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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기업지배구조 코드 개정안
 2018.11.6. 독일 기업지배구조 코드 개정 초안이 발표됨
○ 코드의 목적은 좋은 지배구조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임
○ 독일 지배구조 코드는 다음과 같은 4장으로 구성돠어 있음
- A. 경영 및 감독 / B. Supervisory board(감사회 또는 감독이사회, 이하 “감사회”)53)54)의
구성 / C. Management board(이사회 또는 경영이사회, 이하 “이사회))의 임명 / D.
이사회와 감사회의 보상
- A장에서 이사회와 감사회의 세부 규준이 항목이 9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음
○ 초안은 2019.1.31.까지 공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개정 초안의 주요 신설 내용55)
○ Comply or explain 에 더한 apply and explain
- 전문 : 설명에 대한 개념을 원칙을 어떻게 수용하여 좋은 기업지배구조를 갖추는지에 대한
것으로 정의
- A.19 감사회와 이사회는 코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 설명할 것을 권고
○ 주주를 대표하는 감사회 구성원의 독립성 요건을 구체화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함
- B.8 2년 내 이사회에 재직 / 회사와의 이해관계 / 이사회와의 인척관계 / 12년 이상
감사회 재직 등
○ 감사회 및 이사회의 보상 관련 권고사항 신설
- D.1 장기성과 연동 보상이 단기성과 연동 보상을 초과해야 함
- D.3~D.7 고정급과 변동급, 연금성 보상 등의 성과 연동
- D.8 감사회는 이사회의 보수를 정할 때 적절한 비교그룹을 사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함
- D.9 장기성과보수는 전략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수립된 전략에 따른 회계연도에 기반해야
하며 단기성과보수는 연간 운영계획에 기반해야 함
- D.10 감사회는 이사회 구성원 개인 또는 이사회 전체 목표의 변동급 구성 요소에 대한
구성을 결정해야 함
- D.12 감사회는 특별한 보수인상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한 경우 변동급이
회수될 수 있어야 함
- D.13 이사회 이사의 계약 종료 후에도 보수와 자금의 유입에 관한 기존 규정은 그대로
적용됨

53) 독일의 이사회 구조는 이원제(Two-tier system)로, Supervisory board(감사회 또는 감독이사회)와 Management board(이사회
또는 경영이사회)로 구성되어 있음
54) 이원화된 이사회의 명칭에 대해서는 다양한 번역이 있으며, 이 글에서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https://www.fsc.go.kr/info/ntc_
news_view.jsp?bbsid=BBS0030&page=643&sch1=&sword=&r_url=&menu=7210100&no=25954) 및 법무부 발간 비교
회사법 총서 시리즈의 독일 주식법(2014)의 번역을 따름
55) 이 내용은 독일 기업지배구조 코드 홈페이지의 Draft of an amended German Corporate Governance Code 및 Proposals
for a Code Reform 2019을 주요 신설 내용 중심으로 요약한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https://www.dcgk.de/en/consultations/
current-consultations.html에 소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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