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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가 1999년 제정한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스 제공자의 견제와 감시가 필요함을 원칙에 포함시켰

(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은 2004

다. 한국 역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

년 1차 개정을 거쳐 2015년 개정원칙을 발표하였다. 좋

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제의 개선이 요구된

은 기업지배구조의 단일 모델이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

다. 먼저 경영감시 및 경영효율성을 동시에 뒷받침하도

하여 국가 고유의 기업지배구조를 발전시키는 기준점

록 인식을 전환하여야 하며 최적의 지배구조 관행을 자

(reference point)으로 인용되고 있다. 2015년 개정원

율적으로 정립하도록 정책의 조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칙은 금융 및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개정안으로서 1)

둘째, 장기업적주의로의 전환을 위해 장기주식보유 인

성장의 강력한 동인으로서의 투자를 뒷받침하고 2) 포

센티브의 정책적 활용과 경영판단의 원칙의 상법도입

용성(inclusiveness)을 강조한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

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참여자의 이

경제 침체를 통해 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단기실

해관계 상충을 인식하고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적주의의 폐해, 기관투자자의 투자확대와 관련서비스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 역시 최

제공자의 증가, 다국적기업에 적용하는 규제의 국가간

적의 기업지배구조관행을 다른 시장 참여자와 함께 조

차이와 같은 환경변화를 주목한 데 의의가 있다. 기업

율하여, 장기적 관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투자자와의

지배구조가 단순히 기업경영의 감독·감시를 의미하기

소통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보다는 가치창출과 장기성장의 수단(mean)임을 강조
하며, 주주, 이사회, 경영진 외에도 금융중개자와 서비

Ⅰ. 검토배경

새롭게 “기관투자자, 주식시장, 다른 중개인”을

OECD는 정책입안자가 기업지배구조의 법규 및
제도적 틀을 평가하고 증진시키도록 ‘OECD 기업
지배구조원칙(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을 1999년 제정함.
정책입안자를 포함하여 기업, 투자자 및 이해
관계자에게

기업지배구조의

국제

기준

(international benchmark)으로 이용됨.

2004년 원칙의 II

장과 III장을 II장으로 통합한 구성의 변화
본고는 2015 G20/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의 배
경과 내용의 검토를 통해, 국내 기업지배구조 논
의의 새로운 방향성과 관련 정책에 대한 시사점
을 제시하고자 함.
기업경영을 감독, 감시하는 좁은 의미를 넘어

국가 고유의 기업지배구조를 발전시키는 기준

서서 근본적으로는 기업지배구조가 가치창출과

점(reference point)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장기성장의 수단(mean)임을 인식할 필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좋은 기업지배구조의 단
일 모델이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함.

균형과 견제를 통해 역할 수행의 올바른 인센
티브가 필요한 대상은 주주, 이사회, 경영진 외

OECD 회원국으로서 한국은 ‘기업지배구조모범

에도 기관투자자를 비롯한 금융중개자와 서비

규준(1999, 2003 개정)’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스 제공자 모두를 포함

법무부 자문단 권고안(2000)’의 기본틀과 방향
성 근거로 이용.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의 국
내법 수용에 관한 연구가 지속
도입 이후 2004년과 2015년 각각 개정 원칙을
발표하였고, 2015년 개정은 G20와 공동으로 진
행하여 제목을 G20/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으로
발표
2015년 개정원칙은 서문에서 1) 성장의 강력한
동인으로서의 투자(investment as a powerful
driver of growth)를 뒷받침하고 2) 포용성
(inclusiveness)을 강조. 경제적 효율성, 지속가
능한 성장, 금융 안전성을 뒷받침하는 관점에서
기업지배구조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보임.
- 세계 금융 및 기업환경의 변화에 기인하며
OECD의 관련 연구보고서 결과를 반영함.
-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침체를 통해 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단기실적주의의 폐해, 기
관투자자의 투자확대와 관련서비스 제공자의
증가, 다국적기업에 적용하는 규제의 국가간
차이와 같은 환경변화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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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장으로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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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의의와
변화과정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제정과 개정
기업는 경제적 환경을 반영해야만 하며 기준점
으로서의 OECD 원칙 역시 시대와 상황에 따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국제표준으로 인용되며 세계 정책입안자에게 참
고와 로드맵으로서의 기능을 담당

라 진화하여야만 함.
- 원칙 서문과 소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원칙은
1) 태생적으로 발전적이며 2) 기업지배구조

원칙(Principles)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강

정책입안의 선도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유지

제조항이 아니며 좋은 기업지배구조의 단일한

하기 위해 기반여건의 중요한 변화 측면에서

모형이 존재하지 않음. 국가의 법제도적 차이와

검토가 필요함.

개별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One-fits-all로서
이용될 수 없음.1)

The principles themselves are evolutionary
in nature and are reviewed in light of

- 주식소유가 분산된 상장 대기업에게 적합하지

significant

changes

in

circumstances

in

만 소규모, 비상장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을

order to maintain their role as a leading

위한 좋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인식을 제고

instrument for policy making in the area of

하는데 이용

corporate governance.

- 공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

- 기업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

(OECD Guide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를 혁신하고 적응시켜야 하며 기업지배구조

of State-Owned Enterprises)에서도 기업지배

관련 법과 규제 역시 실행되는 현실을 반영해

구조원칙을 기본으로

함.2)

야 하기 때문

좋은 기업지배구조는 지배구조 자체로서의 의

To be relevant, it is essential that corporate

미 외에도 시장 신뢰와 비즈니스 청렴성을 창

governance

출하는 수단이며 장기 투자를 위한 자본조달을

adapted to the reality in which they will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필수적이라고 설명

be implemented.

rules

and

regulations

are

하는

- 1999년 처음 발표한 이후 시대 및 금융환경의

Financial Stability Board(FSB)이 채택한 국제

변화에 따라 2004년, 2015년 두 차례 개정.

