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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관련 주요 법제의 국내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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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집단은 우리 경제와 사회에서 차지하는 막대한 비중으로 인해 지속적인 관심과 규율의 대상이 되어 옴
▶ 현재 우리나라 법은 다양한 법영역을 통해 기업집단을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지배주주의 사익추구와 기
업집단의 법적 정체성이 핵심 이슈임
▶ 최근 공정거래법과 회사법을 중심으로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정이 추진 중임
▶ 이에 기업집단 지배구조와 관련된 주요 법제의 국내외 동향을 살펴봄

검토 배경
 기업집단은 다수의 회사가 자본과 인력을 결합하여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는 경제적 실체로서
우리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다양한 법제의 규제 대상이 되어 왔음
○ 기업집단의 경제적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이로 인해 커지는 기업집단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우리 기업 정책의 주요한 이슈 중 하나임
○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
편법적 지배력 확대와 사익편취를 통한 경제력 집중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 및 적극적인 규정 활용 등의 수단을 강구하고 있음
○ 법무부에서도 최근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집단 관련 지배구조 법제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본고에서는 기업집단의 경영활동 및 지배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정거래법과 회사법을
중심으로 주요 동향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공정거래법에서는 특히 보다 강력한 규제의 대상범위를 정하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와
부당한 경영권 승계의 수단이 되고 있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를 살펴봄
○ 회사법에서는 경제적 실체로서의 기업집단 경영활동에 대한 법적용 가능성을 제시한 최근
판례를 소개하고, 주주가치의 적극적인 보호수단인 다중대표소송에 대해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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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관련 주요 쟁점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주요 특징
○ 기업집단이 형성되는 일반적인 배경으로는 거래비용의 절감, 규모의 경제, 시너지 효과, 외적
성장(확장) 등을 들 수 있음
- 이에 더해 기업집단은 지배회사 채무 책임의 제한, 기업집단(그룹)의 브랜드 가치 활용,
기업집단 내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영이익의 공유, 글로벌 경영을 위한 유리한 체계
구축, 기업집단을 활용한 자본조달의 용이 등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집단을 형성하고
하나의 경제적 행동체로서 활동을 영위함
○ 나아가 기업집단 형성의 본질 즉, 내부화(internalization)에 따른 효율적 동기 측면에 대한
선행연구도 존재함
- 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일반 독립 기업에 비해 내부시장 형성을 통해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Willamson, 1975)1), 외부기업을 통한 조달 의존보다 안정적 조건에서 지속적
거래관계가 확보되어 장기 예측성이 향상되고 경영상 기밀 유지가 가능함을 밝힘(Hyland
and Diltz, 2002)2)
○ 한국의 기업집단이 다른 국가의 기업집단과 구별되는 주요 특징으로는 소수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심화, 소수지분 대비 지배주주의 강력한 통제권, 높은 내부거래 비중, 경영권
승계 이슈 등이 있음
○ 우리 기업집단의 가장 큰 특징은 소수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어 우리 국민경제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크다는 점임
- 2001년~2012년 상위 30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3)에 따르면, 2002년과 2012년의
기간 중 30대 기업집단 자산총액의 GDP 대비 비율은 1.8배(52.37%→94.02%) 증가하여
대규모 기업집단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함을 보여줌
○ 기업집단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소수지분으로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controlling
minority shareholder)를 들 수 있음4)
- 이러한 지배주주들은 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나 피라미드구조5)를 통해 실제의 경제적
지분보다 훨씬 큰 지배력(의결권 혹은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데, 이는 경제적 권리(cash
flow right)와 지배력(control right)의 괴리 현상 즉 대리인 문제를 심화시킴

1) Williamson, O.E., 1975, Markets and Hierarchies: Analysis and Antitrust Implications, Free Press, New York
2) Hyland, D.C. and J.D. Diltz, 2002, “Why Firms Diversify: An Empirical Examination.” Financial Management, 31(1),
pp. 51-81
3) 김상조,2014,“기업집단 규율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재벌의 양극화 현상 및 기업집단법적 대안-”, 한국경제발전학회 정책토론회
(2014.7.9.), p. 57 참조
4) 천경훈, 2013,“기업집단의 법적 문제 개관”,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BFL 제59호(2013. 5.), p. 7 참조
5) 피라미드구조란 복수의 회사가 층층이 출자함으로써 상단에 있는 회사가 적은 지분율로 하단의 회사를 지배하는 구조로, 경제적 권리와
지배력의 괴리가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임. 천경훈, 앞의 책, p.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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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집단의 높은 내부거래 비중도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빼놓을 수 없는 특징임
-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분석6)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60개 집단) 소속 계열회사(1,770개)의 2017년 중 내부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1.4조원으로 비중은 11.9%로 조사됨
- 특히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에서 내부거래 비중(12.9%→13.7%) 및 금액(122.3조원→
142.0조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한국 기업집단의 주요 특징으로는 경영권 승계 이슈가 있음
- 경영권 승계는 총수 있는 기업집단에서 중요한 이슈이며, 앞서 제시한 특징인 소수지분으
로의 지배, 높은 내부거래 비중 역시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혹은 경영권 승계 이슈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기업집단 지배구조 관련 주요 법제
○ 기업집단은 단일 법영역이 아닌 공정거래법, 회사법, 세법, 자본시장법, 노동법 등 다양한
법영역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포함될 경우 보다 강력한 규제의 대상이 됨
○ 현재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와
기업집단의 법적 정체성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음
- 소수 지분으로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많은 기업집단의 특성상,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는
회사의 이익 혹은 소수주주 이익과의 이해상충을 야기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옴
- 기업집단은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진 회사들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는 경우이나, 적지
않은 경우 기업집단은 개별 경영활동 주체로서 기업집단 전체와 소속 개별기업의 이익에
관여하는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아래에서는 앞서 밝힌 기업집단의 주요 특징과 연관 지어 기업집단 지배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정거래법과 회사법의 주요 법제를 중심으로 동향을 소개하고자 함
- 공정거래법의 경우, 일반 기업집단에 비해 보다 광범위한 규제 대상이 되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살펴보고, 이어 지배주주 사익추구를 규제하는 법제 동향에 대해 소개함
- 회사법의 경우, 기업집단 경영 행위의 법적 판단에 대한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경영진 위법행위의 억제장치가 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의 동향에 대해 살펴봄

6) 공정거래위원회, 2018,“(보도자료)2018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2018. 10.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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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의 기업집단 관련 주요 법제 동향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공정거래법의 주요 입법 목표 중 하나인 경제력 집중
억제 관련 규제 실행에 있어 규제의 적용 대상을 사전에 지정하여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임
- 현행 법규는 기업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5조원 이상)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10조원 이상)으로 이원화하여 지정하고 규율하고 있음
- 공정위에 의해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의 상호순환출자금지, 채무
보증금지,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제한 등과 같은 사전적 규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
해당)와 사익편취 규제, 각종 공시의무 등의 사후적 규제의 대상이 됨
- 이외에도 중소기업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38개의 법령도 함께
적용을 받음에 따라 다양한 법률에 노출되어 해당 기업집단으로서는 법적 리스크가 커지는
부담을 안게 됨7)
- 이로 인해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제도는 단순한 지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기업
집단(일명 ‘재벌’) 정책의 출발점이 되고 있어 제도 개선에 대한 꾸준한 요구가 제기되어
왔음
- 특히 자산 규모 기준의 변경가능성8)이 있어 장기적 예측가능성이 낮고, 기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행정비용이 발생하며, 검토시마다 지정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9)
○ 공정위는 이러한 논의를 반영하여 2018년 8월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함10)
- 공시대상기업집단은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을 현행 자산 규모
(10조원)에서 GDP의 0.5%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편함
- 규제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명목 GDP 0.5%가 10조원을 초과하는 해의 다음해부터
시행함
- 공정위의 개정안은 지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검토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공정거래법 규제 목적에 부합하는 지정 기준의 세분화의 필요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음

7) 황창식, 이수경, 2016,“대규모 기업집단 규제의 현황, 성과 및 개선 방향”, BFL 제78호(2016.7.), pp. 9-12 참조
8) 자산규모 기준 지정기준은 2009년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에 이어, 2016년 9월에 자산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하는
변경이 있었으며, 2017년부터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별도 지정함
9) 신영수, 2018,“기업집단법제 전면개편 방안 Ⅰ”,「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기업집단분과 토론회」(2018.7.6.) 참조
10) 공정거래위원회, 2018,“(보도자료)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 개편”(3018.8.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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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유럽 대부분의 경우 기업집단 규제만을 위한 특별법은 없으며, 주로 회사법상의
개별규정을 통해 규율하는 방식임11)
- 다만 독일의 경우 주식법에서 기업집단 규제를 명문화하고 있으며12), 일본에서도 2014년
회사법 개정을 통해 기업집단 규제 일부를 도입함13)
- 특히 유럽의 경우 초기에 유럽주식회사를 위하여 독일 주식법상의 기업집단규제를 도입
하려고 하였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기업집단만을 위한 특별법 형태를 포기하고 회사법으로
규율하는 방향으로 전환됨
- EU에서는 기업집단 법제의 규율 원리를, 회사법을 중심으로 각 회원국의 고유한 사정에
맞게 경쟁법, 세법, 금융법, 노동법 등에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임

