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 조사보고서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한 이슈를 전문적으로 조사, 분석하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스튜어드십 코드 센터의 비정기 간행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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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전후로 국내 기관투자자의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이 증가하고 주주활동 빈도가 증가
하였으나, 이런 사실만으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무엇보다, 아직까지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독립적인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의 수탁자 책임 활동 결과를 점검 또는 평가하는 체계도 부재하다는 점에서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수준(quality)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에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참여기관의 수가 증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자본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여 스튜어드십 코드의 효율적 운영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특히 최종 고객 또는 수익자가 참여기관의 코드 이행 정책 및 의사결정 체계, 그리고 그에 따른 적극적
주주활동 수행 현황 및 성과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가 정립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투명한 정보 제공은 자본시장 내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충실한 이행과 적극적 주주권 행사의
질적 수준 향상을 촉진하는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며, 이는 다시 기업의 중장기 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촉진함으로써 실물경제 전반의 효율적 자본 배분을 유도함
○ 다른 한편으로 기존에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강행 규정으로 도입한 다양한 제도(사외이사
제도 등)와는 달리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가 연성 규범이라는 점에서, 수탁자 책임 활동의 실질적인 이행
수준과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됨
□ 이 글은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대로 작동하고 운영되기 위해서 보완되어야 할
사안들을 점검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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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코드에 참여한 기관 수, 국내 기관투자자의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 및
주주활동이 증가한 것은 주지의 사실임1)
○ 2019년 6월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기관의 수가 100개를 넘어섰으며, 2018년 8월 국민연금이 코드에
참여한 이후 2019년 상반기까지 코드에 참여한 기관의 수는 102개까지 증가함
–

2022년 4월 25일 현재 188개의 국내외 기관투자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등 4개 연기금,
5개 대규모 자산운용사 등이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고 있음

–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사학연금(‘19.12월), 공무원연금(’20.2월) 및 우정사업본부(‘20.12월)가 코드에
참여함

–

국내 대형 자산운용사의 경우(운용자산규모 50조원 이상, ’20.5월말 기준) 한국투자신탁운용(‘17.7월),
KB자산운용(’17.12월), 미래에셋자산운용(‘18.1월), 삼성자산운용(’18.7월) 및 한화자산운용(‘18.7)이
모두 코드에 참여함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전(2014~2016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내 민간 기관투자자의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은 평균 1.52%인 반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2017~2020년) 3.32%로 2배 이상 증가함2)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시한 주주활동 이행 빈도는
총 749건으로 2018년 123건, 2019년 286건, 2020년 33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3)
□ 기관투자자 이외에 개인투자자 (또는 소수주주)들이 주주서한 발송 및 주주제안 발의를 하거나 개인투자
자끼리 연대하여 기업 경영진에게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관찰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책 마련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4)
○ 대표적인 사례로, NHN은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상장할 때 이를 특별결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주주들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정관 개정안을 상정함5)
□ 스튜어드십 코드 이후 국내 자본시장 전반에 나타나는 변화는 일견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코드 운영의
실효성과 참여 기관투자자의 실질적인 코드 이행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은 제한적인 상황임
○ 최근 들어 ESG와 함께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활동과 주주가치 보호는 강조되고 있는 글로벌
흐름이기 때문에 이를 관리‧감독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임
○ 그러나 현재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에 있어 이를 관리‧감독하는 독립적인 기구가 부재한 상황

1) 김선민, 2021.10, “스튜어드십 코드와 국내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주주활동의 이행 현황, 적정성 및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KCGS Report」 , 제11권
제 10호, pp.2-12
2) 주석 1)과 동일
3) 주석 1)과 동일
4) 한국경제, 2022.03.07., “"주가 1년 내내 떨어지는데…" 뿔난 삼성전자 주주들 행동 나섰다”; 비즈니스포스트, 2022.03.07., “사조그룹 소액주주 반발 지속,
사조오양 감사위원 선임 표대결 준비”; 인사이트코리아, 2022.03.07., “‘무늬만 상장사’ 에이스침대, K-주주운동으로 퇴출 위기 맞나”
5) 연합뉴스, 2022.03.04., “NHN,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때 주총 특별결의' 정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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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의 각 원칙에 대한 이행 수준을 점검하는 기준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가장 먼저 도입하고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제도적‧환경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영국의 사례를 통해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데
주된 의의가 있음

2. 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관리․감독 현황
2-1.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 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2009년 작성된 Walker Review를 토대로 지난 2010년에 제정됨6)
○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2010)는 기관투자자위원회(Institutional Shareholders Committee, 이하 ISC)가 2002년
발행한 「The Responsibilities of Institutional Shareholders and Agents: Statement Principles」에 그
기원을 두고 있음
* ISC는 영국 보험협회(the Association of Brisith Insurers), 투자신탁회사협회(the Association of Investment Trust Comapnies), 연기금협회(the
National Association of Pension Funds), 자산운용협회(the Investment Management Association)로 구성되어 있음

○ ISC는 Walker Review(2009)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지난 2009년 이를 스튜어드십 코드로 전환하였으며,
코드는 <표 2-1-1>과 같이 7개 원칙으로 구성됨

<표 2-1-1>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2010)
원칙1.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위한 정책 공개

원칙2.

이해상충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공개

원칙3.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원칙4.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 수립

원칙5.

협력적 주주활동

원칙6.

의결권 행사 정책 수립 및 의결권 행사 결과 공개

원칙7.

