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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15년 12월 2일,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의 초안이 발표된 이후 도입

의 필요성과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자산소유자
와 자산운용사를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 행사 및 경영관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 내용을 보고·공시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법률상 강제가 아닌 연성규범이지만
사실상 규제당국이 주도하기 때문에 코드가 도입되면 기관투자자와 상장회사 모두에게 상당
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영국에서 처음 코드를 제정하고 시행해
왔던 경험을 토대로 스튜어드십 책임(Stewardship Responsibility)의 본질과 쟁점, 한계를 분
석하는 한편, 한국형 코드(초안)의 특징과 문제점을 영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과 비교하여 평
가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스튜어드십 코드는 취지는 이상적이나 기관투자자의 구조적 단기주
의 인센티브,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국내 기관투자자의 비중 등의 문제로 인해 영국과 마찬
가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을 높이겠다
면 청지기 이론(stewardship theory)보다는 전통적인 대리이론(agency theory)의 관점에서 고
객 및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한편, 주식의 보유기간에 따라
의결권을 차등화 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기관투자자의 단기주의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 처방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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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 금융위원회는 2015년 초부터 기업지배구조원,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한국형 스튜어
드십 코드 도입을 위한 TF를 운영, 동년 12월 2일 공청회에서 초안을 발표
- 여기에서 Stewardship Code란 기관투자자(자산소유자+자산관리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원칙을 의미하며, 2010년 영국에서 제정한 Stewardship Code에서 유래
- 한국형 코드는 영국과 비슷하게 고객과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대
상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며, 법률상 강제가 아
닌 일종의 가이드라인 성격의 ‘comply or explain’에 기초한 연성규범
-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책임에 관한 7개 원칙과 지침으로 구성:
① 수탁자 책임 정책 제정·공개
② 이해상충 방지정책 제정·공개
③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지속 점검·감시
④ 수탁자 책임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➄ 의결권 정책 제정·공개, 의결권 행사내역과 사유 공개
➅ 의결권 행사,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보고·공개
➆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전문성 확보
- 초안은 한국형 코드를 통해서 △효과적 위험관리(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 위
험 통제·대응),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성장(주총 활성화, 지배구조 개선, 지속가능
성 개선), △투자자 이익 증진(운용자산 가치의 중장기 증진 도모), △자본시장과 경제
전반의 건전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

▶ 공청회 이후 한국형 코드 도입의 필요성과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과 논란이 확
산되면서 경제계는 부작용을 우려하여 한국형 코드 도입의 재고를 요청
- 우리나라는 기관투자자의 책임에 대해 이미 현행법에 수탁자 의무(fiduciary duty)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였음: 신탁법상 선관주의 의무(제32조)와 충실의무(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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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자본시장법에서는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경영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내용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87조 제8항), 동법 시행령에서는 자산운용회사들이 의
결권 행사와 관련된 내부지침을 제정·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그럼에도 기관투자자들에게 의결권 행사 외에 경영진과 대화, 주주제안, 이사추천 등
의 경영관여 활동에 적극 나서도록 촉구하는 코드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이들의 자본
시장 내 높은 비중을 활용하여 기업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의도로 보임
- 그러나 코드는 형식과 관계없이 사실상 금융당국이 주도하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들은
부담스러운 규제로 인식하는 한편, ‘상장기업들은 정부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
관투자자들을 활용해서 회사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우려’1)
- 전경련이 상장회사 대상으로 코드 도입시 회사 주총 안건에 대해 정부 영향력이 커질
지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그렇다’는 응답(56.1%)이 ‘아니다’는 응답(13.4%)보
다 4배가량 높게 나타남
- 이에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의견’을 통해 한국형 도입에 대해 우려
를 표명하며 재고를 요청(2016년 5월 3일)

▶ 이 보고서는 앞서 제도를 도입한 영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Stewardship Code의
본질과 쟁점을 평가하고 한국형 코드의 도입 관련 시사점을 얻는데 목적이 있음
- 영국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책임론’ 및 ‘기대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2010년
Stewardship Code 제정
⦁책임론: 2008년 금융위기 때 영국에서 은행,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와 부실문제가 발생한
이면에는 기관투자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문제인식
⦁기대론: 기관투자자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경영관여를 독려함으로써 단기 업적주의가 만연
한 영국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낙관적인 기대

- 영국 Stewardship Code의 성공여부는 동 제도를 도입한 이후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
행사 및 주주관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했는가, 장기적 관점에서 회사의 성공에 얼마
나 기여했는가의 여부로 판단할 수 있음2)

1) 연합뉴스(2016.5.3.), “경제계 ‘스튜어드십 코드’ 반대... 기관들의 입김 우려”
2) Stewardship aims to promote the long term success of companies in such a way that the ultimate
provider of capital also prosper. Effective stewardship benefits companies, investors and the economy as
a whole.

I.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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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처음부터 금융당국의 좋은 취지와 높은 의욕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론이 적지 않았고, 영국금융당국(FRC: Financial Reporting
Council) 스스로도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자평
⦁2015년 말 기준, 코드에 가입한 300여개 중에 약 10% 정도만이 제대로 준수

- 따라서 기관투자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영국식 코드를 도입하기에 앞서 지금까
지 영국에서 시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질, 드러나지 않은 쟁점과
한계가 무엇인지 짚어보고 他山之石의 교훈을 얻을 필요성이 있음

▶ 보고서의 구성
- 문제 제기
- 외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동향: 영국 코드를 중심으로
-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초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
- 스튜어드십 책임의 본질과 쟁점, 평가
- 시사점 및 대안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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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외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동향:
영국을 중심으로
1. 각국의 기관투자자 책임 원칙의 제정 동향
▶ 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2010)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관투자자의 책임과 역할
을 강화, 확대하는 내용의 코드 또는 원칙의 채택이 잇따르고 있음
- 영국의 선례를 따라서 의결권 행사활동 외에 주주관여를 포함하는 기관투자자 책임
원칙을 채택한 외국 사례들을 비교한 내용은 <표 1>을 참조
- 이들 중 정부 주도 하에 코드를 제정한 나라는 영국,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이 경우
에도 코드의 채택 및 준수 여부는 각 기관투자자의 자율 선택(comply or explain)에
일임되며, 관련 내용을 공개 또는 보고하게 되어 있음

▶ OECD는 2015년에 개정한 OECD/G20 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에서
별도의 장(III)을 할애, 기관투자자의 책임에 대한 원칙을 제시
- 2015년도 개정판에서 OECD는 영국을 비롯한 몇 나라에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주주
관여(shareholder engagement)를 강조하고 있음을 반영하여 이에 관한 정보 공개 중심
으로 세 가지를 권고
⦁ The Principles recommend that institutional investors disclose their policies with respect
to corporate governance(p.29).

- OECD 원칙의 제III장(Institutional investors, stock markets, and other intermediaries)
에서 기관투자자 책임에 대해 권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A. (기업지배구조 및 의결권 정책의 공개) Institutional Investors acting in a fiduciary
capacity should disclose their corporate governance and voting policies with respect with
their investment, including the procedures that they have in place for deciding on the use
of their voting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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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각국의 기관투자자 책임 원칙 제정 동향 비교
국가

주관처

영국

FRC(정부)

채택

명칭

구성

비고

2010

The UK Stewardship
Code

7개 원칙,
세부지침
5개 원칙,
세부설명

FRC: Financial
Reporting Council
CCGG:
Canadian Coalition
for
GOOD
GOVERNANCE
EUMEDION: 민간
Good Guardian을
의미
IoDSA: Institute of
Directors Southern
Africa

연도

캐나다

CCGG(민간)

2010

Principle for
Governance Monitoring,
Voting and Shareholder
Engagement

네덜
란드

EUMEDION
(민간)

2011

Best Practices for
Engaged
Share-Ownership

10개 규범,
세부지침

남아
공화국

IoDSA(민간)

2011

Code for Responsible
Investing

5개 원칙,
세부설명

Guidelines for
institutional investors,
governing the
exercising of
participation rights in
public limited
companies
Stewardship Principles
for the Exercise of
Administrative and
Voting Rights in Listed
Companies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stitutional
Investor

5개 원칙,
세부설명

Ethos: 민간재단

6개 원칙,
세부제안

ASSOGESTIONI:
민간협회

7개 원칙,
세부지침

FSA: Financial
Services Agency

스위스

Ethos(민간)

2013

이탈
리아

ASSOGESTIONI
(민간)

2013

일본

FSA(정부)

2014

말레이
시아

MSWG(정부)

2014

Code for Institutional
Investor

6개 원칙,
세부지침

홍콩

SFC(정부)

2015

Principles of
Responsible ownership

7개 원칙,
세부설명

MSWG: Minority
Shareholder
Watching Group
SFC: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B. (의결권 행사의 방향 및 방법) Votes should be cast by custodians or nominees in line
with the direction of the beneficial owners of the shares.
⦁C. (이행상충 방지 정책의 공개) Institutional investors acting in a fiduciary capacity should
disclose how they manage material conflicts of interest that may affect the exercise of key
ownership rights regarding their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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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밖에 제III장에서는 △의안 분석 및 자문가, 중개자, 평가기관 등도 이해상충 최소
화 방법을 공개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기관투자자 경영관여에 대응하여) 내부자거
래 및 시세조작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주문

▶ OECD 원칙을 제외하고 여러 나라에서 채택한 스튜어드십 코드의 취지와 내용은
다음과 같은 공통적 특징 때문에 영국 코드의 일종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지금까지 각국에서 채택한 원칙들은 명칭은 달라도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주식소유에
따른 의결권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 경영관여를 통해 그들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
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
- 정부가 주도하는 경우와 민간이 주도하는 경우가 있으나 어느 경우든 정부의 직접 개
입보다는 기관투자자의 영향력이라는 우회적 수단을 통해서 단기 자본주의 문제를
극복하고, 기업과 사회의 장기적 가치를 증진하려는 의도 면에서 비슷
- 자국의 기관투자자가 적용대상이라는 점(자산소유자+자산관리자), 법상 강제되는 규
범이 아니라 기관투자자의 자율적 선택(코드 가입)에 기초한 연성규범이라는 점
(comply or explain rule)도 각국의 코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특징임
- 비판적 관점에서 보면 각국의 코드가 궁극적으로 기업과 사회의 장기적 가치 증진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표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없다는
점도 공통적임

▶ 각국에서 채택한 원칙들이 큰 틀에서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영국 코드를
중심으로 배경과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쟁점과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

