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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설
주주총회의 형해화를 방지하고 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주주총회의 운영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개
별 주주가 총회운영의 모든 과정을 감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총회에서 감시자
를 선임하더라도 현재의 경영진을 선출한 다수파 주주가 선임하므로 공정한 감시
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한편 주주총회 운영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를
철회하고 재결의를 해야 되지만, 그에 따른 경비와 책임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회
사가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
하기 위하여 총회검사인 제도가 도입되었다. 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총회검사인을 선임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총
회검사인은 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한다.
이를 통하여 주주총회의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고, 총회운
영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인의 조사를 근거로 한 법원의 판단을 매개로 하여
회사가 자발적인 해결을 도모한다. 이처럼 총회검사인 제도는 분쟁의 예방과 자발
적인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또한 총회검사인의 기능으로서 증거보전을 거론하는 견해도 있지만, 소송 이전
의 단계에서 분쟁을 예방ㆍ해결하는 데에 이 제도의 가장 우선적인 의의가 있을
것이다. 즉, 총회결의의 하자는 총회에서 시정하는 것이 단체자치의 원칙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의소송에 의해 시정하는 방법을 둔 것이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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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 방법도 최선책은 아니므로 법원의 지원 아래 자발적인 해결방법을 허용하
고, 전술한 두 가지 해결방법을 지양하는 것이다.1)
이에 따라 2011년 개정상법은 주주총회 결의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총회검사인 제도를 도입하였다(상법 제367조 제2항). 이는 2009년 5월 상법
개정(법률 제9746호, 2010. 5. 29. 시행)에서 전자투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상
법 제368조의4) 주주총회 정족수의 충족, 전자문서의 인증확인, 전자투표의 마감
시한 체크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조사할 필요성으로 인하여 도입된 것이다.2)
2011년 개정상법상 도입된 총회검사인 제도는 일본의 제도를 수용한 것이다. 일
본은 1981년 서면투표의 도입을 계기로 상법에서 총회검사인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5년 개정전 일본상법 제237조의2), 2005년 회사법에서는 이를 수정보완하고
있다(일본회사법 제306조 및 제307조). 한편 일본의 총회검사인 제도는 미국의 표
결검사인(또는 선거검사인 : inspector of elections) 제도를 모방한 것이지만, 양
자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종래 회사의 설립절차 조사 이외에 총회제출서류나 회사의 업무ㆍ재산상황의 조
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인(서류검사인) 제도가 규정되었다(상법 제367조 제1
항). 총회검사인 제도는 총회에 선행하여 회사 또는 소수주주의 청구에 근거하여
법원이 선임한다(동조 제2항). 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을 조사하고, 조사결과
를 법원에 보고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74조). 전문지식을 가지는 법원에 조사보고
서를 제출하는 검사인이 사실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므로 위법 내지 불공정한 절차
가 방지된다(사실조사에 의해 위법의 억지효과). 사후에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
의 위법성 또는 그 현저한 불공정이 소송으로 문제된 경우에는 검사인의 보고서가
증거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여
법적 안정성에 기여하게 된다. 그 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입법되지 않았지만 검
사인의 보고서로부터 중대한 위법사실이 명확하게 된 경우 법원은 결의취소소송의
제기를 기다리지 않고 이사에 대하여 총회소집을 명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하여 회
사에게 가급적 속히 개선조치를 취할 기회가 부여된다.
이처럼 총회검사인 제도는 총회의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담보함과 더
불어 장래 다툼이 생길 때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1) 鷹果信孝, “總會檢査役”, ｢改正會社法の硏究(蓮井良憲還曆記念)｣, 1984, 175~176面.
2) 법무부, ｢상법개정특별위원회 회의록[회사편]｣, 2006. 12., 4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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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의 청구에 근거해서 총회검사인이 선임되지만, 총회검사인은 당해 소수주
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 및 주주 전체를 위해 조사하는 것이다.3)
그러나 총회검사인은 모든 총회에서 항상 선임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나 소수주
주의 청구에 의해 선임되는 데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총회검사인 제도의 목적 내
지 그 기능에 한계가 생긴다. 특히 총회검사인은 적극적으로 총회의 공정한 운영을
확보하는 직책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에 대한 조사보고의 제출이 그 직접적인
직무이며, 이를 통하여 공정한 총회의 운영이 간접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 또한 검
사인 선임청구권이 소수주주권이라는 점을 이유로 총회의 올바른 운영을 일반적으
로 확보하는 제도는 아니며, 소수주주가 불공정한 취급을 받지 않는 것을 담보한다
는 견해가 많다.4) 그러나 회사도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한
정적 해석을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5)
이 글에서는 주주총회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총회검사인 제도에 대해 미
국 및 일본의 운영현황을 고찰하고, 우리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법적 해석
상의 문제점을 논의한 후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주요국의 총회검사인 제도
1. 미국의 선거검사인(표결검사인) 제도
가. 선거검사인의 선임
공개회사는 의무적으로 그 이외의 회사는 선택적으로 주주총회에서 활동하는 1
인 이상의 선거검사인(inspector of elections)을 선임하고, 선거검사인의 결정에
대한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6) 선거검사인의 선임은 회사의 부속정관에 정한 바
에 따라 임원이나 이사가 한다. 서면보고의 요건은 선거검사인의 결정에 대한 사법
심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7)
3) 上柳克郞ㆍ鴻常夫ㆍ竹內昭夫 編, ｢新版注釋會社法(5)｣, 有斐閣, 1986, 120~121面(森本滋 執筆部分).
4) 前田重行, “議長と檢査役”, ｢民商法雜誌｣ 第85卷 第6号(1982), 952面; 河本一郞, “總會檢査役”, ｢法學セミナ｣ 第
363号(1985), 66面.
5) 上柳克郞ㆍ鴻常夫ㆍ竹內昭夫 編, 前揭書, 121面
6) RMBCA § 7.29⒜.
7) ABA,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Annotated, 4th ed., vol. 2, 2008, p. 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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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15개주에서 선거검사인에 관한 입법을 하고 있다. 뉴욕주의 경우 증
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회사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선거검사인을 선임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델라웨어주도 유사하게 이사회가 주주총회 이전에 선거검사인을 선
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정관이나 부속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상장회
사와 주주수가 2,000명 이상인 회사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
다.8) 캘리포니아주도 이사회가 주주총회 이전에 선거검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며,
또한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검
사인의 의무와 권한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주가 모범사업회사법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9)
나. 선거검사인의 자격
선거검사인은 회사의 임원이나 사용인이 될 수도 있다.10) 그러나 모범회사관행
(good corporate practice)에 따르면 공개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다툼이 있거
나 주주제안이 있는 때에는 임원이나 사용인이 아닌 독립적인 자를 선임하도록 권
고하고 있다. 독립적인 검사인을 선임하면 표결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의 인
식이 제고되고, 다툼이 있는 표결에 대해 사법심사가 이루어지는 때에 검사인 보고
서의 증거능력이 높아질 것이다.11)
다. 선거검사인의 직무권한
선거검사인의 직무는 사외주식(outstanding shares)12)의 수와 그 의결권을 확
인하고, 그 총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수 그리고 위임장이나 투표의 효력을
결정하며, 투표를 계산하고 그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다.13) 선거검사인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적절한 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그 결정은 종국적인 것이 된다.
선거검사인의 결정에 대해 법원에 제소가 된 경우에, 법원은 선거검사인과 당해 회
사의 경영자 및 표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사이의 관계, 선거검사인이 접근 가능
8) Del. Code. Ann. tit. 8, § 231⒠.
9) ABA, op. cit., p. 7-228.
10) RMBCA § 7.29⒞.
11) ABA, op. cit., p. 7-227.
12) 사외주식이라 함은 발행주식(issued stock) 중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treasury stock: 金庫株)을 제
외한 주식을 말하며, 이익배당청구권이나 의결권 등 주주로서 권리는 사외주식의 주주가 행사한다.
13) RMBCA §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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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증거 등을 고려하여 그 결정이 합리적이고 적절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적
절한 경우 선거검사인의 결정을 중시하여야 한다.14)
라. 미국 제도의 검토
미국의 선거검사제도는 회사 내부의 자치적 제도로서 발전한 것이며, 특정한 총
회에 임시적으로 설치되는 기관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통상의 주주총회에서도
위임장의 점검, 확인 작업을 한다. 일본의 총회검사인 제도가 미국법을 모방한 것
이지만, 총회와 더불어 상설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지배권을 둘러싼 다툼이 현
재화 하고, 총회가 그 쟁탈전의 장으로 되는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법원이 관
여하는 제도로 구상되어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회사법에서 각각의 제도로서 위
치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사적 자치에 기초를 둔 선거검사인 제도가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미국법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선임에 대해서
이사회나 총회의장에 의해 선임되는 경우가 많다. 임원이나 종업원 중에서도 선임
될 수 있다. 이는 검사인의 독립성 내지 중립성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총회에
서 다수결로 선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실제 운용을 할 때 회사 이외의 전문
가에게 담당시키는 방안도 생각된다. 국가기관인 법원이 선임하는 일본의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다.15)16)

2. 일본의 총회검사인 제도17)
2005년 개정전 상법상 총회검사인의 선임은 일정한 소수주주(6개월 이상 계속
하여 총주주 의결권의 100분의 1이상을 가진 주주)가 청구할 수 있었으며, 주식회
사는 총회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없었다(개정전 상법 제237조의2 제1항).
그러나 총회검사인의 조사는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적절하게 이루
어졌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며, 주주총회 절차의 하자 등을 원인으로 하는 사후
적인 분쟁을 피하고, 이러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자신이 총회검사인
의 선임을 청구할 필요성도 높다. 이에 따라 회사법에서는 주식회사도 총회검사인
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회사법 제306조).18)
14)
15)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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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田重行, 前揭論文, 41面 以下.
藤原俊雄, “總會檢査役制度の檢討”, ｢判例タイムズ｣ No. 892(1996), 118~119面.
김순석, 전자주주총회, 전남대학교출판부, 2008, 130~1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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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검사인은 분규가 예상되는 총회에 대해 회사 또는 주주가 위임장 취급의 적
법성, 설명의무 이행 등의 상황을 조사시켜 결의취소의 소 등을 제기한 경우 증거
를 보전하기 위해 선임하는 제도이다. 총회검사인에는 통상 변호사가 선임되며, 조
사결과를 법원에 보고하고 또한 회사에 대하여 보고서 사본을 교부한다(회사법 제
306조 제5항 내지 제7항). 보고를 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사로 하
여금 검사인의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또한 이사가 그것에 관해 조사한 결과를 보고
하기 위한 총회를 소집하거나, 또는 검사인의 조사결과를 주주에게 통지하도록 명
할 수 있다(회사법 제307조).19)
회사법 제306조는 총회소집절차 등에 관한 총회검사인의 선임청구권을 규정하
고 있지만, 개정전 상법 제237조의2와 비교하여 주요한 차이점으로서는 첫째, 회
사에 대해서도 총회검사인의 선임청구권을 인정한 점이다(회사법 제306조 제1항).
둘째, 주식회사의 종류에 따라 소수주주권의 요건에 차이가 생겼다. 즉, 공개회사
인 이사회설치회사의 경우 소수주주권의 요건은 이사회가 결정한 총회 목적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가지는 총주주 의결권의 100분의 1(정관에서 이를 하회하는 비율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다른 종류의 회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이상으로 6개월간
주식의 계속보유가 필요하다. 공개회사가 아닌 이사회설치회사(주식양도제한회사)
의 경우 소수주주권의 요건에서 6개월간의 주식 계속보유요건은 불필요하다. ‘이
사회설치회사가 아닌 회사’(舊유한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 전부
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무의결권주주)를 제외한 총주주의 의결권
의 100분의 1 이상으로 족하다. 셋째, 검사인은 법원에 보고하는 때는 회사에 대하
여 보고서면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제306조 제7항). 넷째, 법원에 의한 총회
소집 등의 결정이 별개의 독립조문으로 되어 총회소집명령 외에 검사인의 보고를
주주에게 통지하는 것도 명할 수 있게 되었다(제307조).
회사법 제316조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해서 총회에 제출된 자료 등을 조사하는 자
를 선임할 수 있다는 점 및 소수주주에 의해서 소집된 총회결의에 의해서 회사의
업무․재산상황을 조사하는 자를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정
전 상법 제238조 및 제237조 제4항에 대응한 규정이다.20)
18) 相澤 哲․細川 充, “株主總會等”, ｢立案擔當者による新ㆍ会社法の解說｣(別冊商事法務 第295号), 商事法務, 2006,
81面.
19) 江頭憲治朗, ｢株式会社法[第4版]｣, 有斐閣, 2011, 334~335面.
20) 落合誠一, “株主總會”, ｢ジュリスト｣ No. 1295 (2005), 62~63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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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리나라의 총회검사인 제도의 운영 및 개선방안
1. 총회검사인 제도의 도입배경
2011년 개정전 상법 아래에서 검사인은 법원(상법 제298조 제4항 본문, 제310조
제1항, 제417조 제3항, 제422조 제1항, 제467조) 또는 주주총회(상법 제366조 제3
항, 제367조, 제542조 제2항, 제415조의2 제6항)에서 선임되었는데, 검사인을 선
임할 수 있는 경우가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또한 현재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대
하여 소송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사후에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적법한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주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하여 검사인을 선임하여 이를 조사하도
록 하여,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관한 소송 감소를 유도함으로써 회사의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필요성이 있었다. 또한 2010년 5월부터 전자투표제도가 시
행됨에 따라 주주총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이 요청됨에 따라 총
회검사인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21)
위임장의 유･무효 조사, 투표 및 개표 등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주주, 이사 등
의 청구에 의하여 주주총회 전에 검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67조 제2항 신설). 개정 전 조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였다.

개정전 상법
第367條(檢査人의選任)

개정 상법

總會는理事가提出한書類

제66제367조(검사인의 선임) ① 총회는 이사가 제

와監事의報告書를調査하게하기爲하여檢査人

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하게 하기

을選任할수있다

위하여 검사인(檢査人)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신 설>

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21) 법무부, ｢상법 회사편 해설｣, 2012, 191~193면. 예컨대, 적대적 M&A가 발생하는 경우 현 경영진이 주주총회에
서의 투표와 개표를 방해하거나 조작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정찬형, ｢상
법강의(상)[제15판]｣, 박영사, 2012, 1031면 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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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회검사인 선임신청
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
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7조 제2항). 관할법원은 조사대상으로 된 주주총
회를 개최하는 주식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된다.
가. 청구권자
총회검사인의 선임청구는 회사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할 수 있다. 이는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모두 동일하다. 복
수의 주주가 합산하여 소수주주요건을 충족하면 공동으로 선임청구를 할 수 있
다. 일본의 경우에는 공개회사인 이사회설치회사에 대해서는 100분의 1 이상 이
라는 수량요건 이외에 6개월 간의 보유기간요건도 부과하고 있다(일본회사법 제
306조 제2항).
지분요건은 정관에 의해서도 가중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지만, 이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누어진다.22) 지분요건은 선임청구시부터 선임
결정시까지 계속하여 충족하여야 한다. 하지만, 법원이 총회검사인을 선임한 이후
에는 이에 미달하더라도 선임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본다.23) 그 이유는 총회검
사인은 그 선임청구를 한 소수주주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와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므로, 일단 적법하게 선임청구가 이루어지면 공익적
절차가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다.24)
한편 상법은 의결권이 없는 주식의 주주가 총회검사인의 선임청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허용여부가 문제된다. 더불어 이러한
무의결권주식이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문제된다. 2011년 개정상법과
유사한 규정을 가지고 있었던 1981년의 일본상법 아래에서는 무의결권주식의 주주
는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을 권리가 없으며(2005년 개정전 일본상법 제232조 제
22)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관한 논의가 없고, 일본의 경우 지분요건의 경감을 부정하는 견해로는 東京地栽商事部硏究
會, “總會檢査役選任申請事件”, ｢判例時報｣ 第1317号(1989), 10面 참조. 긍정하는 견해로는 中村直人 外, ｢株主
總會ハンドブック[第2版]｣, 商事法務, 2012, 581面(山田和彦 執筆部分) 참조.
23) 이철송, ｢회사법강의[제20판]｣, 박영사, 2012(이하 “회사법강의”라 한다), 509면; 上柳克郞ㆍ鴻常夫ㆍ竹內昭夫 編,
前揭書, 123面.
24) 이철송, 회사법강의, 5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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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항), 또한 결의취소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었다. 이러한 논리에 따
르면 무의결권주식의 주주는 총회검사인의 선임청구권을 가지지 않으며, 무의결권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25) 반면 소수설은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총회출석권이나 질문권, 위법ㆍ부당한 업무집행에 대한 감
시ㆍ시정권까지도 포기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무의결권주식
의 주주도 총회검사인 선임청구권을 가진다고 한다.26) 2005년 일본회사법은 이러
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었다. 예컨대, 지분비율을 계산할 때
이사회설치회사의 경우 회의의 목적사항 전부에 대해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
는 총주주의 의결권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생각건대 우리 상법의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명문의 규정으
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의 주주에게 총회검사인 선임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총회절차의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가 총회검사인을 신
청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므로, 주식회사도 총회검사인의 선임신청이 허용된다.
나. 실질적 요건의 요부
총회검사인의 선임을 필요로 하는 사유(실질적 요건)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즉, 검사인선임의 신청을 수리한 법원은 주주총회에서 검사인을 필요로 하는 사유
의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검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신청이 권
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각하할 수 있다는 권리남용의 법리는 총회검사인
의 선임신청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총회검사인 제도가 회사와 모든 주주를 위하여
주주총회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
하는 경우는 극히 적을 것이다.27)
이처럼 총회검사인의 선임에는 실질적 요건이 존재하지 않으며, 법원은 신청이
있으면 필요성 유무를 불문하고 검사인을 선임하게 된다. 그렇지만 검사인 후보자
의 인선이나 보수액을 정하기 위한 자료로서 법원이 총회검사인의 선임신청을 하
기에 이른 사정을 아는 것은 유익하며, 신청서에 선임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25) 東京地栽商事部硏究會, 前揭論文, 10面
26) 鷹果信孝, 前揭論文, 177~178面.
27) 垣內正, “総会検査人選任申請”, ｢裁判實務大系(21) 會社訴訟ㆍ會社非訟ㆍ會社整理ㆍ特別淸算｣, 靑林書院, 1992,
259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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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많을 것이다.28)
다. 신청시기
검사인의 선임은 총회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개회 후에 신청하는 것은 부적법하
다. 다만 총회가 연기되거나 속행되는 결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후일의 총회를 위한
검사인의 선임청구는 할 수 있다. 선임신청을 심리하는 중에 해당 주주총회가 종료
한 때에는 신청의 이익이 없게 되며, 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주주가 총회검사인의 선임을 신청하는 때에는 주주가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받
은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청시점부터 총회개최까지 시간이 촉박
하게 된다. 그렇지만 신청인의 의결권 지분요건의 조사(신청인이 주주인 경우)나
검사인 후보자의 인선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신청은 되도록 조속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9)
라. 신청절차
총회검사인 선임의 신청은 신청사유 및 검사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해 하게
된다(비송사건절차법 제73조 제1항). 소수주주로부터 총회검사인의 선임신청을 수
리한 법원은 신청서의 양식 및 신청한 주주의 지분요건 등 형식적 요건을 조사한
다. 이러한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총회검사인을 선임한다.
선임에 있어서 이사나 감사의 진술을 들을 필요는 없다(비송사건절차법 제76조
의 반대해석). 이 때문에 검사인의 선임에 관한 재판이 회사와 무관한 것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재판은 이를 받은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데(비송사
건절차법 제18조 제1항), 이것은 검사인으로 되는 자에 대한 고지를 의미하기 때문
이다. 그 외에 상법 제467조에서 규정한 검사인 선임의 경우와는 달리, 총회검사
인의 선임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인정되지 않는다.30)
총회검사인의 선임에 대하여 복수의 신청이 있는 경우의 처리가 문제된다. 복수
의 주주로부터 별개로 동일한 주주총회에 대하여 총회검사인 선임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주주와 주식회사로부터 각각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때에는 복수의 신청에 대하여 별도로 검사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왜냐하
28) 東京地方裁判所商事硏究會, ｢類型別會社訴訟｣, 判例タイムズ社, 2009, 156~158面.
29) 東京地方裁判所商事硏究會, 前揭書, 157面.
30) 上柳克郞ㆍ鴻常夫ㆍ竹內昭夫 編, 前揭書, 125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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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총회검사인은 선임신청을 한 특정한 주주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주
식회사 및 주주 전체를 위하여 주주총회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조사대
상도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으로 이미 법률상 정해져 있어서 복수의 신청이 있더라
도 조사대상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절차적으로 선행하는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이전에 후행하는 신청이 이루어
진 때는 법원은 심리를 병합하여 1인 또는 복수의 검사인을 선임한다. 또는 선임
후에 별도로 신청이 이루어진 때는 신청의 이익을 흠결한 것으로서 새로운 신청을
각하하게 된다. 새로운 신청으로 인해 그 총회를 조사할 검사인의 숫자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이전의 결정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신청을
인정하여 총회검사인을 추가하여 선임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31)
마. 신청취하
총회검사인 선임을 신청한 주주는 선임될 때까지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그렇
지만 선임된 이후에 신청을 취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오히려 선임의 취소를 구
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선임은 당연히 취소된다는 견해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법원이 재량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전자의 견해에 따
르는 경우에는 그 때까지 이루어진 조사에 관한 검사인의 보수는 신청주주가 부담
하게 될 것이다.32)

