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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지속적 지지선언문

이해당사자 귀하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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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진 영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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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 목적 및 주요 사업

2  연혁

II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소개

 □ 지배구조 및 사회적 책임에 관한 조사․연구 및 평가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 주요 사업

      1. 및 사회적 책임 관련 제도의 연구․조사 

   2. 기업지배구조 및 사회적 책임 우수기업의 발굴․표창

   3. 기업지배구조 및 사회적 책임 등급의 부여

   4. 스튜어드십 코드 지원

   5. 금융기관 지배구조 평가 및 등급의 부여

   6. 기업지배구조 및 사회적 책임 관련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

   7.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자문서비스

   8. 상장기업의 임직원 교육 및 연수 

   9. 기업지배구조 및 사회적 책임 관련 자료 등의 출간 

  10. 그밖에 상기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및 부대업무

2002. 6.    법인설립, 정광선 초대원장 취임

2003. 2.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

2005. 4.    남상구 제2대 원장 취임

2009. 7.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유엔책임투자원칙(UNPRI) 가입

2009. 9.    한국거래소와 SRI(사회책임투자) 지수 개발

2010. 6.    강병호 제3대 원장 취임

2010. 8.    (사)한국기업지배구조원으로 개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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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 별 주요 업무 

정책연구본부

사업본부
스튜어드십코드

(SC) 센터
경영지원팀

분석1·3팀

ESG 평가

분석 2팀

책임투자·의안분석

ESG 

정책·제도연구
상장기업 ESG평가 주주총회 의안분석

SC 참여·이행 

지원 및 자문

기획 및 예산,

규정 제·개정, 

대외협력 

ESG·CSR관련 

연구용역

ESG 등급 부여 및 

공표
책임투자지원

SC 발전위원회

운영지원

인사, 교육, 

원내 행사 주최 

공청회·심포지엄 

주최, 패널 참석

평가모형·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개정

ESG 평가 및 

분석보고서 제공

SC 관련

데이터 제공
회계, 세무, 총무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제·개정 자문

상장기업 ESG 

개선지원

의결권지침 

개정 자문

SC 

해설서·가이드라인 

제·개정

IT시스템 개발 

및 관리

2013. 6.    제4대 원장 취임

2013.10.    지배구조 평가등급 전면 공개 

2014. 5.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한국연구재단과 MOU 체결

2015. 1.    국민연금(NPS) 의안분석대표사업자로 선정

2016. 6.    조명현 제5대 원장 취임

2016.12.    한국스튜어드십코드 공표

2017. 9.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사원기관 가입

2017.12.    한국공인회계사회 사원기관 가입 

2018. 9.    코스콤 사원기관 가입

2019. 6.    신진영 제6대 원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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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 사업 실적

1  상장기업 ESG 평가 및 평가모형 개정

◆ 상장기업 및 금융회사 ESG 평가 완료 (국내 최대 커버리지) 및
해외 트랜드·정책·시장환경 등을 반영한 평가모형 개정

평가 프로세스
평가대상 확정
및 사전조사

평가 실시
및 데이터 검증

기업피드백
(참여기업수·참여율)

환경(E)․사회(S)
(875사)

6월 7월 – 8월
9월

(E:116사·13%, S:129사·15%)

지배

구조(G)
(924사)

비금융사
(825사)

3월 4월 – 5월 6월
(207사·25%)

금융사
(99사)

(72사·73%)

구분 개선 내용

공통 평가체계 및 문항 비효율성 개선

환경평가 비재무 정보공개
강화 및 리스크
관리 강화 지향

경영 프로세스 관점에서 문항 체계 재구성

사회평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가치 연계성

제고 유도 강화

지배구조

평가

비금융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반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자산규모에 따른
점수 편차 완화

금융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등 금융규제
동향 반영, 평가유형 축소를 통한 실익 제고

□ ｢서비스 질적 향상 및 전문성 제고｣, ｢ESG개선·SC이행 지원활동 확대｣,  
  ｢대내외 협력 증진｣,3개의 중장기 목표 아래 수행한 주요 사업실적은 다음과 같음

(중장기 목표-1) 서비스 질적 향상 및 전문성 제고

□ 875사* 상장회사 ESG 평가, 99사** 금융회사 지배구조 평가 수행 
* 유가증권시장 746사, 코스닥시장 129사

** 유가증권시장 49사, 코스닥 2사, 비상장 48사

□ 평가 체계·문항 비효율성 개선, 정책·시장환경 반영을 위한 ESG

평가모형 개정 및 후속조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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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SG, SC 관련 동향·보고서 발간  

◆ ESG 분야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위상 제고를 위해 시장 선도적이며 
실증적인 심층보고서 발간 확대

보고서명 발간주체 소개 제공대상
2019년
발간 건수

KCGS리포트
편집위원회
(분석1·2·3팀,

SC센터)

