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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제･개정 및
적용 동향
장 윤 제 연구원 (JYJ@cgs.or.kr)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계속 개정되고 있으며, 국가마다 정부 또는 시장의 주도 하에 원활하게 모범
규준에 의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진행되고 있음
▶ 주요 외국의 모범규준은 이사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주의의무와 전사적 리스크 관리, 주주와의 건설적
대화 등의 내용을 도입하여 개정함
▶ 대부분의 국가는 법 또는 상장규정에 의해 모범규준을 준수하거나 설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모범규준
관리 기관의 성격이 민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우리 모범규준 역시 국제적 정합성과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개정하여야 하며, 모범규준과 기업지배
구조 공시제도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란 가장 적합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권고안임
○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은 연구 및 실무에 의해 지속적으로 주장되어옴
○ 그러나 최적의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며, 이는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움
○ 이에 많은 국가가 모범규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시장에서의 유인에 의해 자율적으로 준수하게
하거나 준수 또는 설명을 공시하도록 규율함
○ 국가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코드,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 다양하게 명명하고 있으며, 각 명칭에
따라 다른 성격을 가질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모범규준으로 통칭함
- 개별 국가의 현황을 논하는 경우 또는 각 모범규준의 성격에 대해서 논하는 경우에는
개별 명칭을 인용함

 이 글에서는 주요 선진국 및 OECD 국가들의 모범규준 제･개정 및 적용 현황을 확인하여 최근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에서의 모범규준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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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의 모범규준 제･개정 및 적용 동향
 미국
○ 미국은 회계 관련법 및 증권거래소 상장규정으로 기업지배구조 관련사항을 규율하며,
‘Comply or Explain’ 원칙(이하 ‘CoE’)을 직접 채택하고 있지는 않음
○ 그러나 미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장참여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모범규준(원칙)을
제정하여 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의무 이행 및 주주권 보호를 위하여 제시하고 있음1)
- 법조계 : ALI(American Law Institute)의 기업지배구조 원칙
- 투자자 : ISG(Investor Stewardship Group)2), CalPERS(캘리포니아 퇴직연금),
TIAA-CRDF(교직원 퇴직연금) 등의 기업지배구조 원칙
- 기업 : BRT(Business Roundtable)3)의 기업지배구조 원칙(1978 제정, 2010 개정, 2016 개정)
○ 미국의 대형 기업 CEO 및 투자자 대표 등 22인은 2016년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원칙4)을
지속적인 투자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해 발전시켜 Commonsense 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 2.0로 개정하였으며, 개정사항 중 주요 신설조항은 다음과 같음
- 이사는 최소 3년의 임기를 수행할 준비를 해야 함
- 이사 선임이 연도별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사는 이유를 설명해야 함
- 회사와 주주는 주요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서 미리 대화하여야 함
- 회사는 주주가 이사 후보 추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함
- 경영권 방어장치는 주주의 투표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주기적으로 이사회에 의하여
재검토되어야 함
- 기타 자산소유자 및 자산운용사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사항

 영국
○ 영국은 FRC(재무보고위원회)에서 기업지배구조 코드를 제정
- FRC는 1988년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BEIS(영국 비즈니스･에너지･산업
전략부)와 협력하는 비정부 공적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음5)
- FRC는 회계협회, 정부부처 및 지방단체, 공적기관, 상장회사 및 대기업 등으로부터 자발적

1) Weil, Gotshal & Manges LLP, 2013, “Comparison of 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 & Guidelines: United States”, pp.1-2,
https://www.weil.com/~/media/files/pdfs/US_Active_Comparison_of_Corporate_Governance_Guidelines.pdf; 정재규, 2018,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모범규준의 활용과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의 개선”, ｢기업지배구조 리뷰｣ 통권 제88호, pp.16-17
2) 미국 대형 기관투자자와 글로벌 자산운용사로 이루어진 단체로, 약 50개의 미국 기관투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미국에서의 투자자
수탁자책임과 기업지배구조의 기반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https://isgframework.org
3) 미국 우량기업 CEO로 이루어진 단체로서, 미국 경제 번영을 목적으로 함,
https://www.businessroundtable.org/about-us
4) Commonsense Governance Principles 2016년판에 대해서는 정재규, 전게 논문 참조
5) BEIS, 2018, "Independent Review of the Financil Reporting Council", p12,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
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717492/Independent_Review_of_the_FRC_-_Call_for_Ev
idence_-_FIN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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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회계협회(50%)와 상장 및 비상장회사(41%)로부터의 지원이
분담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6)
○ 영국 기업지배구조 코드는 2018년 개정되어 2019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며, 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추가됨
- 이사회의 이해관계자 이익을 고려한 의무수행
- 중장기적 기업가치를 위한 이사회의 회사 가치･전략과 연계된 기업문화 창출
- 지명 위원회의 승계 계획 수립과 이사회 다양성 고려
- 임직원 보상 계획과 연관된 이사 보상 계획 수립 등
○ 영국 거래소는 상장규정을 통해 각 회사가 적용하는 기업지배구조 코드의 주요 원칙에 대해
준수 현황 또는 미준수 이유를 공시하도록 함7)
- 상장회사는 아래와 같은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모범규준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해당 모범규준의 주요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주주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함8)
- FRC의 영국 기업지배구조 코드 이외에, 영국에는 QCA(Quoted Companies Alliance,
중소기업 연합)가 QCA 기업지배구조 코드와 AIC(The Association of Investment
Comapnies, 투자회사협회)가 제정한 AIC 기업지배구조 코드가 있음

 일본
○ 일본의 증권거래소와 금융위원회는 기업지배구조 원칙과 코드를 제정하고 발전시킴
- 동경증권거래소는 2002년 상장회사 기업지배구조위원회를 설치
- 기업지배구조위원회는 2004년 기업지배구조 원칙 제정, 2009년 개정
- 동경증권거래소 및 금융청은 2015년 기업지배구조 코드 제정, 2018년 개정
○ 일본 기업지배구조 코드는 2018년 6월에 개정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이 신설됨
- (원칙) 상장회사의 스튜어드십 전문성 제고 활동 및 이해상충 관리
- (보충원칙) 이사회의 CEO 해임절차 확립 등9)
○ 일본 상장규정은 기업지배구조 코드를 각 시장에 따라 CoE의 방식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통해 공시할 것을 규정함10)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은 기본원칙, 원칙, 보충원칙에 대해 공시
- JASDAQ 상장기업은 기본원칙에 대해 공시

