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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기업의 이사회 규모 및 구성 추이
이 수 원 선임연구원 (swlee@cgs.or.kr)

▶ 이사회는 기업 경영의 핵심적 기능을 지니며, 그 규모와 구성은 지배구조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상장회사의 지난 10년간 이사회 규모를 조사한 결과, 대규모 상장기업의 이사회 규모는 점차 축소되고
있음
▶ 구성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사외이사 비율 및 법적 기준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회사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므로, 외형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를 적극 권장하는 국내외 최선관행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규모 확대 및 사외이사 비율 확대가 필요함

배경
쉎 이사회는 기업운영의 중심이 되며,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및 경영 감독 기능을 지님1)
○ 특히 상장회사는 외부주주의 존재로 인해 이들의 이해를 대변할 이사의 필요성이 발생하여,
자산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를 부여받음
<표 1> 자산규모에 따른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의무선임 비율*1
자산규모 구분

사외이사 의무 선임 비율

비고

1천억 원 미만

이사 총수의 1/4 이상

코스닥 또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인
경우 사외이사 선임의무 면제

1천억 원 이상, 2조원 미만

이사 총수의 1/4 이상

-

2조원 이상

3인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

-

*1 회생절차, 파산선고, 신규상장,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해산결의 등 특수한 경우에는 위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음
자료 : 「상법」 제542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1)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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쉎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비율과 수는 지배구조적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예컨대 이사회에서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에 유리한 반면, 외부주주의 부를 희생시킬 우려가
있는 결의가 시행될 때, 사외이사가 과반수로 이루어진 이사회에서는 적어도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전원의 반대를 통해 해당 결의를 저지할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최근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을 장려하는 기업지배구조
최선관행(Best Practice)2)에 비추어서도 사외이사의 충분한 확보의 중요성이 인정됨

쉎 이러한 배경에서 국내 상장회사의 이사회 구성이 어떠한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를 지님
○ 이에 이 글에서는 국내 상장회사의 이사회 구성이 과거에 어떠한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특히 사외이사의 비중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고 함의를 찾고자 함

자료
쉎 분석은 주권상장법인 1,442사3)의 과거 10년간 이사회 구성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짐
○ 해당 자료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운영하는 TS2000을 통해 추출하였으며, 한국기업지배
구조원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자료와 대조하여 수정과정을 거침
○ 상법은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사외이사 선임 비율을 달리 요구하고 있으므로,
분석에서도 직전 사업연도 자산규모를 통해 세 개의 그룹으로 구분함
<표 2> 표본의 구성(사)
연도

1천억 미만

1천억 이상, 2조 미만

2조 이상

계

2008

638

475

77

1,190

2009

643

527

82

1,252

2010

648

599

92

1,339

2011

616

684

106

1,406

2012

585

742

113

1,440

2013

572

754

113

1,439

2014

555

772

113

1,440

2015

545

779

116

1,440

2016

521

800

119

1,440

2017

486

835

119

1,440

계

5,809

6,967

1,050

13,826

자료 : TS2000 및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공개기업에 대해 감사위원회, 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있으며,
위원회 과반수 또는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권고함;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역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설치를 권고하며 이들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과반 혹은 전원 사외이사로 할 것을 권고함
3) 특수목적회사, 공공기관 및 상장이력이 5년 이하인 회사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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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쉎 먼저 자산규모 별로 이사회 규모가 어떻게 변화하는 지 살펴본 결과, 자산규모 2조 미만인
기업의 경우 이사회 규모가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2조 이상인 기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표 3> 자산규모별 이사회 규모 추이(인)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1천억미만

4.7(1.2)

4.7(1.2)

4.6(1.2)

4.6(1.1)

4.5(1.2)

1천억 이상, 2조 미만

5.7(1.9)

5.6(1.8)

5.4(1.8)

5.3(1.8)

5.3(1.8)

2조이상

9.1(5.2)

8.9(5)

8.5(4.8)

8.2(4.8)

8.1(4.8)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1천억미만

4.7(1.2)

4.7(1.3)

4.8(1.4)

4.9(1.4)

5(1.4)

1천억 이상, 2조 미만

5.5(1.9)

5.4(1.9)

5.4(1.9)

5.4(1.9)

5.4(1.9)

2조이상

8(4.8)

7.7(4.6)

7.6(4.6)

7.6(4.5)

7.6(4.6)

주: 괄호 안은 사외이사의 수
자료 : TS2000 및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쉎 사외이사의 비율 평균은 모든 자산규모 군에서 소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사외이사 비율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지배구조 개선의 대표적 척도이므로, 국내 상장회사의
지배구조가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반증임
<표 4> 자산규모별 사외이사 비율 추이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1천억 미만

23.7%

24.2%

24.5%

24.0%

25.0%

1천억 이상, 2조 미만

32.3%

32.2%

32.2%

33.1%

33.4%

2조 이상

56.3%

56.0%

56.6%

57.5%

59.2%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1천억 미만

25.8%

26.4%

27.0%

28.0%

27.2%

1천억 이상, 2조 미만

34.2%

34.3%

35.0%

35.3%

34.9%

2조 이상

59.9%

59.2%

60.2%

59.6%

59.6%

자료 : TS2000 및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쉎 그러나 사외이사 과반으로 이루어진 이사회를 구성하는 회사의 비율은 법적 요구사항의 기준이
되는 자산규모 2조원을 전후로 극명하게 대비되어 개선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음
○ 게다가 법적으로 이사회의 과반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 중에서도 일부는 그러한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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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자산규모별 사외이사 과반 이사회 운영 기업 비중 추이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1천억 미만

1.3%

0.9%

1.1%

1.1%

1.7%

1천억 이상, 2조 미만

5.1%

3.4%

3.5%

4.8%

5.3%

2조 이상

81.8%

80.5%

79.3%

85.8%

92.0%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1천억 미만

2.1%

2.2%

1.8%

2.9%

3.1%

1천억 이상, 2조 미만

6.5%

7.8%

6.8%

7.3%

6.7%

2조 이상

88.5%

94.7%

92.2%

93.3%

94.1%

자료 : TS2000 및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쉎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외이사의 수보다 자발적으로 더 많은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기업4)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는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법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많게는 3인의 사외이사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하는 회사도 발견됨
○ 그에 반해 자발적으로 1인에서 많게는 5인의 사외이사를 추가적으로 선임하여 운영 중인
회사 역시 적지 않은 수준이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표 6> 법정 기준과 사외이사 추가 선임 현황(사,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법적 기준 미충족

18(3.3%)

25(4.1%)

27(3.9%)

29(3.7%)

20(2.3%)

법적 기준만 충족

430(77.9%)

461(76.3%)

517(75.6%)

584(74.4%)

637(74.8%)

1인 이상 추가 선임

104(18.8%)

118(19.5%)

140(20.5%)

172(21.9%)

195(22.9%)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법적 기준 미충족

34(3.9%)

33(3.7%)

25(2.8%)

31(3.4%)

32(3.4%)

법적 기준만 충족

597(68.9%)

620(70.1%)

603(67.4%)

612(66.6%)

636(66.7%)

1인 이상 추가 선임

236(27.2%)

232(26.2%)

267(29.8%)

276(30%)

286(30%)