 사익편취 규제
○ 지배주주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사익편취 규제는 기업집단의
불공정한 내부거래의 한 유형인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총수일가 터널링 및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으로 확대됨
-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제(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는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부당내부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1996년에 도입되었으나, 2000년대 들어 총수 있는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4년 총수일가
사익편취(일명‘일감몰아주기’) 규제(공정거래법 제23조의2)를 신설함
- 일감몰아주기는 지원객체가 고정적인 일감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고,
총수 일가는 이 지원객체를 보유함으로써 이익을 취할 수 있음. 따라서 기존 내부거래에
대한 비판이 지원주체의 손해에 주목하는 것에 비하여,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지원객체의
이익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음14)
-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내부거래 비중은 일시적으로 감소하다가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었
으며, 지분 매각 및 상장, 물적 분할, 공익법인 설립 등 규제 회피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15),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 요구가 제기되어 옴

11) 김성화, 2017, “EU 기업집단법제에 관한 검토 –규제의 전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22권 제2호 통권 60호
(2017. 12.) 참조
12) 독일 주식법은 지배회사에 의하여 종속회사의 소수주주나 채권자 이익이 손해를 입는 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집단규제를 도입함.
김성화, 앞의 책, p.281 참조
13) 이에 비해 일본 회사법은 모회사(지배회사)나 그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독일 주식법과 차이가 있음. 김성화, 앞의 책,
p.280 참조
14) 송옥렬, 2014, “기업집단 내부거래 및 일감몰아주기 규제 근거의 검토”, 상사법연구 제33권 제3호(2014), pp. 314-314 참조
15) 사익편취 규제 도입 해인 2013년 15.7%에 비해 14년에 11.4%로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15년 12.1%, 16년 14.9%, 17년
14.1%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섬. 신영수, 앞의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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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는 규제회피 등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8년 8월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함16)
-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을 현행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에서 상장･ 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킴
- 이에 더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사익편취 수단 활용 방지를 위해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함17)
- 이번 개정을 통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확대되어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판례를 통해 제기되고 있는 ‘부당성 요건’에 대한 보완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음18)
○ 사익편취 규제를 포함하여 우리나라가 공정거래법을 활용하여 기업집단의 내부거래를 규제하는
방식은 이례적인 사례에 속하며, 선진국의 입법례에서는 회사법적 통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임19)
-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규제를 위해 다양한 법적 장치를 병렬적이고 중첩적
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공정거래법이 위치하고 있음
- 내부거래에 대해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에서는 그에 따른 회사법적 통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
이며, 기업집단 단위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법적 판단은 개별 회사를 단위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도 각국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임

회사법상의 기업집단 관련 주요 법제 동향
 기업집단 계열사 지원행위와 경영판단 관련 판례
○ 최근 우리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경제적 실체로서의 기업집단의 경영상 판단에 대한 법적용의
가능성을 제시함
- 대법원은 대상판결20)에서 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다른 계열회사를 지원한 구체적인
행위가 경영진의 선관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업집단의 공동이익을
처음으로 고려함21)

16) 공정거래위원회, 앞의 보도자료 참조
17) 상장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15%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시행 후 2년간은
현재와 같이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되, 2년 경과 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의결권 행사 비율을 축소함. 공정거래위원회, 앞의 보도
자료 참조
18) 신영수, 앞의 자료 참조
19) 송옥렬, 앞의 책, pp. 308-309 참조
20)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이며, SPP그룹의 기업집단 내 지원행위에 대한 판결임
21) 황남석, 2018,“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간 지원행위와 경영판단”, 법조 Vol 730(2018･ 8), p.56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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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대법원은 기업집단 차원의 경제적 중요성을 인정함에도 소속 개별 계열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을 이유로 기업집단의 경영판단에 대한 법적용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임22)
○ 기업집단의 경영활동에 대한 법적 규율에 있어 해외에서는 크게 아래 세 가지 접근 유형을
보이고 있음23)
- 첫 번째 유형은 대표적으로 미국, 영국, 일본 등이 채택한 방식으로, 기업집단법이 별도로
없고 엄격한 법인격 독립론에 의거하여 일반 회사법 또는 민사법상의 규정으로 규율하는
경우임
- 두 번째 유형은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이 채택한 방식으로, 독일의 주식법과 같이
특별 회사법을 통해 기업집단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경우임
- 마지막 유형은 프랑스가 채택한 방식으로 판례에 의하여 기업집단을 규율하는 방식임
- 우리나라의 경우 대상판결 이전까지는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이 공존하는 방식이었
으나, 최근의 대상판결로 인해 세 번째 유형에 의한 법률적 판단의 가능성도 열린 것으로
판단됨
○ 대상판결이 제시한 법리적 적용요건은 프랑스 판례인 로젠블룸 판결에서 제시한 원칙과
유사함24)25)
- 1985년 프랑스 파기원에 의한 로젠블룸(Rozenblum) 판결은 종속회사의 이사가 기업집단
전체에는 이익이 되나 당해 회사에는 손해가 되는 경영행위를 한 경우의 면책 조건에 대해
판시함
- 프랑스는 로젠블룸 판결을 통해 기업집단 내에서의 선관주의의무 규율에 대해 로젠블룸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원칙에서 제시한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간의 자금지원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다만 프랑스의 경우에도 개별 사안마다 법리 적용에 차이가 있어 법적용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지적되어 왔으며, 해당 로젠블룸 사례를 매우 엄격히 해석하여 지배주주의
사익이 아닌 기업집단의 공통의 이익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을 주의해야함26)

22) 손창일, 2018,“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지원시 경영판단원칙의 새 기준”,「한미법학회 창립 7주년 기념 학술대회」(2018.2.26.), p.
253 참조
23) 황남석, 앞의 책, pp.540-545 참조
24) 황남석, 앞의 책, pp.545-546 참조
25) 대상판결에 대해 경영판단원칙의 관점에서 분석한 견해도 있음. 손창일, 앞의 책 참조
26) 김상조, 앞의 책, p.74 참조

8 ･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2019년 9권 1호

KCGS Report

 다중대표소송
○ 다중대표소송은 지배회사의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회사가 아닌 그 종속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주주대표소송을 말함27)
- 종속회사나 종속회사의 주주인 지배회사가 종속회사 이사의 의무위반에 대해 법적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경우, 지배회사의 주주가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는지(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임
- 우리 대법원은 상법에서 정한 대표소송의 원고에 지배회사 주주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배
회사 주주는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지 않음28)
- 법무부는 2006년 상법 개정안에 이어 2013년 개정안을 통해 다중대표소송 도입을 시도해
왔으며, 최근 관련 정책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다중대표소송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 이와 관련하여 다중대표소송 도입 상법 개정안을 제출한 한 국회의원은 다중대표소송 도입
효과를 분석한 자료29)를 내놓은 바 있음
- 본 자료에서는 다중대표소송의 적용 범위인 지배회사-종속회사의 기준을 다중대표소송
도입의 핵심 쟁점으로 파악함
- 즉, 다중대표소송이 적용되는 지배회사-종속회사의 기준으로 △100% 지분 보유, △50%
초과 지분 보유, △ 30% 초과 지분 보유 세 가지 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봄
- 해당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30), 출자 기준 중 지분 보유율을 낮출수록 다중대표소송 적용대
상 범위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해외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판례나 명문 규정을 통해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고
있음
- 미국에서는 판례를 통해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고 있으며, 모회사 및 자회사가 피고의
공통지배 하에 있다는 점이나 피고가 모회사 주주에 대해 이중의 신인관계에 있다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됨31)
- 일본은 회사법을 통해 다중대표소송을 명문화하고 있는 경우로, 2014년 개정을 통해 적용
요건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도입함32)

27) 권재열, 2018,“주주대표소송의 활성화를 위해 제시된 여러 개선방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상사법연구 제37권 제2호(2018),
p.178 참조
28)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221 판결
29) 채이배, 2018,“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의 주요내용과 효과 분석”,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pp.8-11 참조
30) 채이배, 앞의 책 참조
31) 천경훈, 2018,“다중대표소송 재론”, 법학연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제28권 제1호(2018.3.), p.86 참조
32) 천경훈, 2018, 앞의 책, p.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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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비해 독일은 2005년에 대표소송이 도입된 이래 활발히 이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중대표소송은 아직 판례나 명문으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음. 독일은 이중이사회의
특성상 경영이사들의 의무위반에 대해 주주대표소송보다 감독이사회에 의한 소송이 더
강조됨33)

