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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 분석2팀 정한욱 선임연구원(jhwook@cgs.or.kr)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상법, 자본시장법 등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령 개정이 이번 주주총회 시즌
에 불러온 변화를 조명함
▶ 상장회사와 관련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은 대량보유 기관투자자의 주주제약 요건 완화, 주주
총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정보증가, 여성이사 선임의 증가로 이어짐
▶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은 주주총회가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라는 본연의 의미를 되찾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들어가며
▫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 집중개최 시기(이하 주주총회 시즌) 전에 상장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번 주주총회 시즌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임
∘

2020년 2월 초 상법 시행령과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그와 관련된 규정들도
개정되면서 이번 주주총회 시즌에 변화가 예상되었음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이번 주주총회 시즌 전후로 나타난 변
화들을 기관투자자, 공시서류의 변화, 여성 임원선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함

주주관여활동 제약이 완화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2020년 2월 1일에 시행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으로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가 전보다
적극적인 주주관여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됨
∘

배당, 지배구조 관련 정관변경, 관계법령에 따른 이사해임에 대한 주주제안은 ‘경영권 영향 목적
없음’으로 분류되어 투자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관투자자들이 주주제안을 보다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음1)

1)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보도자료 ‘공정경제 뒷받침할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발간한 ‘2020 주주총회 프리뷰’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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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 이후 일부 기관투자자들은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
로 변경하였음
∘

2020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을 공시한 35개 국내 기
관투자자2) 중 ‘국민연금공단’, ‘KB자산운용’,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보유하고 있는 일부 기업
의 지분 보유목적을 변경함

▫ 국민연금기금은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 113개3) 중 56개 기업에 대한 보유목적을
‘일반투자’로 전환함으로써 향후 주주관여 활동 여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공단이 2019년 12월에 제정한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점관리사안 중 배당정책 및 임원보수한도에 대해서는 공개 중점관리기업 지정 이후 경영참여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제안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힘4)

▫ 한편, 일반투자로 보유목적을 전환한 이후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관여 활동을 펼친
사례가 발견되었는데, 과거 이들은 주주관여 활동 대상이었음
∘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과 KB자산운용은 지난해 주주활동을 펼친 기업에 대한 보유목적을 변경한
이후 이번 주주총회 시즌에도 배당 및 주주환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주주서한을 송부함

<표> 보유목적 변경 이후 주주관여 활동을 이행한 기관투자자와 해당기업
기관투자자

주주서한 송부기업

KB자산운용

효성티앤씨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KISCO홀딩스, 넥센, 세방, 세방전지5)

▫ 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이후 ‘일반투자’로 보유목적을 전환한 사례가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향후 일반투자로 보유목적을 변경한 기관투자자가 해당 기업에 대한 주주관여
활동을 어떻게 전개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변경된 주주총회소집공고와 참고서류
▫ 2020년 1월 29일에 공표된 상법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바탕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이 개정됨
∘

과거 주주총회소집공고 및 참고서류에는 임원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었고, 특히 후보자 개인의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음6)

2) 자산운용업을 영위하는 기관투자자 및 공적연기금에 한정함
3) 상기 기업 수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공시한 2020년 1분기 대량보유내역에 명시된 기업 중 국민연금공단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수임
4) [의결 19-18]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안), 2020.1.10,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5)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세방전지 지분율은 5% 미만이지만, 이번 주주총회 시즌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배당성
향 제고 및 중장기적인 배당 정책 수립 등을 골자로 하는 주주서한을 송부함
6) 공정경제 뒷받침할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0.1.21.,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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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내용은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참고서류 작성시 제공되는 정보 확대, 감사위원 중 회계·
재무전문가에 대한 작성지침 명확화,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약식 보고 대상 확대 및 보고
내용 차등화 등임

▫ 이번 개정에서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보수한도와 관련된 정보가 과거보다 풍부해진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사·감사 등 후보자의 세부 경력사항, 직무수행계획, 이사회의 추천사유 및 참고서류 기재내용이
사실과 일치한다는 후보자의 확인·서명을 기재토록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전기 이사·감사 전원
에게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을 기재해야 함