주: 괄호 안은 해당 기업의 비율
자료 : TS2000 및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소결
쉎 이사회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반드시 기업가치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나, 이사회
내부에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여러 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
위원회 등)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최선관행에 비추어 볼 때, 4~5인 정도의 사외이사로서
이 같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움

4) 자산규모 1천억원 미만인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면제되므로,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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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국내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3개 위원회를 3인의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운영할 때, 5인의
사외이사가 평균 2개의 위원회에 소속되어야 하므로, 회사에 상근하지 않는 사외이사는 이러한
위원회 활동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을 가능성이 큼
○ 또한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충분하지 않은 이사회 규모는 위원회 설치를 제한하게
되어 지배구조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쉎 이어 사외이사 비율의 지속적인 확대와 자발적으로 사외이사를 법적 요건보다 추가적으로
선임하는 회사의 비중 증가 등 외형적 지배구조 개선이 일부 확인되나, 과반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운영 중인 회사의 비율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 회사를 제외하면 6% 수준으로
개선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평가됨
쉎 국제적인 지배구조 최선관행을 만족하는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위원회를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사회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동시에 사외이사 비중
역시 확대하려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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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사의 유리천장 수준 분석
- 이사회 내 여성 등기이사 현황 조사를 중심으로
임 자 영 선임연구원 (jylim@cgs.or.kr)

▶ 본 고에서는 이사회 내 여성 등기이사의 비율을 분석하여 국내 상장사의 실질적인 유리천장 수준을
파악하고자 함
▶ 실질적으로 유리천장을 극복한 여성이사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배주주로부터 독립된 여성 이사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함
▶ 지난 5년간 여성 사내이사 중 지배주주 일가인 여성 사내이사의 평균 비중은 78%에 달하는데, 이는 남성
사내이사(28.6%)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임
▶ 실질적으로 개인의 능력 및 전문성을 통해 유리천장을 극복한 여성 사내이사의 수는 단 10명 (0.4%)에
불과하고, 그 수는 16년 이후로 감소하는 추세임
▶ 이사회 내 성별 다양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보다 적극적인
차원의 제도 및 장치가 뒷받침 되어야 함

이사회 내 성별 다양성 관련 논의
쉎 해외에서는 이사회 내 성별 다양성 확보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음
○ 많은 주요 기관투자자를 필두로 이사회 내 다양성의 필요성과 실익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으며, 기업 내부에서도 이사회 내 다양성에 관한 인식 수준이 향상되고 있음

쉎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기업 유리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함께 수반되고 있음
○ 노르웨이,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의 다수 유럽 국가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상장기업 이사회에 여성할당제를 도입하고 있음5)

5) 이정은, 2018.12., “이사회 성별 다양성과 기업의 ESG 및 재무 성과”, 「KCGS Report」, 제 8권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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쉎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이사회 내 성별 다양성 확보가 요원한 상황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나 그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실정임
○ 2019년 영국의 Economist가 발표한 유리천장지수에서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7년
연속 꼴찌를 기록하였으며, 세부 항목 중 여성 이사 및 임원 비율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함6)
○ 2018년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 이사회 내 여성 이사가 1명 이상인 기업의 비중은
7.6%에 불과해 이사회 내 다양성이 매우 열악함을 확인할 수 있음7)
○ 여성가족부에서 여성 임원 확대 관련 간담회를 개최8)하거나 개별 기업과 성별균형 포용성장
자율협약을 맺는 등의 각종 정책을 수행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그 효과에 한계가 있음

쉎 이에 국내 상장사의 이사회 내 여성 이사 선임 현황을 조사하여 실질적인 유리천장 수준을
확인하여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함

이사회 내 성별 다양성에 관한 해외 인식 수준
쉎 많은 해외 기관투자자들은 이사회 내 다양성 확보에 관해 기업과 대화하거나 다양성을 저해하는
이사 후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의 내용을 의결권 행사 정책에 담고 있고, 이에 따라
이사회 내 다양성을 요구하는 각종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2017년 가을 뉴욕 연기금(NYC Pension Funds)은 총 151개 기업에 이사회의 성별, 인종,
능력을 표 형식(matrix format)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함9)
○ 2017년 캐나다 공적 연기금(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 CPPIB)은 여성
임원이 없는 45개 기업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성별 다양성을
제고하라는 의견을 전달함10)
○ 2018년 2월 자산운용사인 BlackRock은 이사회 내 여성 이사가 두 명 미만인 RUSSELL
1000 기업 전체에 성별 다양성 제고를 위한 장기 계획을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함11)
○ 또한 2018년 자산운용사인 SSGA(State Street Global Advisors)는 이사회 내 여성이사가
없는 전 세계 581개 기업의 이사 후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함12)

6)
7)
8)
9)

https://www.economist.com/graphic-detail/2019/03/08/the-glass-ceiling-index
김진성, 2018.10., “이사회 다양성 현황 - 젠더 이슈를 중심으로”, 「KCGS Report」, 제 8권 6호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2.18., “유리천장을 깬 기업 여성임원 간담회”
NYC Comptroller,「Boardroom Accountability Project 2.0.」,
https://comptroller.nyc.gov/services/financial-matters/boardroom-accountability-project/boardroom-accountabilityproject-2-0/, [2019.02.27.]
10) 조선일보, 2018.11.14., 「“여성 임원 있어야 기업 더 성장” 女이사 할당제 도입 목소리」
11) BlackRock, 2017.6,「Investment Stewardship Report: Americas: Q2 2017」
12) SSGA, 2018.9.「State Street Global Advisors Reports Fearless Girl’s Impact: More than 300 Companies Have
Added Female Directors」

8 ･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2019년 9권 3･4호

KCGS Report

쉎 PwC에서 미국 상장사의 이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보면13), 기업 내부에서도
이사회 다양성의 필요성에 대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사회 내 다양성이 기업의 비재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재무적 측면에 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이사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남(<표 1> 참조)
<표 1> 이사회 내 성별 다양성의 효과에 대한 설문결과
구분

이사회 내 성별 다양성의 효과

재무적 측면

비재무적 측면

응답율

기업 성과를 향상시킴

72 %

이사회의 성과를 향상시킴

84 %

전략 및 리스크에 관한 감독 기능을 향상시킴

72 %

이사회에 독창적인 관점이 추가됨

94 %

기업과 투자자와의 관계를 향상시킴

81 %

출처 : PwC (2018)

○ 이사회 내 성별 다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이사의 비율은 2012년 25%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는 46%에 달함([그림 1] 참조)
[그림 1] 이사회 내 성별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46%
37%

25%

2012년

39%

41%

27%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8년

출처 : PwC (2018)

13) 연수익 10억 달러 이상의 미국 상장기업의 이사 714명을 대상으로 함. PwC, 2018,「The evolving boardroom: Signs of
change, PwC’s 2018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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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개요
쉎 이사회 내 성별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됨에 따라, 최근 5년(2014~18년)동안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14)의 이사회 내 여성 등기이사 비율을 확인하여 국내 유리천장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함
○ 유리천장은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의미하며15)
회사에서는 여성임원의 비율에 따라 유리천장의 정도를 파악함
○ 유리천장을 극복한 여성 사내이사란 기업 내부에서 고위직으로 승진했거나, 관련 업종에서의
경력을 인정받아 선임된 이사 등을 의미함

