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COMMUNICATION ON ENGAGEMENT : OCTOBER 2018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Communication on Engagement 

(From : 2016.11     To: 2018.10) 



Contents 

Part 1. Statement of Continued Support by the President  지속적 지지 선언문 

Part 2. Actions & Achievements  실질적 조치 및 성과 

Part 3. About KCGS(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KCGS 소개 

2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Communication on Engagement 



Part 1. Statement on Continued Support                                               지속적 지지 선언문 

3 

이해당사자 귀하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002년 설립 이래로 ESG평가, 의안분석 및 

책임투자서비스, 정책연구,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지원 등의 

활동을 통하여 대한민국 기업과 자본∙금융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및 인권, 노동, 환경과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에 대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지지를 알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유엔글로벌콤팩트 참여보고서를 보시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주시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적용하겠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및 10대 원칙을 지지하기 위한 권고활동을 

참고하여 본 기관이 수행 중인 업무와 활동들을 본 보고서에 

기술하였습니다.  향후,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하여 이해관계자들과 

본 정보를 공유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 명 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 

To our stakeholders:  
 

      Founded in 2002 as a non-profit organization to help enhance 

overall corporate governance environment in Korea, the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KCGS) has grown to a leading 

independent policy research center, ESG ratings agency, and  

responsible investment advisor, providing reliable and unbiased 

insights to the market. 

       I am pleased to confirm that Korea Corporate Governance Center 

reaffirms its support to the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and its Ten 

Principles in the areas of Human Rights, Labour, Environment and Anti-

Corruption. This is our Communication on Engagement with the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We welcome feedback on its contents.  

      In this Communication of Engagement, we describe the actions that 

our organization has taken to support the UN Global compact and its 

Principles as suggested for an organization like ours. We also commit 

to sharing this information with our stakeholders using our primary 

channels of communication.  

Sincerely yours,  

Mike Cho 

President of KC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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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800여 개 국내기업 대상 ESG평가 실시 

 매년 진행 중인 ESG 평가는 상장기업 및 비상장기업 (자산 일정규모 

이상)의 지배구조, 사회, 환경적 측면의 비재무적인  요소를 평가함으로

써, 그 평가결과를 공표하고, 우수기업을 시상하고 있음.  평가 문항들은  

UNGC의 10대 원칙을 구현하는 세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음.  

ESG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음.   

환경 사회 지배구조 

환경전략, 환경조직, 

환경경영, 환경성과, 

환경관련 법위반, 환

경 사고 유무 등 

근로자, 협력사 및 경

쟁사, 비윤리적 노동

관행, 산업재해 다발, 

불공정거래 유무, 소

비자권익 침해 등 

주주권리보호, 지배

구조 관련 법 위반, 

부적절한 주주총회 

안건, 성과와 무관한 

보수 인상, 지원성 내

부거래 등 

 평가 항목은 매년 개정되며, 평가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기업들이 해당 

항목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며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함 

‘16-’18 성과 

기업담당자 실무진 워크샵 개최로 ESG 인식 증대 

ESG 평가모형 개선 및 정성 평가 추가로 실효성 제고   

58 

148 

89 

39 

81 

63 

2016 2017 2018

참석자수 

참석기업수 

 환경 및 사회 업종별 특성 강화 

  - (환경) 실제적인 환경영향도를 

고려한 민감도 적용범위 조정 

  - (환경 및 사회) 지주회사의 관

리책임을 강화한 평가방법 도입 

  - (사회) 소비자 영역 특성을 고

려한 B2B/B2C 기업분류 및 평가 

적용범위 차별화 및 정밀화  

 정성평가 도입 및 실시 

  - 정성평가 대상 11사를 선정하

여 8사에 대해 인터뷰 실시 

   * S-OIL, DGB금융, 포스코, 신한

지주, KB금융, 풀무원, 안랩(코) 

  - 이사회의 실제 운영 관행, 감사

기능의 충실도, 주요 이슈 대처 

등에 대한 질적 판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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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및 책임투자 자문서비스 제공 

 투자자를 대신하여 주주총회 의안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

공함으로써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함. ’18년 기준, 554개 상장사, 총 960 건에 대한 주주총

회 의안분석 실시, 11개 기관투자자에게 의결권 자문서비스를 제공함.  

 

 

 

 

 

 

또한, 5개 기관투자자에 책임투자 펀드 운용 관련 자문 제공하고 있음.  

바람직한 주주권리의 행사를 권장하고 투자자들에게 비재무적인 요소

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자본 시장 및 기업의 장기적이며 지속 가능

한 발전에 기여 중임. 

