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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책임권리포기 

본 출판물에 사용된 명칭이나 내용은 특정국가의 법적 상태, 영토, 도시 또는 지역과 그 관계자들, 또한 

특정 국경과 경계의 결정에 관하여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UNEP)의 어떠한 의사 표

현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 본 보고서에 서술된 견해는 UNEP와 중국인민은행의 결정이나 방

침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또한, 상표명 혹은 상업적 절차에 대한 언급은 그에 대한 보증을 의미하지 않

습니다. 

 

저작권 정보 

본 출판물은 교육 혹은 비영리의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특별한 허가 없이, 자료의 출처를 표시하여 전체 

또는 일부분 복제될 수 있습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본 출판물을 인용한 자료의 복사본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출판물은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UNEP)의 사전허가 없이 재판매 혹은 다른 상업적 

목적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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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UNEP FI ASSET MANAGEMENT WORKING GROUP 

지속가능성이 재무적 정보로서 고려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점차 지속가능성 지표

들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증거가 분명해지면서 해당 논쟁은 희미해지고 있다. 

현재 지속가능성 성과와 재무성과 사이의 관계가 양(+)의 관계를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200편 이상의 학술보고서가 있고, 기후변화, 에너지효율부터 성평등, 안전, 보건에 걸친 지속가

능성 이슈를 다루는 셀사이드(sell-side) 리포트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은 기업의 재무와 관련

하여 더 이상 부가적인 이슈가 아닌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지속가능성은 기업재무와 성과에 관한 다른 모든 이슈들을 보호하는 ‘거버넌스’라는 우산 

아래에 포함된다. 기업거버넌스는 경쟁력, 전략, 성과, 자본예산 그리고 운영 등 아래에서 일어나는 다른 

모든 일들을 지배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종종, 거버넌스와 기업운영은 여전히 지속가능성을 배제하거나 따로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

는 아마도 놀랍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는 ‘좋은’ 기업거버넌스의 전통적인 척도마저도 오늘날 

모든 상장기업들에 통용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보상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논쟁이 있는 반면, 승계 

계획, 특히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승계 계획에 대한 논쟁은 찾아보기 힘들다. 

많은 투자자들이 좋은 기업거버넌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지만, 건실한 기업거버넌스의 

모든 특징들을 지니고 있는 기업 수는 그리 많지 않다. 예를 들면, 최근의 연구는 이사후보자지명권(기

업 이사회의 일원이 될 이사후보자를 지명하는 권리이며, 지명된 이사후보자는 연례 대리투표에 참석함)

이 자본시장에서 유의한 가치를 지닌다는 증거를 찾아냈으나1), 대부분의 선진 자본시장 내의 기업들이 

주주들에게 이사선출 대리권에 대한 권한을 제공하는 경우는 드물다.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의 최

근 기사에서는 미국에서 이사후보자지명권은 “생명이 없는(dead)”것 이라고 표현하였다.2) 2010년 유엔글

로벌콤팩트(Global Compact) 보고서는 조사대상 1,300개 기업 중 오직 39%만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이

슈를 정기적으로 다룬다고 밝혔다.3) 

 

이사회가 지속가능경영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 지속가능경영을 기업전략의 필수적인 요소로 만드는데 충

                                           

2) Steven M. Davidoff, “A Lesson for Boardroom Battles,” The New York Times Dealbook, August 30, 2013.  

http://dealbook.nytimes.com/2013/08/30/a-lesson-for-boardroom-battles/?_php=true&_type=blogs&_r=0. 

3) Cited in Aron Cramer, “CSR in the Boardroom:  The Board’s Role in Advancing Sustainability,”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April 19, 2011.  http://www.bsr.org/en/our-insights/bsr-insight-article/csr-in-the-boardroom-the-

boards-role-in-advancing-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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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까? 본 보고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본 보고서는 거버넌스와 이사회의 전략적 의제 핵심부에 

지속가능성을 배치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다룬다. 또한 본 보고서는 기업에서 지속가능전략의 개

발과 실행을 위한 설득력 있는 예시를 제공하고, 현재의 거버넌스 형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효율적

으로 향상시키는데 왜 적합하지 않은지를 설명한다. 그 후 지속가능성 이슈를 기업전략의 주변부에서 

핵심부로 가져오는 통합거버넌스의 모델을 제시한다. 모델의 예시는 보고서 전반에 걸쳐 그림으로 제시

되었다. AMWG는 본 보고서가 지속가능성과 건실히 지배되는 기업에서는 이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관심

이 있는 투자자들에게 좋은 시작점이 될 것이라 믿는다. 

십 년 전, UNEP FI의 Asset Management Working Group은 주식가치평가에 있어 사회, 환경, 거버넌스의 

중요성에 관한 내용으로 AMWG의 첫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후에도 지속가능성 척도, 투자자와 자산가

를 위한 지속가능성과 수탁자 책무(fiduciary duty)의 중요성, 책임투자와 지속가능한 투자에 관한 다양한 

구체적 이슈를 다룬 보고서를 잇달아 발간하였다. AMWG는 이 분야에 있어 우리의 가장 최근의 기여가 

될 본 보고서를 소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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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요약 

본 보고서의 목적은 기업 내 지속가능성이라는 건실한 문화를 촉진하는 거버넌스 관행을 정의하는 것이

다. 지속가능성 이슈를 사업모델의 핵심부에 통합하는, 지속가능한 전략수립의 필요성을 기업들이 점점 

인식하면서, 전략의 계획 및 실행을 감독할 수 있는 거버넌스에 대한 각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보고서에서 AMWG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제안하였는데, 이를 “통합거버넌스”라고 지칭한다. 통

합거버넌스는 “기업을 경영 및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지속가능성 이슈들이 장기적으로 기업에 가치창출

을, 이해관계자들에게는 이로운 결과를 보장하는 형태로 결합된 시스템”이다. 통합거버넌스는 이사회에

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리와 함께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현 거버넌스 상에서 식별된 취

약점을 다루는 것을 포함한다. 

통합거버넌스는 거버넌스 관행의 궁극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거버넌스 관행 하에서 영업

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은 일련의 변화를 겪어야 한다. AMWG는 기업들이 궁극적 목표를 “지속가능성을 

위한 거버넌스”에서 통합거버넌스 관점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 통합거버넌스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주요단계가 있는데, 이는 각 회사가 통합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의 

각 단계별 특징을 담고 있다. 1단계의 기업은 전략적 의제에 지속가능성 이슈를 포함하지 않은 기업들로, 

단지(혹은 전혀 없음) 몇 가지 지속가능성 관련사업을 하고 있는 단계이다. 1단계에서는 지속가능성 리

스크 및 기회에 대한 이사회 차원의 논의가 없고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에 대한 책임은 작고 동떨

어진 팀에 맡겨진다. 이러한 기업들이 통합거버넌스를 향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

을 통한 가치창출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또한 1단계에서 2단

계로 나아가는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이는 지속가능성을 이사회의 의제 밖에 두었다가 지속가

능경영을 위한 거버넌스가 이사회 의제의 일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단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거버넌스는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을 나타낸다. 이러한 기업들

은 보통 핵심성과지표(KPI)를 통해서 노력의 성과를 측정하기 시작하고,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

고, 대개 최고지속가능성책임자(Chief Sustainability Officer)를 지명한다. 2단계의 기업들은 지속가능성 이

슈를 이사회 회의 의제로 다루는데도 불구하고, 지속가능성은 여전히 분리된 기능으로 취급 및 분류된

다. 이러한 기업들은 지속가능’한’ 전략이라기보다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가지고 있다. 3단계 통합거버넌

스로의 발전은 기업전략에 지속가능성을 전체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각 이사들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전략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분리된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의 노력을 필

요로 하지 않는다. 통합공시의 채택은 재무와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목표치를 모니터링 하는데 중요

한 가치를 더하고, 통합거버넌스 관행의 장점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통합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기

업은 다음 4가지 요소들을 확실하게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1)이사회 개인 및 2)조직 차원에서의 독립성, 

3)투자자의 장기간 적극적인 소유권 행사 4)인센티브의 일치. 

보고서의 두 번째 섹션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기업들로 경제적 활동이 집중되는 것과 해당 기업

들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증대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기업가정신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기업가



지속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  ·   통합거버넌스  ·  UNEP FI Asset Management Working Group Report  

6 

 

와 기업은 사회에 전례 없는 경제적 성장을 촉진하고 일차리 창출을 통하여 수 십억의 사람들을 가난으

로부터 구제했다. AMWG는 기업 활동에 따른 외부효과(externalities)의 결과가 기업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조직 내 가치창출과정을 설명한다. 또한 중요하게도, AMWG는 어떻게 기업

의 경쟁력이 인간, 자연, 금융, 지식, 물질적, 사회적 자본의 생존능력에 달려있는지 보여준다. 

세 번째 섹션에서는 어떻게 환경과 사회 이슈가 다른 형태의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한 후, 지속

가능한 전략 수립의 예를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전략은 기업이 주주들을 위한 가치창출을 가능케 하고, 

동시에 지속가능한 사회에 공헌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전략을 채택한 기업들의 우수한 재무성과를 보인

다는 증거를 제시하였고 지속가능한 전략의 성공적인 관리 및 실행을 위한 필수조건인 바람직한 이사회

와 기업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기업거버넌스 관행에 지속가능성을 통합하는 실질적인 

예를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운영위원회(기업거버넌스, 감사, 보상, 임명)가 지속가능경영의 일부분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활동들을 나열했다. 

4번째 섹션에서는, 거버넌스 관행의 현주소에 대해 논의하고 거버넌스 실패를 가져오는 조직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시도한다. 우리는 이사들의 개별 전문성이나 기업운영에 할애하는 시간과 같은 역학과 더

불어 급여 수준, 급여 형태, 인센티브의 범위 등 고위간부에게 주어지는 보상체계를 검토하였다. 기업들

의 거버넌스 관행 실례를 제공하고 위해 사례연구가 해당 섹션에 전반에 걸쳐 제시되었다. 

5번째 섹션에서는 ‘만약 현재의 거버넌스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면, 그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변으로서, 통합거버넌스 모델을 소개한다. 그리고 기업이 거버넌스를 이러한 통합거버넌스 모델로 개

선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을 묘사한다. 기업이 전략적 의사결정에서 지속가능성을 주변적인 이슈로 

취급하는 것을 벗어나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부에 위치시킴에 따라, 거버넌스는 동일한 방향으로 변화해

야 한다. 통합거버넌스 체계의 각 요소에 대해 논의하고 사례연구를 제공한다. 통합거버넌스는 이사의 

독립성에 관한 보다 명확한 정의를 요구하는데, 이는 개인과 조직 두 차원을 아우르고, 주주와 이사회의 

일치된 이해관계 및 투자자의 장기간 적극적인 소유권행사를 포함한다. 섹션 5에 걸쳐 AMWG의 권고를 

제시한다. 

본 보고서를 통해 AMWG는 기관투자자에 통찰력과 함께 기업경영에 참여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때 고

려할 수 있는 항목을 제공하고자 한다. 기업은 또한 통합거버넌스 모델을 기업의 현재 거버넌스를 경쟁

자들과 비교하는데 기준으로서 활용할 수 있고 거버넌스 관행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식별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AMWG는 정부의 개입과 규제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는 본 보고서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

부는 기업거버넌스 혁신을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지니고 있지마, 정부가 사회 및 환경적 요인 뿐만 

아니라 재무적 요소를 거버넌스에 잘 녹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 시장요인들이 기업들로 하여

금 더욱 튼튼한 형태의 거버넌스 관행을 갖추도록 추진함에 따라, 우리는 규제의 부재 속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믿는다. 비록 그러한 거버넌스의 형태는 기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 보고서에

서 우리는 그 형태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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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늘날의 대기업 

2.1 경제활동의 편중 

기업은 지난 세기 유례 없는 경제적 성장의 동력이 되었다. 대기업들은 경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가

난에서 구제하였고, 고용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혁신과 창조에 대한 인간의 잠재력을 일깨웠다. 

1980년부터 2012년까지 세계 1000대 상장기업(Global 1000)의 성장과 비교함으로써, 대기업으로 점진적

인 경제활동이 집중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1980년대, Global 1000은 매출액에서 2조 6400억달러, 

2012년의 화폐 가치로 7조 달러(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한 조정치)를 기록했고, 2012년에는 34조달러의 매

출을 기록했다. 1980년대, 세계 1000대 기업은 2100만명을 고용했고, 2012년에는 7300만명을 고용했다. 

마지막으로 시가총액과 관련하여, 1982년에 1000대 기업의 시가총액은 9천억 달러에 달하여(2012년의 

화폐가치로 2조 4천억 달러) 전 세계 33%의 규모였고, 이에 비해 2012년에는 28조달러(전세계 시가총액

의 50%)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기업들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이들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Global 1000

은 종업원부터 공급자, 고객, 심지어는 이제 규제자까지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2011년 UN(United Nations)에서 파악된 206개 국가 중, 오직 26개 국가만이 Royal Dutch Shell과 Wal-

Mart의 공시 매출액(각각 4540억 달러, 4470억 달러)보다 큰 명목GDP를 기록했다.1 또 다른 예로 Nestle, 

Kellogg’s, General Mills, PepsiCo, Kraft, Unilever, Procter & Gamble 같은 소수의 다국적기업으로 식량공

급이 집중되었다.2 이러한 기업들은 소비자의 식생활에 큰 영향을 주었고 따라서 소비자들이 건강과 행

복에 접근하는 방식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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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회경제적 생태계 

기업은 고립되어 작동하지 않고, 사회 전체와 환경을 포괄하는 보다 넓은 생태계의 부분으로서 작동한

다. 오늘날의 대기업은 자체 영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넘어,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일례로, 많은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쓰나미의 희생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한 적이 있는데, 이

는 매우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것 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지원이었다.  

 

[그림 1] 

사회경제적 생태계 

이와 더불어 기업이 만들어내는 재화, 서비스, 부는 많은 비용을 발생시킨다. 기업운영은 많은 천연자원

의 소비를 필요로 하고, 지역 및 세계 환경을 아주 적거나 혹은 어떠한 대가도 없이 오염시키며, 거대금

융기관과 같이 형편없는 리스크 관리로 인하여 경제를 침체에 접어들게 하는가 하면, 임금이나 근무환

경이 열악하여 개별 종업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Dow)를 구성하는 기업

들의 일일 에너지소비량은 호주의 그것과 맞먹는 것으로 추정된다. 식품공급 업체들은 점점 심각해지는 

비만문제에 일조한 것으로 비난을 받았다.3 또한 중국의 전자위탁제조사 Foxconn은 자체 노동관행과 관

련하여 계속해서 비판을 받고 있다. 

사회는 기업운영에 영향을 주고받는 여러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다.4 직원, 소비자, 정부, 지역단체와 기

관투자자들은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의 일부분이다. 사회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꼭 동일한 이해관계

를 가지지 않는다.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품질의 상품을 요구한다. 이것들은 

직원들이 원하는 것(고용 보장, 적절한 보상, 복지)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기업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높은 수익을 원한다. 지역단체는 환경이 가능한 보존되기를 원하고, 해당 지

역에서의 기업활동을 허가해 주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기를 원한다. 더 큰 기업일수록 기업 활동에 영

향을 받는 더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생겨나고 기업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많은 부담

을 느낄 것이다. 글로벌화(Globalization)는 한층 더 심각한 복잡성을 가져왔는데, 이는 재화와 서비스를 

다른 나라에서 판매하는 기업이 다양한 이해관계와 인센티브에 직면하기 때문이다.5 

세계 대기업의 막대한 성장에 대한 대응과 비슷하게, 시민사회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 

및 범국가적 비영리단체의 권한과 영향력 또한 증대되었다.6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전에 비해 

더 많은 사람들이 NGO에 대한 신뢰를 보이고 있다.7 NGO의 인적자원과 재원은 그 규모가 상당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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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26개국의 NGO들은 3100만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고, 이는 해당국가의 전체 노동력의 7%에 

육박한다. 매년, 해당 26개국의 NGO는 약 1.2조 달러를 지출하며, 이는 세계 1000대기업의 자본적 지출

(capital expenditure) 규모와 비슷하다.8 이러한 자원은 보다 효율적이고 영향력 있는 캠페인을 만들기 

위해 동원되었다. 인터넷, 소셜미디어와 같은 정보기술(IT)의 도움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이들의 사업영역은 더욱 확장되었다. 