2.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배경과 특징
▶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정 배경과 경과3)
- 영국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시도는 1992년 Cadbury Report로 거슬러 올라가
며 당시에는 이사회의 통제 및 보고, 감사인의 역할이 주된 관심사였으나 기관투자자
에 대해서도 경영진과의 대화, 의결권 행사정책의 공개를 권고하였음
- 그 이후 Hampel Report(1998)4), Myners Report(2001)5) 등이 이어졌고 글로벌 금융위
3) 영국 Stewardship Code 채택의 자세한 과정은 Cheffins(2010), Reisberg(2011), 심영(2015) 참조
4) Committee on Corporate Governance (Sir Ronald Hampel, Chair), Report of the Committee on Corporate
Governance, London: Gee,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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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직후에 영국 금융회사의 문제를 진단한 Walker 보고서(2009)는6) ISC의 기관투자
자 책임에 관한 자율규범을 Stewardship Code로 변경할 것을 권고
- 즉, 기관투자자 협의체에 해당하는 ISC (Institutional Shareholder Committee)는 2002
년에 ‘기관주주 및 대리인 책임에 관한 원칙’을7), 2009년에 ‘기관투자자 책임규범
(Code on the Responsibilities of Institutional Investors)’을 공표하였는데 이를 금융당
국(FSC)이 주도하는 Stewardship Code로 변경, 시행하도록 권고하였음
- Walker 보고서(2009)가 이를 권고한 배경은 금융위기의 원인이 은행과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부실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를 막으려면 기관투자자를 비롯한 영국인 주주의
전통적인 수수방관(hands-off) 입장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
- 특히 주식시장에서 비중이 높은 기관투자자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확산되었고, Lord Myners(2009)는 영국 상장회사의 주식소유비중이 가장 높은 기관
투자자들을 부재지주(absentee landlord)처럼 처신했다고 비판
- 또한 ‘기관투자자들이 책임 주주로 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과 상장회사들이
무주공산 경영을 하고 그래서 경영진의 무모한 의사결정으로 파멸을 해도 수수방관
되는 상태’가 영국의 근본적인 결함으로 비판되기도 함
⦁One of the systematic flaw laid bare in the credit crunch is ownership vacuum: the big
institutional holders of shares … failed to act as a responsible, engaged owners, but stood
by while executives ar banks and other companies embarked on a journey of reckless
destruction.8)

- 정리하면, 영국의 금융 및 상장회사들이 사실상 주인공백(ownership vacuum) 상태에
서 경영진의 무모한 결정과 단기 지향성이 적절히 통제되지 않는 까닭은 기관투자자
들의 수수방관주의(hand-off approach), 부재지주(absentee landlord), 복지부동(supine)
때문이라는 문제인식에서 출발
-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Walker는 ownerless corporation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
및 금융회사 외에 일반 상장회사에 대해서도 hand-off approach를 hands-on approach
로 전환하는 주주관여(shareholder engagement)가 중요함을 강조

5) P. Myners, Institutional Investment in the UK: A Review, London: HM Treasury, 2001
6) Sir D. Walker, A Review of Corporate Governance in UK Banks and Other Financial Industry Entities:
Final Recommendations, November 26, 2009
7) ISC(Institutional Shareholder Committee), The Responsibilities of Institutional Shareholders and Agents:
Statement and Principle, 2002
8) R. Sutherland, ‘A Plea to Sir David: Save Schools, Our Jobs and Pensions from Britain’s Timid
Investors’, Observer, July 12, 2009(Cheffins, 2010, p.100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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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Walker는 상당한 비중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의 경우는 회사법에서 보장하는
유한책임의

이익을

누리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스튜어드십

의무(duty

of

stewardship)’를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는 논리(logical corollary)를 내세움9)

▶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목적 또는 기대효과
-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실용적 측면에서 보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역할(의결권 행
사 + 주주관여)을 통해 ownerless corporation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보임
- FRC 입장: 효과적인 주주관여를 통해 회사의 지배구조와 경영성과를 개선시키고 기
업에 대한 신뢰 및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더 나아가 자산관리자와
자산소유자의 책임에 대한 투명성 강화 및 최종 고객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책임성 강
화로 인해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10)
- 궁극적으로는 2006년 영국이 회사법을 개정하면서 개정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로 내
세웠던 주주관여와 장기투자문화 조성(enhancing shareholder engagement and a
long-term investment culture), 그리고 이해관계자주의 관점에서 회사의 장기적 성공
(long-term success of the company)을 지향하는 것으로 이해됨
- FRC(2012): Stewardship aims to promote the long term success of companies in such
a way that the ultimate provider of capital also prosper. Effective stewardship benefits
companies, investors and the economy as a whole.

▶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7가지 원칙
-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7개 원칙(principle)과 지침(guidanc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의 후첨 자료 참조
- 원칙 1: 기관투자자는 스튜어드십 책임을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해 정책을 공개해야
한다(Institutional investors should publicly disclose their policy on how they will
discharge their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 원칙 2: 기관투자자는 이해상충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확실한 정책을 세우고 공개해
야 한다(Institutional investors have a robust policy on managing conflicts of interest
in relation to stewardship which should be publicly disclosed.).
- 원칙 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Institutional investors
should monitor their investee companies.).
9) Walker 보고서는 responsibility 대신에 duty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법률상 의무화를 주장하지는 않음
10) FRC, Consultation on a Stewardship Code for Institutional Investors, 2010(Cheffins, p.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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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4: 기관투자자는 스튜어드십 활동을 언제,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
을 세워야 한다(Institutional investors should establish clear guidelines on when and
how they will escalate their stewardship activities.).
- 원칙 5: 기관투자자는 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투자자들과 공동행위를 해야 한다
(Institutional investors should be willing to act collectively with other investors where
appropriate.).
- 원칙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의결권 행사활동의 정보 공개에 대해 명확한 정
책을 세워야 한다(Institutional investors should have a clear policy on voting and
disclosure of voting activity.).
- 원칙 7: 기관투자자는 스튜어드십 활동 및 의결권 행사 활동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
해야 한다(Institutional investors should report periodically on their stewardship and
voting activities.).

▶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특징과 쟁점
- 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의 수탁자 의무(fiduciary
duty)와 구분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책임(stewardship responsibility)’이라는 새로운 개
념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큰 특징이 있음
- ‘스튜어드십 책임’이라는 용어에는 기관투자자를 비롯한 주주들이 투자대상회사에 관
여하는 것은 권리(right)가 아니라 의무(duty)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따라서 스튜어드
십 활동은 투자대상기업의 재무적 경영성과 외에 전략설정, 지배구조, 기업문화 전반
으로 확장되는 특징을 보임
- 이점은 영국 코드 원칙 1의 지침(guidance)에 반영되어 있음: “Stewardship activities
include monitoring and engaging with companies on matter such as strategy,
performance, risk, capital structure, and corporate governance, including culture and
remuneration. Engagement is purposeful dialogue with companies on those matters as
well as on issues that are the immediate subject of votes at general meetings.”
-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영국에서 기관투자자는 은행·금융회사의 부실, 상장회사의 단
기주의 및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방치했거나 조장한 원인으로 비판받는 대상이었으
나 2010년도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책임경영 및 지속가
능한 가치 구현을 위한 해법으로 역할에 대한 기대가 바뀌었음11)
11) 참고로 UK Stewardship Code는 민간협의체인 ISC(Institutional Shareholder Committee)에서 2009년에 만
든 자율규약(Responsibilities of Institutional Investors)을 FRC에서 채택한 것이며, 여기에는 Mor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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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K Stewardship Code는 의욕적이고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지만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났다, 기관투자자 사이의 담합을 조장하여 내부자거래의 부작용
을 키운다, 의미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등의 문제점이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제
기되고 있음(Heineman, 2010; Cheffins, 2010; Wong, 2015 등)
- 영국 코드 도입 당시에 영국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① 투자자를 위한 것이라면 기관투자자에게 펀드의 목적과 철학, 투자기준, 펀드 매니저
에 대한 보상과 인센티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왜 요구하지 않는가
② 기관투자자들이 서로 연대해서 경영관여를 하면 법이 금지하는 내부자거래, 담합을
부추길 위험성이 높은데 이들 문제에 대해 금융위원회(FSA: Financial Servisce
Agent)가 앞장서 안전지대(safe harbor)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③ Stewardship Code 하에 기관투자자들이 경영에 관여하면 이는 이사회의 경영감독 기
능과 어떻게 다른가. 또한 이들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관점에서 관여활동을
하면 투자대상회사의 경쟁력과 성과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④ 코드 가입은 원칙상 자율 선택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주주들이 계속해서 단기 차
익 거래를 선호하는 상황이라면 코드는 의미가 없고 효과도 없지 않은가
➄ 코드 준수 비용과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가치투자를 지향하는
투자자조차도 무임승차(free-riding)하려는 유인이 있을 터인데 이를 예방할 방법이
있는가
- 끝으로 최근까지 운용성과를 보면 2010년 제정 이후 코드에 가입한 기관(signatories)
은 외형적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나 효과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
234개(2011) → 259개(2012) → 290(2013) → 306(2015.11)12)
- 코드에 가입한 약 300개 중에 제대로 하는 데는 약 30개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으
며, 코드를 주관하는 FRC에서도 2014년 보고서에서 코드에 가입한 기관투자자들 대
부분이 코드 준수에 실패하고 있다고 진단(Wong, 2015)

Stanley International 회장을 역임했던 Sir David Walker 보고서의 권고가 역할을 했다.
12) 2015년 1월 기준으로 295사 참여: asset managers 201, asset owners 81, service providers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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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의 주요 내용과
특징
- 한국형 코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여기에서는 2015년 12월 2일에 발표
한 공청회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한국형 코드(안)의 목적, 적용 대상 및 적용방법 등
- 추진 주체, 적용대상, 적용방식 면에서 영국, 일본과 비슷함:
⦁도입 추진 주체: 금융위, 기업지배구조원, 자본시장연구원 공동 TF
⦁적용대상: 한국 상장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기관투자자(자산소유자 + 자산운용자)
⦁적용방법: 원칙 준수-예외 설명(comply or explain)

- 영국의 스튜어드십 책임(stewardship responsibility)은 한국형 코드에 ‘수탁자 책임’으
로 표현되며,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과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고객과
(최종적인) 수익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할 책임’으로 설명되고 있음
- 또한 수탁자 책임 원칙을 제정하는 목적으로 ‘다양한 위험의 효과적 관리, 의사결정·
권한·의무·책임의 전반적 체계인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회사의 중장기적인 성공을 유
도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며, 자본시장과 경제 전반의 내실 있는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함’으로 설명(<그림 1> 참조)
- 한국형 코드(안)는 회사의 중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주식 소유에 따른 의결권 행사 외
에도 투자대상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관여를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UK
Stewardship Code가 표방하는 목적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음

▶ 한국형 코드(안)의 주요 내용
- 한국형 코드(안)는 7개 핵심원칙과 세부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식면에서는
UK Stewardship Code와 유사(<표 2> 참조)
⦁7개 원칙 및 세부지침의 전문은 후첨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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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안) 제정 목적

스튜어드십 코드
7원칙
세부지침
투자대상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중장기 성장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

고객 수익자 이익 보호

자본시장 한국경제의
지속적 발전

출처: 송민경,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향과 세부 내용’, 공청회 자료, 2015.12.2

