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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y or Explain 방식 국내외 도입
현황 및 시사점
김 진 성 책임연구원 (jskim@cgs.or.kr)

▶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자본시장의 주요 화두로 등장함에 따라, 관련 제도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인
Comply or Explain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기업지배구조를 규제하는 방식은 국가마다 다르며, Comply or Explain 방식과 같은 연성규범(soft
law)과 법규가 주축이 되는 경성규범(hard law)이 다양한 조합으로 나타남
▶ OECD 주요국들은 Comply or Explain 방식을 활용한 의무공시나 강제적인 법규를 통하여 기업지배구조
준수 유도나 관련 공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인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거래소의 자율공시로 도입되어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Comply or Explain 방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상장규정을 통해 관련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
하고, 핵심원칙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검토 배경
 올해로 도입 2년차를 맞는 Comply or Explain 방식의 도입 취지 및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
도입 사례 및 경험을 기반으로 시사점을 도출함
○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기업지배구조 공시 제도의 일환으로 Comply or Explain 방식을 처음
도입하여 시행함
○ 아직 도입 초기이기는 하나,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Comply or
Explain 방식의 국내외 도입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함

 Comply or Explain 방식 도입 등을 위시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자본시장의 주요 화두로
등장함에 따라, 중요한 변화의 한 축인 Comply or Explain 도입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외국 기관투자자들과의 자리에서 기업지배구조 공시(Comply
or Explain)의 단계적 의무화를 천명하여 관련 공시의 강화 및 확대가 예상됨
○ 이에 Comply or Explain 방식을 도입한 주요국들의 기업지배구조 규제 체계를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Comply or Explain 방식의 한계와 보완점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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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y or Explain 방식의 도입 의미
 (Comply or Explain 방식의 의의) Comply or Explain 방식은 기업지배구조 규준 혹은 원
칙을 준수(comply)하거나 미준수(예외) 사유를 설명(explain)하는 방식을 의미함
○ Comply or Explain 방식은 기업 자신이 기업지배구조 규준(원칙)과 해당 기업의 지배구조
간의 차이를 설명하게 함으로써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함
-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상장기업으로 하여금 지배구조에 관한 준수 혹은
미준수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음

 (기업지배구조의 규제 체계) 기업지배구조를 규제하는 방식은 국가마다 다르며, Comply or
Explain 방식과 같은 연성규범(soft law)과 법규가 주축이 되는 경성규범(hard law)이 다양한
조합으로 나타남1)
○ 많은 국가에서 기업지배구조 규준이나 원칙을 보유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규준이나 원칙 없이 법규와 상장규정을 통해서만 기업지배구조 이슈를 다루고 있음
- 기업지배구조 규준이나 원칙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포함해 모든 국가에서 회사법이나
증권법 등을 통해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회사법은 회사 내규와 정관에 의해 규정되는 회사의 구조에 대한 초기 옵션을 제공하고,
증권법은 상장, 주주보호 등에 대한 규정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규제 근거를 제시함
[그림 1] 기업지배구조 규제 체계의 유형

Comply or Explain 규준이 있는 국가
회사법 등

증권법

상장
규정

기업지배구조
규준

기업지배구조 규제 체계

Comply or Explain 규준이 없는 국가
회사법 등

증권법

상장
규정

기업지배구조 규제 체계

* 출처 : OECD, 2017, “OECD Corporate Governance Factbook”, p.15

1) 연성규범(soft law)은 일반적으로‘직접적으로 법적 강제력을 갖지 않으나 간접적으로 사회구성원의 행위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하여 만들어진 행위규범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음. 즉, 국가에 의하여 규율이 강제되는 경성규범(hard law)에 해당하지 않는 법규
범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전통적으로 연성규범은 국제법이나 행정법 등의 공법분야에서 주로 활용되었으나, 최근 들어
연성규범은 경쟁법(competition law)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활용되고 있음. 최난설헌, 2013,“연성규범(Soft Law)의 기능과 법적 효력
: EU 경쟁법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16집 제2호,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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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대상 국가 중 84%의 국가가 Comply or Explain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2)
- 조사대상 국가 45개국 중, 84%인 37개국이 Comply or Explain 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 중 26개국은 법규로, 11개국은 상장규정으로 규제하고 있음

해외 Comply or Explain 방식 도입 현황
 (Comply or Explain 방식 운영 현황) 기업지배구조를 규제하기 위하여, 국가들은 Comply
or Explain 방식과 같은 연성규범을 활용하여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거나 경성규
범을 통해 법적 강제력(구속력)을 부여하기도 함
○ 기업지배구조 규준 혹은 원칙은 기업들에게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위한 자발적인 권고 체계로서
작동하며, 동시에 Comply or Explain 보고 체계의 근거이자 방법으로 활용됨
- 미국, 칠레, 인도 등과 같은 국가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규준 혹은 원칙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신, 회사법, 증권법, 상장규정 등을 기업지배구조 규제 근거로 활용하고 있음
- 기타 일부 국가에서는 경성규범과 연성규범을 동시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드물기는
하나 기업지배구조 공시가 의무공시가 아닌 경우(한국)도 있음
<표 1> 기업지배구조 규제 체계 국가별 비교
이행 체계
접근방식
(C/E: Comply or
Explain,
Binding: 의무)

사업보고서
공시

규제근거

감독기관

Corporate Governance Code

C/E

요구

상장규정

정부

캐나다

Corporate Governance: Guide to Good
Disclosure

C/E

요구

법규

-

중국

The Code of Corporate Governance for
Listed Companies in China 2002

의무

요구

법규&
상장규정

정부&
거래소

C/E

요구

법규

-

C/E

요구

상장규정

거래소

C/E

요구

상장규정

거래소

-

-

-

-

C/E

요구

상장규정

거래소

C/E

요구

상장규정

정부

요구

법규&
상장규정

정부&
거래소

국가3)

호주

독일
홍콩
일본
한국

핵심 기업지배구조 규준 및 원칙

German Corporate Governance Code
Corporate Governance Code (Appendix
14 of the Main Board Listing Rules)
Corporate Governance Code
Code of Best Practices for
Corporate Governance

싱가포르 Code of Corporate Governance
영국
미국

UK Corporate Governance Code
NYSE Listed Company Manual
NASDAG Listing Rules

의무

* 출처 : OECD, 2017, “OECD Corporate Governance Factbook”, pp.22-23

2) OECD, 2017,“OECD Corporate Governance Factbook”, p.16
3) 알파벳 순이며, 조사대상 국가 중 기업지배구조 제도 선진국 혹은 우리나라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 위주로 추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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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배구조 규준 혹은 원칙을 이행하기 위하여 접근방식, 공시, 규제, 감독 등에 있어서
국가별로 다양한 방식을 취하고 있음
- <표 1>에 소개된 국가들 기준으로 보면, 접근방식에 있어 대부분의 국가들이 Comply
or Explain 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은 의무 준수(Binding)를 채택한 데
비해, 한국은 아직 어느 방식도 채택하고 있지 않음
- 사업보고서에 의한 공시는 한국을 제외하고 모두 공시를 요구하고 있음
- 규제근거에 있어서는 법규(캐나다, 독일), 상장규정(호주, 홍콩, 일본, 싱가포르, 영국),
법규 및 상장규정(중국, 미국) 등이 있으며 한국은 아직 근거가 없음
- 관련 감독기관으로는 정부(호주, 영국), 거래소(홍콩, 일본, 싱가포르), 정부 및 거래소(중
국, 미국) 등으로 조사됨

 (Comply or Explain 도입 운영 사례) Comply or Explain 방식을 기업지배구조 규제에
선도적으로 도입한 것은 영국이며,4) 미국, 일본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영국은 기업지배구조 규준(UK Corporate Governance Code)을 바탕으로 Comply or
Explain 방식을 도입하여 기업들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고 있음
- 런던증권거래소는 상장유지 조건에 Comply or Explain 공시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프리미엄 상장기업의 경우 사업보고서에 기업이 적용한 기업지배구조 규준을 기재하고,
준수여부와 미준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5)
- 프리미엄 상장기업은 Comply or Explain 방식에 따라 이사회 및 위원회, 이사 개인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이에 대해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UK Corporate Governance
Code B.6.1~B.6.1.3)6)
- 영국의 경우 정부기관인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이 직접
Comply or Explain을 관리하며, 규정 위반 시 금전적 제재, 매매 거래정지, 상장폐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7)
○ 미국은 기업지배구조 규준이나 원칙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법규와 상장규정을
통해 기업지배구조를 규제하고 있음
-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으로는 주 회사법(state corporate laws), 1933년 증권법

4) 영국은 런던증권거래소와 영국 금융재무보고위원회(UK Financial Reporting Council)가 지원한 일명‘Cadbury Report(1992년)’발
간을 계기로 적극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나섬. Cadbury Report는 기업지배구조에서의 융통성과 실험성에 대한 필요성을 환기하
며 Comply or Explain 방식 도입의 계기가 됨. Financial Reporting Council, 2012, “Comply or Explain, 20th Anniversary
of the UK Corporate Governance Code”참조
5) 런던증권거래소의 상장방식은 프리미엄 상장(premium listing)과 일반 상장(standard listing)으로 나뉘며, 프리미엄 상장기업들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준수해야함. 정윤모, 2016,“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Comply or Explain
방식의 도입방안”, 「자본시장 리뷰」, 2016년 겨울호, p.142
6) 정윤모, 위의 책, p.142
7) 한국거래소, 2017,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설명회”,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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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ies Act of 1933), 1934년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등이 있음
- 기업지배구조 규준은 아니나 상장규정인 NYSE Listed Company Manual과 NASDAQ
Listing Rules가 모두 의무적인 방식으로 부여되고 있으며, 거래소 관할 지배구조위원회가
관리하고 있음
- 동 시장의 상장기업들은 상장 후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홈페이지와 사업보고서에 게재할 의무가 있음
○ 일본은 일본 금융청과 동경증권거래소가 마련한 ‘기업지배구조 규준(Japan’s Corporate
Governance Code)’에서 Comply or Explain 방식을 도입함
-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규준은 연성규범으로 위반 시 별도의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며,
Comply or Explain 방식을 통해 자발적인 개선을 촉진함
- 모든 상장기업은 상장 시 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미흡한 경우 상장 불허),
상장 이후에도 변동 시 제출 의무가 부여됨8)
- 일본도 미국과 같이 거래소 관할 지배구조위원회가 관리하고 있으며, Comply or Explain
시행 시 사유 설명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동경증권거래소가 벌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9)

