영정책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예컨대 국민연금

이 ‘경영참여형 주주제안’을 하는 경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단기매

매차익반환 위험으로 인해 매매 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국민

연금이 스스로 투자위험을 회피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대상 

회사의 주가가 하락한다면 국민연금은 당장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그

럼에도 가결 여부조차 불투명한 경영참여형 주주제안으로 나아가는 결정

이 당장의 손실 회피보다 장기적으로 기금에 이익이 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무조건 적극적인 방식의 주주활동이 ‘참’이거나 ‘선’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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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국민연금이 특정 산업군, 특정 회사, 특정 사안에 대하여 복

합적인 원칙과 목표를 고려하면서 위에 열거된 다양한 주주권 행사방식 

가운데 최적의 수단을 강구해야 수탁자책임에 부합하게 되는 것이다. 

제 4 절 적극적 주주활동의 내용에 관한 쟁점    

  1. 상법상 주주제안권에 관한 쟁점

    상법상 주주제안권은 대표적인 소수주주권으로서, 주주에게 경영 간

섭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 취지는 다수결 원칙 아래 한편으로는 다수파 

주주의 전횡을 막고, 다른 한편으로는 단독주주권으로 했을 때 예상되는 

제도의 비효율과 개별주주의 주주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다.193)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2019년 주주총회 시즌에 주주제안

이 상정된 회사와 안건의 수는 각각 17개사, 57건이고, 그 안건도 단순

히 배당확대 제안을 넘어 사외이사 선임안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는 등 그동안 활발하지 않던 주주제안제도의 활용이 최근에 증가 추세

에 있다.194) 주주제안권은 이사회가 경영정책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독점함으로써 생기는 폐해를 줄이는 기능을 하는 바, 국민연금이 투자대

상 회사의 주요주주로서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주제안의 형태는 총회의 의제로 삼을 사항을 제안하는 의제제안권

과 이 같은 목적사항에 관해 의안의 요령, 즉 구체적인 결의안을 제출하

는 의안제안권이 있고,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는데 제안의 필요성이나 합

리성에 대한 소명은 필요하지 않다.195) 따라서 국민연금은 문제 상황에 

193) 이철송, 앞의 책, p.315
194) 안수현, 앞의 글, p.221
195) 이철송, 앞의 책, pp.5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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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적절한 내용의 의제제안이나 의안제안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주주

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

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통지와 공

고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상법 제363조의2 제2항),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의 발송은 주주총회일 2주 전이기 때문에(상법 제363조 제1

항) 주주가 6주전에 주주총회 개최사실을 알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

제가 있다.196)  

    또한, 이사는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상법 제363조의2 제3항), 상법 시행령 제12

조에는 5가지의 주주제안 거부사유가 규정되어 있다.197) 통상 행동주의 

주주들은 경영진에게 경영사항에 속하는 운영의 개선 등을 요구하는데, 

우리 상법상 이러한 내용은 주주총회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

로 주주제안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198) 따라서 주주제안은 경영이나 업

무집행에 관여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 어렵고, 주주제안권의 행

사가 남용되는 경우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회사법의 권한

배분원리를 흐릴 수 있다. 

    먼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

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

안하는 경우이다. 주주의 반복제안이 남용이라고 보아 금지한 것인데, 

이 경우 그 실질적 동일성을 판단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199) 예컨대, 

196) 안수현, 2019, p.95
197) 시행령에서 정하는 주주제안이 허용되지 않는 사유는 구 증권거래법 제191조

의 14 제3항에 따라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21 제3항에 규정된 것으
로, 2009년 상법개정 때 상법시행령으로 옮겨 규정됐다.

198) 안수현, 2020, p.225
199) 이철송, 앞의 책, p.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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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투자대상회사의 금년도 배당정책에 반대하며 독자적으로 주

식배당의 안을 제출하여 부결된 경우, 다음 해에 또 주식배당을 제안하

더라도 주식배당의 배경이 되는 결산 내용이 상이하다면 이는 동일한 의

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의 주주제안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

는데, 이는 소수주주권의 권리를 주주제안의 형식으로 행사함으로써 소

수주주권의 요건을 잠탈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

다.200) 따라서 국민연금은 주주제안을 통해 다양한 제안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소수주주권을 주주제안에 포함시킬 경우 회사 측이 거부할 수 있으

므로, 다른 소수주주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별도의 지침 상의 근거를 마

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상장회사의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주주제안도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상법 제385조 제2항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

는 법원에 그 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주주

제안의 형식으로 투자한 상장 회사의 임원을 해임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 거부 사유에 대해서는 상법 제385조에는 이사의 해임 결의가 

일반적으로 허용되어, 상법 제363조의2 제3항에서 이것을 배제하는 입법

을 특정하여 위임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그 해임결의 

제안을 금지하는 것은 비상장회사의 임원과 비교해도 위임의 범위를 넘

어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다.201)

    기타 주주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이유가 명백히 허위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00) 이철송, 앞의 책, p.521
201) 이철송, 앞의 책, p.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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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있다. 이 중 회사가 국민연금의 주주제안에 

대해 실현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상정을 거부한다면, 사실상 실

현불가능성에 대해서는 정형화된 판단방법이 없어 분쟁의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202) 

    마지막으로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제안을 거부하더라도 이사

에 대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203) 외에는 특별한 제재가 없어, 제한적

이나마 일반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구제 방법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204) 주주제안을 무시한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다른 의안의 

결의는 유효하며, 단지 주주는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이다.205) 

  2. 자본시장법에 관한 쟁점

   가. 미공개 정보이용 문제 (자본시장법 제174조) 

    적극적 주주활동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주주제안 결정 시, 기금운용본부는 보유목적 

변경 의사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주식 보유목적 변경 공시하

고, 보유목적 변경 의결 시점부터 대외공표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미공

202) 이철송, 앞의 책, p.522
203) 상법 제635조 제1항 제21호
204) 안수현, 앞의 글, p.226
205) 이철송, 앞의 책, p.524. 서울고법 2015. 8. 28. 판결, 2015나2019092: 정기총회

를 목전에 두고 소수주주가 현 이사 외에 추가로 2인의 이사를 선임하되 집중
투표에 의해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의장은 이를 추가로 2인의 이사를 선임할지 
여부라는 안건으로 상정하였던바, 이 안은 부결되고, 동상의 다수결로 결원이 
되는 이사 1인의 후임을 선임하였다. 이에 소수주주는 자신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안을 다루지 않았다며 이 이사선임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이 의안처리가 주주제안권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하였으나, 이사선임결
의의 취소청구를 배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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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보의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개최 시부터 

보도자료 배포 전까지 당해 종목의 직접 및 위탁운용 매매를 정지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특정 회사에 경영참여형 주주제안을 하기로 하고 보

유목적을 변경하기로 한 결정 그 자체를 미공개정보로 보아 이를 국민연

금이 먼저 이용한다는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해당종목 거래를 정지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영참여형 주주제안을 

하기 이전에 이미 경영진과 비공개 대화를 통해 경영진의 자발적인 개선

을 도모할 수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미 미공개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

