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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국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업인 공기업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해

야 한다. 특히 주식회사형 공기업의 경우 기업성이 강하여 양자가 상충될 소지가

더욱 크다. 일반적으로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라고 하면 경영진이 경

영권의 사적 이익(private benefit of control)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장치,

또는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를 최소화하기 위한 통제 장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국민–정부(공무원)-경영진으로 이어지는 이중적 주인․대리인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공기업의 지배구조는 경영진의 사적 이익 추구 행위를 통제하는 한

편 경영에 있어서 공공성과 기업성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 부처의

영향력과 경영진의 경영권 행사를 견제하는 장치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공기업 지배구조를 공법적으로 규율하는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공기업의 자율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지배구조의 실

제를 보면 주무부처 등 정부 부처가 여전히 공기업 경영에 폭넓게 간섭하고 있으

며, 이로 인한 경영진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해 기업가치가 훼손되는 사례가 드

물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이사회, 감사(또는 감사위원회), 소액주주 등

내부 지배구조(internal governance)에 의한 경영진 견제를 강화해야 함은 물론, 정

부 부처에 대한 관계에서 공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주

식회사형 공기업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고 방만

경영의 우려도 있으므로, 공기업의 유형별로 기업성 수준을 고려하여 자율성 부여

수준을 달리 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현재 주식회사형 공기업 지배구조의 주요 개선필요사항을 하나씩 보면, 첫째, 임

원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며, 둘째, 내부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경영진에 대한 감독․견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기업성이 강한 공기

업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상장 공기업 소액주주로 하여금 경영진

을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별 공기업의 임원 후보 추천 절차가 적정하게

진행되는지 감독하는 한편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방법․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임원

선임 절차에 대한 정부 부처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를 배제하고 적임자가 임원으

로 선임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비상임이사에 대한 동기 부여 장치를 강화하고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함으로써 공기업 이사회의 경영진 감독․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주식회사형 공기업을 증권시장에 상장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성이 매우 강하며 주주 가치 보호를 우선해야 하는 상장 공기업에 대해서는 지

배구조 특례를 두어 경영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상장 공

기업에 대한 정부 부처의 경영 감독 권한을 축소하여 경영진에게 자율성을 부여할

경우 방만 경영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피하면서 경영진을 견

제하고 주주 가치를 보호하는 방안으로서, 주주총회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여 소액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확대하고 경영에 관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영향력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기업 경영에 관한 정부측 대리인 문제에 대한 대책

으로서, 공기업 경영에 대한 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 부처의 담당 조직과 공무

원들의 업무 성과를 평가할 때 공기업 경영 성과를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기업지배구조, 주식회사형 공기업, 공기업 지배구조, 근로자이사제, 혼합소

유제, 전자투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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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공기업은 이율배반적인 기업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데, 시대적 상황,

정치적 환경, 전략․재무구조 등 자사(自社)의 내부 여건에 따라 양자를 절충하여

적절히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공기업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주식회

사형 공기업의 경우 기업성을 강하게 띠고 있어서 다른 유형의 공공기관에 비해 기

업성과 공공성 간의 상충․갈등의 소지가 더 크다. 즉 ‘기업성과 공익성의 균형’이

주식회사형 공기업을 비롯한 공기업 운영을 관통하는 화두이다. 지배구조도 이의

예외가 아니어서 주식회사형 공기업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상법의 주식회사 규정을

따르는 것이 공기업 지배구조의 기업성 측면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특별규정 성

격을 갖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기관운영법)상의 지배구조

규정은 공기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상법에 의한 기업지배구조를 수정하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주식회사형 공기업 지배구조의 현상(現狀)과 문제점을 설명하기 위해 상법 회사

편의 주식회사에 관한 조항과 공공기관운영법의 지배구조 조항을 양자 간 적용 관

계에 유의하여 해석하는 일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부처의 경영 감독 권한을 규정하는 등 공법적 성격을 갖지만, 주식회사형 공기업의

지배구조에 있어서는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다(공공기관

운영법 제2조 제2항).

주식회사형 공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법규정 해석 문제의 예를 들면, 공기업 감사

위원회 구성에 관한 공공기관운영법 제20조 제4항의 해석에 있어서, 주식회사형 공

기업의 비상임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 주체를 상법 제393조의2에 따라 이사회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상법 제542조의12에 따라 주주총회라고 볼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비상장 주식회사형 공기업의 소수주주권에 관한 공공기관운영법 제54조

의 해석 문제로서, 동조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542조의6 상장회사 특례 규정의 요건

에 따라 비상장 공기업 주주에게 소수주주권을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상법 제542

조의6이 정하는 주식 계속 보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상법의 일반적인 소수주

주권 조항(제363조의2, 제366조 등)에 따라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지에 대

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공기관운영법과 상법의 주식회사 규정에 의해 규범적으로 정해지는 주식회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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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지배구조가 현실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면, 입법목적의 이상대로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또한 공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법제도가 공공

성과 기업성 간 균형을 기하고 경영진의 사적 이익 추구 행위를 견제하기 위한 장

치로서 그 타당성과 실효성이 부족한 부분도 있다. 특히 공공기관운영법의 규율 체

계를 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양자 간에 대해서는 사항별로 양자의 성격의 차이

를 반영하여 그 지배구조를 차별적으로 규율하고 있지만,1) 공기업을 다시 시장성,

기업성 수준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구분하면서도 지배구조

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 같은 공기업이라 해도 목적사업, 법적

성격 및 상장 여부 등에 따라 기업성의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

하여 공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차별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공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공법적 규율체계는 자율책임경영 원칙을 강

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2) 그러나 우리나라 공기업 지배구조를 보면 주무부처

가 공기업 임원 인사 권한 및 사업 규제 권한을 배경으로 하여, 공기업 경영에 대

한 공식적․비공식적 영향력을 폭넓게 행사하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성이 강한 공

기업의 경우 이러한 주무부처의 통제를 지양하고 경영 자율성을 높여서 조직의 역

동성과 수익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반면에 ‘주인’ 없는 공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하면 방만 경영의 폐해가 있을 수 있다. 결국 공기업의 유형에 따라

기업성 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근래 공기업 경영에 관해 가장 문제가 된 사안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공기업을

동원한 무리한 국책사업 추진, 자원 개발 등 해외투자 실패로 인해 해당 공기업들

이 막대한 투자 손실을 내고 부채가 급증한 일을 들 수 있다.3) 이로 인해 한국석유

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 현재 기업의 존속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1) 공공기관운영법은 제4장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지배구

조를 함께 규정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과 공공성이

강한 준정부기관의 성격을 반영하여 차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자의 성격이 매우 다르므로 공공기관운영법 내에서 별도의 체계로 규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2) 현행 공공기관운영법도 제1조에서 자율책임경영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3) 예를 들어 정부가 해야 할 정책 사업인 4대강 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행한 결과 이

로 인해 수자원공사의 부채가 6조원 이상 증가하였고,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

국가스공사 및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해외 자원 개발 실패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냈다. 한국

석유공사의 경우 2015년말 무려 4.5조원의 적자를 냈고 2020년 상반기에만 1조원 이상의 적

자를 기록했으며 현재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 역시 누적 손실로 인해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며, 2020년 6월말 현재 부채가 무려 6.7조원에 달하여, 부채 상환 부담

으로 인해 기업 자체가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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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결과를 빚은 까닭은 정치적 고려에 의해 임명된 경영진의 주도 하에

정부의 자원 개발 드라이브에 무조건 따라서 사업 타당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리스크를 감내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감행했기 때문이다. 이러

한 자원 개발 공기업의 해외 투자 실패 사례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공기업 임원 선

임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공기업

이 부적절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에 휘둘리지 않고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국민

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공기업 임원을 선임하는 인사 체계를 만들어야 하며, 경영진의

잘못된 경영권 행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민간 상장회사의 경우 자본시장에 의한 경영진 감시․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지

만, 공기업의 경우 이러한 기제가 작동할 수 없으므로, 이사회, 감사, 소액주주 등

내부 지배구조와 외부의 감사․감독기관에 의하여 경영진의 사적 이익 추구 행위와

공공성 일변도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 이 중에서 특히 이사의 업무 집행

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는 이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주식회사형 공기업의 경우

기업성이 강하므로 기업가치 유지를 위해 이사회의 경영 감독 기능이 더욱 긴요하

며, 민간 주주가 있는 상장 공기업이라면 주주 가치 보호의 필요성까지 있다. 또한

상장 공기업의 경우 소액주주의 발언권을 강화하여 경영진을 견제하도록 하면 방만

경영을 우려할 필요 없이 기업성과 공공성 간의 균형을 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상장을 통한 지배구조 변화의 실제 효과 측면에서 주식회사형 공기업

의 상장이 바람직한지 여부를 검토하려고 하며, 기업성이 매우 강하고 소액주주의

이익 보호를 우선해야 하는 상장 공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법에 상장 공기업 지배구조 특례를 두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

도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기업 지배구조를 규율하는 현행법에 대한 이해의 바탕 위에

서 공기업 지배구조가 작동하는 실제 모습을 파악하여, 주식회사형 공기업의 지배

구조를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행 법제도를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

을지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검토에 있어서 ‘OECD 공기업 지

배구조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4)이 중요한 기준이 되며, 이를 반영한 OECD 국가들의 실제 공기업 지

4) OECD가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을 공기

업에 맞게 수정하여 2005년 제정한 가이드라인으로서, 2007년 제정된 우리나라 공공기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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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조의 모습에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공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해 그동안 상법학계 또는 행정학계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

어졌다. 또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공기업을 감독하는 정부 부처와 국회예산

정책처 및 여러 국책 연구소에서도 공기업 정책 관점의 실천적인 연구보고서를 다

수 발간한 바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국가공기업 또는 지방공기업 전

반을 다루고 있으며, 주식회사 형태 공기업의 지배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체계적으

로 이를 연구한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주식회사형 공기업

은 독립채산성을 포함하여 기업성을 강하게 띠고 있어서, 그에 대하여는 공공기관

운영법 외에도 상법의 주식회사 규정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배구조 면에서 회사법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공기업과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따

라서 공기업 중에서도 기업성과 공공성의 상충 가능성이 더욱 큰 주식회사형 공기

업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지배구조의 현상(現狀)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연

구할 필요성이 있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주요 범위는 기업성이 강한 주식회사형 공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공기

업 지배구조의 현상(現狀)을 분석하고, 그로부터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 방안을 모

색하는 것이다. 공기업 지배구조의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공기업 지배구조의

기초가 되는 회사법의 기업지배구조 규정을 개관한 다음 공기업 지배구조를 직접

규율하는 공법적 규율체계의 연혁과 내용을 살펴본다. 공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공

공기관운영법 등의 규정 내용을 해석하면서, 그와 관련되는 회사법 규정들의 내용

도 법률 상호간 적용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그런 다음에 주요 주식회사형

공기업의 지배구조 실례를 통해 공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공․사법 규정에 따라 형

성된 주식회사형 공기업 지배구조의 현상(現狀)을 살펴본다. 공기업 지배구조의 현

상을 살펴본 뒤에는 경영진 감독․견제 시스템의 확충,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의 자

율성 확대, 상장 공기업 소액주주 권리 보호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에서 서론으로 연구의 목적 및 연구의 범

영법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후 2015년에 한차례 개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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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방법을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공기업과 주식회사형 공기업의 개념을 정의하고

공기업의 지배구조의 의의와 특수성을 밝힌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공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공법적 규율의 연혁과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주요 주식회사형 공

기업의 지배구조 실례를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공기업 지배구조 현상으로부터 주

식회사형 공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몇 개 과

제로 나누어 검토한다. 마지막 제5장은 본 연구의 결론 부분으로서 제4장까지의 내

용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주식회사형 공기업 지배구조가 발전해 가야 할 방향을 담

는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헌조사의 방법에 의하였다. 주식회사형 공기업을 중심으

로 하여 공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국내외의 책자, 논문, 법령, 판례, 연구보고서,

각종 보도자료 및 언론 보도 등을 분석․참고하고 비판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

상인 공공기관운영법, 상법 등 공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법령 및 외국의 관련 법규

의 분석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법해석학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공기업 지배구조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는 비교

법적 방법도 사용하였다.

제2장 공기업 지배구조의 의의

제1절 공기업의 의의

1. 공기업의 개념

가. 공기업의 정의

공기업은 그 목적, 성격과 모습이 다양하고, 각국마다 서로 다른 정치․사회․경

제적 여건 하에서 생겨나고 변천하여 왔으므로, 이렇게 각양각색인 수많은 공기업

들로부터 공통 요소를 끄집어내어 일반적인 개념 정의를 내리기란 어려운 일이며,

학설상 정의가 일치되어 있지 않다.5)

5) 김준기, 「공기업 정책론」, 문우사, 20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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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들 간의 최소한의 공통점에 착안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또는 지배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하는 견해가 다수 있다.6) 존

스(Leroy P. Jones)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공기업(public enterprise)을 ‘정부 등 공

적(公的) 주체(public authority: the government or public entities including other

public enterprise)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생산물을 판매하는 생산적 주체’라고 정

의하면서, 공적 주체가 대상 기업에 대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이를 소유하는

것이라고 보았다.7)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공기업을 소유한다고

하려면 최소한 50% 이상 지분을 가질 것을 요한다고 해야 한다.8) 단 특정한 공기

업에 대한 주식 소유가 분산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지분

을 갖지 못하더라도 해당 공기업의 내부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

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공기업을 지배한다고 할 수 있다.9)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가마다 공기업의 범위가 다르다는 전제에

서, 국가가 소유권을 행사하는 기업 실체 및 법률에 의해 법인격이 부여된 공공기

관 중 목적과 활동이 경제적 성격을 갖는 기관을 공기업으로 보면서, 국가가 의결

권 있는 주식 등 지분의 과반수를 갖고 있거나 이와 동등한 수준의 통제력을 행사

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당해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고 한다.10) 또한 이 가이드라인

은 ‘지분 과반수와 동등한 수준의 통제력’이란 법규 또는 정관에 의해 공기업이나

6) 유 훈․배용수․이원희, 「공기업론」, 법문사, 2010, 4면; 배용수, 「공공기관론」, 대영

문화사, 2015, 31-32면; 원구환, 「공기업론」, 대영문화사, 2018, 20면(원구환 교수는 공공성

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개념 징표 중의 하나라고 하는데, 이는 ‘정부의 소유․지배’ 요건 속

에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 공기업의 공공성의 구성요소로 공공적 소유(public ownership)과

공공적 지배(public control)를 드는 견해(占部都美, 「公共企業體論」, 森山書店, 1969, p. 33:

유 훈․배용수․이원희, 앞의 책, 51면에서 재인용)도 이러한 취지라고 이해된다).

7) Leroy P. Jones, Public Enterprise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Korean Case,

KDI, 1975, p. 23.

8) 배용수, 앞의 책, 32면; 원구환, 앞의 책, 20면.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역시 정부측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경우는 물론, 30%

이상 지분을 갖고 임원 임명권한 등을 통해 특정한 법인 등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 등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한다(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제3

항 내지 제5항).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 경우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分散

度)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를 통해 대상 기관을 지배할 수 있거나, 대상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임명에 관여할 법령․정관상 권한을 갖고 있거나, 또는 대상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할 법령․정관상 권한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동법 시행령

제4조).

1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2015 개정판(OECD Guide-

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2015 Edition)」(번역본), 20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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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이사회에 대해 국가의 지속적인 통제가 허용되는 경우를 말하며, 국가의 영

향력이 규제를 통해 기업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다.11) 이러한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의 공기업 정의 역시 국가의 소

유․지배 및 기업성을 공기업의 개념 징표로 삼는 것이다.

공기업은 ‘기업성’을 요한다. 재화 또는 서비스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가능성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어떤 소비자가 해당 재화․서비스를 소비하면 다른 소비자는

그만큼 이를 소비할 수 없고(소비의 경합성) 특정인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있는(소

비의 배제가능성) 재화․서비스를 민간재(private goods)라고 하고, 소비의 경합성

이 있지만 특정인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는 재화․서비스를 공유재(common pool

goods)라고 한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해당 재화․서비스를 소비하기 위해 서로 경

합하지 않지만(소비의 비경합성)12) 특정인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있는 재화․서비

스를 요금재(toll goods)라고 하고, 소비의 비경합성이 있으며 특정인을 소비에서 배

제할 수 없는 재화․서비스를 공공재(public goods)라고 한다. 정부는 전통적으로

공공재를 공급하는 기능을 담당해 왔다. 공공재의 경우 그 소비의 비배제성(배제불

가능성)으로 인해 재화․서비스의 소비자를 특정하여 그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으므로, 조세를 그 운영 재원으로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가스․수도․전기 등

의 유틸리티(utility), 즉 요금재의 경우 사회기반시설로서 그 상시 범용성과 필수적

성격으로 인해 높은 공공성을 갖지만, 특정 소비자를 그 소비에서 배제할 수 있으

므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그 공급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공공

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등 공공 부문이 요금재를 공급하더라도, 그 공급 사업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기반한 독립채산제에 의해 기업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

한 방식이 적합하다. 만일 요금재 공급 사업의 재원을 이용자가 내는 요금이 아니

라 일반 행정작용과 같이 일반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로 한다면, 해당 재화․서비스

를 이용하지 않거나 적게 이용하는 사람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13) 또한

많은 소비자들이 필요량을 초과하여 해당 재화․서비스를 소비하게 되어 자원 배분

11) 위의 책, 13면.

12) 공공도로, 전기․수도․가스 등의 유틸리티(utility)가 소비의 비경합성이 있는 재화․서

비스의 예이다. 전기․수도․가스의 경우 전체 공급량의 한도는 있고 공공도로의 경우에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 수의 상한이 있지만, 그 소비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며, 공급

가능량 내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비는 다른 소비자의 소비량에 별 영향을 받지 않으

므로, 어느 정도 소비의 비경합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유틸리티의 경우 생산

량에 따라 가변비용이 증가하므로, 소비의 한 단위 증가에 따른 한계비용(marginal cost)이

‘0’인 것을 뜻하는 순수한 의미의 소비의 비경합성 개념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13) 원구환, 앞의 책,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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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율성이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소비의 경합성과 배

제가능성 기준에 의해 구분한 재화․서비스의 유형별 특성에 착안하여 경제학적 관

점에서 볼 때 공공성이 있는 요금재(toll goods)를 기업적 방식으로 공급하는 주체

가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공기업의 기업성이란 수단적인 성격을 갖는다. 즉 공기업은 공공성을 그 목적으

로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업성을 띠는 것이다.14) 다른

각도에서 보면, 공기업 역시 이익을 추구하지만 이는 공공성의 제약을 받으며 공공

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15) 현실에서는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은 특히 주무

부처의 정책적 요구 사항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이사회 의결 등 공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한다.16)

공기업의 기업성은 자율성과 독립채산성을 그 본질적 요소로 한다. 자율성이란

기업이 이사회 등 내부 조직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필연적으

로 책임성이 뒤따라야 한다. 우리나라 공기업 역사를 보면 제도적으로는 공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지만, 경영진 임명에 관한 권한을 보유한 주

무부처의 광범위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감독․통제로 인해 아직까지 명실상부한

자율책임경영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독립채산성이란 어떠한 기업적 조직이 독립채산제에 의해 운영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재무․예산상의 독립성․자율성을 의미한다. 독립채산제는 지출을 자체 수입

에 의해 충당해야 한다는 수지 적합의 원칙,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할 때에는 채

권을 발행하여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이후 연도별 수익으로써 원리금을 상환

하도록 한다는 자본의 자기조달 원칙, 그리고 이익금이 국고에 귀속되지 않고 공기

업이 이를 자주적으로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익금의 자기처분 원칙으로 구성

된다.17)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공기업이 순수한 의미의 독립채산제에 따라 운영되

14) 위의 책, 22면.

15) 유 훈․배용수․이원희, 앞의 책, 53면.

16) 2018년 6월 15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가

동연한이 남은 월성 원전 제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4기 건설 백지화를 의결한 것을 두

고 벌어진 의결의 정당성, 이사진의 배임죄 성립 여부 등에 관한 논란은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동아일보, “월성 1호기 결국 조기 폐쇄... 脫원전 드라이브”, 2018. 6. 16. <http://w

ww.donga.com>).

17) 유 훈․배용수․이원희, 앞의 책, 54-55면.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단일한 사기업(私企業)

이 이러한 독립채산제를 따르는 것은 당연하므로, 독립채산제는 단일기업 내의 일부 사업부

또는 공기업 등 공적 부문에 적용될 때 의미를 갖는다(출처: 두산 인터넷 백과사전 두피디

아, <http://www.doopedia.co.kr>, 검색어: “독립채산제”, 검색일: 2020.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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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이에 따라 운영된다면 기업성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을 법인에 한정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독립한 법인격을 갖지 못하지만 기업적 성격을 갖는 정부 조직을 공기업

개념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18) 그러나 공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논의는 대부분 법

인으로 설립된 공기업을 전제하여 이사회 등의 기관과 지배주주인 정부,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도

내용상 법인격을 갖는 공기업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기업을 법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공기업 개념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 공기업의 설립 동기

(1) 경제적 동기

시장경제체제는 시장가격에 의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만, 여러 원

인으로 인해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시장의 실패’

라고 한다. 시장의 실패의 유형으로는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산업에서 발생하는

자연 독점(natural monopoly), 소비의 비경합성․비배제성으로 인해 시장에 맡겨놓

을 때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는 공공재(public goods),

그리고 어떤 사람의 행위가 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부수적으로 긍정적 효과

(외부 경제) 또는 부정적 효과(외부 불경제)를 미치지만 본인이 그 대가를 받거나

부담을 안지 않는 경우에, 해당 재화 또는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적게 공급되거나 많이 공급되는 외부 효과(externalities)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자연 독점 개념은 전기, 가스, 수도, 철도, 통신 등 이른바 망(network) 산

업 분야 대규모 공기업의 설립 동기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즉 매우 높은 생산량

수준에 달할 때까지 생산규모가 증가할수록 평균비용이 줄어드는 규모의 경제

(economies of scale)가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기술적 이유로 인해 해당 산업에 독

점기업이 출현하게 되며, 정부는 독점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를 하거나 또

는 공기업을 설립하여 해당 산업을 담당하도록 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 분야

의 공기업에 대해서 그 독점적 성격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제품․서비스의 원가에

기반해서 공급가격을 결정하도록 하는 가격 규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9)

18) 예를 들면,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기업’은 지방정부조직인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

사․지방공단을 모두 포함한다(동법 제3조 제1항).

19)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수도요금, 철도운임은 모두 가격 규제에 의하여 비용에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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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외부 효과가 있으므로,20) 이에 해당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충분한 공급을 위해 공기업을 설립하기도 한다.21)

(2) 산업정책적 동기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초기에 아직 자본이 축적되지 못하고 기술 수준이 낮은 단

계에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과 기술을 요하는 사회간접자본과 기간산

업을 확보해야 하는데, 민간의 역량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

서 자금을 투입하고 기술을 도입하여 공기업을 통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비료, 철도, 전기, 전화, 도로, 항만, 산업단지 등 사회간접자본과 철강,

은행 등 여러 기간산업이 공기업 형태로 운영되었다.22) 이들 공기업들은 경제 규모

가 커지고, 민간 자본이 축적되고, 자본․금융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민

영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23)

정부는 수출 증대, 자원 개발, 중소기업 지원 등 국가경제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공기업을 설립하기도 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석유

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중소기업은행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정치적 동기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산업의 경우 공기업 형태로 운영하기도 하는데, 한국조폐공사

가 대표적인 예이다.24) 그 밖에 전매 사업 등 재정 확충 목적으로 공기업을 설립하

기도 하고, 특정 지역에 대한 배려 등 다양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기업을 설립하

거나 활용하기도 하며, 정권이 지향하는 정치적 이념에 따라 공기업을 확대하기도

하고 기존의 공기업을 민영화하기도 한다. 그리고 각국이 거쳐 온 국내․국제 정치

사에 있어서 역사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공기업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25) 정치

투자보수(투자의 기회비용 개념)를 더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총괄원가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20) 배용수, 앞의 책, 29면.

21) 김준기, 앞의 책, 35면.

22) 박영희․김종희․현근․허훈․김용운, 「공기업론」 제7판, 다산출판사, 2018, 16면.

23) 김준기, 앞의 책, 35면.

24) 위의 책, 36면.

25) 프랑스의 경우 2차 대전 당시 나치에 협력하였던 르노사(社)를 전후에 국유화하였으며

(한국경제매거진, “(역사를 바꾼 자동차 M&A 명장면) 전쟁이 뒤바꾼 르노의 기구한 운명”,

2014. 6. 2. <http://magazine.hankyung.com>),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2차 대전 이후 독립한



- 11 -

적 동기에 의해 설립된 공기업은 요금재 또는 외부 효과에 의해 그 목적과 기능을

대체로 설명할 수 있는 일반적 공기업과는 성격이 다른 경우도 있고, 그 설립 목적

과 모습이 다양해서, 이를 통일적․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 구별 개념

(1) 정부 기업

정부 기업(government enterprise)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이 직

접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 기업은 특별회계에 의해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

영된다(정부기업예산법 제3조, 지방공기업법 제13조).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정부 기

업에 관해서는 정부기업예산법이 적용되는데, 동법에 따르면 현재 우편사업, 우체국

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및 조달사업을 정부 기업 형태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

들 사업은 각 사업별로 그 세입으로써 세출을 충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결산 결과에 의한 이익 또는 결손을 해당 특별회계 내에서 처리한다(정부기업예산

법 제21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로 상․하수도 사업, 공영 개발 사업을 지방공기업

제2조 제1항의 지방직영기업, 즉 정부 기업 형태로 운영한다.

이러한 정부 기업을 공기업 개념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공기업 지배

구조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는 공기업을 법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

게 볼 때 법인격 유무에 의해 정부 기업과 공기업은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2) 책임운영기관

책임운영기관이란 영국에서 마거릿 대처(Margaret Thatcher) 정부 시절 신자유주

의 국정 기조 하에서 시행하였던 집행기관(Executive Agency) 제도를 그 원형으로

한다. 영국의 집행기관 제도는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를 취하고 시장주의를 따르는

영국의 전통과 관련이 깊은 제도이다.26) 영국은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소속 의원

들로 내각(cabinet)을 구성하면서 장․차관은 물론 주요 국장 직위도 정무직 공무원

들이 맡는다. 이들이 정책을 결정하면 경력직 공무원들은 그 집행만을 담당하는 것

신생국의 경우 제국주의 지배국이 설립한 기업을 인수하거나 귀속재산 처리 과정에서 국유

화하였다(박영희․김종희․현근․허훈․김용운, 앞의 책, 20-21면).

26) 하태수, “책임운영기관 제도 도입과 토착화”,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9권 제4호, 서

울행정학회, 201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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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후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평가를 받음으로써 정무직 공무원들과 그들이 소

속된 여당은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진다. 영국의 집행기관 제도는 이처럼 정책 결정

과 집행 기능을 확연히 분리하여, 가능하다면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나 독

립적인 사업부와 같이 운영되는 집행기관에 정책 집행 기능을 맡기는 것이다. 영국

의 집행기관은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자율적

으로 기능을 수행하여 매년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고, 3년마다 한 번씩 기관 존속,

민간 위탁, 민영화 등 운영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심사를 받는다.27)

우리나라는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영국의 집행기관 모델

을 수용하여 1999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28)

동법에 따르면 책임운영기관은 사업을 통해 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 수

입으로 충당하며 특별회계 운영 등 정부기업예산법 규정이 준용되는 ‘기업형 기관’

과, 성과 측정이 가능한 공공서비스 제공 기능을 담당하는 ‘행정형 기관’으로 구분

되며, 양자 모두 운영상 자율성이 부여된다(동법 제3조 제1항). 이 중 기업형 기관

의 경우 기업성이 뚜렷하여 정부기업예산법이 준용되므로 정부 기업과 유사하며,

정부 기업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소속된 행정기관으로서 독립한 법인격이 없는 점에

서 공기업과 구별된다.

(3) 영조물 법인

영조물(營造物)이란 국가 등 행정주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공한 인

적․물적 종합시설을 말한다.29) 영조물의 예로는 국공립병원, 국공립학교, 국공립도

서관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영조물 중에는 한국은행, 서울대학교와 같이 법인격을

갖춘 것이 있는데 이들을 영조물 법인이라고 한다. 영조물 법인은 행정주체에 해당

한다. 영조물 중 비영리적 사업을 수행하는 협의의 영조물은 기업성이 없으므로, 그

러한 영조물 법인은 공기업과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적․물적 종합시설이지만 영리적 사업의 형태를 취하는 광의의 영조물에 해당하

는 영조물 법인은 공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30)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영조물 또는

27) 위의 글, 37면.

28) 이에 따라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23곳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06년에는 청(廳) 단위 기관으로는 처음으로 특허청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선정

되었다(배용수, 앞의 책, 36면).

29) 박균성, 「행정법강의」 제17판, 박영사, 2020, 1175면.

30) 위의 책, 1175면(박균성 교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의하여 법인격을 갖는 국립

대학병원의 경우 개별적 사정 여하에 따라 광의의 영조물(상업적 영조물)에 해당하는 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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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법인은 시설 이용이라는 측면에 주목하여 행정조직법적 관점에서 해당 시설

의 성격을 정태적으로 파악한 개념인 데 비하여, 공기업은 사업 활동에 초점을 두

는 동태적인 개념이라는 차이가 있다.31)

2. 공기업의 유형

가. 공사형 공기업과 주식회사형 공기업

공사(public corporation)형 공기업이란 정부가 100% 출자하여 특별법에 의해 설

립한 공기업을 말한다. 정부가 전액 출자하여 소유권을 가지므로 자본을 주식으로

분할하지 않고, 이익과 손실의 처리에 정부가 관여한다. 공사형 공기업은 정부가 소

유하지만 정부 조직은 아니므로 정부 기업에 비하여 관료주의의 폐해를 줄일 수 있

고,32) 자율적으로 기업 경영상의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주식회사형 공기업에 비하여 지배구조가 단순하다. 공사형 공기업은

20세기 초반 영국에서 처음 설립되었고,33) 세계 대공황 때 미국으로 확산되었다.34)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프랑스,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공사형 공기업이 생

겨났고 개발도상국들도 공사형 공기업을 설립하게 되었다.35) 우리나라도 많은 공사

형 공기업을 설립하였다.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된 공기업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

되었지만 주식회사 성격을 갖는 공기업을 말한다.36) 후자의 경우 설립근거법에서

당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법의 주식회사 규정이 준용된

다고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식회사는 주주가 출자한 금액의 한도에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을 그 본질적 요소로 하므로, 주식회사형 공기업의 경우 정부는 주주

물 법인, 즉 공기업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동법 제24조가 국립대학병원에 대

해 영리성이 없는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국립대학병원이

공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현재 14개 국립대학병원들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

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31) 원구환, 앞의 책, 31면; 홍정선, 「행정법특강」 제7판, 박영사, 2008, 1093면.

32) 배용수, 앞의 책, 37면.

33) 1908년 설립된 런던 항만청(The Port London Authority)이 공사형 공기업의 효시라고

보기도 하고, 1927년 설립된 영국방송공사(BBC)가 효시라고 보기도 한다(위의 책, 37면).

34)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1933년 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TVA)가 공사형 공

기업으로 처음 설립되었다(박영희․김종희․현근․허훈․김용운, 앞의 책, 28면).

35) 유 훈․배용수․이원희, 앞의 책, 23면.

36) 위의 책, 2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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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배당을 받을 뿐 이익을 직접 취득하지 않고, 손실이 발생해도 이를 직접 보전

해 주지 않는다.37) 주식회사형 공기업을 혼합 기업(mixed enterprise)라고도 하는데

정부 외에 민간 자본이 함께 출자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정부가 단독 주주이더라

도 주식회사의 성격을 갖추었으면 주식회사형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38)

정부는 공기업을 민영화하기 위한 과도기적 형태로서 이를 주식회사형 공기업으

로 전환하기도 하고, 국민경제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민간기업이 도산 위기에 처한

경우에 정부가 도산을 막기 위해 해당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여 주식회사형 공기업

이 생겨나기도 한다.39) 또 개발도상국 정부가 선진국 대기업과 제휴하여 주식회사

형태의 합작기업을 설립하기도 한다.40)

나.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

국가공기업은 국가 즉 중앙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공기업을 말하며, 지방공

기업은 지방자치단체 즉 지방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공기업을 말한다. 국가공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운영법이 적용되며 국가공기업은 주무부처 외에 기획재정

부의 감독을 받는다. 이와 달리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

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출자출연법)이 적용되며

행정안전부가 이들을 감독한다. 국가공기업은 특별법 또는 상법에 의해 설립되지만,

지방공기업은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되며(지방공기업법 제49조), 지방출자출연법상의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의 경우 조례에 근거하여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서 설립된다.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그리고 지방공단을 모두 지방공기업

이라 하는데, 지방직영기업은 독립한 법인격이 없으므로 앞에서 정의한 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열거한 사업41)을

37) 배용수, 앞의 책, 38면.

38) 유 훈․배용수․이원희, 앞의 책, 22면.

39) 예를 들면, 1933년 이탈리아에서는 IRI가 설립과 동시에 대공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3개

민간은행 및 이들이 소유한 광범위한 기업체들의 주식을 인수하였다. 이 때 IRI가 인수한

기업의 규모는 은행 이외에도 전체 철강산업의 1/2, 전화사업의 2/3, 발전․배전사업의 1/4,

조선산업의 4/5, 기계제조산업의 1/6에 달하였다(박찬동, “經營 效率을 中心으로 한 英國과

伊太利의 公企業比較”, 「한국행정학보」 제16권, 한국행정학회, 1982, 267면; 한국조세연구

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주요국의 공공기관 Ⅲ - 싱가포르, 중국, 이탈리아 -」, 2011,

197면).

40) 박영희․김종희․현근․허훈․김용운, 앞의 책, 27면.

4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자동차

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주택(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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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위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 점에서 공통되며(동법 제49조, 제76조), 지방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사에 관한 규정이 상당 부분 준용된다(동법 제76조

제2항). 그러나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법인․개인으로 하여금 이

들의 총 출자금이 자본금의 1/2 수준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출자하게 할 수 있

는(지방공기업법 제53조의 제2항) 반면, 지방공단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100%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해야 한다(동법 제76조 제2항, 제53조의 제1항). 또한 지방공

기업법에 따르면 지방공사의 경우 독립채산제 방식에 따라 이익과 손실을 처리하도

록 되어 있는 데 비해42), 지방공단에 대해서는 손익금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다

(동법 제76조 제2항 참조). 지방공단은 시설 관리(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제9호)

등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며,43)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받아 집행한 후 정산하여 잔액을 반환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일 뿐 자체 사업을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수익성과도 거리가 멀다.44) 이

처럼 지방공기업법 규정상으로는 지방공사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지방공단에

준용하므로 양자가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자의 성격은 매우

다르다.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배에 의한 공공성 제약 하에서 도시 개발, 도

시철도, 유통 등 기업적 성격이 강한 사업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데 비

해, 지방공단은 원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이나 그 전문적․기술적 성격을

고려하여 지방공단에 위탁한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서,45) 지방공단은 독립채산제

에 따라 운영되지 않으며 기업적 성격이 매우 약하다. 따라서 지방공단은 앞서 본

공기업의 정의에 해당하지만 지방공단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 외에 지방출자출연법의 규제 대상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10% 이상 지분을 갖는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지배

력을 갖는 기관도 공기업에 해당한다. 이들은 모두 상법상 주식회사이다.

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 포함)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 건축물 관리 등의 수탁.

42) 지방공사의 경우 운영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 먼저 결손금을 보전하고 이익준비금(

①)․감채적립금(②)을 순차로 적립한 후 이익을 배당하거나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며(③),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③의 적립금, ①의 적립금 순서로 보전한다. 보전하지

못한 결손금은 이월한다(지방공기업법 제67조).

43) 최계영, “지방 공기업의 법적 쟁점과 과제 – 공법적 통제의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

규제와 법」 제8권 제2호,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5, 75면.

44) 허명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부채관리 개선방안」,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4,

74면․85면.

45) 배용수, “지방공기업 수비범위의 재구축 방안”, 「지방재정」 2013년 제5호, 한국지방재

정공제회, 2013, 1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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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지방공사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배력을 갖는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지방출자기관)은 공기업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방공사와 지방출자기관은 그 사업

범위가 해당 지역으로 한정되고 규모도 유사한 분야의 국가공기업보다 훨씬 작으

며, 감독기관 및 규제체계도 국가공기업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즉 지배구조에 있어

서 지방공사와 지방출자기관은 그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배․감독에 더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하는 국가(행정안전부)의 통제를 받으므로, 국가공기업에 비해

구조상으로 더 복잡한 이중의 감독체계 하에 있다.46)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에 비해

국민경제에 한층 큰 영향을 미치며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공기업을 대

상으로 한다.

3. 주식회사형 국가공기업

앞에서 본 대로 국가공기업이란 ‘국가 즉 중앙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

거나 또는 지배력을 갖는 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설립․운영을 규율하는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앙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사실

상 지배력을 갖는 기관 중에서 공기업인 공공기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동법 제

4조 제3호 내지 제5호).47) 이는 위의 국가공기업 정의에 포함된 ‘국가의 소유․지배’

요건과 대체로 일치한다. 또한 공공기관운영법의 공기업 지정 요건을 보면 자체수

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공기업인 공공기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동법 제5조 제2항), 후술하듯이 이 요건은 UN의 국민계정체계(SNA)

상의 일반정부와 공기업 구별 기준에 그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서48) 공기

업의 기업성을 계량적 판단기준에 의해 명확하게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공공기관운영법상의 공기업 지정 요건에 대해 이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유형별로 관리․감독을 달리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기관을 분류할 것일 뿐 공기

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린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49) 공공기관운영

46) 최계영, 앞의 글, 83-84면.

47)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제1호와 제6호는 정부 등이 출연한 기관을 가리키므로 출자에 의

한 자본 구성을 요하는 공기업과는 거리가 멀고, 제2호에서 정하는 ‘정부의 직․간접 지원

금액이 총수입의 1/2을 초과하는 기관’의 경우 정부의 간접 지원 금액은 법령에 근거하여

부여받은 독점사업 수입을 포함하므로,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

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많은 SOC 공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들 공기업 대부

분은 동법 제4조 제3호 내지 제5호에도 해당한다.

48) 이에 관해서는 38-39면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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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기업성을 기준으로 공공기관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명확히 분류하여 그

에 알맞은 운영 기준과 지배구조를 정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해 공기업

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앞에서 본 공기업 정의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만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공기업인 공공기관이 되려면 정부의 소유․지배와 기업성이라는 실

체적 요건 외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이라는 형식적 요건이 필요하며, 모든 공기

업이 동법에 따라 공기업인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이른바 금

융 공기업에 속하는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은 정부가 직접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기업성이 강한 대규모 공기업이지만, 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50) 기타 공

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운영법이 그 지배구조에 대해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정도에 그치며, 개별 기관별로 설립근거법에 의해

지배구조가 정해진다. 따라서 위 금융 공기업 3사 역시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수출입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에서 각각 상세한 지배구조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본 연구

는 이들 기타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공공기관운영법의 통일적인 지배구조 규제를 받

는 동법상 공기업인 공공기관을 그 대상으로 하며, 민영화가 예정된 공기업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하여 이들 공기업에게 경영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기업가치를 제고

하려는 목적의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약칭: 공기업구

조개선법)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본 연구는 초점은 공공기관운영법상의 공기업인 공공기관 중 주식회사형 공기업

에 맞추어져 있다. 앞에서 본 대로 주식회사형 공기업이라고 하려면 첫째, 상법상

주식회사이거나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더라도 상법의 주식회사 규정이

준용되는 공기업이라야 하며, 둘째, 국가 등 주주는 금전 또는 현물을 출자하여 자

본을 구성하고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되며 주주는 출자 금액 한도에서 유한책임을

지는 것이어야 한다.51) 또한 독립채산제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야 한다.52) 이러

49) 윤승규, “공기업 지배구조의 법적 개선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9면.

50) 기획재정부는 2017년도,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 당시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경영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 기관을 공기업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

했으나, 정책금융 기능 약화 등을 우려하는 의견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유지하는 것으

로 결정한 바 있다(조선 비즈, “산은·기은, 공기업 지위 변경 무산”, 2017. 1. 25. <https://bi

z.chosun.com>; 조선비즈,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 산은·수은도 기타 공공기관 유지

(종합)”, 2018. 1. 31. <https://biz.chosun.com>).

