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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에 대한 보상은 이사의 경영판단이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여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지배구조 장치임
▶ 퇴직금과 주식매수선택권도 이사에 대한 보상에 속하지만, 부적절한 설계로 인해 보상으로서의
취지가 퇴색되는 사례가 발견됨
▶ 상장기업들은 관성에서 벗어나 이사에 대한 보상 안건이 적절하게 유인을 제공하고 있는지 적극
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1. 들어가며
▫ 이사(이하 등기이사를 의미함)에 대한 보상은 이사의 직무 수행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
하여, 주주와 이사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대리인 문제를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
써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인센티브가 과소할 경우 이사의 충분한 노력을 이끌어내기 어려우며, 과도할 경우 왜곡된 경영판
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1) 이사에 대한 보상은 인센티브를 적절히 부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이사의 보상과 관련된 안건 중 임원퇴직금지급 규정 제·개정의 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에 대해 살펴봄2)

1) Acemoglu et al, “Incentives in Markets, Firms, and Governments”, The Journal of Law, Economics,
and Organization, Volume 24, Issue 2, October 2008, Pages 273–306
2)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 바람(2019년 주주총회 리뷰(2) -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
건을 중심으로, 2019.05.08., KC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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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퇴직금지급규정
(1) 보상으로서 이사의 퇴직금
▫ 이사는 회사와 위임 관계에 있으며(상법 제382조), 민법상의 위임 관계에서 수임자는 특
약 없이는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민법 제686조)이나,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
회사에서는 직무 수행의 대가로 이사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됨3)
▫ 상법은 이사의 보수와 관련하여 정관에 그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금액을 정하도록 하며(제388조), 판례에 따르면 이사의 퇴직금은 역시 보수의 일종이
므로 정관 혹은 주주총회 결의로 그 금액을 정해야 함4)
∘

판례는 상법 제388조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정관에 이를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
도록 한 취지를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들이 자신들의 보수를 과다하게 책정함으로써 주주
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밝힘5)

▫ 상장회사들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한도를 승인받으며, 퇴직금에 관하여는 발생
시점 예측이 어려운 고유의 특성에 따라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주주총회에서 승
인을 받고 해당 규정에 의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음

(2)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문제점6)
▫ 일부 상장회사들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이사에게 퇴직금 이외에 퇴
직위로금 혹은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 같은 규정은 주
주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

이번 주주총회에서 퇴직위로금 조항을 신설하거나 변경한 KCGS 분석대상 기업 중 퇴직위로금의
규모를 정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공시한 기업은 없음

∘

퇴직위로금 한도를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주주는 실제 지급액이 근무 성과와 연동되는지의 여부
를 확인할 수 없고 퇴직위로금 액수 역시 예측하기 어려움

▫ 또한 퇴직위로금의 지급 결정권자를 이사회 혹은 이사회가 위임한 대표이사 등으로 정할
경우,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더욱 커짐

3)
4)
5)
6)

정문호, “임원에 관한 법률관계”, 2005, 한국상장회사협의회, pp.94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다38930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 5. 27. 선고 2004가합3207 판결
퇴직금 지급배수에 관한 논의는 다음의 글을 참고(오덕교, “임원 퇴직금 지급율 현황 조사”, 2019.07., ESG최신 현
안분석, KC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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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위로금이 과다하게 책정되더라도 주주가 이를 견제하기 어려우며, 이는 배당가능금액을 감소
시키거나7) 회사의 투자활동을 저해할 위험이 있기에, 주주권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본충실원
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있음8)

∘

이어 퇴직위로금 역시 보수이므로 주주총회 결의 혹은 정관으로 정해야 하나, 이를 임원퇴직금지
급규정, 다시 이사회나 대표이사까지 거듭 위임하도록 되어 있을 경우 보수를 통한 지배구조 통
제의 근본이 흔들림

▫ 한편, 일부 상장회사들은 퇴직금 지급제한 조항을 두고 있는데, 해당 규정을 완화하는 것
역시 지배구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퇴직금 지급제한 규정은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영판단을 할 경우, 이사 본인에게도 불
이익이 가도록 계약을 설계함으로써 주주와 이사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대리인 문제를 완화하
도록 기능하기 때문임

▫ 이하에서는 상기한 문제점을 이번 주주총회에 상정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실제 사례를 통
해 살펴보고자 함