<표 2>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안) 핵심 원칙
구분

주요내용

원칙 1

수탁자 책임 정책 제정 공개

원칙 2

이해상충 방지정책 제정 공개

원칙 3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지속적 점검 감시

원칙 4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원칙 5

의결권 정책 제정 공개, 의결권 행사내역과 그 사유 공개

원칙 6

의결권 행사,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보고 공개

원칙 7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 전문성 확보

출처: 송민경,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향과 세부 내용’, 『공청회 자료, 201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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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Stewardship Code 국제 비교: 영국,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한국(안)
주요 사항

정책수립, 공시
이해상충 해결 정책
모니터링(점검·감시)
관여(engagement)
공동관여·대화
의결권 행사 정책
보고
사회·환경적 위험
리더십 점검·감시
역량·전문성 확보

영국

원칙
원칙
원칙
원칙
원칙
원칙
원칙
(지침
-

일본

1
2
3
4
5
6
7
3)

원칙
원칙
원칙
원칙
원칙
원칙
원칙

1
2
3
4
5
6

7

말레이시아

홍콩

한국

원칙 1
원칙 4
원칙 2
원칙 3
△3.4
원칙 6
원칙 5
지침 2.2
-

원칙 1
원칙 7
원칙 2
원칙 2, 3
원칙 5
원칙 4
원칙 6
원칙 2-17
원칙 2-18-c
-

원칙 1
원칙 2
원칙 3
원칙 4
원칙 5
원칙 6
지침(1,3,4)
지침(3)
원칙 7

▶ 한국형 코드(안)의 특징
①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의 국제비교: 공동 대화·관여를 제외한 合集合?
- 영국,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등 사실상 정부가 주도하여 코드를 도입한 나라에서 채
택한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칙을 사안별로 비교, 정리하면 <표 3>과 같음
- <표 3>에서 영국과 홍콩은 기관투자자들이 서로 연대 또는 협조하여 관여활동을 하
도록 하는 원칙을 담고 있는 반면,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원칙에서 공동 관여를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
- 공동관여를 제외하면 한국형 코드는 다른 나라들이 채택한 원칙들을 모두 더한 것처
럼 기관투자자의 모니터링 및 관여의 범위가 가장 넓다는 특징을 보임
- 예컨대 일본 코드 원칙 7은 그 이전까지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며, 계몽·교육적 효과
를 위해 도입한 일본 특유의 원칙인데 한국 코드에서도 이를 채택하고 있음
⦁일본 코드 원칙 7: 투자대상기업의 지속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기업
및 그 기업의 경영환경에 깊은 지식을 갖춰야 하며, 투자대상기업과의 대화 및 스튜어드십
활동 과정에 적절한 판단을 위한 실력을 갖춰야 한다.
⦁한국 코드 원칙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갖춰야 한다.

② The devil is in the details.
- <표 3>에서 원칙(principles)은 어느 나라나 추상적인 표현 중심으로 엇비슷한 반면에
각 원칙을 설명하는 지침(guidances)의 세부 내용은 때때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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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한국형 코드는 다른 나라에 비해 기관투자자들의 모니터링 및 관여의 범위가 넓고
(예: ESG), 내용도 매우 구체적(예: 이사 추천)이라는 특징을 보임
- 반면에 일본형 코드에서 지침은 가급적 구체성을 회피하는 입장이며, 어떤 면에서는
원칙을 설명하는 또 다른 원칙처럼 추상적이고 간단하며 동의반복적임
- 스튜어드십 책임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관여 원칙(원칙 4) 사례: 일본 코드는 ⅰ) 기
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가치, 자본 효율성,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대상회사와 함께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공감대 형성에 노력을 해야 한다 ⅱ) 투
자대상회사와 어떻게 대화할지에 대해 미리 분명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 ⅲ) 기관투자
자는 투자대상회사와 건설적인 대화를 함에 있어서 투자대상회사가 OECD 원칙 및
TSE 원칙에서13) 요구하는 ‘주주평등대우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십분 이해하
고 미공개 정보를 받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언급
- 이에 비해 한국 코드 원칙 4(관여)에서는 경영전략, 재무구조·성과, 임원보수 등 주요
경영사항과 지배구조, 환경·사회 측면의 요소 등에 관해 투자대상회사와 공감대 형성
에 노력해야 한다면서 추가 정보·자료 요구, 이사회 또는 경영진과의 회의 추가 개최,
주주제안 및 (사외) 이사·감사후보 추천, 주총소집 청구, 문제 있는 이사의 연임 반대
등 반대 의결권 행사, 주주소송 등을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어떤 문제인지 특정하지 않고 ‘문제 있는’ 이사의 연임에 반대하는 의결권
행사,14)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사외) 이사·감사후보의 추천 등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나라는 <표 3>의 나라 중에서 한국이 유일
③ Stewardship Responsibility와 ESG 중시
- 영국에서도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Stewardship Responsibility의 범위에 담을
것인가, 담는다면 어느 범위까지 해야 하는가에 대해 처음부터 논란거리였음
- 결과적으로 영국 코드에서는 이 사안을 원칙에 담지 않았으며 ‘사회적, 환경적 문제
에서 비롯되는 위험’은 회사가 관리해야 하는 리스크의 하나로 보는 관점에서 투자대
상회사의 리스크 관리에 문제가 있을 때 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
- 일본도 영국과 비슷하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관여대상에서 모니터링 대상으로 한 단
계 약화. 즉, 코드 원칙 3(monitoring) - 지침에서 투자대상회사가 ‘사회적, 환경적 위

13) Tokyo Stock Exchange’s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for Listed Companies.
14) 말레이시아에서는 저성과 이사 해임을 요청하는 주총 소집 청구 내용이 있음(3.4): requisitioning a general
meeting, which may seek to remove poorly performing dir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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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해야 하는 대상으로 언급
- 반면에 한국은 코드의 목적과 의의(5), 원칙 1(정책 수립, 공개), 원칙 3(지속 점검·감
시), 원칙 4(관여 및 지침)의 지침에서 ESG 문제는 Stewardship Responsibility 이행에
중요하고 필수적인 핵심 사안으로 거듭 강조15)
④ 코드 제정 배경의 相違
- 영국은 기관투자자들의 수수방관주의와 전문경영인 지배 하에서의 도덕적 해이 및
단기실적주의 등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관투자자들의 경영감시 및 관
여 책임을 확대, 강화하는 차원에서 Stewardship Responsibility 개념을 도입
- 그러나 Code 제정 이후에도 Stewardship Responsibility 개념 및 부작용, 비용 대비 효
과성에 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상론
- 영국과 달리 일본형 Stewardship Code에서는 경영자에 대한 비판적 감독, 견제보다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 제고를 통해 투자자와 수익자의 이익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음을 거듭 강조하며16), 자산소유자들도 자산운용자를 평가함에 있어서 이
와 같은 중장기적 시각에서 평가해야 함을 명시(일본 코드의 목적 7)
- 일본 코드의 이와 같이 신중한 입장은 지침 1-1에 집약적으로 반영되어 있음:
Institutional investors should aim to enhance the medium- to long-term return on
investments for their clients and beneficiaries by improving and fostering investee
companies’ corporate value and sustainable growth through constructive engagement,
or purposeful dialogue, based on in-depth knowledge of the companies and their
business environment.
- 반면에 한국에서는 기관투자자들이 주주권 행사에 소극적이라는 점 외에 ‘오너 리스
크 등 지배구조 위험과 주주가치 하락, 그로 인한 투자자 손실 확대’, ‘대규모 기업집
단의 부실 경영, 지배구조·오너 리스크 관련한 문제점 부각으로 국내 자본시장에 대
한 국제적 신뢰도 하락’을 코드 도입의 이유로 강조(송민경, 2015)
- 다시 말하면, 영국은 ownerless corporation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Stewardship
15) 원칙의 도입 목적과 의의 5: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의 범위는 의결권 행사로 한정하지 않는다 . 경영
전략과 성과 , 위험 관리 , 지배구조 , 경영진 ·이사 보상 정책 , 환경경영과 사회적 책임 요소 등 핵심 경
영사항에 대한 점검과 (이사회 ) 협의를 포함하며 , 주주제안과 소송 참여 등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활
동을 포괄한다 .
16) 일본 코드의 이러한 입장은 지침 1-1에서 재확인: Institutional investors should aim to enhance the
medium- to long-term return on investments for their clients and beneficiaries by improving and
fostering investee companies’ corporate value and sustainable growth through constructive engagement,
or purposeful dialogue, based on in-depth knowledge of the companies and their business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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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ibility를 도입한 반면에 한국은 strong owner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영국식
Stewardship Responsibility 개념을 동원
- 비슷한 옷이지만 옷을 입은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과 영국, 일본 코드에서 추상
적 원칙은 비슷해도 세부지침에 차이가 있으며, 경영자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의 모
니터링 및 관여의 범위는 한국이 가장 넓고 세밀한 것으로 평가됨
- <표 3>을 보면 영국, 일본과 달리 한국 코드에서 기관투자자들이 모니터해야 할 대상
에 회사의 리더십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 또한 Stewardship Responsibility 개념을
이용하여 지배주주를 견제하려는 의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Ⅲ.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의 주요 내용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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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스튜어드십 책임의 쟁점과 한계
“Given this, and given that it is far from clear that the Stewardship Code will prompt
a marked change in practice by the UK-based fund managers it will likely target
specifically, the Code is unlikely to reconfigure corporate governance arrangements in
publicly traded UK companies in a major way.”
- Cheffins(2010), The Stewardship Code’s Achilles’ Heel -

1. Stewardship의 본질과 쟁점
▶ 상반된 두 이론: 대리인 이론 vs. 청지기 이론
- 인간 본성에 대해 성선설(性善說)과 성악설(性惡說)의 두 가지가 있듯이 기업지배구조
에도 청지기 이론(stewardship theory)과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이 대립
- 대리인 이론은 인간의 기회주의(Williamson, 1985) 또는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하여
주식회사의 주주와 경영자를 주인(principal)과 대리인(agent)의 관계로 설정하고, 경영
자와의 이해상충을 막기 위한 주주의 감시 및 통제 기능을 강조
- 청지기 이론은 인간을 선하게 보며, 다른 사람에게도 정직하고 성실하다는 관점 하에
서 회사 경영자에 대한 간섭과 통제보다는 믿고 맡겨야 함을 강조: a view that man
is essentially trustworthy, able to act in good faith in the interests of others with
integrity and honesty(Tricker, 1994)
- 구체적 사례를 들어 두 이론의 차이를 비교하면 대리인 이론은 CEO와 이사회 의장
을 분리하는 것이 기업가치 제고에 낫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지기 이론에서는 CEO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
- Donaldson-Davis(1994)은 337개 미국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CEO - 이사회 의장 겸
직 회사의 주식수익률(ROE)이 분리된 회사의 ROE보다 높고, CEO에 대한 장기보상
은 ROE와 무관함을 보이면서 이 결과는 청지기 이론을 지지한다고 주장17)
17) “The stewardship theory focuses not on motivation of the CEO but rather facilitative, empowering
structures and holds that fusion of the incumbency of the roles of chair and CEO will enhance
effectiveness and produce, as a result, superior returns to shareholders than the separation of the r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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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대리인 이론은 Smith(1776)에서 Berle-Means(1932),
Jensen- Meckling(1976), Williamson(1985)으로 이어지는, 기업지배구조의 중심이론으
로 확립된 반면에 청지기 이론은 주변부에서 산발적으로 주장되는 정도임18)
- 특히 청지기 이론은 회사 가치의 증진을 위한 주주와 경영진 사이의 관계를 넘어 인
류의 번영, 자연·사회와의 조화에까지 회사 경영자, 주주, 종업원 등의 책임을 거론하
는 결과, 실용적 이론보다는 종교적·철학적 담론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음
- 예컨대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과정에서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되는 Tomorrow’s
Company(2009)의 정의에도 이러한 경향이 반영되어 있음: “… Stewardship is the
process through which shareholders, directors and others seek to influence companies
in the direction of long term, sustainable performance that derives from human
progress and the wellbeing of the environment and society.”