▫ 이사와 감사 후보에 대한 정보가 지난 주주총회 시즌보다 다양해지면서 후보에 대한 전
문성과 독립성을 확인하기가 보다 용이해짐
∘

투자자들은 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에 대하여 후보자의 세부 경력사항, 직무수행계획을
참고하여 해당 후보의 경영능력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외이사 및 감사에 대해서는 세부 경력
사항을 바탕으로 후보와 회사 간 독립성을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한편 직전 사업연도 등기임원들이 수령한 보수액이 공시됨으로써, 주주는 주주총회 개최
전에 지난 사업연도에 설정된 보수한도 대비 실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됨
∘

과거에는 사외이사에 지급한 보수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번 주주총회 시즌부터 등기임원이
수령한 보수 총액이 공개됨으로써 투자자들은 전년도 실제 지급된 보수 금액을 바탕으로 올 해
보수한도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음

▫ 단순히 보수총액을 공시하는 것에서 나아가 보수한도를 설정한 근거를 상세히 소명하는
기업도 발견됨
∘

엔씨소프트는 이번 사업연도 이사보수한도가 증액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증액된 보수한
도에 대한 설득력을 높임7)

▫ 2021년부터 상장기업들은 정기주주총회 개최 전에 사업보고서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의결권 행사에 있어 과거에 비해 풍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됨
∘

나아가, 규정된 양식에 맞추어 최소한의 정보를 공시하기보다 엔씨소프트의 사례와 같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이사회 차원의 설명이 덧붙여진다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7) 엔씨소프트, 주주총회소집공고, DART, 20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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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보수한도 회사 소명 사례 – 엔씨소프트>
당사 2013년 ~ 2019년 기간의 이사 보수 한도는 누적 인상률 25%에 불과하며 인상 횟수도 1회에
그친 반면, 동기간 회사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2배 이상 성장하였고 주가는 3배 이상 상승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기업 50개사의 최근 1년 주가 상승률을 비교 조사한 결과, 당사의 주가
상승 및 이에 따른 주주가치 제고 실적은 조사대상 기업 중에서 2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
었고, 동일 조사대상 50개사의 2020년 매출액, 순이익, ROE 등의 성장 및 경영지표 전망을 비교해
봐도 당사가 단연 최고 수준의 성과를 실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유의미한 주주가치 제고 성과와 2020년 이후 Global 차원의 비약적 성장에 도전할 경영진에
대해 보다 탄력적인 보상 시스템 확보가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2020년 이사 보수한도를 2019년 150
억 원에서 33% 인상한 200억 원으로 책정하고자 합니다.

여성임원 선임 증가
▫ 2020년 2월 4일에 공포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에 따르면, 별도재무제표 상 자산총
계(금융업의 경우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 2조 원 이상의 상장기업은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특정 성(性)으로 구성되지 않아야 함8)
∘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성 근로자에 대해 적극적인 고용개선
조치를 도입하고 있으나,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대해서는 성별 구성에 관해 규정
하고 있지 않아, 여성의 이사 진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함9)

∘

해외 국가들은 회사가 여성 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음10)

▫ 개정 자본시장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어 이번 주주총회 시즌에는 상장기업들이
해당 조항을 적용받지 않지만, 지난해와 달리 신규 선임된 여성 이사의 수가 크게 증가했
고, 기존 여성 이사가 재직하고 있음에도 여성 이사의 비중을 늘린 경우도 발견됨
∘

2019년 12월 31일 기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을 적용받게 될 기업 153개 중 이번 주주총
회 시즌에 21개 기업이 22인의 여성 이사를 신규 선임하였고, 주주총회 시즌 이후 1인 이상의
여성 이사가 재직한 기업은 45개임

∘

KB금융, 카카오, 삼성카드는 기존에 1인의 여성 이사가 재직하고 있음에도 1인의 여성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여 여성 이사의 비중을 확대함

∘

이번 주주총회 시즌에 선임된 여성 이사는 1명을 제외하고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되었으며, 사외
이사 대부분은 교수로 재직하고 있음

