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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자산은 최종수익자인 국민의 이

그러나 최근 도입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의 경우

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국민은 노

이와 같은 기금운용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한 것

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으로 보여진다. 또한 기금운용 및 의결권행사 주체의 경우

도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안정성 및 수익성을 최우

독립성 및 공익성을 강조하다보니 투자에 관한 전문성이

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결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배구조 하에서 기금운용은 안

의결권행사도 자산운용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기

정성과 수익성 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공익성 측면이

금의 의결권행사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금의 안

강조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정성 및 수익성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튜어드십 코

국민연금기금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기금운용목표는 더

드의 내용에 국민연금기금 보유주식의 의결권행사가 기금

욱 분명해진다. 현재 증가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은 2041

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57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

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금운용 및 의결권행사

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감소는 제도 도입단계부터 이미

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아

예정되어 있던 결과이다. 따라서 국민연금법은 물론 헌법

울러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에 영향력이 큰 의결권행사 자문

재판소 판례도 국민연금 기금운용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최

회사에 대한 규제방안 및 국민연금기금 고갈시 보유자산의

우선 목표라고 보았던 것이다.

처분 방안 등 출구전략의 준비도 필요하다.

Ⅰ. 서론
□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시각은 현재 중심의 시각과
미래 중심의 시각이 함께 존재하고 있음
◦ 현재 중심의 시각은 660조원이나 되는 국민연
금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
으며, 미래 중심의 시각은 2057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음
◦ 그러나 이들이 바라보는 국민연금기금은 하나
의 국민연금기금이며, 따라서 현재와 미래를 함
께 고려하는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기금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려한다면, 미
래의 기금고갈을 막기 위해 현재 어떻게 해야 하는
가가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함
◦ 즉, 기금고갈을 막기 위해서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최우선 목표로 운용하는 것이 국민연
금기금 운용자의 기본책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최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의결권행사와 관련한 모습에서는 미래를 고려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국민연금 제4차 재정추계결과는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시기가 계속 빨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있어 수익성 및
안정성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결권행사는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 이는 결과적으로 기금고갈을 더 앞당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향후 급격한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보유주
식 등 자산매각에 따른 국가경제전체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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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기금의 미래를 고려할 때 국민연금의 스
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이에 따른 의결권행사에
있어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지배구조개
선 등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안정성 및 수익률
의 극대화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이하에서는 2018년 제4차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기금운영 및 의결권행사의 올바른 방
향제시 및 이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Ⅱ. 국민연금기금의 현황과 문제점

험료의 변화나 출산율 등의 변화에 따라 기금 소진
시점이 늦춰지거나 당겨질 수도 있음

□ 국민연금은 5년 마다 재정계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국민연금법 제4조 제2항). 이에 따라 2018
년에 제4차 재정추계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임

□ 현행 구조 하에서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고갈 시점이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큼

◦ 현재는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 규모가 충분하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설계당시부터 덜 내고

며, 당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규모는 약 660조 원이

고, 2041년까지 1,778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더 받는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출산율이 저하되고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적립된 기금의 고갈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임
* 국민연금 설계 당시 KDI보고서에서는 “1988년부터

◦ 그러나 2041년을 기점으로 수지적자가 발생하

제도가 시행된다고 가정할 때 2010년 이전에는 연금
수급자 수가 적어 지출액증가폭이 완만하나 2020년

여 2057년에는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

경(30년 이후)에는 재정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당해

상되고 있음

연도 수지차는 적자(-)를 시현(示顯)할 것으로 전망”

- <그림 1>에 보는 바와 같이 2041년을 정점으로

불과 16년 만에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

하였음. 또한 “누적적립기금은 2000년에는 29.7조
원에 달하고, 그 후 매년 확대됨으로서 2040년경에
는 1,559조 원까지 증가하였다가 2049년부터 감소

되고 있음

하기 시작하여 2050년에는 적립기금이 450조 원으

* 이러한 예상은 향후 70년간 보험료 9%와 소득대체

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즉, 국민연금은 설계당시

율 40%가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출산율이나 사망률

부터 적립기금의 고갈을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여짐1)

등 각종 거시경제변수를 고려한 예측치임. 따라서 보

<그림 1>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규모
(단위: 조 원)

출처: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2018.8.17)

1) KDI,「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관련과제 연구」(1986.2), 598-5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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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산율은 급격하게

* 2013년 발표된 제3차 재정추계결과 국민연금기금의

저하되고 있고,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국민연금

고갈시점은 2060년이었으나,

제4차 재정추계결과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도 줄어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짐. 후술하는 바와 같이 보험

들고 있음. 즉,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인구는 계속

료율의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기금고갈 시점은

감소하고 있지만, 제도 시행 후 30년이 경과함에

계속 앞당겨질 가능성이 큰 상황임

따라 고액수급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제4차 재정추계결과수급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

에 반해 가입자 수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2018년 재정추계 이후 관련 지표가 더 악화되
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5차 재정추계의
경우 제4차 재정추계에서 예상한 것보다 기금
고갈 시점이 빨라질 가능성이 적지 않음

경우

2015년

1.24명에서

◦ 제4차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2가지
안이 제시되었는데, 2가지 방안 모두 보험료의
인상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음

