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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가 자산운용사
반대 의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김 선 민 선임연구원 (smkim@cgs.or.kr)

▶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이후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는 시장참여자들의 주된 관심사임
▶ 일부 언론 매체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반대율 또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전후
기관투자자의 반대율이 증가했다고 분석하였으나, 대조군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은 상기 분석만으로는 스튜
어드십 코드 도입이 실제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반대 행사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하는데 한계가 존재함
▶ 이 글에서는 기존 분석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투자자의 반대율
증감을 비교 분석함
▶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2017년~2018년 정기 주추총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이들 운용사의 반대 의
결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2018년 3월 정기주주총회 이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지 않은
자산운용사의 반대율은 전년대비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같은 기간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자산운용
사의 반대율은 2배 이상 증가함

분석 배경
 2016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는 국내 시장참여
자들의 주된 관심사임
○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반대 행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또 다른 매체에서는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반대율이 상승
했다고 보도함
○ 그러나 기사에서 이야기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투자자의 반대율’ 또는 ‘스튜어
드십 코드 도입 이후 기관투자자의 반대율’만을 분석해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실제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반대 행사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기란 어려움 (<그림1>참고)
- 무엇보다 이러한 분석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반대 행사를 높인
것이 아니라, 그 해 정기주주총회에 반대할 만한 안건들이 많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반대율
이 높아진 것이 아니냐?’라는 반론에 답을 해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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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기존 기사 분석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같은 기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투자자의 반대율 증감 내역을 포함하여 비교 분석함
[그림1] 기존 기사의 분석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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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개요
 (분석 대상)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을 통해 2017년~2018년 의결권 행사내역을 공
시한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대조군을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함1)
○ (분석 방법) 분석대상 자산운용사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를 확인하여, 2018년 3월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지 않은 자산운용사(16사)를 A그룹으로,
2017년 3월 정기주주총회 이후부터 2018년 3월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자산운용사(9사)를 B그룹으로 나누어 각각의 반대율을 구함 (<표1>과 <그림2>참고)2)
○ (반대율 계산) 2017년 3월 및 2018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 상정된 경영진 안건을 대상으로
이들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반대율을 구함3)
<표1> 분석대상(자산운용사) 그룹별 분류
A그룹 자산운용사

B그룹 자산운용사

KTB자산운용

대신자산운용

DB자산운용

멀티에셋자산운용

베어링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IBK자산운용

유리자산운용

이스트스프링
자산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

하나UBS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현대인베스트먼트

삼성액티브
자산운용
NH-Amundi
자산운용

KB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하이자산운용

동양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
자산운용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

메리츠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흥국자산운용

1) 해외 자산운용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2)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일은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http://sc.cgs.or.kr)에 공시된 최초게시일을 기준으로 함
3) 반대율 = 반대 건 수/전체 경영진 안건 수 (단, 보고안건, 경선안건은 전체 경영진 안건 수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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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분석방법 도식화
ⓐ A의 △ 반대율

SC 미도입 (A)
SC 미도입 (B)

스튜어드십 코드(SC)
도입 시점

2017.3
정기주총

SC 미도입 (A)
ⓐ 와 ⓑ △ 반대율 비교
SC 도입 (B)

2018.3
정기주총
ⓑ B의 △ 반대율

포인트1.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지 않은 자산운용사도 반대율이 증가하였는가?
 <표2>를 통해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지 않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반대율은 전년도 정기
주주총회 대비 유사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2018년 3월 이전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안 한 자산운용사(A그룹)의 2018년 3월 정기
주주총회의 반대율은 약 3.35%로 전년도 정기주주총회 대비 변화가 거의 없었음
○ 반면, 2018년 3월 이전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자산운용사(B그룹)의 2018년 3월 정기
주주총회의 반대율은 약 7.19%로 전년도 정기주주총회보다 2배 이상 증가함

 그러나 A그룹과 B그룹의 의결권 행사 대상기업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기 분석만으로는
반대할 만한 안건이 많이 상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B그룹의 2018년 정기주주총회 반대 건 수(275건)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해서 A그룹의
의결권 행사 결과를 추가적으로 살펴봄
○ B그룹이 반대한 275건 중 A그룹이 동일 기업, 동일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는
241건이며, 안건 단위당 A그룹에 속한 기관투자자의 반대율이 50% 미만인 경우는 207건
임4)5)