쉎 유리천장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전체 여성 등기이사 중 지배주주로부터 독립된 여성
이사를 분리해서 조사하고자 함 ([그림 2] 참조)
○ 여성 이사가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면 실제로 유리천장을 극복하고 등기이사에
선임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은 여성 사내이사는 크게 개인 지배주주 일가에 속하는 이사와
법인인 최대주주의 임원16) 혹은 주요주주 등의 자격으로 선임된 이사를 의미함
- 이들은 특정한 자격을 이유로 이사에 선임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수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진정한 유리천장의 해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상법상 지배주주와 연관이 있는 이사는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으므로17) 사외이사는 모두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이라고 간주함
[그림 2] 전체 여성 이사의 구성

개인인 지배주주의 친인척

전체
여성이사

여성
사내이사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은 사내이사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사내이사

여성
사외이사

14)
15)
16)
17)

법인인 최대주주의 임원, 주요주주 등의
자격으로 선임된 사내이사
기업 경영에 관한 능력, 경력이 인정되어
선임된 사내이사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

조사 대상은 2014년부터 2018년 동안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이며 총 791사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17a1371n152
최대주주인 PEF 혹은 해외법인의 임원, 최대주주인 투자목적회사의 업무집행인 등을 의미함
상법 제382조 제3항 제3호, 상법 제542조의8 2항,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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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내 여성 이사 수의 변동 현황 – 지배주주 일가 여부 중심
쉎 전체 여성 이사 수는 소폭이나마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84명에서 2018년 128명에 달함
(<표 2> 참조)
○ 사외이사는 2015년에 전년대비 상당히 증가(20명 → 31명, 11명 증가)하였고, 2018년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31명 → 51명, 20명 증가)하여 주목할 만한 긍정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 그에 비해 사내이사의 수의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쉎 지난 5년간 전체 여성 이사 중 사내이사의 비중은 평균 69.1%로 사외이사의 비중(30.9%)의
두 배를 초과하여, 남성 사내이사의 비중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표 2> 참조)
○ 같은 기간 전체 남성 이사 중 사내이사 비중은 평균 57.6%이고, 사외이사의 비중은 평균
42.4%로 그 차이가 크지 않음
<표 2> 여성 이사 수 현황

여성

남성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내

64 (76.2%)

67 (68.4%)

69 (69.7%)

76 (71.0%)

77 (60.2%)

사외

20 (23.8%)

31 (31.6%)

30 (30.3%)

31 (29.0%)

51 (39.8%)

소계

84 (100%)

98 (100%)

99 (100%)

107 (100%)

128 (100%)

사내

2286 (58.6%)

2281 (57.8%)

2357 (57.6%)

2328 (57.2%)

2424 (56.6%)

사외

1612 (41.4%)

1665 (42.2%)

1737 (42.4%)

1741 (42.8%)

1862 (43.4%)

소계

3898 (100%)

3946 (100%)

4094 (100%)

4069 (100%)

4286 (100%)

쉎 여성 사내이사 중 지배주주와 연관된 사내이사의 비중이 2018년 기준 87%(77명 중 67명)으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3> 참조)
○ 이 중에서도 개인 지배주주 일가에 해당하는 여성 사내이사의 비중은 지난 5년 평균 78%로
확인되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임
<표 3> 여성 사내이사 수 현황

여성
사내이사

지배주주와
연관된
사내이사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개인 지배주주 일가

51
(79.7%)

53
(79.1%)

53
(76.8%)

59
(77.6%)

59
(76.6%)

법인인 최대주주의
임원, 주요주주 등

4

3

3

5

8

소 계

55

56

56

64

67

9

11

13

12

10

64
(100%)

67
(100%)

69
(100%)

76
(100%)

77
(100%)

지배주주로부터 독립된 사내이사
전체 여성 사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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쉎 같은 기간 남성 사내이사 중 지배주주 일가에 해당하는 이사의 비중은 평균 28.6%에 불과하
기 때문에, 위에서 확인되는 여성 사내이사 내 개인 지배주주 일가의 비중(78%)은 상당히 비정
상적으로 높은 수준이라 판단됨 ([그림 3] 참조)
[그림 3] 남여 간 개인 지배주주 일가인 이사 비중의 평균 비교(2014~2018년)
개인 지배주주 일가 해당

개인 지배주주 일가 미해당

지배주주 일가 해당, 78%

여성 사내이사

지배주주 일가 해당,
28.6%

남성 사내이사

0%

10%

20%

미해당, 22%

미해당, 71.4%

30%

40%

50%

60%

70%

80%

90%

100%

쉎 2018년 기준 전체 이사 중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여성 이사(사내+사외)의 비중은 1.4%로
매우 낮음(4414명 중 61명) (<표 4> 참조)
○ 2018년 기준 사내이사의 경우 실제로 유리천장을 극복하고 등기이사 자리에 올랐다고 판단되
는 여성 사내이사는 단 10명에 불과하고(전체 사내이사 대비 0.4%), 이마저도 16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표 4> 참조)
<표 4> 지배주주와 독립된 여성 이사 수 현황
항목
(미포함)*
여성
이사 수
전체
이사 수

사외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

31

30

31

51

사내**

9 (0.4%)

11 (0.5%)

13 (0.5%)

12 (0.5%)

10 (0.4%)

소계***

29 (0.7%)

42 (1.0%)

43 (1.0%)

43 (1.0%)

61 (1.4%)

사외

1632

1696

1767

1772

1913

사내

2350

2348

2426

2404

2501

소계

3982

4044

4193

4176

4414

* ‘미포함’은 지배주주와 관련된 여성이사를 포함하지 않은 여성이사 수를 의미함
** 사내이사의 괄호 안 비율은 전체 사내이사 수에 대한 비율임
*** 소계의 괄호 안 비율은 전체 이사 수에 대한 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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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쉎 지배주주와의 관계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여성 이사의 비중을 계산하면 실질적으로 유리천장을
극복한 여성이사의 비중에 비해 매우 높게 산출됨
○ 대다수의 여성 사내이사가 지배주주와 연관되어 있었고, 남성 이사에 비교하면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여성 사내이사의 비중은 상당히 낮은 수준임

쉎 또한 전체 여성 이사 수의 변동이 실제 유리천장을 극복한 여성이사 수의 증감 여부를 의미하지
않음
○ 지난 5년간 유가증권 상장사의 여성 사내 이사 수가 소폭이나마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
전체 여성 이사 수가 100명을 돌파했지만 이를 유리천장 극복의 결과로 판단할 수 없음
○ 여성 사외이사의 수는 괄목할만한 증가를 보였으나, 오히려 유리천장을 극복한 여성 사내이사의
수는 16년 이후 감소하였고 그 수도 10명 내외로 매우 낮음

쉎 일반적으로는 이사 선임 과정의 유리천장 수준을 확인할 때 지배주주와 관련된 여성 사내이사를
제외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조사 결과에 비해 실제 우리나라 여성이 극복해야하는 유리천장이
훨씬 더 견고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 특히 여성 사내이사의 경우에는 여전히 유리천장이 견고하게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됨

쉎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이사회 내 성별 다양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에 더하여 보다 적극적인 차원의 제도 및 장치 도입을 통해 이사회 내 성별 다양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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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위탁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실태 파악
윤 소 정 연구원 (sjyoon@cgs.or.kr)

