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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상장기업의 이사회 다양성
- 사외이사 임기를 중심으로
임 현 경 연구원 (hkim@cgs.or.kr)

▶ 유가증권 상장기업의 사외이사 임기 현황 및 이사회 내 사외이사 임기 다양성 현황을 살펴봄
▶ 분석 결과, 분석대상 기업 중 해당회사에서 재직한 기간이 짧은(0년 이상 3년 미만) 사외이사가 전체 사외
이사 중 약 59%를 차지하여, 이사회 구성원 교체 시 이사회 내 기업 고유 지식(firm-specific knowledge)
수준을 고려해야 할 것을 시사함
▶ 또한 이사회 내 사외이사 임기 다양성 수준이 높은 기업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외의
결과와는 달리, 이사회 내 임기 다양성 수준이 기업의 경영성과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현재 이사회의 실질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반영한 결과일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다양성이 의사결정의 조율을 어렵게 하여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검토배경
 최근 이사회 역할 제고를 위해 이사회 구성의 임기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됨
○ 2018년 8월에 ISS Analytics에서 연구된 자료에 따르면, 이사회 임기 구성이 균형
(Balanced)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나은 재무적 성과와 낮은 리스크 수준을
보인 것으로 확인됨18)
○ 또한 이사회 임기 다양성과 이사회 역할과의 관계를 연구한 2017년에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19), 다양한 임기 구성의 이사회 및 소위원회일수록 감시감독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 구체적으로, 다양한 임기 구성의 이사회일수록 1) CEO를 교체할 때 경영성과를 많이
고려하며, 2) 재무제표 재작성(accounting restatement)이 발생하였을 경우, CEO를
교체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3) 다양한 임기구성의 감사위원회일수록 재무제표 재작성을
덜 하며, 4) 다양한 임기구성의 보상위원회일수록 CEO에게 과잉보상을 하는 경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18) ISS Analytics, 2018.8.10., ｢Board Refreshment: Finding the Right Balance｣
19) Li, Na, and Aida Sijamic Wahid, 2017, “Director tenure diversity and board monitoring effectivenes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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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국내외 지배구조 관련 가이드라인과 법령 등에서는 명시적으로 이사회 임기 다양성을
고려할 것을 제시하고 있거나, 1)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2) 이사회 구성의 교체(Board
Refreshment) 또는 ‘사외이사의 순차적 교체’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고 있거나 반영할 예정임
○ 캘리포니아 교직원퇴직연금(CalSTRS) 베스트 프랙티스20)에서는 해당 회사에서 여러 경기
순환(business cycle)과 시장주기(market cycle)를 거치면서 기업의 운영방식, 고객 및 주주
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이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효과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해서는
재직기간이 짧은 이사와 재직기간이 긴 이사가 모두 필요하다고 구체적으로 이사의 임기
다양성을 고려할 것을 명시함
○ 한편, 한국기업지배구조원21), 캘리포니아 교직원퇴직연금(CalSTRS)22), Financial Reporting
Council(FRC)23) 등에서 발간한 다수의 국내외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는 성별, 나이, 인종 등의
인구통계학적 다양성 또는 학문적 배경, 경력 등의 다양성 요건을 고려하여 이사회 구성원을
선임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음
○ 또한, 홍콩증권거래소의 이사회 및 이사 가이드라인 3.824)에서 이사회의 고착화(entrenchment)
를 방지하고 새로운 생각을 촉진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원의 정기적 교체에 대해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영국 지배구조 모범규준 원칙25) K. 에서도 이사회 차원에서의 이사 재직기간
및 이사회의 정기적 교체에 대해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올해 9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에서도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연속성을 부여하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의 순차적 교체’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음