주주활동 및 의결권 행사 내역의 주기적 보고

출처: FRC, The UK Stewardship Code (2010)

6) 2007년~2009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영국 금융산업의 문제점(loss and failure)이 드러남. 이에 영국 총리의 요청으로 前 Morgan Stanely 회장
(chairman)인 David Walker는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지배구조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권고안 형태로 작성하였는데 이것이 Walker Review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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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배경
□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2년 한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이 당시 상당수의 세부사항만 추가되
었을 뿐 근본적인 스튜어드십 코드의 방향성은 변경하지 못함7)
□ 2018년 12월 발간된 Kingman Review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않고 (not effective in
practice)있으며, FRC가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것은 소홀히 하고 코드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의 정책(policy statement) 내용만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함8)9)
□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2010년) 이후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빈도가 현저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됨10)
○ 일각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정책(policy statement) 평가에만 주안점을 둔 FRC의 평가 방식에서 이에
대한 원인을 찾음
□ 이에 Kingman Review(2018)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접근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으며,
2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에 영향을 줌 (<표 2-2-1> Recommendation 42 참고)
○ 우선, Kingman Review는 정책성명서(policy statement)가 아닌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결과(outcome)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권고함
○ 또한, 실제 코드 준수 수준을 평가하고 향상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감독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는데, 이는 FRC가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 것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됨

<표 2-2-1> Kingman Review (2018) 권고안 중 관련 내용
Recommendation 42
The Review recommends that a fundamental shift in approach is needed to ensure that the revised
Stewardship Code more clearly differentiates excellence in stewardship. 1)It should focus on
outcomes and effectiveness, not on policy statements. 2)The Government should also consider
whether any further powers are needed to assess and promote compliance with the Code. If the
Code remains simply a driver of boilerplate reporting, serious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its
abolition.
출처: Independent Review of the Financial Reporting Council (a.k.a Kingman Review) (2018)

7) FRC는 2012년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안 서문에 “This edition of the Code does not change the spirit of the 2010 code”라고 언급함 (출처: FRC,
2012, The UK Stewardship Code)
8) 영국의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은 영국 자본시장의 효율적 기능을 제고하는데 있어 FRC의 역할 및 기능을 진단하고자 John Kingman 경(Sir John
Kingman)을 임명하여 FRC에 관한 독자적인 검토(Independent Review)를 요청하였으며, 이때 작성된 보고서가 Kingman Review임
9) John Kingman, 2018, Independent Review of the Financial Reporting Council
10) Paul L. Davies, 2020, “THE UK STEWARDSHIP CODE 2010-2020 From Saving the Company to Saving the Pl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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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2020) 개정11)
□ FRC는 2019년 10월 새로운 버전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공표하였으며, Kingman Review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비중 있게 반영됨12)
○ 기존 스튜어드십 코드(2010년, 2012년)가 舊 코드(old code)라면 새로 공표된 2020 스튜어드십 코드는
新 코드(new code)라고 볼 수 있음
○ 즉, 스튜어드십 코드가 전면적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기존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한 기관이 자동적
으로 新 코드(new code)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아님
–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 보고서를 작성하여 FRC에 제출하면 이를 FRC가 검토한 후 승인을 해야만
참여기관이 될 수 있음

□ (개정 목적) 새로운 스튜어드십 코드는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과 관련하여 영국 자본시장의 분위기를
전면적으로 환기시키는데 있으며, 舊 스튜어드십 코드(2012) 보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기관투자자의
책임 및 공시를 요구함13)
○ 무엇보다 형식적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을 지양하고, 수탁자 책임 이행 방식 및 결과에 대한
구체적 공시, 모호한 개념을 명확화 하는 것이 개정의 주요 방향임
□ (주요 내용) 1) 스튜어드십 개념 확대, 2) 코드 이행 방법 및 결과 공시, 3) 주요 쟁점사항(controversial
issue)에 E‧S 반영, 4) 코드 적용 자산군 확대, 5) 가입 기관별 세부원칙 구분, 6) 가입 기관의 목적‧가치‧
문화와 스튜어드십 코드와의 연계성 설명 등이 이번 개정의 주된 골자임
○ 기존 스튜어드십 코드가 ‘comply or explain’접근방식이었다면, 새로운 스튜어드십 코드(2020)는
‘apply and explain’방식을 취하고 있음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2-3-1>에 정리되어 있으며, 원칙별 내용은 [별첨 2]를 참고

<표 2-3-1>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2020) 주요 개정 내용
‧ 수탁자 책임 개념 확대

