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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역량구성표(Skill Matrix) 공시의
필요성
방 문 옥 선임연구원 (moonoki@cgs.or.kr)

▶ 국내 주주총회소집공고는 이사 선임 안건에서 이사 개인에 대한 소정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쳐, 현재
이사회 구성, 기존 이사의 중도퇴임 여부 등 현재와 차기 이사회의 역량조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
▶ 역량구성표(skill matrix)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한 도구로 선진시장에서는 모범관행으로
자리 잡아 가는 추세이며, 기관투자자의 주주관여활동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기관투자자와 기업의 소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주주총회 이사 선임 안건에서 제공되는 정보부족 문제
 이사회는 회사의 전략방향을 설정하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독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대리인 비용을 줄이는, 즉 회사 운영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므로 주주의 입장에서 이사회가
어떤 이사들로 구성되는지는 중요한 문제임
○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은 이사 후보의 지식, 경험, 전문성 등이 현재 이사회를 보완할
수 있도록 그 자격을 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1), 이는 이사를 직접 선임해야 하는 주주에게도
중요한 정보임
○ 실리콘밸리의 신데렐라로 일컬어지다가 사기혐의로 피소된 Theranos 사건은 이사회 구성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임2)
- Theranos의 이사회에 유관산업에 대한 경험을 가진 사외이사는 1인에 불과했고, 대부분이
전직 관료, 의원, 군인으로 구성됨

 그런데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주총회소집공고를 들여다보면, 선임할 이사
개인에 대한 소정의 정보3)만 제공할 뿐 현재 이사회 구성은 물론 임기가 남은 기존 이사의

1) G20/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D.5
2) Theranos' board: Plenty of political connections, little relevant expertise, 2015.10.15.,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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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여부 등 차기 이사회 구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움
○ 정기주주총회가 집중된 3월을 기준으로 할 때, 이사회 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시점의 보고서는 지난 해 9월 기준 분기보고서인데, 반년 정도의 시간차로 인해 이사회 구성이
변경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정보획득비용이 높아짐
- 또한, 사외이사의 경우 중도퇴임에 대해 별도로 공시할 의무가 있으나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
이사의 경우 공시의무가 없어 중도퇴임하더라도 이를 인지하기 어려움
○ 임기가 만료될 예정인 이사가 없는데도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이사 선임으로 인해 이사회
인원이 증가하는 것인지, 기존 이사를 대체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어떤 이사가 중도퇴임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정보는 대개 공시되지 않음
- 정기주주총회인 경우에는 이사보수한도 승인 안건을 통해 차기에 운영될 이사회 인원이나마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이마저 어려움
- 사내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사외이사 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 정보는 특히 중요함
○ 현재의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퇴임이 예정된 이사가 누구인지, 선임할 이사가
퇴임예정 이사의 역할을 승계하는 것인지 등의 정보는 이사회의 역량 구성의 적절성과 이사
후보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차기 이사회 구성을 알 수 없는 이사 선임 사례
 건설업을 영위하는 한 회사의 이사회는 2017년 9월 30일 기준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5명,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 3월에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을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함
○ 그러나 재직 중인 8명의 이사 중 2018년 3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는 사외이사 3명에
그쳤으며, 이 중 2명은 재선임 후보로 상정됨
○ 회사는 이사보수한도 안건에서 2018년 이사회 인원을 9명(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5명)으로
공시하였으므로, 새로 구성될 이사회의 인원이 이와 일치하려면 임기가 남아있는 사내이사
3명 중 2명, 사외이사 2명 중 1명이 중도퇴임해야 함 (<표 1> 참조)

3)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주된직업 및 약력, 회사와의 최근 3년 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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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차기 이사회 구성을 알 수 없는 이사 선임 사례
이사회 구성원

임기만료일

재선임 후보 여부

전문성

사내이사 A

2020년 3월

-

-

사내이사 B

2020년 3월

-

-

사내이사 C

2019년 3월

-

-

사외이사 D

2018년 3월

O

타 회사 경영자

사외이사 F

2018년 3월

O

교수(정치외교학)

사외이사 E

2018년 3월

임기만료

세무전문가

사외이사 G

2019년 3월

-

교수(경영학)

사외이사 H

2020년 3월

-

변호사

비고
A, B, C 3명 중 2명 퇴임 필요

G, H 2명 중 1명 퇴임 필요

○ 신규로 선임되는 사외이사 2인은 경영학 교수로, 선임될 경우 현재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경영학 교수 또는 변호사인 사외이사 중 1인이 퇴임하게 되는데, 만약 변호사인 사외이사가
퇴임하게 되는 경우 사외이사 5인 중 4인이 교수로 구성되므로 경력, 경험, 전문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이 편중될 우려가 있음

 지난 8월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한 회사의 경우, 이사회가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원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사내이사 1명을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함
○ 만약 사내이사가 추가로 선임되는 경우 이사회 구성에서 사외이사 과반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고, 교체되는 경우 사내이사가 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교체될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어떤 이사를 교체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함

역량구성표를 활용한 문제 해결
 역량구성표(skill matrix)는 이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성이나 경력 등의 역량지표를 현재
이사회 구성원이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 나타낸 도표로, 해외에서는 역량공시표 공시가
모범관행으로 자리 잡아 가는 추세임
○ 원칙준수･예외설명(if not, why not) 방식으로 운영되는 호주증권거래소의 기업지배구조
원칙은 역량조합과 다양성을 나타낼 수 있는 역량구성표를 공개하도록 함4)
○ 지난 해 8월, 약 219조 원의 뉴욕시 연금을 종합관리하는 감사관(comptroller)은 역량구성표
공시를 목표로 하는 Boardroom Accountability Project 2.0을 발표하면서 151개 상장
회사에 서신을 보냄5)

4) ASX 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 Recommendation 2.2
5) Comptroller Stringer, NYC Pension Funds Launch National Boardroom Accountability Project Campaign — Version
2.0, NYC Comptroller, 2017.9.8, https://comptroller.nyc.gov/services/financial-matters/boardroom-accountabilityproject/press-rel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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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컨설팅회사 Ernst&Young6)에 따르면, S&P 500 기업의 46%가 2018년 정기주주
총회 서류에 역량구성표를 공개하였는데, 이는 지난 해(27%)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임
- 이탈리아의 기업지배구조 컨설팅회사인 Morrow Sodali의 기관투자자 대상 설문조사7)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기관투자자의 41%가 이사 선임 안건에 가장 필요한 정보로 역량
구성표를 꼽음
<표 2> Boardroom Accountability Project 2.0 역량구성표 공시 예시
이사회 구성원

김OO

이OO

강OO

김OO

박OO

송OO

유OO

전OO

역량
이사회 경험

X

유관산업 경험

X
X

CEO

X

국제 경험

X

X
X

인적자원관리/보상

X

재무/자본구조

X
X

X

X
X

X

재무회계 전문가
정부/공공정책

X

X
X

X

마케팅/영업

X

X

환경 관련

X

교육 관련
위험관리

X

기업지배구조

X

X

테크놀로지

X

기업윤리

X

부동산

X
X

X

X

X

X

기타 필요 역량명
기타 다양성
재임연수

15

15

10

8

7

7

4

1

성별

남

여

남

남

여

여

남

남

연령

60

63

65

62

60

67

55

48

아시아계

남미계

현지인

기타

남미계

아시아계

현지인

기타

민족/문화

출처: Comptroller Stringer, NYC Pension Funds Launch National Boardroom Accountability Project Campaign
— Version 2.0, NYC Comptroller, 2017.9.8 재구성

