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개선과 신인의무이론의 접목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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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지난 20여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논란은 자금을 출자한 주주들 뿐 아니라
기업 활동을 둘러싼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욕구를 한꺼번에 충족시켜주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
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지배구조는 모든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러한 지배구조는 존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기업지배구조는 결국 권한배분의 문제이며, 권한배분의 문제는 이익의 충돌이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 기업지배구조는 법률규정의 문제만은 아니며, 각 나라의 문화
와 역사, 사회적 여건에 따라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업의 본질
에 맞는 지배구조를 고려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따라서 이익을 창출하여 주주들에게 배당하
며, 부담하는 위험에 비례하여 권한의 부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신인의무는 이사의 의무를 나타내는 영미법상 용어인데,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로 이루어져 있다.
신인의무는 금융회사의 이사에게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며, 타인의 자금을 수탁하여 운용하는 권
한을 가진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에게도 적용되며, 더 나아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입법이
유를 고려해 본다면 다른 금융업의 영역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수탁한 자산에 대한 권
한의 정도, 업무의 성격 등에 비추어서 신인의무의 정도를 달리 적용함으로써 경직된 지배구조의
패러다임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

† 논문제출일: 2018. 10. 31. 심사개시일: 2018. 11. 11. 게재확정일: 2018. 11. 20.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며 (NRF-2017S1A5A
01027318), “신인의무법리의 적용을 통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개선”을 주제로 한 3년 연속과제 중 1차
년도 연구결과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개선과 신인의무이론의 접목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작
성되었음.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171 -

172

은행법연구 제11권 제2호 (2018. 11)

주제어：금융회사, 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 금융투자회사, 자본시장법, 금융회사지배구조
법, 신인의무, 주의의무, 충실의무, 은행법

Ⅰ. 서 론
Ⅱ. 기업의 본질과 기업지배구조
1. 경제활동에 있어서 기업의 주도적 역할
2. 금융회사의 역할과 지배구조의 중요성
Ⅲ. 상법상 이사의 신인의무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신인의무
1. 상법상 이사의 신인의무
2.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신인의무

Ⅳ. 금융회사의 기업지배구조와 신인의무의
적용
1. 금융기관의 지위와 영미법상 신탁의 법리
2. 신인의무의 기원과 내용
3. 기업지배구조와 신인의무의 접목
4. 자금수탁자의 권한의 정도와 신인의무의
차별적 적용을 통한 지배구조개선
Ⅴ. 결 론

Ⅰ. 서 론
기업은 회사정관상 목적에 따른 기업 활동을 위하여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수익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고용주체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제의 성장 동력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기업이 가지는 이러한 사회경제적·국민경제적 위치를 고려할 때 기업지배구조
의 건전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
는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회사
의 건전성에 관하여 전 세계가 특히 집중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관련 법률
들의 개정이 있을 때마다 항상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개선요구의 목소리가 강한 것은 놀라운 사실이면서도 아쉬운 점이다.
어떤 지배구조가 기업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까? 기업지배구조의 정답이 존재하는 것일까? 선진국의 기업지배구조라고 해서 그
나라에서 기능하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반드시 다른 나라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
다.1) 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는 사회적인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기업 활동에 대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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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를 제고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고, 기업 내부적으로 본다면 중요한
기업 활동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책임성과 합리성을 높일 수 있으며, 그 결과 수익
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위법한 행위를 감소시켜서 준법경영을 가능하게
한다. 기업의 자금조달기능을 수행하는 금융시장의 영역에서 살펴본다면, 효율적인
지배구조의 정착은 기업금융 분야의 건전성 제고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특히
단기금융시장인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기능을 담당하는 금융투자회사의 지배구조
는 일반 투자자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국민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현행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에게는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포괄하는 의미의 신
인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형태를 기본적으로 취하는 금융투자회사를 규
율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상 소위 ‘자
금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금융투자업자에게도 이사에게 부과되는 신인의무와 거의
유사한 내용이 부과되고 있다.2) 본 논문에서는 금융회사들의 특성을 고려한 지배구
조를 상정함에 있어서 영미법상 신탁의 법리에서 기원한 신인의무(fiduciary duty)3)
를 적용4)함으로써 효율성을 기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으로 전개해보고자 한다.
먼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집된 자금으로 수익을 창출·분배하고, 고용을 촉진하며
국가경제 성장의 주요한 동력이 되는 기업의 존재이유를 달성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는 어떠한 것인가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을 도출하여 보고, 특히 자본시
장에서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도모함에 있어서
어떠한 이론적 기초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하고자 한다. 즉 어떠한 지배구
조가 금융기관에 적합한지를 먼저 설정5)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자금수탁자로
1) 그것은 각 나라마다 문화와 역사가 다르고, 사회적 여건에 차이가 있으며, 지배구조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특성과 사회적 여건은 물론이고 우리의 법체계에 맞는
기업지배구조를 고민할 필요성이 있으며,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도 있다.
2) 1990년대 이후 세계금융위기가 있을 때마다 발생하는 투자자들의 손실에 관한 분쟁이 대부분 자금
수탁자의 신인의무 위반에 관한 소송으로 귀결되는 것만 보더라도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신인의무의
부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S. Lennard, “An Unwelcome Arrival?”, 212 Property Law Journal 22,
22 (2008); 김병연, “자금수탁자의 신인의무 – 인정 필요성 및 적용영역에 관하여”,『사법』제32호(사
법발전재단, 2015. 6), 37면.
3) 영미법상 신인의무(fiduciary duty)는 신탁법의 분야에서 발달하였다고 보고 있으며(Richard B. Dyson,
“The Director’s Liability for Negligence”, 40 Ind. L. J. 341, 341 (1965)), 신탁의 법리에 관한 연혁적 발전
은 김병연, 앞의 논문(주2), 39-40면 참조.
4) 기존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의 건전성은 주로 대주주에 대한 규제나 재무건전성의 측면에서 접근해
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접근방법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제고함에 있어서 새로
운 규제시각과 패러다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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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지위에서 가지는 자금운영권한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차별적인 신인의무를 부과
함으로써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민을 해보고자 한다.6)

Ⅱ. 기업의 본질과 기업지배구조
1. 경제활동에 있어서 기업의 주도적 역할
(1) 경제활동에 있어서 기업과 개인의 역할
현대사회의 국가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주체는 개인이라기보다는 기업이며,
그 중에서도 공동기업의 대표적인 형태인 회사이다. 비록 개인이 회사를 설립하고
경영하지만, 설립한 후에는 회사라는 법인이 법률적 주체가 되고 자연인인 개인은
대표기관으로써 행위하게 된다. 물론 개인이 기업의 경제적 생산 활동에 있어서 중
요한 기여를 하지만, 재화와 용역의 생산 활동 주체는 결국 기업이다.
한편 기업이 경제적 활동주체임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기업이 왜 존재하여야 하는
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기업의 존재이유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
는 이윤획득을 위한 경제적 활동을 하고 그 결과 발생한 이익을 출자구성원들에게
배당하는 것이며, 특히 주식회사는 이윤획득이 최종적인 목표가 된다는 것이다. 개
인은 최종적으로 재화를 소비하는 주체이지만, 생산과 판매 단계에서는 기업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개인은 단지 자발적 협력과 보수지급의 관계를 통하여 기
업과 관계를 맺을 뿐이다.