평가기준3) 중 하나이며 60개국 이상을 검토

2015년은

하는 World Bank Group에서 사용. 은행업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으로 변경

- 국제

금융시스템

안정을

목적으로

감독기관인 바젤위원회의 은행 기업지배구조
지침4)과 OECD 보험5) 및 연금 지배구조 지
침6)의 기초

G20의

승인을

거쳐

제목을

1990년대 시장개방과 자본의 이동에 따라 시
작된 본격적인 기업지배구조 연구를 바탕으로
세계적 차원의 지배구조 모형 필요성에 부응하
여 1999년 제정7)

1) 이같은 우려를 반영하여 제목을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기준과 지침(Standards and Guidelines) 대신 원칙(Principles)을 사용(오수근, 2001)
2) OECD 공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2015년 개정과 관련해서 한국정책학회·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5) 세미나 자료를 참조
3) Key Standards for Sound Financial Systems으로서 제도 및 시장 인프라스트럭처 분야중 하나
http://www.financialstabilityboard.org/what-we-do/about-the-compendium-of-standards/key_standards/
4)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2015), “Guidelines- 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 for banks”, http://www.bis.org/bcbs/publ/d328.htm
5) OECD(2011), “OECD Guidelines on Insurer Governance”
6) OECD(2009), “OECD Guidelines for Pension Fund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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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 OECD는 산업위원회의 산업기반여건

- 좋은 기업지배구조는 그 자체로 완성이 아니

프로젝트를 통해 영미의 앵글로 색슨 자본주

며 시장 신뢰, 사업 청렴성의 수단이며 이는

의와 독일중심의 라인 자본주의로 기업지배구

장기 투자를 위한 주식 자본(equity capital)

조를 비교 분석하였음. 1997년 아시아 금융위

형성으로 이어지는데 필수적이기 때문

기를 겪으며 세계적 차원의 지배구조 모형의

원칙의 목차와 구성 변화를 통해서도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OECD는 특별대책반(Ad

배경과 내용의 특성을 찾을 수 있음.

hoc Task Force)을 설립하여 1999년 9월

- 2004년 원칙에서는 새로운 장으로 I장 효과적

OECD 지배구조원칙을 발표

기업지배구조 체계의 근거 확보가 제시되고,

2001년 말 발생한 엔론의 회계부정 사건을 계

II장은 1999년 원칙의 I장의 주주의 권리 외

기로 2004년 개정을 통해 주주보호와 투명성을

에 소유권 기능을 추가하여 명시

강조

- 2015년 원칙9)에서는 기관투자자, 주식시장 및

- 주주의 권리 보호, 주주권의 기능확대, 소수주

다른 중개자를 III장으로 독립된 별도의 장으

주와 외국인 주주에 대한 평등대우, 근로자의

로 다루고, II장은 2004년 원칙의 II장과 III장

감시기능 강화, 기업의 투명성 제고 및 이사

을 통합

회의 책임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개정8)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통해 기업지배구조를
재검토하고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또한
가치창출,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업지배구조의 역
할을 반영하여 2015년 11월 개정 원칙을 발표
<표1>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목차의 변화
1999

2004

2015

개정배경

국제 자본 이동의 증가 아시아 금융위기

엔론 등의 기업부정

글로벌 금융위기
세계경제 장기침체와 투자 감소

I

주주의 권리

효과적 기업지배구조 체계의 근거 확보

효과적 기업지배구조 체계의 근거 확보

II

주주의 공평한 대우

주주의 권리와
주요 소유권기능

주주의 권리 및 공평한 대우와
주요 소유권기능

III

기업지배구조 내 이해관계자의 역할

주주의 공평한 대우

기관투자자, 주식시장 및 다른 중개자

IV

공시와 투명성

기업지배구조 내 이해관계자의 역할

기업지배구조 내 이해관계자의 역할

V

이사회의 책임

공시와 투명성

공시와 투명성

이사회의 책임

이사회의 책임

VI
주: 볼드체는 변화되거나 새롭게 추가된 제목

7) 오수근(2001),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에 대한 분석”
8) 최준선 외(2007), “선진회사법제 구축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중 제7장 OECD 지배구조 원칙
9) 1999년, 2004년 원칙에서는 전문, 본문, 주석으로 구성되었으나 2015년 원칙에는 서문, 소개(About the Principle)와 총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문
에 원칙과 주석이 함께 배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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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15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의 특징과

EU Action Plan(2014) 등)을 발표11)

주요 내용
2015년 개정의 주요 접근방법은 ‘기업지배구조,
가치창출과 성장’
서문에서 기업지배구조의 목표가 성장과 포용
성 있는 사회를 뒷받침하는 데 있음을 표현
- 성장과 포용성에 필수적인 장기적 투자, 금융
안정성, 사업 청렴성을 육성하기 위해 신뢰,
투명성, 책임성이 있는 환경을 수립하는 것이
기업지배구조의 역할

개정의 주요 내용
기업지배구조 체계의 운용 및 조화
기업지배구조 체계 및 관련 규율의 신축적 운
용을 강조
-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은 1999년 도입부터
국가 및 기업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좋은 기업
지배구조의 공통요소를 제시하는 역할을 가진
견고하고 유연한(robust and flexible) 기준

- 2013년 OECD는 기업지배구조 정책이 기업의
자본조달, 가치 창출과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야 한다는 ‘기업지배구조, 가치창출과 성장’
계획을 시작

- 기업지배구조체계의 신축성(유연성)이 필요한
요소로는 크기에 따른 비례성 인정 외에도 기
업의 소유 및 지배구조, 지역적 위치, 영업업
종, 기업의 발전단계

- Gabriela Ramos(Chief of Staff and G20
Sherpa OECD)는 2014년 10월 28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제15차 유럽 기업지배구조
컨퍼런스(European

적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Europe 2020,

Corporate

Governance

Conference)의 키노트 연설에서 OECD 기업
지배구조원칙 검토의 접근방법임을 발표10)

