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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십 년간 미국 자본시장의 중요한 변화는 주식 보

대한 소속감을 과감히 포기한다. 어마어마한 보상을 약속

유기간이 단기화되어 주주 변동이 매우 빨라지고 있고, 개

받는 최고경영자는 기업의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은 무

인들의 직접투자보다는 기관투자자들을 이용한 간접투자

시한 채 단기적 주가상승을 요구하는 기관투자자들의 희망

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실제 주주인 개인투자자들은 방

에 부응하는데 골몰한다. 현대 자본시장은 진정한 주식 소

관자가 되어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대신 주주행

유자인 개인투자자로부터 기관투자자의 소유로 이전되는

동주의 펀드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주주행동주의자들은 기

현상을 ‘소유와 소유의 분리’(separation of ownership

업의 장기적 발전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투자자들로 알려

from ownership)라 할 수 있고, 지배주주의 대리인인 전

져 있다.

문경영인과 소액 주주들의 대리인인 기관투자자들 간의

주주행동주의자들이 지배하는 기업은 기업의 번영
과 직원들의 동반 성장에 대한 개념은 희미해지고, 기업

알력(debate)을 ‘대리인 간(corporate-manager agents
and money-manager agents)의 알력’이라 한다.

은 이익이 나도 임금 인상은 도외시한다. 해외업무위탁

이 논문에서 필자는 주주행동주의자들의 긍정적인 역할

(Offshoring)을 통해 해고를 늘리거나 임금 삭감을 가속

과 부정적인 역할을 재조명하고 주주행동주의자들로부터

화해 추가적인 이익을 도모한다. 이런 현상은 미국뿐만 아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자본

니라 현재 한국에서도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국가와 지역

시장법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인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에 대한 기업의 소속감은 약화되고 있다. 지역 간의 규제차

행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재개정을 촉구한다.

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거나 절세를 목적으로 국가에

Ⅰ. 기관투자자들의 역할

적인 이익만을 도모한다.”3) 이런 현상은 미국뿐만 아
니라 현재 한국에서도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국가와 지역에 대한 기업의 소속감은 약

1. 기관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점령

화되고 있다. 지역 간의 규제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추
개인들이 직접투자보다는 기관투자자들을 이용한 간

구하거나 절세를 목적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소속에 큰

접투자가 크게 늘어난 여파로 실제 주주인 개인투자자

의미를 두지 않고 본사와 공장을 쉽게 다른 나라로 이전

들은 방관자가 되어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는

한다. 어마어마한 보상을 약속받는 최고경영자는 기업의

경향이 강해졌다. 과거 투자자인 기업 소유자와 전문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은 무시한 채 단기적 주가상승을

경영인의 분리를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고 표현했지

요구하는 기관투자자들의 희망에 부응하기 위해 골몰한

만, 현대 자본시장에서는 진정한 투자자인 개인투자자

다.4) 지배주주의 대리인인 전문경영인과 소액 주주들의

로부터 그 대리인인 기관투자자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

대리인인 기관투자자들 간의 알력(debate)을 ‘대리인 간

전되는 현상을 ‘소유와 소유의 분리’(separation of

(corporate-manager agents and money-manager agents)

ownership from ownership)라 한다.1)

의 알력’이라 한다.5) 개인투자자의 비율이 10% 정도밖에

기관투자자들 중에는 특히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되지 않는 영국에서도 대리인 간의 공모(共謀)가 2008년

activist) 펀드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주주행동주의

영국의 금융위기를 불러왔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써 스튜

(shareholder activist)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명

분으로 주주로서의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가 제정되었다는 것은 이
미 잘 알려져 있다.6)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투자 이익을 추
구하는 행태를 말한다. 따라서 주주행동주의는 ‘기업
에 대한 지배’가 아닌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도모
하기 위한 시장”에 존재한다.2) 주주행동주의자들은
어떤 기업(target company)의 지배구조를 개편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비로소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자들이
다. 효율적 시장가설에 따라 주가에 영향을 주는 정보
를 신속히 반영하여 투자하기보다는 대주주의 기업지
배력이 약하면서도 수익력은 좋은 알짜기업을 타깃으
로 삼아 공격하는 자들이며, 기업의 장기적 발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자들로 알려져 있다. 주주행동주의
자들이 지배하는 기업은 기업의 번영과 직원들의 동
반 성장에 대한 개념은 희미해지고, 기업이 이익을 내
도 임금 인상은 도외시한다. 해외업무위탁(Offshoring)
을 통해 해고를 늘리거나 임금 삭감을 가속화해 추가
1) Leo E. Strine, Jr., “Toward Common Sense and Common Ground? Reflections on the Shared Interests of Managers and Labor in a More
Rational System of Corporate Governance”, 33 J. Corp. L. 1, pp.6~7(2007).
2) Bernard S. Sharfman, “The Tension Between Hedge Fund Activism and Corporate Law”, 12 J. L. Econ. & Pol’y 251 p.258(2016).
3) Leo E. Strine, Jr., “Who Bleeds When the Wolves Bite? A Flesh-and-Blood Perspective on Hedge Fund Activism and Our Strange
Corporate Governance System”, The Yale Law Journal pp.1871~1872, 1941(2017).
4) Leo E. Strine, Jr., ibid., p.1873.
5) Leo E. Strine, Jr., op. cit., “Who Bleeds When the Wolves Bite?”, p.1873.
6) 황인학ㆍ최승재, “주주행동주의, 국민연금과 스튜어드십 코드”, ｢기업법연구｣, 제33권 제2호, 2019. 6, 111~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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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투자자들의 역할에 관한 한국의 선행연구

3. 기관투자자들의 역할에 관한 일본의 선행연구

기관투자자의 주식소유비율과 기업가치는 대체로

일본에서는 종래 주거래은행제도가 있었고, 주거래

plus(+)의 유의적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

은행이 기업의 주식을 대량 보유했었다. 이 점은 독일

다.7) 예컨대 이사의 선임과정에서 일반투자자가 적극

도 같다. 그런데 근래에는 내국 및 외국 기관투자자의

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우므로 그 역할을 기관투자자가

일본 주식 보유가 크게 증가했고, 대신 주거래은행제

수행할 것을 기대할 수 있고,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반

도가 퇴조했다. 이것이 일본 기업의 지배구조에 있어

대행사를 통한 주주행동이 경영자 감시효과가 있으며,

근래의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였다. 이러한 주식

이사회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개선되는 유인효과가 존

소유 구조의 급속한 변화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

재한다고 주장한다.8) 그러므로 기관투자자는 소극적인

고 있다.12)

의결권 행사 관행을 버리고 고객의 이익 보호를 위해

종목 선택에 있어 국내외 기관투자자에게는 규모ㆍ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의결권 행사의 공시를 통한 연

유동성뿐만 아니라 수익성, 안정성, 재무건전성 등의

대 행사,9) 나아가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10) 등을 강조

점에서 질 높은 기업(high quality stock)의 주식을 선

한다. 일본에서도 기관투자자들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

택한다는 공통의 선호(選好)가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는 점도 강조한다.11)

은행, 보험회사는 질이 낮은 기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

‘기관투자자들의 역할은 매우 긍정적이다’는 위의 논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은행ㆍ보험사의 지분보유 목적이

문들 중에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목표로 기관투자

투자수익 최대화가 아니고, 거래관계 유지에 있기 때문

자들에게 있지도 않은 의무와 책임을 씌워 제품(스튜

이다.13) 한편 해외 기관투자자는 국내 기관투자자에

어드십 코드)을 강매하려는 듯한 편향된 태도의 논문

비해 외형적인 지배구조상의 특성(이사회 규모, 사외이

도 더러 있지 않은가 한다. 예컨대 의결권 행사의 사

사)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공시 및 의결권의 연대행사는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따라서 일본의 연구자들은 은행ㆍ보험회사의 주식

의 제정원칙에도 반한다. 영국과 홍콩은 스튜어드십

보유는 기업가치나 기업실적에 마이너스 영향을 주는

코드 (원칙 5)는 “기관투자가는 필요한 경우 다른 투자

반면, 국내외 기관투자자의 주식보유는 기업가치나 기

가들과 연대하여 행동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업실적에 대해 플러스 효과를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

만, 한국은 (원칙 5)에서 ‘연대행동’을 제외하고, 대신

다. 이러한 결과는 기관투자자의 보유 비율 상승이 기

(원칙 7) 수탁자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관투자자가 투자하는 종목은 믿을만하다는 편견(bias)

역량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추가하고 있기 때문이

에 기초한 것이거나 기관투자자의 투자가 수요 shock

다. 이 점은 일본도 같다.

를 일으킨 것 때문일 수 있다. 일단 내외 기관투자자

7) 김성우ㆍ이기환ㆍ이미영, “의결권행사 허용 이후 국내 기관투자자의 소유지분비율과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기업경영연구｣, 제19권 제3호, 2012. 6. 249면.
8) 연강흠ㆍ김한나, “기관투자자 의결권 반대행사의 경영감시 기능”, 「CG 리뷰｣, VOL.77, 2014. 12. 24., 151~152면; 이윤아ㆍ연강흠ㆍ김한나, “이사회의 독립
성 개선여부에 따른 기관투자자 반대 의결권 행사의 실효성”, ｢한국증권학회지｣, 제46권 제1호, 2017, 151~152면; 김은미, “운용사들 의결권 행사에서 환경문
제와 이사회 다양성은 개선 요구, 경영진 보수는 대부분 찬성”,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KFPF 동향조사 2017-121, 2017. 8.
9) 이수원,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방향과 의결권 행사 내역 공시”, CGS Report, 2015년 5권 8호; 김택주, “기관투자자의 경영관여 - 사외이사선임에 있어
서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 ｢법과 기업 연구｣, 제4권 제1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86면 이하 참조; 송홍선, “스튜어드십코드와 기관투자자
의 주주권 행사”, 자본시장연구원, 2018. 2., xvii면.
10) 정윤모,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과 의결권 행사”, ｢한국증권학회 학술세미나시리즈 발표자료｣, 2015. 10. 28. 참조; 안상희ㆍ김인영,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본 주주가치, 그리고 향후 과제”, 대신경제연구소 ISSUE REPORT, 2016. 6. 7.; 안상희ㆍ감아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기관투자자의 의결
권행사 내역 분석과 제언”, 대신지배구조연구소, Governance Issue, 2018. 10. 16.
11) 권용수, “기관투자자의 영향력과 의결권 행사의 방향성 - 주주총회 주요 의안을 둘러싼 일본의 최근 동향을 포함하여 -”, ｢선진상사법률연구｣, No.82, 2018,
127면; 이범용, “일본 자산운용사, 독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시작”,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KFPF 동향조사 2017-149, 2017. 9.
12) 宮島 英昭ㆍ保田 隆明, “株式所有構造と企業統治 ―機関投資家の増加は企業パフォーマンスを改善したのか―”, 財務省財務総合政策研究所, ｢フィナンシャル・レ
ビュー｣, 平成27年 第1号（通巻 第121号）2015年 3月, 3면.
13) 宮島 英昭ㆍ保田 隆明, 상게 논문,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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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유 비율이 상승하면, 지분 매각 가능성이 적어지

가 저절로 올라갔으며 그것은 당연히 ‘기관투자자들의

고 기관투자자들의 이러저러한 발언을 통해서 일본 기

기업 monitoring 효과’ 때문이라는 식은 아니다.

업의 집행임원제의 도입,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등 내
부 지배구조 개혁을 촉진하게 되어 기관투자자들이 실

4. 미국에서의 연구 동향

질적인 경영 monitoring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14) 특히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는 경영 모니터
링 효과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기관투자자, 특히 주주행동주의자들을
기업의 가치와 시장가격(주가) 사이의 불일치를 감지하

요컨대 일본에서는 기관투자자가 투자하는 기업은

고 연구와 분석을 바탕으로 가격을 가치에 근접시키는

우량기업이라는 일반의 편견(bias)이 있고 투자대상은

활동을 함으로써 시장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agent로

시가총액이 크고 해외매출비율이 높은 기업에 치우치

보고 있다.16) 참으로 멋진 설명이다. 경험적 연구 대

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적어도 일본의 leading 기업

부분은 주주행동주의 헤지펀드가 주주의 부를 증가시

에 대한 국내외 기관투자자의 주식 선호도는 일본 기

키고 그것이 목표로 하는 기업의 실적을 향상시킨다는

업에 대한 새로운 경영규범을 부여하는 메커니즘으로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도 한다. 이런 연구는 행동주의

써 정착되고 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다만,

헤지펀드가 기업지배구조의 교정적 메커니즘으로 활용

기관투자자의 주식보유규모와 주식보유기간 등 세밀하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한다.17)

고 정교한 분석과 검증이 이루어져야 이러한 결과가

기관투자자들의 관여가 기업지배구조를 교정하는 메

정당하다고 할 것인데, 기관투자자는 액티브펀드, 패시

커니즘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국, 일본, 미

브펀드, 헤지펀드 등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 각각 지배

국에서 학자들 간에 견해가 대부분 일치한다는 것을

구조 개선에 대한 효과도 다를 수 있고 따라서 이런

알 수 있다.

점들을 명확히 분석하는 것이 향후의 과제라고 보고
있다.15)
이상과 같이 일본에서도 기관투자자들의 역할의 긍
정적인 면을 비추는 논문이 나오고 있지만 ‘기관투자
자들이 행동하면 기업가치가 상승한다’는 프레임에 맞
추어 논문을 쓰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관투
자자들의 주식보유가 일본 기업의 집행임원제의 도입,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등 내부 지배구조 개혁을 촉진하
는 드라이버가 되어 기관투자자들이 실질적인 경영
monitoring 효과를 가지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

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수요 shock, 기관투자자의
투자대상(대기업 중심), 주식보유규모와 주식보유기간
및 기관투자자의 속성에 따른 분석도 필요하다는 등
접근 방법이 상당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다. 주먹구구
식으로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다수 보유하니 기업가치

14) 宮島 英昭ㆍ保田 隆明, 상게 논문, 3면, 33면.
15) 宮島 英昭ㆍ保田 隆明, 상게 논문, 3면, 34면.
16) Bernard S. Sharfman, op. cit., p.256.
17) Bernard S. Sharfman, op. cit., p.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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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을 투자조건으로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 법률은 의결권 행사의무 역시도 강행법

1. 기관투자자의 신인의무와 충실의무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22) 공무원연금 및 군
인연금 등 공적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기관투자자는 직접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직접투자

제62조(기금관리ㆍ운용의 원칙), 동법 제63조(기금자

자가 아니라 남의 돈으로 투자하는 일종의 ‘중개투자

산운용의 원칙), 제64조(의결권 행사의 원칙) 등에서

자’(Intermediary Investor)이다. 그러므로 기관투자자에
게는 개인주주와 달리 특유한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데,18) 그 의무란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고객자산을 충실하게 관리하고, 아울러 고객에게 이익
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고객자산을 관리하여
야 하는 의무로서 ‘신인의무’(fiduciary duty) 또는 ‘수
탁자의무’라고 한다.19) 그런데 한국 법률은 이를 강행
법으로 확립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은 제37조(신의성
실의무 등)에 민간 기관투자자의 신인의무와 충실의무
에 관하여,20) 제79조에 집합투자업자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관하여, 그리고 제102조에서 신탁업자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국
에서는 신인의무는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포함하
는 개념으로 사용된다.21)

의결권 행사 및 공시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과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에 규정을 두고 있다.23) 민간 기관투자자

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도 ｢자본시장법｣ 제87조(의
결권 등), 제112조(의결권 등)에서 신탁업자의 의결
권 행사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24) 그 결과 소극적
주주권 행사가 과연 신인의무 위반인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