이 있다는 문제가 있다.206)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만약 미공개 중요

정보의 취득‧생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라면, (ⅰ) 일정기간 매매 등 

중단하거나, (ⅱ) 해당 정보를 상장법인이나 기관투자자가 공개(공정공

시)한 뒤 매매‧거래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는데207), 그러한 요

구가 실제로는 기업의 이익을 크게 해할 수 있다. 예컨대 국민연금이 투

자한 특정 기업이 신비주의를 표방하는 글로벌 IT기업에 자사 부품을 납

품하기로 하면서, 제품 출시 전까지 기밀을 유지하는 비밀유지계약(NDA)

을 체결하였다고 가정하자. 이 기업은 다음해 대규모 공장증설 등 시설

투자계획으로 배당을 줄였는데, 국민연금이 소극적 배당에 대해 경영진

과 비공개 대화를 하던 중 관련 정보를 취득한다고 해서 해당 기업이나 

국민연금이 이를 공시하는 등 공개해야 한다면, 그 기업은 계약 위반으

로 계약해지를 당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이 자본시장에서 많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해당 종목만 거래를 정지하고, 그 계열사나 경쟁사, 거래처 등 관

206) 자본시장법상 정보를 제공한 내부자를 규제하려면 정보를 받은 사람이 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는 것에 대한‘고의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에 대응해 정보를 제공한 기업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
용규제 위반에 해당될 소지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안수현, 2019, p.65)

207) 금융위원회, 스튜어드십 코드 법령해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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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산업분야의 다른 종목의 거래는 정지하지 않아도 되느냐는 우려가 있

을 수 있다. 나아가 국민연금은 해당 종목의 매매를 정지하기 위해 위탁

운용사에도 통보해야 하지만, 통지를 받은 위탁운용사도 미공개 정보를 

이유로 해당 종목의 모든 거래를 정지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고,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운용에서도 해당 종목만 추출해 매매를 정지할지 운용

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나. 대량보유보고 문제 (자본시장법 제147조, 5%룰)

    국민연금은 전문투자자로서 원칙적으로 약식보고 특례대상이다. (자

본시장법 제147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 그러나 자

본시장법상‘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즉, 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각 호208) 중 어느 하나를 위하여 ② 회사나 그 임원에 대

2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7. 1.] [대통령령 제
30525호, 2020. 3. 10., 일부개정]

     제154조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47조제1항 후단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하여 
회사나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 (「상법」, 그 밖의 다른 법률
에 따라「상법」제363조의2ㆍ제366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를 제3자가 
행사하도록 하는 것과 법 제152조에 따라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것을 
포함하며, 단순히 의견을 전달하거나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
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12. 9., 2020. 1. 29.>

     1.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다만,「상법」제385조제2항(같은 법 제
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2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이사회 등「상법」에 따른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자가 투자대상기업 전체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전에 공개한 원칙
에 따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다만,「상법」제424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삭제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

수‧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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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보고 대

상이 된다. (자본시장법 제147조제1항 후단) 자본시장법이 경영권에 영향

을 주기 위한 사항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고 판례209)도 ʻ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ʼ을 유연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210)

    금융위원회는“회사나 그 임원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의 행사”여부

는 주주활동 당시의 종합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회사나 

그 임원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의 행사”에는 주주제안권(상법 제363조의

2)이나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상법 제366조)을 직접 행사하거나 제3자가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지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5% 이상 

대량 보유자가 회사나 그 임원에게 자신의 입장을 단순히 전달, 설명 또

는 표명하거나, 회사나 그 임원에게 설명이나 입장표명을 요구하거나 자

신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

실상의 영향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211) 다만, 금융위원회는 5% 

이상 대량 보유자의 요구가 주주제안이나 임시총회 소집청구 등에 이르

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주주

제안권 또는 임시총회 소집청구권 등 권한행사로 이어지는 전 단계로서  

판단될 경우, 이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본다.212) 

    한편,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의 확산, 투자자의 주주활동 관심의 증

가 등 최근의 투자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보고내용의 범위 및 시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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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 판례는 단순히 그 목적이 확정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향후 거래실정에 따라 경

영참가목적의 행위를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단순투자목적과 대등한 정도의 
경영참가목적을 가지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경영참가목적이 있었던 것으
로 본다. 서울행정법원 2008. 9. 5. 선고 2008구합23276 판결

210) 안수현, 2016, p.68
211) 금융위원회, 스튜어드십 코드 법령해석집
212) 금융위원회, 스튜어드십 코드 법령해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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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는 기준의 하나인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것’의 범위를 합리적

으로 조정하여 적극적 주주활동을 지원하고, 경영참여 또는 단순투자 등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방식에 따라 보고의무를 차등적으로 부여하기 위해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회사의 배당의 결정,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등「상법」에 따라 보장된 권한을 행사하거나 보편

적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회사의 정관을 바꾸려는 경우‘경영권에 영향

을 주는 것’에서 제외됐다. 또한 단순투자, 일반투자, 경영참여 등 3가

지로 나눠 보고내용과 보고시기를 규정했다. (자본시장법 제154조제5항)  

    결국 국민연금의 관여행위 중 어디까지를 경영참여로 볼지가 관건이 

다. 일반적으로 경영진과의 면담‧협의 요구 혹은 회사의 입장표명 요구 

등 주주와 경영진의 단순한 의사교환은 충분한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렵

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로 불 수 없다. 그러나 공개 중점관리

기업 선정 이후의 관여행위는 주주제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

에 사실상 영향력 행사로 볼 여지가 클 것이다.213) 반면 투자대상기업의 

이사가 법령위반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데도 이에 대한 책임추궁

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은 대표소송, 집단소송 제기, 

참여,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 제기, 참여 등

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행위는 회사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피해회복조

치로서 통상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214) 

213) 장우영, 2019, p.119. 이에 대해 주주제안권 등의 행사와 사실상 영향력의 행사
를 결부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관여행위 그 자체만 놓고 개별적으로 
사실상 영향력행사 여부를 판단하자는 주장이 있다.4주주제안권은 그 행사 여
부가 불투명하고 5%룰 위반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제재수위를 생각하면 법령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① ʻ사실상ʼ 영향력 행사의 판
단에 있어서 관여행위의 ʻ맥락ʼ에 대한 고려는 불가피하고, ② 경영권 방어가 
5%룰의 주된 제도적 취지라면 경영참여 목적 인정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으
며, 그렇다면 ③ 주주제안 등과 연관 지어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경영참여 
인정 가능성을 좁히는 결과가 되므로 주주제안과의 관련 하에 사실상 영향력 
행사를 파악하는 것이 현행법의 해석론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214) 유주선, 2018, p.102. 다만 그동안은 국민연금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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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제안과 관련하여 적극적 주주활동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형식적 경영참여’ 목적을 선언하면, 기금운

용본부(운용지원실장)는 보유목적 변경 의사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주식 보유목적 변경공시를 하고, 냉각기간을 적용하여 기금운용

본부는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도록 위탁운용사에도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다. 단기 매매차익 반환 문제 (자본시장법 제172조, 10%룰)

    적극적 주주활동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보유지분율

이 10%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단기 매매차익 반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식적인 경영참여 목적으로 변경을 의결한 시점부터 매매를 정지한다. 

    공적연기금은‘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닌 경우’제한 없이 단기 매매

차익 반환의무가 면제되어 왔으나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등을 계기로 다

양한 형태의 주주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공적연기금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가능성을 차단하는 보완장치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다만 2012년부

터 연기금에 대해 단기 매매차익 반환의 예외를 인정한 것은 이들이 그

동안 순수투자자로서의 지위를 강조해 온 데 따른 것으로 내부거래의 위

험성이 없었기 때문에 단기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5% 룰 완

화의 근거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215)  

    그럼에도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216)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

경우는 찾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참여연대나, 경제개혁연대로부터 주주대표소
송에의 원고 참여를 수차례 요청받았으나, 계속 거절하고 있다. 