3. 총회검사인의 지위 및 자격
검사인은 주주총회의 임시기관이며, 검사인과 주식회사와의 관계는 주주총회가
선임한 경우에는 위임의 관계에 있다고 보지만, 총회검사인처럼 법원이 선임한 경
우에는 그러한 계약관계는 없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다.33)
검사인의 지위는 임시기관이므로 임기가 없으며 직무의 종료로 종임한다. 그러
나 그 이전이라고 법원이 해임할 수 있다.34)
총회검사인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법원이 재량에 의해
31)
32)
33)
34)

東京地方裁判所商事硏究會, 前揭書, 156面.
上柳克郞ㆍ鴻常夫ㆍ竹內昭夫 編, 前揭書, 125~126面.
이철송, 회사법강의, 839면.
권기범, ｢현대회사법론[제4판]｣, 삼영사, 2012, 878면; 이철송, 회사법강의, 840면; 임재연, ｢회사법Ⅰ｣, 박영사,
2012, 5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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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직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자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제도의
취지에 따라 중립적인 자를 선임하여야 하므로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지배
인 기타 사용인 및 고문변호사 등은 검사인으로 될 수 없다.35) 검사인은 직무의
성질상 자연인이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36) 반면, 최근 검사인의 업무로 적합
한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 사무의 시장을 전문법인이 다수 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자연인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제기된다.37) 실무상은 회사와 특
별한 관계가 없는 변호사를 주로 선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38)

4. 총회검사인의 직무권한
가. 조사대상
총회검사인의 조사대상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이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으로는 ⅰ) 소집절차에 관해서는 총회소집을 결정하는 이사회결의, 소집통지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ㆍ양식, 소집통지의 주주에 대한 발송, 주주제안권의 행사
가 있는 경우 주주제안의 처리 등이다. ⅱ) 결의방법에 대해서는 출석주주의 자격
ㆍ주식수, 위임장ㆍ의결권행사서의 내용ㆍ주식수, 정족수, 의사운영의 상황, 행사
된 의결권의 내용 및 그 계산 등이 거론된다.39)
나. 조사권한
총회검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지는 권한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
이 없다. 검사인은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이 위법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초
로 되는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하며, 보고서에 사실의 경과를 기재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적법인지 위법인지 법적 판단을 하는 것은 요구되지 않는다. 법적 판단은
최종적으로는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등의 경우 법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인
의 보고서에 법적 판단이 기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검사인은 사실조사를 위하여 총회장의 입장,40) 주주로부터 반송된 위임장이나
35) 上柳克郞ㆍ鴻常夫ㆍ竹內昭夫 編, 前揭書, 126面.
36) 정찬형, 전게서, 1031면; 최기원, ｢신회사법론[제14대정판]｣(박영사, 2012), 762면; 최준선, ｢회사법[제7판]｣, 삼
영사, 2012, 539면.
37) 이철송, 회사법강의, 840면.
38) 東京地方裁判所商事硏究會, 前揭書, 157面.
39) 東京地方裁判所商事硏究會, 前揭書, 160面.
40) 총회장에 참석하는 것은 총회검사인의 직무라고 할 수 있다(前田重行, 前揭論文, 950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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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행사서 기타 관계서류의 열람, 총회소집을 결의한 이사회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다. 검사인은 조사를 위해 필요한 때는 회사의 서류를 조사할 수 있지만, 소
집절차ㆍ결의방법의 조사와 관계없는 회사의 장부ㆍ서류에 관해서는 조사할 수 없
다. 또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속기사를 이행보조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행보조자도 총회장에 입장할 수 있다.41)
또한 이사, 집행임원 또는 감사 등이 검사인의 조사를 방해하는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3호).
다. 조사결과의 보고
상법은 총회검사인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일본과는 달리 검사인의 조사결과를 법
원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상법에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르면 검사인은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고(동법 제74조 제1항), 법원은 검사에 관
하여 설명을 필요로 할 때에는 검사인을 심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
74조 제2항). 따라서 검사인은 법원에게 보고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으로 해석된다. 총회검사인의 보고서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나 법원이 총회소집명
령을 내리고자 하는 때에 심문이 이루어질 것이다.
조사보고서에는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관한 사실을 적법성의 관점
으로부터 정리해서 기재하여야 하지만, 검사인의 법적 판단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
주주총회의 속기록은 단순히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실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며, 보
고서에서는 이것을 법적 관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한편 결의취소소송 등에 있어서 보고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은 없
다. 이에 따라 검사인의 조사결과는 단지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한 다툼에서 법원의
자유심증 아래 총회의 다른 관련자들의 증언과 等價의 증명력을 갖는 데 불과하다
는 견해가 제기된다.42) 그러나 전술한 것처럼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총회검사인의
법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소송에서 조
사보고서가 유일한 증거방법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커다란 의미
를 가지게 될 것이다.43)

41) 東京地方裁判所商事硏究會, 前揭書, 160~162面.
42) 이철송, 회사법강의, 510면.
43) 上柳克郞ㆍ鴻常夫ㆍ竹內昭夫 編, 前揭書, 129~130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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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총회검사인 제도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본의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본 회사법은 검사인은 조사결과를 기재하거나 기록한 서면 또는 전
자적 기록(일본회사법시행규칙 제228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에 한한다)을 법원에
제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일본회사법 제306조 제5항). 또한
검사인은 주식회사(검사인 선임신청을 한 자가 당해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당
해 주식회사 및 그 신청을 한 주주)에 대해 보고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또는 보고
에 관한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회사법시행규칙 제229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일본회사법 제306조 제7항).
법원은 조사결과의 보고에 대해 그 내용을 명료하게 하거나 또는 그 근거를 확인하
기 위하여 필요가 있는 때는 검사인에 대하여 다시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일본회사법
제306조 제6항). 보고서는 주주 및 주식회사에 대해 당연하게 공개되는 것은 아니지
만, 실무상은 신청인이 주주인 경우에는 법원이 검사인으로부터 보고서 및 그 사본
2부를 제출받아 신청인(주주) 및 주식회사에 대하여 보고서의 사본을 교부한다.44)
라. 총회검사인의 보수 결정
비송사건절차법은 발기설립과(제298조 제4항) 모집설립(제310조 제1항)을 하는
경우 변태설립사항의 조사, 신주발행시 현물출자에 대한 조사(제422조 제1항), 회
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조사(제467조) 등을 하기 위하여 법원이 검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회사로 하여금 검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77조 제1문). 이 재판에는 이유를 붙일 필요는 없으며
결정으로 하게 된다(동법 제17조 제1항). 그러나 2011년 개정상법에서 도입된 총회
검사인의 보수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다. 개정상법이 2012년 4월 15일부터 발효되
었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77조는 상법 제367조 제2항을 포함하도록 조속히 개
정되어야 할 것이다.
검사인의 보수는 검사인이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결정한다. 또한 이 때 보수액은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정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77조 제1문). 검사인
의 보수에 대한 재판에 대해 주식회사 및 검사인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비송사
건절차법 제78조). 보수결정은 즉시 항고할 수 있는 재판이므로 주식회사 및 검사
인에 대하여 송달하여야 한다.45)
44) 東京地方裁判所商事硏究會, 前揭書, 161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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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회소집 및 조사결과의 통지 명령
총회검사인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법원이 검사인의 조사보고를 받은 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대표이사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도
록 명하거나, 검사인의 조사결과를 주주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하는 조치 등이 필
요하다.
그러나 2011년 개정상법은 총회검사인 제도를 도입하면서 선임신청에 관한 규정
만 두고 있을 뿐이며, 비송사건절차법에서도 총회소집명령이나 주주에 대한 통지
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개선방안으로는 검사인의 선임을 규정한 제367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총회검사
인에 대해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를 위한 검사인에 관한 규정인 상법 제
467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총회검사인은 그 조사의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도록 하고(상법 제467조 제2항 준용), 법원은 이러한 조사보
고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동조 제3항의 준용). 이 때 법원은 “일정한 기간” 내에 소집하도록 명
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79조 참조). 이러한 재판은 결정에 의해서 하며(비
송사건절차법 제17조 제1항), 그 결정에 대해서는 이사가 통상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동법 제20조 제1항). 여기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라 함은 조사된 주
주총회결의에 취소, 무효 또는 부존재의 사유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고, 회사로
하여금 그 시정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이다.46) 법원의 이러한
명령에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은 때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을 두어
야 한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22호에 신설되는 제367조 제3항 추가). 또한 이사
와 감사는 지체없이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의 정확성 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소집된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한다(상법 제467조 제4항 준용). 또한 법원이 총회소집명
령을 한 경우 이사는 검사인의 조사보고 내용을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일본회사법 제307조 제2항).
한편 주주총회 소집명령 이외에도 법원은 검사인의 조사보고를 받은 후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총회검사인의 조사결과를 모든 주주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하

45) 東京地方裁判所商事硏究會, 前揭書, 162面.
46) 東京地方裁判所商事硏究會, 前揭書, 162面; 上柳克郞ㆍ鴻常夫ㆍ竹內昭夫 編, 前揭書, 130面; 河本一郞, 前揭論文, 69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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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규정도 필요하다(일본회사법 제307조 제1항).47) 이러한 통지를 받은 주주는 주
주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결의취소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6. 총회검사인의 책임
총회검사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상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다. 총회검사인은 법원
이 선임하므로 총회검사인과 회사와의 사이에는 위임관계가 없다. 이에 대해 총회
검사인에 대해 회사와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유추하고, 위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민법 제681조)는 물론, 채무불이행책임(민법 제
390조)과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을 물을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48) 한
편 회사의 설립시 선임된 검사인(상법 제298조 제4항, 제310조 제1항)의 책임을
규정한 제325조를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총회검사인 포함) 전체에 적용하는 견해
가 통설이다.49) 즉,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회
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총회검사인에
게 제325조를 적용하는 경우 선관주의의무나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할 필요는 없
을 것이다.50)
한편 총회검사인에 대해서도 감사의 경우처럼 형벌(상법 제625조, 제630조) 또
는 과태료의 제재에 관한 규정(상법 제635조)이 적용된다.51)

Ⅳ. 결어
2010년 전자투표 제도가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2011년 개정상법은 총회검사인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총회검사인의 선임에 관해서만 규정하였을 뿐 이 제도를 실
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다음과 같은 입법적
47) 주주가 다수인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현실적으로 법원이
주주총회 소집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규정이다.
48) 최기원, 전게서, 762~763면; 최준선, 전게서, 537~539면. 선관주의의무만 인정하는 견해도 있다(이철송, 회사법
강의, 839면).
49) 정찬형, 전게서, 1032면; 정동윤, 회사법, 490~492면; 권기범, 전게서, 878～879면.
50) 동지, 권기범, 전게서, 878면.
51) 최기원, 전게서, 7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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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의결권 없는 주식의 주주가 총회검사인의 선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명문의 규정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
법해야 한다.
둘째, 상법 제367조 제2항은 총회검사인의 선임청구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제도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상법
제367조 제3항을 신설하여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를 위한 검사인에 관한
규정인 상법 제467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총회검사인에 준용하도록 규정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법원의 주주총회 소집명령을 위반한 대표이사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어
야 한다. 즉, 상법 제635조 제1항 제22호에 신설되는 제367조 제3항을 추가하여
대표이사가 법원의 주주총회 소집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
벌의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법원이 총회소집명령을 한 경우 이사는 검사인의 조사보고 내용을 총회에
서 공개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총회검사
인의 조사결과를 모든 주주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하는 규정도 필요하다.
다섯째, 총회검사인의 보수에 관한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비송사건절차법 제77
조에 상법 제367조 제2항을 포함시켜 법원이 선임하는 총회검사인에 대하여 회사
가 그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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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2.7.12. 선고 2012다20475 판결 법령연구