(I.A. 주석) Where appropriate, corporate
governance

frameworks

should

therefore

allow for proportionality,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the size of listed companies.
Other factors that may call for flexibility
include

the

company’s

ownership

투명성, 책임, 이사회 감독, 주주가치 존중 및

control

structure,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기업지배구조 시스템의

sectors of activity, and the company’s stage

기본으로 포함시킨 2004년 개정안의 중요 가치

of development.

geographical

and

presence,

를 유지하며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기업과

국내 기업지배구조 체계를 규율하는 권한은 여

금융 제반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

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으므로 총체적으로 공

가치창출 및 성장 관점에서의 기업지배구조

공의 이익에 기여하도록 명확한 역할 및 책임

논의는

European

분담이 이루어져야 함. 공공-민간, 국가 간 다

Commission에서도 제기되었으며 이는 단기주

양한 규율들이 올바른 혼합체(a right mix)로서

의의 극복과 장기 투자와도 관련

기업지배구조체계를 뒷받침하여야 함.

OECD만이

아니라

- EC는 유럽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행 개발과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 기업지배구조 의무조항은 다양한 법과 규제로
구성되어 있음(회사법, 증권거래 규제, 회계
기준, 노동법, 인권, 환경 법). 과잉규제나 반

10) 세부적으로, 1)투자사슬 내 인센티브를 일치시키고, 이해관계 충돌을 제시하여 가계, 투자자, 기업이 모두 장기적 가치창출에 집중하도록 함, 2)거래소의 기능
과 기업지배구조 규제 및 감독에서 거래소의 역할, 3)자본시장 내 가격발견 역할을 강조하고 투자자간 경쟁을 동등하게 하고 자본 배분의 증진, 4)연기금과
가계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도록 fee structure를 완벽히 투명화, 5)공기업과 민간기업 사이의 동등한 경쟁
11) 유럽연합의 기업지배구조 관행은 ecoDa and IFC World Bank Group의 “A Guide to Corporate Governance Practices in the European Union”(2015)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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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실행불가능한 규제로 작용하거나 또는

으로 제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전체

- 기관투자자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을 공시

비용-편익의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함.

할 것을 제안한 것 외에 기관투자자의 주주참

- 규제당국이 반드시 책임의 분담을 명확히 설

여가 사업모형, 투자전략의 일부가 아니라면

명하고 그 분담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도록 고

의결권 행사와 같은 주주참여가 의무화되어도

안되어야 함.

비효율적일 것임을 명시

(I.

C.)

among

The

division

different

of

authorities

responsibilities
should

(III.

주석)

For

some,

engagement

in

be

corporate governance, including the exercise

clearly articulated and designed to serve the

of voting rights, is a natural part of their

public interest.

business model. Others may offer their

다양한 종류주식의 인정

beneficiaries and clients a business model
and

investment

strategy

that

does

not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효율적으로 자본조

include or motivate spending resources on

달이 가능하다면 효과적인 자본구조이므로 최

active

적의 자본구조 내에 다양한 종류주식이 존재할

shareholder engagement is not part of the

수 있음.

institution’s business model and investment

- 2004년 원칙에서는 같은 종류주식 내 주주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원칙(III. A. 1)의 주석사
항에는 기업지배구조원칙은 1주 1의결권에 대
한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으나 기관투자자

shareholder

engagement.

If

strategy, mandatory requirements to engage,
for

example

ineffective

through

and

lead

voting,
to

a

may

be

box-ticking

approach.

또는 주주연합들이 1주 1의결권을 지지함이

- 투자사슬이 길고 복잡하며 중개인이 많으므로

명시12)되었으나 2015년 개정판에서는 본 내

투자사슬 내 관련 참여자의 기업지배구조 참

용을 삭제

여 인센티브가 올바르게 관리되어야 하며 관

- 기업 내 최적의 자본구조라는 전제에 부합한

련 정보공시의 중요성을 강조함.

다면 차등의결권이나 기간부의결권 등 다양한

- 자산관리자인 기관투자자의 의사결정에 관계

형태의 주식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된 서비스 제공하는 참여자들은 제공 서비스

음. 같은 종류 내 주식에 대해서는 동등한 권

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이해충돌을 공

리를 부여

개하고 공시하여야 함을 의무화

자본구조와 조정에 관련된 공시 의무화를 통해
주주를 보호
기관투자자와 중간거래자에 대한 원칙 제시

(III. D.) The corporate governance framework
should require that proxy advisors, analysts,
brokers, rating agencies and others that
provide

analysis

or

advice

relevant

to

decisions by investors, disclose and minimise

III장의 기관투자자, 주식시장과 중개인에 관련

conflicts of interest that might compromise

되어 과거 원칙에서 산재되어 있던 관련 조문

the integrity of their analysis or advice.

을 통합하고, 신규 원칙을 포함하여 독립된 장
12) 2004년 원칙 (III.A.1)의 주석. The Principles do not take a position on the concept of “one share one vote”. However, many institutional investors and
shareholder associations support this concept. 2015년 원칙에서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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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와 자본시장의 변화

Ⅳ. 2015 기업지배구조원칙 개정 전후의

주식시장 규제도 근본적으로 기업지배구조를

환경 변화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함.
(I. D.) Stock market regulation should
support effective corporate governance.
- 효과적 기업지배구조를 증진하는 수단으로서

기업지배구조 논의의 발전에는 기업 내부의 여건
외에도 국가 및 경제상황, 자본시장의 변화, 참여
자의 인센티브 등이 고려되어야 함.
기업지배구조 원칙 개정과 관련된 경제 및 자

주식시장의 가격발견기능을 강조

본시장의 변화는 국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III. G.) Stock markets should provide fair

국내도 동일한 현상에 직면

and efficient price discovery as a means to
help promote effective corporate governance.