<표 4>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과 청지기 이론(stewardship theory) 비교
대리인 이론

청지기 이론

CEO-이사회

경제적 합리성, 기회주의
주주가치 극대화(shareholder wealth
maximization)
주인과 대리인(agent)
감독·통제의 대리 비용 발생
Contractual relationship
CEO - 이사회 의장 분리

性善說
인류 번영
환경적·사회적 가치 구현
청지기(steward)
Trust, Commitment
Check and Balance
겸임

주요 적용대상

소유분산 공개회사

비영리 조직, 가족회사(?)

인간의 본성
회사의 목적
주주와
경영자 관계

- <표 4>는 대리인 이론과 청지기 이론에 대한 이상의 내용을 요약, 대비한 것임

▶ schizophrenic view: 기관투자자는 대리인인가, 청지기인가?
- 기관투자자는 trustworthy steward인가, 아니면 opportunistically behaving self-interest
agent로 보아야 하는가?
- 청지기(steward)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이의 자산을 돌보는 사람’을 의미하며, 지구
의 자연자산을 돌봐야 할 인류의 책임을 강조할 때에도 stewardship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Reisberg, 2011, p.128)

of chair and CEO”,(Donaldson & Davies, p.125-126 in Robert Tricker, 1994)
18)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지침에서도 이사회 의장과 CEO 분리(13)를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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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청지기는 기관투자자에게 독점적으로 허용되는 개념이 아니며 일반 주주, 이
사, 경영자, 심지어 종업원까지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며, 그 결과 stewardship을 강조
하면 stewardship theory와 Tomorrow’s Company에서 의도하듯이 주주 자본주의보다
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영국에서도 △이사의 책임과 기관투자자의 책임은 어떻게 다른가, △
stewardship responsibility를 기관투자자에게만 요구하고 왜 다른 이해관계자는 배제
하는가, △사회·환경 책임경영의 감시자 역할을 하라고 할 때 주주자본주의 원칙과
상충되는 부분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등에 관한 논란이 있었음
- 이 문제에 대해 영국 코드는 △stewardship의 주된 책임은 회사의 이사회에 있지만
기관투자자와 공유하는 것으로 표현하고19) △환경,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표 3>의 국제비교 참조)
- 이에 비해 한국형 코드는 투자대상회사의 사회·환경적 위험과 관련 기관투자자의
stewardship responsibility를 별도로 강조하고 있는 바, 이런 목적의 경영 관여는 다
른 주주의 이익, 그리고 기관투자자 고객의 최종 이익에 배치되는 문제 발생
- 영국형이든 한국형이든 이론적으로나 주주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회사법으로나 고객
(또는 투자자)과 기관투자자는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보다는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로
보는 것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출발점과 목표가 서로 상반된 두 이론을 동일 주체에
게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임(<표 4> 및 <그림 2> 참조)

<그림 2> A Schizophrenic View
대리인(Agent)

상장회사

기관투자자
고객
자산소유자

이사회

경영자
투자자
자산관리자
청지기(Steward)

종업원

19) 영국 Stewardship and the Code 2: In publicly listed companies responsibility for stewardship is shared.
한국형 코드에서도 “원칙”의 도입 목적과 의의 3에서 비슷한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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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기관투자자가 고객과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수탁자 책임을 제대로 못하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면 투자대상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관여를 촉구하기보다는 펀드의
목적과 철학, 투자기준, 수수료, 펀드 매니저에 대한 보상 구조 등에 관한 정보를 공
개하도록 해야 하나 stewardship code는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음

2. 주식시장 구조의 특징과 한계
▶ 국내 기관투자자의 비중은 제한적
- 영국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로 절대적이기 때문에 정책당
국에서는 상장기업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영향력을 활용하면 영국회사의 주인 없는
경영의 문제, 단기실적주의 폐해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기대했던 면이 있음
- 그러나 기관투자자들로서는 적극적 경영감시 및 관여에 많은 수고와 비용, 위험이 따
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하기 보다는 무임승차
(free riding)를 선호하고, 헤지 펀드처럼 단기 차익매매를 위주로 하는 기관주주들은
회사의 장기가치를 추구하는 코드의 목적과 맞지 않음
- 그래도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규제당국과의 관계 및 여론 때문에 코드의 연성규범
(comply- or-explain 원칙) 형식에 관계없이 코드에 가입할지 모르나 외국 기관투자자
들은 그럴 이유가 없으며, 본국 투자자의 이익과 투자국 코드의 stewardship
responsibility 사이에 이해상충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코드에 가입할 유인이 없음
- 따라서 영국 주식시장에서 40%로 비중이 가장 높은 외국 투자자를 제외한 자국의 기
관투자자 비중은 30%에 불과하기 때문에 2010년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당시
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음
- 이런 관점에서 <표 5>에서 한국 주식시장 구조를 보면,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은
35%, 일반법인의 비중 24%, 개인 투자자 비중 20%에 이어 국내 기관투자자 비중이
17%에 불과하기 때문에 코드를 도입해도 효과는 영국보다 더 제약적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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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투자자 유형별 주식시장 비중의 연도별 변화 추이
연도

개인

외국인

1999

26.08%

2000

20.04%

2001

금융기관

기타*

전체

펀드

연기금

보험

증권

은행

21.04%

17.05%

8.57%

1.08%

2.73%

0.70%

3.00%

35.83%

30.19%

15.83%

7.50%

1.14%

0.79%

1.40%

2.59%

33.94%

22.32%

36.62%

15.75%

4.63%

0.45%

2.79%

0.67%

6.60%

25.30%

2002

22.33%

36.01%

15.85%

5.98%

0.70%

2.26%

0.72%

5.51%

25.81%

2003

19.70%

40.11%

16.70%

4.58%

2.42%

2.80%

0.66%

5.91%

23.49%

2004

18.00%

41.97%

17.64%

3.73%

2.83%

2.23%

0.47%

8.14%

22.40%

2005

18.43%

39.73%

19.60%

6.80%

2.98%

2.17%

0.53%

6.90%

22.24%

2006

17.94%

37.26%

21.96%

8.73%

2.29%

3.92%

0.50%

6.31%

22.84%

2007

21.79%

32.37%

21.18%

7.94%

2.05%

3.42%

0.39%

7.09%

24.66%

2008

27.05%

28.78%

12.36%

1.44%

1.47%

2.20%

0.17%

7.07%

31.80%

2009

31.02%

32.65%

12.52%

1.59%

3.34%

0.75%

0.20%

6.45%

23.81%

2010

21.22%

33.00%

13.93%

6.47%

2.52%

0.40%

0.20%

4.23%

31.85%

2011

20.66%

32.91%

13.62%

6.19%

3.09%

0.64%

0.27%

3.26%

32.82%

2012

20.26%

34.70%

16.74%

5.56%

3.37%

2.88%

0.72%

4.15%

28.31%

2013

19.69%

35.23%

17.08%

5.05%

4.24%

3.02%

0.85%

3.91%

28.00%

평균

21.92%

34.10%

16.52%

5.65%

2.26%

2.20%

0.56%

5.41%

27.51%

*기타에는 일반법인, 정부, 정부 관리기업이 포함된다
출처: 자본시장연구원(2015), 주식시장의 구조적 변화: 거래회전율 감소의 원인 분석

<그림 3> 미국 기관투자자 비중 및 평균주식보유기간의 변화 추세
Institutional investor ownership in US
Percent

Average holding period, US
Months
57.1
70

53

35
15.4
4.8

1975

2000

2009

1980

2000

자료: Wong(2010)에서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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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투자 패턴에 따른 한계
- 세계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주식 보유기간이 단기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단기투
자성향 때문에 기관투자자들로 하여금 기업의 장기가치 추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
도록 하자는 stewardship responsibility 취지의 달성이 더욱 어려워짐
- 미국의 경우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1975년의 35%에서 70%로 두 배나 중가했으나 이
들의 주식평균보유기간은 1980년대 57개월에서 2009년에는 약 5개월로 급감(<그림
3> 참조)
- 단기적으로 고수익-고위험을 추구하는 헤지 펀드를 제외해도 대부분의 자산운용자들
은 반기 또는 길어야 1년 단위로 시장수익률 대비 상대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들이 투
자한 회사의 장기적 가치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거의 없음
- 우리나라에서도 주식거래 회전율이 연간 106%로 중국(243), 터키(178), 미국(164), 사
우디아라비아(119), 일본(109)에 이어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단기투자 성향이 높은 수
준임(<그림 4> 참조)
- <그림 5>에서 투자자 유형별로 거래회전율을 보면, 국내 기관투자자의 평균 거래회
전율이 189%에 이르며, 외국인 투자자의 89%에 비해 약 2배나 단기투자성향을 보이
고 있음
- 특히 국내 기관투자자 중 5%, 4%로 그나마 주식시장 내의 비중이 높은 펀드와 연기
금의 거래회전율은 각각 365%, 167%에 이르고 있는 바 기관투자자의 이러한 단기투
자 성향을 감안할 때, 투자대상회사의 장기적 가치를 위해 stewardship responsibility
를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심하게 말하면 緣木求魚에 다름 없음

Ⅳ. 스튜어드십 책임의 쟁점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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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거래 회전율 국제비교(2014년 기준)
(단위: %)

자료: World Bank

<그림 5> 한국 투자자 유형별 거래 회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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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투자산업의 구조와 유인(incentive) 문제
▶ 기관투자자는 단기주의 확산의 주범인가, 해결사인가?
- 단기주의(short-termism)는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단기 실적에 집착하는
시장참여자의 행동을 의미하며, 매분기 발표하는 실적보고서 주기에 따라 이익 극대
화를 추구한다고 해서 분기 자본주의(quarterly capitalism)라기도 함
- 단기주의는 모험투자 또는 회임기간이 긴 투자 회피로 이어져 생산성과 경쟁력을 약
화시키고 국민경제의 장기발전을 저해하는 문제가 심각하며20), 영국에서 stewardship
responsibility를 강조한 것도 이러한 문제를 치유하려는 의도였음
-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단기주의는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주식거래 회전율이 급증하면
서 촉발, 확대된 측면이 있으며, 2014년도 스탠포드 대학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 경영
진의 65%가 단기투자자 때문에 장기 전략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응답함
- 정리하면,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가 회사의 장기가치에 좋은 것인지에 대
해 논란이 아직 진행 중이고 기관주주의 투자 패턴이 단기주의 확산의 주요원인이었
음을 감안할 때 지금 상태 이대로 기관주주들이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 단기주
의 부작용이 더욱 불거질 가능성이 있음