6) 2018 proxy season review, 2018.7, EY
7) Institutional Investor Survey 2018, 2018.2.1., MORROW SOD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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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량구성표는 위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이사회의
효과적인 운영 및 투자자의 합리적인 의결권 행사에 기여할 수 있음
○ 투자자는 역량구성표를 통해 회사가 제시한 역량 구성의 적절성과 이사 후보가 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이사회 임기가 남아 있는 이사의 중도퇴임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역량구성표에 포함시킴으로써 차기 이사회 구성 또한 확인할 수 있음
○ 이사회 또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회사에 필요한 역량조합(skill mix)과 현재 이사회 구성,
잔여 임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 승계 계획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역량구성표는 이사회 운영에
유용한 도구가 됨
- 무조건적인 다양성 확보가 반드시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지지는 않으므로8), 이사회는 회사의
비전과 전략에 부합하는 역량조합을 도출하고 이사회 평가를 통해 역량조합의 적절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결어
 이사회는 회의체로써 그 역할을 수행하므로 이사회의 구성은 주주의 투자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도,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현재 및 차기 이사회의 역량조합 등 그
구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이 국내 현실임
○ 특히 임기가 남아 있는 이사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어떤 이사가 교체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사회의 역량 구성 측면에서 이사 후보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역량구성표가 이사 후보 정보와 연계하여 주주총회소집공고에 공시되면, 회사가 필요로 하는
전문성, 경험 등의 역량조합과 현재의 이사회 구성, 보완이 필요한 전문성 등을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어 투자자들이 이사 후보의 적격성 및 차기 이사회 구성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스튜어드십 코드의 확산과 함께 기관투자자의 주주관여활동이 점증하고 있는데다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역량구성표를 이사 선임 시 필요한 정보로 인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역량
구성표의 공시는 투자자와 회사 사이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8) The Economics of Director Heterogeneity, Ronald C. Anderson, David M. Reeb, Arun Upadhyay, and Wanli Zhao,
Financial Management, Spring 2011, pages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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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의 협력적 주주관여
사례와 시사점
안 유 라 연구원 (yurahn@cgs.or.kr)

▶ 최근 들어 스튜어드십 코드과 주주관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주주관여 활동의 한 방식인 협력적 주주관여는 해외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권고하는 관여 방식의 하나이나,
한국과 일본에서는 그동안 협력적 주주관여의 내용을 코드에 포함하지 않았음
▶ 한편, 최근 개정된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 안내 지침에 협력적 주주관여 내용이 포함되었고, 효율적인 협력을
위한 포럼이 설립되는 등 협력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있음
▶ 한국에서 협력적 주주관여를 실시할 시 몇 가지 법적 우려사항이 있으나, 협력적 주주관여는 기업과
투자자간의 효율적인 대화와 정보 공유를 위한 방편이 될 수 있고 투자자들의 효율적인 모니터링 방식이
될 수 있으므로 해외의 성공 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음

검토배경
 국민연금의 SC 가입 확정9)과 대한항공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주주권 행사(공개서한
전달10))로 인해 주주관여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상승함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은 국내 상장사에 투자한 기관
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ㆍ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7가지
세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함11)
○ 스튜어드십 코드는 크게 수탁자 책임 정책 제정, 이해상충 방지책 마련, 투자 대상회사에
대한 주기적 점검, 주주권 행사, 적극적 의결권 행사, 주주활동 내역 보고, 역량과 전문성
함양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한편, 주주권 행사의 한 방식으로 주주관여 활동(engagement)이 있는데, 관여활동은 투자
대상 회사에 투자자들이 기대 사항과 의사를 전달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기 위해 우려

9)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보도자료, 2018.07.30.,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선언”
10)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시자료, 2018.06.05., “대한항공에 대한 공개서한”
11) http://sc.cgs.or.kr/about/sc.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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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대해 분석하고, 대화를 준비하는 과정을 포괄함12)
- 관여활동이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례 중 하나로 지오인베스트먼트(GO
Investment)와 토쿄마린운용(TMAM)이 공동 운용하는 일본관여펀드(Japan Engagement
Fund, 이하 JEF)가 있는데, JEF는 2012년 설정 이후 5년간 200%가 넘는 순수익을 달성하여
벤치마크지수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임13) ([그림 1] 참조)
[그림 1] 일본 관여 펀드의 5년 성과 추이
단위: %(비율)
250.00

펀드수익률
225.8

펀드순수익률

200.00

TOPIX Mid 400 지수상승률

196.5

TOPIX 지수상승률

150.00
108.0

100.00

95.5
50.00
0.00
-50.00
2012/03

2013/03

2014/03

2015/03

2016/03

2017/03

출처: 인베스트 조선(www.investchosun.com)

- 한편, 다수의 기관투자자들이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사안들에 대해 협력하여
관여 활동을 준비하고 함께 기업과 대화하는 ‘협력적 관여(collective engagement)’가
있음14)

 Morrow Sodali15)가 실시한 2018년 기관투자자 대상 설문조사16)에 의하면 과반수(60%)의
응답자들은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된 중요 안건들에 대해 다른 투자자들과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대답함
○ 또한 기업이 이사회와 주주간의 대화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주주활동 심화(escalation)전략
으로 다른 투자자들과의 협력을 선택하겠다고 한 응답자들(12%)도 있었음

12)
13)
14)
15)
16)

UN PRI, 2018. “A practical Guide to Active Ownership in Listed Equity”
인베스트조선, 2018.06.21., “기업･주주 공생 키워드 '주주관여주의'”
UN PRI, 2013. “Introductory Guide to Collaborative Engagement”
Morrow Sodali는 지배구조, 주주 활동, 주주 관여 등 주주 관련 서비스와 전략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임
설문 조사의 대상이 된 응답자들은 49개의 글로벌 기관투자 회사의 지배구조 담당자, ESG 애널리스트, 책임투자 애널리스트, 수탁자
책임 부서 담당자 등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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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적 관여가 일반적인 관여 활동의 방식 중 하나로 여겨지는 해외와 달리 한국에서는 협력적
주주관여의 개념이 매우 생소한 편이며,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나 해설서에는 협력적 주주
관여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투자자들의 의견 교류를 위한 포럼 참가’정도의 협력을
권고하고 있음17)
○ 따라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정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추후에
협력적 주주관여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함
○ 이를 위해 ‘협력적 주주관여’의 개념과 실효성, 해외 성공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적용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 장벽들을 고려해야 함

해외 스튜어드십 코드의 협력적 주주관여 조항
 다수의 해외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에서는 주주활동의 한 방식으로서 협력적 주주관여를 원칙에
명시하거나 안내지침에서 권고하고 있음
○ 영국,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해외 국가들과 국제지배구조개선네트워크(International
Corporate Governance Network, 이하 ICGN), 유엔 책임투자원칙(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이하 UN PRI)등 대부분의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은 투자자간의
협력적 관여활동을 수탁자 책임의 의무 중 하나로 표현하고 있음 (<표 1> 참조)
<표 1> 해외 국가 및 기관들의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협력적 주주관여 조항 유무
국가/기관 명

협력적 주주관여 조항

조항 내용

한국

-

없음

영국

원칙 5

최종 수익자의 투자 자산 가치를 보존하고 높이기 위해 기관투자자
들은 가능한 경우 다른 투자자들과 협력해야 한다.

미국

원칙 F

기관투자자들은 기업지배구조 원칙과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가능한 경우 협력해야 한다.

캐나다

원칙 5

기관투자자들은 다른 투자자들과 가능한 경우 협력해야 한다.