주식시장의 국제화와 통합으로 이차상장, 동시
상장이 가능하므로 설립 규제당국과 상장규정

(1)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구조적 장기침체 우려
세계경제의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장기침체에 대
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규율이 다를 수 있음.
- 해외법인 설립 등 국제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정보교환을 포함한 국경간 협조를 강조

전세계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확
연히 낮아진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잠재성장수준이 하락하고 있음을 우려

(I. F.) Cross-border co-operation should be
enhanced, including through bilateral and
multilateral arrangements for exchange of
information.
- 기업은 적용 법률과 규제를 명확히 공개하여
야 하고 동시상장의 경우 주상장의 상장요건
을 인식하고 관련 규율을 공시하여야 함.

- 선진국과 신흥국에 관계없이 2007년과 2008년
전망치에 비해 실제 생산은 낮게 나타났으며
차이는 선진국에서 두드러짐
- 잠재성장률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낮으며,

GDP 갭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과잉저축과
과소투자의 문제가 원인으로 지적됨.

(III. F.) For companies who are listed in a

단기간의 현상이 아닌 경기불황의 장기화를 예

jurisdiction other than their jurisdiction of

측하는 경제학자들이 등장. Shiller 예일대 교수

incorporation,

the

applicable

corporate

governance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clearly disclosed. In the case of cross
listings,

the criteria and procedure

for

는 2013년 IMF 경제포럼에서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 Summers 하버드대 교수는 2014년
2월 NABE 기조연설에서 뉴노멀(New Normal)
로 현재 경제상황을 표현함.

recognising the listing requirements of the

- IMF(2015)는 전 세계적 생산능력 성장세 감소

primary listing should be transparent and

가 202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일

documented.

회성 충격이 아닌 영구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
음을 지적

또한 경제성장을 견인하던 중국, 브라질 등 신
흥국의 성장 둔화는 세계 경제 장기 저성장의
가능성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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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세계 Output의 전망과 실제의 차이
(기준: 2007년도=100)

출처: IMF World Economc Outlook(April 2015) 인용

<그림 2> 세계 경제성장률 추세 및 전망 비교
(기준: 전년대비, %)

자료: OECD (2015), GDP long-term forecast

저성장 극복 대책으로 정책개혁과 투자가 강조되
고 있으며, 성장동력으로서의 투자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의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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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경기회복 기
조의 선진국의 투자활성화와 신흥국의 기업환
경개선과 인프라 투자 확대를 제안

국내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위축된 내수와 투자에 기인
한국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내외에
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추세를 보였으며 금융
위기 이후 더욱 낮아져 최근에는 3% 초반대로
하락(한국은행, 2016)

- 당장의 재무재표상 비용이자 분기 이익의 감
소로 나타나는 R&D 등의 장기적 투자를 회피
하게 함.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BlackRock
의 Laurence Flink 회장은 2014년 S&P 500기
업에 보낸 편지에서 기업이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지속가능한
장기적 수익 창출능력을 저해함을 주장14)

OECD의 경제 장기성장 전망에서도 2020년에

- 회계 부정 등의 기업 부패와 스캔들로 발전할

는 3.13%, 2022년 2.94%, 2034년 1.97%,

수 있음. 2007년 Citi Group 모기지 뱅킹의

2050년 1.34%로 계속 하락함.

부정(Salter, 2012)과 2015년 적발된 도시바의
분식회계15)는 단기 실적의 압박이 기업을 조
직적으로 파괴할 수 있음을 보임.

(2) 단기주의의 확대

- 단기업적의 강조는 미래의 생산 감소, 장기

2007년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단기
주의는 최근 세계적인 경제성장의 둔화와 투자
감소의 원인으로도 평가받고 있음.13)
단기주의(Short-termism) 또는 단기실적주의는
시점 간 선택(intertemporal choice)과 관련되어

경쟁력 상실, 노동 생산성의 감소와 이에 따
른 임금의 감소로 국가 경제를 위축시킴
(Summers and Balls, 2015).16)

단기주의 관련 현상

장기적 이익의 희생을 감수하며 단기의 결과에

기업 경영진의 설문조사 응답결과를 통해 단적

과도하게 집중하는 시장참여자의 행동을 의미

으로 단기주의의 증거를 찾을 수 있음. Graham

- 가장 단기의 회계보고 단위인 분기의 이익 극

et al.(2005)와 PriceWaterhouse Coopers(2011)

분기자본주의(quarterly

가 대표적. 최근 맥킨지와 캐나다 연금투자본부가

capitalism)와도 연결. 분기성과보고(quarterly

시행한 설문조사(Bailey and Godsall, 2013)에서

earnings guidance)로 지지됨.

도 경영자가 직면한 단기주의 압력을 보임.

대화를

추구하는

- 기업경영자와 투자자의 의사선택만이 아니라

주식 평균보유기간의 장기 시계열 관점에서 감

애널리스트 등의 다양한 시장참여자가 단기실

소는 투자자의 투자시계가 줄어들고 있음을 의

적을 중요시하며 민간 외에도 공적 영역인 정

미하며 이는 전세계적 현상임.

부정책에도 단기적 효과를 강조하여 전 서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평가(Barton, 2014)

기업이 순이익을 대부분 자사주 매입 또는 배
당으로 유출함으로써 투자 등을 통한 장기이익

단기주의의 강조는 기업만이 아니라 국가경제
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협

극대화에서 단기주식가격17) 상승에 집중하는
것에 대한 우려

13) the Aspen Institute(2009), Barton and Wiseman(2014), The Conference Board(2015), Martin(2015), Report of the Commission on Inclusive Prosperity(2015)
등 다수의 보고서가 발간
14) Letter sent by Larry Fink, BlackRock’s Chairman and CEO, encouraging a focus on long-term growth strategies, March 2014:
http://www.blackrock.com/corporate/enco/literature/publication/letter-to-corporatesfink-032114.pdf
15) 중앙일보, “사흘 내 이익 만들라”