▶ stewardship responsibility에 반대되는 기관투자자 유인과 보상구조
- 영국의 stewardship code 도입에 처음부터 비판적이었던 Wong(2010, 2015)은 최근에
도 스튜어드십 코드의 한계에 대해 다음의 다섯 가지 문제점을 지적
① 자산운용자에 대한 평가와 보상체계가 단기실적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투
자대상회사의

장기가치에

관심을

가질

유인이

없거나

미약함(Inappropriate

performance metric and financial arrangements that promote trading and short-term
focus)

20) 분기 자본주의는 영국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Andrew Haldane이 쓰기 시작한 말이며, 그는 2011년 논문
에서 투자자들이 주식가치를 평가할 때 미래의 현금흐름에 대해 과도하게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단기주
의 현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관찰된다고 함. 단기주의 관련 선행연구는 황인학·김윤경 보고서(2015)
참조

Ⅳ. 스튜어드십 책임의 쟁점과 한계

29

<그림 6> 소유권 사슬의 장기화
Family firm/start up
Family owners/
entrepreneur

Pension fund
Retirees/current
employees

Pension fund
trustees
Investment
consultant

Fund of funds

Asset manager

Company

Company

자료: Wong(2010, 2015)에서 전재

② 펀드마다 위험분산 목적으로 수많은 회사들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구
조상 자산운용자가 투자회사 각각에 대해 감독 또는 관여하기에는 실무적으로 곤란
함(Excessive portfolio diversification that makes monitoring of investee companies
challenging)
③ 기관투자업은 여러 단계로 분절화되어 있기 때문에 2중, 3중의 복대리인 문제를 피
할 수 없으며, 연기금의 예를 들면 <그림 6>에서 보듯이 최종 수익자에서부터 투자
대상회사까지 연기금 신탁회사, 투자자문회사, 모태펀드, 자산관리자의 4단계가 중첩
되어 있음(Lengthening chain of ownership that weakens an ownership mindset)
④ 지수투자의 비중이 2012년 11%에서 2020년에는 22%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
는 가운데 지수투자는 주식을 장기 보유하기 때문에 stewardship에 유리한 면이 있
지만 지수에 편입된 주식종목이 너무 많아서 투자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을 기
울이기 어려울 수 있음(Passive/index funds that pay scant attention to corporate
governance)
⑤ 코드에 이해상충에 대한 원칙을 도입했어도 기관투자자의 stewardship 활동 과정에
서 내부자거래, 담합 등 다른 법률과의 저촉가능성 뿐만 아니라 여타 주주와의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상존(Pervasive conflict of interest among asset
mana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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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다섯 가지는 한국에도 적용되는 문제점이며, 투자 산업의 근본구조가 바뀌고 그에
따라 자산운용자의 誘因이 단기에서 장기지향으로 바뀌지 않는 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아무리 정밀하게 구체화해도 소기의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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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시사점
“… even if the Stewardship Code fails to fulfil the objectives of its proponents, without
additional study it would be unwise to replace its mixed comply-or-explain and
voluntary approach with mandatory regulation designed to foster shareholder
activism.”
- Cheffins(2010), The Stewardship Code’s Achilles’ Heel -

▶ 영국 Stewardship Code 평가: 2010년 도입 때부터 이론적, 실무적 한계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운용 성과는 기대에 크게 미흡한 것으로 평가
- Stewardship Responsibility는 투자대상기업의 장기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 효과적 제
고를 위해 주주들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도 회사의 비재무적 요소에 대해 이사
및 경영진과 대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개념
- 영국에서 이 개념을 도입한 목적은, 주식시장에서 비중이 높은 기관주주의 책임 있는
행동주의를 유인함으로써 영국 상장회사(특히 금융회사)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알려진
‘부재지주 경영’ 및 ‘단기주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었음
- 이처럼 취지와 목적은 좋지만 ‘Nirvana Approach 오류’의 사례에서 보듯이 결과까지
좋을 수는 없음. 위에 인용한 Cheffins(2010)에서 보듯이 영국 Stewardship Code는
2010년 당시에 이미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며 비판적 전망이 우세했음
- 그리고 실제로 제도 운용실적을 보면 코드에 가입한 기관은 2011년 234개에서 2015
년 말에 306개로 증가했으나 이 중 제대로 하는 곳은 10%에 불과. 영국 FRC에서 조
차도 대부분이 코드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다고 자체 평가(Wong, 2015)

▶ Stewardship Responsibility의 이론적 한계: 비현실적 가정 및 이상주의
- 주주와 경영자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투자자(또는 고객)와 기관투자자는 이해상충
문제가 잠복된 주인(principal)과 대리인(agent)의 관계로 보는 것이 정상적이며, 신탁
법, 자본시장법 등에서 수탁자의 책임을 명시한 것도 이 때문임
- 대리이론에서는 기관투자자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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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제주체로 보는 반면, 청지기 이론에서는 기관투자자를 고객과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충직하게 일하는 주체로 본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
- 어느 이론이 더 현실에 적합한가는 대리이론이 기업지배구조의 핵심 이론으로 확립
되어 있고 청지기 이론은 가족회사, 비영리기관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주변부 이
론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논란거리가 아님
- 따라서 기관투자자에게 Stewardship Responsibility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동일 주
체에게 상반된 이론을 동시 적용하려는 것과 같아서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고 이러한
문제는 영국 코드 제정 당시부터 계속적 논란거리였음
- 특히 청지기 이론에서 Stewardship Responsibility라 하면 자연환경에 대한 책임, 사회
에 대한 책임, 더 나아가 인류번영에 대한 책임까지 거론하고 실제로 일부 국가의 코
드에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런 측면이 반영되어 있음
- 그러나 기관투자자들이 이런 목적의 Stewardship Responsibility 활동을 하는 것이 가
능한지, 만약 가능하다 해도 그것이 고객과 투자자를 위해 바람직한지, 그리고 대리
이론에 기초한 기존의 수탁자 책임과 상충되지 않는지, 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다른
주주들과의 이해상충 문제는 없는지 등등 풀어야 할 난제가 산적함

▶ Stewardship Responsibility의 실무적 한계
- 영국 코드를 벤치마킹하여 기관투자자들에게 Stewardship Responsibility를 부과하려
는 모든 나라에서 한결같이 표방하는 목적은 이를 통해 투자대상회사의 장기적 가치
구현(또는 성공)에 기여하겠다는 것임
- 그러나 오늘날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단기주의(short-termism) 또는 분기 자본주의
(quarterly capitalism)는 기관투자자의 단기매매성향 및 단기이익 추구에서 촉발된 측
면이 많음
- 환언하면 단기주의 확산의 원인 제공자에게 단순히 Stewardship Responsibility를 요
구하는 연성규범 형식으로 단기주의 극복의 해결사로 나서라는 것이 무슨 의미와 효
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음
- 특히 기관투자자들이 단기매매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산업적 특성과 기관투자자 내
부의 자산운용구조 및 보상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이들에 대한 Stewardship
Responsibility 강조는 구두선(口頭禪)으로 그칠 공산이 많음
- 부정적 측면에서 보면, 기관투자자들이 Stewardship Responsibility 이름으로 경영에
관여하면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내부자거래에 나설 위험이 높아지고, 특히 내부자
거래에 대한 적발과 처벌이 약한 나라일수록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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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적으로 볼 때 회사경영의 장기가치 실현을 위해서 기관투자자가 역할을 하도록
하려면 Stewardship Code 보다는 다른 실천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스튜어드십 코드는 취지는 이상적이나 기관투자자의 구
조적 단기주의, 그리고 코드 적용 대상의 기관투자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영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순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전망
- 현재의 구조적 단기주의를 뒷받침하고 있는 기관투자자 산업의 특성 및 기관투자 내
부의 인센티브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이들에게 Stewardship Responsibility를 요구
하는 것은 오히려 단기주의를 더 끌어올릴 위험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청지기 이론보다는 전
통적인 대리이론의 관점에 좀 더 충실하게 고객 및 투자자의 이익을 담보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등 실천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기관투자자에게 펀드의 목적과 철학, 투자기준, 펀드 수수료, 펀드 매니저
에 대한 보상과 인센티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내부자거래를 효과적
으로 억지할 수 있는 단속과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관투자자의 단기주의 경향이 문제의 시발점이라는 사실에 동의한다면 무엇보
다 이들의 장기주식 보유를 유인하고 그럼으로써 경영감독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제
도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이와 관련 2015년 European Parliament Legal Affair Committee는 회원국에게 장기주
식 보유를 유인하기 위해 장기 주식 보유에 대해서는 추가 의결권, 세제 인센티브, 로
열티 배당, 로열티 주식 등의 도입을 권고한 바 있고21),
- 프랑스는 상장기업 주식을 2년 이상 보유한 주주에게는 원칙적으로 1주당 2개의 의
결권을 부여하는 플로랑주 법(The Florange Act)을 도입, 시행하고 있음을 참조

21)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황인학·김윤경(2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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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초안)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초안)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T/F, 2015.12)

“원칙”의 도입 목적과 의의
1. 기관투자자가 타인 자산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부담하는 책임[이하 “수탁자 책임”]이

란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과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고객과 (최종적인) 수
익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할 책임을 의미한다.
2. 수탁자 책임의 성공적 이행은 다양한 위험의 효과적 관리, 의사결정ㆍ권한ㆍ의무ㆍ책임

의 전반적 체계인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회사의 중장기적인 성공을 유도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자본시장과 경제 전반의 건전하고 내실 있는 성
장과 발전을 뒷받침한다.
3. 회사에서 수탁자 책임은 이사회와 기관투자자가 공유한다. 이사회는 회사와 주주를 대표

해 경영(진)을 감독함으로써 타인 자산 관리자로서 책임을 이행한다. 기관투자자는 이사
회가 부여 받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와 적극 대화하
는 등 건설적인 관여활동에 나설 책임이 있다.
4.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에 관한 원칙”[이하 “원칙”]은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

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중요한 핵심 원칙과 이를 구체화한 세부 지침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5.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의 범위는 의결권 행사로 한정되지 않는다. 기업 경영 전략과 성

과, 위험 관리, 지배구조, 경영진ㆍ이사 보상 정책, 환경경영과 사회적 책임 요소 등 핵
심 경영사항에 대한 점검과 (이사회) 협의를 포함하며, 주주제안과 소송 참여 등 보다 적
극적인 형태의 활동을 포괄한다. 기관투자자의 관여 활동은 ‘명확하며 건설적인 목적’을
지향하는 회사와의 대화이다.
6. 기관투자자는 크게 ‘자산소유자’와 ‘자산운용자’로 구별된다. 자산운용자는 투자 운용, 대

상회사와의 대화를 통해 일상적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한다. 자산운용자에는 자산
운용사가 대표적으로 포함된다. 자산소유자는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지시ㆍ평가 등 수단을
활용해 자산운용자가 효과적인 점검ㆍ관여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탁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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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행할 수 있다. 연기금, 보험회사, 집합투자기구 등이 자산소유자의 주요 유형이다.
7.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에 수반되는 엄격한 책임과 의무, 적정 비용 등 부담은 투자

대상회사의 건실한 성장과 중장기 투자수익 보호ㆍ증진, 자본시장의 지속적 발전과 선진
화에 필수적이다. 투자자와 자산소유자, 자산운용자는 물론 관계 당국 등 또한 이 점에
관해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8. 수탁자 책임 활동이 투자대상회사의 일상적인 경영에 대한 간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

다. 또한 고객과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인 경우에는 주식 매각 결정을 금지하지 않
는다.

