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연구회 ‘한국금융바로세우기’ 3차 포럼

프로그램
1부 : 개회 및 축사
사회 : 정성훈(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포용금융연구회 기획위원장)
개회 및 소개 : 김용기(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포용금융연구회 회장)
축사 : 정해구(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축사 : 민병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정무위 위원)

2부 : 발제 및 토론
사회 : 류영재((주)서스틴베스트 대표/포용금융연구회 부회장)

발표
제 1 발제 : 장기주의(Long-termism)에 대한 이론과 정책방향
(류후규 포용적금융/발전포럼 대표, 포용금융연구회 금융산업포지션연구TF 팀장)

제 2 발제 :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장기 인내자본 체제의 필요성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포용금융연구회 지속가능성제고분과 위원)

제 3 발제 : 장기투자와 한국자본시장의 과제
(존리 메리츠자산운용대표, 포용금융연구회 금융산업포지션연구TF 위원)

토론
정승일(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 포용금융연구회 부회장)
노금선(이오스파트너즈 대표, 포용금융연구회 지속가능성제고분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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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의 글 ]

포용금융연구회 회장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김 용 기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국회 정무위 민병두 의원님, 포용금융
연구회 회원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귀한 시간을 내어 오늘 포용금융연구회 제3차
포럼에 참석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포용금융연구회는 ▶ 일자리 중심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 금융의 필요한 역할을 찾기 위해 ▶ 금융산업 만의 이익이 아닌 한국경제
사회 전체의 이익을 함께 추구하기 위한 금융의 변화를 모색하고 ▶ 금융의 혁신과 효율성의
제고가 사회적 정의 및 사회적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난 7월 18일 발족하였습니다.
현재 학자와 전문가, 그리고 금융업 종사자 등 모두 44명이 본 연구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4개 분과(시민적가치결합분과, 서민소상공인금융강화분과, 사회의지속가능성제고분과,
금융산업발전분과) 및 2개 TF(가계부채TF, 금융산업포지션연구TF) 활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포용금융연구회는 지난 8월 4일 발족기념 1차 포럼에서 금융이 일부 고소득, 다자산
보유자들의 이익을 위해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 중산층과 서민의 이익에 봉사해야
한다고 주창한 바 있고, 지난 9월 22일 2차 포럼을 통해 ‘가계부채 및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거버넌스의 구축’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포용금융연구회의 오늘(11월 16일) 3차 포럼 주제는 ‘장기주의: 관치금융도 신자유주의도
아닌 장기성장을 위한 금융’입니다. 장기주의에 대한 이론과 정책방향, 혁신성장을 위한
장기 인내자본 체제의 필요성, 그리고 한국에서 장기주의가 자리 잡기 어려운 이유에 대한
연구회 회원들의 발제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 논란의 한계와
보완책, 그리고 국민연금의 장기투자를 위한 방안이 토론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신 포용금융연구회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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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에 있어서 장기주의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덕목일 뿐 아니라 우리가 빠르게 회복
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의 장기주의는 장기적 실물투자, 말하자면 설비투자,
R&D, 신생벤처기업투자를 가능케 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기업 경쟁력, 그리고 고용을
늘리기 위한 핵심적인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금융의 장기주의는 실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은행의 가계부채 확대를 통한 수익성추구 전략과 자본시장의 단기주의 및 주주
이익극대화 경향으로 채워져 왔습니다. 사회적 양극화의 확대와 고용불안, 그리고 고비용
사회가 초래되는데 금융의 책임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 ILO는 ‘국제임금
보고서 2012/2013’를 통해 노동자의 몫이 억제되고 불평등이 심화된 요인 중 가장 큰
이유가 월스트리트로 대표되는 금융활동이었다는 분석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기술
발전이나 세계화, 정부정책의 변화나 노조의 약화보다도 오히려 금융이 사회양극화 확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연구인데요, 한국의 금융이 자꾸 그 월스트리트의 금융을 무작정
좇아가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게 우리 포용금융연구회의 역할이
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 3차 포럼을 통해 제기된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이 향후 정부의 금융 및 기업
정책, 소득주도 및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참고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포럼에 참여한 모든 발제자와 토론자는 지난 번 1차, 2차 포럼 때와 마찬가지로 모두 포용
금융연구회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의 중책을 맡으시고 산적한 과제에도 불구하고 오늘 포용금융연구회의 3차 포럼에
관심을 갖고 응원하러 참여해주신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 위원장님과 포용금융
연구회의 든든한 후원자이신 민병두 의원님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포용금융연구회
3차 포럼에 대한 환영과 소개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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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정 해 구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정해구입니다.
오늘 ‘장기주의: 관치금융도, 신자유주의도 아닌 장기성장을 위한 금융’이라는 주제의 포용
금융연구회 3차포럼 개최를 축하합니다. 또한 바쁜 일상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여
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실 현재 우리는 거대한 시대 전환의 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1,700만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참여하여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졌던 촛불항쟁, 이에 따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리고 이를 통한 문재인 정부로의 정권 교체가 이러한
시대 전환의 거대한 드라마를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이러한 시대 전환의 모습은 ‘적폐청산’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드러내 문제를 치유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만으로는 미래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고자 하는 노력은 현재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포용금융연구회의 탄생과 그 활동도 그러한 노력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금융이 과거에 대한 반성에 바탕하여 미래의 새로운 시대에서 금융의
바람직한 역할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문제의식에서 포용금융연구회가 등장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의 이름 아래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과 관련된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제정책의
근저에는 그 동안 극히 양극화 되었고 지속적인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현실, 그리하여 경제 발전에도 ‘헬조선’을 운위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돌파하여 미래의 새로운 경제와 사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이 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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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리 경제와 사회가 처한 이러한 현실을 돌파하고 극복하는 데에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금융은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에 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언제가부터 금융은 자신만의 이익, 기득권만의 이익에 봉사하는 수단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잊어버리고 사회 전체의 공영을 잊어버린 금융이
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새로운 경제의 건설이 요구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저는 금융이 경제의
변화를 주도하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융’의 단어 앞에 ‘포용’의
단어를 붙여 ‘포용금융’의 연구회가 만들어진 것은 바로 그러한 문제의식의 소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오늘 논의되는 금융의 장기주의 역시 그러한 문제의식의 한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다시 한 번 포용금융연구회의 제3차 포럼 개최를 축하합니다. 그리고 오늘 포럼 논의
내용들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미래의 경제와 사회를 바꾸어내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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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 위원