도시바 1조 4,000억 원 분식회계, 2015년 7월 22일자 참조

16) 단기주의의 문제점을 정치인들도 지적하고 있으며 Hillary Clinton의 대선 캠페인에서도 언급(The Wall Street Journal, “Clinton Gets It Right on Short-Termism”,
2015년 7월 29일자).
17) 완전한 자본시장에서는 주가는 미래 기업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나 비효율적 현실의 시장은 그렇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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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미국, 영국 및 주요국 평균 주식보유기간 추이

NYSE

LSE

출처: 각 거래소, World Federation of Exchange

<그림 4> 매매회전율 국제비교(2014년 기준)
(단위: %)
300

250

200

150

100

50

영
국

홍
콩
헝
가
리
이
집
트

인
도
프
랑
노 스
르
웨
이
베
트
남
그
리
스
스
위
스

호
주

독
일
브
라
포 질
르
투
갈
캐
나
네 다
덜
란
드

아
태
랍
국
메
미
리
트

한
국
스
페
인

일
본

터
키
사
우
디 미
아 국
라
비
아

중
국

0

자료: World Bank

- 2004~2013년 10년 연속의 S&P 500에 포함된

단기주의는 장기 프로젝트를 경시 또는 회피하

454개 기업은 자사주 매입에 51%, 배당에

게 되므로 기업의 투자결정 및 자원배분을 왜

35%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곡할 가능성이 큼

수 있는 기업의 이익이 14%에 불과(Lazonick,
2014)
- 임원보수 구조가 주식과 연동될수록 임원은 단
기의 주가상승을 목표로 하며 EPS 목표를 달
성하지 못한 기업의 경영진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 자사주 매입을 이용하는 경향(Almeida et
al, 2015)

- Davies and Haldane(2011)은 자본시장의 장
기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할인율이 과도하게
크게 나타남을 지적하였으며, 이는 시간에 따
라 증가함.18)
- 단기주의의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가 지속되고
있음.19) Asker et al(2015)은 상장기업이 비상
장기업에 비해 적게 투자하며 투자기회에 민

18) 1년 투자기간을 두고 예상되는 할인율보다 5~10% 더 높게 나타남. Andrew Haldane은 영국중앙은행 금융안정국장으로 동일 저자들의 단기주의에 대한 지적
은 2011년 연설(The Short Long)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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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를 상장기업에

집합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기업과

대한 높은 단기주의 압력으로 설명. 또한

임원의 경영 감시와 주주참여에 있어서 개인투

Brochet et al.(2015)은 컨퍼런스 통화의 내용

자자의 한계를 대체할 수 있다는 기대

을 분석하여 단기적 성향의 투자자를 가진 단
기 지향적 기업은 주가 변동성이 크고, 높은
베타 및 자본조달비용을 가짐.

기준으로

우리나라(105.78)는

이해관계와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간과하는
경향

국내 투자자의 단기적 성향은 국제비교에서도 상
당히 높은 매매회전율로 나타났으며, 기업의 배당
과 자사주매입도 증가하고 있음.
2014년

- 그러나 기관투자자가 다양하고, 서로 다른

중국

(240.29), 터키(178.03), 미국(163.87), 사우디
아라비아(119.39), 일본(108.63)에 이어 세계
여섯번째로 큰 매매회전율을 보임으로써 단기
투자 성향이 크게 나타남.

기관투자자로 통칭되지만 서로 이질적으로 모집
된 자본의 특성, 투자체인, 수익창출 방법 등에서
구분됨.20)
전통적 기관투자자인 연기금, 뮤추얼펀드, 보험
회사를 비롯해 대안적 형태인 헤지펀드, 사모펀
드, 국부펀드, 거래소거래 펀드, 자기자본거래
자를 포함
- 전통적 기관투자자가 장기적 liability를 가지

배당과 자사주 매입은 주주환원으로서 의의가

므로 이론적으로 장기 투자가 가능하고 자산

존재하며 필요함. 기업 및 산업의 특수성을 반

관리에 고정적인 fee를 부과함. 헤지펀드와

영하여 적정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사모펀드는 성과에 연동된 fee 체계를 가지고

- 2015년 현금배당을 결정한 상장법인 수가 전

있으나 투자방법의 차이로 구분할 수 있음.

년 동기 대비 27.8% 증가함. 배당 증가의 이

사모펀드는 바이아웃(주로 LBO), 상장폐지된

유에 대한 검토가 향후 필요. 기업소득환류세

기업의 대규모 주식을 매수하여 이후 구조조

제 도입이라는 정책 변화에 대한 단기적 대응

정 또는 매각을 통해 이익을 실현하는데 비해

에 의한 것이라면 기업의 의사결정 왜곡과 미

헤지펀드는 파생상품과 금융기술을 이용해 즉

래 투자재원 확보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

각적인 수익을 추구
- 국부펀드는 단순하게 정부가 소유한 특수목적

(3) 기관투자자 및 자문기관의 영향력 확대

의 투자펀드로 정의할 수 있으나(Santiago
Principles, 2008) 재정안정화펀드, 연금보장펀

기관투자자의 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서 기관투자자의 기업지배구조 내 역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

드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함.
- 거래소거래펀드는 인덱스화된 투자전략을 가
지고 있으며 단순히 대차거래에서

자산관리

전세계적으로 기관투자자의 투자가 증가하여

fee를 부과하는 대신 주식대여부터 소득 창출

2001년 36.8조에서 2013년 92.6조 달러로 급

의 수익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수동적 투자형

증하였으며 국내 기관투자자의 시가총액 비중

태를 보임.

도 2007년 급감 이후 다시 상승하고 있음.