Comply or Explain 방식 국내 도입 현황
 (한국거래소 Comply or Explain 자율공시 도입 배경) 우리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정보제공
확대를 통해 경영투명성 및 공시 강화를 위한 체계 마련이 필요하고, 법적 규제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거래소 자율공시 형태의 Comply or Explain 방식을 도입함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회사법 및 자본시장법 등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제는
비교적 잘 갖추어진 것으로 대내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작동에 있어서는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함
-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Asian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가 2016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평가대상 아시아 국가 중 9위에 머물렀으며 회계 및 감사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낮은 평가를 받음

8) 한국거래소, 위의 자료, p.14
9) 정윤모, 앞의 책, p.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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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아시아 기업지배구조 평가 결과
영역별 점수
순위

국가

총점

기업지배구조
규정과 관행

1

호주

78

2
3

싱가포르
홍콩

67
65

4

일본

5
6

대만
태국

7

말레이시아

56

54

54

48

82

42

8
9

인도
한국

55
52

59
48

51
50

56
53

58
70

49
41

10

중국

43

38

40

36

67

34

법규 집행

정치 및 규제
환경

회계 및 감사

기업지배구조
문화

80

68

78

90

74

63
63

63
69

67
69

87
70

55
53

63

51

63

69

75

58

60
58

54
64

54
51

64
45

77
77

50
50

* 출처 : ACGA, 2016, “CG WATCH 2016, Ecosystems matter”, p.12

 (2017년 Comply or Explain 실시 현황) 2017년 최초 실시된 Comply or Explain 방식은
자율공시 형태로 도입되어, 총 70사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함10)
○ 기업지배구조 등 비재무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정보 제공 유도를 위해 도입된 Comply
or Explain 공시는 연 1회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이후 2월내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2017년은 예외적으로 6개월로 연장함
- 보고서 제출 기업 70사 중 대규모법인(자산 2조원 이상)은 58사(82.9%)였으며, 금융회사가
39사로 단일 업종으로 다수를 차지함11)
- 시가총액 상위 10사 중 8사*가 보고서를 제출함
*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화학, 포스코, 삼성물산, 한국전력, 신한지주, KB금융(시가총액순, ‘17.9.29 현재)

○ 주요 보고 내용은 거래소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을 참고하여
선정한 핵심원칙(10개 항목)의 준수 여부를 설명하는 것임
- 주주권리 보호절차의 적절성,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사외이사의 독립성 보장, 감사의 전문성･
독립성 등을 토대로 핵심원칙별로 준수･미준수 내용 및 그 사유 등을 설명함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현재 10가지 핵심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자율적인 서술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이 자사에 유리한 정보만 선별하거나 미준수사항에 대하여 침묵하는 등 작성 재량의
범위가 지나치게 커 실효성이 떨어짐
- Comply or Explain 방식 도입의 선진 사례라 할 수 있는 영국에서도 형식적인 공시,
일부 주요 주제에 대한 누락 등의 문제가 나타나 이를 보완하고 있음12)

10) 한국거래소, 2017, “(보도자료) Comply or Explain 방식 기업지배구조 관련 투자 정보 제공”참조
11) 금융회사의 경우 초기 모범규준에 따라 CoE 방식으로 연차보고서가 작성되었으나, 이후 이를 대체하는 지배구조법이 제정되면서
법에 기반하여 연차보고서를 CoE 방식으로 작성하고 있으며, 이를 요약한 현황을 제출
12) Sridhar Arcot, Valentina Bruno, Antoine Faure-Grimaud, 2009,“Corporate governance in the UK: Is the comply or
explain approach working?”,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30(2010), pp.194-1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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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미제출에 따른 별도의 제재조치가 없어 지배구조 공시에 대한 법적
부담을 우려하여 미제출 기업이 많은 것으로 판담됨
- 보고 내용에 있어서도, 아직 시행 초기이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아 지배구조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기업지배구조 평가결과 비교) Comply or Explain 참여기업과 기업지배구조 평가결과(등급)를
비교해보니, 기업지배구조 평가결과(등급)가 좋을수록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였으나, B+ 이하
등급 기업들의 참여는 미진함
○ Comply or Explian 자율공시 참여기업 총 69사13) 중 지배구조 A 등급을 받은 기업이
55%(38사)로 가장 많았으며, A+ 등급과 D 등급에서는 참여기업이 없음
- 지배구조 최고등급인 S 등급을 받은 신한지주는 자율공시에 참여하였으나, A+ 등급을
받은 3사는 참여하지 않아 대조를 보임
- A 등급 그룹의 경우 금융회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자율공시 참여기업 역시 금융
회사가 다수(39사)를 차지함
○ 시행 2년차를 맞는 2018년부터 Comply or Explain 자율공시 참여기업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지배구조 등급이 높은 기업들의 주도적인 참여가 필요함
<표 3> Comply or Explain 참여기업 및 기업지배구조 평가결과(등급) 비교
지배구조 등급

Comply or Explain 자율공시
참여 기업(2017년, 가나다순)

등급별 기업
등급별
수
참여기업 수
S(1사)

S(1사)

신한지주

A+(3사)

A+(0사)

-

A(53사)

A(38사)

DGB금융지주, JB금융지주, KB금융, NH투자증권, SK증권, 광주은행, 교보증권, 기업은
행, 대신증권, 동부증권, 롯데손해보험, 메리츠금융지주, 메리츠종금중권, 메리츠화재, 미래
에셋대우, 미래에셋생명,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화재해상보험, 아주
캐피탈, 우리은행, 유안타증권, 유진증권, 제주은행, 케이티, 케이티앤지, 코리안리, 키움증
권, 포스코, 하나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한화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현대차투자증권, 현
대해상, 흥국화재

B+(155사)

B+(13사)

LG화학, NHN엔터테인먼트, 동양생명, 삼성바이오로직스, 지역난방공사, 포스코강판, 포
스코대우,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솔제지, 한솔홀딩스, 한화생명, 현대글로비스,

B(349사)

B(13사)

BNK금융지주, 농심, 농심홀딩스, 대경기계기술, 만도, 삼성전자, 유한양행, 코스맥스, 코스
맥스비티아이, 현대위아,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휴비스

C(156사)

C(4사)

기아자동차, 신영와코루,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D(16사)

D(0사)

* 출처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7, “(보도자료) 2017년 ESG 등급 부여 및 공표”

13) 아이엔지생명은 2017년 5월 신규상장기업으로 Comply or Explain 자율공시에는 참여하였으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평가에는
미포함되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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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OECD 주요국들은 Comply or Explain 방식을 활용한 의무공시 혹은 강제적인 법규를
통하여 기업지배구조 준수 유도나 관련 공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인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거래소의 자율공시로 도입되어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Comply or Explain 방식을 연성규범으로 도입한 국가의 경우에도 기업지배구조 규준 및
원칙 준수에 대해서만 자율성을 부여할 뿐, 공시 자체는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음14)
- 영국의 경우, Comply or Explain 방식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규준 준수는 자율에 맡기고
있으나, 공시 자체는 정부기관인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이 직접
관리하고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음
- 미국은 법규와 상장규정을 통해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일부 강제를 하고
있으며, 공시도 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Comply or Explain 방식이 거래소의 자율공시 형태로 도입
되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준수 뿐 아니라 공시 자체도 의무사항이 아님
○ 기업지배구조 규준 준수를 위한 규제근거, 공시, 감독기관 등에 대한 명확한 방향 제시 없이
Comply or Explain 방식을 활용하는 것은 도입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음

 Comply or Explain 방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상장규정을 통해 관련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핵심원칙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비재무정보 확충 필요성 및 경향에 부응하고 기업지배구조의 보다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투자자 관점에서의 정보제공 방식인 Comply or Explain의 단계적 의무화가 필요함
- 기업의 규모와 축적된 경험 등을 고려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시장 선도기업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Comply or Explain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이후 단계별로 모든 상장기업에
대해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Comply or Explain에서 요구하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충실도를 제고하기 위해 핵심원칙을
재정비하고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함
- 현행 핵심원칙은 기업의 작성 재량 범위가 커 그 내용이 모호하거나 생략된 내용이 많아
해당 기업의 지배구조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핵심원칙을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수준으로 재정비하고, 기업의 작성원칙도 항목별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고서로 개선이 필요함

14) Comply or Explain 방식 도입에 있어 기업지배구조 준수에 대한 자율적인 선택과 의무 공시는 불가분의 관계로 보고 있어 우리나
라의 경우는 예외에 해당함. Sridhar Arcot, Valentina Bruno, Antoine Faure-Grimaud, 앞의 책, p.1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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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이사보수 제도 및 공시 사례
이 수 원 선임연구원 (swlee@cgs.or.kr)

▶ 상법은 이사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실무 관행상 보수 총액 또는 한도만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고 있으며, 한도 대비 매우 낮은 실지급액으로 인하여 주주 의결권이 무력화되고
있음
▶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지닌 일본은 우리보다 비교적 상세한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사례에서도
실제 지급금액이 보수 한도에 근접할 때 보수 한도 변경을 시행하여 주주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우리나라 상장회사도 보수 한도와 실제 지급 금액 간의 괴리를 좁혀 이사의 보수에 대한 주주의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배경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함
○ 이는 이사 보수의 승인 권한을 주주에게 줌으로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담보하기 위함15)
○ 국내 상장회사는 실무적으로 이사의 보수 총액 또는 한도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고, 실제
이사 개별에 지급되는 보수는 이사회나 보수위원회 등에서 결정하고 있음16)

 실무상 이사 보수를 승인하는 주주총회 권한이 제한된 상황에서 국내 상장회사는 보수 한도
대비 실지급율을 매우 낮게 형성하고 있음17)
○ 2016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715사의 실지급율 평균은 46%에 불과함
○ 보수한도와 실제 지급액 사이의 괴리가 크게 유지될 경우 주주의 의견이 이사의 보수에 반영될
경로가 차단되어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는 상법의 취지에 반함
○ 결국 보수 한도 승인 권한과 이사에 지급되는 보수 사이의 연결고리가 사라짐에 따라 보수를
매개로 하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성이 약화됨

15) 김화진, 2017, 「기업지배구조」, p. 190
16) 감사의 보수도 이사와 마찬가지로 주주총회에 승인 권한이 있으나(상법 제415조), 주주총회에서는 총액 또는 한도만 승인받고 있음
17) 방문옥, 2017, “이사보수한도 및 이사보수의 실지급율 분석”, 「CGS Report」, 제7권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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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와 유사한 법체계를 지닌 일본도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의 총액을 결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 등에 위임하는 것으로 파악됨
○ 이에 이 글에서는 일본의 이사보수 관련 제도와 기업의 공시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상장회사에
필요한 시사점을 찾고자 함