“원칙”의 적용
1. 이 “원칙”은 기본적으로 한국 상장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기관투자자, 즉 자산소유자와

자산운용자에 적용한다.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 활동의 일부 혹은 전부를 다른 기관투자자 또는 기타 (자문)

서비스 제공 기관 등에 위임하더라도 수탁자 책임까지 위임할 수는 없다. 기관투자자는
최소한 위임한 활동이 자신의 수탁자 책임 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시행되는지 점검
ㆍ감독해야 한다. 따라서 “원칙”은 본문의 세부 원칙과 관련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의결권 자문기관, 투자자문사 등에도 적용한다.
3. “원칙”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상기 적용 대상 중에서 그 취지와 내용에 동의하

여 “원칙”의 수용과 이행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것을 서명한 기관투자자 등[이하 “서명
기관투자자 등”]에 한해 적용한다.
4. “원칙”의 이행에 관해서는 “원칙 준수, 예외 설명”(comply or explain) 원칙을 적용한다.

사업 모델, 투자 정책 등에 견주어 이행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세부 원칙ㆍ지침에
대해서는 서명 기관투자자 등이 그 사유, 대안적인 수탁자 책임 이행 방안을 설명하고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이행 의무의 적용을 제외한다. 공개한 사유 등은 고객과 수익자
입장에서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5. 서명 기관투자자 등은 다음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공개 사항을 매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해야 한다. “원칙”에 대한 서명, 특정 사항의 홈페이지 공개ㆍ수정이 발
생한 경우 그 즉시 해당 내용을 웹사이트 주소와 함께

에 통지해야 한다.


“원칙”의 수용과 이행에 참여한다는 뜻

본문의 각 원칙과 지침을 어떻게 이행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본문의 각 지침에서 공개하도록 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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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각 원칙ㆍ지침 중에서 이행하지 않는 항목 또는 각 지침에서 공개하도록 함에
도 공개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 및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기 위
한 대안적 방안

기관투자자가 운용하는 전체 펀드에 대해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여부와 펀드
유형별로 “원칙”의 적용ㆍ이행 여부ㆍ수준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상세 내용
는 “원칙”에 대한 서명, “원칙”의 이행 동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수탁

6.

자 책임 이행과 관련한 국내의 모범적 관행과 문화, 자본시장의 발전 수준, 국내외 법제
동향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원칙 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의 관리자ㆍ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
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 “UK Stewardship Code” Principle 1,
“Japan’s Stewardship Code” Principle 1

지침
기관투자자는 투자 대상 회사와 경제ㆍ사회ㆍ사업 환경 등에 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화와 관여를 통해 회사가치의 증진과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
기적인 이익을 도모할 책임이 있다.
기관투자자가 타인 자산의 관리자ㆍ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활동에는 문제 발생
가능성에 관한 탐색과 점검, 건설적인 목적을 가진 대화와 함께 필요 시 문제 해결을 지향하
는 구체적 제안과 의결권 행사 등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포함된다.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책임을 이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
엇인지 등에 관한 원칙과 지침, 절차 등 다음 사항을 포함해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문서화
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기관투자자의 유형, 투자 흐름(investment chain) 내에서의 위치, 사업모델, 운용철학
등 개요

기관투자자의 특성을 고려한 수탁자 책임의 핵심 내용, 기본 철학

기업의 지속가능성,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고려 등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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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와의 대화, 의결권 행사, 주주제안 등 채택한 수탁자 책임 활동 유형

수탁자 책임 활동별 절차ㆍ기준 등을 정한 정책ㆍ지침ㆍ가이드라인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권한ㆍ의무ㆍ책임 배분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내부자원 배치, 조직체계

특정 활동을 외부 위탁한 경우 관리ㆍ감독 등 수탁자 책임 이행 방안

대화ㆍ관여 등 활동 내역, 결과, 제언 등에 관한 사항의 공개ㆍ보고

수탁자 책임 등 관련 정책ㆍ지침ㆍ가이드라인

수탁자 책임 보고서 등 공개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웹 주소
‘정책’은 고객ㆍ수익자 등 자금의 제공자에서 투자 대상 회사로 이어지는 투자자금의 흐름

에서 기관투자자가 차지하는 위치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자산운용사 등 자산운용자(asset
manager)의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은 위탁운용사 관리를 위주로 하는 연기금ㆍ보험사 등 자

산소유자(asset owner)의 활동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기관투자자가 자신의 활동을 외부에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로서 책임 이행을 위해 추가적
으로 도입ㆍ시행할 필요가 있는 위탁사 감독 등 활동과 절차, 지침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동일 기관투자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유형별, 자산군 별로 투자 시계(time horizon),
운용 철학 등이 다르다면 이 구별에 따른 원칙ㆍ지침ㆍ절차 등 차이를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원칙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
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 “UK Stewardship Code” Principle 2,
“Japan’s Stewardship Code” Principle 2

지침
기관투자자는 고객과 수익자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행동할 의무가 있다.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이행할 때 투자 대상 회사와의 이해관계 등 때문에 고객이나
수익자의 이익을 충실하게 도모하지 못하는 이해상충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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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가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기관투자자가 (잠재적) 사업관계에 있는 회사의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기관투자자가 이해관계있는 회사의 주주로부터 주주제안, 대표소송 참여를 요청 받은
경우

기관투자자의 고위 경영진,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이사로 재임 중인 회사의 주
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기관투자자가 고객사의 계열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기관투자자의 계열사, 유관기관 임직원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경우
기관투자자는 고객과 수익자의 이익에 따라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실
제 발생한 이해상충 문제 또는 그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효과적이고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문서화된 정책을 마련하고 공개해야 한다. 이 정책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이해상충 방지의 목적, 적용범위

이해상충 방지정책의 제ㆍ개정, 이행, 이행 점검에 관한 조직체계ㆍ권한ㆍ책임ㆍ보고에
관한 사항

잠재적인 혹은 실재하는 이해상충 가능성

이해상충 (가능성) 완화를 위한 세부 업무 절차ㆍ지침

이해상충 방지정책의 공개에 관한 사항

이해상충 방지 정책이 공개된 웹 주소
‘정책’의 점검ㆍ관리 대상에는 고객이나 수익자들 간의 이해상충도 포함된다.

기관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이해상충 문제의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수단을 채택할 수 있
다. 기관투자자는 고객ㆍ수익자에 대한 신뢰도 제고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들 수단을 적절
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등 행동ㆍ의사결정 지침ㆍ기준 공개와 지침 준수

제3의 전문기관의 권고에 따른 의사결정

위탁운용사 등의 이해상충 방지정책 점검, 해당 정책 이행 여부 감독

이사회 내 위원회 등 상위 조직, 준법감시인 등이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 활동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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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ㆍ감시 및 필요 시 적절한 조치 시행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 이행 담당 부서와 영업부서의 분리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 이행 담당자에 대한 정보 차단

고객ㆍ수익자 등에게 이해상충 가능성을 고지

고객ㆍ수익자 등의 승인을 얻어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을 이행

이해상충 가능성 있는 계약 체결 및 거래의 제한ㆍ거절

의결권 행사 등 담당자에 대해 이해상충 가능성 사전 점검ㆍ고지 의무 부과, 필요 시
해당 담당자의 관련 업무 배제

<원칙 3>

기관투자자는 중장기적인 회사가치, 그에 따른 투자자산 가치의 보존ㆍ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
록 투자 대상 회사를 지속적으로 점검ㆍ감시해야 한다.
※ “UK Stewardship Code” Principle 3,
“Japan’s Stewardship Code” Principle 3

지침
기관투자자는 투자 대상 회사를 지속적으로 점검ㆍ감시하고 그 유효성을 주기적으로 검토
함으로써 회사가치 제고와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기관투자자는 투자 대상 회사의 재무구조, 경영성과 등 재무적 요소는 물론 지배구조, 경영
전략, 리더십, 사회ㆍ환경적 위험 요인 등 비재무적 요소까지 점검ㆍ감시 대상에 포함시킬 필
요가 있다.
다만, 기관투자자는 스스로 채택한 투자 및 운용 전략과 방침을 고려해 수탁자 책임의 효과
적인 이행이 가능하도록 점검ㆍ감시의 적절한 대상범위를 정할 수 있다.
기관투자자는 회사가치의 중대한 훼손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하도
록 노력해야 하며, 잠재적인 혹은 현존하는 위험을 확인하는 등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와
의 건설적인 대화 등을 통해 적절히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투자 대상 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감시는 회사가치 제고와 고객
ㆍ수익자 이익 증진을 도모하는 수탁자 책임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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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4>

기관투자자는 투자 대상 회사와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UK Stewardship Code” Principle 4,
“Japan’s Stewardship Code” Principle 4

지침
기관투자자는 회사가치 증진을 지향하고 경영전략, 재무구조ㆍ성과, 임원 보수 등 주요 경
영사항과 지배구조, 환경ㆍ사회 측면의 요소 등에 관해 투자 대상 회사와 공감대를 형성하도
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관투자자는 회사의 전향적인 대응이 미흡해 충분한 대화 이후에도 주요 쟁점에 관해 회
사와 의견 불일치나 우려사항이 여전히 존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활동에 나
설지를 검토해야 한다.

추가적인 정보ㆍ자료 요구, 질의서 전달

이사회 또는 경영진과의 회의 추가 개최

이사회의장이나 선임사외이사 등과 협의

의견서 전달

주주총회 전에 공개적으로 의견 표명

주주제안, (사외)이사ㆍ감사 후보 추천

주주총회 소집 청구

주주총회에서의 적극적인 발언과 토론

문제 있는 이사의 연임 반대 등 반대 의결권 행사

주주소송 등
기관투자자는 회사의 특수한 사정 및 경제ㆍ사회ㆍ사업 환경을 고려해 대화와 관여 활동의
범위ㆍ절차ㆍ기준을 정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건설적 대화와 관여는 회사가치 훼손의 가능성을 낮추는 활동으로 그 필요성은 소극적
(passive) 혹은 적극적(active) 투자정책ㆍ전략의 채택 여부와 크게 관련이 없다. 지분율이 낮

다고 해서 그 필요성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기관투자자는 적극적인 대화와 관여 과정에서 미공개 주요 정보의 이용 금지에 관한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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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법 상 규정을 위반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회사가치에 큰 영
향을 끼치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정보 우위를 기반으로 거래상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를 해서
는 안 된다.