서애경｜한국기업지배구조원 변호사

Ⅰ. 사실관계
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1. 5. 1. 원고의 대표이사에 중임되
어 2009. 11. 16. 사임할 때까지 그 직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1) 망인이 2010. 1. 19. 사망한 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망인이 원고로부터 차
용한 돈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피고들과 사이에 대여금의 액수에 관하여
논의하던 중, 2010. 9. 2. 피고들과 다음과 같이 대여금의 변제방법에 관
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양도·양수 합의서
제1조(목적)
본 합의서는 망인이 원고로부터 차입한 원금을 원고와 피고들이 근거자료 등을 협의·확인하여 금액을
확정하고 그 금액의 정리방법으로 양도물건을 정하여 양도하기 위한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양도물건의 표시)
본 합의 목적에 따른 양도물건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① 판교 상업시설 신축개발사업의 수익금 일부(이하 ‘판교 수익금’이라고 한다)
② 원고발행 주식 보통주 126,000주(1주 금액 10,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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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합의서
제3조(양도물건의 평가)
① 판교 수익금은 성남 판교 택지개발사업지구 (지번 생략)번지의 상업시설 신축개발사업의 수익금 중
원고가 대여한 2,908,665,000원으로 확정한다.
제4조(양도조건)
① 본 양도물건은 망인이 원고로부터 차입한 원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하 ‘차입원리금’이라고 한다)
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한다.
② 이 사건 주식은 차입원리금 중 판교수익금 상계분 2,908,665,000원을 제외한 금액 전액(2009년도
결산서 상의 망인에 대한 단기대여금)과 일괄 상계 처리한다.
제5조(차입원리금의 확정)
① 본 계약에서 상계 처리할 차입원리금은 원고의 2009년도 결산서의 대여금(망인)으로 확정한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판교 수익금 및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다. 원고는 1995. 10. 23., 1996. 2. 10. 2회에 걸쳐 소외 6 교회의 목사인 소외
2와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소재 소외 6 교회 노유자시설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착수하여 1997. 4.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러
나 소외 2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6. 12. 22.
원고에게 그 당시까지의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1,393,022,017원 중
일부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지급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망
인은 이사회 결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소외 2에 대한 나머지
공사대금 1,243,022,017원을 소외 6 교회에 헌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채무
를 모두 면제하였다.
라. 망인이 2006. 12. 22.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면제하여 줄
당시 원고의 감사였던 소외 3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그 후 원고는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소외 2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요청한 적이 없었고 소외
3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원고의 2008년, 2009년 사업결산서의 미
수금 명세서에는 소외 2( 소외 6 교회)에 대한 공사대금 미수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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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심판결
가. 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8.12. 선고 2010가합134054 판결
먼저 1심 판결은 ｢망인이 2006. 12. 22.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면제하여 줄 당시 원고의 감사였던 소외 3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실, 그 후
원고는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소외 2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요청한 적이 없었
고 소외 3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 원고의 2008년, 2009년 사업결산서
의 미수금 명세서에는 소외 2( 소외 6 교회)에 대한 공사대금 미수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소외 3은 2006.
12. 22. 망인이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면제하였다는 사실을 알았
다고 할 것이고, 소외 3은 당시 원고의 감사로서 원고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임원이었으므로 결국 원고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소외 3이 망인의 소외 2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의 면제사실을 알게 된 2006. 12.
22.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소멸시효의 기
산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10. 12. 29.에야 비로소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
로, 원고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
하여 원고는, 소외 3이 망인과 공동불법행위를 한 자이므로 소외 3이 망인의 불법
행위를 안 때를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
외 3이 망인의 위 면제행위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위 면제사실을 알았다는
점만으로는 소외 3이 망인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소외 3이 망인과 공동하여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망인의 위 채무 면제 당시 원고
의 대표는 망인과 소외 4가 각자 대표이사로 있었으므로 망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대표이사인 소
외 4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의
대표가 각자 대표이사인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원고 주장과 같이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고 판시하여 소외 3이 망인과 공동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소외3은
당시 원고의 감사였으므로 그가 채무 면제사실을 알게 된 2006. 12. 22.부터 손해배
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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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2.3. 선고 2011나73665 판결
2심판결 또한 1심과 마찬가지로 ｢살피건대, 소외 3이 원고의 감사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를 가하였
다 하더라도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가 공
동으로 행하여지고 그 행위가 손해발생에 대하여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
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망인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소외 6 교회의
채무를 임의로 면제한 행위이고, 소외 3의 행위는 망인의 위와 같은 채무면제 사실
을 알면서도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권리는 소외 6 교회에 대한 채권인 반면
소외 3의 행위로 침해되는 원고의 권리는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서로 구
별되고, 망인의 행위와 소외 3의 행위가 경합하여 소외 6 교회에 대한 원고 채권의
소멸이라는 단일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소외 3의 행위가 독자적으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채무면제행위와 소외 3의 관리감독의무를 소
홀히 한 행위 사이에 객관적인 공동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망
인의 행위와 소외 3의 행위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먼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
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
를 안 날’부터 진행되며, 법인의 경우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통상 대표자가
이를 안 날을 뜻한다. 그렇지만 법인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에는, 법인과 대표자의 이익은 상반되므로 법인 대표자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표권도 부인된다고
할 것이어서, 법인 대표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위 경우에는 적어도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대표자, 임
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안 때
에 비로소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고, 만약 임원 등이 법인 대표자와 공동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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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한 경우에는 그 임원 등을 배제하고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여 법인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통상 대표자가 이를 안 날을
뜻하지만 법인 대표자가 법인에 대해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른 대표자 임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안 때에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
시하였다.
한편 위 사안에 관해서는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을이 이사회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병의 갑 회사에 대한 채무를 면제해 주어 갑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채무면제행위 당시 갑 회사 감사 정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음에도
을의 행위에 대하여 유지할 것을 청구하거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사안에서, 을의 채무면제행위와 이에 대한 정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갑 회사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 이상 정이 갑 회사를 대표
하여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갑 회
사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손
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을의 불법행위를 안 때를 소멸시효의 기산
점으로 잡아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정이 을의 불
법행위를 안 때부터 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원심
판결에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여 원심과
달리 정(위 사실관계에서 소외3)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을(위 사실관계에서 망인)의
채무 면제 행위를 방조하여 을과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고, 소멸시효의 기
산점 또한 정이 아닌 다른 임원 등이 을의 불법행위를 안 때로 잡아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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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관련 내용 검토
1. 이사의 책임
상법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면서 이사들에게 포괄적인 경영권을
부여하면서, 이사가 임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 대비하여 이사의 책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해 살펴보면 먼저 상법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언제든 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하며(상법 제385조 제1항),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
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
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총회
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소수주
주권 행사에 의한 이사 해임도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385조 제2항).
그러나 이러한 해임 등 간접적인 제도만으로는 이사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담보
할 수 없으므로 상법은 나아가 이사에게 일정한 재산적 책임, 즉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상법 제401조에 기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제3자를 보호하
기 위하여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책임이며, 상법 제399조에 기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의 위반으로 위임관계에 의한 채
무불이행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하에서는 위 판례와 관련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상법 제399조 이사의 회
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사는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회사의 업무처리를 하는 자로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의 사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고(상법 제
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상법 제382조의3)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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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
리 한 경우에는 해당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이러한 위반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
한 이사 역시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
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상법 제399조).
한편,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여 민법
제750조상의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
정되며, 앞서 살펴본 판례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중에서도 특히 이러
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사의 임무해태가 동시에 민법 제750조상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즉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회사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상법 제399조
의 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경합하게 된다. 이처럼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은 상법 제399조에 의한 책임 외에 민법상 불법행위책임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판례는 이러한 두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개별 요건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고 있으
며, 특히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되,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의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399조에 기한 손해배
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일반 불법행위로 인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1441 판결).｣고 판시하여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상법 제
399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개별적으로 성립되므로, 상법 제399조에 기한 손
해배상청구의 소제기만으로는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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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가. 제400조의 개정
상법 제399조에 따라 이사의 책임을 과다하게 인정한다면 전문경영인 입장에서
는 손해배상책임 때문에 적극적으로 기업경영을 하는 것을 꺼리는 영향이 나타날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도 유능한 경영인을 영입하여 보다 적극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손해가 생겼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는 것보다 중요할
수 있으므로, 상법 제400조는 특칙을 두어 이사의 책임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1. 4. 14. 상법 개정에서 이사의 책임감면에 관한 제400조 규정도
개정되었다. 기존 상법 제400조는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
의로 면제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던 반면, 현행법령은 기존 법령을 제1항으
로 하면서 제2항을 신설하여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
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
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
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고 함으로써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로 이사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상법 제400조의 책임면제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면제와의 관계
다만 이와 같은 상법 제400조에 의한 책임 면제가 위에서 살펴 본 민법상 불법행
위책임까지도 면제하는 것인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총주주
의 동의를 얻어 대표이사의 행위로 손해를 입게 된 금액을 특별손실로 처리하기로
결의하였다면 그것은 바로 상법 제400조 소정의 이사의 책임소멸의 원인이 되는
면제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로써 법적으로 소멸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상법 제399
조 소정의 권리에 국한되는 것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소멸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89.1.31. 선고 87누760 판결).｣고 보면서, 상법 제
400조에 의한 책임면제는 상법 제399조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일 뿐 민법상 불법행
위책임도 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법행위책임까지 면제하려면 민법 제506조상
일반 채무면제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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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책임면제규정과 관련한 정관변경 사례
제400조 제2항에 의해 일정한 범위내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하여 상법 개정 후 처음 있었던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많은 회사들이
이사의 책임감경규정을 정관에 신설하려고 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코스피
200 구성종목 12월 결산법인 190개사 중 이사의 책임 감경을 허용하는 조항을 삽
입한 회사는 총 73개사이며, 그 중 주주총회 결의를 별도로 거치도록 한 회사가
61개사, 이사회 결의만으로 감경이 가능하도록 한 회사가 12개사로 나타난 바 있
다. 특히 주요 회사만 해도 현대자동차, 포스코, LS, 대림산업, KCC, 동국제강,
효성그룹 계열 상장사 등 많은 회사에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정관 개
정안을 상정하였다.
상정 결과 대림산업은 주주총회 이전에 이사책임 감경 조항을 정관변경 안건에
서 삭제하였고, 포스코는 주주총회에서 반대의견에 따라 관련 조항을 철회하였으
며, 풍산홀딩스, 풍산은 관련 조항을 수정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만 책임 감
경이 가능하도록 한 후 주주총회에 상정하였으나, 그 밖에 현대자동차, 한진, LS,
KCC, 효성그룹 등 대부분 회사에서는 해당 정관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 바 있다.

Ⅲ.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주요 판례 검토
1. 손해배상책임의 법적성질 및 소멸시효기간
가. 판례의 태도
상법 제399조상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과 소멸시효기
간이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주식회사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일반불법행위 책임이 아니라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
이행 책임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일반채무의 경우와 같이 10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
하고, 거기에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대법원 2006.8.25.
선고 2004다24144 판결).｣고 판시하였다.
27 |

법령연구

나. 검토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어떤 법적성질을 갖는지에 따라 그 소멸시
효기간도 달라지므로 손해배상책임의 성질이 문제된다. 이에 대해 상법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것은 이사라는 지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민법상의 채
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과는 다른 특수한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의 태도는 위임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이
러한 견해에 의할 때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일반채권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될 것이며, 판례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위법하다고 의심되는 업무집행을 방치한 경우
- 대법원 2011.4.14. 선고 2008다14633 판결
가. 사실관계
갑회사는 제27기(1997년) 사업연도 재무상태가 실제로는 자산은 24조 3,416억
원, 부채가 34조 4,152억 원, 자기자본이 (-)10조 736억 원임에도 자산 합계 10조
1,193억 원 및 부채 합계 22조 9,444억 원을 각 허위로 감소시키고, 자기자본 합계
12조 8,251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킴으로써 마치 자산이 14조 2,223억 원, 부채가
11조 4,708억 원, 자기자본이 2조 7,515억 원으로서 부채비율이 416%에 불과한 것
처럼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갑 회사의
1996, 1997 회계연도에 피고 1이 피고 5, 4에게 분식결산을 지시하고, 피고 5, 4는
실무자들에게 이를 지시함에 따라 실무자들이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과 법인세 등의 납부가 이루어졌는데, 피고 2는 갑회사의 감사로서
상법 제447조의3에 따라 이사로부터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를 작성하는 등 이사의 회계에 관한 업무집행을 감시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감사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1996, 1997 회계연도에 각
분식결산된 허위의 재무제표가 작성되도록 방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갑회사는 위
각 회계연도에 부당하게 이익배당을 하거나 법인세를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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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례의 태도
위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
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
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 검토
이사에게는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 감독할 감독권. 감사권 내지 감시의무
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방치한 경우에는 이러한 감시의무
위반이 된다. 사안의 경우 1992 회계연도부터 1996 회계연도까지 당기순손실이 발
생하였는데 위 각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되
었다. 또한 피고는 이사로서 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임무를 해태
하여 분식결산을 방치함으로써 위 각 재무제표로 인하여 부당 이익배당이라는 손
해가 초래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이사인 피고는 감시의무 위반으로 갑회사가 입
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되며, 판례도 이러한 취지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고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고 있는 경우
- 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다68834 판결
가. 사실관계
당시 갑회사는 무역부문과 건설부문이라는 두 업무 영역이 조직상 뚜렷이 구분
되어 운영되었는데, 회사의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의하면 회사 전체의 회계자료 통
합 및 결산재무제표 작성 업무는 무역·관리부문 부사장인 피고 5의 소관으로서 무
역·관리부문의 회계본부장인 피고 9의 지휘·감독 하에 수행되었다. 갑회사는 이 사
건 회계분식은 1998. 1.경 갑회사의 자기자본이 완전히 잠식되어 부채비율을 산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여 배당조차 할 수 없게 되는 등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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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및 경영성과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난 자체 결산보고를 받은 피고 1이 무역·관
리부문 사장인 피고 2와 위 피고 5에게 갑회사의 부채비율을 400% 이하로 조작하
고, 배당률을 2%로 맞추되, 단기차입금을 1996년도의 실제 금액 수준으로 줄이라
고 지시하자 피고 2, 5는 위 피고 9에게 그대로 지시함에 따라 이루어졌을 뿐, 갑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직제상 건설부문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피고 4나
공동대표이사이자 이사회의 의장인 피고 3이 이 사건 분식회계에 관하여 직접 지
시하거나 보고받지 아니하였다. 피고 3, 4 등 분식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갑회사의 이사들은 분식회계의 가능성에 대비한 그 어떠한 주의도 기울인 바 없었
고, 따라서 분식 과정에 직접 관여한 임직원들은 다른 임직원들로부터 아무런 제지
나 견제도 받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갑회사에서는 실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하
고 이사회 업무를 담당하던 부서에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 후 이사회 사무국에
서 보관하고 있던 임원들의 인장을 날인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어 실제로는
이 사건 재무제표의 승인을 위한 이사회가 개최되지도 아니하였다.
나. 판례의 태도
위 사안에 관해 대법원은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역에 관하여 재판상·재판외의 모
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참조) 모든 직
원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
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 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
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
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감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는바,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의
회사에서 여러 대표이사 및 업무담당이사들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개개의 이
사들은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 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
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
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용한 회
사 운영의 감시·감독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지
| 30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속적으로 방치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다. 검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사에게는 기본적으로 다른 이사에 대한 감시의무가 있
으므로, 각 부문이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회사라고 하더라도 내부통제시스템을 구
축하고 제대로 된 절차에 의해서 업무가 행해지고 있는 지 감시하는 등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 다른 부문에 대해서도 여전히 감시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위 판례 또한 이러한 견지에서 각 개별 이사들은 합리적인 정보 보고 시스템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감시. 감독을 의도적으로 외
면하여 다른 이사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방치한 것이라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이사는 기본적으로 다른 이사를 감독할 책임을 지는데 개별 이사들이 전문분야
를 전담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기본적인 감독 기능도 수행하지 않는다면 한
이사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러한 시스템이 잘 작동되도록 하는 정도까지는 이사의 책임
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판례는 이러한 견지 하에서의 당연한 결론이라고
할 것이다.

4. 이사가 업무 일체를 다른 이사 등에게 위임하고 일체 관여하지 않은 경우
가. 사실관계
원고는 수산물수입ㆍ판매상 등에게 수산물을 양도담보로 잡고 자금을 대출해주
기 위하여, 2001. 4. 20. 부산지역에서 오랜 동안 냉동수산물을 수입ㆍ판매하고
있는 피고 주식회사 영웅(이하 피고 회사)에게 수산물검품대행용역을 주었고, 원
고는 위 수산물검품확인서 상의 대출가능가격으로 대출금액을 결정하되 피고 회사
와 상호 협의하여 대출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피고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는 피고 2의 동생으로서 이사인 피고 3이 범인인감
을 사용하여 수행하고 있었는데, 대표이사인 피고 2는 다른 회사를 경영한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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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원고와 위 수산물검품대행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피고 3으로 하여금 수산물검
품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게 한 뒤 그 수산물검품업무수행에 대하여 아무런 실태
파악이나 점검을 하지 않았는데, 피고3은 실제 구매가격을 알 수 있는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수입면장 등의 서류를 확인하여 첨부하지 않은 채 위 차주들이 주장하
는 금액을 임의로 기재하고, 냉동창고에 입고된 지 1년이 지난 수산물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상급으로 기재하는 등 검품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검품 업무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가 제출하는 수산물검품확인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차주들에게
하였다.
나. 판례의 태도
위 사안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서의 업무 일
체를 다른 이사 등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피고 2에게도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 역시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고, 거기에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 검토
이사가 위임의 취지에 따라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이사로서 행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이다. 따라서 명의상 대표이사라고 해서 이러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대표이사의 명의를 가진 이상 기본적인 이사
로서의 의무는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려면 이사직을
사임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사가 직무상 충실 내지 선관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
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라고 할 것이다.
판례도 이러한 취지에 따라 피고2에게도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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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 문제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0080 판결
가. 사실관계
피고 1은 갑회사의 이사로서 1996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결재를 하는 과정
에서 재무담당자 소외 1로부터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김포매립지에 대한 장부가액
과 기준시가의 차이를 감안하여 다른 계정에서 자산 등을 계상하여 이익이 난 것으
로 결산하였다”는 취지의 보고를 듣고도 위 재무제표를 그대로 결재하고 이것이 주
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공시되도록 방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갑회사는 위 재무제표
에 의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이익배당을 함으로써, 부당하게 납부한 법인세 상당액
과 부당하게 배당한 이익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동아건설이 1996, 1997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사실대로 공
시하지 못하고 분식결산을 한 것은 리비아 대수로 3차 공사의 수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위 공사 수주가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영적 판단 때문이었는데,
당시 동아건설이 재무제표를 적자로 공시하여 리비아 대수로 3차 공사의 수주를
무산시키고 주주 이익배당금 및 법인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얻는 이익보다 흑자
공시로 리비아 대수로 3차 공사를 순조롭게 수주하는 것이 동아건설에 더 큰 이익
을 준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회계조정을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 2, 3 등이 이사
또는 감사로서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당시 구 주식회사
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998. 1. 8. 법률 제5497호로 개정되어 1998. 4.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은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가 증권관리위원회가 재
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기업회계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
성·공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하고 있었다.
나. 판례의 태도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
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유가 되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의 제 규정과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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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고 할 것이고,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므로 이로 인하여 회사
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고려
될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 검토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은 영미 판례를 통해 이사의 책임제
한에 관한 법리로 형성되어 온 것으로, 회사의 이사나 임원들이 선의로 선량한 관
리자의 주의를 다하고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회사
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는 논
리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는데, 대법원 판례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임무를 수행하다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이므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그 자체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것
이어서 경영판단의 원칙 자체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 적어도 법령에 위반
한 행위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위 사안의 경우는 갑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이던 위 피고들이 기업회계기준에 위
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거나 또는 허위작성된 재무제표가 작성ㆍ
공시되도록 방치한 것인데, 이와 같은 행위는 위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규정 위반의 경
우로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이 외에도 대법원은 이사인 피고가 회사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당시 대통령에게
뇌물공여를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한 사례에서도,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
에 있어서 형법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 공여를 금지하는
형법규정은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사가 회사
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회사의 자금으로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상법 제3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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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위반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회사
가 입은 뇌물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고 판시하여 뇌물 공여를 금지하는 형법규정 위반이므로 경
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안에서도 ｢상법상 자기주식 및
모회사주식 취득금지 규정과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를 위반한 행위에 경영판단의 원칙
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08다14633 판결).｣고 판시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을 배척한 바 있다.
현행 법령을 위반한 경우까지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사실상 법률 위반
을 묵과하는 것이 되므로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까지 가지
않더라도 당연한 결론이라고 할 것이다.