(3) 사례 분석

[사례1] A사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

- A사는 국내의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된 상장회사로, 동 기업집단의 일부 계열사도 사례와 유사한
안건을 상정하였음
- A사는 상무, 전무 등의 기존 임원 내부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임원을 사장, 임원, 전문임원의 3가지
로 구분하여 지급률을 책정하였으며, 최대 지급률은 4배임
- A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의 표를 토대로 재임기간 중 매 기말 종합평가등급 점수의 산술평균 값에 대응하는
지급 한도 내에서 퇴직위로금을 가산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

<표 1> A사 퇴직위로금 규정에 관한 표
종합평가등급
S
A
B
C

점수
100점
90점
80점
70점

평균
90점 초과
80~90점
70~80점
70점 이하

7) 임재연, “임원의 보수에 관한 연구”, 인권과정의, 2008, pp.54
8) 이철송, “회사법강의(제15판)”, 박영사, 2008, pp.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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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 지급 한도
퇴직금의 100% 한도
퇴직금의 80% 한도
퇴직금의 60% 한도
지급 제외

▫ A사는 임원 내부 승진과 그에 따른 보수 차등을 없앴기 때문에 인센티브 하락의 여지
가 있으나9), 퇴직위로금 조항을 구체화하여 지급한도와 성과를 연동시킴으로써 이를
보완하였음
∘

다만 실지급액이 아닌 지급 한도를 성과와 연동시켰기에, 실제 금액과의 상관성은 낮아지고 상
술한 문제점이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음

∘

종합평가등급의 운영 방법에 대한 어떠한 부연설명이 없다는 점 역시 주주가 이사를 견제하는
것을 어렵게 함

▫ 퇴직위로금을 포함하여 A사가 지급할 수 있는 최대 퇴직금은 지급률 8배 수준이며,
이는 과도한 수준으로 주주권익이 침해될 수 있음
∘

KCGS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5월 기준 퇴직금 지급률 정보가 알려진 기업 990개사의 지급
률 평균은 2.7으로10), 8배 수준은 과도하다고 판단됨

∘

8배의 지급률을 정당화할 만한 논리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주주는 퇴직위로금에 대하여
충분한 결정권을 갖지 못함

▫ 대표이사가 퇴직위로금의 결정권자일 경우 이사가 이사회 감시·감독 의무를 충실히 이
행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극단적으로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피부여자인 이사를 위협하
여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에 참여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있음11)
[사례2] B사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

- B사는 국내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된 상장회사로, 동 기업집단의 일부 계열사도 사례와 유사한 안
건을 상정하였음
- B사의 규정에도 특별공로금 규정이 있으며, 이번 주주총회에서 의결 주체를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로
변경하려 시도함
- 또한 B사는 퇴직금의 지급제한 규정을 두었으며 이사의 경우 그 조건이 확대되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가 추가되었으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에서 ‘전부 또는 일
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문구가 수정되어 사실상 규정이 완화됨

▫ B사의 경우 특별공로금 조항에 그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로금의 한도조
차 명시되어 있지 않아 주주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됨
∘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과다한 금액의 공로금이 지급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음

9) 승진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Lazear, Edward P., and Sherwin Rosen. “Rank-Order
Tournaments as Optimum Labor Contract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9, no. 5, 1981, pp.
841–864.; Sannikov, Yuliy. “A Continuous- Time Version of the Principal: Agent Problem.”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75, no. 3, 2008, pp. 970. 등을 참고할 수 있음
10) 오덕교, “임원 퇴직금 지급율 현황 조사”, 2019.07., KCGS
11) 송민경, “2014년 주주총회 이슈 점검 (2): 임원퇴직금지급규정”, 2014.05., KC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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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구는 감액되는 퇴직금 규모에 대한 산
식이나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제시하지 않았기에 그 해석이 굉장히 임의적일 수밖에 없
다는 문제가 있음
∘

일부라는 표현을 작은 단위로 해석할 경우 임원이 일탈 행위를 저질러도 그에 따르는 ‘처벌
규정’의 효력이 미미하므로 임원의 일탈 역치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함

▫ 퇴직금 지급제한 결정의 주체가 이사회 혹은 이사회가 위임한 위원회일 경우, 이사가
회사가치 혹은 주주권익을 훼손하였더라도 주주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퇴직금이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4)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안건 소결
▫ 이사의 퇴직금·퇴직위로금은 보수의 일종이므로, 건전한 지배구조 하에서는 그 금액이 이
사의 성과와 연동되는 것이 합리적임
∘