 한편, 1) 이사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사내이사보다 사외이사의 임기가 기업지배구조의 측면에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으며, 2) 미국과 국내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비중 차이를 고려할 때,
이사회 교체(Board Refreshment) 및 이사회 다양성의 한 요소로 임기를 고려함에 있어 전체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사외이사’들의 차별적 임기26)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20) CalSTRS, 2015.5., ｢Best Practices in Board Composition｣; “An effective board should have short-and long-tenure
directors to ensure that fresh perspectives are provided and that experience, continuity and stability exist on the
board.”
21)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6.7.26.,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22) CalSTRS, 2015.5., ｢Best Practices in Board Composition｣
23) FRC, 2018.7., ｢Guidence on Board Effectiveness｣
24) HKEX, 2018.7, ｢Guidance for Boards and Directors｣; “The nomination committee should be mindful of the need
to refresh board regularly to avoid entrenchment”
25) FRC, 2018.7., ｢The UK Corporate Governance Code｣;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length of service of
the board as a whole and membership regularly refreshed”
26) 본 동향에서 다루는 사외이사의 임기 다양성은 시차임기제와는 다름. 시차임기제는 이사들의 임기 종료 시점을 분산시켜 전체 이사
가 교체되는 시점을 지연시키는 경영권 방어 장치의 일종임. 기업이 시차임기제를 도입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사외이사의 임기 다양
성이 확보되겠지만, 사외이사의 임기 다양성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해당 기업이 시차임기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아님. 예컨
대 임기종료시점은 모든 이사가 동일하나, 이사별 재임기간은 다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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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되어 본 동향에서는 국내 유가증권시장 기업의 사외이사 임기에 대해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발간한 자료27)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유가증권 상장기업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비중은 39.1%인 한편, 동일기간 미국 S&P500에 포함된 사외이사 비중은
84% 수준으로 국내에 비해 미국에서는 사외이사 비중이 2배 정도 높음
- 참고문헌으로 제시한 ISS Analytics28)가 분석대상으로 한 Russell3000 기업의 2017년
기준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79.5%29)이며, Li, Na, and Aida Sijamic Wahid(2017)
분석대상기업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평균 83.1%(중앙값 85.7%)임
- 사내이사가 과반수인 국내 이사회 구성 대비 사외이사가 과반수인 미국 이사회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외이사만을 대상으로 차별적 임기를 조사함

분석대상 및 기간
 비금융 유가증권 상장기업 676개사 및 1,564명의 사외이사가 분석대상임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평가대상 727개사 중 금융회사 47개사 제외 및 중도퇴임 등으로 인해
사외이사가 2017년 말 기준 0명인 기업 4개사를 제외하여 총 676개사가 분석대상임
- 금융회사는 사외이사의 임기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30)에 의해 제한되고 있어 외생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분석대상 기업에서 제외함
○ 사외이사 임기는 연속적으로 연임한 기간의 최초 임기 시작일부터 2017년 말까지로 정의함

<1> 사외이사 임기 현황
 유가증권 상장기업에서는 신임 사외이사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장기연임
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됨
○ 2017년 말 기준 0년 이상 3년 미만인 사외이사는 59%(1,564명 중 923명)로써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6년 이상 연임한 사외이사의 수는 271명(17%), 9년 이상 연임한 사외이사의 수는 103명
(6.6%)이며, 12년 이상 연임한 사외이사의 수는 54명(3.5%)로 확인됨