 

NGO는 종종 기업과 협력하여 일을 한다. Investor Network on Climate Risk(Ceres/INCR), 

Institutional Investors Group on Climate Change(IIGCC), Carbon Disclosure Project(CDP) 그리

고 기타 투자지향의 NGO들은 논의와 공공정책에 지속가능성 이슈를 끌어오기 위해 기업들

과 협력한다. Ceres의 프로젝트 Climate Declaration이 그 좋은 예로, 이는 기후변화에 대응

에 대하여 노력할 것을 선언하는 기업성명이다.9 

 

정보에 대한 접근이 급격하게 쉬워지면서 기업들은 시선을 피해 사람, 단체, 환경에 피해를 주는 행동을 

탐닉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시선들은 기업의 평판과 브랜드 가치에 손상을 줄 수 있고 

사회적 자본을 감소시킨다. 대부분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유형자산 가치보다 두 배 이상 높기 때문에, 평

판 또는 브랜드 가치의 손상은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의 결과로 소비자의 태도변화와 

함께 규제적인 조치 또한 이루어지는데, 일부의 경우에서는 회사의 영업권이나 심지어 산업 전체를 위

기에 빠뜨린다. 

 

2.3 거버넌스의 역할 

기업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주주가치를 창출하고 동시에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를 조

정하며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기업거버넌스는 기업을 경영 

및 통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업거버넌스를 통해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

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관리될 수 있다. 

경영자는 기업의 최고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수탁자로서 몇 가지의 중요한 책임을 갖는다. 이러한 책임

들 중에는 기업 전략을 승인하는 것, 리스크 관리를 검토하는 것, 목표 성과를 설정하는 것, 회계 감사 

및 관리의 시행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정보의 공개는 이러한 책임의 포괄적인 항목을 포함한다.10,11 

이사회가 지닌 책임을 검토하고 이해함으로써, 기업과 사회 및 환경 사이의 관계에서 기업거버넌스가 

갖는 핵심적인 역할이 분명해진다. 기관투자자들은 거버넌스개선 요청에 관하여 이사회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 NGO는 기업차원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촉진할 것이다. 탄소배출 혹은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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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externalities)의 관리방법에 관한 결정은 이사회의 전략적 의제의 안건이 된

다. 또한 고객과 주주들은 비리 스캔들이나 도덕적 위반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경영진 차원에서의 

책임을 요구한다. 이러한 것들은 거버넌스가 기업의 사회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이끄는 메커니즘이라

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사례 중에서 단지 몇 가지 예에 불과하다. 

 

2.4 가치창출 과정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및 제공하기 위해 자원을 활용한다. 이러한 자원은 물, 삼림, 광물과 같은 

천연자원과 기술, 역량, 경험과 같은 인적자원, 투자자와 대출자로부터 받은 자금 또는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의 재투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업은 이러한 자원들을 제품생산과정에서 부가적인 자원을 만

들어내기 위해 사용한다. 부가적인 자원은 공장 시설과 같은 유형 자본, 무형자산을 만들어내기 위한 종

업원의 노력의 결과에서 나오는 지적 자본, 기업활동의 허가를 보장하는 사회와 기업 사이의 관계에서 

나오는 사회적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추가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업은 최종적인 재화

와 서비스를 금전적인 보상을 대가로 판매한다. 

상품과 서비스가 기업이 생산하는 유일한 결과물은 아니다. 기업활동은 외부효과라는 또 다른 결과물을 

낳는다. 긍정적(positive) 외부효과는 기업활동이 기업의 사적한계편익(marginal private benefit)보다 큰 

사회적한계편익(marginal social benefit) 가져올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직원 교육으로 예를 들면, 직원

의 역량을 향상 시킴으로써 회사에 이득이 되는 동시에, 이 종업원들이 미래에 취업할 다른 회사의 이

익이 될 수 도 있다. 부정적 외부효과는 기업활동이 사회적 한계비용(marginal social benefit)보다 큰 사

적한계비용(marginal private benefit)을 가져올 때 발생한다. 아동노동을 예로 들면, 어린이를 고용했을 

때 노동을 하는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미래에 숙련된 직원들은 줄어들고 이는 다른 기업

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림 2]는 가치창출과정 상의 상호관계를 보여준다. 

긍정 및 부정적 외부효과가 기업에 의해서 사회에 발생할 때, 부정적 외부효과는 특히 위에서 설명한 

가치창출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오염, 인권 침해, 지나친 리스크 감수 등과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는 기

업의 사회적 자본에 심각한 손상을 주면서, 기업의 영업권을 위기로 내몰았다. 지나친 리스크를 취하여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금융기관에 대항하여 발발한 대중의 시위는 유럽 은행가들이 받을 수 

있는 성과급에 한도를 두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어 2012년부터는, 다수의 거대 금융기관들이 높은 리스

크를 지닌 사업을 처분하고 요구자본을 확충하도록 강요 받았다. 그 결과 은행의 이윤과 주식시장에서 

기업가치가 대폭 줄어들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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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 

 

2011년 UBS는 보다 지속가능하고 매력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핵심 사업부문에 집중하는 

UBS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투자은행 부문을 재정비하고 그룹을 개혁하는 전략적 계획을 

발표하였다. UBS만이 투자은행 부문을 축소하고 새로운 영업 현실에 맞게 구조조정을 한 유

일한 은행은 아니고, 거의 모든 거대한 유럽 은행들은 방법을 막론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UBS는 2012년에 명성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UBS는 2013년도 6월 

IR 프레젠테이션에서 “자본력, 비용관리, 건실한 운영리스크 체계는 우리의 장기적인 성공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Capital strength, cost discipline and strong operational risk framework 

are critical to our long term success)”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UBS는 Basel III 규준을 충족하

기 위해 비핵심 및 기존의 포트폴리오 포지션을 철회할 것이다. 규제의 변화와 시장발전으

로 인하여 경제성을 잃은 사업부문(대부분 채권)은 2015년 까지 철회될 것이고, 이에 따라 

UBS의 종업원 숫자가 줄어들 것이다. 이어 UBS는 “이러한 조치의 결과는 […] UBS 직원들과 

주주를 위한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림 2 

가치창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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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속성은 최근 몇 년간 강도 높은 조사의 대상이 되었다. 이중 담배회사는 제

품의 부정적 외부효과에 따른 대중의 격렬한 반발에 영향을 받은 첫 번째 산업이다. 그러나, 재화와 서

비스 소비에 관한 건강문제는 담배회사들에서 그치지 않았다. McDonalds와 PepsiCo를 포함한 많은 음

식료 기업들의 상품 또한 ㅍ나매상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 중에 있다. 

게다가, 많은 자연자본에 대한 환경적 문제가 가격시스템에 의해 규제 되었음에도 비즈니스 모델에 지

장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외부효과로 여겨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는 탄산음료를 만들기 위해 

인도의 우물을 고갈시켜 기소되었는데, 이 고갈로 인하여 지역사회는 용수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Plachimada 코카콜라 공장은 장기간의 법적 분쟁과 민간 단체의 계속된 항의에 따라 2005년에 폐쇄되

었다. 코카콜라는 이에 공장의 물 효율을 향상시키고 회사가 인도 전역에 걸쳐 사용한 지하수의 100%

를 보충하기 위한 활동을 통해 대응했다. 2012년까지, 코카콜라는 빗물정화시설, 연못 복원, 그리고 농업

에서 물 소비의 효율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둔 기존의 수층과 관개시설을 통해 물 사용량의 약 93%를 

보충하였다고 주장했다.13 

이와 마찬가지로, 고용 안전, 적정 임금, 아동 노동과 같은 사회적 문제 또한 비즈니스 모델에 지장을 준

다. 201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백금광산 인부들은 임금협상과 관련하여 잇단 파업을 감행했다. 광부와 

경찰집단의 무력충돌은 Marikana 백금 광산에서 인부 46명의 죽음을 낳았다. 광산 소유자 Lonmin PLC

는 22%까지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여 파업을 해결했으나 다른 광산에서 불만이 확산되었다.14 몇 주 사

이, 남아공 약 25%의 광부들이 광업회(Chamber of Mines)와 함께 파업을 감행했고, 자본은 국외로 이탈

하고, 생산은 중단되었다. 금, 백금, 석탄, 다아이몬드, 철, 아연 등의 광산 모두 이에 영향을 받았다. 

Jacob Zuma 남아공 대통령은 파업을 포함한 작업중단이 2012년 전반기 동안 정부에 3억 6800만달러의 

지출을 안겨주었다고 주장하였다.15  

제품 및 서비스가 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회사는 인재 및 자본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

로 여겨진다.16,17 반면에, 연구에 따르면 CSR 성과가 좋은 기업은 자금조달이 보다 용이한 것으로 드러

났는데, 이는 월등한 이해관계자 참여도와 CSR 지표를 공시함에 따라 향상된 투명성에 기인한다.18 연구

는 또한 기업이 사회적 성과활동을 취업 지원자의 주의를 끌 수 있고 따라서 경쟁력을 개발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직원들은 제품과 서비스의 질, 환경에 대한 관심, 평등 이슈 등 과 관련하여 좋은 평판을 가

진 기업에 매력을 느낄 것이다.19 

이러한 환경, 사회, 거버넌스 이슈는 많은 연구자들에게 사회적으로 적합한 기업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관한 의문을 가지게 하였다. 기업들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없애고 긍정적 외부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노

력해야 하는가? 어떻게 기업이 변화하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가? 기업의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

에 ESG이슈를 포함시키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을 증가시키는가 감소시키는가?  

기업의 사업전략에 환경 및 사회적 이슈를 결합하는 것은 엄청난 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의미할 수 있는 

반면에 이를 실패함은 심각한 리스크를 낳을 것이다. 만약 ESG이슈의 결합이 이러한 모든 리스크에 대

한 관리와 회사의 경쟁적 우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이를 가능케 하는 기업거버넌스 메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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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즘이 동원되어야 한다. 거버넌스는 궁극적으로 기업이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이다. 

따라서, 지속가능성을 기업거버넌스의 필수적 요소로 만드는 것은 신중한 행동이며 꼭 필요한 것이다. 

3. 지속가능한 전략의 실현 

3.1 사업전략과 ESG이슈의 결합, 가치가 있는가? 

하버드비즈니스스쿨의 교수 George Serafeim과 Robert Eccles는 기업 경쟁력이 부정적 외부효과를 최소

화하는 동시에, 훌륭한 제품과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어떻게 여러 유형의 자원 보존 및 향상에 달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이는 사업전략에 ESG요소를 체계적으로 결합하여 이루어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통합에 성공한 기업은 장기적으로 경쟁사들 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이

다. 

그러나, 장기적인 성과를 향상시키는 메커니즘은 한 기업에게 있어 각 자본의 형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에 달려있기 때문에 모든 기업에게 똑같지는 않을 것이다. 비록 이러한 메커니즘은 각각의 기업에 특수

하지만, 한가지 공통되는 근본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것이 거버넌스다. 모든 기업들은 몇 가지의 거버넌

스 체계를 지니고 있는데, 대부분 특정 목표의 성취를 위한 지침과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그러한 거

버넌스 체계에 의존한다. 따라서 만약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ESG이슈를 사업전략에 결합하는 것이라

면, ESG요소는 기업의 거버넌스 체계와 프로세스에 결합되어야 한다. 

현재 기업은 필요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압박에 응답하기 위해 어떻게 전략을 조정할지

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과제를 직면하고 있다. 기업은 이러한 과정에서 지속가능경영 계획을 채택

하는 것과 그것이 재무결과에 미치는 영향 사이의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21  만약 환경 및 사회적 성과

와 재무성과 사이에 직접적인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 한다면, 어떠한 의사결정도 보다 쉬워진다. 해당 

관계를 분석한 의미 있는 연구에서는 1993년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에 걸친 180개의 미국기업을 대

상으로 기업규모, 재무성과, 기대 성장의 수준이 거의 동일한 두 집단으로 분류하여 대응표본(matched 

sample) 검정을 하였다.22 

저자는 이러한 기업들 중 오래 전에 환경 및 사회적 성과에 대한 노력을 향상시키는 기업 방침을 채택

한 90개의 기업을 지속가능성이 높은(High Sustainability)기업으로 분류하였고, 그렇게 하지 않은 다른 

90개의 기업은 지속가능성이 낮은(Low Sustainability) 기업으로 분류하였다. 지속가능성이 낮은 기업들은 

대개 환경 및 사회 이슈를 기업활동에 따르는 ‘외적인 요소(externalities)’로 간주하는 전통적인 수익 극

대화 모델에 가깝다. 반대로 지속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은, 이러한 외적인 요소들을 의사결정과 기업운영

상에서 고려한다. 이것은 그들의 종업원, 고객,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NGO 같은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

에서 나타난다. 다시 말해,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이 조직 내부와 전체에 걸쳐 전체적이고 다차원적인 

방식으로 장착되어 나타난다.  

저자는 지속가능성이 높은 집단의 기업들이 지속가능성이 낮은 기업들보다 주식시장과 회계상의 성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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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록 두 집단 모두 시장보다 성과가 좋았지만) 현저히 좋은 결과를 낸 것을 확인하였다. 1993년 초에 

지속가능한 기업들의 시장가치가중(동일가중) 포트폴리오에 1달러 투자는 2010년 말에 22.6달러(동일가

중 14.3 달러)로 증가를 의미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1993년 초에 지속가능성이 낮은 기업들로 구성된 시

장가치가중(동일가중) 포트폴리오에 1달러를 투자하면, 2010년 말에 겨우 15달러(동일가중 11.7달러)로 

증가한다. 총자산이익률과 자기자본이익률을 산정할 때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중요하게도, 지속가능성이 높은 집단은 지속가능성이 낮은 집단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버넌스 프로세

스와 관행을 드러내었다. 이사회는 공식적으로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책임을 위임 받았고, 임원 보상은 

ESG 지표와 보다 연계되어 있었다. 게다가, 지속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ESG성과를 더욱 측정 및 공시하

였고, 이해관계자 활발한 참여과정에 자원을 할당하였다. 

다른 연구들은 ESG성과와 재무성과 사이의 양(+)의 상관관계에 대한 증거를 더하였다. Deutsche Bank에 

의해 실시된 메타분석(meta-analysis)은 56개 이상의 학술연구, 논문, 메타 연구의 89%가 ESG성과등급이 

높은 기업들이 동종업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시장 대비 초과성과를 보인 것으로 결론내렸고, 또한 학

술연구의 100%가 ESG등급이 높은 기업들은 부채(대출과 채권)와 자본 모두 더 낮은 자본비용을 가진다

는 것에 동의했다.23 

California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CalPERS)의 경영참여프로세스(engagement process)에 의

해 보다 심도 있는 증거들이 제시되었다. CalPERS는 Governance Focus list에서 취약한 지속가능경영 성

과 우려에 따라 선택된 기업들의 경영에 참여한다. 이러한 기업들은 CalPERS의 경영참여 이전 3년동안

은 벤치마크를 39% 하회하는 누적수익률을 보이다가 CalPERS의 경영참여 이후 5년동안 벤치마크 수익

을 17% 상회하는 누적수익률을 보였다.24 더불어 이전 섹션에서 언급했듯이, ESG성과가 좋은 기업들이 

얻게되는 자본과 노동시장에서의 이익을 뒷받침하는 많은 연구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ESG이슈를 사업전략에 결합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만약 성공적으

로 실행한다면, 가능하다’ 이다. 성공적인 실행을 보장하는 요점은 적합한 거버넌스 프로세스와 관행, 이

해관계자의 참여, ESG성과의 측정 및 공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사고 및 활동하는 능력이다. 

 

3.2 효율적인 지속가능한 전략 실행 

지속가능한 전략은 지속가능한 사회에 기여하면서, 기업을 주주들을 위한 가치창출을 가능케 하는 전략

이다. 지속가능한 사회는 미래세대의 필요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전략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최소화하고 섹터와 전략 상의 중요한 지속가능성 이슈를 

기업운영의 중심에 결합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전략의 성공적인 실행에 따르는 이익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논리적 질문은 ‘어떻게 지속가능한 전략을 실행하는가?’이다. 