51) 정부가 수행해야 할 공익사업을 공공기관이 대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으로 인한 손실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한 해당 기관이 저리(低利)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할 목적에서 회계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일정한 조건 하에 이를 부담하거나 부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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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준에 따라 국가공기업을 분류하면 다음 < 표 1 >과 같다.

< 표 1 > 국가공기업 분류

유형
해당 공기업

법적 분류53) 성격

시장형

공기업

주식회사형

공기업(12)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남동발전

㈜,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

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공사형

공기업(4)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주식회사형

공기업(8)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 한

전KDN㈜, 한전KPS㈜,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에스알

공사형

공기업(12)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마사회, 대한석탄공사,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한국방송광고

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 기획재정부가 2020. 1. 29. 지정한 공공기관 현황(출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

템 ‘ALIO’)에 기초하여 분류하였음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기업의 법적 형태를 표준화하는

것이 공시에 의한 투명성 강화, 벤치마킹을 통한 관리․감독의 용이성 확보 측면에

서 바람직하며, 이 때 최대한 민간 기업에 적용되는 회사법 등 기업법에 기반을 두

수 있도록 설립근거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다수 있으며(2019. 3. 현재 14개 공공기관: 국회

예산정책처, 「2019 대한민국 공공기관」, 2019, 70-71면 참고), 그 중 공공기관운영법상 공

기업은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2018.

9. 18. 설립근거법인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정부의 손실 보전에 관한 제29조 제3항이 신

설되어 2019. 1. 1. 시행되었는데, 2019. 3. 발간된 위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는 이 부분이 반

영되어 있지 않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개 기관이다. 이들 기관의 경우 주주인 정부가 유

한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

52)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

방송광고진흥공사의 경우 설립근거법에 이익의 국고 귀속 조항이 있어서, 이익금의 자주적

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독립채산제가 원칙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53)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되는데(그 외의 공공기관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됨), 그 중 자체수입 금액이 총수입

금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 중에서 공기업을 지정하며,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 금액 중 자체수입 금액의 비율이 85% 이상인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이 되고 그

외의 공기업은 ‘준시장형 공기업’이 된다(동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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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고 하는데,54)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이러한 OECD 가이드라인의 요구사항

에 부합하는 공기업 형태이다.

제2절 공기업 지배구조의 의의

1. 기업지배구조의 개념

상장회사 등 대규모 주식회사에 있어서 그 소유의 분산으로 인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소액주주 등 대다수의 주주는 투자 수익을 실현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는 위험(risk)에 주로 관심을 기울일 뿐 경영자 통제에 직접 참여하는 데에

는 소극적이므로,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전문경영인인 경영자가 회사의 자산을 활

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라고 하며, 대리인 문제로 인해 주인(principal)인 주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

용을 대리인 비용(agency cost)이라고 한다. 즉 경영자가 이른바 경영권의 사적 이

익(private benefit of control)55)을 추구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대리인 비용이

다. 이러한 대리인 비용은 경영자와 주주 사이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지배주

주와 소수주주 사이에서도 지배주주의 경영권 남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56)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대리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실

질적으로 보면 기업지배구조란 기업의 경영자 통제 메카니즘을 말한다.57) 이는 기

업에 자금을 출자한 주주와 경영자의 관계58)라고 할 수도 있다. 광의로는 기업이

5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2015 개정판(OECD Guide-

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2015 Edition)」(번역본), 2015,

32면.

55) 1997년 정보로써 측정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 전체의 기업가치에 대한

경영권 가치의 비율은 약 34%로 계산할 수 있는데, 이는 이탈리아의 29%보다 높고 독일의

9%, 미국의 2%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 경영권의 사적 이익

추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김화진,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금융」 제2판, 박영사,

2012, 9-10면).

56) 영․미의 상장회사는 일반적으로 소유가 분산되어 있지만 유럽의 경우에는 소유 집중

형태의 기업, 즉 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 그룹이 있는 기업이 보다 일반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Marco Becht, “Reciprocity in Takeovers”, ECGI Law Working Paper No.

14/2003, October 2003, pp. 5․19), 1996년부터 1998년까지의 정보를 활용한 연구 결과에 따

르면 아시아 지역 상장회사의 2/3 이상이 단일 지배주주의 통제하에 있다(Stijn Claessens,

Simeon Djankov & Larry H.P. Lang, “Th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in East

Asian Corporations”, Journal of F inancial Economics 58, 2000, p. 82).

57) 김화진, 앞의 책, 10-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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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을 조달하고, 효율성을 높이며, 기업 목적을 달성하고 법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

을 이행할 수 있도록 법, 규제, 상장(listing) 규정, 기타 자율 규제(voluntary private

sector practices) 등을 결합하는 것이라고 기업지배구조를 정의하기도 하고,59) 기업

의 소유주인 주주뿐만 아니라 근로자, 채권자 등 기업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들

(stakeholders)의 권한․책임 등 관계 조정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

다.60)

2. 주식회사 기업지배구조 개요

가. 주식회사 기업지배구조 개관 필요성

1980년대에 활발히 이루어졌던 기업지배구조 연구 결과와 이론은 우리나라에서

외환위기 이후 상법 회사편과 증권거래법 개정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61) 증권거

래법에 담겼던 내용은 2009년 동법이 폐지되면서 대부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로 옮겨졌다. 또 다른 한 갈래로 기업지배구조 이

론은 1999년 제정되어 2004년 1차 개정된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의 내용을 이루었고, 이를 기초로 해서 2005년

에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on Corporate Govern-

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이 제정되었으며, 2007년에 제정된 공공기관운영

법은 이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의 많은 부분을 반영하였다. 이처럼 상법 회사

편의 주식회사 규정과 공공기관운영법의 지배구조 관련 내용은 그 뿌리가 같아서

이념을 공유하고 중요 내용이 상당 부분 공통된다. 예를 들면, 이사회의 경영진 감

독 기능을 중시하여 사외이사 또는 비상임이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규모 기업의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이사와 감사의 책임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규

정했다.62) 이와 같은 공통점을 고려할 때 공기업 지배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상법

회사편에서 규율하는 주식회사 기업지배구조의 이념과 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식회사형 공기업의 경우 상법 회사편 조항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므로, 주식회사형

58) Holly J. Gregory, “The globalisation of corporate governance”, Global Counsel

September & October 2000, p. 5.

59) ibid., p. 5.

60) 김건식, 「기업지배구조와 법」, 소화, 2010, 30면; 김화진, 앞의 책, 10면.

61) 천경훈, “공기업 지배구조의 법적 문제 – 공공기관운영법의 법리, 현실, 문제점”, 「경

제규제와 법」 제8권 제2호,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5, 31면.

62) 위의 글, 31-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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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지배구조는 상법의 주식회사 기업지배구조를 기반으로 함은 물론이다.

나. 기업지배구조 모델

역사적으로 기업지배구조 모델로서, 주주가 회사의 주인으로서 회사를 지배하는

것이 마땅하며 회사는 주주 이익(이윤)의 창출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주 중심

모델과 회사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단위로서 회사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

자들의 이익 증진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이해관계자 모델 간의 대립이 있었다.

주주 중심 모델은 회사를 계약의 망(網)으로 보아서 종업원, 채권자 등의 이해관

계자는 계약과 법률에 의해 보호받으면 되고, 회사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운명공

동체인 주주가 회사를 지배하여 회사의 기업가치를 제고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지

키는 것이 맞다고 보는 입장이다. 주주들은 회사의 소유자이므로, 회사와 근로계약

또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확정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종업원 또는 채권

자와는 달리, 회사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지킬 수는 없다. 그 대신

에 주주들에게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부여하면 주주는 자신의 재산상 이익을 늘리

기 위하여 경영권을 행사하여 회사의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강한 동기를 갖

게 된다. 그에 따라서 회사의 효율성과 수익성이 높아지고 이는 주주 외의 종업원,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자에게도 좋은 일이라는 것이다.63)

이해관계자 모델은 공동결정 제도(Mitbestimmung)로 대변되는 독일에서 발전되

었는데, 독일의 경우 주식회사의 이사회를 경영이사회(Vorstand) 및 감독이사회

(Aufsichtsrat)로 이원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경영이사를 선출하고 감독하는 감독

이사회에는 주주 다음으로 중요한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종업원이 선출한 감

독이사가 참여한다. 광산․철강 산업 분야의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기업의 감독이

사회는 주주측과 근로자측이 선임한 감독이사 각 5명 및 중립 감독이사 1명으로 구

성된다.64) 그리고 근로자 수 2,000명 이상의 모든 산업 분야 기업에 대해서는 감독

이사를 노사 동수로 선임하도록 한다.65) 근로자 수 500명 이상 2,000명 미만의 기업

에 대해서는 근로자 대표가 감독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하되, 노사대등주의 원칙을

관철하지 않고 감독이사 중 근로자 대표의 비율을 3분의 1로 정하였다.66)

63) 김화진, 앞의 책, 27면.

64) MontanMitbestG(철강․광산 공동결정법) §6, §8.

65) MitbestG(공동결정법) §7.

66) DrittelbG(3분의 1 참여법)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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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우 정치적 이유와 역사적 맥락에서 감독이사회를 통한 주주․종업원 공

동결정으로 제도화된 이해관계자 모델을 채택하고 있지만, 독일의 모델이 효율적이

라고 보기는 어렵다. 감독이사회 종업원 대표에 의한 투자 계획 등 영업상 비밀 유

출이 문제되었고, 영미 기관투자자들에 의해 이사회 운영의 비효율성이 지적됨에

따라, 독일 기업들 사이에서 종업원 대표를 배제한 각종 위원회 위주로 회사를 운

영하는 관행이 형성되었다.67) 1930년대 미국에서 주주 중심 모델을 주장한 버얼

(Alfred Berle)과 회사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도드

(Merrick Dodd) 간의 논쟁에서 버얼이 승리한 이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는

주로 주주 중심 모델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68) 주주 중심 모델에 대해서

는 주식을 소유한 기관투자자들이 단기적 이익 실현을 추구하는 나머지 소유주가

아니라 자산 관리자(asset manager) 입장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결과, 해당 기업이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비판이 있다.69)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 중심 모델은 그 확실성과 효율성으로 인해 세계화 시대에 기업지배구조의 패

러다임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70)

기업지배구조 모델로서 주주 중심 모델과 이해관계자 모델 외에 1930년대 이후

상당기간 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경영진 중심의 기업지배구조 모델이 논의되기도 하

였다. 1920년대 미국에서는 이미 대기업 경제력 집중으로 인해 주식회사의 자본 규

모가 커져서 주식 소유가 광범위하게 분산됨에 따라 누구도 지배주주가 되기 어려

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었다.71) 이러한 배경 하에서 대규모 주식회사의 지배를 전문

67) 김화진, 앞의 책, 183면(독일의 공동결정제도는 독일 기업이 외국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국제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데 장애가 되기도 한다).

68) 이왕휘, “기업지배구조의 정치경제학: 주주모델에 대한 이론적 비판”, 「한국정치학보」

제40집 제3호, 한국정치학회, 2006, 265면.

69) 위의 글, 274면.

70) 단 주주 중심 모델이 지배적이기는 하나 절대적 원칙이라고 할 수는 없다. 유럽의 경우

전통적으로 기업 경영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유럽의 많은 나라에

서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한다. 또한 주주자본주의의 본산인 미국에서도 1980년대 들

어 적대적 인수합병을 통해 경영권을 취득한 후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기업가치를 끌어올린

다음 다시 이를 매각하여 단기에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 행태에 대해, 이사가 지배주주에 대

항하여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경영권 방어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법원은 이를 긍정하는 여러 판결을 내렸고 이후 많은 주(州)에서 회사법

에 이사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정응기,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와 근로자의 경영참여”, 「법과기업연구」 제9권 제1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131면). 영국의 회사법에도 이사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

이 있다(최준선, “상법상 근로자이사제(勤勞者理事制) 및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논의”, 「경

영법률」 제27권 제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7, 89면).



- 23 -

경영인에게 맡기면 그들이 개인적 이해관계에 얽매이는 일 없이 공공의 이익에 부

합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경영할 것이라고 보는 경영진 중심의 기업지배구조 모델

이론이 등장하였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과 이어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전문경영인들의 사적 이익 추구행위 등 경영권 남용과 비효율성 문제로 인해 경영

진 중심 모델은 설득력을 상실하였다.72) 현대의 기업지배구조 논의는 주주와 경영

진을 주인․대리인 관계로 보고, 주주와 이사회에 의한 경영진의 사적 이익 추구행

위 통제를 그 주된 과제로 삼게 되었으며, 주주, 경영진, 이사회 즉 내부 지배구조

위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73)

다. 이사회와 주주총회

주식회사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회사의 기관은 이사회와 주주총회

이다. 기본적으로 기업지배구조는 대표이사(CEO)와 상근직 고위 임원으로 이루어진

경영진과 주주 간의 권력 지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사회는 경영진을 감독하는 한

편 의사결정 등을 통해 경영진을 지원하기도 하면서 경영진과 함께 회사를 경영한

다. 이사회의 경영진 감독 권한의 근거는 이사의 직무 집행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

권한을 정한 상법 제393조 제2항이다. 동 조항에 따라 이사회는 업무 집행을 담당

하는 대표이사, 업무담당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독할 수 있다.74) 주주총회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합병, 회사 분할 등 주주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사항들을 직접

결정함으로써 경영진을 견제하고 주주의 이익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권한 관계에 대해 우리 상법은 주식회사 소유와 경영의 분

리를 전제로 하여, 법률과 정관에 의해 주주총회 권한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사회가 경영상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 중심주의를 택하였다(상법 제361조, 제393조

제1항).75) 의사결정의 집행은 이사회가 선임하는 대표이사가 이를 책임지며, 일상적

71)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28판, 박영사, 2020, 500면.

72) 김화진, 앞의 책, 25면.

73) 이왕휘, 앞의 글, 272면.

74) 이사회는 대표이사와 업무담당이사의 보고를 받아서(상법 제393 제3항, 제4항) 문제점을

파악하였다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대표이사 또는 업무담당이사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사회 결의로써 대표이사를 해임하거나 업무담당이사의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이철송, 앞의 책, 702면).

75) 상법 제361조 해석에 있어서 상법에서 정관에 의해 주주총회 권한으로 할 수 있다고 유

보하지 않고 단순히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한 사항을 정관에 의해 주주총회 권한 사항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권한 귀속에 관한 정관 자치 인정 필요성 등을 근

거로 이를 긍정하는 견해(확장설)가 다수이다(김정호, 「회사법」 제2판, 법문사, 2012,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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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이와 같이 이사회가 주식회사의 의사를 결정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

으로는 경영진이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것이 보통이다. 소유가 분산된 상장회사의

경우 대부분의 주주들은 회사 경영에 무관심하기 때문에,76) 경영진이 기획하여 이

사회 결의에 의해 주주총회에 상정한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보통이다.77)

따라서 이사 선임도 경영진의 의사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실질적으로 경

영진이 선임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경영진 의사에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당연하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8년 증권거래소 상장규정으로 독립적인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는

2001년 증권거래법에 규정되었고 현재는 상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지배주주 또는 최고경영자가 사외인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 이들에게 우호

적인 전직 관료, 퇴직 임원 등이 사외 인사로 선임되는 사례가 많아서,78) 사외이사

가 제도의 취지만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고 경영진의 조력자 역할에 그치게 된다.

이는 이사회 의결에서 사외이사가 안건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사실79)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80) 단 경영권 분쟁이 있거나 소액주주들이 집

261면; 송옥렬, 「상법강의」 제8판, 홍문사, 2018, 912면). 이 견해는 이사회 결의사항을 정

한 상법 조항을 임의규정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회사법의 소유와 경영 분리 이념에

맞지 않고 특정 사항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하면서도 정관에 의해 주주총회 권한으로 할

수 있도록 유보한 상법 조항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이철

송, 앞의 책, 505면). 결국 상법이 이사회 권한 사항으로 정하면서 정관 유보 조항을 둔 경

우에만 정관에 의해 주주총회 권한 사항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제한설).

76) 어떤 주주가 회사 경영에 관심을 갖고 경영진을 감시하는 노력을 기울여서 회사의 기업

가치가 높아진다면 그 이익은 모든 주주에게 돌아가는 반면, 그러한 감시 비용에 대해서는

감시하는 노력을 기울인 주주만 고스란히 이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집단 행동의 딜레마

(collective action dilemma)의 문제가 발생한다.

77) 지배주주가 있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도 지배주주 소유 주식 외의 주식은 상당히 분산되

어 있어서 지배주주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경영진의 뜻대로 회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된

다.

78) 신종석, “주식회사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적 과제”, 「법학연구」 제57집, 한

국법학회, 2015, 118-119면; 이윤아․연강흠․김한나, “이사회의 독립성 개선여부에 따른 기

관투자자의 반대 의결권 행사의 실효성”, 「한국증권학회지」 제46권 1호, 2017, 63면.

79) 2017년 컨설팅업체 서스틴베스트가 코스피․코스닥 상장 기업 88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

한 바에 따르면, 2017년 동안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한 차례라도 반대 의견을 표명한 적이

있는 기업은 전체 조사 대상 기업의 2.8%인 25개에 불과했다(연합뉴스, "이사회서 사외이사

'반대 의견' 나온 상장사 2.8% 그쳐", 2017. 11. 15. <https://www.yna.co.kr>). 또한 CEO스

코어가 30대 그룹 157개 계열사의 2016년 이사회 의결을 분석한 결과 사외이사의 이사회 안

건 찬성률은 99.5%에 달했다(CEO스코어데일리, “국내 30대 그룹 이사회 안건중 사업 내부

거래가 절반 수준”, 2017. 3. 16. <http://www.ceoscor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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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투표제를 통해 이사회에 이사를 진출시킨 경우에는 경영진이 이사회와 주주총회

에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81)

라. 감사와 감사위원회

감사는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사할 권한을 갖는 주식회사의 기관이다(상법 제412

조 제1항). 감사는 주주총회에 의해 선임된다(상법 제409조 제1항). 감사 선임에 대

한 대주주의 영향력을 억제하여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법은 감사를 선

임하는 주주총회 결의에 있어서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다. 즉 감사 선임에 있어서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주주총

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상법 제409조 제2항).

상법은 감사로 하여금 업무․회계 감사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 여

러 가지 구체적인 권한을 부여한다. 첫째, 감사는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

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상법 제412조 제2항). 또

한 이사가 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

를 감사에게 보고해야 한다(상법 제412조의2). 이러한 보고를 통해 감사는 회사 경

영상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모회사의 감

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 보고를 요구

할 수 있다(상법 제412조의5). 원칙적으로 모회사의 감사는 자회사에 대한 감사 권

한을 갖지 못하지만, 자회사를 이용한 분식 결산 가능성에 대한 대책으로서 모회사

감사에게 이와 같은 권한을 제한적으로 부여한 것이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한을 가지며(상법 제391조의2 제1항),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

집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12조의3, 제412조의4). 또한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으

로서,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는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하지 말

80) 사외이사의 이사회 안건 찬성률이 100%에 가까운 것은 이사회를 열기 전에 이사회 안

건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으로 이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상정

된 안건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이사회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김화진, 앞의 책, 186면). 그러나 안건에 대한 사전 조율 과정에서 이사

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이사회 상정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경영진측

이 개별적으로 사외이사를 설득하면 기업의 성과에 대해 별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로서

는 경영진 입장을 고려하여 찬성 입장으로 선회하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이러한 부분은 사

외이사의 독립성에 관한 문제를 내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81) 김화진, 위의 책, 1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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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02조).

미국에서는 일찍이 이사회 의사결정 기능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이사회가 회

사의 의사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상 판단은 경영진에 맡기고 이사회는

경영진 감시․감독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며,82) 이에 따라 감사위

원회 제도가 고안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존

의 감사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기업의 부실경영을 막지 못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미국의 제도를 따라 감사위원회 제도를 1999년 상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

였다. 감사는 이사와 마찬가지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회사의 기관이며(상법 제

409조 제2항), 이사의 직무 집행의 법령 또는 정관 위반 여부를 감사한다.83) 이와

달리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그 위원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의해 선

임되며(상법 제393조의2 제2항 제3호), 감사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면서84)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이사회가 위임한 일도 할 수 있다(상법 제415조의2 제1항, 제393조의

2 제2항).85)

1999년 개정 상법이 감사위원회 제도를 받아들인 데에는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

당시 우리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배경이 있었다.86) 그런데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의 하위 기

관이라는 한계 때문에 과연 감사보다 더 효과적으로 경영 감시 기능을 할 수 있을

82) Melvin Aron Eisenberg, The Structure of the Corporation – A Legal Analysis -,

Little, Brown & Company, 1976, pp. 158-168(아이젠버그 교수는 주식회사의 경영진은 이사

회의 의사결정 기능을 경영진의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경영진을 보호해 주는 것 정도로

보며, 이사회의 검토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사결정 기능의 중요성이 크지

않다고 한다. 그는 최고경영자를 선임하여 경영을 모니터링하고 경우에 따라 최고경영자를

해임하는 일이 이사회에 맞는 역할이며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83) 감사는 원칙적으로 이사의 직무 집행의 적법성을 감사한다. 감사가 이사의 직무 집행의

타당성까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권기범, 「현대회사법론」 제4판, 삼영사, 2012,

864-865면), 경영상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인 이사회가 감독기관으로서 이사의 직무 집행의

타당성을 감독할 권한을 가질 뿐(상법 제393조 제2항), 주식회사의 감사는 원칙적으로 타당

성 감사 권한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감사도 일반적으로 이사의 직무 집행의 타당성 여부를

감사할 수 있다고 하면 같은 사안에 대해 이사회와 감사의 경영상 판단이 충돌할 수 있고,

이 때 감사의 경영상 판단이 우선한다는 것은 경영상 의사결정 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한 주

식회사 기관 운영 원리에 맞지 않다(송옥렬, 앞의 책, 1118면; 이철송, 앞의 책, 870-871면).

84) 상법 제415조의2 제1항에서 주식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고 규정하며, 이에 따라 동조 제7항은 감사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상법 제412조 내지 제414

조를 감사위원회에 그대로 준용하고 있으므로, 감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업무 감사권, 이사

의 보고를 받을 권한,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등 상법상 감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85) 김화진, 앞의 책, 258면.

86) 정찬형, 「상법강의(상)」 제23판, 박영사, 2020, 11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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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87) 감사는 최소한 법률 규정상으로는 독립적인 제3자의 지

위에서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할 수 있는 데 비해, 감사위원은 원칙적으로 이사

회에 의해 선임․해임되므로 독립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88) 더욱이 감사

위원은 이사로서 이사회 결의에 참여하므로 자신의 관여하여 결정한 업무의 집행을

감사하는 입장에 서게 되어 객관적으로 감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

다.89) 다만 감사위원회를 필수적으로 두어야 하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 대규모 상

장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감사위원 임면권을 가지므로(상법 제542조의12 제1

항) 감사위원이 이사회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성을 가지며 법적 지위에 있어서 감사

와 대등하다. 따라서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기능을 회의적으

로 볼 이유는 비교적 적다.

마. 소수주주권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영진을 견제하는 것 외에

직접 주주 제안권(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상법 제366조), 집

중투표 청구권(상법 제382조의2 제1항), 이사 해임 청구권(상법 제385조 제2항), 대

표소송 제기권(상법 제403조), 회계장부 열람․등사권(상법 제448조) 등의 소수주주

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다.

3.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논의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많은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도산하는 과정

에서 기업 운영상의 심각한 부조리가 드러나면서 기업지배구조가 매우 중요한 사회

적․정치적 문제가 되었다. 이후 회사법 개정,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제정90)

87) 이철송, 앞의 책, 881면.

88) 위의 책, 881면.

89) 정찬형, 앞의 책, 1114면.

90)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적용 대상 기업에 대해 ‘comply-or-ex-

plain’ 의무, 즉 규준을 따르든지 아니면 따르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법적 의무를 부과해야

하며, 현재 기업지배구조 규율에 있어서는 이러한 연성법(soft law) 방식이 세계적인 추세이

다(김화진, 앞의 책, 17면).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391조의 위임에 따라 한국거래소

가 정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 2018. 12. 19. 개정되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유가

증권시장 상장법인에 대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제정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과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내용 중 주주, 이사

회, 감사기구와 관련하여 투자 정보로서 가치가 큰 핵심적인 사항에 관한 ‘comply-or-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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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통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논의는 주로 재벌 규제의 문제로서 다루어졌

다. 그러나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여 경영진을 직접 강력하게 통제하면 주주

와 경영자 간의 이해관계 불일치로 인한 대리인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지배주주

의 지배력 강화는 투자 등에 관한 의사결정력 강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기도 하

다.91)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경영권 남용,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의 부당 내부거래가 만연했기 때문에,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논의가 대

기업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통제하고 기업집단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던 것

이다.92)

이와 같이 국내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논의는 민간의 대기업 그 중에서도 재벌

그룹 위주로 이루어져 왔는데, 공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영향력을 고

려할 때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93)

4. 공기업 지배구조의 특수성

가. 대리인 비용 최소화 방안과 기제

일반적으로 대리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또는 기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

을 들 수 있다. 첫째, 보상에 의한 동기 부여 방안으로서, 경영자에게 주식 또는 주

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보상으로 지급하여 경영자와 주주의 이해관계의 차이

를 줄일 수 있다. 둘째, 시장 기능에 의한 경영자 통제 기제를 들 수 있다. 즉 상장

회사의 경우 자본시장을 통한 적대적 인수합병 가능성이 경영자를 통제하는 장치가

된다.94) 경영진이 주주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영 활동을 한 결과 주가가 하락하

면 적대적 인수합병 세력이 저평가된 주식을 매입하여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다.

이후 기업가치가 회복되어 주가가 오르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해서 차익을 실현하게

된다.95) 또한 경영자가 경영에 실패해서 기업이 파산하게 되면 경영자도 지위를 잃

plain’ 방식의 공시 의무를 부과하였다(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4조의2, 위반시 제재).

91) 김화진, 위의 책, 12면.

92) 위의 책, 18-19면.

93) 김원기․박성진, “주식회사 모델에 기초한 공기업 지배구조의 개선 방향”, 「법학논총」

제28집 제2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122면.

94) 김화진, 앞의 책,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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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96) 셋째, 경영진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기업지배구조가 작동한다.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감사위원회 등 내부 기관이 경

영진을 감시․감독하며, 주주들도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해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

다. 그리고 회계감사인 등 외부의 감사기관도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한다. 이러한

통제 활동을 통해 경영진의 경영권 남용을 예방할 수 있고, 경영진의 잘못으로 회

사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한 경영진의 민사․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나. 공기업 지배구조의 복합성과 특수성

공기업은 국민-정부(공무원)-공기업 경영자로 이어지는 이중적 주인․대리인 구

조(double principal and double agency)에 있다는 점에서, 공기업의 지배구조는 민

간기업보다 더 복합적이라고 할 수 있다.97) 민간의 주식회사의 경우 기업의 주인인

주주와 그로부터 경영권을 위임받은 경영진이 단선적인 주인․대리인 관계에 있다.

이에 비해 공기업의 경우 법적 소유자는 정부이며 국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공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실제로 행사하므로 정부 또는 공무원과 경영진 사이에 주

인․대리인 관계가 존재하는 한편, 공기업의 실질적 주인은 국민이라고 볼 수 있으

므로 국민과 정부(공무원) 간에도 공기업 경영에 관해 주인․대리인 관계가 존재한

다. 즉 공기업은 이중적 주인․대리인 구조를 갖는 것이다.

국가기관․공기업 등 공공조직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만, 공익의 모호성으로 인

해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곤란하며 목적 달성을 위한 조직 목표가 타당한 것

인지 판단하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공공조직의 구성원들은 표면적으로는 공익을

추구하면서도 실제로는 본인이 소속된 기관 또는 부서에 이익이 되는 목표를 추구

하게 되는데, 이를 공공 조직의 내부성(internalities)이라고 한다.98) 내부성은 정부

95) 천경훈, 앞의 글, 10면. 이러한 목적의 국내 적대적 인수합병 사례로서 대표적인 것으로

2003부터 2005년까지 벌어진 사모펀드 소버린과 SK㈜의 경영권 분쟁 사건을 들 수 있다.

2003년 검찰이 SK그룹에 분식회계, 내부거래를 이용한 배임 등의 혐의가 있다고 발표하자

SK㈜의 주가가 1주일 사이에 절반으로 떨어졌고, 사모펀드 소버린이 SK㈜ 주식을 매집해

서 14.99%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가 되었다. 이후 소버린은 최태원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기

도 하였으며, SK㈜ 경영진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다가 2005년 보유 주식을 모두 처분하여

약 8천억원의 차익을 거두고 떠났다. SK㈜는 소버린의 요구에 따라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 관행을 시정한 결과 기업가치가 대폭 올랐으며, 이후 SK그룹은 지

주회사 체제로 대전환을 이루기도 하였다(장하성, 「한국 자본주의 경제민주화를 넘어 정의

로운 경제로」, 헤이북스, 2014, 309-317면).

96) 천경훈, 앞의 글, 10면.

97) 김준기, 앞의 책, 58-59면, 232-2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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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government failure)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경제적 이윤 추구, 효율

성이라는 명확하고 계량적인 목적과 목표가 있는 민간 기업과 달리, 기업성과 공익

성을 함께 추구함으로 인해 목적과 목표가 모호한 공기업의 경영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내부성이 강하게 작용하므로 이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위에서 본 대로 상장회사 등 민간 기업의 경우 자본시장을 통한 역동적이

고 자율적인 경영자 통제 장치가 작동하는 데 비해, 공기업의 경우에는 일부 상장

공기업을 제외하면 시장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99) 상장 공기업의 경우에

도 정부측 소유 지분을 감안하면 적대적 인수합병 위험에 처할 가능성은 거의 없

다.100) 공기업 파산도 생각하기 어렵다. 또한 공기업 경영자에게 해당 공기업 주식

또는 스톡 옵션을 보수로 지급한 사례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공기업에 있어서는

앞에서 본 대리인 비용 최소화 장치 중에서 첫째인 보상에 의한 동기 부여 방안과

둘째인 시장 기능에 의한 경영진 통제 기제는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공기업

경영자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것은 지배구조에 의한 통

제, 즉 내부 기관과 주주의 감독과 통제 그리고 외부 감사․감독기관에 의한 통제

이다. 여기에 공기업 지배구조의 중요성이 있다.

다. 공기업 지배구조에 의한 경영진 통제

공기업에 있어서도 내부 지배구조, 즉 내부 기관과 주주에 의한 경영진 통제 장

치의 틀은 민간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사의 직무 집행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

는 이사회에 의한 경영진 통제가 중요하며, 상장 공기업의 경우 운영 효율성을 기

하기 위해 민간 주주의 감시와 견제 필요성도 크다. 다만 국가공기업의 경우 설립

근거법 및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기관운영법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의 적

용을 받는다. 그 중에서 주식회사형 국가공기업의 경우 설립근거법과 공공기관운영

법이 적용되는 사항 이외에는 상법의 주식회사 규정이 적용되므로, 내부 지배구조

가 주식회사인 민간기업과 매우 비슷하다. 주식회사형 공기업의 경우 이와 같이 상

98) 최유진, “정부 실패와 사회적 경제의 확산: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학술대회 발표논문

집」,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6, 136면(‘내부성’이란 공공 조직의 비공식적 목표나 사적

목표가 공식적인 목표를 대체하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관료가 사적 이익을 위해 정

책을 집행하는 경우 정부 실패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99) 김원기․박성진, 앞의 글, 133면.

100) 천경훈, 앞의 글, 11면. 2006년 KT&G가 헤지펀드 칼-아이칸의 적대적 인수합병 공격

을 받은 일이 있었지만, KT&G는 2002년 이미 민영화가 완료되어 당시 공기업이 아니었다.

KT&G는 민영화에 의해 소유가 분산되었기 때문에 적대적 인수합병의 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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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적용됨으로 인해 지배구조에 관한 설립근거법, 공공기관운영법 및 상법 규정

의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국가공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공법적 규율 속에는 경영진에 대한 감시․통제가 물

론 포함되어 있지만, 공기업의 이중적 주인․대리인 구조에서 기인하는 정부의 과

도하거나 불합리한 통제권 행사를 최소화하려는 입법자의 의도도 들어있다. 즉 주

무부처의 지나친 공식적․비공식적 경영 간섭과 통제, 공기업에 대한 정당하지 않

은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최소화하여 공기업 경영진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경영

을 효율화하려는 측면도 있다. 공공기관운영법이 제1조에서 천명하는 자율책임경영

원칙이 그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공기업 임원에 대한 인사 권한, 사업 관련

규제 권한, 조직․예산 등 통제 권한을 행사하고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주무부처와

기획재정부의 경영 감독이 국가공기업 경영진에 대한 통제 장치로서 의미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

국가공기업 경영진에 대한 통제 기제로서 외부 감독기관에 의한 통제가 실제로

매우 유효하다. 공공기관운영법과 사업 관련 규제 법률에 근거한 정부 부처의 감독

권한 행사 외에도, 업무 처리의 잘잘못, 법규․규정 위반 여부를 따져서 그에 따른

임직원의 책임을 묻는 감사원 감사, 공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

회의 국정감사가 효과적인 경영진 통제 수단이 된다. 상장 공기업의 경우 주주의

대표소송에 의한 법원의 통제도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101)

5.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가. 의의 및 연혁

OECD는 당시의 기업지배구조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1999년 OECD 회원국에 적

용되는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을

제정하였다. 동 원칙은 2004년 개정되었는데, OECD는 이를 기반으로 하여 2005년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을 만들게 된다. 이러한 제도 연혁에서 보듯이 OECD

101) 2011년 한국전력공사의 소액주주들은 원가에 미달하는 전기요금 책정으로 회사에 손해

를 입혔다는 이유로 당시 김쌍수 한전 사장을 피고로 하여 2조8천억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

하는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하였으나(이후 청구금액을 1,400억원으로 감액하였음), 2015년 대

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전기신문, “한전 소액주주, 국가 상대 13조원 규모 소

송서 최종 패소”, 2015. 4. 8. <http://www.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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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이하 “OECD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공기업의 특수

성을 반영하여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수정한 것으로서, 이 원칙의 부록과 같

은 성격을 갖는다.102) OECD 가이드라인은 공공 부문의 시장화, 공기업 민영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미 국가 중심의 신공공관리론에 가까운 것이었다. OECD 회

원국인 우리나라도 OECD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하여 2007년에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를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공공기관운영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2015년에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2차 개정안이 G20의 승인을 얻어서 ‘G20/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으로 바뀌었고, OECD 가이드라인도 이 때 함께 개정되

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OECD 가이드라인의 목표

OECD 가이드라인은 OECD 회원국들의 공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공통된 문제점

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지적한다.103) 첫째, 공기업에 대한 과도하거나 정치적 동기

에서 비롯된 경영 간섭으로 인해 효율성이 저하되고 공기업의 임무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있다. 둘째, 다른 한편으로 국가가 공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소극적으로 행사

하고 충분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을 경우 경영진의 사적 이익 추구 행위, 방만 경

영의 가능성이 있다. 셋째, 공기업은 민간 기업에 있어서 경영진 견제 기제로 작동

하는 적대적 인수합병 또는 파산의 위험에서 벗어나 있다. 넷째, 공기업의 경제적

사업 활동과 공공 정책의 실행이라는 두 목표의 상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 의식 하에서 OECD 가이드라인은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한다.104)

첫째, 국가의 공기업 소유권 행사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둘째, 모범적 민간기

업처럼 공기업의 효율성, 투명성 및 책임경영을 강화하며, 셋째, 공기업과 민간기업

이 함께 경쟁하는 시장에서 공평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에 덧

붙여 공기업의 좋은 지배구조는 해당 공기업의 기업가치를 높여서, 국가가 소유한

해당 공기업 지분을 매각할 때 국고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는 민영화를 위해

102) 선우석호,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과 정책과제”, 「공기업 논총」 제16권

제1호, 한국공기업학회, 2005, 73면. 2015년 개정된 OECD 가이드라인의 서문에서도 이 가이

드라인이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10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2015 개정판(OECD Guide-

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2015 Edition)」(번역본), 2015,

10면.

104) 위의 책,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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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다. OECD 가이드라인의 주식회사형 공기업 관련 주요 내용

OECD 가이드라인은 공기업 소유자로서 국가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관

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105) 먼저 회사법 등 기업법에 바탕을 두고 기업성이 강

한 공기업의 법적 형태를 가급적 표준화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경영 투명성을 기

하는 한편, 상호 벤치마킹에 의해 관리․감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정부는 공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이사회가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공기업 소유권 행사 기능은 단일한 기관에게 집중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소유권 행사 기능이 집중될 경우 정책의 일관성을 기

할 수 있고, 공기업에 대한 총괄적 관리․감독이 용이하며, 시장 규제 또는 공공 정

책을 수행하는 주무부처와 공기업 소유권 행사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보호하고 공기업의 기업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한 정부가 지배력을 갖는 공기업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능력 위주의 임원 선임

절차를 확립하는 한편, 이사회의 다양성을 제고해야 한다.

OECD 가이드라인은 공기업의 시장 내 기업 활동에 대하여 민간기업에 대한 관

계에서 공평한 경쟁 환경 및 공정 경쟁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106) 이를 위해 공기

업이 경제 활동과 공공정책 실행을 함께 하는 경우에 회계의 분리(구분 회계), 사업

부 분리, 나아가 기업 분할에 의해 양자를 구조적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정부는 공기업의 공공정책 사업 재원을 제공하고 이를 공시해야 하며, 공기업은 세

제․금융․공공입찰 등에 있어서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한다.

OECD 가이드라인은 공기업의 민간 주주에 대한 공평한 대우를 요구한다.107) 공

기업의 민간 주주들은 소유자인 정부의 지배력 남용을 시정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보장받아야 하며, 기업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정부는 기업의

이익과 배치되는 목표를 추구하여 민간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또한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소액주주들이 이사 선임

과 같은 핵심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결 정족수를

가중할 수 있고 집중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

105) 위의 책, 16면.

106) 위의 책, 18면.

107) 위의 책,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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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기업 이사회는 전략적 경영 자문과 경영 감독 기

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 능력 및 독립성을 가져야 하며, 이사회는 경영진 감

독을 위해 최고경영자(CEO) 임면권을 가져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경영 참가 제도

인 근로자이사제는 노사간 정보 공유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사회 논

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며, 이사회 의결 사항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으며,

법률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자이사제를 채택할 경우 근로자이사에게 경영 정보

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근로자이사가 경영진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성을 갖

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3장 우리나라 공기업의 지배구조

제1절 우리나라 공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공법적 규율 체계

1. 우리나라 공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공법적 규율 체계 변천 과정

1948년 정부 수립 후 귀속재산처리법에 근거하여 귀속재산에 속하는 많은 기업이

국영기업으로 출범하였다. 당시에는 국가가 소유한 정부투자기관의 지배구조는 기

관별 설립근거법에 의하여 정해졌으며, 정부투자기관의 지배구조를 통일적으로 규

율하는 법체계는 없었다.108) 정부투자기관별 주무부처가 통제 권한을 행사하였으며,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정부 차원의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109) 그러다가 1962년에

정부가 50% 이상의 자본을 출자한 기업체인 정부투자기관의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이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1973년에 이르러서는 정부투자기관을 적용 대상으로 하여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

법이 정하는 사항 외에 임원 선임 등 지배구조를 정한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이 제정

되었다. 동법은 공기업 등 정부투자기관의 지배구조 전반을 통일적으로 규율한 최

초의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983년에는 위 두 법률의 내용을 합쳐서 정부투

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은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사전적 통제를 지양하고 자율책임경영 원칙에 의한 관리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투자기관의 자체 의사결정 기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사회를 구성하

도록 하였다.

108) 조 택,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1권

제4호, 2007, 260면.

109) 김준기, 앞의 책, 1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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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인 정

부투자기관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하였다. 정부가 50% 미만을 출자하였으나 최대 지

분을 보유한 기관을 일컫는 이른바 ‘정부출자기관’에 대해서는 당시 이를 통일적으

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었으므로, 개별적 설립근거법에 근거하여 주무부처가 관리․

감독을 하였다. 그러다가 2003년에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이들 정부

출자기관 대부분은 동법의 적용 대상인 정부산하기관110)에 편입되었다.111) 정부산하

기관관리기본법 역시 정부산하기관의 자율책임경영 원칙을 천명하였다. 정부산하기

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법적 규제의 공백 상태는 해소

되었지만, 공공기관의 관리에 관한 총칙적 법률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정부

산하기관관리기본법으로 나뉘어져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11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공기업 자율책임경영이 강화되었는데, 한편으로 이른바 ‘낙하산 인사’ 등

임원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문제를 비롯하여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등 문제가 지적되었다.113) 이러한 문제점에 대처하는 한편 2005년 제정된 OECD 공

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

owned Enterprises)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측과 학계가 함께 2004년부터 이듬해까지

‘지배구조 혁신 태스크포스’ 활동을 하여 공공기관 운영 시스템 혁신 방안을 마련하

였다.114) 정부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반영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2006년 6월 국회에 제출하였고, 그 수정안이 같은 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7

년 1월 19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기관운영법)이 공포되었

다. 이와 동시에 종전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은 폐지

되었으며, 통일적인 공공기관 관리 체계가 비로소 마련되었다.

