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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실태
방 문 옥 선임연구원 (moonoki@cgs.or.kr)

▶ 이사회는 회사의 중요한 경영의사결정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구성원인 사외이사는 회사의
전략에 부합하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출 것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적절히
기능하는 것이 중요함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현재 이사회의 전문성과 경험 등 역량을 점검하는 한편, 회사의 전략방향에
부합하는 인재를 물색하고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비금융 상장회사는 연 평균 1.17회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회의는 정기주주총회 직전인 2월과 3월에 집중됨
▶ 미국과 영국의 경우 연간 3회 이상의 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고 있으며, 영국 기업지배구조 규준은
추천위원회 활동을 연차보고서에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쉎 이사회는 회사의 전략방향을 설정하고 인수합병 등 중요한 경영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1),
이사회의 구성원인 사외이사는 지배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전략에 부합하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출 것이 요구됨
○ 2017년에는 주주총회 참고서류에 역량구성표를 공시할 것을 요구하는 기관투자자의 캠페인이
등장2)했고, 지난 해 3월에는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에서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Collective Suitability)을 강조한 바 있음

쉎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는 사외이사를 이사회의 과반수로 구성하여야 하므로, 적격한
사외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상법은 이들 회사에 대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 설치하고 사추위로 하여금

1)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II.1.1
2) Comptroller Stringer, NYC Pension Funds Launch National Boardroom Accountability Project Campaign — Version
2.0, NYC Comptroller, 2017.9.8, https://comptroller.nyc.gov/services/financial-matters/boardroom-accountability-p
roject/press-rel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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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적격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데 사추위의 역할이
핵심적임

쉎 이 글에서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적절히 기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비금융 상장회사들의 사추위 개최 현황를 살펴봄
○ 분석대상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 비금융 상장회사 중 최근 3년 동안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으로 사추위 설치가 의무화된 회사 101사3)이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공기업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쉎 조사 결과, 101사는 최근 3년 간 연 평균 1.17회의 사추위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 중 사추위를 개최하지 않았거나 공시자료에서 개최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52건인데, 이 중 46건은 그 해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 안건이 상정되지 않음
<표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횟수
2018

2017

2016

2016 - 2018

평균

1.12

1.20

1.19

1.17

최댓값

4

5

5

5

최솟값

0

0

0

0

<표 2> 개최횟수별 회사 수 분포
2018

2017

2016

5

0

2

1

4

3

0

1

3

1

4

1

2

22

20

25

1

54

59

58

0

21

16

15

○ 사추위 개최 시기를 월별로 살펴보면, 2월과 3월에 집중적으로 회의가 개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연 평균 개최가 1.17회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기주주총회에 후보를 상정하기 직전
에 한 차례 회의를 갖는 것으로 보임

3)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중에서 설치의무가 없는 자산규모 2조 원 미만 회사 중에서 3년 동안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유지하고
있는 회사는 41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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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이후부터 12월까지 개최된 34건 중에서 사추위 위원장 선임의 건이 안건인 경우가
15건,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후보 추천을 위해 개최된 경우가 14건으로 대부분이며, 사외
이사후보추천자문단 운영, 관련 내규의 개정, 사추위 운영계획 등 후보 추천 이외의 안건이
다뤄진 경우는 6건에 불과함
[그림 1] 월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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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년도 중 한 해라도 사추위를 2회 이상 개최한 적이 있는 회사는 47사이고 매해 사추위가
2회 이상 개최된 회사는 6사에 불과함
- 사추위가 2회 이상 개최된 경우, 추가로 개최된 대부분의 회의에서 다뤄진 안건은 사추위
위원장을 선임하는 안건임4)

쉎 뉴욕증권거래소 상장규정 및 영국 기업지배구조 규준은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내에 비해 비교적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음
○ 뉴욕증권거래소 상장규정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후보추천/기업지배구조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후보추천과 함께 이사회 및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 역할 또한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음5)
- S&P 500 기업의 이사회 현황을 매년 발표하는 SpencerStuart의 보고서에 따르면, S&P
500 기업은 연 평균 4.6회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개최함6)

4) 2회 이상 개최된 회의만 집계하면 총 132회인데,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안건이 유일 안건인 경우가 76건, 위원장 선임 안건이 유일
안건인 경우가 43건, 여러 안건이 상정되거나 앞의 두 안건 외의 안건이 다뤄진 경우가 13건임
5) NYSE Listed Company Manual 303A.04 Nominating/Corporate Governance Committee
6) SpencerStuart, 2018 United States Spencer Stuart Board Index, https://www.spencerstuart.com/research-and-insi
ght/ssbi-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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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기업지배구조 규준 또한 과반수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로 하여금 이사회
및 경영진의 승계 계획을 총괄하도록 하고 있으며, 후보 추천, 이사회 평가 등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활동을 연차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함7)
- FTSE 350 기업의 영국 기업지배구조 규준 준수 현황을 조사한 Grant Thornton의 보고서에
따르면, FTES 350 기업은 평균 3.6회의 추천위원회를 개최함8)
- 런던증권거래소 시가총액 1위 회사인 SHELL의 연차보고서를 보면,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2018년 한 해 동안 7차례 개최되었고, 3차례에 걸쳐 이사회 및 위원회의 역량을 평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등의 위원장으로 어떤 이사가 적합한 지 이사회에 추천하는
역할도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9)

쉎 국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또한 추천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10), 실제 운영실태를 보면 상설화된 기구로서 적절히 기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다가오는 주주총회에 사외이사 선임 안건이 상정되지 않는 경우 한 차례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등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뤄지는 안건의 종류 측면에서도
대다수가 후보 추천 또는 후보의 승인에 그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됨