주주활동 및 의결권 행사 → 자산 배분 및 감시까지 포함하도록 확대

‧ SC 이행 공시 및 보고 확대

이행 방법 및 이행 결과(목표 설정 및 달성 수준 포함)에 대한 보고서 제출

‧ ESG 주요 쟁점사항 반영

수탁자 책임 활동 쟁점의 범위에 ‘E’&’S’ 이슈를 추가로 명시

‧ SC 적용 자산군 확대

상장주식 → 비상장주식, 채권, 인프라 등 포함하는 전 자산군으로 확대

‧ 기관 유형별 세부원칙 구분

자산 소유자ㆍ운용자와 서비스제공기관의 공시(보고) 기대 수준을 상이하게 설정

‧ 목적, 가치 및 문화 강조

수탁자의 자체 지배구조 등 중요성 강조, 투자 전략 등의 가치창출 영향을 설명

출처: 김선민, 2019, “英 스튜어드십 코드(2020) 개정 주요 내용”,「SC동향」, 제2019-2호

11) 스튜어듣십 코드가 개정된 것이라고는 하나 저자의 판단으로는 기존 스튜어드십 코드(2010,2012)를 전면 개정한 것이기에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코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12) Kingman Review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수탁자 책임 원칙을 세우는 것보다 수탁자 책임 활동 결과를 설명하는 것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권고함
13) 김선민, 2019, “英 스튜어드십 코드(2020) 개정 주요 내용”,「SC동향」, 제20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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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SC) 관리‧감독: 재무보고위원회(FRC)
□ (관리‧감독 주체) Walker Review의 권고안 17과 18에 따르면, 영국 재무보고위원회(Financial Reporting
Council, 이하 FRC)가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관리․감독을 하도록 함
○ 이는 FRC의 권한과 독립적인 위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표 2-4-1> 참고)
<표 2-4-1> Walker Review (2009) 권고안 중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내용
Recommendation 17
The Code on the Responsibilities of Institutional Investors, prepared by the Institutional Shareholders’
Committee, should be ratified by the FRC and become the Stewardship Code. By virtue of the
independence and authority of the FRC, this transition to sponsorship by the FRC should give
materially greater weight to the Stewardship Code. Its status should be akin to that of the Combined
Code as a statement of best practice, with observance on a similar “comply or explain” basis.
Recommendation 18
The FRC should oversee a review of the Stewardship Code on a regular basis, in close consultation
with institutional shareholders, fund manager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to ensure its continuing
fitness for purpose in the light of experience and make proposals for any appropriate adaptation.
출처: A review of corporate governance in UK banks and other financial industry entities-Final recommendation (2009)

□ (다른 감독규제와의 연계) 영국 금융행위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이하 FCA)은 업무행위규칙
(Conduct of Business Sourcebook, COBS)에 스튜어드십 코드 공시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표 2-4-2>
참고)14)15)
○ COBS 2.2.3에 따르면, 개인이 아닌 기관 고객으로부터 투자자산 운용을 위임받은 금융회사(벤처 캐피탈
제외)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경우 준수내용을, 아닌 경우 대체 투자 전략을 공시하여야 함
<표 2-4-2> Disclosure of Commitment to the Financial Reporting Council’s Stewardship Code
COBS 2.2.3
A firm, other than a venture capital firm, which is managing investments for a professional client
that is not a natural person must disclose clearly on its website, or if it does not have a website in
another accessible form:
(1) the nature of its commitment to the Financial Reporting Council’s Stewardship Code; or
(2) where it does not commit to the Code, its alternative investment strategy.
출처: Conduct of Business Sourcebook (COBS) (2022)

14) 저자가 이해한 바로는 FCA는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 기능과 유사해 보이며, FRC는 금융감독원의 기능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
15) 2010년 11월 10일, FCA는 COBS를 개정하여 Stewardship Code 공시 관련 조항(COBS 2.2.3)을 추가함 (출처: Conduct of Business Sourcebook
(Stewardship Code) Instrument 2020, FSA 20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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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 보고서 제출 절차)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수탁자 책임 보고서(stewardship report)를
작성하여 FRC에 제출해야 하며, 그 절차는 <표 2-4-3>과 같음
○ 특히, 개정 코드에 따르면 수탁자 책임 보고서는 각 원칙에 따라 지난 12개월 동안 수행한 수탁자
책임 활동과 그 성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 정보 및 근거를
제시해야 함
○ FRC의 최종 승인이 있기 전까지 수탁자 책임 보고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이
되는 것은 아님

<표 2-4-3> 스튜어드십 코드(2020) 참여 절차
수탁자 책임 보고서 작성
(Prepare the Stewardship Report)

▶

수탁자 책임 보고서 제출서 작성
(Complete the application form)

▶

수탁자 책임 보고서 제출
(Submit the Report)

‧ PDF 또는 워드 형식으로 제출

‧ FRC 홈페이지에 마련된 제출양식16) 작성

‧ 보고서 제출 후 FRC로부터 제출 확인
이메일 수신

‧ 보고서 작성 범위: 12개월 활동

‧ 보고서 내용의 정확성 및 사실 여부 확인
필요

‧ FRC로부터 참여기관 최종 승인 필요

‧ CIO 등 기관 상부로부터 최종 승인 필요
출처: FRC, UK Stewardship Code 2020 Application and Assessment (2021), 저자 정리

□ (SC 참여기관 등록 절차) FRC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수탁자 책임 보고서를 평가하여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 등록 여부를 결정하며, 관련 절차는 <표 2-4-4>와 같음
○ FRC는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 제출한 보고서를 1차적으로 평가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해상충이 없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FRC Advisory Panel)에
1차 평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평가 결과에 반영함
* FRC 자문위원회(FRC Advisory Panel)는 회계, 내부감사, ESG, 리스크관리, 정보 보안, 공공정책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음

○ FRC는 평가 결과 및 참여기관 등록 여부에 대해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있으며, 참여기관으로 승인된
기관뿐만 아니라 승인을 받지 못한 기관에게도 그 사유에 대해 개별적으로 안내함

16) 제출양식은 [별첨 1]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 지원서 형식(p.1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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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4> FRC의 수탁자 책임 보고서 평가 절차
수탁자 책임 보고서
평가

자문위에 회부1)
▶

결과 통보
▶

(Referral to
Advisory Panel)

(Assessment)

피드백

(Notifying applicants
of outcome)

* 평가요소

‧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 평가 결과 개별 통보

‧ 내용 및 설명의 충실성
‧ 객관적 정보 및 근거 제시

‧ 자문위 의견 수렴 및 반영

‧ 보고서 등급 도입 예정2)

▶
(Feedback)

‧ 참여기관 미승인 기관에
미승인 사유 통보
‧ 다음 참여기간에 재제출 가능

출처: FRC, UK Stewardship Code 2020 Application and Assessment (2021), 저자 정리
1)
2)