4) 275건에 대하여 A그룹(16개 자산운용사) 중 한 곳 이상의 기관투자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가 241건임
5) 안건 단위 당 A그룹에 속한 기관투자자의 반대율이 50% 미만인 경우, 해당 안건이 반대할 만한 안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가정함
(일례로 A기업의 1호 안건에 대해서 가~사 기관투자자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는데 총 7곳의 기관투자자 중 3곳의 기관투자자가 반대
하였다면 1호 안건은 다수가 반대할 만한 안건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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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다수의 기관투자자들이 반대할 만한 쟁점이 있는 안건들이 많이 상정되어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자산운용사의 반대 의결권이 증가한 것은 아님
○ 지금까지 A그룹과 B그룹의 반대율 변화분석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B그룹의 의결권 행사 결정 방식을 변화시켰음을 추론할 수 있음
<표2> 2018년 3월 정기주주총회 안건 반대율 비교
2017년 3월
정기 주총 반대율

2018년 3월
정기 주총 반대율

반대 건 수

총 경영진
안건 수

반대율

반대 건 수

총 경영진
안건 수

반대율

2018년 3월 기준
미도입(A그룹)

101건

3,259건

3.10%

127건

3,787건

3.35%

2018년 3월 기준
도입(B그룹)

86건

3,060건

2.81%

275건

3,824건

7.19%

*A그룹의 2017년 3월과 2018년 3월 정기주주총회 평균 반대율은 각각 2.43%(sd=4.09), 2.92%(sd=3.66)
*B그룹의 2017년 3월과 2018년 3월 정기주주총회 평균 반대율은 각각 2.82%(sd=4.15), 7.11%(sd=2.60)

포인트2.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자산운용사는 어떤 안건에 반대하였는가?
 2018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선임 안건에 대한 반대 비중(약73%)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2>참고)
○ 하지만 2017년에도 동 안건에 대한 반대 비중은 여전히 높았음
○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전년대비 2018년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임원보수(이사보수한도,
감사보수한도, 주식매수선택권,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적정성을 판단하는 안건에 대한 자산운
용사의 반대가 증가했다는 것임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자산운용사는 보수 관련 안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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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자산운용사(B그룹)의 안건 유형별 반대율 비교: 2017년 vs.2018년
2018
기타

2017

0.54%
1.09%

회장 또는 대표이사 선임
주식 분할 또는 병합
자본 증가 또는 감소
회사 또는 사업의 분할 및 합병

1.36%
2.45%
1.36%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4.63%

주식매수선택권
1.63%

감사 보수 한도
이사 보수 한도

2.72%
2.45%
3.40%

감사 선임

4.90%

감사위원 선임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12.24%

15.80%

0.82%
0.68%

사외이사 선임

17.01%
5.72%

사내이사 선임
정관 변경 안건
재무제표(이익배당) 승인

5.44%

22.89%

12.24%
8.99%

3.00%
2.04%

향후 전망
 2019년 2월 25일 기준, 2018년 3월 정기 주주총회 이후 가입한 자산운용사의 수가 9사에서
26사(17사 증가)로 증가한 만큼 향후 주주총회에서 이들 자산운용사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예상됨
 또한, 임원선임 안건에 대한 반대비율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기대되나 그동안 지배구조 측면
에서 중요한 안건임에도 자산운용사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통과시킨 안건들의 모니터링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상기 언급하였듯, 2018년도에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자산운용사들은 기업 내부 지배구조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임원보수와 관련된 안건(이사보수한도, 감사보수한도, 주식매수선택권,
임원퇴직금 지급규정)들에 대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함
○ 이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그동안 문제가 있는 안건에 대한 자산운용사들의 모니터링을 높여준
결과라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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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지배구조 수준에 따른
기관투자자들의 안건 반대 경향성
안 유 라 연구원 (yurahn@cgs.or.kr)

▶ 경영진이 회사 가치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결정을 내리려는 경우 주주는 의결권 행사를 통해 경영진에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음
▶ 기관투자자들의 2018년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을 조사한 결과, 실제로 회사의 지배구조 수준이
낮을수록 기관투자자들이 안건 반대를 더 많이 한 것이 확인됨
▶ 이는 지배구조 수준이 낮은 회사일수록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이 있는 안건을 상정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함
▶ 특이 이러한 경향성은 정관 변경, 임원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는 회사의 지배구조 수준과 상정 안건의 내용 등을 엄밀히 살펴보고 책임 있게 의
결권 행사를 해야함