쉎 국내에서 사외이사는 그 독립성이 주로 강조되어 왔으나, 이사회가 회사의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과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회사의 경우 사외이사가 그 과반수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각 이사의 전문성과 경험 등이 효과적으로 어우러지도록 이사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따라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현재처럼 주주총회 전에 단 한 차례 개최하는 식으로 운영
되어서는 안 되고, 다음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또 상시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이사회 및 위원회의 활동과 역량을 평가
- 이사회 및 위원회 승계 계획 수립
- 회사의 전략 방향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춘 후보군의 관리

7) The UK Corporate Governance Code, Provisions 17, 23, FRC, July 2018
8) Grant Thornton, Corporate Governance Review 2018, https://www.grantthornton.co.uk/insights/corporate-governan
ce-review-2018/
9) Royal Dutch Shell plc 2018 Annual Report p.100-102
10)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II.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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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기업의 배당정책 현황
– 대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이 수 원 선임연구원 (swlee@cgs.or.kr)

▶ 배당정책은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투자자가 그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함
▶ 2019년부터 부분 의무화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통해 국내 상장기업의 배당정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실효성 있는 배당정책을 제시하는 회사가 그리 많지 않음
▶ 국내 기업들은 주로 안정배당정책과 일정배당성향 정책을 선호하며, 배당지표로는 배당성향과 주당배당금을
가장 널리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배당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배경
쉎 배당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주에 배분하는 행위를
의미함
○ Miller와 Modigliani(1961)는 배당과 기업 가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이른바 ‘배당 무관련
이론’을 주장한 바 있으나, 후속 연구에 의해 위 이론의 가정이 완화 될 경우 여러 경로를
통해 배당이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밝혀짐11)

쉎 배당이 기업가치, 나아가 주주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주주 입장에서 기업에 배당 원칙과
기준, 절차 등을 명시한 배당 정책을 수립하라는 요구가 당위성을 가짐
○ 특히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배당의 지급은 경영자가 유용할 가능성이 있는 잉여현금흐름
(free cash flow)을 감소시켜 대리인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됨

11) 대표적으로 생애주기 이론, 대리인 이론, 신호 이론, 케이터링 이론, 유동성 이론 등이 있음(강소현 외 2인, 「국내 상장기업 배당정책:
평가와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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쉎 이 같은 배당정책을 마련할 때는 기업의 수익성, 투자 의사결정, 자본 조달, 제도적 환경, 경쟁
구조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또한 투자자가 그 정책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함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쉎 그간 국내 상장기업은 정기보고서, 공정공시, IR자료 등 산발적으로 배당 정책에 관해 공시해왔으나,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음12)
○ 관련하여 지난 2018년 12월 한국거래소는 대규모법인(자산 2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를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의 준수현황을 담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의무화13) 한 바 있으며, 동 규정에 따라 올 5월과 6월에 걸쳐 170개 상장기업14)이 기업지배
구조 보고서를 공시함
○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 1의 세부원칙 3(이하, 세부원칙 1-③)은 기업으로 하여금 배당정책
및 향후 배당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주주에게 안내할 것을 요구함

쉎 이에 이 글에서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공시된 상장기업의 배당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을
일정 기준으로 유형화하고자 함

조사의 개요
쉎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글에서는 올 해 5월과 6월에 걸쳐 공시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상 배당 정책을 대상으로 함
○ 기업이 공시한 배당정책을 다음의 기준을 통해 일차적으로 분류함
- 기업 자체적으로 판단한 세부원칙 1-③의 준수여부15)
- 실효성 있는 배당정책인지 여부
○ 배당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한 기준은 다음과 같음
- 향후 배당에 관한 기준이 존재할 것
- 배당금의 기준이 되는 지표 또는 방향성이 존재할 것

쉎 실효성 있는 배당정책이 제시된 경우에는 이를 일정한 유형으로 분류함
○ 분류는 연강흠(2016)16)이 제시한 배당정책 유형을 참고함

12)
13)
14)
15)
16)

김선민, “배당정책 공시의 필요성 및 주요 모범 사례”, KCGS Report 6권 5-6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4조의2
동아에스티, 한솔홀딩스 외 7사는 제출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자율적으로 제출함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함께 공시하여야 함
연강흠, 2016, 「기업의 배당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상장협연구 2016-2, 한국상장회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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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쉎 먼저 기업이 공시한 준수여부와 실효성 있는 배당정책의 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세부원칙
1-③을 준수하였다고 공시한 회사 중 40% 가량은 실효성 있는 배당정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회사 중 75%는 자체적으로도 세부원칙 1-③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배당정책
을 내부적으로 갖추지 못한 회사가 상당수임을 알 수 있음
○ 세부원칙 1-③을 준수하면서 실효성 있는 배당정책을 갖추고 있는 기업은 14.1%에 불과함
○ 미준수한 회사 중 일부는 실효성 있는 배당정책을 갖추고 있었는데, 이는 세부원칙 1-③이
2018 사업연도 중의 준수현황을 보고하도록 한 것에 기인함17)
<표 1> 세부원칙 1-③ 준수여부와 배당정책의 실효성 여부
실효성

공시

있음

없음

계

준수

24사(14.1%)

18사(10.6%)

42사(24.7%)

미준수

22사(12.9%)

106사(62.4%)

128사(75.3%)

계

46사(27.1%)

124사(72.9%)

170사(100.0%)