시사점
 기업집단은 다양한 법영역에서 규제의 대상이 되다보니, 중첩적 규제 또는 과도한 규제가
되거나 정작 필요한 부분에서는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법제는 공정거래법과 회사법이나 이 외에도
세법, 노동법 등 수많은 법제에서 기업집단을 규율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일부 영역에서는 같은 달성목적을 가진 서로 다른 법이 중복적으로 규제하는 영역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법정책적 검토와 조정이 필요함
○ 최근 기업집단 관련 법제의 개정 추진을 통해 규제 사각지대에 대한 해소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영역이 존재함
- 대표적인 예로, 지주회사 요건 완화로 인해 지주회사 전환이 증가한 것처럼 규제가 약한
쪽을 찾아다니는 regulatory shopping34)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한국 기업집단을 규율하는 주요 두 축인 공정거래법과 회사법을 중심으로 개정 추진을 통한
개선을 시도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보완이 요구됨
○ 공정거래법은 경제력 집중의 방지, 경쟁의 제한 등과 같은 전통적인 규제 근거에 더해
기업집단을 통한 사적 이익추구를 규제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근거 마련이 필요함
- 사익편취를 포함한 내부거래 규제의 핵심은 결국 경영권의 편법 승계 이슈이며,35) 이에
대한 규제는 단순한 억제효과를 넘어 회사, 주주, 이해관계자 등의 정당한 이익 보호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함
- 사익편취 규제에 대한 보다 분명한 법적 정당성 확보는 판례와 학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임

33) 천경훈, 2018, 앞의 책, p.90 참조
34) 김상조, 앞의 책, p.79 참조
35) 송옥렬, 앞의 책, p.336 참조. 김윤정, 2018,“사익편취행위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2018년 경제법학회 하계학술대회」(2018.6.22.),
p.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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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집단의 법적 이슈 및 과제는 공정위에서 지정하는 일부 대기업집단에 그치지 않고 기타
대기업집단과 중소대기업집단 모두에 해당되는 것인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일반법적인 접근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앞서 소개한 대법원의 대상 판결은 기업집단의 주요 경영행위에 대한 회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나, 향후 보다 많은 연구와 엄격한 사례 해석을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최근의 지주회사 전환의 증가는 지배-종속 회사 체제의 안정된 구조로 인해 다중대표소송
도입 필요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음

 기업집단 규율 체계는 기업집단 경영의 합법적 경계선을 명확히 하여 법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36), 기업집단이 지배주주의 사익이 아닌 기업집단 전체와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작동할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 함
○ 이를 통해 기업집단 관련 법제가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 정당한 경영활동에 대한 진작과
그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수단이 되어야 할 것임

36) 김상조, 앞의 책, p.7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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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거래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소수주주의 다수결 도입의 필요성
방 문 옥 선임연구원 (moonoki@cgs.or.kr)

▶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회사에서 특수관계자 거래는 지배주주의 이해상충으로 인해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수단이 될 유인이 있고 그 거래가 모든 주주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움
▶ 개인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KOSPI 200 기업 중 과반수가 지배주주의 이해가 상충하는 특수관계자 거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에서는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해 공정성 입증 책임을 지배주주에게 부여하고, 영국에서는 소수주주의
승인을 득하도록 상장규정에서 정하고 있음
▶ 현행 규제는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후적 구제비용 또한 크므로,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해 소수주주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음

 통상의 제3자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자 거래는 이해상충으로 인해 그 거래가 모든 주주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됨
○ 특수관계자 거래의 이해상충은 그 거래의 조건 및 성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지배주주)이 각 거래 당사자 모두에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을 때, 특히 그 이해의
정도가 차이가 날 때에 발생함
○ 따라서, 모회사와 100% 자회사의 거래처럼 특수관계자 거래일지라도 이해상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각 회사에 대한 지배주주의 경제적 이해관계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이 글에서는 KOSPI 200 기업37)을 대상으로 지배주주의 경제적 이해관계의 정도와 이해상충이
있는 특수관계자 거래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이해상충으로부터 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특수관계자 거래는 매출･매입, 자금대여, 신용공여, 자산거래, 합병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
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일감몰아주기의 전형적인 형태인 조사대상 회사의 상품･서비스
매입거래로 한정함

37) 2017년 말 기준, 개인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비금융업 142사를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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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결과, 조사대상의 과반수가 이해상충이 있는 특수관계자 거래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먼저, 지배주주가 갖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현금흐름권38)을 활용했을
때, 조사대상의 평균 현금흐름권은 26.2%로 나타남
- 가장 높은 현금흐름권은 76.4%, 가장 낮은 현금흐름권은 1.6%로 나타남
- 한편, 조사대상에 대해 지배주주가 갖는 직간접적 의결권39)은 평균 41.2%로 나타났고
현금흐름권과 의결권의 차이가 10% 이상인 회사가 55.6%로, 소유･지배 괴리가 흔하게
발견됨([그림1] 참조)
- 이론적으로 현금흐름권과 의결권의 괴리가 커질수록 배당이나 자본이득을 통한 수익보다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커지고 지배주주가 회사의 이익을 전용할
유인도 커지므로 특수관계자 거래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조사대상이 소속된 기업집단40) 내에 지배주주의 현금흐름권이 20% 이상 더 높은 계열
회사가 있는지, 이 회사들과 조사대상 사이에 거래가 있는지를 확인함
- 지배주주의 현금흐름권이 해당 회사보다 20% 이상 높은 계열회사가 존재하는 경우는 조사
대상의 73.9%였고, 이러한 회사와 거래가 있는 경우, 즉 지배주주의 이해가 상충하는
계열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경우는 조사대상의 59.9%임
- 이러한 특수관계자 거래의 상대방 회사의 경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이 총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43.2%로 나타났는데 이처럼 높은 계열회사 의존도는 이해상충을 심화시킬 수 있음
[그림 1] KOSPI 200 기업의 현금흐름권과 의결권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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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현금흐름권은 어떤 회사가 이익의 100%를 배당하고 세금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에, 최초 배당금 대비 지배주주가 그 회사로부터
인식하는 최종 배당금의 비중을 의미함
39) 직접 소유지분 및 계열회사 소유지분의 합
40) 조사대상 142사는 80개 기업집단으로 분류하였고, 이 중 대규모기업집단은 34개임. 대규모기업집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를
토대로 하였고, 그 외 기업집단은 각 회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임의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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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자 거래는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부를 희생하면서 지배주주 스스로의 부를 추구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거래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주주권익보호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며 해외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다루고 있음
○ 미국에서 특수관계자 거래를 바라보는 시각은 EZCorp의 소수주주가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
대한 각하신청 판결문41)에서 찾아볼 수 있음
- EZCorp는 단기대출 등 금융업을 영위하는 나스닥 상장회사로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고
있으며, 지배주주인 Cohen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전부 소유하여 6% 정도의 주식으로 사실
상 모든 의결권을 행사함
- EZCorp는 Cohen이 소유한 투자회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그 중 2011-13
년에 체결한 자문계약이 소수주주의 주주대표소송 대상이 되었으며, 소수주주는 세 건의
자문계약이 회사로부터 사익을 편취한 사례임을 주장하며 이사의 배임 등으로 주주대표소
송을 제기함
- 법원은 EZCorp의 소유･지배 괴리가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유인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
서 해당 거래가 지배주주의 이해가 상충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완전공정성(entire
fairness) 심사 대상에 해당하고, 지배주주가 거래의 공정성을 입증할 책임42)이 있다고
밝히며 각하신청을 기각함
○ 영국의 경우, 금융감독원(Financial Conduct Authority)의 상장규정에서 프리미엄 상장
회사43)로 하여금 특수관계자 거래에 관한 정보를 주주들에게 제공하고 이해관계자를 배제한
소수주주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44)

 국내 상장회사는 개인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계열회사와의 거래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이해상충이 있는 특수관계자 거래에 노출된 사례 또한 쉽게 발견할 수 있음
○ 특히, 많은 특수관계자 거래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45)을 고려할 때, 거래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주주가치훼손을 방지할 장치가 필요함
○ 현행 상법 및 공정거래법 등에서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이사회 결의 및 공시의무를 정하고
있으나, 공시되는 정보의 구체성이 떨어져 주주가 특수관계자 거래의 이해상충 정도 및 공정
성을 파악하기 어렵고, 주주대표소송 등 사후적 구제추구 또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그 활용이 저조해 공정성 담보 장치로서 실효성이 떨어짐
○ 지배주주의 이해가 상충하는 특수관계자의 거래에 대하여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배제한 나머지 주주의 과반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자재수급의 안정 등 계열회사 간 거래가 갖는 이점도 유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 장치가 될 수 있음

41) In re EZCORP Inc. Consulting Agreement Deriv. Litig., 130 A.3d 934, 948 (Del. Ch. 2016).
42) 지배주주가 공정성 입증의 책임을 소제기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는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원활히 기능하는(well functioning)
위원회의 승인이 있었거나 소수주주의 과반수에 의한 승인이 있어야 함(Lynch, 638 A.2d at 1110)
43) 영국 상장제도는 프리미엄 상장과 표준 상장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프리미엄 상장기업에는 보다 엄격한 기업지배구조 기준이 요구
되며 이에 따라 자본비용의 감소 등 이점을 기대할 수 있음
44) FCA Listing Rules 11.1.7. Requirements for related party transactions
45) 30대그룹 계열사 내부거래의 93%가 수의계약, 한겨레,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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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준에 따른
보유기간수익률의 차이
정 한 욱 연구원 (jhwook@cgs.or.kr)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외부요인에 의한 주가 하락 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준에 따른
보유기간수익률의 차이를 분석함
▶ 통합등급 및 지배구조등급이 높은 기업일수록 평균적으로 보유기간수익률이 높았으며, 특히 A등급 이상의
지배구조등급을 부여받은 기업들은 보유기간수익률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줌
▶ 상기 분석결과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기업가치 뿐만 아니라 보유기간수익률과도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짐