FRC자문위(FRC Advisory Panel)는 이해상충이 없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음
FRC는 향후 참여기관이 제출한 보고서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등급을 매길 예정17)

□ (보고서 제출 기한) FRC는 기관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보고 기준일(reporting period ends)에 맞춰서 제출하면 되며, 제출할 수 있는 기회는 6개월에
1번씩 주어짐 (<표 2-4-5> 참고)
○ 즉, 1차 제출일에 참여기관으로 등록되지 못한 기관은 6개월이 지난 2차 제출일에 다시 제출 가능함
–

일례로 회계연도 기준일(reporting period ends)이 5월 1일~ 10월 31일에 해당하는 기관은 12개월
동안의 수탁자 책임 활동이 담긴 보고서를 10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

만약 상기 기관이 10월 31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FRC로부터 참여기관 승인을 받지 못하면,
해당 기관은 6개월이 지난 시점(다음해 4월 30일)에 한 번 더 제출할 수 있음

<표 2-4-5> 수탁자 책임 보고서 제출 기한
보고 기준일

1차 제출일

2차 제출일

(Reporting Period Ends)

(1st Application Deadline)

(2nd Application Deadline)

5월 1일 ~ 10월 31일

10월 31일

4월 30일

11월 1일 ~ 4월 30일

4월 30일

10월 31일

출처: FRC 홈페이지 (www.frc.org.uk)
1)
2)

FRC보고서 제출기관은 calendar year 또는 자체 회계연도 둘 중 택일하여 12개월 기간을 설정하면 됨
1차 제출일에 참여기관으로 등록되지 못한 기관은 2차 제출일에 다시 제출할 수 있으며, 보고 기준일은 1차에 제출한 기준일 그대로
유지하거나 마감일 기준일(updated reporting period)에 맞춰 변경할 수 있음

17) FRC는 참여기관별 보고서의 질적 평가에 차별화를 두는 제도를 도입(introducing mechanisms to differentiate the quality of signatories’ report)할
예정이라고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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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 참여기관 공시) FRC는 스튜어드십 코드(new code) 개정 이후 2년 만에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 9월 6일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 목록을 공시함18)
○ FRC에 따르면, 189개 기관투자자(147개 자산운용사, 28개 자산소유자(연기금 및 보험 등), 14개 서비스 제공 업체
(데이터 제공 업체 및 투자 자문업체)가 스튜어드십 코드(new code)에 참여하고자 수탁자 책임 이행보고서를
제출함
○ 그러나 125개 기관투자자만이 최종 참여기관으로 등록이 되었고 64개 기관투자자는 서명기관으로 등록
되지 못함
–

BlackRock, Vanguard, Amundi, 그리고 Aviva는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으로 등록이 되었으나,
Morgan Stanely, State Street, Northen Trust, Goldman Sachs, Allianz, Columbia Threadneedle, T Rowe
Price, Pimco 그리고 BNP Paribas는 대형 기관투자자임에도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참여기관으로
등록되지 못함19)20)

○ FRC 관계자는 이들 기관이 참여기관으로 등록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이들 기관투자자는 모든 원칙을
설명하지 않거나 접근방식을 충분히 입증하지 않고 정책 설명에 너무 많은 부분을 할애”하였기 때문이
라고 설명함21)22)
□ 2022년 3월 10일, FRC는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 목록을 공시하였는데 수탁자 책임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105개 기관투자자 가운데 74개 기관투자자만이 참여기관으로 등록됨23)24)
○ 지난 2021년 9월, 참여기관으로 등록되지 못한 State Street, PGIM, T.Rowe Price, Goldman Sachs는 참여
기관으로 등록됨
* FRC의 보고서 제출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2021년 9월 발표한 참여기관 목록과 2022년 3월 10일 발표한 참여기관 목록은 2021년 4월 30일까지 수탁자
책임 보고서를 제출한 기관과 2021년 10월 31일까지 수탁자 책임 보고서를 제출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보임

□ (SC 참여기관 현황) FRC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2년 3월 25일 기준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 수는 219개로
자산운용사(asset manager)가 가장 많은 비중(69.41%)을 차지하고 있음 (<표 2-4-6> 참고)

18)
19)
20)
21)
22)
23)
24)

FRC, 2022.09.06., “FRC lists successful signatories to the UK Stewardship Code”
Responsible Investor, 2021.09.06., “UK approves 125 signatories to revamped Stewardship Code as 64 fail to make the cut”
Financial Times, 2021.09.06., “Big asset managers missing from revamped UK stewardship code”
주석 19)와 동일
주석 20)과 동일
FRC, 2022.03.10., “FRC encouraged by investors embracing the spirit of the UK Stewardship Code”
Responsible Investor, 2022.03.10., “UK regulator rejects quarter of applicants to latest stewardship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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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6>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2020) 참여기관 현황 (2022.3.25. 기준)
기관투자자 유형

참여기관 수

자산운용사 (Asset Managers)

152개

자산소유자 (Asset Owners)

42개

서비스 기관 (Service Providers)

25개

총계

219개

출처: FRC 홈페이지 (www.frc.org.uk)
1)
2)

FRC가 두 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발표한 참여기관 수는 199개이나 지난 3월 10일 이후로 20개 기관이 추가된 것으로 보임
또한, 지난 3월 10일 참여기관으로 등록된 Guinness Asset Management와 Seven Investment Management는 사유는 확인할
수 없으나 참여기관 목록에서 제외됨을 확인함 (확인일: 2022년 3월 25일)

□ (SC 참여기관 관리) FRC는 수탁자 책임 보고서의 평가 및 참여기관 등록 역할에만 그치지 않고 참여기관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따라서 아래와 같이 FRC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참여기관으로서의 자리를 유지
하기 어려울 수 있음 (<표 2-4-7>) 참고)

<표 2-4-7> 참여기관으로서 자격이 정지(suspend)되거나 참여기관 목록에서 제외되는 경우
1.