*1 괄호 안은 전체에 대한 비율임

쉎 그 다음으로 세부원칙 1-③을 미준수하였다고 공시한 회사를 대상으로 그 사유에 대한 공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구체적으로 공시하지 않은 경우가 93사로 가장 많음
○ 그 다음으로는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 및 향후 투자계획 등으로 인해 배당을 할 수 없거나
배당정책 마련이 어렵다고 기재한 경우가 17사임
○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배당정책 수립을 하지 않았다고 밝힌 회사도 11사에 이름
○ 차입금 상환 등 재무구조 안정화가 시급하다고 밝힌 회사(4사)나 거시경제환경이 불확실하여
확정적인 배당정책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밝힌 회사(2사)도 일부 존재함
<표 2> 세부원칙 1-③ 미준수 사유 제시 현황
미준수 사유

회사 수

미기재

93사(72.7%)

사업상 이유

17사(13.3%)

배당가능이익 없음

12사(8.6%)

재무적 이유

4사(3.9%)

거시경제환경

2사(1.6%)

계

128사(100.0%)

17) 배당정책이 2019 사업연도 중에 마련된 경우 보고서에 기재하고, 준수현황에는 미준수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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쉎 실효성 있는 배당정책을 제시한 46사를 대상으로 배당정책을 범주화18)한 결과, 국내 상장
기업은 안정배당정책을 선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배당성향을 제시하고, 이에 맞게 배당금을 결정하는 일정배당성향 정책을 채택한 기업도
상당수임
○ 투자를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잔여분을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잔여배당정책을 채택한
기업은 비교적 소수임
<표 3> 배당정책 유형별 분류
배당정책 유형

회사 수

안정배당정책

25사(54.3%)

일정배당성향 정책

19사(41.3%)

잔여배당정책

5사(10.9%)

기타*2

3사(6.5%)

계

46사

*1 복수의 배당정책을 제시한 사례에 대해 중복으로 보고하였으므로 비율 합계는 100%를 초과함
*2 동종업계 평균을 제시한 경우

쉎 배당정책에서 기준이 되는 배당지표로는 배당금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값인 배당성향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주당배당금이나 배당금총액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음
○ 잉여현금흐름의 일정 비율을 주주환원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회사는 5사이며, 지주회사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 수익의 일정 비율을 배당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공시한 회사도 있음
<표 4> 배당지표 활용 현황
배당지표

비율 변수

절대 변수

회사 수
당기순이익

19사

잉여현금흐름

5사

자회사 배당 수입

1사

주당배당금

11사

배당금총액

10사

18) ① 안정배당정책: 일시적인 이익 변화시 배당에 반영하지 않고, 지속적 이익 변화만 배당에 반영
② 일정배당성향정책: 일정한 배당성향을 적용하여 주당순이익의 일정 비율로 주당배당금을 고정
③ 잔여배당정책: 투자 후 남은 재원을 배당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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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쉎 이 글에서는 올해 공시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통해 국내 상장기업의 배당정책 현황을
살펴봄
○ 우선 보고서를 제출한 170사 중 배당에 관한 세부원칙 1-③을 준수하지 못한 기업의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준수하였다고 공시한 기업의 상당수가 실효성 있는 배당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차기 사업연도에는 주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많은 기업이 실효성
있는 배당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쉎 국내 상장기업은 안정배당정책을 선호하며, 일정배당성향 정책도 다수 채택한 것으로 나타남
○ 배당지표로는 배당성향과 주당배당금이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음

10 ･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2019년 9권 9호

KCGS Report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 실태 파악
윤 소 정 연구원 (sjyoon@cgs.or.kr)

▶ 국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사들의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의 현황을 분석하였음
▶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의 전체 규모는 매년 일정치 않아 예측이 어려우며, 소수의 상위 기업이 전체 매입
및 소각에서 과반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현금배당금과 자기주식 매입액 모두를 고려한 주주환원성향을 통하여 기업들의 주주환원 수준을 파악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음
▶ 향후 국내 상장사들의 적극적인 주주환원 확대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이 처한 환경에 따라
적절한 주주환원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서론
쉎 자기주식 매입(buy-back)은 유통 주식의 물량을 줄여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효과를
갖는 대표적인 주주환원의 방법 중의 하나임
○ 자기주식 매입 방식은 직접 취득 또는 신탁계약을 통한 취득 방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기업은
자기주식의 매입 시점과 수량을 조절하여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상장사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함
○ 한편, 자기주식 매입은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비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이기도 하며,
우호적인 기업과 서로 주식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우호 지분 확보에 활용될 수도 있음
- ‘한국 기업의 자사주 처분 및 소각에 관한 실증 연구(2017)19)’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가
양호한 기업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는 경향이
더 두드러졌으며, 기업지배구조 수준과 자사주 처분 규모 간에는 부(-)의 관계가 나타남
- 일례로 2017년 네이버는 미래에셋대우와 각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맞교환하면서
미래에셋대우가 보유하게 된 지분 1.71%의 의결권이 되살아나 논란이 된 바 있음. 이러한
자사주 교환 형태가 사업상 협력 목적으로 행해졌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창업자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우호 지분을 확보한 반면 일반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움

19) 김우진, 임지은, “한국 기업의 자사주 처분 및 소각에 관한 실증 연구”, 한국증권학회지 제46권 1호, 2017, 35-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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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밖에 종업원에게 주식 지급을 위해 매입하거나 소유구조 개편 작업을 위한 자기주식 매입
등으로 활용 가능함
○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의 문제는 주주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자기주식 활용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함

쉎 자기주식 소각은 자기주식 매입의 부적절한 활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주주환원의
방법으로 전체 주식 수를 줄여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짐
○ 특히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거나 주가의 변동이 심할 경우, 주가 부양 및 안정화를 위해
자기주식을 매입 및 소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분석대상
쉎 2017년부터 2019년 8월말까지 한국거래소에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을 신고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포함한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정함
○ 해당 기업의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 신고일 기준으로 분석 대상을 산입하였으므로 실제 매입
및 소각 여부와 달리 시차가 발생할 수 있음