기업의 좋은 ESG 성과와 재무성과, 특히 자금조달의 접근성, 고객충성도와 만족도, 직원몰입도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이슈를 전략에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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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실 뒤에 놓인 주된 원인은 이러한 ESG이슈들을 재무성과를 향상시키는 방향

으로 결합하는 과정 상의 복잡성 때문이다. 이는 지속가능한 전략을 세심히 수립하였으나 그것을 효율

적으로 수행하는데 실패한 기업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 

최근의 출판물은 ‘성과 경계선(Performance Frontier)’이라는 개념을 소개하였는데, 이는 재무성과와 ESG

성과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 구체적인 방식을 제시하였다. 저자에 따르면, 탄탄한 혁신의 부재 속에서

는, 기업의 ESG성과가 향상되어도 재무성과는 감소한다. 그리고 두 가지의 성과 모두를 동시에 향상시

키기 위해 기업은 새로운 제품,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5 

비록 많은 기업이 작은 혁신을 가져오는 쉽게 성취할 수 있는 목표, 특히 에너지효율 프로그램과 탄소

배출 감축은 달성했지만, 이는 성과 경계선을 아주 조금 상승시켰다. 그러나 주요한 혁신, 장기간의 대규

모 투자를 포함한 혁신은 전체적인 기울기에 변화를 주고 재무성과와 ESG성과 사이에 양의 관계를 만

들어내기 위해 필요하다. 

재무성과와 ESG성과 사이의 상관관계는 기업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광범위한 각 이해관계자들의 이해

를 고려하는 것을 매우 강조하였다. Edward Freeman이 소개한 이해관계자 이론이 보여주듯, 초점은 더 

이상 오직 기업 주주들에게만 존재하지 않는다.26 이후에 실증연구는 이해관계자(직원, 고객, 지역단체)와

의 우수한 관계가 평균을 이상의 성과를 내는 기업이 경쟁우위를 장기간 유지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성과를 내지 못하는 기업이 불리한 위치에서 더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경쟁우위의 근원

이 된다는 것을 증명했다.27  

 

3.3 이사회 위원회와 지속가능성의 관련성 

가치창출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의 중요성과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에서 혁신의 필요성을 인식한 기

업들은 지속가능한 전략을 향해 중요한 첫 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실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스스로 자

각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 혁신을 가능케 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를 기업의 전략과 운영의 핵심으

로 만들기 위해, 기업은 지속가능한 전략의 수립 및 실행을 뒷받침하는 거버넌스 체계와 절차가 필요하

다. 지속가능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반적인 전략적 의제에 관한 논의의 결과로서, 지도부 차원에서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기업의 이사회는 경영의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촉진할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기업거버넌스는 지속가능한 전략 실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지닌다. 

AMWG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기업이 이러한 접근방식을 채택하는지에 대한 사전 자료를 조사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위한 거버넌스는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있음을 확인했다. 회계연도 2011년의 블룸버그 데

이터를 사용하여, 최소 한 개 이상의 ESG 데이터를 보고하는 3,512개(전세계의 기업은 대략 총 60,000개)

의 기업 중에서 오직 56개의 기업만이 지속가능경영을 담당하는 사외이사를 두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

른 14개의 기업은 비슷한 책임을 지닌 상임이사를 두고 있었다. 오직 374개 기업이 이사회에 직접적으

로 보고하는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을 두고 있었으나 그 구성원들은 아무도 이사회에 등재되어 있지 않았

다. 이와 비슷하게, 오직 10개 기업이 이사회의 보수와 ESG 지표를 연계하였고 오직 32개 기업이 최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  ·   통합거버넌스  ·  UNEP FI Asset Management Working Group Report  

16 

 

경영진의 보수와 ESG지표를 연계하였다. 이러한 매우 적은 숫자는 대부분 기업조직을 관리하는 지도부

에서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28 

위원회 헌장을 조사하는 것은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책임을 할당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 보다 깊은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북아메리카 기업에서 이사회 차원의 기업의 환경 및 사회 

이슈 관리 방식을 조사하기 위해 최근의 연구는 이사회 위원회 이름과 헌장을 검토하여 몇 가지 중요한 

트렌드를 확인하였다.29 

• Russell 3000 중에 오직 8%의 위원회에서만 환경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리를 암시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 S&P 100에는 훨씬 높은 수준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감독이 적어도 한 개의 위원회(전체 기업의       

65%)에 존재한다. 그러나, 이 위원회의 초점이 몇 가지 항목에만 치중되어 있다. 보고서는 이사회가 

다뤄야 하는 다음의 7가지 주요사항을 열거하였다. 1)정책과 규제준수에 대한 감독, 2)트렌드 평가, 3)

전략과 성과, 4)리스크 관리, 5)이해관계자 참여, 6)지속가능성 공시, 7)경영진 사고와 사업 의사결정에 

대한 환경 및 사회영향 평가. 보고서에 조사된 대부분의 위원회 헌장은 기업의 책임에 관한 정책과 

규제준수 검토 및 감시에 초점을 두고있다. 위원회들 중 절반 이하는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만 관리를 

실시하거나 이사들에게 모니터링내지는 지속가능경영 추세, 전략, 목표에 대한 앞을 내다보는 건의안

을 요구한다. 

다음은 이사회가 이러한 지속가능경영 이슈를 어떻게 기업운영에 결합하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일부 이

사회 위원회들의 전형적인 헌장을 검토하였고 지속가능성에 대해 각 이사회가 갖출 수 있는 연결고리를 

제시하였다. 

 

기업거버넌스위원회 

이 위원회는 보통 조직의 기업거버넌스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법을 설정하고, 기업이 이사회 구성원에게 

요구하는 적절한 능력, 경험, 배경에 따라 이사회를 검토 및 평가할 책임이 있다. 기업거버넌스위원회는 

또한 이사회의 규모와 구성 결정에 책임이 있고 이사회 구성원들의 성별, 인종, 연령 상의 다양성

(diversity)을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다. 그리고 기타 이사회의 회의 스케줄을 잡거나 이사회를 나가야 하

는 이사를 결정하고 집행을 한다. 이 모든 업무는 이사회 의장(Board Chair)과 CEO와의 협의를 통해 이

루어져야 하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거버넌스위원회에서는 이사회 의장이 위원장직을 맡고 CEO를 

위원회 소속으로 둔다. 

기업거버넌스위원회와 지속가능경영 

기업거버넌스위원회는 이사회의 다양성 적합도와 능력 및 경험의 조화를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섹션5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이사회의 적정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이사회의 조직지배 효

율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매우 중요하다. 기업거버넌스위원회는 의사결정과정을 

위한 적합한 여건을 만들고 기업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 및 감독하는 이사회를 만들어 유지시킬 수 있



지속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  ·   통합거버넌스  ·  UNEP FI Asset Management Working Group Report 

17 

 

다.  

전담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거나 모든 위원회 의제에 지속가능성 이슈를 포함시키는 과정

에 있는 기업에게 있어, 기업거버넌스위원회는 지속가능경영 트렌드 모니터링, 지속가능성 리스크 공시, 

지속가능성 사업 기회 및 관리와 등과 같은 몇 가지의 지속가능성 관련 활동을 헌장에 포함하고 있다.  

아래는 기업거버넌스 위원회가 지속가능경영의 일환으로 이행할 수 있는 책임에 관한 목록이다. 

 

 기업거버넌스 문제, 기업의 책임, 지속가능성(지속가능성 트렌드 포함)과 환경, 사회, 거버넌스 이

슈의 사업에 대한 영향을 관리한다. 

 적절한 전문성과 지식을 전반적으로 함양하기 위한 이사 오리엔테이션과 교육 프로그램을 검토

한다. 지속가능성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다. 

 기업거버넌스 평판리스크(reputational risk) 감시 및 검토를 지원한다 

 기업거버넌스 원칙에 관한 폭넓은 기업정책을 검토한다. 

 

감사위원회 

모든 이사회는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해당 위원회는 CFO의 기능, 회계감사관, 납세순응(tax 

compliance) 등의 관련 문제, SEC 규제준수 등에 대한 감독을 하는 업무에 권한을 가지고 있다. 아래는 

감사위원회가 지니는 책임의 일부이다. 

 재무제표의 신빙성과 기업의 회계 및 재무공시 절차를 감시한다.  

 기업의 법적, 규제적 준수사항을 감독한다. 

 포괄적인 리스크관리 프로세스 확립한다. 

 기업의 독립 회계감사관과 내부적인 감사기능의 성과를 평가한다. 

 경영진과 독립된 감사관과 연간 및 분기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 실적보고(earnings 

results), 실적전망(earnings guidance) 에 대해 논의한다. 

 

감사위원회와 지속가능경영 

감사위원회와 지속가능성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는 중에 하나는 ESG 보고 및 공시이다. 최근의 연구는 

연매출 평균 170억 달러에 달하는 기업 CFO들의 60%는 지속가능경영 상의 도전과제는 재무공시와 관

련된 감사활동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30 지속가능경영보고가 대세(main stream)가 되고 있

기 때문에, 투명성에 대한 압력과 ESG 공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통합공시의 개념이 탄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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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언급한 도전과제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제통합보고위원회(IIRC)의 정의에 따르면 통합보고는 “어떠한 조직의 주기적인 통합보고서라는 결과물

을 낳는 통합적 사고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프로세스로, 조직의 미래 가치창출과 이와 관련된 의사소통”

을 의미한다. 통합보고서는 외부환경의 맥락에서 어떻게 조직의 전략, 거버넌스, 성과, 전망 등이 단ㆍ중

ㆍ장기에 걸쳐 가치를 창출하는지에 관한 간략한 의사소통이다. 최근에는 공인회계사협회(ACCA)가 통합

공시를 자격요건에 도입한 최초의 국제 회계조직이 되었다.33 

 

감사위원회와 지속가능성의 또 다른 연결고리는 기업 커뮤니케이션이다. 주기적으로 실적가이던스

(earnings guidance)를 제공하는 것은 경영자들이 그들의 생각을 시장과 소통하고, 기업을 다른 경쟁자들

로부터 차별화하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

이라는 강한 신념이 있었다. 실적가이던스는 미래 분기 혹은 내년 회계연도 상에서 특정 시점이나 짧은 

기간의 실적 전망을 제시하는 주기적인 공시이다. 그러나, 최근에 실적가이던스에서 인식된 이익 중 일

부는 심도 있는 조사를 받고 있다. 

최근의 연구는 실적가이던스라는 경영관행의 비용과 편익을 자세히 분석했다.34 연구에 따르면, 정보의 

비대칭의 감소, 애널리스트의 증가, 주가변동성의 감소 등 일부 인식된 편익들은 아직까지 연구를 통해 

철저히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주기적인 실적가이던스는 기업의 장기 비전과 재무건전성을 약화시킬지

도 모르는 몇 가지의 잠재적 비용을 내포한다. 식별된 주요 비용은 실적 관리, 단기 투자자 유인, 애널리

스트 군집현상, 내부자 거래이다. 일부 대기업은 이미 기업 커뮤니케이션 상에서 실적가이던스를 폐지하

는 방향으로 변화를 꾀했다.(Coca Cola, Unilever, Google)35  

감사위원회는 새로운 공시 과제들을 이해하고, 통합보고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또한 실적가이던스로부

터 발생하는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전략수립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아래는 지속가능경영의 일환으로 감사위원회에서 담당할 수 있는 책임 목록이다. 

지속가능경영 공시를 요구하는 증권거래소 상장기준의 확립을 촉진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이 투입되었

다.36 감사위원회는 ESG 중요도 평가를 수행하고 연간 재무보고의 감사결과 뿐만 아니라 사업의 실질적 

ESG 요소를 결정하기 위한 기업 프로세스에 관한 논의를 담당 할 수 있다.37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성과 보고와 관련된 리스크와 기회를 이해한다. 

지속가능성경영에 관한 소통과 데이터의 질(quality)을 보장한다. 기업이 무엇에 대해 보고해야 하는지를 

규명하고 투자 커뮤니티, 규제자, 소비자, 대중이 어떻게 정보를 습득하는지 이해한다.  

 실적가이던스를 없애는 방향으로 기업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바꾼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는 

소통이 가능하며 적합하고 장기전략적인 재무 벤치마크(benchmark)를 정립해야 하고 이러한 목

표달성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확립해야 한다. 

 통합보고를 도입하고, 보고에 포함되는 정보의 질을 보장한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  ·   통합거버넌스  ·  UNEP FI Asset Management Working Group Report 

19 

 

 지속가능경영에 관한 최신의 연구ㆍ개발(R&D)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지속가능성에 관한 최신의 규제를 확고히 준수한다. 

 선행에 대한 보상하는 동시에 지나친 위험 감수를 방지하는 기업의 윤리적 기준을 확립한다. 

 

보상위원회 

보상위원회는 공정한 보상을 비롯하여 기업의 보상 방침을 관리하고, 또한 직접적으로 CEO와 고위관리

직의 보수를 결정하는데 관여한다. 아래는 보상위원회의 책임 중 일부를 나타낸다. 

 CEO를 포함한 고위관리직의 보상 방침을 검토 및 제안한다. 

 조직의 보상 제도가 고용시장에서 최고의 인재들을 유치 및 유지에 적합하도록 확립한다. 

 지나치게 ‘관대한(generous)’ 보상으로 주주가치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보상 제도의 체계를 결정한다.(한정된 주식, 옵션, 성과급 등) 

 인센티브 방식을 결정한다. (단기 혹은 장기 성과목표) 

 

보상위원회와 지속가능경영 

보상위원회는 적합한 장단기 인센티브를 갖춘 보상제도를 구축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투자수익뿐만 아

니라 지속가능한 사회적 편익을 이끈다는 점에서 기업 지속가능경영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보상위원회는 적절한 인재를 유치 및 유지하는 동시에 지나친 보수와 주주가치의 손실은 피하는 쉽지 

않은 균형을 이뤄야 한다. 보상위원회는 시장 트렌드와 경쟁사들의 직원 보상수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

는데, 이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의미한다. 보상 컨설턴트를 기용하는 경우에는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주의해야 하는데, 이는 섹션5에서 다룰 것이다. 

아래는 지속가능경영의 일환으로 보상위원회에서 담당할 수 있는 책임이다. 

 경영에 있어 중요한 지속가능성 이슈를 ESG 목표치와 연계한다. 

 CEO와 임원들이 ESG 및 재무 목표치를 달성함에 따르는 보상의 비율을 결정하고 비교 가능한 

기업 또는 경쟁사의 시장 데이터와 비교한다. 

 보상체계에 관련된 위험과 성과 목표치를 적용할 기간을 식별한다.  

 CEO와 임원의 보상과 관련된 목표에 대한 연간 성과평가를 검토한다 

 보상문제에 관련된 안건에 투자자와 주주와 함께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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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위원회 

지명위원회는 이사회 구성원의 충원 및 지속적인 개발을 책임진다. 아래는 지명위원회가 지니는 책임의 

일부이다.  

 이사회에 공석이 생길 경우 적합한 후보자를 찾는다. 

 이사회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자격과 능력을 검토 및 제안한다. 

 CEO를 비롯하여 이사회와 경영진의 성과평가를 관리한다. 

 

지명위원회와 지속가능경영 

승계계획(succession plan)은 지명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이자 지속가능경영 전략 수립을 위

한 핵심 요건이다. 

지명위원회는 적절한 승계계획과 관련하여 이미 바람직한 승계를 위한 절차가 존재하도록 해야 한다. 

승계계획은 현 거버넌스 관행 상 취약점 중의 하나이며 이사회가 더 많은 노력과 집중을 해야 할 부분

으로 인식된다. 승계계획은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 의제의 통상적

인 일부분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만약 승계계획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전략의 일부분으로서 이뤄진다

면 때때로 경영을 잘하고 있는 CEO가 민감하거나 불편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명심함으

로써, CEO의 승계 계획은 CEO가 부임하고 거의 첫날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사회 구성원의 승계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될 것이다. 

지명위원회는 또한 이사회에서 떠나는 이사들을 대체하거나, 인원을 더 확충하기 위해 새로운 이사회 

구성원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이사회가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요구되는 전문

성을 갖춘 후보자를 발굴하는 것이 지명위원회의 역할이다. 

아래는 지속가능경영의 일환으로 지명위원회에서 담당할 수 있는 몇 가지 책임들이다. 