▶ 위탁 기관투자자들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분석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반대
의결권 행사에 대한 ‘반대 안건 일치도’를 살펴보고자 함
▶ 국민연금과 위탁 자산운용사 간의 의결권 행사 일치율은 평균 72% 정도로 높은 편이지만,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 안건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일치율은 그보다 현저히 낮은 약 27% 수준임
▶ 의결권 행사의 불일치 정도가 클 경우, 국민연금은 해당 문제에 대해 의결권 위임 방식 보완 방법 및
시장의 혼선 최소화를 위해 향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서론
쉎 국내 자본시장에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 이후 의결권 행사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책임이 더욱 요구됨에 따라 의결권 행사 내역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
○ 특히, 국민연금기금(이하 ‘국민연금’)은 국내에서 가장 큰 운용 규모의 연기금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가입(2018.08.24.)하여 실제 어떻게 수탁자로서 책임 이행을 할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더불어 2019년 1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위임까지 가능해짐에
따라 방대한 자산 운용 규모의 직접적인 수탁자 책임활동뿐만 아니라 위탁 운용에 관한 수탁자
책임을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실정임

쉎 최근 경제개혁연구소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관투자자 의결권행사 분석18)’을 실시하여
해당 자산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내역과 의결권 자문사 및 국민연금과의 일치도를 분석하였음
○ 다만, 해당 분석은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기준을 따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위탁
운용 재계약시,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논란이 될 수 있음

18) 이승희, 경제개혁연구소, 2019-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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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며, 크게 경영안정성, 운용조직 및 인력, 운용성과, 운용전략 및 프로세스,
제안수수료, 위험관리 등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19)

쉎 따라서 실제 국민연금에서 위탁한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함
○ 2018년 4분기 기준으로 선정 공시된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공시 일괄신고
내역을 조사하였음20)
○ 위탁 기관투자자들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의결권
공시내역의 찬반 여부를 조사하고, 그 중 국민연금이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종목들에 대한
반대의결권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살펴봄

위탁 기관투자자 실태 파악21)
쉎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시에 따르면, 2018년 4분기말 기준 국내주식 위탁운용사는 총
30개사이며, 이 중 책임투자 관련 위탁운용을 동시에 이행하고 있는 운용사는 5개사로 조사됨
○ 위탁 기관투자자들의 평균 주식자산 운용 규모(AUM)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 4조 9,084억
정도이며, 위탁 기관투자자들의 AUM 평균을 상회하는 운용사는 7개사임
<표 1>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기초통계량22)
2018년 12월 31일 기준
구 분

운용 규모
(억원)

종목 수

안건 수

반대종목 수

반대안건 수

반대율(%)

전체 29개사 MEDIAN

34056

42

291

4

18

4.75

운용
(5개사)

96851.6

105.4

732.6

22.6

48.8

5.34

미운용
(24개사)

39131.96

43.13

300.17

10.88

24.21

6.81

가입
(19개사)

58298.26

68.37

468.32

17.95

37.42

8.56

미가입
(10개사)

31575.8

26.3

196.9

3.3

11.4

2.75

책임투자
운용 여부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여부

19)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선정기준
20) 집합투자업자는 각 집합투자재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소유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87조)
21) 해당 분석은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집합투자업자가 의결권 행사내역을 일괄 공시한 내역을 바탕으로 실시함
22) 일괄공시에서 정보를 찾을 수 없는 1개사를 제외한 29개사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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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운용사 운용자산 규모 및 보유 인프라 수준의 차이에 따라 의결권 행사 공시 대상도
차이를 보이는데,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평균 54개 기업의 의결권
행사내역을 공시하였으며 운용사별로 최소 3개에서 최대 195개 기업의 의결권 행사내역을
일괄 공시함
- 이들의 동일 기간 의결권 행사내역 보고 안건수 역시 최소 12개에서 최대 1,339개로 평균
375개의 안건을 공시하고 있으며, 평균 54개 기업이 약 7개의 안건들을 보고한 수준임
- 위탁 자산운용사 안건의 반대율23)을 보면 평균 6.55% 정도인데, 적게는 0%에서 최대
18.31%까지 큰 차이를 보임. 이들의 평균 반대율 수준을 상회하는 운용사는 12개사로 파악됨
- 의결권 행사내역 중 반대한 기업들의 개수는 평균 13개사로, 185개 보고종목 중 최대
55개사를 반대 의결권 행사한 자산운용사가 있으며, 보유한 종목에 대해 반대의결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자산운용사도 4개사에 이름
○ 국내주식 위탁운용사들 중에서 책임투자 관련 위탁을 동시에 운용하고 있는 5개사에서 일괄
공시한 의결권 행사내역의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운용 자산 규모 및 개별
보유종목의 편차가 큰 편임

국민연금과 위탁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일치도 분석24)
쉎 10개 자산운용사들의 행사내역에 대응하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내역을 조사하여 찬성-찬성
또는 반대-반대인 경우 일치, 그렇지 않은 경우 불일치로 계산함
○ 또한, 자산운용사의 보고 안건 중 국민연금이 반대한 안건 중에 해당 자산운용사 역시 반대한
경우만을 따로 계산하여 일치율을 구한 결과는 <표 2>와 같음25)
<표 2>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의결권 행사 일치도
(2019년 3월 31일 기준, 가나다 및 ABC 순)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안건

국민연금 반대 안건

안건 수

일치 건수

일치율(%)

안건 수

일치 건수

일치율(%)

동양자산운용

404

272

67.3

48

11

22.9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428

332

77.6

66

13

19.7

미래에셋자산운용

1205

848

70.4

163

38

23.3

삼성액티브자산운용

219

152

69.4

43

16

37.21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115

66

57.4

16

11

68.75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48

38

79.2

6

2

33.3

한국투자신탁운용

1033

826

80

132

46

34.8

23) (반대 안건수/보고 안건수)*100, 분리 안건의 경우 개별 안건으로 카운트함
24) 책임투자 위탁운용사 및 그룹 내 의결권 반대행사율이 높은 10개사의 2019년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내역에 한정하여 분석함
25) 의결권 행사내역 중 기권, 중립 및 미행사 등은 계산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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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대 안건

안건 수

일치 건수

일치율(%)

안건 수

일치 건수

일치율(%)

334

186

55.7

43

3

7

IBK자산운용

140

108

77.1

17

1

5.88

NH아문디자산운용

430

370

86

57

12

21.1

쉎 위탁 자산운용사들이 보유한 종목에 대하여 의결권 일치율을 계산해 본 결과, 국민연금과
위탁운용사 간의 일치율은 평균 72.01%로 비교적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그럼에도 일부 위탁운용사가 국민연금이 찬성한 안건에 대하여 자체 보유한 가이드라인 및
판단기준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됨
○ 일례로 2019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삼성전자의 안건에 대해 계열사로 인한 중립의견을 제외하고
해당 종목을 보유한 8개 운용사 중 5개사에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나, 국민연금은 전체
안건에 대하여 찬성함
-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운용사들의 사유를 살펴보면, 삼성전자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하여
독립성(independence)이나 전문성(expertise)의 결여를 우려하였음
-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의 주주총회 부의 안건은 모두 가결되었으나, 실제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박재완 선임의 건에 대한 찬성율은 71.4%(72.0%)로 나타나 반대의 목소리가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함
- 이는 위탁운용사들이 사외이사 선임의 기준에서 국민연금보다 더욱 엄격한(tight) 규정을
적용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음
○ 또 하나의 특징적인 부분은 국민연금에 비하여 위탁운용사가 배당 확대에 더욱 목소리를
낸다는 점임
- SK하이닉스의 경우, 반도체 업계의 호황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둠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기존 1,000원(시가배당률 1.3% 수준)에서 1,500원(시가배당률 2.5% 수준)으로 올리는데
그쳐 5개 위탁운용사가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함
- 셀트리온 역시 CAPEX를 감안한 배당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현금무배당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들어 3개 기관에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함
- 해당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은 모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위탁운용사들이
배당적정성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짐