자기주식 매입 현황
쉎 2017년~2019년 8월말까지 자기주식을 매입한 기업은 총 676개사로 이 중 직접 취득한 경우는
338개사,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경우는 542개사로 나타남20)
○ 분석기간 동안 상장사 전체 자기주식 매입 금액의 총합은 19조 597억원, 1사당 평균 206억원
규모임
○ 취득 방식에 따라 구분했을 때, 직접 취득의 평균 매입 금액은 약 435억원, 신탁계약에 의한
평균 매입 금액은 약 62억원으로 직접 취득의 규모가 6배 이상 큰 것으로 확인됨
- 한편, 직접취득에 의한 기업 수보다 신탁계약에 의한 기업 수는 더 많으나 취득 규모는
그 반대인 것으로 보았을 때, 대규모 자기주식 매입을 한 기업들은 주로 ‘직접취득 방식’을
택하는 것으로 알 수 있음
○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보다 코스닥시장 상장사에서 더욱 활발히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입의 목적 및 향후 계획을 공시하는 상장사는 극히 일부로 보여짐

20) 한 기업에서 직접 취득 및 신탁계약을 통한 취득이 동시에 발생하였을 경우 중복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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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상장사 자기주식 매입 현황
2019년 9월 1일 기준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주1)

매입 기업 수

208

307

154

유가증권시장

78

106

50

코스닥시장

130

201

104

303

405

172

직접 취득

117

157

64

신탁 계약

186

248

108

매입액(억원)

109,271

64,358

16,968

평균 매입액(억원)

361

157

100

매입 건수

주 1) 2019.1.1.~2019.08.31

○ 동일기간 자기주식 매입 금액 기준 상위 5개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현대자동차, 신한지주 순으로 전체 자기주식 매입금액의 약 56.6%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함
- 이 중 직접 취득을 통한 자기주식 매입 체결금액 기준 상위 3개사는 삼성전자(9조 2,209억원),
SK하이닉스(1조 7,337억원), SK이노베이션(1조원) 순으로 전체 직접취득을 통한 자기주식
매입금액의 약 58% 수준임
- 신탁계약을 통한 자기주식 매입 체결금액 기준 상위 3개사는 모두 금융지주사인 점이
특징적이며, 신한지주(3,388억원), KB금융(3,000억원), 하나금융지주(2,427억원) 순으로
전체 신탁계약을 통한 자기주식 매입금액의 약 51.7%를 차지함

쉎 소수 기업의 자기주식 매입액이 상장사 전체 자기주식 매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 삼성전자, 2018년 SK하이닉스, 2019년 신한지주에서 자기주식 매입이 가장 많았음
○ 삼성전자는 3개년 주주환원정책에 따라 배당 및 자기주식 매입 관련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고
있으며, 2017년 4차례에 걸친 자기주식 매입과 2017년 5월 보유 자기주식 50% 소각, 2018년
12월 잔여분 50%에 대한 소각을 모두 끝마친 상태임
- 2017년 이후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자기주식 매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소각 결과
발행주식수는 보통주 기준 약 13% 감소하였음
- 2017년 삼성전자의 9조 2,209원 규모(동일기간 전체 상장사 자기주식 매입액의 84.4%
수준)의 자기주식 매입을 제외한다면 상장사들의 총 자기주식 매입액 규모는 1조 7,062억원
정도로 1사당 평균 8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매입이 이루어지고 있어 기업 간 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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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자기주식 매입 상위 5개사 현황(매입액 기준)
2019년 9월 1일 기준
순위

2017년

2018년

2019년

1

삼성전자
(92,209억원)

SK하이닉스
(17,337억원)

신한지주
(3,388억원)

2

HDC
(1,539억원)

SK이노베이션
(10,000억원)

하나금융지주
(2,427억원)

3

한샘
(996억원)

현대자동차
(6,884억원)

넷마블
(1,658억원)

4

SK네트웍스
(533억원)

KB금융
(3,000억원)

아모레퍼시픽
(999억원)

5

셀트리온
(452억원)

엔씨소프트
(2,744억원)

NAVER
(936억원)

합계

95,729억원
(87.6%)주1

39,965억원
(62.1%)

9,408억원
(55.4%)

주 1) 해당 연도 총 자기주식 매입액 중 상위 5개사 자기주식 매입액 비중을 의미함
주 2) 자기주식 취득 방식의 구분 없이 매입액 기준으로 나열함

○ 2018년에는 IT기업(엔씨소프트, 넷마블, NAVER, NHN 등)들이 자기주식 매입을 적극적으로
실시했던 반면 2019년에는 금융사(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오렌지라이프, 키움증권, 대신증권
등)들이 대규모 자기주식 매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국내 금융사의 2018년 PBR이 0.46배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21) 2019년에도
국내 금융사들의 주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자기주식 매입을 통한 주가 부양 및 주주환원을
이루기 위한 자구책으로 해석됨

자기주식 소각 현황
쉎 2017년~2019년 8월말까지 자기주식을 소각한 기업은 총 46개사로 62회의 소각이 발생하였음
○ 자기주식 소각금액은 총 20조 7,949억원 규모이며, 기업당 평균 3,354억원 정도의 소각을
실시하였음
○ 다만, 2017년과 2018년 두차례에 걸친 삼성전자의 자기주식 소각 규모는 약 18조 6,770억원
정도로 전체 규모에서 89.8%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삼성전자 소각 규모를 제외한 소각액
및 평균 소각액은 현저히 감소함을 알 수 있음
○ 과거와 달리 2019년에 접어들어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환원정책 계획 의거’와 같이 소각
목적을 공시 서류에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추세임

21) “국내 금융사 2018년 PBR 0.46배...세계 최저 수준”, 아시아경제, 2019.09.05.