(2) 기업의 본질과 기업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의 의사결정권한의 분배에 그 핵심이 있으며, 그러한 권한은
5) 이러한 접근방법이 바로 기존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규제원칙이며, 주로 대주주의 자격과 재무건
전성으로 접근한 바 있다.
6) 이러한 점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금융회사의 준법경영과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검토도 동시에 이루
어지는 것이 좋을 것이지만, 이 논문에서는 논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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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기업의 고위직위에 있는 이사(directors)와 임원(officers)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전통적인 영미법상 견해이다.7) 그런데 적정한 기업지배구조의 모델을 찾
음에 있어서는 기업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도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 일반
적으로 사람들은 기업을 당연히 존재하는 경제 주체로 생각하지만, 기업의 존재목적
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단순히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원론적인 답변 외
에는 적절한 답을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 경제학에서는 기업의 존재이유에 대하여
비용의 개념으로 접근한 바 있고, 이러한 입장은 기업의 본질과 관련된 법학적 논쟁
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Coase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의 개념으로 기업의 존재이유를 설명하고
자 했다. 즉 수많은 경제주체들이 거래하려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하
는데, 어떤 물건이 가장 좋은지, 어떤 곳에서 구매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살펴보는
것은 모두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물품 구매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이용한다
면 수수료도 부담하고 온라인 쇼핑의 경우에는 배송료도 부담하게 될 것이다. Coase
는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러한 모든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이야말로 바로 기
업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보았다.8) 개인이 이러한 비용을 모두 지출하는 것은 비효
율적이기 때문에 기업이 효율적인 시장거래를 통하여 거래비용을 낮추고 그 결과 전
체적인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보다는 기업이 기술의 발달과
같은 환경의 변화에 대처함에 있어서도 효율적이다. 그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되기 때문에 기업이 기술개발에 힘쓰고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찾고 경제
상황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법학적 내지 법경제학적으로 기업의 본질을 규명함에 있어서 기업은 그 설립으로
인하여 그 자체로 존재하는 분명한 실체라고 보는 입장9)과 기업을 계약의 집합체
(nexus of contracts)라고 보는 입장10)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전자의 입
장에 서게 되면 기업은 집합적이면서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하여 대응하
는 책임 있는 실존체라고 보게 되기 때문에 기업은 폭넓은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는

7)
8)
9)
10)

Marc Moore & Martin Petrin, Corporate Governance: Law, Regulation and Theory, CFL, 2017, p.23.
R.H. Coase, The Firm, the Market, and the Law,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p.7.
A.A. Berle, The Theory of Enterprise Entity, 47 Columbia Law Rev. 343, 344 (1947).
Frank H. Easterbrook & Daniel R. Fischel, The Economic Structure of Corporate Law, Harvard Univ. Press,
1996,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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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라고 보게 된다.11) 이에 반해, 후자의 입장에 서게 되면 기업의 본질은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수많은 계약의 집합체에 불과할 뿐이고, 따라서 지분을 가진 구성원
(shareholders)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보게 된다.12) 그러나 현
대의 기업법 이론에서는 기업을 재화와 용역을 판매하기 위해서 자본, 노동, 기타
요소들을 결합하여 조직된 법적 도구라고 이해하는 입장13)도 등장하게 되고, 이러
한 입장에 서게 되면 소위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고 보게 된다. 주주이익의 극대화와 이해관계자이익의 극대화가 충돌되는 상황에서
경영진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가에 따라서 기업의 성장은 영향을 받게 된다. 만일
기업의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에 집중하게 된다면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관계없이 기업의 성장을 가져오는 것에만 집중된 기업 활동을 하게 될 것이
지만, 경영진이 전체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비록 주
주들이 이익을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생산적인 활동을 계속 유지하는 경영
을 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14)
결국 기업지배구조를 어떠한 체계로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은 기업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입
장에 서게 되면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한행사를 보장하는 쪽으로 지배구
조를 선택하게 되고, 전체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접근한다면 주주
를 비롯하여 근로자, 소비자, 더 나아가서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까지
도 지배구조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그런데 현대 회사법 이론에서는 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도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2가지 견해 사이의 간극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사원으로서 자금을 출자한 주주의 이익을 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회사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주주
의 이익을 고려할 목적으로 인정되는 주주대표소송(상법 제403조), 자본금감소나
회사합병 시 인정되는 채권자보호절차(상법 제232조)를 비롯하여 상법 외의 영역에

11) Marc Moore & Martin Petrin, supra note 6, at 26.
12) Id. at 30.
13) M.M. Blair, Ownership and Control, Rethinking Corporate Governance for the Twenty-First Century,
Brookings Institute, 1995, p.2.
14) Id. at 270; Marc Moore & Martin Petrin, supra note 6, at 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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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업의 극대적 이윤추구와 상충되는 효과를 가지는 공정거래법의 규제라든지 근
로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노동법의 개입 등을 고려한다면 상법상 기업지배구조의 영
역에서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하여 기업을 둘러싼 소위 이해관계
자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된다.

2. 금융회사의 역할과 지배구조의 중요성
(1) 기업금융과 지배구조
기업금융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본을 조달하는 것을 말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자
기자본과 같은 주식발행으로 이루어지는 기업금융(equity financing)15)과 타인자
본으로 분류될 수 있는 회사채발행을 통한 금융(bond financing), 그리고 금융기관
으로부터의 대출(loan financing)로 구분할 수 있다.16) 통상적으로 대출은 주로 은
행권에서 이루어지고,17) 주식금융과 회사채금융은 증권회사와 같은 금융투자회사
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주식금융의 방법을 택하면 신주발행에 있어서 주주배정과 제3자 배정 간에 지배
구조 변화의 차이가 발생한다. 즉 주주배정을 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에 주주
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받게 되므로(상법 제418조제1항) 지배구조의
변화가 없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실권을 하게 되면 지배구조의 변화가 발생하기도
한다. 제3자 배정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지
만(상법 제418조 제2항), 새로운 주주가 등장하기 때문에 지배구조의 변화는 필연
적이다. 또한 어떤 금융수단을 택하는가에 따라 기업의 지배구조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차입매수(Leveraged Buyout)18) 방식이나 이에 회사경영진이 참
15) 김화진,『기업지배구조와 기업금융』(박영사, 2009), 399면.
16) 김화진, 상게서, 406면.
17) 우리나라 은행의 경우 정부의 지원으로 성장해온 배경을 고려해 보면, 그 영업의 범위가 외국의 은
행에 비해서 다양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대기업 위주 또는 담보대출 위주로 기업금융시장이
발전하다보니 안정성에 주로 기반하게 되어 도전적이고 진취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의 성향과는 맞
지 않은 부분이 있다. http://www.kif.re.kr/KMFileDir/128246207739531250_16-22-n.pdf.
18) 차입매수는 기업인수합병에서 인수대상회사의 기업가치 즉 대상회사의 장래의 현금흐름 또는 대장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하여 매수자가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매수자금의 대부분을 조달하는 기업매
수방식을 말한다. 김병연, “차입매수(Leveraged Buyout)와 배임죄의 적용”,『상사법연구』제29권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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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 방식(Management Buyout)도 지배구조의 변화를 가져온다.19)
한편 기업금융과 지배구조의 관계는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측
면과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의 2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여 생각할 수도 있다. 먼저 기업
금융을 어떠한 방식으로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의 지배구조
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컨대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 IPO)를 통하여
자금조달을 하게 되면 회사의 지배구조의 변화는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다.20) 다음
으로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와 재무건전성이라는 측면은 금융기관이 어떠한 기업에
어떠한 조건으로 자금을 공여할 것인가에 있어서 금융을 하려는 기업의 지배구조의
건전성에 따라서 기업별로 차별적 조건을 적용할 수도 있고,21) 금융기관과 자금조
달기업의 관계에 따라 기업별로 차별적 조건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기
관의 지배구조와 건전성은 기업금융에서 중요하다.