검토배경
 2019년 1분기 정기주주총회 시즌 이후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행사 공시 기간6)이 지남에
따라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내역에 관심이 높아짐
○ 특히 이번 정기주주총회 시즌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공식적으로 참여7)한 이후
맞이한 첫 시즌이었으므로 국민연금 및 국내외 연기금들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매우 높았음
○ 뿐만 아니라 주주들이 회사에 주주제안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의결권 반대 행사 의사를 표명하고
지배구조에 관한 토론이 확대되기도 함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 ⑧항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과 그 사유를 공시해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매년 4월 30일
까지 직전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을 공시해야함
7)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보도자료, 2018.07.30.,“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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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는 상장회사가 상정한 안건을 바로 부결시키지는 못해도
투자자들이 회사의 경영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며, 경영진이 회사 가치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경우 주주들이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게 하여 지배구조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동일한 맥락에서 주주의 의결권 행사는 주주로서 경영진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적극적
수단으로,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반대 표시는 기업가치 하락에 대한 강력한 우려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음(김한나, 연강흠 2014)8)

 이하에서는 지배구조 수준에 따라 상장회사(금융사 제외9))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2018년
정기주주총회 안건 반대 행사 비중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차이가 있다면 어떠한 유형의
안건에서 안건 반대 비중이 명확하게 차이 나는지 조사하고자 함
○ 이는 통상적으로 지배구조 수준이 낮은 기업은 주주가치 훼손 안건을 결의할 가능성이 높아
주주들이 안건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임
○ 실제로, 미국 기업들의 이사회 선거에 있어 지배구조수준이 낮은 기업에서는 경영진 친화적인
후보들이 이사선거에 입후보하기 때문에 주주들은 그러한 후보에 대해 찬성할 확률이 낮다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증명하는 연구도 수행됨10) (Cai et al. 2009)
○ 또한, 특정 안건 유형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 추후 주주들은 지배구조 수준이
열악한 회사들이 상정하는 특정 안건들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함

분석 개요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하 KCGS)이 실시한
ESG(환경, 사회책임, 지배구조) 평가의 G등급을 이용함
○ 등급은 총 7가지(S, A+, A, B+, B, C, D)이며 평가 대상의 대다수는 B+, B, C 등급에
포진함
- 평가는 2018년 상반기(4월-6월)에 실시되었으며 등급은 2018년 7월에 부여됨11)
- 평가에서는 회사의 이사회 및 내부 조직, 주주권리 보호 장치 유무, 회사의 주주가치 훼손
이력 등 다양한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함
○ 단, 신규･이전 상장되어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회사의 경우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 사명(社名) 변경이 있었던 경우, 신규 사명으로 통일시켜 조사 대상에 포함함

8) 김한나와 연강흠, 2014, “기관투자자 의결권 반대행사의 경영진 견제효과”, 「한국증권학회지」, 제 43권 제1호, pp.1-22
9) 금융회사의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지배를 받고 非금융상장회사와 다른 기준으로 지배구조 평가를 실시하므로 분
석의 통일성을 위해 조사 대상에서 제외함
10) Cai, J., J. L. Garner, & R. A. Walkling. 2009. Electing Directors, Journal of Finance 64(5), 2389-2421.
11) KCGS 보도자료, 2018.11.01., “2018년 ESG등급 부여 및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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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내역은 KCGS의 ‘의결권정보광장(VIP)12)’홈페이지에 공시된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2018년 의결권 행사 내역을 이용하였으며 조사 대상 기관투자자는 공
적연기금 3사(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및 민간기관투자자(자산운용사,
생명･손해보험사, 증권사) 123사임
○ 본 분석 자료는 회사 경영진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반대 행사의 경향을 보려는 것이므로,
이사회가 결의한 경영진 제안 안건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대 안건 비율을 집계하였으며 조사
대상 안건은 2018년 1분기 정기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들로 한정함
○ 또한, 안건의 집계 방식은 회사가 안건을 공시한 방식과 다를 수 있음
- 가령, 이사 선임 시 회사는 여러 명의 후보를 한 개의 안건에 상정할 수 있으나, 분석에서는
후보별로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간주하여 총 집계 안건 수가 늘어날 수 있음