14 ･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2019년 9권 9호

KCGS Report

<표 3> 상장사 자기주식 소각 현황
2019년 9월 1일 기준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주2)

소각 기업 수

16

18

12

유가증권시장

11

14

5

코스닥시장

5

4

7

소각 횟수

27

21

14

소각액(억원)

140,869

62,901

4,178

2,852

14,149

4,178

5,217

2,995

298

190

832

298

삼성전자 제외
평균 소각액(억원)
삼성전자 제외

주 1) 삼성전자의 자기주식 매입은 2017년 이후 발생하지 않았으며, 2018년까지 보유 자기주식 소각을 끝마침
주 2) 2019.1.1.~2019.08.31

쉎 자기주식 매입과 마찬가지로 소수 기업이 자기주식 소각액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이나
상위 5개사의 소각 규모 편중이 훨씬 심한 편이며, 기업 차원의 소각이 자기주식 매입에 비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여짐
○ 2017년 및 2018년 삼성전자, 2019년 현대모비스에서 자기주식 소각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다음의 표에서 소각액 기준 상위 5개사의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표 4> 자기주식 소각 상위 5개사 현황(소각액 기준)
2019년 9월 1일 기준
순위

2017년

2018년

2019년

1

삼성전자
(138,018억원)

삼성전자
(48,752억원)

현대모비스
(2,611억원)

2

웅진코웨이
(700억원)

현대자동차
(9,723억원)

한화케미칼
(371억원)

3

두산
(615억원)

웅진코웨이
(1,001억원)

동일기연
(359억원)

4

SK디스커버리
(588억원)

미래에셋대우
(721억원)

휠라코리아
(200억원)

5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50억원)

두산
(584억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55억원)

합계

140,171억원
(99.5%)주1

60,781억원
(96.6%)

3,696억원
(88.5%)

주 1) 해당 연도 총 자기주식 소각액 중 상위 5개사 자기주식 소각액 비중을 의미함
주 2)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에 따른 자기주식 소각은 분석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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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기준 자기주식 매입액 대비 소각액 비중은 약 24.6% 정도이며, 기업의 수 역시
8% 정도에 그쳐 자기주식 매입에 비해 소각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함
○ 분석기간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이 더 많은 횟수의 자기주식 소각을 했던 것과 달리 2019
년에는 8월말 시점까지 코스닥시장 상장사의 자기주식 소각 횟수가 더 많아졌으며,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기업들에서 주로 이루어짐
- 주주환원의 확대 기조가 유가증권시장에 속한 대규모 기업집단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국내 자본시장의 전반적인 변화이자 향후 주주친화적인 정책들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해석됨

결론 및 시사점
쉎 상장사들의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의 전체 규모는 매년 일정하지 않아 예측하기 어려우며,
소수의 기업들에 편중되어 있는 구조임
○ 전체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 규모에서 소수 기업의 비중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주주환원정책을 대외적으로 공시한 기업들이 더욱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는 주주환원정책으로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의 방식보다 현금배당 방식을 더욱 선호
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음22)
○ 자기주식 매입에 비해 소각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적극적인 자기주식
소각이 이루어진다면 자사주 마법23)과 같은 우려는 불식될 것으로 보임

쉎 향후 주주환원의 확대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기주식 매입뿐만 아니라 소각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국내 자본시장에서 주주환원의 방법으로 현금 배당 지급뿐만 아니라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의 관심 및 요구가 급증하는 추세이므로 자기주식 매입의 목적 및 활용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주주환원계획이 요구됨
○ 현금배당금과 자기주식 매입액 모두를 고려한 주주환원성향24)을 통하여 기업들의 주주환원
수준을 파악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음
○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에 따른 주가 부양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이후 주가
유지는 기업의 펀더멘털에 좌우되므로 기업이 처한 환경에 따라 적절한 주주환원정책을 실시
할 필요가 있음

22) 2017년도 결산배당(현금배당) 실시 기업은 총 1,081개사, 약 23.2조원 규모, 2018년도 총 1,098개사, 약 22.8조원 규모로 지급
하였음(KRX 공시자료 참조)
23) 자기주식을 매입한 후 경영권 방어나 기업지배구조 개편 등에 활용하기 위해 우호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경영권에 필요한
실효 지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일컬음
24) (자사주 매입액+현금배당금)/지배주주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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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현황
이 정 은 연구원 (jelee@cgs.or.kr)

▶ 최고경영자 경영승계는 회사의 지배구조상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니는 바, 국내외 규제 당국에서도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부문임
▶ 이에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관련 회사 상황을 보다 충실하게 공시할 여건이 마련되어있는 국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2018년도 연간 경영승계 운영 실태를 조사해봄
▶ 연간 후보군의 관리·평가 여부, 현 CEO의 역할로서 차기 CEO 후보 육성을 정하고 있는지 여부, 현
CEO의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소속 여부를 확인한 결과, 경영승계 운영이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자연인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 보완 및 개선의 필요성이 두드러짐

배경
쉎 최고경영자 경영승계는 ‘장기적 관점에서 미리 명확한 기준과 절차, 계획에 따라 발굴되고
양성된 후계자에게 CEO의 역할을 원활하게 이양하는 것’으로서25) 기업의 지배구조상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니는 바, 국내외 규제 당국에서도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부문임
○ (해외) 2009년 SEC에서 게시한 발표문26)에 따르면, 최고경영자 승계 계획은 인력 관리라는
일상 업무 문제를 초월하여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해 중대한 정책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인식했음을 밝혔고, 발표 시점부로 규칙 14a-8 (i) (7)에 근거해 주주제안에서 배제할 수
있는 안건의 범위에서 최고경영자 승계 계획은 제외할 것임을 공표함
- 이는 과거 2009 BoA 사례 등에서 경영권 승계 계획의 미비로 차기 CEO 임명이 지연되고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CEO 승계 계획을 리스크 관리 이슈로
인지하게 된 시발점으로 볼 수 있음
○ (국내) 2013년 금융위에서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에서 CEO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CEO 승계 관련 정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이후 일정 자산규모를 초과할 경우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통한 승계원칙 수립 및 공시 등이 법제화된
바 있음

