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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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