215) 장우영, 앞의 글, p.122
2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⑥ 제1항은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로서 행
한 매도 또는 매수의 성격,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주요주주가 매도·매수한 시기 중 어느 한 시기에 있어서 주요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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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이 내부자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10% 룰) 적용 예외로 계속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은 ① 의결권 행사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이하 수탁자책임 부서라 한다)와 

특정증권 등의 운용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운용부서라 

한다) 간 독립적 구분, ② 수탁자책임 부서와 운용 부서 간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 분리, ③ 수탁자책임 부서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운

용부서 또는 외부 기관에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의 금지 및 이를 위반

    [시행 2020. 7. 1.] [대통령령 제30525호, 2020. 3. 10., 일부개정]
    제198조(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법 제17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3. 그 밖에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2. 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0-7호, 2020. 2. 5., 일부개정]
    제8조(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영 제198조제13호에서 "그 밖에 미공개중요정

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
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관리나 운용
을 위한 매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영 제154조 제1항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닐 것

    나.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로써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내부
통제기준의 적정성,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준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야 한다.

     1) 의결권 행사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이하 수탁자책임 부서라 
한다)와 특정증권등의 운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운용부서라 한
다) 간 독립적 구분

     2) 수탁자책임 부서와 운용 부서 간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 분리
     3) 수탁자책임 부서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운용부서 또는 외부 기관

에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의 금지 및 이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처리 근
거 마련

     4) 수탁자책임 부서가 운용부서 또는 외부 기관과 의결권 행사 또는 이와 관
련된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하거나 통신을 한 경우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
한 기록의 작성 및 유지

     5) 1)부터 4)까지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통제기준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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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임직원에 대한 처리 근거 마련, ④ 수탁자책임 부서가 운용부서 또는 

외부 기관과 의결권 행사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하거나 

통신을 했을 경우 해당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기록 작성 및 유지, ⑤ 

위의 사항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3. 소결

    자본시장에서 국민연금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투자자산을 보호하고 

철저히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플레이어로서 다루어져야 하며, 적극적 주

주활동은 국민연금 자체의 사익추구 수단으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로서의 국민연금에 대한 법적 규율은 

기본적으로 다른 투자자와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국민연금

의 역할이나 기금의 속성이 공적이거나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

사를 활성화한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외

를 인정하는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 

    특히 국민연금이 자본시장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

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하나의 경제주체가 거의 모든 상장기업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획득하게 되는 권한의 집중은 우리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이 자본시장에서 상장회사에 대

한 주식지분을 확대하고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추세가 강화되

면, 사실상 모든 상장사가 모두 국민연금의 계열사화 되고, 모든 상장사

는 국민연금을 배경으로 관계회사화할 수도 있다. 이처럼 국민연금이 자

본시장에서의 영향력이 확대될수록 지위 남용이나 부당 거래 유인 및 기

회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그동안 주주로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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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중 주식부문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성 향상을 위해 자본시

장에서 막대한 자금을 운용해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주로서의 영향

력이 커진 상황에 가깝다. 오히려 국민연금은 국내주식시장에 더 투자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로서의 영향력이 지나칠 것을 우려해 자

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국민연금의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을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분산

효과를 거두려고 하지만,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은 국민연금 명의로 주식

을 보유하는 투자일임형태이므로, 사실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직접 행사

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기도 하고,217) 의결권행사를 위임하면 4중의 

대리문제가 발생해 높은 대리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 내에서

의 분산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앞서 본 10% 룰과 관련해, 주주활동 부서와 자산운용 부서 간의 물

적 독립 등을 포함한 정보교류 차단장치 및 내부통제 기준을 요구하는 

규정은 결국 기금운용본부의 권한 남용과 그 유인을 막기 위해 질적인 

측면의 분할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는 기금을 양적으로 분

할해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방식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스웨덴은 경쟁

을 유도하기 위해 기금을 분할했지만 오히려 비용 절감 차원에서 분할된 

연금에 대한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우리는 자본시장에서 주

주로서 권한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하려는 것이므로 다른 목적을 위

한 논의라 할 수 있다. 만일 기금을 분할하는 것이 어렵다면, 국민연금

이 주요 상장사의 중대한 경영상 의사결정에 캐스팅보트를 쥐게 되고 외

부 압력을 받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주주권을 행사할 팀을 복수로 나

눠 독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217) 원칙적으로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을 행사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나(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9호 다목), 예외
적으로 국민연금의 경우 허용하고 있다.(동법 제98조 제2항 단서, 동법 시
행령 제99조 제2항 제5호 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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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든, 국민연금을 분할하든 결국 

상법상 주식불통일행사문제가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주주권행사 집중 

문제를 완화하는 공익적 차원에서 의결권 불통일 행사를 허용해 줄 필요

가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방향에 대해 수탁자책임위원회에

서 의결하는 경우는 특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주권 행사 상

황인데, 이에 대해 국민연금이 복수의 주식의결권을 ‘All or Nothing’

방식으로 행사할 수밖에 없는 제도 때문에 극단적인 캐스팅보트의 부담

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수탁자책임위원회 의결에서의 찬

반 비율을 반영해 주주권을 불통일 행사할 수 있도록 상법 등의 제도를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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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주주권행사에 관한 그 밖의 쟁점 

제 1 절  다수의 기업에 투자한 경우의 이익충돌 문제

  1. 스튜어드십 코드와 투자대상기업 간의 이해상충문제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정책을 마

련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문제가 수탁자로서 직면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는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이해상충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기금운용지침에는 운용 

독립성의 원칙을 정하고, 수탁자 책임활동이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규정하며, 수탁

자책임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해상충 가능성을 기금 

내부 요인으로서 정부,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 내부 수탁자 책임활동 담

당자 등으로 구체화하였고218), 기금 외부요인으로서 위탁운용사, 외부 자

문기관 등으로 나열하였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이미 규정한 각종 이해상충 모습은 물론 국민연

금의 개개의 투자대상 회사들에 대한 각각의 주주 지위에서 비롯되는 이

해상충의 소지도 있다. 즉 다수 기업에 투자한 기관투자자가 투자한 회

사 간의 거래에서 각각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219) 

이와 같은 이해상충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갖춘 

여느 기관투자자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나, 국민연금은 국

민전체에 대한 수탁자로서 공공성이 강조되므로, 단순히 민간 기관투자

자들과 같이 영업상 이해관계를 반영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 

218) 정부와의 이해충돌문제는 기금 내부의 요인보다는 기금 외부의 요인으로 분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9) 박준·김건식·김우진·노혁준·송옥렬·이상훈, 2015,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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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투자자로서 기관투자자들 

사이에 선도적인 지위에 있는 만큼, 투자대상회사간 이해상충의 문제 상

황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의사결정에 따른 영향력 또한 지대하다.