 분석에서 제시한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반대 행사의 비율은 각 등급에 속한 회사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취합하여, 각 기관투자자별 안건 반대 행사 비율(회사가
상정한 총 안건 수에서 반대 안건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고 단순평균 낸 값임
○ 이때, 각 기관투자자들의 회사 보유 지분(실질적 의결권)을 따지지 않고 하나의 투자자로
간주하여 분석을 실시함13)

지배구조 등급에 따른 반대 안건의 비율 차이
 2018년 지배구조 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반대 행사 비율을 살펴본 결과,
지배구조 등급이 B+에서 C로 낮아질수록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 반대 행사를 한 비율이 증가
하는 추세가 명확하게 나타남
○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배구조 등급이 낮은 기업이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는 안건을
결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함
- 또한, 지배구조 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각 등급에 속한 회사가 상정한 총 안건 중에서 반대
안건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증가하므로 이러한 경향성이 명확해짐
○ 단, A+ 그룹의 경우 기업 수가 6사14)인데 반해 안건 반대 비율이 약 13%로 매우 높게
집계되어있으나, 이는 한 개 기업의 특정 안건에 의한 결과로 보여 A+ 그룹의 안건 반대
비중이 제일 높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려움
○ 마찬가지로, D 그룹의 경우 포함된 회사의 수가 17사에 불과하고 총 안건 수 자체도 다른
그룹에 비해 상당히 적어 해석에 유의해야 함

12) http://vip.cgs.or.kr
13) 예를 들어 한 회사의 보유 지분이 10%가 넘는 기관투자자와 3%인 기관투자자가 있고 이 둘이 모두 4개의 안건 중 1개, 2개에
각각 반대했다면 안건 반대율의 평균은 25%과 50%의 평균인 37.5%임
14) SK, SK텔레콤, S-Oil, 케이티앤지, 포스코, 풀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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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경향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나, 기관투자자의 반대 투표가
다른 투자자들과 소액 주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고려하면 여전히 큰 의미를 가짐
○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가 의안의 부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해도 향후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음15)
(Ertimur et al. 2018)
- 본 연구에서는 미국 기업들의 비경쟁 이사선임에 있어 주주들의 보류표가 이사선임 안건의
부결여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나, 향후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 CEO의
과대한 보수 지급, 이사 시차임기제 등과 관련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실증분석을 통해 증명함
[그림 1] 회사의 지배구조 등급에 따른 기관투자자들의 2018년 반대 안건 비율
14.00%

12.92%

12.00%

11.25%

10.00%
8.79%
8.11%
8.00%

7.01%

6.00%

5.05%

4.00%
2.00%
0.00%
A+

B+

A

B

C

D

<표 1> 회사의 지배구조 등급에 따른 기관투자자들의 2018년 반대 안건 비율
구분

A+

A

B+

B

C

D

기업 수 (사)

6

18

104

156

90

14

기관투자자들의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 평균 (%)

12.92

5.05

7.01

8.79

11.25

8.11

(A) 반대 안건 수 (건)

74

69

230

226

127

17

(B) 총 안건 수 (건)

1485

1600

5673

3057

1765

201

(A/B) 반대 안건 비율16) (%)

4.98

4.31

4.05

7.39

7.28

8.46

15) Ertimur, Y., F. Ferri, & D. Oesch. 2018. Understanding Uncontested Director Elections, Management Science 64(7),
2973-3468.
16) 등급별로 회사가 상정한 총 안건에서 반대 안건이 차지하는 비중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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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등급에 따른 안건 유형별 반대 안건 비율 차이
 지배구조 평가 등급과 안건 유형을 기준으로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반대 행사 비율을 살펴
본 결과, 지배구조 등급이 하락할수록 의결권 반대 비율이 증가한 안건 유형은 정관 변경 안건,
임원(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임 안건,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이었음
<표 2> 지배구조 등급에 따른 안건 유형별 의결권 반대 비중
안건 구분