- 제4차 재정추계 당시 주요 가정 중에 하나인 합

계출산율의

□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
할 수 있는 것은 (ⅰ)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ⅱ) 투자수익을 증가시키는 것이지만, 2가지 방
법 모두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임

2050년

1.38명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그런데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8년 우
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1970년 통계작
성 이후 처음으로 1.0 이하로 떨어진 점을 고려
할 때 기금고갈 시점이 더 당겨질 가능성이 있음

- 제4차 재정추계의 경우 70년을 추계기간으로 하

고 추계기간이 끝날 때 적립배율 1배를 재정목표
로 설정하였음
* 추계기간을 70년으로 한 것은 미래 평균수명을 감안

한 것이고, 적립배율 1배를 적립한다는 것은 재정추
계 최종 연도에 1년 치의 국민연금 보험금 지급분을
확보한다는 것을 의미함

<그림 2> 가입자 수, 수급자 수 및 제도부양비
(단위: 천 명)

출처: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2018.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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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재정안정화 방안에 따른 보험료율 조정스케쥴

출처: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2018.8.17)

-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정안정화를 위해

*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

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큰 폭으로 인상될 수

다 3%씩 인상하여 1998년 9%가 되었으며, 이후 20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현행을 유지하는 경우에

년간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많은 연

는 특정 세대에 보험료인상 부담을 전가할 수밖

금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

에 없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 나안(파란

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고 있으나, 정치적으로

색선)과 같이 점차적인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임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인상이 되지 못하는 것으

* 제4차 재정추계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제도개

선방향에서는 재정안정화 방안을 크게 2가지 안으로
제시하였음. 두 가지 방안은 인상시점은 다르지만 보
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음. 위
그림에서 파란선은 2가지 방안 중 ‘나안’에 따른 보

로 판단됨

◦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을 막는 또 하나의 방법은
투자수익을 증대시키는 것이나, 지금까지 국민
연금기금의 투자수익은 다른 국가의 연금에 비

험료 인상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또 하나의 방안인

해 상대적으로 수익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가안’은 ‘나안’보다 미래 세대의 부담이 급격하게 증

있음

가하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제4차 재정추계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보험
료율 인상안이 제시되었으나, 정부 및 국회에서

- 제4차 재정추계결과에 따르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투자수익률이 0.1% 증가하면 기금소진
시점을 1년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며 개선안에 대
한 본격적인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정부는 제4차 재정추계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11월에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여기에서는 현행 9%인 국민연금보험료율을 12%
내지 13%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국회
에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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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민연금기금 민감도 분석

변수

변동폭

기본 가정
기금투자
수익률

임금
상승률

경제활동
참가율

납부예외자
비율

지역가입자
징수율

지역가입자
소득비중

임의가입자
비율

임의계속가입자
비율

변동방법

최대적립 기금시점

-

-

2041년(1,778조 원)

2057년(-124조 원)

+0.1%p

shock

2041년(1,827조 원)

2058년(-281조 원)

-0.1%p

shock

2040년(1,732조 원)

2057년(-243조 원)

+0.4%p

shock

2041년(1,841조 원)

2057년(-139조 원)

-0.4%p

shock

2040년(1,720조 원)

2057년(-102조 원)

+0.3%p

shock

2041년(1,787조 원)

2057년(-107조 원)

-0.3%p

shock

2041년(1,769조 원)

2057년(-140조 원)

+1.1%p

target

2041년(1,775조 원)

2057년(-139조 원)

-1.1%p

target

2041년(1,781조 원)

2057년(-109조 원)

+0.3%p

target

2041년(1,778조 원)

2057년(-123조 원)

-0.3%p

target

2041년(1,777조 원)

2057년(-124조 원)

+0.5%p

target

2041년(1,779조 원)

2057년(-126조 원)

-0.5%p

target

2041년(1,777조 원)

2057년(-122조 원)

+0.1%p

shock

2041년(1,778조 원)

2057년(-123조 원)

-0.1%p

shock

2041년(1,777조 원)

2057년(-124조 원)

+1.0%p

shock

2041년(1,776조 원)

2057년(-135조 원)

-1.0%p

shock

2041년(1,779조 원)

2057년(-113조 원)

2040년(1,761조 원)

2057년(-209조 원)

관리운영비
크레딧
국고지원율

현행유지

2060년
26.8%
(7.5%)
26.8%
(7.5%)
26.8%
(7.5%)
25.5%
(8.4%)
28.2%
(6.7%)
26.8%
(7.5%)
26.8%
(7.5%)
26.8%
(7.5%)
26.7%
(7.5%)
26.8%
(7.5%)
26.8%
(7.5%)
26.8%
(7.5%)
26.8%
(7.5%)
26.8%
(7.5%)
26.8%
(7.5%)
26.8%
(7.5%)
26.8%
(7.5%)

부과방식비용률
(GDP 대비 급여지출)
2070년
29.7%
(8.9%)
29.7%
(8.9%)
29.7%
(8.9%)
28.2%
(10.3%)
31.4%
(7.7%)
29.8%
(9.0%)
29.7%
(8.9%)
29.8%
(8.9%)
29.7%
(8.9%)
29.7%
(8.9%)
29.7%
(8.9%)
29.7%
(8.9%)
29.7%
(8.9%)
29.7%
(8.9%)
29.7%
(8.9%)
29.7%
(8.9%)
29.7%
(8.9%)