일본의 이사보수 제도
 일본 회사법은 정관에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 이사의 보수를 결정할 권한이 주주총회에 있다고
규정함
○ 만약 보수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을 정하여야 하며,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수를 산정하는 구체적 방식을 정하여야 함
<일본 회사법 제361조 발췌>18)
제361조 ① 직무수행의 대가로서 주식회사가 이사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보수나 성과급(보수,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등의 금전적 혜택을 지급할 때는 정관에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여야 한다.
1. 보수가 고정된 경우 그 총액
2. 보수가 고정되지 않은 경우 보수를 산정하는 구체적 방식
3. 보수가 금전적 형태가 아닌 경우, 구체적인 항목

 일본의 주식회사는 다음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되며, 각각의 형태에 따라 이사의 보수를 결정
하는 방식에 차이를 보임19)
○ 감사(statutory or corporate auditors) 설치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함
- 실무상 주주총회에서는 이사보수의 최댓값(maximum)을 정하고, 이사회가 그 한도 내에서
개별 이사의 보수액을 결정함(또는 이사회는 이를 대표이사에 위임할 수 있음)
○ 위원회20) 설치 회사는 보상위원회가 규정한 보상정책(remuneration policy)에 따라 각
이사의 보수를 결정함
- 이 경우 주주총회 승인은 필요 없음
○ 감사등위원회(Audit and Supervisory committee) 설치 회사21)는 감사등위원회 위원인
이사의 보수를 다른 이사의 보수와 별도로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함
- 실무상 주주총회에서는 감사등위원회 위원의 보수 최댓값과 그 외 이사 보수 최댓값을
결정함

18) 일본 법령 영문번역 서비스(http://www.japaneselawtranslation.go.jp)
19) Katsuyuki Y., et al., 2016.11, “Corporate Governance and Directors’ duties in Japan: Overview”, Thomson
Reuters(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
20)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 보상위원회(compensation committee), 지명위원회(nominating committee)
21) 감사등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 승인으로 선임되며, 위원 1인이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법체계상 감
사위원회와 감사가 혼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음(JASBA, 2013, “Explanatory Memorandum on the Audit & Supervisory
Board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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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등위원회 개별 위원의 보수는 위원회의 결의로 배분함
- 그 외 개별 이사의 보수는 이사회 결의로 배분하거나 대표이사에 위임할 수 있음

 추가적으로 상장기업은 이사의 보수와 관련하여 다음의 공시의무를 지님
○ 공개기업(public companies)은 사업보고서에 이사에 지급한 보수 총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의 경우 감독위원회에 지급한 보수를 포함) 또는 각 이사의 보수를 공시하여야 함
○ 이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의 조건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이사의 수를 공시하여야 함
○ 사외이사(outside director)가 있는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와 분리하여 보수를 공시
하여야 함
○ 상장기업은 개별 이사의 보수와 관련하여,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라 유가증권보고서(Annual
securities report)를 통해 해당사업연도에 1억 엔(¥) 이상 보수를 수령한 이사에 대하여 그
상세내역(예컨대 salary, bonus, stock option, retirement payment 등)을 공개하여야 함
- 또한 상장기업은 이사 및 외부이사의 보수 총액에 대하여 상세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 일부 기업은 일본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Japan’s Corporate Governance Code)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보고서(Corporate Governance Report)에 이사의 보수에 관해 공시하고 있음

 이하에서는 일본의 대표적인 상장회사의 이사보수 공시 사례를 살펴봄
○ 위원회 설치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보수를 승인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감사 설치 회사 및,
감사등위원회 설치 회사에 한정하여 조사함
○ 보수에 관한 공시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보수 한도와 보수 지급액이 어떠한 추이를
보이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봄
○ 특히 보수한도를 변경하는 안건이 상정된 주주총회 개최연도를 전후로 실제 보수 지급 행태를
살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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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보수 공시 사례(1) - Nissan Motors
 Nissan은 이사의 보수를 소집통지서(Notice of Convocation)22)과 유가증권보고서(Annual
Securities Report)23)를 통해 공시함24)
○ 소집통지서와 유가증권보고서의 공시 내용이 다소 다르며, 이는 전자의 경우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후자는 법25)으로 정해진 것에 기인함
○ 소집통지서 상에서는 전체 이사에게 지급한 총액, 그 중 사외이사에 지급한 금액, 감사에게
지급한 총액, 그 중 사외감사에게 지급한 금액을 구분하여 공시함
<Nissan Motors Co. 2015년 6월 소집통지서 발췌>
(2) Amount of Compensation Paid to Directors and Statutory Auditors
Directors - 11 members 1,460 million yen (including 2 million yen paid to one Outside Director)
Statutory Auditors - 6 members 98 million yen (including 70 million yen paid to four Outside
Statutory Auditors)
Note: In addition to the above, the Company granted 3 Directors (excluding Outside Director) Share
Appreciation Rights (“SAR”) equivalent 570,000 common shares of the Company in the aggregate.
The fair value of SAR calculated by the share price on March 31, 2015, is 308.52 yen per share, and
the total amount is 176 million yen.

○ 반면, 유가증권보고서 상에서는 사내이사, 감사, 사외임원26)으로 구분하여 각 이사 직급별로
기본보수와 주식보상(Share appreciation rights) 총액을 공시하고 있음
<Nissan Motors Co. 2015년 3월 31일 기준 유가증권보고서 발췌>
<Total remuneration by each position>
(Millions of yen)

22)
23)
24)
25)
26)

Category

Total
Remuneration

Basic
Remuneration

SAR

Numbers

Directors
(except for Outside Directors)

1,635

1,459

176

10

Statutory Auditors
(except for Outside Statutory Auditors )

28

28

-

2

Outside Directors and
Outside Statutory Auditors

72

72

-

5

우리나라의 주주총회 소집공고에 해당함
우리나라의 사업보고서에 해당함
Nissan은 소집통지서와 유가증권보고서를 모두 영문화하여 공시하고 있음
일본 금융상품거래법(金融商品取引法)
사외임원은 사외이사와 사외감사를 포함한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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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ssan은 2007년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를 기존 2,600,000천 엔에서
2,990,000천 엔으로 증액함
○ 비록, 증액 이후 지급 규모가 감소하여 실지급율이 50% 수준으로 급감하였으나, 증액하기
직전 사업연도 Nissan의 이사 보수 실지급율은 96.8%에 달함
<표 1> Nissan 연도별 이사 보수 한도 및 지급내역(2006~2016)
승인금액(천엔)

사업연도
종료일

전체이사

사외이사*1

2006.03.31

2,600,000

N/A*3

2007.03.31

2,600,000

N/A*3

2008.03.31

2,990,000

30,000

2009.03.31

2,990,000

30,000

2010.03.31

2,990,000

30,000

2011.03.31

2,990,000

30,000

2012.03.31

2,990,000

30,000

2013.03.31

2,990,000

30,000

2014.03.31

2,990,000

30,000

2015.03.31

2,990,000

30,000

2016.03.31

2,990,000

30,000

2017.03.31
*1

*2

*3

2,990,000

30,000

지급금액(천엔)
전체이사

사외이사

(이사 수)

(이사 수)

2,527,000

실지급율(%)
사내이사*2

사외이사

N/A*3

97.2%

N/A*3

N/A*3

96.8%

N/A*3

N/A*3

74.6%

N/A*3

2,581,000

2,000

86.4%

6.7%

(9)

(1)

1,692,000

2,000

56.6%

6.7%

56.2%

10.0%

58.6%

6.7%

58.6%

10.0%

55.4%

6.7%

48.9%

6.7%

51.4%

6.7%

(11)
2,518,000
(9)
2,231,000
(10)

(12)

(2)

1,678,000

3,000

(9)

(1)

1,751,000

2,000

(9)

(1)

1,749,000

3,000

(10)

(1)

1,656,000

2,000

(9)

(1)

1,460,000

2,000

(11)

(1)

1,537,000

2,000

(10)

(1)

1,836,000

N/A

61.4%

N/A

(8)

사외이사에 대한 승인금액은 별도가 아니며, 전체이사 승인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예컨대, 2008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보면 회사는
이사회 전체에 2,990,000천 엔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중 사외이사에 지급할 수 있는 한도는 30,000천 엔임
사내이사에 대한 실지급율은 ‘사내이사에 대한 지급금액’을 ‘전체이사에 대한 승인금액에서 사외이사에 대한 지급금액을 차감한 값’으로
나누어 계산함(2017년 3월 종료 사업연도 제외)
Nissan은 2008 3월로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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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보수 공시 사례(2) - Capcom
 Capcom은 이사의 보수를 연차보고서(Annual Integrated Report)와 유가증권보고서
(Annual Securities Report)를 통해 공시함27)
○ Capcom의 공시는 연차보고서와 유가증권보고서 사이에 큰 차이가 없음
- 연차보고서와 유가증권보고서 모두 직급별로 구분하여 지급한 보수 총액 및 기본보수,
주식매수선택권, 상여금, 퇴직금 내역을 보고하고 있음
○ 또한 관련법령에 따라 총 보수가 1억 엔이 넘는 이사 1인의 보수 내역을 공개하고 있음
<Capcom Co. 2016년 3월 31일 기준 연차보고서 발췌>
Officer Remuneration (Year ended March 31, 2016)
Total remuneration, etc. by type of director for delivery companies, total amount by type of
remuneration, etc., and number of directors the remuneration was paid to
Total of remuneration, etc. by type (million yen)

Type of director

Total
Remuneration
(million yen)

Basic
remuneration

Stock
options

Number
of director
Severance
paid

Bonus

Directors
(excluding external directors)

324

265

-

50

9

10

Auditors
(excluding external auditors)

28

28

-

-

0

2

External director

56

56

-

-

-

5

Notes 1: The above includes three directors who left office due to their tenure ending at the conclusion of the
36th Regular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held on June 12, 2015.
2: The above includes one auditor who died in office on March 2, 2016.

Total amount of consolidated remuneration, etc. by director of delivery company
Name

Total of consolidated
remuneration, etc.
(million yen)

Type of
director

Type of
company

Kenzo
Tsujimoto

100

Director

Delivery
company

Total of consolidated remuneration,
etc. by type (million yen)
Basic
remuneration

Stock
options

Bonus

Severance

80

-

20

-

Note: The listing of total of consolidated remuneration, etc. is restricted to persons with 100 million yen or more.