분석 배경
 Karl V. Lins 외 2인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수준이 높은 기업들은 CSR 수준이 낮은 기업에 비해 주식 보유
기간수익률이 높은 것을 확인함46)
○ 1,673개의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2008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보유기간수익률과 CSR
수준에 대해 연구한 결과, CSR 수준이 높은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보유기간
수익률이 약 4~7%p 더 높게 나타남
- 이러한 현상은 CSR수준이 높은 기업들의 경우, 이해관계자들과의 신뢰가 잘 형성되어
있어 외부충격이 발생하여도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임

 Lins et al.(2017)의 연구방법과 결과에 착안하여, 2018년 ESG 평가기업을 대상으로 주식
시장에 외부요인에 의해 주가가 하락하였을 때, 기업의 CSR 정도에 따라 주가하락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분석하고자 함
○ 2018년 10월은 미국의 금리인상 및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 외부요인47)으로 인해 2018년
월간 종합주가지수(이하 코스피) 수익률이 가장 낮았음

46) Lins, K. V., Henri, S., and Ane T., 2017, “Social capital, trust, and firm performance: The valu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uring the financial crisis”, ⌜The Journal of Finance⌟, 72(4), 1785-1824
47) 해럴드경제, 2018.10.31., “'악몽의 10월' 보낸 코스피 … 단숨에 사라진 시총 263조원”; 동아일보, 2018.10.11., “신흥국 금융
위기 도미노 … 코스피 연중최저치 추락”; 세계일보, 2018.10.27., “주식시장에 겨울이 왔다… 두 가지 우려해소 전 반등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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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가 기준으로, 2018년 10월 월간 코스피 수익률은 –13.37 %로 2008년 10월 이후 월간
하락률이 최대치임
○ 국내 상장기업의 CSR 수준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제공하는 ESG 통합등급(이하 통합
등급)과 지배구조 등급을 이용함
- 지배구조 평가의 경우, 2018년부터 별도로 평가한 후 등급을 공표함에 따라, 통합등급과
지배구조 등급을 나누어 분석하고자 함

 상기 내역을 바탕으로, 다음의 방법으로 CSR 수준에 따른 주가하락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함
○ 통합등급과 지배구조 등급을 바탕으로 등급별 보유주식수익률의 분포를 살펴보고자 함
○ 보유기간수익률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CSR 수준이 보유기간수익률에 유의미한 영향
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함

분석자료
 본 연구는 2018년도 ESG 평가대상기업 중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비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 680개를 대상으로 조사함
○ 금융회사는 적용받는 규제가 비 금융회사와 상이하고, 2018년부터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금융회사는 별도로 평가함에 따라 제외함
○ 평가대상기업에 대한 회계자료는 2017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TS2000을 통해 수집하였으며,
기업의 주식수익률 및 시가총액은 DataGuide를 통해 수집함

 보유기간수익률 산정을 위한 주식 보유기간은 2018년 10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
까지로 정함
○ 10월 한 달 간 주식 거래일수는 21일임에 따라, 21일 동안의 보유기간수익률을 이용하였으며,
코스피 수익률 대비 초과 수익률을 분석하기 위해 보유기간 초과수익률을 이용함
- 기업 별 보유기간수익률과 보유기간 초과수익률은 아래와 같이 산정함

         ⋯     

(1)

  : 기업  의 시점까지 보유기간수익률
  : 기업  의  시점의 주식수익률

         ⋯     
      
  : 기업  의  시점까지 보유기간 초과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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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의 시점의 초과수익률
 : t시점의 코스피 수익률

통합등급과 지배구조등급 별 보유기간수익률
 상기 산식으로 추정한 보유기간수익률과 보유기간 초과수익률에 대해 통합등급 및 지배구조
등급별로 분류한 수익률 분포는 아래와 같음
<표 1> 통합등급에 따른 평균 보유기간수익률 분포
통합등급

평가 기업 수

보유기간수익률
평균값

보유기간초과수익률
평균값

A+

8

-11.69%

1.89%

A

38

-15.87%

-2.79%

B+

86

-17.03%

-4.13%

B

245

-17.74%

-4.94%

C

268

-18.37%

-5.62%

D

35

-21.22%

-8.88%

코스피 수익률

-13.37%

<표 2> 지배구조 등급에 따른 평균 보유기간수익률 분포
지배구조등급

평가 기업 수

보유기간수익률
평균값

보유기간 초과수익률
평균값

A+

6

-9.30%

4.63%

A

19

-14.13%

-0.81%

B+

124

-15.25%

-2.10%

B

287

-18.65%

-5.97%

C

219

-19.03%

-6.37%

D

25

-17.55%

-4.68%

코스피 수익률

-13.37%

 전반적으로 통합등급과 지배구조 등급이 높을수록 보유기간수익률과 보유기간 초과수익률의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통합등급이 높을수록 기업들의 보유기간수익률의 평균값이 높으며, 특히 통합등급이 ‘A+’인
기업들은 코스피 수익률을 상회함에 따라, 보유기간 초과수익률이 양의 값이 나타남
○ 지배구조 C등급을 받은 기업들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지배구조 등급이 높을수록 보유기간
수익률의 평균값이 높으며, 지배구조등급이 ‘A+’인 기업들은 코스피 수익률을 상회함

 통합등급 및 지배구조등급 별 평균 보유기간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CSR 수준이 높은 기업
일수록 10월 한 달 간 주가하락율이 낮은 것으로 관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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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 결과
 보유기간수익률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기업의 CSR 수준이 주가하락에 있어 어떤 유의
미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평가함
○ 종속변수로는 보유기간수익률을 이용하고, 설명변수로는 통합등급 및 지배구조 등급이 A등급
이상인 기업인 경우에 1, 아닌 기업은 0인 더미변수를 이용함
- 통합등급을 A등급 이상 부여받은 기업은 지배구조, 환경, 사회 모범규준에서 제시한 지속
가능경영 체계를 충실히 갖추고 있으며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낮음48)
- 지배구조등급을 A등급 이상 부여받은 기업은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제시한 지배구조 체계
를 충실히 갖추고 있으며, 지배구조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적음49)
○ 기업의 보유기간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통제하기 위한 변수(control variables)
로는 Lins et al.(2017)에서 사용한 ‘시가총액’, ‘장기부채’, ‘단기부채’, ‘현금및현금성자산’,
‘영업이익률’, ‘모멘텀’, ‘자본 장부가액 대비 시장 자본가액’을 사용함
○ 또한, 기업이 소속된 산업에 따라 평가문항 대상이 상이함에 따라, 산업효과를 제어하기
위해 산업고정변수(Industry dummy)를 적용함
- 산업고정변수는 상장기업에 대한 ESG평가에 적용하는 산업분류코드를 적용함

 보유기간수익률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음
<표 3> 지배구조 등급에 따른 평균 보유기간수익률 분포
보유기간수익률
통합등급 A등급 이상

0.0170
(1.09)

-0.0045
(-0.27)
0.0407**
(2.36)

지배구조등급 A등급 이상

0.0311*
(1.74)

통제변수

No

No

Yes

Yes

산업고정

Yes

Yes

Yes

Yes

표본 수

680

주1 : 괄호안의 수치는 더미변수의 이분산성이 조정된 표준오차로 계산된 t-value값임
주2 : *, **는 각각 10%,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48)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보도자료, 2018.11.1., “2018년 ESG 등급 부여 및 공표”
49)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보도자료, 2018.07.23., “2018년 지배구조 등급 부여 및 2017년 ESG 등급 수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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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귀분석 결과, 통합등급 A등급 이상인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
○ 통합등급이 A등급 이상인 기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1.7%p 더 높은 보유기간수익률이 나타났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통제변수를 적용한 경우에도 보유기간수익률 차이가 유의
하게 나타나지 않음

 반면, 지배구조등급이 A등급 이상인 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 간 차이가 발생함
○ 지배구조등급이 A등급 이상인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평균적으로 4.07%p 더
높은 보유기간수익률이 나타났으며, 통제변수를 적용한 후에는 보유기간수익률이 평균적으로
3.11%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지배구조 수준이 높은 기업들은 2018년 10월에 보유기간수익률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됨

결론 및 시사점
 2018년 10월 한 달 간 보유기간수익률을 통합등급과 지배구조등급별로 분류한 결과, 통합
등급과 지배구조등급이 높은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보유기간수익률이 높음
○ 특히, 통합등급과 지배구조 등급이 모두 ‘A+’인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코스피의 보유기간
수익률을 상회함