(2)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중요성과 신인의무의 차별적 적용
회사의 주된 자금조달창구가 금융회사라고 한다면 은행, 금융투자업자를 비롯한
금융회사 전체적으로 기업지배구조가 중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며, 자금조달창구역
할을 하는 금융회사의 종류와 금융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의 구체적인
영업의 종류에 따라 차별적인 신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어떠한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다.22) 2016년 8월 1일부터 은행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저축은행업, 여신전
문금융업, 금융지주의 모든 업 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라 함)이 시행되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은행법, 구 증권거래법, 자본시장법 등에서 각 금융기관의 지
배구조에 관한 내용이 있었지만 사실상 내용상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자산
규모에 따른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23)
호(한국상사법학회, 2010), 217면.
김화진, 앞의 책(주15), 396면.
김화진, 상게서, 423면.
김화진, 상게서, 396면.
물론 아직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에도 신인의무의 내용이 차별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
한 공감대가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기관의 유형별, 영업별로 신인의무에 기반한 지배구조를
논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도 있겠지만, 충분한 논의의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23) 정순섭, “금융회사의 조직규제 –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금융규제법상 의미를 중심으로 -”,『상사판례

19)
20)
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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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금융기관에 대하여 통일된 지배구조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통일적인 규제기준의 적용이 긍정적인지에 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금융회사의 유형별로 취급업무의 상
이함에 따라서 위험성에 노출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며,24) 자금조달에 있어서의
금융기관의 역할이 단순히 수수료를 받는 수준에 그치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자신
의 자금을 공여하는지 등에 따라서도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
문이다. 그리고 금융을 하는 과정에서 이사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25) 일반적인
주식회사에서도 이사의 주의의무가 일반적으로 동일한 것이 원칙이지만, 업무집행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을 전혀 담당하지 아니하는 평이사에 비하여 보다 높은 주의
의무를 요구하는26) 것을 감안해 본다면 금융기관의 취급업무와 기업금융과정에서
의 역할이 상이함에 따라 각 금융기관별로 이사의 신인의무의 정도를 달리 요구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한편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신인의무를 묻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
함에 반해서, 은행법이나 보험업법의 경우에는 이해상충의 관리에 관한 규정만 존재
할 뿐 자본시장법과 같은 규정이 없다.27) 이러한 차이가 은행업이나 보험업의 경우
에 주의의무나 충실의무와 같은 신인의무가 필요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며, 은
행과 보험회사가 주식회사이므로 기본적으로 상법상 이사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가
적용되고,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고객의 자산을 위탁받아 직접적으로
‘운용’하는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각 금융투자업별 특성에 따른 신인의무의 차별적
적용이 필요한 점이 있어서일 것이다. 이하에서는 상법상 이사의 신인의무에 관한

24)
25)
26)

27)

연구』제24집제2권(한국상사판례학회, 2011), 17면; 김병연,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에 관한
검토”,『금융법연구』제13권제3호(한국금융법학회, 2016), 5면.
김병연, 앞의 논문(주23), 32면.
기업금융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이사가 업무상 배임의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31518판결에서는 이사의 임무는 단지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
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으며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
집행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표이사나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일정한 업무분장 하에 회사
의 일상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을 전혀 담당하지 아니하는 평이사에
비하여 보다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였다.
2016년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도 신인의무의 내용인 주의의무나 충실의무에 관한 명
시적인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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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본 다음,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신인의무를 바탕으로
하여 전체 금융기관에의 적용가능성과 이를 통하여 지배구조의 개선이라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Ⅲ. 상법상 이사의 신인의무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신인의무
1. 상법상 이사의 신인의무
(1) 신인의무의 개념과 신인의무의 차별적 적용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통합하는 개념이 바로 신인의무(fiduciary duty)라고 할
수 있다. 신인의무의 개념은 영미법에서 발전되어 왔는데28), ‘fiduciary’는 라틴어의
‘fiducia’에서 나왔으며 신탁이라는 의미라고 한다.29) 이러한 신인의무는 로마법상
신인의무법(fiduciary law)에 연결될 수 있으며, 주로 재산의 관리나 상속과 관련하
여 등장하였다.30) 외견상 소유자로 보이는 수탁자가 타인의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관리·운용·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수탁자에게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신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이를 신인관계라고 부른다.31)
우리 상법상 이사의 의무는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로 구별하여 고찰하는 소위 이질
설에 따른다면, 신인의무라는 큰 틀에서 이사의 의무를 이해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
으로 기존의 선관주의의무를 의미하는 주의의무(duty of care)와 충실의무(duty of
loyalty)로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신인의무라는 개념을 이사에
게 부과하면 이사의 의무의 범위를 자연스럽게 확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어서 이사에게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더욱 공정하고 엄정하게 하도록 하
28)
29)
30)
31)

Richard B. Dyson, “The Director’s Liability for Negligence”, 40 Ind. L. J. 341, 341 (1965).
Tamar Frankel, Legal Duties of Fiduciaries, Fathom Publishing Company 15 (2012).
김병연, 앞의 논문(주2), 39면.
김병연, 앞의 논문(주2),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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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효과와 더불어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도 있다.32) 비록 신인의무가 기초하는 법률관계인 신인관계의 개념을 명확하게 개
념 정의하는 것이 힘들고33), 신인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명
확한 답변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34) 다양한 취급사무에 따라 다른
유형의 신인관계와 신인의무자가 존재하므로35) 이사가 취급하는 업무,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업무에 따라서 차별적인 신인의무의 적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2) 주의의무와 충실의무
상법은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
는 회사와 이사 간의 관계를 위임관계로 파악하여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고(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 후
자는 이사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상법 제382조의3). 선관주의의무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선의로(in good faith)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한다면,
충실의무는 회사와 이사나 제3자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경우에는 이사나 제3자의
이익 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신인의무의 내용인 주의의무와 충실의무가 동일한 것인지에 관한 논란도 있지
만36), 상법의 조문상 이를 분리하여 규정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구분되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2가지 의무의 구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밝