8) 법률 제1695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681호, 관보(정호), 2020. 2. 4.
9) 7)과 동일함
10) 노르웨이는 2003년 유한책임회사법 개정을 통해 여성임원할당제를 최초로 도입하여, 이사회 규모가 9인 이상인
기업은 여성이사를 최소 40% 이상 선임해야 하며, 독일은 임원직 내 남녀평등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
수가 2,000명 이상인 상장회사 감독이사회 구성원은 최소 30% 이상 여성으로 구성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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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대다수 기업은 이번 주주총회 시즌에 여성 이사를 선임하지 않아, 개정 자본시장
법이 시행되는 내년 주주총회 시즌에는 신규로 선임되는 여성 이사의 수가 큰 폭으로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됨
∘

개정된 자본시장법을 적용받는 102개 기업은 여성 이사를 신규선임 하지 않아, 늦어도 2022년
8월 5일 전까지 최소 1인의 여성 이사를 선임해야 함

▫ 상장기업들은 법을 충족하기 위해 여성 이사를 선임하기보다 기업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
는 유능한 여성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은 기본적으로 기업가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데 여성할당제와 같은 강제적인 제도의 도입은
오히려 기업가치를 훼손할 가능성도 있음11)

∘

실제 이사회 내 여성할당제를 법으로 규정한 노르웨이는 도입 이후 오히려 기업가치가 하락하였
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는 노르웨이 기업들이 법을 지키기 위해 이사로 재직하는데 필요한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족하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임12)

∘

그럼에도 이사회 성별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는 이사회 다양성이 이사회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시
키며, 이사회 다양성이 기업 내 인적 자원 기능 다양성 확보로 이어질 수 있고, 이를 통해 기업
가치 증대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임13)

∘

실제 Fortune 500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사회 내 여성 이사 비율이 높은 기업은 낮은 기업에 비
해 자기자본이익률(ROE), 매출액수익률(ROS), 투하자본수익률(ROIC)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
로 확인됨14)

▫ 나아가 회사는 이사회 다양성을 여성임원 선임에만 국한하지 않고, 성별에 관계없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인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폭 넓은 인재풀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11) H. Demsetz, and K. Lehn (1985), The structure of corporate ownership: Cause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3(6), pp. 1155-77.
12) Kenneth R. Ahern, and Amy K. Dittmar (2012), The changing of the boards: the impact of firm
valuation of mandated female board represent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7(1), pp.
137-97.
13) Kim, D., & Starks, L. T. (2016). Gender diversity on corporate boards: Do women contribute unique
skills?. American Economic Review, 106(5), 267-71.; Akie Iriyama (2015), What Japanese companies
should be wary of when it comes to diversity, Japan News
14) Catalyst, 2011, The bottomline: Corporate performance and women’s representation on
boards(2004-2008), New York.; 이사회 성별 다양성과 기업의 ESG 및 재무 성과, KCGS Report 제8권
제10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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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최근 3년 간 신규선임된 여성 이사와 선임된 여성이사의 수

주 :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에 포섭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함. 재직 중인 여성 이사는 정기주주총회 이후 선임된
이사와 기존에 재직한 여성 이사의 수를 합산한 값이며, 신규선임된 여성 이사는 연도별 3월에 개최된 정기주주
총회에서 선임된 여성 이사로 제한함

시사점
▫ 이번 주주총회 시즌은 법령 개정의 영향으로 큰 변화를 맞이함
∘

상법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주주제안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제약을 완화시키는 한편, 주주
총회소집공고의 정보를 풍부하게 함

∘

특히 이사회 다양성이 법으로 규정되면서, 국내 상장기업의 지배구조가 국제 표준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됨

▫ 제도의 변화는 비용을 수반하지만 상기 법령 개정은 상장기업의 외형적 지배구조 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나아가 주주총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닌 주주의 건설적인 참여와 이사회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회사의 기관이라는 본래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함
■

본 자료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의안분석 서비스와 관련하여 자본시장 전반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
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자료의 내용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은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어떠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 민・형사 책임을 포함한 모든 법
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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