 보유기간수익률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A등급 이상의 지배구조 등급을 부여받은 기
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함
○ A등급 이상의 지배구조 등급을 부여받은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10월 한 달 간
보유기간수익률이 약 3~4%p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상기 분석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우수한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이 예기치 못한 외부충격에 의한 주가하락 정도가 낮음을 2018년
10월 한 달 간 보유기간수익률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보여줌
○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CSR 활동을 하는 기업은 장기적인 보유기간수익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도 추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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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 상장기업의 이사회 다양성 지지 강화
 캐나다 공적연기금(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 이하 CPPIB)50)은 홈페이지를
통해 상장기업 이사회 내 성 다양성에 대한 지지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힘51)
○ CPPIB는 전세계 상장기업 이사회의 성별 균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글로벌
의결권행사 정책으로 ‘Global Gender Diversity Voting Practice’를 채택함
- CPPIB의 Sustainable Investing Team은 기후 변화, 물, 인권, 임원 보상에 더하여 이사회
효율성을 주요 관여 이슈로 선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 정책을 채택함
○ ‘Global Gender Diversity Voting Practice’는 투자대상기업의 이사회에 여성 이사가 없는
경우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의 선임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 동 정책은 Canadian Initiative의 이사회 다양성에 관한 활동의 고무적인 결과들을 바탕
으로 수립되었으며, 동 사안에 대한 CPPIB의 관여활동 확대 노력 역시 포함하고 있음

 CPPIB는 이사회 내 성 다양성 강화가 장기적으로 기업이 우수한 재무성과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더 나은 기업 관행(corporate behaviors)을 만들어 나가도록 기업에 대해
관여활동을 하는 것이 CPPIB에게 위임된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강조함
○ CPPIB는 수년간 투자대상기업 이사회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으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2017년에는 여성 이사가 선임 되지 않은 캐나다 상장기업 45개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사회 다양성과 관련해 회사들과 소통한 바 있음
- 동 노력의 결과로 2018년에 이 중 절반에 달하는 기업들이 여성 이사를 선임함

 CPPIB는 나아가 타 기관투자자들이 이사회 다양성 강화를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것을 당부함
○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 중 하나인 BlackRock은 최근 이사회 다양성 정책을 새로 도입하고, 주주총회
에서 다양성이 부족한 이사회 구성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음52)
○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53) 역시 캐나다 S&P/TSX
상장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 안건에 대한 권고시 회사가 명문화된

50)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는 캐나다의 최대 규모 공적 연기금으로, 세계 10대 연기금 중 하나임. 지난해 9월말 기준 운용자산은 3,683억 달러에
달했으며, 지난해 상반기 CPPIB의 추정 운용 수익률은 6.6%로 해외 연기금 중 장단기 모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함. 서울경제,
2019.1.7., “[시그널] ‘수익률 추락’국민연금, 대체투자 전략 바꾼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VDY1J30FT], 이데일리,
2019.1.3.,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 2%씩만 높이면 보험료 안올려도”,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89046622354112&mediaCodeNo=257&OutLnkChk=Y]
51) CPPIB, 2018.12.21., “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 to Increase Board Diversity Advocacy”,
[http://www.cppib.com/en/public-media/headlines/2018/cppib-increase-board-diversity-advocacy/]
52) 김진성, 2018, “이사회 다양성 현황 – 젠더 이슈를 중심으로”, 「KCGS Report」, 제8권 제6호, p.4
53) 글로벌 의결권 자문시장에서 60%대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으로,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를 포함한
전세계 기관투자자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아주경제, 2018.8.6., “스튜어드십코드 시대 ‘한국판 ISS’ 키워야”,
[https://www.ajunews.com/view/2018080614311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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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다양성 정책을 공개하지 않거나 이사회 구성원에 여성 이사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반대
하도록 의결권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바 있으며, 2019년 2월부터 동 정책을 적용할 계획임54)
- 의결권 자문기관인 Glass Lewis55) 또한 2019년도 의결권 자문부터 이사회 구성원에
여성 이사가 포함되지 않거나 이사회의 다양성 부족과 관련한 계획을 합리적인 사유 없이
밝히지 않는 기업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 권고
할 것을 정책으로 정한 바 있음56)
○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전자에게 이사회 내 성 다양성을
주주제안 형식으로 요구한 바 있으며, 동 이슈와 관련해 해외 대형 기관투자자의 관심과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 및 기관투자자들 또한 이에 대한 인식 제고와 대비가
필요한 시점임57)

54) 자세한 내용은 ISS, 「2018 Canada Proxy Voting Guidelines for TSX-Listed Companies」, 2018.1.4.
55) 미국의 의결권 자문기관으로 글로벌 의결권 자문시장 점유율이 20%에 달하며, ISS와 함께 전세계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평가됨. 글로벌뉴스, 2018, “2018 Glass Lewis 정책 가이드라인 개정 사항”, 「KCGS Report」,
제8권 제2호, p.14
56) 각주 55)와 동일
57) 각주 52)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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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평가기관 Fitch, ESG Relevance Score(ESG 관련성 점수) 발표
 2019년 1월 7일,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Fitch는 ESG 요소가 개별 신용 등급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보여주는 통합 점수 시스템을 발표함58)
○ ESG Relevance Score(ESG 관련성 점수)는 Fitch의 분석 팀(Analytics Team)에서 고안한
것으로, 신용 등급에 미치는 ESG 요소의 관련성과 중요성을 모두 투명하고 일관되게 표시하며,
부문별/개별 기업별로 0~5점 사이의 점수로 나타냄
- Fitch는 1500여개의 비금융회사 신용 등급을 결정하는데 우선적으로 도입하였으며, 모든
자산 클래스에 도입함
- 이후 비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은행(banks), 비은행 금융기관(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보험(insurance), 주권(soverigns), 공공 재정(public finance), 글로벌
인프라(global infrastructure) 및 구조화 금융(structured finance) 분야에까지 확대될
예정임
○ Fitch의 ESG 접근법은 ESG 이슈가 회사의 현재 신용등급에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공개함으로써 시장 격차를 해소함
- Fitch는 ESG 이슈가 개별 기관의 신용 등급과 어떠한 관련이 있고 중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체계적으로 발표하는 최초의 신용 평가 기관임
- Fitch는 ESG Relevance Score의 도입이 투자자들을 위한 투명성 강화에 크게 기여하며,
ESG 및 신용에 관한 폭 넓은 토론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함
○ Fitch의 지속가능금융(Sustainable Finance)팀의 글로벌 책임자인 Andrew Steel은 다음과
같이 밝힘
- ESG Relevance Score는 신용 분석의 관점에서 ESG를 다루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해당 점수는 기업의 ESG 관행이 좋은지 여부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지는 않지만 ESG
위험 요소가 신용 등급 결정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임
- 시장 분류별(선진시장/ 신흥시장), 지역 및 산업별로 상당한 점수 편차가 있으므로 발행사
와 투자자 모두와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할 것임

 Fitch를 포함한 주요 신용평가기관에서는 UN PRI의 ESG in Credit Rating Statement에
서명하여 신용 등급 및 분석에 ESG를 체계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통합할 것을 약속함59)
○ 이에 서명한 신용평가기관은 1)ESG 요소가 다른 발행자와 관련이 있는 정도를 평가하고,

58) Fitch Ratings, 2019.01.07., “Fitch Ratings Launches ESG Relevance Scores to Show Impact of ESG on Credit,
[https://www.fitchratings.com/site/pr/10058528]
59) UNPRI, Statement on ESG in Credit Ratings,
[https://www.unpri.org/credit-ratings/statement-on-esg-in-credit-ratings/77.article]

22 ･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2019년 9권 1호

KCGS Report

2) ESG 요소가 신용등급에서 고려되는 방식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며, 3) ESG 요소가 신용
분석에 통합되는 방식을 검토하며, 4) 조직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질 높은 신용평가를 제공
하기 위해 관련성 높은 ESG 분석을 제공하며, 5) 신용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ESG 요인에
대한 발행자의 일관된 공개를 개발하기 위한 업계 전반의 노력에 참여하고, 6)투자자와의
대화에 참여하여 ESG의 신용 위험을 확인하고 이해할 것을 약속함
- 현재까지 서명한 신용평가기관은 16사로 아래 그림과 같음
CREDIT RATING AGENCY SIGNATORIES
Axesor Rating

Liberum Ratings

Beyond Ratings

Microfinanza Rating

China Chengxin International Credit Rating Co., Ltd

Moody’s Corporation

Dagong Global Credit Ratings Group

RAM Ratings.