6) FRC, 2018, “Strategy 2018/21 Budget and Levies 2018/19”, pp.31-34,
https://www.frc.org.uk/getattachment/644a8555-41b3-45c8-8f09-51114f2183ff/FRC-Strategy-2018-21-(March2018).pdf
7) FCA Listing Rules 9.8.6
8) London Stock Exchange Admission and Disclosure Standards B8
9) 자세한 내용은 “日 기업지배구조 코드 개정(안)의 주요 내용”, ｢KCGS리포트」 8권 3호 참조
10) 동경거래소 상장규정 제43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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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 독일 기업지배구조 코드는 2001년 법무부가 구성한 기업지배구조위원회에서 제정하였으며,
1~2년 단위로 개정되어 현재 12회 개정된 2017년 기업지배구조 코드가 적용됨
○ 2017년 개정 기업지배구조코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신설됨
- (권고사항) 회사의 준법경영 시스템 도입, 측정된 회사의 리스크 공시, 직원의 회사 내
법위반 의심사항 보고(내부고발) 및 이에 대한 보호
- (권고사항) 감사회 위원 후보 제출 시, 후보의 관련 지식과 능력, 경험을 알 수 있는 이력서
첨부 및 감사회 위원의 웹사이트 공개 등
- (제안사항) 이해관계자의 회사 내 법위반 의심사항 보고 기회 부여
- (제안사항) 장기성과보수의 조기 지출 금지
- (제안사항) 투자자와 감사회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감사회 의장의 논의 등
○ 11.6, 2019년 개정 초안이 발표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Global News에서 다룰 예정
○ 독일 주식법은 상장회사에 대해 기업지배구조 코드의 권고사항을 CoE의 방식으로 공개할
것을 규정함
- 코드 중 “Shall”에 의해 설명되는 조항은 권고사항으로 공시대상이며, “Should”에 의해
설명되는 조항은 제안사항으로 공시대상은 아님11)
- 독일 기업지배구조 코드는 경영이사회(Management Board)와 감사회(Supervisory
Board)에 대해 코드에 대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제출을 권고함

OECD 조사 대상국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제･개정 및 적용 동향
 OECD가 조사한 45개 국가 중 40개 국가가 CoE을 통해 기업지배구조를 규율하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됨
○ 법 또는 규제에 의해 모범규준을 따르도록 규율하는 국가가 가장 많으나, 이때에도 법에
의해 기 제정된 모범규준을 CoE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 조사대상 45개국 중 강제력이 없는 모범규준을 사용하는 국가는 4개국이며, 이 경우
“Principles”, “Best Practice”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강제적 규율의 성격을 최소화함12)
○ 우리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는 상장규정에 의해 기업지배구조 10개 핵심원칙을 자율적으로
CoE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후 의무화 예정임

11) Regierungskommission Deutscher Corporate Governance Kodex, 2017, “German Corporate Governance Code”, p2,
https://www.dcgk.de//files/dcgk/usercontent/en/download/code/170214_Code.pdf
12) 우리나라의 모범규준 역시 강제적 성격을 최소화하여 명명하였으며,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의 핵심원칙 역시 강제적 성격을 최소화
한 명칭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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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국가가 2017년 이후 모범규준을 개정하였으며, 19개의 국가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2016년에 개정함
 각 국가는 주관기관 및 규율체계가 상이하나, 대부분 법 또는 상장규정을 통해 CoE를 도입함
○ 공적기관이 모범규준을 관리하는 국가는 대부분 법 또는 규제에 의해 CoE를 도입함(14개
국가 중 12개 국가)
○ 거래소에서 모범규준을 관리하는 경우에도 법 또는 규제에 의해 규율하는 국가가 상당하며(13개
국가 중 7개 국가13)), 그 외의 국가는 상장규정을 통해 CoE를 도입함
○ 민간기관에서 모범규준을 관리하는 경우에 스위스와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법․규제
(11개 국가 중 6개 국가) 또는 상장규정(11개 국가 중 3개 국가)을 통해 규율함
○ 상장규정에 의해 규율되는 국가 중, 영문으로 상장규정에 접근 가능한 9개 국가는 모두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그대로 CoE 공시에 이용하고 있음14)
<표 1> OECD 조사 대상국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현황15)

구분

그리스

대표적인 모범규준(최초 도입시기)
Hellenic Corporate Governance Code For
Listed Companies(2013)

남아프리카공
King Code for Listed Companies(1994)
화국

주관기관
성격

개정사항
규율체계 CoE 여부

개정
횟수

최근
개정

혼합

법･규제

CoE

-

-

민간

상장규정

CoE

4

2016

네덜란드

Dutch Corporate Governance Code(2003)

혼합

법･규제

CoE

2

2016

노르웨이

Norwegian Code of Practice for Corporate
Governance(2005)

민간

상장규정

CoE

6

2014

뉴질랜드

NZX Coporate Governance Code

거래소

상장규정

CoE

-

2017

덴마크

Recommendations on Corporate
Governance(2001)

공적기관

법･규제

CoE

8

2017

혼합

법･규제

CoE

-

2016

거래소

법･규제/
상장규정

CoE

2

2010

공적기관

법･규제/
상장규정

CoE

1

2014

거래소

상장규정

CoE

4

2017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룩셈부르크

German Corporate Governance Code(2002)
NASDAQ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2005)
Corporate Governance Code(2002)
Ten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2007)

13) 미국의 경우, 거래소 상장규정은 모범규준과 차이가 있으며 CoE가 아니므로 배제함
14) JSE Listings Requirements 7.F.5; Listing Rules for equities on Oslo Børs 3.4.(3).32; NZX Main Board/Debt
Market Listing Rules 10.4.5; SGX Rulebooks: Disclosure of Corporate Governance Arrangements; MSM Listing
Rules 6.8.3; FCA Listing Rules 9.8.6; 동경거래소 상장규정 제436조의3; ASX Listing Rules 4.10.3; HKEX Appendix 14
15) OECD, 2017, “OECD Corporate Governance Factbook”, pp.21-25,
http://www.oecd.org/corporate/corporate-governance-factbook.htm, 현재 변경사항 반영하여 수정(네덜란드, 룩셈부르
크, 뉴질랜드, 덴마크, 사우디아라비아,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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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멕시코

대표적인 모범규준(최초 도입시기)
Code of Corporate Best Practice(1999)

주관기관
성격

KCGS Report

개정사항
규율체계 CoE 여부

개정
횟수

최근
개정

민간

법･규제

법제화

2

2010

미국

NYSE Listed Company Manual(2003)

거래소

법･규제/
상장규정

강제준수

-

2013

벨기에

The 2009 Belgian Code on Corporate
Governance

혼합

법･규제

CoE

1

2009

브라질

Brazil Corporate Governance Code-Listed
Companies(2016)

공적기관

법･규제

CoE

-

-

사우디
아라비아

Corporate Governance Regulations(2006)

공적기관

법･규제

강제준수/
CoE

2

2017

스웨덴

Swedish Corporate Governance
Code(2005)

민간

법･규제

CoE

5

2016

스위스

Swiss Code of Best Practice for Corporate
Governance(2002)

민간

-

CoE

2

2014

스페인

Good Governance Code of Listed
Companies(1998)

공적기관

법･규제

CoE

5

2015

슬로바키아

혼합

법･규제

CoE

-

2018

Corporate Governance Code(2004)