우 기관투자자에게 손해배상책임까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견해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의무가 명문화되어 있고, 신탁법상 충실
의무, 선관주의의무의 해석을 통한 의결권 행사 의
무가 인정되므로,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수탁자의 법적 의무인데, 이 의무의 불성실한 행사로

인한 고객 손해발생에 대해 법적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25) 이 견해에 대해서는 ‘불성실하다’

2. 법률상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의무

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고, 의결권 불행
사로 인해 발생된 손해가 얼마인지, 측정가능한지를

많은 학자와 스튜어드십 코드 주창자들은 위에서 말
한 신인의무에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의무를 도출하
고 있다. 그러나 실은 기관투자자에게 의결권 행사의
무와 같은 적극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 특히 법적 의
무가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투자자가 자금을 맡길 때는 어떤 방법으로든 수익을

묻고 싶다. 민사법은 손해배상법인데 손해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는 허황된 말장난에 불과하기 때문에 손
해 측정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측정가능하다
고 하더라도 필자는 기관투자자에게 반드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투자자가 기관투자자에게 돈을 맡

내 달라는 것이지, 세부적으로 의결권을 반드시 행사
18) 이중기,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기금의 법적 성격과 손해전보체계”, ｢BFL｣ 제77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6, 13~14면.
19) 鈴木裕, “スチュワードシップㆍコ-ドへの対応と受託者責任, 社会的責任投資の関わぃー重なり合いながらも時に対立する三つの槪念-”, ｢大和總硏｣, 2014; 윤희
연,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법적 연구 -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하여 -”,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14면.
20) 최준선, ｢회사법｣, 제15판, 2020, 530면.
21) 최준선, 상게서, 530면.
22)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는 장우영,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와 법적 문제 -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운
영을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제38권 제1호, 2019. 5., 105면 이하 참조.
23) 윤희연, 전게 논문, 15~16면.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2 제2항, 제3항,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제3조 참조.
24) 자본시장법 제87조 제7항ㆍ제8항ㆍ제9항, 제18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 참조.
25) 정윤모,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과 의결권 행사”, ｢한국증권학회 학술세미나시리즈 발표자료｣, 2015. 10. 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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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 주식투자를 위임할 때 의결권 행사가 투자의 목적
이 아니거니와 의결권 행사를 투자조건으로 하지도 않
기 때문이다. 주가 상승여력이 있는 좋은 주식을 골라
투자하고 수익을 내 달라고 할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이 의결권 불행사가 신인의무 위반으로 손해배
상책임까지 있다고 보는 견해는 참으로 놀라운 것으
로, 다른 어떤 학문 외적인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일
으킨다. 대체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그 강력한 시
행(의결권 행사와 주주제안 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계통에 종사하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다. 기업
의 입장에서 이를 도입해서 자신들을 꼼꼼히 감시해
달라는 기업인을 상상하기 어렵다.
요컨대 민간 기관투자자들에게 신인의무를 부담시키
는 것까지는 선언적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
지만, 의결권 행사의무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과도한
간섭이라 본다. 의결권을 행사할 자유는 이미 신인의
무의 인정으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밖에 법률로써
구체적 의결권 행사를 의무화한 것은 민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에게 의결권 행사의무를 지우는 사례는 찾기 어
렵다. 1974년 미국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ERISA)에도 충실의

무와 선관주의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으나, 의결권 행
사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고, ‘노동성 해석통달’로
연금자산운용에 관한 수임인의 행위에는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26) 영국과 일본도 대체로 신인의무를 인정하고
는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하든 말든 기관투자자들의
자유에 맡긴다고 해석해야 한다. 이것을 의무와 책임이
라는 프레임을 씌워 강요한다면 이것은 자유자본주의
시장이 아니며, 국가주의 경제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26) 곽관훈, “기관투자자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 ｢비교사법｣, 제22권 제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5, 574면. 윤희연, 전게 논문,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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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행과 의결권 자문사에

여 합법적이고 강력한 경영권 개입의 근거가 되고 있
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효과도 공존하는 것으로 평가할

대한 규제

수 있다.

1.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행과 동향
2. 해외 기관투자자 협의체
한국은 2016년 말부터 스튜어드십 코드를 시행하고
스튜어드십 코드의 면밀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기

있고 2018년부터 국민연금도 이에 가담했다. 앞에서
본 것처럼 한국법 체계는 기관투자자의 신인의무, 의결
권 행사의무 및 각종의 공시의무를 강행법으로 충분히
규율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기관투자자들의 모
든 의무가 거의 완벽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더 나아가 강제력도 없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
는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자율규범으로써 뭔가 더 개선
해 보겠다는 것은 군더더기가 아닌가 생각될 수 있다.
2018~2019년 KCGI라는 사모펀드가 한진그룹을 공

격했고, KB자산운용이 SM엔터테인먼트에 주주서한을
보내 최대주주 개인회사 합병 및 배당을 요구하는 등
주주권

행사에

나선

PricewaterhouseCoopers’

바
2017

있다.
Annual

미국에서도
Corporate

Directors Survey에 따르면 인터뷰에 응한 848명의 이

사 중 42%가 지난 1년간 투자자들과 engagement에
참여했다고 응답했다.27) 유럽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
를 최초로 제정한 영국에서는 물론이고 EU, 벨기에,
덴마크, 이탈리아,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가 ‘comply

구로서 미국에서는 2019년 6월 현재 31조 달러 자산
규모의 60여 개 자산운용사 협력체로서 ISG(Investor
Stewardship Group)29) 및 자산 35조 달러 규모 자산

운용사 대표 기관인 기관투자가협의회인 CII(Council
of Institutional Investors)가30) 있다. 한편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의 핵심 checklist에 들어가는 지배구조 관련
협력기구로는

ICGN(International

Corporate

Governance Network)이 있다. 이 단체는 기업지배구

조 관련 세계 최대 규모의 단체로 1995. 3. 미국 워싱
턴 DC에서 창립되어 42개국 749개 회원이 가입했으며
가입기관은 연기금, 운용사, 개인 등 투자자(Investor)
가 5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문기관
(Advisor) 13%, 협회(Association) 9%, 기업(Company)
8%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용 자산규모는 34조 달

러로 한국의 KIC, KRX, CGS가 회원이다. 그리고 아시
아에선

ACGA(Asian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가 있다. 이 협회는 1999년 기업지배구조

or explain’ 방식으로 기관투자자에게 engagement를

를 포함한 금융 환경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해 투자자,

촉구하고 있다.28)

기업, 규제기관 등과 함께 다양한 활동과 연구를 수행

이와 같은 양 대륙의 상황을 보면 스튜어드십 코드

하는 독립적인 비영리기관이다. 2019. 6. 기준 ACGA

의 시행은 그동안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

에 가입한 기관은 18개국 113개 회원이며 운용규모는

무관심했던 기업과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들의 주

약

의를 환기시키고 이를 의식한 기업들이 배당률과 대내

Management)가 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

적 지배구조 등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주주에 대한 서

며

비스를 강화한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

Companies) 5%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 가입기관

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헤지펀드 등에게는 자신들

으로는 KRX, CGS 등이 있다.

30조

달러인데,

연기금(Pension

가입기관은
Funds)

자산운용사(Asset

15%,

상장사(Listed

의 주주행동주의자(activist)로서의 활동 근거를 확보하
27) Giovanni Strampelli, op. cit., p.197.
28) Giovanni Strampelli, op. cit., p.200ff.
29) https://isgframework.org/
30) https://www.cii.org/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대응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의 문제점

7

3. 스튜어드십 코드의 부작용

이질적인 투자자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렵
다는 것이다. 기관투자자들이 투자자들의 개별적인 의

앞에서 말한 것처럼 스튜어드십 코드의 핵심은 ‘목

사를 묻기 어렵고, 묻는다 해도 시간과 비용이 지나치

적을 가진 대화’를 의미하는 engagement이다.31) 전통

게 많이 소요된다. 모든 의안에 대해 투자자의 의사를

적인 IR활동은 기업 홍보가 주요 목적인 점에 비하여,

묻는다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예컨대 연금가입자가 국

주요 주주와 이사 간의 engagement는 주주의 의견과

민연금의 경영감시행위를 당연히 승인한 것으로 추정

견해, 우려사항에 대한 주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하고 그 추정된 의사에 따라 의결권 등 주주권을 대행

통찰력을 얻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점이 다르다.32)

하나, 그것은 연금가입자의 정확한 의도가 아닐 수 있

이와 같이 스튜어드십 코드는 목적을 가진 대화에 불

다. 오히려 연금가입자가 찬성하지 않을 때에도 주식

과하고 그 방법도 ‘comply or explain’(기관투자자들의

매도를 통해 반대의사를 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권고를 따르면 좋겠다. 만약 따르지 못한다면 그 이유

기관투자자들이 기업과의 대화 과정에서 취득한 미

를 설명해 달라) 방식인데, 한국의 현실에서는 기업들

공개 정보의 이용이 문제가 된다.35) 주주평등의 원칙

을 떨게 만드는 사나운 호랑이로 변했다.

위반이 될 수 있고, engagement 실행 과정에서 기관

한국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사실상 금융당국이

투자자들의 내부자 거래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에

주도했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들은 부담스러운 규제로

대한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36)

인식한다. 상장기업들도 정부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고객, 공급업체, 전

등 기관투자자들을 활용해 회사경영에 영향력을 행사

략적 파트너 및 정부 규제기관과 같은 당사자와의 일

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33) 원칙(principles) 자체는 어

반 비즈니스 관련 대화는 공시(disclosure)의 대상이

느 나라나 추상적인 표현 중심으로 엇비슷한데, 각 원

아니라고 한다.37) 그리고 판단에 신중을 요하는 사항

칙을 설명하는 지침(guidances)의 세부 내용에 있어서

으로서 (1) 실적 정보, (2) 합병, 인수, 공개매수, 합작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형 코드는 다른 나

투자 또는 자산의 변경, (3) 고객 또는 공급업체에 관

라에 비해 기관투자자들의 모니터링 및 관여의 범위가

한 새로운 제품 또는 발견 또는 개발, (4) 통제 또는

넓고(예: ESG), 내용도 매우 구체적(예: 이사 추천)이다.

관리의 변경, (5) 감사의 변경 또는 해당 기업이 감사

이는 일본형 코드에서 지침은 가급적 구체성을 회피하

인의 감사 보고서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감사

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인의 통지, (6) 해당 기업의 증권 관련 이벤트, (7) 파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은 선
행연구에서 잘 정리되어 있다.34) 중요한 것은 기관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행한다고 할 때 기관투자자들이

산 또는 관리 등을 열거하고 있다.38) 따라서 이러한
사유는 engagement의 대상도 아니어야 할 것이다.
유럽의 내부자거래 규제는 European Parliament’s

31) Giovanni Strampelli, “Knocking at the Boardroom Door: A Transatlantic Overview of Director-Institutional Investor Engagement in Law and
Practice”, 12 Va. L. & Bus. Rev. 187 pp.189~190(2016).
32) Giovanni Strampelli, op. cit., p.194.
33) 전경련이 2016년 상장회사 대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시 회사 주총 안건에 대해 정부 영향력이 커질지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그렇다’는 응답
(56.1%)이 ‘아니다’라는 응답(13.4%)보다 4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34) 황인학, “기관투자자의 책임과 역할에 관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의 본질과 쟁점”, 한국경제연구원 대외세미나,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 코드의
쟁점과 한계｣, 2016. 7., 25면.
35) Giovanni Strampelli, op. cit., p.206ff.(미국), 211ff.(유럽); 김순석, “의결권행사 자문회사의 활용 및 규제”, ｢증권법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증권법학회,
2015, 30면; 안수현,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안’의 법적 쟁점과 과제”, ｢BFL｣ 제77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6, 63~64면 참조.
36) 황인학, 전게 논문, 15~19면.
37) Final Rule: Selective Disclosure and Insider Trading, Securities Act Release No.33-7881, Exchange Act Release No.34-43154, Investment
Company Act Release No.IC-24599, 2000 WL 1201556, II(A)(4)(Aug. 15, 2000).
38) SEC, WRITTEN STATEMENT CONCERNING REGULATION FAIR DISCLOSURE(May 17, 2001),
www.sec.gov/news/testimony/051701wssec.htm#P7817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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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Abuse Regulation(MAR)에 규정되어 있는데,

부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므로 비용 부담이 크다. 나아

EU가 미국보다 규제가 더 심한 편이다.39) 물론 중대

가 스튜어드십 코드는 까다로운 세부지침까지 상세하

하지 않은 정보를 다루는 이사와 주주 간의 대화는

게 규정함으로써 결국 기업이 스스로 의안분석을 포기

EU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40) 그러나

하고 제3의 기관인 자문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된

미국이든 EU든 이사와 주주 간의 engagement의 범위

다. 기관투자자들은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

에 관한 절대적인 법적 제한은 존재하지 않는다.41) 이

하여 스스로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기

러한 결론은 결국 engagement에는 내부거래의 위험이

보다는 의결권 자문사가 이미 분석해 놓은 의결권 행

상존한다는 의미이다.

사 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구매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한편, 한국의 경우는 주식시장에서 35%를 차지하는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다. 이 기관이 바로 의결권 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강

문사이다. 서비스는 무료로 받을 수는 없고, 비용을 지

요할 수 없다는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답이

급하여야 한다. 이로써 기관투자자들은 과거에는 지출

없다. 법률도 아닌 스튜어드십 코드를 외국 기관들에

하지 않아도 되었던 추가의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44)

게 강요할 수는 없겠다.

문제는 의결권 자문사는 회사나 고객이 아닌 주주들
에 대해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으며, 의결권 행사

4. 의결권 자문사의 역할과 규제

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것이다. 결국 주주가 아닌 사람에 의해 주주총회

가장 중요한 것은 의결권 자문사의 역할과 규제 문

가 좌지우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 기업은 기

제이다. 의결권 자문사란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 하여

관투자자들의 의지도 아닌, 스튜어드십 코드 관장기관

주로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분석을 하여 의결권 행사

또는 의결권 자문사의 의지에 따라 진로가 결정된다.

찬반 권고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2)

일본에는 겨우 2개의 기관이 존재한다. 한국에는 벌

의결권 자문사가 기관투자자에게

써 5~6개의 의결권 자문사가 아무런 규제 없이 영업

제공하는 서비스는 주로 의안을 분석하고, 의결권 행

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결권 자문사 규제 도입이

사에 관한 권고를 하는 것이 주된 서비스이다. 이 외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타났다.45) 의결권 자문사의 공정

에도 부수적으로 투자자의 지시에 따라 의결권을 실제

성과 객관성, 전문성이 주주권 행사의 수준을 결정할

로 행사하거나, 의결권 행사 및 그 기록에 따른 사무

수 있는 결정적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의결권 자문은

처리를 보조하고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잠재적인 위험

업의 경제적 속성상 자문행위이므로, 이때 미국처럼

요인을 연구하기도 한다.43)

자문업자로 등록을 유도하는 등 자문업의 규제를 받는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국면에서 다수 기업의 주식을

것이 합리적이라고 한다. 자문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보유한 기관투자자가 극히 단기간 내에 많은 기업의

비영리 의결권 자문기관에 대해서도 서비스의 속성이

실정을 조사하여 판단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기에는 여

자문업의 법적 속성을 가지므로 자문업 규제를 의제

력이 부족하다. 또 설령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많은 내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도 있다.46)

39) Giovanni Strampelli, op. cit., p.213.
40) Giovanni Strampelli, op. cit., p.220.
41) Giovanni Strampelli, op. cit., p.225.
42) SEC, Concept Release on the U.S. Proxy System. 17 C.F.R. Parts 240, 270, 274 and 275 [Release Nos.34-62495] p.107(2010); Stephen
M. Bainbridge, Corporate Governance After the Financial Crisis, Oxford(2012), pp.255~256; 김순석, 전게 논문, 95면.
43) 김순석, 전게 논문, 95면.
44) Stephen J. Choi & Jill E. Fisch, “How to Fix Wall Street: A voucher Financing Proposal for SecuritiesIntermediaries”, 113 Yale L. J.
269(2003), p.296; 김순석, 전게 논문, 95면.
45) 송홍선, 전게 논문, xv면.
46) 송홍선, 전게 논문, xv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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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의결권 자문회사에 대한 규제는 어떠한 방

구소 등이 현대차그룹 분할합병안에 대해 반대권고

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47) 우선 설립규제부터가 문제

의견을 내 놓았다.48)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의

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승희 의원은 의결권 자문업에

분할합병은 무산되고 주가마저 급락하여 보유지분 가

대한 신고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치가 30% 이상 감소했다. 이 과정에서 엘리엇도

을 발의하였다. 의결권 자문회사의 전문성에 대한 신

5,000억 평가손을 본 것으로 추정되나, 현대차그룹으

뢰를 담보하기 위하여 (ⅰ) 의결권 자문회사에 대해 신

로서는 공정위가 요구하던 구조조정이 지연되었고, 현

고제를 도입하고, (ⅱ) 금융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공개

대모비스를 중심으로 전장사업(電裝事業)을 강화하려던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계획도 무산되었다.