 이사들의 능력에 관한 기록을 업데이트하고 지명 절차에 지속가능경영 능력을 고려사항으로 도

입한다. 

 이사회 조직으로서의 성과와 각각 구성원으로서의 성과 평가 방식을 확립한다. 지속가능성 척도

가 전반적인 평가 상에서 일부분이 되도록 한다. 

 승계계획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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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 

 

다음은 어떻게 기업들이 내부 위원회 헌장에서 지속가능경영 이슈를 어떻게 다뤄왔는지에 

대한 일부 사례이다. 

 

기업거버넌스위원회 

 기업의 임원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 실시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Biogen Idec) 

 장단기의 잠재적인 추세, 환경, 사회, 거버넌스 이슈에 미치는 영향, 해당 정보 공시 

등을 포함하여, 기업의 책임과 지속가능성 성과에 관하여 주기적으로 이사회에 검

토 및 보고한다.(Intel) 

 제조에 대한 이해, 기술, 금융, 마케팅, 해외경험 등과 같은 능력과 다양성, 나이를 

포함하여, 현재 이사회 구성의 맥락에서 이사들에게 필요한 능력과 특징을 검토한

다.(Intel) 

 

감사위원회 

 회계 원칙의 주요변화 또는 회계 방식의 개발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이 기업 재무보

고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IBM) 

 연간보고서에 통합된 환경 및 사회에 보고를 검토한다. 재무, 사회, 환경 보고에 대

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절성 및 효율성 모니터링 및 검토하고 주요 변경사항을 승

인한다. 재무보고와 관련된 리스크관리 시스템의 효율성을 모니터링하고 리스크 평

가와 관리에 관한 정책을 논의한다. 장기적 인센티브 계획에 있어 재무 목표치의 

산출 및 달성을 검토한다.(Novo Nordisk) 

 적정한 실적, 실적 가이던스, 중요한 재무공시 이슈에 관하여 경영진과 독립된 회계

법인과 논의한다.(Biogen Id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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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 

 

보상위원회 

 가장 최근의 임원 보상에 대한 권고투표(advisory vote) 결과를 평가한다. (Intel) 

 보상 문제와 관련된 주주들의 제안을 검토하고 참여를 제안한다 (Intel) 

 임원 혹은 경영진 보상의 결정 및 제안에 참여하는 보상컨설턴트의 업무수행에

서 발생하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에 관한 평가를 매년 점검한다. (Intel) 

 기업의 발전, 승계 관리, 다양성 노력을 포함하여, 승계계획, 경영자 리더십 개

발을 검토한다. (NIKE) 

 임원 보상에 관한 기업의 전체적인 철학과 관행을 검토한다. 

 리더십 개발을 관리한다.(Unilever) 

 

지명위원회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위한 장기 승계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이사회에 제안서를 

제출한다.(Novo Nordisk) 

 이사회에 요구되는 다양성 측면에서의 진전을 매년 검토한다.(Novo Nordisk) 

 신임 이사회 구성원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자료나 프로그램을 개발 및 관리한

다.(NIKE) 

 이사회와 각 위원회의 연간 자체평가(self-evaluation)를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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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효율적 기업거버넌스 관행의 촉진 

일부 정부와 단체들은 기업과 투자자들이 지속가능경영 이슈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효율적인 기업거버

넌스 절차를 실행하는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힘쓰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노력은 대개 규제나 보고

기준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졌다. 

아래는 거버넌스 개혁의 촉진과 대리인 문제를 완화하고, 개인을 교육하고 지식을 전파하기 위해 세워

진 기관들이다. 

ICGN : 국제기업거버넌스네트워크(ICGN)은 투자자 주도의 기업거버넌스 전문가 조직으로, 효율적인 시

장과 세계경제를 발전시키는 효율적인 기업거버넌스 기준의 고취 및 촉진을 미션으로 하고 있다. 

PRI : UN이 지원하는 책임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는 투자 관행에 6개의 책임투자

원칙을 접목시키기 위해 협력하는 투자자들의 국제적인 네트워크이다. 

GCGF : 세계기업거버넌스포럼(GCGF)은 국제금융공사(IFC) 기업거버넌스그룹의 조직이다. GCGF는 신흥시

장과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기업거버넌스 개혁을 지원하여, 영국과 같이 효율적인 거버넌스를 촉진하

는 규제 부문에서 상당한 진전에 기여하였다.38 영국거버넌스모범규준(UK Corporate Governance Code)은 

이사회 리더십과 효율성, 보상, 책임, 주주관계에 관한 모범적인 관행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39 런던증

권거래소 상장규칙(Listing Rules of London Stock Exchange)에 한가지 요구사항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프

리미엄 상장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권고사항을 준수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준수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원칙준수·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리미엄 상장이란 기업이 영국의 가장 강력한 규제기준과 거버넌스를 충족하는 것을 의미하고 결과적

으로 높은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 제고를 통해 낮은 자본비용을 누리는 것이다. 2010년, 영국의 스튜어드

십 코드(Stewardship Code)가 공표되었는데, 이는 주주들의 장기적인 위험조정수익의 증가를 위해 자산

관리사와 기업 사이의 인게이지먼트(Engagement)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40  

공시와 보고의 기준은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일례로, 지속가능성보고는 국가의 주요 특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다양한 법률과 규정을 통해 지속가능경영 공시를 의무화한 국가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직원 교육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기업을 비롯하여, 사회 내 비즈니스 리더들의 높은 사회적 책임

을 누린다.41 의무적인 지속가능성보고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기업들의 윤리적 경영관행 채택과 효율적인 

거버넌스가 훨씬 더 눈에 띄게 확산된다.42 

아래는 ESG정보 보고에 관한 프레임워크와 기준을 만드는 노력을 하는 핵심적인 조직들이다. 

GRI :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는 지속가능경영 보고를 특정 조직이 보다 지속가능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도록 촉진하는 단체이다.43 GRI의 비전은 조직이 자체적인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거버넌스 상의 성과 및 영향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투명하게 보고하는 지속가능

한 글로벌 경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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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B :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SASB)는 미국 상장기업에 활용기준을 제공하는 비영리 

조직이다.44 SASB는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적합한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s Forms 

10-K 와 20-F(혹은 다른 양식의 신청) 양식에 따른 공시에서 섹터에 알맞는 지속가능회계 기준

을 개발하는 것을 추구한다. SASB의 업무는 대개 미국 중심이나, 미국 대기업의 대부분이 전세계

적으로 활동 및 경쟁한다는 점과 어떤 섹터에서 중요한 ESG 이슈가 전세계적으로 거의 흡사하

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SASB의 기준은 전세계 대부분의 기업으로 확산되고 적용될 가능성이 매

우 높을 것이다. 

IIRC : 국제통합보고위원회(IIRC)는 “International <IR> Framework”를 만든 비영리 조직으로, 이 프레임워

크는 Business Network Pilot Program과 함께 테스트 중에 있다.45 IIRC는 통합보고 프레임워크에 

관한 합의를 이루고 일관성 있는 방법론의 개발을 추구한다. 이 다중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세스에

서는 기업, 투자자, 회계사, 증권 규제자, 기준설립 단체, 시민 사회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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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버넌스의 현황 

4.1 현재의 거버넌스 관행은 적합한가? 

거버넌스의 역할은 지속가능한 전략을 실행하는 근간이 되지만, 사업전략과 지속가능성의 순조로운 결

합을 저해하는 몇 가지 근본적인 취약점이 현존한다. 본 섹션에서는 오늘날 이러한 기업거버넌스 약점

과 이것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룰 것이다. AMWG은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취약점이 

지닌 의미를 서술하였다.  

 

이사회의 지속가능경영 

섹션3에서 논했듯이, 이사회 위원회가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감독을 확실히 하기 위해 헌장에 포함시킬 

수 있는 이사회의 다양한 역할이 존재한다.  

현재까지 에너지, 기초소재, 유틸리티 등, 부정적 외부효과(환경 영향, 잘못된 노동관행 등)로 인하여 이

전부터 조사를 받아온 섹터 내의 기업 이사회는 기업의 책임 및 지속가능경영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두

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46 최근의 연구보고서는 Cisco System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Cisco는 2009년 연간

보고서에 이사회가 지속가능경영 이슈 감독에 참여한다고 언급했으나, 곧 이사회의 위원회 헌장 검토에

서 Cisco는 어떠한 위원회에도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책임을 할당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47 

지속가능경영 이슈를 이사회 위원회 헌장에 통합하는 것은 지속가능경영 이슈에 대한 노력을 보여주고 

책임을 분명히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목표 및 성과의 측정을 정의한 이후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할당하는 것이 뒤따른다. 이러한 중요한 단계들의 실행 없이, 지속가능한 전략을 향한 큰 진전은 있을 

수 없다. 

 

이사회는 조직을 지배할 전문성이 있는가? 

기업 이사회의 능력과 경험은 기업의 전략에 부합해야만 한다. 사업이 국제적으로 확장할수록, 국제시장 

경험을 겸비한 다양화된 이사회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해외시장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는 이사들은 

성공의 기회를 높이는 동시에, 해외 확장이나 해외영업에 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48 또한 이사의 산

업 경험과 능력은 반드시 기업과 접점이 있어야 하고 다른 이사회 구성원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맡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감사

위원회에는 이사회가 전문성과 관련하여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몇 가지 요

구사항이 존재한다. 1) 감사위원회의 각 구성원은 반드시 재무적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감사위원회에 지

명된 이후 일정기간 내에 재무적 지식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러한 자격은 이사회의 경영 판단에 있어 

필요한 것이다.49 더불어,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 최소 한 명은 회계 혹은 이와 관련된 재무관리 전문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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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드시 겸비해야 하는데, 이 또한 이사회가 경영 판단에 있어 이러한 자질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49 

다른 위원회들에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지속가능경영위원회 혹은 기존위원회의 헌장에 지

속가능성 이슈를 결합하는 경우에, 이사들은 요구되는 능력 및 경험, 또는 이를 실행할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요구되는 경험과 배경지식이 부족한 이사들은 이사회의 효율적인 작동과 기업의 미래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사례 연구 

 

2미국의 세계적인 테크놀로지 기업 NVIDIA는 2012년에 4억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50 

NVIDIA의 10-K 양식 보고서에 따르면, “NVIDIA 매출의 대부분은 미국 밖에 거주하는 고객

들로부터 발생했고, 직원을 포함한 NVIDIA 자산 상당부분은 미국 영토 밖에 자리하고 있

다.”51 NVIDIA의 2012년, 2011년, 2010년의 총 매출의 각각 78%, 83%, 84%가 미국 외에서 발

생했다.52 NVIDIA는 9명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한 명만 해외업무 경험이 

있고, 북미 이외의 지역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53 

 

Amazon.com, Inc는 2012년에 61억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미국의 전자상거래 기업이다.54 

Amazon은 다양화된 이사회를 두고 있는데, 구성원들은 투자 커뮤니티, 기술 섹터, 법률, 자

선 등의 분야에서 모였다. 2010년 Amazon이 전자책(e-book)과 태블릿 분야로 서비스를 확

장할 때, 회사는 Hewlett-Packard의 팜 스마트폰(Palm smartphone) 부문 책임자 Jonathan 

Rubinstein을 이사회에 선출했다.55 그리고 2012년, 아마존은 클린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을 

지낸 Jamie S. Gorelick을 이사회에 선출했다. Gorelick의 경력은 규제 및 집행 부문에서 기업

을 대변하는 역할을 포함한다.56  Amazon의 이사 선출은 전략에 필요한 전문성을 이사회에 

갖추기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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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업무 시간할애 

일부 이사들이 여러 이사회에 소속되는 경향이 관측되어, 이사회 구성원의 이사회 할애시간이 최근에 

조사되었다. 소위 ‘바쁜 이사(busy directors)’들의 업무할애 시간은 취약한 기업거버넌스와 낮은 재무성과

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이사들이 세 개 혹은 그 이상의 이사회에서 활동을 하면 ‘바쁜’ 

것으로 간주된다.57 

기업의 이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이사회 회의 준비 및 출석과 함께 정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게

다가, 대부분의 이사들은 최소 두 개 이상의 위원회에 참여하는데, 이는 추가적인 준비와 회의를 필요로 

한다.58 일년에 있었던 이사회 회의의 횟수를 추적하는 것은 기업이 처한 문제에 이사들이 할애한 시간

이 얼마인지 정확한 수치를 보여준다.59 2010년에는 이사회의 41%가 4~6회의 회의를 가졌고, 한편 35%

는 7~9회의 회의를 가졌다.60 평균 회의 횟수는 7.8회였다.61 이사의 노력과 시간할애를 측정하는 또 다

른 방식은 이사들이 소속된 이사회의 수를 확인하는 것이다. 더 많은 이사진에 참여하는 이사는 각각의 

기업 업무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연적으로 제한 될 것이다.  

개인이 참여하는 이사회의 수 또한 이사회 회의 출석과 관련이 있다. 다수의 이사회에 소속된 이사들은 

자주 이사회 회의에 불참하는 경향을 보인다.62 최근 금융위기 동안에 이사회 회의 횟수와 이사들의 해

당 회의 출석수는 기업의 주가와 양(+)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63 이사회 회의와 해당 회의에 

출석하는 것은 이사들이 기업의 특수한 정보를 얻고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채널이

다.64 

 

 

사례 연구 

 

미국의 방송회사 Sirius XM Radio는 2012년에 34억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65 Sirius의 이

사회는 13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있고, 한 해에 7회의 회의를 가진다. 이사회 구성원들은 

평균 2.9개의 이사회에 참여하는데, 3명은 4개이상의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다.66 2011년에 

한 구성원은 이사회최소참석 요건(75%)을 충족하지 못했다.67 

 

Hertz Global Holdings Inc.는 145개국에 자리잡고 있는 미국의 자동차렌트 회사이다. 2012년

에 Hertz는 88억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68 Hertz에는 12명의 이사회 구성원이 있고, 일

년에 14회의 회의를 가진다. 이사회 구성원은 평균 1.5개의 이사회에 참여하고, 구성원 중 

누구도 5개 이상의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는다.69 2011년에 이사회최소참석(75%)을 충족하지 

못한 구성원은 없었다.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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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 CEO의 보수 

CEO의 보수는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직원 평균 보수와는 간극이 생겼다. 미국에서 CEO부

터 직원 사이의 임금 중위값은 1980년 42에서 2010년 343까지 증가했다.71 2011년에 J.C. Penney의 전

(前) CEO는 고용 당시 미국 백화점 종업원의 평균 보수의 1,795배에 달하는 보수를 받았다.72 

미 경제정책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CEO의 보수는 1978년에서 2011년 사이 725% 이상 증가하였다.73 

CEO와 직원들의 평균임금의 비율을 측정하는 종업원평균임금 대비 CEO임금 비율 또한 1965년에 

18.3:1에서, 2000년에 최고 411.3:1으로 극적으로 증가했다가, 2011년에 209.4:1까지 감소하였다. CEO의 

높은 임금은 세계화된 시장에서 최고의 인재를 유치 및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고 직원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기업의 비전을 설계하고, 성공적으로 전략을 실행하는 매우 도전적인 업무에 대한 보상이라는 이

유로 합리화된다. 게다가, CEO는 기업의 주주들을 위해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으며, 따라서 이들의 임

금은 비교적으로 적다는 것이다.74 

CEO의 높은 임금에 반대하는 의견은 높은 보수가 CEO의 가능성을 왜곡하고 비합리적인 인센티브를 만

들어낸다는 근거를 담고 있다. 높은 보수는 직원, 주주, 이해관계자에게 해를 끼치며, 기업의 장기적 이

익이 되지 않는 의사결정과 행동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줄 수 있다.75 또한 높은 임원 보수는 직원 동기

부여, 생산성, 이직률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76 최근의 연구보고서는 “10%의 초과수당을 CEO에게 

지급한 기업은 이후 3년에 걸쳐 약 8%의 비정상적인 손실을 기록했다”라고 밝혔다.77 그리고 임원 보상

컨설턴트를 기용하는 것은 급격한 CEO임금 상승을 촉진하기 위해 제안되었다.78 

최근에는 매우 높은 CEO의 임금뿐만 아니라, CEO와 다른 고위간부들 사이의 임금격차가 주목을 받았다. 

