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stitute of
Corporate
Governance and
Sustainability

02

Message & History

06

Business Areas
- 모범규준 제·개정
- ESG 평가 및 분석
- 책임투자 지원
- 의결권 행사 지원
- ESG 데이터
- 스튜어드십 코드
제·개정 및 이행 지원
- ESG 정책연구

20

Website

02

한국ESG기준원

KCGS

03

MESSAGE

혁신적인 ESG 관련 연구 및
사업을 통하여 기업과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World
Class

한국ESG기준원(KCGS)은 2002년 6월 설립 이후 국내 상장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제ㆍ개정, 감사위원회(감사) 모범규준 제정, 기업지배구조

지속가능경영을 선도하는

(G) 부문 평가 등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질서 확립을 위한 환경 조성에 힘써왔습니다.

ESG
Service

2011년부터 환경(E)과 사회(S) 부문을 평가에 추가하였으며, ‘ESG’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평가체계를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2년 의안분석 자문서비스를 시작으로
책임투자 지원, 스튜어드십 코드(SC) 제정 지원, 금융회사 지배구조 평가 신설 등 금융
산업에 대한 지원 범위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에 신설한 정책연구
본부를 중심으로 ESG와 관련한 연구 기능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한국ESG기준원(KCGS)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양질의
ESG 평가정보, 시의적절한 ESG 관련 연구성과, 차별화된 투자자 자문서비스를 제공
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현재 전 세계 자본시장은 ‘ESG’를 중심으로 한 역동적인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ESG 부문에서 상장기업과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ㆍ제도적
환경 변화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투자자를 비롯한 주요 이해관계자는
더욱 큰 목소리로 기업의 ESG와 관련한 정보 공시의 확대와 경영관리의 개선을 요구

PROFESSIONALISM

FRONTIER SPIRIT

EXECUTION

SOCIAL RESPONSIBILITY

하고 있습니다.
한국ESG기준원(KCGS)은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예기치 못한 위험이 아닌 기회로 받아
들이고, 그간 축적해 온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ESG 부문에서 최상의 시장 인프라를
제공하는 국내 최고의 ESG 전문기관으로 발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한국ESG기준원(KCGS)은 외부 이해관계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ESG 분야에서 국제 표준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국내 환경에도 적합한 최적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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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규준
제·개정

ESG
평가 및 분석

책임투자
지원

의결권
행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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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데이터

스튜어드십 코드
제·개정 및 이행 지원

ESG
정책연구

모범규준 제·개정, ESG 평가, 의결권 행사 및 책임투자 지원, 스튜어드십 코드 제·개정 및 이행 지원, 정책연구 등
업무 간 이해상충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도를 높입니다.

방안을 찾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원의 노력이 국내 상장기업, 자본시장,
나아가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ESG기준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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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한국ESG기준원은 환경, 사회적 책임 및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에 초점을 둔 조사, 연구 및 평가를 통하여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2~

2016~

2010~

09 (사)한국ESG기준원으로 개칭

12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공표

12 환경 모범규준,

07 한국거래소와

08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2차 개정

사회 모범규준 제정

업무협약(MOU) 체결

06 조명현 제5대 원장 취임

08 (사)한국기업지배구조원으로 개칭

-코스닥 지배구조 평가 확대

02 의결권정보광장(VIP) 서비스 개시

06 강병호 제3대 원장 취임

2021
10 심인숙 제7대 원장 취임
08 ESG 모범규준 개정

2015
06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MOU) 체결
05 한국회계학회와

2020

업무협약(MOU) 체결

2009
09 한국거래소(KRX)와
SRI (사회책임투자) 지수 개발
07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가입
02 (사)한국기업지배구조센터로 개칭

07 ㈜에프앤가이드와
업무협약(MOU) 체결

2014
05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한국연구

2019

2008
06 한국거래소(KRX)와

재단과 업무협약(MOU) 체결

ICGN 컨퍼런스 및 연차총회 주최

2013

2005

06 신진영 제6대 원장 취임
04 감사위원회포럼과
업무협약(MOU) 체결

12 서강대학교 지속가능기업 윤리연구

04 남상구 제2대 원장 취임

센터와 업무협약(MOU) 체결
2018
09 코스콤 사원기관 가입
06 감사위원회 및 감사 모범규준 공표
2017
12 한국공인회계사회

10 NICE신용평가주식회사와
업무협약(MOU) 체결
06 박경서 제4대 원장 취임
2012
02 의안분석 서비스 실시

사원기관 가입
09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사원기관 가입

2003
02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1차 개정
2002
06 - 정광선 초대 원장 취임
- 재정경제부장관 허가 취득