상장회사들은 퇴직금의 규모를 이사의 근무실적과 연관시키고, 주주들이 그 방식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할 필요가 있음

▫ 퇴직금을 포함한 보수의 결정 주체는 주주여야 하므로, 실무상의 편의를 위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으로 위임하더라도 이사회 혹은 이사회가 위임한 주체가 특별공로금과 같은 거액
의 보수 지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음
∘

따라서 퇴직공로금의 지급 결정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하거나 최소한 경영진과 독립적인 사외이사
로 구성된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을 위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제약을 완화하는 것을 지양하고, 퇴
직금 지급제한 규정 등의 제약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주식매수선택권
(1) 주식매수선택권 개요
▫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은 특정한 효력 발생 조건 하에서, 특정한 개수의 주식을
특정한 행사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12)

12) 스톡옵션표준모델제정위원회, “스톡옵션 표준 모델”, 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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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는 부여 시점에 부여 개수, 행사 가격 등이 고정되어 있는 ‘고정부 주식매수선택권’과 가격이
나 수량 결정 방법 또는 산식이 명시되어 있는 ‘변동부 주식매수선택권’ 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주식매수선택권은 장기적인 경영판단으로 기업가치가 상승할 경우 이에 기여한 이사에게
가치 상승분을 분배하는 미래지향적인 장기보상제도임13)
∘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자가 회사의 주가를 높이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하여, 대리인
문제를 해소하고 주주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14)

▫ 상법 및 동법 시행령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행사 등에 대해 단독조항을 두어 규정하고
있음
∘

주식매수선택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부여되며15), 주식매수선
택권의 최초 행사가능 시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결의일로부터 2년 이후임16)

∘

상장회사의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 경우 부여한 이후에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이사회 결의로부터 최소 2년이 지나야 권리의 행사가 가능함17)

▫ 이사에게 부여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이사에 대한 보수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임
∘

다만, 정관 혹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그 적정성이 보장되므로 상법 제388조의 적용 대
상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18)

(2) 주식매수선택권의 설계 방향
▫ 장기성과를 고려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은 일정 시점에 피부여자
가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경영판단을 할 유인을 조성
∘

최초 행사가능 시점을 법정 시점(2년)보다 더 늦춤으로써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판단을 하
도록 유도할 수 있음

▫ 그러나 단순히 행사가능 시점을 늦추는 것은 해당 시점이 임박한 미래에서 피부여자에게
동일한 문제를 일으키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부여받은 수량 전부를 일시에 행사하지 못하도록 시점별로 일정 비율만 효력을 발생
(vesting)시키는 등 조건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13)
14)
15)
16)
17)
18)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실무”, 월간상장 2003년 4월호, 상장회사협의회
스톡옵션표준모델제정위원회, “스톡옵션 표준 모델”, 2000.7.
상법 제340조의2
상법 제340조의4
상법 제542조의3
임재연, “회사법 I”, 박영사, 2013, pp.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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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를 경영능력의 직접적인 대리변수로 간주하기 어려우며, 그 둘 간의 인과관계를 단정
하는 것 역시 위험함
∘

주가는 경제 상황, 대내외 리스크, 투자자 심리 등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임

∘

시장요인을 통제하거나 행사조건을 경영성과 지표와 직접 연동시킴으로서 피부여자의 무임승차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음

▫ 한편, 주식매수선택권이 과도하게 부여될 경우, 주주권이 희석될 우려가 있음
∘

다량의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될 경우 주의하며, 주주권의 희석 비용과 회사가치 증대 이익을 세
심히 비교하여 권리 부여를 결정해야 함

(3) 사례분석
▫ 2020년 KCGS 분석대상기업 47개사가 상정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안건은 54건이며,
이 안건들 전부가 고정부 주식매수선택권의 형식을 취함
∘

고정부 주식매수선택권은 변동부에 비해 성과를 반영하는 경로가 부족하므로, 상술한 추가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바람직함

▫ 총 54건의 안건 중 KCGS가 반대 권고한 안건은 20건이었으며, 이 중 17건(85%)은 장
기 성과와의 연계가 부족한 것이 그 사유임
∘

해당 안건들은 효력발생기간(vesting period)을 상법이 명시한 기간인 2년으로 설정하고 이외
조건이 전무한 경우임

∘

미국 S&P 상위 250사의 경우 법정 유예기간이 없음에도 효력발생기간을 3년으로 설정한 기업
이 58%, 4년이 35%, 5년 이상이 7%임19)