Fedafin AG

Rating-Agentur Expert RA GmbH

Fitch Group, Inc

Rating and Investment Information, Inc

Golden Credit Rating International Co., Ltd

Scope Ratings

Japan Credit Rating Agency

Spread Ratings

JCR Eurasia Rating

S&P Global Ratings

 Fitch와 함께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Moody’s와 S&P에서도 신용평가에 ESG 요소를 통
합하는 방안을 고안한 바 있음
○ Moody’s에서는 2018년 10월, 상장된 비금융회사 기업지배구조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체계에 대한 피드백을 공개적으로 요청60)한 바 있으며, 해당 평가체계는 Fitch에서 고안한
ESG Relevance Score와 유사함
- 해당 체계는 기업 채권자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지배구조의 객관적 평가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5개의 대분류( ① 소유 구조, ② 경영구조와 보상 체계, ③ 이사회 감독과
효율성, ④ 금융 감독과 자본 배분, ⑤ 규정 준수, 통제 및 보고, 각 대분류별 총점의 20%)로
분류된 151개의 문항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평가된 결과에 따라 네 개의 등급으로 나눠짐
○ S&P에서는 자본구조와 관련된 요소 중 하나인 ESG 요소의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여 신용평가에
반영함61)
- 신용위험 중 하나로 경영 및 지배구조와 같은 ESG 위험이 고려되나 따로 ESG 점수 체계가
존재하지는 않음

60) 구체적인 평가 방법론은 Moody’s Investors Service,2018.10.8., Proposed Framework for Corporate Governance
Assessments for Publicly Traded Non-Financial Corporates,
[https://www.moodys.com/research/Moodys-requests-feedback-on-a-new-corporate-governance-assessmentframework—PR_389893] 참고
61) 구체적인 평가 방법론은 S&P Global Ratings, 2017.11.21., How Does S&P Global Ratings Incorporate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Risks Into Its Ratings Analysis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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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시스템리스크의 기업집단에 적용
안 현 미 부연구위원 (h.m.ahn@cgs.or.kr)

▶ 본 연구는 수학의 그래프 이론을 기반으로 네트워크에서 발생되는 시스템리스크를 측정하는 방법론을
소개함.
▶ 이 방법론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집단들에 적용하여 네트워크 상 중요한 계열사를 구함.
▶ 기업집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에 대해 시스템리스크를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하기 위해 비상장 계열사를 포함한 기업집단 계열사에 대한 정보가 적절히 공시되고 활
용될 필요가 있음.

머리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개별금융기관의 위험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간의 상호 연계성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Gai et al., 201162); Brunnermeier
and Oehmke, 201363)). Battiston et al. (2016)64)은 금융기관이 상호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음
으로 인해 위험이 전이(contagion)되고 확대(amplification)되는 현상에 대해 이해하고 규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과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험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스템리스크의
개념과 Das (2016)65)가 제안한 시스템리스크를 측정하는 방식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우리
나라의 일부 기업집단에 적용하여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네트워크상 주요 계열사를 구하였다. 삼성,
롯데, 현대차, 한화 기업집단에 대해 분석한 결과 각 기업집단별 네트워크상의 주요 계열사가 기업
집단의 지배구조에 있어서 중요한 계열사임을 밝혔다. 따라서 주요 계열사의 기업지배구조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 기업의 위험을 관리하는데 효율적일 수 있으며 비상장 계열사를 포함하여 기업집단

62) Gai, P., Haldane, A. and Kapadia, S., 2011. Complexity, concentration and contagion.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58(5), pp.453-470.
63) Brunnermeier, M.K. and Oehmke, M., 2013. Bubbles, financial crises, and systemic risk. In Handbook of the
Economics of Finance (Vol. 2, pp. 1221-1288). Elsevier.
64) Battiston, S., Farmer, J.D., Flache, A., Garlaschelli, D., Haldane, A.G., Heesterbeek, H., Hommes, C., Jaeger, C.,
May, R. and Scheffer, M., 2016. Complexity theory and financial regulation. Science, 351(6275), pp.818-819.
65) Das, S.R., 2016. Matrix Metrics: Network-Based Systemic Risk Scoring. The Journal of Alternative Investments,
18(4), pp. 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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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의 정보가 적절히 공시되고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시스템리스크의 개념 및 측정법
시스템리스크(systemic risk)는 개별기업의 위험이 기업 간의 네트워크에 의해 혹은 개별국가의
위험이 상호 연결된 국가 간에 전이되고 확대되는 위험을 의미한다. 시스템 위험은 체계적리스크
(systematic risk)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분산투자를 통하여
서도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을 의미하며 시장위험이라고도 불린다.
시스템 리스크에 관한 최근의 서베이 연구에서 Benoit et al. (2017)66)은 위험이 확대되고 전이
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였다. <그림 1>은 Benoit et al. (2017)의 그림을 재구성한 것이다. 개별
기업이 네트워크 형태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 기업이 받는 비체계적 충격 (idiosyncratic
shock)은 전체 네트워크로 전이되며 시스템 전체의 손실(system-wide losses)로 이어진다. 시스템
전체의 손실은 체계적 충격에 추가적으로 영향을 받고 자체적으로 위험이 확대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림 1> 시스템 리스크

체계적 충격

비체계적 충격

5
1
시스템 손실

4

2
3
위험
확대

위험 전이

자료: Benoit et al. (2017) 재구성

66) Benoit, S., Colliard, J.E., Hurlin, C. and Pérignon, C., 2017. Where the risks lie: A survey on systemic risk.
Review of Finance, 21(1), pp.10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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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해 Das (2016)는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개별 마디의 취약성과 (vulnerability
of each node) 마디의 상호연계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벡터와 행렬로 계산하고 그 특징을 분석
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 방법론은 개별기업의 위험을 측정한 벡터 C와 개별기업의 상호 연계
성을 측정한 행렬 E, 두 가지만을 이용해서 시스템 리스크를 포함하여 다양한 관련 지표들을 측정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상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C와 E를 가지고 1) 시스템 리스크
점수(System Risk Score, S), 2) 네트워크상의 구심점(Centrality, x), 3) 위험 수준을 포함한
중요도(Criticality, y), 4) 개별 마디가 전체 위험에 기여하는 정도(Risk Decomposition, D),
5) 개별회사의 위험변화가 전체 시스템 위험에 미치는 영향(Risk Increment, I), 6) 위험이 네트워크
상에 전파되는 정도 (fragility, R)를 측정할 수 있다. 각각의 지표를 구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다.
1) System Risk Score, S: 개별기업의 위험(C)과 개별기업의 상호연계성(E)에 따라서 그 네트
워크에 존재하는 시스템리스크를 하나의 수치로 측정할 수 있다.

     
 
2) Centrality, x: 아래와 같은 고유시스템(eigensystem)을 만족시키는 고유벡터(eigenvector)
가운데 가장 큰 고유값(eigenvalue)을 가지는 고유벡터로 정의된다.
λx=Ex
3) Criticality, y: 네트워크상의 중심도에 개별 기업의 위험을 곱하여 시스템리스크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측정하는 값이다.
y=Cx
4) Risk Decomposition, D: 개별 기업이 시스템리스크에 기여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전체 시스템
리스크를 개별기업의 위험도로 부분 미분한 값과 개별기업 위험도의 곱으로 측정된다.






  







5) Risk Increment, I: 개별기업의 리스크 변화가 전체 시스템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값이며, 현재의 위험기여도가 아니라 개별기업의 위험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 전체 시스템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값이다.



        ∈ 


6) Fragility, R: 네트워크에서 위험이 퍼지는 정도를 측정하는 값이며 산업의 집중도를 나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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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핀달 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 HHI)와 비슷한 개념이다. d는 마디의 연결 정도
(degree of a node)를 나타낸다.

 

 


금융 및 비금융 계열사를 포함한 일부 그룹에 적용
시스템리스크는 일반적으로 금융 기관 간의 상호 연계성을 바탕으로 개별금융그룹의 위험이 전체
금융시스템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
및 비금융 계열사를 포함한 일부 기업집단에 대해 모형을 적용하여 인접행렬 E만으로 구할 수 있는
네트워크상의 구심점(centrality, x)이 되는 기업을 조사하였다.
분석대상 기업집단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을 보면 계열사 가운데 비상장사의 비중이
매우 높고 금융계열사가 전체 기업집단의 자산 및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기업집단 별로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 분석에 사용된 기업집단 현황
계열사
(상장사)

주요
금융계열사

주요
비금융계열사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62(16)

삼성화재,
삼성생명,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745

446

299

315

107(10)

롯데캐피탈,
롯데카드,
롯데손해보험

호텔롯데,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쇼핑,
롯데하이마트

142

77

65

68

현대차

55(11)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현대차투자증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283

136

147

171

한화

76(7)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한화, 한화케미칼,
한화갤러리아,
한화건설

182

147

36

60

그룹명

삼성

롯데

참고: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의 단위는 조원
자료: 전자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 2018년 5월 공시자료 기준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집단 계열사의 대부분이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
신용평가 등급, 주가의 움직임 등과 같은 자료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위험을 측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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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터 C를 분석에서 제외하고 개별기업의 상호 연계성을 측정한 행렬 E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
하는 기업집단 소속회사 간 주식보유현황67)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소유지분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1, 존재하지 않는 경우 0, 대각행렬은 1로 구성하였으며 상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요계열사 20
개를 기준으로 20-by-20으로 4개의 기업집단에 대해 E의 크기를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Das (2016)의 시스템 리스크 및 특징을 측정하는 지표 가운데 인접행렬 E만으로 구할 수 있는
지표인 중심도(centrality, x)는 아래 그림과 같다. 삼성의 경우 삼성물산,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
삼성전자, 롯데의 경우 호텔롯데, 현대차의 경우 서림개발,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한화의 경우
한화에스앤씨가 소유지분구조상 주요한 기업으로 나타났다.
<그림 2> 기업집단의 주요(centrality, x) 계열사