27) 방문옥, 2015.10.,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 현황”, ｢CGS Report｣, 제5권 12호, pp.15-18
28) 2018년 자료 사용
29) Equilar, 2017.9., ｢Board composition and Director Recruiting Trends｣; ISS Analytics에서 2018년 Russell3000 기업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을 명시하지 않아, 비슷한 시기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을 조사한 데이터를 참고함
3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①의 7. 에 따르면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해당 금융회
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사람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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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유가증권 상장기업의 사외이사 임기 현황(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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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결과는 장기연임으로 인한 사외이사의 독립성 훼손 문제를 고려하는 동시에 신임 사외
이사가 기업 고유 지식(firm-specific knowledge)을 갖지 못해 발생하는 비효율과 관련해
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함
○ Bacon and Brown(1973)31)에 따르면 이사가 기업 고유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최소 3~5년이
걸린다고 하며, 연임할수록 기업 고유 지식(firm-specific knowledge)이 쌓여 경영진을
잘 감독할 수 있다고 함
○ 또한 Bonini, Deng, Ferrari, and John(2017)32)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사회 내 특정
사외이사가 장기 연임한 경우, 해당 사외이사는 시장 충격에 대한 기업의 반응 및 기업의
과거 중요 사건들에 대해 정보를 축적하여 기업의 연속성과 위기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특징을 가졌다고 함
○ 이러한 논문들에 비추어 볼 때, 신임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이사회는 회사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판단을 경영진에 의존하여 내리는 등 모니터링 및 자문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31) Bacon, J., and J.K. Brown, 1973, ｢Corporate directorship prices, role, selection and legal status of the board｣,
New York:The Conference Board, Inc
32) Bonini, Deng, Ferrari and John, 2017, ｢On Long-Tenured Independent Directors」, https://ssrn.com/abstract=296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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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임기 다양성 현황
 이사회 차원에서 사외이사의 임기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기준
으로 3가지 단계(➀다양성 낮음, ➁다양성 보통, ➂다양성 높음)로 분류함
○ 재직기간(임기) 카테고리33) 중 사외이사 전원이 한 개의 카테고리에만 해당하는 경우 ➀
다양성 ‘낮음’, 2개의 카테고리에 있는 경우 ➁ 다양성 ‘보통’, 3개의 카테고리에 있는 경우
➂ 다양성 ‘높음’으로 분류함
○ 단, 사외이사의 수가 1~2명인 392개사는 분석에서 배제함

 그 결과, 사외이사의 임기 다양성이 높은 회사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확인됨
○ 총 284개 사 중 다양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회사는 101개사(35.56%), 다양성이 ‘보통’이라고
판단되는 회사는 144개사(50.70%), 및 다양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회사는 39개사(13.73%)로
나타남34)

 사외이사의 이사회 내 임기 다양성이 갖는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분석에서 경영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보겠음
<3> 사외이사 임기 다양성과 경영성과
 최근 ISS Analytics에서 발표된 이사 임기 다양성과 관련된 분석내용에 따르면 이사의 임기
다양성은 회사의 경영성과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하나, 국내에서는 사외이사의 임기다
양성과 회사의 경영성과는 음의 상관관계(중앙값 비교)를 가지거나, 상관관계가 없는 것(평균
값 비교)으로 나타남
○ ISS Analytics35)에서 업종 비교군 내 기업의 경영성과 백분위를 보여주는 자체 개발 지수인
ISS EVA PRVit score의 중앙값을 통해 2018년 Russell3000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이사
임기 다양성이 높을수록 경영성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그림 2 참고)

33) 0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2년 미만; 12년 이상
34)
회사의 수
사외이사 수
평균: 자산총액(천원)
낮음
보통
높음
합계

평균: 자본총액(천원)

3

73(40.3%)

89(49.2%)

19(10.5%)

181(100%)

1,098,408,219

636,592,684

4

16(26.2%)

36(59.0%)

9(14.8%)

61(100%)

6,341,576,752

3,365,271,014

5

8(29.6%)

9(33.3%)

10(37.0%)

27(100%)

20,502,129,155

13,555,537,622

6

4(40%)

5(50%)

1(10%)

10(100%)

8,584,945,192

5,659,086,280

3(100%)

32,288,854,969

18,791,509,081

2(100%)

64,937,538,500

33,546,717,000

7

3(100%)

8
합계

2(100%)
101

144

39

284

-

-

35) ISS Analytics, 2018.8.10., ｢Board Refreshment: Finding the Right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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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국내 유가증권 상장기업의 경우, 각 그룹별 ROA, 산업조정36) ROA, ROE 및 산업조정
ROE의 중앙값을 경영성과의 프록시로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됨(그림 3 참고)
[그림 2] 이사 임기 다양성과 경영성과(ISS Analytics 결과)
54

53

52
50

50

49

48
46

46
44
42

Best Balanced

Mostly Balanced

Less Balanced

Poorly Balanced

Median Performance Industry Ranking (higher is better)