매년 수탁자 책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최근 활동이 담긴) 수탁자 책임 보고서를 기관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거나 삭제하는 경우

3.

잘못된 정보나 부정확한 정보를 공시한 경우

4.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요구하는 공시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5.

업데이트된 정보를 FRC 담당자에게 안내하지 않는 경우
(*FRC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소통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임)

6.

규제당국으로부터 법적 조치 또는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7.

기업이 매각되거나 없어지는 경우

출처: FRC, UK Stewardship Code 2020 Application and Assessment (2021), 저자 정리

2-5. 스튜어드십 코드(SC)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영국의 노력
□ 스튜어드십 코드(2020) 개정 이전에 FRC와 FCA는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를
법으로 강제해야 하는지 연성규범 형태로 기관의 자율에 맡겨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해 논의한 바 있음25)
○ FCA는 새로운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을 앞두고 추가로 규제를 부여하기보다 새로운 코드가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음

25) FRC와 FCA는 관련 논의 내용이 담긴 「Building a regulatory framework for effective stewardship(2019)」 이란 보고서를 공동으로 발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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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볼 때, 영국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서 코드 개정 시 명문화된 법(또는
규정)(prescribed rules)과 연성규범(soft law)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 고심했던 것으로 보임
□ 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추이를 살펴보면, 정부가 주축이 되어 자본시장 전반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제기된 문제나 사안에 대해 개선안을 권고하는 방식임
○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제기된 문제에 대해 화두를 던질 뿐, 문제를 개선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은 독립적인 기구(FRC)가 맡아서 수행한다는 점임
□ 특히, 영국은 단순히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규제당국(또는
감독기구)과 기관투자자가 함께 코드 운영과 관련한 제도적 환경 조성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판단됨
○ 규제당국(또는 감독기구)이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원칙을 마련했다면, 기관투자자협회(Investment
Association, 이하 IA)는 의결권 행사 정보를 제공하고 스튜어드십 보고 프레임워크(Stewardship
Reporting Framework)를 마련하는 등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을 보임
□ <그림 2-5-1>를 보면, 영국은 원칙 수립(setting principles) → 토대 마련(laying the foundation) → 체제
강화(deepening the regime) → 수탁자 책임 활동의 구체화(embedding behaviour)가 서로 맞물려서 진행되어
왔음
○ 즉, 정부와 규제기관이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환경을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기관투자자가 양질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함
□ (원칙 수립) Kay Review(2012) 권고에 따라 2010년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되는 등 수탁자 책임 활동과
관련하여 원칙이 마련되는 시기임
□ (토대 마련) 기관투자자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스튜어드십 활동과 관련한 공시 환경이 조성되는 시기임
○ 일례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기관투자자협회(IA)는 2017년에 Public Register를 만들어서 런던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의 주주총회 결과(안건별 찬반 비율, 의결권 행사 주식 수 등)를 안건 유형별로 볼 수
있도록 함26)
○ 또한, IA는 스튜어드십 활동에 대한 공시 체계(Stewardship Reporting Framework)를 제공하여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의 기틀을 마련함
–

이와 유사하게 영국의 연금협회(Pensions and Lifetime Savings Association, 이하 PLSA) 또한 지난 2013년
10월 스튜어드십 공시 체계(Stewardship Disclosure Framework)를 제시함

○ Kay Review의 권고사항에 따라 협력적 주주활동(collective engagement)을 활성화하고자 2014년에는
투자자포럼(Investor Forum)이 설립됨27)

26) https://www.theia.org/public-register에서 확인 가능
27) 영국 기관투자자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기관이며, 2022년 4월 현재 56개 기관투자자(BlackRock, Allianz, Aviva, Baring 등)가 참여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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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제 강화)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 이후 수탁자 책임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규제환경이 마련되는
시기로 대표적인 예가 주주권리지침(Shareholder Rights Directive, 이하 SRD)임
○ SRD II는 자산소유주(asset owner)와 자산운용사(asset manager)가 장기적 투자 전략 및 주주활동(engagement)
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28)
□ (수탁자 책임 활동의 실질적 이행) 모범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을 위해 기관투자자는 투자의사결정에 앞서
장기적인 투자철학 및 투자목적 등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2020년 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강조되고 있음
○ 개정 스튜어드십 코드(2020)는 참여기관의 목적‧가치‧문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참여기관의 목적‧
가치‧문화가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가치를 창출하는지 그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함

<그림 2-5-1> SC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영국의 움직임

출처: FRC/FCA, Building a regulatory framework for effective stewardship(DP19/1)

28) 주주권리 보호, 주주활동 및 기업 경영 투명성 제고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 주주권리지침(Shareholder Rights Directive, SRD)은 지난 2007년 제정되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2008)를 계기로 지난 2014년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이를 개정(SRD II)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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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현황
3-1.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경과 및 주요 내용
□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경과) 2016년 12월 16일,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는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제정하여 공표함
○ 2014년 11월 당시 금융위원장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2차례의 공청회
(2015년 12월, 2016년 11월에 각각 개최)를 통해 공개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2016년 12월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Korea Stewardship Code, 이하 KSC) 최종안이 공표됨 (<표 3-1-1> 참고)