정부는 공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위와 같이 지배구조 등에 대한

110)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상 정부산하기관에는 ①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이 연간 50억

원 이상인 기관․단체, ② 정부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하여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

관․단체, ③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과 보조금의 합계가 연간 총수입의 50% 이상이고 연

간 5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가 포함되었다.

111) 곽채기,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의 관리체계 개편 방안”, 「한국거버넌스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거버넌스학회, 2004, 208면. 당시 정부산하기관의 수는 총 88개에 달하였으며

(위의 글, 211면), 주식회사형 공기업으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주

식회사가 이 때 정부산하기관에 포함되었다.

112) 김준기, 앞의 책, 134면.

113) 윤태범, “우리나라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쟁점과 개선방안: 이사회를 중심으로”, 「서울

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서울행정학회, 2016, 88면.

114) 유 훈․배용수․이원희, 앞의 책, 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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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법률을 개선하고 정비하는 한편, 공기업 경영을 근본적으로 효율화하고 국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민영화 계획의 실행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적도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김영삼 정부 출범 후 1993년 수립된 제4차 민영화 계획

은 당초 총 58개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그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부는 1996년 ‘공기업 경영 효율화 및 민영화 방안’을 발표하여, 재벌 기

업 경제력 집중을 이유로 제4차 민영화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하였다. 이 방안의 내

용을 보면, 기존의 대대적인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철회하면서, 기업성이 매우 강한

한국가스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 등 대규모

공기업 4개사에 대해서는 먼저 자율책임경영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한 뒤에 경제

력 집중 문제를 피하는 방향으로 추후에 민영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공기업 경영 효율화 및 민영화 방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97년

8월 위의 4개 공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약칭: 공기업구조개선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한

위 3개 공기업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모두 민영화되어 동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되었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그 설립과 동시에 위 법률의 적용 대

상으로 추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공기업 지배구조를 공법적으로 규율하는 현행법 주요 내용

가. 공공기관운영법

(1) 공공기관 분류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 관리 체계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체계적

인 분류 기준을 정립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종래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

본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특성과 사업 성격은

고려되지 않았으며, 정부가 경영권을 보유한 같은 성격의 공공기관이라고 하여도,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적용 법

률이 달라졌다. 예를 들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정부가 경영권을 갖

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능을 하는 공기업이지만, 각각 정부투

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지배구조와 감독체

계가 달라지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강한 산업진흥기관에 해당하는 공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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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들이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들과 똑같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면이 있었다.115) 공공기관운영법은 지배구조에 관하여 공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을 통일적으로 정의하고, 또한 공공기관을 기관의 성격에 따

라 합리적으로 분류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하면

개별법에 의해 설립되어 정부가 출연한 기관, 정부 지원 금액 또는 정부의 업무 위

탁, 독점적 사업권 부여에 따른 수입 금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는 기관, 정부

가 지분 소유 또는 임원 임명 권한 행사 등을 통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정하였다(공공기관운영법 제

4조 제1항). 즉 사실상 지배력 등의 실질적 요건과 공공기관 지정이라는 형식적 요

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동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공공

기관을 시장성․기업성이 있는 ‘공기업’과 정부 기금을 관리하거나 그 밖의 정부 업

무를 집행하는 ‘준정부기관’으로 대별하였다(공공기관운영법 제5조).

공공기관운영법상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구분은 UN과 IMF의 국민경제 분

야․주체 분류 체계에 그 근거를 둔 것이다.116) UN의 1993년 국민계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IMF의 2001년 정부재정통계편람(GFSM: Govern-

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은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부문(sectors)과 국민경제

체계 내에서 경제활동, 거래활동을 하는 권리․의무의 주체인 개별 사회적 실체를

의미하는 제도 단위(institutional units)를 분류하는 표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공공 부문(public sector)은 일반 정부와 공기업으로 구성되는데 양자는 산출물의

성격117) 및 재원에 의해 구별되며, 공공 부문에 속하는 어떤 특정 ‘제도 단위’가 자

신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를 판매하는 경우 이 제도 단위가 일반 정부에 속하는지

아니면 공기업에 속하는지는 그 판매가격이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가격(economic-

ally significant price)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118)119) EU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판매

에 따른 매출액이 생산비용의 50%를 상회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한다.120) 다

115) 김준기, 앞의 책, 137면.

116) 박정수․윤태범․허경선,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체계 개선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

원, 2010, 179면.

117) 시장적 산출물(market output) 또는 비시장적 산출물(non-market output).

118) 설광언․박재신, 「정부산하기관 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5, 48면.

119) UN의 국민계정체계(SNA)는 2008년 개정되었는데, 이 때 공공 부문의 중요성을 감안

하여 이에 관한 별도의 장(제22장)을 신설하였으며, 1993년 국민계정체계(SNA)상의 ‘제도

단위’(institutional units) 개념, 공공 부문 분류 기준 등은 유지하면서(원구환, 앞의 책,

83-84면), 공공 부문에 관한 기존 SNA(1993) 내용 중 모호한 부분을 보완하였다(곽채기,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 기준의 재구축 방안”,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3권 제3호, 서울

행정학회, 20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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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운영법은 매출에 대한 정부 지원의 기여도를 감안하기 위해

‘시장적 산출물’ 기준을 자체수입이 총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는지 여부로 대체

하였다. 즉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이 공기업으로 지정

될 수 있다(공공기관운영법 제5조 제2항). 자체수입 금액을 산정할 때 개별 수입 항

목․유형별로 정부 지원 기여도를 반영한 가중치를 두어 실질적인 자체수입 금액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 표 2 > 공공기관 자체수입 금액 산정 기준(수입 항목․유형별 가중치)

사업 항목․유형 가중치

고유목적사업

(설립근거법,

정관상 명시)

법령에 의해 재화구매․용역이용 강제되지 않고,

민간기업 진입이 가능한 사업
100%

법령에 의해 재화구매․용역이용 강제되지 않고,

독점적 사업권이 부여되거나 정부가 위탁한 사업
75%

법령상 재화구매․용역이용 강제되고, 민간기업

진입이 가능한 사업
50%

법령에 의해 재화구매․용역이용 강제되고, 독점

적 사업권이 부여되거나 정부가 위탁한 사업
25%

기타 사업(설립근거법,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 50%

사업 외 수입(사업 수행 부대수입)
고유목적사업 가중치

비율의 가중평균비율

※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별표 2의 내용임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기업은 다시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나뉜다.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 금액 중 자체수입 금액의 비중이 85% 이상인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이 되고 그 외의 공기업은 ‘준시장형 공기업’이 된다(동법

제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조).

(2)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공공기관운영법의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는 공공기관 소유권 행사 기관의 성격

을 갖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한 점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기획재정

120) EU의 ‘유럽 재정 표준회계지침’(European System of Accounts)에서 위와 같이 정하고

있다(박정수․윤태범․허경선, 앞의 책, 1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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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국무조정실 차관급 공무원 1

명,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1명, 행정안전부차관, 국민권익위원

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차관급 공무원 1명, 인사혁신처장 및 해당 주무기관121)의 차

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그리고 공공기관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

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위촉하는 11인 이

내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다(공공기관운영법 제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

항․제2항).

이러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 지정부터 경영 감독까지 공공기관 관리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122) 특히 기관장이 선임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공기업

의 모든 임원과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공공기관운영위원

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공공기관운영법 제8조 제8호, 제25조, 제

26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공기업 등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123)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 신설에 대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권한

을 부여하였다(동법 제7조 제2항). 과거에 공공기관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와 관련

하여 정부 부처 주도 하에 설립 타당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공공기관을 설립한

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공공기관운영법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정부가 출연하거

나 일정 수준 이상 출자하게 되어 있는 기관, 정부 지원액이 총수입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을 신설할 경우 해당 내용이 포함된 법률안의 입법예

고 이전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로 하여금 그 필요성과 효과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다.124)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 통폐합, 기능 재조정 또는 민영화 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사전에 공공기관운영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여(공공기관운영법 제14조 제1항), 사회 변화 또

121)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공공기관운영법 제6조

제2항).

122) 이로써 우리나라 공기업 지배구조는 단일한 소유권 주체에게 소유권 행사 권한이 집중

될 것을 요구하는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보다 가까워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 지배구조 평가」, 2007, 11면).

123) 2020년 3월 31일 법률 제17128호로 개정된 공공기관운영법은 제10조 제6항을 신설하여

공공기관 임원 인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였고(시행일: 2021. 1. 1.), 이에

근거하여 2020년 11월 24일 개정된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제12조 제6항은 공공기관운영위

원회로 하여금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상정 안건,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을 기재한 회의

록을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124) 위의 책,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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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제구조 변화 등에 따라 역할이 줄어들거나 기능의 변화가 필요한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 조정에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관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기능 점검

제도의 목적은 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추어서, 중복되거나 필요성이 없어진 기능을

폐지하거나 또는 그러한 기관들을 통합하거나 기능을 이관하도록 하는 등 공기업의

기능을 조정하여, 공기업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125)

(3) 이사회

과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는 이사회 의결 사항․

방법, 이사회 구성에 관한 간단한 원칙적 규정만 있었다. 이와 달리 공공기관운영법

은 공기업의 자율책임경영을 실현하는 핵심 기관인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다음과 같은 상세한 규정을 두어 이사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였다.126)

공공기관운영법은 이사회 구성․운영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공기업 유형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하였다. 첫째, 자산규모 2조원 미만 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기관장

이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하였지만,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 2조원 이상 대규모

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선임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하였다(공공기관운영법 제18조 제2항, 제4

항).127) 또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비상임이사를 호선하도록 한 자산규모 2조원

미만 준시장형 공기업과 달리,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 2조원 이상 대규모 준시

장형 공기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비상임이사를 임명하도록 하였다(공공기관운영법 제21조 제2항).

둘째, 준정부기관과 달리 공기업의 경우에는 상법의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을 준

용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공공기관운영법 제20조 제1항), 시장형 공기

업과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우에는 감사 대신에 이사회 내 위

125) 윤승규, 앞의 글, 27면.

126) 조 택, 앞의 글, 267면.

127) 주식회사에 관한 상법 규정에는 이러한 조항은 없으며, 실제로는 정관에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이 되며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다(이철송, 앞의 책, 704

면). 2013년 7월 17일 입법예고되었던 상법 개정안은 제408조 제2항 단서를 신설하여 집행

임원은 이사회 의장을 겸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이는 재계의 강한 반발에 부닥쳤고, 이후

논의 과정에서 이론적으로는 집행임원과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위 단서 조항을 개정안에서 삭제한 바 있다(천경훈, 앞의

글, 16면; 정동윤(편집대표), 「주석 상법」 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4, 제3편 제4장 제3

절 509-5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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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인 감사위원회를 필수적으로 두도록 하였다(동법 제20조 제2항).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등에 대해서는 상법의 상장회사 특례 규정인 제542조의11, 제542조의

12 제3항 내지 제6항이 준용된다(공공기관운영법 제20조 제4항). 이에 따라 공기업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하고 그 중 비상임이사가 3분의 2 이

상이 되어야 한다(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상법 제415조의2 제2항). 또한 위원 중

1명 이상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하며, 비상임이사가

감사위원회 대표가 되어야 한다(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

항).

상법상 감사위원회 제도는 1999년 상법 개정 때 도입되어, 주식회사는 감사 대신

에 사외이사가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주식회사의 감사가 인적 자원 등 가용 자원 및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

하여 부실경영을 감시․견제하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나

온 것이었으며, 국제기구의 도입 압력도 있었다.128) 나아가 2000년 1월 21일 증권거

래법 개정으로 제191조의17이 신설되어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2009년 2월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 시행과 동시에 증권거래법이 폐지되면서 증권거래법상의 상

장회사 특례 규정 중 지배구조에 관한 조항들이 상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조항

은 상법 제542조의11 제1항으로 옮겨졌다.

이와 같이 민간 영역에서 감사위원회 제도가 도입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으나, 공

기업은 사정이 달랐다. 즉 공기업의 감사는 예전부터 감사실이라는 실무 조직과 예

산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경영진 감시 기능을 해 오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규모

가 큰 공기업에 대해 감사위원회를 필수적으로 두도록 한 것은 민간 기업과 공기업

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있다.129) 하지만 현재 감

사위원회를 둔 공기업을 보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임감사위원이 기존의 감사실 등

의 실무 조직을 그대로 지휘하면서 과거의 감사와 같은 수준의 조직 내 위상과 권

한을 행사하고 있고, 비상임이사가 감사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감사 기능의 독립성

과 객관성이 다소나마 향상되었을 것이므로, 공기업에 감사위원회를 필수적으로 두

도록 한 것의 타당성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한편 공공기관운영법은 과거에 비해 이사회의 경영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구체적

128) 김용진, “금융투자회사에서의 감사위원회 제도 검토”, 「법과 기업연구」 제3권 제2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184-185면.

129) 천경훈, 앞의 글,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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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조항을 두었다. 기관장으로 하여금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에서 지적된 사항,

단체협약 결과 등을 반드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고(동법 제17조 제2항), 임원

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가 의결하도록 하였다(동법 제17조 제1항 제12호). 또

한 이사회는 주무부처 장관에게 기관장의 해임을 건의할 것을 요청할 권한도 갖게

되었다(동법 제22조 제1항).

(4) 임원 임면

① 공기업 임원 임면 절차 및 요건

공기업 임원 후보자 선정에 관하여 공공기관운영법 제정 전에는 기관장에 한해서

만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였으나,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은

사장이 임명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공기업의 모든 임원의 임명에 있어서 임원추천

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였다(동법 제25조). 그리고 공공기관운영법 제정

전에는 대다수 임원을 주무부처 즉 정부가 임명했으나,130)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기업

상임이사의 경우 사장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동법 제25조 제2항) 책임경영의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사장의 인사 권한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아래 < 표 3 >에서

보는 것처럼 공기업 임원 임명에 관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권한이 강화

되었다.

< 표 3 > 공공기관운영법 시행 전․후 공기업 임원 임면 권한 비교

130) 기획예산처 보도참고자료, “공공기관 운영시스템 획기적으로 바뀐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법사위 통과 -”, 2006.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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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공기관운영법 제정 전 현행 공공기관운영법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공기업

기관장(사장)

임면

주무장관 제청 →

대통령 임면

개별 설립근거법률에

따름(단, 기관장 후보

추천위원회 후보 추천

은 공통됨)

공운위 의결 →

주무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감사 임면

운영위원회 의결 →

기획예산처장관 제청

→ 대통령 임면

개별 설립근거법률에

따름

공운위 의결 →

기획재정부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상임이사

임면

사장 제청 →

주무장관 임면

개별 설립근거법률에

따름

사장 임명(단, 상임감사

위원은 감사와 동일)

비상임이사

임면

사장 제청 →

운영위원회 의결 →

기획예산처장관 임면

개별 설립근거법률에

따름

공운위 의결 →

기획재정부장관 임명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정부투자기관 임원의 임명과 해임은 같은 절차

에 따라 이루어진 데 비해,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기업 임원의 임명과 해임의 절차와

요건을 별도로 정하였다. 즉 임원의 임명은 위의 < 표 3 >의 절차대로 이루어지지

만, 임원의 해임은 다음의 해임 요건에 해당할 때에만 가능하도록 정하였다. 첫째,

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 제1항에 의해 공기업 임원에게 준용되는 이사의 충실의무

등 상법상 이사․감사의 의무․책임 또는 공공기관운영법 제32조에서 정한 공기업

임원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상임이사 및 감사(또는 상임감사

위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관장 및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주무기관 장이

해당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 제2항, 제3항). 둘째, 공기업 비상임이사 및 감사(또는 감사

위원회 감사위원)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임원에 대해서

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법 제36조). 셋째, 연간 경영실

적에 대한 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임명권자에게 기관장, 상임이사의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법 제48조 제8항). 특히 기관장이 법령․정관을 위반하

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사회가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 장에게 기관장 해임 또는 해임 건의를 요

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동법 제22조 제1항), 이사회에게 기관장의 위법행위 등을

감시하고 경영진을 견제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 44 -

공공기관운영법의 공공기관 임원의 해임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은 책임경영을 강

조하고 실현하기 위한 조항이기도 하지만, 법상의 해임 사유가 있을 때에만 공공기

관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원의 임기를 보장하는 의미도 있다고 본

다. 특히 동법은 공기업 사장에 대해서는 이를 명시하고 있다(제25조 제5항).131)

상법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를 해임하는 데에는 사유를 요

하지 않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해임할 수 있다(상법 제385조, 제415조). 주주

가 회사의 소유자이므로 이러한 권한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비해 공기업의 경우에

는 주주인 정부, 현실적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공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지만,

이들의 이해관계가 궁극적인 공기업 주인인 국민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공공기관의 임원을 별다른 제약 없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면 정치적

고려 등에 의해 해임 권한이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132) 일정한 해임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공공기관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타당하다. 이에 따라 주식

회사형 공기업의 경우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415조에 앞

서 일정한 해임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공기업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정한 공공

기관운영법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공공기관운영법 제2조), 동법상의 해임 사유 없이

는 임원을 해임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세계적으로도 일단 선임된 공기업 임

원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추세이다.133)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연방대법원은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 자율성 보장을 위해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 공기업 이사를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134)

②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임면

131) 2007년 4월 1일 공공기관운영법 시행과 동시에 법률 제8258호로 폐지되기 전의 정부투

자기관관리기본법에도 정부투자기관 사장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해임 건의가 있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해임되지 않도록 정한 조항(제13조

의2 제4항)이 있었는데, 공공기관운영법 제25조 제5항은 위 조항의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

하여(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안병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토 보고”,

2006. 11., 48면) 기관장 해임 사유를 한정한 것이다.

132) 천경훈, 앞의 글, 20면.

133)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방안 연구”(연구용역보고서), 2013, 80면.

134) 이우영,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운영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경제규제와 법」 제8권

제2호,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5, 42면;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주

요국의 공공기관 Ⅰ - 영국․프랑스․스웨덴․미국 -」, 2010, 286면(미국 연방대법원은

1954년 테네시계곡개발공사(TVA) 사건에서 대통령이 공기업 이사를 임기 만료 전에 해임

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이후 우편요금위원회가 권고한 우편요금 조정 권고안을 우정공사

(USPS) 이사회에서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이사들을 해임하겠다는 내용의 부시 대통령의 경고

서한이 문제된 1993년 우정공사(USPS) 사건에서 대통령의 이사 해임권을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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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제정 당시의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기업 감사의 임면 절차에 대해서만 규정

하고,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감사위원의 임면에 대해서는 당시의 증권거래법135) 제

54조의6 규정을 따랐는데, 이 조항은 기본적으로 상법의 주식회사 감사위원회 규정

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었으므로,136) 공기업 감사위원은 증권거래법 제54조의6이 제

한하는 범위 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3인 이상을 선임하면 되

었다. 그러다가 2009년 12월 29일 법률 제9829호로 개정된 공공기관운영법은 이를

바꾸어서 감사위원회 위원 중 상임감사위원에 대해서는 감사와 동일한 절차로 임명

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현행법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공공기관운영법 제25조 제

2항 단서).

현행법상 상임감사위원 이외의 감사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 기준에 대해서는 공공

기관운영법 제20조 제4항에서 상법상의 상장회사 특례(상법 제3편 제4장 제13절)

규정 중 감사위원회에 관한 제542조의11, 제542조의12 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

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상임감사위원을 제외한 공기업 감사위원은 이사 중에

서 선임한다. 즉 공공기관운영법상의 임명 절차를 거치고 주식회사형 공기업의 경

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까지 거쳐서 선임된 공기업의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식회사형 공기업의 이사 선임에 있어서 주주총회 결의를 요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27조는 주주총회, 출자자총회 등 사원

총회가 있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우 다른 법령에서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사

원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이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지배구조에 관해 상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주식회사형 공기업의 경우에는 주주

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도록 한 상법 제382조 제1항에 따라 이사 선임에 있어서 공

공기관운영법상의 선임 절차에 더하여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요하는 것이다. 이

러한 두 요건이 선후관계에 있다고 볼 근거는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주주총회 선임

결의 이후에 임명권자의 임명행위가 이루어진다.

공기업의 감사위원은 누가 선임하는가? 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이사회가 이사

회 내 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고 해임한다(상법 제393조의2 제2항 제3호). 그리고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상법 제393조의

135) 2007년 3월 29일 법률 제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증권거래법.

136) 다만, 위 증권거래법 제54조의6 제2항 등에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부가적인 제한을 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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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항), 이사직을 퇴임하면 당연히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에서도 퇴임한다. 주식

회사의 감사위원회도 이사회 내 위원회의 일종이므로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그 위

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다. 다만 상법은 이에 대한 예외로서 상장회사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감사위

원을 선임․해임하는 권한을 갖는다(상법 제542조의12 제1항, 상법 제542조의11 제1

항,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137)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

위원회 감사위원 선임 절차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12에서 정한다. 즉 주주총회

에서 상법 제382조 제1항에 따라 일단 이사를 선임한 이후에, 그 선임된 이사 중에

서 다시 주주총회가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을 선임한다(상법 제542조의12 제1항, 제2

항). 상법 제542조의12는 제3항과 제4항에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주주

총회 결의에 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

가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최대주주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하는 주식을 모두 합하여 그 주식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제542조의

12 제3항).138) 또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하

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에 3% 초과

분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제542조의12 제4항).

그러나 공공기관운영법은 제20조 제4항에서 감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법 제542

조의11 및 제542조12 제3항 내지 제6항만을 준용할 뿐 상법 제542조의12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주식회사

형 공기업의 경우 주주총회와 이사회 중 어느 기관이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

할 권한을 갖는지가 문제된다. 기획재정부 지침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위원

137)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운영법 또는 공기업구조개선법의

적용을 받는 상장 공기업은 상법 제542조의11 제1항의 대규모 상장회사에 포함되지 않기 때

문에, 상법상으로는 위 상장 공기업은 상법 제542조의11에서 정하는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를 부담하지 않고, 또한 주주총회가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하도록 하는 상법 제542조의12 제

1항, 제2항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38) 상법 제542조의12 제3항은 문언상 모든 상장회사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 같지만, 상법

제542조의11 제1항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회에서 감사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므로, 주주총회 결의를 전제로 하는 제542조의12 제3항이 적용될 여지

가 없다. 이는 2009년 상법 개정 당시 제542조의12 제1항, 제2항의 적용범위를 모든 상장회

사로 정한 상법개정시안 내용을 현행 규정 내용과 같이 변경함으로 인해 조항 간의 불균형

이 발생한 것으로서, 추후 상법 개정을 통해 이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정찬형, “2009년 改

正商法中 上場會社에 대한 特例規定에 대한 意見”, 「상사법 연구」 제28권 제1호, 상사법학

회, 2009, 310-3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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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운영지침」 제6조 제1항은 이사회가 공기업 감사위원을 선임한다고 규정할 뿐

그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위 지침은 행정규칙으로서 법규적 효

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상법 제542조의12 제3항과 제4항 규정은 대규모 상

장회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한

제542조의12 제1항과 제2항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운영법 제20조 제4항

에서 상법 제542조의12 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는 이상 제542조의12 제1항과 제

2항도 당연히 준용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이에 관한 주식회사형 공기업의 실무는

통일되어 있지 않은데,139) 상법 제542조의12 제1항과 제2항까지 준용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운영법 제20조 제4항을 개정하여 주식회사형 공기업 감사위원 선임에 관한

실무의 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140)

위와 같은 해석상의 문제는 주식회사형 공기업의 비상임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

에 관한 것이며, 공공기관운영법이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명시적으로

정하는(동법 제25조 제2항, 제27조) 상임감사위원은 이와 무관하다. 상임감사위원의

경우 이사 선임 후 다시 감사위원으로 선임되는 두 단계를 거치지 않고, 주주총회

가 해당되는 후보자를 곧바로 감사위원인 상임이사로 선임하는 것인데, 이 때 주주

총회 결의에 대해서도 상법 제542조의12 제3항이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141)

(5) 소수주주권 행사

139) 공기업이 비상임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할 때 대체로 이사회 결의에 의하지만, 상장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비상임이사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때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다(정일묵, “상장공기업의 등기임원 선임제도 현황”, 「CGS Report」

제5권 제14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5, 12면; 한국전력공사 제59기 사업보고서, 2020, 681

면; 한국가스공사 제37기 사업보고서, 2020, 439면; 한국가스공사 정관 제37조의3). 그러나

같은 상장 공기업인 지역난방공사는 한국전력공사나 한국가스공사와 달리 이사회 결의에 의

해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을 선임한다.

140) 공공기관운영법 제20조 제4항은 문언상 모든 공기업의 감사위원회에 대하여 상법 제

542조의12 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동조항들은 주주총회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20조 제4항의 내용 중에서 상법 제542조의12를 준용하는 부

분은 상법에 근거하여 주주총회를 두는 주식회사형 공기업에 한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141) 정찬형, 앞의 글, 310면(상장회사 특례 조항인 상법 제542조의12 해석에 있어서, 상장회

사 주주총회가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으로 정하여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 결의를 하는 경

우에는 상법 제542조의12 제3항이 적용된다고 본다). 상장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상임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결의를 할 때 공공기관운영법 제20조 제4항에 의해

상법 제542조의12 제3항을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국경제, “한전, 낙하산 지키려고

공제회에 'SOS'… 투자업계 이러려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하나 반발”, 2018. 7. 22. <https:

//ww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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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42조의6은 구(舊)증권거래법상의 상장법인 소수주주권 행사에 대한 특례

규정인 제191조의13, 제191조의14 내용을 이어받은 조항으로서, 상장회사의 경영 투

명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하여 비상장회사에 비해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는

규정이다. 구(舊)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191조의14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증

권거래법의 이들 조항이 특별규정이므로 상법의 소수주주권에 관한 조항은 상장회

사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증권거래법 우선적용설)와 증권거래법 규정은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주는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상법 조항과 증권거래

법 조항을 선택하여 주장할 수 있다는 견해(선택적 적용설)가 대립하였다.142) 예를

들면 상장회사의 주주가 소수주주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6개월 계속 주식 보유 요

건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상법상의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보유 주식 수 요건을 갖

추었다면 상법상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선택적 적용설이다. 판

례도 선택적 적용설과 같았다.143) 그러나 상법은 제542조의2 제2항에서 상법의 상장

회사 특례 규정은 주식회사에 관한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으므

로, 적어도 현행 상법 해석론으로 더 이상 선택적 적용설을 취할 여지는 없다.

상장 공기업에 대해서도 상법 제542조의6 규정이 적용된다. 그런데 공공기관운영

법 제54조는 비상장 공기업에 대해서도 상법 제542조의6을 준용하면서, 이 조항과

다른 상법 규정의 관계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비상장 공기업에 대해

서는 선택적 적용설을 취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러나 상장 공기업

의 경우에 일반적인 소수주주권에 관한 상법 규정과 상장회사 특례 규정(상법 제

542조의6)이 선택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데, 상장 공기업에 비해 주주 보호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없는 비상장 공기업에 대해서 이를 긍정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

으므로, 선택적 적용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공기업구조개선법

(1) 제정 배경

1997년 이전까지 정부는 총 4차례에 걸쳐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추진 계획을 수

립하였다. 첫 번째 민영화 프로그램은 1968년부터 1970년까지, 두 번째는 1980년,

세 번째는 1988년부터 1989년까지, 네 번째는 1994년부터 1997년까지를 그 기간으

142) 정동윤(편집대표), 앞의 책, 제3편 제4장 제13절 544면.

143)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다417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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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수립되었는데, 첫 번째 프로그램를 제외하면 큰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144)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 1993년 10월 수립된 네 번째 프로그램(제4차 민영화 계획)

은 한국가스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 등 58

개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계획을 담고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려 하였

으나 16개 공기업 지분 매각을 완료하는 데 그치고 더 이상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

황에서, 1996년 11월 정부가 ‘공기업의 경영 효율화 및 민영화 방안’을 발표함으로

써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정책을 변경함에 따라, 제4차 민영화 계획은 백지화되기

에 이르렀다.

1996년 11월 1일 정부가 발표한 ‘공기업의 경영 효율화 및 민영화 방안’은 58개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내용의 제4차 민영화 계획을 재벌 기업 경제력 집중을 이유로

사실상 포기하면서,145) 공기업의 경영 합리화,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배구조를 개혁

하는 방안을 담고 있었다. 대규모 공기업으로서 기업성이 강하고 이미 경쟁 환경에

놓여 있거나 향후 경쟁 체제로 전환될 것이 예상되는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가스

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 등 4개사에 대해서는 전문경영인이 경

영을 담당하게 하여 우선 경영 효율화를 기하면서, 경제력 집중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국정교과서, 남해화학 등 8개 중소 규

모 공기업들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에 매각하며, 그 밖의 대다수 공기업

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도,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

다.146)

‘공기업의 경영 효율화 및 민영화 방안’ 내용 중 대규모 공기업 4개사에 대한 단

계적 민영화 추진 방향을 보면, 우선 1단계로 전문경영인 체제를 통해 경영을 효율

화한 후 2단계로서 다수의 주주에게 주식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달성한다

는 것이었다. 제 값을 받으면서, 즉 최대한 국고에 기여하면서 주식 매각에 성공하

려면 재무 실적 등 경영 성과를 개선하여 기업가치를 높여야 했다. 그러므로 민영

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전문경영인의 자율책임경영을 통해 기업성을 강화하고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다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민영화 대상 대규모

공기업 운영에 대한 공법적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했으므로, 이들 대규모 공기

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다

144) 함시창․유승민, “민영화 공기업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연구”, 「성곡논총」 제31집

하권, 성곡언론문화재단, 2000, 2면.

145) 중앙일보, “뒷걸음치는 공기업 민영화”, 1996. 11. 2. <https://news.joins.com>.

146) 재정경제원, “공기업의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추진방안 – 4대 공기업에 대한 전문경영

체제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개발연구원 정책토론회(1997. 3. 26.) 자료,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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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48)

‘공기업의 경영 효율화 및 민영화 방안’에 따르면 민영화 대상 대규모 공기업에

대한 공법적 규제와 주무부처의 업무 감독을 완화 또는 배제하는 대신에, 전문경영

인으로 하여금 최고경영자로서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자율적으로 기업을 운영하여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한편,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 대신에 상법에 의

한 감사 활동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를 통해 경

영진을 견제하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민영화를 위해 주식을 매각하는 단계에서는

대주주가 해당 기업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주 1인의 지분 한도를 설정하도록 하였

다.149) 이에 대해서는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대기업 경제력 집중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주주 1인의 지분한도를 설정하여 누구도 경영권을 갖지 못하게 하면, 민영

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가 경영진 선임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해

사실상 경영에 간섭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150)

위와 같은 여러 제도적 장치를 두려면 입법 조치가 필요하였으므로, 세부적인 내

용에 대한 검토를 거쳐 1997년 8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

률」(약칭: 공기업구조개선법)을 제정하게 된다.

(2) 공기업구조개선법의 지배구조 관련 내용

147) 당시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하면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

자한 기업체는 원칙적으로 동법 적용 대상이었는데, 1997년 당시 민영화 대상 공기업 4개사

의 주주 구성을 보면,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경우 정부 지분이 71.2%, 한국담배인삼공사의 경

우 정부 지분 100%,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정부 지분 51%로서 정부 출자지분이 50% 이상이

어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였으며, 한국중공업주식회사의 경우 주주

구성이 산업은행 43.8%, 한국전력공사 40.5%, 외환은행 15.7%로서 애초 동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148) ‘공기업의 경영 효율화 및 민영화 방안’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97년 8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약칭: 공기업구조개선법)을 제정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적용 예외 규정(제3조)을 두게 된다.

149) 당시 민영화 대상 대규모 공기업 4개사에 대한 주주 1인당 지분 한도에 대해서는, ‘영

향력 있는 주주’로 볼 수 있는 소유 지분율을 5%로 정하였던 당시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

5%로 정하는 안(제1안), 경영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OECD의 정의

에 따라 10%로 정하는 안(제2안), 당시 증권거래법상 ‘공공적 법인’에 대한 소유 제한 비율

에 따라 3%로 정하는 안(제3안)이 검토되었으며, 최종적으로 7%로 결정되어 입법화되었다

(재정경제원, 앞의 자료, 15면).

150) 이주선, “공기업의 민영화와 구조개혁”, 「공기업 논총」 제10권 제1호, 한국공기업학

회, 1998, 1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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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제정 당시 공기업구조개선법은 ‘공기업의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 추진방안’

의 민영화 대상 대규모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

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를 그 적용 대상으로 하였다(제2조). 동법은 이들 4개 공기

업의 민영화를 미루면서, 우선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경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1999년 1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설립되면

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부칙 제10조 제2항에 의해 공기업구조개선법 제2조가 개정

되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기업구조개선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 인천국제공항

공사는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민영화를 전제로 하여 설

립되었던 것이다.151) 마찬가지로 2002년 한국공항공단을 대체하는152) 한국공항공사

를 설립하기 위해 그 설립근거법인 한국공항공사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부칙 제

9조 제1항에 의해 공기업구조개선법 제2조가 개정되어 한국공항공사가 동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현행 공기업구조개선법은 제2조에서 한국담배인삼

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

국공항공사 등 6개사를 그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및 한국중공업주식회사는 민영화가 완료되었기 때문에,153) 공기업

구조개선법 제21조에서 정한 시점부터 이미 동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결

국 현재 동법의 적용 대상으로 남아 있는 공기업은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

사 그리고 한국공항공사이다.

현행 공기업구조개선법은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한 동법의 적용 대상 기업에 대해

동법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 규정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

다(제3조 제3항). 한국가스공사 역시 설립근거법에 공공기관운영법과 공기업구조개

선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 규정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있다

(한국가스공사법 제18조 제3항). 따라서 공기업구조개선법은 주식회사형 공기업 중

에서 민영화 예정인 공기업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공기업구조개선법 내용은 상당 부분 기관 구성, 기관의 권한, 주주 등 지

151) 이후 2008년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선진화 계획’이 확정되어

지분 49%를 매각하기로 하였으나, 우량 공기업 매각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어 2011년 사실

상 지분 매각이 무산되었다.

152) 2002년 1월 14일 제정된 한국공항공사법 부칙 제5조에 의해 종전까지 국내 공항을 관

리하던 한국공항공단의 모든 권리․의무는 포괄적으로 한국공항공사에 승계되었다.

153) 한국담배인삼공사는 2002년 10월 민영화가 완료되었으며, 사명을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로 바꾸었다. 한국전기통신공사는 2002년 5월 민영화가 완료되었으며, 사명을 주식회사 케이

티로 바꾸었다. 한국중공업주식회사는 2001년 2월 민영화되었으며, 사명을 두산중공업주식회

사로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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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조에 관한 것이다. 동법상 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지배구조

장치 중 중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장과 이사의 선임에 관해 보면,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한을 갖는 사장의

자격을 경영․경제에 관한 식견과 최고경영자 자질을 갖춘 자로 명시하는 한편(제

12조 제1항), 비상임이사와 민간위원154)으로 구성되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사장 후

보를 추천하면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여(제4조 제1항, 제11조 제1항․제2항),

전문경영인이 사장으로 선임되도록 하였다. 사장추천위원회는 추천 과정에서부터

사장 후보자와 경영목표 등 경영계약 내용에 관해 협의한 후 이를 사장을 선임하는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사장 선임과 동시에 주주총회가 경영계약안을 승인하도록 하

였다(제12조 제4항․제5항, 제13조 제1항). 이후 경영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비상임

이사들이 경영계약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경영목표 이행 수준이 미진할 때에는 주

주총회에 사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책임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제13조 제2항, 제3항). 사장 이외의 이사진은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

하였으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가 전체 이사 정수의 50% 미만이 되도록

하였다(제5조 제1항, 제2항). 상임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사장이 상

임이사 후보를 추천할 경우 이사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제5조 제1항, 제8조 제1

항). 사외이사와 유사한 비상임이사 선임에 있어서는 해당 공기업과 중대한 이해관

계를 갖는 사람을 제외하였으며, 비상임이사는 사장과 상임이사진을 감시하고 견제

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제9조 제2항․제3항, 제10조). 비상임이사는 경영진

의 관여를 배제한 채 주주 또는 주주협의회가 추천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여, 주주의 이익과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가 선임되도록 하였다(제8조 제2항). 이

처럼 사장과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최소한 공식적으로는 주무부처 등 정부측이 관

여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선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둘째, 공기업구조개선법에 의하면 주무부처 등 정부 부처는 임원 선임에 관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동법은 민영화 대상 공기업에 대한 주무부처 등의 경영감독 권

한도 일체 부여하지 않았다. 다만 정부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상법상 주주권을 행

사할 때에는 주무부처 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후 정부를 대표하여 이를

행사하도록 하였다(제16조).

셋째, 민영화 진행 과정에서 소유권이 일정 비율 이상 분산되면155), 주주의 의사

154) 당해 공기업의 임직원이나 공무원은 사장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이 될 수 없

도록 하였다(공기업구조개선법 제11조 제2항).

155) 정부, 정부투자기관 및 한국산업은행과 우리사주조합을 제외한 민간주주의 수가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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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질적으로 경영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

에 의해 비상임이사 추천 권한 등을 갖는 주주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제14

조).156) 넷째, 공기업구조개선법 적용 대상 기업에 대한 소수주주권 행사를 용이하

게 하기 위해 앞에서 설명한 공공기관운영법 제54조와 마찬가지로, 상장되지 않은

민영화 대상 공기업에 대한 소수주주권 행사에 있어서도 상장회사에 대한 소수주주

권 행사 특례 조항인 상법 제542조의6을 준용한다(제17조).

다섯째, 공기업구조개선법은 민영화 대상 기업의 소유를 분산하여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특정인 소유 지분 한도를 15% 제한하고 있다(제18조 제1항). 1997년 공

기업구조개선법 제정 당시에는 특정인 소유 지분 한도를 7%로 제한하였는데, 이후

1999년 1월 29일 동법이 개정될 때 민영화 대상 기업의 주식 매각 및 다른 민간기

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인 소유 지분 한도를 15%로 상향

조정하였다.

(3) 공기업구조개선법과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 관계

현행 공기업구조개선법의 적용에 관하여 동법과 공공기관운영법 중 어느 것이 우

선하여 적용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97년 8월 28일 법률 제5379호로 제정

되어 동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공기업구조개선법 제3조 제1항에서는 동법 적용 대

상 기업의 조직, 주주권 및 민영화를 위한 주식 매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동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었다.157) 이에 따라 당시 시행되던 정부

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나 개별 공기업의 설립근거법보다 공기업구조개선법이 우선하

여 적용되었다. 그런데 2007년 1월 19일 법률 제8258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4월 1

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운영법 제2조 제2항을 보면,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

에 동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동법에서 그 다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

하고는 동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158) 공기업구조개선법 제3조

인 이상이 되고, 민간주주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 되

는 경우에만 주주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공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제6조).

156) 공기업구조개선법상의 민영화 대상 기업 중 한국담배인삼공사가 민영화된 기업인 주식

회사 한국케이티앤지(2019년 9월 30일 현재 최대주주는 지분율 10.92%를 차지하는 국민연

금공단임(출처: 2019. 11. 14. 발행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분기보고서))만이 보유 주식

수 기준 14위까지의 주주(경쟁사 제외)와 우리사주조합 대표자로 구성된 주주협의회를 운영

할 수 있도록 정관에서 정하고 있으며(제24조), 이 협의회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또는 주주

총회 안건에 대한 의견 제출 권한 등을 갖는다.

157) 현행 공기업구조개선법(법률 제17131호) 제3조 제1항의 내용도 이와 같다.