의결권 자문사가 뜻밖의 행동을 하면 기업 구조조

기관투자자는 진정한 청지기(steward)가 아니다. 기

정 등 중요한 기업법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그러

관투자자의 주요 의무는 고객의 이익(예를 들면, 은행

므로 의결권 자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현재까

에 돈을 예금한 경우 예금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지 한국에서 의결권 자문회사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있을 뿐, 기업의 지배구조까지 바꿀 의무는 없기 때문

전문성을 가진 기관인가에 관하여는 많은 의문이 제

에 투자대상기업에 관여할만한 능력을 갖출 필요가 없

기되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현대자동차그룹 사건이

다.49) 결국 의결권 자문사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다. 2018년 4월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를 지주회사

의결권 자문사의 부실한 자문보고서가 기업에게는 치

로 하는 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을 마련했고, 자사주 1

명타가 될 수 있다. 의결권 자문사가 제공하는 report

조 원을 소각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대차를 공격한 헤

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강

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를 비롯한 의결권 자문사라

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는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글래스루
이스, 한국지배구조원, 서스틴베스트, 대신지배구조연
<표 1> 의안분석 자문기관 현황(2017. 12. 기준)
기관명
국내

국외

담당인력

고객수

분석주총수

유료서비스 개시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

14

11

643

2015

서스틴베스트

11

6

185

2013

대신경제연구소

13

7

433

2013

1,100

1,900

1,300

1985

글로벌 MS: 61%

360

1,300

900

2003

글로벌 MS: 37%

ISS
Glass Lewis

주: 고객 수 = 기관투자자 수, 고객당 비용 1억 원 정도 지급, 기업별 보고서는 기업당 10~15만 원에 판매

47) 최문희, “의결권 자문회사에 관한 입법과제와 법적 쟁점”, 서울대학교 ｢법학｣, 제57권 제2호, 2016. 6., 202면; 염미경, “의결권행사자문회사의 문제점과 법적
규제 동향”,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제41권, 2014. 2., 694면; 김순석, 전게 논문, 119면 이하; 鈴木裕, “2018年以降の株主総会向け議決権
行使基準改定動向”, 大和總硏, 金融資本市場, 2017年 11月 22日; 鈴木裕, “2018年以降の株主総会向け議決権行使基準改定動向(2)”, 大和總硏, 金融資本市場,
2017年 12月 20日 참조.
4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5211708001
49) Melvin A. Eisenberg, The Structure of the Corporation: A Legal Analysis 57~58(1976); Helen Garten, Institutional Investors and the New
Financial Order, 44 Rutgers Law Review 585, p.629(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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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행동주의자들의 순기능

Ⅳ. 주주행동주의자들의 활동성 강화

주주행동주의의 궁극적 목적은 성과가 낮은 기업의

1. 주주행동주의자들의 속성

경영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주주와 경영자 간에
본래 기관투자자도 이익추구 집단인 만큼 당연히

발생하는 대리인 문제를 해소하고 경영성과를 제고함

기업에 대한 관여보다는 유동성에 더 많은 가치를

으로써 기업가치를 높이려는 데 있다고 주장되고 있

부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50) 기관투자자의 주

다. 주주행동주의는 감시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통하여

식매매회전률을 보면 단기주의(short-termism)를 초

기업가치를 높이며, 나아가 주식시장의 발전에도 기여

월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국 기관

하고 있다고 본다.53) 행동주의는 기관투자자들이 적극

투자자들은 1990년 이전에는 정부의 관치금융정책

적으로 자신의 신인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이해하

에 따라 운영되다보니 경영자율성이 부족했고, 그

면서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미국에서도 주

이후 다소 경영자율성을 회복하기는 하였으나 여전

주행동주의는 투자대상 기업의 경영에 대해 아주 적극

히 일반 소액투자자와 마찬가지로 단기시세차액을 노

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당해 기업의 가치를

리는 행태를 노정하기도 했다. 이들에게 기업지배구조

향상시킨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 퇴직소득 보장법

개선의 중책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수 있

(ERISA: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다. 한국에서는 여론과 정치의 영향력이 매우 큰데, 정

1974)의 신인의무에 합치하는 것으로 본다.54) 주주행

치적 압력으로 인해 기관투자자의 관여가 오히려 투자

동주의자들의 경영 개입은 주주 재산 또는 기업의 장

대상회사의 가치를 줄일 우려도 있으며,51) 극단적으로

기적인 개선을 촉진한다면서, 이들의 개입이 주주들에

는 정경일치(政經一致)의 염려가 제기될 수 있다.52) 또

게 해를 끼친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있

한 주가가 오르더라도 기업가치가 올라서라기보다 경

다.55)
실제로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기업경영에 관여

영권 분쟁으로 인한 의결권 확보 경쟁 때문에 일시적
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기관투자자, 특히 주주행

한

사례는

많다.

영국

연금펀드협회(National

동주의 기관투자자들의 활동성을 강화해야만 하는지에

Association of Pension Funds, NAPF)의 조사에 따르

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다.

면56) 연금펀드 또는 그 운용사의 피투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기업경영에의 관여(engagement)
는 이사회 구성원, 기업 전략, 보상 및 사회ㆍ환경정책
에 대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특히 미
국의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펀드(California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 CalPERS)의 정책은

대상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이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된다.57)
50) Mark J. Roe, A Political Theory of American Corporate Finance, 91 Columbia Law Review 10, p.20(1992).
51) Roberta Romano, Public Pension Fund Activism in Corporate Governance Reconsidered, 93 Columbia Law Review 795, pp.799~820(1993).
52) 황인학, 전게 논문, 35면.
53) 정윤모, 전게 논문, 54면.
54) 곽관훈, 전게 논문, 574면.
55) Ed deHaan, David Larcker, Charles McClure, “Long-Term Economic Consequences of Hedge Fund Activist Interventions”, ecgi, Finance
Working Paper N° 577/2018(October 2018).
56) NAPF, “Pension Funds Engagement with Companies Survey 2010” 참고.
57) 이시연⋅이보미,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 (자본시장법령)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및 대량보유 공시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 2019. 05. 20. 한국금융연구원 발표자료,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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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본 많은 사례에서 헤지펀

구개발(R&D) 분야에 비용지출은 줄이고,61) 배당과 자

드들의 경영권 공격으로 기업의 경영권에 큰 위협을

사주 매입을 늘린 반면, 공장과 같은 시설에 대한 투

당하는 것은 물론, 비록 방어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자는 줄이며,62) 고용마저 줄인다.63) 최근 미국의 연구

국부의 유출이 심각했던 사례들을 볼 수 있었다.

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는 계속 줄고 있는데 그 원인을
지나치게 단기주가 상승에만 몰두하는 헤지펀드의 행

3. 주주행동주의자들의 역기능

동주의에서 찾는 견해도 있다.64) 헤지펀드 행동주의자
들의 개입은 단기적 주가상승을 일으키지만 이러한 이

(1) 단기차익 우선주의

익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회사의 성장과 가치창조
를 희생한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헤지펀드 행동주의가 주주와 경영진 간의 대리비용을

없다. 헤지펀드의 공격으로 인한 단기주가 상승은 진

줄여주고 주주가치를 높인다는 견해가 많이 있지만, 일

정한 기업가치의 상승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희생에 기

단 헤지펀드들의 단기실적주의는 세계 공통적인 현상이

초한 부의 이전(wealth transfer)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며,58) 헤지펀드는 단기차익을 위해 기업의 장기 경쟁력

있다.65) 회사 매각, 추가 배당, 자회사 매각, 고용감소,

을 저해하여 회사의 지속가능성과 장기적 이익을 선호

자본지출과 연구개발투자의 감축 등을 통해 결국 회사

하는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는 장기적 실적 감소와 직원의 사기 저하를 겪을 수밖

확산되고 있다.59) 물론 이익이 충분하다는 등 일정한

에 없으며, 장기적으로 대상 회사뿐만 아니라 사회와

조건하에서는 단기실적주의가 합리적이며 기업가치를

경제 전반에 해를 끼치게 된다는 점66) 또한 부정할

극대화할 수 있어 긍정적인 전략일 수 있다.60) 이러한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주주의 단기주의 요구 압력으로

입장은 보통 장기주주가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대

부터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과 규제가 필

부분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주장이다. 단기실적주의를

요하다는 주장도 있다.67) 그래서 BlackRock의 CEO

강조하는 것은 펀드로서는 당연한 것이다.

L.D. Fin은 “기업 경영자가 짊어지는 신의성실의무의

그러나 지나친 단기실적주의로 인해 단기간의 투자
자본 회수를 원하는 헤지펀드의 공격으로 기업들은 연

대상은 특정 시점의 모든 투자자가 아니다. 회사와 장
기투자자가 그 대상이다.”라고68) 말했다.

58) Grace Lee Mead, “Two New Tools for Addressing Activist Hedge Funds - Sunlight Bylaws and Reciprocal Disclosures, 21 Fordham J.
Corp. & Fin. L. 479(2016), p.491; Brian Bushee, “The Influence of Institutional Investors on Myopic R&D Investment Behavior”, 73 Acc.
Rev. 305, 330(1998); 신석훈, “최근 기관투자자의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요구 강화에 따른 회사법의 쟁점과 과제”, ｢상사법연구｣, 제
38권 제2호, 2019. 8., 4면.
59) Wolf-Georg Ringe, The Deconstruction of Equity: Activist Shareholder, Decoupled Risk, and Corporate Governance, Oxford University
Press(2016), p.101; Marcel Kahan, Edward B. Rock, “Hedge funds In Corporate Governance And Corporate Control,” 155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1021, May(2007).
60) “… if profitable enough, a short-term strategy can be rational and maximize firm value. The model shows that short-term choices can
frequently be the optimal strategy.” Robert J. Rhee, “Corporate Short-Termism and Intertemporal Choice”, 96 Wash. U. L. Rev. 495 p.
498(2018). 이와 같은 주장에 따르면 행동주의자들의 개입은 항상 긍정적이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61) Yvan Allaire, “Hedge Fund Activism: Preliminary Results and Some New Empirical Evidence,” Institute for Governance of Private and
Public Organizations(2015); 신석훈, 전게 “최근 기관투자자의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요구 강화에 따른 회사법의 쟁점과 과제”, 4면
참조.
62) David Webber, “Can America’s Companies Survive America’s Most Aggressive Investors?” ALANA SEMUELS, NOV 18, 2016.
63) Yvan Allaire, ibid.; John C. Coffee, “The Wolf at the Door: The Impact of Hedge Fund Activism on Corporate Governance”, Annals of
Corporate Governance: Vol. 1: No. 1(2016) p.47.
64) David Webber, ibid.
65) Yvan Allaire, ibid.
66) Robert J. Rhee, ibid., p.499; Martin Lipton, “Do Activist Hedge Funds Really Create Long-Term Value?”,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ial Regulation, July 22(2014).
67) Martin Lipton, “Will a New Paradigm for Corporate Governance Bring Peace to the Thirty Years’ War”,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ial Regulation. Oct. 2(2015); 신석훈, 전게 “최근 기관투자자의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요구 강화
에 따른 회사법의 쟁점과 과제”, 7면.
68) L.D. Fink, BlackRock CEO가 2015년 미국 500대 기업에 보낸 편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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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Washington 대학교의 Ed deHaan 교수,

지만 수익력 좋은 기업에도 끈질기게 달라붙어 고액의

Stanford 대학교의 David Larcker 교수, Chicago 대학

배당을 요구하고 자산 매각 등을 요구하며, 이사진을

교의 Charles McClure 교수는 공동연구로 2018년 ‘행

자신들이 원하는 인사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동주의 헤지펀드 개입의 장기 경제적 결과’라는 논문
을 발표했다.69) 이 논문에 따르면 행동주의 헤지펀드

(2)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의 활동 실례

의 경영개입은 주가와 기업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행동주의 펀드가 주주가치 제고 등에 긍

헤지펀드들의 널리 알려진 기업공격 및 경영권 간섭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시가총액 4,000만 달러(약

사례로, 한국에서는 소버린 vs. SK(주), 칼 아이칸 vs.

454억 원) 이하 소기업에만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전

KT&G, 엘리엇 vs. 삼성물산 & 제일모직 등의 사례가

체 조사 대상 1,964개 기업의 80%를 차지하는 시총

잘 알려져 있다. 일본에서는 Seven & iHoldings vs.

4,000만 달러 이상 중ㆍ대기업의 단기 수익률은 4.4%

Third Point 사건, SONY vs. Third point 사건, GMO

였지만, 장기 수익률은 –1.6%로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

vs. Oasis Management Company Ltd. 사건, Tokyo

들었다. 결국 행동주의 펀드의 기업 공격이 단기 차익

Dom vs. Oasis Management Company Ltd. 사건,

을 거두는 데 효과적이란 사실만 검증된 것이다. 다만,

Kirin vs. Franchise Partners 사건, Toshiba Machine

조사 대상의 20%인 소기업은 단기(9.3%), 장기(35.9%)

vs. Murakami funds 사건 등이 유명한 사례로 꼽힌다.

모두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한다.

일본 3,700여 개 상장사 중 절반가량이 장부 가치 이하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타깃으로 삼는 기업은 비윤리

로 거래되고 있는 시장에서 이미 수십 건의 주주행동주

적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의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일본

말은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수익성이 좋으나

은 주거래은행이 기업의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해서 소

업계 대비 배당성향이 낮고 현금보유비중이 높은 기업

유구조가 안정되었었다. 현재는 은행의 보유지분이 점

을 노린다는 것이 진실일 수 있다.70) 사실 헤지펀드들

차 얕아져 기업들이 거친 자본시장에 내버려져 있어서

은 지금까지 우량한 기업들을 대상으로만 작전을 펼쳐

헤지펀드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왔다.71) 이들은 13D disclosure filing72) 전 저렴한 가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인 2013년 Nintendo vs.

격으로 주식을 대량 확보한다. 이들이 확보한 주식으

Oasis Management Company Ltd. 사건을 보면, 홍콩

로 ‘지속가능한 회사의 성장과 가치창조’를 추구한다기

계 헤지펀드 오아시스가 ‘슈퍼마리오’, ‘동키콩’ 등 유

보다는 건전한 기업에 뛰어들어 마음껏 분탕질해 주가

명 게임들을 모바일 시장으로 진출시켜야 한다고 주장

를 최대한 끌어올린 다음 차익을 획득하고 유유히 사

했었다. 결국 닌텐도는 일본 소셜네트워크 게입업체

라지는 악당일지도 모른다.73)

DeNA와 업무 및 자본 제휴를 결정해 모바일 게임시

이와 같이 주주행동주의자들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

장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였다. 2015년 Kyocera vs.