2088년
28.8%
(9.4%)
28.8%
(9.4%)
28.8%
(9.4%)
27.1%
(11.6%)
30.7%
(7.7%)
28.9%
(9.5%)
28.8%
(9.4%)
28.9%
(9.4%)
28.8%
(9.4%)
28.8%
(9.4%)
28.8%
(9.4%)
28.8%
(9.5%)
28.8%
(9.4%)
28.8%
(9.4%)
28.8%
(9.4%)
28.8%
(9.4%)
28.8%
(9.4%)

27.0%
(7.5%)

29.9%
(9.0%)

29.0%
(9.5%)

기금소진시점

출처: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2018.8.17)

- 즉, 기금 소진을 막기 위해서는 투자수익을 극대

* 이러한 점은 국민연금 설계당시부터 예상되었던 것

화해야 하나, 2018년의 경우 전체 수익률이

임. 앞서 살펴본 국민연금 설계 당시의 KDI보고서에

-0.92%로 매우 저조하였음

는 “재정지출이 거출료수입을 상회하는 시점은 2032

- 올해 2월까지 4%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국내외 증시 호조 덕분이라는 평
가가 많으며 현행 지배구조 하에서 수익률을 극
대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음

□ 이상의 내용으로 전망해 볼 때 국민연금기금 고갈
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됨

2) KDI, 상게서, 5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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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이며 그 이후에는 누적적립기금과 그동안의 이식
(利殖)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하게 될 것이며 총지출이

총수입을 상회하는 시점은 2049년임. 따라서 최소환
10년 이전에 거출료율의 상향조정을 포함한 재정운

용방식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음2)

□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대폭적 인상 등이 성공적으
로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2042년을 기점으로 기금

규모가 가파르게 축소되는 것을 막기는 어려울 것
으로 보여지며,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됨
◦ 제4차 재정추계 결과 제시된 보험료율 인상이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2042년을 기점으로 기금
규모는 줄어들기 시작하고, 2057년에는 적립배
율 1배를 유지하게 됨
* ‘적립배율 1배를 유지한다는 것은, 2057년 말에 남

은 기금이 2058년도에 지급해야 할 보험료 총액이
되도록 한다는 것임. 현재 기준으로 산정해 볼 때
약 120조 원 정도라고 함

◦ 이는 2041년에 최대 1,778조 원까지 증가하는 기
금이 불과 16년 만에 120조 원까지 감소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과정에서 보험료 지급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큼
-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전

체기금 638조 원 중 124.7조 원(19.5%)을 국내주
식에 투자하고 있으며, 기금규모가 증가함에 따
라 투자금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금의 감소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며, 국민연
금기금이 감소되기 시작하면 국내주식을 포함한
국내외 투자자산의 상당부분을 매각해야 할 상황
에 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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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민연금기금의 법적성격 및 수탁자책임
1. 국민연금기금의 법적성격

□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에서도 국민연금기금
을 신탁기금으로 인식하고 있음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에서는 국민연금기금

□ 국민연금기금의 법적성격과 관련해서는 ‘신탁기금’
으로 보는 견해와 ‘사회투자자본’으로 보는 견해
가 존재함 3)

운용자의 책임을 “수탁자책임”으로 규정하고 있
으며, 이는 국민연금기금이 신탁기금이라는 점
에 근거하고 있다고 판단됨
- 수탁자란 신탁법상 신탁을 인수한 자(신탁법 제2

◦ 국민연금기금을 ‘신탁기금’으로 보는 견해는 기

조)를 의미하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자를 수탁자로

금의 수익률 극대화를 위한 운용방식을 이야기

본다는 것은 국민연금기금 신탁재산적인 성격을

하고, ‘사회투자자본’으로 보는 견해는 수익률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임

보다는 경제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음

* 다만,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수탁자책임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는 의문임.
현행법상 수탁자라는 용어는 통상 (ⅰ) 신탁법에 따

□ 그러나 법적 측면에서 볼 때, 국민연금기금은 명
백하게 ‘신탁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
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최우선적 목표가 되고 있음
◦ 국민연금은 “노령, 질병, 사망 등의 이유로 소

라 신탁을 인수한 자 및 (ⅱ) 개별법에서 특정업무를
위탁받은 자(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를 지
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 국민연금기금 운용자
의 법에 근거하여 특정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아니므
로 (ⅱ)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기금을

득능력을 상실하게 된 계층에 대한 안정적 소

관리한다는 점에서 신탁법상의 수탁자와 유사하나,

득보장책”으로

하지만 제도설계 당시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계약 등에 의해 설정되는 신탁

부터 기금의 적자 내지 고갈이 예상되고 있던

과 강제가입인 국민연금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을

상황이었으며, 따라서 안정성과 수익률이 중요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기

한 의미를 가지게 됨. 국민연금법도 이러한 점

금은 신탁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기금운

도입됨.4)

을 고려하여 수익률을 최우선의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보여짐
-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운용되어야 하며, 가입자 등의 “복지증진
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

용자는 수탁자와 유사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
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결론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은 ‘신탁기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국민연금기금 운용자는 기
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최우선적 고려하여 할 책
임을 부담함