158) 현행 공공기관운영법(법률 제16092호) 제2조 제2항의 내용도 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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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과 공공기관운영법 제2조 제2항이 상충된다. 이 문제는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운영법 제2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하며 현재 실무상으로도 이와 같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2001년부터 2002년 사이에 민영화가 완료된 한국담배인삼공

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 등 3개 기업을 제외하고 현재 공기업구

조개선법의 적용 대상인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에 대해

서 공기업구조개선법상의 임원 선임, 이사회 구성․운영에 관한 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구조개선법의 주주협의회(제14조), 주식 소유 제한(제18

조, 제19조), 주식 매각 방법(제20조) 등 지배구조 관련 규정은 공공기관운영법 규정

과 상충되지 않으므로 현재의 민영화 대상 3개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

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에 대해 적용되며, 특히 동일인의 주식 소유 한도를 15% 범

위 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비율로 제한하도록 한 공기업구조개선법 제18조와 이에

추가하여 정관에 의해 외국인 주식 소유 한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제19조

는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상당한 의미가 있다.

(4) 공기업구조개선법상 지배구조 규정에 대한 평가

1997년 제정된 공기업구조개선법은 비록 그 적용 대상이 민영화가 예정된 주식회

사형 공기업에 한정되었으나, 공기업 경영에서 정부 관여를 배제하고 자율책임경영

이 이루지도록 공기업 지배구조를 규정한 최초의 입법이었다. 그러나 주주총회가

이들 공기업의 사장을 포함한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주주가 선임한 이들 경영진

이 자율적으로 경영하도록 한다는 입법취지는 이상에 불과하였고, 현실에서는 입법

취지대로 작동하기 어려웠다. 왜냐하면 민간 지배주주가 없는 공기업의 임원 선임

절차가 여전히 정부의 비공식적 영향력 하에서 정치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었

다.159) 전문경영인을 사장으로 선임하는 한편 객관적․중립적인 입장에서 경영진을

159) 김준기,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 정책의 부재?”,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 제8

권 제1호, 1999, 219면. 공기업구조개선법에 따른 공기업 임원 선임 방법을 보면 주주 또는

주주협의회에서 비상임이사를 추천하고, 비상임이사가 과반수인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사장을

추천하며, 다시 사장이 상임이사를 추천하게 되는데, 정부가 지배주주인 한 사실상 비상임이

사 선임권을 갖고 이에 의하여 임원 선임 전반에 대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유

승민, “4개 공기업 이사회의 역할, 문제점과 향후 과제”, 「공기업 논총」 제9권 제1호, 한국

공기업학회, 1997, 55면; 이민정․이수연․이호영, “공기업의 부분민영화 및 완전민영화에 대

한 사례연구 - 한국가스공사와 KT&G를 중심으로 -” 연세경영연구 제46권 제2호, 연세대학

교 경영연구소, 2009, 2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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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비상임이사진을 구성하도록 한다는 입법자의 의도는 실현

되기 어려웠다. 즉 임원 선임의 정치적 성격으로 인해 자율책임경영의 전제가 충족

되지 않았고, 그 결과 경영 효율화를 달성하기 어려웠다. 결국 공기업구조개선법이

추구하였던 완전한 자율책임경영의 이상은 실현되지 못한 채, 2007년 공공기관운영

법이 제정됨으로써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민영화 대상

3개 공기업은 지배구조에 관하여 주로 동법에 의한 공법적 규제를 받게 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1997년 제정 당시 공기업구조개선법은 민영화 대상 공기업에

대하여 동일인 주식 소유 한도를 7%로 제한하였다. 이는 경제력 집중 문제(재벌의

공기업 인수)를 피하려는 목적이었으나, 반면에 해당 공기업의 지배구조에 있어서는

민간 주주의 경영권 취득 가능성이 차단되어160) 민영화 이전은 물론 민영화가 완료

된 이후에도 임원 선임의 정치적 성격을 배제할 수 없고 이중적 주인․대리인 관계

등에서 기인하는 공기업의 비효율성161)을 제거하기 어려웠다. 이후 1999년 공기업구

조개선법이 개정되어 주식 소유 한도가 15%로 상향 조정되었지만, 여전히 해당 공

기업의 경영권을 민간 주주가 취득하기는 매우 곤란하다.

주식회사형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데 있어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할 필요성과 공기

업에게 ‘주인’을 찾아줌으로써 경쟁력과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성은 상충되며, 그 우

열을 가리는 것은 가치 판단을 포함하는 어려운 문제이다. 해당 공기업이 속한 산

업 분야가 이미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라면 민영화 이후 기업의 생존과 주주가치 보

호를 위해 경쟁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하겠으나, 국가기간산업 또는 전력․가

스․수도 등 유틸리티에 해당하는 사업이라면 최소한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경

제력 집중 방지 필요성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 현재 공기업구조개선법상 민영화

대상 3개 공기업은 모두 기간산업 또는 유틸리티에 해당하므로 일단은 현재의 주식

소유 상한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60) 다만 한국중공업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동일인 주식 소유 한도 제한의 예외를 허용하여

(공기업구조개선법 제21조 제2항) 매각을 추진한 결과 두산그룹이 경영권을 취득하였다(이

후 두산중공업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161) 민간 기업에 있어서도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에 있는 주주와 경영진의 이해관계가 일치

하지 않아서, 경영진이 주주의 목적․목표와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가 존재하지만, 성과 인센티브 또는 스톡 옵션(stock option)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데 비해, 공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주인․대리인 관계가 중첩적으로

존재하며(국민-공무원, 공무원-공기업 경영진), 공익의 모호성과 공기업의 이중적 목적(공익

성․기업성의 상충)으로 인해 공기업의 목적 자체가 불명확하고 목표의 타당성을 객관적으

로 판단하기도 어려워서 공무원․공기업 조직의 내부성(internalities)이 강하게 작용하는 한

편 인센티브 제도의 전제조건인 성과의 정의․측정이 곤란하여, 대리인 문제의 해소가 상대

적으로 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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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구조개선법이 민영화로 인한 국부 유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공기업

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 지분 한도를 정관으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대해서

는 향후 외국과 투자 협정을 체결하게 될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나 기업이 외국인

에 대한 차별을 주장하여 문제를 제기할 소지를 안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162)

다. 자본시장법

(1) 자본시장법상 공공적 법인 제도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은 제152조 제3항에서

“국가기간산업 등 국민경제상 중요한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상장법인”을 ‘공공적 법인’이라고 하여 그 주식 소유 제한 등의 특례 규정을 두

고 있으며,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유일한 공공적 법인으로 지정되어 있다.

1987년 11월 증권거래법이 개정될 때에 처음으로 공공적 법인에 관한 규정을 두

었다. 1987년 정부는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자기관 일부를 민영화할 계획을 수립하

였는데(제3차 민영화 프로그램), 이들 민영화 대상 기관 중에서 국민생활에 필수불

가결한 재화․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산업구조상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

는 기관의 경우 민영화에 의해 경영권이 재벌기업이나 외국자본에게 넘어가게 되면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163) 정부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하여 1987년 11월 28일 법률 제3945호로 증권거래법을 개정하

고, 이어서 같은 날 법률 제3946호로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위와 같

이 공공성이 강하고 규모가 큰 공기업을 ‘공공적 법인’으로 지정하여 재벌기업 또는

외국자본의 경영권 획득을 막는 장치를 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공공적 법인 제도를 도입한 당시에는 공공적 법인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첫째, 정

부(한국은행, 정부투자기관 포함)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30% 이상을 소

유하고 있어야 하고, 둘째, 경영기반이 정착되고 계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어야 하

며, 셋째,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높은 수익이 예상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당해 법

인의 주식을 국민이 광범위하게 분산 보유할 수 있을 정도로 자본금 규모가 큰 법

인일 것을 요하였다.164)

162) 이주선, 앞의 글, 126면.

163) 이철송, “공공적 법인의 경영권보호를 위한 특례”, 「사법행정」 제29권 제7호, 한국사

법행정학회, 1988, 37면.

164) 1990년 4월 14일 대통령령 제12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증권거래법시행령 제8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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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공공적 법인 지정 요건 중 마지막 요건이 시사하듯 공공적 법인은 당시 정

부가 추진하던 국민주 방식 민영화 계획과 관련이 깊었다. 정부는 1987년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업가치가 높은 우량 공기업의 주식을 중․하위 계층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하여 이들의 재산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빈부 격차를 완화하는

한편 자본시장의 저변을 확충할 목적으로165) 포항제철,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통신

공사, 한국전매공사,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외환은행 등 7개사를 국민주 보급

대상 기업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대상 기업 중 포항제철, 한국전력공사, 국

민은행에 대해서는 위의 민영화 계획을 수립한 1987년의 다음해인 1988년부터 주식

을 매각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 표 4 > 1988년중 국민주 보급 대상 공기업의 연차별 주식 매각 계획166)

(단위: 백만株)

대상 기업
1988년

1989년~1992년 합계
상반기 하반기 소계

포항제철 30.8 - 30.8 - 30.8

한국전력공사 - 36.5 36.5 146.0 182.5

국민은행 - 4.1 4.1 - 4.1

합계 30.8 40.6 71.4 146.0 217.4

국민주 방식으로 민영화 대상 기업의 주식을 매각할 경우 주식이 광범위하게 분

산되므로 특정인이 비교적 적은 비율의 주식을 갖고도 경영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벌기업 또는 경쟁업체 등 외국기업․자본이 공공성이 큰 공기업을

지배하여 국민생활이나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일을 막기 위해, 공공성

이 큰 대규모 공기업에 대하여는 일반 상장기업에 대한 특정인 주식 소유 한도167)

공공적 법인 지정 요건을 정하고 있는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2조를 보면, 정부측 소

유 지분비율에 관한 위의 첫째 요건은 삭제되었으며, 나머지 세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금

융위원회가 관계부처 장관과 협의하고 국무회의에 대한 보고를 거쳐 공공적 법인으로 지정

한다.

165) 송대희, “국민주 방식 공기업 민영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개발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개발연구원, 1992, 2면.

166) 임익순․윤봉한․양재봉․고병우․한동우, “국민주 보급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학회

지」 제11집, 한국증권학회, 1989, 348면.

167) 1987년 공공적 법인 조항 신설 당시의 구(舊)증권거래법 제200조 제1항에서는 상장법

인의 창업자 또는 상장 당시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장 당시 총발행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주주는 그 소유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며,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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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제한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공공적 법인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168)

이러한 국민주 방식 공기업 민영화 계획에 따라 1988년 2월 23일 재무부 고시 제

87-4호에 의해 최초로 1988년 국민주 보급 대상 기업인 포항제철, 한국전력공사, 국

민은행이 공공적 법인으로 지정되었다. 곧바로 1988년 6월 포항제철의 국민주가 보

급되었고, 이어서 1989년 한국전력공사의 국민주가 보급되었다. 이후 더 이상 국민

주 보급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1994년 6월 20일 재무부 고시 제1994-16호로 국

민은행은 공공적 법인에서 제외되었다. 다시 2000년 9월 28일 재정경제부 고시 제

2000-17호로 포항제철이 공공적 법인에서 제외되어, 현재는 한국전력공사만 공공적

법인으로 남아 있다.

(2) 공공적 법인에 대한 특례

공공적 법인 제도를 신설한 1987년 당시에는 공공적 법인의 정의, 공공적 법인에

관한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제한 및 공공적 법인 주식 취득 제한에 관한 내용은

1987년 11월 28일 법률 제3945호로 개정된 증권거래법 제199조, 제200조 및 제203

조에 규정되어 있었고, 공공적 법인 배당 특례에 관한 내용은 같은 날 개정된 자본

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15조에 규정되었다. 이후 1997년 1월 13일 증권거래법이 개

정되면서 동법 부칙에 의해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은 폐지되었고 동시에 공공적

법인에 관한 배당 특례 조항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6으로 옮겨졌다. 이후 2009년

2월 4일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증권거래법은 폐지되었고, 공공적 법인에 관한

증권거래법 조항들은 모두 자본시장법으로 옮겨졌다. 현행 자본시장법상의 공공적

법인에 관한 특례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칙적으로 의결권 대리 행사의 권유는 허용되는 것이지만, 공공적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공공적 법인만이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대리 행사의 권유를 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152조 제3항). 어떤 기업에 있어서 확고한 지배주주가 없는 경우

의결권 대리 행사의 권유는 기업 지배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공공적

법인의 경우 상장에 의해 그 주식이 많은 주주들에게 분산될 것이므로, 공공적 법

인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려 하는 특정인이 의결권 대리

행사의 권유에 의해 회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169) 이러한 고

려에서 공공적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공공적 법인 외에는 의결권 대리 행사의 권유

의 주주는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상장법인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다.

168) 이철송, 앞의 글, 39면.

169) 이철송, 앞의 글,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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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것이다.

둘째, 공공적 법인은 이익 또는 이자를 배당할 때 상법상 배당 기준170)에도 불구

하고, 정부에 지급할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리사주조합원 또는 영세 농어민,

저소득 근로자 등 저소득층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14 제1

항). 이는 공공적 법인 주식을 국민주 방식으로 상장하는 목적과 관련 있는 조항으

로서, 사회복지정책적 성격을 갖고 있다.171) 또한 동조 제2항에서는 공공적 법인이

준비금을 자본 전입하여 무상주를 발행할 경우, 회사가 준비금을 자본 전입할 때에

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 따라 무상주를 발행해야 한다는 상법 제461조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할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기간 소유한 주주에게 발행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자본시장법 제164조의14 제1항과 유사한 성

격의 조항이다.

셋째, 과거에는 증권거래법에 공공적 법인에 대한 주식 소유 제한 외에도 상장법

인 경영권 보호를 목적으로 상장법인에 대한 특정인의 주식 소유 한도를 정한 규정

이 있었지만, 1994년 1월 5일 법률 제4701호로 증권거래법이 개정될 때 주식 거래

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적 법인 외의 상장법인에 대한 이러한 주식 소유 제

한을 폐지하였다(동법 제200조 개정). 이 조항을 이어받은 현행 자본시장법은 제167

조 제1항에서 공공적 법인의 경우 그 주식이 상장된 당시에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그 소유비율을 초과하여 공공적 법인 주식을 소유할 수 없

고, 그 밖의 주주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단 자본시장법 제167조 제1항의 주식

소유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 소유에 대해 그 소유비율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을 얻은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내에서 공공적 법인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동조 제

2항). 그리고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공공적 법인 주식 취득에 대하여는 자본시장

법 제167조 제1항의 제한과 별도로 해당 공공적 법인의 정관으로써 이를 제한할 수

있으며(자본시장법 제168조 제2항), 공공적 법인에 대한 외국인과 외국법인의 총 지

분 한도는 40%로 제한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7조 제1항 제2호).

170) 회사는 이익 배당에 관해 내용이 다른 종류 주식을 발행한 경우 외에는 주주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이익 배당을 해야 한다(상법 제464조).

171) 법무부, “각종 경제법령에 산재하는 회사법적 특례 규정의 체계적 정비 방안”, 연구용

역보고서(연구자: 이철송, 연구원: 김성곤․이웅영), 2017, 53면(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법 제

165조의14와 같은 복지정책적 성격의 조항이 자리할 법역이 아니므로, 동조항은 복지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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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식회사형 국가공기업 지배구조 개별 사례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지배구조를 상세히 규율하

며, 동법은 개별 설립근거법, 공기업구조개선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므

로(제2조 제2항), 20개 주식회사형 국가공기업 지배구조는 중요한 부분에서 모두 공

통된 모습을 보인다. 다만 공공기관운영법상 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하는 한국가스공

사 등 12개의 주식회사형 국가공기업과 자산규모 2조원 이상 대규모 준시장형 공기

업에 해당하는 한국도로공사172)의 경우에는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임

이사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는 선임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 한

편(공공기관운영법 제18조 제2항), 내부 감사 기능의 독립성․실효성을 강화하기 위

해 감사 대신에 이사회 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동법 제20조 제2

항).173) 그리고 상장 공기업의 경우 정부측 지분 외에 소액주주, 외국인 주주 등에

게 지분이 상당 부분 분산되어 있으므로, 지배구조에 있어서 이들의 역할을 고려해

야 한다.

아래에서는 주식회사형 공기업 중에서도 비교적 시장성․기업성이 강한 공기업의

지배구조를 개별적으로 살펴본다. 총 20개의 주식회사형 국가공기업은 시장형 공기

업 12개사와 준시장형 공기업 8개사로 나뉜다.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에너지 산업

분야에 속하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6개 발전 자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지배구조를 분석하고, 2개 공항 운영 공기업(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중에

서는 기업성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배구조를 살펴본다.

준시장형 공기업 중에서는 목적사업의 특성상 자본 규모는 시장형 공기업만큼 크지

않지만, 발전설비 정비 시장에서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한편 해외시장에도 적극적으

로 진출하는 한전KPS㈜의 지배구조를 살펴본다.

1. 한국가스공사

가. 민영화 추진 경과

172) 20개 준시장형 공기업 중 주식회사형 국가공기업은 총 8개인데, 이중 한국도로공사(’19

년말 자산 총액 약 65조8천억원)만이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대규모 준시장형 공기업에 해당

한다.

173) 공공기관운영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면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의 준시장형 공기업과 준

정부기관도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나, 준시장형 공기업인 8개

주식회사형 국가공기업 중에서 한국도로공사 외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관은 없다(2020.

5. 10. 현재 ALIO 공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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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두차례 석유 파동을 겪은 후 정부는 에너지 다원화를 위해 천연가스

(LNG)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여, 1982년 한국가스공사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1983년 한국가스공사를 설립하였다. 이후 한국가스공사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정부

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았다. 김영삼 정부 출범 후 1993년 수립된 공기업

민영화 계획에 의해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가 추진되었으나 재벌의 경제력 집중 우

려 때문에 무산되고, 우선 경영을 효율화하여 기업가치를 끌어올린 다음에 소유 분

산 형태로 민영화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새로운 민영화 방침에 따라 1997년 8

월 22일 법률 제5356호로 한국가스공사법이 개정되었다. 개정 법률에서는 민영화

정책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를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하기로 하고 상법 중의 주식회사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여,174) 구법(舊法)상의 자본금, 주식 발생, 손익금 처리, 보

조금에 관한 조항을 모두 삭제하였다. 또 위 개정 법률은 한국가스공사 업무 전반

에 대한 통상산업부장관의 포괄적 지도․감독 권한을 없애고 공익성․안전성에 직

접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만 인정하는(제16조) 등 한국가스공사에 경

영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는 1997년 8월 28일 제정된 공기

업구조개선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

1997년 11월 발생한 외환위기의 와중에 1998년 2월 출범한 김대중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외환위기의 극복이었다. 신정부는 시장 경쟁을 확대하고 공기업의 비효율성

을 제거하여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국가

의 신인도를 회복하고 공공 부문이 위기 극복에 솔선수범한다는 의미로 대대적인

공공 부문 개혁,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였다.175) 공공 부문 개혁을 위해 설치한 기

획예산위원회가 1998년 7월 발표한 '제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에 따르면, 포항종합

제철, 한국중공업, 한국종합화학 등 5개 공기업은 완전 민영화 대상이 되었고, 한국

전기통신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송유관공사 6개 공기업은 단계적 민영화 대상에 포함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공기업 민영화 계획 및 기존의 공기업구조개선법에 근거하

여 한국가스공사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한국가스공사 민영화 계획은 1999년까지

2,5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 국내외 기업에게 지분을 매각하고 일부는 국

174) 1997년 8월 22일 법률 제5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한국가스공사법 제18조 제4항에 의하

면, 당해 법률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 규

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175) 박정수․박석희, 「공기업 민영화 성과평가 및 향후 과제」, 한국조세연구원, 2011, 9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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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이었다.176) 또한 민영화 이전에 LNG 공급 사업을 가능

한 한 경쟁체제로 전환하여 민영화 이후 독점의 폐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가스공

사의 사업을 LNG 도입․도매 부문과 인수기지․주배관망177) 등 설비 부문으로 나

누어서, 전자에 대해서는 이를 3개 자회사로 나눈 다음 2개 자회사는 매각하고 1개

자회사는 가스공사의 자회사로 두기로 하였으며, 후자에 대해서는 설비 공동이용

제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178)

1999년 12월 15일 한국가스공사는 1,200억원 신주 발행과 300억원 정부 보유 구

주 매각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주주 일반 공모를 통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었다.

그 결과 공적 지분은 61.2%로 축소되었다. 나머지 1,300억원 유상증자는 주식시장

침체로 인해 유보되었다.179) 이후 2013년 11월 해외 자원개발 사업 재원 확충을 위

해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7,100억원을 증자하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한국가스공사의 2019년말 현재 주주 구성을 보면, 정부 지분이 26.15%이며, 한

국전력공사가 20.47%, 지방자치단체들이 모두 합하여 7.93% 지분을 갖고 있어서 공

적(公的) 지분의 합계는 54.56%이다. 국민연금공단도 7.93% 지분을 갖고 있다. 그

외에 우리사주조합이 3.42%, 외국인 등 민간 주주가 29.02%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는 공적 지분이 과반수에 달하여 정부가 지배주주인 공기업이다.

< 표 5 > 한국가스공사 주주 구성 변화180)

(단위: 백분율)

구분 정부 한전 지자체 국민연금 우리사주 자사주 외국인 기타

상장 전 50.22 35.47 14.31 - - - - -

1999년말 26.86 24.46 9.87 - 5.52 - 1.43 31.86

2019년말 26.15 20.47 7.93 7.93 3.42 5.07 11.20 17.82

※ 발행주식 총수: 상장 전 53,284,510주; 1999년말 77,284,510주; 2019년말 92,313,000주

176) 이민정·이수연·이호영, 앞의 글, 254면.

177) 가스공사가 수입한 LNG를 인수기지에서 하역하여 이를 기화(氣化)한 다음 이를 전국

에 걸친 LNG 주배관망을 통해 도시가스 사업자와 LNG 발전소로 송출하며, 도시가스 사업

자의 경우 이를 받아서 다시 지역 내 배관망을 통해 수용가(需用家)에 공급하게 된다.

178)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가스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 확정”, 1999. 11. 13.

179) 이민정·이수연·이호영, 앞의 글, 254면.

180) 박한준․허경선, 「상장공공기관 관리 및 운영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

원, 2014, 89면; 한국가스공사 제37기 사업보고서, 444면;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IR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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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재 지배구조

상장이 되었다고 해도 한국가스공사는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공공기관운영법에 의

해 지배구조가 상당 부분 결정된다. 비상임이사 및 이사회가 선임한 인사로 구성되

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며, 사장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청하는 인사를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상임이사는 총

3명인데 사장이 그 중 2명을 임명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

명하는 상임감사위원인 상임이사가 1명이다. 상임감사위원과 비상임이사 2인은 감

사위원회를 구성한다. 비상임이사는 감사위원 2인을 포함하여 총 8명이다. 그 중에

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 선임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의장이 된다. 상장 이전에는

감사 1명, 상임이사 5명이었으나, 현재는 상임감사위원을 제외한 상임이사가 2명이

며, 비상임이사의 수는 상장 이전에 비해 1명이 늘어난 8명이다. 이는 집행 기능보

다 감사위원회를 포함한 이사회의 경영감독 기능이 강조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상장으로 인해 한국가스공사의 지배구조가 크게 달라진 부분은 소액주주 등 민간

주주가 등장한 점이다. 현재 외국인 주주를 포함한 민간 주주의 보유 지분이 약

29%에 달한다. 같은 상장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원가에 못 미치는 전기요

금 인상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소액주주가 사장을 피고로 대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지만,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소액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

한 사례는 아직 없다. 그러나 주가 상승, 이익 배당을 통해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려

는 민간 주주들이 정부 정책에 따른 가스공사의 투자 결정,181) 공공성을 우선하는

LNG 공급 사업 운영으로 인해 가스공사 재무상태가 악화될 경우 경영진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은 잠재해 있다.182) 이러한 정부의 경영 간섭, 공공성 우선 정책 또는

경영진의 경영 실패로 인해 주가가 하락할 경우 정부가 지배주주인 이상 적대적 인

수합병에 의한 경영진 교체 가능성은 없지만, 기업가치 회복을 원하는 주주의 압박

과 경영진에 대한 대표소송 제기 또는 배임 등 형사책임 추궁 가능성은 어느 정도

경영진의 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즉 상장 공기업인 가스공사의 경우 분

명한 한계는 있지만 경영진에 대한 자본시장의 통제가 일정 부분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서 기업가치 훼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이해관계자가 있다는 점은 경

181) 실제로 한국가스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2008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정부의 해

외 자원개발 정책에 따라 해외 투자를 확대하였다가 부채비율이 대폭 증가하고(2007년말 부

채비율 228%에서 2013년말 부채비율 389%로 증가) 한 때 적자(2013년도 연결 기준 2,036억

원 순손실)를 기록하기도 하였다(조선비즈, “가스석유공사,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10조원대

추가 손실 불가피”, 2013. 10. 24. <https://biz.chosun.com> 참고).

182) 박한준․허경선, 앞의 책, 1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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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뿐만 아니라 경영진을 움직이는 주무부처 공무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현재 임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부여하고 있

지는 않지만, 정관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한국가스공사 정관 제10조의3). 추후 공기업 임원 보수에 관한 정부 방

침이 변화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허용할 경우 이를 통해 주주 이익 중시 경영

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전력공사

가. 증시 상장에 따른 지배구조 변화

한국전력공사는 국내 전력 공급망 중에서 발전(發電)을 제외한183) 송전(送電)과

배전(配電) 부문 전체를 맡고 있는 공기업이다.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은 1961년 당시

의 전력 3사184)를 통합하여 설립한 한국전력주식회사인데, 정부는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04호로 한국전력공사법을 제정하고 민간이 소유한 한국전력주식회사 주식

을 매입하여 1982년 1월 정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한국전력공사로 이를 개편하

였다.

한국전력공사는 1987년 5월 제3차 민영화 프로그램에 의해 민영화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당시 민영화 대상에 포함된 공기업 중에서 한국전력은 포항제철, 한국

통신과 함께 정부 보유 지분 일부 매각 대상기관이었다.185) 1987년 민영화 프로그램

은 중․하위 계층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여 분배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수익성과 성

장 가능성이 높은 우량 공기업을 국민주 방식으로 상장하는 방식 위주로 추진되었

는데, 정부는 한국전력에 대해서도 이러한 방식에 따른 상장을 추진하였다.186)

상장을 위한 사전 준비로 정부는 한전을 공사(公社)형 공기업에서 주식회사형 공

기업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1989년 한국전력공사법을 개정하였다.187)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종전에는 한국전력공사법이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

183) 발전 부문은 2001년 한전의 발전 사업부가 분할되어 설립된 6개 발전 자회사(한국남동

발전㈜ 등 5개 화력발전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와 다수의 민간 발전회사가 맡고 있다.

184) 발전회사인 조선전업㈜와 배전회사인 경성전기㈜, 남선전기㈜.

185) 이주선, 앞의 글, 115면.

186) 정부는 1988년 하반기부터 1992년까지 5년간 매년 6%씩 총 30%의 한국전력공사 지분

을 국민주로 매각하기로 계획하였다(박정수․박석희, 앞의 책, 296면; 앞의 <표 4> 참조).

187) 1989년 3월 25일 법률 제4093호 한국전력공사법 전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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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만이 적용되었는데, 개정법률은 한국전력공사법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정

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였다

(제19조). 둘째, 종전의 한국전력공사법188)은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고 정하고 있었지

만, 개정법률은 정부가 51% 이상을 출자한다고 바꾸는 한편(제4조), 주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의 자본을 주식으로 분할한다고 정하였다(제5조

제1항). 셋째, 종전의 한국전력공사법은 이익의 국고 귀속 조항(제11조 제1항) 및 정

부의 손실 보전(제11조 제2항), 보조금 등 재정 지원(제12조 제3항, 제14조) 조항이

있었으나, 개정법률은 이를 모두 삭제하여 엄격한 독립채산제를 채택하였다. 이후

한국전력공사는 1989년 8월 10일 정부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舊株

賣出)’ 방식으로 증시에 상장되었으며 이를 통해 정부 지분 21%인 1억2천775만주를

국민주로 매각하였다.189)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정부 소유 지분은 79%로

줄어들었고, 법인 주주가 7.53%, 개인 주주가 9.27%, 그리고 우리사주조합이 4.2%

에 상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

한국전력공사는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1994년 10월 14일 뉴욕 증시에

상장된 포항제철에 이어 같은 해 10월 28일 약 1,490만주 주식예탁증서190)를 발행하

는 방식으로 뉴욕 증시에 상장되었다.191) 한국전력공사는 뉴욕 증시 상장 이후에 추

가로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여, 2019년말 기준으로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거

래되는 한국전력공사의 주식예탁증서는 55,186,476주로 늘어났다. 이를 국내 원주(原

株)로 환산하면 27,593,238주에 해당하며 한국전력공사 발행주식총수인 641,964,077

주의 약 4.3%를 차지한다.192)

2020년 3월 31일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주주 현황을 보면, 한국산업은행(32.9%)과

정부(18.2%)를 합한 정부측 소유 지분이 51.1%이다.193) 그 다음으로 국민연금공단

188) 1989년 3월 25일 법률 제40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한국전력공사법.

189) 박한준․허경선, 앞의 책 67면.

190) DR(Depository Receipt)이라고 하며, 주식의 국제적 유통을 위한 대체 주권을 말한다.

주식을 외국시장에서 유통하려고 할 경우 주권 해외운송 부담, 언어․관습 차이로 인한 문

제 발생 소지를 피하기 위해 수탁은행이 주식의 보관부터 주주권 행사까지 일체를 대행하기

로 하고 이에 관한 증서인 DR을 발행한다(동아일보사, 「現代시사용어사전」, 2004, 770면).

191) 원주(原株) 1주에 대해 2주의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였으므로, 한국전력공사 주식의 뉴

욕 증시 상장 당시 발행된 주식예탁증서의 전체 규모는 원주로 환산하면 약 745만주에 상당

하였다(연합뉴스, “韓電, 뉴욕증시 上場”, 1994. 10. 28. <https://news.naver.com>).

192)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IR센터_주식정보_상장현황).

193) 한국전력공사법 제4조는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出資)한다.”라고 정하고 있으

나, 현재 정부 지분과 정부가 100% 출자한 한국산업은행 소유 지분을 합하여 정부측이 한

국전력공사 발행 주식 총수의 51%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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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7.88%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뉴욕 증시에서 거래되는 주식예탁증서 수탁은행

인 씨티은행(Citibank)이 4.3%, 해외 펀드인 오르비스 시카브(Orbis Sicav)가 1.23%

지분을 갖고 있다. 나머지 주식 35.48%는 모두 우리사주조합(0.18%)를 포함한 소액

주주가 보유하고 있다.194)

상장 시기에 10년 정도 차이가 있지만 앞서 본 한국가스공사의 증시 상장이 지배

구조에 미친 영향에 관한 내용은 한국전력공사에 대해서도 대체로 타당하다. 즉 정

부측이 지배주주이고 한국전력공사가 공공기관운영법이 적용되는 공기업인 이상 경

영진이 경영을 잘못하더라도 적대적 인수합병에 의해 경영권이 다른 주주에게 넘어

갈 가능성은 없지만, 소액주주 등 민간 주주가 공공성을 우선시하는 경영진의 의사

결정 또는 정부의 불합리한 경영 간섭에 의해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

해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주주의 책임 추궁 가능성에 의해 경영진

과 주무부처 공무원의 권한 남용 및 공공성 일변도 경영을 견제하고 공공성과 기업

성의 균형에 관심을 갖도록 할 수 있다.

실제로 발전 연료비 급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한 결과 한

국전력이 2008년부터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이익 배당을 못하게 되자 한국전력공사

의 소액주주들은 2011년 8월 당시 김쌍수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피고로 하여 1,400

억원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또한 2012년 1월 국가를 상

대로 7조2천억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195) 두 소송은 모두

2015년 대법원에서 당시 전기요금 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지만,196) 공익을 우선시하고 상대적으로 주주 가치를 경시하는

한국전력공사 경영 방식에 경종을 울리고, 나아가서 상장 공기업의 이사회 운영 등

지배구조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공사는 중․하위 계층 국민들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국민주 방식으로

상장한 공기업이므로, 전력 공급 사업의 공공성은 물론 주가 상승과 꾸준한 이익

배당을 통한 주주 가치 실현 또한 한국전력공사가 추구해야 할 가치이며,197) 실제로

한국전력공사는 1989년 상장 이후 2007년까지 꾸준히 순이익을 내고 배당을 하여

194) 한국전력공사 제60기(2020년도) 분기보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2020,

5. 15., 687면.

195) 매일경제, “한전 소액주주 정부에 7조2천억 손배訴”, 2012. 1. 31. <https://www.mk.co.

kr>.

196)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억제는 정당... 대법, 한전 소액주주들의 손배청구

기각“, 2015. 4. 7. <https://www.fnnews.com>.

197) 박한준․허경선, 앞의 책, 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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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198) 그러나 2008년 순손실을 낸 이후 2012년까지 5년간 연속하여 적자를 기록

하였으며 그에 따라 배당도 실시하지 못하였다. 이후 한국전력공사 소액주주들이

대표소송을 제기한 2011년 8월부터 2013년까지 매년 한두 차례씩 전기요금이 최소

4% 최대 5.4% 인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4년 흑자로 전환할 수 있었다.199)

< 표 6 > 한국전력공사 2000년 ~ 2007년 이익 배당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순이익(A) 17,926 17,783 30,598 23,159 28,808 24,486 20,705 15,568

배당금(B) 3,333 3,514 5,114 6,615 7,242 7,315 6,211 4,670

배당성향
(B/A) 18.6 19.8 16.7 28.6 25.1 29.9 30.0 30.0

※ 출처: 박한준․허경선, 앞의 책, 77-78면; 한국전력공사 사업보고서(DART)

2018년부터 한국전력공사가 다시 적자로 돌아서고 주가가 계속 하락하자 한국전

력공사의 소액주주들은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이사회 의결,200) 정부 방침에 따른 한

전공대 설립 추진 등을 이유로 2019년 7월 김종갑 사장을 비롯한 이사 등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하였다.201) 특히 이사회가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의결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되었던 2019년 6월 당시에는 국

내법상 배임죄 문제뿐만 아니라 외국인 주주들이 ‘투자자-국가 소송’(ISD:

Investor-State Dispute)202)을 통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203)

198) 공공적 법인인 한국전력공사는 2000년까지는 정부와 주주의 배당률을 달리하여 정부

몫의 일부를 민간 주주에게 배당하기도 하였는데,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정부에 대한 평균

배당률은 4%인데 비해 민간 주주에 대한 평균 배당률은 10.4%에 달하였다(박한준․허경선,

앞의 책, 77면).

199) 박한준․허경선, 앞의 책, 83-84면.

200) 2019년 6월 21일 한국전력공사 이사회는 매년 여름철 동안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

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에 대해, 한전이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됨으로

인한 배임죄 성립 가능성을 의식하여 의결을 보류하였으나, 같은 달 28일 다시 임시 이사회

를 열어 위 안건을 가결하였다(전기신문, “한전 이사회, 누진제 개편 확정... 7월부터 바로

적용”, 2019. 6. 28. <http://www.electimes.com>).

201) 에너지 경제, “뿔난 한전 주주들... 文대통령·산업부 장관·한전 사장 고발”, 2019. 7. 4.

<http://www.ekn.kr>.

202)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

센터(ICSID)의 중재를 통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ISD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출처: 매일경제 경제용어 사전, <h

ttp://dic.mk.co.kr>, 검색어: “ISD”, 검색일: 2020.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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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공적 법인

한국전력공사는 현재 유일한 공공적 법인이다. 앞에서 본 대로 현행 자본시장법

은 제167조 제1항에서 공공적 법인의 경우 그 주식이 상장된 당시에 발행주식총수

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그 소유비율을 초과하여 공공적 법인 주식을 소유할

수 없고, 그 밖의 주주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

하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제167조 제1항). 한국전력공사 정

관은 위의 비율을 3%로 정하고 있다(한국전력공사 정관 제12조). 이와 같은 주식

소유 제한에 의해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민간 주주가 주식을 매집하여 한국

전력공사의 경영권을 취득할 가능성은 차단되어 있다.

위와 같은 민간 주주의 공공적 법인 주식 소유 제한에 더하여, 자본시장법 시행

령은 외국인․외국법인의 공공적 법인 주식 취득 한도를 발행주식 총수의 40%로

제한하고 있다(제187조 제1항).204) 이에 더하여 자본시장법 제168조 제2항은 공공적

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외국법인의 주식 취득에 관해 주주 1인당

주식 취득 한도 등의 추가적인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현재 한국전력

공사 정관에 이에 관한 규정은 없다.

2007년 체결하여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외국인 투자를 자

유화하면서도 일부 유보 조항을 두고 있는데, ‘부속서 Ⅰ’에서는 한국전력공사에 대

한 외국인의 지분 투자에 대한 제한을 유보하고 있다. 즉 한국전력공사 발행 주식

에 대한 외국인 소유 지분의 총합계는 발행주식총수의 40%를 초과할 수 없고, 외국

인은 한국전력공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舊)증권거래법205) 제203조에 근거한 공공적 법인에 대한 외국인 주식 소유

제한을 반영한 것으로서, 이 ‘부속서 Ⅰ’ 조항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 주식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은 한미FTA의 투자 자유화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었다. 2010

년 체결되어(정식 서명) 2011년 발효된 한․EU 자유무역협정에도 이와 같은 내용

의 유보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203) 에너지경제, “해외주주 ISD제소 가능성 한전, 전기요금 두고 정부와 맞서나?”, 2019. 6.

25. <http://www.ekn.kr>.

204) 2020년 5월 25일 현재 외국인 주주는 한국전력공사 총 발행주식의 21.45%를 소유하고

있다(출처: 네이버 금융, ‘한국전력’ 투자정보, <https://finance.naver.com>).

205) 법률 제8315호, 2007. 3. 29.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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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에 따른 지배구조 변화

1993년 들어선 김영삼 정부는 당시 국가 주도의 경직된 사회․경제체제를 민주적

인 체제로 바꾸기 위해 공기업 개혁에 역점을 두었는데, 이 때부터 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 논의가 시작되었다.206) 정부는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약 2년간 한국전력공

사 등 다수의 공기업에 대한 전문기관 경영진단을 실시하였는데, 진단 결과 한국전

력공사에 대해서는 경영 효율화를 위해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207)

이후 1997년 6월 정부측 인사를 포함한 각계의 전문가 12인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

위원회가 구성되어 1998년 12월까지 구조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208)

외환위기의 와중인 1998년 2월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공기업 개혁 의지를 내보이

는 한편, 공기업 지분 매각 대금으로 실업 대책 등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정책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대대적인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이 때 공공 부문 개

혁을 담당하던 기획예산위원회는 1998년 7월 ‘제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발표하

였는데, 한국전력공사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과 함께 단계적 민영화

대상인 6개 공기업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영국 로스차일드(Rothschild)사(社)의

검증 및 공청회를 거쳐서 정부측이 마련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안’이 1999년 1월

나오게 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안양, 부천의 LNG 열병합발전소를 민간에 매각하

고, 발전부터 배전까지 한전의 사업 부문을 분리하는 계획 등을 담고 있었다.209)

1999년 9월 한국전력공사는 산업자원부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자사(自社)의 발전

사업 부문을 6개 자회사로 분할하여 매각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전력산업의 구

조 개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대로 1999년말에 발전 자회사 매각에 착수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210) 그러나 한국전력 노동조합 등 노동계의 반대로 인해 추진이 지연

되어211) 2000년 12월 23일에 이르러서야 전력산업 민영화를 뒷받침할 전력산업구조

개편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다수의 전력사업자 간 전력거래 제도의 도입, 전

력거래의 중개를 담당할 한국전력거래소 및 규제기관인 전기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

으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법률도 같은 날 공포되었다. 이후 한국전력의 발전사업

206) 임성진, “에너지전환측면에서 본 정부의 전력부문 공기업개혁정책: 정부구조개혁안의

분석과 지속 가능한 방향의 제시”, 「한국행정학보」 제38권 제3호, 한국행정학회, 2004, 76

면.

207) 박정수․박석희, 앞의 책, 297면.

208) 위의 책, 297면.

209) 임성진, 앞의 글, 76면.

210) 연합뉴스, “한전 발전부문 분할계획 확정”, 1999. 9. 2. <https://news.naver.com>.

211) 임성진, 앞의 글, 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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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이 분할되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6개 발전 자회사가 2001년 4월 설립되었으

나, 이들 발전 자회사의 민영화 및 배전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직속 노사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2004년 6월 17일 정

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212) 현재는 송·배전 단일 사업자

인 한국전력과 6개 발전 자회사, 민간 발전회사 간에 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거래 시장을 통하여 매일 전력 공급량 입찰을 통한 전력거래가 이루어지고 있

다.