32) 김병연, 김병연, 이사의 충실의무와 영미법상 신인의무(Fiduciary Duty),『상사법연구』제24권 제3호
(한국상사법학회, 2005), 74-75면.
33) Robert Cooter and Bradley J. Freedman, “The Fiduciary Relationship: Its Economic Character and Legal
Consequences”, 66 N.Y.U.L.Rev. 1045, 1045-46 (1991).
34) Deborah A. DeMott, “Beyond Metaphor: An Analysis of Fiduciary Obligation”, 1988 Duke L.J. 879, 879
(1988); Paul Finn, Fiduciary Obligations 1 (1977).
35) Tamar Frankel, “Fiduciary Law”, 71 Cal. L. Rev. 795, 796 (1983).
36) 주의의무와 충실의무가 동질적인 내용이라고 보는 견해(同質說)는 상법이 이사와 회사의 관계가 위
임관계라고 하고 있고(382조2항), 수임인은 항상 위임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할 것이 요구되므로
충실의무라는 규정이 생겼다고 하여서 주의의무에 관한 민법의 규정과 다른 효과를 인정할 필요가
없으며, 충실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서도 충분히 도출될 뿐만 아니라, 주의의무
의 내용도 항상 동일하게 정형화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종류와 규모, 경기상황, 업무의 내용에 따
라서 변화하는 것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손주찬,『상법(상)』(박영사, 2004), 795면; 최기원,『신회사법
론』(박영사, 2005), 6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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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고 있는 법 규정은 없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면에서 2가지 의무는 차별성이 있다.
주의의무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충돌이 없는 경
우에 일어나는 개념이며, 충실의무는 회사의 업무집행과 이사의 개인적인 이해관계
의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개념이다.37) 즉 주의의무는 합리적인 신중한
사람이 유사한 상황에서 행사할 정도의 주의를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이사에
게 요구하는 것이며, 충실의무는 자기거래(self-dealing)를 금지하는 상황에서 일어
나는 것이기 때문에38) 2가지의 개념은 분리하여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39) 주
의의무는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울여야 할 ‘주의의 정도’에 관한 것이지
만, 충실의무는 이사가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사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
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 질적인 측면’에 관한 것이다.40)
이사의 충실의무라는 개념이 기존의41) 주의의무의 개념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는 이질설이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사의 회사법상 지위가 민법상 일반적
인 위임의 법률관계에서 인정되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다.42) 충실
의무라고 하는 독자적인 영역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법이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담고 있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지
만43), 이사의 지위는 사법상 통상적으로 일대 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수임인의 지
위와는 다르고 단체법적 법률관계에서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요청을 이

37) Alan R. Palmiter, Reshaping the Corporate Fiduciary Model: A Director’s Duty of Independence, 67 Tex.
L. Rev. 1351, 1358-66 (1989).
38) Norlin Corp. v. Rooney, Pace Inc., 744 F.2d 255, 264 (2d Cir. 1984).
39) 영미법에서는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구분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추궁과 관련하여 접근하고 있다.
즉 주의의무의 위반이 이사의 건전한 경영판단에서 벗어난 결과로써 야기되었다면 법원이 관여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경영진의 책임추궁이 가능하지만, 충실의무의 위반은 이사의 경영판단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자기거래의 경우에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의무위반과 같은 책임을 추궁하기
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Charles W. Murdock, Corporate Governance – The Role of Special
Litigation Committee, 68 Wash. L. Rev. 79, 101 (1993)). 또한 소송수행의 면에 있어서도, 주의의무 위반
의 경우에는 이사가 경영판단의 원칙(The Business Judgement Rule)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했다는 추
정(presumption)을 받기 때문에 원고가 이사의 의무위반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 반해(Aronson v.
Lewis, 473 A.2d 805, 812 (Del. 1984)), 충실의무 위반의 경우보다 원고인 주주의 부담의 증가된다고
한다. 김병연, 앞의 논문(주32), 66면 참조.
40) 김홍기,『상법강의』(박영사, 2018), 596면.
41) 이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상법규정(제382조제2항)은 상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하였고, ‘충실의무’의 표
현이 담긴 상법 제382조의3은 1998년에 추가되었다.
42) 김병연, 앞의 논문(주32), 64면.
43)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8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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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게 요구하는 부분은44) 민법상 나타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두 가
지 의무를 구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45)

(3) 상법 제382조의3의 입법취지와 신인의무
충실의무를 도입하고 있는 상법 제382조의3에 대한 해석은 신인의무와 신인관계
를 인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상법 제382조 제2항에서는 이사와 회사와
의 관계를 위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상 ‘위임’의 법률관계로부터 충실의무의
개념이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대륙법 사법체계상 위임관계에서
수임인이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이루어지는데(민법 제681
조), 위임의 본지라 함은 위임계약의 목적과 위임사무의 성질에 따른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경우에도 사정변경에 따라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
만,46) 법원은 수임인은 위임인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범위에서만 선관주의
의무를 진다고 보고 있다.47)
영미 판례법에서는 신탁에 기초하여 이사와 회사 간에 신인관계가 존재하는 것으
로 확립되어 있고, 특히 미국회사법에서는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포섭하는 신인의
무의 개념을 인정함에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법상 명문규정
으로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를 위임관계라고 하고 있을 뿐, 다른 특별한 추가적인 언
급이 없기 때문에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한 실정법적 기초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충실의무를 본격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영미법상 신인관계(fiduciary
relationship)의 법적 기초가 되기에는 부족하며,48) 영미법의 ‘duty of loyalty’가
적용되는 사안은 선관주의의무의 해석론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49)
44) 정동윤,『회사법』(법문사, 1992), 408-409면.
45) 이렇게 독립적인 관계를 설정하게 되면 현행 상법 제382조 제2항에서 명시하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의 의미를 어떻게 새겨야 하는지도 문제가 될 것인데, 즉 해석상 독립적인 관계를 인정하는 것
이 법이론적이나 실정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동조를 폐지하여 개선하는 입법론의 방향으
로 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김병연, 앞의 논문(주32), 64면 각주
12에서 재인용.
46) 송덕수,『민법강의』(박영사, 2013), 1544면. 상법에서는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
에서 위임받지 아니한 행위를 할 수 있다(제49조)고 하고 있지만, 민법과 동일한 취지라고 본다. 이
철송,『상법총칙·상행위』(박영사, 2018), 339면.
47)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83700판결.
48) 임중호, “이사의 충실의무론”,『비교사법』제6권 제2호(한국비교사법학회, 1999), 595면; 김교창, “이
사의 충실의무와 경업금지”,『회사법의 제문제』(육법사, 1982), 4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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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다수의 견해이다. 이러한 해석방법은 대륙법상 위임관계의 본질에서도 충실
의무라는 개념이 당연히 내재되어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제382조의3의 입법도 단
순히 주의적인 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그 입법의 의미는 상당히 퇴색될 수밖에 없다
는 점에서 아쉽다.50)
생각건대, 이사의 충실의무는 회사의 이익을 이사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시켜야 하
는 것이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고의나 과실에 관계없이 책임을 진다는51) 점 등을
고려한다면 충실의무는 주의의무와 구별된다고 보는 것이 우리 상법의 입장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만일 수임인의 의무가 선관주의의무 뿐이고 위임인의 이익
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여야 할 의미의 법적 의무는 없는 것이라고 본다
면,52) 상법 제382조의3의 법적 의미는 민법상의 위임관계를 뛰어넘는 것에 대한
회사법적 기초를 제공한 것으로 그 입법취지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법원이
이사의 보수와 관련하여 상법 제382조의2의 충실의무를 언급하였다는53) 사실은 당
해 조문의 법적 의미를 별도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
서도 충실의무와 주의의무는 분리하여 고찰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상법 제382조의
3의 입법취지를 영미법상 신인의무의 한 축인 충실의무를 표현한 것으로 본다면54)
우리 상법상 신인관계법리의 개념적 기초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55)