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고
함(제102조 제1항)

2.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기본원칙과 수탁자책임

- 이처럼 국민연금법에서도 국민연금기금을 책임준

비금, 즉 신탁기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명
확하다고 할 수 있음5)

□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기본원칙으로는 안정성, 수
익성, 공공성이 제시됨

3) 김연명, “신탁기금인가? 사회투자자본인가? - 국민연금기금의 성격과 기금투자정책 방향에 대한 함의”, 「제3회 보건복지연합학술대회 자료집」(2010), 217면 이
하 참조
4) KDI, 전게서, 585면
5) 김연명, 전게논문, 2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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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설계의 기본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KDI보고서에서는 기금운영의 기본원칙으로 기

금의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을 제시하였음6)

◦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공자법에 대한 문제제기
가 이루어졌고, 1995년 위헌소송이 제기됨
* 시민단체는 공자법이 강제예탁규정을 두어 그때그때

의 연금제도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드는 자금을 제

□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초기에는 적
립된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었으나, 특별한 문제제기는 없었음 7)

외한 자금을 일방적으로 ‘여유자금’이라고 규정하고

- 1988년부터 1993년까지는 신규 조성자금액을 50:

이 떨어지는 재정자금에 강제 예탁하도록 한 것은

50으로 양분하여 공공부문과 금융부문에 양분하

고, 공공부문에 배분된 자금은 전액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 예탁되어 사회간접자본 확충, 중소기
업지원, 농어촌 개발 등 국가발전을 위한 경제정
책수단으로 사용하였음
- 이러한 과도한 공공투자에 대한 비판이 있었음. 그

러나 기금규모가 크지 않고 금융시장이 발전하지

이를 그 조성의 주체인 보험가입자들의 의사를 반영
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일반 금융부문보다 수익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하였
음. 즉, 정부가 국회의 동의절차도 없이 기금을 자의
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반민주적이라는
것이 주된 문제의식이었음.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는
기금운영에 있어 수익성이 중요하므로 금융부문보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공공부문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
는 주장을 제기하였고, 헌재는 기금운영의 기본방향
에 대한 검토를 행하였음

않았으며, 아직 국민연금 급여가 시작되지 않아 기
금에 여유가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음

□ 1993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하 ‘공자법’이라
함)’이 제정되면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향에 대
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음

□ ‘공자법’관련 위헌소송을 통해 국민연금기금 운용
의 기본방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짐
◦ 헌법재판소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야 하나,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안

◦ 국민연금제도 시행초기에는 기금의 규모가 작
았기 때문에 기금운용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적었으나, 국민연금보험료율이 6%로 인상되고
기금의 규모도 증가함에 따라 기금운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음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공자법 도입을 통해

정성이라고 봄
“일반적으로 연금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안정성, 수익성, 공
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나, 그 중에서도 장기
적인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 요청된다(국민연금
법 제83조 제2항 참조). 이는 우리의 국민연금제도와 유사한
사회보험제도를 시행한지 오래된 사회보장의 선진제국들에서
도 여유기금의 전액을 국·공채 매수에 투자하도록 법률에 규

국민연금 기금을 국회동의도 없이 사용하게 됨

정하고 있거나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여유기

에 따라 이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제기됨

금을 국·공채 매수 등의 안전한 투자방법으로 운용하고 있는

* 공자법은 SOC투자, 중소기업 및 농어촌 지원 등 사

실정에서도 쉽사리 알 수 있다”(헌재 1996.10.4. 96헌가6)

회간접자본 확충과 공공목적에 필요한 부족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연기금

- 헌법재판소는 구조적으로 기금이 소진될 수밖에 없

등의 여유자금 전액을 예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는 국민연금의 현실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재정 안정

을 골자로 함. 특히 이 법에서는 여유자금에 대한

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음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국회 동의없이 재무부장관 결
정으로 전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6) 김수완,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에서의 공공성: 역사적 접근”, 「한국사회정책」 제22권 제4호(2015), 140면
7) 김수완, 상게논문, 1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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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판례에서는 수익성을 최우선적 목표라고
본 소수의견(조승형 재판관)도 제기됨
“국민연금기금은 조세징수에 의한 재정자금과는 다른 연금가
입자들의 갹출료납부로 조성된 순수한 민간기금이므로 정부
가 사용자로서 갹출료의 50%를 부담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이 갖는 공공성을 국고지원이 없는 국민연금에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연금기금은 장래의 연금급여를
위하여 적립중인 책임준비금으로서 가급적 기금 자체 내에서

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이 곧 국민연금기금
운용자의 수탁자책임이라고 할 수 있음
◦ 신탁기금의 성격을 가진 국민연금기금 운용자
는,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자로서 최종수익자

급여지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운용수익을 최대한 올려야 한

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의무를

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여유자금"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부담함

없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국민연금법 제83조 제2항에서
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유지를

◦ 국민연금에 있어 최종수익자인 국민의 이익은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올릴 수 있도록 기금을 관리·운용할

노후 소득보장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안정성과

의무를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기금

수익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의 책임준비금을 "여유자금"으로 간주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헌법재판소 판례 및 국민연금법 제102조를 통