Ⅳ. 결론
이사는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가지고 위임의 본지에 따라 이사의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이러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에 대해 대
법원 판례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이 아니라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일반채무의 경우와 같이 10년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이사의 임무해태가 동시에 민법 제750조상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즉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회사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해당
이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관점 하에서 서두에서 본 판례를 살펴보면, 위 사안은 법인 대
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것으로 특히 손
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가 만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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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의 경우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되므로, 법인의
경우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통상 대표자가 이를 안 날을 뜻한다고 볼 수 있
다. 그런데 법인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과 해당 대
표자의 이익이 상반되므로 대표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를 판단한다면, 대표자는 불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도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아 책임까지 면제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대표자 외
에 적어도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대표자, 임원 또는 사
원이나 직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안 때에 비로소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해당 사안의 경우에도 채무면
제행위 당시 갑 회사 감사 정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그 감사 정에게는 갑 회사를
대표하여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다
른 임원 또는 사원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을의 불법행위책임
을 안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것이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이 앞다투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제출하였는데, 그
중 화제가 된 것 중 하나가 이사의 업무상 배임죄와 경영판단의 원칙 문제이다. 이
사가 업무상 배임을 하는 경우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업무상 배
임인지 아닌지 여부는 경영판단의 원칙하에 있었는지, 즉 회사의 이사나 임원들이
선의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고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며 실제로 관련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기존에 대선을 앞두고 대선공약과 연계되어 논의가 진행되어 왔던 것과 달
리 이제는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므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한 심사가 더욱 체
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지난 주주총회에서 많은 회사들이 이사의 손해배
상책임을 제한하는 정관규정을 신설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과 관련해서도 더욱 많은 사례와 판례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사에게 어느 정도의 판단여지를 줄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가 회사에 대해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를 가지고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다해야하는 것이 기본이므로 앞으로도 이사가 이러한 의무를 충실하게 수
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이사의
의무에 기초한 판단이 전문경영인이 적극적인 기업경영을 하도록 보장하면서도 회
사 나아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절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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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희｜한북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 미국공인회계사
김명서｜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

Ⅰ. 서론
외환위기 이후 침체되어 있던 우리나라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상당부분의 역할을
담당한 주역은 대기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시장에서의 생존
전략 중 하나인 사업 다각화 전략을 통하여 사업영역을 확장․발전시켜왔다. 이러한
다각화과정에서 나타나는 내부거래는 수직계열화를 통한 거래의 효율성으로 인하
여 기업집단 및 집단 내 전체기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와 같이 재벌이라는 독특한 구조에서의 내부거래는 대기업 지배주
주가 시장지배력과 경제력을 이용한 편법적인 부의 이전, 회사기회유용으로 인한
사익 추구, 소액주주 이익침해 등으로 시장경제의 불균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동
반성장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대기업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의무
공시 대상기업을 확대하는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업회계기
준서 제 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에서는 특수관계자의 존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약정을 포함한 채권, 채무 잔액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당기순손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필요한 공시사항을 재무제표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본 고에서는 특수관계자 내부거래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살펴보
고,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과 관련 법령상의 특수관계자 정의 및 공시 규정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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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도를 정리하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2010년과
2011년 특수관계자 공시현황을 분석하여 특수관계자의 소유구조 및 내부거래 실태
를 살펴보았다.

Ⅱ. 특수관계자 내부거래에 관한 논의
기업의 입장에서 내부거래에 대한 동기와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 내부자들이 외부자에 비해 우월
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거래보다 내부거래를 통해 효율성을 증진시
킬 수 있다는 효율적거래가설(efficient transactions hypothesis)이고, 두 번째로
는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불일치로 인해 기업가치 극대화보다는 지배주
주의 이익극대화의 수단으로 내부거래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리인 이론에 기초한
이익상충가설(conflict of interest hypothesis)이 있다.

1. 효율적거래가설(efficient transactions hypothesis)
Coase(1937)은 기업이 존재하는 의의는 개인이 생산 활동을 하는 것보다 기업이
라는 조직이 생산 활동의 주체가 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기
업조직이 생산 활동의 주체가 되면, 개인이 생산활동을 하는 것보다 거래비용을 절
감할 수 있고 규모의 경제 효과와 팀에 의한 생산과 같은 이점을 누릴 수 있으며,
생산에 필요한 재원조달 역시 유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비대칭적인 시장에서
내부거래는 거래할 상대자를 찾고 가격 등 거래 조건에 대해 합의하고, 이 합의사
항이 준수되도록 노력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인 거래비용을 낮춰 거래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 이론을 거래비용가설(transaction
cost hypothesis)이라 한다.
Farrell(1957)은 기업의 효율성을 두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주어진
생산요소하에서 최대의 산출을 얻기 위한 기업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술적 효율성
(technical efficiency)이고, 둘째는 생산요소가격이 주어졌을 때 생산요소를 최적
비율로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인 분배적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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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 효율성을 결합하여 총 경제적 효율성(total economic efficiency)이라
고 한다. 즉, 기업의 생산활동에 있어서 외부시장에 의존하는 것보다 계열기업간에
중간재를 조달하는 것이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정보비대칭성이나 거래비용이 클 경우 내부거래의 적절한 활용은 효율성
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기업집단 전체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내
부거래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부거래의 효과를 한 방향
으로 예측할 수는 없으며, 내부거래가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실증적인 자료들을 통해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외부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업은 계열기업간의 내부거래를 활용함으
로써 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그에 따라 기업가치까지 증대시킬 수 있는 개연
성이 존재했음에 틀림없다. 또한 계열기업간 상품거래나 담보제공, 지급보증과 같
은 내부거래가 존재하는 데에는 분명히 어떤 경제적 동기가 있을 것이다.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내부거래의 경우 당연히 법적 제재가 필요하지만 내부거
래의 이런 경제적 동기를 무시하고 정당한 내부거래까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현
상 또한 잘못된 것이다. 기업의 내부거래와 성과에 대해서 기업내부거래는 중간재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을 줄임으로써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견해가 있고, 다
른 한편으로는 다각화된 기업의 내부거래가 교차보조1) 목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는 견해도 있다(박승록, 2001).

2. 이익상충가설(conflict of interest hypothesis)
현대적 기업에 있어 대부분의 소유주는 경영자라는 대리인을 고용하여 경제활동
을 수행한다. 대리인은 소유주의 기대에 따라 경제활동을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수탁책임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리인과 소유주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기업의 내부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대리인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우선
시하게 되어 기업의 주인인 주주와 대리인인 경영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재벌과 같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
배주주가 대부분 경영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지배주주와 소액주주간의 대리인
1) A기업의 손실이 B기업의 이윤으로 보전되는 경우

39 |

토픽분석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지배주주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탈하여 이를 부의 이
전수단으로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익상충가설에 의하면 시장에 의한 감시 및 감독이 불충분하여 소액주주의 이
익을 보호할 장치가 미비한 환경에서는 지배주주와 소액주주간 이해관계가 불일치
하게 되고, 또한 소액주주가 지배주주의 의사결정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배
주주는 그들의 사적이익을 극대화하는 의사결정을 통해 기업가치의 극대화보다는
사적인 이익을 극대화할 유인을 가지게 될 수 있고 이는 나아가 기업가치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터널링(tunneling)'이라고 부르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기업의 내부거래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를 모두 지니고 있어 내부거래의 부정적인 효과만을 부각시켜 이를 강제적으로 규
제하는 방안은 오히려 시장거래 활동의 자율기능을 저해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내
부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공시를 통해 내부거래로 인한 효과를 투명하게 전달
할 수 있다면 긍정적인 효과는 남기면서 부정적인 효과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Ⅲ. 특수관계자 공시제도
1. 기업회계기준 1024호
기업회계기준의 특수관계자 공시는 특수관계자의 존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채권 ․ 채무잔액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당기순손익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주의
를 기울이도록 필요한 공시사항을 재무제표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특히 특수관계
자 공시에 있어 특수관계자의 정의가 실무에서 이해가능성이 떨어지고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된 기업회계기준 1024호에서는 특수관계자의 정의
를 다음과 같이 명료화하였다. “보고기업에 지배력, 공동지배력, 유의적인 영향력
또는 주요 경영진의 일원 기업 및 개인”으로 정의하고 관계자의 다음의 조건 중 어
느 하나에 적용될 경우 보고기관의 특수관계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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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특수관계자의 범위
㈎ 기업과 보고기업이 동일한 연결실체 내의 일원인 경우(지배기업과 종속기업 및 연결실체 내의 다른
종속기업은 서로 특수관계에 있음을 의미)
㈏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관계기업이거나 조인트벤처인 경우(또는 그 다른 기업이 속한 연결실체 내의
일원의 관계기업이거나 조인트벤처인 경우)
㈐ 두 기업이 동일한 제3자의 조인트벤처인 경우
㈑ 제3의 기업에 대해 한 기업이 조인트벤처이고 다른 기업이 관계기업인 경우
㈒ 기업이 보고기업이나 그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의 종업원급여를 위한 퇴직급여제도인
경우. 보고기업 자신이 퇴직급여제도인 경우, 그 제도의 책임사용자도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 기업이 ⑴에서 식별된 개인에 의하여 지배 또는 공동지배되는 경우
㈔ ⑴의 ㈎에서 식별된 개인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거나 그 기업(또는 그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인 경우

특수관계자 거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거래, 채권, 채
무잔액, 특수관계의 성격을 공시하고 <표 2>의 사항을 지배기업, 공동지배 기업이
나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종속기업, 관계기업, 조인트벤처, 주요경영진
각각에 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2).
<표 2> 특수관계자의 공시내용
① 거래금액
② 채권, 채무잔액과 다음사항
(가) 채권, 채무의 조건(담보등 포함)과 결제시 제공될 대가의 성격
(나) 채권, 채무에 대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보증의 상세 내역
③ 채권잔액에 대하여 설정된 대손충당금
④ 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하여 당해 기간 중 인식된 대손상각비
⑤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단기종업원급여, 퇴직급여, 기타장기급여, 해고급여, 주식기준보상)

이러한 특수관계자 거래공시 예로는 재화의 매입이나 매출, 부동산과 그 밖에 자
산의 구입이나 매각, 용역의 제공이나 수령, 리스, 연구개발의 이전, 라이선스계약
에 따른 이전, 금융약정에 따른 이전(대여와 현금출차, 현물출자 포함), 보증이나
2) 공시가 필요한 기업의 명칭은 지배기업의 명칭, 최상위지배자와 지배기업이 다른 경우에는 최상위 지배자의 명칭,
지배기업과 최상위지배자가 일반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작성하는
가장 가까운 상위의 지배기업의 명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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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 당해 기업이 특수관계자를 대신하거나 특수관계자가 당해 기업을 대신
한 부채의 결제 등이 있고,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조건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
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수관계자 거래가 그러한 조건으로 이루어
졌다는 사실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
해 분리공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격이 유사한 항목은 통합하여 공시하는 것
이 가능하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불공정거래의 규제에서 내부자거
래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와 대주주와
의 거래 등의 제한을 <표 3>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제173조에 따르면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는 해당보고서를 3년간 갖추어 두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표 3>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관련 규정
대주주의 범위
1.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
주”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나. 임원의 임면(任免)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규정
①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경우, 제176조제3항제1
호에 따른 안정조작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
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투자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별로 그 소유기한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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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에서는 계열회사간의 부당한 내부거래로 인해 우량기업의 핵심역량
약화,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초래 등 국민경제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사후적인
조사 및 시정과 함께 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
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사회의 책임 강화와 사외이사들에 의한 견제를
유도하는 한편, 공시를 통해 이해관계인에 의한 감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부당내
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000년 4월 1일자로 공시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르면, 내부거래 공시대상회사가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사회 의결 후 1일 이내(비상장법인은
7일 이내)에 의결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공시대상회사는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상
장법인과 비상장법인으로 해외 현지법인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일지라도 포함
되지 않는다3). 또한 연도 중에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신규편입된
회사는 신규 계열 편입된 날로부터 적용하도록 한다. 공시대상은 상호출자제한기
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거
래한 금액이 그 회사의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말하여, 위반시 「공정거래법」 제 69조의 2 제1항 제1
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수관계자의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
여부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법 제6조의2(지배회사의 권한)에
서는 ①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종속회사4)의 회
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제16조2(위반행위의 공시 등)에서는 증권선물위
원회가 회사 또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융위원회가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위반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위반사실을
3) 해외계열사의 경우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 3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동일인관련자
인 동일인이 지배하는 계열회사의 범주에서 제외하여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4) 동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 중 종속되는 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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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1)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한 경우
2)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V. 특수관계자 공시현황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을 제외한 유가증권 상장사
710社와 코스닥 상장사 890社(2011년 기준)를 대상으로 2010년과 2011년 사업보
고서 ㅁ치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에 공시한 특수관계자 소유구조와 특수관계자 거래
활동을 그룹사 보유 여부와 대기업집단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표 4> 분석대상 현황
구분

2010
전체

유가증권

685

코스닥

846

합계

1,531

그룹사 有
464 (68%)
543 (64%)
1,007(66%)

대기업집단
175 (26%)
33 ( 4%)
208 (14%)

2011
그룹사 無

전체

221 (32%)

710

303 (36%)

890

524 (34%) 1,600

그룹사 有
491 (69%)
577 (65%)
1,068 (67%)

대기업집단
195 (27%)
36 ( 4%)
234 (22%)

그룹사 無
219 (31%)
313 (35%)
532 (33%)

1. 소유구조
우리나라와 같은 순환출자구조에 기반한 기업집단체제에서는 기업의 재원조달
과 투자활동에 대한 통제권과 기업에 대한 소유권이 분리되면서 다른 주주들이 손
해를 입더라도 지배주주 자신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기업경영권에 대한 경쟁상황에 있어서도 이해상충을 일으키는 대표
적인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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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보통주 보유현황
2010년과 2011년도 상장기업을 일반회사(지배회사)와 자회사(손자회사)로 구분
하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보통주 보유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11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일반회사(지배회사)의 보통주를 보유한 기업은 유가증
권 상장사 498社(70.1%), 코스닥 상장사 604社(67.8%)로 유가증권 상장사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유비율은 코스닥 상장사가 4.6% 더 높았다.
2010년 대비 2011년도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일반회사(지배회사) 보통주
를 보유한 기업은 유가증권 시장은 5.4%, 코스닥 시장은 19.9% 감소하였으며, 보
유비율은 코스닥 상장사 2.1%, 유가증권 상장사은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가증권 상장사 중 대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상장사의 최대주주 및 특
수관계자의 보통주 보유비율은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보통주 보유현황
구

년

분

도

집단

2

전체

0

그 유

유

1

룹

가

0

사 무

증

2

권

0

그 유

1

룹

1

사 무

코
스
닥

517(75.5%)

대기업

0
1

룹

0

사 무
그 유

1

룹

1

사 무

9.7%

22.1%
38.9%

41(53.9%)

35.5%

4(5.3%)

27.7%

498(70.1%)

19.6%

87(12.2%)

82.9%

15.9%
100(20.0%)

742(87.7%)
471(63.5%)

84(96.6%)
10.6%

27.9%
26.3%
24.6%

19(2.6%)

85.4%
41(47.1%)

3(3.4%)
17(0.2%)
15(88.2%)

7.2%

41.1%
29.2%
32.5%
31.3%

7(41.1%)

27.3%

271(36.5%)

29.3%

2(11.8%)%)

52.6%

604(67.8%)

24.2%

28(3.1%)

47.8%

385(63.7%)
대기업

76(11.1%)
72(94.7%)

보유비율

27.6%

대기업

0

(비중)

189(36.5%)

192(38.6%)

전체

20.2%
17.2%

306(61.4%)

전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보유비율

104(20.1%)

대기업

그 유

2

(비중)
328(63.4%)

전체

2

일반회사 또는 지주회사

21.8%
10(1.7%)

219(36.2%)

28(100%)
4.8%

29.2%

47.8%
11(39.5%)

0(0.0%)

30.1%
0%

- 보통주 보유비율 = average(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보통주식수/유통발행 보통주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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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자회사(손자회사)의 보통주를 보유한 기업은
유가증권 상장사 87社(12.2%)로 코스닥 상장사 28社(3.1%)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보유비율 또한 유가증권 상장사가 35.1%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대비 2011년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자회사(손자회사)의 보통주를 보
유하고 있는 기업의 증가폭은 유가증권 상장사 1.1%, 코스닥 상장사 2.9%로 코스
닥 상장사의 경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보유비율의 증가폭은 유가증권
상장사는 60.8%, 코스닥 상장사는 15.3%로 유가증권 상장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
관계자의 자회사(손자회사) 보통주 보유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코스닥 상
장사 중 그룹사가 없는 기업 중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자회사(손자회사) 보통
주 보유비율은 52.6%에서 0%로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그룹사가 있는 기업의 보
통주 보유비율은 1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계열회사의 일반회사(또는 지주회사) 보통주 보유현황5)
2010년과 2011년도 상장기업의 일반회사(지주회사)의 보통주를 보유한 계열회
사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11년 일반회사(지주회사)의 보통주를 보유한
계열회사는 유가증권 상장사가 393社(55.3%)로 코스닥 상장사 291社(32.6%)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유비율 또한 유가증권 상장사가 코스닥 상장사보다
5.1%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대비 2011년 유가증권 상장사 중 일반회사
(지주회사)의 보통주를 보유한 계열회사는 1.3% 소폭 상승하였으나, 코스닥 상장
사는 2% 감소하였다. 유가증권 상장사 전체의 보유비율은 변동이 없었으나, 대기
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보유한 일반회사(지주회사)의 보통주 지분율은 1.3% 증가하
였다. 또한 코스닥 상장사 전체의 보유비율은 0.4% 증가한 반면, 대기업집단의 보
유비율은 2.4% 감소하였다.