49) 이철송,『회사법강의』(박영사, 2018), 736면.
50) 김병연, 앞의 논문(주32), 76면.
51) 상법상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제397조),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제397조의2), 자기거래(제
398조) 등은 충실의무의 영역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런 경우에는 고의나 과실에 관계없이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있다. 김홍기, 앞의 책(주40), 596면.
52) 이병태,『주식회사의 이사회제도: 이사의 지위와 책임을 중심으로』(법원사, 1986), 102면.
53)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에서 회사에 대한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회사에서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하여 그에 동조하는 다른 이사와 함께 이사의 직무내용, 회사
의 재무상황이나 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
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주주총회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소수주주의 반대에 불구하
고 이에 관한 주주총회결의가 성립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야 하는 상법 제382조의3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함으로써 회사
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행위가 유효하다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54) 충실의무의 영역이라고 인식되는 경업금지, 회사기회 및 자산유용금지, 자기거래, 이사의 보수 외에
회사와 이사의 이익이 충돌되는 것을 포괄하기 위한 기초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입장이다.
55) 김병연, 앞의 논문(주32), 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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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신인의무
(1) 금융투자업자의 유형과 신인의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에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투
자자문업, 투자일임업의 6가지 유형이 있다.56) 금융투자업자들은 신인의무자의 지
위에 있으므로 신탁의 법리에 기인하는 신인의무를 기본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고,57) 다만 개별 금융투자업자별로 각 영업의 특성에 따라 그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공통영업행위규칙을 정함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제37조 제1항),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그 본질상 민법 제124조58) 및 상법
제398조59)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겠지만,60) 여기에서의 신의성실의 원
칙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신의성실’ 이외에도 ‘공정’의 의미를 고려한다면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의 전통적인 내용과는 구별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더 나아가 기존의 민법과 상법이나 기타의 금융관련법령에
서 규정되어 있는 위임관계에서의 선관주의의무에 비해 다소 가중된 형태의 의무인
영미법상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도입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
리적인 해석이 아닐까 한다. 왜냐하면 불특정다수인의 재산에 대한 거래·관리·처분
등을 행하는 금융투자업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의의무 차원에서 다루어지던 기
존의 사법상 일대 일 내지 특정한 주주집단에 대한 이사의 신의성실의무와는 차별적
인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61)

56)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은 인가대상이고,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은 등록대상
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57) 이중기, 신탁법에 기초한 영미 충실의무법리의 계수와 발전: 회사법, 금융법의 충실의무를 중심으로,
『홍익법학』제12권 제1호(2011), 57면; 김병연, 앞의 논문(주2), 60면.
58)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의 원칙적 금지를 말한다.
59) 이사와 회사 간 자기거래의 원칙적 금지를 말한다.
60) 김병연·권재열·양기진,『자본시장법: 사례와 이론』(박영사, 2017), 101면.
61) 또한 이해상충 등 개별적인 규정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보충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
다. 예컨대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적합성원칙(자본시장법 제46조) 규정으로 직접적으로 규제하기 어
려운 경우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활용할 여지가 있다. 김병연·권재열·양기진, 앞의 책(60), 101-1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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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본시장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에 있
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해상충행위의 금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바로 충실의무를 나타내는 것이다. 결국 자본시장
법은 금융투자업자에게 신인의무의 내용인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개별 금융투자업자별 신인의무
자본시장법은 각 금융투자업별 영업행위규칙에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부과하
고 있다. 즉 집합투자업자(동법 제79조),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동법 제96
조), 신탁업자(동법 제102조)의 경우에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각 영업의 특성에 따라 그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거의 동
일하다.62) 그런데, 자본시장법에는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표현이 없다. 그러나 일단 공통영업행위규칙에서 금융투
자업자의 신의성실의 원칙(법 제37조1항)이 규정되어 있고,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
개업자도 금융투자업자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조문이 이들에게 적용됨은
당연하다.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한다는 표
현 자체가 신인의무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투자매
매업·투자중개업자도 기본적으로 신인의무자에 다름 아니고, 결국 다른 금융투자업
자와 달리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관한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다고 해서 신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본다.63)
자본시장법 제66조부터 제78조까지 열거되어 규정되어 있는 투자매매업자와 투
자중개업자의 개별영업행위규칙의 내용들은 종래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에
게 요구되던 의무들을 구체화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신인의무와 차이가 없

62)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규칙에는 동일한 제목의 규정이 없는데, 이러한 것이 그
러한 금융투자업의 영역에서 선관의무와 충실의무가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통 영업행위
규칙에서 규정하였고 매매형태의 명시의무(법 제66조)라든지 자기계약 금지(법 제67조)와 같이 불건
전영업행위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이미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문
의 체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김병연, 앞의 논문(주2), 53면; 이채진, 금융투자업자의 신
인의무에 대한 소고,『상사판례연구』제23집 제4권(한국상사판례학회, 2010), 66-67면.
63) 김병연, 앞의 논문(주2), 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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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4) 최근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투자자문업자에게 인정되어 오던 신인의무를
증권회사(broker-dealer)에게까지 확대하는 등 금융투자업자의 신인의무를 강화하
고 있는 경향에 있는 것을 본다면,65) 별도로 투자매매업자를 구분하여 신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필요성도 없다.66)
요컨대 날로 강조되고 있는 투자자보호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신인의무를 인정하
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생각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에 대한 전문
성의 측면에서나 정보비대칭의 측면에서 고객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통제할 필요성은 금융투자업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존재하므로 기본적으로
신인의무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더라도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된다.67)