에 의무적으로 예탁하도록 한 것은 국민연금제도가 채택하고
있는 적립방식에 의한 연금재정의 운용이라는 근본취지에도
반한다.”(헌재 1996.10.4. 96헌가6)
- 소수의견도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수밖에 없다

는 현실인식은 동일하지만, 다수의견과 달리 운
용수익의 최대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수익성
이 최우선 목표라고 보고 있음

해 명확하게 알 수 있음

□ 즉, 국민연금기금 운용자의 수탁자책임은 최종수
익자인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기금의 안정
성 및 수익성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하며, 안정성
과 수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공공성을 고
려할 수 있음
*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있어 공공성을 우선 고려해야

□ 헌법재판소 판례는 공자법에 대한 위헌여부를 따
지는 과정에서 국민연금기금 운영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현행 국민연금법 제102조
에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한다는 주장들도 적지 않으며, 그러한 입장에서 ‘사

◦ 헌법재판소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있어 가장

미국 노동부는 1998년 ’Calvert Letter‘를 통해 SRI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공익성보다는

가 다른 투자수단보다 수익률이 낮지 않다면 수탁자

안정성과 수익성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책임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함.8) 즉, 경제적 수익을

있음
◦ 국민연금법 제102조의 경우도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
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
킬 수 있도록” 운용하여야 하며, “국민연금 재
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입

8) 山口 渉、 “米国におけるESG 投資促進法制への動き”, 「大和總硏」(2010.10), 2頁
9) 門川村雅彦, “機関投資家とＳＲＩの新しい可能性”, 「ニッセイ基礎研REPORT」(2008.10), 17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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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음. 그러나 SRI의 경우
최종수익자의 이익 외에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
이 수탁자위반이라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희생하지 않는 조건 하에 SRI를 인정하였음9)

Ⅳ.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와 스튜어드십 코
드의 문제점
1.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행사 원칙

□ 미국은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도 자산운용의 일부분이므로 자산운용에 관한 원
칙, 즉 수탁자책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음
◦ 미국 노동부는 1987년 ‘Avon Letter’를 통해 기
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도 자산운용의 일부분이

□ 2005년 ‘기금관리기본법’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기금의 주식투자가 전면 허용되면서
의결권행사와 관련한 문제가 제기됨

므로 수탁자책임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

◦ 2005년 ‘기금관리기본법’개정으로 연기금의 주

관련하여 경영자가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증가하

식투자가 허용됨에 따라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였음. 예를 들어 A회사가 운용하는 기업연금이 B회

가 본격화되었음

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B회사 경영진이 A회

였음
* 1987년 당시 미국에서는 연금기금의 의결권행사와

사 경영진에 대해 A회사 연금기금의 운용자가 자신

- 2005년 개정 전의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 제3항

들(B회사 경영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

은 주식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으며,

사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해 달라는 요구가 증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었음. 이에 따라

하였던 것임. 이에 대해 미국 노동성이 Avon사를 비

2004년 8월 기준으로 57개 공적연기금 중에서

롯해 다수의 연금기금의 의결권행사상황을 조사한

개별법에서 주식투자를 허용하고 있었던 25개 기

후, 1988년 2월에 Avon사 연금기금 운영자에 대해

금을 제외하고는 주식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되

경영자의 압력행사를 경고하는 서안(Avon Letter)을

었음. 2005년 동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국민연금

발표하였음. Avon Letter는 연기금이 보유하는 주식

을 포함한 모든 연기금의 주식투자가 가능하게

의 의결권행사는 수탁자가 행하여야 할 자산운용행

되었음

위에 포함된다고 하여 의결권행사의 경우도 ERISA법
상 수탁자책임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함. 또 의

◦ 공적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에 따라 가장 문제

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수탁자는 사려 깊게 오직 가

가 되었던 것은 연기금의 의결권행사에 관련된

입자의 이익을 위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과

문제였음

투자가치에 영향을 미칠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가입

- 2005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당시에도 국민연금

을 비롯한 공적연기금의 성격상 정부의 영향을

자의 퇴직소득에 관한 이익과 관계가 없는 사항을
우선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음11)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기금의 의결권행사는

◦ 즉, 기관투자자는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정부에 의한 인위적인 기업통제수단으로 사용될

자산운용과 마찬가지로 최종수익자의 이익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따라 당시 실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수탁자책임을 부담

계에서는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를 법률로 금지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하자는 주장도

제기되었음10)

◦ 이처럼 국민연금의 주식투자가 본격화되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국민연금의 의결권행
사에 관한 것이었음. 그러나 의결권행사의 방향
성 및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의결권행사를 자산운용의 일부
로 보고 수탁자책임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 명시
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가재정법 및 국
민연금법의 내용을 고려할 때 의결권행사에 대해서
도 수탁자책임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지 않았음
10) 이철용, “국민연금 주식투자 확대의 쟁점과 해법”, 「상장」 2005년 6월호(한국상장회사협의회), 7면
11) 高村靜, “米國にみる機關投資家の議決權行使の現想”, 「年金レビュー」(2006.1), 3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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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재정법’에서 연기금의 의결권행사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음
[국가재정법] 제64조(의결권행사의 원칙)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기금의 이익을 위하
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고, 그 행사 내용을 공시하
여야 한다.