ESG·CSR·SC관련

최신정보 및 동향 제공

전체

1호~12호
(총 35편)

기업지배구조

리뷰

ESG 및 CSR 관련

학계·업계 전문가의

연구논단 기고

1호~4호
(총 14편)

ESG최신현안

분석
편집위원회
(정책연구본부)

적시성을 목적으로 한

보고서
총 2편

이슈페이퍼
*

분석1·3팀
ESG평가 데이터 기반의

심층분석보고서
총 7편

RI보고서
(유료서비스)

분석2팀

책임투자지원서비스

가입기관에게 ESG 이슈,

글로벌 동향 등 제공

기관투자자
(일부 전체

공개)

총 64편

주주총회

분석보고서

정기주주총회 전망 프리뷰

및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심층 분석

전체

총 4편

SC동향 SC센터
SC관련 해외 동향 및

모범사례 제공
총 2편

KCGS

연구보고서
정책연구

본부

박사급 인력의

연구·분석보고서
총 5편

KCGS

정책연구*

ESG 주요 현안에 대한

조직 차원의 공동분석 및

견해 제시

총 3편

지배구조
분석보고서*

(가제)

분석3팀
실질적 ESG 개선을
지원하기위한
종합분석보고서

특정 기업
기획 완료
’20년 이후
발간 예정

□ 발간주체·제공대상 등에 따라 다양한 보고서를 발간 중이며, 특히 기존 

정기간행물 외에 평가 및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조직별 심층보고서 신설*

* 이슈페이퍼(분석1·3팀), KCGS정책연구(정책연구본부), 지배구조분석보고서(분석3팀),

Governance Watch(RI보고서의 한 종류, 분석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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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적 분석에 대한 수요 증대, 투명성 확보 및 위상 제고를 
위한 품질 향상 및 영문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고객사 확대

3  주주총회 의안분석서비스 제공

[그림1] 의안분석서비스 제공 현황 [그림2] 의안분석서비스 고객 현황 

□ 618사, 664회 주주총회에 대한 의안분석보고서 총 1069건 작성

o 제공보고서 매년 증가 중 (5개년 CAGR 10.3%)

□ 심층 분석이 필요한 특정 주제에 대한 모형 개발 

o 배당수준1), 이사보수한도 분석모형2) 개발 완료, 기업가치평가 적용방안 마련

o 모형 개발 후 안건 반대행사 권고율 증가, 1) 2.0%→7.1%, 2) 2.1%→26.8%

□ 고객 고유의 의결권 행사 기준에 의한 맞춤형 의안분석 자문서비스 제공

o 맞춤형 의안분석 보고서 791건 제공 (18년 754건 대비 5% 증가)

□ 기업 참여 유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업 피드백 웹페이지 신설 

o 51개사 215건 실시

□ 서비스 이용 고객사는 매년 증가 중(5개년 CAGR 21.3%)이며   

영문 의안분석서비스를 신설하여 해외 기관투자자 유치

o 해외 자산운용사 신규 계약 2건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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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투자에 대한 중요성 및 수요 증가에 따른 서비스 범위 확대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구성원 역량 강화

4  책임투자지원서비스 제공 및 범위 확대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Issue Report 9 14 32
확대

ESG Insight 2 5 10

Governance Watch - - 13 신설

Global ESG News 7 20 9 축소

ESG Policy Update 7 20 - 폐지

[그림3] 책임투자지원서비스 모듈 소개

구 분 Basic Standard Advanced Premium

제공

서비스

· ESG점수, 등급

· ESG 평가보고서

· ESG Insight

· Issue Report

· RI Universe

· RI Index

· Governance Watch

· Global ESG News

·주주총회의안분석보고서

·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자문

·주주권행사자문

·주주총회개별안건

심화분석및자문

□ RI 보고서 콘텐츠 강화 및 개편

o 심층분석보고서 : 신설·확대, 단순정보전달보고서 : 축소·폐지 

□ 주주관여활동 지원을 위한 지배구조 모니터링 서비스 개발

o 포트폴리오 구성종목에 대한 개별 모니터링 의견 전달 및 보고서 발송

* 비공개 주주서한까지 진행지원

o 모니터링 가이드북 개발 : 체크리스트 제공 등

□ 서비스의 안정성·적시성 제고를 위한 보고서 발송 체계 구축 및 시행

o 월 단위 송부계획 마련 및 준수 : 최소 4~5건 발송

o Issue Report는 사건 발생 후 평균 1.5일 내 고객사 송부 완료

□ 책임투자 Analyst 분석역량 강화 및 데이터 축적·공유 프로세스 보완 

o 증권사 애널리스트 및 기업가치평가 전문가 초청 강의 진행 (총 8회)

o 개별 종목에 대한 재무분석 툴 및 보고서 작성 매뉴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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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SG 등급 부여 및 공표, 평가보고서 제공 등 개선지원