 Capcom은 2011년에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 한도를 기존 450,000천 엔에서
650,000천 엔으로 증액함
○ 회사는 한도를 증액한 사업연도에서 그 이전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를 지급함
- 2012 사업연도에 사내이사에 지급된 보수는 573,000천 엔이었으며, 이는 증액하기 전의
한도인 450,000천 엔을 초과함

27) Capcom은 연차보고서만 영문으로 공시하고, 유가증권보고서는 원문으로 공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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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지급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1 사업연도에 95%를 상회하였으며, 한도를 증액한 이후
2012~2015 사업연도까지 78% 이상 유지하였으나, 2016 사업연도에 사내이사의 수 감소로
55%까지 감소함
<표 2> Capcom 연도별 이사 보수 한도 및 지급내역(2010~2016)

*1

*2

승인금액(천엔)

지급금액(천엔)

실지급율(%)

사업연도
종료일

전체이사

사외이사*1

사내이사
(이사 수)

사외이사
(이사 수)

사내이사*2

사외이사

2010.03.31

450,000

50,000

309,000
(10)

32,000
(4)

74

64

2011.03.31

450,000

50,000

403,000
(9)

32,000
(3)

96

64

2012.03.31

650,000

50,000

573,000
(11)

32,000
(3)

93

64

2013.03.31

650,000

50,000

558,000
(11)

32,000
(3)

90

64

2014.03.31

650,000

50,000

514,000
(12)

32,000
(3)

83

64

2015.03.31

650,000

50,000

485,000
(10)

32,000
(3)

78

64

2016.03.31

650,000

50,000

324,000
(7)

56,000
(5)

55

112

사외이사에 대한 승인금액은 별도가 아니며, 전체이사 승인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예컨대, 2010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보면 회사는
이사회 전체에 450,000천 엔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중 사외이사에 지급할 수 있는 한도는 50,000천 엔임
사내이사에 대한 실지급율은 ‘사내이사에 대한 지급금액’을 ‘전체이사에 대한 승인금액에서 사외이사에 대한 지급금액을 차감한 값’으로
나누어 계산함

소결
 일본의 보수 제도는 우리와 유사한 점이 많으나 일부 차이를 보임
○ 우리나라는 모든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의 보수를 승인받는 반면, 일본은 보수위원
회를 설치한 경우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없음
○ 우리나라는 보수 한도 승인과 관련하여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구분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일본은 분리하여 승인받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차이가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보수한도 대비 낮은 실지급율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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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기업의 공시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일본 기업은 보수 한도가 변경되지 않은 이상 보수에 관한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하고 있지
않으나 적어도 변경하는 시점에서는 실지급율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음
- 이는 이사에 지급할 보수가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한도금액을 변경함으로써
주주에게 보수와 관련된 실질적인 승인 권한을 주도록 하는 사례로 볼 수 있음
○ 또한 이사 또는 감사에 지급된 금액을 기본급과 변동급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때, 우리 상장회사들도 보수 한도와 실제 지급금액의 차이를 좁혀
주주의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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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상장폐지 목적의 주식공개매수 현황
송 은 해 선임연구원 (ehsong@cgs.or.kr)

▶ 2010년 이후 최근까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회사가 자진상장폐지 목적으로 공개매수를 실시
한 사례를 분석함
▶ 분석대상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최초 공개매수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평균주가에 27.64%의 프리미엄
을 적용하여 매수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남
▶ 프리미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현 주가가 투자자들이 판단하는 실질가치 대비 저평가된 경우 상
장폐지를 추진하는 대주주와 이에 반대하는 일반주주간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사례가 확인됨

도입
 경영상의 목적으로 자진 상장폐지를 추진하는 회사들은 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공개매수를 활용하여 지분율 요건을 충족함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최대주주 등은 자진상장폐지 신청 시점에 95% 이상의 지분
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거래소는 장내 주식거래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를 고려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함 (<표 1> 참조)
○ 공개매수 가격 산정 방법은 자본시장법 등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기업들이 재량적으
로 최근 주가에 일정 수준을 할증하여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공개매수 가격의 프리미엄은 투자자들에게 이익실현의 기회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매수
가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소수주주들이 대주주 측과 대립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회사의 현재 주가가 장기 성장성을 반영한 적정 기업가치 대비 저평가된 경우, 시장가격에
기초한 공개매수는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따라 소수주주들이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여 감사 선임 또는 대표이사 해임을 시도하거나
회계장부열람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발견됨

 언급한 사례와 같이, 자진상장폐지를 둘러싸고 대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 보상과 직결되는 공개매수가격의 산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
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이 글에서는 2010년부터 2017년 12월까지28)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회사가 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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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를 목적으로 주식공개매수를 실시한 사례를 조사·분석함
- 분석대상 회사들이 공시한 공개매수 가격의 산정 근거와 프리미엄 반영 현황을 파악하고,
공개매수 실패 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표 1>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자진상장폐지 요건29)
구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주주총회 결의 요건

상장폐지 신청 시 특별결의 방식으로 상장폐지를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제출

투자자 보호조치
심의 사항

1. 공개매수 또는 장내매수하였을 것
2. 신청일 현재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이 발
상장폐지신청 이전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
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일 것
거나 상장폐지 이후 일정기간 매수를 확약하는
3. 상장폐지 후 일정기간 투자자에게 주식 매
등 주주보호절차의 충실한 이행 여부
각 기회를 부여하기로 확약하였을 것
4. 기타 투자자 보호 사항이 충족되었을 것

상장폐지 심의 주체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

코스닥시장 기업심사위원회

자진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 현황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총 24개 상장법인이 자진상장폐지를 목적으로 총 34건의 공개매
수를 실시하였음(연평균 4.3건)
○ 24개사 중 8개사는 2회, 1개사는 총 3회에 걸쳐 주식을 공개매수하였음
○ 매수 주체를 살펴보면 2014년 말까지 공개매수를 실시한 16개사는 모두 최대주주(계열사
포함) 또는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제3자가 직접 주식을 매수하였으나, 2015년 이후 8개사
중 5개사가 회사의 자사주 매입 방식을 택한 것으로 확인됨
○ 공개매수 이후 24개사 중 18개사가 비상장회사로 전환되었고, 4개사는 주주들의 참여율
저조로 목표 지분에 미달하여 상장폐지가 불발되었으며, 2017년 중 공개매수를 실시한 2개사
의 상장폐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

 분석기간 동안 조사대상 법인들은 모두 최근 주가를 기준으로 일정 수준의 프리미엄을 가산
하여 공개매수 가격을 산정하였음
○ 구체적으로 공고일 전일 종가와 최근 1주일,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또는 12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중 3~5가지를 기준으로 택하여 각각 할증률을 공시함
- 이러한 방식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176조의7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의 산정방법30)을 준용한 것으로 보임

28) 2010년에 실시한 공개매수가 전년도에 실시한 최초 공개매수에 이은 후속 매수인 경우 전년도의 공개매수 건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음
29)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과 시행세칙을 참고하여 정리함
30)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 1개월, 2개월간 거래량가중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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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가격 산정 근거로 최근 주가 외에 수익가치와 자산가치 등에 근거한 적정 기업가치 평가를
언급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음

 공개매수 가격의 프리미엄은 각 회사의 최초 공개매수 공고일 이전 1개월 평균주가를 기준
으로 최저 8.87%에서 최고 41.63%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
○ 공고일 전일 종가 대비 할증률을 공시한 기업은 총 17사로서 이들 기업이 적용한 할증률은
최저 5.66%에서 최고 43.5% 사이에 분포하며 평균은 19.09%임
○ 1개월 평균주가 대비 할증률은 24개사 모두 공시하였으며, 할증률이 30%를 상회하는 사례는
6건, 20% 이상 30% 미만인 사례는 14건, 20% 미만인 사례는 3건이 있었고 평균은 27.64%로
나타남31)
<표 2> 공개매수가격 산정 시 1개월 평균주가 대비 할증률 반영 현황
할증률

후속 공개매수1)

최초 공개매수
빈도수

평균 할증률

빈도수

평균 할증률

30% 이상

6

34.87%

0

-

20% 이상 30% 미만

14

24.83%

2

24.70%

10% 이상 20% 미만

2

13.36%

1

18.82%

0% 이상 10% 미만

1

8.89%

5

2.54%

0% 미만 (할인)

0

-

1

-10.90%

계

24

27.64%

9

7.78%

주 1: 후속 공개매수의 경우 할증률을 별도로 공시하지 않은 1개사는 계산에서 제외함
출처: 각 회사 공개매수설명서, DART

 추가 지분 확보를 위해 실시된 후속 공개매수에서는 평균 할증률이 7.78%로 낮아졌으며
공개매수가격이 시가를 하회하는 경우도 발견됨 (<표 2> 참조)
○ 후속 공개매수가격은 대부분 최초 공개매수가격과 동일했으나32), 1차 매수가격에 부여된
프리미엄이 주가 상승을 유발하여 2차 매수 시점에는 주가가 이미 매수가격에 근접했기 때문
에 할증률이 축소된 것으로 파악됨

 상장폐지가 불발된 4개사의 최초 공개매수가격의 1개월 평균주가 대비 할증률은 20.40%에서
26.36% 사이(평균 24.74%)로, 전체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최근일 주가 대비 프리미엄만으로는 공개매수의 성패를 설명할 수 없으며, 시장가격에 반영되
지 않은 기업의 실질가치에 대한 투자자들의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31) 24개사 중 20개사는 1개월 거래량가중평균종가, 2개사는 1개월 산술평균종가, 2개사는 1개월 전 종가 대비 할증률을 공시하였으며
평균 할증률 계산 시 공시된 수치를 그대로 활용하였음
32) 매수 가격을 상향 조정한 사례는 1건에 불과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례 분석에서 후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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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 실패 사례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관투자자의 반대로 상장폐지 계획을 철회하거나 공개매수 가격을
상향 조정한 사례가 있음
○ 2012년 7월 유가증권시장 상장 자동차 부품사인 A사의 미국계 최대주주가 시도한 공개매수는
8.1% 지분을 보유한 2대주주 국민연금이 불참하면서 95% 지분 확보에 실패함
- 당시 공개매수가격 주당 28,000원은 직전 1년 최고가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은 기업의 미래가치 등을 고려하여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함33)
- 다음 해인 2013년 A사의 매출과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각각 42.1%, 28.0% 증가하고
주가는 39,000원까지 상승하였으며, 국민연금의 공개매수 불참은 결과적으로 장기 수익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파악됨34)
○ 기업지배구조개선을 통한 장기 가치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일명 ‘장하성펀드’의 저지로 2007년
최초 공개매수에 실패한 B사는 3년 뒤 매수가격을 상향 조정하여 상장폐지함
- 장하성펀드 측은 B사가 주당 순자산가치 52,805원 대비 지나치게 낮은 30,000원에 공개
매수를 실시하여 주주이익을 훼손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가격인상을 제안하였다가 회사
측이 거부하자 다음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을 통해 신규감사를 선임함
- 2010년 B사는 주당 55,000원의 가격으로 공개매수를 재시도하였으며 장하성펀드 및
소액주주들의 지지를 얻어 자진상장폐지에 성공함