투자자, 신용등급평가사, 규제자들은 효율적 기업거버넌스에서 임금격차가 지니는 효과를 분석하기 시작

했다.79 Moody’s는 CEO와 고위임원들 사이의 큰 임금격차를 신용리스크의 적신호로 간주하고, CEO의 임

금이 위임장권유신고서(proxy statement)에 명명된 고위임원보다 세 배 이상 많은 경우에는 특별히 더 

심각한 적신호로 여긴다.80 Dodd-Frank 법안에 따라, 상장기업은 CEO의 임금과 다른 모든 직원임금의 

중위값 비율을 공시하도록 요구된다. 주주들은 심각한 임금격차를 CEO가 정착을 하는 증상으로 간주할 

수 있고, 이는 CEO가 재임기간 동안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거나 그가 회사를 떠날 때에 기업의 승계 위

험이 크다는 것을 암시한다. Bebchuck 외 2명은 임원 임금격차는 기업가치의 감소와 미래현금흐름의 감

소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81 또한 Chen외 2명은 임원의 임금격차와 자기자본비용 사이에 유

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CEO가 가까운 미래에 회사를 떠날 가능성이 

높고 적합한 후임자를 찾기가 더 어렵다면 양의 상관관계는 더욱 확연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82 이러한 

결과는 승계계획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유럽의 임원 임금수준은 미국보다 낮은 경향이 있다. CEO의 임금을 분석한 최근의 연구는 미국의 CEO

들은 기업규모, 매출액, 이사회의 소유권과 구성을 조정한 이후, 2006년에 해외의 CEO들에 비해 26% 이

상의 임금을 받았다고 밝혔다.83 그러나 CEO의 임금은 미국과 같이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상되고 있

는데,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사례로 독일에서 “직원 평균 임금이 2000년 이후로 6.1% 상승하였고, 반면에 

독일의 DAX 증권거래소 상장기업들의 고위 임원 임금은 같은 기간 55% 증가하였다”고 밝혔다.84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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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럽에서는 CEO 임금한도에 대한 규제압박이 존재하는데, 미국에서는 상장기업의 직원대비 CEO의 

임금비율을 공시하자는 제안과 함께, 다른 유럽나라에서는 상여금의 한도를 정하고, 주주들이 임원보상

을 결정하며,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을 제한하고, 퇴직금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기를 원하고 있

다.85 

[표 1]의 데이터 분석은 과도한 CEO 임금에 따르는 비용에 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표 1]에 CEO 목록

은 1992년부터 2005년 사이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임원을 보여주는 보고서에서 취합되었

다.86 해당 기업들은 2006년 Wall Street Journal의 기사에서 확인되었다. AMWG는 해당 기업들의 6년

(2008-2013)동안의 주가 데이터를 수집하여 동기간 경쟁사의 주가 수익과 비교하였다. 이러한 비교의 목

적은 이사회 구성원을 고액의 임금을 받는 CEO들 중에서 고용함에 따라 주어지는 체계적인 경쟁우위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다시 질문으로 하자면, CEO에게 가장 높은 보수를 부여한 기업의 경쟁우위와 재

무건정성은 어떠하냐는 것이다. 만일 CEO 보상이 기업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자리매김을 얼마나 잘했

는가에 대해 이사회가 고려하는 정도를 반영한다면, 이 기업은 미래에 경쟁사들을 능가할 것이다. 반대

로, CEO보상이 잠재적으로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놓치면서 현재 성과만을 반영한다면 미래에 

이 기업은 경쟁사들보다 실적을 내지 못할 것이다. 후자의 경우와 같이, 20개 중 12개의 기업은 경쟁사

를 뛰어넘지 못했다. 흥미로운 것은 경쟁사보다 우월한 성과를 보인 8개 기업 중에서 3곳은 기업의 설

립자 혹은 공동설립자가 CEO를 맡고 있었다. (Lawrence Ellison – Oracle, Irwin Jacobs – Qualcomm, 

Dwight Schar – NVR). 

 

사례 연구 

 

Novartis AG는 스위스를 기반으로 한 다국적기업으로 제약회사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헬스케

어 제품에 관한 리서치, 개발, 제조, 마케팅 전문 회사이다.87 이 기업은 2012년 560억 달러

의 매출을 기록했다. Novartis의 CEO Joe Jimenez는 2012년 스위스에서 총 1,320만 스위스

프랑으로 가장 높은 임금을 받은 CEO이다.88 이에 비해, 유럽의 Stoxx 600 지수에 포함되고 

임원들의 임금을 공시한 기업의 평균 CEO 임금은 270만 유로(330만 스위스프랑)였다.89 최

근에 Novartis는 은퇴하는 Daniel Vasella 회장에게 7800만 달러의 보수를 제안했을 때 스위

스 대중의 격분을 샀다. 2013년 3월, 스위스 유권자들은 상장기업이 주주들에게 고위 임원

의 임금에 대한 법적 연간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국민투표에 찬성하는 동시에, “황금악수

(golden handshake)” 및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s)” 관행을 철폐했다.91 

 

Swedbank는 스웨덴 기반의 소매금융, 자산관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다. 이 은행

은 2012년에 144억 SEK(스웨덴 크로나)의 매출액을 기록했다.92 Swedbank의 CEO, Michael 

wolf는 2012년에 1130만 SEK (169만 달러)를 벌었다.93 은행의 다른 고위임원들과 마찬가지

로, 그는 상여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94 Wolf는 자신의 보상에 대해 “나는 스웨덴의 많은 

다른 근로자에 비해 적게 받지 않는다, 나는 아주 많이 받는다”고 언급했다.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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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S&P 분류) 
기업명 CEO 

기업 주가 

변화(단위 %) 

경쟁사 주가 

변화 (단위 %) 
산업 조정 

Managed Care United Health Group 
William McGuire 

Stephen Hemsley 
27.3 57.0 -29.7 

Systems Software Oracle Lawrence Ellison 82.7 33.7 49.0 

Diversified Banking Citigroup Sandford Weill -90.6 8.2 -98.8 

Movies & Entertainment Disney Michael Eisner 90.0 62.2 27.8 

Consumer Finance Capital One Finance Richard Fairbank -13.7 29.7 -43.4 

Internet Software & Services IAC/InteractiveCorp Barry Diller -32.3 48.0 -80.3 

Oil & Gas Drilling Nabors Industries 
Eugene Isenberg 

Anthony Petrello 
-47.0 32.3 -79.3 

Computer Hardware Dell 
Michael Dell 

Kevin Rollins 
-48.9 71.0 -119.9 

Internet Software & Services Yahoo Terry Semel 5.0 100.0 -95.0 

Communications Equipment Cisco Systems John Chambers -7.3 11.1 -18.4 

Communications Equipment Qualcomm Irwin Jacobs 65.1 -4.3 69.4 

Biotechnology 

Genentech  

(26 March 2009 

acquired by La 

Roche) 

Arthur Levinson 16.1 -25.3 41.4 

Internet Software & Services Google Omid Kordestani 96.7 30.9 65.8 

Home Building NVR Dwight Schar 53.4 -31.2 84.6 

Pharmaceuticals Forest Laboratories Howard Solomon -13.6 80.0 -93.6 

Trucking Avis Budget Grp Henry Silverman 41.0 72.0 -31.0 

Oil & Gas Refining 

& Marketing 
Valero Energy William Greehey -30.5 79.0 -109.5 

Restaurants Starbucks Howard Schultz 97.2 72.7 24.5 

Thrifts   

& Mortgage Finance 

Countrywide 

Financial 
Angelo Mozilo -90.0 -23.9 -66.1 

Aerospace & Defence United Technologies George David 59.2 31.6 27.6 

Investment Banking  

& Brokerage 
Lehman Brothers Richard Fuld Jr. -100.0 -30.3 -69.7 

 

 

[표 1] 

2008-2013년의 기간 동안 기업의 주가 변화 및 1992-2005년의 기간 동안 스톡옵션 통해 가장 많은 수

익을 얻은 CEO들의 목록. 비교를 위해 동기간 경쟁사의 주요 경쟁사의 주가변화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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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 스톡옵션 

일부 현행 보상제도의 단기적 속성은 과도한 리스크 감수 및 단기기회주의와 관련이 있었다. 연간 재무

성과에 연동된 보수는 잘못된 유인을 만들어냈고, 이는 금융산업에서 명백하게 볼 수 있는 결과이다. 스

톱옵션을 바탕으로 한 보상 아이디어가 경영 및 주주의 유인과도 일치하는 좋은 해결책으로 등장한 반

면, 최근의 연구는 몇 가지 의도치 않은 결과가 조직과 시장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판단 했다.96 

스톱옵션은 점점 CEO 보수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빠르게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스톡옵션을 완

벽치 못하게 하는 몇 가지 경고들이 존재한다. 먼저 스톡옵션은 CEO에게 특별한 부정적인 영향 없이 긍

정정인 결과를 가져다 준다. 주가가 오르면 CEO는 수익을 얻고, 주식가격이 떨어진다 해도 CEO는 돈을 

잃는다기 보다는 돈을 적게 번다. 이는 위험을 감수하여 보상을 얻게 되면 이익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경영 상 위험감수의 정도를 높일 수 있다. 둘째는, 스톡옵션은 다른 기업의 성과와는 관계없이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스톡옵션은 기업이 경쟁사보다 성과가 좋지 않음에도 CEO에게 대가를 지불

한다. 시장이 모든 주가를 끌어올리는 상승장에서는, 산업 최하위까지 포함하여 모든 기업의 CEO가 이

익을 얻는다.99 

Dennis Michadud와 Yuwei Gai는 CEO보상과 이것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였

다.100  연구표본은 자기자본이익률, 평균 자기자본이익율, 경제적부가가치로 성과를 측정한 10개년(1995-

2004)기간, 276개 기업(S&P 중)이 선정되었다. CEO 보상은 총 6개의 범주로 측정되었다. 1)CEO 임금,  

2)제한부주식 보상(restricted stock grants), 3)부여 옵션, 4)상여금, 5)장기 인센티브 지급, 6)CEO 총 보상. 

흥미롭게도 저자는 기업성과는 CEO보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또한 상여금이나 스톡옵션과 같은 보상의 

인센티브적인 요소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례 연구 

 

미국의 다국적 컴퓨터기술회사 Oracle은 2012년에 매출액 370억 달러를 기록했다.101 Oracle

의 CEO Lawrence Ellison은 2012년 미국 내 모든 상장기업 CEO 중, 9,620만 달러를 받아 가

장 많은 보수를 챙겼다. 그의 임금은 겨우 1달러였으나, 스톡옵션으로 9070만 달러를 받았

고, 이는 그의 임금의 94%를 차지했다.102 그는 제한부주식이나 인센티브 보상을 받지는 않

았다.103 그리고 회계연도 2012년, Oracle의 주식가격은 22% 하락하였다.104 

 

Fortune 100 기업 중의 하나인 Tesoro는 텍사스를 기반의 정유 및 석유화학 회사이다. 

Tesoro는 2012년 330억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105 이 기업은 스톡옵션을 임원의 보상형

태로 부여하는 것을 폐지하기 시작했다. Tesoro의 보상복지 관리이사 Rob Patterson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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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쓸만한 이상적인 수단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106 그들은 기간확정제한부 주식과 특정 

성과목표치를 달성할 경우에 현금 보상을 포함하여, 다른 수단들을 통해 직원들을 고취시키

는 시도를 하고 있다.   

 

보상 – 보상기준기간(Time Horizon) 

기업의 임원은 대개 보상을 위한 최소보상기준기간을 가진다. 2012년 미국 1500대 기업에 관한 연구에

서는 오직 8% 미만의 기업이 임원 보상을 4년 이상의 기간을 감안하는 성과 척도에 연계하고 있는 것

으로 밝혀졌다.107 금융산업연구팀에 의한 최근 연구는 가변보상과 상여금을 3년 이상 뒤로 미루는 것을 

제안하였다.108 그리고 CEO가 단기적인 수익을 위해 기업의 장기적인 전략과 수익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

기 위해서는 보다 긴 임기 및 보상기간기준이 필요하다.109 

지속가능한 전략수립에 참여하는 이사회는 단기적인 재무성과보다는, CEO의 전략 수행과 장기적인 성과

에 보다 초점을 둘 확률이 높다. 

 

 

사례 연구 

 

Voestalpine AG는 철강제품을 생산, 가공, 유통하는 회사로 오스트리아에 기반을 둔 기업이

다. Voestalpine AG는 자동차, 가전제품, 철도, 석유 및 가스 산업을 대상으로 제품을 공급한

다. 2011년과 2012년에, Voestalpine AG는 매출액 120억 유로를 기록했다.111 Voestalpine AG

의 CEO Wolfgang Eder는 2012년에 230만 유로의 보수를 받았다. 그리고 그의 보수는 장기

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112 CEO의 보수 지급을 위한 보상기준기간은 겨

우 1년이였고, 경영진이나 이사회의 임원 어느 누구도 보상이 2년 이상을 내다보는 목표치

혹은 목표에 연계된 구성원이 없었다.  

 

Eaton Corporation은 미국을 기반으로 한 전력관리 회사로, 2012년에 매출액 163억 달러를 

기록했다.114 Eaton Corporation은 임원의 임금을 설정 할 때 4년의 성과 기간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 보상의 일부는 자본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수익을 기반으로 한다.115 

 

 



지속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  ·   통합거버넌스  ·  UNEP FI Asset Management Working Group Report 

33 

 

승계계획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지속가능한 CEO 승계계획이다. 승계계획의 프로세는 선발, 개발, 

평가, CEO 보상을 포함한다. 최근 일부 기업에서 관찰되는 높은 CEO 이직률과 새로운 CEO를 요구하는 

주주들의 압박 증가는 이사회 의제에서 승계계획을 핵심적인 전략과제로 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한

다. PwC에서 수행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66%의 임원들이 승계계획에 보다 많은 시간을 소비할 의사를 

표하여, CEO 승계 자체는 임원들이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자 하는 전략적 계획 이후의 부차적인 문

제임을 보여주었다.116 

승계계획과 내부적인 능력개발은 기업 리스크관리에 있어 근본적인 요소가 되었다. 투자자, 신용등급평

가사, 정부단체는 승계계획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바람직한 CEO 승계계획의 부재는 이사회의 준비성 부족 및 거버넌스의 약점을 드러내어, 투자자들에 의

해 면밀히 조사되어 왔다. 최근의 예는 Microsoft의 CEO Steve Ballmer의 은퇴와 대체자의 부재 사례, 또

Bank of America의 사례로, Ken Lewis가 회사를 떠난다는 발표는 이사회를 당혹감에 사로잡히게 만들었

다.117,118 이사회는 승계자를 찾는데 약 3개월을 허비하였고,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주가는 10% 하락하였

다. 

 

사례 연구 

 

Occidental Petroleum은 캘리포니아를 기반으로 한 석유가스 탐사 및 생산 기업이다. 

Occidental Petroleum는 주로 미국, 중동, 라틴 아메리카에서 영업활동을 통해 매출액 241억 

달러를 기록했다. Occidental의 거버넌스 관행을 둘러싼 우려는 캘리포니아교사연금

(CalSTRS)의 기업거버넌스 이사 Anne Sheehan과 행동주의 투자펀드 Relational Investors 

LLC의 설립자 겸 대표 Ralph Whitworth의 공동서한( joint letter) 작성을 야기했다. 공동서한

에서 그들은 기업의 보상, 승계계획, 이사회 구성을 비판하였다. 각기 다른 측면에서의 이사

회 평가가 아래 [표 2]에 제시되었다. 각 이사의 주요 특징을 포함한 배경과 함께 이사회의 

사외이사 명단이 제시되어 있다. 종합결과인 ‘전반(Overall)’ 행은 AMWG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 주관적인 해석이다. 이사회 분석결과, Occidental Petrolem 이사들의 임기가 매우 길고 연

령 중위값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산업 전문지식은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는 성별 다양성(gender diversity)이 낮으며 이사들은 상대적으로 

겸직을 많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사회의 규모는 주요 경쟁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

으로 확인되었다.(Occidental 15명, ExonMobil 11명, Chevron 13명, Anadarko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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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임  기 연  령 
산업  

전문성 

산업  

연관성 

지리적  

전문성 

지리적 

연관성 

겸직 

수 
성  별 

Abraham 7 57 정치 O 미국 O 5 남성 

Chalsty 16 76 금융 O 미국 O 4 남성 

Djerejian 16 71 외교(정치) O 중동 O 3 남성 

Feick 14 66 공학 O 미국 O 4 남성 

Gutierrez 3 56 금융 O 
미국/라틴

아메리카 
O 4 남성 

Maloney 18 79 컴퓨터 X 미국 O 1 남성 

Poladian 4 58 부동산 X 미국 O 5 남성 

Segovia 18 73 건설 X 
미국/라틴

아메리카 
O 3 남성 

Syriani 29 67 대기업 O 중동 O 4 남성 

Tomich 32 72 건설 X 미국 O 4 여성 

Weisman 10 74 의료 X 미국 O 2 남성 

전반

(Overall) 
✓ ✓  ✓ ✓  ✓ ✓✓  ✓ 

 

 

[표 1] 

2011년 기준 Occidental 사외이사 명단과 주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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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합거버넌스 

다음 질문은 “만약 현행 거버넌스 관행이 지속가능성 문화를 촉진하는데 비효율적이라면, 그 대안은 무

엇인가?”이다. 통합거버넌스는 이사회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리와 함께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

영을 저해하는 현 거버넌스 상에서 식별된 취약점을 다루는 것을 포함한다. 