2.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행사와 스튜어드십 코드의
문제점
□ 국민연금은 2018년 8월에 ‘스튜어드십 코드(국민
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였
으나, 의결권행사의 기본원칙 및 방향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국가재정법은 기금의 이익을 위해 신의성실하

◦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총 7개의 원칙

게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그 구

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각의 원칙에 대한 부연

체적인 방향성은 명확하지 않음. 국가재정법 및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음

국민연금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국민연금기금운
용지침’에서는 기금 보유주식의 의결권행사는
‘기금자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고,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음
제17조의3(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 ① 기금의 보유 주식 주
주권 및 의결권은 기금자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행사한다.
② 기금의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는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루
어져야 한다.
③ 기금의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는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 ⑥ (생략)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원칙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
영하는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공개해야 한다.
[원칙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 상충 문
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
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원칙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가치를 제고
하고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
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원칙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
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국민연금기금 보유주식의 의결권행사는 국민연

[원칙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

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이익을 우선 고려해야

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한다는 점에서 자산운용과 동일한 기준으로 행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사되어야하는 것이 명확함

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원칙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즉, 국민연금 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행사에
대해서도 자산운용과 동일한 수탁자책임이 적용
됨. 따라서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최우선적
목표로 해야 하며, 안정성과 수익성을 해하지 않
는 범위에서 “가입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에 대한 투자”등 공익성을 고려할 수 있음

[원칙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애
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 의결권행사와 관련해서는 [원칙 5]에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 등을 마련하여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에 대한
설명에서는 “기금자산의 증식과 장기적으로 주
주가치 증대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국민연금 가
입자 및 수급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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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성실하게 이루어지도록”해야 한다고 추상적
으로 규정하고 있음
- ‘주주가치의 증대’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

- 지침의 경우 ‘주주가치’또는 ‘기금의 이익’이라는

불확정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의결권행사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음

급자의 이익’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음. 즉, 기

- 또한 지침은 [별표 1]에서 국내주식 의결권 세부

금의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 중 가장 우선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세부 지침도 기금

고려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제

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점

시하고 있지 않음

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는 [원칙 5]에 대한
부연설명을 통해, 의결권행사의 기준, 절차 등

* 예를 들어 합병이나 영업양수도와 같은 중요사항에

대한 의결권행사 세부기준은 ‘사안별로 검토하되, 주
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라

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정

고 규정하고 있음. 주주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훼

하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

손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음

침(이하 ‘지침’이라 함)’에서 정한다고 하고 있
음. 그러나 동 지침의 경우에도 안정성 및 수익
성이라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음
- 지침은 제2장에서 의결권 행사의 대상 및 기본원

칙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추상
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제2장 의결권 행사
제6조(의결권 행사 대상) 기금은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

◦ 즉, 국민연금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행사와 관
련해서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었지만 의
결권행사의 기본원칙이나 방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고 있지 않음

□ 국민연금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행사 주체의 경
우도 전문성보다는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선임되
고 있음
◦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은 국민연
금공단이 기금운용본부에 설치한 투자위원회의

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다. 다만, 보유지분율이

심의·의결을 거쳐 이루어지며, 기금운용본부가

1,000분의 10 미만이고 보유비중이 국내주식의 경우 국

판단하기 곤란한 사안 등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내주식전체 대비 1000분의 5 미만이거나 해외주식의 경

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기

우 해외주식전체 대비 10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행

금운용본부가 행사하는 구조임(지침 제5조)

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행사기준의 기본원칙) 의결권 행사기준은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에 따른다.
1.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고 기금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찬성한다.
2.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거나 기금의 이익에 반하는 안
건에 대하여는 반대한다.

◦ 그런데 국민연금 기금의 의결권행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
원회’도 모두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가가 아닌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음
-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은 정부 추천 위원,

3. 위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단체 추천 위원 및 노조추천 위원 등으로

중립[기금이 의결권을 행사할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

구성되어 있으며, 총 14명의 위원 중 9명이 대학

권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관 및
무효 등을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
을 의미한다] 또는 기관(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

교수이고 나머지 위원도 시민단체 및 연구기관
소속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현황과 스튜어드십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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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행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원칙 및 방향성도 제시되지 않고, 의결
권행사 주체인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
원회’의 구성도 투자전문가가 아닌 위원으로 구성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의결권
행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의결권행사가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최우
선 목표로 하여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의
결권의 행사가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
인지 장기적 관점에서 예측할 수 있어야 함.
그런데 투자에 지식이 없는 비전문가들이 의결
권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장기적인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어려우며, 따라
서 자신을 추천한 기관의 이익을 고려한 정치
적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국내외 의결권행사 자문회사들이 언론을
통해 의결권행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
이와 다른 의결권행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어
렵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됨
- 예를 들어 외국계 의결권행사자문회사인 ISS의

경우 언론 등을 통해 국내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사표시는 실
질적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에 영
향을 미치고 있음.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경
우도 투자에 관한 전문성이 없는 상황에서 ISS의
의견과 다른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됨

◦ 결론적으로 현행 제도 하에서는 국민연금기금
의 의결권행사는 안정성과 수익성이라는 최우
선 목표가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
성이 매우 높은 구조임

□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이 예상되
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기금 운용자는 기금
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기
금을 운영해야 하며, 의결권행사도 이와 동일하게
운용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스튜어드십 코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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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결권행사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으며, 또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지배구
조도 정치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Ⅴ. 개선방안