25) 김선혁, 2012, “금융기관의 CEO 승계를 위한 제언”, 「기업지배구조 리뷰」 Vol.61, p.58
26) SEC, Staff Legal Bulletin No.14E, Oct 2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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쉎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와 관련한 회사의 상황을 보다 충실하게 공시할 여건이 마련되어있는 국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2018년도 연간 경영승계 운영 실태를 확인해보고자 함

금융회사 경영승계 운영 현황
쉎 성공적인 최고경영자 경영승계를 위해서는 ① 후보군 점검의 정기성 ② 실효성 있는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의 이행 ③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가 중요한 사항이며,
다음 세부 내용은 ‘2019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금융회사 지배구조 평가 모형’에서 고려한 사항임
○ (조사 내용) 공시자료를 통해 접근하기 용이한 내용을 지표로 하여 전술된 세 가지 요소를
간접적으로 확인
- 연간 후보군의 관리·평가 여부
- 현 CEO의 역할로서 차기 CEO 후보 육성을 정하고 있는지 여부
- 현 CEO의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소속 여부
○ (평가 대상) 금융사지배구조법 전부 적용을 받는 회사 또는 상장 금융회사로 한정하며, 기업은행의
경우 중소기업은행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분석에서 제외(전체 98사)
○ (조사 출처) 공시자료(사업보고서,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각 사 홈페이지) 및
‘2018년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금융회사 지배구조 평가’ 피드백 기간 중 회사 담당자로부터
전달받은 피드백 사항을 기반으로 함

쉎 [연간 후보군의 관리·평가 여부] 후보군 점검 내역을 연간 1회 이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또
는 이사회에 보고한 회사는 전체 조사 대상 98사 중 71사로서, 70%를 상회하는 회사에서
후보군 점검을 수행한 것은 긍정적임
○ 그러나 후보군 점검은 상시적 경영 승계 이행에서의 첫 번째 단계이며 성공적인 경영 승계를
위한 필요조건이므로, 모든 회사에서 매년 최소 한 회 이상 후보군 점검을 이행 및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사회 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차원에서의 후보군 점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27사의
세부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금융사지배구조법 일부 적용을 받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회사(9사) 중
상당수 회사에서 최고경영자 후보군 점검 내역이 확인되지 않음(7사)
○ 지배구조법 전부 적용을 받기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보고서에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후보군 관련 보고 내역이 없음을
명시적으로 기술한 사례 상당수 존재(10사)
○ 지배구조내부규범 또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규정을 통해 후보군 발굴 및 검증 사항을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회사 내규로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당 규정을 이행하지

18 ･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2019년 9권 9호

KCGS Report

않은 사례 존재(4사)
- 자회사 공시에서 지주에서 후보군 관리·육성 등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사항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이 있음을 밝혔으나, 지주 차원에서 해당 사항의 보고 또는 의결내역을 파악하지 못한
사례 존재(1사)
- 자연인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회사의 33%(42사 중 14사)가 연간 최고경영자 후보군 점검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는 자연인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회사보다 10%p 높은 수치임을 고려할
때, 자연인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회사에서의 상시적 최고경영자 후보군 점검 인식 수준이
저조함을 유추할 수 있음

쉎 [현 CEO의 역할로서 차기 CEO 후보 육성을 정하고 있는지 여부] 차기 최고경영자 후보군
육성을 현 CEO의 역할로 정하고 있거나 실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긍정적 사례로서 전체
조사 대상 회사 98사 중 5사가 확인됨
○ 현 CEO는 CHRO(최고인적자원관리자)와 협력해서 이사들의 합리적 판단을 도울 최적의
위치이기에, 승계 계획 운영에의 동력 제공 및 이사회에의 협력과 대화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국내외 자료로부터 확인됨27)
○ 상기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5사 모두 자연인 지배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으며,
세부 규정 또는 운영 양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경영승계규정을 통해 현 CEO가 차기 CEO 육성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명시한 사례 존재(3사)
- 경영승계계획을 통해 차기 CEO 후보군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세부사항 마련 및 변경에
대한 역할이 대표이사에게 위임된 사례 존재(1사)
- 차기 리더십(CEO 포함) 후보군 양성을 현 CEO의 성과목표 중 하나로 명시(1사)

쉎 [현 CEO의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소속 여부] 2018년도 현 CEO가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활동한 사례는 전체 평가 대상 회사 98사 중 44사로서, 45%에 달하는 상당한 수준임28)
○ 자연인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회사의 67%(42사 중 28사)가 현직 CEO가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
소속되었고 이는 자연인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회사보다 20%p 높은 수치로서, 자연인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회사에서의 현직 CEO가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정에 개입하는 경향성이 많음을 유추할
수 있음
○ 잠재적 후보인 현 CEO가 경영승계절차 및 후보자군 선정을 관장하는 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상충 소지가 있으며, NYSE 기업지배구조 가이드에서 또한 최종후보 추천

27) NYSE, Corporate Governance Guide, December 2014; 정재규, 상장회사 최고경영자 선임 및 승계정책 활성화 방안 연구,
2018. 12.
28)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 통합 운영되는 회사의 경우, 현 CEO가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과 관련된 안건에 의결한 바가 연중 한 회라도
존재할 때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간주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 19