- 자기자본거래자는 고빈도매매기업과 헤지펀드

19) 반대로, 장기주의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도 진행. Harford et al.(2015)는 3년간 포트폴리오 내 주식거래 비율이 35% 이하인 장기투자자의 존재는 주주가치를
증대시키는 기업 의사결정과 연계됨을 보임.
20) Celik and Isaksson(2013), Isaksson and Celik(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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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OECD내 기관투자자의 자산변화 추이(2001~2013)
(단위: 조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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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Annual Surbey of Large Pension Funds and Public Pension Reserve Funds 2014

및 투자은행의 자기자본거래 담당데스크를 의

련이 없음. 국부펀드는 포트폴리오투자를 통

미하며 고객이 존재하는 중간투자자가 아니라

한

회사 자본을 가지고 회사의 이름으로 투자함.

Blundell-Wignall et al.(2008)의 지적대로 주

고빈도매매와 연계되어 극히 단기적인 차익거

주행동주의보다는 주로 정치적 개입, 보호주

래에 의존하는 투자형태를 가짐. 금융위기의

의, 국부펀드 자체의 투명성과 책임수행에 더

원인으로 비판받음.21)

주의가 필요함.

수동적

투자전략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의 사업모형에 따라 주주

- 전통적 기관투자자는 주주참여에 있어서 규

참여를 결정하며 기관투자자의 주주참여가 기

제, 이익상충, 충실의무를 만족시키는 방법으

관의 수익극대화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
- 적극적인 주주참여가 기업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의미가 존재하지만 각
기관의 사업모델에 따라 주주참여는 효과적일
수 있거나 또는 ticking box와 같이 전혀 의
미가 없을 수 있음.
- 사모펀드는 지배주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자
기자본거래자는 파생상품 등 고위험자산에 대
한 투기적 투자를 실행하므로 주주참여와 관

로 의결권 행사를 자문기구에 의존하고 있음.
또한 일부 헤지펀드는 단기적 수익창출의 수
단으로 주주참여를 이용22)

기관투자자 외에도 실질소유자, 자산매니저, 자문
등 관련 서비스 제공자 등 투자체인을 따라 여러
형태의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 특히 의결권 자문
기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심이 높아짐.
자문서비스 시장은 소수의 기업이 높은 시장점
유율을 가지고 있는 과점상태. 특히 M&A나 기

21) EU집행위원회는 2014년 1월 29일 발표한 은행구조개혁안에서 자기자본거래와 같은 투기행위의 금지를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22)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평가한 Bebchuk et al.(2013)은 헤지펀드의 행동주의가 주가 상승은 물론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 효과를 보임. 그러
나 Lipton과 Wachtell, Lipton, Rosen & Katz 로펌(2014), Allaire and Dauphin(2014)는 Bebchuk et al.(2013)의 연구가 이용한 헤지펀드의 주주참여 통계의 오
류를 지적하고 헤지펀드의 부정적 영향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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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세계 Big 2 의결권 자문회사 비교
구분

ISS
(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Inc.)

설립연도

1985년

소유주

베스타캐피탈(Vestar Capital Partners, Inc.)

글래스루이스(Glass Lewis)
2003년
온타리오교직원연금(Ontario Teachers' Pension Plan),
알버타투자(Alberta Investment Management Corporation)

고객수

전 세계 1,600개(주식수 4조)

점유율

61%

전 세계 1,200개
36%

직원수

900명

360명

지사수

17개

5개

특징

투자자에게 의결권자문 사업 및 기업에게
기업지배구조자문서비스 제공

온타리오교직원연금의 소유주

출처: 각 사 홈페이지 및 관련기사

업의 중요한 이슈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와 잘

구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의결권 자문-소송제한

못된 평가로 인한 피해는 불가역적이므로 자문

을 설정한 기업의 의장 지명과 지배구조위원회

의 내용과 질에 대한 검토가 필요

선임 반대-을 내놓기도 함(Subramanian, 2015).

Services(ISS)와

- 의결권 자문회사의 소유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

Glass Lewis가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음. 2대 자문사 중 하나인 Glass Lewis는 온타

있음.23)

리오교직원연기금과 알버타투자자문이 소유권

- Institutional

Shareholder

- 소수의 기관이 절대 다수의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문의 내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또한 주주의 반대
의견 표시가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ISS의 보고서에 대해서 Wachtell,
Lipton, Rosen & Katz는 오류를 지적

의결권 자문회사 역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
고 있으므로 고객인 기관투자자와 이해가 상충
될 수 있음. 또한 자문회사 자체의 소유지배구
조에 대한 인식이 필요
- 일부 자문기관은 기업과 투자자에게 각각 컨
설팅과 의결권 서비스 자문을 동시에 제공함.
ISS가 미국 주요 상장사의 기업지배구조를 평
가하는 QuickScore는 공개되지만 해당 기업이
계산 방법 및 점수를 증진시키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구입해야만 함.
- Glass Lewis는 주주소송이 과도하게 많음을
지적하는 학계나 산업계의 합의된 시각에도 불

을 가지고 있어 의결권권고에 소유자의 이익을
위한 권고안을 제공할인센티브가 내재됨.

국내의 기관투자자 투자비중은 2007년 급감 이후
다시 늘어나고 있으며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국내
기업에 대한 경영관여도 계속해서 증가
기관투자자의 성격에 관계없이 의결권 행사 자
체가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국내 기업 주식소
유 비중이 높은 국민연금의 경영참여에 대한
논의가 증가
- 국내투자자 유형별 평균 주식보유기간(2010년
기준)은 증권(0.04), 보험(0.15), 운용사(0.36),
개인(0.40), 외국인(1.14), 연기금(1.23), 은행
(3.71) 순으로 기관투자자의 단기투자 성향이
크게 나타남(송홍선, 2012).
-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국내 개입 사례로 2003
년

SK(주)-소버린,

2006년

KT&G-아이칸,

2015년 삼성물산-엘리엇을 들 수 있으며 앞으
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23) ISS는 최대 자문서비스 제공자로서 1700개 기관투자자를 고객으로 하며 여기에는 상위 25개 뮤추얼 펀드 중 24개, 자산관리자 상위 25개 모두, 상위 25개
공공연기금 중 17개를 포함(Daines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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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거래주체별 시가총액 보유 비중
(단위: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정부

