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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로우 소달리 서울 뉴스레터 

더욱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는 투자자 
 

이번 호에서는 IS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안의 내용과 함께, 투자자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투자대상기업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관여활동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3 분기에 저희 머로우 소달리가 자문시장 리그테이블 1 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알려드립니다.  

 

의결권 자문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ISS 의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공개되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인종과 민족적 측면의 다양성을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이 

추가되었고, 영국을 포함한 유럽 지역에서는 성별 다양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추가되었는데, 

이를 통해 이사회 또는 최고 경영진 구성에 있어 다양성이 여전히 중요한 화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특정 성별로만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1 자산규모 2 조 원 미만인 상장회사는 다른 성별의 이사를 선임할 의무가 

없지만, 위와 같은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할 때 머지않은 시기에 ISS 나 글래스 루이스 같은 글로벌 의결권 자문회사 또는 투자자들이 

이를 요구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제안된 개정사항 중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내용은 ISS 의 모든 가이드라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이사의 책임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ISS 는 경우에 따라 달리 적용되겠지만, 기후변화를 포함해 환경 및 사회 측면에서 위험을 관리하는 데에 실패한 경우, 

그리고 그 실패가 중대한 경우에 이사회 구성원에 대해 반대를 권고할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11 월 

뉴스레터의 주제에서 드러나듯이 기후변화에 대한 투자자의 움직임이 매우 본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개정 제안이 

갑작스럽거나 놀라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투자자와의 소통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접수기간을 짧게 가져간 후에, 11 월 중순경 개정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 ISS 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안 자세히 보기(영문)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20 

https://insights.issgovernance.com/posts/iss-launches-open-comment-period-for-2021-iss-benchmark-voting-policy-changes/
https://insights.issgovernance.com/posts/iss-launches-open-comment-period-for-2021-iss-benchmark-voting-policy-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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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Street Global Advisor(SSGA)는 S&P 500 기업의 약 20%를 소유하고 있는 소위 BIG 3 기관투자자 중 하나입니다. 지난 1 월 

투자대상기업에 보낸 CEO LETTER 에서 SSGA 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ESG 평가체계인 R-Factor 를 소개하면서, 점수가 낮고 

개선계획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반대 의결권 행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SGA 는 R-Factor 를 통해 전 세계 7,300 개 이상의 

기업에 대한 ESG 평가 정보를 얻었다고 밝히며, S&P 500, FTSE 350, ASX 100, TOPIX 100, DAX 30, CAC 40 지수 구성종목부터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를 시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 년부터는 비교기업군에 비해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저조한 성과를 보이는 기업에 대해서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며, 그 범위를 확대해나갈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SSGA 의 2 분기 스튜어드십 활동 보고서를 보면, 지난 주주총회에서 R-Factor 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SSGA 는 R-Factor 점수가 낮은 기업 중 14 곳이 지난 2 분기에 주주총회를 개최했고, 주주총회에 앞서 관여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습니다. 14 개의 대상 기업  중 9 개의 기업에 대해 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는데, 5 곳은 미국, 4 곳은 

영국 기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또는 지수는 SSGA 의 의결권 행사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입니다. 2022 년부터는 상대적 성과 또는 개선의 정도 또한 고려된다는 것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SSGA 의 R-Factor 점수는 

해당 기업에만 공개되고, 이메일을 통해 점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myfactorscore@SSgA.com). 이메일에는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 Company’s legal name 

▪ Ticker 

▪ ISIN 

▪ Company’s headquarter location 

▪ Contact name 

▪ Contact’s Title at Company 

▪ Contact email address2 

▪ Contact phone# 

투자자들이 우리 회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자료가 활용되고 있을 경우에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한 

활동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우리 회사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실질 주주를 파악하는 한편, 이들과의 관여활동 전략을 수립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 머로우 소달리가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SSGA CEO 의 서신 자세히 보기(영문)   

☞ SSGA 2020 Q2 Stewardship Activity Report 자세히 보기(영문) 

 

2 반드시 공식회사계정이어야 합니다. 

mailto:myfactorscore@SSgA.com
https://www.ssga.com/library-content/pdfs/insights/CEOs-letter-on-SSGA-2020-proxy-voting-agenda.pdf
https://www.ssga.com/library-content/pdfs/insights/CEOs-letter-on-SSGA-2020-proxy-voting-agenda.pdf
https://www.ssga.com/library-content/products/esg/asset-stewardship-report-q2-2020.pdf
https://www.ssga.com/library-content/products/esg/asset-stewardship-report-q2-20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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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 General Investment Management (LGIM)은 FTSE 100 지수에 포함된 Legal & General 그룹의 계열사로, 1.5 조 달러 

가량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글로벌 자산운용사입니다. LGIM 은 최근 투자대상기업에 기후변화에 대한 LGIM 의 인식을 공유하고 

기업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서신을 발송했습니다.  