 공개매수 목표에 미달한 이후로도 상장폐지 방침을 고수하는 최대주주 측과 이에 반대하는
투자자들 간 갈등이 표출되는 사례도 존재함
○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인 C사는 2016년 두 차례 공개매수를 실시하면서 최대주주가 직접
지분을 매입하는 대신 자사주 매입을 활용함으로써 논란을 촉발함
- C사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31.13%이나, 공개매수를 통하여 58.43%의 자기주식을 취득함
으로써 합산 89.56%를 확보하고 최대주주의 유효지분율은 74.89%로 상승하였음
- C사의 소액주주들은 자사주 매입 후 주당 수익가치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비합리적
으로 낮은 가격으로 소액주주 축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사주 소각 및 액면분할,
유가증권시장 이전상장을 제안하였으나 해당 안건은 주주총회에서 모두 부결됨
○ 코스닥시장에서는 소액주주 지분이 20%에 미달하면 관리종목 지정 및 퇴출 사유가 되는데35),

33) 조선비즈, 2012.7.23., “ 국민연금, A사 공개매수 불참키로”
34) 2017년 12월 말 현재 A사의 시가총액은 공개매수 시점 대비 약 260% 상승하여 같은 기간 KOSPI 지수 상승률 약 32%를 크게
상회하였으며, 국민연금은 여전히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35)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소액주주 지분이 유동주식수의 20%(유가증권시장의 경우 10%) 미만일 경우 주식분산기준 미달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1년간 해소되지 않으면 퇴출사유가 됨. 단, 30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10% 이상 및 100만주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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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상장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자사주를 소액주주 지분으로 간주하지 않게 됨에
따라서 C사의 경우 대주주의 의지대로 상장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임

소결
 자진상장폐지를 추진하는 회사들은 공개매수가격 산정 시 최근일 주가에 일정 수준의 프리미
엄을 부여함으로써 주주들에게 공개매수 참여 유인을 제공함
○ 2010년부터 최근까지 공개매수를 실시한 24개 법인은 최초 공고일 이전 1개월 평균주가
대비 평균 27.64%의 할증률을 적용하여 매수가격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일부 투자자들
에게 이익실현의 기회를 제공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음

 그러나 회사의 현 주가가 투자자들이 판단하는 실질가치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 프리
미엄의 부여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이 발생함
○ 특히 자산가치나 수익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에 투자하는 가치투자자 또는 회사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는 장기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상장폐지로 인해 가격과 가치의 괴리를
해소할 기회를 상실한다는 점에서 주주이익 훼손을 주장할 여지가 있음
○ 그러나 해당 투자자들이 공개매수를 저지하기에 충분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한, 최대주
주의 의사에 반하여 상장폐지를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따라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기관
투자자들의 적극적 주주활동이 간접적으로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공개매수 가격산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개매수 가격과 시점을 결정할 권한은 기업의 내부사정을
잘 아는 대주주 및 경영진에게 있으므로, 시장가격에 의존하는 방식은 일반주주들의 이익을
적절히 보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참고할 만한 해외 판례로,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은 2013년 델(Dell)사의 상장폐지에 반대한
주주들이 주식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한 소송에서 시장주가에 근거한 공개매수가격이 회사의
공정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결한 바 있음36)37)

36) 당시 델 사의 공개매수 가격은 시장주가 대비 47%의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이었으나, 델라웨어 형평법원은 사측이 제시한 13.75달러
에서 28% 증액된 17.62달러를 공정한 주식가치로 결정함
37) 법무법인 한누리, 2016.6.9.,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한국과 미국에서 잇달아 내려진 주식매수가액 증액결정”,
https://onlinesosong.com/hannuri/notice/monitor/907/view?page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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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주총회 임원보수 안건 조사 –
스위스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정 한 욱 연구원 (jhwook@cgs.or.kr)

▶ 국내와 유사하게 임원들의 보수총액을 승인받는 스위스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제도와 상정되는 임원보수
안건 및 공시에 대해 조사함
▶ 스위스 상장기업들은 헌법과 주식법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와 경영진 임원의 보수한도를 주주
총회에서 승인받으며, 보수한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소집공고를 통해 명시함
▶ 또한, 회사의 보수정책 및 각 사업연도에 개별 임원이 수령한 보수금액에 대해서는 보상보고서를 통해
매년 공시하며, 주주총회에서는 권고투표를 통해 승인받아야 함
▶ 국내 상장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임원 보수한도에 대한 정보비대칭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주주들에게 보여
주어야 함

조사 목적
 국내 주식회사 등기임원의 보수는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바에 따라 정함38)
○ 상법 제388조에 따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함을 명시함
○ 이에, 국내 주식회사들은 주주총회에서 개별 이사 및 감사가 수령할 보수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를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상정함

 하지만,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함에 있어 설정된 한도금액에 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기업의 수는 매우 적음
○ 2017년에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 안건을 상정한 유가증권 상장기업
중 한도금액에 대한 사유를 명시한 유가증권 상장 기업은 5개 사에 불과함39)

38)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5억 원 이상 수령하는 임원에 한해서는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에 명시하도록 함
39) 2017년에 개최된 889건의 유가증권시장 소속 기업들의 주주총회 중 케이티엔지, 롯데손해보험, 대창단조, 한국금융지주, 한전KPS만
공고상에 증액사유를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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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사 모두 한도금액이 변경된 사유를 명시하였으며, 이사 및 감사보수의 한도가 전 사업
연도와 동일한 기업들은 사유를 명시하지 않음

 이에, 국내와 유사하게 주주총회에서 임원들의 보수총액의 한도를 승인받는 스위스 기업들을
대상으로 임원 보수에 대해 적용받는 규제와 주주총회에서의 임원보수 안건 및 공시내용에
대해 조사하고자 함
○ 스위스는 2013년 3월 국민투표를 통해, 임원보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헌법 개정과
이후 주식법을 개정하여,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및 경영진 임원의 보수한도를 승인받도록 함

스위스 주식회사들의 임원보수와 관련된 제도
 스위스 기업 경영진들의 천문학적인 보수 수령으로 인해 기업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보수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됨40)
○ 노바티스(Novartis)의 전 회장 다니엘 바젤라(Daniel Vasella)는 퇴임 후 7,200만 스위스
프랑을 추가로 받기로 하였으며, 스위스에어 CEO 마리오 코르티는 1,340만 달러를 퇴직
보너스로 수령함

 이에, 토마스 민더(Thomas Minder) 의원은 “Minder Initiative”, 즉 ‘CEO 고액연봉 제한안’을
국민발안으로 추진하였고, 이 발안은 2013년 3월에 국민투표로 통과됨
○ Minder Initiative는 상장사 경영진의 기본급 및 상여금 지급 계획을 주주들이 투표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국민투표의 통과로, 스위스는 연방헌법 개정을 통해 제95조 제3항에 임원이 수령할 수 있는
보수총액을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함41)
<표 1> 스위스 헌법 제95조 제3항 번역문
구분

내용

제95조 제3항 제a호

매년 시행되는 주주총회에서 경영진, 이사회 및 자문위원회 소속 전체 임원의 총보수액
(현금자산 및 현물 급여)을 표결에 부친다. 주주총회는 매년 경영진 위원장, 경영진 및
자문위원회 소속 위원과 독립적으로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자를 선출한다. 기업
내 퇴직연금기금은 피보험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주요 이슈에 대해서 표결에 부치
고, 얼마나 많은 수의 임원이 표결에 참가했는지를 공시한다. 주주는 원거리에서 전자
적인 형태로 표결권을 행사한다. 기관을 비롯하여 기탁한 고객 주식에 대해 위임받음
금융기관이 주주총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 행사는 금지한다. 위원회 내 투표권
대리와 위임투표를 금한다.

40) 안성경, 2014, “기업 경영진 고액연봉제한을 위한 법령 : 스위스의 헌법 개정 사례를 중심으로”, 법제 14-3, pp.48-67
41) 주석 40)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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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제95조 제3항 제b호

경영진, 이사회 및 자문위원회 소속 위원은 퇴직금 및 기타 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이를 사전에 지급 받을 수도 없다. 또한, 회사 인수·매각 시 실적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
고, 추가로 타 회사와 감사위원 또는 임원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기업경영은 법인
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95조 제3항 제c호

기업의 정관에는 경영진, 이사회 및 자문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허용하는 대출, 대부 및
퇴직금의 액수뿐만 아니라 이들 위원을 대상으로 한 성과급 지급계획과 출자계획, 사외
이사의 수 및 이사회 소속 임원의 고용계약기간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하도록 한다.

제95조 제3항 제d호

상기 a호에서부터 c호에 명시된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3년의 자유형과 6년분 연봉 이
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출처 : 안성경 (2014)

 또한, 스위스 연방의회는 헌법 제 197조 10항에 의거, 헌법 제95조 3항을 반영하여 주식법
(Ordinance Against Excessive Compensation with respect to Listed Stock
Corporations)을 개정함
○ 개정된 주식 법에는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총회 투표, 보수에 대한 내용 정관기재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
<표 2> 임원보수와 관련된 스위스 주식법의 주요 내용42)
구분

내용

제12조 제2항 제5호

정관에는 경영진 보수총액 사전승인 후에 선출되는 경영진 구성원에 대한 추가적인
지급금액을 명시해야한다.

제18조 제1항

이사회, 경영진, 자문위원회가 회사로부터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수령하는 보수금액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제2항

회사는 주주총회 투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관에 명시해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보
수에 관한 안건이 부결될 것을 고려한 규정들을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제18조 제3항

각 호의 사항들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1. 연간단위로 보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이사회, 경영진, 자문위원회가 수령하는 총액에 대해서는 분리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3.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보수관련 안건들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스위스 기업들은 개정된 주식법을 반영하여, 2014년 이후 개최된 주주총회부터 이사회와
경영진 임원의 보수한도를 사전에 승인을 받는 안건들을 상정함
○ 이사회의 임원들은 다음 주주총회 개최일 까지 혹은 주주총회 개최 사업연도에 수령할 수
있는 보수의 한도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음
○ 경영진은 1년 혹은 2년 후 사업연도에 수령할 수 있는 보수의 한도를 승인받는 안건을 상정함
- 기업에 따라 기본급과 성과급 한도를 분리하여 승인받는 기업들도 있으며, 회사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총액한도를 사전에 승인받는 기업들도 있음

42) Ordinance Against Excessive Compensation with respect to Listed Stock Corporations, The Swiss Federal Counci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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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상장 기업들의 임원 보수안건 및 공시현황
 2017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스위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있는 기업들 중, Swiss
Market Index(이하 SMI)에 소속된 기업들과 Swiss Market Index Middle(이하 SMIM)에
소속된 기업 50개 사 중 44개 사를 대상으로 2017년에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 안건에
대해 조사함
○ 스위스 국적이 아닌 기업과 분할 및 합병 등으로 기존 주주총회 안건을 파악하기 어려운
기업, 우선주를 제외한 44개 사를 선정함