쉎 하지만 의결권 행사 내역에서 반대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양쪽 모두 찬성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일치율은 다소 과대평가(overestimate)될 여지가 있음
○ 따라서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 안건 중에 위탁운용사들이 똑같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반대 안건 일치도’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 의미있는 분석으로 여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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쉎 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평균 일치율은 27.39%로 앞서 살펴본 단순 일치율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떨어짐을 알 수 있음. 더불어 운용사별로 국민연금과의 반대 안건 일치율의 편차가
최소 5.88%에서 최대 68.75%까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의결권 행사대상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하여 국민연금과 위탁운용사가 중점을 두는 사안이
상이하기 때문에 반대율 일치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사료됨
- 국민연금은 주로 이사보수한도 및 과다 겸임 안건에서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반대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기관투자자들과 불일치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 이에 반해 위탁운용사는 자산 규모에 따라 회사에 요구되어지는 상법상 이사회 규모26)
등에 나아가 더 엄격한 기준으로 이사회 구성을 요구하는 등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요건에 보다 중점을 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결론 및 시사점
쉎 국민연금과 위탁 자산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내역에서 위탁운용사라고 하여도 유사한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 이는 의결권을 일괄공시한 기관투자자들의 자산 규모 및 보유 인프라의 편차가 큰 편이기
때문에 보유한 종목의 편차도 상당히 커져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일정 부분 존재함
○ 하지만 운용자산 규모를 통제하더라도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기관투자자들이 그렇지
않은 기관투자자들보다 보고 안건 및 반대 안건 수가 더욱 많았으며, 의결권 행사의 명확한
기준 및 근거에 대한 사유도 충실히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쉎 위탁 자산운용사들이 보유한 종목에 대하여 의결권 일치율을 계산해 본 결과, 국민연금과
위탁운용사 간의 일치율은 평균 72.01%로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하지만 의결권 행사 내역에서 반대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양쪽 모두 찬성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일치율은 다소 과대평가(overestimate)될 여지가 있음
○ 따라서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 안건 중에 위탁운용사들이 똑같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반대 안건 일치도’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 의미있는 분석으로 여겨짐
○ 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평균 일치율은 27.39%로 앞서 살펴본 단순 일치율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떨어짐을 알 수 있음. 더불어 운용사별로 국민연금과의 반대 안건 일치율의 편차가
최소 5.88%에서 최대 68.75%까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26) 상법 제542조의8 ①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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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국민연금과 위탁운용사 간 의결권 행사의 불일치가 나타나는 것은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중점을 두는 사안이 상이하며 그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위한 판단 기준의 엄격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임
○ 이렇게 위탁 운용에 있어 의결권 행사의 불일치 정도가 클 경우, 국민연금은 해당 문제에
대해 의결권 위임 방식을 어떻게 보완하여 풀어나갈 수 있을지 향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향후 여러 위탁 자산운용사들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경우, 국민연금 자체의 목소리가 분산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시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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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가 신용등급 하락에 미치는
영향
유 재 은 연구원 (jeyoo@cgs.or.kr)

▶ 유가증권(KOSPI)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성과 하락시 지배구조 수준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폭의 차이를
분석함
▶ 기업의 지배구조 수준이 높을수록 재무성과 하락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폭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를
통해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의 중요성을 지지함

분석 배경
쉎 자본시장에서 ESG(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Attig et al.(2013)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
신용등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함27)
○ 1991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의 1,585개 기업을 대상으로 CSR과 신용등급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CSR은 기업의 신용등급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찰됨
- 기업의 신용등급은 재무적 정보뿐만 아니라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를 평가에 반영하며,
이를 통해 CSR 수준의 제고는 기업의 자본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음
- 이는 기업의 사회적 활동이 주주뿐만 아니라 기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장기적
가치증진에 긍정적 기여를 한다는 것을 시사함

쉎 이와 같은 결과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를 통해서도 지지됨
○ 박영규(2015)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회사채 신용등급 간의 관계를 통해 CSR 성과가
높은 기업의 신용등급이 우수함을 발견함28)
- 경제정의지수(KEJI index; Korea Economic Justice Institute index)를 이용하여 2003

27) Attig, N., El Ghoul, S., Guedhami, O., Suh, J., 2013,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Credit Ratings”, 「Journal
of Business Ethics」, 117, pp. 679-694.
28) 박영규, 2015,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회사채 신용등급”,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7권 1호,
pp. 27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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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2010년까지 520개 기업-년도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CSR은 1% 유의수준
이내에서 회사채 신용등급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나타냄
○ 또한 전홍민과 차승민(2013)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CSR 수준이 높을수록 기업의 신용등급이 높은 것을 확인함29)
- 이를 통해 신용평가기관은 CSR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해당 기업의 신용평가 시 신용등급에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함

쉎 본 연구는 기업의 ESG 활동 중, 지배구조(G)가 기업의 신용등급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고자 함
○ 김병호(2011)는 국내자본시장을 대상으로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더 강력한 기업지배구조를
보유한 기업이 더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받는다는 것을 확인함30)
-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업의
신용등급과 발생액의 질, 이익의 적시성, 이사회의 독립성과 정(+)의 관련성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함31)
○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의 재무성과 하락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배구조 수준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사이의 신용등급 하락폭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함

분석 자료
쉎 본 연구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대상기업 중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기업신용
등급이 공개된 유가증권시장의 194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함
○ 국내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수준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배구조 등급을
활용함
- 가장 상위 등급인 S에 대해 7의 값을 부여하고, 등급 순위에 따라 1의 값을 차감하여
순차적으로 부여하여 가장 하위 등급 D는 1의 값이 되도록 할당함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등급은 발표 시점 기준 직전 연도의 비재무적 성과를 평가
하므로 2012년부터 최근까지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발표된
등급을 활용함

29) 전홍민･차승민, 2013,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한국기업을 중심으로-”, 「세무와회계저널」, 14권 6호,
pp. 203-225.
30) 김병호, 2011,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가 기업채권의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분석: Standard & Poor`s(2002)의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회계정보연구」, 29권 1호, pp. 261-288.
31) 회귀분석 결과 기관투자자 보유 지분은 5% 유의수준에서, 운전자본발생액의 질(quality)과 이익의 적시성은 1% 유의수준에서 기업
신용등급에 주요한 결정 요인으로 작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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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신용등급은 NICE신용평가에서 제공하는 무보증회사채의 등급을 활용함
- 신용평가에서 발행자의 모든 채무에 대한 적기상환능력(채무불이행 가능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기업신용등급(issuer credit rating, 이하 ICR)이며, 이에 기초하여 개별 채무의 채무
불이행시의 회수율 차이를 고려한 것이 특정채무 신용등급(issue-specific credit rating)임
([그림 1] 참조)32)
[그림 1] 신용평가 매커니즘