위와 같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의 경영 환경과 사업 구조는

크게 달라졌으며, 전력거래 시장을 운영하는 한국전력거래소가 한국전력공사의 전

력구입비용 나아가서 순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등장하게 되

었다.213)

전기사업법 개정법률214)에 의해 2001년 4월 전기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현행 전기

사업법에 의하면 전기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전기

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전기사용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전기

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裁定)을 담당한다(제53조 제1항). 전기위원회의 심의 기

능을 세부적으로 보면, 전기사업(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전기판매사업)에 관

한 각종 인․허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 등 이용조건 인가, 전기판매사업

자의 전기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의 인가,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전기

설비(발전․송전․변전․배전 등 설비) 수리 또는 운영방법 개선 명령, 전력거래시

장을 규율하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승인, 전력산업 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 등의 심

의를 담당한다(동법 제56조). 이를 보면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행사하는 중요한 규제 권한의 대부분은 전기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되어

212) 동아일보, “전력산업 구조개편 ‘없던 일로’... ‘배전분할 중단’ 결정”, 2014. 6. 17. <https:

//news.naver.com>.

213) 전기사업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전력거래소가 제정한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력거

래소는 전력 거래에 참여하는 각 발전회사가 소유한 발전기별 발전 비용을 평가하여 확정하

는 역할을 하는 비용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이러한 권한 외에도 비용평가위원회는 원자

력, 석탄화력, LNG 등 발전원(發電源)별 전력판매단가를 좌우하는 ‘정산조정계수’ 제도(석탄

화력의 경우 정산조정계수를 적용 대상 발전회사별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음)를 통해 6개

발전 자회사와 한국전력공사의 손익(損益) 상황까지 고려하여 사실상 6개 발전 자회사의 매

년 수익 규모 및 한국전력공사의 비용(전력구입비용) 규모를 결정하는 강력한 권한을 갖는

다. 이로 인해 전력산업 분야 공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기할 수는 있지만, 전력산업에 대한

시장경쟁의 도입이라는 전력거래 제도 시행의 취지는 매우 퇴색되었다고 할 수 있다.

214) 2000. 12. 23. 전부개정, 법률 제62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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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전기위원회의 의사(議事)는 재적 위원215)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동법 제58조), 전기위원회는 심의 사항에 관해 사실상 의사결정권을 행사한

다고 할 수 있다.216) 전기사업법상의 전기사업은 발전사업 외에는 대부분 한국전력

공사의 사업(송전, 배전, 전기판매사업)으로서 전기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에 큰 영

향을 미치며 한국전력공사의 지배구조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규제기관이다.

라. 한국전력공사의 현재 지배구조

위에서 주로 상장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주주와 규제기관 측면에서 지배구조

를 살펴보았다. 한국전력공사는 다른 시장형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운영법

에 의해 사장을 비롯하여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두고 이사회를 운영하며, 상임

감사위원이 포함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상임이사는 상임감사위원 1명을

포함하여 총 6명이며, 비상임이사는 상임감사위원과 함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감사위원 2명을 포함하여 총 8명이다.

3. 발전 자회사

정부가 1999년부터 추진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의해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2001년 4월 2일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5개 화력발전 자회사와 한국수력원자력㈜가 설

립되었고, 한국전력공사는 6개 발전 자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단일 주주가 되

었다. 6개 발전 자회사는 공공기관운영법상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매년 한

국전력공사로부터 경영실적 평가를 받았다. 이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는 발전 자회

사의 경영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215) 2020년 5월 현재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위원장 1명(대학 교수), 상임위

원 1명(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겸직)을 포함한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상임위원(7명)은 전력거래소 이사장, 전기사업 관련 협회․공제조합 대표자, 대학 교수, 변

호사, 시민단체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출처: 전기위원회 홈페이지).

216) 전기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이므로 그 결정을 의결 형식으로 하더라도 법

적 구속력은 없다(박균성, 앞의 책, 925면). 2000년 전기사업법 개정 당시 전기위원회를 의결

기관으로 하지 않고 심의기관으로 한 이유는 의결기관으로 할 경우 에너지산업정책을 담당

하는 산업자원부와 충돌할 우려가 있고, 전기위원회가 독립 기관이 아닌 산업자원부 소속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위 법률개정안 입안 당시 관계자들은 전기

위원회의 결정이 실질적으로는 최종적인 결정으로 통용될 것으로 보았다고 한다(양원창,

“전기위원회 조직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82-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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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에 따르면 발전 자회사의 민영화가 예정되어 있었

으나, 2004년 6월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중단

하기로 결정하였고 이 결정에 따라 발전 자회사의 민영화 추진도 사실상 중단되었

다. 이후 2009년 정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여 한국개

발연구원(KDI)에 이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217) 2010년 7월 연구 결과가 발

표되었는데, 전력산업의 수직 재통합이 아닌 발전 자회사의 독립경영체계 구축을

담고 있었으며, 발전사업의 상당부분을 공기업 체계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

함되어 있었다.218) 이후 정부는 위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발전회사 간의 경쟁을 촉

진하고 자율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6개 발전 자회사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

하고 발전 자회사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력산업구조 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2010년 8월 24일 발표하였다.219)

이러한 정부 정책에 따라 6개 발전 자회사는 2011년 1월 24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었다. 그 결과 발전 자회사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

가 아닌 기획재정부로부터 경영실적 평가를 받게 되어, 한국전력공사는 발전 자회

사 경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 밖에도 2010

년 12월 29일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간 업무협력 지침」220)이 제정되어, 한

국전력공사는 원칙적으로 발전 자회사의 경영에 간섭하거나 자료 요구를 할 수 없

고,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발전 자회사는 시정을 요구하고 한전측이 이

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

5조). 다만 제정 당시 위 지침은 원전 수출, 해외 자원개발 사업 및 연구개발에 관

한 한국전력공사의 총괄기능을 인정하고(제7조),221) 해외사업 분야 과당경쟁을 지양

하기 위해 한전과 발전 자회사가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8조 제2항).

217) 한겨레, “전력산업 구조개편 원점 재검토”, 2009. 11. 3. <http://www.hani.co.kr>.

218) 전기신문, “구조개편 ‘KDI 대안’의 의미와 전망”, 2010. 7. 9. <http://www.electimes.co

m>.

219) 전기신문, “정책브리핑 1 - 발전회사 경영평가 주체 한전서 정부로”, 2010. 9. 8. <http:

//www.electimes.com>.

220)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43호.

221) 2016년 6월 정부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에 따라 에너지 공기업 기능 조

정 방안을 확정하였는데, 이는 한국전력에서 총괄하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발전 자회사로

이관하는 한편, 한국수력원자력도 독자적으로 원전 수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

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2016. 12. 1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227호로 「한국전

력공사와 발전자회사 간 업무협력 지침」이 개정되어,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발전 자회사로

이관되었고(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한 호주, 인도네시아 석탄 광산 지분이 화력발전

5개사로 이전되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원전 수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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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발전 자회사의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권한이 기획재정부로 넘어가고 발전 자

회사의 독립경영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면서,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에 대한 경영

간섭이 줄어들었고 공공 부문 내에서 발전 자회사의 위상이 상당히 올라간 것은 사

실이다. 다만 정례적으로 열리는 한전, 발전 자회사를 포함한 전력그룹사 사장단 회

의, 각 업무 분야별로 상당수 구성되어 있는 한전과 발전 자회사 간 실무협의체를

통해 일정 부분 협의․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전과 발전 자회사가 정부 정책

사업에 함께 투자한 사례도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발전 자회사의 경영권을 침해할

정도로 경영에 간섭해서는 안 되지만, 발전, 송․배전, 설계, 정비 등 많은 부분을

공기업이 맡고 있는 전력산업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 공공성을 추구하는 데에 필

요한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협력하는 일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수력원자력㈜를 제외한 화력발전 분야 5개 발전 자회사들은 위의 「한국전력

공사와 발전자회사 간 업무협력 지침」에 근거하여 발전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협력 및 업무 공조를 목적으로 발전공기업협력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발

전공기업협력본부 조직은 5개 발전 자회사의 파견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개

사가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1년간 발전공기업협력본부 운영을 주관하는 역할을 맡는

다. 정부가 2010년 8월 발표한 ‘전력산업구조 발전 방안’의 내용 중에는 6개 발전

자회사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규모의 경제에 의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전 연

료(석탄)의 공동 구매․운송, 발전설비 정비용 자재의 공유, 발전소 건설 인력 교

류222) 및 해외사업 및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협력을 추진하

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223)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5개 화력발전 자회사

가 공동으로 발전공기업협력본부를 구성한 것이다. 발전공기업협력본부는 5개 화력

발전 자회사로부터 제각기 파견된 인원으로 조직되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어려

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 내용이 유사하며 연원을 같이 하는 5개사의

공통 업무를 통일적으로 수행하고 협력․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5개 화력발

전 자회사 전체로 볼 때에는 효율적 운영에 상당 부분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담당 업무에 관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5개사 간 연락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222) 화력발전소 정비 분야의 인력 소요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지만, 화력발전소 건설의

경우 개별 발전회사별로 보면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만 인력 소요가

집중되고 건설 프로젝트가 없는 동안에는 건설담당 조직의 유휴 인력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

어서,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화력발전 자회사간 건설 분야 인력 교류가 필요하

였다.

223)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전력산업에 경쟁․효율․책임경영을 강화 – 한전․한수원․화

력발전5사 체제 유지, 발전회사 시장형공기업 지정 추진 -”, 2010.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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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의결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

향’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마련하여

2016년 6월 14일 발표하였다. 이는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공공성

이 낮은 분야를 민간에 개방하며, 비핵심사업을 정리하여 해당 분야 공공기관의 효

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6개 발전 자회사 등 에너지 분야 8개 공공

기관을 순차적으로 상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었다.224)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16년 12월 8일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5개 화력발전

자회사 중 당시 재무 실적이 가장 좋았던 한국남동발전㈜와 한국동서발전㈜를 2017

년중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5개 화력발전 자회사 등을

민영화할 목적으로 상장을 추진한 것은 아니었으며, 공공 소유 지분을 과반수로 유

지하는 정부․민간 혼합소유제를 채택하여 주주와 자본시장의 감시․감독에 의해

에너지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기획

재정부의 계획에 따라 한국남동발전㈜와 한국동서발전㈜는 신주 발행과 구주 매출

을 병행하여 상장 이후 총 발행주식의 30%에 상당하는 주식을 유가증권 시장에 상

장하는 방식으로225) 증시 상장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2017년 5월 정권 교체로 인해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 계획은 사실상 백지화되었다.226)

한국전력공사의 6개 발전 자회사는 많은 민간 발전회사와 함께 전력거래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성이 강한 시장형 공기업이다.227) 또한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자회사의

224) 공공기관 기능조정 주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한국남동발전㈜ 등 5개 화력발전 자회사

를 상장 대상 1그룹으로 분류하여 우선적으로 상장을 추진하고, 추정 시가총액 규모가 크지

않고 사업의 모기업 의존도가 높은 한전KDN㈜와 ㈜한국가스기술공사를 그 다음 순위인 2

그룹으로 분류하였으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근거한 「외국인 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

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42호, 2015. 7. 13.) 제5조에 의해 외국인이 투자할 수 없

는 업종에 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를 3그룹으로 하여 가장 후순위로 상장할 계획이었다.

225) 신주 발행을 통해 한국남동발전㈜와 한국동서발전㈜의 자본이 증가함으로써 부채비율

이 감소하고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고, 두 회사의 주주인 한국전력공사

입장에서도 소유한 주식의 일부를 매각함으로써(구주 매출) 신규자금을 확보하는 효과를 기

대할 수 있었다.

226)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화력발전 5개사의 주력사업인 석탄화력발전

사업의 성장성이 심각하게 저하됨으로 인한 화력발전 5개사 기업가치 하락에서도 한국남동

발전㈜, 한국동서발전㈜의 상장이 무산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27) 다만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전력거래 시장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전력거래소가 평가

하는 발전비용이 가장 낮은 기저(基底) 부하에 해당하는 원자력 발전 사업을 독점적으로 운

영하므로 상대적으로 시장성(市場性)이 약하며, 안전 문제로 인해 매우 강한 공공성을 띤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사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 권한을 행사하며, 한국수력원자력㈜ 지배구조

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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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실적과 전망에 따라 계속 변동되는 정산조정계수 제도에 의해 발전 자회사의

수익 규모가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민간기업처럼 회사의 경쟁력이 수익을 좌우한

다고 할 수는 없지만, 6개 발전 자회사는 철저히 독립채산제에 의해 운영되는 주식

회사형 공기업이다.

앞서 본대로 한국전력공사는 6개 발전 자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지만

주주권 행사 외에는 원칙적으로 같은 시장형 공기업인 발전 자회사 경영에 간섭할

수 없다(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간 업무협력 지침 제4조). 발전 자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역시 상법에 정해진 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별법에 해당

하는 공공기관운영법의 관련 조항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운영

법상 공기업에 해당하는 발전 자회사의 임원을 선임하려면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가

필요하지만(공공기관운영법 제27조), 최종적인 임명 권한은 사장과 감사․상임감사

위원의 경우 대통령, 비상임이사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상임이사의 경우 사장이

가지며(동법 제25조),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 후보자의 추천 역시 각 발전 자회사

의 임원추천위원회 심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기

획재정부장관의 제청(사장, 상임감사위원의 경우)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상법에 의하면 주주총

회 특별결의로써 얼마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지만(제385조 제1항), 공기업의 임원

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운영법이 정한 일정한 해임 사유를 요한다고 보아야

하고, 공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운영법에서 정한 임명권자가 해임 권한까지 가지며,

해임에 앞서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공공기관운영법 제27

조), 한국전력공사는 발전 자회사의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 절차에 관여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

4.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985년 설립되었으며 수도권 지역 난방 공급을 주력사업으로

한다. 당초에는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나 1991년 제정된 집단에너지사업법228)에 따

라 1992년 공사로 전환되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998년, 2007년 두 차례 상장을

추진하였으나, 지역 난방 수용가(需用家)인 수도권 주민들이 상장을 민영화 초기 단

계로 인식하고 열 요금 인상을 우려하여229) 반대하였기 때문에 상장은 무산되었

228) 법률 제4425호, 1991. 12. 14. 제정, 1992. 6. 15. 시행.

229) 실제로 2000년 안양․부천 지역의 한국전력공사 소유 열병합발전소 및 한국지역난방공

사 소유 열공급 설비(배관망)를 LG파워가 포함된 LG칼텍스 컨소시엄에 일괄 매각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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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30)

이후 정부는 2008년 10월 10일 확정된 ‘3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자

본 확충을 통한 투자 재원 마련 및 부채비율 축소, 그리고 주주의 감시․감독에 의

한 경영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다시 지역난방공사 상장을 추진하였다.

이번에는 지역 난방 수용가(需用家)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열어서, 민영화를 목적으로 상장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며 지역 난방 열 요금은 집

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요금 규제를 받기 때문에 사업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인 점231)을 설명하고, 유가증권시장 주식 매매 개시 이전에 동일인 주식 소유

제한 조항을 포함한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법률을 공포하기로 약속하여232) 상장에

대한 반대를 누그러뜨릴 수 있었다. 이후 다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동일인이 의

결권 있는 주식 발행 총수의 7%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

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

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법률이 2010년 1월 18일 법률 제

9933호로 공포되었다.233) 이에 따라 지역난방공사는 정관으로 동일인의 주식 소유

제한 비율을 의결권 있는 주식 발행총수의 3%로 정하였다. 2010년 1월 29일 지역

난방공사는 상장 후 발행주식총수의 25%에 상당하는 2,895,000주의 신주에 대한 주

주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성공하였다.

안양, 부천 지역 난방 사업자 LG파워는 2001년 4월부터 지역 난방 요금을 23.5% 인상한다

고 발표하여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다. 이후 LG파워는 23.5% 요금 인상 방침을 철회하

였고 산업자원부는 지역 난방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한국경제, “LG파워, 지

역난방요금 인상 유보”, 2001. 5. 4. <https://news.naver.com>).

230) 상장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법원에 주식 상장 및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한국거

래소가 상장 심사 유보 처분을 하였다.

231) 당시 「지역냉난방 열요금 상한 지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6-82호, 2006. 8. 1.)에 의

하면 지역 난방 열 요금의 상한이 정해져 있었고, 지역 난방 사업자가 열 요금을 변경할 경

우 신고 의무가 있었다. 현행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산업통상자원

부고시 제2020-56호, 2020. 4. 22.)에도 여전히 이러한 취지의 규정이 있다.

232) 지역난방공사는 당시 정부측과 협의하여 이러한 내용을 문서로 확약하기까지 하였다

(박한준․허경선, 앞의 책, 103면).

233) 지역난방공사측은 2009년 5월 상장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6월 한국거래

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으나, 상장의 전제인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 지연으로

인해 상장예비심사 승인 유효기간(상장예비심사 승인일로부터 6개월)이 만료하게 되어, 일단

공모를 철회하여 상장을 연기하였다. 이후 2009년 11월 다시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였고, 법

안이 2009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 수요 예측, 청약 등 상장 절차를 진행

하여, 2010년 1월 29일 드디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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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 상장 전후 지역난방공사의 주주 변동

(단위: 株, %)

구분
상장 전 상장 직후 2019년말

주식 수 비율 주식 수 비율 주식 수 비율

정부 4,000,000 46.1 4,000,000 34.5 4,000,000 34.5

한국전력공사 2,264,068 26.1 2,264,068 19.6 2,264,068 19.6

에너지관리공단* 1,219,676 14.0 1,219,676 10.5 1,219,676 10.5

서울특별시 1,200,000 13.8 1,200,000 10.4 1,200,000 10.4

우리사주조합 - - 579,000 5.0 476,483 4.1

일반 주주 - - 2,316,000 20.0 2,418,517 20.9

발행주식총수 8,683,744 100.0 11,578,744 100.0 11,578,744 100.0

* 2015년 7월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음

신주를 발행하여 상장하였으므로 기존 주주가 소유한 주식 수는 바뀌지 않고 공

모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한 일반 주주가 지역난방공사 지배구조에 등장하였다.234)

재무 실적과 주가에 이해관계를 갖는 일반 주주의 감시․감독 및 강화된 공시 의

무235)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려는 상장의 목적이 전혀 실현되지 않았

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아래의 < 표 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어도 재무적 측면

에서는 성과가 개선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다만 상장 이후 적자를 기록한 2011년과

2019년을 제외하면 순이익의 주주 환원 수준을 의미하는 배당성향은 크게 높아졌

다.

< 표 8 > 지역난방공사 재무 실적 추이

(단위: 백만원, %)

234) 집단에너지사업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역난

방공사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하며, 그 외 일반인이 소유한 주식의 비중은 전체 주식

수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다(제32조 제2항).

235) 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공시(증권신고서 등 발행시장 공시, 주요사항보고서

등 유통시장 공시) 및 한국거래소 공시 등 공시 의무가 한층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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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9 2010 2011 2013 2015 2017 2019

자본총액 869,834 1,089,043 1,380,337 1,600,531 1,721,654 1,829,733 1,529,394

순이익 149,646 95,845 -7,725 115,759 115,819 69,878 -25,580

ROE* 17.20 8.80 - 7.23 6.73 3.82 -

주가 - 67,556 68,149 90,508 57,600 73,000 47,300

이익배당금 3,691 14,473 4,053 34,620 41,915 32,652 -

배당성향 2.47 15.1 - 29.9 36.2 46.7 -

* 자기자본이익률(순이익/자본총액)

2007년 공공기관운영법이 제정되면서 지역난방공사도 동법의 적용을 받아왔고,

증시에 상장하였다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지역난방공사는 2009

년까지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으

므로 감사위원회를 두지 않고 1인의 감사가 있었으나, 2010년 1월 29일 증시 상장

과 동시에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면서 이후 감사위원회를 두게 되었다.236) 새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공기업에 감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감사의 임기가 종

료된 후에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한다는 공공기관운영법 규정(제2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당시 재직중이었던 감사의 임기가 만료된 후인 2011년 3월 상임감사위원을 선

임하고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현재 지역난방공사의 임원은 사장, 상임감사위원

1인을 포함한 상임이사 4인, 비상임이사 6명이며, 감사위원회는 상임감사위원과 비

상임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5.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의 건설과 관리를 목적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법237)에 근거하여 정부가 1998년까지 인천국제공항 건설 사업에 투자한 국고 출연

236) 2009년 12월 29일 법률 제9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시장형 공

기업만 감사위원회를 필수적으로 두어야 하고 준시장형 공기업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당

시 준시장형 공기업이었던 지역난방공사는 감사위원회를 두지 않고 감사를 두었다. 그런데

2009년 12월 29일 법률 제9829호로 개정된 공공기관운영법 제20조 제2항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준시장형 공기업도 감사위원회를 필수적으로 두도록 하였고(지역난방공사

2009년말 자산 총액: 약 2조9천억원), 더욱이 2010년 1월 29일 기획재정부는 2010년도 공공

기관을 지정하면서 같은 날 상장된 지역난방공사를 시장형 공기업으로 바꾸어 지정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난방공사도 이후 감사위원회를 두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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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조6천768억원을 전액 자본금으로 전환하여 1999년 2월 1일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민영화가 예정되어 있었다. 즉 인천국제공항 준공 시점에

자산 재평가를 한 뒤 2001년 개항(開港) 전까지 총 주식의 30%를 민간에 매각하고

2002년까지 총 51% 이상의 지분을 민간이 소유하도록 할 계획이었다.238) 이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설립과 동시에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

률」(약칭: 공기업구조개선법)을 개정하여239)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동법의 적용 대상

으로 추가함으로써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민영화를 준비하도록 하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설립 이후 정부는 당초 민영화 방침에 따라 51% 지분을 단계

적으로 매각할 것을 추진하였으나, 2단계 건설 사업 착수240) 등으로 인해 아직 매각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2002년 11월에 지분 매각을 보류하였다. 이후

2008년 8월 이명박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49%를 매각하는 내용이 포함된

‘1차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분 매각 후에

도 인천국제공항 운영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가 51% 지분

을 계속 보유하고 외국인 소유 총 주식을 전체의 30%로 제한하며 개별 항공사의

지분비율도 제한하는 한편, 공공성이 강한 핵심 자산인 에어사이드(airside)241) 소유

권을 국가가 환수한 후 그 시설 관리권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출자하는 등의 내용

이 담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항공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

하였다.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 매각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되어 인천국제공항공

사 지분 매각 계획은 사실상 백지화되었다.

설립 당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배구조는 공기업구조개선법에 따라 정해졌다.242)

237) 법률 제5689호, 1999. 1. 26. 제정, 1999. 2. 1. 시행.

238) 연합뉴스, “주식회사형 인천국제공항공사 출범”, 1999. 1. 30. <https://news.naver.co

m>.

239) 법률 제5689호, 1999. 1. 26. 개정, 1999. 2. 1. 시행.

240)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행기 계류장이 예상보다 일찍 포화상태에 이름에 따라 인천국제

공항공사는 활주로, 계류장, 탑승동 등을 추가로 건설하는 2단계 건설 사업을 2002년 하반기

에 착공하였다(매일경제, “(동북아 허브공항) 인천공항 2단계 대역사 착착”, 2003. 1. 2. <htt

ps://www.mk.co.kr>).

241) 공항의 에어사이드(airside)는 항공기의 출발과 도착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하며, 랜드

사이드(landside)는 에어사이드로 접근하기 위한 지역이다. 즉 에어사이드는 출입국 심사 지

역,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관제탑 등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된 지역이며 그 외에 일반인이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랜드사이드이다(인천일보, “공항돋보기-공항과 에어사이

드”, 2005. 4. 29. <http://www.incheonilbo.com>).

242) 당시의 구(舊)공기업구조개선법(법률 제5689호)에 의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서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적용되지 않았으며(제3조 제2항), 공기업구조개선법이 정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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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책임경영을 위해 주주총회가 공식적으로는 주무부처 등 정부 부처의 관여 없이

사장을 포함한 모든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비상임이사 인원수를 이사 전체 정수

의 50% 이상으로 하여 경영진을 견제하도록 하였으며, 사장이 상임이사 후보를 추

천할 경우 이사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한편, 사장추천위원회 민간위원을 이사회

가 위촉하도록 하였다.

2007년 공공기관운영법이 제정되면서243) 공공기관에 대하여 동법을 우선하여 적

용하도록 한 동법 제2조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배구조는 공기업구조개선법

이 아닌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며, 사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청하는 인사를 주주총회 의결을 거

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상임이사는 현재 총 5명인데 사

장이 그 중 4명을 임명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

임감사위원인 상임이사가 1명이다. 상임감사위원과 비상임이사 2인은 감사위원회를

구성한다. 비상임이사 정수는 감사위원 2인을 포함하여 총 7명이다.

6. 한전KPS㈜

한전KPS㈜는 수력․화력․원자력 발전소, 송․변전 설비 등 전력설비 정비 전문

회사로서 매출에서 계열회사 간 거래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원래 한국전력공

사가 한전KPS㈜ 발행 주식의 100%를 소유하였으나, 2007년 12월 유가증권시장 상

장 때부터 한국전력공사는 소유 주식을 단계적으로 매각하여 현재는 51%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향후 민영화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2007년 7월 30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공기업 상장 추진 방안’을 논

의한 결과 한전KPS㈜ 등 3개 공기업을 상장하기로 하였다.244) 이에 따라 한전KPS

㈜는 한국전력공사 소유 주식 중 20%를 매각하는 구주 매출(舊株 賣出) 방식으로

2007년 12월 14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다. 2007년 3개 기관의 상장을 추진할

당시에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펀드 투자가 활성화되어 증권시장의 주

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법의 주식회사 규정이 적용된다(제3조 제1항, 제3항).

243) 법률 제8258호, 2007. 1. 19. 제정, 2007. 4. 1. 시행.

244) 경향비즈, “공기업 1~2개 추가상장 검토…지역난방공사 등 3곳은 확정”, 2007. 7. 30.

<http://biz.khan.co.kr>. 당시 한전KPS㈜ 외에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기은캐피탈이 상장 추

진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이들 두 회사의 상장은 무산되었다. 다만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08년 10월 10일 확정된 ‘3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의해 다시 상장을 추진한 끝에 2010년 1월 29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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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매수 수요가 컸으나, 당시 기업체들이 보유한 자금에 여유가 있었고 또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든 상황이어서, 이러한 수급 불균형을 해소

하여 증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량 공기업의 상장이 추진되었던 것이

다.245) 즉 당시의 정책은 민영화를 통한 공기업 경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

은 아니었으며, 경영권에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었다. 한

전KPS㈜ 상장 직후 한국전력공사의 지분비율은 80%로 감소했으며, 우리사주조합

이 3.92%, 일반 주주가 16.08%에 상당하는 주식을 취득하였다. 이후 이명박 정부의

‘3차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 및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 감축 계획’에 따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한 주식을 추가로 매각한 결과 2020년

3월말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지분비율은 51%까지 떨어졌다.

한전KPS㈜가 상장으로 인해 달라진 점은 주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주가가 하

락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므로 재무 성과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는 점이다. 이는

기업성이 한층 강화되었다는 의미이며, 이로 인해 수익을 증대하고 비용을 절감하

기 위한 경영 효율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상장 이후 한전KPS㈜의 재무 실적 추

이를 아래 < 표 9 >에서 보면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도 순이

익은 상장 당시인 2007년의 2.4배에 달한다. 유틸리티 공기업의 경우 상장이 되면

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 공공성과 기업성이 상충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한국

전력공사와 발전 자회사를 주 고객으로 하여 전력설비의 정비를 주력사업으로 하는

한전KPS㈜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공요금 규제를 받는 기업이 아니어서,

상장으로 인해 공공성과 기업성이 상충되는 문제도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한전

KPS㈜와 같이 공공요금 규제 대상이 아니고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의 경우 경영권

을 유지하면서 상장을 통해 민간 주주를 유치하는 일은 부정적인 효과는 거의 없으

며 바람직하다고 본다.

< 표 9 > 한전KPS㈜ 재무 실적 추이

(단위: 억원, %)

245) 박한준․허경선, 앞의 책, 1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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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5년
2007년
(상장) 2009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매출액 5,451.9 6,814.0 8,052.4 9,255.0 11,258.0 11,797.1 12,367.8 12,469.5

자본총액(A) 2,939.6 3,731.2 4,706.3 4,941.5 6,220.6 7,862.6 9,050.7 10,634.2

순이익(B) 307.3 637.7 963.5 1,046.6 1,520.4 1,699.4 1,359.6 1,533.3

ROE(B/A) 10.5 17.1 20.5 21.2 24.4 21.6 15.0 14.4

배당금(C) 154.0 315.0 481.5 729.0 684.0 760.5 661.5 864.0

배당성향(C/B) 50.1 49.4 50.0 69.7 45.0 44.8 48.7 56.3

한전KPS㈜는 2007년 제정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

었다가 2017년 1월 25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되었는데, 공공기관운영법이 공

공기관운영위원회 외에는 기타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2017년 1월 25일 이전까지는 한전KPS㈜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상법의

주식회사 규정이 적용되었다. 다만 기타 공공기관이었던 기간 동안 상장 전후로 달

라진 점이 있다면, 상장 이전에는 임원을 선임할 때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 결의

부터 임원 선임 주주총회 결의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면, 상장 이후에는 이사

회 결의 이후 임원 후보자가 변경되기도 하고 주주총회에서 임원 선임 안건이 부결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246)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기 직전인 2016년말 한전KPS㈜의 이사진은 사장(대

표이사) 1명, 상임이사(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2명, 비상임이사(기타비상무이사) 2

명247)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당시 상법248)의 상장회사 특례 규정(제542조의8 제1항)

에 의하면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인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의 사

외이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한전KPS㈜ 역시 전체 이

사 정수(8명)의 4분의 1인 2명의 사외이사를 두었던 것이다. 기타 공공기관이었던

기간 동안 한전KPS㈜의 감사 역시 상법에 따라 선임되었으므로, 의결권 없는 주식

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3%를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

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 선임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상법 제409

조 제2항).249)

246) 위의 책 147면; 연합뉴스, “한전KPS, 김중식 사내이사 신규 선임”, 2014. 5. 30. <https:

//news.naver.com>.

247)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 한국전력공사 기획본부장.

248) 법률 제13523호, 2015. 12. 1. 개정, 시행 2016.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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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25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한전KPS㈜의 지배구조에

대해 공공기관운영법이 적용되어 임원 선임 절차가 동법에 따라 변경되었다. 현재

임원진을 보면 사장 1명, 감사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5명으로서 기타 공공

기관이던 때에 비해 이사가 1명 늘었다.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기업의 감사250)의 경우에는 동법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설립근거법 등에 의해 상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주식회사형 공기업이라면 임원을 선임할 때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까지 거치도

록 공공기관운영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제27조) 대통령이 감사를 임명하기 전에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야 하고, 이 때 주식회사인 기타 공공기관과 마찬가지

로 감사 선임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제409조 제2항이 적용된

다고 보아야 한다. 이로 인해 특히 일반 주주가 상당한 비율의 주식을 소유한 상장

공기업의 경우 감사 선임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

제4장 주식회사형 공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1절 임원 선임 제도 개선

1. 공기업 임원 선임 제도의 연혁

가. 1973년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제정

1973년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정부가 출자하여 설립한 정부투자

249) 한전KPS㈜와 마찬가지로 기타 공공기관에 속했다가 2017년 1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한국전력기술㈜의 경우 2009년에 상장되었는데, 2014년 6월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를

감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임시 주주총회에 상정하였다가 부결된 일이 있다(연합뉴스, “한전

기술, 경찰 출신 감사 선임안 부결”, 2014. 6. 10. <https://news.naver.com>).

250)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상으로는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필수적으로 감사 대신에 감사위원

회를 두어야 하며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준시장형 공기업도 이와 같으므로(제20조

제2항),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의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임의기관인 감사위원회를 두지 않은

경우에만 감사를 선임하게 된다. 다만 2009년 12월 29일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전까지는 시

장형 공기업만 감사위원회를 필수적으로 두도록 정하고 있었으므로, 자산 규모에 관계 없이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임의기관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감사를 선임할 수 있었

다. 한전KPS㈜는 현재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인 준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하므로 현행 공공기

관운영법에 의할 때 감사위원회를 필수적으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감사 1인만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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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지배구조는 기관별 설립근거법에 의하여 정해졌으며, 정부투자기관의 지배

구조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은 없었다. 정부투자기관별로 해당 주무부처가 전

반적인 통제 권한을 행사했다. 다만 1962년에 정부가 50% 이상 자본을 출자한 정부

투자기관의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기는 하였으나, 동법은 위의 사항에 한하여 경제기획원, 재무부가

해당 주무부처와 함께 정부투자기관 운영에 관여하도록 했을 뿐, 정부투자기관의

임원 임면 등 경영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전혀 정한 바가 없었다.

1973년에 이르러 정부가 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정부투자기관)를 적

용 대상으로 하여,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이 정하는 사항 외에 임원 선임 등 지배

구조를 정한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이 당시 재무부 주도로 제정되었다. 동법은 정부투

자기관의 사장(또는 이사장), 부사장(또는 전무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 선임에 관

한 사항 및 감사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동법은 임원 선임에 관해서는

주무부처 장관으로 하여금 기관장에 대한 임면 제청권 및 다른 임원들 모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251)

나. 1983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정

1983년에 정부투자기관의 예산․결산, 회계를 규율하던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과 정부투자기관의 지배구조와 물품 관리 등을 규율하던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이 모

두 폐지되는 동시에, 이들 두 법률의 규율 대상을 모두 포괄하는 내용의 정부투자

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과거에는 주무부처가 중심이 되어 사전적이고 직접

적으로 정부투자기관 운영을 통제하였던 반면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은 예산

운영과 경영목표 실행의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관리 방식을

사전적․직접적 통제 방식에서 자율경영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는 사후적

통제 방식으로 바꾸었다. 이 때부터 정부투자기관 자율책임경영 원칙이 등장한 것

이다.

정부투자기관이 자율적인 경영을 하려면 자체 의사결정 기구가 필수적으로 있어

야 하기 때문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은 사장, 이사장 및 이사들로써 이사회를

구성하여 기관의 중요 의사결정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였다. 이사장과 이사를 비상

251) 정부투자기관의 사장 또는 이사장의 경우 주무부(主務部)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하고(舊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제6조 제1항), 부사장과 이사는 사장의 제청으로 주

무부장관이 임면하도록 하였다(동법 제6조 제2항). 감사의 경우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주무

부장관이 임면하도록 하였다(동법 제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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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으로 하여 집행조직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고, 이사장으로 하여금 이사회를 소집

하고 진행하는 이사회 의장직을 맡도록 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였다.252)

사장은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한편, 해당 기관을 대표하고 집

행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투자

기관의 경영조직이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이사회와 집행을 담당하는 사장 이하 운영

조직으로 이원화되었다.253)

다. 1997년 공기업구조개선법 제정

김영상 정부는 1996년 11월 ‘공기업의 경영 효율화 및 민영화 방안’을 발표하였

다. 이는 재벌 기업 경제력 집중을 이유로 1993년 수립한 제4차 공기업 민영화 계

획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공기업의 경영 합리화,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배구조를 개

혁하는 방안을 담고 있었다. 또한 대규모 공기업으로서 기업성이 강하고 이미 경쟁

환경에 놓여 있거나 향후 경쟁 체제로 전환될 것이 예상되는 한국담배인삼공사, 한

국가스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 등 4개사에 대해서는 전문경영

인에 의한 자율책임경영을 통해 우선 경영 효율화를 기하면서, 경제력 집중의 문제

를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공기업의 경영 효율화 및 민영화 방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97년 공기업구조개선법이 제정되었다. 동법의 임원 선임에 관한 주요 내용을 보

면, 사장의 자격 조건254)을 정하는 한편 비상임이사와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사장 후보를 추천하면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여, 전문경영인

이 사장으로 선임되도록 하였다. 사장 선임과 동시에 주주총회가 경영계약안을 승

인하면, 이후 비상임이사들이 그 이행 여부를 평가하여 실적이 미진한 경우에는 주

주총회에 사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책임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상임이사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였으며, 사장은 이사회의 동의

를 얻어 상임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의 관여를 배제한 채 주주 또는 주주협의회가 추천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여, 주주의 이익과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가 선임되도록 하였다. 이처럼 사장과 이

252) 안용식․박종두, “정부투자기관의 이사회 운영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집」 제16집,

연세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1985, 86면.

253) 윤태범, “우리나라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쟁점과 개선방안: 이사회를 중심으로”, 「서울

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서울행정학회, 2016, 86면.

254)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 또는 경영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

(공기업구조개선법 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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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선임에 있어서 최소한 공식적으로는 주무부처 등 정부측이 관여하지 않고 자

율적으로 선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라. 1999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정

1997년 제정된 공기업구조개선법이 채택하였던 자율책임경영 강화를 통한 경영

효율성 개선의 방향을 따라서, 1999년 2월 외환 위기로 인한 경제난의 와중에서 공

기업 경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정법률

이 시행되었다.255) 동 개정법률은 정부이사 제도를 폐지하는 등 정부투자기관의 지

배구조에서 정부의 역할과 영향력을 축소하고 이사회의 권한을 확대하며 경영에 대

한 임원의 책임을 강화하여 자율책임경영을 실현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1999년 2월 공포․시행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정법률의 임원 선임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99년 2월 개정법률은 정부 특히 주무부처의 정부투자

기관 임원 선임에 대한 권한을 축소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자율성과 경영감독 기능

을 강화하였다. 과거 정부투자기관의 이사회는 정부이사 2명256)과 사장 및 7인 이하

비상임이사257)로 구성되었다. 1999년 2월 개정법률은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이사 제도를 폐지하고 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정수를 15인 이내로 늘리는

한편, 이사진으로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모두 선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 비상임이사

의 경영진 견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가 전체 이사

정수의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종전의 법률은 사장의 경우 주무부(主務

部)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 이사의 경우 사장의 제청으로 주무부 장관

이 임면하며, 감사의 경우 재정경제원장과 협의하여 주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

령이 임면하도록 하였으나, 1999년 개정법률은 임원 선임에 있어서 정부측 특히 주

무부처의 권한을 줄이고 기관의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즉 공기업구조개선법상의 사

장추천위원회 제도를 채택하여 비상임이사와 이사회에서 선정한 민간위원으로 구성

된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사장 후보를 선정하여 추천하면 주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

통령이 임면하도록 하였다. 비상임이사의 경우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

쳐 주무부 장관이 아닌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이 임면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255) 김준기, 앞의 책, 130면.

256) 해당 정부투자기관 소관 주무부처의 관계주무실․국장,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회

간사(예산청 소속 3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257) 1999년 2월 5일 법률 제5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은 상임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나(제11조 제2항), 동법 시행령은 사장 외의 이사는 모두 비상임이사로

하도록 규정하였다(제12조 제1항).



- 87 -

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인사가 선임되도록 하였다. 감사의 경우에도 경영 활동에

대한 실효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

쳐 주무부 장관이 아닌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하

였다.

< 표 10 > 1999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정 전․후 임원 선임 제도 비교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사장 선임
주무부 장관 제청 →

대통령 임면

사장추천위원회 추천 → 주무부

장관 제청 → 대통령 임면

이사회 구성 사장 포함 10인 이내 이사 사장 포함 15인 이내 이사

이사 전원 비상임이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과반수)

정부(政府) 이사 2인(당연직) 폐지

이사 선임
사장 제청 → 주무부 장관 임면

(당연직 정부 이사 제외)

상임이사: 사장 제청 → 주무부 장관

임면, 비상임이사: 사장 제청 →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의결 →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 임면

감사 선임
주무부 장관 제청 → 대통령

임면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의결 →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 제청 →

대통령 임면

마. 2003년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정

2003년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정부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인 13개 정부투자기관258)에 대해서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통일

적으로 적용되었으나, 정부가 50% 미만을 출자하고 최대 지분을 보유한 기관을 일

컫는 이른바 ‘정부출자기관’에 대해서는 개별적 설립근거법에 근거하여 주무부처가

관리․감독을 하였다. 그러다가 2003년 12월 31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

되어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들 정부출자기관 대부분은 동법의 적용

대상인 정부산하기관259)에 편입되었다.

258)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

사, 한국조폐공사, 대한무역투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기반공사, 대한석

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259)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상 정부산하기관에는 ①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이 연간 50억

원 이상인 기관․단체, ② 정부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하여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

관․단체, ③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과 보조금의 합계가 연간 총수입의 50% 이상이고 연

간 5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가 포함되었다(2003. 12. 31. 법률 제7057호로 제정된 정부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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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제정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임원 선임 관련 내용을 보면, 정부산하

기관별로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기관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산하기관의 기관

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였다. 다만 개별적인 선임 절차는 정부산하기관별로 설립

근거법 등에서 이미 정하고 있어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서는 이에 관해 규정

하지 않았다.