◆ 기업들의 ESG 관행 개선 독려를 위한 ESG 등급 공표 및 우수
기업 시상식 개최, 평가보고서 및 자문 제공

통합등급 (합계) S A+ A B+ B C D

기업 수
(전년도)

746
(727)

-
(0)

8
(11)

50
(41)

135
(101)

259
(261)

266
(278)

28
(35)

(중장기 목표-2) ESG개선·SC이행 지원활동 확대

□ 총 825사의 등급 확정 후 746사 등급 공표 : ESG등급위원회 최종 결정(10.8)

□ ESG 우수기업 선정 및 시상식 개최(10.22), 총 13사 시상

o 우수기업 수상부문

     

시상명 일반상장사(비금융) 금융회사

대상 KT&G

최우수기업 S-Oil KB금융지주

우수기업
한솔로지스틱스(개선기업)

GS홈쇼핑(코스닥)

BNK금융지주,

한국SC은행

o ESG 우수기업 수상부문

    

시상명 일반상장사(비금융) 금융회사

대상 포스코인터내셔널

최우수기업 SK네트웍스 -

우수기업
풀무원

CJ프레시웨이(코스닥)

신한지주

삼성화재해상보험

□ 자발적 ESG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기업에 기본보고서 제공

o 평가점수, 순위, 등급, 주요 취약점 및 개선점 등 수록 

o 가독성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한 편집 및 디자인 개편 완료 

o 평가결과 활용범위 확대를 위한 영문 기본보고서 제작기획 완료

□ 심층 평가방법 확대 및 상장회사 ESG 개선 자문 제공 

o 정성평가를 위한 심층 인터뷰 확대 실시 및 기업집단지배구조 평가 시범 실시

o 증가하고 있는 자문요청 적극 대응 (내방, 유선, 이메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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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업·기관투자자 대상 설명회 및 컨퍼런스 개최

◆ 기업 및 시장의 인식 변화 및 원 인지도 제고를 위한 기업 및 
기관투자자 대상 설명회, 공청회 및 세미나 진행 

7  스튜어드십 코드(SC) 참여·이행 지원

◆ SC 참여, 국내외 동향, 주주권행사 관련 정보 제공 및 SC관련 
자문용역 및 적극적 대외 활동을 통한 SC 확산 노력

[그림4]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기관 현황 

□ ESG 평가 설명회 개최 : 4월1)
, 12월2)

(신설)

o 상반기 ESG 평가 전반 및 주요 개정사항 설명회에 추가하여 하반기

ESG 평가결과 설명 및 기업 의견 수렴 설명회 신설

o 참가기업 및 참가자 수 : 1) 164사 214명, 2) 72사 107명

□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한 정책 방안’ 공청회 개최 : 5월

o SC이행 동향, 확산, 정착, 법제 개선 등 SC 관련 의견 교환의 장 마련

□ (자본시장연구원 공동)‘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 국내 

현황 및 과제’정책세미나 개최 : 5월

□ SC 참여(예정) 현황 및 국내외 동향 제공 (sc.cgs.or.kr)

□ 국내외 기관투자자의 주주총회 의결권행사내역 (vip.cgs.or.kr)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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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원기관 연구과제 수행 및 ESG 자료 제공

◆ 사원기관의 사업 및 과제에 대한 심층적 고찰 후 해결책 제안 및 
ESG 평가결과 제공 등 적극적 협력 추진

◆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한 ESG, 지속가능경영, 책임투자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 적극적 대외 활동 및 정책 제안 

9  연구용역 수행, 연구협력 활동 및 정책 제안 

사원기관 주제

한국거래소 2018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COE) 분석 및 평가

한국예탁결제원 주식 대차 등으로 인한 의결권 분리 문제 (공의결권) 검토

한국증권금융 국내 증권사 외화 유동성 제고를 위한 한국증권금융의 역할 모색

(중장기 목표-3) 대내외 협력 증진

□ 3개 사원기관 요청 연구과제 수행

□ ESG 계열 지수 산출자료 및 평가결과 제공

o 한국거래소 ESG 계열 지수(ESG Leaders 150) 산출을 위한 ESG 

평가결과 자료 제공 및 지수 운영 관련 지속적인 업무 협력

o 코스닥협회 주관 ‘코스닥대상’ 투명경영 부문 심사를 위한 지배

구조 평가결과 제공 (34사 추가 평가)

 □ ESG·책임투자·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연구용역 수행 

o 국민연금공단‘배당정책 및 적정성 평가’

o 사학연금‘사학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 연구’

 □ 정부, 국회, 주요 기관 등 대외 연구협력 요청에 적극 대응

o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연금연구원,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거래소, 여성가족부 외 다수

 □ 학술 대회 및 세미나, 기업 등에서 발표 및 토론 참석

o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재무학회, 한국파생상품학회 및 다수 기업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