ESG 동향

시점이 가까워짐에 따라 최고경영자의 참여가 줄어들 것을 권고하고 있음
○ 금융당국에서 해당 사항이 있는 회사에 경영유의사항 등의 제재를 통해 이와 같은 관행을
지적한 바, 2019년도 정기주총 이후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시 이를 반영한 일부 회사들의
변화가 확인되었으므로 향후 현 CEO의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소속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소결
쉎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의무사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경영승계와 관련된 절차는 비교적 잘 마련되어있는
상황이나, 운영이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후보군 점검은 상시적 경영 승계 이행에서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임에도, 연간 한 회도 점검을
수행하지 않았거나 후보군을 보유하지 않은 회사가 상당수 존재
- CEO 승계를 담당하는 이사회가 연례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절차의 적합성 여부가 아니라 CEO 후보군이 타당한가 하는 점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후보군들에 대한 평가 자료가 보완되고, 절차의 이행에 관한 상황이 검토되어야 한다29)는
점을 고려할 때, 후보군 점검의 정기성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함
- 지배구조법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의무가 있는 회사 중 상당수에서 후보군을
보유하지 않았다거나 후보군 관련 보고 내역이 없었음을 명시한 것에 비추어보았을 때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주요 기능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더하여 일부
회사에서 내규를 통해 후보군 점검 및 이사회 보고의 주기성을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점 역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임
○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후보군을 점검한 이후, 개별 후보자별 발전 계획을 설정 및 이행하는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30)하며, 특히 승계정책의 운영에 있어서는 현직 CEO의
역할이 중대함에도, 공시자료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현 CEO의 기여점이 확인된 회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함
○ 잠재적 후보인 현 CEO가 경영승계절차 및 후보자군 선정을 관장하는 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상충 소지가 있음에도, 현 CEO가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한
비율은 45%에 달하는 높은 수준이었음

29) 정재규, 상장회사 최고경영자 선임 및 승계정책 활성화 방안 연구, 2018. 12.
30) NYSE, Corporate Governance Guide, Decem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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쉎 상기 세 가지 조사 항목마다, 자연인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 자연인 지배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보다 보완 및 개선 필요성이 두드러졌으며([표1] 참고), 이는 자연인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기업에서 경영승계 계획의 선진화 및 운영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함의함
<표 1> 자연인 지배주주 존재 여부에 따른 해당 비율 비교
(단위: 개사, %)
후보군의 관리·평가 보고 현 CEO의 역할로서 차기
연내 미수행
CEO 후보 육성을 정함

현 CEO가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소속임

해당 회사 수(A+B)

27

5

44

자연인 지배주주 존재(A)

14

0

28

자연인 지배주주 부재(B)

13

5

16

자연인 지배주주 존재 회사
해당 비율(A/42)

33.3%

0%

66.7%

자연인 지배주주 부재 회사
해당 비율(B/56)

23.2%

8.9%

28.6%

※조사 대상 회사 수: 98사(자연인 지배주주 존재 회사 수:42사, 부재 회사 수:56사)

쉎 부실한 경영승계 대비는 기업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거나, 부정적인 시장 반응 및 성과저조
등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다수의 실증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상시적인 경영승계 계획 마련 및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내 기업의 인식 수준이 전반적으로
제고되어야할 필요가 있음
○ Forced succession(승계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승계되지 못하고, 명백한 내부 대체자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 또는 사임하면서 진행된 승계)이 발생한 대기업의 경우, 계획에 따른
경영권 교체였다면 교체가 발생 전후 1년간 추산 1억1천2백만 US달러의 시장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음31)
○ 갑작스런 CEO 경영승계 상황에서 준비되지 않은 승계 상황 발생으로 기존 이사가 CEO로
임명된 경우 기업은 부정적인 시장 반응, 성과저조, 적합하지 않은 후보에서 발생하는 짧은
임기 등의 상황에 직면하게 됨32)

31) The $112 Billion CEO Succession Problem, Ken Favaro et al., strategy business, 2015. 05
32) Recruiting the CEO from the Board: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Hoitash & Mkrtchyan, 201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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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Russell3000기업 선임 이사의 특징
쉎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는 2019년 정기주주총회 시즌동안 Russell3000
기업에 새로 선임된 이사의 특징을 살펴봄33)
○ 2019년 5월 30일 기준, 2019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Russell3000기업 중 2,175개 기업의
19,791명의 이사를 대상으로 조사함
○ 조사 결과, 2019년 새로 선임된 이사와 관련해 4가지 주요 특징(성별, 인종, 전문성,연령)을
확인할 수 있었음

쉎 (성별 다양성) 2019년 Russell3000기업에 새로 선임된 이사의 45%가 여성으로 이사회 내
여성이사의 비중이 19%에 이르면서 그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 대기업의 여성이사 비율이 높았던 작년과 달리. 2019년에는 시장 모든 부분에서 동등하게
새로 선임된 여성이사의 비율이 높음
○ 2017년 모든 이사회에 최소 1명의 여성이사를 둘 것을 요구하는 State Street34)의 정책
이니셔티브에 따라 더 많은 투자자들이 성별 다양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관련된
의결권 행사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계속 될 것으로 보임
○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의 새로운 법령은 캘리포니아 주에 본사를 둔 상장사가 2019년까지
최소 한명의 여성이사를 선임하고, 2021년까지 이사회 구성원이 6인 이상인 기업은 적어도
3명이사의 여성이사를 선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최근 뉴저지 주는 캘리포니아 주 법령을 참고한 새로운 법을 제정했으며, 일리노이즈 주
또한 기업의 이사회 내 성별 및 인종다양성을 요구하는 법령 제정을 고려하고 있음