일본

안내지침 4-4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대상 회사에 개별적으로 관여활동을 하는 것과
더불어,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투자자들과 협력하여 투자 대상회사에
관여하는 것은 이로울 수 있다.

홍콩

원칙 e

주주로서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투자자들은 다른 투자자들과 적절한
상황에서 협력해야 한다.

싱가포르

원칙 7

책임 있는 투자자들은 기꺼이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관여활동을
한다.

덴마크

원칙 4

기관투자자들이 관여활동의 효과와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관여 활동
정책에 다른 투자자들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설명하는 것을 권장
한다.

17)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위원회, 2016.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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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명

협력적 주주관여 조항

조항 내용

네덜란드

원칙 4

자산 소유자들과 자산 운용사들은 네덜란드의 투자 대상 상장 회사
들에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을 위해 적절한 상황에 각자의 재량에
따라 다른 주주들과 협력한다.

ICGN

원칙 4

투자자들은 수익자들과 고객을 대신해 투자 자산 가치를 높이거나
보존하기 위해 투자 대상 회사에 관여 활동을 해야 하며 우려 사항에
대해 소통할 수 있도록 다른 투자자들과 협력해야 한다.

UN PRI

원칙 5

우리는 원칙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한다.

※ 상기 표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국가나 국제기구 중 일부만 조사한 것

 2017년 개정된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의 4-4 항목에는 4번 원칙(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주주활동)의 안내지침으로서 협력적 주주관여가 필요에 의해 시행될 수 있다고 명시함
○ 이에 따라 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협력적 주주관여를 주주관여 방식의 하나로 인정하게
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의견과, 패시브 투자를 주로하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18)
○ 일본의 법적 체계가 한국과 비슷한 만큼, 일본 주주들이 협력적 주주관여를 시행하면서 겪게
되는 법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사례가 쌓인다면 추후 한국에서 협력적 주주관여를
정착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됨

협력적 주주관여의 특성
 UN PRI에서는 ‘협력적 주주관여 입문 가이드라인’ 보고서를 통해 협력적 주주관여의 장점과
어려움, 실행 가이드라인, 성공 사례를 자세히 설명함
○ 협력적 주주관여의 장점으로는 1) 관여 대상 기업과 쟁점 사항에 대한 지식 공유로 사안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2) 효율적인 관여 활동으로 비용과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고, 3) 투자자
들의 관여 활동의 영향력과 정당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이 있음19)
- 특히 한 개의 기업에 대해 다수의 투자자들이 협력을 하거나, 똑같은 쟁점사항(예. 대기오염)
에 관해 다수의 투자자들이 다수의 기업에 일관적이고 공통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반면, 협력적 주주관여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실적 어려움으로는 1) 투자자들 간의 합의에
이르기 위해 발생되는 비용과 시간 문제, 2) 법적, 규제 장벽이 있는 경우, 3) 단체 관여활동에서
일부 투자자들이 무임승차를 해 소수의 투자자들에게 비용과 어려움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이 있음

18) FSA, 2017. “Summary of Comments on the Draft of the Revised Version of the Code and Our View”
19) 주석 6)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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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적 주주관여는 쟁점 안건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와 관여 활동의 계획 수립, 기업과
투자자간의 건설적인 대화, 기업의 반응이나 후속 조치에 따른 관여 심화, 관여활동의 성과
측정과 피드백의 단계를 거침 ([그림 2] 참조)
○ 이는 일반적인 관여 활동의 진행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대화를 위한 준비, 기업과의
대화, 대화 후 후속 조치 시 다수의 투자자가 함께 협력하거나 연대 한다는 차이가 있음
○ 이에 단계별로 투자자들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투자자들은 국제기구나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기관투자자 포럼을 이용할 수 있음
[그림 2] 협력적 주주관여의 과정

쟁점 사항에 대한
기업의 인정과
긍정적 반응

A. 준비
ㆍ리서치 및 교육
ㆍ계획 수립
ㆍ대화 중점 대상
설정

B. 대화

기업 측에서
추가적 정보 공개
투자자들의 권고에
의거한 조치

C. 관여 심화

ㆍ기업 측과 소통 시작
(예. 공동 성명한 서신 전달)
ㆍ추속조치
(예. 정책 입안자들과 협력)

쟁점 사항에 대해
기업이 인정을
안하거나 무반응

ㆍ정기 주주 총회에서 질의
ㆍ관련 안건에 의결권 행사
ㆍ주주 제안
ㆍ언론을 통해 입장 발표

D. 결과
ㆍ주주 관여 성과 측정
ㆍ성과와 결과 공유

출처: UN PRI 「Introductory guide to collaborative engagement」 p. 10

협력적 주주관여를 위한 플랫폼
 협력적 주주관여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여러 가지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UN PRI의 협력적 주주관여를 위한 플랫폼(Collaboration Platform20))을 들 수 있음
○ UN PRI는 투자자들이 공통의 사안이나 여러 개의 기업에 대해 주주관여를 하려는 경우
협력과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함
○ UN PRI의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서명한 투자자들은 플랫폼에 올라오는 관여 대상 주제에
관심이 있는 경우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관여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새로운 관여 주제를
제안할 수 있음

20) 이전 명칭 ‘Clearing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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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에 직접 기여하는 정도는 구성원마다 다를 수 있으며 협력의 방식은 1) 공동 서명한
서신을 기업에 전달하거나, 2) 투자 대상 기업 또는 관련 정책 입안자들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거나, 3) 함께 주주제안 안건을 상정하거나 4) 함께 의결권 행사 등을 하는 것을 포함21)
- 이때, 관여 활동을 통해 공개되는 기업의 미공개 정보 등은 철저히 구성원에게만 공개되고,
별도의 승인 없이 활동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금지됨
- 미공개 정보를 악용하거나 UN PRI 플랫폼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UN PRI
서명 투자자 리스트에서 삭제될 수 있음
○ 일반적인 관여 활동과 마찬가지로 협력적 관여 활동은 단기 성과보다 기업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장기 성과나 변화를 바라보며 시행되고 있는 것이 보편적

 UN PRI의 협력적 주주관여 플랫폼의 관여 활동 성공 예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한
‘反뇌물 및 反부패’관여 활동22)을 들 수 있음
○ 32개의 기업들이 관여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 중 29개의 기업들이 우려 사항에 대해 인정을
했고, 21개의 기업들이 직접 대화에 참여했음
○ 쟁점의 주 사안은 뇌물 및 부패 관련 정책 공개 요구였으며, 결과적으로 관여 대상 기업들의
뇌물 및 부패 관련 정책이나 전략의 공개가 눈에 띄게 증가해 87%의 관여 대상 기업들이
사안에 있어서 긍정적인 성과를 보임
○ 이는 투자자들이 협력적 주주관여를 통해 효율적으로 기업들의 외부주주로서 모니터링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줌

 협력적 주주관여를 위한 플랫폼의 또 다른 예로 일본의 기관투자자들의 협력적 주주관여
포럼(Institutional Investors Collective Engagement Forum, 이하 IICEF)과 영국의
지방정부연금연합(The Local Authority Pension Fund Forum, 이하 LAPFF)를 들 수 있음
(<표 2> 참조)
○ 두 포럼은 설립 년도와 설립 주최, 참가자 수에서 큰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투자자들의
투자 자산 가치를 보존하고 투자 대상 기업과 쟁점 사항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근본적 목표가 동일함