‘16-’18 성과 

237 

399 
448 

721 726 

960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서비스 제공 기관 및 분석 대상 수의 확대  

 ’12년 이후 의안분석 대상 기업의 지속적 확대로 ’17년 누적기

준 약 4,000건에 대한 의안분석 실시 

 서비스 제공 기관 또한 매년 증가 (’17년 기준 총 11개 사) 

 맞춤형 의안분석 자문서비스 확대  

- 국민연금공단, 우정사업본부, 행정공제회에 고객사의 의결권 

행사 지침에 기반한 의안분석 자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지원 

의결권 행사 자문서

비스 제공 기관 명단 

(’17년 말 기준) 

 연기금 및 공제회 (총 4개) 

   :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공단, 우정사업본부, 

행정공제회  

 민간자산운용사 (총 7개) 

   :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한국투

자신탁운용, 한화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

운용, KTB자산운용, NH-Amundi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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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제∙개정 및 이행 지원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은 기

관 투자자가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7개의 세부 

원칙과 안내지침을 제시함.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금융위원회의 요청

으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및 이행 지원을 함으로써 주주권리 보

호 및 건전한 자본시장 형성에 이바지하고 있음.  

‘16-’18 성과 

‘16.12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공표 

‘17.05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계획서’ 양식 배포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역할 

• 스튜어드십코드 해설서,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발간 및 개정 

• 국내 기관투자자 등의 SC 참여, 이행 지원 

• SC 참여 및 이행에 관한 시장동향 조사 

• SC 발전위원회 운영 지원 

• 전용 웹페이지 개설 및 운영 

• 기관투자자 및 상장사 대상 관련 설명회 개최 

• 개관투자자의 주주활동에 유용한 각종 정보 제공 

• 해외 SC 제∙개정과 이행 동향 및 제도 개선 사례 연구 

• SC 및 책임투자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및 법제 개선 방안 연구 

 ‘참여 현황’ 및 ‘참여예정 현황’ 공개 양식 지정 

‘17.06  ‘SC제∙개정’ 관련 KCGS 홈페이지 업데이트  

 스튜어드십 코드 1차 해설서 제정 및 배포 ‘17.09 

 제1회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포럼 개최 

‘17.02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예정기관 간담회 개최 

‘17.10 

 스튜어드십 코드 1차 영문 해설서 배포 

‘17.12  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 연구 용역 수행 

‘18.06  스튜어드십 코드 전용 홈페이지 개설 

 영문 스튜어드십 코드 원문 발표 

‘18.10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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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설립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모범규준 제∙개정, ESG 평가 및 우수기업 시상, 의안분석 서비스, 조사연구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 및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및 이행 지원 기관으로서 주목 받고 있습니다.  

• 기업지배구조, 사회책임경영,  환경경영 모범규준 발간 

• 지배구조 개선 정책 및 제도 연구 

• ESG, CSR 관련 연구용역 수행 

• 국내외 심포지엄 및 세미나 개최 

• ESG 분석 데이터 제공 

• 책임투자 인덱스 제공 

•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자문 

• 주주총회 안건 프록시 자문서비스 제공 

• 의결권 가이드라인 제개정 지원 

•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 운영 지원 

•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및 이행 지원 

• 국내외 동향 및 제도개선 연구  

• 스튜어드십코드 해설서,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발간 등 

정책 연구 및 모범규준 발간 ESG 평가 및 분석 

의안분석 서비스 및 책임투자 자문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지원 KCGS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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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기업 ESG 평가 

• ESG 등급 부여 및 공표 

• 상장기업 ESG 개선 지원 및 실무진 워크샵 개최 

• 금융회사 지배구조 종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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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unded in 2002 as a non-profit organization to help enhance overall corporate governance environment in Korea, the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KCGS) has grown to a leading independent policy research center, ESG ratings agency, and responsible 

investment advisor, providing reliable and unbiased insights to the market. More recently, it has expanded its scope to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the Korea Stewardship Code, “Principles on the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of Institutional Investors.” As of today, 

the KCGS provides the following services of :   

• Conducting research on ESG policy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 Publishing codes of best practices for corporate 
governance, social and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etc. 

• Organizing international symposiums and seminars 

• Analyzing ESG practices in listed companies 
• Publishing ESG ratings on a yearly basis  
• Providing supports for listed companies to improve their 

ESG practices 
• Publishing corporate governance ratings specific to financial 

institutions  

• Producing ESG analysis data 
• Providing a responsible investment index 
• Assisting institutional shareholders to exercise their 

shareholder rights 
• Proxy advisory service on the agenda of shareholder 

meetings 
• Assisting corporate clients to establish and revise internal 

proxy voting guidelines 

• Providing supports for the operation of the Korea 
Stewardship Code Council  

• Acting as the Implementation Support Agency of the Korea 
Stewardship Code  

• Conducting research on local and global trends, best 
practices, and noticeable improvements 

• Publishing the guide book on stewardship code and 
shareholder activities  
 

Policy Research ESG Analysis and Rating 

Responsible Investment Stewardship Code KCGS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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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76, Yeouinaru-ro, Yeongdeungpo-gu, Seoul 07329, Korea 
+82 2 3775 3339 
 
www.cg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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