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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5%룰 개선은 법을 우회하여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선일보 9월18일자 보도 관련)

ㅇ

금번 대량보유 보고제도(5%룰) 개선은 자본시장법이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법을 우회하여 추진하는 것이 아님

1. 기사 내용

□

2019.9.18.

…

조선일보는 ‘법으로 안되니 시행령 바꾸는 정부

기업들 공포’ 제하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① 국민연금의 임원 해임권 강화 등 논란 사안들

,

국회 안 거치고

강행

②

단순 투자 명목으로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관투자자도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해임청구권 행사, 지배구조 개선
정관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부터 적용

③

‘

경영참여 목적 투자자‘만 갖던 권한을 대폭 확대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금번 대량보유 보고제도(5%룰) 개선은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ㅇ

룰 적용에 있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는
자본시장법이 동법 시행령( 154 )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5%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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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번 시행령 개정은 자본시장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단순투자’ 목적의 기관투자자가 임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해임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지배구조 개선 정관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금번 제도 개선으로 위법행위를 한 임원 에 대한 해임 청구,
*

보편적 원칙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 정관 변경은

일반투자’로

‘

분류되어, 단순투자보다 강한 공시의무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0.25~3%)을 보유하는 주주는 이사의 위법행위 등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해임 안건이 부결된 경우 법원에 해당 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385조제2항)

※ 기사내용 중

‘

임직원’에 대한 해임청구는 ‘임원’의 착오로 보입니다.

 아울러 , 위법행위를 한 이사에 대한 해임청구는 상법 (제 385조
제2항)이 인정하는 주주의 권한으로서 현재도 해석 상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ㅇ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적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임원 해임권이
대폭 확대되는 것이 아니며, 현행 해석을 명문화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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