Notching
up

채무불이행
가능성 평가

기업신용등급
(ICR)

개별 채무
회수율 반영

특정채무
신용등급
Notching
down

모든 금융채무에 대한
전반적인 상환 능력
*출처: 한국기업평가

- 일반적으로 선순위 무담보채무(senior unsecured debt)가 ICR을 대표하는 개별 채무로
평가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최상위 신용등급 AAA에 대해 22의 값을 부여하고, 그 다음으로 낮은 등급
순위에 따라 1의 값을 차감하여 순차적으로 부여하여 가장 하위 신용등급 D는 1의 값이
되도록 할당함

분석 결과
쉎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유지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재무
상태의 척도로 부채비율과 영업이익률의 변화량(평균값)을 사용함
○ 재무상태가 악화된 기업으로 한정하기 위해 부채비율의 평균 변화량은 양(+)의 값, 영업이익률의
평균 변화량은 음(-)의 값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함
○ 분석의 용이성을 위하여 부채비율 및 영업이익률 변화량을 4분위로 나누어 관측함

32) 한국기업평가(주), “II.신용등급 결정 구조, KR 신용평가 일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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쉎 상기 방식으로 계산한 기업의 재무상태 악화에 따른 지배구조 등급별 신용등급 하락은 다음과
같음
<표 1> 부채비율 상승에 따른 지배구조 수준 별 신용등급 하락폭
부채비율 상승수준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39.89%pt 이상 (완전잠식 포함)



10.42%pt ~ 37.46%pt



4.35%pt ~ 9.76%pt



0.00%pt ~ 4.32%pt

지배구조 등급

신용등급 하락폭

B+이상

0.80

B 이하

0.90

B+이상

0.22

B 이하

3.25

B+이상

2.60

B 이하

3.64

B+이상

1.75

B 이하

1.77

<표 2> 영업이익률 하락에 따른 지배구조 수준 별 신용등급 하락폭
영업이익률 하락수준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1.02%pt ~ -2.79%pt



-0.62%pt ~ -1.02%pt



-0.24%pt ~ -0.59%pt



-0.01%pt ~ -0.21%pt

지배구조 등급

신용등급 하락폭

B+이상

3.00

B 이하

0.85

B+이상

0.33

B 이하

0.93

B+이상

0.00

B 이하

0.73

B+이상

0.00

B 이하

0.20

쉎 분석 결과 유사 수준의 재무성과 하락이 발생한 경우 지배구조 등급이 높을수록 신용등급
하락폭이 낮은 것으로 확인됨
○ 부채비율의 경우, 지배구조등급이 높은 경우 신용등급 하락폭이 낮은 것으로 일관되게 관찰됨
○ 영업이익의 경우, 1분위를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지배구조 수준이 높은 경우 신용등급 하락폭이
낮은 것으로 확인됨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 23

ESG 동향

결론 및 시사점
쉎 본 연구는 기업의 재무성과와 신용등급 간의 관계에 있어 지배구조 수준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하고자 함
○ 분석결과 유사한 수준의 재무성과 하락 시,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의 신용등급 하락 폭이
적은 것으로 확인됨
○ 이는 기업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데 있어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특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반영되고 있음을 지지함
- 해외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Fitch 는 ESG 요소가 신용등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보여주는 통합 점수 시스템을 발표하였으며,33)
- 국내 신용평가기관인 NICE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위험을 재무위험과 사업위험으로 판단하고,
사업위험 측정 시 기업의 소유구조(ownership structure) 및 정보공개의 투명성, 지배주주
확인 등 지배구조 관련 요소들을 반영하고 있음34)

쉎 따라서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기업의 지배구조가 신용등급에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기업들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기업지배구조는 대리인 비용(agency cost)을 완화시키고 기업과 채권자간에 정보비대칭을
감소시킴으로써 채무불이행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음35)
○ 추후 신용등급의 하방 리스크 관리 측면에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환경(E) 및 사회(S)적 기여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확장 가능할 것으로 보임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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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NICE신용평가(주), “사업위험평가, 일반론-신용평가 기초”, 2015.1.12
35) 김병호, 2010,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 변수와 기업 신용등급 간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 채권자 관점에서”, 「회계정보연구」,
28권 3호, pp. 5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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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II, 이사회 평가 공시 우수사례 소개
쉎 미국 기관투자자 협의회(CII: Council of Institutional Investors)는 ‘Board Evaluation
Disclosure’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사회 평가 공시 우수사례를 소개함36)
○ 회사는 이사회 평가를 통해 이사회에 필요한 전문성, 전략 등을 검토하고 이를 개선시켜
나가기 때문에, 점차 많은 투자자들이 이사회 평가에 관한 공시를 이사회 효과성 및 주주가치
제고 수단으로 생각함
- 투자자는 이사회 및 개별 이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보다는 전반적인 절차와 개선 노력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소통하기를 원함
○ CII가 지난 2014년 우수 사례집을 발간할 당시에는 미국 기업보다 공시 수준이 우수한 캐나다
및 유럽 기업 사례 위주로 검토하였으나, 이후 미국의 공시 수준이 상당부분 개선37)되어
이번 보고서에서는 미국 기업 사례를 담음
- 보고서는 투자자와 소통이 잘 이루어진 10사38) 사례를 토대로 7개 핵심지표를 선정함

쉎 7개 핵심지표는 이사회 평가절차에 관한 주요 공시항목으로 아래와 같음
1. 3면 검토(Three-Tiered Review)
- 이사회, 소위원회, 개별 이사에 대한 효과적인 평가절차를 마련하고 검토과정을 유연하게 가져가고 있는지를 공시함
- 가령 이사회 및 소위원회 평가는 공식적인 형태(질문지)를 취하면서도 대화형식의 인터뷰를 통해 개별 피드백을 함께
받는 것도 가능함
2. 동료 평가(Consideration of Peer Review)
- 이사회가 개별 이사에 대한 평가절차를 익명의 동료평가로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하였는지를 공시함
- 회사에 따라 동료평가를 배제하거나, 핵심 항목으로 도입하거나, 기존 평가 절차를 강화시킨 이후에 도입하는 등의
방식을 취함
3. 적절한 시기와 방식(Appropriate Timing and Format)
- 이사회가 평가시기를 어떻게 정하고, 다양한 평가방식(질문지･인터뷰･그룹 토론･기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공시함
- 대다수 회사는 연례 평가를 실시하고 일부는 개별 이사와 이사회 리더 간의 비공식적/주기적 대화를 통해 피드백을
받는 등 추가절차를 실시함
4. 사후대처에 관한 정보(Evidence of Follow-Through)
- 직전 평가 이후 내부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설명함
- 투자자는 (기밀정보가 아닌 한) 계획이 구체적일수록 평가가 영향력이 있다고 신뢰하게 됨
- 또한 공시 수준이 높을수록 평가결과에 대한 대처방안이 전반적인 회사전략과 연계된다고 봄
- 나아가 이사회 평가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평가 절차를 개선시키는 과정에서 주주의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할 것을 권고함
5. 이사 재선임 시 연계(Linkage to Succession Planning)
- 이사회 구성에 대한 방향성과 새로운 전문성이 필요할 경우 변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줌
- 투자자는 이사회 평가 자료를 이사 선임 과정에서 활용함