공적기관/
거래소/
민간

법･규제

CoE

-

2016

Code of Corporate Governance(2001)

공적기관/
거래소

상장규정

CoE

2

2012

Corporate Governance Code(2007)

공적기관

법･규제

CoE

Corporate Governance Guidelines(2004)

공적기관/
거래소/
민간

법･규제

CoE

5

2015

혼합

상장규정

CoE

-

2016

공적기관

법･규제

CoE

1

2006

혼합

상장규정

CoE

-

2016

Austrian Code of Corporate
Governance(2002)

민간/
공적기관

법･규제

CoE

6

2012

이스라엘

Companies Act((including the code of
recommended corporate governance)(1999)

공적기관

법･규제

강제준수/
CoE

-

2016

이탈리아

Corporate Governance Code(1999)

혼합

법･규제/
상장규정

CoE

6

2018

SEBI(listing Obligations and Disclosure
Requirement) Regulations(2000)

공적기관/
거래소

법･규제

강제준수

12

2015

Good Corporate Governance Code(2015)

공적기관

-

CoE

-

-

거래소

상장규정

CoE

-

2018

공적기관

법･규제

강제준수

-

-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Corporate Governance Code for Slovakia(2003)

Irish Stock Exchange Listing Rules applying
UK Corporate Governance Code with Irish
Annex(2003)
Corporate Governance
Recommendations(2005)
UK Corporate Governance Code(2003)

일본

Corporate Governance Code(2015)

중국

The Code of Corporate Governance for
Listed Companies in China 2002 (revision
pending in201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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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항

구분

대표적인 모범규준(최초 도입시기)

주관기관
성격

체코

Corporate Governance Code based on the
OECD Principles(2001)

-

-

칠레

Practices for Corporate Governance Rule
Nº385 (2012)

공적기관

캐나다
콜롬비아
터키
포르투갈

Corporate Governance: Guide to Good
disclosure(2014)
Codigo Pais 2014(2007)

규율체계 CoE 여부

개정
횟수

최근
개정

CoE

1

2004

법･규제

CoE

1

2015

거래소

법･규제

CoE

-

2014

공적기관

법･규제

CoE

1

2014

4

2014

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2003)

공적기관

법･규제

강제준수/
CoE

Corporate Governance Code - 2016
(2006)

공적기관/
민간

법･규제

CoE

-

2013

폴란드

Code of Best Practice of WSE Listed
Companies(2002)

거래소

법･규제

CoE

-

2016

프랑스

Corporate Governance Code of Listed
Corporations(2003)

민간

법･규제

CoE

-

2018

핀란드

Finnish Corporate Governance Code(2003)

거래소/
민간

상장규정

CoE

4

2015

Code of Best Practices for Corporate
Governance(1999)

민간**

-

준수의무
없음

2

2016

Corporate Governance
Recommendations(2004)

거래소

법･규제

CoE

-

2012

혼합

상장규정

CoE

3

2014

거래소

상장규정

CoE

5

2016

한국
헝가리
호주

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2003)

홍콩

Corporate Governance Code(Appendix14
of the Main Board Listing Rules)(2005)

** 2017 OECD Factbook은 관리기관(KCGS)의 성격을 혼합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KCGS는 민간 기관임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제･개정 및 적용 현황
 우리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1999년 제정되어 2003년, 2016년에 각각 개정됨
○ 제정 당시 제정기관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위원회는 당시 재정경제부장관과 상장기업 전문경영인,
금융기관 대표, 법률 및 회계전문가, 시민단체대표 등으로 구성된 정부 주도의 혼합적 성격을
가진 위원회였음
- 위원회는 1999년 모범규준 제정, 2003년 모범규준 개정
○ 2002년 비영리사단법인 기업지배구조개선 지원센터 설립,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을
위한 연구 수행
- 기업지배구조개선 지원센터는 2010년 사명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으로 변경, 2016년
모범규준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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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범규준은 제정기관의 성격상 강제적 효력이 없으며, 자율적 준수를 통한 시장 중심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음
 한국거래소는 2017년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통하여, 상장규정에 의한 기업지배구조 핵심
원칙의 CoE 공시를 도입함
○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에서 공시토록 하는 10개 핵심 원칙은 우리 모범규준 중 타 모범규준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을 선별한 원칙임16)
- 우리 모범규준은 5개 부문 91개의 항목을 제시
- 기업지배구조의 자율적 개선 및 원칙중심의 접근을 위해 공시항목을 선별한 것으로 판단됨

시사점
 해외의 모범규준이 지속적으로 현실을 반영하여 개정되는 점은 우리 모범규준 역시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사료됨
○ 우리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1998년 제정되어 2003년, 2016년에 개정됨
○ 변화하는 자본시장의 추세에 맞추어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주요 외국의 모범규준 개정은 국가마다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다음 사항에 관한 내용을
공통적으로 포함함
- 이사의 주주 외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의무
- 전사적 리스크 관리 및 이에 대한 주주에의 충분한 정보 제공
- 이사 보수의 장기 성과 연동

 우리 모범규준은 기업지배구조를 전반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회사의 규모 및 업종에 따른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 접근이 필요함
○ 자본시장이 발달한 영국과 미국의 경우, 각 이해관계자 단체에서 기존의 모범규준 제정기관의
지지 하에 각 이해관계자가 요구하는 모범규준을 제정함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하에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모범규준 또는 가이드라인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모범규준의 체계 개편과 더불어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와의 연계 강화가 필요함
○ 우리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는 CoE를 통해 모범규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모범규준과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의 핵심원칙과는 차이가 있음

16)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2018.3.21.,“19년부터 기업지배구조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 경영 투명성 강화 및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기대”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 11

ESG 동향

○ 모범규준의 개편과 이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함17)
- 모범규준을 원칙중심으로 개선, 별도의 해설서 또는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모범규준을 상장규정에 의해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에 적용, 기업지배구조 전반의 자율적
개선을 활성화할 필요
○ 상장규정에 의해 CoE 공시를 도입한 해외 국가의 경우, 대부분 모범규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모범규준의 실효성이 강화되는 점을 참고할 필요

17) 정재규, 2018,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모범규준의 활용과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의 개선”, ｢기업지배구조 리뷰｣ 통권
제88호,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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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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2018년 8권 10호

KCG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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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3%

54, 3%
사외이사 임기(년)

C
168, 11%

평균

중앙값

표준편차

3.69

2.75

3.45

D E
A : 0년 이상 3년 미만
B : 3년 이상 6년 미만

B
370, 24%

A
923, 59%

C : 6년 이상 9년 미만
D : 9년 이상 12년 미만
E : 1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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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 17

ESG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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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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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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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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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8권 10호

KCGS Report

이사회 성별 다양성과 기업의 ESG 및 재무 성과
이 정 은 연구원 (jelee@cgs.or.kr)