  2. 투자대상기업 간 주식공동소유에 관한 논의 

    ‘주식공동소유’(Common Ownership)란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갖

춘 대규모 기관투자자가 특정 산업분야 내에 경쟁사의 주식을 동시에 취

득하는 상황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기관투자자의 증가, 인덱스 

투자의 증가, 주요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빠른 소유권 집중이라는 세계적

인 흐름으로 자본시장 소유구조 변화의 부산물이다.220) 주식공동소유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주식공동소유 상황으로 인해 기업 간에 대부

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중대한 반경쟁적 효과가 발생하여 소비자 권

익, 고용, 임금 등 사회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기관투자

자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21)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대개 다른 세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

는데 이를 오가며 사용하기도 한다. 우선 “기관투자자의 게으름”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 펀드매니저의 행동방식이나 유인

에 대해 집중한다. 주주인 기관투자자가 포트폴리오 내 개별 기업의 실

적에 큰 유인이 없다는 점이 개별 회사의 성과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222) 둘째 이와 정반대의 설명으로 기관투자자가 기업 지배구조에 

지나치게 깊이 개입하는 행동주의 경향으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

다는 설명도 있다. 개별 투자대상 회사의 경영진이 경쟁사와 경쟁을 저

해하거나 결탁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기관투자자가 압박함으로써 주

220) Jennifer G. Hill, 2020, p.1
221) Jennifer G. Hill, 위의 글, p.5, p.8 
222) Jennifer G. Hill, 위의 글, p.9~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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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지위를 남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223) 셋째 이러한 

기관투자자의 소극적 또는 적극적 경향과는 별도로, 투자대상기업의 경

영진의 행동이나 유인에 초점을 두고 주식공동소유의 반경쟁적 현상을 

설명하는 입장도 존재한다.224) 높은 수준의 주식공동소유를 보이는 산업

에서 기업 경영자가 주주인 기관투자자의 경쟁사에 대한 주식 보유를 이

해하고 스스로 완화된 경쟁전략을 채택할 유인이 있다는 설멍이다. 실제 

기관투자자의 주식공동소유 증가가 항공업계에서 항공권 가격을 상당부

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왔다며 금융업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

고 주장한다.225) 

 이에 반해 과점산업의 집중과 수익성 모두 지난 20년간 증가하였으

며, 같은 기간 자본시장에서 가장 큰 기관투자자(예 : Vanguard, State 

Street 및 Black Rock)가 보유한 주식지분율, 특히 경쟁사로 구성된 포트

폴리오의 주식지분율이 극적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기관투자자의 공동소유 증가가 과점이익의 증가를 가져 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반론도 있다. 최근 시장에서의 집중력과 수익성이 동시

에 증가하는 근본 원인은 공동소유의 성장 때문이 아니라 생산성과 혁신 

속도가 경쟁사를 능가하는“슈퍼스타”기업의 출현에 따른 것이라고 한

다.226) 

 이처럼 기관투자자의 주식공동소유가 반경쟁적 효과를 가져 올 가능

성이 있다는 이론은 현실에서 완전히 증명된 것이 아니다. 주주인 기관

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진에게 반경쟁적 요소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증거는 없고, 그렇지 않다면 인덱스 펀드를 포함한 기관투자

자의 힘이 너무 강해 그런 압력조차 필요 없이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진이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의 이익을 해칠 만큼 기관투자자의 이익을 고려해 

223) Jennifer G. Hill, 위의 글, p.12
224) Jennifer G. Hill, 위의 글, p.14
225) Edward B. Rock and Daniel L. Rubinfeld, 2020, p.4 
226) Edward B. Rock and Daniel L. Rubinfeld, 앞의 글, p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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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유인이 있다는 전제가 필요한데 그 전제가 맞는지 논란이 있다.227)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주로 경쟁법적 측면에서 논의를 해 왔

다. 지배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소수지분 취득의 경쟁제한성과 관련해 공

정거래법상 주식취득에 의한 기업결합은 상장사의 경우 최소 15%의 지

분 보유 요건이 있어 기업결합의 통설적 입장은 지배관계 형성이 필요하

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소수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인해 경쟁

제한성이 문제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228) 한국의 경우 

확실한 지배주주가 확실한 경우가 많고 미국이나 유럽은 기업에 대한 지

분소유가 분산돼 있는데다 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기관의 투자 비중이 높

아 여건이 다르다.

   다만 미국 Clayton법 제7조는 우리나라와 달리 최소 지분 요건이 없

고 단 1주의 취득이라도 실질적으로 경쟁제한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금

지하고 있다. 우리 기업에 대한 미국 공정거래법의 역외 적용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경우도 경제적 관점에서 국민연금의 주

식공동소유에 따른 잠재적 경쟁제한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3. 투자대상기업간의 이해상충문제의 해결

    국민연금이 각각 투자한 A사와 B사 사이의 거래에서 A사가 일부 손

해를 보고 B사가 이익을 얻는 것이 국민연금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

일 경우라고 가정하면229) 국민연금은 각 투자대상회사의 주주 입장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한다. 직접적으로는 기업의 합병‧분할‧인수‧영업양수도와 

같이 주주가 투자대상회사의 거래에 관여하게 되는 중요한 거래가 1차적

으로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영역이 되고 국민연금의 영향력 확대 여부에 

227) Jennifer G. Hill, 앞의 글, p.18
228) 이상돈, 2015, pp.158~159, p165

229) 박준·김건식·김우진·노혁준·송옥렬·이상훈, 앞의 글,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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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간접적으로는 투자대상회사의 개별 매출, 매입 등 거래 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주식공동소유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문제는 단순

히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많은 상장기업에 상당한 규모를 투자한 국민연

금의 경우 현실에 직면할 수 있는 문제다. 삼성물산 합병사건을 응용한 

예로 만약 국민연금이 A사에 50억원, B사에 100억을 각각 투자했는데 

두 회사 간 합병이 결정되었다고 가정하자. 합병비율이 B사에 유리하도

록 불공정하게 산정될 경우 A사의 주주로서 국민연금이 B사에 유리하게 

산정된 합병비율을 문제 삼아 합병 건을 반대하는 것이 수탁자책임을 다

하는 것인지 입장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A회사 주주로서 국민연금이 A 회사 주주로서의 이익만 기

준으로 할 경우 반대해야 하지만, 연금 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합병 찬성을 통해 B사로부터 얻을 수익이 A사의 투자에서 발생하는 손

실을 메우고 남으므로 찬성해야 할 것이다. B회사 주주로서 국민연금은 

B회사 주주로서의 이익만 기준으로 하든, 연금 전체 이익을 기준으로 하

든 찬성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A사 및 B사의 주주로서 국민연금이 합병비율의 적법성에 

대한 리스크, 합병무효 가능성 및 관련자의 손해배상책임까지 고려한다

면 합병안에 반대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이 합병이 특정 개인을 위한 경

영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면,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의 주요 목표

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책임투자 원칙까지 고려해서 이 역시 반대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은 그동안 주주권 중 의결권을 행사하는 대상

과 절차, 기준을 의결권행사지침으로 규정해 왔지만 최근에는 의결권을 

포함해 모든 주주권 행사 방식을 규정한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으

로 바꿨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의결권 행사 대상을 기금이 보유한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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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하되 보유지분율이 1000분의 10 미만이고 보유비울이 국내 주

식의 경우 전체 주식의 1000분의 5 미만이면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국

민연금은 주주총회의 안건이 주주가치 감소를 초래하지 않고 기금의 이

익에 반하지 않을 경우 찬성하되 주주가치 감소를 가져오거나 기금 이익

에 반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원칙 아래 안건별 세부기준을 모

두 다루고 있다.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제10조, 제11조, 별표1의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 구체적으로 합병 및 인수, 영업양수도 

