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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을 보고 나서
김정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7월 17일 법무부는 다섯 개 항목에 걸친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요약하
면 집행임원제, 집중투표제 및 전자투표제의 의무화, 이중대표소송제의 신설 그리고 감
사위원의 분리선출 등 이사선임방식의 개선이다. 투명하고도 건전한 경영 및 기업문화
를 유도하기 위하여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그 취지라 한다. 그런데 지난 6월 14
일 공청회 직후부터 이 법안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법
안이 그대로 입법될 경우 우리 기업들은 지배구조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잃으며, 오너
경영의 장점을 살릴 수 없고, 해외 헤지펀드 등 국제투기자본 등과 불필요한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는 등 지배구조상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이하 이 법안
에 대한 느낌을 몇 자 적고자 한다.
우선 집행임원제부터 보자. 법안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대해서는 집행임원
제를 의무화하겠다고 한다. 이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십 수 년간의 논의 끝
에 지난 2011년 회사법의 대개정시 기업의 “선택”으로 결론이 난 것이었다. 그런데 시
행한지 겨우 1년여 지난 현 시점에서 다시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대한 의무시행
을 예고하고 있어 기업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과연 이러한 의무시행이 바람
직한 법의 진화(進化)인가? 집행임원제는 본질적으로 집행과 감독을 분리하는 것이다.
이사회를 감독형(monitoring board)으로 하고, 업무집행의 실행은 집행임원(officer)에
게 맡기는 것이다.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보이
는 데 왠 반발이냐 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기에 많은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기업지배구조의 한 형태를 자산규모만으로 강제할 수는 없어
회사의 경영지배구조를 분리형으로 하느냐 통합형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국내외적
으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정답이 없다. 즉 기업별로 천차만별의 결과를 보이
고 있어 어느 하나로 명쾌히 결론을 내릴 상황이 아니다. 외국의 상황을 보면 집행임
원제의 모국이라 할 미국의 경우 지리적 요소로 주주의 소극성(shareholder passivity)

이 강요되고, 따라서 이사회(board)는 거의 사외이사로 채워지고 그러다보니 별도의
전문경영인이 필요하다. 광활한 미국에서는 외형상 집행과 감독의 분리는 자연스레 찾
아온다. 미국은 아직도 외형상 대통령을 간접 선거방식으로 뽑는 나라가 아닌가! 그러
나 조심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 미국 대회사의 상당부분에서 우리는 ‘CEO &
Chairman’이라는 직함을 발견한다. 실제 GE의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자! 16명의 사외이
사와 제프리 이멜트(Jeffrey Immelt)가 이사회 구성원으로 나온다. 그런데 제프리 이
멜트는 GE의 CEO이면서 동시에 board의 Chairman이다. 그렇다면 감독받아야 할 최고
집행임원이 감독기관의 수장(首長)인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CEO & Chairman’이
란 직함은 분리와 통합의 절묘한 조화를 뜻한다. 이사회의 감시기능은 살리면서도
CEO의 강력한 업무추진력을 보장하려면 이러한 선택이 불가피한 것이다. 독일에서도
이사회와 감사회의 이원적(二元的) 경영지배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공동
결정제도와 연결되어 있다. 사회주의 국가의 지도이념을 갖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나
미국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신회사법상 3위원회 설치회
사에 대해 집행임원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일단 먼저 회사가 위원
회설치회사의 지배구조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난 다음에만 이러한 강제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나아가 집행임원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더 중요한 문제는 과연 이 제도를 시행하면
기업들이 좋아지는 지이다. 기업의 생명은 실적이므로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
는 결국 경영실적(firm performance)과 집행임원제간의 상관관계 문제이다. 일본에서
는 집행임원제를 시행한 소니와 그렇지 않은 캐논이나 도요타를 비교해보니 캐논이나
도요타의 경영성과가 훨씬 좋았다. 북미에서도 CEO와 Chairman의 분리(分離)에 철저
했던 캐나다 기업과 양자 간 분리에 무딘 미국기업을 비교해보니 미국기업의 성적표가
훨씬 좋았다. 삼성과 소니의 비교도 재미있다. 집행임원제와 컴퍼니제를 통하여 분권화
를 추구했던 소니는 삼성에 여지없이 뒤쳐지게 되었다. 대리인이론(agency theory) 뿐
만 아니라 청지기이론(stewardship theory)이나 정황이론(contingency theory)을 깊이
학습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가 지배구조의 한 형태를 그것도 자산규모만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기업규모가
상당함에도 상장하지 않은 기업도 많다. 상장했다는 이유만으로 나아가 자산규모가 일
정 규모에 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일정 지배구조만 강요받는다면 이는 국가 법질서에
대한 기업들의 불신만 키우는 결과가 될 것이다.

상법의 영역에서는 경영효율을 최대한 존중해야
다음은 다중대표소송제를 보기로 한다. 이름만 보면 매우 거창한 제도처럼 보인다.
필자는 이 제도를 오래 전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 결론은 과거나 지금이

나 이 제도는 법안의 내용처럼 그렇게 성문화(成文化)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
이다. 지난 몇 주 동안에도 미국, 영국 나아가 홍콩의 최근 판례들을 추가로 읽었다.
모두 완전모자관계, 공동지배이론 혹은 법인격부인론 등이 전제가 되어 본 제도가 시
행되고 있었다. 일본 역시 이러한 글로벌 회사법의 공통된 특성을 분석한 후 ‘완전모자
관계’를 전제로 회사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었다. 법무부안과 같이 단순모자관계를 전제
로 본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현재 지구상에는 없다. 형평법(equity)상의 제도이기 때
문이다. 무리한 성문화의 시도보다는 판례법을 통한 매끄러운 접근을 기대해 본다. 이
것이 정부가 밝힌 다중대표소송제(多重代表訴訟制)의 ‘점진적(gradual) 도입’과도 개념
상 맞아 떨어진다고 본다.
끝으로 감사위원의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및 전자투표제를 보기로 한다. 전(前) 이자
(二者)에 대해서는 이들이 입법될 경우 외국계 투기자본에 대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
같아 경계심이 앞선다. KT&G와 칼 아이칸의 경영권 분쟁을 잊지 말자! 전자투표제에
대해서는 해킹의 위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를 비롯한 국가 주요기관의 홈
페이지조차 해킹당하는 마당에 대기업의 홈페이지가 안전할 리 없다. 미국에서도 이러
한 디지털 보안상의 문제로 사이버주주총회는 아직 요원한 현실이며, 전자적 방식의
의결권 행사 역시 용이하지 않다. 모두 기업들이 정관에 규정을 두고 자율적으로 시행
할 일이 아닌가 한다.
종합적으로 이번 상법개정안의 최대 문제점은 지배구조에 대한 기업들의 사적 자치
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데에 있다. 경영효율을 최대한 존중해야 할 상법의 영역에서 본
법안은 정반대로 가는 느낌이다. 그런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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