지배구조 등급별 의결권 반대 비중
A+

A

B+

B

C

D

재무제표/이익배당

1.23%

0.41%

1.16%

2.07%

0.97%

0.00%

정관 변경

5.13%

2.74%

5.79%

13.48%

12.66%

16.67%

사내이사

3.03%

3.87%

2.09%

4.50%

7.14%

10.34%

사외이사

4.53%

4.95%

4.60%

9.37%

8.04%

28.57%

기타 비상무이사

2.74%

-

2.70%

0.00%

8.33%

-

감사위원

5.76%

4.47%

5.52%

10.57%

6.32%

33.33%

감사

-

-

6.90%

12.00%

13.11%

26.32%

회장 또는 대표이사

44.00%

-

-

-

-

-

이사

0.00%

4.53%

5.94%

10.41%

10.60%

8.51%

감사

-

-

1.75%

2.77%

4.65%

0.00%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6.67%

0.00%

6.88%

21.43%

0.00%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변경

-

31.71%

9.09%

13.04%

11.76%

0.00%

사업 분할 및 합병

-

-

-

-

-

-

주식 분할 또는 병합

-

-

-

0%

-

-

임원선임

보수한도

자본 증가 또는 감소

-

-

0%

0%

-

-

기타†

34.78%

-

0%

0%

-

-

전체

4.98%

4.31%

4.05%

7.39%

7.28%

8.46%

†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주주포괄위임 갱신의 건, 사외이사 현원 유지의 건

 기관투자자들은 상기 안건 유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대 사유를 밝히며 의결권 행사를 함
○ (정관 변경) 정관 변경을 통한 주식 수 증가로 주식가치 희석 우려, 이사의 책임 감면 규정
신설, 경영권의 과도한 방어 우려 등
○ (사내이사 선임) 과도한 겸임, 이사의 감독 의무 소홀, 자본시장법 혹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인한 사법적 유죄 판결 이력 존재 등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장기연임으로 인한 독립성 취약 우려, 과도한 겸직, 감시 의무
소홀, 출석률 저조, 과거 회사 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가치 훼손 이력 존재 등
○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경영성과 대비 한도 과다, 합리적 근거 없이 시장 평균보다 높은 보수
한도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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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으로 지배구조 수준이 낮은 기업들은 실제로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는 정관 규정 도입,
독립성･책임성을 겸비하지 못한 이사 선임, 경영성과와 연계되지 않은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들을 상정하고 있고 기관투자자들은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음
○ 이는 기관투자자들이 ‘주주총회의 거수기’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더 적극적으로 주주로서의
의사표명을 하고 있음을 나타냄

 반대 비율이 20%가 넘는 안건들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수한 안건들이 상정되
어 안건 반대 비중이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함
○ A+ 등급의 ‘회장 또는 대표이사 선임’ 안건에서 반대 안건 비중이 44%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
데, 이는 케이티앤지의 이사 후보 선임17)에 대해 시장에서의 상반된 두 입장의 의견 차이가
의결권 행사로 나타난 것으로 보임
○ A 등급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안건에서 반대 안건 비중이 31.71%로 매우 높게 나타났
는데, 이는 한 상장사의 임원퇴직연금제도 규약에 대한 반대로 인한 것이며, 기관투자자들은
지급규정의 제정 취지 또는 기준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반대사유를 공시함
○ B 등급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안건에서 반대 안건 비중이 21.43%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안건 수 자체가 매우 적어 반대 비중이 과하게 산출됨
○ 한편, D등급에서는 눈에 띄게 사외이사, 감사위원, 감사를 포함한 이사 선임 안건에서 반대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B등급과 마찬가지로 안건 수의 절대적인 수가 작고, 국민연금
공단의 반대로만 나타나 수치 자체의 의미가 다소 왜곡되어 있음

2019년 정기주주총회의 시사점
 2019년 1분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KCGS가 기관투자자들에 권고한 내역을 살펴본 결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에 반대 권고 비율이 가장 높았음18)
○ 기관투자자들의 반대 투표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사들은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이 있는 안건들을
지속적으로 상정하는 상황임
○ 이에 따라,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는 안건에 대한 지속적･적극적인 반대 의결권 행사가
요구되며 궁극적으로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져야 함
- 또한 궁극적으로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서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의 지속적 소통 노력, 주주활동 노력 등도 필요함
- 따라서 금번 정기주주총회 시즌에서 다양하게 나타난 주주관여 활동이나 주주제안 활동은
적극적 의결권 행사와 더불어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음

17) 백복인 KT&G 사장 연임할까...16일 주총 '운명의 표대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13/2018031301085.html
18) KCGS 보도자료, 2019.04.04., “2019년 1분기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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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Cahery et al. (2016)은 장기적 관점의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대상회사에 문제가 발생
하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식을 처분하는 exit전략을 취하기보다
회사에 주주로서 의사를 다양한 경로로 전달하는 voice전략을 취함을 설명함19)
<표 3> 2019년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