 우선, SMI와 SMIM에 소속된 상장기업들은 주주총회 소집공고에 승인받을 임원 보수한도에
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음
○ 안건으로 상정된 이사회 및 경영진 임원들의 보수 한도의 적절성 및 합리성에 대해 소집공고
상에 상세하게 기재함

 2017년에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임원들의 보수한도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는 유형은
주로 다음 주주총회 개최일 까지 수령할 수 있는 최대 보수액을 승인받음
○ 2017년에 개최된 주주총회 시점부터 다음 연도에 개최될 주주총회까지 수령할 수 있는 최대
보수한도를 승인받는 기업의 수는 38개 사이며, 2017 사업연도에 수령할 수 있는 최대
보수한도를 승인받는 기업의 수는 6개 사 임
<표 3> SMI와 SMIM 기업들의 이사회 보수한도 승인
구분

회사 수 (개)

대표기업

주주총회 개최 기준

38

Nestle, Novartis, Credit suisse

사업연도 기준

6

Swisscom, Schindler

 SMI와 SMIM에 소속된 과반 수 이상의 기업들은 경영진의 보수한도를 사전에 승인받는 반면,
일부 기업들의 경우에는 경영진의 전 사업연도의 성과급과 다음 사업연도 기본급을 분리하여
승인받는 경우도 있음
○ 44개 사 중 28개 사는 1년 혹은 2년 후 경영진 임원이 수령할 수 있는 보수에 대한 한도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음
○ 반면, 나머지 16개 사는 경영진 임원이 수령할 수 있는 보수총액에 대해서도 다음 사업연도
기본급과 전 사업연도의 성과급을 분리안건으로 상정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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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SMI와 SMIM 기업들의 경영진 보수한도 승인
구분

회사 수

대표기업

총액 단일안건 상정기업

28

Nestle, Novartis, Roche

기본급과 성과급 분리안건 상정기업

16

Credit suisse, Lonza, Swatch Group

 또한, SMI와 SMIM에 소속된 기업들은 모두 보상보고서(Compensation Report)를 권고
투표(Advisory Vote) 안건으로 상정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해야 함
○ 보수한도 안건과는 별도로, 기존 사업연도에 이사회 및 경영진 임원들에게 제공한 보수내역이
명시되어 있는 보상보고서 승인을 득해야 함

 SMI와 SMIM에 소속된 기업들 중 9개 사는 경영진이 수령한 보수가 기존에 승인받은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함
○ 9개 사 중 7개 사는 경영진 임원의 추가선임으로 인해 승인받은 보수한도를 초과하였으며,
나머지 2개 사는 경영진 임원들의 교체로 인하여 기존에 승인받은 보수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함
- Helvetia Holding과 Straumann은 CEO교체로 인해 보수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함
<표 5> 2016 사업연도에 보수한도가 초과된 기업

*1

회사명

한도 초과율 (%)*1

Givaudan

100.62

Julius Baer

106.62

SGS

116.51

Swiss Re

162.97

UBS Group

101.00

Clariant

104.96

Flughafen Zuerich

109.62

Helvetia Holding

100.89

Straumann

102.10

: 한도초과율은 실제 지급보수 대비 승인받은 한도금액으로 산출
출처 : 각 사 보상보고서

결론
 국민투표와 법 개정을 통해 스위스 상장기업들은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와 경영진 임원들의
보수한도에 대한 안건을 상정함
○ 2014년부터, 이사회와 경영진 임원들이 수령할 수 있는 최대 보수금액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안건들이 주주총회에서 상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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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스위스 기업들은 이사회 및 경영진 임원들의 보수한도에 대한 안건과 더불어 설정된
보수한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소집공고에 명시함
 또한, 매 사업연도 마다 보상보고서를 발간하여 이사회와 경영진의 보수체계 및 개별 임원이
수령한 보수액에 대해서도 공개하고, 주주총회에서 권고투표의 형식으로 승인을 받음
 본 조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국내 기업들도 등기임원의 보수한도를 설정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주주들에게
임원보수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어야 함
○ 나아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임원 보수체계에 대한 정책 등을
공시하여, 주주와 기업 간 정보비대칭을 최소화 하는 노력을 기울어야 함
<표 6> SMI와 SMIM에 소속된 44개 사 목록
Swiss Market Index (SMI)
기업명

Swiss Market Index Middle (SMIM)
*1

기업명

산업군

ABB Group

산업군

산업재

Aryzta

필수소비재

The Adecco Group

자유소비재

Baloise

금융

Credit Suisse

금융

Barry Callebaut

필수소비재

Geberit

자유소비재

Clariant

소재

Givaudan

소재

DKSH

미디어

Julius Baer

금융

Dormakaba

산업재

LafargeHolcim

소재

Dufry

자유소비재

Lonza

건강관리

Ems-Chemie

소재

Nestle

필수소비재

Flughafen Zuerich

산업재

Novartis

건강관리

GAM

금융

Richemont

자유소비재

Georg Fischer

산업재

Roche

건강관리

Helvetia Holding

금융

SGS

자유소비재

Kuehne+Nagel

산업재

Sika AG

소재

Lindt & Sprungli

필수소비재

Swatch Group

자유소비재

Logitech

정보기술

Swiss Life

금융

OC OERLIKON

산업재

Swiss RE

금융

Partners Group

금융

Swisscom

통신서비스

PSP Swiss Property

금융

UBS

금융

Schindler

산업재

Zurich Insurance Group

금융

Sonova

건강관리

*1

Straumann

건강관리

Sunrise Communications

통신서비스

Swiss Prime Site

금융

Temenos Group

정보기술

: 위의 산업군은 Bloomberg에서 제공하는 Industry Sector를 번역함
출처 : Six Swiss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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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ews
1. UNEP, Fiduciary Duty in the 21st Century Project 경과보고
 2016년 12월,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UNEP FI(UN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 Generation Foundation은 ‘Fiduciary Duty in the 21st
Century’라는 3년 중기 프로젝트를 시작하였고 최근 프로젝트 경과보고서를 발표함43)
○ 이 프로젝트는 기관투자자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 개념을 명확히 정립함으로써 기관
투자자가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서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현재 기관투자자가 투자행위에서 ESG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기관투자자의 신인의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고 신인의무가 이른바 정당한 장애요인(legitimate barrier)
으로 거론되고 있어, 이러한 논란을 종식시키는데 기여하고자 실시됨
○ 현재까지 거둔 성과와 향후 과제는 아래와 같음
-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400명 이상의 정책 입안자, 투자자들을 상대하면서 기관투자자의
신인의무와 관련하여 ESG 이슈가 가지는 중요성을 일깨움
- 투자자 의무에 관한 글로벌 성명서(Global Statement on Investor Obligations and
Duties)에 123개(22개국) 서명이 이루어짐
- 개별 국가 단위로 ESG 이슈를 반영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책 변화의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현재 이행 중에 있음
<국가별 경과보고 요약>44)

43)
44)
45)
46)

국가명

성과 및 향후 과제

한국

- 국민연금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투자대상과 관련한 ESG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됨(2015)
- 한국 스튜어드십코드가 제정되었고(2016), 한국투자공사와 국민연금이 도입 의사를 표명함

영국

- 영국 법률위원회(UK Law Commission)의 보고서(2014)에 따르면, 연기금은 기금의 성공적인 운용을
위하여 재무적(financially)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ESG 이슈를 고려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
여야함
- 연금 규제당국(Pension Regulator)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 pension funds)을
운용하는 경우, 재무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ESG 요소를 함께 고려하도록 세부지침을 개정함
- 다만, 투자 규제(Investment Regulations) 상 사회·환경·윤리 문제가 혼재돼 있고 ESG 이슈가 옵
션사항으로 제시돼 있어 상당수의 수탁자가 신인의무 개념을 계속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음
- 향후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DWP)는 연금 펀드가 재무적으로 중요한
ESG 이슈를 검토하도록 투자 규제 내용을 명확히 하고, 연금 펀드를 대상으로 수탁자 의무에 관해
소개할 필요가 있음
-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는 독립된 지배구조 위원회(Independent
Governance Committee)의 ESG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https://www.fiduciaryduty21.org/resources.html
보고서 내용 중 일부 발췌하여 작성함
Investment Guidance Notes : IGN-004 :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ESG) Factors
Regulation 28은 퇴직연금에 대한 제한사항을 제시한 규제안으로 연금펀드법(Pension Fund Act)에 근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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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및 향후 과제

EU

- EU 지침(EU Directive) 수준에서 투자 의사결정시 ESG 요소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함
- 비재무정보 공시지침(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을 통해 유럽 회사에게 적용되는 ESG
요소에 관한 최소 공시기준을 마련함(2014)
- 보험 및 직업연금지침(IORP Directive), 주주권리지침(Shareholder Rights Directive), 자산유동화
지침(Securitisation Directive), PRIIPS(Packaged Retail and Insurance-based Investment
Products) 조항에 ESG 규정이 추가됨
- 향후 EU는 신인의무 요건과 ESG 통합(integration)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음

캐나다

- 온타리오 주정부는 연금법(Pension Benefits Act, PBA)을 개정하여, 온타리오에 등록된 연기금으로
하여금 투자정책 또는 투자절차에서 ESG 요소를 고려하는지, 만약 그러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고려
하는지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정함
- 온타리오 금융위원회(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f Ontario, FSCO)는 연금제도 관리자가
위 내용을 적용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투자가이드라인45)을 제정함
- 향후 연금 규제당국은 온타리오 연금법에서 정한 ESG 요건에 관한 사항을 다른 주(州)에 확대 적용
할 필요가 있음
- 캐나다 금융감독위원회(Canadian Securities Administrators, CSA)는 ESG 중요성 공시에 관한
사항을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미국

- 금융선택법(Financial Choice Act)의 도입으로 주주권리보호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선택
법의 통과를 막을 필요가 있음

브라질

- 브라질 연금 규제당국(The National Superintendency of Complementary Social Security,
PREVIC)은 산업별 투자실무에 적용되는 Resolution CMN 3.792의 개정을 승인하여, 투자실무에서
ESG 요소를 반영하기 위하여 투자자에게 요구되는 사항들을 명확히 정함
- 연금 규제당국은 2018년 3분기까지 모범사례집 내 ESG 적용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예정임
- 브라질 보험감독원(Superintendence of Private Insurance, SUSEP)은 2018년까지 규제 프레임
워크 내 PREVIC의 ESG 요구사항들을 반영할 예정임
- 향후 연금 규제당국은 시장 참여자들이 개정된 Resolution 및 폐쇄형 연금 펀드를 위한 지침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음
- 향후 브라질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CVM)는 브라질 자본시장
투자협회(Association of Capital Market Investors, AMEC)의 스튜어드십코드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음

독일

- 재무부는 연금보험법(Pension Insurance Act)을 개정하여 모든 기관투자자가 재무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ESG 이슈를 고려하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호주