2.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지배구조개선

1. 국민연금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행사 원칙의 명확화

□ 국민연금은 도입 당시부터 국가의 재정조달을 위
한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인식되었으며, 이에 따라
늘 정부의 영향력 하에 놓여있었음.12) 이러한 상
황에서 적극적 의결권행사 및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은 정부의 영향력 및 정치적 이용 가능성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기금 운용자의 수
탁자책임은 기금의 안정성 및 수익성 확보이며,
의결권행사도 이러한 목적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
다는 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2013년 당시에는 대선공약으로 기초노령

◦ 국민연금 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행사는

연금 도입을 위한 재원 중 30%를 국민연금에서 충

자산운용의 일부분이며,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

당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어 논란이 있었음. 많은 반대

자 및 수급자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에 부딪쳐 철회하였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의 시

함.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가 국민연금에

각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음

가입함으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노후소득보장이
라고 할 수 있음
◦ 국민연금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행사 기준이

◦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국민연금기금 운영의 지배구조
문제를 들 수 있음

모호함에 따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

- 국민연금 기금운용주체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결권행사 원칙의

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한 정부측

명확화는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정치적 이용을

위원과 사용자 및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등으

억지하는 효과가 있음

로 구성되고 있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음

* 정치권의 경우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 앞서 살펴본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

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되

회’도 역시 전문성보다는 공익성 및 독립성을 고

고 있음. 2011년 4월에는 당시 대통령직속 미래기획

려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기금운

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공적연기금의 주주권행사

용이나 의결권행사에 있어 기금의 안정성 및 수

및 지배구조 선진화’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거대권력

익성을 고려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 된 대기업을 견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는 자본
주의 원칙에 입각한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가장 적절하다”고 발언을 하였음. 이를 계기로 국민
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행사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음(동아일보 2011년 4월 26일자 참조)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및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에서 국민연금 기금이 보유하는 주식의 의결
권행사는 반드시 기금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최우
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
는 것이 필요함

□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이 정부의 영향력을 벗어나
정치적 논리가 아닌 기금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의
결권행사를 포함한 기금운용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일본의 GPIF의 경우 연기금의 의결
권행사가 민간기업 경영을 간섭하는 결과를 가
져오는 것을 막기 위해 자산운용 및 의결권행
사를

민간

운용수탁기관에

위임하고

있음.

GPIF는 민간 운용수탁기관에 대해 의결권행사

12)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은민수, “국민연금 기금의 동원전략: 국민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 및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가능성”, 「한국사회정책」제18집 제3호
(2011), 9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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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감독하는 역할
을 수행하고 있음
◦ 이러한 지배구조의 경우 독립성뿐만 아니라 전
문성은 물론 책임성까지 제고할 수 있다는 점
에서 긍정적 측면이 큼

◦ 의결권행사 자문회사의 성장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도 자산운용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수탁자 책임이 적용된다고 하였던 미국 노동부
의 ‘Avon Letter’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
-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에서 수탁자책임이 적용

됨에 따라, 기관투자자는 어떤 의안에 대해 찬성
- 운용수탁기관에 의결권행사를 포함한 자산운용을

위탁함으로써 엄격한 수탁자 책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
임을 물을 수 있음. 또한 운용수탁기관은 수탁자
책임을 준수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추고 수익극대
화를 위해 노력할 유인이 있다는 점도 장점임
- 아울러 수익성과 관계없이 정치적 이유로 의결권

을 행사하는 것은 수탁자책임에 위반되므로 정부
의 영향력을 사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
정적 효과가 예상됨

이나 반대를 하는 것이 기업의 수익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할 법적 책임이 부
과됨
- 하지만 의결권행사와 수익률과의 관련성은 쉽게

파악할 수 없으며 투자에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
는 것으로서 모든 기관투자자가 이러한 능력을
갖추지는 못하였음. 더욱이 주주총회가 특정 시
점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기관투자자가 단
기간에 다수 기업의 주주총회 의안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찬반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음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가 올바른 방향으로 운용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및 의결
권행사에 관한 지배구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결권행사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기업
의 도움을 구하였으며, 이에 영리기업으로서 의

3.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자문회사에 대한 법적책임 부과

결권행사 자문회사들이 성장하기 시작하였음14)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이 보다 적

□ 국민연금기금 보유주식의 의결권행사와 관련하여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서 ‘의결권행사 자문
회사’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의결권행사 자문회사(Proxy Advisory Firms)’는
주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를 보조하는 역
할을 담당하는 회사이나 명확한 법적 개념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음. 다만, 미국의 SEC는

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수록 의결권행사 자
문회사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판단됨

□ 의결권행사 자문회사는 주주가 아님에도 주주의
의결권행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의결권행
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의결권행사자문회사에 대해 “기관투자자를 대상