서신을 통해, LGIM 은 기후변화가 세계가 맞이한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 중 하나이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LGIM 에 자산을 

위탁하고 있는 자산소유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투자대상기업들이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 위험 관리 수준이 미흡하거나 

정보 공시가 부족한 기업들에 대해 LGIM 은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보유주식을 처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LGIM 의 Climate Impact Pledge 는 2016 년에 시작하였고, 기업들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 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평가방식도 개선해 재단장하였습니다. LGIM 은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많은 기업들의 

성과 개선을 경험했다고 밝히면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SSGA 와 달리 LGIM 은 평가정보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에 필요한 정보는 CDP, Trucost 등 제 3 평가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회사의 실제와 다른 

평가결과를 확인하였거나 평가결과가 회사의 실제 모습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제시된 평가기관들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ISS 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부터, SSGA, LGIM 까지,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이미 가시화되었고 

당장의 주주총회 결과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반대 의결권 행사가 기업들의 관여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이미 경험하였기 

때문에, 기업의 주의를 끌고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효과적인 수단으로써 계속 활용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예상치 

못한 반대에 직면해 이사 선임이 좌절되거나 적기에 추진되어야 할 경영의사결정이 지지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투자자들에 

대한 사전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의 비슷하면서도 특색 있는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설적이고 신뢰하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주주에 대한 

관여활동이 필수적입니다. 머로우 소달리는 반세기에 가까운 기간 동안 주주들과의 소통을 지원하고 있는, 관여활동 지원 분야의 단연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이 있으신 경우 5 쪽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LGIM 의 CLIMATE IMPACT PLEDGE 자세히 보기(영문)   

 

 

 

 

https://www.lgim.com/uk/en/responsible-investing/climate-impact-pledge
https://www.lgim.com/uk/en/responsible-investing/climate-impact-p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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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로우 소달리가 2020 년 3 분기 인수합병 위임장 권유대행 및 정보중개 자문기관 리그테이블에서 1 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The Deal 에서 진행한 것이며, 세계 어느 자문기관보다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해 내었습니다.  

리그테이블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leaguetables.thedeal.com/power-ranking/pr-2020/q3-3/?mcat=ma&scat=proxy-and-info-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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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MORROW SODALI  

머로우 소달리(Morrow Sodali)는 對주주 서비스 및 기업지배구조 전략 자문 서비스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경영활동에 대한 

투자자들의 지지를 극대화시키는 데 최적의 동반자입니다.  

머로우 소달리는 기업지배구조 자문에서부터 ESG 컨설팅, 주주 소통 및 관여활동 지원, 자본시장 정보제공,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대행, 

주주행동주의 자문, M&A 등 구조개편 자문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통해 이사회 및 경영진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머로우 소달리는 효과적인 지배구조 공시, 주주와의 신뢰 관계 구축, 전략적 목표에 대한 지지 기반 극대화를 통해 고객사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뉴욕과 런던에 있는 본사를 포함하여 주요 자본시장 곳곳에 지사를 두고 있는 머로우 소달리는, 전세계 약 40 개국에서 세계 최대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700 여 개 고객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에 적합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이는 업계에서 머로우 소달리가 유일합니다 

 

이 자료는 MORROW SODALI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을 번역하고 일부 내용을 추가, 수정 또는 삭제한 것입니다. 원문을 확인하시려면, 

다음 링크를 통해 MORROW SODALI 홈페이지 (https://morrowsodali.com/insights)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s://morrowsodali.com/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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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엽 

대표 

 
s.chung@morrowsodali.com 

  02 6226 7266 

  010 8170 1000 

방문옥

상무, 기업지배구조 

 
m.bang@morrowsodali.com 

  02 6226 7268 

  010 5744 0577 

장우진 

매니저 

 
w.jang@morrowsodali.com 

  02 6226 7267 

  010 9973 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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