▶ 이사회 성별 다양성을 위한 법제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기관투자자들의 관심 또한 증가
하고 있는 추세에서, 이사회 성별 다양성이 ESG 및 재무성과에 미치는 연구에 대해 살펴봄
▶ 이사회 성별 다양성과 기업의 재무 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혼재된 결과가 공존하는 상황이며,
범세계적 데이터로 진행된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약한 유의성이나마 여성 이사의 비율이 기업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함
▶ 이사회 성별 다양성과 기업의 ESG 성과간의 관계에 있어 주로 긍정적인 연관 관계가 확인되고 있으며,
이사회 성별 다양성을 확보한 회사가 우수한 ESG 등급을 득하는 경향성이 확인됨

검토 배경
 이사회 구성의 성별 다양화를 위한 제도 마련의 움직임이 전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음
○ 2018년 9월 말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상장기업의 이사회 내 여성 임원을 포함할 것을 의무화
하는 법안을 실시함으로써(California bill SB 826) 미국 내 여성 임원 할당제를 도입한
최초의 주가 되었음41)
-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상장사는 내년 말까지 이사회 내 여성 임원을 최소 1인
이상 포함시켜야 하며, 3년 뒤인 2021년 말까지는 이사 총수가 5인인 경우 여성 임원
2인을, 이사 총수가 6인 이상인 경우 여성 임원 3인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
- 이사회 내 여성 임원 할당제는 주로 유럽 국가들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나, 미국 내 동
규정의 법제화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2003년 노르웨이의 상장사 이사회 내 여성 임원 할당제를 도입을 시작으로 하여, 국가별로
법 적용 대상 회사 및 이사회 내 여성 임원 비율에 대한 규정은 다소 상이하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동 규정이 제정된 바 있음42)

 이에 본고에서는 이사회 내 성별 다양성이 기업 재무성과 및 ESG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근의 실증분석 결과를 소개하고자 함

41) CNN Business, 2018.10.04., “California has a new law: No more all-male boards”, https://edition.cnn.com/2018/09/
30/business/california-requires-women-board-of-directors/index.html 참조
42) CGS Report 5권 13호, 김선민,“유럽과 국내 상장기업의 여성임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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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성별 다양성과 재무성과의 관계
 이사회 성별 다양성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서로 다른 이론적 가정이 대립하고 있고 상이한 실증분석 결과가 공존하고 있으며, 범
국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된 최근의 연구 결과는 두 변수간의 약한 유의성을 입증함
○ 기업은 기본적으로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므로, 여성 이사 할당제 등을 통한 강제적
구조 변화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43)과 더불어, 여성 이사를 법적인 강제사항으로
둠으로 말미암아 활용 가능한 인적 자원의 제한으로 소수의 여성들이 많은 이사회를 담당하여
이사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소위 golden skirt 현상)이 있음
- 이사회 내 성별 다양성이 주가 성과 또는 재무 성과와 관련성이 없다는 연구 결과44) 및
노르웨이 내 임원 할당제 시행이 기업가치 감소를 불러왔다는 연구 결과45) 등이 이를
뒷받침함
○ 반면 여성 임원의 부재는 기업 내 차별적인 문화를 반영하며, 공평한 문화를 가진 기업일수록
인적 자원을 통한 성과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기에 여성 이사의 함의가 존재한다는 견해가
있음
- Fortune 500 기업 중 이사회 내 여성 이사 비율이 높은 기업(최상위 사분위)이 낮은 기업
(최하위 사분위)에 비해 자기자본이익률(ROE), 매출액수익률(ROS), 투하자본수익률
(ROIC)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확인46)
- 한편 기업 리더십 내 인종적, 성적 다양성의 달성 그 자체가 기업 성과 향상과 결부될
수 없으며, 리더십 내 구성의 다양성이 기업 내 인적 자원의 기능 다양성 확보로 이어질
경우에만 기업의 성과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존재47)

43) H. Demsetz, and K. Lehn (1985), The structure of corporate ownership: Cause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3(6), pp. 1155-77.
44) Charles A. O’Reilly III, and Brain G. M. Main (2012), Women in the boardroom: Symbols or substance?, Stanford
Graduate School of Business Research Paper 2098, Stanford, CA; Lindstädt, Hagen, Michael Wolff, and Kerstin
Fehre (2011), Frauen in Führungspositionen: Auswirkungen auf den Unternehmenserfolg, Institut für Unternehmensführung,
Karlsruher Institu für technologie.
45) Kenneth R. Ahern, and Amy K. Dittmar (2012), The changing of the boards: the impact of firm valuation of
mandated female board represent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7(1), pp. 137-97.
46) Catalyst, 2011, The bottomline: Corporate performance and women’s representation on boards(2004-2008), New York.
47) Akie Iriyama (2015), What Japanese companies should be wary of when it comes to diversity, Japan News;
Daehyun Kim, and Laura T. Starks (2015), Gender diversity and skill contribution to corporate boards, Working
Paper, Austin: McCombs School of Business, University of Tex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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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land 등(2018)은 기존 연구 대비 범국가적 데이터를 사용해 회사 내 리더십의 성별
다양성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를 실시함48)
○ 로이터 글로벌 데이터셋을 통해 수집한 91개국에 걸친 21,980개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의
리더십과 재무 성과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OLS 회귀분석을 진행
- 독립변수로서의 여성 리더십은 여성 CEO, 여성 이사 비율, 여성 경영진 비율의 3가지
층위로 구분하였으며, 종속변수로서의 재무성과는 매출총이익, 당기순이익의 2가지 지표
로서 설정
- 본사가 여성 이사의 쿼터를 두고 있는 국가에 위치하였는지 여부 및 국가, 산업의 더미변수를
추가하였으며, 통제변수로서 이사 총수, 수익 등을 설정
○ 분석 결과, C-Suite 이상의 경영진 내 성별 다양성은 기업성과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고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사회 내 성별 다양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강건하지 않았음
-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여성 이사 비율이 매출총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했으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유의적 영향력은 확인하지 못함
- 더하여 흑자기업군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여성 이사비율이 두 재무성과에 미치는 유의
적인 영향력을 확인하지 못함

이사회 성별 다양성과 ESG 성과와의 관계
 ISS Corporate Solution은 지난달 이사회 내 성별 다양성과 ESG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발표함49)
○ ESG 성과 측정치는 ISS-oekom의 ESG 통합 등급, 환경 등급(E), 사회 등급(S)으로서 총
3가지 지표를 사용하였으며, 성별 다양성 측정치는 이사회 내 3인 이상의 여성 이사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설정
○ S&P 500 지수 내 편입된 회사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함

 이사회 내 성별 다양성 충족 여부와 취득 등급의 연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이사회 내 성별 다
양성을 충족하는 회사가 일반적으로 더 높은 ESG 평가등급을 취득했으며 [그림 1] 및 <표 1>
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이사회 내 성별 다양성을 충족하는 회사 그룹의 최빈값은 D+인 반면, 미충족 회사 그룹의
최빈값은 D였음