5) 계열회사는 크게 일반회사의 계열회사, 지주회사의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계열회사 즉, 자회사의 계열회사인 손자
회사도 포함된다.

| 46

상장기업 특수관계자 공시 제도 및 현황

<표 6> 계열회사의 일반회사(또는 지주회사) 보통주 보유현황
구

년

분

도
2
0

전체
룹

가

0

사 무

증

2

권

0

그 유

1

룹

1

사 무

스
닥

전체

그 유

1

룹

0

사 무

1

룹

1

사 무

17.0%

23(88.5%)
19.6%

7.6%
6.8%

8(30.7%)

3.2%
19.9%

393(55.3%)

14.8%

37(5.2%)

7.5%

16.6%
122(31.0%)

35(94.6%)
20.9%

7.5%
12(32.4%)

7.6%

100(25.4%)

10.8%

2(5.4%)

7.2%

293(34.6%)

9.3%

8(0.9%)

12.8%

11.5%
25(8.5%)

70(23.9%)
291(32.6%)
207(71.1%)
대기업

26(3.8%)

보유비율

3(11.5%)

223(76.1%)

전체
그 유

14.8%

(비중)

10.2%

대기업

0

보유비율

93(25.1%)

대기업

0

지주회사의 계열회사

107(28.9%)

293(74.6%)

전체

2

370(54.0%)

대기업

1

2

(비중)
277(74.9%)

그 유

유

코

계열회사

집단

8(100%)
34.1%

5.3%
9.7%
11.1%

20(6.8%)
84(28.9%)

13.6%
4(50%)

0(0.0%)
10(1.1%)
10(100%)

31.7%
6.7%

16.0%
0%
13.0%
13.0%

7(70.0%)
0(0.0%)

25.3%
0%

2011년 지주회사의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는 유가증권 상장사 37社
(5.2%), 코스닥 상장사 10社(1.1%)로 유가증권 상장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
나, 보유비율은 코스닥 상장사가 5.5%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대비 2011
년도 계열회사가 지주회사의 보통주를 보유한 유가증권 상장사는 1.4% 소폭 상승하
였으며, 코스닥 상장사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보유비율은 유가증권 상장사와 코스
닥 상장사 전체의 보유비율은 변동이 없었으나,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보유한
보통주 지분율은 유가증권 상장사는 4.4%, 코스닥 상장사 9.3% 상승하였다.
3)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 현황
2010년과 2011년도 상장기업의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1년 계열회사에 출자한 유가증권 상장사는 542社(76.3%), 코스닥 상장사
의 570社(64.0%)이며, 출자총액 및 평균금액은 유가증권 상장사가 코스닥 상장사
보다 각각 11배, 1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의 출자현황을 보면 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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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상장사 159社(29.3%), 코스닥 상장사 23社(4.0%)로 유가증권 상장사가
25.3% 더 높았다. 2010년 대비 2011년 출자비율은 유가증권 상장사 0.4%, 코스닥
상장사 4.3% 상승하였으나 출자총액 및 평균금액은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하여 유
가증권 상장사는 각각 112조원(37%), 204억원(43%), 코스닥 상장사는 각각 6조원
(27%), 7억원(27%) 감소하였다.
<표 7>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현황
구

년

분

도

기업수

2

전체

0

그 유

유

1

룹

가

0

사 무

증

2

권

0

그 유

1

룹

1

사 무

코
스

0
1

룹

0

사 무

0

그 유

1

룹

1

사 무

156(30.0%)
542(76.3%)

190 조원
165 조원

159(29.3%)
505(59.7%)
358(70.9%)

대기업집단

1,392 억원
268 억원
337 억원

150 조원
25 조원
22조원
20조원

21(4.2%)

773 억원
114 억원
26 억원
38 억원

1 조원

39억원

147(29.1%)

1 조원

5 억원

570(64.0%)

16 조원

19 억원

417(73.2%)
대기업집단

472 억원

242 조원
10 조원

163(30.1%)

평균금액

665 억원

149(28.7%)

대기업집단

전체

302 조원
292 조원

379(69.9%)

전체
그 유

2

닥

대기업집단
전체

2

520(75.9%)
371(71.3%)

출자총액

15 조원
23(4.0%)

153(26.8%)

27 억원
1 조원

1 조원

30억원
5 억원

4) 자사주 보유
2010년과 2011년도 상장기업의 자사주 보유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11
년 유가증권 상장사 기준 보통주 보유기업은 495社(69.7%)로 우선주 보유기업 56
社(7.8%)보다 약 9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유비율은 각각 4.2%와 4.6%로
우선주 보유비율이 보통주 보유비율보다 0.4% 높았다. 대기업집단의 자사주 보유
비율은 보통주 3.7%와 우선주 3.1%로 유가증권 상장사 전체의 평균 보유비율 보다
보통주의 경우는 0.5% 우선주의 경우는 1.5%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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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를 비교하면 보통주 보유기업이 2011년도에 12社 증가한 반면, 우선주 보
유기업은 17社 감소하였다. 보유비율은 자사주 중 보통주는 0.1% 감소하였으며,
우선주는 1% 감소하였다.
유가증권과 코스닥 상장사를 비교하면, 자사주 중 보통주를 보유한 기업은 유가
증권상장사가 495社(69.7%)로 코스닥 501社(56.3%) 보다 보통주 보유기업이 더
많았으며, 보유비율 또한 유가증권 4.2%, 코스닥 3.3%로 유가증권 상장사의 보통
주 보유비율이 0.9%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주는 유가증권 상장사는 56
社(7.8%), 코스닥 상장사는 3社(0%)로 코스닥 상장사는 자사우선주를 거의 보유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자사주(보통주와 우선주) 보유현황
구

년

분

도

집단

2

전체

0

그 유

유

1

룹

가

0

사 무

증

2

권

0

그 유

1

룹

1

사 무

코
스
닥

그 유

1

룹

0

사 무

2
0
1

룹

1

사 무

보유비율
4.3%

130(26.9%)
495(69.7%)
336(67.8%)

대기업집단

(비중)
73(10.6%)
53(72.6%)

4.0%
4.8%
4.2%
4.0%

136(27.4%)

보유비율
5.6%
5.7%

33(45.2%)
20(27.3%)
56(7.8%)

5.1%
4.6%

39(69.6%)
3.7%

4.5%

4.8%
22(39.2%)

3.1%

156(31.5%)

4.7%

17(30.4%)

4.2%

590(69.7%)

3.3%

6(0.0%)

0.1%

385(65.3%)
대기업집단

3.4%
19(3.2%)

205(34.7%)
501(56.3%)
341(68.1%)
대기업집단

우선주 보유기업

4.2%

154(31.9%)

전체
그 유

483(70.5%)

대기업집단

전체

0

(비중)
329(68.1%)

전체

2

보통주 보유기업

3(50%)
2.2%

3.1%
3.3%
3.3%

17(3.9%)
160(31.9%)

0.0%
0(0.0%)

3(50%)

0.1%

3(0.0%)

0.0%

3(100%)

0.0%

1.9%
3.3%

0.0%

0
0

0.0%
0.0%

2010년 대비 2011년도의 특수관계자 소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대주주 및 특수
관계자가 일반회사(또는 지배회사)의 경영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보통주를 취득한 기업의 수는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사 모두 감소하였으며,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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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역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회사(또는 손주회사)에 대한 최
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자회사(또는 손주회사)의 보통주를 보유하는 기업의 수는
증가하였으며, 보유비율 또한 증가하였다. 이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계열회
사를 늘리고 부와 경영권을 편법으로 세습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는 자회사(또는 손자회사)의 지분을 늘리고 계열회사로부터 수의계약
형태로 자회사(또는 손자회사)에 물량을 몰아줌으로써 매출을 급성장시키는 방법
으로 기업을 성장시키고 부를 이전시키는 행태가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기업집단들이 집단내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높
이기 위하여 계열회사를 통해 일반회사(또는 지주회사)의 보통주 보유비율을 증가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소유구조의 변화

2.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현황(계열사 제외)
2010년과 2011년도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중 계열회사를 제외한
개인과의 거래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10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이루어진 기업은 코스닥 상장사는 170社(20.1%), 유가증권 상장사는 95社
(13.9%)로 코스닥 상장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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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들어 코스닥과 유가증권 상장사 모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거래가 급
격히 감소하였으며, 2010년 대비 2011년 감소폭은 유가증권 상장사 6.2%, 코스닥
상장사 12.3%로 코스닥 상장사의 거래현황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거래 건수 및 금액을 살펴보면, 유가증권 상장사의
경우, 그룹사가 있는 기업이 그룹사가 없는 기업보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거래
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대기업집단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거래비중
은 2011년 기준 21.8%로 그룹사가 있는 기업의 거래비중 65.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거래금액은 유가증권 상장사의 기업규모가 코스닥 상장사보다 크기 때
문에 거래총액 및 평균금액도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현상은 유가증권
상장사 중 대기업집단의 거래건수 및 총액이 적은 반면 평균 거래금액은 그룹사가
있는 기업의 560 백만원보다 약 2배 정도 많은 1,092 백만원이며, 이 금액은 그룹사
가 없는 기업보다 7.6배 높은 수준이다. 반면, 코스닥 상장사 중 대기업집단은 최대주
주 및 특수관계자 거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거래금액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표 9>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현황
구

년

분

도
2

전체

0

그 유

유

1

룹

가

0

사 무

증

2

권

0

그 유

1

룹

1

사 무

코
스
닥

평균금액

95(13.9%)

845 억원

1,320 백만원

대기업집단

591 억원
22(23.2%)

36(37.8%)
55(7.7%)
36(65.5%)
대기업집단
전체

0

그

유

1

룹

대기업집단

0

사 무

2

총액

59(62.1%)

전체

2

건수 (비중)

전체

0
1

룹

대기업집단

1

사 무

253 억원
306 억원

12(21.8%)

2,474 백만원
1,268 백만원
431 백만원
560 백만원

87억원

1,092 백만원

19(34.5%)

31억원

142 백만원

170(20.1%)

276 억원

328 백만원

103(60.6%)

155 억원
2(1.2%)

69(7.8%)
유

433 억원

275 억원

67(39.4%)

그

1,344 백만원

35(50.7%)

287 백만원
696 백만원

120 억원
118 억원
49 억원

0(0.0%)
34(49.3%)

21 백만원
398 백만원
133 백만원
84 백만원

0
45 억원

0
145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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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에 대한 거래
2010년과 2011년도 상장기업의 계열회사 거래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11년 유가증권 상장사 중 계열회사와 매출거래를 한 기업은 559社(78.78%), 매
입거래를 한 기업은 603社(84.9%), 코스닥 상장사은 매출거래를 한 기업은 565社
(63.5%), 매입거래를 한 기업은 565社(63.5%)로 매출 및 매입거래 모두 유가증권
상장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코스닥 상장사의 매출 및 매입비중이
약 1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유가증권 상장사의 매입비중은 약 3.4%
소폭 상승하였으며, 매출은 약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계열회사와의 거래현황
구

년

분

도
2

전체

0

그 유

유

1

룹

가

0

사 무

증

2

권

0

그 유

1

룹

1

사 무

스
닥

그 유

1

룹

0

사 무

2
그 유

1

룹

1

사 무

보유비율
5.7%

171(30.9%)

(비중)
558(81.5%)
414(74.2%)

45.0%

보유비율
27.5%
37.0%

174(31.2%)

23.7%

148(26.7%)

6.9%

144(25.8%)

7.5%

559(78.7%)

9.2%

603(84.9%)

10.8%

대기업집단

10.4%
171(30.6%)

449(74.5%)
14.7%

12.6%
192(31.8%)

15.3%

158(28.3%)

6.3%

154(25.5%)

6.6%

438(51.8%)

5.8%

440(52.0%)

4.5%

342(78.1%)
대기업집단

13.0%
31(7.1%)

333(75.7%)
21.0%

12.6%
31(7.1%)

10.1%

96(21.9%)

3.5%

107(24.3%)

2.7%

565(63.5%)

6.8%

565(63.5%)

5.5%

409(72.4%)
대기업집단

매입건수

25.4%

401(71.7%)

전체

0

554(80.8%)

대기업집단

전체

0

(비중)
406(73.3%)

전체

2

코

매출건수

집단

8.4%
33(5.8%)

156(27.6%)

410(72.6%)
20.6%

3.9%

6.5%
33(5.8%)

155(27.4%)

12.6%
3.6%

비율=매출액(또는 매입액)/총매출액(또는 총매입액)

매출액과 매입액 대비 계열회사와의 매출과 매입비율을 살펴보면, 유가증권 상
장사의 경우, 계열회사의 매출액 비율은 2011년도 3.5% 증가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그룹사가 있는 기업의 계열회사의 매출액 비율은 15%, 대기업집단은 30.3% 감
소하였다. 매입비율은 그룹사가 있는 기업은 24.4%, 대기업집단은 8.4% 감소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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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코스닥 상장사는 유가증권 시장보다 매출액 비율 및 매입액 비율 감소폭이 적
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도 코스닥 상장사 중 그룹사가 있는 기업의 매출액 비
율은 4.6% 감소하였으며, 매입액 비율은 6.1% 감소하였다. 다만, 코스닥 상장사
중 그룹사가 없는 기업의 매출액 비율이 0.4%, 매입액 비율이 0.9% 증가하였으며,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와의 매입액 비율이 2.5% 증가하였다.
3) 계열회사에 대한 지급보증(또는 담보 제공) 현황
2010년과 2011년도 상장기업의 계열회사에 대한 지급보증(또는 담보제공) 현황
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10년 유가증권 상장사 중 계열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한 기업은 320社(46.7%)이며, 코스닥 상장사는 227社(26.8%)
로 유가증권 상장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지급보증(또는 담보제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도 코스닥 상장사의 지급보증(또는 담보제공)이 2.7%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난 반면 유가증권 상장사는 약 3.7% 감소하였다.
<표 11> 계열회사에 대한 지급보증(담보 제공) 현황
구

년

분

도
2

전체

0

그 유

유

1

룹

가

0

사 무

증

2

권

0
1

룹

1

사 무

2

코
스
닥

그 유

1

룹

0

사 무

2
그 유

1

룹

1

사 무

320(46.7%)

69 조원

108 억원

64 조원

305(43.0%)
208(29.3%)

대기업집단

1 조
4 조
28 조원
25 조원

66(9.3%)

7억
23 억원
40 억원
52 억원

16조원

87 억원

97(13.7%)

2 조원

47 억원

227(26.8%)

208 조원

246 억원

171(20.2%)
대기업집단

202 조원
8(0.9%)

372 억원
3 조원

96 억원

56(6.6%)

5 조원

19 억원

265(29.5%)

12 조원

14 억원

209(23.5%)
대기업집단

147 억원

41(6.0%)
92(13.4%)

전체

0

평균금액

대기업집단

전체

0

지급보증(담보 제공)
총액

228(33.3%)

전체
그 유

기업수

12 조원
11(1.2%)

55(6.2%)

21 억원
1 조원

791 억원

30 억원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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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상장사의 2011년 지급보증(또는 담보제공) 총액은 2010년 69조원에서
41% 감소한 28조원이며, 평균금액은 2010년 108억원에서 37% 감소한 4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그룹사가 있는 기업의 지급보증(또는 담보제공) 총액이나 평균금
액이 2011년에 급감한데 반해 대기업집단의 2011년 지급보증(또는 담보제공)총액
은 15조원 증가한 16조원이며, 평균금액은 7억원에서 약 12배 이상 증가한 87억원
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룹사가 없는 기업의 지급보증(또는 담보제공) 총액은 2조원
감소하였으나, 평균금액은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상장사의
지급보증(또는 담보제공) 및 평균금액은 2010년 대비 2011년 큰 폭으로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
2010년 대비 2011년도 유가증권과 코스닥 상장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개
인)과 일반회사(또는 지주회사)와의 거래건수 및 금액은 모두 감소하였으며, 유가
증권 상장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건수 및 비율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코스닥 시장의 계열회사와의 매출 및 매입 건수, 비율은 모두 증가하였다.
이를 소유구조의 변화와 관련지어 살펴보면, 코스닥 시장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
자는 보통주 지분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기업과의 거래관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변
칙적인 증여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거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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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가증권 상장사 중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들이 계열회사에 대한 지급
보증(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증(또는 담보) 총액 및 평
균금액도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회사(또는 지주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이나 담보금액이 증가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계열회사의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동반부실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Ⅵ. 결론
대기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한 것은 사실이나 대기업의 부의 축적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와 대기업 위주의 국가 경제성장에 대한
위험과 경제성장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일
감몰아주기 과세, 공정거래법 강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
을 통하여 변칙적인 증여에 대한 과세를 통한 편법 방지, 기업간의 공정경쟁촉진,
소비자 주권 확립,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확보 및 경제력 집중 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기업집단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소유구조 개선과
내부거래로 인한 변칙적인 증여 및 지급보증(또는 담보제공)으로 인한 집단내 계열
회사 동반부실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기업집단의 소유ㆍ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순환출자구조를 쇄신하여 올
바른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내 감시기능을 강화
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주주 내지 지배주주
와 그 친족경영 등으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비효율성 문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광범위한 특수관계자가 거래유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기준을 강화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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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과 CSV (Creating Shared Value:공유가치 창출)
토픽분석Ⅱ

신창균｜한국거래소 부장

Ⅰ. 머리말
최근 1~2년 CSV(Creating Shared Value) 즉,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용어가 종
종 등장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새로운 정의부여를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2011년 1월 미국의 저명한 경영학자인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포터 교수는
｢전략적 CSR｣의 아이디어를 더욱 발전시킨 CSV 개념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발표한 바 있고, 영국의 CSR International의 웨인 빗써는 CSV를 ｢기업의 지속성
과 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정의하고, 이제부터의 CSR은 새로운 세대인 ｢CSR
2.0｣을 맞이하여야 한다고 하며 과거의 CSR과의 결별이라고까지 주장하였다1). 그
배경에는 현재의 CSR이 안고 있는 본질적인 과제에 대한 위기감이 있다.
CSV에 관해 국내에서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다. 이하에서는 CSV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CSR과 CSV의 차이, CSV의 한계
점과 전략적 CSR에 대한 새로운 시각 등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Ⅱ. CSV의 등장 배경
CSV의 등장에는 급속하게 글로벌 및 네트워크화 되어 가는 현대사회에 있어 ｢비
지니스와 사회｣와의 관계성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즉, 기업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내기 위하여 지역의 사회 및 환경의 가치를 희생한다는 이른바 ｢Trade off
1) 日本総研 ＥＳＧリーサチセンター, ‘ＣＳＶはＣＳＲを過去のものとするのか’, 20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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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배반)｣의 관계성이 성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다. 물론 이에 관해서는
경제신흥국과 선진국과의 입장이 다르다. 경제신흥국은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하므
로 선진국의 환경규제 요구에 난색을 표명하지만 성숙경제의 선진국은 사회․환경
가치를 열위에 놓을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문제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소위 “외부불경제”가 저해요인이
된다. 즉, 물, 공기, 희소식물 등 사회․환경에 존재하는 공유자원을 공유하는 고로
그 대가를 요구받음이 없이 일개 기업이 오염시킨다든지, 독점적으로 착취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김을 뜻한다. 누구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즉, “비즈니스와 사회의 관계성” 이란 기업이 창출해내는 경제적 가치와
지역의 사회 ․ 환경 가치의 트레이드 오프 내지는 ｢사회 ․ 환경가치의 외부불경제｣라
는 인식이 전제에 있다. 돈벌이를 위해서는 환경파괴나 사회에 대한 폐해는 당연히
따라오는 부차적인 산물이며 직접적인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 라
고 하는 사고에 대해 직접적으로 그 대가를 청구 받지는 않지만 ‘기업시민
(Corporate citizen)’으로서의 책임의식에 자율적으로 대응하여 코스트를 부담해
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종래의 기업의 사회책임, 즉 CSR의 근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코스트란 기업에게 있어 항상 최소화를 요구받는 존재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인 심각한 경기침체로 인해 과연 CSR의 실천이 기업가치로 연결되
는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기업선전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한정된
CSR도 현저해지는 경향이 생기는 등의 악순환도 지적되고 있는 실정인데 마이클
포터 교수 등이 생각하는 CSR의 본질적인 과제는 바로 이런 것들이다.
그들은 CSV나 CSR2.0이란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단순한 코스트로서의 CSR을
졸업하고, 기업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환경가치가 공존할 수 있는 구조야말로 이제
부터 기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이라고 주장한다. 마이클 포터 교수는 그의 논문에
서 "단순한 공정거래(fair trade)의 추진(적정가격으로 공급자로부터의 매수=기업
의 코스트 증가)이라는 CSR 활동이 아닌 공급자에게 기술혁신 지원을 지원하고 품
질 향상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의 추진이라는 공유가치를 창조하는 것이야말로 기
업 측에게 경제적 메리트를 확보해준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야말로 사회적 책임
이라는 코스트를 부담하고 있는 기업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개념이며 새
로운 인센티브로 될 수도 있는 것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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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CSV 사례와 전략
1. CSV의 대표적 사례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보통 매출액의 약 1%를 사회공헌 사업에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려운 가정을 돕고 저소득층에 연탄을 기부하는 등 기업의
주요사업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CSR 차원에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반면,
마이클 포터 교수가 주장하는 CSV는 기업이 가진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문제
를 해결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CSV가 기존의 CSR과 어떻게 다른지 한 가지 실례를 살펴보자. 개발
도상국 농부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생긴 ‘공정무역(fair trade)’
이라는 활동이 있다. 예컨대, 공정무역 커피는 일반 커피 보다 보통 10% 정도 비싸
게 구매해 주는데 전형적인 CSR 활동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현지 농부들의 삶
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 기업 입장에서도 양질의 원재료를 다량으로 확보하기 힘들
다. 그런데 다국적 식품회사 네슬레는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에서의 코코아 생
산, 인도에서의 우유 생산 과정에서 자신들이 가진 새 품종과 농사짓는 기술, 가공
기술 등을 현지 농부들에게 전해 주었다. 그러자 현지 농부들의 수입이 300% 가량
이나 늘어났고 네슬레도 양질의 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사회와 기업
에 모두 이익이 되는 좋은 혁신을 하자는 것이 바로 CSV이다3).