21) UN PRI, 2016. “Terms of use of Collaboration Platform”
22) UN PRI, 2016. “Engaging on Anti-Bribery and Co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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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일본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하며 협력의 기회와 협력의 긍정적 영향을 인정하는
포럼이 자발적으로 설립되었다는 것은 눈여겨볼 점
- IICEF는 2018년 1월부터 일부 투자 대상 기업들에게 투자 가치 평가에 중요한 ESG 정보의
공개 강화를 요청하는 관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23)
- 앞으로 IICEF가 어떤 관여활동을 수행할지, 관여활동이 낳는 결과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또한 일본에서 협력적 주주관여를 목표로 하는 단체나 포럼이 추가적으로 생겨날지 지켜봐야 함
<표 2> 일본과 영국의 협력적 주주관여를 위한 포럼
구분

IICEF

LAPFF

국가

일본

영국

설립년도

2017년

1990년

설립 주체

민간

정부

설립 배경

2017년 5월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정에 협력
적 주주관여에 대한 지침이 추가되며 기관투자자들
이 필요에 따라 협력하여 투자 대상 회사에 주주관
여를 하는 것이 이로울 수 있다고 명시해 설립

Local Government Pension Scheme24)(이
하 LGPS) 펀드들과 LGPS 펀드 풀이 자발적으
로 책임 투자와 협력적 주주 활동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립

포럼 목표

기관투자자들이 일관적이고 적절한 수탁자 책임 활
동을 이행해 장기적 관점의 운용을 하고 일본 기업
과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포럼 구성원들의 투자 가치를 높이는 것과 더불
어 투자 대상 기업의 책임과 지배구조의 기준을
증대시키기 위해 주주로서의 영향력을 최대한 발
휘하는 것

협력하는 투자자들은 기업과의 대화를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기업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다
포럼 운영 방식
양한 관점에서 의논을 한 후, 공통적인 합의나 결
론을 도출하고 주주관여 계획을 수립함

포럼은 분기, 해마다 주요 이슈와 관련된 쟁점
주제에 대해 회의를 개최해 투자자들끼리 의견을
교류하고, LAPFF은 정기적으로 투자 대상 회사
의 경영진들과 면담을 가져 쟁점 사항에 대한 우
려를 표명함. 구원들은 쟁점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

참가자 수

5개(2017년 10월 기준)

약 80여개 (2018년 7월 기준)

국내에서 협력적 주주관여 활동 시 우려사항
 한국에서 주주관여 활동을 수행 시 투자자들의 관여활동이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는 법령해석집25)을 배포한 바가 있는데, 협력적 주주관여 시
투자자들은 비슷한 우려 사항들을 마주할 가능성이 있음
○ 예를 들어 투자자들이 협력 후 1) 합의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동일하게 하는 경우 주식

23) IICEF, 2018.01.15 “Letter on Materiality Identification and Disclosure”
24) 영국의 지방정부 연금 계획
25) 금융위원회, 2017.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법령해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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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유자로 인정되느냐의 문제, 2) 투자자들의 관여 활동이 회사의 경영참여로 인정되느냐의
문제, 3) 관여 활동 중에 미공개 중요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자본시장법 제147조(주식 등의 대량 보유 등의 보고)에 따르면 본인과 합의나 계약 등에
따라, 또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는 공동보유자에 해당해
본인과 공동보유자는 그 보유 주식 등을 합산하여 보고해야 하는데26), 협력적 주주관여를
통해 의결권 행사를 다수의 투자자들이 함께 하거나, 결과적으로 합의에 의해 의결권 행사를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자들은 주식 대량 보유로 인한 보고의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협력적 주주관여를 통해 경영진에 지배구조 관련 사안에 대해 개선 방식을 권고하여
결과적으로 임원이 해임되거나 이사회 관련 정관이 변경되는 등의 중요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54조(대량 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에 의해 회사나 임원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27)
- 이 외에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는 주식매매나 관련 파생상품
매매, 타인에 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있어28) 협력적 주주관여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이
투자 대상 기업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습득하게 되는 경우 투자와 정보 관리 운영상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우려 사항들은 일본의 경우와 매우 비슷한데, 개정된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에 협력적
주주관여라는 개념이 추가된 이후 일본금융청(Finacial Services Agency;FSA)에 협력적
주주관여 이행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타남29)
○ 이에 일본 금융청은 투자자들간의 의견 교류는 공동 의결권 행사로 보기 어렵고, 투자 대상
기업과 대화를 나누며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경영 참여 행위가 아니라고 설명했음
○ 또한, 현재의 법적 규범 내에서 협력적 주주관여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개정 후 협력의
개념을 포함시킨 것은 개정 전 스튜어드십 코드가 협력적 주주관여를 제한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 이를 시정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함30)
○ 따라서 IICEF도 일본의 법규를 존중하며 합의에 의한 의결권 행사나 직접적인 경영 참여를
지양하고 투자 대상 기업과의 대화와 교류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26)
27)
28)
29)
30)

주석
주석
주석
주석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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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주주관여 활동은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기업과의 공감대 형성, 꾸준한
대화를 지향하는 수탁자 책임 이행의 중요한 방식 중 하나임
○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주주관여에 대한 관심이나 관련 정보가 부족해 적극적 주주관여의 사례가
적었으나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관심이 상승하면서 소수의 기관투자자들이 관여활동을
시작하고 있음
- 예로,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공개서한을 전달하거나 KB자산운용이 투자 대상 기업
4개에 대해 공개서한 전달, 소송을 통해 관여 활동을 수행31)한 내역이 있음

 관여활동이나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전반적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이며
앞으로도 관여 활동 문화의 정착과 확산이 필요함
○ 따라서 투자자들 간의 의견교류나 소통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므로
국내에서 협력적 주주관여의 기회가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해 협력적 주주관여를 수행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을 위해 일본이나 영국과 같이 투자자
협력 포럼 설립이 필요함
○ 또한 국내에서 협력적 주주관여를 시행 시 몇 가지 우려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본과
같이 투자자들의 협력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협력의 정도를 점차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31) http://www.kb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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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PI Rerating과 기업지배구조
정 주 영 연구원 (jjy914@cgs.or.kr)

▶ 한국 기업의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는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현상을 나타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음
▶ 스튜어드십 코드 및 주주행동주의 확산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함
▶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한국 주식시장의 Valuation을 재평가할 것으로
기대함

배경
 최근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주주행동주의 확산으로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어 한국 주식시장을 Rerating(재평가)할 것이라는 기대감32)33)이 고조됨
○ 한국 주식시장의 Valuation Rerating에 대한 기대감의 저변에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오랫동안 한국 증시를 짓눌러온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해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믿음이 있음
○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제기되는 주장 중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는 남북 분단으로 인한
지정학적리스크와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임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한 실증연구는 아직 없지만, 여러 문헌을 통해 한국
기업의 취약한 기업지배구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음
○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으로 남북관계 및 지정학적리스크를 언급하기도 하지만 남북관계에
따른 리스크는 한국 증시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이지 지속적인 저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기에는 어려움
-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외국인의 한국 주식순매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음34)

32) 원종현, 2017,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33) 최환석, 2018,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민주연구원
34) 김치욱, 2011, “남북관계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Korea Discount) 상관성 분석-외국인 증권거래형태를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vol.3 no.1, pp. 219-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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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관계에 따른 지정학적리스크는 국가 신용등급에 반영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이 높은 편인 점을 고려하면 국가 신용등급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설명하기에는
어려움35)([그림 1] 참조)

[그림 1] 아시아 국가별 신용등급 및 PER 비교
S&P credit rate

PER

20
18

18
AAA

16

15.7

15.2

AA+
AA

14
12.3

12

14

AA- 13.2
A+

12.7

11.1

A+

13.7

11.6
A-

10

BBB+
8.1

8

BBB
BBB-

BBB-

6
4
2
0
싱가폴

홍콩

한국

대만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 출처 : Standard&Poor's 및 Thomson Reuters, 2018년 7월 13일 기준