<표 3-1-1>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경과
일시
2014.11

2015.3
2015.12.2
2016.8
2016.9
2016.12.5
2016.12.16
2017.6

주요 내용
- (11.6) 금융위원장이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공동 주최한 국제 심포지엄(주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총회 발전방안)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계획을 최초로 발표
- (11.26) 금융위원회는 국내 주식시장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구조 개선의 방안으로 한국판 ‘stewardship
code’ 제정을 제시29)
제1차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 구성: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참여
제1차 공청회: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안 초안 발표
제2차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 구성: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을 중심으로 학계, 기업, 금융업 등을 대표하는
민간 전문가 11명 참여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 4회 개최 (9.7. 9.20, 9.27, 9.30):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 위원과 다수의 외부
전문가 참여
제2차 공청회: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안) 발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최종안 공표
- 금융위원회,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을 위한 법령해석집 배포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1차 해설서 및 영문판 배포

출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정책연구본부

□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주요 내용)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KSC)는 총 7개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칙 준수 또는 예외 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을 적용함 (<표 3-1-2> 참고)
○ 원칙을 준수할 수 없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해당 사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등 이들의 자율적
참여를 권장함
○ 현재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가 이를 담당하여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는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작업, 스튜어드십 코드 해설서 발간 지원, 기타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업무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음

2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4.11.26., “주식시장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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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7개 원칙
[ 원칙 1 ]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 원칙 2 ]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 원칙 3 ]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원칙 4 ]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원칙 5 ]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 원칙 6 ]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원칙 7 ]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3-2.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절차 및 참여현황
□ (KSC 참여절차) 기관투자자는 각 원칙별 이행 방침 또는 미이행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담은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해당 웹페이지 주소를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sc.cgs.or.kr)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 참여기관으로 등록됨 (<그림 3-2-1> 참고)
○ 홈페이지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기관의 경우 각 원칙별 이행 방침 또는 미이행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담긴 “이해방침설명서 (또는 참여성명서)”를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참여기관으로
등록이 가능함

<그림 3-2-1>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절차

출처: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 (sc.cg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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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C 참여현황)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2년 3월 30일 기준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한 기관은 모두 187개로 자산운용사와 PEF의 참여 비율이 높음30) (<표 3-2-1> 참고)
○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에 최초로 가입한 기관은 ‘JKL파트너스’로 지난 2017년 5월 24일 가입함
○ 아직까지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를 선언했다가 이를 철회한 기관투자자는 단 한 곳도 없음

<표 3-2-1>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KSC) 참여기관 현황 (2022.3.30. 기준)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PEF운용사

증권사

투자자문사

서비스기관

은행

기타

총계

4개

5개

57개

57개

5개

3개

4개

2개

50개

187개

출처: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 (sc.cgs.or.kr)

3-3.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관리‧감독 현황
□ 현재 국내 코드 참여기관이 제출한 이해방침설명서의 공시 수준 및 참여기관의 실제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을 평가‧점검하는 등 제도적 차원에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를 관리‧감독하는 기구는 부재상태임
○ “시장 동향 조사‧점검 업무 이외에 참여 기관 투자자 등에 대한 개별적 이행 점검 업무의 필요성, 담당 기관
및 업무 범위 등에 관해서는 추후 논의할 것을 권고한다”는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권고내용을 고려해 볼
때 코드 제정 시 누가 이를 관리하고 감독할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일각에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으나,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은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를 지원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있음
○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에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 동향을 조사‧점검하는
기관으로서 2년 주기로 코드 세부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할 것을 권고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어디
까지나 권고사항에 불과하며 스튜어드십 코드 관리‧감독의 영역과는 다름
□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지 6년째 접어들고 있으나 참여기관들이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각 원칙에
근거하여 충실하게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지 그 수준도 파악하기 어려움
○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수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수탁자 책임 이행에
관한 참여기관의 정보 공개 수준은 매우 낮은 상황임
□ 영국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는 기관이 일정 요건을 유지하지 않으면 참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는 반면, 국내의 경우 기관투자자가 직접 참여 철회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기관으로서의 위치는 유지됨
○ 영국은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2020) 이후 기관들은 수탁자 책임 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으로 등록될 수 있음

30) PEF의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KSC) 참여 비율이 높은 것은 한국산업은행이 위탁운용사 선정시 KSC 참여 여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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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이라고 해서 모두 수탁자 책임 보고서를 발간 및 공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수탁자 책임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았다고 해서 참여기관에서 제외되지는 않음

4.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수준 제고 방안
□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 이후 국내 기관투자자의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 주주활동 및 주주제안이 증가
하는 등 그동안 국내 자본시장에서 볼 수 없었던 변화들이 나타남
○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가 국내 금융부문과 상장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기제
(mechanism)로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러
한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이 전체 자본시장 차원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
–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에 대해서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과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어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의견이 지속해
서 대립하고 있음

□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적 측면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일이라 생각됨
○ 무엇보다, 아직까지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독립적인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의 수탁자 책임 활동 결과를 점검 또는 평가하는 체계도 부재하다는 점에서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수준(quality)과 그 효과를 확인하는 데에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연성규범인 스튜어드십 코드는 그동안 정부가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한 다양한
제도(사외이사 제도 등)와는 다른 접근 방식이라는 점에서,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수탁자 책임 활동의
내실 수준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됨
–

따라서, 코드의 이행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자발적 노력과 더불어
참여기관의 스튜어드십 코드 각 원칙에 대한 이행 수준을 진단 또는 평가하는 제도적 절차의
마련이 필요해 보임