48) Marcus Noland, Tyler Moran, and Barbara Kotschwar, Is Gender Diversity Profitable? Evidence from a Global
Survey,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orking Paper No. 16-3.
49) Cristina Banahan and Gabriel Hasson, "Across the Board Improvements: Gender Diversity and ESG Performance",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ial Regulation, 2018. 9.6.
https://corpgov.law.harvard.edu/2018/09/06/across-the-board-improvements-gender-diversity-and-esg-performance/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 23

ESG 동향

○ [그림 1]은 ESG 통합등급을 기준으로 수행된 분석이며, 환경 등급(E) 및 사회 등급(S)에서도
이와 유사한 양태를 보임
[그림 1] 이사회 성별 다양성과 ESG 등급 분포

Companies with gender-diverse boards rated higher more often
ISS-oekom scores distribution of S&P 500 companies by board gender diversity

3 or more women on board
79
62

53

2 or fewer women on board

71
53 50
39
23

17

22

6
D-

D

D+

C-

C

14

C+

8

1
B-

*출처: ISS-oekom, ISS 분석정보

○ 전반적 등급 분포에 있어, 양호군(C-이상 B-이하) 등급에는 성 다양성을 충족하는 회사가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취약군(D-이상 D+이하) 등급에는 미충족 회사가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극단의 등급으로 갈수록 이사회 내 성별 다양성 충족 여부에 따른 차이는 보다 극명함
○ 성 다양성을 충족하는 회사의 50%가 ESG 등급 양호군에 속하는 반면, 성 다양성 미충족
회사의 경우 35%만이 ESG 등급 양호군에 속했음
<표 1> 이사회 성별 다양성과 ESG 등급의 양호군/취약군 분포
S&P 500 기업
이사회 내 여성 이사
수

ESG 등급

계

양호군

취약군

3인 이상

122

121

243

3인 미만

88

167

255

210

288

498

계

*출처: ISS-oekom, ISS 분석정보 재구성

 앞서 확인한 이사회 내 성별 다양성과 취득 등급의 연관관계에서 기간 효과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 다양성 충족 기간을 장기간으로 설정하더라도 ESG 점수와의 연관관계가 유효하였으며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전술된 분석과 동일하게 S&P 500지수에 편입된 회사를 대상으로, 해당 섹터의 ISS-oekom
ESG 점수 중간값을 초과하는 회사의 비율을 확인
○ 1년 전, 과거 3년 연속, 과거 5년 연속으로 이사회 내 성별 다양성을 충족했는지 여부와
ESG 점수와의 연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성별 다양성 충족 여부를 장기간으로 설정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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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군 대비 해당 섹터 내 ESG 점수의 중간값을 초과하는 비율이 체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2] ESG 점수와 이사회 성별 다양성 간의 시간 효과

Long-term gender diversity correlates with higher ESG Scores
Percentage of S&P 500 Companies with General ISS-oekom ESG Score* above their Sector's Median Score

Diverse
56%

Non-Diverse
50%

33%

3 or More Women in Past 5 Years

48%
32%

3 or More Women in Past 3 Years

25%

3 or More Women in Past Year

* the score does not include board gender diversity as a contributing factor

*출처: ISS-oekom, ISS 분석정보

결론 및 시사점
 이사회 성별 다양성이 ESG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근래에 들어 주로 논의되고
있으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임
○ 이사회 성별 다양성을 확보한 회사가 ESG 성과가 우수하여 궁극적으로 더 높은 ESG 등급과
점수를 얻음을 확인
- 이사회 성별 다양성이 높을수록 환경 관련 위반에 따른 피소 빈도가 낮다는 연구 결과50),
높은 CSR 성과와 연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51) 등이 이사회 성별 다양성과 ESG 등급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음

 여성 경영진 비율이 높아질수록 기업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사회 내 여성 비율이
높아질수록 기업 성과가 향상된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강건하지 않았음
○ 이는 자생적으로 여성 이사가 선임될 정도의 공정한 문화가 갖추어졌는지 여부가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며, 여성 이사가 이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여 유리천장으로 대변되는 공정하지 못한 문화가 해소될 수 있다면 기업 성과가 증진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50) Chelsea Liu (2018), Are women greener? Corporate gender diversity and environmental violations,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52, pp. 118–142.
51) Maretno Harjoto, Indrarini Laksmana, Robert Lee (2015), Board Diversity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Journal of Business Ethics 132, pp. 64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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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SG 정보공개에 관한 최근 동향52)
 FUNDEUROPE의 Romil Patel 기자는 ESG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보도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ESG 정보공개의 중요성
○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보공개는 표준화된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음
- KPMG의 2017년 CR보고서에 따르면, 50개 국가의 4,900개 회사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함53)
○ 지속가능성 보고는 투자자에게 기업의 ESG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

 ESG 데이터에 대한 최근의 관점
○ 기업의 ESG 정보공개는 투자자의 수요에 따른 것이지만, 투자자는 단순 양적인 데이터보다 질적
인 의문을 던져야 하며, ESG 리스크의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회사의 목적을 측정해야 함54)
○ ESG 데이터는 표준화되지 않아 각 측정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기업이 공시할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순수한 재무적 수치에 비해 믿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55)
- 데이터 조작도 의심될 수 있으므로, 좋은 ESG 투자를 위해서는 단기적 데이터만 관찰하기
보다 장기적 가치창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여야 함

 신흥 시장에서의 ESG 정보공개
○ 유럽에서는 EU Directive를 통해 중요한 비재무정보에 대해 공시가 의무화됨
○ 그러나 신흥시장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ESG정보의 질이 낮아 ESG 투자 전략을 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56)
- 추후 기업의 ESG 관행에 대해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 운용자산에서 제외를 검토할
수 있음

52) 이 보고서는 FUNDEUROPE, 2018, “ESG REPORTING: Staying on the shopping list”, http://www.funds-europe.com
/esg-report-2018/esg-reporting-staying-on-the-shopping-list의 기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함
53) KPMG, 2017,“The road ahead : The KPMG Survey of Corporate Responsibility Reporting 2017”
http://kpmg.com/crreporting
54) Andrew Parry, head of sustainable investing at Hermes Investment Management
55) Johnny Russell, global equities protfolio manager at Nikko Asset Management
56) Petra Pflaum, chief investment officer for responsible investments at D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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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산업에서의 관점
○ 임팩트 투자는 주로 개발은행, 교회, 재단 등에서 하였으나, 이제는 금융산업의 화두가 되고
있음
○ 약 450억 유로를 운용하는 스웨덴 국부펀드인 AP7은 올해초 KBI Global Investor(KBIGI)에
환경 관련 자산운용을 위임함
- AP7은 먼저 75백만유로를 KBIGI의 그린 임팩트 자산운용에 위임하였으며, 위임 규모를
150백만 유로로 증액할 예정임
○ 임팩트 투자에 있어, ESG 정보의 측정은 또다른 관점을 가지게 됨
- 임팩트 투자 시에는 SDGs 등 사회적 효용에 대한 측정방법이 필요하며, 이에는 ESG
정보 공시가 도움이 됨57)
- KBIGI 책임투자 관리자인 Eoin Fay에 따르면,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와 SDGs가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하며, 향후 2~3년간 SDGs 관련 정보가 기업 보고에 있어
늘어날 것이라는 KPMG의 보고가 이를 뒷받침함