등 회사 분할 및 분할 합병의 경우 사안별로 검토하되 주주가치의 훼손

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반대하는 것이 원칙이다.230) 다만 국민연금

은 전체적인 이익보다는 개별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주주

총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실무를 운용할 것으로 보여 이 같은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거래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투자대상회사의 소수

주주 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231) 

    이에 대해 기관투자자는 궁극적으로 투자대상회사의 이익을 보호하

는 자가 아니라 자본시장에서 자신의 전체 수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장

의 플레이어이고,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개별 투자대상

회사의 이익이나 그 투자대상회사의 다른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의

230)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별표1] 중 관련부분

37. 합병 및 인수
① 사안별로 검토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
② 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반대 또는 기권 할 수 있다.
38. 영업양수도 등
① 사안별로 검토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
② 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반대 또는 기권 할 수 있다.
③ 영업에 필요한 주요 자산을 처분하여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안에 반대한다.
39. 회사분할 및 분할합병
① 사안별로 검토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
② 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반대 또는 기권 할 수 있다.

231) 박준·김건식·김우진·노혁준·송옥렬·이상훈, 앞의 글,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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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는 없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다만, 그러한 의무는 기관투자자나 국민

연금의 지위에 부과된 특별한 의무라기보다는 상법상 주주의 충실의무 

관점에서 회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주는 회사에 대해, 

또는 다른 주주에 대해 일종의 동반자적 관계가 있고 그로부터 도출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결국 국민연금은 현재의 의결권 행사 원칙처럼 사안별로 판단하되 

여러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각 주주의 입장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발

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인지하고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어

떤 절차와 기준으로 이러한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침

을 세워 특수한 주주권 행사의 고려요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제 2 절  의결권행사 자문기관과의 관계

  1. 의결권행사 자문기관의 현황

 국내는 물론 외국에도 아직 의결권 자문회사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

은 없지만 주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로

부터 자문수수료를 받고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해 의결권행사 방향을 조

언 또는 권고하는 사적 회사로 설명할 수 있고,232) 세계적으로는 소수의 

회사가 대부분의 자문을 휩쓸고 있다. 국내에서는 의결권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회사 형태가 아닌 일반 사단법인이기 때

문에 이를 통칭하기 위해 ‘의결권 자문기관’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도 한다.233) 현재 국내 기관투자자에게 의결권 행사 자문 서비스를 제공

하는 국내외 자문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다.

232) 최문희, 2016,“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자문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법적 
쟁점”, p.38

233) 최문희, 위의 글,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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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의결권자문사 현황234)

회  사
서비스 
개시년도

특  징

ISS 1986
∙ 2000개 이상 기관투자자 고객
∙ 주주총회 4만4,000건 분석

Glass Lewis 2003
∙ 1300개 이상 기관투자자 고객
∙ 주주총회 22만건 분석

KCGS 2012
∙ 300개 회사의 2,200건 이상의 주주총회 안건 분석
∙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자문

대신 2014
∙ 주주총회 의안 404건 분석
∙ 대신증권그룹 산하 만간경제연구소

서스틴베스트 2012
∙ 사회적 책임투자(SRI) 관련 업무 수행
∙ 민간 의결권자문사

  2. 의결권 자문기관 활용의 이점과 그 필요성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따른 주주활동이 대리비용의 통제수단으

로서 중요시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주주에게 의안에 관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것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의 확보가 매우 중

요하다.235) 하지만 국내 현실에서 상장사들의 정기주주총회는 대부분 3

월 말에 집중돼 주주총회 소집통지일부터 주주총회 개최일까지 2주의 시

간밖에 없다. 

    이와 같이 주주총회 일정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통

해 다수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기관투자자들이 단시간에 많은 기업들의 

실정을 조사하고 판단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기에는 여력이 부족하지만 의

234) 조영은, 2019,“국내 의결권자문사 관련 현황 및 향후 과제”.
235) 송옥렬, 2020,“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5월 개최에 대한 이론적 검토”, p.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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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권 자문회사에 그러한 프로세스를 아웃소싱 할 경우 투자기업에 대한 

정보수집 등을 위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236)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의안분석 전문기관으로 선정된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은 앞으로 1년

간 국민연금이 투자한 800여개 상장사의 정기 및 임시주주총회에 보내지

는 모든 안건에 대한 분석은 물론 의결권 행사 지침 등을 국민연금에 제

공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국민연금이 책정한 금액은 1억 1,700만원이라

고 한다.237) 

    또한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가 비슷한 시기에 집중되어 단시간 내

에 개별 회사의 경영실적, 재무상황, 선임되는 이사 또는 감사 후보 등

에 대한 개별적인 분석이 어렵고 국민연금도 외부자문사의 권고에 의존

하는 등 책임회피성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238) 의결권 자문사의 권

고 내용이 주로 주목을 끄는 경우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문제가 되는 사

외이사나 감사위원 후보의 선임, 과거 형사처벌 전과가 있는 이사의 선

임, 이사의 보수총액 한도, 합병 등 회사의 구조조정 관련 안건, 경영권 

분쟁이 있는 회사의 이사 선임 안건이다.239) 이처럼 투자대상회사를 둘

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의결권 자문사를 활용하면 가장 저렴하면서도 안전하게 수탁자책임을 이

행했음을 증명한다.240) 

    그러나 국민연금이 의결권자문사의 권고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고 따른다고 해서 무조건 수탁자책임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236) 김순석, 2015, p.96 
237)“132兆 굴리는 국민연금, 의결권 자문엔 1억 써”, 한국경제신문, 2020년 3월 2

일. 해당 기사에서는 국민연금이 상장사 한 곳당 10만원 수준으로 국내 의결
권 자문사에 대한 보수를 낮게 유지하는 이유는 글로벌 시장을 장악한 미국계 
자문사 ISS가‘종목당 100달러’라는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
이라고 한다.   

238) 송옥렬, 앞의 글, p.163
239) 최문희, 앞의 글, p.41
240) Stephen J. Choi & Jill E. Fisch, 2003. (김순석, 위의 글, p.9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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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실제로는 의결권 자문사의 활용을 통해 면책될 수는 없다. 특히 

국민연금의 결정이 의결권 자문사의 권고와 일치할 경우에는 의사결정에 

따른 부담이 완화되지만 반대로 국민연금이 의결권 자문사의 권고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오히려 시간과 비

용, 노력이 배 이상 드는 경우도 있다. 그래도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

에 의문이 있는 국민연금이 자본시장에서의 영향력이 과도하고 국민연금

의 의사결정에 오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키려는 측면에서 의결권 자문사가 활용될 필요는 크다.241)

  3. 의결권 자문기관의 문제점과 규제 논의 

    우선 의결권 자문사가 국내법이나 발행회사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통해 안건을 분석할 경우 부실 자문을 할 수 있다.242) 그런데 의결권 자

문사 내에 의안분석을 담당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243) 중

점적으로 검토하는 일부 분석기준을 제외하고는 확보한 데이터의 출처나 

평가방법론, 의사결정방식에 관한 투명성이 떨어져 의안분석 과정에 오

류가 있어도 알기 어렵다.244) 