민 병 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병두입니다.
먼저 따뜻한 금융을 위한 포용금융연구회의 세 번째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을 팔아 오늘을 사는 근시안적 단기 성과주의로 말미암아 금융회사들은 공공성
보다는 지나친 상업성을 추구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져버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당장의 이익에 급급하여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하기 보다는 단기적
시세차익만을 따라다니기 급급합니다. 정부의 정책도 단기적 성과에 치우쳐 보여주기식
정책을 남발하고, 냉온탕식 대증처방으로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 시장의 신뢰를 져버리곤
합니다. 기업들은 종종 단기적인 성장에 대한 열망에 눈이 멀어 리스크를 무시하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단기 성과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 보다 긴 안목에서 금융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장기주의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투자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단기주의
하에서는 구조적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장기주의는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는 단기적 성과에 대한 반성으로 장기주의적 관점에서
장기지표(Long-term Metrics) 개발, 장기주의적 경영지침(Guidelines for Long-term
Corporate Value Maximization)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장기주의 경영모델 개발과 구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금융회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의
공급보다는 담보위주의 전당포식 영업을 통해 수익성만을 극대화하고, 성과포장을 위한
불완전판매로 깡통계좌를 양산하고 있으며, 예대마진을 통한 이자장사에만 집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은행권 수입 약 13조 중 이자수입이 80%가 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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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금융도 변해야 합니다. 일찍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금융이 산업생태계가 변모할 수 있도록 단기적 성과위주의 투자가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해 자본을 충분히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우리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기적 성과주의를 버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여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야 합니다.
그러나 미래에 기대되는 장기성과는 당장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앞의 단기성과를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단기의 연속은 결국 장기이고 단기의 심각한 곤경이 장기에 대한
비관주의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주의와 장기주의에 대한 적절한 조화도 필요합니다.
금일 포럼에서는 장기주의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인데, 이러한 논의 결과가 향후 입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포용금융연구회의 포럼을 통해 금융이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금융의 새로운 역할과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
합니다.
끝으로 금일 포럼을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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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의(Long-termism)에 대한 이론과 정책방향
포용적 금융/발전 포럼 대표, 포용금융연구회 금융산업포지션TF 팀장