<원칙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ㆍ절차ㆍ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내역과 각 경우의 사유
역시 공개해야 한다.
※ “UK Stewardship Code” Principle 6,
“Japan’s Stewardship Code” Principle 5, Principle 7(Guidance 7-2)

지침
기관투자자는 모든 보유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경영진의 제안에
자동으로 찬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기관투자자는 충분한 정보 수집과 분석, 투자 대상 회사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대화ㆍ관
여의 결과 등을 기반으로 찬성ㆍ반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적극적 대화의 결과가 만
족스럽지 않다면 경영진 제안에 반대할 필요가 있다.
기관투자자는 회사가치 증진, 고객ㆍ수익자의 중장기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충실한 의
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내부 자원과 조직체계, 전문 역량을 갖춰야 하며 관련 원칙과 현황을
아래에서 설명할 의결권 정책에 포함시켜야 한다.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행사내역의 공시 등에 관한 지침과 절차, 세부기준을 담은 문
서화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은 기계적인 점검항목
(checklist)만으로 구성해서는 안 되며, 투자 대상 회사의 중장기 가치 증진에 기여하도록 설

계해야 한다.
의결권 정책에는 의결권 행사 시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에 관해 원칙 2에서 제시
한 점검ㆍ관리 등의 내용을 규정한 이해상충 방지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관투자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유형별로 운용 철학 등이 다르다면 ‘정책’은 이 구별
에 따른 세부기준ㆍ지침 등 차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내역, 찬성ㆍ반대ㆍ기권ㆍ중립투표의 구체적인 사유를 고객과 수
익자 등이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 자문서비스 이용 여부,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범위와 활용 방식,
서비스 제공자, 해당 서비스 제공자의 권고에 의존하는 정도를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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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 자문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수탁자로서 자신의 책
임과 판단 하에 의결권을 행사할 책임이 있다.
기관투자자는 주식 대여, 대여주식 회수에 관한 지침을 의결권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원칙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
해야 한다.
※ “UK Stewardship Code” Principle 7,
“Japan’s Stewardship Code” Principle 6

지침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 활동을 포함하는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을 기록으로 남겨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한다.
자산운용자인 기관투자자는 원칙적으로 자산소유자 등 고객 또는 수익자에 대해 수탁자 책
임의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자산소유자인 기관투자자는 고객 또는 수익자에 대해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수탁자 책임
이행에 관한 정책, 실제 집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 정책과 실제 이행에 관해 효과적인 보고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고객ㆍ수익자와 합의한 양식이 있다면 그에 따른다. 고객과 수익자에 대한 개별 보고가
상당한 부담을 야기하는 경우 보고의 투명성과 책임을 높이는 방법으로서 홈페이지를 이용해
수탁자 책임 활동 현황을 일반 투자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수탁자 책임의 이행과 관련해 투명성이 매우 중요한 특성임에도 기관투자자는 경우에 따라
기밀 유지가 더 적절한 경우가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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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
야 한다.
※ “Japan’s Stewardship Code” Principle 7

지침
기관투자자는 적극적인 대화 등 주주활동을 통해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발전과 지속가능
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장 환경과 비재무 요소 등 회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설적인 주주
활동이 가능하도록 역량과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기관투자자는 이를 위해 적절한 조직체계 설계와 내부 자원 투입, 내부 역량과 전문성 향상
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수탁자 책임의 구체적인 이행을 자산운용자에 맡긴 자산소유자는 자산운용자가 역량을 축
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대상회사와의 대화와 주주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
절히 유인을 부여하고 관리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기관투자자는 내부 가용 자원,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적인 자문서비스를 활
용함으로써 수탁자 책임의 충실한 이행을 도모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노력은 자산운용, 기타 자문서비스 등 시장에서 공급자 간에 가격 경쟁이 아니
라 품질 경쟁을 촉진하며, 이를 통해 국내 기관투자자와 자본시장 전체가 수탁자 책임을 효과
적으로 이행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다.
기관투자자는 서로 논의와 토론에 참여하고 공동의 이해관계를 추구하기 위한 협회 또는
포럼을 설립ㆍ조직하여 성공적인 주주활동 사례 등 경험과 의견을 나누고 학습함으로써 전문
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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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Japan’s Stewardship Code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stitutional Investors
≪Japan’s Stewardship Code≫
— To promote sustainable growth of companies through
investment and dialogue —

The Council of Experts Concerning the Japanese Version of the Stewardship Code

February 2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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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wardship responsibilities” and the role of the Code

In this Code,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refers to the responsibilities of institutional
investors to enhance the medium- to long-term investment return for their clients and
beneficiaries (including ultimate beneficiaries; the same shall apply hereafter) by improving
and fostering the investee companies’ corporate value and sustainable growth through
constructive engagement, or purposeful dialogue, based on in-depth knowledge of the
companies and their business environment.
This Code defines principles considered to be helpful for institutional investors who
behave as responsible institutional investors in fulfilling their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with due regard both to their clients and beneficiaries and to investee companies. By
fulfilling their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properly in line with this Code, institutional
investors will also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growth of the economy as a whole.

Background
1. In December 2012, the government established the Headquarters for Japan’s
Economic Revitalization within the cabinet to formulate necessary economic policy
measures and growth strategies, aiming to revitalize the Japanese economy,
breaking it away from the prolonged yen appreciation and deflation. In January
2013, the government established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Council under the
auspices of the Headquarters, with the mandate to deliberate on growth strategies
and

their

implementation,

which

would

strengthen

Japan’s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business activities abroad. Based on the discussions in the
Council, and at a meeting of the Headquarters, the Prime Minister, in his role as
the chief of the Headquarters, instructed the Minister for Financial Services to
coordinate with other relevant ministers and consider, with the aim of promoting
the sustainable growth of companies, principles for a wide range of institutional
investors to appropriately discharge their stewardship responsibilities.22)
2. The Cabinet approved in June 2013 the Japan Revitalization Strategy, which defines
the growth strategy, or “the third arrow” of the economic policy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 The Strategy states that “principles (the Japanese Version of the
Stewardship Code) for institutional investors to fulfill their fiduciary responsibilities,
e.g.

by

promoting

medium-

to

long-term

growth

of

companies

through

22) The sixth meeting of the Headquarters for Japan’s Economic Revitalization (April 2, 2013)

부 록

49

engagements,” that is, “the principles for a wide range of institutional investors to
appropriately

discharge

their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with

the

aim of

promoting sustainable growth of investee companies, through constructive dialogue
with them” should be discussed and drafted by the end of the year.
3. Implementing the instruction by the Prime Minister and the Strategy, the Financial
Services Agency established the Council of Experts Concerning the Japanese Version
of the Stewardship Code (hereafter, the “Council”) in August 2013. The Council has
met six times since August, and it has now produced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stitutional Investors” 《Japan’s Stewardship Code》 (hereafter, the “Code”). Before
finalizing the Code, the Council published an exposure draft both in Japanese and
English and has received valuable suggestions from 26 individuals/entities in
Japanese and 19 individuals/entities in English. Taking these suggestions into
account, the Council reviewed and finalized the Code.

Aims of the Code
4. As stated in the box at the beginning of this report, in this Code,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refers to the responsibilities of institutional investors to enhance
the medium- to long-term investment return for their clients and beneficiaries by
improving and fostering the investee companies’ corporate value and sustainable
growth through constructive engagement, or purposeful dialogue, based on
in-depth knowledge of the companies and their business environment. This Code
defines principles considered to be helpful for institutional investors who behave as
responsible institutional investors in fulfilling their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with
due regard both to their clients and beneficiaries and to investee companies.
5. At a company, the board of directors has the responsibility to enhance the
corporate value by exerting adequate governance and proper oversight on the
management, taking decisions on key policy and business matters. The function of
the board and that of institutional investors as defined in the Code are
complementary and both form essential elements of high-quality corporate
governance, which are indispensable in ensuring the sustainable growth of the
company and the medium- to long-term investment return for the clients and
beneficiaries. With due regard to the roles of both the board and institu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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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ors, the Code promotes constructive engagement, or purposeful dialogue,
between institutional investors and investee companies. The Code does not invite
institutional investors to interfere with the finer points of managerial matters of
investee companies.23)
6. Activities

by

institutional

investors

done

to

discharge

their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hereafter, “stewardship activities”) should not be seen to be
confined to voting, although voting is an essential element of stewardship activities.
Stewardship activities include proper monitoring of the investee companies and
constructive

engagement

with

them

done

to

responsibilities to foster sustainable growth of the

discharge

the

stewardship

companies.24)

7. In the Code, two categories of institutional investors are identified: “institutional
investors as asset managers” (such as investment managers), which are entrusted to
manage funds and invest in companies; and “institutional investors as asset owners”
(such as pension funds and insurance companies), including providers of funds.
The “institutional investors as asset manager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the corporate value of investee companies through day-to-day
constructive dialogue with them.
The “institutional investors as asset owners” are expected to disclose their policies
on fulfilling their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and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the corporate value of investee companies through their own actions and/or the
actions of the asset managers, to which they outsource their asset management
activities.
The asset managers should aim to know the intention of the asset owners so that
they can provide services as expected, and the asset owners should aim to assess
the asset managers in line with the Code, not placing undue emphasis on
short-term performance.
Effective and appropriate stewardship activities by institutional investors ultimately
aim at the enhancement of the medium- to long-term investment return for the

23) In addition, the Code does not preclude a decision to sell a holding, where this is considered in the
interest of clients and beneficiaries.
24) Legal clarification on issues related to the Large Shareholding Reports and the Tender Offer Disclosure
would facilitate constructive dialogue. (The Financial Services Agency has published “legal clarification
on issues relevant to the Japan’s Stewardship Code”, as detailed in a separate note.
(http://www.fsa.go.jp/en/refer/councils/stewardship/material/legalissu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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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s and beneficiaries. Institutional investors and their clients and beneficiaries
should both recognize that costs associated with stewardship activities are an
indispensable element in asset management.
8. The Code primarily targets institutional investors investing in Japanese listed shares.
The Code also applies to proxy advisors commissioned by the institutional
investors.