    그리고 의결권 자문사가 겸업하거나 자문사를 지배하는 사람과 대상 

회사와의 관계에 따라 이익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245) 의결권 자문사가 

241) 최문희, 2020, 앞의 글(스튜어드십 코드의 법적 쟁점), p.341
242) 최문희, 앞의 글, p.42
243) 전체 상근 인력이 40여 명 수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주총 의안 분석을 

담당하는 인력은 9명에 불과하고, 대신지배구조연구소도 의안 분석본부 소속 
6~7명이 전부인데, 주총 시즌엔 10여 명의 인턴을 채용해 의안 분석 보조 업
무를 시킨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 역시 한국 시장 전담 인력은 2명뿐
이고, 매년 주총 시즌에 20~30명의 인턴을 채용해‘반짝 분석’을 한 뒤 세계 
2,000여 개 기관에 뿌리고 있다. (“직원 9명이 800곳 안건 분석 '뚝딱'…벼락
치기 보고서, 기업 生死 좌우”, 한국경제신문, 2020년 3월 1일)

244) 한국경제신문, 위의 기사.
245) 최문희, 앞의 글,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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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 의결권 행사 권고의 고결성이 영업적 고려사항에 따라 타협될 수 

있다는 것이다.246) 구체적으로는 의결권 자문기관이 주요 고객(운용사)의 

상장 계열사에 대해 국민연금과 사전에 합의해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

거나, 다른 기준을 적용해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하고 찬반 의견을 권고할 

여지가 있으며, 의결권 자문기관 선정·계약 과정에서 합의한 내부 전문

인력(초안 작성 및 점검인력)을 계약기간 중 자문보수가 높은 다른 의안

분석 업무에 투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의결권 자문기관이 부실한 내부 지

배구조로 국민연금과의 계약·합의 등을 통해 준수하기로 한 절차와 기

준을 지키지 못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용인해 찬반 권고가 왜곡될 

소지가 있다.247) 

    또한 국내에서 활동하는 의결권 자문사는 소수이지만 이들의 자문을 

받는 기관투자자의 지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의결권 자문사의 주주총회에 

대한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다는 문제점이 있고,248) 세계적으로 볼 때 의결

권 자문시장에서 특정 회사가 지배적인 지위를 유지하면서 독점에 따른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문제가 있다. 

    국민연금은 이처럼 의결권 자문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이 국민연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자사 이익을 우선하고 기금운용 목표를 침해하는 이

해충돌 가능성을 자체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

직 의결권 자문사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와 품질 및 정확성 확보 등 공정

하고 정확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다.249) 이 때문에 회사, 기관투자자,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주로 의결권 자문업무의 규제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

대가 있지만 구체적인 규제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엇갈리고 있

246) 육태우, 2016, p.53
247)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Ⅱ), p.54
248) 최문희, 앞의 글, p.42
249) 최문희, 2016,“의결권 자문회사에 관한 입법 과제와 법적 쟁점”, 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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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50) 의결권 자문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방안으로 투자자문사로 등록

하거나 다른 업으로 규제(인가, 등록 등)하는 직접규제 방식과 자산운용

사 공시의무 강화 등을 통한 간접규제 방식, 모범규준 권고를 바탕으로 

시장자율규제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금융위원회는 의결권 자문

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안분석 방법론, 이해상충 방지

방안, 분석조직 및 인력현황에 대한 공시제도 마련 여부를 검토 중이

다.251) 

  4. 소결

    현재의 의결권 자문업에 대한 규제 논의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강한 

규제방식을 주장하더라도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율을 넘

어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결권 자문업의 시장 규

모가 크지 않고, 일반 사단법인도 포함되어 있는 국내 자문기관의 성격

을 모두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의결권 자문기관에 대한 직‧간접적인 규

제가 필요한지 회의적이다. 

    근본적으로 자문업의 본질에 비추어, 자본시장법 규제를 통해 의결

권 자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의결권 자문

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는가. 또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초 자료는 정확해야 하고 투명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이러한 당

위성에 선행하는 문제가 가능성이다. 의결권 자문사는 객관적일 수 있는

가. 그렇지 않다. 중립적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공정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이는 의결권 자문사의 문제가 아니라 자문업계뿐 아니라 어느 회사

250) 최문희, 2016,“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자문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법적 
쟁점”, p.43

251) 금융위원회 2020년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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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객관적이거나 중립적이거나 공정하지 못하다. 만일 의결권 자문사가 

권고의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끊임없이 추구한다면 이는 어디까지나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고, 반대로 그

러한 가치를 외면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이득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의결권 자문사가 제공하는 권고의견의 정확성‧전문성‧객관성은 

의결권 자문사가 공급하는 위탁의 품질 문제다. 이는 기본적으로 자문서

비스시장에서의 자문사 경쟁력에 관한 문제인 동시에, 시장에서 서비스

는 그 가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만일 공급된 서비스가 가격에 견주어 

심각한 하자가 있다면 이는 위탁계약 당사자 간의 사법상 불완전이행책

임으로 해결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의결권 자문사의 생존과 경쟁력은 시장원리에 맡겨야 하

고, 독과점으로 인해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이는 공정거래

법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현 단계에서 자문업에 대한 등록 등의 

규제를 하게 되면, 진입장벽이 높아져 의결권자문업의 독과점 현상이 공

고화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의결권 자문사의 정확성이나 전문성, 공정성은 별도의 법적 

규제를 통해 담보해야 할 가치가 아니며 의결권 자문사가 반드시 공정하

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자문 수요자인 국민연금이 정

확히 인식하면 될 문제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방식은 국민연금이 결

정하고 의결권 행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연금이 진다. 의결권 

자문사의 권고 내용이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충실한 검토를 거쳐 올바

른 결론을 내렸다면 따르는 것이 타당하고 의결권 자문사가 제시하는 기

준이 틀리거나 국민연금 기준을 지나치게 초과하거나 밑돌 경우 이를 배

격하면 된다. 그것이 자문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의 전형적인 관계이자 

자문업의 본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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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주주권 행사에 따른 법적 책임

  1. 적극적 주주활동에 따른 책임 

    현행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주주제안으로, 절차는 

비공개 대화,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공개 중점관리기업을 거쳐 추진하되 

각 절차는 약 1년 단위로 진행한다. 비공개 대화 대상기업 및 비공개 중

점관리기업 단계에서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공개 중점관리기업 

단계에서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대상 기업 중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기간 단축 또는 다음 단계로 

이행 가능하다. 주주제안 자체로 국민연금이 법적 책임을 부담할 여지는 

적겠지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음 법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우선 기업과의 대화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금지조항(자본시장법 제174조)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

야 한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의 내부자에는 법인의 주요주주252)로

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도 포함

되므로(동법 동조 제2호), 국민연금이 주주활동의 일환으로 의결권이 있

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한 기업과 대화253)를 하는 경우에는 

내부자에 포함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과 같이 주요주주가 법인이라면 그 

임직원 및 대리인까지 내부자에 포함된다(동법 동조 제4호). 이를 위반하

25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
호 나목

     다음 각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의 임면(任免) 등의 방법으로 금융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

253) 주요주주의 비공식적인 영향력 행사방법을 고려해 권리행사와 관계없이 미공
개정보를 취득한 주요주주들도 내부자로 봐야 한다. (안수현, 2010,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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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거래한 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

게 될 뿐만 아니라(동법 제175조), 형사책임까지 수반하게 된다(동법 제

443조 제1항). 다만, 지분의 추가취득이 국민연금 고유의 경영상 결정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결정이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미공개 중요