류 후 규

1. 장기주의와 경제성장
장기주의(long-termism)에 대한 경제학의 관심은 일찍이 A. Smith(1759)1)의 도덕감정론
(Theory of Moral Sentiment) 등에서도 나타남
“The qualities most useful to ourselves are, first of all, superior reasons and
understanding, by which we are capable of discerning the remote consequences of all
our actions; and, secondly, self-command, by which we are enabled to abstain from
present pleasure or to endure present pain in order to obtain a greater pleasure in
some future time."
신고전학파 성장모델은 경제성장의 주요 추진동력으로 자본축적, 인적자본 투자 등을
중시 : 이는 인내심(장기주의)에서 비롯된 높은 가계저축이 높은 기업투자로, 높은 인적
자원 투자가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는 데 기인
인내심과 경제성장의 밀접한 관계는 많은 실증분석에서 확인됨: AD 1000년 이후 세계의
1인당 GDP는 연평균 0.4%(1750년 이후로는 연평균 1.4%) 성장한 것으로 추정
일부 연구에서는 문화적, 종교적 특성이 경제성장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 M. Weber(1958)2)는
유럽 개신교 국가들이 인내심과 직업윤리 등을 바탕으로 카톨릭 국가들보다 높은 성장을
보였다고 주장, Franke et al(2007)3)도 검약과 인내 등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를 빠른
성장의 동인으로 파악
인내심(장기주의)은 금융시스템 발전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 은행제도나 증권시장은
저축과 투자의 연결수단으로서 인내심으로부터 성장의 과실을 실현시키는 역할을 담당.
또한 금융심화(financial deepening)는 장기적 성장의 선도요인으로서 금융중개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인내에 대한 보상을 증대시키고 검약을 장려하며 성장을 고취시킴.
1) Smith, A (1759),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London: A. Miller
2) Weber, M (1958),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3) Franke, R H, Hofstede, G and Bond, M H (2007), "Cultural Roots of Economic Performance: A Research Not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2(s1), pp 16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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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80년대 행동경제학자들(Thaler and Shefrin(1981)4) 참조)은 인간의 뇌리에 자아
(ego)와 또 다른 자아(alter ego)가 인내심 있는 계획자(patient planner)로서 또는 성급한
행동자(impatient doer)로서 상호 충돌할 수 있는 문제들을 연구
1990년대에는 인내와 성급함에 대한 선호의 동태적 비일관성*에 대한 연구도 진전
(Ainslie and Haslam(1992)5), Laibson(1997)6) 참조)
*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선호가 역전, 또는 가까운 장래일수록 성급한 행동에 대한 선호가 지배하는
hyperbolic preference가 발생

최근 들어 McKinsey Global Institute(MGI)7)는 장기주의에 입각한 경영성과가 단기주의에
비해 2001-2015년 중 기업수익(earnings), 재무성과, 고용창출, 경제성장 등 다양한 성과
기준에서 우월하였다고 분석(세부 내용은 <별첨 1> 참조)

2. 신고전파 경제이론과 다른 금융현상 : 단기주의 확산 현상
신고전파 경제이론에서 사람들의 선호는 고정된 것으로 가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선호가
환경에 따라 적응적인 경우가 다양하게 관찰(Kahneman and Tversky(1979)8) 참조)
선호가 환경에 적응하여 바뀔 경우 개인, 경제 및 사회시스템도 환경에 따라 인내심
(장기주의)이 주도하는 자기개선적 사이클(self-improving cycle)이 나타나기도 하고 반대로
성급함(단기주의)이 주도하는 자기파괴적 사이클(self-destructive cycle)이 나타날 수도 있음
그런데 1980년대 이후 금융자율화와 금융혁신의 확산, 1990년대 이후 금융의 글로벌화
진전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단기주의의 선호체계가 강화되면서 신고전파 경제
이론과 상이한 금융현상들이 다양하게 관찰되어 왔음. 이들 현상은 대부분 성급함(단기
주의)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짐9)