Ⅳ. 금융회사의 기업지배구조와 신인의무의 적용
1. 금융기관의 지위와 영미법상 신탁의 법리
(1) 금융기관의 신인의무자로서의 지위
타인(고객)의 자금을 수탁하여 운용하는 금융기관, 즉 은행 또는 금융투자회사에
서는 고객의 돈을 수탁 받아 운용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러한
자금수탁자는 고객의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궁극적
64) 김병연, 앞의 논문(주2), 54면. 이에 반해 이러한 의무들은 대부분 투자중개업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내용이고 투자매매업자의 주의의무는 찾기 어렵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김용재, 투자중개·매매업
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연구,『증권법연구』제14권 제3호(한국증권법학회, 2013), 42면.
65) SEC는 2011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도 투자자문업자와 마찬가지의 신인의무를 부과
하여야 한다고 Dodd-Frank Act Section 913에 따른 연구보고서(Study on Investment Advisers and
Broker-Dealers, 2011. 1)를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66) 미국 SEC는 투자중개업자와 투자매매업자가 1934년 증권거래소법(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의 사기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고객에 대한 신뢰를 해친 것으로서 신인의무 위반행위로 보아
왔으며, 자율규제기관인 FINRA(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도 투자중개업자와 투자매매업
자 또는 이들과 관련된 자가 고객에게 증권관련 투자전략이나 권유행위를 하는 경우 적합성의 원칙
과 합리적인 주의를 토대로 권유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김용재, 앞의 논문(주64), 50-51면.
67) 이중기, 앞의 논문(주57), 57면; 김병연, 앞의 논문(주2), 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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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고객의 이익을 최대한 발생시켜야 하므로 수탁 받은 자금의 운용에 있어서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이러한 수탁인
의 의무가 반드시 타인의 자금을 운용하는 지위에 있는 자만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
지만, 원래 신탁의 주된 분야는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것이고 현실적으
로 신탁의 법리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도 자금을 수탁하는 분야이다. 자금을 수탁
하는 금융기관은 은행법상 각종 은행과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 그리고 상법과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대표적이다. 특히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에는 투자매매
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의 경우 고객의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아니라
는 점에서, 그리고 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만을 행한다는 점에서 자금수탁의 측면에
서 차이가 있고, 따라서 적극적으로 타인의 자산을 수탁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을 합하여 ‘자산운용수탁자’라고 부르기도 한다.68)
금융기관의 신인의무를 논함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이 타인의 자금을 수탁하는 특
수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자금수탁자라 함은 타인의 자산을 수탁
받아서 관리·운용·처분 등의 권한을 가지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이러한 권
한은 자금수탁자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자산을 위탁한 자의 이익 또는 자산의 위탁
자가 의도하는 다른 제3자인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률
관계를 대륙법계에서는 위임의 법리 하에, 영미법계에서는 신탁의 법리를 기반으로
하는 신인관계(fiduciary relationship)에 근거한 신인의무의 법리 하에 다루어왔
다. 어떠한 법률관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위임 또는 신인관계의 법리를 적용하는
지, 그리고 신탁의 특성상 다양한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신인의무의 범위에 차이가
있는 특성에 비추어 각 법률관계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신인의무의 수행이 요구되는
지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2) 자금수탁자의 지위와 이사의 지위의 유사성
타인의 자금을 수탁하여 관리·운용·처분 등의 권한을 가지는 자금수탁자인 금융투
68) 김정연,『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연구』(경인문화사, 2017), 132면. 그러나 이익의 충돌이라
는 측면에서는 모든 금융투자업이 모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분류가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이익충돌
의 유형과 정도가 각각 차별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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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업자의 지위는 주주들로부터 모집된 자본금을 운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
지는 주식회사의 이사의 지위와 유사하다.69) 자금수탁자의 지위는 통상적으로 은
행,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의 지위라고 할 수 있는데,70) 금융기관이 타인의 자금을
수탁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위탁자의 이익을 해칠 가능성, 즉 이해상충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인의무’는 매우 중요하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37조에서는 신의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신인의무의 주
된 내용인 주의의무와 충실의무가 개별 금융투자업자에게 부과되고 있다. 이러한 의
무들은 민법상 위임관계에서 발생하는 선관주의의무와는 다소 다른 성격을 가진 것
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앞에서 밝힌 바 있다. 왜냐하면 불특정다수인의 재
산에 대한 관리·운용·처분 등을 행하는 금융투자업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법상 일
대 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선관주의의무와는 다르게 이해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
다.71) 결국 자금수탁자의 특성을 가지는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이사 및 금융투자업
자는 주주집단으로부터 자금을 수탁받아 운용하고 처분하는 권한을 가진 이사가 주
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신인의무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
며, 이러한 점에서 동일한 기준에 의해 그 법적 지위를 다루어도 무난하다고 본다.

2. 신인의무의 기원과 내용
신인의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언급되어진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그 개념정의에 관하여 통일적인 입장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기존 독일법계 민사법
분야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무를 의미하는 주의의무와 어떤 차별성을
가지는 지에 관하여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신인의무는
영미법상 신탁의 법리에서 그 연원을 찾고 있는데, 영국과 미국은 역사적 발전상황
과 환경이 다른 만큼 신인의무의 내용에 있어서도 다소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주의의무가 신인의무의 일부분인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지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72)가 있다는 점과, 주의의무가 계약관계나 불법
69)
70)
71)
72)