57) Johan Floren, head of ESG at A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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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GPIF, Climate Action 100+ 가입
 최근 일본 후생연금펀드(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 이하 GPIF)58)는 홈페
이지를 통해 ‘Climate Action 100+’ 가입을 공식화함59)
○ GPIF는 위탁운용사와 투자대상기업 간 ESG 요소를 바탕으로 하는 건설적인 대화를 증진하여
전체 자본시장의 지속가능성을 증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동 이니셔티브의 가입은 그
노력의 일환임
○ GPIF의 가입에 대해 ‘Climate Action 100+’측에서는 GPIF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과 기회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촉구하는 동시에 GPIF의 지원이
동 이니셔티브의 성공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힘
○ ‘Climate Action 100+’의 투자자 대표 중 하나인 CalPERS 역시 GPIF는 글로벌 리더로서
파리 협약의 목표 달성과 회사 및 장기투자자들의 효익을 위하는 ‘Climate Action 100+’의
포부에 영향력과 통찰력을 보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함

 ‘Climate Action 100+’은 책임투자원칙(PRI)에 따른 5개년 계획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탄소 배출 억제, 기후변화 관련 금융 정보 공시 강화를 위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온실가스 배출기업(systematically important greenhouse gas emitters)들을 대상
으로 관여활동을 하는 기관투자자들이 주도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임
○ 현재까지 자산소유자 및 자산운용사를 포함해 약 300개의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 자산 규모는 31조 달러에 달함
-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ABP, AP1 ~ 4, AP7, APG, CalPERS, CalSTRS 등이 있음60)
○ 동 이니셔티브에 참여하여 이에 입각한 투자를 하는 사례로는 지속가능성을 투자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 노르웨이 연기금 운용사인 스토어브랜드(Storebrand Asset Management)61)
가 있음62)
- 스토어브랜드는 ‘Climate Action 100+’에 입각한 투자를 위해 42개의 석유 및 천연가스
기업에 메탄 배출을 측정하고 줄이는 것을 요청하고, 지속적인 컨퍼런스 콜을 통해 보고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58) 일본 후생연금펀드는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일본의 연기금으로 후생연금 및 국민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독립 행정법인이며,
세계 최대 규모의 연기금임
59) GPIF, 2018.10.9., “GPIF joins Climate Action 100+”, [https://www.gpif.go.jp/en/Climate_Action_100%2B.pdf]
60) Climate Action 100+ 홈페이지, http://www.climateaction100.org/ [2018.11.1.]
61) 스토어브랜드는 약 890억 달러의 개인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현대모비스, 신한금융그룹, 네이버 등 국내
96개 기업에 약 1조 3300억 원을 투자하고 있음. 더나은미래, 2018.5.28., “노르웨이 연금운용사가 10년 수익률 9%, 1년간 16%
수익률 달성한 비결은?”, [http://futurechosun.com/archives/33785]
62) 뉴스토마토, 2018.6.4. “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 확대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동참해야”,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27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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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mate Action 100+’은 홈페이지를 통해 ‘Focus Companies’로 161사의 명단을 공개
하고 있음63)
○ ‘Focus Companies’는 Global Investable Equity의 85%를 대표하는 글로벌 인덱스인
MSCI ACWI에서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Carbon Disclosure Project) 모델링 기법과
CDP에 보고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선정되며, 동 이니셔티브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의 주요
관여활동 대상기업임
- CDP에 따르면 이들 기업이 연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3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동 리스트에는 BP, Chevron과 같은 대형 석유기업과 Ford Motor Company, Volvo,
Nestlé 등이 포함되었으며,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한국전력공사, POSCO, SK이노베이션 등이
포함됨 ([그림 1], [그림 2] 참조)
[그림 1] Focus Companies by Region

Europe

6.8%

North America
34.8%
19.9%

Asia
Oceania
South America

33.5%

Africa

*출처: Climate Action 100+ 홈페이지
[그림 2] Focus Companies by Sector
Oil & Gas
5.6%
6.8%

Utilities & Power Producers
24.8%

Transportation
Mining & Metals

8.7%

Food, Beverages and Foresty
Construction Materials

14.3%

19.3%
16.1%

Industrials
Chemicals
Other

*출처: Climate Action 100+ 홈페이지

63) 주석 59)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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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이사회의 독립성과 기업가치: 사외이사와
독립이사64)
석 우 남 연구위원 (swn80@cgs.or.kr)

▶ 본 연구는 한국의 사외이사와 미국의 독립이사를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함
▶ 미국의 경우 이사회의 독립성(독립이사의 비율)이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한국의 경우
이사회의 독립성(사외이사의 비율)은 기업 가치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미국의 경우 투자자들이 이사회의 독립성을 중요시 여기는 반면 한국의 투자자들은 학연과 지연 등으로
얽힌 사외이사들의 진정한 독립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고 보이며, 이는 이사회 멤버들이 이해상충 관계를
벗어나 효율적으로 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함

전문
기업지배구조의 목적은 경영진의 대리인 비용을 줄이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게 만드는 것
으로 이사회는 기업지배구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주들은 일일이 경영진을 감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에 권한을 위임하고 경영진을 감시하도록 한다.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적어야 하며, 이사회를 평가함에 있어 독립성,
즉 사외이사(Outside Director) 또는 독립이사(Independent Director)를 중요하게 여긴다.
미국의 경우 1990년 이전까지는 이사회가 경영진의 안건을 사후적으로 추인해주는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다가, 이후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에 개입하기 시작했으며 자연스럽게 이사회의 역할과 독립성이
강화되기 시작했다(Holmström and Kaplan, 2001; Linck et al., 2008)65).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엔론 회계부정 스캔들로 인하여, 2002년 사베인스-옥슬리 법안(The Sarbanes-Oxley Act)이 통