바. 2007년 공공기관운영법 제정

2005년에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학계와 공동으로 연구하여 공공기관 운영시스템 혁신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후속 조치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기관운

영법) 제정안이 2006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7년 1월 공포되었다. 이와

동시에 종전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은 폐지되었다.

과거에는 정부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정부투자기관’은 정부투자기관관

리기본법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는 한편, 정부가 자본금의 50% 미만을 출자하였으나

최대 지분을 보유한 이른바 ‘정부출자기관’의 경우 개별 설립근거법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였다. 그 외에 민영화가 예정된 주식회사형 공기업의 경우 공기업구조개선법

이 적용되어 정부가 그 임원 선임 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주주총회에서 자율적

으로 임원을 선출하였다. 이와 같이 적용 법률에 따라 공기업의 임원 선임 절차가

제각각 달랐으나, 2007년 공공기관운영법 제정에 의하여 공통된 절차에 따라서 공

기업 임원을 선임하게 되었다.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한 공기업 임원 선임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사

장의 경우 해당 공기업의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후보를 정한 다음 주무부처 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공기관운영법 제25조 제1항). 감사와 상임감사위원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임

명을 제청한다는 것 외에는 사장 선임 절차와 같다(동법 제25조 제2항 단서, 제4

항). 상임이사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 없이 사장이 바로 임명하며(동법

제25조 제2항 본문),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

의․의결을 거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동법 제25조 제3항). 그리고 이에 더

하여 주식회사형 공기업의 경우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의 임원 선임 결의를 요한다

(공공기관운영법 제27조, 상법 제382조 제1항).

기관관리기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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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 선임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및 경영진 안정성 제고 필요성

공기업을 감독하는 해당 주무부처와 공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는 기획재정

부의 감독 권한 중에서 공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권한은 임원 선임에

관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주무부처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임원 임명 또는 임

명 제청 권한 행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이른바 ‘낙하산 인사’ 즉 정치적 고

려에 의한 임원 선임의 문제이다.260) 낙하산 인사는 조직 내 비효율의 심화, 생산성

저하의 원인이 된다.261)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 공기업을 동원한 무리한 국책 사업

추진, 자원 개발 등 해외투자 실패로 인해 해당 공기업의 부채가 급증하고 막대한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여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게 된 것은 정치적으로 임명된 경

영진의 의사결정에 의해 경제성이 부족한 정책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한 데에서 기

인하는 측면이 크다. 공기업이 부적절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에 휘둘리지 않고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공정한 절차에 의해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인사가 공기업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인사체계를 만드는 것이 공기업 임원 선임 제도의 이상이다.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역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사회가 객관적이고 독립적

인 경영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사를 선임해야 하며, 소유권

주체가 부여한 목표에 배치되는 정치적 개입을 배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262)

상장 공기업을 포함한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기업성이 강하므로, 정부 지원 예산

위주로 운영되는 준정부기관 또는 자체 수입이 전체 지출에 충당하기에 모자라는

다른 공사형 공기업과 달리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며, 경영진이 투자 결정 등 사업에

관한 재무적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일이 많다. 따라서 충분한 경험과 지식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경솔한 경영상 의사결정이 해당 공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효

과는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장과 함께 공기업

260) ‘낙하산 인사’를 외부 압력에 의한 하향식 비전문가 외부 충원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이명석, “정부투자기관 임원의 충원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제31권

제3호, 1997, 306면).

261) 박천오․김상묵, “정부산하단체 임원의 공통 직무수행역량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

사회와 행정연구」 제15권 제1호, 서울행정학회, 2004, 2면.

26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2015 개정판(OECD Guide-

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2015 Edition)」(번역본), 2015,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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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이라고 할 수 있는 상임이사 전원 또는 상당수가 한꺼번에 임기 만료 등으로

인해 교체되는 사례가 자주 있어서 이로 인해 경영의 안정성과 일관성이 저해될 우

려가 있다. 경영의 계속성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3. 공기업 임원 임기 제도 개선

가. 공기업 임원의 임기 보장 및 연임 활성화

대통령은 인사권 행사를 통해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의 뜻에 따르는 사람들을 끊

임없이 확보해야 민주화된 체제 하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임명의 비중을 확대하려는 유인이 있다.263) 정치적 임명의 대상은 공무원에 국한되

지 않고 대통령이 공식적인 임명 권한을 갖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감사(또는 상임감

사위원)를 비롯하여 그 선임 과정에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직을 포함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정권 교체 시에 신정부와 국

정 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들을 공공기관 임원으로 선임함으로써 대통령의 권력을 확

립하고 국정을 일사불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前) 정권에서 임명된 공

공기관 기관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사임을 종용하는 일이 많았다.264) 그러나 대통령

이 임명하는 공기업 사장을 비롯한 상임 임원으로 하여금 진정한 공기업 ‘경영자’가

되어 일하도록 하려면, 정권이 교체되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과거 정부가

임명한 공기업 사장과 임원의 임기를 존중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공기업 경영진이

중장기적 시각으로 경영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고, 외부의 정치적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현재는 공기업의 상임 임원이 연임하는 사례가 매우 드물지만 성과 평가를

통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임원의 경우 연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는 1년

263) 김병섭․박상희,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적 임명에 관한 연구: 법제도 및 대통령의 영향

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44권 제2호, 2010, 94면(대통령은 정치적 목적․목표 달

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인사, 조직, 예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민주화된 정치체

제일수록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어서, 조직에 권한 행사는 집단적 저항에 부

딪치기 쉽고 예산에 관한 권한 행사는 경직성 경비, 국회의 예산 통제에 의해 제한되므로,

인사에 관한 권한이 리더십 확보․유지를 위해 중요하다고 한다).

264)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청와대 지시에 따라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일괄 사표 제출을 압박하고, 이에 불응한 한국환경공단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에

착수하여 2018년 3월 결국 물러나게 한 혐의로(직권 남용) 2019년 4월 김은경 전 환경부 장

관이 기소되기도 하였다(머니투데이, “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신미숙 기소”, 2019.

4. 25. <https://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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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로 연임하도록 되어 있지만(공공기관운영법 제28조 제2항), 연임에 성공한 임원

으로 하여금 장기적 관점에서 경영을 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 조항을 개정하

여 연임 임기도 원래 임기와 동일하게 기관장 3년, 이사․감사 2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시차임기제

(1) 시차임기제의 의의 및 목적

시차임기제(staggering term system)란 이사의 임기를 다르게 하여 매년 전체 이

사 가운데 일부만 선임하는 것을 말한다. 시차임기제는 원래 다수의 이사가 한꺼번

에 바뀌지 않도록 함으로써 경영의 계속성․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만,265)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항하여 회사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우

리나라의 경우 이사 해임 사유를 제한하지 않아서(상법 제385조 제1항 본문) 임기

에 관계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 정족수만 충족하면 대주주의 의사대로 이사를 해임

할 수 있지만,266)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이사를 해임

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어서267) 시차임기제를 채택할 경우 경영권 방

어 수단으로서 효용성이 있다.268) 그러나 실제를 보면 미국의 경우 시차임기제를 채

택한 S&P 100 기업의 수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는 S&P 100 기업의 경우

규모가 매우 크고269) 주식이 분산되어 있어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 시차임기제룰 채

택할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270) 반면에 실리콘 밸리(Silicon Valley) 기업의

265) 정동윤(편집대표), 앞의 책, 제3편 제4장 제3절 212면.

266) 상법 제385조 제1항 본문 규정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주식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정관으로 이와 달리 정할 수 없다(이철송, 앞의

책, 674면; 정준우, “이사의 선임․해임에 관한 쟁점사항 검토”,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제

20집 제2호, 2017, 208면).

267) 예를 들어 미국 델라웨어주(州) 상법은 회사가 시차임기제를 채택한 경우 등에는 정관

에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사유(cause)가 있을 때에만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한다

(Delaware Corporation Law §141 k).

268) 김태진․이동건, “미국 법제하에서의 적대적 M&A 방어방법의 한국 법제하에서의 활

용 가능성”, 「증권법연구」 제8권 제2호, 한국증권법학회, 2007, 326면.

269) 미국 주식시장 S&P 500 지수(Standard & Poor’s 500 index) 대상 기업 중에서 산업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정한 우량한(well established) 100대 기업(S&P 100)의 시가총액은 S&P

500 시가총액의 57% 이상을 차지한다.

270) David A. Bell, Corporate Governance P ractices and Trends 2016 P roxy Season,

Fenwick & West LLP, 2016, p. 32(S&P 100 기업 중 시차임기제를 채택한 기업의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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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오래되지 않아 경영권의 안정이 필요하여, 시차임기

제를 도입한 기업이 많다.271) 우리나라와 같이 이사 해임에 사유를 요하지 않으면,

주식을 매집하여 대주주가 된 자가 이사 임기 만료 전이라도 이사를 바꾸어 경영권

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서 시차임기제의 의미가 반감된다.

(2) 주식회사형 공기업과 시차임기제

우리나라에 있어 KT&G 사례27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영화된 공기업이 경영권

분쟁을 겪은 사례는 있지만, 상장 공기업은 정부측 소유 지분을 감안하면 적대적

인수합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공기업이

시차임기제를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대로 기업

성이 강하고 경영진의 적정한 투자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한 주식회사형 공기업에

있어서는 시차임기제를 통하여 시차임기제의 원래 목적인 경영의 연속성을 기할 필

요성은 크다. 이 점을 고려하면 주식회사형 공기업의 경우 임원 선임 절차의 효율

성을 위해 여러 명의 임원을 한꺼번에 선임하기보다는, 시차임기제를 채택하여 경

영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기업구조개선법은 민영화 대상 공기업273)의 비상임이사에 대해 시차임기제를

채택하여, 매년 그 정수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수가 선임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

정한다(동법 제5조 제4항).274) 그러나 공기업 일반에 적용되는 공공기관운영법에는

2004년 40%를 넘었으나 2016년 4%로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271) 박현성, “KERI Brief - 혁신기업과 기업지배구조 트렌드 -”, 한국경제연구원, 2017, 4

면(실리콘 밸리의 과학․기술 기반 기업 중 매출액 기준 150대 기업 중에서 시차임기제를

도입한 기업의 비율은 꾸준히 40%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272) KT&G(주식회사 케이티앤지)는 2002년 민영화되면서 소유가 분산되었기 때문에, 2006

년에 헤지펀드 칼-아이칸의 적대적 인수합병 공격을 받은 일이 있다.

273)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3개사.

274) 이 조항은 공기업구조개선법 제정 당시부터 동법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던 조항으로

서, 이 조항의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1997년 제정 당시의 법률안이나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

자료와 보고서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공기업구조개선법의 적용 대상인 민영화 예정 공기업

의 경우 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전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므로, 정부 지분을 단계적으로

줄여 가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가 있을 수 있지만(법률 제5379호 공기

업구조개선법 제정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정부 등 소유 지분이 7% 수준이 될 때까지는

동법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었다), 국내에서 시차임기제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서 논의된

시기는 2000년대 중반 이후이므로, 이 조항이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서 시차임기제를 정한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당시 법안을 마련했던 정부측 실무

자가 선견지명을 갖고 이 조항을 입안했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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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정이 없으며, 공기업 사장의 임기(3년)와 다른 이사의 임기(2년)를 달리

정하고 있을 뿐이다.

앞서 본 대로 경영의 연속성 측면에서는 비상임이사보다 오히려 경영진에 속하는

사장과 상임이사들 간에 시차임기제를 적용할 필요성이 큰데, 현행법상 사장과 상

임이사 간에는 시차임기제가 적용된다. 그렇다면 상임이사 간에 시차임기제를 어떻

게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와 같은 초대형 공기업을

제외하면 상임감사위원을 뺀 주식회사형 공기업 상임이사는 보통 2명 내지 3명, 많

으면 4명 수준에 불과하여 공기업구조개선법과 같이 매년 일정 비율을 선임하도록

법률로 정하기는 곤란한 면이 있다. 이 방법 외에는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해 또는

그에 근거하여 정관으로 상임이사 임기의 상한 또는 범위를 정하고 이사를 선임할

때마다 재임 중인 다른 이사들의 임기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임기를 정할 수 있도

록 하면 되는데, 이 방법은 형평성 문제가 있고 지나치게 짧은 임기를 정할 경우

효율성이나 경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시차임기제의 취지를 살리면서

부작용이 적은 방안으로는, 공기업 상임이사를 선임할 때 정원의 2분의 1 또는 3분

의 2를 초과하여 동시에 선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공공기관운영법에 정하는

방법이 있다.275) 이렇게 할 경우 임기가 동시에 만료된 경우라도 연장자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해 선임 절차 개시 순서를 정하고, 아직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임이

사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된다(공공기관운영법 제28조 제5항).

시차임기제를 채택한 공개 기업의 비율이 높은 미국의 사례를 보면, 공기업의 경

우 이사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연방대법원 판례276)에 따라 이사의 임기가 보장되며,

시차임기제를 채택하여 순차적으로 이사가 교체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277)

4. 임원 후보 추천 절차 개선

275)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의 공공기관 분류체계상 주식회사형 공기업만을 대상으로 따로 규

율하기는 곤란하며, 공사형 공기업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기업성을 가지므로, 이러한 상임이

사 선임 절차 동시 진행 제한 규정은 ‘공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76) 미국 연방대법원은 우정공사(USPS) 이사회가 우편요금 조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이사들을 해임하겠다는 부시 대통령 경고 서한 사건에서, 공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대통령의 이사 해임권을 제한하는 판결을 하였다(1993년 USPS 사건).

277) 이우영,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운영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미국의 연방 공기업 법

제”, 「경제규제와 법」 제8권 제2호,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5, 42면; 한국조세연구

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주요국의 공공기관 Ⅰ - 영국․프랑스․스웨덴․미국 -」,

2010, 286면.



- 94 -

가. 현행법상 공기업 임원 후보 추천 절차

공기업의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심사하여 추천한 후보자들에 대한 공공기관운

영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서 임명된다(공공기관운영법 제25조 제1항, 제3항,

제4항). 단 상임감사위원을 제외한 상임이사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사 검증 절차만 거쳐서 사장이 임명한다(동법 제25조 제2항).

공기업 임원 결원이 생겨 임원을 새로 선임해야 할 때 해당 공기업은 공공기관운

영법, 동법 시행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278) 및 이에 따

른 해당 공기업의 정관․사규에 근거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며(공공기

관운영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임원추천위

원회 위원은 비상임이사 및 이사회 선임 인사로 구성되며, 후자의 인원 수는 전체

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공공기관운영법 제29조 제4항, 공기업․준

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21조 제2항).

임원추천위원회는 공개모집 또는 추천 방식에 의해279) 심사 대상이 될 후보군을

모집한 후 이들에 대한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를 통해 3배수 내지 5배수의 후보자

를 뽑아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한다(위 지침 제27조 제1항, 제2항).280) 후보자

추천을 받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이를 다시 압축한 후281) 임명을 위

한 절차를 밟게 된다. 공기업 사장, 감사, 상임감사위원의 경우 주무부처 장관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명 제청 절차를 거치며, 주식회사형 공기업의 경우 임명 전에

주주총회 결의를 요한다.

나. 공기업 임원 후보 추천 절차 감독

278)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10호, 2016. 4. 11. 시행.

279) 공기업 사장에 대해서는 공개모집 방식 또는 공개모집․추천 병행 방식으로 후보자를

모집해야 하며, 준정부기관의 기관장도 이와 같다(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22조 제2항).

280) 공공기관운영법은 임원 추천 과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기관별 전문성ㆍ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임원 자격 요건을 정한 다음에 이에 따라 임원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하며(제30조 제3항), 임원추천위원회 회의의 심의ㆍ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9조 제7항).

281) 종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공기업 임원 후보자를 2배수 내지 3배수로 압

축하였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후보자에 대한 심의를 거쳐 단수

후보자를 결정하는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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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별 공기업 임원 후보 추천 절차 감독 필요성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임원 임명권을 갖는 청와대는 공공기관장 등 임원을

사전에 내정해서 이 인사가 임원 후보자 명단에 포함되기를 바라고, 주무부처는 이

를 관철하려고 애쓰는 것이 현실이며282) 어쩌면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도 있다. 현 정권과 국정 철학이 통하는 인사를 공공기관 임원에 임명하는 것이 효

율적인 면도 있으며, 공공기관 상임임원 선임에 있어서 정실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인사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려가 실제로 필요하

거나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민주적 합의를 통해 정해진 규범의 범위 내에서 사회적

상당성(相當性)283)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임원 선임 절차가 공공기관운영법, 형법 등의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한계

내에서 진행되도록 독립적인 기구 또는 인사가 이를 감독할 필요가 있다.

(2) 영국의 공공기관 임원 인사 제도

영국의 공공기관(public bodies)은 다양한 유형의 기관들을 포함하는데, 이 중에는

우리나라의 준정부기관과 유사한 ‘비(非)부처 공공기관’(non-departmental public

bodies: NDPBs)과 비용의 50% 이상을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는 ‘공기업’(public

corporation)이 있다.284) 대처 정부가 집권한 1970년대 후반부터 신자유주의의 기치

아래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공공 부문 개혁을 추진한 결과 영국의 공기업의 수는

상당히 줄어 들었다.285)

282) 2016년 한국서부발전 사장 공모 당시 청와대 유력인사의 고교 후배인 특정 후보자가

임원추천위원회 면접 결과 추천 후보에서 탈락하자 한국서부발전측 실무자가 면접 점수를

조작하여 위 인사를 추천 후보 명단에 포함시키는 일련의 과정에서, 면접 결과를 보고받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담당 서기관과 국장급 공

무원이 구속되기도 했다(매일경제, “靑낙하산 인사 챙긴 혐의 산업부 국장 구속”, 2018. 1.

14. <https://www.mk.co.kr>).

283) 형법학에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 안에 있는 행위’를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하여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이 배제된다고 보는 이론이 있

으며(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총론」 제10판, 박영사, 2019, 308면), 대법원은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를 형법 제20조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와 같은 것으로 본다(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1958 판결).

284)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주요국의 공공기관 Ⅰ - 영국․프랑스․스웨

덴․미국 -」, 2010, 50-52면.

285) 위의 책, 48면.



- 96 -

1990년대에 들어 영국 내에서 공공기관 인사 절차가 정실에 치우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286) 1995년 보수당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서 공공기관 임원 임

명 원칙을 능력(merit) 위주 공개 채용으로 전환하고, 임원 선임 절차의 진행에 대

한 감독 기능을 담당하는 공공인사감독관실(The Office for the Commissioner for

Public Appointments: OCPA)을 신설하였다.287)

공공인사감독관(Commissioner for Public Appointments)은 공공기관의 인사가

「공공인사 선임 준칙」(Governance Code on Public Appointments)에 맞게 진행되

는지 감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공인사 선임 준칙」은 공공인사 선임 원칙

(Principles of Public Appointments)을 포함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의회

에 대해 책임을 지는 주무부처 장관이 공공기관 임원 임명에 관한 최종적 책임을

진다. 둘째, 주무부처 장관은 오로지 공익을 위해 임명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셋째,

주무부처 장관은 공공기관 임원 임명에 관하여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해관계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청렴해야 한다. 넷째, 공공기관 임원 임명은 후보자의

능력․가치(merit)를 기준으로 한다. 다섯째, 임명 절차는 투명해야 하며 공개되어야

한다. 여섯째, 공공기관 임원 선임에 있어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해야 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일곱째, ‘견제와 균형’ 원

리에 따라, 공공인사감독관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공인사 선임 원칙을 포함한

「공공인사 선임 준칙」에 따라 공공기관 임원 임명이 이루어지도록 관철하는 역할

을 수행한다. 여덟째, 임명 절차는 공평해야 하며 직무에 따라 같은 기준에 의해 후

보자를 평가해야 한다. 공공인사감독관은 공공기관 인사에 관해 조사(investigation)

및 질의(inquiry)를 할 수 있고, 불시 현장점검(spot check)을 할 수 있다.288) 또한

공공인사감독관은 임명권자에게 공공기관 인사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임

명권자는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289)

이와 같이 영국의 경우 주무부처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갖지만, 정실 인사를 막고 「공공인사 선임 준칙」에 따라 공정하게 임원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공공인사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86) 김병섭․박상희, 앞의 글, 88면.

287) 허경선, “공공기관 임원 선임제도에 대한 소고 - 외국 공공기관 임원제도를 중심으로”,

「재정포럼」 2018년 11월호(제269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29면.

288) 김연식, “영국 공공기관 인사(public appointments)에 관한 법제도”, 「최신외국법제정

보」 2019 제3호, 한국법제연구원, 2019, 72-73면.

289) 위의 글, 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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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의 공기업 임원 선임 절차 감독 방안

독립적인 기관인 공공인사감독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 임원 선임 절차를 감독하

도록 하는 영국의 제도와 같은 취지에서,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임원 인사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과 별도로 공공기관 임원 인사제도 집행을 감시․감독하는 기관

을 설립하여 임원 공모제 운영을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부적절한 정치적 임명을 줄

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290)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기보다

는 공기업 임원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포함하여 공기업에 대한 소유권 행사 기능을

맡고 있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로 하여금 개별 공기업에서 구성한 임원추천위원회가

진행하는 임원 후보 추천 절차가 적법하고 적정하게 진행되는지를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운

영위원회가 개별 공기업의 임원 선임 절차를 감시․감독할 권한을 갖는 감독관을

선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독관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공공기관운

영위원회의 민간위원이 감독관을 추천하도록 해야 한다.

준정부기관도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임원 공모 절차를 진행

해야 하는 점은 당연하다. 그러나 준정부기관은 기업성이 약한 반면 공공성이 강하

고 그 사업이 주무부처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서, 임원 선임에 대한 정치적 영향

력을 배제할 필요성이 공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20년

현재 준정부기관의 개수는 총 95개로서 공기업(36개)보다 훨씬 많아서, 공공기관운

영위원회의 감독관 선임․관리 부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공기업에 대해

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임원 추천 절차 감독관 선임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감독관의 권한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영국의 공공인사감독관의

사례를 따르면 될 것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임원 후보 심의․의결 기능은 필요성이 약하며 그로 인해

임원 선임 절차가 번잡해지고 그 진행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등 비효율적이어서 이

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291) 그러나 임원 선임에 관한 권한은 공기업 소유

권의 핵심이므로, 공기업 소유권 행사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 임원 후보 심의․의결 기능은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과거에는 공공기관운영위

원회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후보들을 심사하여 2배수 또는 3배수를 의결하였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단수 후보를 의결하는 사례가 있어서,292) 현재로서는 공공기

290) 김병섭․박상희, 앞의 글, 105면.

291) 이상철, “공공기관 외부지배구조의 국제적 흐름과 개혁과제: 한국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서울행정학회, 2016, 261-2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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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운영위원회의 임원 후보 심의․의결 기능의 의미가 미미하다는 비판을 하기는 어

렵다.

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방법․기준 개선

(1) 임원추천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의하면, 공기업의 이사회가 임원추천위원

회 위원을 선임할 때 다양한 분야(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학계, 노동계 등)에서 뽑

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공기업의 사업 분야와 특성을 잘 아는 외부 전문가가 반드

시 포함되도록 하여 전문성을 갖춘 실력자를 임원 후보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93) 현행법상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 해당 공기업 구성원의 입장을 대변

할 인사 1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지만(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제23조 제3

항),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폭넓은 후보군 중 적임자를 제시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를 별도로 위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사회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 해당 산업 분야에 관한 학회, 협회 등 전문 단체가 추천한 인사

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원추천위원회 제도는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정치적 임명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

한 제도인데, 이러한 제도의 목적을 실현하려면 공기업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

수준을 높여야 한다. 현행법상으로 정부(기획재정부)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가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공공기관운영법 제29조 제4항), 임원추천위원

회 위원장을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어서(동조 제5항) 임원추천위원

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가 임명하거나 임명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인사가 임원 후보 선정에 관한 정부측 입장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

292) 한국전력공사의 5개 화력발전 자회사의 사례를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공

공기관운영위원회가 임원 선임에 있어서 단수 후보를 결정하고 있다.

293) 기획재정부, 앞의 글, 90-91면(해당 공기업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학계․전문기관의 추

천을 받은 인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직무상 전문성이 높은 주무

부처 공무원 1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주무부처 공무원이 참

여하게 되면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현행 공공기관운영법 제29

조 제3항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21조 제5항에 따르면, 준정부

기관의 경우에는 공공성이 강하여 주무부처의 감독․통제 수준이 높고 주무부처와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필요하므로 주무부처 공무원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지만, 공기업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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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원 중 이사회 선임 위원을 과반수로 하는 것이 임원추천

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며, 위원장을 정할 때에도 전체 위원 중에

서 경험 등을 고려하여 호선하도록 해야 한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제23조는 법조계, 경제계, 학

계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정할

뿐(제3항) 위원의 중립성에 관한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후보 심사의 공정

성을 기하기 위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각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 또는 내

규(內規)에 두도록 일임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제6항). 이에 따라 개별 공

기업은 대부분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두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대동소이하게 위원이 임원 후

보자와 친족관계 또는 직접적 이해관계에 있을 경우 제척되며, 기타 공정하게 평가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후보자가 기피 신청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는 정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공공기관 임원 추천 절차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통제하여 공

정성을 기하려는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이므로, 정부 부처 또는 정부 부처가 영향력

을 행사할 수 있는 해당 공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인 인사를 그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규율할 필요성이 크다. 현재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제23조 및 개별 공기업의 ‘임원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과 후보자 간에 심사의 공정성을 저

해할 사유가 있을 때 해당 위원을 심사에서 배제할 뿐, 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공기업은 준정부기관에 비하여 임원 추천 절차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에, 공기업 이사회가 선임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중 일부

는 해당 주무부처 또는 소유권 행사 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해당 공기업으로부터 독

립적인 인사일 것을 요하는 규정을 공공기관운영법에 두어야 한다.

영국의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Advisory Assessment Panel)의 구성 기준을 보

면, 주무부처와 해당 공공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독립 위원(Independent Panel

Member)을 반드시 두도록 하고 있다.294) 나아가 주요 공공기관 직위에 대한 임명

(significant appointment)의 경우에는 위 요건에 더하여 정당으로부터의 독립성까지

갖추어야 하는 시니어 독립 위원(Senior Independent Panel Member)을 두도록 한

다.295) 이러한 영국의 제도는 공기업 임원 선임의 정치적 색채가 강한 우리나라의

294) Governance Code on Public Appointments(December 2016) 5. 2.

295) Governance Code on Public Appointments(December 2016)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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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운영에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된다.

(2) 민간 주주의 상장 공기업 임원추천위원회 참여

감사를 두는 주식회사형 공기업296)의 경우에는 상법 제409조 제2항에 의해 3%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감사 선임 안건에 대해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297) 주주총회에서 감사 선임 안건에 대한 정부측

의결권이 3%로 제한되어, 만일 상장 공기업이라면 정부의 감사 임명안이 부결될 가

능성이 있다.298) 감사위원회를 두는 주식회사형 공기업의 경우에는 첫째, 상임감사

위원 선임에 있어서 주주총회가 해당 후보자를 감사위원회 위원인 상임이사로 선임

하는 것이므로, 이 때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12 제3항이 준용되

어(공공기관운영법 제20조 제4항),299) 최대주주인 정부측은 발행주식총수의 3% 이

내에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300) 둘째, 비상임이사인 감사위원에 대해서도 앞

에서 본 대로 상법 제542조의12 제3항 내지 제6항은 물론 그 전제인 동조 제1항과

296)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해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준시장형 공기

업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감사

위원회를 두지 않고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297) 상장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의 경우 정부가 보유한 지분 비율이 높아서 감사 선임에 있

어서 의결권이 3%로 제한된 결과 일응 주주총회 보통결의 요건(상법 제368조 제1항: 출석

한 주주의 과반수 및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중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요

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난점이 있다. 상법 제371조에 의하면 감사 선임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3% 초과 주식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는 산입하지 않지

만(제2항), 의결정족수 계산에 있어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 예외 사유(제1항)에 포함

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감사 선임 안건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발행

주식총수의 4분의 1’이란 출석하여 찬성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일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부득이하게 완화하여 해석하는 견해도 있지만(정찬형, 앞의

책, 914면), 대법원은 상법 제371조 제1항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감사 선임에 있어서 3% 초

과 주식은 상법 제368조 제1항의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298) 실제로 2009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한국전력기술㈜의 경우 2017년 준시장형 공기업

으로 지정되기 전에 아직 공공기관운영법상 ‘기타 공공기관’이었던 때의 일이기는 하지만, 2

014년 6월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를 감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하였다가 부결

된 일이 있다(연합뉴스, “한전기술, 경찰 출신 감사 선임안 부결”, 2014. 6. 10. <https://new

s.naver.com>).

299) 정찬형, 앞의 글, 310면.

300) 이 때 국가는 물론 국가가 지배력을 갖는 공공기관 등의 소유 지분까지 포함하여 총

3% 이내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상법 제542조의12 제3항,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제2호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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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까지 준용된다고 해석해야 하므로, 주주총회가 해당 후보자를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다음에 다시 그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해야 하며,

이 때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의

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제542조의12 제4항). 따라서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에도 감사

선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선임안이 부결될 수 있다. 이렇

게 되면 임원 선임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데 그 기간 만큼 해당 공기업의 감사

기능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임원 선임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데 비용이 든다.

이러한 문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장 공기업의 경우 민간 주주 대표

나 이들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여, 임원 추

천 절차에서 이들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하고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법에 의

하면 소수주주는 주주총회 의안으로 특정 인사를 임원으로 선임할 것을 제안할 권

리가 인정되므로(상법 제363조의2, 제542조의6 제2항), 일정한 지분비율 등의 요건

을 갖춘 민간 주주가 임원 후보 추천 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것이 민

간 주주가 임원 선임 등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

는 방안이기도 하다. 또한 경영 성과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주주 대표

가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하여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를 정치적으로 임명하려는 시

도를 견제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유능한 인사를 경영진으로 영입하

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주식회사형 공기업의 경우 임원을 임명하려면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공공

기관운영법 제27조). 그런데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기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임원 선

임의 공정성을 기하고 유능한 적임자를 임원으로 선정하기 위해 동법에서 정한 후

보 선정 절차를 거쳐서 공기업 임원 후보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 주

주총회에 임원 선임 안건을 상정할 때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만을 임원 후보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해석해야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공공기관운영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

은 아니기 때문에, 상장 공기업의 소수주주가 주주총회 의안을 제안할 수 있는 상

법상 권리인 주주제안권(상법 제542조의6 제2항, 제363조의2)을 행사하여301) 임원

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할 경우 현실적으로 임원 선임 절차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

음은 물론 주주와 회사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302) 임원추천위원회에 민

301)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간 계속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제

안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 보유주식 수 요건이

0.5%로 완화된다(상법 제542조의6 제2항).

302) 예를 들면, 회사가 소수주주의 임원 후보 추천에 대하여 상법 제363조의2 제3항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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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주주 대표가 참여하도록 하여 임원 후보 선정에 관해 민간 주주측과 소통하고

이들의 의견을 고려함으로써, 임원 선임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주주와 회사측

의 갈등과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 전체 공기업 중 주식회사 형태 공기업에 대해 재무부에서 소유권

행사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303) 이와 같이 소유권 행사 기관을 일원화한 목적은

주식회사 형태 공기업에 대한 개별 주무부처 산업 정책의 영향력 및 정치적 영향력

을 최소화하여, 기업으로서 명확한 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304) 이

에 따라 재무부는 주식회사 형태 공기업의 이사 임명이 모두 동일한 절차에 따라

정치적 간섭을 배제한 채 능력 본위로 이루어지도록 관리․운영한다.305) 주식회사

형태 공기업의 이사 선임 절차에 관한 주요 결정은 이사회 구성원과 주주가 참여하

는 임명위원회(Nomination Committee)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상장 공기업의 경우에

는 비정부 주주의 대표도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306) 노르웨이의 경우도 스웨덴과 유

사하게 정부측과 비정부 주주 대표들로 구성된 이사추천위원회에서 상장 공기업의

이사를 추천한다.307)

5. 공기업 임원 임면에 관한 권한 조정

가. 상장 공기업 임원 임면에 대한 주무부처 관여 배제

거로 법령에 위반하는 주주 제안이라고 하여 이을 거부하고 주주총회를 진행하였을 경우에,

해당 소수주주는 상법 제542조의6 위반을 사유로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

이 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4가합529247 판결: 이사회가 주주의 의안 제

안을 부당하게 거절한 경우, 즉 주주가 주주총회 의안을 제안하였는데 그 의제를 다루면서

도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상정하지 않은 경우 그 결의는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상법 제

363조의2를 위반한 위법한 결의로서 상법 제376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임명된 임원의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303)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주요국의 공공기관 Ⅰ - 영국․프랑스․스웨

덴․미국 -」, 2010, 205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주요국의 공공기관 관

리방식」, 2013, 46면(원래 스웨덴 기업․에너지 및 통신부(Ministry of Enterprise, Energy

and Communications)에서 소유권 행사 기능을 담당하였으나 2011년 재무부로 이관되었으

며, 이는 공기업 지분 소유에 관하여 투자 차원의 포트폴리오 관리 측면을 중시한 결과로

평가된다).

30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위의 책, 46면.

305)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주요국의 공공기관 Ⅰ - 영국․프랑스․스웨

덴․미국 -」, 2010, 212면.

30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공기업 지배구조 비교(OECD Compendium on SOE

Governance)」(번역본), 2017, 67면.

307) 위의 책,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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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있는 공기업 정책의 입안과 실행, 재무 보고와 이사 선임 등 핵심 사안에

관한 전문 인력의 결집, 공기업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 및 보고의 용이성, 시장 규제

및 산업 정책 기능과 공기업 소유권 행사 기능의 분리 필요성 측면에서는 공기업

소유권 행사 기능의 집중․일원화가 바람직하다.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

인도 소유권 행사를 단일 주체에 집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다. 다만 위

가이드라인은 소유권 행사 기능의 일원화가 어렵다면 조정 기관을 두어 이를 조정

하도록 정하고 있다.308)

OECD 각국의 실례를 보면, 대체로 주무부처가 공기업에 대한 소유권 행사 기능

의 일부, 특히 임원 선임 기능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영국의 경우 영국 정부 투

자청(UK Government Investment)이 23개 주요 공기업에 대한 소유권 행사 기능을

담당하지만, 임원 선임에 관해서는 주무부처 장관이 임명권을 행사하며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309) 프랑스의 공기업 임원 선임 절차를 보면, 기관장의 경우에는 공기

업 소유권 행사기관인 공기업관리청(APE) 참여 하에 주무부처 장관과 국무총리의

추천을 순차적으로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의 경우 이사

회가 후보를 선정하여 추천하면 주무부처 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310)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관운영법이 공기업 임원 선임 절차를 정하고 있다. 공기

업 사장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주무부처 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며, 감사와 상임감사위원의 경우에는

제청권자가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점 외에는 대통령 선임 절차와 같다. 비상임이

사의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

재정부 장관이 임명한다. 상임이사를 선임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장이 임명한다. 이와 같은 공기업 임

원 선임 절차를 보면, 소유권 행사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기획재정부 소속 기관이며 기획재정부는 국가 재정을 책임지는 부처이므로, 기획재

정부 장관이 제청권을 갖는 것은 OECD 가이드라인에 부합한다. 그러나 주무부처

장관이 공기업 사장에 대한 임명 제청 권한(공공기관운영법 제25조 제1항) 및 공기

업 사장과 상임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요구 권한(동법 제35조 제3항)을 갖는 것은

30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2015 개정판(OECD Guide-

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2015 Edition)」(번역본), 2015,

16면.

309) 허경선, 앞의 글, 25면.

310) 위의 글, 33-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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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자율성 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로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임원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

향력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몇몇 공기업의 경영진이 주무부처

를 비롯한 정부측 요청에 따라 대규모 국책 사업, 해외 투자를 진행하면서, 해당 공

기업의 부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급증하고 엄청난 규모의 투자 손실을 내었으

며 심지어 존폐의 기로에 선 공기업마저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공기업이 정권의

산업정책에 휘둘리지 않고 기업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 특히 상장 공기업의 경우

주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 공기업 임원 선임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은 물론 주

무부처의 영향력도 축소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공공성이 강하며 주무부처의

감독 및 주무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준정부기관의 임원 선임 절차는 현행

대로 유지하더라도, 공기업의 임원 임면에 관한 주무부처의 관여는 배제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공기업이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진작 등 공공 정책 수

단으로서 기능을 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필요성을 근

거로 하여 주무부처가 관련 법률에 의한 공식적인 사업 감독 권한 외에 공기업에

대한 사실상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가져야 한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위와 같은 공

기업 자율성 보장 필요성과 공기업의 공공 정책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모두 고려하

면, 소액주주 등 민간 주주 보호를 위해 기업가치를 유지해야 하는 상장 공기업의

경우에는 경영 자율성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임원 선임 절차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과 주무부처의 관여를 최대한 배제하여, 능력 본위의 선임 절차를 통해 임명

된 경영진이 기업가치를 최우선하는 경영을 하도록 해야 한다. 가스․전기 등 유틸

리티 공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총괄원가제에 의한 요금 규

제를 할 수 있으므로, 유틸리티 요금 인상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경영 효율

화에 의한 원가 절감이 가능할 것이다.311)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의 임원 선임 절차에 주무부처가 관여하지 않는 OECD 국

가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뉴질랜드는 1980년대 중반 영미권 국가들과 함께 신공

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을 수용하여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하였고 폭넓

은 기업화 및 민영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312) 2000년대까지는

이러한 민영화 정책과 관련하여 공기업 상장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2011년 이후에

전략이 바뀌어서 공기업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정부 지분을 과반수로 유지하고 비

311) 박한준․허경선, 앞의 책, 185면.

312)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주요국의 공공기관 Ⅱ - 캐나다․뉴질랜드․

일본․독일 -」, 2010, 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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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주는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혼합소유제 모델에 따라

공기업을 상장하였다.313) 이와 같이 상장된 공기업은 공기업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되어 회사법에 따라 운영된다. 상장 공기업의 이사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이사직

에 취임하여 직무를 수행하다가, 주주총회 개최 직전에 이사직을 사임하고 주주총

회 결의에 의해 확정적으로 선임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경영 공백이 없도

록 하고 있다.314) 정부가 과반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이므로 이사회에서 선임한 이사

가 주주총회에서 부결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사회가 이사 후보를 선정한 후

정부측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이는 지배주주와의 사전 협의를 의미할

뿐 정부는 이사 선임 권한을 갖지 않는다.315)

스웨덴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형태 공기업의 경우에 일부를 제외하고 소유권 행사

기능이 재무부로 일원화되어 있어서, 재무부가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에 대한 임

명 권한을 행사한다.316) 공기업 사장은 이사회에 의해 임면되며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지 못한다.317)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 경우에는 기업가치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장 공기업

에 대하여 임원 임면에 관한 주무부처 장관의 관여를 배제하고, 임명 제청권 및 해

임 건의․요구 권한을 공기업 소유권 행사 기관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소속된 기

획재정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감사위원 임면 주체 명확화

앞에서 살펴본 대로 공공기관운영법은 감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법 제542조의11

및 제542조의12 제3항 내지 제6항만을 준용할 뿐 제542조의12 제1항과 제2항을 준

용하고 있지 않아서(공공기관운영법 제20조 제4항),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공기

관으로 지정된 주식회사형 공기업의 경우 주주총회와 이사회 중 어느 기관이 감사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권한을 갖는지가 문제된다.

313) 허경선, 「해외 주요국의 상장 공기업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80면.

314) 위의 책, 82면.

315) 위의 책, 82면(다만 정부재정법에 의하여 공기업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공기업 지배구조 비교(OECD Compendium on SOE

Governance)」(번역본), 2017, 68면.