1) 과도한 변동성(excess volatility puzzle)
자산가격이 장기간에 걸쳐 fundamental에서 크게 이탈
4) Thaler, R H and Shefrin, H M (1981), "An Economic Theory of Self Control",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9(2), pp 392-406
5) Ainslie, G and Haslam, N (1992), "Hyperbolic Discounting", Choice Over Time, Russell Sage Foundation
6) Liebson (1997), "Golden Eggs and Hyperbolic Discounting",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2(2), pp
443-477
7) Mckinsey Global Institute (2017), Measuring the Economic Impact of Short-Termism, Discussion Paper
8) Kahneman, D and Tversky, A (1979),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iscussions Under Risk", Econometrica
47, pp 313-327
9) Andrew Haaldane (2010), Patience and Finance, (the Oxford China Business Forum Speech, Beijing, 9 Septemb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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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계열 상관(serial correlation puzzle)
자산가격 시계열이 단기적으로 positive 상관성, 중기적으로는 negative 상관성을 가져
random walk 가설과 상이하게 변동

3) 높은 주식 프리미엄(equity premium puzzle)
안전자산 대비 주식의 초과수익률이 전통적인 자산가격이론들의 설명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hyperbolic discount 현상으로 일부 설명)

4) 과도한 민감성(excess sensitivity puzzle)
가계소비지출이 가계소득 변화에 민감하여 항상소득 가설과 상이하게 반응(성급함에
따른 과소저축 현상으로 일부 설명)

5) 과도하게 높은 배당률(dividend payout puzzle)
실제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배당률이 장기간 지속(투자자들은 즉각적 보상인 배당을 미래의
보상인 자본이익보다 선호)

6) 과도하게 높은 할인율(discounting puzzle)
기업 및 프로젝트 가치평가에 적용되는 할인율이 fundamental로 설명되는 할인율
보다 통상적으로 높게 형성

7) 적극적 투자 포트폴리오의 빈약한 상대수익률(fund management puzzle)
적극적 투자 포트폴리오(A)가 수동적 투자 포트폴리오(B)에 비해 수익률이 저조
(Warren Buffet의 snoozing rule이 장기적으로 우월한 수익률을 달성) : 시뮬레이션 결과
1967년 1달러의 A는 2009년에 75달러로 늘어난 데 비해 1967년 1달러의 B는 2009년에
2650달러로 늘어나 A의 36배 규모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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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주의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접근
1) 자산시장의 안정 도모: 부동산 가격 및 주가 등의 거품 방지
ⅰ) 금융혁신, 금융자유화 및 개방화 등의 진전과정에서 저축 증대, 생산적 투자 증대,
혁신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self-improving cycle)을 강화
ⅱ) 자산가격 변동성 확대, 차입 및 과소비로 이어지는 악순환(self-destructing cycle)을
방지하는 정책이 시급

2) 경쟁정책 강화 및 경제적 지대 등 초과이익 추구 억제
ⅰ) 기존 기업의 기득권 남용 방지 및 신규 진입기업 보호 지원
ⅱ) 현직 경영진에의 과도한 이익분배 억제, 적정임금 및 생산성 임금 보장 : 영국의
경우 업무상 과실, 비리 등으로 수사 중인 은행 최고경영자의 보증된 보너스 지급을
10년까지 유예하는 “clawback” 제도를 2016년부터 시행 중

3) 금융자산의 장기투자 및 보유를 위한 유인 강화
금융자산 시장가격의 과도한 변동이 금융자산의 장기투자 및 보유를 방해하고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정책유인을 강화
ⅰ) 장기투자 및 장기보유 금융자산에 대한 세제 및 금융 등 혜택 강화
ⅱ) 초단기 금융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중과세
(The Aspen Institute 보고서, Overcoming Short-termism: A Call for a More
Responsible Approach to Investment and Business Management 참조)
ⅲ) 투표권 및 이사회 멤버 선임 등에서 주식보유 기간에 따른 차별화 장치 마련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2010)10), Facilitating Shareholder Director
Nominations 참조, 프랑스의 경우 장기보유 주식의 투표권 효력에 대한 우대장치를
이미 시행 중)
ⅳ) 기관투자가들의 장기 지속가능성투자 및 책임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개발(세부 내용은 University of Cambridge Investment Leaders Group (2016)11),
10)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2010), Facilitating Shareholder Director Nominations,
http://www.sec.gov/rules/final/2010/33-9136.pdf
11) University of Cambridge Investment Leaders Group (2016), Taking the Long View: A Toolkit for Long-term,
Sustainable Investment Man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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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ing the Long View: A Toolkit for Long-term, Sustainable Investment
Mandates에서 발췌한 <별첨 2> 참조)