2. 공유가치 창조를 위한 3가지 전략
공유가치전략이란 자사의 경쟁력 강화와 동시에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지역사
회의 사회 ․ 경제적 상황 개선을 실현하는 기업의 대응전략이라 할 수 있다. 마이클
포터 교수는 다음의 3가지 접근 방법에 의해 경쟁력 향상과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
한 공헌을 동시에 실현하는 비즈니스, 즉 공유가치의 창조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첫째는 고객 니즈, 상품, 시장의 재구성(reconceiving products & market)이
다. 사회적인 과제를 비니지스 찬스로 포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디자인한다. 종
래의 비즈니스에서는 고객이 아닌 부문을 블루오션으로 간주한다. 탐스라는 신발
2) 전술 주1)참조
3) 동아비지니스리뷰, ‘ 대기업-농부가 기술 공유..이게 CSV이다,’ 201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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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의 ‘One for one'은 최초 설립부터 신발을 한 켤레 팔면 한 켤레를 어려운
사람에게 전달하는 활동이다.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데 소비자들이 투명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것이다. 또 일본 미쯔이
화학이 개발중인 CO₂원료의 메탄올 제조 기술은 지구온난화라는 사회적인 과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는 가치사슬의 생산성을 재정의(redefining productivity in the value
chain)하는 것이다. 가치사슬 전체를 통한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 자원의 효율적
이용, 물류의 효율화 및 변혁, 공급자의 육성이나 지원, 종업원의 안전위생 향상
등에 의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전술한 네슬레의 사례 외에도 GE는 이러한 사
회적 문제들을 회피하지 않고 아예 비즈니스 모델(GE의 Eco-imagination) 자체
를 이에 맞게 바꾸었는데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고 큰
성공을 거두었다.
셋째는 기업이 거점을 둔 지역을 지원하는 산업 클러스터의 구축(enabling local
cluster development)이다. 기업 스스로가 지역커뮤니티의 교육 수준의 향상, 공중위
생의 개선, 인프라 정비, 오픈되고 투명한 시장을 정비하는 데 공헌 등을 함으로써 자사
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세계 최대의 무기비
료 메이커인 야라(Yara) 인터내셔널사가 작물이나 비료의 수송을 위해 항만이나 도로
정비에 적극 투자한 결과, 농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지역고용을 창출하였다4).

Ⅳ. CSV와 CSR의 비교
구분
이념
핵심 개념
사회공헌에 대한 인식
사회공헌 활동 선정과정

CSR
사회적으로 선한 행동
선량한 시민으로서의 기업, 지속 가능
성, 사회공헌
이익창출과는 무관한 시혜적 활동(비
용으로 인식)
환경규제 등 외부압력에 의해 수동적
으로 설정

CSV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조화
기업과 지역공동체의 상생 가치 창출
이익 극대화를 위한 투자로 인식
기업 상황에 맞게 주체적으로 설정

4) 日本総研 ＥＳＧリーサチセンター, ‘ＣＳＶの現状と投資判断への活用’, 201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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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포터 교수가 주창한 CSV는 분명히 기업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
다. CSV는 CSR 보다 확실히 기업친화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책임 보다는 공유
가치라는 용어가 경영자의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을 기업의
가치사슬 안에서 이루어 낼 수 있다는 논리를 제공하고 있어 수익 극대화와 사회적
가치 창출 사이에서 고민하던 경영자들의 시름을 덜어 준 셈이다. 2012년 5월 한국
사회책임투자포럼이 주최한 CSV 관련 토론 자리에 참석한 포스코경영연구소의 안
윤기 실장도 CSV가 갖고 있는 이러한 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CSR을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연계해 설명하는 CSV는 새로운 질적 성장의 시대에 산업계
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CSR의 접근방법”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자원의
효율적 사용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CSR 활동방향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일부 CSR 전문가들은 CSV가 무비판적으로 한국사회와 기업에 수용되면
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측면에 주의하라고 조언한다. 대표적인 예로 지나치게 수익
극대화에 집중하고 있는 CSV의 한계를 지적한다. CSV는 CSR의 주요 이슈이기는
하지만 가치사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지배구조나 노동, 인권 등의 이슈
는 거의 다루지 않는다. 이러한 이슈들은 기업의 생산성과 상관관계가 없거나 적다
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의 CSR 전문가인 레네 슈미트페터 박사는 “기
업들은 시장 밖에서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하며, “타인에 대한 공감이 바탕이 되지
않는 CSV 역시 성공하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CSV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CSV가 CSR의 주체를 이해관계자가 아닌 기업으로
규정하는 점을 지적한다. CSR의 본질은 이해관계자 이슈를 기업들이 관리하고 대
처하는 데에서 비롯되는데 CSV는 여전히 기업 중심 사고에 매몰되어 이해관계자
와의 소통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5).

Ⅴ. CSV의 투자판단 척도로써의 가능성
최근에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CSV를 실천하기 위한 시행착오가 추진되고 있
다. 마이클 포터 하버드대 경영학 교수 등이 설립한 비영리 컨설팅 회사인 FSG가
5) HERI리뷰, ‘CSR이 원칙이라면 CSV는 도구’, 20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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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네슬레사나 미국의 인텔사 등 복수의 민간기업과의 협업에 의해 「공유
가치의 평가(Measured Sharing Value)」라는 제목이 붙은 논문을 발표하였다6).
이 논문에서는 기업이 사회적 성과와 사업의 성과 양 방향을 추적하여 자사의 활동
에 지속적으로 피드백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공유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는 종래의 CSR 퍼포먼스 지표 설정이나 환경부하의 화폐가치로의 환산
과도 다른 것이며, 사회적 성과와 사업의 결과와의 연계를 먼저 명확히 한 뒤에 개
개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실무 차원의 정착을 위해서는 명확히 해야 할 과제
가 여전히 많이 있겠지만 이 논문은 공유가치의 측정․평가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것으로써 앞으로 논의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자사의 비즈니스가 공유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현 시점에서 자각하고 있
지는 않더라도 사회적 과제를 비지니스 찬스로 바꾸어 실제로는 공유가치를 창출
하고 있는 기업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이 마이클 포터 교수 등
이 지적하는 것처럼 공유가치를 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업전략으로써
확실하게 위치를 부여하여 공유가치 평가에 의한 지속적인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가일층의 경쟁력 강화로 연결될 것이다. 주가의 침체로 인덱스 운용의 성과가 저조
한 가운데 액티브 운용이 재발견됨으로써 집중투자전략이 각광을 받고 있다. 사업
전략을 고려하는 데에 뿐만 아니라 투자판단에 있어서도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CSV의 관점을 반영한 기업가치분석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종목을 발굴하는 하나
의 도구(tool)로써 활용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7).

Ⅵ. CSV는 CSR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마이클 포터 교수가 CSV 개념을 주창한 이래 CSR 영역에는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 왔고, 더구나 작년에 포터 교수의 한국 방문 여파로 국내 기업의 사회공헌활
동에 CSV 열풍이 불었다는 이야기조차 들린다. 심지어 “CSR은 잊어라 이제부터는
CSV의 시대이다”라는 자극적인 말까지 동원하면서 사회공헌활동 담당자들이 오너
6) Michael E.Porter, Greg Hills, Marc Pfizer, Sonja Patscheke, Elizabeth Hawkins, "Measuring Shared Value:
How to unlock Value by Linking Social and Business Results," FSG, October 2012.
7) 日本総研 ＥＳＧリーサチセンター,ＣＳＶの現状と投資判断への活用、201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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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공유가치창출형 CSR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라는 압박에 시달린다는 소리도
나온다.
아직도 국내기업에서는 CSR과 사회공헌활동을 뒤섞어서 혼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 실례가 ‘우리회사의 CSR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종종 쓰는데 이는 사회환원적
자선적 프로그램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이러한 경우에는 기업
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배구조, 준법, 윤리, 공공성, 인권 등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CSR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CSR은 다른 주체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며 기업이 마땅히 수
행해야 할 책임인 것이다. 즉, CSV에서 말하는 비즈니스와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동시에 충족시켜 준다고 하여 기업 본연의 책임이 사라지거나 경감되는 것은 아니
라는 말이다. 만일 기업이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많이 충족시켜 줄 때 기업의 사회
적 책임과 의무를 경감시켜 준다면, 이는 재벌기업들이 여러 가지 편법, 불법 행위
를 통해 정당치 못한 이익을 축적하다가 사회적인 지탄과 법의 심판을 받고 나서야
많은 금액을 사회에 환원하고 형벌을 탕감 받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앞의 스위스 네슬레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CSV의 전략을 채택하고 수행하
는 것에는 물류, 생산, 마케팅, 판매 등 기업 경영의 모든 영역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기업의 전략총괄본부 수준에서 수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주로,
자선적, 공익적 활동에 기업 홍보 활동이 조금 섞여 있는 국내기업의 CSR 실태상,
CSR 부서나 사회공헌팀에서 단독적으로 CSV 전략을 실행하기란 구조적으로 무리
가 있다. 즉, 공유가치 창출 전략은 복지적인 개념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
한 전략적 투자의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8)

Ⅶ. CSV의 한계와 「벌이가 되는 CSR」의 시사점
본질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코스트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와의 공존을 위한 투자’라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인 새로
운 인센티브가 될 런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실의 비즈니스에서는 반드시 모든 국면
8) http://goodpower.co.kr, '공유가치창출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201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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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공유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만은 없다. 왜냐하면 트레이드
오프가 생기는 국면이 여전히 적지 않게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앞의 사례
와 같이 공유가치 창조를 위한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종래의 CSR 활동에 비해 추가
적인 커다란 지출이 불가피한 경우도 생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 그
러한 여력이 있는 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점을 CSV의 한계로 볼 수도 있다9).
마이클 포터 교수는 사회공헌활동(Philanthropy)에서 CSR과 CSV라는 도식을
제시했다. 그는 CSR과 CSV의 관계에 대해 CSR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CSV를 주창
하였지만 이미 살펴 본 대로 CSV의 장점과 한계에 비추어 볼 때 CSV와 CSR은 상
충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를 보는 편이 옳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0).
금년 2월에 일본에서 ｢벌이가 되지 않는 CSR은 그만두라｣라는 책이 출간되어
적지 않게 화제를 불러일으켰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벌이가 되는 CSR｣이
라는 칼럼을 쓴 일본 닛세이 기초연구소의 보험연구부문 가와무라 주임연구원이
이에 관해 간단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각도에서 CSR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측면에서 한번쯤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이하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벌이가 되는 CSR｣이란 기업의 중장기적인 이익확보를 위해 CSR의 상품화 내
지는 브랜드화에 호소하는 것이다. 즉, 마케팅이나 사업전략 관점에서의 접근이
다. 기업이 사회적 과제에 주목한 기부나 사회공헌활동에 의해 자사의 주력상품(제
품․서비스)이나 사업에 환경을 포함한 '사회가치'를 부가하는 것이다. 이를 고객이
나 소비자에게 호소하여 판매확대나 이익향상으로 연결하고, 나아가 기업의 브랜
드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기부나 사회공헌에 의해 ‘사회가치’를 부가한 일용품․범용품(유형1)
이고, 둘째는 ‘자사 본업의 강점’을 살린 사회공헌형의 제품․서비스 내지는 사업(유
형2)이다.
유형1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상품화 회피의 판매전략 측면이다. 즉, 기능상의 차
이가 없고 가격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성숙시장 상품에 ‘사회공헌’이라는 새로운 사
회가치를 부가하여 차별화를 도모한다. 유형2는 사회적 과제의 해결을 향한 기업의
프로보노(Pro bono)11) 내지는 비즈니스화로 생각할 수 있어 높게 평가할 수 있다.
9) 앞의 주1) 참조
10) 앞의 주5) 참조
11) ‘공익을 위하여’라는 뜻의 라틴어 ‘pro bono publico’의 줄임말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성(직무상
의 지식․기술․기능)을 활용해 공익 차원에서 무료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돕는 활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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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이가 되는 CSR｣이 주목받게 된 배경은 첫째로는 일본기업의 CSR에 대한 일
종의 ‘목적 상실감’ 때문이다. 필자가 “2003년은 일본의 CSR 경영원년”이란 리포
트를 발표하고 나서 10여년이 흐른 현재 CSR 담당 임원 임명이나 부서를 설치하
고, CSR보고서를 발행하는 기업이 급증하였다. 그러나 CSR이 이념으로부터 실천
으로 대응단계가 진척됨에 따라 점차 그 목적이나 목표를 상실하고 CSR 활동이
매너리즘화 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또는 CSR의 사내 침투가 생각대로 진척되지
않고 CSR 담당자만의 CSR로 되어가고 있는 지도 모른다. 실제로 ‘우리 회사의
CSR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회사의 경영에 있어 CSR은 어떠한 공헌을 하고
있는 걸까?’라고 스스로 되묻는 기업도 생겨나는 것 같다.
이러한 인식은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전경련의 ｢기업 사회공헌 활동백서｣에서 보듯이 최근 사회
공헌 활동은 비교적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CSR의 근간을 이루는 기업지배구조, 노
동, 인권, 소비자, 환경 등의 부문에서는 여전히 그 평가가 반드시 긍정적이지 만
은 않기 때문이다.
｢벌이가 되는 CSR｣의 문제제기는 다음의 3가지 점으로 취합할 수 있다.
첫째, CSR이 기업 내에 침투하지 않는 것은 CSR이「벌이」로 연결되지 않기 때
문이다.「벌이」란 중장기적인 기업수익 확보와 기업가치의 향상을 의미하고, 이
를 위해서는 제품․서비스나 사업에 '사회가치'를 부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이제까지의 '본업을 통한 CSR'에서는 본업과 CSR이 별개의 것으로 인식되
어 사회공헌도 본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선활동(philanthropy)이 주류이었다.
그래서 ‘본업과 CSR의 통합’이 필요하다.
셋째, CSR은 사회적 과제의 해결을 지향하는 사회공헌에 의해 상품 마케팅이나
기업브랜드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즉, CSR은 사회적 과제의 솔루
션․비지니스로 되어야 관계되는 이해관계자의 사회가치 창조가 가능하게 된다.
요컨대, 이념적으로 지구환경의 황폐화나 사회적 책임론만 외쳐댄다고 해서 사
원들의 마음속에 CSR이 와 닿지는 않는다. 사원이 본업에서 CSR을 실천하기 위해
서는 ｢벌이가 되는 CSR｣이 필요하며, CSR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를
｢CSR3.0｣이라고 부르는 논자들도 있다. CSR 추진에 있어 그 고민을 해결 해주고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 준 것이 ISO 26000이다. 즉, 사회적 과제로부터 자사의
CSR을 되묻는 것이다.
65 |

토픽분석Ⅱ

ISO 26000은 CSR의 행동규범이며 7가지의 실천영역(기업지배구조, 인권, 노
동, 사업관행, 소비자, 환경, 지역사회)을 명시한다. CSR의 정의는 ｢투명하고 윤
리적인 행동을 통해서 기업의 의사결정이나 활동이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다. 그리고 그 근저에 있는 것은 지구환경․사회의 지속가능성
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벌이가 되는 CSR｣에 결여되어 있는 것은 CSR에 관련
된 기업지배구조(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구조)이다.
그리고 ｢벌이가 되는 CSR｣에서의 본업은 생산품(product:제품․서비스)을 의미
하는 것 같다. 하지만 본업은 프로세스와 생산품으로 구성되며 이는 CSR에서 두
개의 수레바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생산품에 사회가치를 부가하는 일이 좋은 것
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생산품을 생산․판매하는 프로세스(즉, 기업행동)에도 배려하
여야 한다. ISO 26000은 오히려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사회적 과제를 대상으로 하
고, 그것을 기점으로 스스로의 CSR을 생각할 것을 요구한다.
CSR의 최종목표는 사회와 기업의 지속가능성의 동시실현이다. 사람에게는 인
격, 기업에게는 사격이라는 표현에서 기업의 성실성을 중시한다. 그런고로 사회로
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써의 CSR 브랜드는 필요하다. 그러나 CSR을 사내에 뿌리
내리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벌이가 되는 CSR｣은 생산품 중심적이다. 환경대응
에 있어 나쁜 것을 숨기고 대충 얼버무리는 그린․워시(Green wash)12) 처럼 ‘CSR
wash’로 악용하는 기업이 앞으로 나타날 런지도 모를 일이다.
다만, ｢벌이가 되는 CSR｣의 사회적인 과제에 주목한 사회공헌은 평가할 수 있
다. 왜냐하면 환경․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종래의 본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단순한 사회공헌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벌이가 되는 CSR｣의 여부를 불문하고, “건전한 비즈니스는 건전한 사
회에 거주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13).