◦ 주식회사에서 주주에게만 의결권을 부여하는

으로 상장회사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정보의

것은 주주의 이해관계가 회사의 이해관계와 가

정리 또는 독자적인 분석을 행하여 어떻게 의

장 근접하다고 보기 때문임. 다시 말해서 주주

결권을 행사할 것인가에 대해 권고하는 서비스

는 의결권행사의 결과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형태의 사업을 영위

부담하고 있음

하는 자”로 지칭하고 있음.13)
13) SEC, Concept Release on the U.S. Proxy System[Release No. 34-62495](Jul. 14, 2010), pp.106-107
〈http://www.sec.gov/rules/concept/2010/34-62495.pdf〉(2014. 3. 5 방문)
14) 關浩哉, “株主總會議決權行使を取り卷く環境變化と議決權行使助言會社”, 「商事法務」第1947号(2011.11.15), 7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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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권행사 자문회사는 주주가 아님에도 주주

- 의결권행사 자문회사가 활성화되는 경우 기관투

의 의결권행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

자자들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크므로, 의결권행

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사 조언회사는 특정한 사상이나 집단에 편향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의결권행사 조언이 있는

않은 중립적 입장에서 조언을 할 수 있어야 함.
의결권행사 자문회사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일

경우 그 피해는 모두 주주의 몫이 될 수밖에

정한 방향으로 의결권행사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

없음

라, 모든 정보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제공하
고 최종적인 결정은 기관투자자 자신이 하도록

◦ 특히, 의결권행사 자문회사의 견해가 언론을 통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해 공개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국민연
금의 최종수익자인 국민의 객관적인 판단을 저
해할 뿐만 아니라 의결권행사 주체의 판단을

◦ 의결권행사 자문회사의 설립과 운용에 대한 제
도적 규제 및 감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강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예를 들어 ISS는 미국에서 ‘1940년 투자자문업법
(Investment Advisers Act of 1940)’에 따라 투자

□ 국민연금기금 보유주식의 올바른 의결권행사를 위
해서는 의결권행사 자문회사에 대한 제도적인 통
제가 필요함

자문업자(investment adviser)로 등록되어 있음16)
-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게 자본시장법 제
6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의 새

◦ 의결권행사 자문회사의 운용주체에 대해서는 (ⅰ)

로운 유형으로 정의하고, 필요한 요건 등을 법정

이익충돌가능성의 예방과 (ⅱ) 전문성의 확보 및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ⅲ) 중립성의 확보를 법적 요건화하여야 함
- 의결권행사 자문회사가 상장회사 등에 대한 컨설

4. 국민연금기금 고갈에 따른 출구전략 마련

팅 업무 등을 함께 하는 경우 이익충동문제가 발
생할 수 있으며, 그 업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
* ISS의 경우 설립초기에는 기관투자자에 대한 의결권

행사 자문과 함께 상장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조언도
함께 행하여 왔음. 이에 대해 이익충돌문제가 제기되

□ 국민연금 제4차 재정추계결과 국민연금기금은
2041년부터 급속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에 1,778조 원으로 정
점에 이른 후, 불과 16년 만에 기금이 모두 소

자 2006년에 상장회사에 대한 조언서비스를 담당하

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는 사업부문을 완전자회사로 분할하여 운영하고 있
음15)
- 의결권행사 조언회사의 분석대상 기업은 대부분

규모가 큰 상장회사가 될 것이며, 이들 기업은
국제적인 환경, 해외 투자자의 동향 등을 고려하
여 전문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국내

□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기 시작하면 어느 시점에
서는 보험료 지급을 위해 국민연금 기금이 보유하
고 있는 자산을 처분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
상하기 어려운 혼란이 올 수 있음

외 경제여건을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전문적

◦ 2019년 2월 기준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약 99.8%

인 인력과 시설 및 노하우 등을 갖춘 조직구성을

가 국내주식, 국내채권, 해외주식 등에 투자된 상

요건으로 하여야 함

황이며,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면 일정 시점에서
는 이들 보유주산을 매각해야 할 것으로 보여짐

15) 田口杏奈, 存在感を增す米國の議決權行使アドバイザー”, 「NLI Research Institute REPORT」(2013.4), 18-19頁
16) http://www.issgovernance.com/files/ISSADV2A20130529.pdf(2019.5.10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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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은 국내주식 18%,

국내채권 48.6%, 해외주식 19.2%, 대체투자 11.6%,
해외채권 4.1%이고 기타 복지부문에 02.%가 투자되
고 있음17)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장기적으로 국내주식
에 대한 투자를 계속 증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음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제시하고 있는 중기 자

산배분계획에 따르면 2023년까지 목표 포트폴리
오가 주식 45% 내외, 채권 40% 내외, 대체투자
15% 내외로 제시하고 있음
- 현재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합쳐 약 27%인 것

에 비하면 국내외 주식투자 비율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짐
- 더욱이 2041년까지 기금규모가 현재의 약 3배 가

까이 증가할 것을 예상한다면 국내외 주식에 투
자되는 기금의 절대규모는 지금보다 3~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국민연금 기금의 국내외 주식투자 비중이 확대
된 상황에서 보험료 지급을 위해 주식을 처분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국내외 주식시장에
미칠 혼란은 예상하기 힘든 상황임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자의 수탁자책임은 기금의 장기적 관점에서 기금
이 적자로 전환되고 소진되기 시작하는 시점을 대
비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국민연금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을 대비
하여 투자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
한 출구전략을 미리 계획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규모를 비율이
아니라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규모를 초과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7)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 참조〈http://fund.nps.or.kr/jsppage/fund/mcs/mcs_08_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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