64) 본 오피니언은 이창민, 석우남(2017)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이창민, 석우남,
한국과 미국의 비교연구”, ｢비교경제연구｣ 제 24권 1호). 이 글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65) Holmström, B. and S. N. Kaplan(2001), "Corporate Governance and Merger
Perspectives, 15(2), pp. 121 ~ 144.
Linck, J. S., J. M. Netter and T. Yang(2008), "The Determinants of
Economics, 87(2), pp. 308 ~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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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되어 지배구조, 특히 이사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이는 회계부정에 대하여 제대로 감시를
못한 이사회에 대하여 강한 책임성을 부여한 법안으로 이사회의 이해충돌방지, 독립성, 책임성에
대한 강한 규제들을 담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0년대 후반 IMF 금융위기 이후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재편 작업이
일어났다. 경제위기를 불러온 주요 원인 중 하나가 한국 기업, 특히 재벌의 후진적 지배구조라는
진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중 하나의 의제가 이사회의 독립성이었으며, 전체 이사 중 사외이사의
비율에 대해 규제가 시작되었다(Kim, 2002).66) 그 후 2000년대 들어 실제로 사외이사의 비율은
증가했다(조성빈, 2006; 서영미 외, 2010)67). 그러나 이사회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강하다. 예를 들어, 경영분석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2016년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낸 37개
재벌그룹 계열사 사외이사들은 3천700여건의 안건에 대해 99.7%의 비율로 찬성함으로서 경영진이
이사회에 올린 안건에 대한 이사들의 태도가 매우 소극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미국과 비교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동일한 시기(2010년부터 2015년)의 한국과
미국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여 현재 한국기업 이사회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만약
이사회의 독립성이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이는 이사회의 실효성이 낮다는
실증 근거로 해석할 수 있으며, 또한 투자자들이 학연과 지연 등으로 얽힌 한국기업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의문을 품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한다.

선행연구
기업의 이사회는 임원진과 함께 기업 지배구조의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 Core, et al.
(1999)68)는 이사회 규모, 사내이사비율, CEO에 의해 임명된 사외이사, 이사진들의 나이 및 이사직
겸임 정도 등을 이사회 구조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그들은 비효율적인 이사회구조를 가진 기업
일수록 대리인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며, 이로 인해 CEO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하고, 더 낮은
기업 성과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Erhardt et al. (2003)69)은 이사진 멤버 중 여성 및 소수집단(아
프리카, 히스패닉, 아시아, 미 원주민 출신)의 비율이 기업의 성과와 긍정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증명한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이들은 기업 이사진의 다양성이 기업성과를 개선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Keys and Li (2005)70)는 기업공개매수기간 동안 주주의 부와 이사진들의

66) Kim, K.(2002) “Corporate Restructuring: With an Emphasis on Jaebeol,” Korea Journal, 42(1), pp. 5 ~ 41.
67) 조성빈(2006), “기업지배구조의 상호관계 및 기업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 제28권 제2호, pp. 131 ~ 177.
서영미, 고재민, 이호영(2010), “사외이사 특성과 성과에 근거한 경영자 보상과의 상관관계,” 『회계연구』, 제15권 제1호, pp. 1 ~ 31.
68) Core, J., R. Holthasusen and D. Larcker(1999), “Corporate Governance, CEO Compensation, and Firm Performanc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51(3), pp. 371 ~ 406.
69) Erhardt, N. L., J. D. Werbel and C. B. Shrader(2003), “Board of Director Diversity and Firm Financial Performance,”
Corporate Governance: An International Review, 11(2), pp. 102 ~ 111.
70) Keys, P. and J. Li(2005), “Evidence on the Market for Professional Directors,” Journal of Financial Research, 28(4),
pp. 575 ~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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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이사직 겸임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Bhagat and Bolton (2008)71)은
이사들의 주식소유 및 CEO의 의장 겸직이 기업의 당해년도 그리고 차년도의 총자산수익률과 긍정
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여준다. Cheng (2008)72)은 이사진 규모와 월별주가수익률 및 총자산수익률의
변동성이 부(-)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이사진의 규모가 클 경우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
우며, 이로 인해 극단적인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적다는 가능성에 기반해, 기업 성과의 변동성이
낮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최순재, 김영길 (2009)73)는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 재무위원회 및 투
자위원회 내 사내이사 비율, 감사위원회 및 보상위원회 내 사외이사 비율과 총자산수익률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이들은 2004년부터 2006년 샘플을 사용하여, 이사회 내 사외이사비율과 감사위원회
및 보상위원회 내 사외이사 비율은 총자산수익률과 유의한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재무위원회 및 투자위원회 내 사내이사 비율이 높을수록 총자산수익률은 높게 나타난다. 이를 바탕
으로 이들은 사내이사들의 기업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장한다. 남현정, 유승훈 (2011)74)은
이사회 및 위원회 개최 빈도를 이사회 활동성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이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이사회 활동성과 기업성과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이들은 이사회 활동성이 높을수록 기업 성과가
높다는 것을 보였다. 추가적으로 이들은 사외이사 비율은 기업 성과와 무관하다는 결론도 제시하고
있다. 김필수 외 (2015)75)는 사외이사 비율과 하이테크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인수합병 성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이들은 사외이사 비율이 높을수록 인수합병에 따른 성과가 높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이사진과 기업가치의 관계를 연구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Dahya
et al.(2008)76)은 22개 국가에서 지배주주가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독립적인 이사진의 비율과
기업가치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이들은 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가 약한 국가들에서 기업가치와 독립
이사 비율이 정(+)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Fracassi and Tate(2012)77)는 CEO와 이사진의
개인적인 관계, 즉 비독립적인 이사진들로 인해 기업의 가치가 저하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Choi et al.(2007)78)은 한국의 IMF 금융위기 이후 이사회의 독립성과 기업 가치에 관해 연구하였다.
이들은 실증분석을 통해 사외이사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가치가 증가하며, 이러한 효과는 업무적으로