인 면을 능가하는 부정적인 면이 있다. 기업의 약점을

Oasis Management Company Ltd. 사건에서는 오아시

파고들어 공격하고 기업의 핵심 이익을 탈취한 다음

스 매니지먼트가 일본 전자기기 제조업체 교세라의 지

썰물처럼 빠지는 행태의 해악은 매우 크다. 약점이 없

분 1%를 취득해 태양광 사업 구조조정, 일본항공 지분

69) Ed deHaan, op. cit., pp.16~17.
https://ecgi.global/sites/default/files/working_papers/documents/finaldehaanlarckermcclure.pdf
70) Leo E. Strine, Jr., op. cit., “Who Bleeds When the Wolves Bite?”, p.1889ff.
71) Leo E. Strine, Jr., op. cit., “Who Bleeds When the Wolves Bite?”, p.1931.
72) Williams Act Section 13(d)는 제13조(d)는 상장회사의 실질 지분(beneficial ownership)을 5% 이상 취득한 경우 10일 이내에 SEC에 Schedule 13D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Schedule 13D에는 신고인(filer)의 신원, 자금출처, 투자목적, 주식수 및 타켓회사 관련 자와의 계약, 약정, 합의 등에 관한 정보
를 명시해야 한다. Williams Act의 상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William R. Tevlin, “The Conscious Parallelism of Wolf Packs: Applying the Antitrust
Conspiracy Framework to Section 13(D) Activist Group Formation”, 84 Fordham L. Rev. 2335(2016), p.2339ff. 참조.
73) Leo E. Strine, Jr., op. cit., “Who Bleeds When the Wolves Bite?”, p.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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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등을 요구했다. 오아시스는 Camera 제조업체 캐

업으로서 도쿄증권거래소에

논에 대해서는 사업구조 재편을 요구했다. 상장 자회

Internet

사인 캐논전자와 캐논마케팅을 모회사로 재흡수시켜야

Management Company Ltd. 사건에서는 주주총회에서

한다고 주장했다.

Oasis가 포이즌 필 철회, 이사회 의장과 CEO 분리, 집

Inc.가

상장되어 있는 GMO

공격대상이 된 GMO vs. Oasis

2016년 Seven & iHoldings vs. Third Point 사건에

중투표제도 도입, 이사 보수체계 개선 등을 주요 내용

서는74) Third Point의 설립자인 롭(Daniel Loeb)이 아

으로 하는 주주제안을 했는데, 주총 참여 전체 주주의

베 정부가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강조하면서, 이로써

45% 지지를 받아 Oasis의 공격이 승리했다. Oasis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하자는 아베의 캠페인에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최초 외국계 헤지

동조하여, “우리의 목표는 주주이익 보호와 주주의 지

펀드이고, 최근 한국 자본시장이 주주에게 유리한 환

배구조 개선 역할에 초점이 맞춰진 아베노믹스와 완전

경으로 변하고 있어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겠다

히 일치한다.”는 내용의 레터를 Seven & iHoldings 이

고 언급한 바도 있다.

사회에 보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다는 명목의 도전장

2019년 Tokyo Dom vs. Oasis Management 사건

을 던졌다.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주주행동주의자들에

은78)

게 악용되는 좋은 사례이다. Seven & iHoldings의 전

분을 거의 두 배인 9.6%로 늘린 다음 경기장 내 맥주

문경영인 출신 Toshifumi Suzuki(鈴木敏文)는 현재의

서비스에서부터 호텔 커튼 상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

사장 Ryuichi Isaka(井阪隆一)를 해임하고 자신의 아들

을 망라한 85쪽짜리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했고, 엄청난

Yasuhiro Suzuki(鈴木康弘)를 새로운 CEO로 임명하여

수익 가능성을 열어줄 일련의 변화를 촉구했다. 스타

경영권을 승계시키고자 하였지만 롭이 반대했다. 결국

디움, 테마파크, 호텔 운영 방식을 자세히 분석해 “더

롭이 승리했다.

나은 도쿄돔”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오아시스 측이 주

도쿄돔의 2대 주주인 오아시스 매니지먼트가 지

2013년 SONY vs. Third point 사건에서도 롭은 소

장하는 업그레이드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경우 순이익

니의 전자 부문과 엔터테인먼트 부문을 분리하는 구조

이 거의 두 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Kirin vs.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동일한 패턴의 공격을

Franchise Partners 사건에서는 영국에 본사를 둔

했지만, 소니는 성공적으로 방어했다.75) 대신 서드 포

Franchise Partners가 일본 양조업체 키린이 생명공학,

인트는 2014년 약 20% 가량의 큰 수익을 올리고 철수

제약, 화장품 분야로 진출하는 대신 맥주 제조에 주력

했다. 롭은 2020년 다시 소니를 공격할 계획인 것으로

하도록 설득하는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맥주회사 키린

보인다.76) 롭은 2018년 미국 식품회사인 Campbell

그룹의 성장전략에 대대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키린

Soup Co.를 공격하여 이사회에 2명의 이사를 앉히는

그룹은 최근 건강관리 및 제약 사업을 추가했는데 이

데 성공했다. 2017년에는 Nestle SA의 지분을 확보하

는 25년 전 정점에 달했던 일본 국내 맥주 시장의 만

기 위해 7억 5천만 달러를 퍼부었다. 롭은 “중국과 한

성적인 하락을 상쇄하기 위해 일본 기업들이 사업 다

국 등 동아시아 시장에 관심이 크다”고 한다.77) IT기

각화

패턴에

따른

것이다.

그렇지만

Franchise

74) http://weekly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2/2016042201738.html 하진수 기자.
75) http://www.newspim.com/news/view/20130618000338 우동환 기자.
76) Japan April 8, 2019 / 11:02 PM, Exclusive: Loeb's Third Point building stake to pressure Sony – sources, Svea Herbst-Bayliss, Liana B.
Baker
(Reuters) - Daniel Loeb’s hedge fund Third Point LLC is building a stake in Sony Corp to push for changes that include shedding some
businesses, the second time in six years it has targeted the Japanese electronics maker, people familiar with the matter said on Monday.
https://www.reuters.com/article/us-sony-thirdpoint-exclusive/exclusive-loebs-third-point-building-stake-to-pressure-sony-sources-idUSKC
N1RK1LS
77) https://news.joins.com/article/14405274. 강남규 기자.
78) “How Japan Inc became a target for activist investors”, Financial Times, February 3 2020. Leo Lewis and Kana Inagaki in Tokyo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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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s는 이러한 키린 그룹의 전략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해외 헤지펀드들이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 고수익
을 내기가 어려워지면서 속속 아시아권 시장을 넘보고

일본 최대 주택설비업체 LIXIL 그룹의 CEO 세토 킨

있다. 몇 년 전에는 삼성전자ㆍ현대차 등 대형주ㆍ제

야(瀬戸欣哉, Kinya Seto)는 2018년 임시주주총회에서

조업들이 주요 목표물이 됐으나 향후 시총 3,000억~2

일본 국내 및 외국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갑작스럽게

조 원대의 중소형주, 특히 서비스, 금융업 등도 행동주

축출되었다. 세토 킨야는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하라는

의 펀드의 목표물이 될 가능성 크다.

주주들의 요구를 수락한 후에 2019년 비로소 CEO에

미국에서는 Barnes and Noble vs. Yucaipa 사건,

복귀할 수 있었다. Toshiba Machine vs. Murakami

Sotheby’s vs. Third Point 사건, Dupont vs. Trian

funds 사건은 일본의 가장 유명한 주주행동주의자 무

Fund Management 사건 등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라카미 요시아키(村上世彰, Yoshiaki Murakami)의 자

사건이다. Barnes and Noble vs. Yucaipa 사건에서는

금이 전 도시바 자회사인 도시바 머신(東芝機械)에79)

The

대해 적대적 인수전에 나섰던 사건이다. 이 싸움은 도

Management

시바 머신이 누플라레(NuFlare)의 지분을 또 다른 입

Noble 경영진을 공격했고, Barnes and Noble은 당시

찰자 호야가 상당히 높은 금액의 제안을 했음에도 불

20% 이상 자사 주식을 보유한 공격자가 나타날 경우

구하고 한때 모회사였던 도시바에 저가 매각하기로 결

작동하는 포이즌 필을 도입하고 있었는데, Barnes and

정한 데서 비롯된다. 도시바는 이미 누플라레(NuFlare)

Noble은 이 포이즌 필의 덕분에 동조 헤지펀드들(wolf

의 주식 52.4%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에 도시바 머

pack)의 공격을 막을 수 있었다.80) 이 사건은 wolf

신으로부터 15.8%를 추가 매수하게 된다. 도시바 머신

pack사건으로 유명해졌다. Sotheby’s vs. Third Point

의 주식 11.49%를 보유하고 있는 무라카미 펀드는 이

사건에서도 의결권 있는 보통주 9.6%를 보유하면서 무

를 반대하는 것이다. 누플라레는 도시바가 인수하는

능경영진 교체를 요구하는 Third Point의 공격에 대해

것이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고

소더비는 10% 이상 자사 주식을 취득하는 회사가 나

있다고 발표했다. 이 싸움은 2020년 2월 현재 진행 중

타날 경우 작동하는 포이즌 필로 대응하고자 했으며

이다.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81) 그러나 Third Point를 포함

2019년에는 미국의 Value Act Capital이 의료장비업

Yucaipa

Companies,

Aletheia

Research

&

등과 다른 동조자들이 Barnes and

해 그에 동조하는 다수의 헤지펀드들(wolf pack)이 의

체 올림푸스의 지분 5.5%를 사들여 올림푸스 이사회에

식적

밸류액트 파트너를 진출시키는 데 성공했다. 2020년에

(concerted action)를 하였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

는 Elliott Management가 일본 소프트뱅크 주식을 25

이지 아니하였다.82) 의식적 병행행위나 협력행위는 대

억 달러, 3% 이상 매입해 100~200억 달러 규모의

체로 “exchanging information(whether publicly or

buy-back(자사주 취득)을 권고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privately),

다양성, 투자절차 검토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

discussions, or making or soliciting invitations to

다. 2019년에만 일본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던지거나

act in concert or in parallel”로 표현된다.83) 펀드들

경영 제안을 내놓은 행동주의 활동이 75건 있었는데,

전체는 Sotheby 주식을 19% 소유했지만 개별적으로

병행행위(conscious

attending

parallelism)나

meetings,

협력행위

conducting

2020년 2월에는 이미 9건을 기록하고 있다.
79) 이 회사는 2020년 시바우라 머신(Shibaura Machine)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원래 ‘도쿄시바우라’였는데, 도시바에서 다시 시바우라로 변경된 것이다.
80) https://news.joins.com/article/4359649. 엄성원 기자.
81) Bernard S. Sharfman, op. cit., p.273ff.
82) “acting in concert” or working “in conscious parallelism.” William R. Tevlin, op. cit., p.2349, 2358.
83) https://ir.serestherapeutics.com/phoenix.zhtml?c=254006&p=irol-SECText&TEXT=aHR0cDovL2FwaS50ZW5rd2l6YXJkLmNvbS9maWxpbmcue
G1sP2lwYWdlPTEwMzYyNDk0JkRTRVE9MyZTRVE9MjAmU1FERVNDPVNFQ1RJT05fUEFHRSZleHA9JnN1YnNpZD01Nw%3D%3D, 송옥렬,
“주주관여에 관한 단상 - 反행동주의 포이즌필을 단서로 하여”, CG리뷰 Vol.89(2018. 4호),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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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상을 취득하지는 않았으므로 포이즌 필이 작동

압력을 넣으면서 비롯됐다. 마음에 안 드는 기업 경영

하지 못했다. 결국 Sotheby는 Third Point 회장인 롭

진을 갈아치우는 일도 비일비재한데, Jeffrey Immelt

과 그가 지명한 두 명을 이사회에 진출시키기로 합의

GE CEO를 포함해 포드자동차, US Steel, CSX, AIG,

했다.84) Sotheby가 포이즌 필을 설계할 때 wolf pack

Yahoo!, Avon 등 10여 개 기업 CEO가 교체됐다.

에도 대항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하지 못한 탓이

P&G, Nestle, BHP Billiton 등 글로벌 기업 여러 곳에

다. Dupont vs. Trian Fund Management(2015) 사건

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P&G를 공격하고 있는 곳 역

역시 Trian을 지지하는 Fidelity International 등 주주

시 행동주의 펀드 트라이언이다. 헤지펀드들은 2000년

행동주의자들의 이리떼(wolf pack) 전술로 CEO Ellen

대 초반만 해도 자본력이 취약한 기업을 목표로 했지

Kullman을 쫒아낸 사건이다.

만, 최근엔 돈이 몰려들자 글로벌 대기업을 타깃으로

미국에서는 최근 행동주의 투자자인 Carl Icahn이

삼고 있다.86) 듀폰은 헤지펀드들의 이리떼 공격을 받

2018년 6월 19일 샌드리지에너지(SandRidge Energy)

은 후 비용절감을 통해 단기주가를 상승시켜 주주이익

이사회를 장악했다. 아이칸은 지분 13.6%를 확보한 후

을 증대시킨다는 이유로 R&D 투자를 급격히 줄이고

샌드리지가 투자확대 방안으로 보난자 크릭 에너지

기술연구소를 폐쇄하여 수천 명의 일자리를 없애버렸

(Bonanza Creek Energy)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한 데

다.87)

대해 반대하여 샌드리지에너지를 공격했다. 샌드리지

2020년에 들어서도 Carl ICahn이 이끄는 투자기업

는 “Acting in Concert”하는 주주를 포함해 발행주식

Icahn Enterprises L.P.가 최대 셰일업체 중 하나인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Beneficial Owner”가 있

Occidental Petroleum 주식 6,600만주를 사들였던 결

으면 이사회가 포이즌 필을 발동할 수 있게 되어 있었

과 2019년 말 2.5% 수준이던 그의 이 기업에 대한 지

다. 그러나 아이칸은 ‘포이즌 필을 행사하면 주주가치

분율은 거의 9.9%로 높아졌다.88) Carl ICahn은 우한

를 훼손된다’고 주장하는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결국

폐렴 감염증과 유가 하락의 겹악재로 주가가 급락한

주주총회가 이를 판단하기로 했으며, 샌드리지 주주들

가운데서 지분을 올해 크게 늘렸는데, Occidental 주

은 6월 19일 총회에서 회사측이 제시한 포이즌 필과

가는 2018년 6월 주당 86.48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경영진 보상 플랜을 거부했고, 이사 총원 8명 중 아이

하락세를 그려 2020년 3월 11일 현재는 주당 11.80

칸 측 인사 5명을 이사로 선임했다.85) 칼 아이칸이 여

달러에 거래되고 있고 배당은 90%나 줄였다. Carl

타 주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광범

ICahn은 Occidental이 2019년 5월 Chevron과 경쟁해

위한 주주들의 지원을 받는 이런 경우에는 경영권을

셰일업체 Anadarko Petroleum을 550억 달러(약 67조

지킬 대안이 없다.