8.9

6.6

4.6

4.1

3.7

3.9

2.8

2.8

1.7

3.3

2.4

3.3

3.3

기관 투자자

15.4

15.3

15.7

17.0

18.6

20.8

20.0

11.7

12.0

13.5

13.0

15.8

16.1

일반 법인

17.1

19.8

18.8

18.0

18.0

18.1

21.0

28.3

21.2

28.0

29.6

24.5

24.1

개인

26.4

25.6

23.3

20.8

22.6

22.0

25.3

30.0

34.6

24.1

24.4

24.0

23.6

외국인

32.2

32.8

37.7

40.1

37.2

35.2

30.9

27.3

30.4

31.2

30.6

32.4

32.9

출처: 한국거래소

의결권 자문회사의 자문에 대한 검토는 상대적

Celik, 2013)

으로 부족하며, 의결권 행사과정내 기업과 자문

- Gao et al.(2013)은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에

회사의 대립적 내용만이 부각되는 경향

비해 현금을 증가시킨 이유를 상장에 따른 기

- 2013년 KB금융, 동아제약 외에도 2015년 삼

업가치평가의 오류로 설명

성물산-엘리엇 합병 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됨.

동시상장과 이차상장의 증가, 거래소 경쟁의
심화 역시 기존 자본시장의 역할에 대한 새로

(4) 주식시장의 변화

운 인식의 필요성을 제공

주식자본의 의미
주식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본조달은 기업소득
에 잔여청구권을 보유하고 투자자간 주식의 이

주식자본의 상장규제로 인한 상장회피 또는 상장
폐지의 유인, 해외 증권거래소의 경쟁력 강화에
따라 국내 대신 해외 상장을 추구할 유인이 증가

전이 가능하므로 기업 투자의 폭을 넓혀 신제

- 국내기업의 시장공개는 감소하고 있음. 상장

품 개발, 신시장 개척 등 불확실성이 높으나

여력을 갖추었으나 상장하지 않는 기업이 증

장기적인 기업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활동

가24)하였고 상장유지비용의 증가와 상장에 따

을 가능하게 함(Knight, 1921).

른 기업 규제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예. SK
브로드밴드의 상장폐지)

기업공개가 급감하며 자본시장에서의 자본조달
기능이 약화됨.

해외직상장, 해외기업의 국내직상장은 시장의

- 신흥국의 기업공개를 통해 전세계적인 상장기
업의 소유집중도는 증가

기업저축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하여 성숙기업의
주식시장 의존도가 감소하였고, 사모를 통한 자
본조달이 확대됨. 반대로 금융위기 이후 증가된
규제와 상장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해 상
또는

상장폐지

증가(Isaksson

24) 전국경제인연합회(2014), 대한상공회의소(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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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외에도 거래소간 국제 경쟁과 이에 따른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강화의 필요성을 의미

주식시장의 변화

장회피

- 동시상장이나 이차상장을 비롯해 국내기업의

and

<그림 6> 전세계 IPO 기업수 및 자금조달액
(단위: %)

자료: WEF Database

<그림 7> 우리나라 시장별 IPO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직접금융 조달실적’ 보도자료 각호

Ⅴ. 정책적 시사점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개정배경은 한국도 예외
가 아니며 국내 기업지배구조의 패러다임을 확장
해야 함. 관련 법제와 규율의 국제비교를 통해 국
내 법제의 정합성을 검토하여야 함.
기업지배구조가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
한 자본조달과 투자의 증가를 뒷받침하는 수단
이라는 인식을 반영하여 개정됨을 인식할 필요

지배구조 정책의 목표를 재정립해야 함.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시작된
경영 투명성과 감시기능 강화는 재벌개혁과 경
영책임 강화 측면에서 의의가 존재하나 최근까
지도 기업지배구조의 개념을 ‘기업가치 극대화
를 위해 외부투자자가 경영진을 감독·통제하
는 메커니즘’으로 한정25)
기업지배구조 자체에 함몰되기 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 경제의 지속가

경영책임과 경영효율성의 균형적 관점에서 기업
과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

능한 성장의 수단으로서의 기업지배구조의 의
의를 강조

25) 한국기업지배구조원(2014), “상장기업의 건전한 경영감독 연구”, 법무부 용역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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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보호 및 투자자 신뢰 강화와 동시에 기업

- 투자사슬 내 인센티브를 일치시키고 신인의

의 장기적 자본조달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의무(fiduciary duty)를 다할 수 있도록 기관

기업지배구조 체계가 필요

투자자의 정보 공개를 강화해야 함. 의결권
행사의 목적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함.

규제당국의 조화로운 정책조합(policy mix)을 통해
규율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여야 함.

- OECD의 장기투자에서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

기업지배구조는 메커니즘 내 다양한 참여자가

investors and long-term investment)와 같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상법, 공정거래법, 상증세

보유자본의 장기적 성격을 이용해 전통적 기관

법 등의 법과 거래소 규정 등 다양한 관련 규

투자자의 인프라 투자에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율이 존재함. 이에 따라 담당 부처간 규율범위

있어야 함.

의 중복, 상이한 해석의 문제
- 하나의 법률이나 규제당국에 의해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당국 간
계속적인 조율을 통해 조화로운 정책조합을
개발해야 함.

조한 프로젝트(OECD project on institutional

해외단기성 투자자본의 투자 대상이 국제적으로
확대되어 국내 기업과의 마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도적 정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
- 국내기업과의 분쟁과정에서 헤지펀드들은 기
업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을 명시하였으나 결과

모든 기업에 적합한 기업지배구조의 단일 모델이

적으로 지분매입과 매각을 통해 단기적 이익

존재할 수 없으므로 참여자가 최적의 지배구조

을 창출함.26)

관행을 자율적으로 정립하도록 유도하여야 함.