[그림 3] 사외이사 임기 다양성과 경영성과(본 동향의 결과)
(단위: %)

다양성 높음

다양성 보통

다양성 낮음

7.00
6.14
6.00
5.07

5.00

4.33

4.00
3.17
3.00

3.50

2.67

2.32

2.00
0.97

1.00
-0.40 0.00 0.11

0.00
중앙값 : ROA

중앙값 : Adj-ROA

-1.00

36)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업종기준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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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
중앙값 : ROE

중앙값 : Adj-ROE

KCGS Report

2018년 8권 10호

○ 추가적으로 ROA, 산업조정 ROA, ROE 및 산업조정 ROE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각 그룹 별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시행하였으나, 모두 유의
하지 않게 나왔으며37), 다양성이 ‘높은’ 그룹과 다양성이 ‘낮은’ 그룹 간 t-test를 시행한
경우에도 모두 유의하지 않게 나옴
○ 또한, 사외이사의 수가 증가할수록 자산 또는 자본 규모가 커지므로38), 기업 규모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사외이사의 수가 3인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세 그룹 간 분산분석
(ANOVA)39) 및 다양성이 ‘높은’ 그룹과 다양성이‘ 낮은’ 그룹 간 t-test값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해외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는 1) 이사회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다양성 요소가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거나, 2)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 등으로 다양성의 부정적 효과가 국내 맥락에서는 더 크게 작용한 결과로 해석
할 수 있을 것임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등에서 새로운 시각과 집단사고(Group Thinking)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양성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성과 경영
성과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현재 이사회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음
- 추후 연구과제로 기업지배구조 수준이 높다고 평가되는 기업에 한해 위 분석을 다시 해
볼 수 있을 것임
○ 이사회 내 다양성이 이사회 역할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여러 해외 연구결과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이사회 내 다양성이 의사결정의 합의 및 조율을 어렵게 하여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 예컨대, 차운아･정태훈(2014)40)은 나이 및 출신 대학의 다양성은 기업성과와 상관관계가
없으며, 전공의 다양성은 기업성과와 음의 관계가 있음을 밝힘

37)

ROA(%)

Adj-ROA(%)

ROE(%)

Adj-ROE(%)

다양성 수준

낮음

보통

높음

낮음

보통

높음

낮음

보통

높음

낮음

보통

높음

평균

3.33

5.29

3.37

-0.87

0.14

-0.87

5.29

5.75

5.95

-2.66

-0.62

-1.32

p값

0.67

0.55

0.99

0.81

38) 각주 33)참고
39) 사외이사수가 3인인 경우만 대상으로 할 때,
ROA(%)

Adj-ROA(%)

ROE(%)

Adj-ROE(%)

다양성 수준

낮음

보통

높음

낮음

보통

높음

낮음

보통

높음

낮음

보통

높음

평균

2.74

6.36

4.18

-1.30

2.63

0.20

0.41

7.85

6.36

-3.54

1.63

-1.52

p값

0.59

0.50

0.68

0.45

40) 차운아, 정태훈, 2014, "이사회 다양성과 기업성과." ｢규제연구｣ 23.1: 131-163.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 19

ESG 동향

결론 및 시사점
 본 동향에서는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사외이사의 임기 현황 및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임기 다양성 수준을 확인함
 그 결과, 신임 사외이사의 비중이 59%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사회 평가 시에
회계, 법 등 일반적 전문지식 외에도 기업 고유(firm-specific) 지식 수준을 고려하여, 장기
적인 관점에서 이사회 구성원의 교체시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또한,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임기 다양성 수준을 확인한 결과, 임기 다양성이 높은 기업은
14% 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임기 다양성은 경영성과와는 음의 상관관계(중앙
값 비교)를 가지거나 상관관계가 없는 것(평균값 비교)으로 나타남
 이는 이사회의 실질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거나,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의 영향 등으로 다양성이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음을 의미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의 이사회
다양성과는 다른 맥락에서 이사회 다양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함

20 ･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