원)에 인수한 결정을 비난하면서 경영 개입 의사를 밝

행동주의 펀드들의 이리떼 전술로 영향력이 커지면

혀왔다. Carl ICahn은 조만간 열릴 주주총회에서 최고

서 나타난 것이 인위적인 구조조정이다. 행동주의 펀

경영자

드들은 Amazon의 유기농 식료품 유통체인 Wholefood

Occidental은 어느 개인이 1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할

인수에도

6월

경우 작동되는 포이즌 필을 발행하여 1주당 1주씩 배

Amazon에 팔린 것도 행동주의 펀드 Jana Partners가

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포이즌 필 발행에 대해 Carl

Wholefood 경영진에 주가 상승 방법을 찾으라고 계속

ICahn은 “미국 회사에서는 해서는 안 될 잔머리 굴리

관여했는데

Wholefood가

2019년

Vicki

Hollub을

교체하겠다고

말했다.

84) 신석훈, “기업소유구조정책과 최근 자본시장 환경변화 - 경영권 분쟁사례와 방어제도를 중심으로 -”, 기업소송연구회 발표자료, 2018, 15면.
85) https://www.reuters.com/article/us-sandridge-agm-icahn/activist-icahn-gains-control-of-board-in-proxy-fight-at-sandridge-energyidUSKBN1JF229
86)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91345621. 김현석 기자.
87) 신석훈, 전게 “기업소유구조정책과 최근 자본시장 환경변화 - 경영권 분쟁사례와 방어제도를 중심으로 -”, 14면.
88) “Occidental moves to thwart activist Carl Icahn”, Financial Times, March 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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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a study of what shouldn’t be done in corporate

2020년 3월에는 미국 투자회사 Dalton Investment

America)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기업 지배구조를

가 국내 안경렌즈 시장 1위 업체 삼영무역에게 3월 정

엉망으로

corporate

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 명부 열람 및 등사를 요청

governance)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지분 확보를 위해

했지만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3월 10일 서울서부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해, 그가 다른 회사와

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동시에 감사 후보

제휴하여 Occidental을 인수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추천 제안 등을 했다. 이에 대해 삼영무역은 Dalton의

만드는

짓”(travesty

of

Carl ICahn은 2006년 Steel Partners와 함께 한국

감사 선임을 저지하기 위해 상근감사 자리를 없애고

KT&G의 지분 6.6%를 확보해 경영권 분쟁을 벌이다가

감사위원회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삼영무역의 주주

주가가 상승하자 지분을 팔아치워 1년 만에 1천 500

구성은 현재 외국인 주주가 약 20%, 국내 기관투자자

억에 달하는 차익을 챙기고 도망쳐, 국내에서도 ‘기업

가 15%, 개인주주 15%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냥꾼’으로 유명해졌다.

Dalton은 삼영무역의 주주 환원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Paul Singer가 이끄는 Elliott Management는 10억

고 주장하고 있다. 글로벌 안경렌즈 1위 업체 에실로와

불을 투자하여 Twitter Corporation의 주식 약 3% 수

함께 세운 조인트벤처(JV) 에실로코리아는 연간 500억

준을 매집했다. 2020년 3월 Paul Singer는 Twitter

원의 순이익을 창출하고 있고 대부분 배당하고 있다.

CEO Jack Dorsey를 유임시키는 대신 종래 8명인 이

JV 파트너인 에실로는 주주환원을 하고 있지만 삼영무

사회 임원을 10명으로 늘려 두 명의 이사를 새로 선임

역은 그 돈을 쌓아만 놓고 있다는 것이다. 삼영무역은

하고 새로운 사외이사 1명을 물색하기로 합의했다.

1,800억 원 규모의 순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토

Elliott Management의 Jesse Cohn 이사와 기술 중심

지 가치는 약 700억 원에 이른다. 회사도 매년 300억

투자 회사(technology-focused investment firm)인 사

원 내외의 순이익을 내고 있지만 시가총액은 2,400억

모펀드 Silver Lake의 Egon Durban 공동 CEO가

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Dalton은 “좋은 회사임에도 체

Twitter 이사회에 합류한다. 나머지 한 명의 사외이사

계적이고 명확한 자본정책이 없어 회사가 이같이 시장

는 인공지능(AI) 전문가로 선임할 계획이다. Twitter는

에서 저평가받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주 가

또한 20억 불 규모(약 2조 4000억 원)의 자기주식

치 증대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Dalton은 주주

(buyback)을 매입하기로 약속했다. 인수 금액은 일부

환원책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투자를 위해 회사의 가

는 Silver Lake로부터 10억 불 투자자금을 유치하여

치를 높이는 것이 이번 감사 후보를 제안한 가장 큰

조달하기로 했다.

Dorsey가

목표라는 입장이다. Dalton은 “ESG(환경, 사회적 책임,

Twitter의 CEO를 맡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공동 설립

지배구조) 투자를 지향하고 있어 지배구조와 경영 투

한 금융 기술 회사(financial technology company)인

명성 등에도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Paul

Singer는

Jack

Square의 CEO도 맡고 있는 데 대해 우려해 왔다.
Twitter는 이사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신설한 뒤

4. 이리떼 행동주의(wolf pack activism)

CEO 승계 계획을 포함해 리더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위의 여러 사례에서 최근 헤지펀드들의 공격에 있어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에서도 2019년부터 헤지펀드 Korea

하나의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최근에는 여러 헤

Corporate Governance Improvement(KCGI, 이른바

지펀드들이 증권감독 당국에 신고해야 할 비율(미국의

강성부 펀드)가 반도건설과 함께 한진 칼의 주식을 대

경우 10%, 한국의 경우 5%) 이하 지분을 보유하며 공

량 매집해 현 경영진을 공격하는 중이다. 이들은 현

시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가 별안간 함께 Target 회사를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2020년 3월 27일

공격하는 전술을 구사하는데 이를 ‘이리떼 행동주

정기주주총회에서 완패했다.

의’(wolf pack activism)라 한다.89) 울프팩은 특정 회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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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대한 공동 프로그램 가동을 주창하면서도, 협력

간 행동주의 캠페인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고 운용자

하여 행동하기로 하는 약속이 없는 주주행동주의자들

산도 크게 늘었다.93)

을 표현하는 화려한 수식어다.90) 울프팩은 ‘협력하여

Wolf pack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법원은

행동’하기로 하는 약속이 없는 대신 ‘의식적 병행행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기보다는 공모(conspiracy)에 의

위’(conscious parallelism)에 따라 교감을 한다. 앞에

한 가격담합행위(price-fixing conspiracies)임을 확인

서 말한 Sotheby’s 사건에서 법원은 의식적 병행행위

하고 기타 추가적 요소를 고려해 셔먼독점금지법

만으로도 울프팩이 성립하므로 포이즌 필을 사용할 수

(Sherman Antitrust Act)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

있다고 판단했다. 법률상은 둘 이상의 사람이 그룹으

다.94)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로 행동할 때 Williams Act Section 13(d)에 따라 동일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펀드들 간에 대상 기업의

인(single person)으로 취급된다. Rule 13d-5(b)(1)은

경영진에 대한 불만과 관련된 의사소통, 포이즌 필의

대상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 의결권 행사 또는 처

발동을 회피하기 위한 논의, 대상 기업의 방향에 영향

분할 목적으로 둘 이상의 사람들이 연대하여 행동하기

을 주기 위해 취한 조치 등에 관한 의사소통, 공모 기

로 합의할 때”에 그룹이 형성된다고 규정한다. 제16조

회, 가격정보의 공유, 신호 그리고 음모로 간주되는 통

(b)도 제13조(d)와 동일한 정의를 사용한다.

상적 행위는 wolf pack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본

이리떼 전술로 인해 자본시장에서 게임의 규칙이 손

다.95)

쉽게 무너지고 있다.91) Wolf pack은 포이즌 필을 피
하는 데 특히 유용한 방법이다. 미국 표준 포이즌 필
조항은 지분을 10~20% 취득할 때 비로소 발동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각 펀드가 소규모의 지분만으로
도 연합을 통해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다.92) Wolf
pack은 독립적인 행동주의 펀드 보다 상당히 높은 수

익을 창출한다.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헤지펀드의 성공
률이 46%에 불과한 데 비해, wolf pack은 78%가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헤지펀드는 6%의 수익만 얻는 반면, wolf pack은 평
균적으로 14%의 수익을 얻었다. 그 때문에 지난 15년

89) Leo E. Strine, Jr., op. cit., “Who Bleeds When the Wolves Bite?”, p.1871; William R. Tevlin, op. cit., 84 Fordham L. Rev. 2335(2016). 이
리떼 전술은 2000년대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Alon Brav, Amil Dasgupta, Richmond Mathews, “Wolf Pack Activism”, November
2015, FIRS 2015, the Future of Research on Hedge Fund Activism Conference 2015.
90) Wolf pack is a colorful phrase for activist shareholders who advocate a common program for the company, but do not have an
agreement to act in concert.: Jack Bodner & Leonard Chazen, “Conscious Parallelism May Justify A Wolf Pack Pill”, Law360, New
York(May 27, 2014):
https://www.cov.com/~/media/files/corporate/publications/2014/05/conscious_parallelism_may_justify_a_wolf_pack_pill.pdf
91) John C. Coffee, ibid.; 신석훈, 전게 “최근 기관투자자의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요구 강화에 따른 회사법의 쟁점과 과제”, 5면.
92) Alon Brav, Amil Dasgupta, Richmond Mathews, op. cit., p.28.
93) William R. Tevlin, op. sit., p.2344.
94) William R. Tevlin, op. cit., p.2335, 2338, 2369ff.
95) William R. Tevlin, “The Conscious Parallelism of Wolf Packs: Applying the Antitrust Conspiracy Framework to Section 13(D) Activist Group
Formation”, 84 Fordham L. Rev. 2335(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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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아시아기업 대상 행동주의 펀드 경영개입 현황
(단위: 회)

물론 여러 헤지펀드들이 서로 협력해 하나의 그룹

5. ESG Risk-Related Activism

(group)으로 행동할 경우 그룹 전체가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 공시를 해야 한다고 법에는 규정되어

투자대상 회사에게 ESG 리스크를 공시하도록 요구

있으나96) 이러한 규제는 ‘이리떼’에게 큰 문제가 되지

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 회사의 이사회가 ESG 관련

않는다. 그룹(group)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느슨한

리스크를 확인, 평가, 모니터링, 관리 등을 하기 위한

연계(loose association)를 형성해 법적 규제를 쉽게 회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렇지 못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97) 실질적으로 공격에 가담한

할 경우 적극적으로 관여(shareholder engagement)하

헤지펀드들의 전체 보유지분이 5%를 훨씬 넘었음에도

여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공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별안간 지분을 규합해 공격

않을 경우 주주제안 등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해 오면 기업들은 당해낼 수가 없다. 이와 같은 울프

을 행사하는 기관투자자의 행동주의를 ‘ESG 위험관련

팩 전략은 최근 몇 년 사이 미국에서 급증하고 있다고

행동주의’(ESG risk-related activism)라고 한다.99) 과

한다. 2015년 포춘 100대 기업 중 9개 기업이, 포춘

거에는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를

500대 기업 중 38개 기업이 헤지펀드 공격에 직면해

추구하는 것은 주주들의 바람과 어긋난다고 믿었다.

있었다고 한다. 울프팩 공격은 대기업에만 국한되지

실제로 투자자들, 포트폴리오 매니저들 그리고 애널리

않고 있는데 2015년에만 미국 상장회사 중 343개가

스트들 사이에서 ESG 이슈는 증권계의 주류를 이루지

공격을 받았고, 2016년 상반기에만 113개 회사가 공격

못했다. 그러나 그러한 인식은 이미 구식(舊式)이라고

을 받았다고 한다.98) 아시아 지역에서의 공격도 불과

본다.

7년 만에 10배나 늘었다.

Vanguard, State Street)를 포함해 43개 글로벌 기관투

최근

세계

3대

자산운용사(BlackRock,

자회사의 고위 임원 70여 명과 캘리포니아공직자퇴직
제도(CalPERS), 캘리포니아 교원퇴직제도(CalSTRS) 등

96) 미국에서는 5% 이상 지분보유신고를 13D Filing이라 한다. 수탁고 자산 중 주식 금액이 1억 달러 이상인 기관투자자들은 분기별로 SEC에 주식보유내역을 보
고해야 하는데 이를 13F Filing이라 한다.
97) William R. Tevlin, op. sit., p.2337.
98) 신석훈, 전게 “최근 기관투자자의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요구 강화에 따른 회사법의 쟁점과 과제”, 6면. 각주 7).
99) 신석훈, 전게 “최근 기관투자자의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요구 강화에 따른 회사법의 쟁점과 과제”,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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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일본, 스웨덴, 네덜란드의 연기금 등 거대 자산 그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기관투자자 자신들이 악질적

룹들을 인터뷰한 결과, 초대형 투자 회사의 고위 임원

헤지펀드가 아니고 ESG를 존중한다고 선전하기 위한

들은 거의 대부분 ESG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ESG

술책이라는 평가도 있다. 투자자들이 대외적 이미지가

was almost universally top of mind for these

좋은 펀드에 투자한다는 명분으로 투자자 자신의 이미

executives)는 것을 발견했다. State Street Global

지 상승을 노리는 투자자들을 유혹하기 위한 펀드들의

Advisors의 사장 겸 CEO인 Cyrus Taraporevala는

마케팅 전술일 뿐이라는 것이다. 자선재단, 학교재단,

“ESG 이슈는 장기 투자자로서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

장학재단 등 비영리재단이 악성 헤지펀드에 돈을 맡겼

해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구온난화 문제, 이사회의

다는 것보다 ESG 존중을 표방하는 착한 펀드에 자산

품질 또는 사이버 보안과 같은 중요한 이슈들이 재무

운용을 위탁함으로써 윤리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적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긍정적 또는 부정적

설득이 이들 펀드의 마케팅 전략인 것이다.

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고 한다.100) 2006년 유엔

앞에서 헤지펀드들의 여러 가지 활동을 보았다. 이

이 지원하는 책임투자원칙(PRI)이 출범하면서 6조 5천

들 펀드들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고 그들의 제안 또

억 달러 규모의 총운용자산(AUM)을101) 보유한 63개

한 더 합리적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기업들은 그들

투자기업(자산소유주, 자산운용사, 서비스 제공업체)이

이 원하지 않더라도 그들과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부

ESG 이슈를 투자 결정요소에 포함시키기로 서약했다.

정할 필요는 없다.

2018년 4월까지 서명자 수는 1,715명으로 증가했고,
AUM으로 보면 81.7조 달러이다. FTSE Russell의 2018

년 글로벌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기관투자자의
절반 이상이 현재 투자 전략에 있어 ESG를 촉구하고
이행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102)
이와 같이 ESG 이슈를 투자 결정요소에 포함시키
는 것은 바로 고객이 원하기 때문이라고 주장된다. 부
유한 고객들은 그들의 투자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동주의 헤지펀드들도 지속가능한
투자로 점점 옮겨가고 있다고 한다. 투자자들이 기업
을 평가하는 방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정
확한 시기는 예측할 수 없지만 변화는 불가피하다. 대
규모 자산운용사들과 연기금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변화를 가장 빨리 느낄 것이지만, 머지않
아 중견기업들도 새로운 경향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
을 것이다. 모든 기업들은 사회 전체의 장기적인 가치
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때 투자자들도 이에 협력하
여 기업의 가치가 제고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한
다는 것이다.
100) Robert G. Eccles and Svetlana Klimenko, “The Investor Revolution”, Harvard Business Review, From the May–June 2019 Issue.
101) Asset Under Management(AUM)은 총 운용자산. 벤처캐피탈이 운용하는 벤처펀드 운용자산의 총 합계를 의미.
102) Robert G. Eccles and Svetlana Klimenko,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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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대응 방안

필과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고, 극단적으로는 상장을 꺼
려하거나 상장을 폐지한다.107) 이것이 기업과 국가의
미래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1. 대안 마련의 필요성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기업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

2. 대량보유 신고제도 강화 필요

향의 장단점에 대하여 학자들도 견해가 나뉜다. 그러
나 양측 모두 모든 행동주의가 긍정적이지는 않다는

문제는 기업들로서는 헤지펀드 공격은 어떻게 대처

데에 동의한다. Carl Icahn조차도 “우리는 오늘날 모든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대처 수단이 별로 없지만 자

행동주의가 반드시 좋다고는 믿지 않는다 … 나쁜 행

본시장법 제147조에서 제151조까지에 규정된 주식 등

동주의자들이 있으며, 우리는 그것이 나쁘다는 데 동

의 대량보유ㆍ변동보고(약칭 5%룰)를 강화하는 방안이

의한다. 그들이 하기를 원하는 것은 모두 보트에 올라

있다. 이 제도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타 배를 흔들어서 신속하게 협상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

말했다.103) 이와 같이 말한 Carl Icahn은 솔직한 편이

우 또는 보유목적 등이 변경된 경우 그 날부터 5일 이

다. 이러한 솔직함이 없는 펀드들은 ‘무능한 경영진을

내에 그 보유상황 등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

쫓아내 기업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행동한다’는 거창

고하여야 한다는 규칙을 말한다. 이 때 대량보유는 본

한 주장을 한다.