본 섹션의 앞부분에서는 기업의 거버넌스를 통합거버넌스 모델로 개선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단계를 설

명한다. 기업이 전략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을 주변적인 이슈로 취급하는 것을 벗어나 비즈니

스 모델의 핵심부에 위치시킴에 따라, 거버넌스는 같은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현

행 거버넌스의 일부 취약점들이 어떻게 다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 

 

5.1 통합거버넌스 프레임워크 

통합 거버넌스는 “기업을 경영 및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지속가능경영 이슈들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

창출을 낳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이로운 결과를 보장하는 형태로 결합된 시스템”이다. 섹션 3에서 설명한 

모든 유형의 자원을 통합된 방식으로 관리하는 거버넌스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새로운 거

버넌스를 “통합거버넌스”라고 지칭한다. 통합거버넌스는 지속가능한 전략의 실현을 가능케 하는 메커니

즘이다.  

통합거버넌스는 거버넌스 관행의 궁극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거버넌스 관행 하에서 활동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은 일련의 변화를 겪어야 한다. AMWG는 기업들이 궁극적 목표를 “지속가

능성을 위한 거버넌스”에서 통합거버넌스 관점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  

AMWG는 세 가지 주요단계를 규정하였는데, 이는 각 회사가 통합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나아

가야 할 방향에 관한 각 단계별 특징을 담고 있다([그림 3] 참고). 1단계는 지속가능성이 이사회 의제 밖

에 있는 것을 나타낸다. 1단계의 기업은 전략적 의제에 지속가능성 이슈를 포함하지 않은 기업들로, 단

지(혹은 전혀 없음) 몇 가지 지속가능경영 관련사업을 하고 있다. 1단계에서는 지속가능경영 리스크 및 

기회에 대한 이사회 차원의 논의가 없고 모든 지속가능경영 사업의 책임은 작고 동떨어진 팀에 맡겨진

다.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이러한 기업들이 통합거버넌스를 향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속가

능경영을 통한 가치창출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사회차원에서 지속가능경영 계획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더 할 수 있다. 이사회 구성원이 지속가능경영 이슈를 관리함에 있어 책임의식을 갖추는 것은 

직접적으로 이사회 차원의 논의를 낳는다. 목표와 성과 척도를 설정한 검증된 실천가들이 이러한 위원

회의 성공 열쇠이다. 해당 위원회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겸비하고 

있어야 한다. 필요 시 컨퍼런스 및 세미나에 참석하면, 현행 이슈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고, 다른 

경쟁사들은 비슷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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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기업의 일일 사업활동에 ESG 이슈를 결합시킴으로써 가치창출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하는 분명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가 헌장에 포함해야 할 핵심 목표는 다음

과 같다. 

 지속가능성 계획에 대한 전략을 개발하고 소통하며, 이러한 계획들을 사업의 우선순위에 연결

한다. 지속가능한 전략의 이점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제고한다.  

 기업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이슈를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세한 중요도 매

트릭스(materiality matrix)를 개발한다. 중요도 매트릭스는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이슈들

과 견주어 사업의 리스크 혹은 현재의 기회를 배치하여 보여주는 시각적인 도구이다. . 

 ESG이슈의 잠재적 단기 및 장기적인 트렌드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한다. 기업의 장기적

인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요인을 규명한다.  

 지속가능경영 계획을 관리하고 기업이 참여해야 하는 활동에 관한 제안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지속가능성의 장기적인 목표와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공시와 진전을 모니터링 한다. 

 ESG정보의 정확한 공시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와 협력한다. 

 주요 지속가능경영 도전과제에 대한 이해와 이사에게 요구되는 핵심적인 지속가능경영 능력과 

전문성을 식별하기 위해 지명위원회와 협력한다.  

 적합한 인센티브 계획과 보수를 정하기 위해 보상위원회와 협력한다. 

 기업의 윤리강령(Code of Ethics)이 없다면 만들고, 지속가능경영 이슈를 “윤리강령”에 포함시킨

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설치는 1단계에서 2단계로 나아가는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이는 지속가능

성을 이사회의 의제 밖에 두었다가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거버넌스가 의제의 일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다. 2단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거버넌스는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을 나타낸다. 이러

한 기업들은 보통 핵심성과지표(KPI)를 통해서 노력의 성과를 측정하기 시작하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대개 CSO(Chief Sustainability Officer)를 지명한다. 2단계의 기업들은 지속가능성 이슈를 이사

회 회의 의제로 다루는데도 불구하고, 지속가능경영은 여전히 분리된 기능으로 취급 및 분류된다. 이러

한 기업들은 지속가능’한’ 전략이라기보다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지속가능성 관리는 이사회 차원(이사회 자체 혹은 지명/기업거버넌스위원회와 같은 위원회) 또는 

CEO에게 알려주는 특정 임원의 영역에 속한다. 이는 기업의 규모에 달려있는데, 대기업은 지속가능경영

을 이사회 차원에서 할당하고,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에서는 이를 CEO에 위임한다. 오직 소수의 기업만

이 이사회 차원에서 전담 상설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비금융업 7.5%, 금융업 2.9%으로, 본 

보고서는 미국 SEC에 등록되어 주식을 발행하는 359개 기업체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119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BSR)의 회장 겸 CEO인 Aron Cramer는 “장기간에 걸쳐, 최고의 해결책

은 지속가능경영이 “대세(mainstream)”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이사회 활동에 결합시키는 것이다. 이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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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제  

밖의 지속가능성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거버넌스 

통합거버넌스 

•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설치한다. 

• 지속가능성을 위한 거버

넌스 확립의 가치를 이

해한다. 

• 각각의 이사회 구성원이 

지속가능경영 전략수립 

기여에 책임감을 가진

다. 
 

• 통합보고방식 채택 

• 지속가능성을 통하여 혁

신한다. 

•성과경계(performance 

frontier)을 확장한다. 

 

난 십 년에 걸쳐 여러 기업 지도자들의 지속가능성을 사업전략과 운영에 통합하려는 꼭 필요한 노력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상적으로는, 10년안에 전담 이사회 위원회가 더 이상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질 것이

나 지금은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매우 분명하게 표현하였다.120 

 

1 단계  2 단계  3 단계 

   

• 지속가능성은 이사회 회의에

서 의제 항목이 아니다. 

 

• 독립적인 프로젝트로 진행되

는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이 

존재할 수 있음. 

• 지속가능성 이슈가 이사회 의

제에 포함된다. 

 

• 거버넌스 자체에서 지속가능한 

사업 전략을 구상하기 위한 위

원회를 설치하거나 최고지속가

능책임자(CSO)에게 책임을 할

당한다. 

 

• 지속가능경영 사업에 대한 성

과를 측정하는 척도와 핵심성

과지표(KPI)를 설정한다. 

• 지속가능한 전략관리가 이사회

에 의해 수행된다. 

 

• 지속가능성 리스크 및 기회가 

끊임없이 전략적 의제에 부분

을 차지한다. 

 

• 지속가능경영위원회가 불필요 

 

• 통합보고(Integrated reporting)가 

재무 및 비재무적 목표에 대한

진전을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

로 활용된다. 
 

다음 단계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과정 
 

    

    

  지속가능경영과 전략이  

  분리되어 있음 

지속가능경영 전략 

 

 

지속가능한 전략  

 

[그림 3] 

지속가능경영과 전략이  

분리되어 있음 

지속가능경영 전략 

(Sustainability Strategy) 

지속가능한 전략 

(Sustainabl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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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거버넌스를 채택하기 위해 기업이 거버넌스 관행 상에서 거쳐야 하는 과정 

2단계에서는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책임을 할당하는 것은 적절한 인센티브와 연계되어야 한다. 목표가 

정립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진전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 임원들과 다른 소속 직원들의 보상제도는 바람

직한 인센티브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임금수준과 스톡옵션은 장기간의 보상기준기간을 두어야 하고 목

표치에 대한 성과를 바탕으로 주어져야 한다. 

통합거버넌스인 3단계로의 이행에서는 각각의 이사회 구성원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전략을 촉진하는 방

향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분리된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필요로 하지 않고, 기업 전략으로 전체적인 통합

을 필요로 한다. 섹션3에서 설명되었듯이 각각의 이사회 위원회는 지속가능경영 이슈를 헌장에 포함시

키고 지속가능경영 전담 위원회의 필요를 대체할 수 있다. 통합보고 방식의 채택은 재무 및 ESG 목표를 

향한 진전을 모니터링 하는데 상당한 가치를 더하고, 통합거버넌스 접근의 이점을 이해하는 것을 돕는

다. 

통합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림 3]의 3단계에 묘사되었듯이, 기업은 4가지 요소를 확실하게 정

착시킬 필요가 있다. 1)개인적 차원과 2)조직차원에서의 독립, 3)투자자의 장기간의 적극적 주주권리행사

와 4)인센티브의 일치 

AMWG은 독립성의 의미를 독립적인 사고방식이라 재정의한다. 독립성은 개인적 차원에서 시작되는데, 

이는 기업의 이사회에서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 이사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의

미한다. 개인적 차원에서의 독립적인 사고방식을 위해서는, 이사들이 실용적인 전문성, 조직을 관리할 시

간, 진정성을 나타내는 경력, 높은 윤리의식을 갖추는 것을 필수적인 것으로, 또한 기업 내 임원들과 눈

에 띄는 연고가 없어야 한다. 

개인적 차원에서의 독립성이 확보되면, 다음 단계는 이사회의 가장 바람직한 구조를 정립함으로써, 조직 

차원에서의 독립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AMWG는 기업의 필요뿐만 아니라 이사회 최적의 규모를 고려한 

후에 이사회의 규모를 기업에 적절하도록 구성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사회 내에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또한 다양성(diversity)에 관해서는 전통적인 성(gender), 인종(ethnicity)에 대한 정의, 

그 이상을 다루고 이사들의 배경과 경험의 다양성 또한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사회가 완전하게 제 기능을 하도록 한 이후에 기업은 세 번째 요소인 임원보상이 장기적인 인센티브

를 활용하고 과도하게 높은 보상이 주어지지 않도록 체계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요소는 투자 

커뮤니티와 관련이 있다. 우리는 투자자가 기업의 장기적인 소유주로서 행동하고 참여하기를 제안한다. 

아래 [그림 4]는 거버넌스의 네 가지 요소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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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성 

• 시간 

• 윤리성 

• 유대관계 없음 

• 규모 

• 다양성 

 

 

 

 

투자자의 적극적ㆍ장기적 주주권행사 

  
 

`   
 

   

 

 

[그림 4] 

통합거버넌스의 4가지 핵심 요소. 

 

5.2 개인적 차원에서의 이사회 독립성 

적절한 거버넌스 관행을 실천하기 위해 이사회가 갖추어야 하는 몇 가지의 핵심 요소들이 존재한다. 업

무용이성, 독립성, 경험의 다양성, 보상의 경쟁력, 투명성, 평가 등 유럽기업거버넌스보고서에 언급되어 

있다.121 이사회의 독립성에 대한 전통적 정의는 임원의 인격과 분별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업들은 독

립적이라고 간주되는 사외이사(non-executive director) 목록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되어있고 또한 

이러한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식별해야 한다. 이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i) 임원이 기업 혹은 그룹의 최근 5년 사이 직원이었던 경우, ii) 임원이 기업과 주

요한 사업 관계를 맺었던 경우, iii) 임원이 기업으로부터 추가적인 보수를 받았거나 받는 경우, iv) 임원

이 기업 내 직원과 친인척인 경우, v) 임원이 다른 기업에서 겸하고 있는 이사직을 통해 동기업의 다른 

이사와 관계가 있는 경우, vi) 임원이 지배주주를 대표하는 경우, vii) 임원이 이사회에서 9년 이상 활동한 

경우122 

독립성의 전통적 정의는 규제준수 체크리스트로는 활용될 수 있으나 충분하지는 않다. AMWG이 정의하

는 독립성이란 독립적인 사고방식이다. 책임과 수탁자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개인적 차원에서 진정으

개인적 차원 조직적 차원 이해관계 일치 

• 장기적 보상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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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독립성을 지닌 임원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몇 가지 핵심 요소들이 필요하다. 기업과 연고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임원은 이사회에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전문성을 겸비해야 하고, 사업

을 이해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헌신해야 하며,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5.2.1. 전문성 

조직의 지도부로서, 이사회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문성을 절대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 자질을 보여주

는 긴 목록이 ‘전문성’을 나타낼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적합한 자격과 능력, 경험, 실용적인 전문

지식, 지역 및 시장 지식이다.  

이사회는 진정으로 독립적이기 위해 최소한의 자격과 능력을 갖추어야한다.123 오래 전부터 기업 임원들

은 요구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또는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했다. 

변종파생상품(exotic derivatives)과 다요인변동성모델(multi-factor volatility model)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

본시장에서 비유동성(illiquidity)에 대한 가격책정을 하지 못하는 금융기관의 임원들을 생각해보라. 임원

들이 이러한 개념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금융기관의 가치창출 방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목소리

를 높일 수 있으며,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겠는가? 대부분 금융기관의 임원들은 그들이 경영하던 기업

이 갑자기 파산하였을 때 이사로 지명되었다는 사실은 놀랍지도 않다. 최근의 연구는 많은 사외이사들

이 고위간부 경험(C-suite experience)이 있는 반면, 전 현직 재무담당최고책임자(CFO)들은 생각보다 금

융서비스 회사의 이사회에 적게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는데, 제조업과 비금융업에서 CFO, 재

무 및 회계 책임자 출신의 사외이사 비율이 각각 9%와 9.2%를 보인 반면, 금융업에서는 6.7%를 보였

다.(해당연구는 미국 증권규제위원회에 등록되어 주식을 발행하는 359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였다)124 . 

실용적 전문지식이란 기업에 주요한 자원에 대한 전문지식을 의미한다. 인적자원이 중요한 기업에서는 

인사(HR) 전문지식을 갖춘 임원이 매우 귀하고, 혁신자원이 가장 중요한 기업에서는, 기업가활동 경험을 

지닌 임원이 매우 중요하다. 

한 최근의 연구에서 전문지식의 필요성 또한 강조되었는데, 이사회 후보자의 가장 필요시 되는 특징은 

산업 전문성(48%), 재무 전문성(41%), 경영 전문성(37%) 이였다는 결과를 내놓았다.125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조직내의 가치창출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불행히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상

장기업들의 오직 43%의 사외아사만이 그들이 조직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126 물론, 기

업의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치창출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 뿐만 아니라, 권위있는 기업의 임원들 

가운데서 변화를 이끄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현실적으로 그들은 전략과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긴 목록의 법적 요건을 일일이 체크하는데 집중한다. AMWG는 임원들이 법적 의무

를 무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마주한 전략적 이슈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

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일부 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과 기업의 책임에 관한 역량을 이사회 구성원 선발기준의 한 항목으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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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 시작했다. Prudential Health가 그러한 기업의 한 예이다. Prudential Health의 2012년 지속가능경

영 보고서에서, Constance J. Horner 기업거버넌스/기업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속가능성은 Prudential

의 이사회를 이끄는, 견고히 자리잡은 가치이자 원칙이다. 우리의 노력은 분명하며 환경, 지속가능성, 기

업의 책임에 관한 경력은 Prudential의 이사회에 가시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역량에 속한다”고 명시했

다.127
 

비록 지명위원회가 새로운 이사의 선임에 관한 결정과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을 규정하지만, 이러

한 전문성과 능력을 한층 더 개발하는 것은 기업거버넌스위원회의 역할이 될 것이다. 특히, ESG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모든 이사회 구성원에게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

다. 