4) 장기주의에 유리한 pre-commitment device 등의 고안
ⅰ) 신탁 및 연금기금, Christmas Clubs Account, 혼전 약속(pre-nuptial agreements) 등
ⅱ) 장기성과 기준 고용계약 도입 등
ⅲ) 공공정책에서의 동태적 비일관성 방지
(인내심과 낮은 할인율이 필요한 장기적인 공공정책의 수립 시행에 있어 선거 등
정치적 사이클에서 독립적인 민간 전문가 그룹의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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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장기주의에 입각한 경영성과
성과지표

장기주의의 장점

기업 펀더멘털

장기전략 추구기업이 여타 기업보다 2014년까지 평균 47% 높은 수입
(revenue)과 36% 높은 수익(earnings) 누적 증가율 실현,
수익 및 수익 추이도 안정적(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입 및 수익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고 위기 이후 빠르게 회복)
연평균 경제적 이익(기업이익-자본의 기회비용) 규모도 장기전략 추구기업이
81% 크게 실현

재무성과

장기전략
기업보다
단기전략
으로 1조

추구기업이 평균 70억 달러가 높은 주식시장가치를 실현(여타
2%p 높은 시장가치 증가를 실현),
추구에 따른 주식시장가치 미실현액(foregone value)이 누적기준
달러로 추정

위기 시 투자 지속

장기전략 추구기업이 여타 기업보다 50% 높은 연평균 R&D 투자를 실현,
특히 위기 시에도 상품 및 기술개발 등 장기적 투자를 지속(글로벌 금융
위기 시 R&D 투자가 연평균 8.5% 증가하여 여타 기업의 3.7%를 크게
상회)

고용 확대 및
경제성장

장기전략 추구기업이 여타 기업보다 평균 12,000명 많은 고용을 창출(모든
기업이 장기전략을 추구했을 경우 8백만명의 추가고용 창출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
경제성장에는 매년 0.8%p의 추가성장이 실현되었을 것으로 추정

참고: Mckinsey Global Institute (2017), Measuring the Economic Impact of Short-Termism, Discussion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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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장기 지속가능성 투자로의 유인장치(예)
Toolkit

주요 내용

투자 신념

장기주의 투자철학(ESG 이슈 등) 강화

벤치마크

적정 벤치마크 설정
(시장가액, 펀더멘털, 시스템 리스크, 기업특성 등의 합리적 고려)

리스크/트랙킹
에러/액티브
share

high tracking error, high active share, 포트폴리오 구성/주식선택에서의
유연성 부여 등으로 투자대상 기업의 장기 지속가능성 투자(장기주의)를 유인

거래액/보유기간

낮은 거래액/장기보유 추구,
long-term(5-10년)/responsible/sustainable investment (LTRSI) 중시,
asset manager와 투자대상 기업 간의 대화채널을 통한 장기주의 투자인식 배양,
계약 당시 거래액 기대치로부터의 괴리발생 시 설명의무 강화

포트폴리오
사이즈

75개 내외 기업(가능할 경우 20-30개 기업) 범위의 적정 포트폴리오 구성
으로 투자대상 기업 관련 심층분석 유도

스튜어드십

장기 지속가능성 기대에 대한 대화채널 강화,
포트폴리오 대상 모든 기업과의 정기적 대화/주총 참석 및 투표권 행사,
자산보유자/투자자의 투자기업에 대한 개입(개입에 필요한 협업 포함) 보장,
임원보수와 ESG 등 장기성과의 연계

투자절차 및
조직문화

심층 기업분석 역량 강화,
ESG의 충실한 실천,
팀웍 강화 및 실패로부터의 학습 등 장려

모니터링 및
성과보고

장기 재무성과 및 지속가능성을 중시,
단기 모니터링은 문제의 조기발견에 집중, 성과평가는 3-5년의 장기관점에서 접근,
성과보고는 장기 지속가능성/스튜어드십 활동 및 이행성과 등을 포괄,
보고대상 지수에는 거래액/active share/5년 이상 주식보유/투자대상 기업에의
개입 사례, 지속가능성 관련 metric 등을 포함