인과 특별관계자(특수관계인 및 공동보유자)의 보유 주

주주행동주의 헤지펀드의 해악은 다음 세 가지이

식 등의 수를 합하여 그 보유비율이 5% 이상인 경우
를 의미한다. 법적인 소유뿐만 아니라 취득이나 처분,

다.104)
첫째, 헤지펀드가 투자에 실패하면 그 피해는 고스

의결권 행사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는 경

란히 투자자의 몫이라는 점이다. 최근 실패한 헤지펀

우에도 공시의무가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의결권 있

드도 다수 출현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시장수익률을

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으로 해당 주식뿐만 아니라 전

하회하고 있다.105) 30조 원에 달하는 한국형 헤지펀드

환사채 등 잠재적인 주식도 포함된다.

의 절반이 2019년 적자를 봤다고 한다.106)
둘째, 행동주의 펀드전략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
때문에 발생하는 실직, 임금삭감 등의 위험이다.

이 제도는 대주주 등이 적대적인 M&A에 대항하여
방어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시장의 투명성
을 제고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 감시장치

셋째, 이리떼 공격의 타깃이 된 기업뿐 아니라 다른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이다. 말하자면 경

기업들 역시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덜 먹음직스럽게

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라기보다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스스로 선제적으로 변신한다는 사실이다. 사실 세 번

경쟁을 벌이도록 시장을 뒷받침하는 제도이다.

째 해악이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다. 외국의 예를 보면

이 5%룰만으로 펀드들의 의결권 행사에 제약이 있

연구개발비를 줄이고 단기성과에 치중해 배당을 늘리

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

며 자사주를 매입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포이즌

장회사들에 대한 최소한 적대세력 출현에 대한 경고의
의미는 있을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9월 27일

103) “We definitely do not believe that all activism today is good . . . . There are bad activists, and we agree that it’s bad. All they want to
do is get in and rock the boat and make a quick trade.”: William R. Tevlin, op. cit., p.2338.
104) Leo E. Strine, Jr., op. cit., “Who Bleeds When the Wolves Bite?”, p.1934.
105) Wachtell, Lipton, Rosen & Katz, “Shareholder Activ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Fall 2016).
106) 최만수 기자, “30兆 한국형 헤지펀드, 절반이 올해 적자”, ｢한국경제신문｣ 2019. 7. 29.자, A23면: 2019. 7. 28.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에 설정된
2,198개 헤지펀드의 순자산 규모는 34조 2,282억 원이고, 올해 평균 수익률은 2.42%이며, 전체의 31.8%인 699개 상품은 2019년 수익률이 마이너스라
한다. 전문사모운용사 190개 중 절반 이상인 100여 개사가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2018년에도 전문사모운용사 169개 중 47.3%인 80
개사가 적자를 냈다고 한다.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19072855481
107) Leo E. Strine, Jr., op. cit., “Who Bleeds When the Wolves Bite?”, p.1938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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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108) 「사모펀드 제도개

행사하는 것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편 추진방향」은109) ①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서 이런 경우에는 5%룰을 대폭 완화 적용한다는 것이

이원화된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고, ② 기관투자자로부

다. 이 시행령 개정은 문제가 많다.110)

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도입하

첫째, 주주활동과 관련해 ① 상법상 보장된 권한으

며, ③ 투자자 기반 확대를 위하여 ‘사모펀드 범위를

로 이사해임청구권(제385조 제2항), 위법행위유지청구

재정립(49→100인)하고’, ④ 계열사 확장 방지 등을 위

권(제402조), 신주발행유지청구권(제424조)을 열거하고,

한 ‘대기업 관련 규제는 현재대로 유지한다’는 등을 내

이런 것들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단

용으로 한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전문투자형 사모펀

정하는 것은 무리한 입법이다. 이사해임청구ㆍ위법행위

드’(헤지펀드)가 보유한 주식 중 10% 초과분에 대한

유지청구ㆍ위법한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경영권에 영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제를 푼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향을 주기 위해 행사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각

사모펀드가 적극적으로 기업 지분을 매입해 경영에 참

구체적 내용을 살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② “보편

여할 수 있게 된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행과 더불어

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회사의 정관을

외국계 헤지펀드는 물론이고 한국 토종 헤지펀드들에

바꾸고자 하는 경우”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것’에서

게까지도 경영간섭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제외한다고 정했다. 이는 상위법에 정면으로 반(反)한

나아가 금융위원회는 2020년 1월 21일 자본시장법

다. 지배구조변경이란 대표이사ㆍ이사회ㆍ감사(위원회)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은 발행주식총수의 5%

구조 변경을 말하는데,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에서

이상을 기관투자자가 취득한 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

1% 이상 변동이 있을 때 그 상세 내용을 5일 내에 보

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은 ··· 발행인의 경

고하도록 하는 ‘대량보유 공시의무’(5%룰)를 국민연금

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하

등 공적기금에 대해서는 월별 약식으로 보고하는 것으

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행령 규정은 상위법에 정면으

로 완화한 것이다. 핵심은 “① 회사나 임원의 위법행위

로 반하므로 당연 무효다. ③ 그리고 회사의 배당 결

에 대응하기 위해 위법행위 유지(보류ㆍ중지)청구권 등

정과 관련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경영참

상법상 보장된 권한(상법 제385조 제2항, 제402조, 제

여가 아니라고 규정한 것도 문제이다. 일본은 ‘배당에

424조)을 행사하거나, ② 보편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

관한 방침에 중요한 변경’을 가져오는 제안행위에 대

력의 일환으로 회사의 정관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또

해 중요제안행위로 보아 특례보고(완화된 의무)를 인정

는 ③ 회사의 배당 결정과 관련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하지 않고 있다.111) 미국에서는 ‘경영관여 목적’인지를

108) 최준선, “경영권 방어 장치 없애는 5%룰 완화”, [문화일보 포럼], 2019. 9. 10.; 최준선, “5%룰 완화, 기업만 숨막힌다”, [한국경제신문 시론], 2019. 9.
20.
109) https://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1&sch1=subject&sword=사모&r_url=&menu=7210100&no=32688
110) 최준선, “경영권 방어 장치 없애는 5%룰 완화”, [문화일보 포럼], 2019. 9. 10.; 최준선, “5%룰 완화, 기업만 숨막힌다”, [한국경제신문 시론], 2019. 9.
20.
111) 금융상품거래법 제27조의26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8의2,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공시에 관한 내각부령 제16조 참조.
‘중요제안행위’란 투자처기업의 주주총회에서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발행자의 사업 활동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써 정령에
열거하는 ‘일정사항’을 제안하는 행위
ㅇ (일정한 사항) 발행자 또는 그 자회사에 관한 이하의 사항을 말한다.
① 중요한 재산의 처분 또는 양수
② 거액의 차재
③ 대표이사의 선ㆍ해임
④ 임원 구성의 중요한 변경
⑤ 지배인, 기타 중요한 사용인의 선ㆍ해임
⑥ 지점, 기타 중요한 조직의 설치, 변경 또는 폐지
⑦ 주식교환, 주식이전, 회사의 분할 또는 합병
⑧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ㆍ수도, 휴지 또는 폐지
⑨ 배당에 관한 방침의 중요한 변경
⑩ 상장 또는 상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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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고, 그 외 중요 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적극적

준을 하향 조정하여 가고 있다.112) 한국의 경우도 사

투자자로서의 정식보고를 요구한다. 그런데 배당은 ‘경

모펀드 개편과 함께 5%룰을 개선해야 한다.113) 대부분

영관여 목적’은 아니지만 그 외 중요사항에 해당하여

의 유럽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것과 같이 5%가 아니

정식보고가 요구된다. 따라서 ‘자본구조나 배당정책(주

라 3%로 강화해야 한다.

식분할이나 주식배당 등을 모두 포함)에 중대한 변화

예컨대

EU

투명성

지침(The

European

(material change)를 가져오는 행위’를 하려면 적극적

Transparency Directive, TD)은 의결권이 있는 지분율

투자자로서 정식보고서식인 Schedule 13D에 따라 상

이 3%, 5%, 10%, 15%, 20%, 30%, 50% 또는 75% 경

세한 보유목적을 보고해야 한다. 판례상 ‘중요성’의 의

계선에 도달, 초과 또는 미달한 경우 4거래일 이내 발

미는 10% 이상의 변화는 ‘중요’, 5% 이하의 변화는

행사에게 보고하도록 한다(TD 제9조 제1항, 제12조 제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사이

2항). 독일 증권거래법은 최소 3%부터 일정 수준의 지

구간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한

분 취득 시 4거래일 이내 발행회사에 보고하게 하고

국에서는 배당 자체가 경영 영향과 무관하다며 억지로

있고(Wertpapierhandelsgesetz: WpHG 제23조), 영국

법령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의무를 완화하고 있다. 규제

도 최소 3%부터 일정 수준의 지분 취득 시 2거래일

정도가 global standard와 맞지 않다.

이내 발행회사에 대한 보고의무가 발생한다(Disclosure

둘째, 금융위와 거래소 보고형식이 문제이다. 개정

and Transparency Rules 5.1.3 및 5.8.3). 프랑스는 최

시행령에 따르면 공적연기금에 대해서는 보고기간을

소 5%부터 일정 수준의 의결권 취득 시에(Code de

늘였을 뿐만 아니라 약식보고만 하면 된다. 경영권에

Commerce 233-7조) 4거래일 내에 공시하도록 하고

영향을 끼칠 목적이 있더라도 5일 내 약식보고하면 된

있다.

다. 이사해임ㆍ위법행위유지ㆍ지배구조변경을 위한 정

예컨대 미국에서도 5% 취득 후 10일 내에(SEC Rule

관변경ㆍ임원보수ㆍ배당관련 제안 등의 경우는 월별

13(d) 및 동시행령 17 CFR 240.13d-1(b)) 증권거래위

약식보고를, 의결권 행사ㆍ신주인수권 행사 등의 경우

원회(SEC)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40년 전에 도입

는 분기 약식보고를 하면 된다. 연기금은 기업을 적대

된 5%룰을 수정해 5% 이상 1일 내 보고로 개정해야

적 M&A할 일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연기금도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전개되고 있다.114) 이에

그동안 경영간섭은 꾸준히 해 왔다. 앞으로는 스튜어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115) 현재 한국에서는 대량취득

드십 코드를 명분으로 더욱 빈번하고 깊이 관여할 것

보고 기간은 (5% 이상 취득일로부터) 5일 내에 상세보

이다. 시행령 개정은 연기금에게 과도한 규제완화를

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보고기한은 한

감행한 것이다.

국에서는 5일 이내가 아닌 2거래일 내로 단축해야 한

셋째, 한국은 주식 등 대량 보유 보고의무에서 요구

다. 한국은 적대적 M&A나 경영권 간섭에 대한 방어수

되는 보유비율 기준을 제도 도입 시부터 5% 이상으로

단이 전혀 없어서 조기 경보체제 확립이 매우 중요하

정하고 있지만(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미국과 일

고, 이리떼가 형성될 즈음에는 하룻밤 사이에 주주 구

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주요 국가들은 주식 대

성이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이다.116)

량보유 관련 공시의무에서 요구하는 주식보유비율 기

다섯째,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

⑪ 자본정책에 관한 중요한 변경
⑫ 해산
⑬ 파산절차개시, 회생절차개시 또는 경정절차개시의 신청
112) 김병태, “외국의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15-31. 2015. 12., 36면; 김용기, 상게 논단, 25면.
113) 김용기, “5%룰 공시제도의 문제점과 보완방향”, 「월간상장」, 2007. 11월호, 24면 이하.
114) Letter from Wachtell, Lipton, Rosen & Katz to Elizabeth M. Murphy, Sec'y, U.S. Sec. & Exch. Comm'n(May 7, 2011). 신석훈, “최근 자본시
장 환경변화에 따른 5%룰 개선 방향”, 기업소송연구회, 2019. 10. 28. 발표자료 10면 참조.
115) Grace Lee Mead, op. cit., p.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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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차반환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단차반환제도는 10%

이 조치는 국민연금에만 해당하므로 결국 시행령 개

이상을 취득한 일반 기관투자자는 지분취득일로부터 6

정은 무리를 해서라도 국민연금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개월 내에 매도할 경우 그 매매차액을 해당 기업에 반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바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력

환해야할 의무를 말한다.117) 10%룰이라고 하며, 이는

히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한국 기업들의 big

본래 지분율 10% 이상 주주를 ‘내부자’로 보고 부당한

brother인 국민연금이 기업에 대한 강력한 지배권을

미공개정보 이용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행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 미국 1934년 증권거래법

는 장기투자를 지향한다는 국민연금에게 장기투자를

제16조(b)를 본받아 1976년 증권거래법에서 도입된 제

장려하기는커녕 단타 매매를 조장하는 정책이 될 것이

도이다. 입법례로는 중국 증권법 제47조, 일본 금융상

라는 비판이 있다. 필자의 생각에는 이에 더 나아가

품거래법 제164조가 있다. 단기 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정부가 지향하는 연금사회주의로 한걸음 더 나아갔다

한국의 허술한 내부자거래 규제를 고려할 때 내부자거

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래 억제제도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공개

여섯째, 5%룰 또는 10%룰 공시위반자에 대한 강력

정보 이용행위가 워낙 은밀하게 이루어져 위법행위를

한 조치가 필요하다. 5%룰 관련 공시 위반에 대하여는

적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일률적인 규제의

의결권 박탈 외에도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현재

불가피성도 인정할 수 있다.118)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8호에 5년 이하의 징역과 벌

문제는 현재 일반 기관투자자와는 달리 공적 연기금

금조항이 있으나 제대로 처벌받는 경우는 것의 없는

은 취득목적이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닌 경우’ 단기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금융감독원의 검

익 반환의무를 면제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술

사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가 고발해

한 바와 같이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보면 공적

야 하는데, 실제로는 경고조치가 많고 과징금 액수도

연기금이 심지어 정관변경을 요구한다 해도 경영권 영

미미할 뿐 아니라 검찰 고발이 이루어져도 실제 제재

향이 없다고 강변하면서도 차액반환의무면제는 유지하

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려 실효성이 없다. 허위공시의

고 있다. 이로써 연기금은 더욱 자유롭게 경영간섭에

혐의가 있을 때 정부 및 관련 당국은 물론 해당 기업

나설 수 있게 되었다. 이 조치도 실은 국민연금에만

에게 조사 혹은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해당한다.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공적연기금은 국

야 한다. 정부나 감독당국의 인력으로서는 개개 기업

민연금뿐이기 때문이다.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도 강

의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들의 공시내용을 샅샅이 들여

한 정치적 압력을 받는 공적연기금에 대해서 특혜를

다 볼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당 이해관계자인 기

주는 이와 같은 제도가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다. 미공

업이 문제가 되는 공시의 내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개 정보의 이용은 별개 문제이고, 기존 제도의 유지로

야 한다.119)

국민연금은 상법상 주주권의 행사ㆍ보편적 지배구조

세계적으로 헤지펀드들의 주주행동주의가 뚜렷하게

관련ㆍ배당 등 관련 주주활동을 하더라도 취득 주식을

나타남에 따라 5%룰을 정밀하게 재정비하지 않을 경

6개월까지 들고 있을 필요 없이 언제든 팔아치울 수

우 헤지펀드와 국내 대주주 간에 불공정한 경쟁이 야

있다. 시장에서 요동친 주가가 6개월 정도 지나면 정

기되고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상화될 위험이 있는데, 6개월 내 고점에 이른 때라고

높다. 지금까지는 외국계 펀드들이 금감원의 5%룰 위

판단되면 바로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게 된다.