2011
07 ESG 통합등급 공표

사원기관 소개

- (사)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
센터 설립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여러 기관이 한국ESG기준원의 사원기관으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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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규준 제·개정
환경경영
모범규준

사회책임경영
모범규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감사위원회(감사)
모범규준

E

환경경영 모범규준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와 다양한 환경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사적 환경경영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제정 : 2010년 12월

한국ESG기준원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 ESG 경영 방향을 제시해 국내 기업들이 대내외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국내에서 유일하게 E·S·G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S

사회책임경영 모범규준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포괄하는 비재무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제정 : 2010년 12월

G

사회책임경영 모범규준
사회적 책임·신뢰성 제고

개정 : 2021년 8월

개정 : 2021년 8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주주의 이익을 넘어 이해관계자 이익도 고려한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다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지배구조 방향을 제시합니다.
제정 : 1999년 9월

개정 : 2003년 2월(1차), 2016년 2월(2차), 2021년 8월(3차)

리더십과
거버넌스
감사위원회(감사) 모범규준
비재무
위험 관리
리더십과
거버넌스

위험
관리

E

S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및 감사의 구성, 운영, 역할 및 책임, 의사소통 등에 대한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운영 및
성과

제정 : 2018년 6월
이사회
리더십

이해관계자
소통
운영
및 성과

주주권
보호

이해관계자
소통

G
이해관계자
소통

환경경영 모범규준
환경 위험 대응체계 구축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투명성·효율성 제고

기업가치의 극대화

감사

한국ESG기준원 가이드라인 시리즈

한국ESG기준원 가이드라인은
기업들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지침을 따라 자발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주주

이사

경영진

Series 1.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Series 2. 이사회 평가 가이드라인
Series 3. CEO 평가 가이드라인
Series 4. 보상위원회 가이드라인
Series 5. 이사회 운영 가이드라인

09

10

한국ESG기준원

KCGS

ESG 평가 및 분석
ESG 평가

ESG 등급의
부여 및 공표

평가대상 기업
ESG 개선 지원

ESG 우수기업
시상

ESG 평가모형 체계
구분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금융회사지배구조(FG)

9개 대분류, 53개 평가항목
7개 대분류, 97개 평가항목

- 리더십과 거버넌스

ESG 평가는 환경경영, 사회책임경영, 지배구조의 수준을 평가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척도입니다.
한국ESG기준원은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ISO 26000을 포함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내 법제

4개 대분류,

- 노동관행

4개 대분류,

- 이사회

103개 평가항목

- 직장 내 안전보건

70개 평가항목

- 주주권 보호

기본

문항

- 리더십과 거버넌스

- 인권

- 이사회 리더십

- 최고경영자

평가

구성

- 위험관리

- 공정운영관행

- 주주권 보호

- 보수

- 운영 및 성과

- 지속가능 소비

- 감사

- 위험관리

- 이해관계자 대응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 이해관계자 소통

- 감사기구 및 내부통제

및 경영환경을 반영한 독자적인 ESG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지역사회 참여 및 개발

- 이해관계자 소통

- 이해관계자 소통

ESG 평가 목적

한국ESG기준원은 국내 상장사 및 금융사에 대한 ESG 평가를 통해 우리 기업의 ESG 수준을 진단하고

10개 평가 항목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 및 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심화

- 환경관련 법 위반

합니다.