김병연, 앞의 논문(주2), 47면.
이중기, 앞의 논문(주57), 51면.
김병연, 앞의 논문(주2), 50면.
Stanley Kaplan, Fiduciary Responsibility in the Management of the Corporation, 31 Bus. Law 883,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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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관계에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의무가 신인의무관계(fiduciary duty
relationship)에 고유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견해73)들을 소개하면서, 영국의 경우
‘loyalty’가 신인의무의 핵심 또는 그 자체이기 때문에 특히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보
는 견해74)도 있다. 또는 선관주의의무가 계약법상 확립된 우리나라의 경우 주의의무를
신인의무의 부분으로 볼 수도 없고 볼 실익도 없다고 보는 견해75)도 있다. 이러한 입장
에서는 주의의무(duty of care)와 충실의무(duty of loyalty)를 신인의무(fiduciary
duty)라고 하는 하나의 의무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76)인 미국법상 논의
는 아직 이론적으로 충분히 발전되지 않은 상태의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77)
생각건대,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하나의 의무 속에 포함시켜서 이해하고, 또 그
본질상 주의의무와 충실의무가 신인의무의 영역에서 발견된다고 해서 신인의무가
발전적인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볼 이유는 없다. 오히려 형평법의 연혁적 발전
에서 점차적으로 정립된 영국법의 경우와는 달리 미국법에 있어서의 신인의무는 형
평법원의 발전이 아니라, 신대륙에서의 새로운 법질서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나타나
게 된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신인관계들에 있어서 신인의무자가 부담하는 의무로
정리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연혁적 발전배경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78) 즉 영국에서의 신인의무는 보통법원에서 해결하기 힘든 권리
관계의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한 것이다 보니, 손해배상의 측면보다는 불형평 내지
불합리한 상황으로 인해 얻은 이익을 반환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미국
에서의 신인의무는 신인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
에서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79)
(1976).
73) Cheryl Weiss, A Review of the Historic Foundations of Broker-Dealer Liability for Breach of Fiduciary
Duty, 23 J. Corp. L. 65, 68 fn.3 (1998).다른 법률관계에 존재하는 법리라고 해서 또 다른 법리의 고유
한 성질이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지적의 타당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74) 이중기, 앞의 논문(주57), 32면 각주 3)에서는 영국에서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견해(J.C. Shepherd, The
Law of Fiduciaries 48-49 (1981); Cheryl Weiss, A Review of the Historic Foundations of Broker-Dealer
Liability for Breach of Fiduciary Duty, 23 J. Corp. L. 65, 68 fn.3 (1998))들을 소개하고 있다.
75) 장근영, “영미법상 신인의무법리와 이사의 지위”,『비교사법』제15권 제1호(한국비교사법학회, 2008),
281-282면.
76) Richard D. Freer and Douglas K. Moll, Principles of Business Organization 251 (West, 2013); 이형규·권
재열·권종호·심영,『회사법 제정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한국상사법학회, 2014), 81면.
77) 이중기,『신탁법』(2007), 276-278면; 장근영, 앞의 논문(주75), 281-282면.
78) 김병연, 앞의 논문(주2), 46면.
79) 김은정, 이사의 신인의무와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6-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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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지배구조와 신인의무의 접목
(1) 현행 금융관련법상 신인의무
영미법상 신탁의 법리에서 기인한다고 인정되는 신인의무의 법리를 적용하여 금
융회사의 지배구조의 개선을 가져 올 수 있을까에 관한 논의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
인다.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의 형태를 가지는 금융회사의 이사가 신인의무를 부담하
는 것은 분명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상법과 자본시장법에서는 이사와 금융투자업자
들이 신인의무의 내용인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
한다.80) 그러나 은행법이나 보험업법, 그리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서는 주의의무나 충실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다. 다만 이해상충의 관리에 관한 규정
만이 있을 뿐이다.
자본시장법에서는 타 금융관련법에 없는 신인의무에 관한 규정을 왜 두고 있을
까? 그 이유는 금융투자업자의 거래환경이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경우보다 고객의
이익과 금융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의 상충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
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은행과 보험회사의 신인의무가 금융투자업자의 경우보다 더
경미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신인의무가 발생하는 거래유형의 다양성이 더 복잡하여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금융투자업자와
거래하는 소비자들의 이익을 일반 거래관계에서의 당사자의 이익보다 더 보호하여
야 할 필요성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업자
의 거래유형과 현실의 거래환경을 이해하여야 한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투자업자에
게 자산의 위탁을 하는 경우 당연히 수익의 발생을 기대하고, 자산의 안전한 보관과
그 자산을 운용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전문성·성실함과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행동을 기대하게 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
에게는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인 재량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엄격하
고 높은 수준의 법적·도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며,81) 은행의 경우에도
신탁형 상품의 경우 운용자의 재량의 크기와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다른 업무에 비
해 신인의무의 정도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80) 본 논문에서는 이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와 충실의무가 신인의무의 주된 내용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제하고 논의를 전개한다.
81) 김정연, 전게서, 50면; 김병연, 앞의 논문(주2), 51-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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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배구조개선기준과 신인의무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기존까지의 연구결과들과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지배구
조 논의의 핵심은 어떤 기업지배구조가 기업의 존재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소위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는 소위 ‘건전한’ 지
배구조의 형태인가 하는 것이다. 실상은 모두를 만족시키는 이상적인 형태는 그저
‘이상적인’ 형태에 불과하며, 결국 ‘차선’에 가깝게 결과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현실
에 있어서의 ‘최선’이다.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을 기업지배구조에서 고집
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의 투입이라는 점에서 볼 때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기업
의 본질과도 맞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에 있어서의 ‘최선’의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이라는 개체의 본질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형성되는 과정과 이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누구이며, 어떻게 기업이 운
영되어야 하는가에 따른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기업지배구조는 형평적인
요소나 보편적인 요소가 중요한 정치체제나 사회구조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기
업의 본질은 자본의 형성과 이윤의 추구 및 배당에 있기 때문에 기업의 형성과 운영
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82) 다만 기업활동
으로 인하여 기업이 수익을 얻는 곳이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수익활동에 기여하는 근로자들의 복지와 같은 부분도 중요하
게 고민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은 사회구조의 발달과 복잡한 현대사회 특성의 반영
이라는 점에서 과거 기업 발생의 초기와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기업계의 자체적인 필요에 따라 자생적으로 정립되는 지배구조의 정착이 아
닌, 인위적인 기업지배구조의 설정을 강요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규제회피적인 시도
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업경영활동의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
과 연결되면 더욱 더 심각하게 의도적인 법규제 위반행위들이 발생할 유인동기가 된
다.83) 따라서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법규제 위반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인의무의 탄력적인 적용을 통하여 기업지배구조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82) 지배구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회사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함에 미흡
하고, 더 나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측면의 사회적 욕구를 채워주지 못함이기도 하다.
83)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업규제의 기본법인 상법에서는 이사에 대하여 주의의무(상법 제382조 2항)
와 충실의무(제382조의3), 경업금지(제397조), 회사기회 및 자산유용의 금지(397조의2)를 부과하고 이
사등에 대하여는 자기거래규제(398조)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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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볼 필요가 있다. 신인의무는 지금까지 신인의무자적 지위에 있는 이사, 자금수
탁자의 개인적인 의무로 이해하는 것에 그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의 자금을 수탁하여 이를 관리·운용·처분할 수 있는 중대한 권한을 가진다는 점
에 착안하여 신인의무 이행의 충실성 정도를 기업지배구조의 건전성과 연결시킨다
면 경직적인 기업지배구조 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실효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즉 어떠한 지배구조가 금융기관에 적합한지를 먼저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자금수탁자로서의 지위에서 부담하게 되는 신인
의무의 이행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는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면,84) 그리고 자금수
탁자가 영위하는 영업의 유형에 따라 수탁자금의 관리·운영·처분과 관련하여 위탁자
의 이익이 잘 보호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자금수탁자의 권한과 그 범위가 설정되어 있
다면 지배구조가 건전하게 잘 이루어져 있다고 판단하자는 것이다.

4. 자금수탁자의 권한의 정도와 신인의무의 차별적 적용을 통한
지배구조개선
(1)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한계
일반적인 기업의 지배구조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는 자금수탁과 이러한 자금의
관리·운용·처분권한의 보유에 따른 특성으로 인하여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85)
미국 금융업계에서는 준법경영(compliance)의 영역에서 이러한 신인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영업상 위규행위가 발생한 경우 충실한 규제순응노력의 정도를 양형에 반
영하는 시스템으로서 신인의무의 충실한 이행과 준법감시시스템(compliance system)
의 정착을 도모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처음부터 실
정법상 제도로 준법감시체계를 도입하고 경직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최초 적용대상
이었던 구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와 그 후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형식
적인 규제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86) 2016년 시행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84) 예컨대, 대주주의 비중이 높아서 이사나 자금수탁자의 신인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85) 김병연, 앞의 논문(주23), 26면.
86) 최근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도 이러한 문제점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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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취급하는 영업이
상이한 금융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통일적인 지배구조를 적용한 것이고, 그 실질은 재
무건전성의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다.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조, 내부통제, 위험관
리, 대주주의 건전성, 소수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에는 금융투자업자의 신인의무에 관한 규정이 존재함에 반해, 은행법이
나 보험업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는 자본
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거래환경이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경우보다 고객의 이익과
금융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의 상충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앞서 한바 있다.87) 물론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담고 있는 건전성이나
내부통제,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부분은 나름대로 당연히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고객의 자금을 수탁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업
자에 관하여만 자본시장법에서 신인의무를 정하고 있는 것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취하고 있는 규제의 통일성과 맞지 않다. 결국 각 금융회사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
여 신인의무를 달리 적용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소규모 회사에게 특례규정을 적용
하고, 상장회사에 대하여도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처럼, 취급하는 금융업무의 종
류, 금융회사의 규모의 차이에 따라 신인의무를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지배구조
를 개선하고, 이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준법경영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88)