71) Bhagat, S., and B. Bolton(2008), “Corporate Governance and Firm Performance,”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14, pp. 257 ~ 273.
72) Cheng, S. “Board Size and the Variability of Corporate performanc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87.1 (2008):
157-176
73) 최순재, 김영길. “이사회 위원회 구조와 기업성과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회계연구 14.1 (2009): 1-26
74) 남현정, 유승훈 “이사회 활동성 결정요인과 이사회 활동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24.6 (2011): 4083-4105.
75) 김필수, 박영렬, 최순규. “사외이사의 비중과 기업 인수합병 성과와의 관계.” 벤처창업연구 10.3 (2015): 85-97.
76) Dahya, J., O. Dimitrov, and J. McConnell(2008), "Dominant Shareholders, Corporate Boards and Corporate Value:
A Cross-Country Analysi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87(1), pp. 73 ~ 100.
77) Fracassi, C. and G. Tate(2012), “External Networking and Internal Firm Governance,” The Journal of Finance,
67(1), pp. 153 ~ 194.
78) Choi, J. J., S. Park and S. S. Yoo(2007), “The Value of Outside Directors: Evidence from Corporate Governance
Reform in Korea,” Journal of Financial and Quantitative Analysis, 42(2), pp.941 ~ 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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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성이 있는 사외이사를 제외한 독립적인 사외이사들에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을 증명한다.
강윤식, 국찬표(2012)79)는 국내기업들의 사외이사를 독립적인 이사진과 우호적인 이사진으로 구분
하여 분석하였다. 이들은 실증분석을 통해 우호적인 사외이사 비율은 기업 가치에 영향이 없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독립적인 사외이사 비율은 기업 가치와 긍정적인 관계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이사회의 독립성
본고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변수이며, 미국과 한국은 이사회의
독립성을 측정하는 지표를 계산하는데 있어 차이가 존재한다. 미국은 독립이사, 한국은 사외이사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며, 이들의 이사회 내 비율을 바탕으로 한 수치가 이사회의 독립성을 대변한다.
미국의 경우에 있어,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는 이사들을
Employer(기업내부자), Linked(또는 affiliated), 그리고 Independent(독립적인 이사)로 분류하고
있다. 이 분류에 따르면, 이사회의 멤버들 중 기업 내부자이거나 과거 고용자, 해당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자, 그리고 회사와 가족관계에 있는 이사들 이외의 경우를 독립적인 이사로 간주한다.80)
과거 고용자들의 경우, CEO 및 임원을 제외하고 과거 3년 동안 회사에 고용된 이력이 있는 고용
자의 경우 Linked(또는 affiliated) 이사로 간주된다. 이전 CEO의 경우, 임원이나 이사진에 대한
영향력이 높다고 판단되며, 이로 인해 퇴임 시기에 관계없이 비독립적인 이사로 분류된다. CEO를
제외한 임원들의 경우 과거 5년 동안 회사에 고용된 이력이 있는 경우 Linked (또는 affiliated)
이사로 간주된다.
가족관계의 정의에 있어서는 SEC(Security Exchange Committee: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가족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배우자, 부모, 자녀, 양부모, 양자녀, 형제자매,
인척(in-laws), 그리고 동거관계(세입자나 고용자를 제외한)에 있는 사람의 경우 비독립적인 이사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CEO와 사촌 관계에 있는 이사가 있을 경우, 이는 독립적인(다른 관계가 존재
하지 않는다면) 이사로 간주된다. 만약 독립적인 이사의 자녀가 동 회사에 고용되는 경우, 그는
Linked (또는 affiliated) 이사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뉴욕증권거래소(NYSE)나 나스닥(NASDAQ)의 경우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한 이사의
독립성 여부는 해당 이사가 속한 기업에 대한 지불액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NYSE의 경우 지불금
10억 달러 또는 기업 수익의 2%, NASDAQ의 경우 지불금 2십만 달러 또는 기업 수익의 5%를
초과하는 거래기업의 고용자는 비독립적인 이사로 간주된다. ISS의 경우는 거래관계에 있는 자의
독립성 여부 결정에 있어, 기업 정보나 전략적 의사결정들에 접근할 수 있는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79) 강윤식, 국찬표(2012),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기업가치,” 『재무연구』, 제25권 제3호, pp. 451 ~ 498.
80) ISS의 이사진 분류는 ISS 홈페이지를 참조하였다.
(https://www.issgovernance.com/file/files/Directorindependence-U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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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의해 판단된다. 이러한 전문적인 서비스는 투자은행/금융자문 서비스, 상업은행 제공서비스
(입금 관련 제외), 투자 관련 서비스, 보험 관련 서비스, 회계/감사 관련 서비스, 법률 관련 서비스,
컨설팅 및 마케팅 서비스, 자산관리 서비스, 부동산 서비스, 로비 관련 서비스, 임원 스카우트 관련
서비스, IT 컨설팅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ISS는 이와 같은 전문적인 서비스와 관련해 1만 달러
이상의 지불금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이사는 Linked (또는 affiliated) 이사로 간주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미국과 같은 Linked(또는 affiliated)의 개념이 없고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만
분류한다. 이사회 독립성의 지표로는 주로 사외이사 비율을 사용하고 있다. 사외이사의 규정 및 결격
사유는 상법 제382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에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
<표 1> 한국 사외이사 관련 조항
상법

사외이사의 규정 및 결격사유

제 382조 제 3항

∙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
감사 및 피용자
∙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 이사･감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 회사의 이사 및 피용자가 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제 542조의8 제2항

∙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 그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와 같이 미국과 한국 기업 이사회의 독립성에 대한 대리변수는 독립이사의 비율과 사외이사의
비율로 각각 다른 정의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지배구조의 한 축으로 작용하는 부분,
특히 기업가치 제고 측면에 있어서 상이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우리는
기업의 가치와 연관된 통제변수들과 함께 이사회 독립성의 영향을 판별할 수 있는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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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독립성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사회의 독립성과 기업가치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동일한 기간의
한국과 미국 자료를 바탕으로 최소자승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Fracassi and Tate(2012)에 따라
종속변수로 Tobin’s Q를 사용하였다. 이사회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미국의 경우는 독립
이사의 비율을, 한국의 경우는 사외이사의 비율을 사용하였다.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
변수들로는 기업규모(Total Assets), 레버리지, 그리고 기업성과(산업조정 자산수익률, 산업조정
주가수익률)를 사용하였다.
<표 2> 이사회의 독립성과 기업 가치에 관한 실증 분석
Dependent Variable: Ln
(Tobin’s Q)

한국

사외이사 비율(한국)

0.048
(0.565)

미국

0.161**
(0.046)

독립이사 비율(미국)
N

6476

7355

R2

0.103

0.186

※ 표준오차는 기업 수준에서 클러스터 되었으며, p-value는 괄호 안에 명시하였다. ***p＜0.01, **p＜0.05, *p＜0.1.

회귀분석 결과는 한국의 경우 사외이사 비율이 Tobin’s Q로 측정된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면 미국의 경우 독립이사 비율이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미국의 이사회는 기업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반면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해석은 미국의 경우 투자자
들이 이사회의 독립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사외이사의 비율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한국의 투자자들의 경우 학연과 지연 등으로
얽힌 사외이사들의 진정한 독립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고 간주할 수도 있다.

결론 및 시사점
이사회의 독립성과 기업 가치는 내생성 문제로 인해 그 관계가 명확히 파악되기 힘든 부분이 존재
한다. 그러나 이사 노동시장을 바탕으로 도구변수를 이용해 내생성 문제를 해결한 Knyazeva et
al.(2013)81)과, 이중차분 방식을 이용한 Guo and Masulis (2015)82)는 모두 이사회의 독립성과

81) Knyazeva, A., D. Knyazeva and D., Masulis R. (2013). The supply of corporate directors and board independence,
Review of Financial Studies, 26(6), 1561-1605.
82) Guo, L., and R. W. Masulis. (2015) Board structure and monitoring: New evidence from CEO tunover, Review of
Financial Studies, 28(10), 2770-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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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성과가 정(+)의 관계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본고에서는 최근 동일한 시기(2010년부터
2015년)의 한국과 미국 기업들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이사회의 독립성이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한국의 경우 이사회의 독립성과 기업 가치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 기업 이사회와 관련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제도적인 측면에서 기업들의 사외이사
확충을 강요해왔으나 실증분석 결과들은 제도적인 한계점를 시사한다. 이는 사외이사에 대한 직접
적인 제도보다는 사외이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고, 순기능 부분이 제대로 작동
하도록 이사회 멤버들이 이해상충 관계를 벗어나 효율적으로 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틀을 마련
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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