영업모델 및
펀드매니저 유인

수수료(fee) 구조와 자산보유자(투자자) 이익의 합치성 점검, 성과수수료
(performance fee)는 단순, 명료하고 장기주의를 명확히 유인토록 설계,
기본 운용 수수료(basic fee)에 거래비용의 특정 허용수준을 포함,
펀드매니저 보너스는 5년 이상 장기성과와의 합치성 유지, 펀드매니저와
투자자고객의 공동투자 유도

자산소유자와
자산운영자의
관계

LTRSI를 위한 신뢰와 이해 독려, 투자자의 인내심 배양, 투자자의 장기투자
철학과 합치되도록 투자자와 펀드매니저간의 관련 대화 강화

참고: University of Cambridge Investment Leaders Group (2016), Taking the Long View: A Toolkit for
Long-term, Sustainable Investment Man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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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포용금융연구회 지속가능성제고분과 위원

조 영 철

1. 단기 거리두기 금융과 장기 관계금융의 역사적 경로의존성
□ 영국
○ 산업화 시기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을 때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은 사적 영리
기관이라는 지위와 1844년 영란은행의 지폐 발행을 금 보유고와 연계해 규제한 은행법
(Bank Charter Act) 규제 때문에 최후 대부자의 역할을 소극적으로 수행.
- 금융위기 시 은행에 대한 자금 지원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사회 여론으로
인해 중앙은행이 역할을 못함.
- 은행의 부실채권에 의한 구조적 위기와 유동성 위기를 구분하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중앙은행 최후 대부자 역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
○ 1878~1890년 금융위기 때 영란은행의 유동성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후, 영국
은행들의 장기 산업대출은 급속히 쇠퇴했고, 이후에도 영국 은행들은 항상적으로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장기적 산업 대출을 기피하고 제도의 경로
의존성에 의해 거리두기 단기 금융의 전통이 생김.
○ 거리두기 금융은 산업금융 지원이 아니라 은행 안정성을 위해 형성된 관행임.
○ 케인즈의 영국 금융에 대한 비판적 인식
- 실제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 특히 은행가들은 실물 사업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이며, 기업의 수익성에 대한 진지한 장기전망이 아니라, 남보다 앞질러 투자해
자본 이득을 얻고 가치가 떨어질 주식을 일반 대중에 비싼 가격에 떠넘기는 것에만
집중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성과 번영을 손상시킴. → 금융 규제 필요성 강조

□ 미국
○ 미국은 1913년 연방준비시스템이 만들어질 때까지 최후 대부자 역할을 할 중앙은행이
없었음. J. P. 모건은행(J. P. Morgan & Co.)이 최후 대부자 역할을 했지만 제한적이
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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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점주의 주법으로 전국적 지점망을 갖춘 대형 상업은행이 발달하지 못한 미국의 경우
상업은행이 대출과 자산을 다각화하기 어려웠고 특정 지역의 경제 충격의 영향을
많이 받아 금융 불안정성에 크게 노출되었음. 따라서 미국 은행들은 유동성 확보에
신경을 많이 썼고 장기 기업대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음.
○ 운하와 철도 건설은 직접 금융을 통해 이루어짐. 그러나 직접금융은 주로 대기업이
활용.
- 미국의 상업은행 부문은 영세했지만 미국의 투자은행 부문은 고도로 집중되어 있어
발행규모가 거액인 증권인수는 대부분 6대 투자은행들이 처리
- 투자은행은 평판자본(reputational capital)을 활용하여 회사채 발행기업과 외부투자자
간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