삼성

1.0

0.8

0.6

0.4

0.2

0.0

삼성
물산

삼성
생명
보험

삼성
화재
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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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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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정보포털>소유지분구조현황>소속회사간 주식보유현황 2017/05 자료 이용
(http://groupopni.ftc.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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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본 연구는 시스템리스크의 개념을 소개하고 시스템리스크의 크기와 관련된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
들을 측정하는 방식을 소개하였다. 위험을 나타내는 벡터(C)와 네트워크상의 관련도를 나타내는 인
접행렬(E) 두 가지 만으로 시스템리스크(S) 뿐만 아니라 전체 리스크에 기여하는 기업(x, y, D)을
구분하고 현재 위험뿐만 아니라 위험의 변화가 시스템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I)까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분석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론을 소개하였다. 또한 몇 개의 기업집단에 대해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네트워크상의 주요 계열사를 구했다.
비상장 계열사가 많기 때문에 자료상의 한계로 인해 시스템리스크를 포함한 다양한 위험의 특성들
가운데 네트워크상 주요기업(x)을 구하였다. 하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신용평가사에서 사용하는
모형을 참고하여 개별기업에 대해 위험을 측정하는 방법론을 구체화하고, 주가 변동성, 내부거래
규모와 같은 방식으로 인접행렬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시스템리크스를 설명하는 각각의 지표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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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기업집단의 위험관리를 위해 중요한 계열사를 구분하고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위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면 기업집단의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조 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공시),
11조 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14조 5(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에
따라 계열사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중요한 공시사항에 대해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68). 기업집단의 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공시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68) 공정거래위원회 2018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공시점검 결과발표’ 2018.12.20 보도자료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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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환경적 가치 산정에 대한 제언
오 덕 교 연구위원 (deokkyo@cgs.or.kr)

▶ 국내에서도 기업의 환경적 가치 산정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업들의 환경적 가치
산정을 위한 데이터가 국내에서는 부족한 실정임
▶ 현재 기업의 환경적 가치 산정은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비용에 기초하여 산정되고 있으며, 오염물질의
단위 배출량당 비용으로 표현됨
▶ 따라서 사회･환경적 가치를 산정하는 기업들은 해외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치 산정을 하고 있으나, 해외
데이터가 국내 실정에 맞지 않아 과다 또는 과소 추정의 위험이 따름
▶ 특히 해외 데이터를 이용하여 환경적 가치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소득 탄력성, 환율, 소비자 물가
상승률, GDP 상승률 등을 통해 원 데이터를 보정하여 사용해야 함
▶ 정부는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 추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기업 및 국민들에게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확대하여야 함
▶ 사회･환경적 가치를 산정하는 기업들은 과다 또는 과소 추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가치 산정의 방법,
범위 및 대상을 명확히 하여야 함

지난해 8월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2019년부터 계열사 성과를 평가할 때 재무･회계적 가치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도 함께 평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201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부터
사회적 가치를 5대 지표(일자리,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안전･환경, 사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로 구성하여 기관 고유사업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 여부를 평가하기로 하였다.69) 환경적 가치를
포함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본 고에서는 기업 및
기관의 사회･환경적 책임 및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환경적 가치 산정에 대하여
논하고자 하며, 특히 환경적 가치 산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기업의 사회･환경적 가치 산정 및 공개 현황
지난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69사 중 11사는 자사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사회･환경적 가치를 산정하여 수록하였다. 순익에 경제적 가치 분배,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를 각각 산정하여 더한 가치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사

69)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8.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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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부여된 사회･환경적 책임의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도록 노력하고 있다. 경제적
가치 분배는 임직원 급여, 협력사 지원, 투자자 및 주주 가치, 법인세를 비롯한 세 부담 등으로 분류
하여 산정한다. 사회적 가치는 기업의 사회 공헌활동에 대하여 산정된 가치를 의미하며, 환경적 가치는
기업의 환경적 활동에 대하여 산정한 가치이다. 경제적 가치 분배를 산정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공개한 기업은 총36사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기업의 과반이 경제적 가치 분배를 산정하여 공개
하고 있다. 이 중에서 11사만이 사회･환경적 가치를 산정하여 공개하고 있고, 나머지 25사는 경제적
가치 분배만을 공개하고 있고 사회･환경적 가치를 산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표 1> 사회･환경적 가치 산정 현황
구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사회･환경적 가치 산정

경제적 가치 분배

기업 수

69사

11사

36사

특징적인 부분은 사회적 가치는 (+)의 가치를 갖는 반면에 환경적 가치는 (-)의 가치를 갖고 있다.
특히 환경적 가치는 단순히 환경에 대한 기업 또는 사회적 부담(비용)을 합산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사회･환경적 가치 산정은 아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적용보다는 좀더 확고한 토대
하에서 적용되는 게 바람직하다.

사회･환경적 가치 산정 관련 연구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는 일반적인 절차는 먼저 오염물질 배출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며, 이때 VSL(Value of Statistical Life) 또는
VOLY(Value of Life Year)가 적용된다.70) 화학물질의 위험을 평가하는 전형적인 방법은 노출 평가
(exposure assessment), 위험 확인(hazard identification), 복용-반응 평가(dose-response
assessment)로, 화학물질에 대한 인체 또는 동물들의 노출의 정도를 확인하고, 노출 수준에 따른
위험수준을 파악하고 이러한 위험수준에서 어느 정도 신체에 흡수되고 어떻게 반응하는 지를 살핌
으로써 화학물질의 위험수준을 평가한다.71) Hunt et al.(2016)은 관련문헌에 대한 검토 및 고찰을
통하여 대기오염 중 미세먼지와 오존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따른 질환을 명확히 하였다.72)
-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인한 호흡기 및 심장혈관 관련 입원
-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인한 활동 제한일수 및 관련된 업무 손실일수
- 미세먼지로 인한 성인들의 만성 기관지염

70) Alberni, A. et al. (2016), “Approaches and issues on valuing the costs of inaction of air pollution on human
health”, OECD Environment Working Papers, No. 108, OECD Publishing, Paris.
71) Chiu W. (2017), “Chemical risk assessment and translation to socio-economic assessments”, OECD Environment
Working Papers, No. 117. OECD Publishing, Paris.
72) Hunt, A. et al. (2016), “Social costs of morbidity impacts of air pollution”, OECD Environment Working Papers,
No. 99. OECD Publishing,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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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PM10)로 인한 6-18세 청소년들의 급성 기관지염(최근 12개월 내 기관지염으로 판정)
- 미세먼지(PM10)으로 인한 5세 미만 유아의 급성하부호흡기질환
최근 들어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들은 환경활동에 대한 사회적 비용의 추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OECD는 특히 대기오염에 대한 사회적 비용의 추산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최근에 많은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Roy와 Braathen (2017)는 OECD 환경 연구보고
서에서 41개 국가(6 BRICS 국가(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인도네시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와
35개 OECD 회원국)의 대기오염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였다. 각 나라별로 미세먼지와 오존의
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premature death)에 대하여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였다. 2005년 OECD
자료를 토대로 2015년 OECD 및 각국별 자료에 맞추어 데이터를 보정하여 VSL을 산출하여 미세
먼지 및 오존 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의 비용을 추정하였다.73)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및 오존 오염
으로 인한 조기사망의 비용은 2015년 기준 국내총생산대비 3.8%로 추정된다.74)
<표 2> 미세먼지오염과 오존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 비용
백만USD
(2015)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

104,412
1,604,925
882,957
97,641
447,658
38,348
14,935
17,659
23,304
32,142
1,599
2,428
9,454
1,866
625
79,374
186,873
17,841
23,921
272
6,113

3.30%
8.40%
11.60%
3.50%
12.50%
5.30%
1.40%
4.30%
4.70%
2.00%
3.80%
7.00%
3.50%
5.10%
2.70%
3.00%
4.80%
6.20%
9.40%
1.70%
2.00%

구분

BRICS

OECD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구분

OECD

이스라엘
이태리
일본
한국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 합계

백만USD
(2015)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

7,514
125,662
215,831
66,961
531
1,381
62,380
31,856
2,106
7,997
74,534
10,955
10,462
3,171
504
9,476
11,864
74,528
111,890
488,515
1,888,156

2.50%
5.70%
4.60%
3.80%
10.50%
2.40%
2.90%
3.90%
1.20%
2.50%
7.50%
3.60%
6.60%
4.90%
3.10%
2.10%
2.30%
4.80%
4.10%
2.70%
3.70%

출처 : Roy와 Braathen (2017)