- 호주 금융당국(Australia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APRA)은 건전성실무가이드(Prudential
Practice Guide) 34, 36 단락을 개정하여 ESG 이슈가 위험과 수익 분석에 중요하다는 것을 연금펀드에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중국

- ‘Investor Obligations and Duties and ESG integration in China’에 관한 리포트가 2018년에
발간될 예정임

일본

- 보건복지부는 모든 연금 정책(pension scheme)을 대상으로 투자 과정에서 ESG 요소를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음
-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함

남아프리카

- 남아프리카 금융서비스위원회(Financial Services Board, FSB)는 Regulation 2846)이 남아프리카
연금제도의 투자실무에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지침서를 제공하고 실무 개선을 적극적
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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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美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주주제안 가이드라인 공보
□ 2017.11.1.,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업금융부(Division of Corporation Finance)는 주주제안
배제조항 해석을 공보(Staff Legal Bulletin No. 14I(“SLB 14I”))함47)
○ 미국 주주제안권제도는 1934년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14a에 따른 위임장
권유규칙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를 명문화한 SEC Rule 14a-8이 현재의 주주제안규정임
○ SLB 14I은 Rule 14a-8의 형식적 요건(자격요건, 행사시기, 행사방법) 중 행사방법에 대한
해석과 실질적 요건인 배제조항에 대한 해석에 관한 것임
- 주주제안 배제조항48)에 해당하는 ‘사업관련성’(Rule 14a-8(i)(5)) 및 ‘일상적 영업활
동’(14a-8(i)(7))에 대한 완화된 해석과 주주제안 절차조항(Rule 14a-8(d))과 대리인
(proxy)에 의한 주주제안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을 안내함에 따라, 회사가 주주제안을 배제
할 수 있는 근거가 확대됨

 사회적 정책문제와 연관된 주주제안에 해당할 경우 회사가 주주제안을 배제하기 어려웠으나,
이사회의 판단에 따라 사회적·윤리적 문제와 연관된 주주제안이더라도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기존에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회사의 일상적 영업활동을 ‘초월’하는 사회적 정책문제라면 회사가
Rule 14a-8(i)(7)를 근거로 주주제안을 배제하기 어려웠음
- 더하여 주주제안의 내용이 Rule 14a-8(i)(5)에서 배제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자산총액,
순이익, 매출액의 5%미만에 해당하는 영업에 관련된 내용이더라도, 사회적 정책문제라면
‘일상적 영업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의 주주제안 배제가 SEC에 의해 거절되어왔음
○ 그러나 SLB 14I이 신인의무(fiduciary duty)와 정보우위를 가진 경영진에게 주주제안의
내용이 사업내용과 중대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있으며, 주주제안의 사업관련
성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제안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밝힘에 따라, 회사의 주주제안
배제가 이전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됨
- 특히 SEC는 Rule 14a-8(i)(5)를 해석함에 있어 ‘일상적 영업활동’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관련성’ 요건의 충족 여부만을 판단하기로 함
○ 다만 이사회는 주주제안을 배제하기 위한 분석 및 평가를 거쳐야 하며, 배제의 사유와 과정을
자세하게 공시해야 하므로 주주제안 대응에 있어 이사회의 역할 향상 또한 요구됨

47) 자세한 내역은 Staff Legal Bulletin No. 14I를 참조하기 바람 https://www.sec.gov/interps/legal/cfslb14i.htm
48) 주주제안 배제조항인 Rule 14a-8(i)은 다음과 같음; (1) 주법에 위반되는 사항, (2) 실행 시 법을 위반하게 되는 사항, (3) SEC규정에
위반되는 사항, (4) 개인적인 불만사항, (5) 사업내용과 중대한 관련이 없거나 자산총액, 순이익, 매출액 5% 미만에 해당하는 영업 관련
사항,(6) 회사의 권한 밖이거나 실행할 수 없는 사항, (7) 회사의 일상적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8) 임기 중에 있는 이사 해임, 후보자격
박탈 등 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 (9) 회사가 제안한 안건과 상충하는 사항, (10) 회사가 이미 수행하고 있는 사항, (11) 다른 주주제안과
중첩되는 사항, (12) 직전 5년 내에 상정된 특정 조건의 안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항, (13) 구체적인 배당금액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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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여 SEC는 주주제안은 목적사항, 부연설명 뿐 아니라 그래프 및 이미지를 포함하여
500단어 미만에 해당하여야 하며(Rule 14a-8(d)), 대리인의 주주제안 시 권한위임에 대한
추가적인 문서를 제출할 것을 공보하였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주제안을 배제할 수
있다고 밝힘
○ 주주제안에 그래프나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으나 명예훼손, 사실무근 등 잠재적 남용 여지가
있는 그래프 및 이미지를 활용할 경우 회사는 주주제안을 배제할 수 있음(Rule 14a-8(i)(3)),
- 한편 SEC는 주주가 제공한 이미지 등을 축소 또는 최소화할 수 없음을 강조함
○ SEC는 대리인에 의한 주주제안이 Rule 14a-8에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나,
대리인에 의한 주주제안 시 1) 주주제안자 및 대리인, 2) 주주제안 대상회사, 3) 주주제안이
제출되는 주주총회, 4) 주주제안의 구체적 내역이 포함된 권한위임 문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지
않는다면 Rule 14a-8(b)에 상충되어 배제될 수 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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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법제의
방향49)
송 태 원 변호사 (tws@cgs.or.kr)

▶ 신재생에너지 발전 활성화를 위한 법제에는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하는 발전차액보상제도(FIT)와 신재생
에너지 공급을 강제하는 의무할당제도(RPS)가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까지 FIT제도를 운용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미국, 영국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RPS제도로 전환하였다.
▶ 해외의 경우 미국과 영국에서는 FIT제도를 병행적으로 운용하거나 투자세액공제(ITC) 내지 생산세액공제
(PTC) 등 재정지원을 통해 풍력과 태양광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FIT제도를 기본으로 하면서 경매제도를 통해 지원책과 시장경쟁을 병행적으로 운용하여 환경성과 경제성을
함께 추구하고 있다.
▶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2011년 이후 폐지
되었던 FIT제도를 일부 제한적으로 확대 도입하는 한국형 FIT제도를 마련하고, 보조금의 단계적 축소
및 경매제도 도입을 통해 경제성도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요성
지속가능발전(sustainability)은 환경의 지속가능성 뿐 아니라 경제의 질적인 성장을 함께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해상충관계에 있을 수 있는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조화를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가능한
환경오염을 야기하지 않아야 한다. 에너지 부분에서 지속가능발전 전략은 에너지 소비구조를 온실
가스 배출이 최소화 되는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에너지원 중에서 전력은 다른 어떤 것보다 편리하기 때문에 전력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50) 전력공급은 우선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경제성이 있어야 한다. 전력공급의 안
정성이란 전력 수요가 있는 시점에 언제든지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경제성은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낮은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전력공급의 안정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환경오염 등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할 때 원자력

49)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50) 김철현･박광수, 2015, ｢국내 전력 소비 패턴의 구조적 변화 및 변화요인 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 보고서15-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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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과 석탄 화력 발전이 안정적이고 경제성이 있어 기저발전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은 폐기물 처리 비용 등 미래세대가 부담하는 외부비용이 있으며, 석탄 화력 발전의 경우에도
온실가스 배출로 지속적인 에너지원이 되지 못한다. 미국의 경제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공감의
시대’51)와 ‘3차 산업혁명’52)등의 저작을 통해 대안은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밖에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의는 없으며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통계기준은 국가
별로 상이하다. 우리나라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총 11개 분야로 정의하고 있다. 신에너지에는 연료전지, 석탄
액화가스화 및 중질잔사유가스화, 수소에너지 등 3개 분야의 에너지가 있으며, 재생에너지로는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등 8개 분야의 에너지가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통계에 따르면, TPES(Total primary energy supply)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기준 한국은 1.5%, 독일 12.5%, 덴마크 29.6%, 프랑스 8.8%, 스페인
14.0%, 일본 5.3%, 영국 8.2%, 미국 6.7% 등으로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해서 아직 낮은 수준
이다.53)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은 폐기물 63.5%, 수력 3.4%, 바이오
20.8%, 태양광 6.4%, 풍력 2.1%, 연료전지 1.7%, 지열 1.0%, 태양열 및 해양 1.0%이다.54) 한편
IEA에 따르면 OECD 회원국가들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은 수력 50.4%, 풍력 24.8%, 태양광
16.9%, 바이오 6.3%, 지열 0.6%, 태양열 및 해양 0.6%로55), 우리나라는 OECD국가들에 비해 풍력
및 태양광의 비중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참고로 폐기물 에너지원에 대해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로
분류를 하고 있지만, IEA, 미국, EU, 일본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 취급하고 있지 않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지원 법제
1.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정부 지원의 필요성
신재생에너지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다. 현재 경제성이 LNG 화력 발전 수준에 육박하는
풍력 발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풍력 발전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1% 확대시키는 데에는
2010년 기준으로 9.2조원의 설비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태양광 발전의 경우를 예로 들면, 우리

51)
52)
53)
54)
55)

제레미 리프킨, 2010, ｢공감의 시대｣, 이경남 옮김, 민음사, 607면.
제레미 리프킨, 2012, ｢제3차 산업혁명｣, 안진화 옮김, 민음사, 107-108면.
IEA(2017). ｢Renewables Information｣(2017 edition), International Energy Agency.
산업통산자원부 2017. 02. 08.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IEA(2017). ｢Renewables Information｣(2017 edition), International Energy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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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2011년 당시 독일만큼의 태양광 발전설비(24.7GW)를 설치한다면 기존 대비 전기요금의
35%이상이 인상되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56) 한편, 현 정부의 공약사항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14년간 모두 140조원의 투자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57) 이처럼 신재생에너지는 지구온난화 등 환경적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대신 막대한 투자비용과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이 없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가 쉽지 않다.
이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2.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공급 측면에서의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발전사업자에게
일정량 이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전기를 구매하도록 하여 수요 측면에서 강제하는 것이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가 ‘발전차액보상제도’(FIT : Feed-in Tariff)이고 후자의 대표적인 예가 ‘신재생
에너지 의무할당제’(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이다.
FIT제도는 발전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촉진하는 것
이다. 전력거래소에서 송배전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구매할 때 발전
단가가 낮은 전기부터 구매한다. 신재생에너지는 석탄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 등 기저발전보다
KW당 발전단가가 높고 LNG 화력 발전보다 발전단가가 높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전기는 팔리지 않을 수 있는데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원별로 정액의
보조를 해줌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전력거래소 시장가격으로 전기를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한편, RPS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일정 비중
이상 할 것을 강제하는 방식이다. 사업자는 스스로 할당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구매함으로써 인증서(REC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를 받을 수도 있다. 만약 신재생에너지 발전 의무할당량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에는
준조세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통상 FIT제도는 정부가 일정기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을 위해 전력가격을 보장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설비투자사업자 입장에서 수익률이 예측이 되어 투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준다. 대신
정부가 얼마만큼을 보조해 줄 것인지 가격책정이 어렵고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는 단점이 있다.
한편 RPS는 발전사업자 입장에서 얼마만큼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해야 하는지 물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으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따른 인증서의 가격은 예측이 되지 못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다.58) FIT제도와 RPS제도에 대하