평가

- 기후변화 리스크
- 환경 사고 등

10개 평가항목

19개 평가항목

18개 평가항목

- 비윤리적 노동 관행

- 지배구조관련 법 위반

- 회계처리 기준 위반 여부

- 산업재해 다발

- 부적절한 주주총회 안건

- 금감원 등에서의 제재

- 불공정 거래

- 성과와 무관한 보수 인상

-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 소비자 권익 침해 등

- 지원성 내부거래 등

- 부정적 감사의견 등

ESG 평가 프로세스
기초데이터 수집

ESG 평가등급

기업공시 (사업보고서, 지속가능성경영보고서, 홈페이지 등)

한국ESG기준원은 환경경영, 사회책임경영, 지배구조 각각의 등급과
세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ESG 통합등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등급은 S, A+, A, B+, B, C, D 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독기구 지자체 등 기관 자료 뉴스 등 미디어 자료
약 900개의 상장회사 평가, 회사별 900개 이상의 기초데이터 수집

Trust Mark
기본평가

심화평가

ESG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가치 훼손 우려가 높은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

ESG관련 이슈가 발생했는가?

24개 대분류

57개 평가항목

323개 평가항목

평가검증

기업피드백

정확한 평가를 위한

웹기반 평가시스템을 통한

다양한 데이터 검증 실시

양방향 피드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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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투자 지원
기관투자자 대상
ESG 평가 데이터 제공

기업·이슈
분석보고서 제공

책임투자
유니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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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행사 지원
주주관여
활동 자문

상장회사 대상
의안분석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제·개정

의결권 행사 관련
국내외 제도 연구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동향 분석

한국ESG기준원은 책임투자를 처음 도입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물론, 독자적인 책임투자 전략을 운용 중인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객관성과 독립성을 담보한 전문적인 의결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관투자자에게도 가장 적합한 책임투자 지원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투자자를 대신하여 주주총회 의안을 분석함으로써 기관투자자들의 효과적인 의결권 행사를 지원합니다.

책임투자 지원 목적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제·개정

기관투자자가 투자의사결정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ESG기준원은 ESG 평가 데이터 제공부터 분석보고서 제공, 책임투자 유니버스 제공,
주주관여 활동 자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풍부한 책임투자 지원 서비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2004년 4월 국내 최초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습니다. 2012년 3월
독자적인 의안분석 기준과 지침을 담은 ‘K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국ESG기준원은 공개된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의안분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분석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책임투자란?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ESG를 고려하여 기업가치를 분석하고, 이를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투자방식으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장기적인 주주가치 극대화를 추구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주요 제공 서비스

• 의안분석 보고서 제공
- 국내 최초 연기금 의결권 자문 서비스 제공
- 기업공시, 감독기구 및 유관 기관 발표자료, 미디어 자료 등을 통해 재무·비재무 정보 10만 건 이상 보유

주요 제공 서비스

   - 2015년 이후 연평균 900건 이상의 의안분석을 수행한 경험 및 전문성 보유

• 평가대상기업의 ESG 평가 데이터 및 평가 보고서 제공

• 국내외 제도 및 의결권 행사 동향에 대한 분석

• 책임투자 관련 기업·이슈 분석 보고서 및 연구자료 제공

-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국내외 법제도 환경 및 정부정책의 변화,

• 투자자산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주주관여 활동을 위한 자문 수행

주요 제공 보고서 유형

Issue Report

수시로 발생하는 국내 상장기업의 ESG 사안에 대해
시의성 있는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제공하는 보고서

Watch

국내 상장기업의 비재무(ESG) 리스크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심층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 보고서

ESG Insight

기관투자자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ESG 주제에 대해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공하는 보고서

Global ESG News

최신 해외 책임투자 관련 제도, 사례 등에 대한 시의성 있는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제공하는 보고서

책임투자 리뷰

국내외 책임투자 동향 및 특정 주제에 대해 분석하여 자본시장과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보고서

국내외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동향 등의 분석 제시

의안분석 프로세스

한국ESG기준원은 주주총회 일정을 고려한 단계적 의안분석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효율적이고 정확한
안건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석 대상기업 확정 및
의안분석 계획 수립

사전항목 조사 착수
D-18 주주총회 소집결의

2차 검토
(심의위원회·전문위원회 심의·의결)

안건 분석 및 의견
결정 ·보고서 초안 작성
D-15 주주총회 소집공고

1차 검토

기업 피드백

보고서 송부
(해외 고객사용 영문보고서 포함)

주주총회

D-8 보고서 발송 마감기일

D-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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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데이터
학술연구 지원을 위한
ESG 등급 데이터 제공