□ <표 4-1-1>을 보면, 영국의 상황과 비교하였을 때 한국은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미비한 것을 알 수 있음
○ 영국은 Walker Review와 Kingman Review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및 관리‧감독 주체를 FRC로 명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국내의 경우 이에 대한 주체를 명시하고 있는 관련 법 또는 관련 규정 등이
없음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3차례에 걸쳐 코드 개정을 한 영국과 달리, 아직까지 국내 스튜어드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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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는 개정 논의만 진행 중임
○ 또한, 영국은 개정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참여기관의 코드 원칙별 이행 현황 및 결과까지 구체적으로 설명
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강조함에 따라 FRC에게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나, 국내의 경우
코드 참여기관의 이행 현황 및 수준을 점검ㆍ평가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관도 부재한 상황임

<표 4-1-1> 스튜어드십 코드 관리‧감독 관련 한국과 영국 비교*
구분

영국

한국

‧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일

2010.7

2016.12

‧ 스튜어드십 코드 최근 개정일

2019.10

개정 논의 진행 중

FRC

SC발전위원회

‧ 스튜어드십 코드 관리 ‧ 감독 관련 근거 규정 또는 법 존재

O

X

‧ 스튜어드십 코드 관리 ‧ 감독 기구 존재

O

X

‧ 스튜어드십 코드 평가 (수탁자 책임 보고서 평가 등)

O

X

‧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 목록 공개

O

O

‧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에 대한 주기적 점검

O

△

‧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주체

*

상기표의 내용은 한국의 SC발전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독립된 법적기구인 영국의 FRC와 비교한 것임

□ 따라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이 지속가능하고 이들의 주주활동이 기업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으려면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에 관한 제도적‧환경적 여건
마련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음
○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성규범으로서 기관투자자는 자발적으로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나 스튜어
드십 코드의 이행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최소한의 제도적 환경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또한, 이러한 논의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고자 정책성명서만 마련하고 이를 충실하게 수행
하지 않는 불성실한 기관투자자를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영국은 규제당국의 수탁자 책임 활동 제고 의지, 기관투자자의 자발적 노력 등이 조화를 이루면서 스튜
어드십 체계를 발전시키고 있음
○ 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작업은 얼핏 보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정부는 자본시장
큰 틀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운용 현황을 살펴보라는 지시를 내렸을 뿐 개정 과정에서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도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 또한, 공청회를 비롯한 논의 과정에 대한 기록 또한 상세하고 의견수렴 절차, 과정, 결과까지 상세하게 기
록하여 공시하고 있음
○ 무엇보다 연기금 협회, 기관투자자 협회가 앞장서서 수탁자 책임 활동 공시체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하며 자발적으로 마련해나가고 있다는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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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기관투자자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고 스튜어드십 공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임

○ 국내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하여 ‘연금 사회주의’, ‘경영권 침해’ 등과 같이 부정적인
측면을 과도하게 해석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 이런 상황이 일종의 장애(barriers)로 작용하여 시장참
여자들의 협력 방안 모색을 어렵게 하는 측면도 있다고 판단됨
□ 그런데도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 및 관리‧감독에 있어 영국의 사례가 모범사례(best practice)라고 현 시점
에서 단정 지어 이야기하기는 어려우므로 영국 사례를 참고는 하되 논의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제약
사항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우선, 영국의 사례처럼 정부 및 공적기관이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코드를 도입한 국가
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움
–

약 40여개 국가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또는 이와 유사한 이니셔티브를 도입하였는데 이들 국가의
구체적인 코드 운영 체계나 방식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제한적임31)

○ 또한, 정부 및 공적기관이 주도하여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에 관여하는 것이 제도적 관점에서 스튜어
드십 코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연구 또는 분석 결과도 흔치 않기 때문에 학문적 관점에서
정부주도의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의 효익(cost-benefit)에 관한 컨센서스도 파악하기 어려움
○ 마지막으로, 새로 변경된 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 방식이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을 확산 또는
영국 상장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영국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도 존재하지 않음
–

최근 개정한 스튜어드십 코드(2020)가 제도적 관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이지만, 이에 따른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황임

31) Yasutomo Tsukioka, 2020, “The impact of Japan’s stewardship code on shareholder voting”, 「International Review of Economics and
Finance」, 67, pp.148-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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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시사점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전후로 국내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에는 상당한 변화를 보임
○ 그러나 단순히 기관투자자의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이 증가하고 주주활동 빈도가 증가하는 것만으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대로 운영되고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참여기관의 수가 증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제도가 정책적 측면에서 효율
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함
○ 무엇보다, 아직까지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독립적인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의 수탁자 책임 활동 결과를 점검 또는 평가하는 체계도 부재하다는 점에서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수준(quality)을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연성규범인 스튜어드십 코드는 그동안 정부가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한 다양한
제도(사외이사 제도 등)와는 다른 접근 방식이라는 점에서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수탁자 책임 활동의
내실 수준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임
□ 영국은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수준을 제고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및 관리‧감독 기관을 두고 있으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 수준을 제고하는 방향
으로 코드를 개정함
○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 정책성명서만 마련하고 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스튜어
드십 코드 참여 절차를 변경함
–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려는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 활동과 그 성과에 대한 내용을 담은 보고
서를 제출해야 하며, 감독기구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야 참여기관으로 등록될 수 있음

□ 해외의 제도 운용 사례 등을 고려할 때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대로 작동하고 운영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주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첫째, 스튜어드십 코드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기구의 설치가 필요한가?
○ 둘째, 수탁자 책임 활동 현황 및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 또는 기준을 도입해야 하는가?
○ 셋째, 연성규범으로서의 스튜어드십 코드의 역할과 규제 영역(법, 규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간의
보완적 역할과 균형점의 모색
○ 마지막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장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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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 지원서 형식

I.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 지원서 형식(sample)
<별첨 *>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 지원서 형식32)

Organisation Information
Enter Information for the Entity that is applying. If your application is successful, this is the
entity that will be named in the FRC’s list of signatories of the Code.