쉎 (인종 다양성) 2019년 Russell3000기업에 새로 선임된 이사의 15%가 소수인종(minority
ethnic)으로 이사회 내 소수인종을 가진 이사가 대략 10%를 차지해 인종 다양성 비율 또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 이사회 내 인종 다양성에 대한 트렌드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증가율은 성별다양성
증가 추세보다 다소 느린 편임
○ 2019년 S&P500기업에 새로 선임된 이사의 20%가 백인이 아닌 다양한 인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Russell3000기업은 약 15%에 불과함
○ 2008년 Russell3000 기업 내 백인이 아닌 이사의 비중이 8%에서 계속해서 증가해 2019년
최초로 10%를 초과함

33) ISS, US Board Diversity Trends in 2019 (2019.5.31.)
34) State Street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자금결제·자산보관·회계처리·운용지원 등의 투자자산
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수탁은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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쉎 (전문성) 새로운 이사 선임 시 비재무적인 전문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국제 경험, ESG 전
문성, 인적분야의 배경을 갖춘 이사의 비율이 증가함
○ 2019년 새로 선임된 이사 중 기술, 영업, 국제 경험, 전략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이사의 비중은 기존에 선임된 이사 대비 각각 10%p, 8%p, 8%p, 6%p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됨
○ 반면 금융 전문지식, 감사 전문지식, CEO 경력과 같은 전통적인 전문성을 갖춘 이사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쉎 (연령) 45세 미만인 이사가 선임된 비율이 7.2%에 그치면서 이사의 평균 연령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2008년 이사의 평균 연령은 59.7세에서 2019년 62.1세로 증가함
○ 이사의 평균 연령이 증가하는 현상은 새로 선임된 이사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2008년
45세 미만의 젊은 이사가 새로 선임되는 비중이 11.5%였던 반면 2019년에는 7.2%로 최저치를
기록함
○ 한편, 지난 5년간 67세 이상의 임원 선임 비중 또한 2008년 10.8%에서 2019년 6.5%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쉎 이를 종합하면, 1) 미국 기업은 전통적인 전문성 외 CSR, 기업문화, 지속가능성,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2) 기업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법제처는 이사회
내 다양성(성별, 인종 등)의 장점을 강조해 다양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3) 경험과 이사의 자격
검증이 이전보다 더 중요해지면서 젊은 이사의 비중이 줄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투자자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관리해야할 중요 지표로 이사회의 구성과 지배구조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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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아시아 시장 내 ESG 중요성 증대 현황
쉎 지난 1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이사회가 ESG 투자원칙에 기반한 채권 투자 심사를
승인한 후35) 아시아의 금융시장 인프라는 ESG 친화적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특히 동남아시아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2019. 8. 13, 방콕에서는 태국 중앙은행 주최의 지속가능한 금융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동 포럼에서 은행업의 ESG리스크 평가방법,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한 액션플랜 등이 논의됨36)
- 한편 지난 8월, 미국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 181인은 기업 목적을 기존의 ‘주주 이익
극대화’에서 ‘고객, 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 증진’로 바꾸는 Business Roundtable(BRT)
성명서를 발표하였는데37) 동 포럼에서 논의된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 또한 이와
일맥상통함
○ 동남아시아시장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강조되는 이유로는 미중 무역전쟁의 결과로 다국적
기업의 생산공장이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이전함에 따라, 기업의 지속가능성 노력을 모니터링하는
NGO 및 기타 기관들의 관심 또한 동남아시아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있음38)
○ 국제 지속가능투자 협회(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 GSIA)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측정된 SRI 자산의 상당액이 아시아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되며, 아시아를 기반으로
한 기관투자자의 ESG 관여활동 또한 빈번한 것으로 확인됨
[그림 1] 지역 및 전략별 SRI 자산 규모
(단위: 십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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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 (GSIA) (2016).

35) 자세한 내역은 2019.1.9. AIIB 보도자료(AIIB to Develop Infrastructure as an Asset Class and Catalyze ESG Investing
Principles in Emerging Asia)를 참고하기 바람;
https://www.aiib.org/en/news-events/news/2019/20190109_001.html
36) 자세한 내역은 다음을 참고하기 바람;
https://www.bot.or.th/Thai/SustainableBanking/Activity/Pages/BKK_Sustainable_Banking2019.aspx
37) 자세한 내역은 다음을 참고하기 바람; https://opportunity.businessroundtable.org/ourcommitment/
38) Nikkei Asian Review, Sustainability takes center stage in Southeast Asia (20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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쉎 동북아시아에서도 파리기후협정 이행을 주도하는 중국, GPIF를 중심으로 ESG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일본 등 ESG 활동의 중요성이 점점 고취되고 있음39)
○ 특히 GPIF는 기후 관련 금융공개에 관한 태스크포스(TCFD)의 권고사항40)에 따라 연기금
포트폴리오의 실제 환경비용(TrueCost)을 분석한 ESG 보고서를 공개하였으며, AI를 통해
ESG 및 다양성 지수, 그린본드 인덱스를 활용한 패시브 투자 운용을 진행하고 있음41)

39) Financial Times, Asia’s progress on ESG is glacially slow but attitudes are changing (2018.10.14)
40) TCFD의 권고사항의 골자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가 사업에 미치는 “실제 및 잠재적 영향”을 어떻게
관리할지 평가하고 공개하는 것임
41) 자세한 내역은 다음을 참고하기 바람; GPIF, GPIF Climate Related Portfolio Risk Assessment - Trucost Analysis suppor
ting GPIF's disclosures in line with TCFD recommendations (2019.9.6.); GPIF ESG Report 2018 (https://www.gpif.
go.jp/en/investment/190905_Esg_Report.pdf); GPIF, Introduction of "Index Posting System" (201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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