★  제언 

각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과 경험에 대한 면밀한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되 항상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해

당 산업과 시장을 고려한다. 

 

5.2.2 업무시간 할애 

이사들의 업무시간 할애에 관한 내용은 ‘바쁜 이사’의 개념과 이에 따른 기업거버넌스와 재무성과 상의 

부작용을 분석한 섹션4에서 다루었다.  

이사들이 맡은 업무는 점점 부담이 증가하며 복잡해지고 있다. 기업은 비즈니스 모델, 혁신, 기술, 돌파

구와 관련하여 유례없이 급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또한 보다 까다로운 규제요건이 시행준비에 놓여있다. 

이러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이사회에서 요구되는 노력에 반영되어야 한다. 중요한 점은 AMWG는 이사들

의 업무시간 할애에 대해 단순히 이사회 회의 참석만을, 즉 시간의 양만을 고려하지 않고, 할애한 시간

의 질(quality)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할애한 시간의 질은 회의를 위한 모든 준비, 필요한 교육 이수, 개

인적인 노력과 할애한 시간을 포함한다.  

이사회의 출석 횟수관한 몇 가지 조사가 실시되었다. 유럽의 이사회 회의 횟수는 연평균 9.4회이고 연간

회의 횟수가 적은 일부 나라에서는 평균 출석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128 연구에 따르면 여성임원

들이 남성임원들 보다 출석률이 높고, 성별이 다양하게 구성된 이사회에서 경영 모니터링에 더 많은 시

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사회 참석은 거버넌스 관행에 관한 문제가 아니며 그렇게 다루어져

서도 안 된다. 이는 임원들이 주주들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의무를 다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것이다.  

임원들은 조직에서 중간 경영진과 하위 직원들과 교류해야 한다. 이러한 유형의 인게이지먼트

(engagement)는 이사회의 사고방식과 의사결정에 있어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

다. 오늘날 임원들은 오직 고위경영진과 교류하며, 임원과 직원 사이에는 높은 벽이 존재한다. 직원과의 

교류는 임원들에게 경영일선과 회사의 일상적인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최고경영진이 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임으로써 직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데 도움이 되고, 따라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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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의 참여를 증진시킨다. 

이러한 중간 경영진과 하위 직원들과의 교류와 함께, 이사들은 조직을 관리하고, 다양한 자원으로부터 

나오는 정보를 처리하는데 시간을 쏟아야 한다. 이는 여러 관계자들로부터 나온 완벽하고 검증된 독립

적인 정보로의 접근을 필요로 한다. 정보의 출처는 중간 경영진, 일선 직원, 고객, 공급자, 커뮤니티, 애

널리스트, 투자자 등이 해당된다.  

 

★  제언 

이사회 출석현황을 검토하고 출석횟수가 낮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일년에 필요한 이사회 회의

수가 많지 않은 것을 감안하여, 전회의 참석에 대한 요구가 정립되어야 한다. 

이사회 구성원이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그들의 의사결정에 해당 정보를 활용하도록 한다. 

 

5.2.3 기업 윤리 

기업의 윤리 및 행위에 대한 관리는 건실한 기업거버넌스의 중요한 요소이다. 이제 윤리강령은 대부분

의 기업들에게 매우 흔하지만, 윤리강령이 매우 포괄적으로 명시되었거나 경영진으로부터의 적절한 실

천이 뒤따르지 않을 때 비효율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사들은 적절한 윤리기준을 세우고 이를 CEO와 

경영진에게 알리며, 기업윤리강령의 기준이 조직의 모든 차원에서 지켜지도록 확실히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윤리성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내재되며 첫 직장에 자리잡기 오래 전에 이미 정립되

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연구는 이와 반대되는 결과를 입증하였다. 윤리성은 경영진의 의사결정, 모범적 

행동, 그리고 마땅히 기업의 방침과 관련이 있다.130 하나의 도덕적 환경으로서의 기업의 영향력은 상당

하다. 품질결함이 드러나 추적이 불가능한 수많은 배송품을 기꺼이 수백만 달러를 들여 즉시 리콜하려

는 CEO는 그의 경영진과 직원들에게 매우 완고한 메시지를 표출한다.131 한 조직 내에 윤리적인 개인 역

시도 비윤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데, 이는 주로 자신의 인지적 편향(cognitive bias)이나 자신을 둘러싼 

인센티브 체계에 기인하는 것이다.132 

기업의 인센티브 구조 정점에 자리한 이사회는 임원과 직원들의 비윤리적인 행동을 가져올 수 있는 내

적 압박과 유인을 제거함으로써 윤리적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다.133  개인의 윤

리적인 행동, 책임감, 정직성을 장려하는 뜻 깊은 기업 방침을 시행함으로써, 윤리적 이슈와 문제가 다뤄

질 수 있다.134 결과적으로 이러한 방침은 기업의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전략을 촉진하는 것을 돕는다.  

기업 윤리의 결여는 기업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투명성을 제고하였고 기업

의 비윤리적인 행동을 식별하고 추적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반면에, 확고한 원칙과 가치관을 지

닌 기업은 시장에서 보상을 받게 되는 반면에, 비윤리적인 기업은 노출이 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확연한 윤리성을 지닌 기업들은 잠재적으로 큰 비용을 가져오는 행정상의 벌금을 줄이고, 취약성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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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인지도, 직원들의 생산성과 노력, 자원에 대한 접근성, 고객충성도를 높일 수 있다.135 광범위한 기

업 윤리강령은 지속가능성 이슈에 관한 소통과 함께 진보적인 실천을 이끄는 장이 된다. 

★  제언 

윤리강령뿐만 아니라, 이사회 구성원과 CEO가 그들의 자세와 행동이 회사 전체의 본보기가 되도록 한다. 

 

5.2.4 연고 관계 

사외이사와 기업 사이에 연고 관계가 없어야 한다는 것은 여전히 이사회의 진정한 독립성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사회 구성원들은 기업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이사들은 정기적으로 경영진을 

제외하고 회의를 가져야 한다. 연고관계의 투명성은 수 년 동안 광범위한 연구의 주제가 되었다. 일부 

기업거버넌스 강령은 이사회가 기업과 연고관계가 없음을 분명히 하기 위한 핵심원칙들을 설명하고 있

다.136 

★  제언 

이사회 구성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과의 연고관계가 확실히 없도록 한다. 

 

5.3 조직차원에서 이사회의 독립 

조직차원에서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두 가지 요소가 존재한다. 임원들은 주요 의사결정에서 

CEO의 영향력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는 적절 인원의 동료 임원들이 필요하다. 이사회 구성원의 다양성

은 두 번째 요소인데, 일반적으로 간과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조직 차원에서의 이사회 독립성

을 구성하는 이 두 중요한 요소들이 본 섹션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5.3.1 이사회의 규모 

이사회의 규모는 그 자체로 독립성과 직결되는데, 특히 CEO가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라는 관점에서 

두드러진다. 이사회 규모가 클수록, CEO의 영향력이 클 가능성이 높다. 연구에 따르면 CEO의 보수는 이

사회의 규모가 클 때 더욱 높았다.137 이러한 영향력을 제공하는 여러가지 원인들을 Bebchuck과 Fried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138 

 이사회 규모가 크면 각각의 이사들의 책임의식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유대감이 약하다. 

 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이사가 누구인지 식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중의 격분을 살 확률이 

낮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  ·   통합거버넌스  ·  UNEP FI Asset Management Working Group Report  

44 

 

 설득해야 하는 이사수가 많기 때문에 CEO 및 CEO의 결정에 반기를 들기 어렵다. 

이사회의 이상적인 규모가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분석에 따라 회사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

면, 이사회에 자문(모니터링 보다는)의 역할이 요구되는 회사에서는 큰 규모의 이사회가 필요하다.139 특

히, 보다 다각화된 사업을 하는 기업과 차입을 많이 한 기업은 이사회의 규모가 클수록 재무상의 가치

를 창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제언 

이사회가 조직차원에서 독립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이사회 규모를 적합하게 한다. 

 

5.3.2. 다양성 

이사회에 있어 다양성 몇 가지 측면을 내포하는데, 이는 성별과 인종뿐만 아니라, 임원들의 배경과 경험 

또한 포함한다. 성별 다양성과 관련하여, 일부 국가들은 규제 혹은 “원칙준수 · 예외설명” 조항을 통해 

준수해야 하는 다양성 정도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수치(target number)를 도입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

사회의 적정 여성비율(33~50%)을 위해 이 비율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처벌을 받는 성별할당제가 실시

되었다.140 이를 시행한 선구적인 국가 중에서, 노르웨이 정부는 40%의 여성비율을 공기업에는 2006년까

지, 상장기업에는 2008년까지 준수를 요하며, 불이행 시 매우 엄격한 제재(불이행 시 상장기업은 거래소

에서 상장 폐지 및 본부를 다른 나라로 이전)를 가하는 여성할당제를 도입하였다.141 프랑스에서는 기업

의 이사회는 2017년까지 40% 이상의 여성임원들을 포함시켜야 한다.142 다른 국가는 기업거버넌스 강령

에 원칙준수 · 예외설명은 요구하지만, 의무는 아닌 성별할당제를 채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적인 수치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67개국에 걸쳐 기업의 이사회에서 여성비율은 10.3%를 차지

하고, 현재 유럽에서 기업 이사회 내 평균 여성비율은 12%에 머무르고 있다.143,144 영국에서는, 30% 

Club(영국 기업의 이사회에 여성의 비율을 확대하기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회장들의 모임)의 회원들은 만

약 이사회에 성별다양성이 낮고 이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거나 불충분하다면 지명위원회 위원장을 재

선출하는 투표 방식을 채택했다. 

다양한 전문성과 교육적 배경, 타(他)산업 경험을 갖춘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는 매우 의사결정에 있어 

창의적이고 유리한 입지에 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 다양화된 집단은 창의력을 조성하고 만장일치

를 추구하면서 나타나는 구성원들의 왜곡되고 비합리적인 사고방식인 집단사고(group thinking)로 부터 

자유롭다.145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은 다른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한 구성원의 개인적 

능력보다 효율적인데, 특히 이러한 집단의 구성원이 높은 수준의 ‘사회적 민감도’ (구성원들이 서로의 감

정을 인지하는 정도)를 가질수록 더욱 효율적인 것으로 드러났다.146 흥미롭게도, 집단에 여성이 많이 있

을수록 사회적 민감도가 높고 이에 따라 집단지성이 더욱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의 인구통계적 특성(나이, 임기, 학력, 전문분야, 교육) 또한 기업의 전략에 변화를 주려는 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다 다양한 멤버들로 구성된 경영팀은 기업 전략에 더욱 변화를 주는 경향이 있

는 것으로 드러났다.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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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으로부터 나오는 다른 잠재적인 이점으로는 다른 자원과 채널에 대한 접근성과, 사회적 기대에 

대한 표본이 됨으로써 투자자 관계(investor relations)와 공공 관계(public relations)의 향상을 들 수 있다. 

AMWG는 이사회의 기능적 다양성은 이사들의 기업이 활동하는 특정 산업과 관련된 전문성의 부족을 

초래하는 잠재적인 비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힘겨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  제언 

독립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전문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성별, 인종, 경험/배경의 측면에서 다양화된

(diversified) 이사회의 균형을 잡는다. 

 

5.4 이해관계의 조정 

통합거버넌스의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재무 및 ESG 척도를 포함하는 적절한 장기적 보상체계를 

활용하여 이해관계과 인센티브를 조정하는 것이다. 

 

5.4.1 보상 체계 

보상은 기업거버넌스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보상의 결정, 특히 CEO와 경영진의 임금에 관한 결정은 

CEO와 경영진, 이사회 사이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사회는 반드시 독립적이여

야 하는데, 이는 재무 및 비재무적 인센티브가 특정 CEO와 그의 경영팀에게만 우호적이어서는 안 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진정으로 독립적이라 할지라도, 주주에 피해를 줄 수도 

있는 보상지급에 이사들이 감수해야 하는 실제적인 비용은 없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성과를 바탕으로 한 인센티브 방침으로 이루어진 보상 제도를 위해서는, 목표설정과 보상기준기간이 매

우 중요하다. 재무적 목표 및 ESG 목표와 장기 성과의 균형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꼭 달성해야 한다. 이

러한 보상제도가 체계화되는 방식은 CEO와 경영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유도하는데, 이는 기

업의 나머지 사람들도 고려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반영된다.  

매우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은 이러한 목적이 달성되는 수단인데, 이는 비윤리적인 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148 보상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프레임워크를 세우는 것의 도전과제는 모든 기업들은 각

각의 전략, 목표, 리스크 프로필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규격이 모두에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상제도의 첫 번째 부분인 재무 및 비재무적 목표의 균형을 고려해보면, 이사들은 적절한 ESG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것이 재무상의 이익 또한 창출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들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이러한 관계는 일부 학술 보고서에서 다뤄졌다. 600개의 상장 대기업과 Ceres Roadmap for 

Sustainability Framework를 기반으로 한 해당 기업들의 지속가능성의 향상을 분석한 Ceres의 최근 연구

는 오직 7%의 기업만이 임원보상을 분명한 ESG 성과 목표치에 연계하였고 9%는 연계는 하였으나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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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목표치는 명시하지 않았고, 나머지 84%는 ESG성과를 임원보상과 연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149 

비전과 미션 선언문을 포괄적인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로 환산하는 수단으로서 균형성과표

(Balanced Score Card)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경영수단으로 입증되었다. 균형성과표는 일반적

으로 재무성과, 고객가치성과, 내부사업성과, 혁신성과, 직원성과 등의 카테고리가 포함된다. 이 모

든 범주는 기업에 유의미한 재무 및 ESG 측면의 대부분을 다루는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

는 각 항목이 직원 보상과, 무엇보다도 CEO와 경영진의 보수와 관련하여 얼만큼의 가중치

를 갖느냐 하는 것이다. 균형성과표는 경영진이 정립하며 실시하며, 이사회에서 정한 원칙

에 의거해야 한다.150 

★  제언 

ESG성과 목표를 임원보상에 연계하고 해당 목표에 대해 의논한다. 

5.4.2. 장기적 보상 체계 

기업 자산의 내용연수에 대해 주의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특정 자산(재고, 건물, 지적재산권, 

특허권, 유전)에 따라 내용연수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핵심은 보상체계가 이러한 자산들을 고려해야 

하고 자산의 질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논리는 단기적인 사

고방식 또는 이직에도 적용된다. CEO 계약에 수당환수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은 당장 두드러지는 추세는 

아니지만, 보상과 인센티브를 조정하는데 유용하다고 증명될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대부분의 이사들이 활용하는 지표는 수익 성장에만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

고 총자산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투자자본이익률은 종종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주주가치의 창출 

혹은 훼손을 나타내는 한 지표는 투자자본이익률인데, 이것은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얼마나 효

율적으로 자금을 활용하는지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사회에서 임금설정 시에 해당 지표를 무시한다면, 임

원은 자본비용이 투자수익률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보상을 받게 된다.151 

현재 지속가능성 척도를 임원보상과 연계하는 방법에 관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지침은 없다. 그러한 

지침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산업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기업들의 각기 다른 지속가능성 이

슈의 중요도에 기인한다. 먼저 주요 이슈를 철저하게 식별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주요 이슈들을 이해

하기 위해, 이는 앞에서 논의했던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의 일이 될 것이다. 먼저 주요 이슈들이 파악되면,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지속가능성 척도를 도입할 수 있고, 이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공의 징검다리의 역할을 할 것이다.  

★  제언 

임원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총자산, 자기자본, 투자자본 이익률과 같은 지표를 활용한다.  