○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리스크는 국내 주식시장의 지속적인 저평가에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음
- 글로벌 주식 시장에서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은 크게 국가위험, 산업위험, 기업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업위험은 다시 영업위험, 재무위험, 기업지배구조위험으로
분류할 수 있음36)
-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고려하면 국가위험은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보기에는 어려우며
([그림 1] 참조), 산업위험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구조적인
리스크가 크다고 보기 어려움37)
- 기업위험 중 영업위험과 재무위험은 개별 기업에 대한 위험이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특정한 영업위험이나 재무위험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38)

35)
36)
37)
38)

장하성, 2004,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실체”, 한겨레 칼럼
장하성, 2001, “Korea Discount와 기업지배구조-기업지배구조와 국가경쟁력”,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각주 5)과 동일
각주 5)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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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기업지배구조의 경우,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CA)가 발표하는 아시아 국가의
기업지배구조 평가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취약한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표 1> 참조)
- 우리나라의 후진적 기업지배구조로 인해 다수의 주주 및 투자자들의 권리가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음39)
<표 1> 2016년 아시아 국가 기업지배구조 점수 및 순위
지배구조 순위

기업지배구조 점수

싱가폴

1

67

홍콩

2

65

일본

3

63

대만

4

60

태국

5

58

말레이시아

6

56

인도

7

55

한국

8

52

중국

9

43

필리핀

10

38

인도네시아

11

36

* 출처 :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CA), 2016년 9월 기준

 아시아 주요국 중 한국 주식시장의 Valuation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임
○ Black et al(2006)40)은 한국 기업들의 Tobin's Q가 평균적으로 상당히 낮은 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반영한다고 주장함
○ 아시아 주요국 대비 한국 주식시장의 Valuation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
- 주요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기업의 수익성 지표인 ROE와 Valuation지표인 PER
및 PBR을 비교해본 결과, 우리나라가 ROE대비 PER 및 PBR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그림 3] 참조)

39) 각주 1)과 동일
40) Black, B. S., Jang, H., and Kim, W., 2006, “Does corporate governance predict firms' market values? Evidence
from Korea.”, 「The Journal of Law, Economics and Organization」, 22(2), 366-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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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아시아 주요 국가별 ROE 및 PER 비교
20

18

인도

16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14
일본
12

싱가폴

인도네시아

대만
중국

홍콩

10

한국

8

6
6

8

10

12

14

16

18

20

X=ROE, Y=PER

* 출처 : Thomson Reuters, 2018년 7월 13일 기준
[그림 3] 아시아 주요 국가별 ROE 및 PBR 비교
3
인도
2.5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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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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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싱가폴

홍콩
일본

1

한국

0.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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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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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OE, Y=PER

* 출처 : Thomson Reuters, 2018년 7월 13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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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및 실증분석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기업지배구조는 기업들의 시장 가치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음
○ Black et al(2006)은 한국기업지배구조지수41)와 기업가치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실증
분석을 통해 나타냄42)
○ Drobetz et al(2003)은 독일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등급과 기업가치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난다고 보고하였음43)
○ Gompers et al(2003)은 IRRC(Investor Responsibility Research Center)가 발표한 기업
지배구조항목을 이용하여 기업지배구조지수를 만들고, 지수와 기업가치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배구조지수가 높은 기업이 기업가치가 높다고 보고하였음44)
○ 손평식(2010)은 2003~2007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지배구조지수와 기업가치 간의 관계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결과를 보고하였음45)
○ 오훈석 외(2011)는 2007~2009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지배구조 우수기업이 취약기업에
비해 기업가치가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음46)

 선행연구를 토대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최근 데이터를 활용해 실증 분석한 결과, 기업지배
구조가 우수한 기업이 기업가치가 높다는 가설을 지지함
○ 2011~2016년 동안 유가증권시장에 연속 상장된 기업(565개 기업47))을 대상으로 분석
하였으며, 한국기업지배구조원(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이하 KCGS)과
Fnguide Dataguide의 데이터를 활용함
○ 기업지배구조 외 기업가치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기업 규모, 레버리지
지표, 유동성 지표, 현금흐름 지표, 수익 지표, 성장률 지표, 시가 배당률, 대기업 집단, Loss
(당기순손실 여부)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음
○ 연도･산업별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산업더미와 연도더미를 사용하였으며,
이때 산업더미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를 사용하였음

41) 2001년 봄에 한국거래소가 실시한 기업지배구조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국기업지배구조지수를 만들어 사용함
42) 각주 9)과 동일
43) Drobetz, W., Schillhofer, A., Zimmermann, H., 2004, “Corporate governance and expected stock returns: Evidence
from Germany”, 「European financial management」, 10(2), 267-293.
44) Gompers, P., Ishii, J., & Metrick, A., 2003, “Corporate governance and equity price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8(1), 107-156.
45) 손평식, 2010, “기업지배구조가 경영성과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분석-기업지배구조지수를 이용”, 「한국회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0」, 1-17.
46) 오훈석, 최국현, 2011, “기업지배구조가 재무적 경영성과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한국기업지배구조원 (CGS) 지배구조등급의
분석을 통한 실증검증”, 「기업경영연구」, 38, 41-65.
47) 회귀분석 시 필요한 데이터가 없는 기업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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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가치와 기업지배구조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기업가치는 Tobin's Q를 사용하고, 기업
지배구조는 KCGS의 기업지배구조 지수와 등급을 사용함
○ <표 2>는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을 통제한 표준오차를 반영한 t-통계량을 대괄호에
보고하였으며,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표 2>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가치에 관한 분석
기업가치

독립변수

분석모형1

분석모형2

***

0.1420

기업지배구조지수

[2.93]
0.2225***

기업지배구조우수그룹48)

[6.31]

통제변수

포함

포함

산업더미

포함

포함

연도더비

포함

포함

표본 수

3,390

3,390

결정계수

0.2630

0.2734

[그림 4]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가치 간의 관계
6

4

2
y=0.142x+e

0

-2
3

3.5

4

4.5

5

5.5

X=Governance Index, Y=Firm value

48) 각주 15)의 분석 모델을 참고하여, 기업지배구조등급이 B+ 이상이면 1, B이하이면 0으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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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결과
-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의 최근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기업지배구조
지수와 기업가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식시장에서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일수록 기업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표 2>, [그림 4] 참조)
- 기업지배구조우수그룹과 기업가치도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업지배구조 등급이 B+이상인 우수그룹과 B이하인 취약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기업지배구조 우수그룹의 기업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함(<표 2> 참조)

결론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임
○ 최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향후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확산되고, 주주행동주의가 활발해지면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이슈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경제적 가치 극대화를 추구하면서 장기투자를 지향할 경우 기업의 지속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49)
○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주주이익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업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기업지배구조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의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기업지배구조는 기관투자자들에게 좋은 투자 전략 중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 핵심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기업 경쟁력은 우수하지만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로 인해 기업가치가
discount(할인)되어 있는 경우, 기관투자자는 engagement로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음50)
○ 동일 산업 군이나 비슷한 특성을 가진 기업 군 내에서도 기업지배구조 수준에 따라 투자
대상을 선별하여 투자 성과를 제고할 수 있음