전체

재무
제표
･
이익
배당

정관
변경

반대투표 권고율(%) 15.9

6.8

반대투표 권고수(건)

354

상정 안건수(건)

2,229

구분

이사회
사내
이사

기타
비상무
이사

사외
이사

6.4

4.9

2.2

21

21

17

307

326

345

감사기구
계

이사
보수
한도

감사
보수
한도

48.8

26.7

27.1

1.6

65

20

85

81

2

277

41

318

299

123

계

감사
위원

감사

23.7

14.2

23.5

1

93

111

45

392

782

출처: KCGS(http://www.cgs.or.kr/)

결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는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는 안건에 대해 주주들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여 회사의 전반적인 지배구조 수준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의결권 행사는 당장 안건을 부결로 이끌지는 못해도, 다른 기관투자자들에게 동 안건이
주주가치 훼손 우려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고, 주주들이 회사의 지배구조 수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보여줌
○ 이에 따라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를 도입하는 기관투자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더욱 더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기대함

 또한 지배구조 수준이 낮은 기업일수록 의결권 반대 의사 비중이 높은 안건을 상정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관투자자는 회사의 지배구조 수준과 상정 안건의 내용을 엄밀히 살펴보고 수탁자
로서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를 해야함
○ 이를 위해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자문사에 전문적인 의안 분석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의 사전 공시 내역을 모니터링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또한, 회사와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뒤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지속적인
회사와의 소통이 필요함
○ 마찬가지로 회사 역시 특정 안건 유형에서 투자자들의 반대 경향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 투자자
들이 제시한 반대 사유를 면밀히 살펴보고 추후 비슷한 안건을 상정할 시에는 안건 상정의
합리적 근거나 이유 등을 설명해야 함

19) McCahery, Joseph, Starks, Laura, and Sautner, Zacharias, 2016, Behind the scenes: The corporate governance
preferences of institutional investors, Journal of Finance 71, 2905– 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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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SDGs에의 접근20)
 Brookings 연구소는 최근 지속가능성 부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40개 기업을 조사하였
으며,21) 이 중 14개 기업의 임원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지속가능성 및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22)에 대한 접근방법을 확인함
 프로세스
○ 기업은 시민단체 및 정부와는 달리 ESG 요소의 사업상 이익에서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에 접근함
○ SDGs 및 지속가능성의 동인으로는 사업에서의 동인과 가치에의 동인이 있음
- 사업에서의 동인은 사업기회를 최대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임
- 가치에의 동인은 기업의 목적 또는 가치를 단순한 재무적 이익에서 더 나아가는 것임

 지속 가능성 구현 : 세가지 메커니즘
○ 전략 단계에의 통합
- 전략의 초점을 주주가치에서 공유가치 창출을 포함하는 초점으로 전환
- ESG를 재무적 이익과 함께 기업 전략에 포함시킴
○ 운영 단계에서의 통합
- 전략에 대한 책임을 위해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달성시기별 목표 식별
-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기업과 관계있는 주요 지속가능성 문제를 식별, 관리
- 기업 전략과 가장 관련있는 SDGs의 목표는 목표 8(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목표 12(책
임있는 소비와 생산), 목표 17(목표에 대한 파트너십)임
○ 조직에의 통합
- 이사회, 임원으로부터의 리더십을 통해 전사적으로 실행할 수 있음
- 지배구조 차원에서 지속가능성 위원회 또는 담당 임원, 관리체계 등을 통해 집행 가능

 측정
○ 사회와 지배구조 이슈는 측정이 어려우며,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기준 등 표준
화의 노력이 있음