(2) 금융회사의 유형에 따른 신인의무의 차별적 접근의 효과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다. 비록 현행 금융
회사지배구조법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금융기관 내지 그 이사에 대

87) 그렇다고 한다면 금융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배구조에 있어서도 차별적인 접근을 하여야 할 필
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적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제정한 것은 개인적으로 다소 의외다.
88) 이러한 연구의 의도가 잘 실현된다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준은 고객의 자금을 수탁하여
운용하는 권한의 크기에 따라 신인의무를 달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금융
투자업의 경우가 가장 강도 높은 신인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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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자금수탁자로서의 신인의무를 부과할 필요성과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영업별로
다른 정도의 신인의무의 적용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도 지배구조의 개선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신인의무를 영업의 유형이나 금융기관의 유형별로 상이하
게89) 적용하게 되면 회사의 규모와 능력에 맞는, 취급하는 금융업무에 적절한 신인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위법행위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신인의무를
부담하는 이사회 구성이나 내부통제, 준법감시 등의 분야에서 그에 맞는 적격자를
선임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인의무가 기업의 규모나 취급하는 영
업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시할 수 있다면 지배구조에 관한 논란을 줄일 수 있
을 것이고 그 자체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효과를 의미할 것이라고 본다.90)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국가의 지원과 관리 아래 출발하고 성장하였다는 점에서
서구 나라들의 은행업의 발달과는 차이가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침략기로
인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단절이 일어났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모든 사회경제시스템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규모로
세계 10대 교역국의 일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기관이 정부의 강한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은 특이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91) 정부의 직·간접적인 개입이
존재하는 한 금융기관의 지배구조가 시장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의 설립목적과 주주들의 이해관계, 그리고 사회적 주체로
서의 의미와 중요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될 때 바람직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
다. 한 국가에서 금융은 여러 면에서 접근되어질 수 있는데, 상품의 상환기간의 장·
단에 따라서 단기금융과 장기금융으로, 산업부문의 종류에 따라서 상업금융, 공업금
융, 농업금융으로, 이용자의 따라서 기업금융과 소비자금융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
다. 그리고 주된 취급상품의 차이에 따라서 은행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등으로, 그
리고 금융투자업은 다시 6개의 업 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금융업의
개별적 특성과 노출된 위험성의 크기에 따라서 각 금융기관과 그 이사의 의무의 내
89) 금융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을 말해주는 사례 중의 하나는 은행의 상품은 원금이 보장
되는 것이 기본인 반면, 증권회사의 상품은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김용재,
『은행법원론』(박영사, 2010), 8-9면.
90) 아이디어 차원이기는 하지만 주식회사의 대중소 규모별로 입법을 달리하려는 경향(양동석,『대소회
사구분입법론』(법문사, 1995); 정찬형, “우리 주식회사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栢山商事法
論集Ⅱ』(박영사, 2018), 626면 이하 참조)을 생각하면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91) 정부지분이 없는 민영은행의 행장 선임이 주주들의 의사로만 되지 않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
닌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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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대하여 달리 접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92) 각 업 역에 맞는 내부통
제기준의 설정, 이사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부과로 인하여 결국 전체적으로 지배
구조의 개선을 가져 올 수 있는 한 요소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신인의무를 가지고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가져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되어 있지 않은 분야이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유형별로, 취급
하는 영업의 유형별로 차별화된 신인의무를 적용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논의가 얼마나 더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 올 지는 더 구체적인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
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 필자가 제기하고 싶었던 것은 기존 20년
이상 지속되어 왔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논의가 답보상태에 있는 이유는 새로운 접
근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지배구조는 회사의 기관별 권한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즉 기업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영진을 비롯하여 주주와 채권자, 더 나아가서 기
업의 사회적 책임이론에 근거하는 여러 그룹의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지에 관한 형식적 논의로 이해하여 왔다.93) 그렇다보니 그에 관한 논의는 필
연적으로 권한배분의 문제에 집중하게 마련이었다.94) 권한배분의 문제는 결국 이익
의 충돌이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
다고 한다면 기업지배구조에 관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 기
업지배구조를 기업의 대리인 비용(agency cost)을 감소시키기 위한 장치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경영진의 개인적 이익추구를 방지하고, 경영진과 일부 주주의 이익을 위
한 단기적 이익추구와 기업의 궁극적 가치증가를 위한 장기적 이익추구 간에 균형잡

92) 그리고 신인의무의 큰 줄기가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이고, 주의의무는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주의
의무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충실의무는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는 경우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켜
야 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더욱 더 차별적인 신인의무의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
93) 김화진, 앞의 책(주15), 10면.
94) 정찬형, 앞의 책(주90), 459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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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 구조를 생각하게 된다.95) 기업의 규모,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영업별 종류에 따
라 신인의무의 정도를 달리 함으로서 지배구조의 개선을 기해보자는 것도 비슷한 발
상이다. 이런 접근방법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규모별·영업유형별 이사
들의 권한배분과 책임의 발생빈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수반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96) 모쪼록 기업지배구조, 특히 금융기관의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의 정착에 신
인의무의 접목이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

95) 김화진, 앞의 책(주15), 11-12면.
96) 필자가 연구하고 있는 다년과제 중 후반부 연구논의가 이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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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ssibility of Incorporating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y and Fiduciary Duty Theory
Byoung Youn Kim

The issue to be raised in this paper is that there is no new approach to the debate about
corporate governance that has been going on for more than 20 years. The idea that it may
be possible to bring about improvements in corporate governance with the fiduciary obligation
of financial company is not yet discussed in detail. It is a difficult question whether a
governance structure is the right answer to meet the needs of all stakeholders involved with
the company. Corporate governance in developed countries does not necessarily have positive
effects on other countries. This is because each country has different perceptions about culture,
history, social surrounding, etc. Because effective corporate governance can raise investors’
interests, accountability and rationality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important corporate
activities are very important. As a result, profitability can be improved, and illegal acts can be
reduced to enable compliance management. If we look at corporate governance in the financial
market area that performs corporate financing functions, the establishment of efficient governance
is crucial in terms of improving the soundness of corporate finance. In particular, the governance
structure of a financial investment company, which plays a role of financing in the capital
market, is very important for the national economy.
In general, corporate governance is the way in which the authority of the company is to
be distributed, i.e., the management, directly or indirectly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the
company, as well as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and creditors, as well as groups of stakeholders
based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eory. It is true that the issue of power distribution
is the matter of conflict of interests, and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produce satisfactory results
for all. If so, then there is a need for a new perspective. From a viewpoint as a devic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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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e corporate agency costs on corporate governance, it is important to provide a balanced
structure between preventing the pursuit of personal interests by management and seeking
co-operation among stakeholders, including shareholders and management. It is a similar idea
to try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by varying the degree of fiduciary obligation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company and the type of business treated by the financial institution. It is
important for this approach to be fruitful that it involves empirical studies on the distribution
of authority and the incidence of liability by the size and type of business of financial institutions.

Key word : Financial Company, Corporate Governance, Financial Investment Company,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Fiduciary Duty, Duty
of Care, Duty of Loyalty, Banking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