49) 각주 2)와 동일
50) Becht, M., Franks, J., Mayer, C., Rossi, S., 2008, “Returns to shareholder activism: Evidence from a clinical study
of the Hermes UK Focus Fund”, 「The Review of Financial Studies」, 22(8), 3093-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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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운용업계의 니치 마켓(niche market)을 형성할 수 있음
- 자산 운용 시 특정 섹터 및 전략에 많은 펀드매니저들이 집중될 경우, 치열한 경쟁으로
펀드 성과가 하락하게 됨51)
- 기업지배구조를 활용한 투자 전략은 새로운 시장 창출 및 수익 기회를 제공함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한국 주식시장의 Valuation을 전반적으로
level-up할 것으로 예상됨
○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한국 기업의 취약한 기업지배구조임을 규명하는 실증 연구 결과는
아직 없지만, 다양한 관련 문헌들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국내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결과를 도출해볼 수 있음
○ 향후 국내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기업지배구조 수준은 전반적으로 level-up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의 기업가치도 평균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다소 해소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51) Pástor, Stambaugh, R. F., Taylor, L. A., 2015, Scale and skill in active management,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16(1),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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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델라웨어 주, 지속가능 인증에 관한 법률 제정
 지난 6월 27일, 존 카니 델라웨어 주지사는 회사의 지속가능경영체제 수립을 지원하는 내용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 기준에 관한 법안(Transparency and Sustainability Standards
Act)’에 서명함52)53)
○ 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사회에 준하는 집단이 ①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②실제
적용 가능한 수준의 원칙과 ③그 준수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을 함께 제시할 경우, 주 국무장관
은 투명성과 지속가능성 기준을 채택하였다는 인증(certification)을 부여함54)
- 인증을 획득한 회사는 델라웨어 지속가능경영 보고 체계에 참여하는 ‘Reporting Entity’가
되고, 매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갱신된 내용의 진술서(Renewal Statement)55)를
주 국무장관에게 제출하면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됨
○ 델라웨어 주는 지속가능경영 보고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성 및 책임성에 관한 회사와
이해관계자 간의 대화를 촉진시키고자 함
-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어 참여하지 않은 회사에 대한 제재는 없음
- 참여한 회사일지라도 내부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는 없음56)
- 법이 구체적인 기준을 직접 제시하기 보다는 회사가 독자적인 원칙 및 평가방법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존 델라웨어 상법(Business Law)의 접근방식과 일치함

 기업 친화적 정책으로 유명한 델라웨어 주에서 지속가능성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고, 향후 회사의 참여율과 인증제도의 실효성이 기대됨

52)
53)
54)
55)
56)

https://legis.delaware.gov/BillDetail?legislationId=26304
Delaware Code Title 6 Chapter 50E 항목으로 추가됨
https://corpgov.law.harvard.edu/2018/07/15/delawares-voluntary-sustainability-certification-law/
직전 보고 이후에 변경된 사항, 보고기간 동안 보고내용이 웹사이트에 게재된 사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함
이사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 적용이 배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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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CGS 연구회 동향
 CGS 연구회의 설립 취지 및 경과
○ 일본은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위해 기업지배구조 코드와 스튜어드십 코드 등 기업지배구조의
틀을 정비 중이며, 일본의 각 회사는 이를 토대로 지배구조 체제 구축과 실효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음57)
○ 경제산업성은 이러한 회사의 주체적인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CGS 연구회
(기업지배구조 시스템 연구회)를 개최하여 기업의 “버는 힘”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구축, 운영에 대한 검토를 진행함
- 연구회는 기업지배구조 코드의 원칙을 실천함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내용을 기업지배구조
코드와 일관성있게 보완하며, 동시에 “버는 힘”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함
- 위원은 좌장 포함 총 23으로, 교수 8명(법학 6, 경영학 1, 경제학 1), 상장회사 임원 5명,
자본시장 참여자 3명(ISS, 블랙락, IR재팬), 기타 협회 등 5명(증권거래소, 증권협회, 경단련,
IGPI, 일본종합연구소), 변호사 2명으로 구성됨58)

 CGS 연구회 연구 동향59)
○ CGS 연구회 1기는 2016년부터 2017년 3월까지 월 1회, 총 10회 개최됨
- CGS 연구회 1기는 2017년 3월 10일, 보고서 –실효적 지배구조 체제의 구축․운영의 유도
-(CGS 가이드라인)를 발표함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주로 기업지배구조 코드의 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사 및 위원회의
기능, 역할, 실무 지침 등을 제시함
○ CGS 연구회 2기는 2017년 12월 8일 1회가 개최되었으며, 동년 6월 7회까지 개최됨
- CGS 연구회 2기는 기업집단 지배구조에 대한 이론 검토 및 실무상의 베스트 프랙티스
수집, 분석과 CGS 가이드라인의 사후관리, 기업 설문조사60) 등을 바탕으로 한 지배구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검토를 실시함61)
- CGS 연구회 2기는 2018년 4월 24일, 중간 정리(안)인 “실효적 지배구조의 실현을 위한

57) 일본 경제산업성, 2017, “「CGS研究会報告書－実効的なガバナンス体制の構築・運用の手引－」（CGSレポート）について”,
http://www.meti.go.jp/report/whitepaper/data/20170310001.html h
58) 일본 경제산업성, 2016, “CGS研究会（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システム研究会）（第1回）‐配布資料”,
http://www.meti.go.jp/committee/kenkyukai/sansei/cgs_kenkyukai/001_haifu.html
59) 일본 경제산업성, 2017, “CGS研究会報告書－実効的なガバナンス体制の構築・運用の手引－」（CGSレポート）”,
http://www.meti.go.jp/report/whitepaper/data/20170310001.html
60) 2018년 조사는 총941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함(일본 경제산업성, 2018,
CGS研究会（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システム研究会）（第3回）‐配布資料, 参考資料2 コーポレートガバンスに関する
アンケート調査, http://www.meti.go.jp/committee/kenkyukai/sansei/cgs_kenkyukai/pdf/2_003_s02_00.pdf
61) 일본 경제산업성, 2017,“ＣＧＳ研究会（第２期）第１回 議事要旨”,
http://www.meti.go.jp/committee/kenkyukai/sansei/cgs_kenkyukai/pdf/2_001_gij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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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의 검토 과제”를 공개하였음62)
-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 CGS 가이드라인의 향후 방향에 대하여 검토함
<표 1> CGS 연구회 2기 중간 정리(안)의 주요 내용
구분

CGS 가이드라인의 대상

CGS 연구회
논의사항

∙
∙
∙
∙

향후 방향성

∙ 상장기업 전반 대상이므로 기본 방향성 유지
∙ 시장 전개의 범위(글로벌 기업 여부 등), 대규모 기업 여부, 주주구성(외국인 주주 보유 비율,
오너기업, 상장 자회사 등) 등 다양한 속성에 따른 실무 지침 제시 가능

구분

사외이사의 활용

글로벌 기업, 기관 투자자 보유 비율이 높은 기업에 더욱 강화된 활동 요구 필요
지금까지 자발적 노력이 되지 않았던 기업, 신흥 기업 및 성장중인 기업에 정책적 뒷받침 필요
투자 대상이 되지 않는 기업에는 효과가 적다는 의견
오너기업 등 특정 유형에 일률적 적용 불가하다는 의견

∙ 사외이사 연임 기준 마련하고 있는 기업은 약 20%
∙ 사외이사 후보를 사장 겸 CEO, 부사장이 소개하는 기업이 약 44%
∙ 사외이사 재임을 좌우하는 자에 대해서는,
- 사장 및 CEO 약 53%,
- 회장, 부회장 및 사장, CEO 외의 사내이사와 합칠 경우 약 68%,
기업 설문조사 결과
- 사외이사 3%
∙ 사외이사의 재임 관련
- 평균 재임 기간은 약 5년
- 사외이사의 재임 기간의 제한이나 정년이 없는 기업이 약 72%
- 재임 기간 및 정년의 제한이 있는 기업의 평균 재임기간 상한은 6년, 정년은 68세
CGS 연구회
논의사항