73) 나라별 VSL은 기준인 유럽연합 또는 OECD의 데이터를 소득 탄력성, 환율, 소비자 물가 상승률, GDP 상승률 등을 통해 보정하여
산출하였다(OECD, “The cost of air pollution: health impacts of road transport”, OECD Publishing, Paris, 2014.).
74) Roy, R. and N. Braathen (2017), “The rising cost of ambient air pollution thus far in the 21st century: results from
the BRICS and the OECD countries”, OECD Environment Working Papers, No. 124. OECD Publishing,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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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탄소를 중심으로 메탄과 산화질소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추산하여 연방 규제에 대한
분석에 사용하고 있다. 탄소에 대한 사회적 비용(SCC: Social cost of carbon)은 기후변화를 계량화
하기 위하여 개발된 정량척도로 이산화탄소 배출의 순 경제적 비용을 의미하며, 이산화탄소의 단위
대기배출량(톤)당 손해의 화폐적 추정치이다.75) 미국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는
2008년부터 이산화탄소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SCC 추정치를 산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EPA와
타 연방 기관들은 규제조치에 대한 분석에서 SCC와 함께 메탄의 사회적 비용, 산화질소의 사회적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76) SCC 추정치의 평균값은 2015년 현재 이산화탄소 톤당 41달러이나 향후
2050년에는 70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SCC와 함께 이산화탄소를 제외한 타 온실가스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과소 추정된 경향이 있다.77)
<표 3> 미국 EPA의 연도별 이산화탄소, 메탄, 산화질소의 배출량(톤)당 사회적 비용
연도

3% 할인율 적용 평균 (2007년 USD/ tonne)
이산화탄소

메탄

산화질소

2015

36

1,000

13,000

2020

42

1,200

15,000

2025

46

1,400

17,000

2030

50

1,600

19,000

2035

55

1,800

21,000

2040

60

2,000

23,000

2045

64

2,300

25,000

2050

69

2,500

27,000

출처 : EPA (2017)

유럽연합 또한 사회적 비용의 추산에 적극적이다. 유럽연합의 EEA(European Environment
Agency)는 2011년에 이어 2014년에도 유럽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VOLY와
VSL를 적용하여 사회적 비용의 범위를 추정하였는데, 분석대상 대기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및 이산화황(SO2), 암모니아, 비메탄계 휘발성 유기화합물, 미세먼지, 중금속(납, 비소,
카드뮴, 크롬, 수은, 니켈), 유기오염물질(벤젠, 다이옥신, 퓨란, PAH), 이산화탄소이며 이 연구는
미세먼지와 오존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OECD의 연구와 이산화탄소, 메탄, 산화질소에
대해 사회적 비용을 추산했던 미국 EPA의 연구에 비해 보다 폭넓은 오염물질에 대하여 사회적 비용을

75) 2008년 미국의 연방 제9 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은 연방정부에 연료효율성기준의 규제 영향분
석에서 기후변화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도록 행정부에 요청하였고, 당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09년 기관합동 워킹그룹(IWG:
Interagency Working Group)에 연방 규제 분석에 사용되는 탄소에 대한 사회적 비용 추정모형을 개발하도록 하였다.(Environmental
Defense Fund, “The social cost of greenhouse gases”, 2017.2.)
76)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The social cost of carbon”, 2017.
77) 각주 7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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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산하였다.78)
네덜란드의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는 유럽연합에서의 환경비용(Eco-cost)을 추정하
여 발표하고 있으며, 환경비용은 인체, 생태계, 자원고갈, 지구온난화에 대한 환경비용을 합산한 값
이다. 이 환경비용 또한 유럽대륙에 한하여 산출한 것으로, 타 국가 및 대륙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의 환경비용

총 환경비용

인체

생태계

자원고갈

지구온난화

(Human health)

(Ecosystems)

(Resource depletion)

(Global warming)

- 인체 환경비용 = 발암물질, 여름 스모그,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비용의 합
- 생태계 환경비용 = 산성화, 부영양화, 생태 독성에 대한 환경비용의 합
- 자원고갈 환경비용 = 비생물적 고갈, 토양 사용, 물, 매립에 대한 환경비용의 합
- 지구온난화 환경비용 = 이산화탄소 및 온실가스에 대한 환경비용의 합
- 총 환경비용 = (인체 + 생태계 + 자원고갈 + 지구온난화)
출처 : http://www.ecocostsvalue.com/EVR/model/theory/subject/2-eco-costs.html
<표 4>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의 세부 환경비용
분류

한계 예방비용
(marginal prevention cost)

산성화 환경비용

8.75 €/kg SOx

부영양화 환경비용

4.17 €/kg 인산염

생태 독성 환경비용

55.0 €/kg 구리

인체 독성(발암물질) 환경비용

3754 €/kg 벤조(아)피렌

여름 스모그 환경비용 (호흡기 질환)

10.38 €/kg 에틸렌

미세먼지 환경비용

34.0 €/kg 미세먼지 PM2.5

지구온난화 환경비용

0.116 €/kg CO2

출처 : http://www.ecocostsvalue.com/EVR/model/theory/subject/2-eco-costs.html

78) European Environment Agency, “Costs of air pollution from European industrial facilities 2008-2012”, EEA
Technical Report No. 20/2014, EEA, Copenhagen, 2014. VSL이 VOLY보다 크므로, 사회적 비용의 하한은 VOLY를 적용
하여 산출하고, 상한은 VSL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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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각 연구별 보정 필요성 현황
구분

OECD

EEA

EPA

Delft

국내 적용시 보정 필요

X (한국에 대해 계산)

O

O

O

적용 화폐 단위

2015년 USD

2005년 Euro

2007년 USD

2017년 Euro

시간에 따른 화폐가치 변동

O

O

O

O

소득탄력성

X (이미 반영)

O

O

O

소비자 물가상승률

X (이미 반영)

O

O

O

GDP 상승률

X (이미 반영)

O

O

O

국내기업의 사회･환경적 가치 산정시 문제점
먼저 사내외 환경의 개선을 위한 투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산정하지 못하고 있어 자칫 환경적
가치는 언제나 (-)의 값을 갖는다는 오해를 살 여지가 충분하다. 이러한 오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가령 기존대비 환경적 부담의 감소를 보여주는 것은 기업들이 환경적 개선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기업들이
환경개선에 다른 미래의 기대효과를 분석하여 화폐가치로 보여줌으로써 환경개선에 대한 사회적 투자
이익(SROI: Social Return on Investment)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려주는 게 바람직하다.
또한 환경가치 산정시, 다시 말해서 (-)의 환경가치인 환경비용 산정시 대부분 해외 자료를 인용
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 EPA, OECD, 유럽연합의 EEA에서
화학물질별로 사회적 비용을 산정하였는데 이는 각 국가 및 대륙의 지리, 인구, 사업, 환경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으로 한국과는 요인 자체는 유사하거나 동일할 수 있지만 그 영향의
수준은 다를 가능성이 크다. 물론 한국 정부에서 화학물질 또는 오염물질별로 사회적 비용을 추산
하여 공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당장 수행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해외 데이터를
인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해외 데이터를 인용함에 있어 나름의 보정을 통하여 데이터가 재
가공되어 한국의 실정에 맞게 환경비용이 산출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가장 용이한 데이터 보정은
VSL 또는 VOLY를 보정하는 것으로, 기준인 유럽연합 또는 OECD의 VSL을 소득 탄력성, 환율,
소비자 물가 상승률, GDP 상승률 등을 통해 보정하는 것이다.(OECD, 2014)
앞에서 언급했듯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각종 환경오염들에 대하여
사회적 비용을 추산하여 발표하는 것으로, 기업들이 보다 명확한 내용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기재할 수 있고, 환경오염 및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는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발하여 궁극적으로 기업들의 환경적 책임활동을 더욱 가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회･환경적 가치 산정시 필요한 점
사회･환경적 가치를 산정하는 기업 또는 기관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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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가치 산정의 방법이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환경적 가치를 산정할 때에는
어떤 기법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명확히 기술하여 보여주어야 한다. 사회･환경적 가치를 산정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객관적으로 그 가치를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을 띠고 있다. 객관적인 방법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에 그냥 주관적으로 산정하여 판단하기 보다는 사용기법에 대하여 명확히 기술
함으로써 무엇이 문제이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이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보다 나은 가치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두 번째로, 가치산정의 범위이다. 기업이 수행한 사회･환경적 책임의 효과를 책정함에 있어 1차
효과까지만 분석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2차, 3차 파급효과까지 살펴보는 경우 자칫 간접
효과(2, 3차 효과)의 가치가 직접 효과(1차 효과)보다 더 크게 산정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결국 사회･
환경적 가치를 부풀리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직접 효과에 대해서만 분석하는 게 적절
하다.
세 번째는 가치산정의 대상이다. 기업이 수행한 사회･환경적 책임 모두가 가치산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마땅한 가치산정방법이 없어 가치산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에도 최대한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가치 산정을 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기업이 수행하는 사회･환경적 책임활동은 기업이 처한 환경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활동들에 대해 많은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하나의 기법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우리나라에서 사회･환경적 가치 산정은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중이다. 따라서 지금은 많은 기
업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바에 따라 가치 산정을 할 수 밖에 없다. 점점 많은 기업들이 사회･환경적
가치를 산정해짐에 따라 나름의 원칙을 정해 나가야 한다.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칙들은 사
전에 미리 정하여 가치 산정시에 반드시 기저에 두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특히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 산정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정부가 선도적으로 환경오염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유발하는 지를 과학적으로 추정함으
로써 기업과 국민들에게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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