20) Brookings, 2019.1.8., “How corporations are approaching sustainability and the Global Goals”
21) Milan Kaur and Mai Nguyen, The Brookings Institution, 2018, “Levaraging the business sector for a sustainable
future”, https://ghd.georgetown.edu/wp-content/uploads/2018/12/Business-Sector-and-the-SDGs-Final-Report.pdf
22) SDGs는 2016~2030년 모든 나라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목표로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후속사업으로서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추구하던 빈곤퇴치의 완료를 최우선 목표로 하되 나아가 글로벌하게 전개되고 있는 경제･
사회의 양극화, 각종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지구환경의 파괴 등 각국 공통의 지속가능발전 위협요인들을 동시적으로 완화해 나가기
위한 국가별 종합적 행동 및 글로벌 협력 아젠다로 구성되어 있음, 지속가능발전포털, http://ncsd.go.kr/app/sub02/2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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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 사례
○ 모든 기업은 비즈니스 환경과 규제 환경이 다르므로 성공을 보장하는 모범 사례는 없으나,
지속가능경영 전략의 6가지 우수 관행을 다음과 같이 확인함
- 핵심 동인 파악
- 지속가능성과 비즈니스 목표를 모두 포괄하는 전략 수립
-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달성시기별로 관리되는 지속가능성 목표 확인 및 전달
-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관리 전략 수립
- 핵심 역량을 활용하는 파트너십 및 제휴 구축
- 주요 비즈니스 기능 내 지속가능성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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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SGA 서한 발송, 기업문화와 장기 전략과의 연계성
 지난 1월, SSGA23)는 기업의 문화와 장기 전략과의 연계성(alignment)을 주요 관여 사안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공개함24)
○ SSGA는 기술혁신,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특히 기업문화와 장기전략과의 연계성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장기가치창출에 중요한 요인이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함
- 글로벌 회계법인 EY에 따르면, 기업문화와 같은 무형자산이 평균적으로 기업 시장가치의
52%를 차지하며, Heskel과 Westlake(2017) 연구25)에 따르면 최근 미국과 영국에서는
기업가치를 창출하는 요인에서 유형자산보다 무형자산의 비중이 더 크다고 함
- 좋지 않은 기업문화는 과도한 리스크 부담이나 비윤리적 행위 등 기업의 장기적 성과를
감소하는 요인과 관련 있으며, CEO 교체, 인수합병 등의 위기 상황이나 전략적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기업에게 큰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특히, 2018년 6월에는 영국 재무보고위원회(Financial Reporting Council)는 개정 영국
기업지배구조규준(UK Corporate Governance Code)26)에서 이사회의 역할 중 하나로
기업문화를 기업 목적, 가치 및 전략과 연계하는 것은 명문화하였으며,
- 2017년 10월 미국기업이사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Corporate Directors)의 블
루리본위원회 리포트(Blue Ribbon Commission Report)27)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가이
드라인을 발표함
○ 한편, SSGA는 기업관여 활동 중에서 이사회가 기업문화를 파악 및 분석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하였으며, 이러한 기업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분석 툴을 제시하고
자 함
- 구체적으로 ➀문화와 전략이 연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➁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이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➂이사회가 기업문화를 모니터링하기 용이하게 보고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내용임

23) State Street Global Advisors
24)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ial Regulation, 2019.1.15., 「2019 Proxy Letter –
Aligning Corporate Culture with Long-Term Strategy」
25) Jonathan Haskel and Stian Westlake, 2017, “Capitalism Without Capital: The Risk of the Intangible Econom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6) FRC, 2018,「UK Corporate Governance Code」
27) NACD, 2017,「Culture as a Corporate A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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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GA가 제안한 기업문화 분석 툴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단계: 비교분석(Comparative Analysis)
- 차이점 분석(Gap Analysis) 등을 통해 현재 기업문화와 장기전략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➀연계되어 있는 경우 현재의 기업문화를 지속하기 위한 주요 지표를 파악하고, ➁연계되
어 있지 않은 경우, 바람직한 문화를 설정하고 바뀌어야 할 관행과 요인들을 발견하는
단계가 선행되어야 함
○ 둘째 단계: 적용(Implementation)
- 첫 번째 단계에서 발견된 바람직한 문화 정착을 위한 요인들을 보상체계 등 인센티브
제도와 연결하여 문화와 전략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기업문화 정착에 경영진의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셋째 단계: 보고(Reporting)
- 바람직한 기업문화를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조직 내 커뮤니케
이션 채널이 설정되어야 함
[그림 1] 기업문화와 장기전략 분석 툴
Framework For Aligning
Corporate Culture with
Long-Term Strategy

if yes

How does the board/senior management perpetuate
the current corporate culture?
Identify key drivers of corporate culture

Describe the corporate
culture needed to
achieve long-term
strategic objectives.

Describe the existing
corporate culture.

Is corporate culture
aligned with long-term
strategy?

Conduct GAP analysis

if no

How is progress
towards desired
corporate culture
monitored?

Communicate impacts
of corporate culture
and its alignment to
strategy.

Identify indicators

Reporting

How does the current corporate culture need to
change?
Identify practices/agents that need to be changed

*출처: SS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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