정부·증권 유관기관 등의 정책 및
업무 지원을 위한 ESG 데이터 제공

데이터 활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ESG DB 구축

한국ESG기준원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ESG 데이터 수요에 따라 ESG 평가 및 책임투자 및 의결권 자문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시장에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자본시장 내 ESG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ESG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ESG 등급 데이터
제공

자본시장 내 ESG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해 ESG 포털 및 증권정보포털 등에 ESG 등급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KCGS 홈페이지 (cgs.or.kr)

ESG 등급 데이터의
활용

한국ESG기준원의 ESG 등급 데이터는 KRX ESG 테마지수 5종*의 종목구성에 활용됩니다.

KRX ESG Leaders 150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seibro.or.kr)

KRX Governance Leaders 100

KRX Eco Leaders 100

KRX ESG 사회책임경영지수(S)

코스피 200 ESG 지수

한국거래소 ESG 포털 (esg.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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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제·개정 및 이행 지원
SC 제·개정
업무 지원

SC 발전위원회
운영 지원

SC 참여 및
이행 지원

국내외 동향 및
제도개선 연구

SC 도입 기대효과

효과적 위험 관리
- 비재무 위험 대응·관리

고객·수익자 최선의 이익
- 운용자산 가치의 중장기 증진 도모
* SC: Stewardship Code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성장

한국ESG기준원은 더 많은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와 보다 효과적인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해

- ESG 관리 역량 향상

필요한 제반 업무를 제공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목적과 의의

- 지속가능한 성장

자본시장·한국경제의 지속 발전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은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 책임을

- 투자자 신뢰 제고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7개의 세부 원칙과 안내지침을 제시합니다. 코드가 지향하는 건설적인

- 지속가능 금융 활성화

주주활동을 통해 기관투자자는 회사의 중장기 발전을 유도하고, 고객과 수익자의 이익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자본시장과 경제 전반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기보다는 원칙 중심 접근 방법을 지향해 기관 투자자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기관투자자의 일방적 간섭 대신 양방향 소통의 중요성과 함께 회사·주주의
상호이익을 강조합니다.

한국ESG기준원의 역할

• 스튜어드십 코드 제·개정 업무 지원
• 스튜어드십 코드 해설서, 기타 가이드라인 등 발간 및 개정
• 국내 기관투자자 등의 SC 참여·이행 지원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시하는 7가지 원칙

1 수탁자 책임의 이행을 위한 정책을 공개해야 한다.

• SC 참여 및 이행에 관한 시장동향 조사
• SC 발전위원회 운영 지원

2 수탁자 책임의 이행 과정에서 나타날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정책을 공개해야 한다.

• 전용 웹페이지(sc.cgs.or.kr) 운영
• 기관투자자 대상 및 상장사 대상 설명회 개최

3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에 유용한 각종 정보 제공(VIP 등)
• 해외 SC 제·개정과 이행 동향 및 제도 개선 사례 연구와 공유

4 수탁자 책임 활동의 수행을 위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SC 및 책임투자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및 법제 개선 방안 연구

5 의결권 정책과 함께, 의결권 행사 내역 및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VIP(Voting Information Plaza)란?

6 의결권 행사 및 주주활동을 고객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주주총회 기본정보,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및 주주제안 내역 등 주주총회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집적하여
제공하는 사이트(vip.cgs.or.kr)

7 수탁자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역량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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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정책연구
ESG 관련
제도·실증 연구

ESG 관련
연구용역

심포지엄·세미나
개최

사원기관
연구과제 수행

연구 용역 현황

연도

한국ESG기준원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건설에 일조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조사를
수행합니다. 국내외 ESG 관련 제도 및 운영사례 조사는 물론, 방대한 보유 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여
학술적·실무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기관과의 협력 연구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발간물

ESG 리뷰

(舊 기업지배구조리뷰)

분기별로 발간하고 있는 정기 간행물로
주로 ESG 분야의 학문적 연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SG 현안분석
실용성·전문성·시의성 있는 이슈 분석을 통해
ESG 관련 논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1