▫ 주식매수선택권에 적절한 조건을 부여하여 장기성과를 효과적으로 유도한다고 판단되는
사례 한 건을 소개함
[사례4] 피부여자에게 효과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례20)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기타 조건의 개요

- 행사가격: 잠정 14,400원
- 행사기간 : 3년 경과후 2년 이내 (2023. 3. 23 ~ 2025. 3. 22)
(1차년도 50% 이내, 2차년도 잔여)
- 행사가능 조건
행사가능 개시일 직전 10영업일 동안의 각 종가가 행사가격의 130% 이상의 가격일
경우, 또는 행사 기간 중 연속된 10 영업일 동안의 각 종가가 모두 행사가격의 130%
이상의 가격일 경우
- 유상증자, 합병 등의 사유로 주식 가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행사가액
을 조정

19) FW COOK, “2019 Top 250 Report”
20) 한솔제지, “주주총회소집공고”, DART,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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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행사가능시점을 법정 행사가능시점보다 늦은 결의일 3년 이후로 정하여 근시안적인 경영판
단을 방지하였음

∘

행사기간 2년 동안 각 연도별로 50%씩 분할하여 행사하도록 설정하여 일회성 주가상승을 선택
할 유인을 낮추고 더욱 장기적인 시계로 경영판단을 하도록 유도하였음

∘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에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추가하여 주주와
피부여자의 이해관계가 일치되도록 하였음

(4) 사외이사·감사(위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사외이사·감사(위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회사가치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음21)22)
∘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되면 주주와 사외이사의 이해관계가 보다 일치되어, 사외이사의 경영진 감
시기능이 활성화된다는 논리임

▫ 해외 기관들도 성과연동조건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
권을 부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성과연동조건을 포함하는 경우 독립성이 훼손되고 사외이사의 의사결정이 왜곡될 것을 우려함

∘

호주증권거래소(ASX)는 사외이사가 주주의 승인을 통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주주와 이해
관계가 일치되는 것을 인정함23)

∘

ICGN(International Corporate Governance Network)은 사외이사에 대한 주식보상이 주주와
이해관계를 일치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24)

▫ 반면,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될 경우 경영진과 결탁하여 일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사외이사는 부정 재무보고 등을 눈감아 줄(overlook) 유인이 생기며,
사외이사가 경영진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25)

▫ 우리나라의 경우 독립성이 결여된 사외이사 선임이 지속되고 있어26),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될 경우 앞서 언급한 긍정적인 효과에 비해 부정적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음

21) Fich and Shivdasni, “The Impact of Stock‐Option Compensation for Outside Directors on Firm
Value”, The Journal of Business, Vol. 78, No. 6 (November 2005), pp. 2229-2254
22) Morck et al, “Management ownership and market valuation: An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ume 20, January–March 1988, Pages 293-315
23) ASX Corporate Governance Council, “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 4th
ed”, 2019.02.
24) ICGN, “ICGN Guidance on Non-executive Director Remuneration”
25) Hamdani and Kraakman, “Rewarding outside Directors”, Michigan Law Review, Vol. 105, No. 8 pp.
1667-1711
26) KCGS, “2020년 1분기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

8/9

∘

다만, 장기연임 제한 등 사외이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조치가 이루어진 만큼 향후 사외
이사에 대한 주식보상의 긍정적 측면을 기대할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음

(5) 주식매수선택권 소결
▫ 올 해 정기주주총회에 상정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중 KCGS가 찬성 권고한 안건은
34건이며, 이 중에서 22건(찬성 안건의 64.7%)은 법정시점보다 더 늦게 행사가능 시점을
정하였을 뿐, 다른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음
∘

주식매수선택권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도록 추가조건을 부여하여 인센티브
경로를 다양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보장될 때 사외이사에게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긍정적 효과가
담보될 수 있으므로 상장회사들은 사외이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함

4. 마치며
▫ 이사에 대한 보상은 효과적인 내부 지배구조 장치이므로, 보상체계의 적절한 설계가 무엇
보다 중요함
▫ 2020년 정기주주총회에서 KCGS 분석대상 기업이 이사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상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안건들을 분석한 결과, 추가로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발견되었음
∘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경우 이사의 보수를 통한 지배구조 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과도
한 퇴직금 지급이 우려되는 조항의 정비가 필요함

∘

주식매수선택권의 본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 연계, 시장요인 통제 등을 추가한 행
사 요건 설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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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