∙ 사외이사의 자질(재무, 법무 등) 필요, 사외이사 전체의 자질 검토 필요
∙ 사외이사 선임, 연임 프로세스 명확화 필요
∙ 사외이사 재임 기간 제한 관련 검토

향후 방향성

∙ 재무, 법무 등 경영 관련 기초지식은 사외이사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능력임
∙ CGS 가이드라인에 사외이사 재선임 기준 마련 방안 검토
∙ 사외사의 선, 해임 과정에서 기업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 관련한 업무 집행자와 이사회내
위원회의 활용 방식 등을 검토
∙ 취임 기간의 길이에 따른 이점과 폐해를 고려하여 적부를 판단하도록 검토

구분

지명위원회, 보상위원회의 활용

∙ 지명위원회, 보상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은 약 40%
∙ 위원회의 설치 목적
- 기업의 독립성, 객관성과 책임 강화, 결정 과정의 안정성 향상 88%
- 지명, 보수 결정 과정의 안정성 60%
∙ 위원회의 설치 효과
기업 설문조사 결과
- 지명위원회 설치 기업의 약 22%에서 승계 계획이 문서로 존재, 미설치 기업은 4%
- 보상위원회 설치 기업의 약 72%가 중장기 인센티브 보상 도입, 미설치 기업은 42%
- 위원회 설치 기업의 약 89%가 사외이사 역할에 대해 긍정적 응답, 미설치 기업의 약 44%가
긍정적 응답
∙ 위원회의 실효성 평가는 약 80%의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위원회 설치 기업에서도
위원회 정보는 제한적임

62) 일본 경제산업성, 2018, “ＣＧＳ研究会（第２期）の中間整理 実効的な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の実現に向けた今後の検討課題（案)”,
http://www.meti.go.jp/committee/kenkyukai/sansei/cgs_kenkyukai/pdf/2_005_03_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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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S 연구회
논의사항

∙ 승계 계획은 평가 및 보상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공통성을 중시해야 할 수 있음
- 공통되지 않을 경우,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
∙ 임원이 아닌 외부 위원을 위원으로 기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 대립
∙ CEO 승계를 위해서는 전원 사외이사여야 한다는 의견과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견해
존재

향후 방향성

∙ 위원회의 심의 대상, 기업의 상황에 따른 베스트 프랙티스 검토
∙ 기업지배구조 코드 개정의 방향성을 감안, 실효성 평가에 관한 권장 필요

구분

사장, CEO등의 지명, 승계 계획

∙ 51%의 기업이 승계 계획 및 감독에 관한 이사회의 논의가 부족하다고 답변
∙ 사장, CEO 재임 여부의 결정을 좌우하는 자에 대해서는,
- 사장, CEO 자신 약 39%
기업 설문조사 결과
- 회장, 부회장 약 17%
- 사외이사 약 4%
∙ 승계 계획이 문서로 존재하고 있다는 응답 약 11%
CGS 연구회
논의사항

∙ 승계는 여전히 CEO, 회장의 전권 사항이라는 의식이 강함
∙ 승계 계획의 문서화, 절차화 필요
∙ 미래 경영자 후보를 경영진과 외부인이 공동으로 육성, 감독할 필요에 대한 의견과 시기상조라는
의견 각각 존재

향후 방향성

∙ 공감대 미형성과 기업지배구조 코드 개정의 방향성을 각각 감안, CGS 지침에서 지명, 연임,
해임의 투명성 확보나 승계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기업이 볼 수 있도록 모범 사례를
보여줘야 함

구분

경영진의 보수, 실적 평가

∙ 경영진 간부 보수 중 중장기 인센티브 보상 비율 평균 약 1%
- 사장･CEO : 약 7%
- CEO 이외의 사내이사 : 약 7%
- 집행임원 : 약 5%
기업 설문조사 결과 ∙ 경영진 간부의 중장기 인센티브 미도입 약 45%
∙ 경영진 간부 보수 기준
- 보수 구체적 산정 방법(지급 기준) 정하고 있는 기업 약 60%
- 개인별 성과평가 기준을 정하고 있는 기업 약 2~30%
- 개인별 성과평가 기준이 사욍사에 공유되는 기업 약 7~80%
CGS 연구회
논의사항

∙ 인센티브 도입 속도가 느림
∙ KPI 설정의 참고 사례 소개 필요

향후 방향성

∙ 기업지배구조 코드 개정 논의에 입각, 경영 지표에 따른 보수 설계 촉구 필요

구분

경영진의 보수, 실적 평가

∙ 사장, CEO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기업이 약 71%
기업 설문조사 결과 ∙ 이사회의 다양성
- 이사회에 여성 1인 이상 약 33%, 외국인 1인 이상 약 8%
CGS 연구회
논의사항

∙ 사외이사가 의장일 경우 이사회 의제를 보다 전략적 테마로 짤 수 있어 이사회 개혁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의견, 사외이사 및 대표권 없는 이사, 전 사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을 수 있다는 의견,
각국의 문화와 역사에 따라 사고 방식이 다르므로 어느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는 의견 등
∙ 이사회의 다양성 관련, 사회 전체의 낮은 다양성 고려 필요하다는 의견

향후 방향성

∙ 어떤 경우에 업무집행자 외의 자가 이사회 의장을 하는 것이 유익한지 명확화
∙ 성별과 국제성 관점의 다양성 확보는 계속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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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 위험에
63)
미치는 영향
임 현 일 부연구위원 (hilim@cgs.or.kr)

▶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기업 위험의 관계를 통해, 직전년도의 사회적 책임 활동 수준이
현재의 기업 위험(주가변동성 및 체계적 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함
▶ 분석 결과 과거(t-1)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현재(t) 기업 위험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 이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단순히 기업의 성과나 가치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기업의
위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음

전문
2010년 11월 ISO2600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
대한 국제표준이 제정된 후 국내외적으로 CSR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초기의 연구들은 기업가치 및 기업성과와 관련된 연구에 집중되었으나
최근에는 CSR이 기업의 성과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요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로 확장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백도어 매커니즘(Back door mechanism) 측면에서
위험감소효과(risk reduction effect)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만약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의 위험에 대한 보험역할을 한다면 기업의 위험은 유의하게 감소할 것이며,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잠재적인 법적, 사회적 비용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킴으로써 기업 위험을
완화시킨다는 이해관계자이론(Stakeholder theory)를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63) 본 오피니언은 임현일, 최경진(2018)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임현일, 최경진, 2018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 위험에 대한
실증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1권 3호). 이 글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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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해 일관된
결론을 얻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고전주의 이론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그 목적이 주주가치의
극대화와 일치하지 않는 한 비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Friedman(1970)64)은 공정한 경쟁 하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이익을 전제로 수행되어야 하며, 기업이 사회적 책임 활동에 지나치게
집중하면 오히려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이해관계자 이론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업
위험을 완화시킨다고 주장한다(Donaldson and Preston, 1995)65). Schwart(1968)66)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사회에 대한 간접투자이며, 이를 통해 기업의 평판이 좋아지고 궁극적으로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으며, 같은 맥락에서 Landon and Smith(1997)67)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 활동을 통해 좋은 이미지와 평판을 쌓게 되고 이를 통해 기업가치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기업의 사회적 활동이 기업의 가치와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도 존재한다(Bauer et al.,
200568); Renneboog et al., 200869)). Ullmann(1985)70)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킬만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Maignan and Ferrell(2001)71)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평가와 측정방법이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였다. 하지만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대다수의 연구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가치 및 기업의 이미지와 평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김창수, 2009;
강윤식과 국찬표, 2011)72).
이와 같이 많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관련한 연구가 기업의 성과에 대한 일차 모멘트, 즉