정보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면 지분의 추가취득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다.254) 

    또 국민연금이 기업과의 대화 및 중점관리기업 선정을 통해 대상 회

사에 개선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회사법상 업무집행지시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사는 회사 및 제3자에 대하여 각 책임을 부담

하되(상법 제399쪽, 제401조), 이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

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도 이사와 연대하여 상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상법 제401조의2). “영향력 보유자”의 범위는 주식의 소유 등 

회사법상 지배수단을 가진 자가 포함되므로,255) 국민연금이 통상 5% 내

지 10%의 상당 지분을 보유한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업무집행지시자에 해

당할 수 있다. “업무집행”에는 계약체결 등의 법률행위와 장부작성 등

의 사실행위가 모두 포함되지만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대상이 되는 정관

변경, 영업양도, 합병, 분할 등은 이사의 업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256)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사에게 업무집

행에 속하는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다가 고의나 중과실로 주주(제3

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국민연금은 해당 주주의 주식가치 하락으로 

인한 간접손해를 제외한 직접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257) 

    이 밖에 국민연금이 중점관리기업을 선정해 공개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은 시장에서의 신용하락 등 손해를 볼 수 있지만 만일 국민연금이 

공개과정에서 중요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등의 과실이 있을 경우 민법

254) 정대익, 앞의 글, p.262
255) 정대익, 앞의 글, p.264 
256) 정대익, 앞의 글, p.265
257) 정대익, 앞의 글, p.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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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나 국가배상책임258)을 지게 될 가능

성이 있다.  

    한편,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실시했지만, 그 결과가 

수탁자책임에 반할 우려가 있더라도 이하에서 검토하는 소극적 행사에 

따른 책임과 마찬가지로 개개인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에 대하여 

특정 주주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요구하기는 어렵고, 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적당하지 않을 것 같다. 

  2. 의결권 행사에 관한 책임

    기본적으로 주주는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에 따라 아무런 의무

나 책임도 지지 않는다.259) 다만 국민연금이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주주

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특수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소지

는 없는지 살펴본다.

    우선 이 논의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앞서 거론한 삼성물산 합병사건

을 예로 들어보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승인에 관한 주요주주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ISS)의 반대 권고도 무릅

쓰고 자체적으로 합병 시너지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합병에 찬성했다. 하

지만 이 합병은 불공정한 합병비율 때문에 많은 일반주주가 큰 손해를 

보았다. 이런 경우에 국민연금이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느냐의 문제다.  

258) 현행법상 기금운용의 종국적 책임은 보건복지부장관에 있으며 기금운용위원회 
및 그 하부위원회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의결 등 정부가 관여한 영역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259) 물론 상법상 이익공여금지조항에 의하여 주주는 그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회사
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받을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상법 제467조의2),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
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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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에 대해서 상법 제401조의2에 근거하는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

으로 구성하는 것은 곤란하다.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대상이 되는 합병결

의는 이사의 업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영향력행사는 비법적인 방법에 있어서의 영향력 행사

를 의미하고 의결권행사는 법이 허용하는 가치중립적 권리행사로서 영향

력 행사가 아니라는 것이 다수설260)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본 주주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책임 공백을 메워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된

다. 물론 삼성물산 합병 사건에서는 이를 결정한 경영진과 대주주에게 1

차적 책임이 있어 실제로 국민연금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결의에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

의 의결권 행사가 합병 당사자인 회사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쳤으나 그 의결권 행사의 목적이 남용되어 위법하고 그로 인해 

많은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특정 사안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국민연금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경향에서 의결권 남용의 위험을 견제하고 보다 책임

감 있는 의결권 행사를 담보할 수 있다고 본다. 

    국민연금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주주들은 투자대상회사와 지배주주 또는 외국인 주주를 포

함해 지배세력에 반대하는 주주들, 그 회사에 투자한 다른 주주들인데 

이는 마치 대주주 전횡에 대한 소수주주의 구제수단 논의와 이해관계가 

비슷하다. 따라서 법적 책임의 이론적 근거는 민법상 권리남용보다는 상

법상 주주 충실의무로 접근하는 것이 더 구체적이라고 본다.  

    상법학에서 다수설은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근거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법상 주주의 충실의무를 받아들이고 있

260) 이철송, 앞의 책, p.8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5. 선고 2012가합10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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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61) 이는 미국과 독일에서도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주로 지배주주의 

횡포로부터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주주의 충실의무 인정론이 거

론되고 있다. 나아가 그에 대한 확장적 논의로 ‘소수파주주가 결의를 

저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주주와 같은 지위에 있으므로 충실의무를 진

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연방법원은 1995년에 ‘주

식회사에서는 다수의 주주만이 소수 또는 소규모 주주에 충실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소수 또는 소액 주주에게도 다수의 주주 또는 

기타 소수 또는 소액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있다. 최근 상원 판례법에 

따르면 주주와 주식회사의 관계뿐 아니라 주주 간의 관계도 회사법을 유

지해야 할 의무에 따라 결정된다.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는 공동주주의 

회사 관련 이익을 훼손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여기서도 회사법 의무가 균

형추로 필요하다.’ 라고 판시한 바 있다. 미국에서도 지배주주 외 연기

금 등의 투자주주에게 충실의무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262) 이는 의결권 

행사의 문제는 아니었고, CalPERS가 투자대상회사의 단체교섭에서 노조

를 지원하려고 대표이사의 해임을 위한 위임장 매집에 나선 사례263)에서 

연기금 주주의 충실의무가 문제된 바 있다.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이 주로 국민연금 수급자,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충실의무인데 비해 주주로서의 충실의무는 주로 투자대상회사나 그 

261) 주주충실의무의 법적 근거가 없고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으로 해결할 수 있다
는 견해도 있지만(송옥렬, 2020, 상법강의, p.823), 이 경우는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다.  

262) DiLillo v. Ustman Technologies, Inc.사건 [No. B148198, 2001 Cal. App. LEXIS 
1527(Cal. Ct. App. Nov. 19, 2001)] (안택식, 2012, p.140에서 재인용) 

263) Steven Burd는 Safeway의 CEO이자 이사회의장직에 있었는데, 인건비를 낮추
기 위해 식품산업노조와의 단체교섭에서 완고한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자 
CalPERS(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는 Burd를 해임시키기 위하여 위임장매집에 
나섰는데, CalPERS의 이러한 행위는 미국식품노조의 임원인 CalPERS의 대표 
Sean Harrigen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Burd는 해임을 면했으나, 식품노조가 
CalPERS를 Safeway와의 투쟁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했다는 것이 알려
졌다. {Emily Thornton, Gluttons at the Gate, Bus. Wk., Oct. 30, 2006 at 58. 
(안택식, 위의 글, p.12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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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일반주주와의 관계에서 작동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민연

금이 위와 같은 주주의 충실의무를 위반할 경우 손해를 본 회사나 다른 

주주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

다. 현실적 쟁송가능성을 제쳐두고라도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활동

을 전개함에 있어서는 투자대상회사와 다른 주주에 대해 주주로서 충실

의무를 진다는 인식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소극적인 주주활동에 따른 책임 

    수탁자책임의 도입에 따라 국민연금은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의무

를 진다. 그렇다면 이를 어길 경우 국민연금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이 기금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수탁

자책임활동을 게을리 해, 기금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 문제가 된다. 