반으로 주의나 경고조치를 내릴 뿐 형사조치가 없다는

116) Alon Brav, Amil Dasgupta, Richmond Mathews, op. cit., p. 5.; Nathan, C., 2009. Recent Poison Pill Developments and Trends.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ial Regulation (Blog Posting 5/12/2009).
117) 최준선, “5%룰 완화, 기업만 숨막힌다”, [한국경제신문 시론], 2019. 9. 20. 참조.
118) 성희활, “자본시장법상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에 관한 고찰－체계 변화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선방향 고찰－”, ｢증권법연구｣, 제12권 제2호 (2011), 310면.
119) 김용기, 전게 논단,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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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악용해 5%룰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왔다고 한다.

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123)

현재는 5%룰 위반 시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되
나 이를 위반한 때에는 의결권 자체(전부)가 박탈되도

3.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연대행사 금지

록 해야 한다.
이 밖에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장기보유자에게는

기관투자자들은 경영진과 문서나 회합을 통한 방법

세제혜택을 주어야 한다.120) 펀드매니저들의 보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영에 관여한다. 이를 ‘건전한 목

운용사의 성과가 아니라 투자자의 성과와 일치하도록

적을 가진 대화 – 기업경영에의 관여’(engagement)라

해야 한다.

한다. 예컨대 CalPERS의 ‘Focus List’와 같은 것은 기

한편 이 와중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개

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적극적 관여라 할 수 있다.

최한 ‘기관투자가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

그 밖에 투자대상 회사와의 대화, 투자자 연대를 통한

선방안’ 공청회에서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확대를 위

영향력 확대, 입법운동 등이 있을 수 있다.124) 그런데

해서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경영참가목

기관투자자 간의 연대를 통하여 특정한 기업에 대해

적’)의 인정범위를 축소함으로써 ‘5% 보고’ 부담을 오

집단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기관투자자

히려 덜어주자는 취지의 발표를 해121) 기업의 기대를

사이에 묵시적 협력을 통하여 기업의 경영에 간섭할

외면하는 주장을 했다.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예컨대 스튜어드십 코드의 지

적’ 존재 여부 식별을 ‘지배 변경에 영향을 미칠 수

침에 따라 기관투자자들이 포럼을 구성하여 대량보유

있는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몇 가지를 예시하고 있다.

보고제도의 5%룰을 적용받지 않고 서로 협력하여 의

제시된 한 가지 예를 보면 ‘임원 구성의 중대한 변경

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125) 기관투자자들이 연대하는

을 가져오는 임원의 선임ㆍ해임’을 ‘지배 변경에 영향

경우에는 사실상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효과가

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과

발생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은 대량보유보고의 기준이

반수 이상 이사의 선임ㆍ해임’을 들고 있다.122) ‘과반

되는 지분비율을 5%로 정하고 있으므로 기관투자자들

수 이상’이면 경영권 탈취 수준이다. 이 정도 되어야

이 보다 쉽게 연대하여 주주활동을 할 수 있고, 이를

경영참가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이사나 감사

통해 기업경영을 압박할 우려가 크다.126)

1~2명의 선임이나 해임안 제출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

또한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 등에게 불리한

기 위한 목적’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

3% 의결권 제한제도가 기관투자자들이 연대하는 때에

다. 이에 동의할 기업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는 적용되지 않아 기관투자자들을 대표하는 감사위원

이 발표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

선임이 훨씬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나아가 상법개정

우용 전무는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강화

안에서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하고 집중투표제도까지 도

해야 한다는 얘기와 동시에 5%룰 개편 논의가 제기되

입된다면 기관투자자들의 경영개입은 매우 심화될 수

고 있다”며, “과연 순수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의

있다.127)

120) Leo E. Strine, Jr., op. cit., “Who Bleeds When the Wolves Bite?”, p.1956ff.
121) 이시연⋅이보미, 전게 발표자료 참조.
122) 위 발표자료 37면.
123) https://kr.investing.com/news/economy-news/article-183665. 오형주 기자.
124) 김순호, ｢시장영향력을 고려한 기금운용방안: 주주권행사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연구원, 2013, 9면.
125) 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코스닥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스튜어드십 코드도입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건의 – 기업지배구조
원 제정안(2015.12.2.) 중심 -”, 2016, 3면.
126) 한국은 일본과는 지분비율은 5%로 같지만 일본보다 공동보유자 및 경영참여행위로 인정되는 범위를 좁게 정하고 있다. 즉 한국은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
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만 공동보유자로 보지만, 일본은 ‘주주로서의 의결권 기타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어서 주주권의 행사이면 어느 것이나 인정되며, 일본은
대량보유보고제도 특례의 적용예외 사유인 경영참여행위에 우리나라에는 포함되지 않는 중요 사용인의 선⋅해임, 상장⋅상장폐지, 중요재산의 ‘양수’, 다액의
차재(借財), 지점 기타 중요한 조직의 설치, 변경 또는 폐지, 파산 및 회생절차의 개시 등이 포함된다. 김순석, 전게 논문, 33면.
127) 김순석, 전게 논문, 33면; 안수현, 전게 논문, 68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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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연대행사를 저지하는 방안은 의식적 병행행
위(conscious

parallelism)나

능하다. 또한 위임장 경쟁(proxy contest)의 경우 필요

협력행위(concerted

한 공시가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기

action)가 발견되는 경우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128) 의

간 동안”에 이루어졌다면 제13조(d)에 따른 금지명령이

식적

적용되지 않는다.130) 미국에서는 제재가 없더라도 타

병행행위나

협력행위의

“exchanging

information

privately),

attending

증거는

(whether

대체로

publicly

or

깃회사의

이사회는

다양한

방어수단(defensive

conducting

maneuvers)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자율에 맡

discussions, or making or soliciting invitations to

겨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방어수단이 과도하

act in concert or in parallel”를 말한다. 문제는 증거

면 Third Point LLC v. Ruprecht131) 등 많은 사례에

포착이다. 이를 위해 미국의 Sherman Antitrust Act상

서 보는 바와 같이 소송으로 해결된다.132)

meetings,

담합행위 인정 요건을 도입하는 주장이 있는 것처
럼129) 한국 공정거래법상의 담합행위 인정 요건을 활

(1) 포이즌 필 도입

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단기 투기자본의 공격으로부터 기업을 지키는 방법

4. 헤지펀드들의 의결권 행사 제한과 경영권 방어수
단과의 연계

으로는 기업을 공격하려는 자가 예컨대 발행주식 총수
의 10% 이상의 주식을 확보한 경우 등 정관이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반드시 기업과

현재 국내 헤지펀드들의 의결권이 10%로 제한된다.

감독 당국에 이를 고지하여야 하고 이때 기업은 포이

그런데 금융위원회의 2018년 9월 27일 사모펀드 개편

즌 필을 활용하여 경영권 방어에 나설 수 있는 포이즌

방안에 따르면 이러한 제한은 없어질 예정이다. 그러

필 제도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 앞에서

나 사모펀드 개편방안에도 불구하고 헤지펀드들의 의

본 여러 사례에서 포이즌 필이 경영간섭에 대한 적절

결권이 10%로 제한하는 규정은 적어도 포이즌 필과

한 방어수단이 된 사례가 있음을 보았다.

차등의결권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유지되
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포이즌 필이 헤지펀드의 시장 교정적 메
커니즘을 무력화한다는 이유로 적어도 적대적 헤지펀

미국 증권감독 당국의 방침도 헤지펀드의 활동에 통

드가 주식 전부를 전부 현금으로 매수하겠다는 공개매

상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시위반에 대한 제

수(all-cash all-shares tender offer)를 한다고 할 때에

재 역시도 매우 관대한 편이다. 겨우 Schedule 13D

만 포이즌 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향으로

공시를

미국 주회사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133)

정정하도록

(injunction)은

명령하는

발행인이

정도이다.

회복할

수

금지명령

없는

손해

그러나 한국에는 포이즌 필 제도 자체가 도입되지 않

(irreparable harm)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가능하

았는데, 더욱 문제는 도입 그 자체보다도 설계의 자유

며, “위반의 재발에 대한 인지가능한 위험”(cognizable

를 기업에 부여하여 예컨대 wolf pack 같은 것까지

danger of recurrent violation)이 존재해야 발동이 가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134) 그

128) Kimberly Goldman, “Theories and Solutions on Wolf Pack Activism”, Michigan Business & Entrepreneurial Law Review, Volume 7, Issue
2(2018).
129) William R. Tevlin, op. cit., 84 Fordham L. Rev. 2335(2016).
130) William R. Tevlin, op. cit., p.2345.
131) No. 9469-VCP, 2014 WL 1922029(Del. Ch. May 2, 2014).
132) William R. Tevlin, op. cit., p.2345.
133) Bernard S. Sharfman, op. cit., p.272.
134) Wolf pack 형성의 mechanism을 분석한 논문으로 Yu Ting Forester Wong, “Wolves at the Door: A Closer Look at Hedge Fund Activism”,
2016 Theses Doctoral, Ph.D., Columbia University 참조. 포이즌 필과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가 행동주의자가 모을 수 있는 주식량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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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관투자자들 간의 담합을 공정거

하고 있다.141) 일본은 종류주식의 하나로 거부권 주식

래법상의 담합과 동일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으며, 기

과 복수의결권주식을 허용함으로써 이른바 황금주를

관투자자들의 지분 구성을 파악한 후에 기업이 포이즌

인정하고 있다. 다만, 복수의결권 제도를 채택한 기업

필을 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의 경우 의결권이 많은 주식의 상장은 불허하고, 이미

이사회가 포이즌 필 활용여부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

상장된 회사가 거부권 주식을 발행하거나 복수의결권

의로써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라 판단할 수 있어야 한

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금지하며 이를 발행할 때에는

다.135) ‘Golden Quartet’(황금의 4중주)라 불리는 M&A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영국은 프리미엄 리스팅을142)

관련 4개의 중요한 Delaware 판결, Revlon136) v.

하려면 회사에 대한 소유와 지배의 비례관계가 유지될

MacAndrews

(Revlon);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차등의결권을 채택하면 프리미

Unocal Corp. v. Mesa Petroleum Co. (Unocal);

엄 리스팅 요건 충족이 불가하게 되므로 영국에서는

Weinberger137)

상장회사는 사실상 차등의결권주식 발행이 어렵다.

&

Forbes

v.

UOP,

Holding,

Inc.

Inc.

(Weinberger);

and

Blasius Indus., Inc.138) v. Atlas Corp. (Blasius)이 훌

이와 같이 주요 선진국은 차등의결권 제도를 허용하

륭한 참고가 될 것인데,139) 이 중 적대적 경영위협에

고 있으나 기 상장된 주식의 경우는 사실상 활용이 어

대한 포이즌 필 행사의 당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렵다. 나아가 기업민주주의와 1주 1투표 원칙에 반한

Unocal Test가140) 중요하다.

다는 점, 채택한 기업 수도 감소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미 도입한 국가에서도 차등의결권 반대 움직임
이 노골화되고 있다.143) 2019년 6월 현재 31조 달러

(2)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자산 규모의 60여 개 자산운용사 협력체인 미국 ISG
차등의결권 제도의 효과에 대하여 찬반 논란이 진행

(Investor Stewardship Group)은144) 차등의결권 제도

중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프랑스는 주주가 2년 이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35조 달러 규모 자산운용사 대

상 주식을 보유한 경우 2배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이른

표

바 tenured voting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미국은 상장

Institutional Investors)는145) 어떤 한 회사에 대해 차

규정에서 이미 차등의결권 제도를 채택한 회사가 상장

등의결권 7년 일몰을 요구했다. 캐나다 토론토거래소

하거나 차등의결권 제도가 채택된 상태에서 회사가 상

상장기업 중 차등의결권 도입 기업은 1993년 163개

장 후 차등의결권 주식을 추가 발행하는 것을 허용한

(14%)에서 2010년 83개사(6%)로 줄었다. 이미 도입한

다. 다만, 이미 상장된 회사가 신규로 차등의결권 제도

기업도 일몰조항을 두어 창업 1세대에 한하여 이를 허

를 도입하는 것은 기존 주주권익 침해를 이유로 금지

용하는 경우가 많다.

기관인

기관투자가협의회인

CII(Council

of

135) Bernard S. Sharfman, op. cit., p.253.
136) Revlon 사건은 우호적 공개매수 시 이사회는 최고가를 제시하는 매수자에게 주식을 매각하여 주주의 단기적 이익의 최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137) Weinberger 사건은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는 있으나(squeeze out), 그 과정은 반드시 공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138) Blasius 사건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사회가 주주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139) James D. Cox, Randall S. Thomas, “Delaware’s Retreat: Exploring Developing Fissures and Tectonic Shifts in the Delaware Corporate
Law”, 42 Del. J. Corp. L. 323 p. 324 ff.(2018).
140) Unocal v. Mesa Petroleum Co., 493 A.2d 946 (Del. 1985) 사건은 경영권 방어조치를 취하기 위한 확립된 요건(test)을 확립했다. 즉, 적대적 M&A
시도 등에 대응하기 위해 회사의 이사진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조치를 취할 때 (곧바로 Business Judgment Rule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Unocal test를
통과해야만 BJR의 보호를 받게 된다. Unocal test는 ① 적대적 M&A 시도가 회사의 정책과 효율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
을 것, ② 비례성 검토로서, 방어조치가 위험에 상응하는 합리적일 것을 요한다(입증책임은 이사에게 있음). Bernard S. Sharfman, op. cit., p.269 ff.
141) 뉴욕증권거래서 상장규정 313조, 나스닥 주식시장규정 5640조.
142) 런던 증권거래소 상장규정 7.2.1.A. 프리미엄 리스팅이란 EU규정 대비 더 엄격한 영국지배구조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상장옵션을 말
한다. EU 최소규정 충족 회사는 스탠다드 리스팅을 하면 된다.
143) Vijay Govindarajan, Shivaram Rajgopal, Anup Srivastava, Luminita Enache, “Should Dual-Class Shares Be Banned?”, December 03, 2018
Harvard Bisiness Review.
144) https://isgframework.org/
145) https://www.ci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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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차등의결권 제도의 폐지는 득보다 실이 크다

5. 펀드 일반에 대한 공시 강화

는 것이 미국에서도 중론이다.146) 차등의결권을 금지
하면 많은 테크 기업(technology enterprises)이 비상장

공시의 비대칭을 해소해야 한다. 현재는 기업에 대

기업으로 남거나, 상장한 기업도 비공개 기업으로 전

한 정보와 대량보유자에 대한 정보의 불균형이 매우

환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도 우려할만한 사

크다. 한국 자본시장법상 기업이 공시해야 하는 사항

실이다. 2017년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의 1/5

은 대주주에 관한 사항, 계열회사, 지배구조, 자기주식

이 차등의결권주식을 가지고 있다. IT기업의 50%가 차

매입현황, 경영진의 보상 구조 등 대부분의 정보를 공

등의결권주식을 발행했다. Warren Buffet은 차등의결

개해야 하고, 그 분량은 어마어마하다. 그러나 이들 기

권주식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이

업을 공격하는 행동주의 펀드들은 거의 알려지는 것이

대주주인 Berkshire Hathaway는 차등의결권주식을 발

없다.