36) https://docs.wixstatic.com/ugd/72d47f_e4206db9ca7547bf880979d02d0283ce.pdf
37) EY 연구에 따르면, 2018년에 Proxy statement를 제출한 Fortune 100 기업의 93%가 이사회 평가 절차에 관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8) The Allstate Corporation, Bank of America Corporation, ConocoPhillips, Exelon Corporation, Intercontinental Exchange.
Inc, McDonald’s Corporation, Regions Financial Corporation, Splunk Inc, Unum Group, W.W.Grainger.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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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력한 사외이사 리더십(Strong Independent Director Leadership)
- 선임사외이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필터링하고 개별 면담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지
를 설명함
- 독립적인 이사회 의장 또는 선임사외이사가 이사회 평가 절차상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때 더욱 효과적이고 의장과
후보추천위원회, 지배구조 위원회 위원은 평가 절차를 설계하고 이를 후보추천 과정에 반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함
7. 제3자 및 기술의 신중한 사용(Prudent Use of Third Parties and Technology)
- 이사회가 평가 절차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제3자 또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그에 따른 이익을 따져
보았는지를 설명함
- 회사마다 대체수단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가령 고도의 기술 전문가를 요하는 산업에서는 이에 적합한
제3자를 찾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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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OSCO, 신흥시장 금융 당국에 대한 ESG 통합 권고
쉎 지난 1월, 국제증권감독위원회(IOSC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39)는 신흥시장의 금융당국에 대해 ESG 통합(ESG Integrate)과 관련 공시를
권고하는 제안서40)를 발표함
○ IOSCO 산하 위원회인 신흥시장위원회(GEMC; Growth and Emerging Market Committee)는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증권감독기관의 역할에 관한 권고사안에 특정 리스크와 관련된
주요 ESG 사항을 공시 요건을 마련할 것을 제안함

쉎 동 제안서는 1) 신흥시장에서의 지속가능 금융 발전 동향 및 향후 과제, 2) 신흥시장 내
규제당국, 정책입안자, 증권거래소, 기관투자자 등 자본시장 내 주요이해관계자가 착수한
이니셔티브 소개, 3) 지속가능한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선결과제를 담고 있음
○ 지속가능한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는 규제프레임워크 예시, 합목적적
시장인프라, ESG 주요정보 보고요건 및 공시요건, 지배구조 및 투자자 보호 가이드라인
등을 소개하고 있음
- 구체적인 권고내역은 하기와 같음
<표 1> 지속가능 금융을 위한 IOSCO 권고내역
No.

범주

권고안 1

[위험선호도 및 지배구조를 고려한 ESG통합]
증권발행자 및 규제당국은 위험선호도 및 지배구조를 고려하여 주요내역에서 ESG 통합(ESG Integrate)를
수행해야 함

권고안 2

[ESG 정보 공시]
규제당국은 증권발행자 및 집합투자증권(CIS)의 리스크관리, 전략, 지배구조와 관련된 주요 ESG리스크
공시를 요구해야 함

권고안 3

[데이터 품질]
규제당국이 추가적인 ESG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규제당국은 상장규정 개정, 외부기관
(ex.신용평가사, 외부감사인)의 검토 등을 활용하여 ESG 정보 공개에 대한 데이터 품질을 보장해야 함

권고안 4

[지속가능한 수단의 정의]
지속가능한 수단은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며, 모금된 기금이 활용될 수 있는 적격한 프로젝트 및 자산의
범위 안에 속해야 함

권고안 5

[적격 프로젝트 및 활동]
지속가능한 수단을 통해 모금된 기금은 ESG 관련 활동에 사용되어야 함

39) IOSCO는 1983년 북남미 내 11개 증권감독기관의 국제협동기구로 창설된 국제기구로서, 증권분야의 글로벌 표준을 설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현재 IOSCO의 회원인 증권감독기관들이 증권시장의 95%에 해당하는 115개 이상 관할권에서 활동하고 있음.
40) 구체적인 내역은 IOSCO, “Sustainable finance in emerging markets andthe role of securities regulators”를 참고하기
바람. ; https://www.iosco.org/library/pubdocs/pdf/IOSCOPD6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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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범주

권고안 6

[충족요건 제공]
규제당국은 지속가능한 수단의 제공하기 위한 충족요건을 수립해야 하며, 특히 지속가능한 수단을 통한
기금의 관리,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에 활용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함

권고안 7

[지속적인 공시 내역 수립]
규제당국은 지속가능 금융 상품의 발행을 통해 모집된 기금 사용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공시사항을
지속적으로 설정해야 함

권고안 8

[펀드의 적격한 사용]
규제당국은 지속가능한 수단의 발행을 통해 모금된 펀드의 오용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제재 조치를
제공해야 함

권고안 9

[외부인의 감사]
발행자는 권고4에서 정의된 지속가능한 수단의 정의와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인의 감사를
고려해야 함

권고안 10

[기관투자자와 ESG통합]
기관투자자의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기관투자자는 투자 분석, 전략 및 전반적인 거버넌스에 주요 ESG
이슈를 반영해야 하며, 투자대상 기업의 주요 ESG 공시내역을 투자시 반영해야 함

권고안 11

[ESG 역량 및 전문성 구축]
규제당국 ESG 역랑 및 전문성을 구축해야 하며, ESG 통합에 대한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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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EC, 상장기업 공시 간소화 방안 발표
쉎 2019년 3월 20일,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는 공시요구사항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발표함41)
○ 개정내용은 FAST Act Report와 위원회 공시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주요 개정방향은 기업 공시의 가독성(readability)과 탐색가능성(navigability)의 개선과
중요하지 않은 정보(immaterial information)의 공시 및 반복을 줄이는 것임

쉎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시내용 또는 공시절차의 간소화
- 비밀정보의 비공개 요청(Confidential Treatment Request, 이하 CTR)을 하지 않고도
내용에서 제외 가능
-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Management’s Discussion and Analysis)에서 최근 3개년
재무정보에 대한 기재를 다른 공시서류에서 공시한 경우 생략 가능
○ 유형자산(physical property) 현황 공개 시 중요성 관점 고려 명확화 및 공시 요구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리스크 요인 예시 삭제
- 원칙중심주의를 강화하고, 기업의 자체적인 리스크 식별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추게 하게
하기 위함
- 또한, 이러한 리스크 예시 요인들을 반드시 기재해야한다고 오인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함
○ 표지에서 데이터 태그(data-tagging) 방식을 통한 정보의 접근가능성 제고
- 표지에서 데이터 태그(data-tagging) 방식 도입 및 참고자료 등에 하이퍼링크 사용을
활성화하여 데이터 이용을 용이하게 함

쉎 개정내용 중 비공개요청(CTR)과 관련된 내용은 2019년 4월 2일에 발효되었으며, 그 외
개정내용은 2019년 5월 2일에 발효됨
- 단, 표지를 데이터 태그(Data-tagging) 형식으로 변환하는 내용은 3년에 걸쳐 실시될
예정임