317)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주요국의 공공기관 Ⅰ - 영국․프랑스․스웨

덴․미국 -」, 2010, 2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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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운영법 제20조 제4항은 감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해 상법 제542조의12 제

1항과 제2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으며, 공공기관운영법 제20조 제1항 제2문, 제2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르면 감사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상법 제393조의2가 우선적으

로 준용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법 제393조의2 제2항에 따라 이사회가 상임감사

위원을 제외한 감사위원을 임면한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상법 제542조의

12 제3항과 제4항 규정은 그 내용을 보면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해 주주총회

결의로 감사위원을 임면하도록 한 제542조의12 제1항과 제2항을 전제로 하는 것이

므로, 공공기관운영법 제20조 제4항에서 상법 제542조의12 제3항 내지 제6항을 준

용하는 이상 제542조의12 제1항과 제2항도 당연히 준용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향후

상법 제542조의12 제1항과 제2항까지 명시적으로 준용하도록 공공기관운영법 제20

조 제4항을 개정하여, 주식회사형 공기업 감사위원 선임에 관한 실무의 혼란을 해

소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이사회의 경영진 감독․견제 기능 강화

1. 경영진 감독․견제를 위한 내부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

민간기업과 달리 공기업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에 의한 경영진 감시․통제가 이루

어질 수 없다. 다만 상장 공기업의 경우 이러한 감시․통제가 일부 가능하지만 명

백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기업 경영자를 통제하기 위한 지배구조로서 효

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은 이사회, 감사와 같은 내부 기관과 민간 주주 및 외

부의 감사․감독기관에 의한 감시․통제이다. 내부통제시스템, 준법통제시스템 등

내부 시스템에 의해 경영진을 통제할 수 있다는 주장318)도 있으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공기업의 경영진을 견제하는 데에는 사내이사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는 이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이사회 활동을 주도해야 할 비상임이사가 ‘낙

하산 인사’로 임명되어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한편으로는 비상임

이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이사회 활동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란 쉽지 않다. 공

기업의 이사회 운영 실무에 있어서도, 반대 의견으로 인해 이사회 자리가 불편해지

고 업무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되는 일을 피하기 위해 이사회 안건을 사전에 이사진

318) 장덕조․이종규, “공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검토”, 「서강법률논총」 제5권 제1호, 서

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송양호, “공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연구”, 「경제법 연

구」 제16권 제1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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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설명하고 조율하며,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실제로 부결에 가까운 안건을 ‘원

안 수정 가결’로 처리하는 관행 등으로 인해 이사회의 경영진 감독․통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비상임이사에 대

한 동기 부여 방안을 찾는 한편, 이들의 경영진 감독․통제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지배구조 장치를 정교하게 규범화할 필요가 있다.

2. 이사회의 경영진 감독․견제 기능

주식회사 기업지배구조에 관하여 이사회 중심주의를 채택한 우리 상법에 있어서,

이사회는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경영진과 함께 회사를 경영

하는 기구인 법적 지위를 갖는다. 다른 한편 이사회는 상법 제393조 제2항에 근거

하여 이사의 직무 집행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는다. 이사회는 대표이사와 업무담당

이사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상법 제393 제3항, 제4항), 이를 통해 경영상 문제점

을 파악하였다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경영진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

사회 결의로써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관계에서 감독

에 필요한 독립성을 갖고 있다면, 위와 같은 이사회의 권한은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대기업에 지배주주가 있어서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행

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액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경

영권을 행사하는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사적 이익 추구 행위를 견제할 필요성이 크

다. 회사법은 주주로 구성된 주주총회에 회사의 조직 변경 등 중요 경영 사안에 대

한 의결권(제374조, 제433조, 제522조, 제530조의3 등), 이사 임면권(제382조 제1항,

제385조 제1항) 등을 부여하는 한편, 소수주주에게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제402조),

대표소송 제기권(제403조), 이사 해임 청구권(제385조 제2항) 및 회사 업무․재산상

태 검사 청구권(제467조) 등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제도가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319) 특

히 주식 소유가 분산된 상장회사의 소액주주들은 투자 수익에 관심을 기울일 뿐,

자신의 투자 수익에 영향을 미칠 큰 리스크를 내포하지 않는 이상 회사 경영상의

개별 사안에 대하여 관여할 동기를 별로 갖지 않는다. 소액주주가 회사 경영에 관

여할 의사가 있더라도, 내부의 고급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서 경영진의 사적 이익

추구 행위를 견제하기 어렵다. 결국 상장회사의 경우 사외 이사가 참여하는320) 이사

319) 정응기, 앞의 글, 1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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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경영진의 사적 이익 추구 행위를 통제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주

된 역할을 해야 한다.

공기업의 경우에도 국민정부(공무원)경영진의 이중적 주인․대리인 관계로 인한

대리인 문제를 최소화하여 공기업의 실제 주인인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독

립성을 갖춘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식회사형 공기업의

경우 기업성이 강하므로 기업가치 보호 측면에서 이사회의 경영 감독 기능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상장 공기업의 경우 민간 주주의 이익 즉 주주 가치를 보호해야 하

므로, 비록 이사회가 사장 임면 권한을 갖지는 못하더라도, 주무부처 등 정부 부처

와 경영진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성을 갖추어서 공공기관운영법과 상법에 의한 경영

진 감독 권한을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기업 이사회가 독립성

을 갖추려면 민간 기업의 사외이사와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는 비상임이사가 독립성

을 갖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상임이사 선임 과정에서 부적절한 정치적

영향력과 정실의 작용을 최대한 배제하고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가 비상

임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어야 한다. 그러한 제도적 장치

로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선임한 감독관에 의한 개별 공기업 임원 추천 절차 감

독, 정부 부처와 해당 공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인 인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참여, 상장

공기업의 경우 민간 주주의 임원추천위원회 참여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기술하였다.

공기업 임원 선임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 부처 공무원은 해당 공기업의 경영 성과

에 대해 자신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공무원이 선정한

공기업 임원 – 비상임이사, 감사 또는 상임감사위원 - 역시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

제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동기를 갖기 어렵다.321) 특히 비상임이사의 경우

이사회에서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고 타당성이 부족한 안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

시함으로써 경영진을 견제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실제로는 비상임이사들

이 경영진만큼 내부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해당 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공기업 이사회 운영 실제를 보면 이사회 회의가 사장, 상임이사 및 전문성과 능

력을 갖춘 소수의 일부 비상임이사 위주로 진행되며, 그 외의 비상임이사들은 이사

320) 상장회사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해야 하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3명 이상의 사외이사를 선임해

야 하며 사외이사의 수가 전체 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상법 제542조의8 제1항,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제2항).

321) 천경훈, 앞의 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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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회의에 출석만 할 뿐 의미 있는 발언을 거의 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현

실을 지양하여 공기업 이사회로 하여금 경영진 견제 기능을 다하도록 하려면, 비상

임이사 선임 절차를 개선하여 자격을 갖춘 적임자가 선임되도록 해야 할 뿐 아니

라, 비상임이사로 하여금 이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소신을 피력하도록 하는

동기 부여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하여 공기업을 비

롯한 공공기관은 이사회 회의록을 공시할 의무가 있다(동법 제11조 제1항 제9호).

그런데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시된 각 공

기업의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대부분 안건 내용과 의결 결과 위주로 형식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사들의 발언 내용을 제대로 담고 있지 않다. 공기업 비상임이사

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

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사록에 이사 개인별 발언 요지를 실명으로 기재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것

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322)

비상임이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이사회에 참여하여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상임이사 직무 수행 평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현행 공공기관

운영법 제36조에 의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 비상임이사의 직무 수행 실적을

평가할 수 있고, 평가 결과 실적이 저조한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운영위

원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비상임이사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

고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시하는 이사회

회의록에 이사 개인별 발언 요지를 기재하게 된다면, 회의록 내용이 중요한 평가

자료가 될 것이다. 공기업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개별 공기

업 이사들의 활동 수준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므로, 비상임이사를 평가할 때에는 이

사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서 참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323) 비상임이사에 대한 직무

322)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가 정한 「공공기관의 통합공시

에 관한 기준」의 별표 1 ‘통합공시 항목별 세부 공시기준’을 보면, 공시해야 할 ‘이사회 회

의록’에 대해 “의결 내용 및 원안 가결 여부”를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운

영법 제11조 제1항 제9호에서 공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이사회 회의록’은 이사회 회의의

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사회 회의록에는 이사 개인별 발

언 내용의 요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별표 1에

서 정하는 이사회 회의록 공시 내용 중에 이사 개인별 발언 내용의 요지가 포함되도록 위

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단 회의록을 일반 공중에 대해 공개하는 만큼 회의 내용이 중

요한 영업 비밀에 해당할 경우 예외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323) 시장형 공기업 및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우에는 선임비상임이사

가 이사회 의장이 되며(공공기관운영법 제18조 제2항), 기타의 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우에는

사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게 된다(동조 제4항). 공기업의 사장이 경영진에 대한 관계에서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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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한 뒤에는 그 평가 결과를 비상임이사 연임 여부 결정

(공공기관운영법 제28조 제2항 제3호)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3. 근로자이사제

가. 근로자이사제의 의의

근로자 대표 또는 노동조합이 기업의 경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근로자의 경영

참가(management participation)라고 한다. 근로자 경영참가는 자본 참가, 이윤 참가

및 의사결정 참가의 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324) 자본 참가(participation in ca-

pital)는 근로자가 기업의 출자자가 되어 경영에 참가하는 것으로서 종업원 지주 제

도가 자본 참가에 해당한다. 이는 근로자가 주주가 되어 주주로서 주주총회 의결권,

이익 배당을 받을 권리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간접적인 근로자 경영참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윤 참가(participation in profit)는 노동 생산성 향상에 대한

대가로서 경영 성과(이윤)의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결정 참가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란 근로자 대표 또는 노동조합이 경영상 의사결

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의 노사

협의회 제도, 독일의 공동결정 제도가 이에 속한다.

근로자이사제는 근로자 대표를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이사로 선임하는 제도를 말

한다. 이는 근로자의 경영참가 형태 중 의사결정 참가에 해당한다. 근로자이사제는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다만 도입을 권

고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권고

사항을 정하고 있다.325)

나. 근로자이사제 도입 검토 필요성

주식 소유가 분산된 대규모 상장 기업의 경우 소액주주가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립성을 가져야 할 비상임이사 평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

사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서 비상임이사를 평가하는 것은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준시장형 공기업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24) 박경규, 「신인사관리」 제5판, 홍문사, 2013, 526면.

32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2015 개정판(OECD Guide-

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2015 Edition)」(번역본), 2015,

69-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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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이익 추구 행위를 감시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하

는 중심적 기능을 해야 한다는 점은 앞에서 기술하였다. 그런데 사외이사들이 경영

진에 대한 관계에서 감시․감독에 필요한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다. 사내이사는 물론 사외이사 역시 그 선임 과정에 지배주주 또는 최고경영자의

영향력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326) 설령 지배주주와 경영진이 선임 과정

에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사외이사가 이사회 활동을 해 나가

면서 경영진과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면, 자신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회

사 경영에 대해 - 본인이 임무 해태로 인한 법적 책임을 질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

라면 – 경영진과의 관계 훼손을 무릅쓰고 감독․통제 역할을 다하기는 쉽지 않

다.327) 이와 같이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외이사 제도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근로자측 또는 노동조합이 추천한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여

이사회 구성원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328)

공기업의 경우 비상임이사가 사외이사와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현행 제도

하에서 공기업 비상임이사가 실효적으로 경영진을 감시․감독하는 데 필요한 독립

성이 부족하다는 점은 사외이사와 다를 바 없다. 다만 공기업의 경우 비상임이사가

독립성을 확보해야 할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지배주주와 경영진이 아니라 주무부처

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경영진이라는 점이 다르다. 게다가 공기업의 비상임이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경영진을 감시․감독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

이 아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이사회 경영감독 기능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식

회사형 공기업을 비롯한 공기업의 지배구조에 있어서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는 것

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다.

다. 비교법적 검토

326) 신종석, “주식회사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적 과제”, 「법학연구」 제57집,

한국법학회, 2015, 118-119면.

327) 이와 관련하여, 사외이사와 사내이사 간 사회적 연결(지연, 학연, 공통 경력)이 강할수

록 이사회의 독립성이 훼손되어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한 김재

경과 신진영의 실증 연구 결과를 참고할 만 하다(김재경․신진영, “이사회의 독립성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사외이사의 사회적 연결(Social Tie)을 중심으로”, 한국증권학회지 제45

권 제4호, 한국증권학회, 2016, 734면). 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외이사와 지배주주 간의 사

회적 연결 정도는 기업가치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는데, 이는 사외

이사와 지배주주는 이사회 활동을 함께 하는 것이 아니어서 의견 형성에 영향을 주고 받을

일이 없고 또한 서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328) 이삼열,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관한 소고”,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59권

제2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1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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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독일의 공동결정제도(Mitbestimmung)란 주식회사 등의 이사회를 경영이사회

(Vorstand) 및 감독이사회(Aufsichtsrat)로 이원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경영이사를

선출하고 감독하는 감독이사회에 다수의 근로자측 대표가 감독이사로서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종업원이 선출하거나 노동조합이 추천한 이사가 감독이사회에

참여하므로 공동결정제도는 근로자이사제를 포함하고 있다.

독일은 1951년 광산․철강 공동결정법(MontanMitbestG)을 제정하여 석탄․철광

산업에 대해 노사대등주의에 입각한 공동결정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나치 정권이

일으킨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여, 정치권력이 국가 기간산업 분야

기업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감독이사회에

경영 감독 권한을 부여한 것이었다. 현행 광산․철강 공동결정법은 광산․철강 산

업 분야의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기업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하며,329) 이러한 기업

의 감독이사회는 기본적으로 주주측이 선임한 감독이사 5명, 근로자측이 선임한 감

독이사 5명 및 중립 감독이사 1명으로 구성된다.330) 그리고 주주측 감독이사와 근로

자측 감독이사 중 각 1명은 중립 감독이사와 마찬가지로 그 선임에 있어서 노동조

합, 사용자단체와 관련을 갖거나 당해 기업의 사용자 또는 종업원이거나 회사에 대

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것을 결격사유로 함으로써,331) 중립적인 인사가 선임되

도록 하였다. 1976년에는 공동결정제도의 적용 범위를 모든 산업으로 확대한 공동

결정법(MitbestG)이 제정되었다. 현행 공동결정법은 근로자 수 2,000명을 넘는 기업

을 적용 대상으로 하며,332) 감독이사회 노사 동수 구성 원칙을 관철함으로써 근로자

대표의 의사결정 참가를 보장한다.333) 2004년에는 3분의 1 참여법(DrittelbG)이 제정

되었다. 동법은 근로자 수가 500명을 넘는 기업에 폭넓게 적용되지만,334) 1952년 제

329) Gesetz über die Mitbestimmung der Arbeitnehmer in den Aufsichtsräten und

Vorständen der Unternehmen des Bergbaus und der Eisen und Stahl erzeugenden

Industrie(MontanMitbestG: Montan-Mitbestimmungsgesetz) §1(2).

330) MontanMitbestG §6, §8.

331) MontanMitbestG §4(2).

332) Gesetz über die Mitbestimmung der Arbeitnehmer(MitbestG: Mitbestimmungsgesetz)

§1.

333) MitbestG §7(근로자 1만명 이하 기업의 경우 근로자측 감독이사는 총 6명이 되며, 이

는 종업원 이사 4명과 노동조합 대표자 2명으로 구성된다).

334) Gesetz über die Drittelbeteiligung der Arbeitnehmer im Aufsichtsrat(DrittelbG:

Drittelbeteiligungsgesetz)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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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경영조직법(Betriebsverfassungsgesetz)의 관련 내용을 이어 받아서 감독이사

회 구성에 있어 노사대등주의를 관철하지 않고 근로자 대표의 감독이사회 참여 비

율을 3분의 1로 정하였다.335) 이에 따라 광산․철강 공동결정법(MontanMitbestG)

또는 공동결정법(MitbestG)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기업이라고 해도 근로자 수가 500

명 이상이면 감독이사회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 대표를 두어야 한다.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는 주주 다음으로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근로자에게 경영상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주는 것으로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이해관계자 모델에

입각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부 통합적 기업지배구조는 독일의 전후 경

제 부흥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336) 그러나 독일의 공동결정제도와 이원적 이사회

구조는 주주 가치를 중시하는 현대의 세계적 조류와 방향을 달리하며,337) 독일 기업

의 국제금융시장 진출, 국제적 인수․합병 추진 등 기업 활동의 국제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338)

(2) 프랑스 등 유럽 국가의 근로자이사제

프랑스는 독일과 달리 공기업 및 국가가 직․간접으로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대

하여 근로자이사제를 적용하는 개별 법률이 있다. 근로자가 200명 이상인 국가공기

업의 경우 이사회 또는 감독이사회에 참여하는 근로자 대표가 전체 이사 또는 감독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339) 민영화된 공기업에 대해서도 최소 2인

이상의 근로자이사를 유지하도록 한다.340) 또한 국가가 단독으로 또는 공공기관과

함께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회사 역시 근로자이사를 두어야 한다.341) 민

간 기업의 경우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회사는 임의적으로 근로자이사를 선임할 수

335) DrittelbG §4(1).

336) 최준선, 앞의 글, 71면.

337) 위의 글, 72면.

338) 김화진, 앞의 책 184면(국제금융시장에서 공동결정제도를 운영하는 독일 기업들이 저평

가되는 경향이 있으며, 독일의 공동결정제도와 미국 회계개혁법(Sarbanes-Oxley Act)의 상

충으로 인해 독일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 허용 여부가 문제된 일도 있다. 공동결정제도가

국제적 인수합병에 걸림돌이 된 사례로는 미국의 크라이슬러社와 독일의 다임러 벤츠社가

1998년 합병하면서 공동결정제도를 피하기 위해 종업원 없는 지주회사 같은 조직을 만든 일

을 들 수 있다).

339) 최준선, 앞의 글, 77면.

340) 위의 글, 77면.

341) 이진수, “근로자이사제의 도입에 관한 법적검토 – 공공기관에서의 도입을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제31권 제3호, 한국기업법학회, 2017, 1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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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뿐이다. 이 때 비상장회사는 4명까지, 상장회사는 5명까지 근로자이사를 둘 수

있으며, 근로자 이사의 수는 근로자 이사를 제외한 이사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342) 다만 대규모 주식회사343)는 의무적으로 근로자이사를 두어야 한다.344)

근로자이사제는 독일,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가운데 18개국이 근로자이사제를 채택하고 있

다.345) 근로자가 선출하거나 노동조합이 지명하여 선임되는 근로자이사는 비상무이

사(non-executive director)로서 이사회 또는 감독이사회에 참여하며, 근로자이사가

이사회 또는 감독이사회 총 인원 수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보통이다.346)

영국, 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의 경우 주주 중심의 기업지배구조 모델을 따르며 이

것이 현재 기업지배구조 논의의 세계적 주류라고 할 수 있지만, 위에서 보는 것처

럼 기업 경영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를 중시하는 전통을 가진 유럽 각국은 근로자 대

표가 경영상 의사결정, 경영 감독에 참여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라. 우리나라의 사례

민간 기업의 근로자이사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사용자단체 간의 주장

이 첨예하게 대립하며,347) 이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진 바는 없다. 공공 부문에서는

2016년 서울시가 처음으로 조례348) 제정을 통하여 산하 기관에 대해 근로자이사제

를 도입하였으며, 이후 많은 광역자치단체와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산하 기관에 대

한 근로자이사제를 채택하였다.

서울시가 마련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기준349)에 따르면 이 제도의 내용은

342) 위의 글, 184면.

343) 종전에는 근로자 수가 5천명 이상인 국내 회사 및 근로자 수가 1만명 이상인 다국적

회사가 이에 해당하였으나, 2015년 상법 규정이 개정되어 해당 요건이 각각 근로자 수 1천

명, 5천명으로 완화되었다(최준선, 앞의 글, 78면).

344) 이진수, 앞의 글, 185면.

345) 박태주, “한국에서 근로자이사제의 도입은 어떻게 가능한가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의 시도를 중심으로”, 「노동법포럼」 제19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6, 52면.

346) 위의 글, 52-53면.

347) 근로자이사제 도입에 반대하는 경영계의 입장은 2016. 5. 10.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보도

자료 “서울시의 노동이사제(근로자이사제) 도입 계획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에 잘 나타나

있다.

348) 서울특별시 조례 제6321호, 「서울특별시 근로자 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2016. 9.

26. 제정.

349) 서울시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2804(2016. 10. 27.),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근로자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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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우선 이 제도는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출자출연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고유사무인 지방공기업 설립․운영350)에 관해 서울특별시가 자치입법권을 행사

하여 제정한 조례351)에 근거한 것이다. 서울시의 근로자이사제는 정원이 100명 이상

인 서울시 산하기관(지방공사․공단, 출연기관)을 적용 대상으로 하며,352) 지배구조

에 관해 상법이 적용되는 주식회사인 출자기관353)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

로자이사 선임 절차를 보면, 당해 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는 일정 수 이상

근로자의 추천을 받아서 후보자 공모에 응할 수 있고, 상시 근로자 전원의 투표를

거쳐 선출된 후보자에 대해 임원추천위원회는 근로자 투표 결과를 고려하여 업무

수행 능력 등 적격성을 심사한 후 임명권자인 사장에게 2배수를 추천하게 된다. 근

로자이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의 ‘사업의 경영담당자’에

해당하여 동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노동조합을 탈퇴해

야 한다.354) 근로자이사는 비상임이사가 되며 근로자이사의 정수는 기관별 정원에

따라 1명 내지 2명으로 한다. 단 근로자이사의 정수가 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

을 초과할 수 없다.355)

마. 근로자이사제 도입의 타당성 검토

근로자이사제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대립한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노사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히고 노동쟁의 등 노사 갈등을 줄일

수 있으며,356) 이사회의 경영 감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경영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357) 반면 근로자이사제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근로자이사가 경영에 필요

제 세부운영지침”.

350)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차목.

35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2항, 제76조 제2항 및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제3항은 지방공사

와 지방공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조례

로써 정하도록 하고 있다.

352) 서울특별시 근로자 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353)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출자기관을 상법상 주식회

사로서 설립해야 한다.

354) 서울특별시 근로자 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 제1호.

355) 서울특별시 근로자 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356) 박태주, 앞의 글, 42-43면.

357) 유럽 국가에서 근로자이사가 감독이사회에 참여하여 경영을 감독함으로써 회사의 비용

지출 규모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를 근로자이사가 임원의 사적 이익 추구 행

위를 견제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최준선, 앞의 글, 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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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능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점, 근로자이사의 반대로 인해 회사의 전략적 의사결정

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지연되어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다는 점358) 등을

근거로 한다.

근로자이사제는 경제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는 견해359)가 있다. 민

주주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단체의 의사결정 결과에 구속되어 영향을 받게 되는 사

람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단체의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면,

기업에 있어서는 기업의 의사결정을 따라야 하는 근로자들이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

에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경제 민주화라는 것은

모호한 개념이나, 최근의 경제 민주화에 관한 논의를 보면, 소액주주․소상공인․중

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로 하여금 경제적 영역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실현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도록 하며, 대기업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것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360) 이러한 개념 파악은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라

는 헌법 제119조 제2항의 문언에도 부합한다. 경제 민주화를 이와 같이 이해할 때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가 경제적 약자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기업에 소속

된 내부 이해관계자이며 근로조건의 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수

단으로 헌법상 노동3권이 보장되는 종업원이 과연 경제 민주화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제 주체인지 의문이 든다. 근본적으로는 노동자의 경영 참가를 경제 민주화의 일

환으로 이해하는 것 즉 민주주의 원리가 기업 내부에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은 경영권과 노무 지휘권이 사용자(경영자)에 속하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그의 지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한편 근로계약상 권

리와 근로기준법 등 노동보호법에 의해 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노동법의 기본 체계

와는 맞지 않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개별 기업은 경쟁력을 제고하여 시장에

서 생존하기 위해 자원을 확보해서 일사불란한 조직력을 통해 이를 효율적으로 운

용해야 하는 조직인 것이지, 민주주의를 추구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

그러나 경제 민주화 개념에 의해 근로자이사제의 정당성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해

358) 이진수, 앞의 글, 170-171면.

359) 박태주, 앞의 글, 40․42면; 이진수, 앞의 글, 139면.

360) 정치권의 경제 민주화 논의의 중심에 있으며 자신이 헌법에 경제 민주화 조항을 반영

한 장본인이라고 하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제 민주화란 “어느 특정 경제세

력이 나라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재벌 등 특정 경제세력이 사

회를 지배하게 되어 경제 효율도 없어지고 사회 안정도 안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제 사회의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라고 부연하는데(김종인,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

동화출판사, 2012, 41면․50면), 이러한 개념 정의도 경제 주체간의 영향력의 균형을 경제

민주화로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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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근로자이사제가 타당하지 않은 제도라고 할 수는 없다. 근로자이사제는 위에서

소개한 실천적 장점을 가질 뿐 아니라,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이해관계자 모델에 의

해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는 계약 및 법률에 의해 확정적 권리를 보호받

는 채권자 등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와는 달리 기업의 계속적 경영 성과에 대해

강한 이해관계를 갖는다. 즉 경영 성과에 의해 성과급이 결정되며, 무엇보다 자신과

가족의 생존이 달려 있는 고용 안정이 기업의 경영 성과의 지속 여하에 달려 있다.

이 점에서 기업에 대한 근로자의 이해관계는 주주와 유사한 면이 있어서, 다른 외

부 이해관계자와 달리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 성과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361) 우리나라의 경우 정규직 고용 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하고 사회 안

전망이 충분하지 않아서 많은 경우 자신과 가족의 생계가 현재의 직장에 달려 있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근로자가 자신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362)에 관한 경영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근로

자의 경영 참가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363)

이와 같이 근로자 이해관계의 관점에서는 근로자가 인수․합병 등 경영상 의사결

정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론이 있다. 즉 인수․합병과 같은 전

략적 의사결정은 사용자의 권리인 경영권에 속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 근로자 대표

가 관여함으로써 경영자가 기업의 생존 또는 경쟁력 유지․강화에 필요한 구조조정

을 추진하기 어렵게 되고, 또한 신속한 의사결정에 장애가 되어 실기(失機)할 수 있

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364)

우리나라의 상사법 체계는 영국․미국의 주주자본주의를 따르고 있으며, 회사법

은 주주가 회사의 주인으로서 전적으로 이사 임면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다.

노동관계법 영역에서도 노사협의회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보고․협의 위주이

며 기본적으로 경영권을 갖는 사용자가 경영상 의사결정을 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주주의 재산권도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으므로(헌법 제37조 제2항), 법률에

의해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여 주주의 이사 선임권을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주주의 권리를 제한하려면 그 제한 필요성이 입증되어야 하는

데,365) 유럽 학자들의 실증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유럽 각국에서 시행하는 근로자이

361) 정응기, 앞의 글, 132면.

362)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의 경우 정리 해고가 허용된다(근

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363) 정응기, 앞의 글, 132면.

364) 최준선, 앞의 글, 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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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와 회사의 경영 성과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366) 그렇다면 근로자

가 경영 성과의 유지에 대해 사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근로자 대표

가 직접 경영에 참가하는 것은 경영 성과 제고에 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전문가

인 경영진에게 맡기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렇더라도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의 관점에서 근로자측이 자신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반면에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

는 전략적 의사결정으로서 경영권의 핵심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의사결정 자체에 대

해서는 근로자측이 관여할 수 없다고 본다.

바. 소결

위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민간 기업에 대해 법률로써 근로자이사를 선임할 의

무를 부과하는 것은 그 긍정적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이상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

는 것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공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시행하는 데에 문제가 없으며, 타당하다고 본다.

첫째, 공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운영법상의 절차에 따라 임명권자가 이사를 선임하

는 것이므로, 동법을 개정하여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더라도 주주의 이사 선임권

침해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다만 주식회사형 공기업의 경우에는 임명권자의 임명

행위 이전에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하지만, 서울시의 근로자이사제와 같이 근

로자이사를 비상임이사로 하고, 임원추천위원회가 근로자의 투표로 선출된 근로자

이사 후보의 적격성을 심사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하도록 하면, 근로자이

사제를 도입했다고 하여 주주 입장에서 자신의 권리 행사에 관해 바뀌는 부분이 특

별히 없으므로, 역시 주주의 이사 선임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둘째, 대부분의 대기업에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배주주가 있는 것과 달리 공기업

에는 ‘주인’이 없다. 다시 말하면 공기업의 경우 내부 지배구조에 해당 공기업과 이

해관계를 같이 하는 주체가 없다. 상장 공기업의 경우 소액주주가 있지만 경영에

관심을 갖고 내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소액주주는 매우 드물다. 그 때문에 중요

365) 김화진, 앞의 책, 185면.

366) 최준선, 앞의 글, 88면(유럽에서 1982년부터 2011년까지 발표된 이에 관한 28편의 논문

을 보면, 근로자이사 임명과 경영 성과 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것은 10건이고,

11건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거나 일부는 정(+) 일부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

고, 7건의 경우에는 부(-)의 상관관계가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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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영 사안에 대하여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쉽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명박 정부 시절 무리한 자원 개발과 해외 투자의 실패로 인한 대형 공

기업 대규모 적자 발생, 부채 급증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공기업의 근로자는

공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367) 재직하는 오랜 기간 동안 공기업의

장기적 경영 성과에 대한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이다. 이러한 공기업 근로자가 선출

한 근로자 대표를 비상임이사로 선임하게 되면, 이사회 안건 내용 중 잘못된 점, 보

완해야 할 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비록 한두 명의 근로자이사라고

해도 이와 같이 명시적인 반대의견을 제시하여 이를 이사회 의사록에 남기게 되면,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다른 이사들도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으며,368) 이를 통해 이사회의 잘못된 결정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공기업 이사회의 경영진 감독 기능은 사외이사가 있는 민간 주식회사와 마찬가지

로 비상임이사 주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비상임이사는 조직․부서를 지휘하거나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므로 이사회를 통해 경영 감독 활동을 할 수 밖에 없다. 공기

업의 이사회는 경영 감독을 위해 사장에게 업무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공공기관

운영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주식회사형 공기업이라면 비상임이사 자신도 사장에게

이사회에 대한 업무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에게도 이를 요구할 수 있

다(상법 제393조 제3항, 제4항).369) 이러한 경영진의 업무 보고를 통해 경영상 잘못

된 점을 발견할 경우 이사회 결의로써 사장 또는 상임이사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 그런데 민간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

을 경우 이사회가 대표이사 해임권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쓸 수 있는 반면에, 공기

업의 이사회는 사장을 해임할 수 없다.370)371) 이 점 때문에 민간 주식회사에 비하여

367) 상장 공기업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이 있으므로 근로자가 지분 소유자이기도 하다.

368) 박태주, 앞의 글, 54-55면.

369) 공공기관운영법 제17조 제2항은 공기업 이사회의 기능 관점에서 이사회 보고 사항을

정한 것이며, 상법 제393조 제2항 내지 제4항은 주식회사 이사회의 경영 감독 권한을 정한

것으로서 서로 규율 대상․관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식회사형 공기업에 대해 위

상법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공공기관운영법 제2조 제2항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370) 이사회는 사장이 법령․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직무 수

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주무부처 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지만(공공기관운영법 제22조 제1항), 주무부처 장관 또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그러한 요

청 또는 건의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371)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대표이사 임면 권한을 가지며,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주

주총회가 대표이사를 임면할 수 있다(상법 제389조 제1항). 이와 달리 공기업에 있어서는 대

통령이 사장을 임면한다(공공기관운영법 제25조 제1항). 상법이 적용․준용되는 주식회사형

공기업의 경우에도 주주총회 의결을 거치기는 하지만 역시 대통령이 사장을 임면한다. 이는

상법의 주식회사 기관 구성 원리와는 맞지 않으며, 특히 민간 주주가 있는 상장 공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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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이사회가 경영 감독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더 어렵다. 더욱이 공기업

경영 성과에 대해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선임한 비상임이사

가 적극적으로 이사회 활동에 임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공기업 이

사회의 경영 감독 기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주인’ 없는 공기업의 장기적 경

영 성과에 대해 이해관계를 갖는 근로자의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여 경영 현안에

대해 ‘쓴소리’를 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한편으로 공기업 직원은 조직 내에서 사장과 상임이사에게 종속되므로, 이

사회에 참여하더라도 경영진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근로자측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근로자이사 후보자 추천 및 투표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면, 근로자들이 기업을 위해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인

사를 근로자이사로 선출할 것이다. 실제로는 근로자 지지 기반을 가진 노동조합 간

부 출신 직원들이 입후보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372) 이렇게 내부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노동조합 출신 인사가 근로자이사로 취임하는 편이 이사회의 경영진 감독․견

제 기능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다만 노동조합이 이사회에 진출할 경

우 경영진과 노동조합 간의 유착관계 형성으로 인한 방만 경영의 위험이 있다. 이

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가 예산 관리 등 감독권한 행사로써 통제해야 할 것이다.

제3절 주식회사형 공기업 상장을 통한 경영 자율성․효율성 제고

1.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의 경영 자율성 확대 필요성

경우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가 사장을 임면하지 않고 공기업의 기관도 아닌 대통령이 사장을

임면한다고 할 때 얼마간 위화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공기업을 소유하는 정부의 대표자

로서 대통령이 공기업 사장에 대한 임면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

지만, 공기업 중에서도 특히 기업성이 강한 상장 공기업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기관 구성 원

리를 존중하여 주주총회가 사장을 비롯한 임원을 임면하고 정부는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통령의 인사권은 통치에 필요한 권력 기반을 유지하는 가

장 중요한 수단인데 대규모 상장 공기업 사장 임면 권한은 상당한 비중이 있으므로, 대통령

으로 하여금 이러한 권한을 포기하도록 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372) 근로자이사제를 시행하는 서울시 산하기관 중 가장 규모가 큰 서울교통공사(임직원 약

16,000명)와 서울시설공단(임직원 약 3,800명)의 사례를 보면,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2020년 9

월말 현재 2기 근로자이사(정원 2명) 선임 절차가 진행중인데, 근로자 투표를 위해 출마한 3

명의 후보자 모두 노동조합 간부 출신이며(서울경제, “노동이사 노조간부 출신 자리 나눠먹

기 되나”, 2020. 9. 3. <https://www.sedaily.com>), 서울시설공단의 경우 2017년 11월 임기

3년의 근로자이사로 선임된 2명 모두 노동조합 간부 출신이었다(아시아경제, “서울시설공단,

근로자 이사에 한성남·박관수 과장 임명”, 2017. 11. 10. <http://ww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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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기업에 대한 소유권 행사 기능을

시장 규제 또는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국가기관과 분리하여 하나의 기관으로 집중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373) 즉 공기업이 참여하는 시장을 규제하는 국가기관과 공기업

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여 산업정책 등 공공 정책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으로부터

공기업 소유권 행사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소유권 행사 기능과

시장 규제 기능을 같은 국가기관이 담당한다면 시장의 공평한 경쟁 환경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소유권 행사 기능과 공기업을 통한 공공 정책 기능을 같은

국가기관이 담당하면 같은 기관 내에서 ’목표의 혼동’이 일어나므로 이 두 기능을

분리해서 수행하되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공공성이 강한 준정부기관의 경우 공공 정책 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

능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는 한편 또한 주무부처의 감독을 받아야

하므로 소유권 행사 기능을 주무부처로부터 분리할 필요성은 적다.374) 이와 달리 공

기업은 그 기업성으로 인해 소유권 행사 기능을 분리하여 집중화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공기업을 정책 수단으로 하여 공공 정책을 실행하려고 하는 주무부처가 소유

권 행사 기능까지 담당하게 되면, 공기업에 대한 지나친 영향력 행사로 인해 기업

가치, 주주 가치가 훼손되고 자율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375)

2007년 공공기관운영법 시행에 의해 주무부처의 공기업 상임이사 임명 권한이 공

기업 사장으로 넘어가는 등 공기업 소유권 행사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주무부처의

권한이 약화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주무부처가 공기업 상임이사 선임 과정에 영향

력을 행사하며,376) 공기업 사장에 대한 임명 제청 권한(공공기관운영법 제25조 제1

37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2015 개정판(OECD Guide-

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2015 Edition)」(번역본), 2015,

34면.

374) 곽채기,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 임원 임면제도 개선방안",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005, 27면.

375) 영국의 경우 2000년대 접어들어 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들이 공기업 소유권을

행사한 결과 공기업의 주주 가치가 침해되고 경영 자율성이 위축된다는 비판이 일어, 2003

년 공기업 소유권 행사 기능을 담당하는 SE(Shareholder Executive)를 설립하였다(기획재정

부, 앞의 글, 2013, 49면). 2005년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이 나온 뒤에 EU 국가

들은 공기업에 대한 소유권 행사 기능을 재무부처에 집중시키고 주무부처는 산업정책 등 공

공 정책 목표를 추구하도록 이원화하였다(위의 글, 51면).

376) 공기업 사장이 상임이사 임명 권한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상임이사를 임명하려면 사

전에 정부측의 인사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주무부처가 상임이사 임명안에 대

해 공기업 사장과 의견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전기신문, “끊

이지 않는 공기업 인사 청탁”, 2018. 5. 20. <http://www.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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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공기업 임원에 대한 해임 건의․요구 권한(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 제3항)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주무부처는 이러한 인사 권한과 공공기관운영법상의 감독 권한

및 개별법에 의한 사업 규제 권한을 배경으로 하여 공기업 경영을 포괄적으로 감독

하며 공식적․비공식적 영향력을 폭넓게 행사하고 있다. 그 결과 투자 의사결정 등

에 관한 공기업의 자율성은 상당한 제약을 받으며 공기업 운영이 공공성에 치우치

는 경향이 있다.

공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공법적 규율체계는 점차적으로 공기업의 자율책임경영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뀌어 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금도 주무부처가 공

기업 운영을 포괄적으로 감독하는 사전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무부처의 지나

친 통제는 공기업의 기업성과 맞지 않으며, 공기업의 자율책임경영을 보장함으로써

조직의 역동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반면에 자율성 일

변도로 공기업 경영을 경영진에게 맡기면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내부성

(internalities)에 매몰되어 불필요한 조직 확대 추구,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운영 등

방만 경영의 폐해가 생길 수 있다.377)

이렇듯 공기업의 자율책임경영 보장 수준은 그 최적점을 찾기 어려운 문제이며,

공기업 지배구조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일률적으로 이를 정하기보다는 공기업의 기

업성 수준의 차이를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배구조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

재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기업의 유형을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구분

하고 있으나 그 지배구조와 경영 감독 수단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 주식회

사형 공기업 중 상장 공기업의 경우 민간 주주의 존재로 인해 비상장 공기업에 비

해 기업성이 강하며 주주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므로, 자율성 보장

수준을 대폭 높일 필요가 있다.

2. 주식회사형 공기업 상장을 통한 효율성 제고

가. 주식회사형 공기업 상장의 기대 효과

주식회사형 공기업의 경우 자본이 주식으로 분할되어 있으며 상법의 주식회사 규

정이 적용되므로, 구주(舊株) 매출 또는 신주 발행 방식으로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

장할 수 있다. 주식회사형 공기업이 상장되면 기관투자자, 소액주주 등 민간 주주가

37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KIPF),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5년, 평

가와 향후과제 -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자율성 확대가 필요 -”, 2012. 4. 27. KIPF 좌담회

내용,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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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의 중요한 축으로 등장하게 된다. 민간 주주의 목적은 투자 수익이므로 주

가와 이익 배당에 관심을 가지며 회사의 재무 성과에 대해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공기업은 이러한 주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 한편

으로는 주가 하락에 따른 신용 하락을 우려하여, 재무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수익

을 창출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경영 효율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또한 공기업 경

영진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민간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게 됨으로써 주주 가치와

주무부처로 대변되는 공익성 사이의 균형을 기할 수 있다.

나. 공기업 상장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 결과

OECD 국가 중 다수의 상장 공기업이 있는 프랑스, 핀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4

개국의 공기업을 대상으로 공기업 상장과 경영 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밝힌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기업이 상장됨으로써 수익성과 효율성이 높아졌다.378)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위 4개국의 39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수

익성을 의미하는 자본이익률(순이익/자기자본)이 상장 이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증가하였으며, 효율성을 의미하는 1인당 매출액과 1인당 순이익도 상장 이후에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공기업이 상장됨으로써 자본시장 공시 의무로 인해

투명성이 높아지고, 기관투자자 등 민간 주주의 압박에 의하여 재무 성과를 중시하

게 되며, 임원 선임에 있어서 정부가 주주로서의 권리 이상을 행사할 수 없게 되거

나 정부의 영향력이 감소하여 경영능력 위주로 임원을 선임할 수 있게 된 데에 따

른 것이다.379) 경제지 포춘(Fortune)이 2015년 발표한 세계 500대 기업에 포함되는

에너지 산업 분야 16개 공기업을 상장 공기업(4개)과 비상장 공기업(12개)로 나누어

서 재무성과를 비교한 결과 상장 공기업의 수익성이 월등하게 높았으며, 성장성을

의미하는 매출 증가율도 상장 공기업이 높았다. 안정성을 의미하는 부채비율은 상

장 공기업이 비상장 공기업의 2분의 1 수준이었다.380)

이 외에도 전 세계 50개 중․대형 항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소유권 귀속관계와 수

익성, 노동생산성 등과의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기업은 민간기업

과 국가․민간 공동소유 즉 혼합소유(mixed ownership) 기업에 비해 매출액 이익

378) 허경선, 앞의 책, 98-99면.