- 해외 단기성 투자자본의 국내 개입 시 투자자

- 이해당사자간의 사적 영역이며 이에 따라 각

본의 성격과 내용에 대한 정보 공개가 우선되

기업환경의 개별적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함.

어야 하며, 투자자본의 자본소득과 관련된 과

기초적 강제 조항 외에는 법적 강제보다는 원

세체계에 대한 정비가 필요

칙준수 또는 예외설명(Comply or Explain)의
도입이 확대될 필요

기관투자자를 비롯한 투자체인 내 주체들의 이해
관계 상충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대리인인 경영진의 이해상충을 제어하는 기제
이자 동시에 이해상충의 문제를 가진 또 다른

서비스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문 등 관련 서비스 제공자에서 발생할 수 있
는 대리인 문제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
야 할 것임.27)
단기업적주의에서 장기업적주의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개혁 및 정책개발이 우선되어야 함.

대리인
- 기관투자자의 실질 소유자 즉 투자자와 이해관계
를 일치시키는 steward이기 보다 기관 자체의

현존 규제 및 정책 중 장기투자를 저해하거나 오히
려 단기적 성과를 우선하는 제도가 개선되어야 함.

이익 극대화를 우선하는 대리인(agent) 문제가

- 대표적으로 201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도입된

존재. 기업의 장기적 수익, 성장이 목적이 아닌

기업소득환류세제(2015~2017, 3년 한시법)는

단기적 관점에 의한 경영참여의 구분이 필요함.

기업의 당기 소득의 일정부분을 배당, 임금증

26) 조선일보, “SK-소버린, KT&G-아이칸, 삼성물산-헤르메스 과거 외국계 펀드의 먹튀”,, 2015년 6월 4일자 참조
27) 의결권자문회사에 대한 국제적 규제 방향은 안수현(2013)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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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투자에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대상이 됨.

게 다수의 의결권을 보장하도록 법을 제정

기업의 의사결정을 단기에 한정하는 단기주의

- 국내 회사법은 1주 1의결권의 강행을 통해 장

를 강화하는 정책이므로 일몰기한까지만 시행

기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원천

되어야 할 것

적으로 불가능하나 다수의 국가(미국, 영국,

투자자가 기업의 장기적인 동반적 관계 수립을
위해 장기투자 인센티브와 기업 경영진의 장기
가치 제고 인센티브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

중국, 싱가포르, 중국 등)에서는 회사의 정관
을 통해 자율적 이용이 가능함.31)
- 단기적 기업의 실적이 아닌 장기적 가치를 위
해 실행한 임원의 의사결정을 보호할 수 있도

마련되어야 함.
- 인내자본(patient capital)의 확보를 위해 추가
의결권, 세제 인센티브, 로열티 배당, 로열티
주식28) 등의 정책적 도입이 필요함. 2015년
European Parliament Legal Affair Committee
는 회원국에게 장기주식 보유29) 주주에 대한

록 ‘경영판단의 원칙’의 상법도입이 필요함.

기업은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와의 의견 교환 통
로를 마련하여 장기적 기업의 목표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임.

보상의 방법으로 위의 메커니즘 중 하나

IR이나 주주총회에서 승인과 관련된 특정 사건

를 도입하도록 하였음.30)

위주가 아닌 일반적인 투자자와의 접촉을 증가

- 최근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장기주식 보유자에

시켜 거리를 감소할 필요

프랑스의 Loi Florange(The Florange Act, 플로랑주 법)32)
프랑스 상장기업의 주식을 2년 이상 보유한 주주에게 자동으로 1주당 2개의 의결권을 부여
- 2014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2016년 3월 31부터 적용. 이전까지 주주의 2/3 이상이 반대하여 회사 정관에 명시할 경우는 대상에서 배제됨
(opt-out).
복수의결권은 CAC-40에 상장된 22개 회사에서 이미 이용되어 왔음.33) 기존에는 기업의 자율성에 기반해 선택적으로 이용되었다면 플로랑주법
통과로 장기주식보유주에 대한 차등의결권이 기본(default)화
프랑스에서 선진적으로 도입하였으나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책적 노력을 진행
- 이탈리아는 2014년 복수의결권 금지를 폐지하고 장기 주식보유자의 추가의결권 보유가 가능해짐. 주 목적은 기업 경영권에 대한 위협을 줄여 가
족기업의 상장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성장을 기대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
회사의 임원인 이사가 자신의 권한 내에서 합리적 근거에 의하여 회사에게 최대 이익이 된다고 믿고 경영상의 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한 경우에는, 그 결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사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 결과만을 가지고 경영자를 처벌하거나 배상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으나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한 경영상의 결정은 보호받지 못함.
- 미국 이외에도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호주,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이미 명문 규정화되었거나 혹은 판례 및 학설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음.

28) Bolton and Samama(2012)는 장기주식 보유 투자자에게 추가 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의결권 중 하나인 로열티 주식의 의의를 1) 경영감시의 비용에 대한 보
상 2) 배당 지연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 반응을 예방 3) 전략적 투자자 확보 4) IPO 전후의 단기투자 추구를 방지한다고 설명
29) 장기(long-term)에 대한 구분은 회원국의 자율이나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함. European Parliament Legal Affairs, Press Release, 2015년 5월 7일자.
30) 이외에도 극심한 거래를 위축시키고 장기 주식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유럽연합의 11개 국가는 2016년부터 금융거래세(Financial Trade Tax)를 도입하기로 하였
고, 미국도 새로운 금융거래세를 의회에 제출(The Conference Board, 2015)
31) 자세한 논의는 김수연(2015)를 참조
32) the Economist, “Short-term or short-changed?”, 2015년 5월 2일자 참조; ISS, “Impact of Florange Act (France)”; BlackRock, “Key Considerations in the
Debate on Differentiated Voting Rights”
33) SBF 120기업 중 70개 이상이 주식보유기간에 따라 의결권을 추가하고 있음(한국경제, “구글의 혁신과 성장

숨은 공신은 차등의결권, 2015년 7월 7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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