1.Name of organisation
Include the legal name of the entity that is applying. This will be listed on the FRC’s website
if your application is successful.
Do not include sepcial characters(such as @,#,$,%,!, and +) in your response
Enter your answer

2.Address line 1
Enter your answer

3.Address line 2
Enter your answer

4.Town
Enter your answer

5.County
Enter your answer

6.Postcode
Enter your answer

7.Country
Enter your answer

8.Website
Enter your answer

32) 출처: FRC 홈페이지 (www.frc.or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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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Organisation Information
Enter Information for the Entity that is applying. If your application is successful, this is the
entity that will be named in the FRC’s list of signatories of the Code.

9. Which one of the folloing best describes your organisation?
○ Asset Owner (for example Pension fund, insurer, endowment, foundation, local government
pension pool, master trust, sovereign wealth fund)
○ Asset Manager (including fund of funds, multi-managers and fiduciary mangers)
○ Service Provider (for example investment consultant, proxy advisors, data and ressearch
provider)

10. Reporting year-end date
Applicants are required to submit a Stewardship Report covering any 12-month period
beginning after 1 January 2020. Provide the year-end date for your reporting period. For
example, the reporting year 1 January 2020 to 31 December 2020 would be 31/12/2020.
Please input date in format of dd/MM/yyyy

11. Asset under mangement (GBP bn)
Provide assets under management for the entity that is applying as the reporting year-end
date in GBP billion.
The value must be a number

Contact details
Stewardship Code applicants must provide a named contact for their Stewardship Code
application. Ensure the details are correct as these will be used to process your application.

12. Title
Select your answer

13. First name
Enter your answer

14. Last name
Enter your answer

15. Job title
Enter your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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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16. Email address
Enter your answer

17. Telephone
Enter your answer

Research participation
The FRC has commissioned research to better understanding the stewardship practices of asset managers
and asset owners. The research will be carried out by an external party who will anonymise findings and
are independent of the FRC. We are seeking participants among applicants to the Stewardship Code.
Your decision to participate in the research will not influence the outcome of your application.

18. I am willing to be contacted by the independent researcher. I understand this does not
commit me or my organsation to participating.
○ Yes
○ No

Confirm and submit application form
Please confirm the information below to submit your application form.
UK stewardship Code 2020 Terms and
Conditions-https://www.frc.org.uk/getattachment/Investors/UK-Stewardship-Code/Stewardship-Code-Terms
-and-Conditions-March-2021.pdf
FRC Regulatory PRivacy Notice –
https://www.frc.org.uk/getattachment/035e84bb-4207-47e3-a2cc-75e50ce72867/14-Regulatory-Privacy-No
tice-February-2021.pdf

19. I confirm that I am authorised, on behalf of the organisation, to submit this application.
I confirm that the report I submit has been reviewed and approved by the organisation’s
governing body, and signed by the chair, chief executive of chief investment officer, or
equivalent.
I confirm that I have read the UK Stewardship Code 2020 Terms and Conditions and the FRC
Regulatory Privacy Notice and agree to these terms.
○ I Agree

20. Security question: How many bicycles are in the picture?
The number must equa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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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개정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 (2020)1)
원칙

자산소유자 및 자산운용자

원칙

서비스 제공 기관

1

서명기관의 목적과 투자신념, 전략, 문화는 고객과 수익자를 위한 장기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환경·사회 차원의 지속 가능 편익을 증대시키는 스
튜어드십을 달성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서명기관은 효과적인 스튜어드십을 장려할 수 있는 목적과 전략, 문화를 갖추어야
한다.

2

서명기관은 스튜어드십을 지원할 수 있는 지배구조와 자원, 인센티브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

서명기관은 효과적인 스튜어드십을 장려할 수 있는 지배구조와 인력, 자원, 인센
티브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서명기관은 고객과 수익자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으로 하여 이해상충을 관리
해야 한다.

3

서명기관은 고객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으로 하여 이해상충을 식별하고 관리해야
한다.

4

서명기관은 시장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에 대응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지원해야 한다.

4

서명기관은 시장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에 대응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지원해야 한다.

5

서명기관은 자사의 정책을 검토하고 절차를 보장하며 주주활동의 효과성을
평가해야 한다.

5

서명기관은 주요 ESG 쟁점을 고려하고 활동내역을 전달해 고객이 스튜어드십과
투자를 통합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6

서명기관은 고객과 수익자의 요구를 고려하고 스튜어드십 및 투자 활동과 이에
따른 결과를 고객과 수익자에게 알려야 한다.

6

서명기관은 자사의 정책을 검토하고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3

7

목적 및
거버넌스

투자
접근

서명기관은 책임 이행을 위해 주요 ESG 쟁점과 기후 변화를 포함하여 스튜어
드십과 투자를 체계적으로 통합해야 한다.

8

서명기관은 운용사 및 서비스제공기관을 점검하고 설명을 요구(hold to
account)해야 한다.

9

서명기관은 자산 가치의 유지 또는 강화를 위해 발행인(issuers)에 대한 관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10

주주
활동

서명기관은 필요시 발행인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스튜어드십 활동을 단계적
으로 확대(escalate)해야 한다.

11
12

서명기관은 필요시 발행인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협력적 관여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권한 행사
및 책임

서명기관은 적극적으로 권리와 책임을 행사해야 한다.

1) 상세한 내용은 원문 ‘The UK Stewardship Code 2020’을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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