행했다. MSCI의 분석 결과를 보면 2007년 11월부터

대량보유자의 자금조성 내용을 보완하고 감독을 철

2017년 8월까지의 기간 동안 차등의결권주식을 보유

저히 하여야 한다.149) 투자성과, 펀드매니저별 성과보

하고 있는 기업의 실적이 이를 갖지 않은 회사의 실적

수, 총보수, 운용성과, 투자자별로 부담한 운용보수 내

을 훨씬 능가했다. 차등의결권주식 발행을 금지하면

역, 보유자산현황, 펀드가 보유한 기업 주가와 연계된

기업공개가 어려운 회사가 많아진다. 일몰조항도 문제

모든 금융상품 - 매수, 매입, 중립, 파생포지션 – 현황

가 있다. 5년 또는 10년 후에 회사가 안정화된다는 보

을 공시토록 해야 한다. 이리떼(wolf pack)처럼 몰려서

장이 없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초대형 미국 회사들인

특정 지분율 이상을 취득했을 때는 이를 즉시 공시해

Ford, Caterpillar, Walmart, Macy’s, Sears, Boeing,

야 한다. 현재 5%룰 공시제도 중 공동보유자에 관한

General

규정은 상당히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보완해야 한

Electric,

John

Deere,

Duke

Energy,

Thompson Reuters는 심각한 구조조정을 해야만 했다.

다.150)

Amazon, Alphabet, IBM, Apple도 창업 후 수차례의

이 점은 미국에서도 사정이 같은데, 미국에서는 기껏

변신을 거듭해 오늘에 이르렀다. 이처럼 기업의 앞날

5% 이상 지분보유신고를 13D Filing, 수탁고 자산 중

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경영권의 안정은 매

주식 금액이 1억 달러 이상인 기관투자자들은 분기별

우 중요하다고 본다.

로 SEC에 주식보유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13F Filing

필자의 생각으로는 전체 주주의 과반수 동의로 차등

정도이다. 행동주의 펀드들은 대리인 문제 등 기업의

의결권주식의 발행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본다. 기존

약점을 쉽게 파고들 수 있는 반면, 기업으로서는 펀드

상장회사에게도 과감하게 허용해야 한다.147) 복수의결

의 실체를 알 수 없어 펀드들의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

권주식 전면 금지, 심지어 의무적인 일몰 조항까지 강

처할 수 없다.151) 정보비대칭의 해소가 시급하다.

요하는 대신 보다 유연한 주식 보유 구조를 권장해야
한다.148)

Grace Lee Mead는 펀드들의 sunlight bylaw(햇빛

준칙) 및 상호공시(Reciprocal Disclosures)로서 다양한
내용의 공시를 주창한다.152) 그 중 중요한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특히 wolf pack에 대한 대응방

146) Vijay Govindarajan, Shivaram Rajgopal, Anup Srivastava, Luminita Enache, ibid.
147) 최준선, “장기투자자에게 더 많은 투표권 줘야”, [한국경제신문 시론], 2018. 10. 18.
148) Ibid.
149) 김병태, 전게 논문, 45면; 김용기, 전게 논단, 26면.
150) 김용기, 전게 논단, 26면.
151) Grace Lee Mead, op. cit., p. 489.
152) Grace Lee Mead, op. cit., p. 503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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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으로 고안된 것이 많다. 회사의 재무적 지분

기 내용 중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면 1영업일 내에 수

(financial interest)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된 투자자

정하여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상기 규정을 위반

는, 그 자신과 같은 목적으로 행동하는 투자자를 대표

하게 되면 해당 투자자(행동주의 헤지펀드)는 주주총회

하여, 1영업일 이내에 인터넷상에 지분내역과 보유 목

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적을 공개해야 한다. 여기서 재무적 지분이란 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가치 증가 또는 감소로부터 직접적⋅간

한국에서는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기업을 공격하는
펀드들의 공시의무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접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금융수단
을 포함한다. 회사 주식에 대한 매도 포지션, 파생상

6. 자본시장법 시행령·국민연금법 시행령 재개정

품, 스왑 등을 포함하여 간접적인 형태로 보유하고 있
는 재무적 지분은 따로 공시해야 한다. 해당 투자자와

전술한 바와 같이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2020년 1월

함께 행동하는 당사자(those parties with which the

21일 일제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같은 날 국민연금

stockholder is coordinating)도 공시해야 하는데, 투자

법 시행령ㆍ상법 시행령도 통과되었다. 이 밖에 정부

자와 비공개 중요 정보(투자자의 주주제안 내용, 13D

는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추진하여 사모펀드의 유형 중

Filing, 의결권 행사 전략)를 공유하는 자를 포함한다.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의 구분을 폐지하고 해외

직접 주식을 보유는 하고 있지 않지만 해당 투자자와

헤지펀드와 똑같이 무제한의 주식취득과 무제한의 의

비공개 중요 정보(투자자의 주주제안 내용,

결권 행사를 허용할 방침인데(전술함), 이것도 기업 경

13D

Filing, 의결권 행사 전략)를 공유하는 당사자에 대한

영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조치이다.

정보도 공시되어야 한다. 해당 투자자와 함께 행동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에서 우려할만한 것은, 시행

는 당사자는 개별적으로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

령에 제80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지 않더라도 비공개 정보를 공유받은 이후 1영업일 이

및 구성)을 신설해, “법 제103조 제1항 각 호의 심의

내에 관련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타깃 회사에 대한

ㆍ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기 위

투자금액은 그 투자자(예: 헤지펀드)의 전체 투자금액

하여 운용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국민연금기금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도 공시해야 한다. 해당 회

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사에 대한 투자전략 또는 주주제안과 관련하여 의사결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 ② 국민연금기금수탁

정을 내리는 자에 대한 보상 정보(전체 금액, 자산운용

자책임전문위원회, ③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ㆍ성과보상

수탁고 대비 비율, 실현/비실현 이익 대비 성과보수

전문위원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의 두 기구는 2018

비율 등)도 공시해야 한다.

년 7월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 집행기관이 되므로 기

투자자가 최근 5년간 투자한 모든 자산과 상장주식

업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위원회로서, 국민의 권리를

의 분기별 수익률, 최소 3년 이상 보유한 모든 투자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위원회인데, 이들

및 상장주식에 대해 공시해야 한다. 투자자가 최근 5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시행령으로 가볍게 처리한 것은

년간 투자한 모든 자산과 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연간

위헌문제가 있다. 같은 기금운영위원회 산하에 있지만

거래 회전율이 공시되어야 한다. 투자자의 이전 13D

법률에 근거를 둔 ‘실무평가위원회’와 균형이 맞지 않

Filing, Sunlight 부속정관 하에서의 정보공개 내역, 투

다. 법률에 규정해야 할 사안이므로 시행령의 규정을

자 대상 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기간 등도 공시되어야

폐지하고 조속히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한다. 13D Filing과 관련한 모든 여타 정보들도 공시
되어야 한다.
상기 내용을 담은 진술서의 사본과 인터넷 링크는
투자 대상 회사의 이메일 주소로 전송되어야 한다. 상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대응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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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기주식을 매수하는 이유는 경영권 방어 때문이

Ⅵ. 결론

다. 한국은 차등의결권주식이나 포이즌 필 같은 방어
2018년 7월 한 신문사가 실시한 20대 그룹에 대한

수단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자기주식을 대량으로 매수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은 경영권 위협 요인으로 ‘상법

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적대적 기업인수 세력이 나타나

개정안’(9곳)과 ‘헤지펀드의 공격’(7곳), ‘스튜어드십 코

면 그 자기주식을 우호주주에게 긴급히 처분하여 경영

드 도입’(4곳)을 꼽았다.153) 설상가상으로 최근 헤지펀

권 방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회사가 자

드의 주요 활동 무대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으

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주식의 의결권이

로 재편되고 있다는 것도 불길한 조짐이다. 미국 투자

없지만, 타인에게 처분하는 순간 그 타인이 가진 주식

은행 JP모건에 따르면 지난해 아시아에서 경영 개입

은 의결권이 회복되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직접적인

사례는 2011년의 10배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한다. 글

자기주식 매수뿐만 아니라 자기주식 신탁을 통한 간접

로벌 평균인 2배를 훨씬 웃돈다. 국내 기업은 특히 헤

적인 자기주식 매수까지 포함할 경우, 기업들이 자기

지펀드 공격에 취약하다. 삼성전자ㆍ현대차ㆍSK하이닉

회사 주식을 되사는데 쓴 돈은 2017년 8조 1,000억

스 등 4대 그룹 상장사 55개 가운데 19개(35%)는 대

원에 이어, 2018년에 들어서도 상반기에만 3조 6천억

주주 지분보다 외국인 지분이 높다.154) 기관투자자의

원에 달한다. 내수 부진과 함께 기업들의 침체된 설비

의결권 행사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개선과 기업의 경

투자가 국내경기 회복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영투명성 확보에 일조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을 대거 자기주

그러나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가 가져올 부작용이

식 매수에 쓰고 있는 현 상황은 심히 우려된다.
둘째, 최근 기업들의 배당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

너무 크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가장 중요한 부작용은 다음 두 가지이다.

역시 외부로부터의 경영권 위협이 높아진 상황과 무관

첫째, 2002년에는 3천 5백억 원의 순매각을 기록했

하지 않다.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던 상장기업들의 자기주식 직접 매수액을 보면, SK와

분석한 결과, 배당성향(기업이 벌어들인 당기순이익 중

소버린 사이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2003년에는 6조

배당금으로 주주에게 돌려주는 금액의 비율)은 2000회

5천억 원의 순매수를 기록하였고, 2018년에 들어서도

계연도의 20.1%에서 2003회계연도에는 24.6%로 높아

6월까지만 2조 원이 넘는 순매수를 기록했다. 기업들

졌다. 이것이 2018년에는 34.88%로 대폭 높아졌다.

<표 2> 연도별 평균 배당성향***
(단위: %)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배당성향

34.18

34.39

34.46

33.81

34.88

* 12월 결산법인 중 외국주권 상장법인, 부동산·선박 투자회사 등 제외
** 평균배당성향: 배당성향이 음수이거나 200%를 초과하는 기업 제외
*** 금융연구원 보도자료 2019. 4. 11.

153)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09/2018070900196.html
15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09/20180709001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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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외국인에 대한 배당금 지급액이 크게 늘어

경하고, 2거래일 내 신고해야 하며, 위반자에 대

2000년 1조 2천억 원, 2003년 2조 7천억 원이던 것이

하여는 의결권을 박탈해야 한다. 2020년 1월 21

2019년에는 7조 8천 6백억 원에 이르렀다. 물론 안정

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국민

적인 장기 주식투자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기업의 배

연금법 시행령을 재개정해, 개정 이전으로 되돌

당수준을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하지

아가야 한다.

만 기업의 투자가 극도로 부진한 가운데 주주의 기대
를 충족시키기 위해 벌어들인 이익을 대거 주주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저하

(4) 차등의결권 제도와 포이즌 필 제도를 신속히 도

입해야 한다.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장려하는 것이 기업과

(5) 공시의 비대칭을 해소해야 한다.

국가에 무슨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기업을 위해서는 주주행동

(6) 법인 간 주식교차보유허용 등을 허용해야 하고,

주의자들이 성가신 존재일 뿐이지만, 문제가 있는 기

적대적 M&A 방지를 위한 신주발행금지나 출자

업에게는 오히려 좋은 약이 되었다. 주주행동주의자들

총액한도를 초과한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의 활동이 기업지배구조에서 교정적 메커니즘으로 작

행사금지 등의 역차별 제도도 철폐해야 한다.

용하여 주주가치 제고와 타깃 기업의 성과 향상에 기
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 활동을 이사회가 무시한

(7) 의결권 자문사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다면 교정적 메커니즘으로서의 가치는 상실된다. 따라

이와 관련하여 김승희 의원은 의결권 자문업에

서 헤지펀드들의 활동의 자유와 그에 따른 부작용 간

대한 신고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

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필자는 다음

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는데 이 법안에 찬동한다.

과 같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행은 기관투자자들의 자율

에 맡겨야 한다. 국내 최대의 기관투자자인 국
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시행하는 위탁운용
사에게 가산점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
면 국민연금이 사실상 한국의 주요 대기업을 지
배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다.155)

그리고 기

관투자자들의 의결권 연대행사를 금지할 것을

<주제어>
기관투자자, 헤지펀드, 주주행동주의, 이리떼 행동주
의, 스튜어드십 코드

제안한다.

<Keyword>
(2) 헤지펀드들의 의결권 행사를 10% 이내로 제한하

는 현행 자본시장법을 유지해야 하므로, 자본시

institutional investor, hedge fund, shareholder
activism, wolf pack activism, stewardship code

장법 개정안 중 이 부분에 대한 개정에는 반대
한다.
(3) 주식 대량보유 신고제도에서 5%룰은 3%룰로 변
155)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통한 대기업 견제론에 대한 비판적 견해로 황인학ㆍ최승재, 전게 논문, 89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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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e

CEOs,

who

are

promised

enormous

compensation, are bent on meeting institutional

Shareholder Activism: Impact and

investors’ hopes for short-term share price rallies

Defense

while ignoring the interests of other stake-holders
in the company. The typical characteristic feature

Prof.(emer.) Dr. Junesun Choi
School of Law
Sungkyunkwan University

of modern capital markets can be referred to as
separion of ownership from individual investors,
who are true stockholders, to institutional investors,
who are mere agents of true stockholders. Another

In recent decades, we could have noticed several
phenomena in the US capital market such as very
rapid

changes

in

shareholders,

shortening

the

period of stock retention, and institutional investors
becoming the main players in the stock markets.
Individual investors, who are true shareholders,
have become bystanders and are not participating
in

decision-making

recent

performance

of

company.

of

the

In

particular,

shareholder-activism

funds was notable. Shareholder activists are known
to be investors with little interest in the long-term
development of a company. Firms dominated by
shareholder activists tend to blur the notion of
corporate

prosperity

and

co-growth

between

company and employee, and companies ignore
wage increases of employee even when a company
has achieved the ever highest performance and
profit.

They

seek

only

additional

profit

by

increasing layoffs or accelerating wage cuts through
concentrating on off-shoring. This phenomenon is
gradually progressing not only in the United States
but also in the present Korea.
In

addition,

tendency

of

belonging

of

a

corporation to any country and to any region is
weakening. Boldly give up the benefit of belonging
to the state for the purpose of pursuit of profits
or

saving

by

taking

advantage

of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or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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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ory

feature may be the separation between professional
managers, who are agents of shareholders, and
institutional investors, who are agents of investors.
This feature can also be referred as to the conflict
between two powers of ‘corporate-manager agents’
and ‘money-manager agents’.
In the paper, the writer has shed light on the
positive and negative roles of shareholder activists
under the revision of the Korea Capital Market Act
and examined ways to protect domestic companies
from the
activists.

negative

aspects

of

the

share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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