379) 위의 책, 109-110면.

380) 위의 책, 107면(다만 이러한 상장 공기업의 재무적 우위는 수익성․성장성․안정성이

높아서 자본시장 투자 매력도가 높은 공기업이 상장된 결과 나타난 것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단순 비교 결과를 근거로 공기업이 상장하면 재무 성과가 높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

으며, 참고 자료가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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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세전순이익/매출액)이 상당히 낮았다.381)

< 표 11 > 국내 상장 공기업의 상장 전․후 실적 비교

(단위: 억원)

구분

매출액 순이익

상장 직전
(A)

’15년(A 대
비 증감률)

’19년(A 대
비 증감률)

상장 직전
(A)

’15년(A 대
비 증감률)

’19년(A 대
비 증감률)

한국전력공사(’89.) 44,212
585,404
(1,224%)

589,331
(1,233%)

8,987
101,657
(1,031%)

-25,949
(-389%)

한국가스공사(’99.) 36,112
254,820
(606%)

239,038
(562%)

1,409
557

(-60%)
816

(-42%)

주식회사 강원
랜드(’03.)

4,761
16,310
(243%)

15,176
(219%)

2,210
4,305
(95%)

3,356
(52%)

한전KPS 주식
회사(’07.)

6,110
11,711
(92%)

12,446
(104%)

619
1,686
(172%)

1,577
(155%)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09.)

3,914
5,057
(29%)

4,908
(25%)

602
917
(52%)

720
(20%)

한국전력기술주식
회사(’09.)

3,473
6,576
(89%)

4,486
(29%)

275
310
(13%)

264
(-4%)

지역난방공사(’10.) 12,482
20,019
(60%)

23,679
(90%)

1,496
1,158
(-23%)

-258
(-117%)

※ 기업명 뒤 괄호 안의 연도는 상장 연도이며, 매출액과 순이익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임

위 표는 우리나라 상장 공기업의 상장 직전과 상장 이후 재무 실적을 비교한 것

이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하면 매출액은 모든 공기업이 증가하였으며, 순

이익은 한국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를 제외하고 증가하였다. 그러나 최근년도 실

적을 보면 상장 전과 비교할 때 매출액은 증가하였으나, 순이익의 경우 한국전력공

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기술 및 지역난방공사 총 4개 공기업이 하락하였다. 그

런데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법령에 근거한 공공요금 규

제를 받는 공기업으로서 수익 규모가 자체 성과와 무관한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되

는 부분이 매우 크기 때문에, 위 실적 하락을 경영 성과와 연관지을 수 없다. 한국

전력기술은 원자력․석탄화력 발전소 설계를 주력 사업으로 하는 공기업인데, 문재

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즉 탈원전․석탄 정책의 영향으로 수익 구조에 막대한

381) Mattijs Backx, Michael Carney & Eric Gedajlovic, “Public, private and mixed

ownership and the performance of international airlines”, Journal of Air Transport

Management 8(4), 2002, p. 218(다만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효율성을 의미하는 노동생산성

의 경우 공기업과 국가․민간 공동소유 기업 모두 민간기업보다 통계학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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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격을 입고 있어서 역시 최근의 실적 하락은 외부 원인에 기인한다.

외부 요인의 영향력이 강한 위 4개 기업 외 강원랜드, 한전KPS 및 그랜드코리아

레저(GKL)의 경우 상장 이후 매출액과 순이익이 상당폭 증가하였다. 사행산업인

카지노 사업을 운영하는 강원랜드와 그랜드코리아레저382)보다 발전설비 정비 사업

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한전KPS의 상장 이후 실적 향상이 두드러진다. 한전KPS는

국내 발전설비 정비 시장에 대한 민간기업 참여 확대에도 불구하고, 상장 이후에

해외시장 개척에 역점을 두는383) 등 실적 향상 노력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 상장 공기업의 경영 성과를 분석해 보면, 국내 사례가 앞서

본 해외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 연구 결과와 배치되지 않는다. 다만 국내 사례

에 대해서는 추후 공기업 상장과 경영 성과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정밀한 실증 연

구가 필요하다.

3. 혼합소유제 모델

가. 공기업 혼합소유에 의한 공공성 유지 및 민영화 관련 사회적 갈등 방지

주식회사형 공기업을 민영화하게 되면 정부는 그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게 되므

로 더이상 해당 공기업의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성을 추구할 수 없다. 또한 우량 공

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대기업의 경영권 인수 가능성으로 인해 대기업 경제

력 집중의 우려를 낳고384)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385) 따라서 정부가 지배

382) 강원랜드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는 각각 내국인 대상 카지노 사업, 외국인 대상 카

지노 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공기업으로서, 윤리적 관점에서 해당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

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강원랜드의 내국인 대상 카지노 사업은 2008년 도입된

사행산업 매출 총량제의 적용 대상으로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근거한 연도별 매출

액 규모 제한을 받는다.

383) 한전KPS의 해외사업 부문 매출은 2011년 550억원 규모로서 전체 매출의 5.9%를 차지

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1,500억원 규모로 전체 매출의 12.1%를 차지하였다.

384) 1993년 2월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0월 58개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내용을 담은

1993년 제4차 민영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후 재벌 기업 경제력 집중을 우려하여 이를

사실상 철회한 바 있다.

385)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전력․가스․수도 등 유틸리티 사업의 민영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여론이 일자, 정부는 이들 사업의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

표하였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설립 당시의 계획에 따라 2008년 인천국제

공항공사 일부 지분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해외 투자자 내정설, 정권 유력인사 연루설 등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고, 공사의 일부 지분 매각을 민영화 전(前)단계로 인식한 반대 여론이

형성되어 관련법 개정에 실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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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즉 경영권을 계속 보유한 채 일부 지분을 민간에 매각함으로써 공공성을 유지하

면서 경영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혼합 소유(mixed ownership) 방식으로 주식회사

형 공기업을 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기업 혼합소유제는 뉴질랜드에서 공공기관 개혁 방안의 하나로 채택되어 성공

을 거둔 모델로 평가된다. 1980년대에는 영미권 국가를 중심으로 시장주의와 신자

유주의에 입각한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대

대적인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영연방에 속하는 뉴질랜드 역시 공기업 상장

을 통해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2011년 집권에 성공한 뉴질랜드 정당 ‘the

National’이 공기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모두 기하기 위해 혼합소유제 모델에 의한

공기업 상장을 추진한 결과 4개 공기업이 과반수 정부 지분을 유지하면서 증권시장

에 상장되었다.386) 과거에는 민영화를 최종 목표로 하여 뉴질랜드의 공기업 상장이

추진되었다면, 2011년 이후의 공기업 상장은 정부의 과반수 지분 유지를 전제로 하

여 이루어진 점에서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뉴질랜드의 비상장 공기업은 공

기업법의 적용을 받고 정부가 임원에 대한 임면 권한을 갖는 데 비해, 혼합소유제

에 따라 상장된 4개 공기업은 민간 기업과 마찬가지로 공기업법이 아닌 회사법, 증

권법(Securities Act), 증권시장법(Securities Market Act)의 적용을 받으며, 임원 선

임에 있어서도 정부는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뿐이다.387)

나. 혼합소유제 실현 방법

혼합소유제 모델에 따라 주식회사형 공기업을 상장할 경우 정부가 과반수 지분을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민영화 우려를 불식할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해서는 첫째, 해당 공기업의 설립근거법에 이를 명시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예로서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한국전력공사법에 정부측 지분을 51% 이상으로 한다

는 조항을 두고 있다(동법 제4조). 둘째, 별도의 설립근거법이 없는 경우에는 차선

책으로 자본시장법상 공공적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388) 공공적 법인으로 지정되

386) 허경선, 앞의 책, 74․80․86면.

387) 위의 책, 74-75면.

388) 2016년 6월 기획재정부는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하여 한전의 발전 자

회사 등 총 8개 에너지 공기업을 순차 상장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남동발전㈜와 한

국동서발전㈜가 우선상장기관으로 지정되어 2017년 상장을 목표로 준비하였는데, 이들 공기

업은 별도의 설립근거법이 없으므로 기획재정부는 혼합소유제 장치로서 공공적 법인 지정을

추진하였다. 이에 대해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공공적 법인은 과거 국민주 방식 상장을

위한 제도라는 이유로 추가 지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설령 입법목적이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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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민간 주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3% 이내에서 당해 공기업 정관에서 정하는 비율

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을 뿐 아니라(자본시장법 제167조 제1항 제2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주주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추가적인 제한을 할 수 있다(동법

제168조 제2항). 또한 외국인과 외국법인 주주의 총 지분 한도가 40%로 제한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7조 제1항 제2호). 다만 공공적 법인으로 지정되어도 정부

가 과반수 지분을 유지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혼합소유를 유지하는

장치로서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인 주식 소유 제한으로 인해 민간 주

주가 해당 공기업의 경영권을 갖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실제적인 효과 면에

서는 민영화를 방지하고 정부측 경영권을 유지하는 데 충분하다고 본다.

4. 상장 공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특례 인정

가. 상장 공기업 경영 자율성 확대 필요성

공기업의 경영 자율성과 정부의 감독․통제 간의 최적점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으며, 공기업의 사업 특성과 기업성 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현재 공공기관운영법은 자산 규모와 기업성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공기업의 유형을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지

배구조 규율에 있어서 양자의 차이는 별로 없으며 거의 동일하게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식회사형 공기업 중에서도 상장 공기업은 많은 민간 주주가 경영 성과에 대해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며 증권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됨으로 인해 비상장 공기업에

비해 훨씬 강한 기업성을 띤다. 이러한 상장 공기업으로 하여금 재무적 성과를 창

출하여 기업가치를 높이고 민간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

처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성을 갖춘 경영진이 경제 논리에 따라 경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폭넓게 부여해야 한다. 한편으로 혼합소유제에 의한 공기업 상장의 주된

목적은 정부의 통제․간섭 대신 주주가치를 중시하는 경영과 자본시장의 감시를 통

해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가치를 제고하려는 데 있다. 그렇다면 현재 상장되어 있는

공기업이든 향후 신규로 상장하게 될 공기업이든 마찬가지로 최소한 상장 공기업에

대해서는 임원의 전문성․독립성을 확보하고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

공기관운영법에 지배구조의 특례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상법 회사편

다 해도 현행법상 공공적 법인 지정요건에 해당한다면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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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상장회사에 대하여 다수의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를 용이

하게 하는 한편 상장회사 운영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도 그 취지에 있어서 일맥상통한다.

나. 상장 공기업 지배구조 특례의 내용

상장 공기업도 공기업인 이상 사업 운영에 있어서 적절한 공공요금 수준 유지,

사회적 약자 배려 등 꼭 필요한 공공성은 지켜야 하지만, 부적절한 정치적 영향력

에 휘둘리지 않고 경제 논리에 따라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경영을 하려면, 경영진

과 비상임이사가 주무부처 등 정부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상장 공기업에 대하여 민간 주주의 대표 또는 이들이 지명하는 인사

가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한편, 임원 임면에 대한 주무부처의 관여를 배제할

필요가 있는 점은 앞에서 언급하였다.

기업성이 강하며 소액주주가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상장 공기업으로 하여금 기업

가치를 제고하도록 하려면, 투자 의사결정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최소화하여 자율

성을 부여함으로써 수익성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만 투자 성과

에 대해서는 경영진이 사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면 된다. 현행 제도상 공기업이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지원 금액과 공기업 부담 금액을 합한

금액이 500억 이상인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투자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389) 그런데 예비타당성

조사는 상당한 시일을 요하므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되는 사업이라면

공기업이 참여하기 어려우며, 또한 투자 의사결정이 지연되어 좋은 사업 기회를 놓

칠 수 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상장 공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예비타당

성 조사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은 신규사업을 위해 출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다른 회사에 출자하고자 할 때

이사회 의결 전에 주무부처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공공기관운영법 제51조

의2). 이는 실제로는 공기업의 출자에 대한 사전 승인 제도와 같이 운영되고 있

다.390) 상장 공기업의 투자 자율성 측면에서 보면, 투자 예비타당성 조사와 마찬가

389) 공공기관운영법 제4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의3.

390)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이 2018년 3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배포한 ‘공기업․준정부

기관 출연․출자 사전협의 업무절차 안내’ 자료를 보면, 주무부처와 기획재정부는 각각 순차

적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서면(공문)으로 회

신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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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출자 협의 의무도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장 공기

업의 경우에도 ‘주인 없는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내부성

(internalities)으로 인한 조직 확대를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상장 공기업

이 경영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출자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회사에 출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독 권한을 갖는 정부 부처가 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391) 이러한 면을

고려하면, 상장 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영권 또는 지배력을 취득할 목적으로 출자회

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무부처 및 기획재정부와

출자 여부에 관해 협의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제도는 공기업의 경영에 지대한 영

향을 미친다. 매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는 임직원의 성과급 금액을 결정할 뿐 아

니라, 사장의 연임 여부와도 관련되며(공공기관운영법 제28조 제2항 제1호),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사장과 상임이사의 해임 사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동법

제48조 제8항). 대부분의 공기업들은 이와 같은 경영실적 평가 등급을 잘 받기 위해

서 기획재정부가 제시하는 경영 전반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세부적인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 맞추어서 경영을 하게 되므로, 자율경영 여지는 작을 수 밖에 없다. 앞에서

본 대로 상장 공기업에 대해서는 폭넓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경

영실적 평가 지표를 기업가치(주가), 수익성(자본이익률 또는 총자산이익률) 및 필

수적인 몇몇 공공성 지표로 과감하게 단순화하여 경영진에게 실질적인 경영권을 부

여해야 한다.

제4절 상장 공기업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 확대

1. 상장 공기업 소액주주 영향력 확대 필요성

상장 공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공익과 주주의 이익을 균형 있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 등 정부 부처의 간섭․통제의 범위와 방법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일이 필요하지만, 정부 부처의 간섭․통제를 축소하여 경영진의 자율성을

확대하게 되면 방만 경영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공공성

391) 과거 공공기관운영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지침)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지배력을 갖는 출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에 한하여 주무부처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위 지침 제18조), 2016년

3월 22일 법률 제14076호로 공공기관운영법이 개정될 때 공기업․준정부기관 출자 협의 제

도가 동법 내용으로 들어오면서(제51조의2) 협의 대상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모든 출자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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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주주 이익 간의 균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부 부처 영향력

축소 이외에도 소액주주의 목소리가 실제로 공기업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은 제4장에서 ‘모든 주주에 대한 공평한 대우

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 가이드라인은 소액주주로 하여금 쉽게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이사 선임과 같

은 공기업의 핵심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392)

우리나라의 상장 공기업 7개사393)의 주주 구성을 보면, 정부와 공공기관, 연금 운

용 목적으로 투자한 국민연금공단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면 많은 부분 소액주주

로 구성되어 있다. 소액주주들이 상장 공기업의 경영에 관여하는 수단은 여러 가지

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주주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의사결정

사안인 주주총회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기업의 주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들 소액주주

들은 주가와 배당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리스크 외에는 공기업 경영상의 문제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며, 시간과 비용을 들여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

사할 의사가 없는 경우가 많다. 상장 공기업의 소액주주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주

주총회를 통하여 주주의 이익과 직접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려

면,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야

한다. 주주들이 주주총회장에 나오지 않고도 온라인 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는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상법은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확대하기 위하여 1999년 상법을 개정

하여 서면투표제를 도입하였고(제368조의3), 그 이후에 사회 전반의 전자화(digitali-

zation) 추세에 따라 2009년 전자투표제 규정도 신설하였다(제368조의4).

2. 전자투표제의 의의

39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2015 개정판(OECD Guide-

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2015 Edition)」(번역본), 2015,

50-51면.

393) 한국전력공사(1989년 상장), 한국가스공사(1999년 상장), 주식회사 강원랜드(2003년 상

장), 한전KPS 주식회사(2007년 상장),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2009년 상장), 한국전력기

술 주식회사(2009년 상장), 한국지역난방공사(2010년 상장). 이 외에 공공기관운영법상 ‘기타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은행도 2003년 상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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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제란 주주가 주주총회 장소에 오지 않고 전자적 방법, 즉 인터넷을 통해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상법 제368조의4). 전자투표

제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한편, 주주총회 성립을 위한 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점에서 전자투표제는 주주로 하여금 주주총회

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면투표제(상법 제

368조의3)와 같은 목적을 갖는다.394)

정보 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발전에 의한 전자화 흐름에 발 맞추어 상법

에도 그동안 전자화 규정들이 많이 도입되었다. 전자투표제에 관한 상법 조항도 이

러한 추세에 따라 2009년 5월 28일 상법 개정 때 신설되었다. 이는 향후 주주들이

회합(會合)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주주총회, 즉 전자 주주총회로 가는 첫

걸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395)

전자투표제 시행 후 이를 도입한 상장회사의 수는 상당히 증가하였다. 공정거래

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상장회사 중 전자투표제를 채택한 회사는 2014년

까지 전혀 없었으나, 2015년에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상장회사 중 11%인 27개사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였으며,396) 2019년에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상장회사의 수가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상장회사 수의 34% 수준인 86개사로 증가하였다.397) 이사회

결의에 의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86개사 중에서 2019년 중에 실제로 전자투표 방

식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한 회사는 72개사로서 전체의 29%에 달하였다. 2019년을

394) 상법은 서면투표제 채택 여부를 개별 주식회사들의 결정에 맡기고 있으며, 이를 채택

하고자 하는 회사는 정관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제368조의3 제1항). 후술하는 것처럼 전자투

표제의 경우 이를 도입한 상장회사의 수가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는 데 비해, 서면투표제를

채택한 상장회사의 수는 이보다 훨씬 적다. - 2019년말 현재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

단 소속 상장회사 중 전자투표제를 채택한 회사의 비율은 34.4%에 달하는 데 비해, 서면투

표제를 채택한 회사의 비율은 8.4%에 불과하다. - 디지털 시대에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의결

권 행사를 이끌어 내는 실제 효과 면에서 전자투표제가 서면투표제보다 갈수록 더 우월할

것으로 보인다. 7개 상장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만이 서면투표

제를 채택하고 있다.

395) 현재까지는 전자 주주총회를 입법화한 국가는 거의 없으며, 회사 운영에 대한 규제 수

준이 가장 낮고 자유로운 회사법 중의 하나라고 알려진 미국 델라웨어 주(州) 회사법만 전

자 주주총회를 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이철송, 앞의 책, 578면).

396)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5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발표”, 2015. 12.

23.(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성립 정족수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인 섀도우 보팅

(shadow voting) 제도가 2015년 1월 폐지되면서, 전자투표제 도입 회사 등에 한하여 3년간

섀도우 보팅을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기 때문에, 당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회

사가 급증하였다).

397)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공개”, 2019.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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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상장회사의 전자투표제와 서면투표제의

실적을 비교하면 아래 < 표 12 >와 같다. 이를 보면 2019년 동안 공시대상기업집

단 소속 상장회사 전체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주식 수에 대하여 전자투표를 통해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한 소액주주 보유 주식의 비율은 1.3%로서 아직 높은 수준

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서면투표 비율 0.19%보다는 훨씬 높다. 이상과 같은 사실

은 앞으로 더 많은 소액주주가 주주총회 결의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자투

표제의 확대가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398)

< 표 12 > 공시대상기업집단 상장회사 2019년 전자․서면투표제 실적 비교

구분 도입 회사 실시 회사
전자․서면
투표 비율399)

소액주주 전자․
서면투표 비율400)

전자투표제 86개사(34.4%) 72개사(28.8%) 2.0% 1.3%

서면투표제 21개사(8.4%) 14개사(5.6%) 0.54% 0.19%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

조 현황 분석”, 2019. 12.

3. 상법상 전자투표제의 내용

주식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주주총회 전자투표제를 채택할 수 있다(상법 제

368조의4 제1항). 이는 그 시행을 위해 정관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서면투표제(상법

제368조의3 제1항)와는 다르다. 각 회사별로 전자투표제 채택 여부를 정하도록 한

이유는 회사마다 기업 규모, 주주의 수 등 개별적 사정에 따라 그 비용과 효용을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401)

개별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는 이사회 회의에서 당해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은 당연하며, 이사회는 향후 개최될 모든 주주총회

398) 상장회사 입장에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주된 이유는 주주총회 성립 정족수(보통결

의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를 채우기 위해서인데, 전자투표제 도입 회사 수의 증가

추세는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운영진이 전자투표제가 주주총회에 참여하는 소액주주의 수를

늘리는 데 효과가 있는 제도라고 본다는 점을 나타낸다.

399) 연간 전체 의결권 행사 주식 대비 전자․서면투표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의 비

율(동일인․특수관계인 제외).

400) 기관투자자를 제외한 소액주주가 전자․서면투표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한 비율.

401) 김재두, “주주총회상 전자투표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법학논총」 제37권 제2호, 단

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3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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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괄하여 전자투표제를 채택한다고 결의할 수도 있다고 본다. 주주총회 건별로

전자투표제 채택을 결의하는 일은 번거롭고, 주주 입장에서도 전자투표 가능 여부

가 달라지면 혼란스럽기 때문이다.402) 이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도 있다. 일괄적으로 전자투표제를 채택한 후에 이를 변경해야 할 사유가 생기면

개별 주주총회에 한해서든 일률적으로든 다시 이사회를 열어 방침을 변경할 수 있

으므로, 전자투표제의 포괄적 채택을 허용해도 무방하다.

전자투표를 채택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할 경우 주주가 전자투표의 방식으로 의결

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명시해야 한다(상법 제368조의

4 제2항). 또한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기간 등 필요한

안내 사항도 소집통지서에 명시해야 한다(상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주주가 전자

투표를 하려면 전자서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

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한 다음에,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방법을 통해 전자투표를 해야 한다(상법 제368조의4 제3항,

상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2020년 1월 29일 대통령령 제30363호로 상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주주가 한번 전자투표를 하면 이를 수정할 수 없었지만(舊 상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위 상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제13조 제3항이 삭제되면서 전

자투표 기간 내에는 수정할 수 있게 되었다.403)

4. 전자투표제의 순기능과 역기능․단점에 대한 검토

가. 전자투표제의 순기능

회사 입장에서는 전자투표제가 주주총회 성립 정족수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

다. 전자투표제가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인쇄․발송 비용, 회의 운영비 등 각종 비

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하는 견해가 있지만,404) 전자 주주총회가 아닌 한 현

장 주주총회와 전자투표를 병행해야 하므로 회사가 부담하는 주주총회 운영 비용은

오히려 늘어날 것이다. 단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는 권리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

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상장회사의 경우 대부분 본점이 수도권에 있어서 수

402) 위의 글, 397면.

403) 전자투표의 경우 투표 마감 후에 최종적인 투표 결과만 집계하여 처리하면 되는 것이

어서, 투표 마감 전까지 투표의 철회 또는 변경을 허용해도 무방하므로, 상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을 삭제한 것은 타당하다.

404) 김병태,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도 의무화와 문제점”, 「기업법연구」 제27권 제3호, 한

국기업법학회, 2013, 81-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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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주주들은 주주총회에 참석하기가 곤란한데,

전자투표제에 의해 의결권 행사에 대한 시간적․공간적 장애를 해소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면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는 소액주주가 늘어난다.405) 또

한 소액주주들은 회사와 주주 간의 전자적 네트워크를 통해 회사 경영에 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손쉽게 입수할 수 있을 것이며,406) 소액주주의 회사 경영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질 것이다. 이로써 상장회사 경영진의 사익 추구 행위를 견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기업의 경우에는 주무부처가 원하는 산업정책, 공공 정책을 수행

하려는 경영진이 주주 이익을 희생하여 공공성을 추구하는 경향을 견제할 수 있다.

나. 전자투표제의 역기능과 단점에 대한 검토

전자투표제의 역기능으로는 의사결정 질적 수준의 저하 우려를 들 수 있다. 즉

전자투표를 하는 주주가 많아지면 주주총회장에서 행하는 안건에 대한 설명과 토론

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407) 전자투표를 하는 주주는 안건 설명과 토론을 접

하지 못한 채 투표를 하게 되는 결과 의사결정의 질적 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408)

전자투표를 하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잘못된 정보 또는 루머에 의해 오도될 위험

도 있다. 현행법상 전자투표제도는 단순히 안건에 대한 주주의 찬반 의사를 집계하

기만 하면 되도록 정하고 있어서, 의사결정의 질적 수준이 저하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점은 향후 상법 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자투표제를 채택한

회사는 주주들과 주주총회 주최측이 온라인으로 질의․응답 또는 토론을 하도록 시

스템 기능을 제공하고 제도를 운영하게끔 하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 외에도 전자투표제의 단점으로 전자투표 시스템 오류 발생 가능성과 해킹 위

험을 들기도 한다.409) 그러나 이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전산 시스템을 비롯하여 법

률적․경제적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들이 공통적으로 내포하

405) 여러 상장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경우 이들 회사가 한날 한시에 주주총회를 개

최함으로 인해(이른바 “슈퍼 주총데이”)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도

전자투표제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406) 김병태, 위의 글, 82면.

407) 김재두, 앞의 글, 393면.

408) 김병태, 앞의 글, 86면.

409) 위의 글, 85면(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면 주주총회 결의 하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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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위험으로서,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 사회에서 수용하고 대처할 수 있는 위

험이라고 생각된다.

5. 전자투표제 확대 방안

상장 공기업에 있어서도 전자투표제는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고

소액주주의 경영에 대한 관심을 높여 경영진으로 하여금 주주 가치를 중시하는 경

영을 하도록 견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OECD 역시 민간기업과 공기업 모두 전자투표제의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입

장이다.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는 주주의 권리 행사를 보

호하고 이를 활성화해야 하며, 소액주주와 외국인 주주 등 모든 주주를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410) 이를 위해 동 원칙은 국가와 기업은 주주총회 투표에 대해 정보

기술을 확대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모든 상장기업에 대해 안전한 전자투표제

(secure electronic voting)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한다.411) OECD 공기

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역시 정부와 공기업은 민간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하

며, 소액주주들이 공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손쉽게 참여할 있도록 전자투표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412)

민간의 많은 상장회사들은 규모, 주주의 수 등 개별 사정이 모두 달라서, 일률적

으로 전자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게 되면 이것이 경영에 부담이 되는 회사도 있을

것이므로,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외국 사례를 보아

도 2012년 회사법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상장회사에 대하여 전자투표

제 채택을 의무화한 대만 외에는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한 국가를 찾기 어렵다.413) 그

러나 상장 공기업은 그 수가 7개에 불과하고 그 중 한국전력공사, 한전KPS㈜, 그랜

드코리아레저㈜ 등 3개사는 이미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4개 공

기업에 대해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민간기업에 비해 훨씬 부담이 적다.414)

410) OECD, 「G20/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2015, p. 18.

411) ibid., p. 22.

4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2015 개정판(OECD Guide-

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2015 Edition)」(번역본), 2015,

50면.

413) 김병태, 앞의 글, 90-93면.

414) 2013년 당시 경제 민주화를 표방한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는 전자투표제에 관해 공공

기관이 먼저 이를 도입한 후 민간 기업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의무화 방안을 검토하기도 하

였다.



- 136 -

공공기관운영법에 상장 공기업 특례를 두어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

하면 되기 때문에, 민간기업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기도 쉽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인해 7개 상장 공기업 중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제외한 5개 공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어서415) 예전에 비해 소액주

주들의 주주총회 참석이 어려워진 점도 전자투표제 채택 필요성에 무게를 싣는다.

기업 규모와 기업성의 수준을 감안하여 시장형 공기업인 상장 공기업에 대해서만

전자투표제 시행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을 것이다.416) 상장 공기업 또는 그 중 시장

형 공기업에 대해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방법으로는 집중투표제(상법 제382조의

2 제1항)의 경우와 같이, 전자투표제 채택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원하지 않는 공기

업은 정관에 규정함으로써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417)

상장 공기업 이외의 민간 상장회사의 경우에도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전자

투표제를 채택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향후 민간의 전자투표제 확산 추세를

감안하여 기업 규모, 주주의 수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상장회사에 대해 전자

투표제 채택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상법의 상장회사 특례 부분에 신설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생각된다.

6. 공기업 주주총회 전자투표제의 한계

상장 공기업이 전자투표제를 채택한 결과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는 소액주주

가 늘어나더라도, 정부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공적(公的) 지분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이상 정부측 뜻대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일 것이다. 반면에 민간의 상장회사를 보면 대규모 기업일수록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배주주측이 소유한 지분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민간의

상장회사에 비하여 공기업의 경우 전자투표제를 채택하더라도 소액주주의 의사가

결과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좌우하기는 매우 어렵다.

415)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PS㈜는 전남 나주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기술㈜는 각각 경

북 대구, 김천으로 본사를 이전하였으며, 강원랜드㈜는 목적사업의 특성상 설립 당시부터 강

원도 사북에 본사를 두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PS㈜는 본사 이전 후 소액주주들의 주주

총회 참석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전자투표제를 채택하였다.

416) 공공기관운영법 등에 의하면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 중 자체 수입 금액의

비중이 85% 이상인 공기업이 시장형 공기업이 되며, 그 외의 공기업은 준시장형 공기업이

된다(공공기관운영법 제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조).

417) 이윤석, “주주총회 전자투표 제도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 제19집 제1호, 제주대학

교 법과정책연구소, 2013, 302-3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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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중요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민간 대기업과 달리 이러한 ‘주인’이 없는 상장 공기업의 경우 민간 주주

의 감시․감독에 의해 방만 경영을 견제하고 운영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 상장 공기업의 경우 주주 가치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무부처의 공공 정

책을 따르는 경영진을 견제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액주주가 목소리를 내어

내부성(internalities)과 공공성에 치우친 의사결정을 하려는 경영진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또한 간접적으로는 전자투표제를 통해 온라인으로 경영 정보․자료를

주주에게 제공하고 주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면 소액주주

의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대표소송 등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한 경영진 견

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회사의 법적 기초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

여418) 주주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의 경우 가중된 의결정족수가 적용되므로, 사안에 따라 소액주주의 참여로 주

주총회 결과를 바꿀 수도 있다.

주식회사 주주의 공익권(共益權) 중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권리는 이사 선

임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본 대로 주주총회 결의를 요하는 주식회사형 공기

업 감사와 감사위원의 선임에 있어서는 정부측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결과(상법

제409조 제2항, 공공기관운영법 제20조 제4항, 상법 제542조의12 제3항․제4항), 전

자투표제를 통해 많은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 결의에 참여한다면, 특히 정치적 고

려가 강하게 작용하는 감사와 상임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대하여 후보자의 자질이

부족할 경우 이를 부결시킬 수 있다.

제5절 공기업 경영에 관한 정부측 대리인 문제 최소화

1. 공기업 경영에 관한 정부 부처의 대리인 문제 최소화 방안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공기업은 국민-정부(공무원)-경영자로 이어지는 이중적 주

인․대리인 구조에 있다. 특정 공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국민과 정부(공무원) 간의

관계에서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기업의 궁극적 주인인 국민이 공기업

경영에 관하여 추구하는 목표가 모호하며 행정 조직의 내부성(internalities)이 작용

하기 때문에,419) 공기업 경영에 관해 국민이 원하는 바와 공기업을 관리․감독하는

정부 부처의 공무원이 추구하는 바를 일치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418) 이철송, 앞의 책, 569면.

419) 김준기, 앞의 책, 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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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정부(공무원)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대리인 문제 또는 대리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장 공기업 등 기업성이 강한 주식회사형 공기업의 자율성을 확

대하고, 독립성을 갖춘 이사회와 소액주주 등 내부 지배구조에 의한 경영진 감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정부 부처가 공기업 경영진에 대하여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

지 않는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이 정

부 부처 특히 주무부처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를 소극적으로 배제․방어하는 것이

라면, 공기업을 관리․감독하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

으로 일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정부업무평가법에 따른 해당 정부 조직과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성과 평가에

공기업 경영 성과를 연계함으로써 가능하다.

2. 공기업 경영 성과를 반영한 정부조직․공무원 성과 평가의 대상

주무부처는 현실적으로 임원 선임에 관한 권한, 사업 규제 권한을 배경으로 하여

공기업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운영법은 자율책

임경영 원칙(제1조)에 따라 공기업에 대한 정부 부처의 사전적․직접적 통제를 지

양하고 매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적 관리․감독 방식을 주로 채택하고

있으며, 준정부기관의 주무부처와 비교하면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기업의 주무부처가

공기업 경영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직접적 감독 권한은 훨씬 약하다.420) 따라서 주

무부처의 관련 조직 또는 공무원의 업무 성과를 평가할 때 산하 공기업의 경영 성

과를 반영하는 것은 타당성이 낮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적 감독 권한 외에

도 공기업 운영에 관한 경영 지침을 제정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할 권한을 가지

므로(공공기관운영법 제50조 제1항, 제51조 제2항), 기획재정부의 담당 조직(공공정

책국)과 부서별 담당 공무원의 성과를 평가할 때 전체 공기업의 분야별 경영 성과

를 반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평가 기준을 설계할 때 기업성이 강한 주식회사형

공기업의 경우 재무 실적과 주식 가격을 반영하고 또한 그 가중치를 높여서, 상장

공기업 등 주식회사형 공기업의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경영 감독이 이루어

420)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지침(경영지침)을 제정할 수 있

다(공공기관운영법 제50조 제1항). 준정부기관의 경우 주무부처가 이러한 경영지침의 이행

여부를 감독할 권한을 갖지만(동법 제51조 제3항 제2호), 공기업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직접

경영지침 이행 여부를 감독한다(동법 제51조 제2항, 제3항 제2호). 주무부처는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기업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질 뿐이다(동법 제51조 제

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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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5장 결론

국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업인 공기업은 이율배반적인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특히 상법의 주식회사 규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고 독립채

산제에 따르는 주식회사형 공기업의 경우 기업성이 강하여 양자가 상충될 소지가

더욱 크다. 일반적으로 기업지배구조라고 하면 경영진이 경영권의 사적 이익

(private benefit of control)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장치, 또는 대리인 문제

(agency problem)를 최소화하기 위한 통제 장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국민

–정부(공무원)-경영진으로 이어지는 이중적인 주인․대리인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공기업의 지배구조는 경영진의 사적 이익 추구 행위를 통제하는 한편 경영에 있어

서 공공성과 기업성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 부처의 영향력과 경영

진의 경영권 행사를 견제하는 장치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공법적 규율의 변천사를 보면, 자율책임경영

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발전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

기업 지배구조의 실제적인 면을 보면, 정치적 고려에 따라 임원 선임이 이루어지고

주무부처 등 정부 부처가 여전히 공기업 경영에 폭넓게 간섭하고 있으며, 이로 인

한 경영진의 잘못된 의사결정에 의해 기업가치가 훼손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 이

러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이사회 등 내부 지배구조(internal governance)에 의한 경

영진 견제 장치를 강화해야 함은 물론, 정부 부처에 대한 관계에서 공기업 임원의

경영 자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형 공기업의 자율성을 지나치

게 강조하여 이에 치우칠 경우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고 내부성(internalities)에 의

한 방만 경영의 우려도 있으므로, 공기업의 유형별로 기업성 수준을 고려하여 자율

성 부여 수준을 달리 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현재 주식회사형 공기업 지배구조상의 주요 개선필요사항을 세부적으로 보면, 첫

째, 임원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임원 후보 선정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내부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경영진에 대한 감

독․견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의 경영 자율성

을 확대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상장 공기업 경영에 대한 소액주주의 영향력을 확대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기업 임원의 임기를 보장하는 한편,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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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임원 후보 추천 절차가 적정하게 진행되는지 감독하고, 임원추천위원회가

그 목적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정부 부처에 대한 공기업 임

원의 독립성을 적정 수준 확보하고 경영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공기업 이

사회의 경영진 감독․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로 하여금 적극적으

로 이사회 활동을 하도록 하는 동기부여 장치를 강화하고, 공기업의 장기 성과에

대한 이해관계를 갖는 근로자측 대표를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근로자이사제를 채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가치가 높은 주식회사형 공기업을 증권시장에 상장함으

로써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성이 매우 강하며 소액주주의 주주 가치 보호를

우선해야 하는 상장 공기업에 대해 공공기관운영법에 지배구조 특례를 두어 경영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상장 공기업에 대한 정부 부처의

경영감독 권한을 축소하여 경영진에게 자율성을 부여할 경우 방만 경영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피하면서 상장 공기업 경영진이 공공성에 치우치는

것을 견제하고 주주 가치를 보호하는 방안으로서,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

사를 용이하게 하는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보다 많

은 소액주주로 하여금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고 또한 경영에 관심을 갖도록 함

으로써 소액주주의 경영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

공기업은 기업성은 물론 공공성도 추구해야 하므로 공익의 추상성(抽象性)으로

인해 경영 목표가 모호할 수 밖에 없으며, 공기업 관리․감독에 있어서도 정부 조

직의 내부성(internalities)이 작용하기 때문에, 공기업의 궁극적 주인인 국민과 공기

업 경영을 감독하는 정부 부처 간의 관계에서도 대리인 문제 또는 대리인 비용이

발생한다. 부적절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공기업 임원을

선임하며,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공기업 이사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정부측 대리인 문제에 대응할 수 있지만, 공기업 경영

에 대한 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기획재정부의 담당 조직과 공무원들의 업무 성과를

평가할 때 전체 공기업의 분야별 경영 성과를 반영하도록 하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공기업 경영감독 권한을 효과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동기 부여 방

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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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urrent status of corporate governance of public enterprises and

improvement measures - focusing on corporation-type national public

enterprises -

Ha, Young Hun

Department of Law

The Graduate School of University of Ulsan

Public enterprises which are state-owned or controlled enterprises must pursue

both publicness and entrepreneuriality.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corporation-

type public enterprises, it is more likely to have conflicts between the two because

of their strong entrepreneuriality. In general, corporate governance means a device

that checks the management against pursuing the private benefit of control, or a

control device to minimize the agency problem. the corporate governance of public

enterprises, which are characterized by dual structures of owners and

representatives, controls the management's pursuit of private interests, while

ensuring that publicness and entrepreneuriality are properly harmonized in

management. It can be defined as a device that checks the influence of

government departments and executives' exercise of management rights.

Korean legal system, which regulates the corporate governance of public

enterprises in public laws, has developed in the direction of reinforcing

autonomous and responsible management of public enterprises. Nevertheless, when

looking at the actual corporate governance of public enterprises, government

ministries are still widely interfering with the management of public enterprises,

and it is not uncommon for the enterprise value to be damaged by the wrong

decision made by the management following government ministries. To prevent

such problem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checking management based on

internal governance such as the board of directors, auditor (or audit committee)

and minority shareholders, as well as to enhance management autonomy of public

enterprises in relation to government departments. However, too much emph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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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autonomy of corporation-type public enterprises can damage publicness and

there are concerns about negligent management. Therefore, it is most ideal to set

a different level of autonomy in consideration of the level of entrepreneuriality for

each type of public enterprise.

Looking at the major improvement needs of the current corporate governance of

corporation-type public enterprises,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the director appointment process, and secondly,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the function to supervise and check the management by

improving the internal governance structure. Thir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autonomy of corporation-type public enterprises with strong entrepreneuriality, and

finally, minority shareholders of listed public enterprises should be able to monitor

and check management.

In order to improve these points, by overseeing whether the procedures for

recommending candidates for directors of individual public enterprises are properly

conducted, and by improving the method and standards for the composition of the

directors recommendation committee, it is possible to eliminate improper influence

of government departments on the directors appointment process and to select the

right persons for director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func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to supervise and check the management by reinforcing

the motivating device for non-executive directors and adopting the worker director

system.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o increase efficiency by listing corporation-type

public enterprises on the stock market, and to significantly expand management

autonomy by setting a special governance structure for listed public enterprises

that have very strong entrepreneuriality and should prioritize shareholder value

protection. However, if autonomy is given to the management by reducing the

authority of government departments to supervise listed public enterprises, there

may be side effects of negligent management. As a way to check the management

and protect shareholder value while avoiding such side effect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influence of minority shareholders by enforcing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to expand the voting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make them interested in management. In addition,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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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ermeasure for the government agency's problem related to public enterprise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performance of public enterprises when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nd public officials that

exercise supervisory authority over public enterprise management.

Keywords: corporate governance, corporation-type public enterprise, corporate

governance of public enterprise, worker director system, mixed ownership,

electronic vo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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