64) Friedman, M., 1970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Is to Increase Its Profits”, 「New york Times Magazine」
September 13, pp. 122-126.
65) Donaldson, T. and L.E. Preston, 1995 “The stakeholder theory of the corporation: Concepts, evidence, and
implic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 pp. 65-91.
66) Schwart, R., 1968 “Corporate Philanthropic Contributions”, 「Journal of Finance」 51, pp. 1201-1225.
67) Landon, S. and C.E. Smith, 1997 “The Ise of Quality and Reputation Indicators by Consumers: The Case of
Bordeaux Wine”, 「Journal of Consumer Policy」 20, pp. 289-323.
68) Bauer, R., K. Koedijk, and R. Otten, 2005 “International evedence on ethical mutual fund performance and
investment style”,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29, pp. 1751-1769.
69) Renneboog, L., J. Ter horst, and C. Zhang, 2008 “The price of ethics and stakeholder governance: The
performance of socially responsible mutual funds”,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14, pp. 302-322.
70) Ullmann, A. A., 1985 “Data in search of a theory: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s among social
performance, social disclosure, and economic performance of US firm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
pp. 540-557.
71) Maignan, I. and O.C. Ferrell, 2001 “Corporate citizenship as a marketing instrument- concepts, evidence, and
research directions”,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71, pp. 35-48.
72) 김창수, 2009,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기업가치”, 「한국증권학회지」 38, pp. 507-545; 강윤식, 국찬표, 2011,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및 기업가치”, 「한국증권학회지」 40, pp. 713-748; 임현일, 김중혁, 2015,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조세회피와 기업가치”, 「금융연구」 29, pp. 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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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이나 기업가치에 집중하고 있다면 백도어 메커니즘 이론은 이차 모멘트, 즉 기업의 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관련해 지출된 비용은 일시적으로 주주의
부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장기적인 기업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출로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 활동을 통해 장기적으로 고객, 종업원, 공급자 등
기업을 둘러싼 커뮤니티 사이에서 긍정적인 평판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개별(또는 시장) 위험이 불러 오는 비용을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감소시킬 수 있다
(Donaldson and Preston, 1995; Jones, 199573)). Spicer(1978)74)는 환경오염통제(Controls
for Environmental Pollution; CEP)를 기업의 사회적 성과의 대용변수로 이용하여 환경오염통제와
기업의 전체위험 및 체계적 위험 간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관찰하여, 기업의 사회적
성과가 클수록 위험감소효과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Godfrey(2005)75)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통해 좋은 평판을 쌓은 기업들은 부정적인 사건에 연루될 경우 그동안 쌓여진 평판과 이미지
때문에 사회적으로 형벌이 약화된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또한 후속 사건연구(Event study)를 통해
기업이 부정적인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평소 사회적 책임 활동을 많이 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기업가치에 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Godfrey et al., 200976)).
Oikonomou et al.(2012)77)은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의 재무적
위험에 유의한 음(-)의 관계를 갖는 것을 관찰하였으며, CSR을 저해하는 행위(CSR concern)가
기업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논의는 연구의 성격상 경제적, 재무적 관점에만 국한될 수 없다.
왜냐하면 시장이 속한 국가의 사회적, 문화적 고려 없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영향에 대한
온전한 분석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본격적인 사회상에 대한 고찰 이전에
백도어 메커니즘 이론이 과연 다른 문화권에 속한 시장에서도 유효한지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국내 유가 증권 시장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위험을 유의하게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

73) Jones, T.M., 1995, “Instrumental stakeholder theory: A synthesis of ethics and economic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 pp. 125-139.
74) Spicer, B.H., 1978 “Investors,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and information disclosure: Am empirical study”, 「The
Accounting Review」 53, pp. 94-111.
75) Godfrey, P.C.,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philanthropy and shareholder wealth: A risk management
perspectiv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0, pp. 777-798.
76) Godfrey, P.C., C.B. Merrill, and J.M. Hansen,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Shareholder Value: An Empirical Test of the Risk Management Hypothesi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2,
pp. 125-139.
77) Oikonomou, I., C. Brooks, and S. Pavelin, 2012 “The Impact of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on Financial Risk
and Utility: A Longitudinal Analysis”, 「Financial Management」 41, pp. 48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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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활동이 주가급락 위험에 미치는 영향
<표 1>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유가증권(KOSPI) 시장에 상장된 제조업을 대상으로 수집된
2,544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수준이 기업 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연구에 사용된 CSR 변수는 경제정의실천연합에서 매년 제공하는 경제
정의지수(Korea Economic Justice Institute Index)78)를 이용하였으며, 기업 위험은 총 위험
(Total risk) 즉 개별 기업의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간)를 대용변수로 사용하였다.79) 아울러
기업 위험의 추가적인 대용변수로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의 베타(beta)를 이용하였으며,
베타를 계산하는데 있어 무위험 수익률을 고려하지 않은 시장 모형(Market model)을 이용하여
코스피 수익률의 연간 시계열 회귀계수로 측정한 체계적 위험 수준을 사용하였다.
<표 1> 기업의 사회적 활동과 기업 위험에 관한 실증 분석
<표 1>은 기업의 사회적 활동이 기업 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CSR은 KEJI 지수를 이용한
점수이며, 주가변동성은 개별 기업의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 베타는 시장 모형을 통한 체계적 위험 수준을 의미한다.
[ ]안의 숫자들은 이분산(heteroskedasticity)이 조정된 표준오차(standard errors)로 계산된 t-value를 의미한다. ***
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주가변동성(Volatility)
CSR
통제변수

베타(Beta)

***

-0.024

-0.398***

[-3.591]

[-2.707]

Yes

Yes

년도/산업

Yes

Yes

표본 수

2,544

2,544

R-Squared

0.190

0.271

각각의 모형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주가변동성과 베타에 모두 유의한 음(-)의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수준 및 변화는 각각의 모형에서 모두
유의한 음(-)의 계수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기존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결론 및 시사점
국내외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를 통해 사회적
책임 활동이 활발할수록 기업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 안팎을 구성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잠재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기업의 위험을 완화시킨다는

78) 경제정의연구소에서 발표하는 KEJI 지수는 건전성, 공정성, 사회봉사기여도, 소비자보호만족도, 환경보호만족도, 종업원만족도,
경제발전기여도 등 7가지 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측정하는 대용변수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79) 기타 변수의 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경제연구」 2018년 6월에 게재된 원 논문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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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이해관계자 이론을 지지하고,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갖는 백도어 메커니즘 이론
(또는 부의 방어 효과, 위험 감소 효과)을 뒷받침 하는 결과이다(Donaldson and Preston, 1995;
Godfrey, 2005; Godfrey et al., 2009; Oikonomou et al., 2012).
이는 국내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 단순이 기업성과나 기업가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위험수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최근 국내외 패시브 펀드들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만이 아닌 비재무적 성과를 고려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사회책임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에 참여하는 일반투자자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통해 기업의 위험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추후 파산위험(Default risk), 신용위험
(Credit risk) 등 다양한 기업위험들을 통해 연구를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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