KCGS Report
국내외 ESG와 관련한 주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월 1회 발간하고 있는
정기 간행물로서, ‘ESG 동향’, ’글로벌 뉴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책연구 보고서
ESG평가, 책임투자 등 주요 ESG 이슈에 관한
양질의 조사·연구·분석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연구 흐름과 정책 방향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www.cgs.or.kr

(최근 5개년 기준 )

2020

2019

기관

연구

금융감독원

해외 주요 국가의 ESG 정책 추진 사례 조사

산림청

산림분야 ESG 표준 평가체계 개발 연구

일자리위원회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일자리 연계

우정사업본부

우체국금융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정보 공개 대상 확대에 따른 공개항목 개선(안) 등 도출

한국산업은행

산업은행 위탁운용사 책임(ESG)투자 이행수준 진단 모형 개발

환경부

녹색채권 외부검토 기관 관리방안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공시대상 기업집단 주요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고도화 연구

한국투자신탁운용

변화한 자본시장 환경 하에서 주주활동 확대 방안 연구

환경부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 개선 등을 통한
금융기관 EnVinance시스템 활용 확대 방안 마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학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관련 연구

금융위원회

복합금융그룹 리스크 관리체계의 효과성 평가 방안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세물납법인 책임투자 도입방안 연구

우정사업본부

우체국금융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

하나UBS자산운용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및 이행 지원

트러스톤 자산운용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및 이행 지원

흥국 자산운용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및 이행 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 제정 및 세부 메뉴얼·체크리스트 작성

한국생산성본부

중소형주 SRI지수 개발 검토

고려대학교

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

201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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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S

WEBSITE
기업

esg.cgs.or.kr

ALL

sc.cgs.or.kr

- 기업 회원 대상 ESG 평가정보 제공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정보 소개

- 기업 회원 대상 피드백 기회 제공

기관
투자자
및
기업

평가대상기업은
관련 평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축적된 평가결과, 평가문항, 평가일정 등

평가대상기업은
평가 피드백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KCGS가 조사하고 수집한 정보에 대해 확인하고

평가대상기업은
자사의 평가보고서를
국영문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평가 등급 및 주요 영역별 점수 확인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평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정 및 보완할 수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구축된 평가사이트를 통해 평가담당자와 소통합니다.

업종 내 선도기업과의 비교가 가능합니다.
양호·취약 부분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합니다.

proxy.cgs.or.kr

ALL

스튜어드십 코드
제·개정 관련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개정 추진 현황과 경과, 코드 발전위원회 구성,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절차 및 참여 기관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드 참여 절차와 함께 코드 참여 기관투자자 명단을

코드 이행을 위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코드 해설서 및 법령해석집, 국내외 기관투자자 사례,

코드의 정착·확산을 위한 노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기금, 보험사, 운용사 등 유형별로 제공하며,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로 연결합니다.

국내외 법제, 가이드라인 동향 등 코드 이행에 참고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vip.cgs.or.kr

- 기관투자자 회원 대상 의안분석 및 책임투자 보고서 제공
- 기업 회원 대상 피드백 기회 제공

VIP(Voting Information Plaza) 의결권정보광장

기관투자자는
의안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투자자는 계약 범위하에서 제공되는

기업은
의안분석 과정에
피드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의안분석에 활용되는 기초 정보를 확인하고,

기관투자자는
책임투자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투자자는 계약 범위하에서 제공되는

모든 의안분석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의 수정 및 추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책임투자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를 수집·제공하여
주주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합니다.

기관투자자의 SC 이행 현황, 찬반 내역과 사유,

기업의 신뢰할 만한
안건 상정 및 주주총회 준비를
지원합니다.

기관투자자의 SC 이행, 의결권 행사 동향 등을 확인해

기업과 주주는
상호 이해를 토대로 효과적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주주와 기업은 VIP를 활용해 상대의 현황, 철학, 전략, 입장을

주총 결과, 기타 주요 정보를 수집해 한 눈에 비교해
파악하기 쉽게 제공합니다.

더 많은 주주가 신뢰할 수 있는 주총 안건 상정은 물론
원활한 주총 운영이 가능합니다.

더 효과적으로 이해 가능합니다.
상호 이해와 대화로 주주와 기업은 동반자 관계로 나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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