12) ‘Greenwash’란 green과 whitewash의 합성어로 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에 유해한 활동을 하면서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13) ニッセイ基礎研究所, 川村雅彦, ‘研究員の眼―最近はやりの儲かるCSR’, 201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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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기업집단별 사회책임경영 현황 분석
CSR현황Ⅰ

윤진수｜한국기업지배구조원 부연구위원

Ⅰ. 개요
□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고 있으며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책임투자(SI)가 확대되면서 기업의 사회
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됨
□ 이에 CGS는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투자자들의 책임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2011년부터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과 일부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책임경영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본 고에서는 2012년 사회책임경영 평가결과를 유가증권 상장기업의 기업규모
별로 분석하여 기업규모별 현황과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Ⅱ. 2012년도 사회책임경영 평가모형 및 평가결과 분석 대상 기업
□ CGS의 사회책임경영 평가모형은 크게 ｢근로자｣, ｢협력사 및 경쟁사｣, ｢소비
자｣, ｢지역사회｣의 4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근로자｣ 영역에는 ‘고용 및 근로조건’, ‘노사관계’, ‘직장보건 및 안전’ 등
을 고려하고 있으며, ｢협력사 및 경쟁사｣ 영역에는 ‘공정거래’, ‘부패방지’,
‘사회적 책임 촉진’을 다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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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영역에서는 ‘소비자에 대한 공정거래’, ‘소비자 안전 및 보건’, ‘소
비자 개인정보보호’ 등을 평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영역에서는 ‘사회
공헌’, ‘지역경제 발전’,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평가함
<표 1> 사회책임경영 영역별 구성 및 배점
대분류

중분류

문항수

고용 및 근로조건

5

노사 관계

4

근로자

직장 내 보건 및 안전

6

(140점)

인력 개발 및 지원

5

직장 내 기본권

8

소 계

28

공정 거래

5

협력사 및 경쟁사

부패 방지

5

(64점)

사회적 책임 촉진

8

소 계

18

소비자에 대한 공정거래

3

소비자 안전 및 보건

4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3

소비자와의 소통

6

소 계

16

지역사회 참여 및 사회공헌

7

소비자
(66점)

지역사회

지역경제 발전

2

(30점)

지역사회와의 소통

3

소 계

12

총 계 (300점)

74

□ 평가결과 분석은 CGS의 사회책임경영 평가 대상인 2012년도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710사를 대상으로 함
◦ 분석 대상기업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 집
단, 중소기업기본법에 속하는 중소기업 집단, 그리고 그 외 기업을 중견기
업 집단으로 분류함
◦ 대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은 202개사이며, 중견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은
391개사, 중소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은 117개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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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12년도 사회책임경영 평가결과 분석
1. 기업집단별 평가결과 분석
□ 2012년도 사회책임경영 평가에서 유가증권시장 전체 상장법인의 평점을 100
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31.60점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 대기업 집단의 평점은 40.89점, 중견기업 집단은 27.59점, 중소기업 집단
은 20.92점의 순으로 나타남
◦ 전 영역에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의 유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데, ｢협력사 및 경쟁사｣ 영역에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간 편차
가 크게 나타남
- 이는 대기업과 달리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에 있어 협력사와의 공존
을 모색하기에는 경영여건이 취약한 상황이며, 협력사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기에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의 협력사들은 영세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으로 판단됨
- 또한, 동반성장 정책 등도 대기업에게 요구되는 부분으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유인이 적음
- 따라서 협력사와의 공정거래 및 협력사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해서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대기업들이 2차, 3차 협
력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 노력을 더욱 힘쓸 필요가 있을 것임
<표 2> 기업집단별 사회책임경영 영역별 점수
전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근로자

36.32

43.89

33.12

27.22

협력사 및 경쟁사

27.41

46.10

19.41

10.20

소비자

33.33

38.26

29.21

23.08

지역사회

24.13

32.52

19.30

11.60

총점

31.60

40.89

27.59

20.92

※ 각 항목의 점수는 각 영역별 배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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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영역별 평가결과 분석
1) 근로자 영역
□ ｢근로자｣ 영역은 ‘고용 및 근로조건’, ‘노사관계,’ ‘직장 내 안전 및 보건’, ‘인
력개발 및 지원’, ‘직장 내 기본권’의 5가지 항목들로 이루어짐
◦ 분석 대상기업 전체에서는 ‘직장 내 기본권’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고 있
어 국내 기업들의 인권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실제 평가대상 기업 중 매년 임직원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
는 기업은 21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법상 의무화되어 있는 장애인 및 고령자 고용에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
<표 3> 기업집단별 근로자 영역 점수
전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고용 및 근로조건

49.90

52.59

49.70

45.92

노사관계

48.82

53.44

48.20

42.89

직장 내 안전 및 보건

28.88

40.51

25.55

19.96

인력개발 및 지원

34.32

50.10

32.94

11.68

직장 내 기본권

19.52

31.18

15.51

12.78

※ 각 항목의 점수는 각 영역별 배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임

□ 기업집단별로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서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의 평가
결과를 보임
◦ ‘고용 및 근로조건’과 ‘노사관계’ 항목에서는 기업집단별로 편차가 적었으
나, ‘직장 내 안전 및 보건’, ‘인력개발 및 지원’, ‘직장 내 기본권’ 항목은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인력개발 및 지원’ 항목의 편차는 다른 항목들보다 크게 나타남
◦ 이는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을 준수하는 것 이외의
자발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작업장 안전이나 인권보호 노력이 부족하고,
근로자들의 능력 향상을 위한 재정적 여건이 부족한 데 기인함
- 따라서 근로자 안전 및 보건 노력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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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정부기관에
서 실시하고 있는 인력개발 지원 제도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
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2) 협력사 및 경쟁사 영역
□ ｢협력사 및 경쟁사｣ 영역은 ‘공정거래’, ‘부패방지,’ ‘사회적 책임 촉진’의 3가
지 항목들로 이루어짐
◦ 분석 대상기업 전체에서는 ‘공정거래’ 항목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사회적 책임 촉진’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음
- 이는 대중소 상생경영과 동반성장이 주요 이슈가 되면서 기업들이 협력
사들과의 공정거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임
- 반면 국제적으로 협력사들에 대한 윤리경영 개선 및 사회적 책임 활성
화를 요구하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으나 국내 기업들은 아직 협력사에게
사회책임경영에 대한 실천 요구가 낮은 실정임
<표 4> 기업집단별 협력사 및 경쟁사 영역 점수
전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정거래

36.20

54.97

30.92

21.47

부패방지

25.48

53.06

17.61

4.16

사회적 책임 촉진

8.08

22.12

3.18

0.21

※ 각 항목의 점수는 각 영역별 배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임

□ 기업집단별로 ｢협력사 및 경쟁사｣ 영역을 살펴보면, 대기업 집단에서 ‘공정거
래’ 및 ‘부패방지’ 항목은 비슷한 평가결과를 보였으며, ‘사회적 책임 촉진’은
상대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공정거래’ 항목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뒤를 이어 ‘부패방지’, ‘사회적 책임 촉진’ 항목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음
◦ 중소기업의 경우, ‘부패방지’ 및 ‘사회적 책임 촉진’ 항목에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소기업이 동반성장이나 부패방지 정책을 수립
하는 입장보다는 대기업을 통해 정책의 수혜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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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중소기업의 부패방지 수준을 제고하고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협
력사의 사회적책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
으로 1차 협력사 뿐 아니라 2~3차 협력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까지 요구할
필요가 있음
3) 소비자 영역
□ ｢소비자｣ 영역은 ‘소비자에 대한 공정거래’, ‘소비자 안전 및 보건,’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와의 소통’의 4가지 항목들로 이루어짐
◦ 분석 대상기업 전체에서는 ‘소비자 안전 및 보건’항목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항목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2012년도 평가에서 전체 분석대상 기업 중 25.3%인 180개사가 소비자
에 대한 공정거래 방침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2.0%인
227개사가 소비자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제품 및 서비스 제공 원칙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전 직원 대상으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25개사(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표 5> 기업집단별 소비자 영역 점수
전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비자에 대한 공정거래

27.56

32.81

26.73

21.27

소비자 안전 및 보건

42.94

51.77

41.19

33.51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20.61

30.05

19.31

8.63

소비자와의 소통

27.01

34.24

24.78

21.95

※ 각 항목의 점수는 각 영역별 배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임

□ 기업집단별로 살펴보면, 전 항목에서 대기업이 가장 높은 평가결과를 보였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순으로 나타남
◦ ｢소비자｣ 영역의 각 항목에 대한 기업집단별 편차가 적게 나타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
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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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사회 영역
□ ｢지역사회｣ 영역은 ‘지역사회 참여 및 사회공헌’, ‘지역경제 발전,’ ‘지역사회
와의 소통’의 3가지 항목들로 이루어짐
◦ ｢지역사회｣ 영역 중 ‘지역경제 발전’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음
- 2012년도 평가에서 분석대상기업 중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 공급
자를 우선 배려하고 있는 기업은 15개사(2.11%)에 불과하며, 근로자 채
용시 현지인을 우려 고려하고 있는 기업도 36개사(5.07%)에 불과한 것
으로 나타남
<표 6> 기업집단별 지역사회 영역 점수
전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역사회 참여 및 공헌

25.28

41.09

21.93

9.19

지역경제 발전

3.43

8.25

1.96

0.00

지역사회와의 소통

43.69

48.81

42.10

40.17

※ 각 항목의 점수는 각 영역별 배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임

□ 기업집단별로 살펴보면, ‘지역사회와의 소통’항목에서는 기업집단별로 비슷
한 평가결과를 보이는 반면, ‘지역사회 참여 및 공헌’에서는 기업집단별로 큰
편차를 보임
◦ ‘지역경제 발전’ 항목은 전체 분석대상 기업들의 평가결과가 저조하여 집
단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음
◦ 대기업 집단의 경우 사업활동과 연계한 사회공헌활동을 수립하여 지속적
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중견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부나 연
말 자원봉사와 같은 일회성 사회공헌활동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음
◦ 또한, 사회공헌활동을 전담할 전담부서나 전담인력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
집단은 39개사(19.3%)인 반면, 중견기업은 16개사(4.8%)에 불과했으며
중소기업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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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 2012년도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기업규모로 구분하여 집단별로 살펴본 결
과, 사회책임경영 전반에서 대기업 집단의 평가결과가 높게 나타남
◦ 이는 사회책임경영을 수행하는데 있어 단기적으로 자본이 수반되어야 하
는데 기업의 경영자들은 이를 비용으로만 인식하다 보니 중견기업이나 중
소기업의 CEO들은 적극적으로 사회책임경영을 수행하는데 주저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결국 시장의 다양한 주체로부터 감시를 받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에만
사회책임경영 수행하게 됨
◦ 따라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책임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인식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으
며 이를 위해 정부 주도의 지속적인 안내 및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또한 사회책임경영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투자펀
드 및 대출자금조성으로 자금을 지원하거나 세제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최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이번 개정에서 중소기업
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
으로서 향후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활성화되는데 큰 계기가 될 것으
로 판단됨
◦ 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는 중견기업에 대
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기적으로 전체 기업을 포괄할 수 있
는 종합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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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회책임투자(SRI) 현황과 시사점
CSR현황Ⅱ

김선민｜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

Ⅰ. 서론
일반적으로 사회책임투자(Social Responsible Investment, 이하 SRI)는 투자의
사 결정시 기업의 재무적 요소와 더불어 비재무적요소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도 고려하여 투자하는 방식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SRI의 역사와 그 기원을 살펴보
면, SRI는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 투자방식이 세분화되거나 새로운 투자방식이 생
겨났고, 문화, 종교, 가치 및 신념에 따라 그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SRI 개념을 정
의 내리기란 쉽지 않다. 실제로 미국 사회책임투자포럼(이하 US SIF)과 유럽 사회
책임투자포럼(이하 Eurosif)을 비롯해 SRI 연구기관들은 SRI에 대한 정의를 내리
지 않고 있으며, SRI는 역사적 배경, 가치, 문화, 신념에 따라 윤리적 투자, 녹색
투자, 책임투자, 지속가능한 투자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본 고에서는 Eurosif가 발간한 “European SRI Study 2012”와 US SIF가 발간한
“Sustainable and Responsible Investing Trends in the United States 2012”를
바탕으로 해외 SRI투자 방식, SRI규모 등 최근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1). 전 세계
적으로 SRI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책임투자가 활발한 유럽과 미국의
SRI시장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국내 SRI시장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찾는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European Fund and Asset Management Association(EFAMA), KPMG, Bridges Ventures, Vigeo 등 유럽의 SRI
연구기관의 자료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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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사회책임투자의 발달 과정
1960년~1980년

1990년대 이후

2000년 이후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대학 등 주식시장의 성장으로 SRI펀드 투자자들은 지속가능한 성장
이 인종차별, 반전, 반핵 등의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기업들 과 책임투자를 결합하는 등
개인적인 가치관, 종교적 신념, 의 회계부정 등 기업비리, 환경 사회책임투자(SRI)를 지속가능
사회적 가치 등에 따라 투자를 문제, 고용문제에 대한 사회적 한 책임투자(Sustainable and
행하는 윤리적 투자로 사회 운 관심이 증가함. 특히, 사회적 Responsible Investment)로서
특징

동적 성격이 강함

책임을 다하지 못한 기업의 리 확대하기 시작함. 기업과 자
스크가 증가하면서 투자자의 산운용사로부터

ESG정보를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SRI가 조 요구하는 기관투자자의 수가
명되기 시작함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개인

또한, 환경문제가 이슈로 떠오 투자자도 SRI 투자에 나섬
르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에 관
심이 높아짐
①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단체가 군수업체에 대한
대표적
사건

투자를 제한
② 남아공의 인종분리정책에

① 유엔 세계환경개발위원회
(UN WCED) 출범

① UN PRI 출범
② UN PRI 원칙 제정

② 지구정상회의
(Earth Summit) 개최

반대하는 대학 등이
남아공에서 사업하는
미국기업의 주식을 처분

Ⅱ. 유럽의 사회책임투자 현황
1. 개관
European SRI Study 2012 (Eurosif, 2012)에 따르면, 2011년 유럽의 SRI규모
는 2009년 약4조 9,860억유로에서 약6조 7,633억유로로 2년전에 비해 36%가량
증가하였다(<표 2>, [그림 1]참고)2).

2) 동 자료는 2009년 조사 대상 국가였던 발틱3국(라트비아‧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 키프로스, 그리스를 제
외한 14개 국가의 SRI 시장을 분석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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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유럽 국가별 SRI 규모3)
(단위 : 백만유로)

규모
국가
오스트리아

2009

2011*

€2,000

€8,251

벨기에

€194,000

€96,905

덴마크

€242,200

€244,227

핀란드

€89,000

€107,600

프랑스

€1,850,000

€1,884,000

독일

€12,000

€621,020

이탈리아

€312,000

€447,592

네덜란드

€396,000

€666,248

노르웨이

€410,000

€574,100

폴란드

€1,000

€1,174

스페인

€33,000

€57,091

스웨덴

€300,000

€378,300

스위스

€23,000

€441,637

영국

€939,000

€1,235,201

€4,986,000

€6,763,347

유럽(계)
출처 : Eurosif

특히, 2009년에 이어 프랑스와 영국의 SRI규모는 각각 Eurosif 조사대상국가의
총 SRI규모의 27.9%, 18.3%로 이들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과 프랑스의 SRI시장이 다른 국가에 비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책임투자를 위한 법제가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프랑스는 유
럽에서 SRI 시장이 가장 잘 발달된 국가로 2011년부터 상장기업들의 ESG 정보 공
시를 의무화하는 등 사회책임투자를 위한 법제를 마련하였으며, 사회책임투자의
글로벌 선두주자인 영국 역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UK Corporate Governance
Code), 스튜어드쉽코드(Stewardship Code), 회사법(Companies Act) 제정을 통
해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적 토대를 형성해 왔다.
유럽의 사회책임투자는 주로 기관투자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SRI투자
3) 2009년 유럽의 SRI규모는 십억단위로 추산되었기 때문에 본 원고의 2009년 국가별 SRI규모의 합과 총 합계
에 다소 차이가 있으며, 규모 산출시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ment)는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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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채권, 주식, 화폐성 자산(monetary asset), 기타 자산에 주로 투자하고 있다.
그 중, 채권 투자 비중은 2009년 53%에서 2011년 51%로 소폭 감소하였지만 여전
히 SRI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자산이다([그림2] 참고).
[그림 1] 유럽 국가별 SRI 규모
(단위 : 백만유로)

출처 : Eurosif

[그림 2] 사회책임투자 자산배분(asset allocation) 비중

출처 : Euros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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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보고서는 SRI시장의 성장요인에 관한 설문조사도 실시하였는데 기관투자자
의 SRI 수요증가, 관련 법제 마련, 국제이니셔티브, 비영리단체 및 언론 활동, 개
인투자자의 SRI 수요증가 등이 향후 SRI시장 성장에 주된 요소로 조사되었다. 이
는 지난 2010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주목할 점은 SRI
성장에 있어서 관련 법제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된다는 점이다(<표 3> 참고). 즉,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법적 규제에 의한 참여가 SRI시장을 확대하는 데에 더욱 효
과적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표 3> 유럽 SRI투자 성장에 필요한 요소
순위