56) 홍순파･정동원, 2012, ｢신･재생에너지 법과 정책｣, 법문사, 16면, 77면.
57) 동아일보 2017. 05.25., ｢2030년까지 140조… 신재생에너지 투자 25% 확대｣.
58) 국회입법조사처, 2016, ｢신･재생에너지 보급･육성 현황과 개선방안｣,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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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통상적으로 인용되는 비교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 FIT와 RPS의 비교59)
FIT
메커니즘

RPS

기준가격 설정을 통한 공급물량 결정

의무물량 부과를 통한 공급가격 결정

공급규모 예측

공급규모 예측이 불확실

공급규모 예측이 용이

에너지원 차별화

에너지원별 차별화 가능

에너지원별 차별화 곤란

정확한 공급가격 산정 어려움

수급여건에 따른 가격형성 및 변동

장점

∙ 초기 시장형성에 효과적
∙ 투자신호로서의 확실성

∙ 시장여건 형성 시 신재생에너지 시장 가격
설정 가능

단점

∙ 목표달성의 불확실성
∙ 가격의 경직성
∙ 시장경쟁에 가격인하 유인 부족

∙ 투자의 불확실성
∙ 거래메커니즘 등 관련 장치 필요
∙ 경제성 위주 특정 에너지원 편중

가격설정

다만, 상기 비교에서 FIT제도가 시장경쟁에 따른 가격인하 유인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통상 전력가격은 발전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가격에 연동되고 원재료를
낮은 가격에 구매할수록 전력생산단가도 낮아질 수 있다. 화력 발전의 경우 원재료를 얼마나 싸게
구매하느냐에 따른 전력가격 경쟁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런데 FIT제도 하에선 신재생에너지는 정액의
보조금를 받기 때문에 발전단가를 인하할 유인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는 다음의
사항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투자를 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과
전력판매를 통해 투자회수를 하게 되는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구매시장에서 경쟁이 존재할 경우
보다 낮은 가격에 설비를 구축할 수 있다. 설비투자규모는 대단위라는 점에서 설비공급업체간 경쟁이
일어나고 경쟁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전설비 가격은 하락한다. 즉 FIT제도 하에서는 경쟁에
따른 가격인하 유인이 적다는 비판은 동태적인 관점에서 투자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이 줄어들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소요되는 단가가 하락하는 것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참고로 미국과 유럽의
경우 2025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현재보다 절반 가까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그리드
패리티가 본격 실현되고 있는 상황인데,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의 하락은 RPS제도를 채택한 지역
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FIT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타나나고 있는바60),
이는 동태적 기술발전에 따른 비용감소의 효과이다.

59) 전기연구원 발표자료(홍순파･정동원, 위의 책, 204면에서 재인용).
60) 강정화, “세계 태양광 산업 동향과 국내 태양광 산업 현황”, 한국수출입은행,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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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의 사례 및 우리나라의 제도 변천
1. 해외사례
FIT제도와 RPS제도 중 어느 제도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활성화에 효과적인지를 일률적으로 말하
기는 어렵다. 이하에서 보는 것처럼 각국은 각기 다른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FIT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비약적으로 확대시킨 것으로 평가받는다.
FIT는 장기적으로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게 됨으로써 안정적인 투자유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61) 독일은 2050 에너지전환(Eneriewenda) 목표로
2050년까지 최소 80%의 재생에너지 전력보급 목표를 설정하였다. 최근에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FIT 제도에만 의존하는 경우 소비자들의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재생
에너지의 환경성 뿐 아니라 경제성을 함께 고려한다. 이에 재생에너지 전력 판매자 및 설비 건설자
간의 경쟁입찰을 통해 장기간의 전력구매계약을 하는 재생에너지 경매제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
이다.62)
한편, 미국의 주요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제도는 RPS라고 이해된다. 미국에서는 개별 주 법에서
전력회사들이 총발전량 또는 총전력판매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량으로
충당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RPS는 강제적 목표이기 때문에 목표 미달성시 제재조치를 두고 있다.
만약 의무공급자들이 의무달성을 하지 못하면 대안적인 의무달성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비용은 REC 시장 가격을 상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울러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은 RPS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자들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연방정부 차원의63) 생산세액공제(PTC : Production Tax
Credit)64)와 투자세액공제(ITC : Investment Tax Credit)65) 제도이다. PTC는 풍력 발전 등 신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과세연도 기간 중 판매 시 세액 공제 혜택 지원하는 제도이고,
ITC는 주거용 또는 상업용 시설의 신재생에너지발전 설비에 대해 일정 비율 세액 공제를 인정하는
제도다. 다만, 경제성 확보를 위하여 세액공제비율은 기간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소된다.66)
영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활성화 지원 법제는 2002년경 시작된 ‘신재생에너지 의무화제도’(RO :
Renewables Obligation)가 있다. 이는 RPS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전기판매사업자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량으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그런데 영국은 경제성이
좋은 해상풍력 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에 비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가 활성화

61)
62)
63)
64)
65)
66)

홍순파･정동원, 위의 책, 25-26면.
한국에너지공단, KEA 에너지 편람, 2017, 53-54면.
이재협, 2011, “기후변화의 도전과 미국의 에너지법정책”, 경희법학 제46권 제4호, 196-197면.
재생에너지 발전량 당 투자비의 일정금액을 10년간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투자 시 일정비율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황형준, 2013,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에 관한 쟁점들-영국의 신재생에너지 의무화제도(RO)를 중심으로”, 에너지법정책(조홍식
편저), 2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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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영국은 2008년 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FIT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영국은 해상풍력 분야를 중심으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다.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활성화 법제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일본은 2004년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RPS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목표이용량이 지나
치게 낮고 참여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한 탓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했다.67) 일본은 태양광
발전에 대한 높은 기술수준을 보유하고서도 자국 내에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2011년 원전 참사 이후 FIT제도를 부활시키고 태양광발전 설비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68) 다만, 최근 태양광 편중으로 FIT 보조금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가중으로 보조금
지원액을 하향 조정하였고 향후 기간 경과에 따라 FIT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69)
상기 해외사례 검토의 시사점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제도로 지원 중심의 FIT제도와 의무부과를
통해 강제하는 RPS제도가 있으나, RPS제도를 채택하는 국가들은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의 불확실
성을 낮추기 위하여 FIT제도를 병행하거나 세재･재정지원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를 함께 운용하고 있으며, 또한 인센티브 제도의 운용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경매제도 등 경쟁방식 및 단계적 보조금 축소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2.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지원 법제의 변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활성화를 위한 법률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있다. 먼저 법 제17조에 따라 FIT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동 제도는 2011년 12월 31일
까지만 유효하였다. 이후 2012년부터는 RPS 제도를 채택하였다. RPS 도입 이후 시행초기인 2012년
부터 2014년까지 의무할당량에 대한 이행률은 80% 이하에 머물렀고 상당수의 발전사업자들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 대한 투자 대신 과징금을 납부하였다. 이후 정부는 시업자들의 부담을
감안하여 의무할당 비율을 기존 대비 0.5%씩 인하하였다. 이로 인해 2015년과 2016년의 의무할
당량에 대한 이행률은 90%를 초과하였지만 이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낮추었기 때문이어서
당초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70)
RPS제도는 당초 시장경쟁원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장 적정가격을 형성하고 신재생
에너지 공급비용을 낮출 것을 기대하고 도입이 되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되지 못한 단계에서는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발전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패널티를
주는 방식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이 의무할당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수요가 공급보다 높아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용 하락이 실현되지 못할 수 있다.

67)
68)
69)
70)

이준서, 2010,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의무할당제도(RPS)의 입법적 검토-일본 RPS법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17면.
한겨레신문 2014. 11. 2., ｢태양광만 키우다 갈림길 선 일본 재생에너지정책｣.
한국에너지공단, KEA 에너지 편람, 2017, 55면.
조상민, 2017, ｢에너지수급 브리프 2017년 9월호｣, 에너지경제연구원,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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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제도와 FIT제도는 근본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자에게 유인을 제공하는 경로가 다르다.
RPS제도는 신재생에너지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유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매력적인 구매가격을 제시할 것이 예측될 때 투자의사결정이 일어나게 한다.
발전사업자에게 강제적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로부터 전력 또는 REC를 구매하는 것이다. 그런데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 또는 REC를 구매할지 여부는 해당 사업자가 의무할량을 채우지 못하였을 때 받게 되는 과징금의
액수에 달려 있는데, 제재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과징금 액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을 채우지
못하고 과징금 제재를 받는 시점에서나 확정된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세재지원이나 전력거래시 보조금 지급제도 등은 투자자의 손익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라는 목표달성 측면에서는 효과적이다. 다만
세금감면 내지 보조금 지급정책은 재정이 확보되어야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정액의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점진적인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해소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71) 공론화를 통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지난 12월 20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 제시하는‘재생
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였다.72)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원자력·석탄 발전 의존도를
낮추고 풍력·태양광 중심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비중을 키우려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투자유인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1년 이후 발전차액에 지원이 부담이 되어 FIT 제도를 폐지하고 RPS 제도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시장경쟁을 통해 REC 가격의 하락은 기대한 바와 달리
나타나지 않았다. 기업은 단지 이윤추구만 하는 조직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며, 특히 경제
영역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실행하는 주체가 된다.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하고 에너지
소비구조를 지속가능한 저탄소 구조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RPS제도를 유지하면서도 ‘한국형 FIT
제도’73)를 병행하여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유인책을 둘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71) 현대경제연구원, ｢친환경 전력정책의 비용과 편익｣, 2017.에 따르면 친환경 전력정책을 추진하는경우에 기존정책을 유지하는 경우
보다 2020년 0.8조원, 2025년 3.5조원, 2030년 6.6조원의 발전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각 가구가 부담해야 하는 월평균
전기요금 인상분은 2020년 660원, 2025년 2,964원, 2030년 5,572원으로 추정된다.
72)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2017. 12.
73) 정부는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발표를 통해 한국형 FIT제도의 도입을 시사하였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FIT는
협동조합 및 농민 등 소규모 발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FIT제도를 도입하는 것인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소규모 사업자들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FIT제도를 인정하는 것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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