41) SEC, 2019.03.20., “SEC Adopts Rules to Implement FAST Act Mandate to Modernize and simplify Disclosure”,
[https://www.sec.gov/news/press-release/20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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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개정 내역42)
구분

요약

Regulation S-K43)의 30344) 항목
및 Form 20-F45)

제출인(registrant)은 이전 공시서류에서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를 다른 공시
서류에 기재한 경우, 303번 항목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시하지
않아도 됨

Regulation S-K의 601(b)(10)46)
항목과 601(b)(2)47) 항목
및 투자회사등록서류48)

제출인(registrant)은 중요 계약과 기타 첨부자료 등에서 (i)중요성(materiality)이
낮거나 (ii)공시되었을 경우, 경쟁적 해악(“Competitive harm”)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비밀정보의 비공개요청(CTR)을 하지 않고도 내용에서 제외할 수 있음

Regulation S-K의 601(b)(10) 항목

신규로 공시하는 제출인(registrant)에 한해, 보고서 제출 전 최근 2년 내 중요
계약(material contract)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있음

Regulation S-K의 601(a)(5) 항목
및 투자회사대상서류49)

중요거래 및 계약(material contract) 등에 대한 첨부자료가 중요(material)하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공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자료를 추가할 필요가 없음

Regulation S-K의 10250) 항목

중요한(material) 유형자산인 경우에 한해서 공시하면 됨

Forms 8-K51), 10-Q52), 10-K53),
20-F, 40-F54)

표지에 나와 있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 인라인XBRL55)로 작성해야 함

Regulation S-T56) Rules 10257),
10558), 20159), 20260), 31161)
및 Form N-CSR62) 및
투자회사등록서류

투자회사는 Form N-CSR, 등록서류(registration statements) 및 개정내용을
HTML형식으로 제출하고, 참고자료에 대해 하이퍼링크를 제공해야 함

42)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ial Regulation., “SEC’s Amendments to Simplify
Disclosure for Public Companies”,
[https://corpgov.law.harvard.edu/2019/04/09/secs-amendments-to-simplify-disclosure-for-public-companies/]
43) 미국증권거래법에 따른 상장규칙
44)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45) 외국국적 상장기업(Foreign Private Issuers, FPI)이 SEC에 제출하는 공시서류
46) 첨부자료 - 중요 거래 및 계약 등(material agreements)
47) 첨부자료 - 인수 등에 대한 계획(plans of acquisition)
48) Investment Company Registration forms
49) Investment Company forms
50)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Description of Property)
51) 수시보고서
52) 분기보고서
53) 연차보고서
54) 미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캐나다 소재 기업이 제출하는 연차보고서 형태의 보고서
55) 재무보고전용언어(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XBRL)는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기반 언어로,
정보이용자가 표준화된 택사노미(표준분류체계, taxanomy)의 이름(태그)를 이용하여, 정보를 해석할 수 있게 함
56) 전자제출서류에 대한 일반규칙(General Rules and Regulations for Electronic Filings)
57) 첨부서류(Exhibits)
58) HTML과 하이퍼링크 사용(Use of HTML and Hyperlinks)
59) 일시적 기술문제로 인한 면제(Temporary Hardship Exemption)
60) 지속적 기술문제로 인한 면제(Continuing Hardship Exemption)
61) 서면으로 제출된 Form SE 관련 서류(Documents submitted in paper under cover of Form SE)
62) 등록된 운용･투자회사(management investment company)가 연차보고서 및 반차보고서를 제출한 뒤 추가적으로 10일 내 SEC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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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르노-닛산 기업지배구조 사례63)
쉎 닛산의 카를로스 곤 회장은 최근 공시한 보수보다 약 49억 엔(한화 기준 약 530억 원)을 더
수령한 혐의 및 횡령 혐의로 내부고발, 기소 및 해임됨
○ 닛산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특별위원회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동 위원회는 닛산의
지배구조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쉎 르노-닛산 연합의 개관
○ 르노는 1999년 불황 시 닛산 구제 후, 르노-닛산 연합을 결성함
- 현재 르노는 닛산의 지분을 43.3% 닛산은 르노의 지분을 15% 보유함
- 각 회사는 각국의 거래소에 상장한 회사이며, 프랑스 법에 의해 닛산은 르노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
○ 르노와 닛산은 합작회사인 르노-닛산 B.V.를 설립하여 르노-닛산-미츠비시 연합을 구성
- 연합은 엔지니어링, 제조 및 공급망 관리, 구매 및 인적 자원의 네가지 핵심 비즈니스
기능의 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64)

쉎 닛산의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이하 곤)의 혐의
○ 1999년 르노의 총괄 부사장이던 곤은 닛산의 COO로 발령되어, 2001년부터 CEO 및 이사회
의장을 역임함
- 곤은 2005년 르노-닛산 B.V.의 사장으로 선임되었으며, 현재도 연합의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음65)
○ 곤은 사업보고서 상의 보수를 실제 수령액보다 적게 기재하여 증권법 위반 혐의를 받음
- 2018년 여름, 닛산의 감사는 내부고발을 접수하여 조사에 착수
- 2018년 12월, 동경 검찰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보고서 상 곤의 보수를 약
49억 엔 누락한 혐의로 곤과 켈리 부사장을 기소함
- 2019년 1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 42억 엔을 누락한 혐의로 추가 기소함
- 2019년 1월, 회사법상 사익편취 혐의로 추가 기소함

63) NISSAN MOTOR CO., LTD., 2019, “Special Committee for Improving Governance Report”,
https://www.nissan-global.com/PDF/190327-01_179.pdf
64) https://www.alliance-2022.com/synergies/
65) https://www.alliance-2022.com/execu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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쉎 닛산 지배구조 개선 특별 위원회의 보고서
○ 2018년 12월, 닛산은 “지배구조 개선 특별위원회” 설치
- 동 위원회는 기존의 독립적 사외이사 3인, 독립적 제3자 4인, 총 7인으로 구성됨
- 동 위원회는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이 오기되도록 한 지배구조 상 원인 추적,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언,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건전한 지배구조 제언을 목적으로 함
○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 사건의 원인으로 지적함
- 이사 1인에 대한 권한 집중(특히 인사관리와 보상 측면에서의)
- 보상 및 비용 처리 등 관리 권한을 가진 특정 부서를 불투명화
- 이사회, 회사 내 타 기관의 감독기능 실패
- 회사 내부 감사부서의 권한 배분 실패
○ 위원회는 위와 같은 지배구조 문제의 해결책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언함
-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또는 이에 준하는 지배구조
시스템의 구비
- 이사회 의장을 독립적 사외이사로 선임, 이사회 의장과 CEO를 겸임하는 “Chairman”
직위 폐지
- 이사회 사무국의 재구성 및 이사회 사무국의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이사회 지원
- 르노, 미츠비시 등 주요 주주의 임직원의 닛산 집행임원으로의 선임 금지
- 내부감사부서는 감사위원회에게만 보고하고,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의 지휘 우선권을
가지도록 해야 함
- 제조 회사로서의 윤리 재수립
- 내부고발된 사항은 감사위원회에게 보고되도록 하고, 사내이사가 확인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
- 승계 정책의 수립 및 검토
- 계열회사의 폐지를 포함한 소유지배구조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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