    형식적으로는 국민연금 가입자나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에 

대하여 1) 특정한 수탁자책임활동의 이행을 요구하고, 2)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에 대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

상 청구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채택한 스튜어드십 코드 자체가 국내에 연성규범

으로서 도입되어 그 자체 법률상 의무나 책임을 발생시키는 법적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기 어렵고, 비록 자본시장법상의 충실의무 위반이나 민법상

의 신의칙 위반을 근거로 해도, 국민연금 가입자나 국민연금 수급권자 개

개인에게 법률상 어떠한 손해가 생겼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

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이행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고 수탁자책임이 국민연금의 성실한 주주활동을 담보하

는 강한 유인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실효성 있는 구

제수단이 없고 국민연금의 자발적 신의성실과 책임감만 기대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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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자본시장의 사경제 주체로서 자신의 투자자산

을 보호하고 사적 수익 추구를 위해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기본 시

각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다양한 이슈를 다뤘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 중심적이어서 정작 ‘기금의 주인’인 연금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참여권은 주변부에 머무르고 있다. ‘기금의 주인’에서 보건복지부장관

-기금운용본부-(민간 자산운용사)-투자대상회사의 경영진에 이르는 다중 

대리구조는 큰 대리비용을 발생시키고, 다수의 이질적 선호를 가진 ‘기

금의 주인’은 큰 정보비용과 조정비용으로 대리인이 이행품질을 떨어뜨

리는지를 감시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현재의 의사결정 구조로는 ‘기금

의 주인’이 투자한 기업의 경영에서 완전한 과실을 얻기 어렵다. 따라서 

운용위원회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구성 변화를 통해 ‘기금의 주

인’을 보호하기 위한 수탁자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하며, 기금

운용본부장 직선제 등으로 기금운용본부의 대표성을 보완해주어 독립성

을 잘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의사결정구조의 정점에 있는 보

건복지부장관은 정치적, 정책적 이익을 위해 이행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

는 특수 대리인인데다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주

로 요구되는 자질이 아니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기금운용의 주체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또 국민연금은 적극적인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는 등 주주활동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항상 그 최우선 목적이 기금의 수익

성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단순히 주주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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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하는 것만으로 수탁자의 책임을 다한다고 볼 수 없고 소극적 

매도 전략이든, 적극적인 주주 제안이든 수익성을 추구하는 데 가장 적

합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또 국민연금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경제 주체일 뿐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통해서 ‘공공의 이익’이나 

‘사회경제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맥락에서 공적연기금에 

특혜를 줄 필요가 없고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

중해야 한다. 한편 국민연금이 자본시장에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주주권 

행사에 부담을 덜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복수의 기금운용본부 

설치 등의 양적 분할이나 주주권 불통일 행사의 예외적 허용 등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국민연금은 경쟁 또는 협력 관계에 있는 복수 기업의 주식에 

투자를 실시하는 경우의 복잡한 이익 충돌 상황에 대해 내부 지침을 마련

할 필요가 있어, 향후 투자대상 기업 간의 반경쟁적 효과에 대해 실증적 연

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의결권 자문기관이 제공하는 의견은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함에 있어 보조자료일 뿐, 아무런 구속 또는 면책효과가 없

으므로 그 품질은 시장원리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 

문제를 독점법의 관점으로부터 검토할 필요는 있겠지만, 직접적인 등록상의 

규제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남용해 투자대상 회사의 소수주주들에게 구체적인 피해를 주는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주주충실의무 위반으로 구성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

당하다.  

 국민연금이라는 주주의 적극적인 활동이 기본적으로 기금의 수익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많은 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어 자

본시장에 큰 활력이 되고 이를 통해 자본재생산사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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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NPS) is continuously expanding the 

scale of investment in the stock market and strengthening th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Despite the domestic business environment where 

most companies have stable controlling shareholders, the NPS could act 

as a casting vote at least in case of dissent among major shareholders 

and exercise all kinds of Minority Shareholder’s Rights specified in the 

Commercial Act. The NPS is said to be in a special position where it 

can effectively influence the management of most listed companies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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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jor shareholder.

    There are criticisms of ‘pension socialism’ for the tendency of 

the NPS to actively exercise shareolder rights, but it is very 

"pro-capitalism" in itself to actively invest in stock markets and to 

fully exercise their rights as shareholders. The NPS shall hold 

shareholder rights by acquiring shares in the stock market, and various 

shareholder rights would be a means of managing huge investment 

assets. Therefore, the NPS which makes every effort to protect its 

assets and improve its profits, should exercise rights in various ways, 

putting the fund’s interests and shareholder’s value first regardless 

of criticisms of pension socialism. 

    However, the NPS should be improved in such a way that th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is not abused and the excessively 

concentrated influence is dispersed.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th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inside and outside the NPS is 

complex and bureaucratic, and fund raisers such as pensioners should 

remain on the periphery. The multiple agency structure from the 

'fundraisers' to management of the investee companies through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NPS fund management headquarters, 

consignment managers incurs high agency costs and the fund raisers 

with multiple heterogeneous preferences have high information and 

coordination costs, making it difficult to monitor the quality of the 

services provided by agents. The fund raisers with the current NPS 

decision-making structure will not be able to fully benefit from the 

investee's management. Thus, fund raisers should be protected through 

a change in the composition of the NPS Fund Management Committee 

in accordance with the trustee strategy. The independen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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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ation of the NPS Fund Management Headquarters should be 

supported by electing members directly by fundraisers. Also,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t the pinnacle of the NPS 

decision-making structure in Korea could be a peculiar agent who could 

undermine the interest of fundraisers for political and policy interests. 

expertise in fund management is not a priority requirement of whom. 

Since the expertise in fund management is not the top priority requir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it is desirable to change the 

fund management entity subject to fund management experts in the 

long term.

    The NPS has also established a foundation to expand the scope of 

shareholder activities such as exercising shareholder proposal rights in 

accordance with active shareholder activity guidelines. The main 

purpose of the actively exercising shareholder rights is the profitability 

of the NPS fund, so that it is necessary to exercise shareholder rights 

that are most appropriate for pursuing profitability, whether it be a 

passive selling strategy or an aggressive shareholder proposal. The NPS 

mainly pursue private interests through active shareholder activities 

rather than public interests or social purposes, so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providing the NPS benefits of deregulation. Shareholder 

rights concentrated in the NPS can be dispersed by allowing voting 

rights to be exercised in disunity  or dividing the NPS. 

    In additio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needs to establish internal 

guidelines on the complex conflicts of interest when investing in stocks 

of competing or cooperating companies, and conduct empirical research 

on the anti-competitive effects among the investee companies. 

Furthermore, opinions provided by the voting rights advisory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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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e as a supplementary materials for the NPS to exercise shareholder 

rights, and have no binding or indemnification effect, so it is better to 

leave the quality of advices to the market principles. Therefore, it’s 

better to approach this issue from the standpoint of monopoly law 

rather than the regulation of registration. Finally, in certain 

circumstances where the NPS abuses shareholder rights and causes 

specific damages to minority shareholders of the invested company, it 

should be held liable for damages for violation of its duty of loyalty to 

shareholders.

   It is expected that the active shareholder activities of the NPS will 

not only improve fund profits but also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development of many companies and capital market.

Key words: National Pension Service, shareholder rights, fund raisers, 

agency costs, fund management entity, guidelines, conflicts 

of interest, stewardship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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