2009

2011

1

기관투자자 수요

기관투자자 수요

2

국제이니셔티브

관련법제 마련

3

비영리단체 및 언론활동

국제이니셔티브

4

개인투자자 수요

비영리단체 및 언론 활동

5

관련 법제 마련

개인투자자 수요

출처 : Eurosif

프랑스의 경우, 시민단체 및 기업대표와의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2010년 상법
(French Commercial Code)에 지속가능 이슈 및 ESG 공시와 관련한 개정사항을
반영한 바 있으며, 2년여의 토론 끝에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은 「Grenelle Ⅱ
de l’environnement(2012)」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펀드매
니저들은 투자설명서에 ESG 요소의 고려여부를 공시해야 하며, ESG성과가 좋지
않은 펀드는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연간 사업보고서에 이를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 역시 연금법(Pension Act) 개정을 통해 기금수탁자가 ESG 관련 정보
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2. 유럽의 SRI투자방식
Eurosif의 SRI투자방식은 임팩트 투자를 제외하고 UN PRI와 유럽펀드‧자산운
용협회(European Fund Asset Management Association, EFAMA)가 구분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표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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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기관별 SRI 투자방식 비교
Eurosif

UN PRI

EFAMA

규준을 기반으로 한 스크리닝
(Norms-based screens)

ESG배제
(ESG Exclusions)

규준을 기반으로 한 접근
(Norms-based approach)

업종별 최고기업 선택
(Best-in-Class selection)

ESG 포지티브 스크리닝과
업종별 최고기업 선택
(ESG Positive screening and
Best-in-Class)

업종별 최고기업 선택
(Best-in-Class)

테마별 지속가능 투자
(Sustainability themes)

ESG 테마별 투자
(ESG-themed Investments)

테마별 투자
(Thematic approach)

배제
(Exclusions)

ESG 배제
(ESG Exclusions)

배제
(Exclusion approach)

ESG통합
(ESG Integration)

ESG통합
(ESG Integration)

-

ESG 관련 주주권리 행사
(Engagement and voting)

주주관여
(Engagements(3types))

주주관여
(Engagement and (voting))

임팩트투자
(Impact investment)

-

-

출처 : Eurosif

다만, Eurosif의 SRI투자방식은 기본 투자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
서 조금씩 변하고 있다. 일례로, Eurosif의 SRI투자방식은 초기에 ‘핵심(core)
SRI’, ‘단순 스크리닝’, ‘주주관여’의 3가지 방식으로 구분이 되었으나 시대가 변
하면서 상황에 맞게 세분화되거나 비슷한 투자방식은 통합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Eurosif는 SRI투자방식을 핵심(core) SRI와 광의(broad) SRI
로 구분하지 않고 이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7가지 방식으로 구분하기 시작하
였다(<표 5>참고). 특히, 서로 다른 투자 방식으로 구분되어온 ‘업종별 최고기업’
과 ‘포지티브 스크리닝’은 2011년부터 하나의 투자방식으로 통합되었는데, 이는
애매모호한 각각의 투자방식을 좀 더 명료하게 구분해 주기 위한 Eurosif의 시도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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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Eurosif의 SRI 투자방식 구분
핵심(core) SRI
과거

단순 스크리닝
주주관여
테마별 지속가능 투자

환경‧사회 이슈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재생에너지, 청정
기술, 기후변화 등 환경 관련 테마들이 대부분임

업종별 최고기업 선택 및
포지티브 스크리닝

ESG 스크리닝 및 재무분석을 바탕으로 최상의 업종을 투자
종목으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함

규준을 기반으로 한 배제

국제적 규준을 잘 따르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구분하
는 가장 공정한 방법이나 대규모 자산운용사나 소유주의 포
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점에서 배제전략과
유사함

배제

단순 스크리닝과 가치기반으로 한 스크리닝은 서로 다른 투
자 방식이었으나 2012년부터 두 방식 모두 배제로 통합됨

ESG통합

최근 들어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한 기업의 재무 상태를 예
측하기 위해 ESG 정보를 사용하는 방식임

ESG 관련 주주권리 행사

ESG 이슈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임

임팩트 투자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함과 동시에 사회․환경 관련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투자방식임

현재

투자 방식별 SRI규모를 살펴보면(<표 6> 참고), ‘배제’, ‘ESG통합’, ‘규준을 기반
으로 한 스크리닝’ 순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규준을 기반으로 한 스크리닝’, ‘배
제’, ‘업종별 최고기업 선택’과 ‘포지티브 스크리닝’ 순으로 높았다. ESG 관련 주주
권리 행사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다른 투자방식에 비해 규모가 작고 연평균 성장률
도 높지 않다. 이는 주주행동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과 달리, 유럽
에서는 윤리‧가치를 바탕으로 한 사회책임투자가 활발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
단된다. 임팩트 투자의 경우 2011년부터 투자방식으로 구분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규모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현재 떠오르고 있는 사회책임투자 방식이므로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4).

4) 재무적 성과와 더불어 사회‧환경 관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미소금융(microfinance), 사회적기업(social
business), 지역사회투자(community investment)가 여기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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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투자 방식별 SRI 규모
유럽(14개국)

(단위 : 백만유로)

2009

2011

연평균성장률

테마별 지속가능 투자

€25,361

€48,090

37.7%

업종별 최고기업/ 포지티브 스크리닝

€132,956

€283,206

45.9%

규준을 기반으로 한 스크리닝

€988,756

€2,346,308

54.0%

배제

€1,749,432

€3,829,287

47.9%

ESG 관련 주주권리 행사

€1,668,473

€1,950,406

8.1%

ESG통합

€2,810,506

€3,204,107

6.8%

출처 : Eurosif

Ⅲ. 미국의 사회책임투자 현황
1. 개관
미국의 사회책임투자는 US SIF가 1995년 사회책임투자규모를 발표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2011년말 기준으로 미국의 총 SRI 규모는
약3조7,400억달러로 2009년에 비해 22% 증가하였다(<표 7> 참고)5).
<표 7> 미국의 SRI 규모 (1995~2012)

(단위 : 십억달러)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10

2012

ESG통합

$166

$533

$1,502

$2,018

$2,157

$1,704

$2,123

$2,554

$3,314

주주제안

$473

$736

$922

$897

$448

$703

$739

$1,497

$1,536

중복 차감

N/A

($84)

($265)

($592)

($441)

($117)

($151)

($981)

($1,106)

총 규모

$639

$1,185

$2,159

$2,323

$2,164

$2,290

$2,711

$3,069

$3,744

출처 : US SIF

미국의 SRI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살, 분쟁, 테러 등 사회적 이

5) Thomson Reuters Nelson에 따르면, 미국의 SRI 규모는 총 운용자산(약 33조3,000억달러)중 11.3%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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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6)와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등 환경 이슈가 SRI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투
자자들의 ESG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개발은행과 신용
조합의 성장에 따른 지역사회투자 증가 역시 SRI규모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7). 일
례로,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은행보다 신용조합이나 지역개발은행
(Community Development Bank)에 예금을 예치하는 금융소비자가 증가하였으
며, 지역개발은행과 신용조합은 지난 2010년에 비해 각각 73%, 54%의 성장세를
보였다.

2. 미국의 SRI투자 방식
미국의 SRI투자방식은 크게 ESG통합(ESG integration) 방식과 ESG이슈에 관
한 주주제안 방식으로 나뉜다. ESG통합은 투자시에 ESG 요소를 고려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ESG 이슈에 관한 주주제안은 투자자들이 투자기업의 ESG 관심을 높이
고 이들 기업에게 ESG 관련 정책과 전략을 검토하고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림 3]을 보면, 미국에서 1997년까지는 주주제안 방식이 SRI의 주를 이
루었지만, 1999년부터는 ESG통합방식이 급격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1년 현재, 미국의 전체 SRI규모에서 ESG통합 방식과 주주제안 방식의 SRI는
각각 약 3조 3,100억달러와 약 1조 5,36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그림 3] 미국의 SRI 투자방식 변화
(단위: 십억달러)

출처 : US SIF
6) 투자자들은 분쟁지역인 수단·이란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제한하는 방침을 요구하기도 함
7) 지역개발은행은 저축액으로 저소득층에게 저금리 대출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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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SG통합(ESG integration)
ESG통합 방식을 추구하는 투자자는 주로 ‘포지티브 스크리닝(포함)’, ‘네거티브
스크리닝(배제)’, ‘전체 통합’의 3가지 전략을 통해 SRI에 투자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투자시 ESG요소를 고
려하는 개인투자자, 지역사회투자기관, 기관투자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US SIF(2012)에 따르면, ESG통합 방식을 따르는 SRI의 성장은 지배구조 평가 결
과를 반영하거나 분쟁지역인 수단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배제하는 뮤추얼 펀드
및 대체펀드의 증가, 지역사회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은행, 신용조합, 대출펀드
(loan fund)의 증가, 공적연금(public fund)의 증가 및 환경이슈 부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일례로, ESG통합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SRI펀드
는 1995년 55개에서 2011년 현재 720개로 증가하였다([<표 8> 참고])8).
SRI 투자기준으로는 사회이슈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환경, 지배구조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사회이슈에서는 수단 및 이란 등의 분쟁지역의 투자를 제한하
거나 허용하지 않는 방법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과 지배구조에서
는 각각 기후변화/온실가스 배출, 이사회 책임/임원보수가 주요 SRI투자 기준이
되고 있다.
<표 8> ESG통합 방식에 따른 미국의 SRI 펀드 수
(단위: 십억달러)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10

2012

펀드 수

55

144

168

181

200

201

260

493

720

총 규모

$12

$96

$154

$136

$151

$179

$202

$569

$1,013

출처: US SIF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모두 ESG통합 방식을 통해 SRI에 투자하고 있지만 투
자유형은 다르다. 우선, 개인투자자의 경우 뮤추얼펀드, 별도계정(separate
account), 기타 상품군(other pooled products)에 주로 투자를 하는 반면, 기관투
자자의 경우 공적연금을 통해 주로 투자하고 있다 ([그림 4]참고)9).
8) 뮤추얼펀드, 연금펀드(annuity fund), 폐쇄형펀드(closed-end fund), 상장지수펀드(exchange-traded funds), 대체투
자펀드 등이 포함됨
9) 별도계정은 클라이언트를 위해 특별히 운용되는 투자상품으로 개별 고객을 위해 맞춤형으로 제공되거나 다수의
고객 자산을 함께 투자하여 운용되기도 하며, 기타상품군은 종교집단, 노동조합펀드 등 특정 기관투자자를 위해
운용되는 투자상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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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투자유형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

출처: US SIF

2) ESG이슈에 관한 주주제안
ESG이슈에 관한 주주제안은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해 ESG정책마련 및 개선을 장
려하는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proxy voting), 주주제안 발의(filing shareholder
resolution), 기업과의 소통(dialogue)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주주제안을 고려한 SRI투자 규모는 2011년 현재 약 1조 5,000억달러로 전체
SRI규모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련 SRI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0년~2012년 1분기까지 3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회‧환경
이슈에 대한 안건은 발의된 총 주주제안 건수 대비 2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표
9> 참고). 2007년~2009년에는 총 주주제안 건수에서 겨우 15%~18%만이 30%이
상의 지지를 받아왔음을 고려해 볼 때 사회·환경과 관련하여 주주들의 관심이 커지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향후 주주제안 방식을 통한 SRI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표 9> 환경․사회 관련 주주제안 현황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주주제안 총 건수

187

197

174

175

169

161

30% 이상의 지지를 받은 안건

30

29

31

51

52

39

16%

15%

18%

29%

31%

24%

비율
출처: US S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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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2012년까지 환경․사회이슈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주주제안은 정치자금
기부금(279건)이다([그림 5] 참고). 정치자금 기부금과 관련한 주주제안이 증가한
것은 기업의 정치자금 사용내역 공시와 정치자금이 주주와 회사가치에 해를 끼치
고 있지는 않은지를 감시하도록 이사회에 요구하는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
문이다. 뒤를 이어, 환경이슈(143건), 기후변화(116건), 동등한 일자리 제공(90건),
지속가능보고서 요구(88건)순으로 주주제안이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이슈별 환경․사회 관련 주주제안 현황

출처: US SIF

<표 10> 지배구조 관련 주주제안 현황
주주제안 건수
(2010년~2012년)

평균찬성률
(2010년~2012년)

임원보수: 기타

293

26.6%

이사 매년 선임 (시차임기제 반대)

190

66.2%

과반득표에 따른 이사선임

158

59.5%

CEO의 이사회 의장 겸직 불허

136

32.4%

임원보수: 권고투표

59

44.6%

이사회 다양성

37

26.6%

출처: US SIF Foundation

지배구조 이슈에서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제안이 활발해짐에 따라
기업들에게는 임원보수 제한을 비롯하여 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직을 불허하고 이
사 선임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지난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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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2012년까지 지배구조와 관련된 주주제안 현황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표 10>
참고). 지배구조 이슈와 관련하여, 지난 3년간 가장 많이 발의된 주주제안은 임원
보수, 이사선임(시차임기제 반대, 과반득표에 따른 이사선임 등)이었으며, 이사선
임과 관련한 주주제안이 주주투표에서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반면, 이사회
다양성과 관련한 주주제안 건수는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Ⅳ. 시사점
유럽은 전 세계 SRI규모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 유럽의
SRI시장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SRI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고 ESG 관련 법제가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프랑스와 영국의
SRI시장 규모는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두 국가는
모두 사회책임투자를 위한 관련법제가 잘 마련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유럽과 더불어 미국의 SRI규모 역시 지속적인 성장세를 띠고 있다. 미국의 경우,
SRI투자시 보다 다양하고 엄격한 투자기준을 설정하여 투자종목을 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대다수의 투자자는 투자포트폴리오에 다양한 투자기준을 반영하고
있다. US SIF(2012)에 따르면, 투자시 한 가지 ESG 요소를 고려하는 투자자는 응
답자의 15%에 불과하였으며, 대다수의 투자자는 2~4개 이상의 다양한 기준을 고
려하여 투자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참고).
[그림 7] 투자자의 투자기준

출처: US S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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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 SRI시장의 최대 투자자는 공적연금으로 미국에서 사회책임투자가 성
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연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다. 가장
대표적인 캘퍼스(CalPERS)의 경우 내부 SRI 투자 프로그램인 Corporate
Governance Investment Program(CGIP)를 통해 지배구조펀드를 위탁 운용 또는
공동 운용하고 있으며(15개 외부 운용사, 9개 공동 파트너사), 2011년 말 기준으로
캘퍼스의 지배구조펀드 투자규모는 약 40억 달러에 이른다. 캘퍼스는 ESG 평가를
통해 투자 종목을 까다롭게 선별하여 집중 투자하며 적극적인 경영관여
(engagement) 전략을 통해 운영, 전략, 지배구조의 개선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아직 신생단계에 머물러 있는 국내 SRI 시장은 향후 다양한 투자방식과 투자전
략을 확대하고, 미국의 사례를 교훈삼아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SRI시장을 발전시
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내시장은 아직 책임투자에 대한 인식이
낮고 SRI투자방식이 ESG 스크리닝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유럽과 미국처
럼 다양한 방식을 이용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관련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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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ESG 평가 안내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은 국내 상장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그 활동을 장려하는 한편,
투자자의 책임투자(RI)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매년 ESG 평가를 실시합니다.
CGS는 국제 규준 및 국내 법규 등을 토대로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경영환경에 적합한 독자적인
한국형 ｢ESG 통합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평가에 활용하며, 평가 결과는 우수기업 선정 및 시상,
등급 공표는 물론 KRX SRI Index, KRX SRI Governance Index, KRX SRI Eco Index 산출 등에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또한 다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장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CGS는 이러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ESG 평가를 통해 국내 상장기업의 ESG 활동을 촉진하고, SRI
및 ESG 관련 연구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 입니다.

평가 항목

CGS의 ESG 평가는 상장기업이 올바른 ESG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특정 영역에 치
우치지 않고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의 전 영역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환경(E) 부문은 기업경영에 있어서 환경 경영과의 통합과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사회(S) 부문은
기업의 경영활동과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기업의 사회책임 활동을, 지배구조(G) 부문
은 기업의 경영투명성 강화, 주주권리보호 및 올바른 이사회 운영관행 정착을 목표로 합니다.

평가 일정

문의
ESG 평가 부문 박세연 연구원(E) 02-3775-3705, 방문옥 연구원(G) 02-3775-3706, 김선민 연구원(G) 02-3775-3708
안상아 연구원(S) 02-3775-3707,
FAX: 02-3775-2630,
EMAIL : cgsweb@cgs.or.kr

2013년도 의결권 자문 서비스 시행 안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013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하고,
의안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관투자자에게 제공합니다.
❖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의 어려움
여타 선진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주주총회 개최가 특정기간에 집중되고, 공시 일정도 촉박한 데
다 전담 인력도 부족해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의 성실한 행사에 심각한 곤란을 겪고 있습니
다. 한국거래소에서 매년 발표하는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현황 자료에서 최근 5년간 의안 반대
율이 0.5%를 밑도는 것도 그러한 사정과 관련이 적지 않습니다.

❖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강조하는 최근 법규 동향
관계 당국은 이러한 상황이 투자자 혹은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기
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내실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특히, 금
융위원회가 지난 6월 제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등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때 법이 명시한 ‘충실의무’를 다해야 하고, 의결권 행사 시 찬
성․반대 여부뿐만 아니라 그 사유까지 기재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결권 행사 내역의 일괄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투자협회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의 세
부규정들을 구체화하며, 의결권 자문기관을 육성하는 등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강점: 전문성 ‧ 공정성 ‧ 투명성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기업지배구조 평가와 연구에서 쌓은 10년여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의안분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오직 투자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2년에는 236개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의안분석을 수행하여 다수 기관 투자자에게 보고서를 제공하였습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기업지배구조와 의안분석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국내 자본시장의 핵심 기관
을 사원기관으로 둔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의안분석을 수행합니다. 또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
개함으로써 업무의 투명성과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문의
PROXY 부문 정구성 연구원 02-3775-3714, 이민형 연구원 02-3775-3715, 배윤정 연구원 02-3775-3717
FAX : 02-3775-2630, EMAIL : proxy@cgs.or.kr

❚신간 안내

한국 IR 협의회 ―「IR 길라잡이」발간

한국IR협의회에서는 1,800여 상장기업의 IR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IR 길라잡이｣
를 발간하였습니다.
｢IR 길라잡이｣는 담당자가 쉽고 빠르게 업무를 파악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 2년간 현직 IR 실무책임자들의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를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IR 사전준비, IR Tool, 실무절차 그리고 상장기업의 IR 활동사례 등이 수록되었으
며,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시중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