지속가능성 척도를 기업의 장기적인 성공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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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보상컨설턴트의 기용과 부작용 

가장 중요한 제언 중에 하나는 다른 기업의 사례를 단순히 따라 하는 것을 피하라는 것이다. 이사회의 

의사결정은 기업에 이익을 가져오는 동시에, 기업에 특화되어야 한다. CEO 보수 증가에 일조를 하는 보

상 컨설턴트를 기용하는 것은 종종 문제로 거론된다. CEO에게 평균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는 관습은 각 

회사의 세부적인 특징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성과가 뛰어난 개인은 장기적인 성과

에 기반하여, 보상기준기간과 기업의 리스크 프로필에 따라 마땅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경쟁사 대비 향후 CEO 보상 수준을 평가하는 보상컨설턴트가 제시한 ‘평균’ 임금은 항상 경쟁사에서 지

급되는 샘플에 의존한다. IRRC는 연구는 보상 벤치마킹 과정에서의 체계적 편향(systematic biases)을 분

석하였다. S&P 500 기업 중 CEO의 임금이 경쟁사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에 상응하는 성

과로는 설명되지 않는 표본집단을 비교기준 표본이 되는 나머지 S&P 500 회사들의 비교하였다. 결과는 

아래의 흥미로운 결과를 나타냈다. 

* 기업은 더 큰 경쟁사를 벤치마크(시가총액과 매출)로 정하는 경향이 있다. 

CEO 임금이 높은 그룹에 속하는 기업들은 경쟁사에 비해 매출액이 25%가 낮고 시가총액이 45%가 낮

았고 반면에 비교기준 기업들은 매출액이 17%가 낮았고 시가총액은 겨우 5%가 낮았다.  

CEO 임금이 높은 기업들의 CEO 임금은 그들이 정한 경쟁사 그룹의 임금 중위값보다 평균103% 높았다. 

반면에 비교 기업들의 CEO 임금은 경쟁사의 그것보다 평균 15% 낮았다. 

또한 연구는 기업이 산업대비 성과가 저조했거나 CEO가 산업 내에서 높은 보수를 받았을 때, 경쟁사 그

룹은 산업의 경계선을 초월하며 성장했고, 1000대 기업의 2/3는 지난 회계연도 5년 동안 경쟁사 집단의 

성과를 초월했다고 밝혔다.152,153 

언제나 보상이 상승하는 추세를 기대할 수는 없다. 기업은 재무 및 지속가능성 위험이 식별될 경우를 

대비하여 적절한 환수(claw-back) 메커니즘을 갖추어야 한다. 책임투자원칙(PRI)이 제시한 합리적인 

지침에 따르면, “환수 조항뿐만 아니라 비정상 상태 혹은 비의도적 결과를 고려하기 위해 인센티브 

보상은 보상위원회의 자율적 하향조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154 

★  제언 

임원 보상은 언제나 인상되어야 한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가치파괴(value destruction)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환수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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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임원 보상에 대한 주주행동주의 

경영자의 높은 보상을 지적하고 제한을 두는 의도를 담은 주주결의안은 매우 중요하며 영향력을 갖는다. 

한 연구는 일부 기업에서 임원의 보상을 지적하는 주주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2년 동안, 해당 기업들의 

총 보상(산업에 따라 조정함)이 통계적으로 평균 270만 달러가 감소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155 1990년

대 후반 주주들이 경영자 스톡옵션 보상에 많은 반대표를 던졌고 이는 이후 몇 년간 CEO 보상의 인상

을 늦추었다.156 

주주행동주의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Bebchuk과 Fried는 이에 관한 적절한 사례들을 요약하였다.157 

이들이 언급한 사례는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과 이 연금이 부실운영 기업을 찾아내는 관행이었

다. 몇 년 동안 CalPERS는 직접적으로 기업거버넌스 이슈에 관여하기로 결정한 부실운영 기업목록 

‘focus list’를 활용하였고, CalPERS의 경영참여(engagement)는 여러 사례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1991년에 

CalPERS는 일부 CEO들의 요청에 따라 좀 더 ‘부드러운(kind)’ 접근방식을 택하여, 사회적 망신을 주는 

형태의 방식을 없애기로 하였다. 그 결과 기업은 매스컴의 부정적인 관심을 받게 될 위협이 없어졌고, 

CalPERS와의 협력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지 않았다. 1992년 CalPERS는 비협조적인 회사에 사

회적인 망신을 주는 정책을 다시 도입하였다. 이와 같은 CalPERS의 행동은 focus list 상의 기업 이사회 

내의 사내이사 수를 줄이고, CEO 교체가 일어나는 경향을 늘어나면서 눈에 띄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이사들이 임원직에서 벗어나 이사회의 다른 자리를 맡고자 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명예와 함

께, 향후 커리어에 있어서도 영향을 주었다.  

 

5.6 장기적인 적극 주주권리행사 

거버넌스 관행의 변화가 언제나 내부에서 일어날 필요는 없다. 규제가 할 수 있는 역할 이이에도, 외부

적인 압박이 바람직한 조치를 가져오는데, 투자자들은 이러한 외부적 압박을 가하는 최적의 위치에 자

리잡고 있다.158 투자자는 경영진과 이사회에 압박을 주는 주요한 이해관계자가 되는데, 이는 투자자들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 의결권의 효과, 경영진과의 교류 때문이다.159 

투자기간 또한 지속가능한 전략을 실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증권거래소에서 평균보유

기간이 현저히 감소하였는데, 뉴욕증권거래소에서는 1960년대의 평균보유기간 8년에서 20015년에 1년 

이하로 줄어들어, 자본시장에 단기수익주의(short-termism)가 만연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160 투자자의 

단기수익주의는 곧 기업의 단기수익중심을 조장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160 이렇게 되

면 기업은 장기적인 전략의 수립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을 포기하고 다음 분기실적보고서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는 일을 선택한다. 그러나 시장, 즉 투자자와 발행기업 모두가 장기적인 이해를 재조정하기 위

한 방법은 분명 존재한다. 투자자의 충성도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도구들이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검토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이미 존재하지만 아직 크게 발전하지 않았고, 그것의 효율성 또

한 평가되지 않았다.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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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은 단기 투자자들에게 종종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심지어는 보유기간이 긴 투

자자들(자산운용사와 많은 자산가 포함)에게도 그러하며, 5년이라는 기간에 대해 여전히 많은 자산운용

사들은 꽤나 긴 투자기간이라 여긴다. 그러나 분명히 인식해야 할 중요한 것은, 기업이나 투자자 모두에

게 지속가능성이, 특히 리스크 측면에 있어 항상 장기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ESG 위험은 언제나 

막대한 가치 훼손을 가져올 수 있고, 그 순간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지속가능성을 

거버넌스에 적용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의거하는데, 이

는 투자기간이 불명확한 투자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BP의 Deepwater Horizon 폭발이나 Massey 

Energy의 광산 폭발과 같은, ‘가치 파괴’의 사건이 발생할 여지가 큰 기업에 아예 투자를 피하거나, 기업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기업의 주인으로서 행동하는 투자자란 사업모델을 이해하고 경영진과 이사회의 효율성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실시하는 분산투자기법을 고려하면 매우 도전적인 과제가 될 수 

있다. 분산투자와 적극적인 주주권행사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증될 수 있는데, 

이는 집중된 포지션이 투자자로 하여금 투자대상기업을 모니터링하고 또한 개입하는데 더 많은 자원을 

쏟는 것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집중된 포트폴리오가 실제로는 성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163 물론 이는 포트폴리오를 모니터링하고 투자의 지나친 편중을 예방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를 

고려하고 실시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  

 

 

사례 연구 

 

아래는 통합거버넌스의 요소들을 드러내는 3개의 기업 사례이다. 해당 통합거버넌스 요소들

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때는 통합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였다. 첫 번째 과정으로 개

인적 차원에서의 독립성을 평가하였고, 다음은 조직적 차원에서 이사회의 자체적인 독립성

을 평가하였고, 이해 조정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이용된 정보들은 모든 사람이 이용

할 수 있는 기업의 웹사이트, 사업보고서, 주주총회 안내서(proxy statements) 등에서 수집되

었다. 

 

Biogen Idec 

 

Biogen Idec은 미국 메사추세츠주 웨스턴에 기반을 둔 생명공학 기업이다 Biogen Idec은 55

억달러 규모의 매출액을 내고 12명의 임원들이 이사회에 등재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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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gen Idec의 이사들은 하버드의대 유전학 교수이자 하버드 유전자치료 이니셔티브 책임자 

Richard C. Mulligan부터, 투자은행 출신의 Robart W. Pangja,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수석보좌

관을 역임한 변호사 Lynn Shenk까지 출신이 매우 다양하다. 

 

14명의 임원 중 2명(17%)만이 3개 이상의 이사회에 등재되어 있다. 또한 91.67%의 등기임

원이 독립적이며 주주들에 의해 선출되었고, 감사위원회 구성원들 모두가 독립적이다. 12명

의 등기임원 중에서, 3명의 여성이며 이는 이사회의 25%를 차지한다. 또한 이사들 모두가 

2012년 연례 주주총회에 참석하였다. 

 

Biogen은 진정성을 갖춘 윤리적 사업운영의 일환으로 해당산업에 관한 법률과 미국보건복

지부 감찰실의 지침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규제준수 프로그램을 설립하였다. Biogen의 규제

준수 프로그램은 미연구제약공업협회(PhRMA)와 제약산업의 무역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채택

한 PhRMA 강령에 대한 준수 또한 요구하고 있다.   

 

Biogen의 2012년 현금인센티브 계획(2012 Annual Cash Incentive Plan)에서는 Biogen의 기

업의 재무, 전략, 영업 상에서 수립한 목표를 반영하는 기업의 장기목표를 설정하고 가중치

를 배분하였다. 2012년에 Biogen은 40%의 가중치를 재무성과와 상품시장 점유율에 부여하

였고, 50%를 상품의 개발, 런칭, 유통, 제품수명주기에, 10%를 조직 및 기업문화 목표에 부

여하였다. 이러한 목표와 가중치는 단기 성과와 장기적인 성과를 연결 짓는 보상기회를 중

요성 반영하였고, 경영진 인센티브를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와 동일선 상에 두었다.  

 

 

사례 연구 (계속) 

 

Intel 

 

Intel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기반을 둔 다국적 기업이다. Intel은 반도체 전문기

업으로 세계 최대 및 최고품질의 반도체 칩 제조사이다. Intel은 2012년에 매출액 533억 달

러를 기록했다. 이사회는 10명의 등기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자질과 경험을 겸

비한 임원들로 구성되어있다. 스탠포드대 전기공학 교수 James D. Plummer, ebay 최고경영

자 John J. Donahoe, Charlene Barshesfky 대사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 수석무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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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와 주요 무역정책조정가를 역임했고 대통령 내각의 구성원이였다. 임원들의 학력은 주

로 미국에서 이루어졌다. 경영 소비시간과 관련해서는 10명중 1명만이 4개의 이사회에 등재

된 ‘바쁜(3개 이상의 이사회에 등재)’ 임원이었다. 또한 80% 임원들이 독립적인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여성 등기임원은 이사회의 20%(10명중 2명)을 차지한다. 이사회 의장직은 CEO와 분리되어

있다. 2012년에 Intel은 7번의 이사회 회의를 소집했다. 각 이사들에게는 이사회의 모든 회

의와 각각이 속한 위원회 회의 참석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참석 또한 요구된다. 모든 모든 

이사들은 전체 이사회와 각각이 속한 위원회의 회의에 75% 이상 참석하였다. 2008년 이후, 

Intel은 모든 직원(일선직원부터 CEO까지)의 성과 보상패키지를 환경 지속가능성 척도와 연

계하였다. Intel은 또한 사업보고서에 나와있듯이 높은 수준의 사업 윤리와 기업거버넌스를 

위해 노력하며 UN Global Compact LEAD 프로그램의 회원이기도 하다. Intel은 60개 이상의 

기업의 책임과 관련된 상을 수상 및 표창하였다고 언급했다. 

 

Danone 

 

Danone는 파리에 기반을 둔 프랑스 다국적 식료품 기업이다. Danone는 2012년에 210억달

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Danone의 이사회는 14명의 등기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Danone의 임원들은 각기 다른 학력과 전문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 Jacques-Antoine 

Granjon은 전자상거래 회사 vete-privee의 이사회 의장이자 CEO이고, Virginia Stallings은 필

라델피아 아동병원의 소아과 교수이며, Isabelle Seillier는 유럽, 중동아시아, 아프리카의 JP모

건 금융그룹의 책임자였다. 14명중 6명(43%)이 ‘바쁜’ 임원에 속했다. 14명중에서 8명(57%)

이 독립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사회에는 3명(21%)의 여성임원이 있고, 비(非)프랑스 출

신의 임원이 이사회의 28%를 차지한다. 이사회 의장 Frank Riboud는 CEO 직도 수행한다. 

Danone는 UN Global Compact의 서명기관이다.  

Danone는 CSR 이슈에 관한 기업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책임위원회라는 이름의 

거버넌스 조직을 설립하였다. 또한 Danone는 기업행동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세계인권

선언, 경제협력개발기구 지침, 사회기본원칙과 같은 문건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 적 측면은 

Danone의 직원들에게 보람과 책임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2008년 이후로 1400명의 경영임원들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은 보너스 체계의 3가지 측면

에 기반하는데, 1/3은 경제적 성과, 1/3은 사회 및 환경적 성과, 나머지 1/3은 개별적 성과에 

해당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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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결론 

환경 및 사회적 이슈를 기업전략에 결합하는 것은 혁신과 성장을 위한 크나큰 기회를 나타내는 동시에, 

이를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기업거버넌스는 기업을 경영 및 관리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현재의 거버넌스 관행을 개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전략을 수립 및 실행할 수 있

다.  

통합거버넌스는 기업을 경영 및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지속가능성 이슈들이 기업의 가치창출과 이해관

계자들의 장기적인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합된 거버넌스다. 

지속가능성 이슈를 사업전략과 결부시키는 과정에 있는 각 기업들은 자체적인 기업거버넌스 관행을 적

절하게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통합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지속가능성을 이사회의 의제

로 고려하지 않는 1단계 기업들이 거쳐야 하는 첫 번째 과정은 지속가능한 전략의 중요성과 또한 이러

한 전략과 재무적 성과와의 연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2단계 지속가능성을 위한 거버넌스로의 이행은 지

속가능성 이슈가 이사회 의제에 포함되고, 지속가능경영위원회가 설치되며, 지속가능경영 의제에 대한 

진전을 측정할 수 있는 KPI가 구축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기업은 이사회가 기업이 지속가능한 전략을 

책임지고 확립하도록 함으로써 3단계 통합거버넌스로 나아갈 수 있다. 각각의 이사회 구성원에게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리를 할당하고 이를 이사회의 전략적 의제와 의사결정과정에 끊임없이 결합해야 한다. 

통합거버넌스 모델에서는, 지속가능성이 더 이상 분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담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가 필요 없어진다.  

통합거버넌스 모델을 채택하고 지속가능한 전략을 개발하는 것은 기업, 자산가, 자산운용사, 규제기관의 

집단적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들은 통합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 입각하여 거버넌스 관행의 현재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

고 해당하는 단계에 따라, 기업들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적절한 과정을 식별할 수 있다. 또한 기

업들은 통합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다른 경쟁사들과 비교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산가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단기성과주의를 가져오는 유인들은 줄임으로써 기업들을 보조할 수 있다. 

이는 자산가들이 장기적인 성과에 초점을 둔 자본을 배분을 통하여 이뤄질 수 있다. 

자산운용사들은 지속가능성 이슈를 자산배분 결정 과정에 결합시킬 필요가 있다. 통합거버넌스 모델은 

기업이 지속가능한 전략의 수립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하는 거버넌스의 특성이 무엇인지 

식별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투자전문가들은 투자기업의 바람직한 거버넌스 관행을 위한 경

영관여(engagement)에서 통합거버넌스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 

끝으로, 규제자들의 역할은 통합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전략의 실현을 위한 여건조성을 촉진

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는 모든 국내 기업거버넌스 강령이 통합거버넌스를 지향하도록 할 수 있

다. 또한 정부는 시장의 최소 80%를 차지하는 금융중개자들이 자산운용사와 자산가에게 이사 선임 및 

재선임, 임원 보상 및 공시에 관하여 자문할 때 거버넌스의 지속가능성을 포함시키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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