“Principles-Based Approach” and “Comply or Explain”
9. The principles in the Code should be applied in a manner suited to each
institutional investor’s specific conditions and situations. For example, the manner
in which the Code is implemented may differ, depending on such factors as the
investor’s size and investment policies (e.g., whether the policies are oriented
toward long-term or short-term returns, or active or passive strategies).
10. To allow for such flexibility, the Code adopts a principles-based approach instead
of a rule-based approach; a principles-based approach in this context expects
institutional investors to fulfill their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focusing on
substance, while a rule-based approach would prescribe actions to be taken by
investors in detail. A principles-based approach may not be well known in Japan
yet and some elaboration, such as the following, may be in order: even if
principles may look abstract and broad on the surface, they can work effectively if
relevant parties confirm and share the aim and spirit of the principles, and review
their activities against the aim and spirit, not necessarily against the letter of the
principles. In implementing the Code, institutional investors should respect such
intent of the principles-based approach.
11. The Code is not a law or a legally binding regulation. The Council expects those
institutional investors who support the Code and are prepared to accept it to
publicly disclose their intention.
12. The Code adopts the “comply or explain” (comply with the principles or explain
why they are not complied with) approach. If an institutional investor finds that
some of the principles of the Code are not suitable for it, then by explaining a
sufficient reason, the investor can choose not to comply with them. In other
words, an institutional investor who made its intention to accept the Cod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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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s not have to comply with all of the principles uniformly. Institutional
investors, when they make the aforementioned explanation, should aim to
articulate to clients and beneficiaries the approach they chose to adopt in lieu of
the principles they have decided not to comply with.
13. The “comply or explain” approach may not be well known in Japan yet either.
Both institutional investors and clients and beneficiaries are encouraged to
familiarize themselves with the approach. In particular, due regard should be paid
to the specific situations of the institutional investors who made their intention to
accept the Code public; it is not appropriate to focus on the letter of the Code
and automatically consider that an investor who does not comply with a part of it
is not fulfilling its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14. To make institutional investors’ acceptance of the Code transparent, the Council
expects institutional investors who accept the Code to:

∙ publicly disclose on their website their intention to accept the Code and
information that are required to be disclosed by the principles of the Code,
including the policy on how they fulfill the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and, if
they do not comply with some of the principles, an explanation of the reason;

∙ annually review and update the disclosed information; and
∙ notify the Financial Services Agency of the address of their website (the URL)
used to disclose the information above.
The Council also expects the Financial Services Agency to publish the information
about the institutional investors who have made the disclosure in a tabular form.
15. The Council expects that the Code will continue to be improved in response to
the progres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de (including progress in acceptance
and disclosure of required information) and in light of global developments. The
Council expects the Financial Services Agency to take appropriate steps so that
the Code will be reviewed periodically, about once every three years. Reviewing
the Code periodically is supposed to enable institutional investors and their clients
and beneficiaries to be better versed in the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and help
the Code to become more widely accepted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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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nciples of the Code
So as to promote sustainable growth of the investee company and enhance the
medium- and long-term investment return of clients and beneficiaries,
1. Institutional investors should have a clear policy on how they fulfill their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and publicly disclose it.
2. Institutional investors should have a clear policy on how they manage conflicts of
interest in fulfilling their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and publicly disclose it.
3. Institutional investors should monitor investee companies so that they can appropriately
fulfill their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with an orientation towards the sustainable
growth of the companies.
4. Institutional investors should seek to arrive at an understanding in common with
investee companies and work to solve problems through constructive engagement with
investee companies.
5. Institutional investors should have a clear policy on voting and disclosure of voting
activity. The policy on voting should not be comprised only of a mechanical checklist; it
should be designed to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growth of investee companies.
6. Institutional investors in principle should report periodically on how they fulfill their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including their voting responsibilities, to their clients and
beneficiaries.
7. To contribute positively to the sustainable growth of investee companies, institutional
investors should have in-depth knowledge of the investee companies and their
business environment and skills and resources needed to appropriately engage with the
companies and make proper judgments in fulfilling their stewardship activities.

Principle 1 Institutional investors should have a clear policy on how they fulfill their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and publicly disclose it.

Guidance
1-1. Institutional investors should aim to enhance the medium- to long-term return on
investments for their clients and beneficiaries by improving and fostering investee
companies’

corporate

value

engagement, or purposeful

and

sustainable

dialogue,25)

growth

through

constructive

based on in-depth knowledge of the

25) “Purposeful dialogue” in this Code refers to “constructive dialogue with the aim of enhancing the
companies’ medium- to long-term value and capital efficiency, and promoting their sustainable growth”
(see Principle 4, Guidance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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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ies and their business environment.
1-2. Institutional investors should have a clear policy on how they fulfill their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hereafter, “stewardship policy”) and publicly disclose
it. The stewardship policy should cover how they define the responsibility and
how they fulfill it, in view of their role in the investment chain running from
their clients and beneficiaries to the investee companies.26)

Principle 2 Institutional investors should have a clear policy on how they manage conflicts
of interest in fulfilling their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and publicly disclose it.

Guidance
2-1. While institutional investors should put the interest of their client and beneficiary
first in conducting stewardship activities, they inevitably face the issue of
conflicts of interest from time to time, for example when voting on matters
affecting both the business group the institutional investor belongs to and a
client or beneficiary. It is important for institutional investors to appropriately
manage such conflicts.
2-2. Institutional investors should put in place and publicly disclose a clear policy on
how they manage key categories of possible conflicts of interest.

Principle 3 Institutional investors should monitor investee companies so that they can
appropriately fulfill their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with an orientation
towards the sustainable growth of the companies.

Guidance
3-1. Institutional investors should appropriately monitor investee companies so that
institutional investors can fulfill their stewardship responsibility with the aim of
enhancing the medium- to long-term corporate value and capital efficiency and
26) The policy may differ depending on the role of the investors. For example, it may differ between
institutional investors who mainly manage funds, and those who mainly act as asset ow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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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ing the sustainable growth of the companies.
3-2. Institutional investors should monitor investee companies continuously and review
as appropriate the effectiveness of the monitoring.
3-3. When investors monitor investee companies, a variety of factors, including
non-financial ones, may be considered as relevant. Factors may include, for
example,

governance,

strategy,

performance,

capital

structure,

and

risk

management (including how the companies address risks arising from social and
environmental matters) of the investee companies. Relevance of a factor may
depend on each investor’s investment policy and may differ according to specific
investee companies. Institutional investors need to use their own judgment in
choosing which factors to focus on in light of their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They should endeavor to identify at an early stage issues that may result in a
material loss in the value of investee companies.

Principle 4 Institutional investors should seek to arrive at an understanding in common
with investee companies and work to solve problems through constructive
engagement with investee companies.

Guidance
4-1. Institutional investors should endeavor to arrive at an understanding in
common27) with investee companies through constructive dialogue28) with the
aim of enhancing the companies’ medium- to long-term value and capital
efficiency, and promoting their sustainable growth. In case a risk of possible loss
in corporate value is identified through the monitoring of and dialogue with
companies, institutional investors should endeavor to arrive at a more in-depth
common understanding by requesting further explanation from the companies
and to solve the problem.29)
27) The effort to arrive at an understanding in common may result in an agreement to disagree, but may
provide a better understanding on why they disagree.
28) Institutional investors should not to fall into formalism, such as to regard having a dialogue itself as the
aim.
29) Institutional investors may select investee companies with which they intend to engage with more
in-depth dialogue in light of the outcome of previous dia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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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Institutional investors should have a clear policy in advance on how they design
dialogue with investee companies in various possible situations.30)
4-3. In principle, institutional investors can well have constructive dialogue with
investee companies based on public information, without receiving information
on undisclosed material facts. The “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Tokyo Stock Exchange’s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for Listed
Companies” set the principle of the equitable treatment of shareholders, which
applies to the handling of undisclosed material facts. Institutional investors that
have dialogue with investee companies should be aware that the companies are
expected to abide by the principle and should in essence be discreet in
receiving information on undisclosed material facts.31)

Principle 5 Institutional investors should have a clear policy on voting and disclosure of
voting activity. The policy on voting should not be comprised only of a
mechanical checklist: it should be designed to contribute to sustainable
growth of investee companies.

Guidance
5-1. Institutional investors should seek to vote on all shares held. They should decide
on the vote in light of the results of the monitoring of investee companies and
dialogue with them.
5-2. Institutional investors should have a clear policy on voting and publicly disclose
it32). Institutional investors should try to articulate the policy as much as
possible. The policy should not be comprised only of a mechanical checklist: it
should be designed to contribute to sustainable growth of the investee company.
5-3. Institutional investors should aggregate the voting records into each major kind

30) The policy can differ between, for example, asset managers and asset owners.
31) When an institutional investor needs to receive information on undisclosed material facts due to a
special relationship with an investee company, it should first take necessary steps to secure compliance
with insider trading regulations, such as the suspension of trade of the company’s stocks, before
having a dialogue with the company.
32) When they have a practice of lending stocks across the determination date of the voting right, their
voting policy should include a policy on lending st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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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proposal, and publicly disclose them. Such a disclosure is important in making
more visible the consistency of their voting activities with their stewardship
policy. However, the types of activities institutional investors give priority to in
fulfilling their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can vary depending on such factors as
their stewardship policy and investment policy, and the types of their clients and
beneficiaries. If there is a reason to think a disclosure approach different from
the disclosure in aggregate mentioned above would portray an investor’s whole
stewardship activities more appropriately, the investor may choose the approach
while explaining the reason.
5-4. When institutional investors use the service of proxy advisors, they should not
mechanically depend on the advisors’ recommendations but should exercise their
voting rights at their own responsibility and judgment an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monitoring of the investee companies and dialogue with them.
When disclosing their voting activities, institutional investors using the service of
proxy advisors should publicly disclose the fact and how they utilize the service
in making voting judgments.

Principle 6 Institutional investors in principle should report periodically on how they fulfill
their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including their voting responsibilities, to their
clients and beneficiaries.

Guidance
6-1. “Institutional investors as asset managers” should in principle report periodically
to their direct clients on how they fulfill their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through their stewardship activities.33)
6-2. “Institutional investors as asset owners” should in principle report at least once a
year to their beneficiaries on their stewardship policy and on how the policy is
33)

implemented.

33)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in the case where recipients of an individual report indicate that they do
not need it. Also, if issuing an individual report to clients and beneficiaries is impractical, institutional
investors may choose to publicly disclose the information in place of sending a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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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When reporting to their clients and beneficiaries, institutional investors should
choose the format and the content of the reports in light of any relevant
agreement with the recipients and the recipients’ convenience, and the costs
associated with the reporting, and should aim to deliver effective and efficient
reports.34)
6-4. Institutional investors should maintain a clear record of their stewardship
activities, including voting activities, to the extent necessary to fulfill their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Principle 7 To contribute positively to the sustainable growth of investee companies,
institutional investors should have in-depth knowledge of the investee
companies and their business environment and skills and resources needed to
appropriately engage with the companies and make proper judgments in
fulfilling their stewardship activities.

Guidance
7-1. To make dialogue with investee companies constructive and beneficial, and to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growth of the companies, institutional investors
should develop skills and resources needed to appropriately engage with the
companies and to make proper judgments based on in-depth knowledge of the
companies and their business environment.
7-2. Institutional investors should have the necessary internal structure to have
appropriate engagements and make proper judgments.
7-3. Exchanging views with other investors and having a forum for the purpose may
help institutional investors conduct better engagement with investee companies
and

make

better

judgments.

Institutional

investors

should

review at

an

appropriate time samples of their previous engagements with investee companies
and the judgments they made, and improve their stewardship policy and voting
policy based on such review. Institutional investors should continually endeavor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ir stewardship activities.

34) Disclosur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in asset management is not expected in th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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