□ 독일
○ 독일의 중앙은행은 상업은행의 유동성 위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음.
- 중앙은행으로 1847년에 설립된 프러시아은행은 정부와 개인들의 공동소유였으며 대출
같은 영리활동도 했지만 정부의 대리인으로 국가의 계획된 목표를 일관되게 수행했음.
- 프러시아은행은 금융위기 때 어려움에 처한 은행의 채권을 구입해 줌으로써 최후
대부자 역할을 수행했고, 이런 전통은 독일 제국은행(Reichsbank)에서도 지속되었음.
더욱이 비스마르크는 제국은행이 신축적인 재할인률정책을 통해 최초 대부자 기능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은행의 산업금융 재원을 지원했음(Guinnane 2001, 15-8; Hellwig
1991, 48).
○ 산업화 초기부터 최후 대부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한 독일 중앙은행의 존재는 독일
은행들이 영‧미 은행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업금융을 과감히 전개할 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였음
○ 이런 독일 장기 산업금융 전통은 후발자본주의 국가인 독일이 신속하게 중화학공업화
따라잡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임.
- F. List가 후발자본주의 국가인 독일의 산업화를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했지만,
독일의 관세수준은 미국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었고 산업보조금, 장기 산업금융의
역할이 중요했음.
- 1989년 독일에서 주택금융을 제외하고 비금융기업과 자영업에 대한 은행 대부 중
만기 4년 이상의 장기금융 비중이 57.1%(Deeg 1999, 253)에 달하고, 회사채 비중이
낮음.
24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장기 인내자본 체제의 필요성

-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과 미텔슈탄트(mittelstand)로 유명한 독일은 관계
금융의 대표적 나라임. 독일의 은행은 상업은행과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소유하고
지역금융을 담당하는 저축은행(쉬파카르센, Sparkassen), 그리고 중소상인과 농민들의
협동조합 조직인 협동조합은행으로 구분됨. 상업은행, 저축은행, 협동조합은행의 치열한
경쟁체제에서 장기대출과 회계, 조세, 국내외 시장정보, 장단기 재무계획 등 컨설팅
업무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종합금융(Allfinanz)서비스를 제공. 더욱이
종합금융서비스는 지방정부의 중소기업지원제도와 연계되어 각 지역별로 관련 기업들간의
정보협력 네트워크의 핵심고리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도 기여하고
있음.
○ 금융세계화로 영미식 기준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확산되면서 독일의 장기금융 비중도
많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영․미 보다 높은 수준이며 관계금융 전통이 유지되고 있음.

□ 장기금융에 대한 사회적 인센티브 강화 필요
○ 은행의 유동성 위기가 부실채권에 의한 것인지 장기대출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해서
금융감독 기준을 설정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혁신성장과 장기금융
□ 혁신의 장애요인
○ 혁신은 불확실성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기회주의 문제가 발생함.
○ 불확실성과 기회주의 문제로 인해 다른 부문은 외주화(outsourcing) 해도 R&D와 같은
혁신투자는 기업조직의 내부시스템(in-house system)에서 주로 이루어지거나 M&A로
내부화함.
○ 따라서 혁신이 이루어지려면 혁신기업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기회주의 전략을
선택하지 않고 상호협력하는 정합게임 관계가 이루어져야 함.
○ 단기적 거리두기 관계는 금융 안정성을 추구하는 금융회사에는 유리하지만, 장기적
자금지원을 필요로 하는 혁신 기업가에게는 불확실성을 증대시킴. 단기 거리두기금융은
장기적 인내자본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혁신기업을 지원하는데 근원적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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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 지원 금융헌신
○ 혁신형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은 크게 세 가지.
- 첫째, 혁신 중소기업의 수익성은 불확실성이 크고 창업 초기에는 상당 기간 손실이
불가피.
- 둘째, 혁신형 중소기업의 생산역량 정보에 대한 정보에서 투자자와 기업가 간에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여 양자 간의 금융계약을 어렵게 함.
- 셋째, 혁신은 금전적 평가가 어려운 무형자산이며, 실패하는 경우 청산가치가 거의 없음.
○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은 투자자가 단순히 돈만 투자하고 거리두기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발전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임.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종자 자본(seed capitals)을 투자하는 에인절(angels)은 창업기업가에게 공식‧비공식적으로
자신의 전문지식과 연줄을 제공해 도움을 주면서 기업 발전에 관여하고 지원함.
○ 혁신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가와 혁신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투자자 간에 상호신뢰의 협력관계가 형성되려면 금융에 의한 학습(learning-byfinancing)을 통해 산업과 금융 간의 정보비대칭성을 극복하는 산업—금융 네트워크의
제도적 배치(institutional arrangement)가 있어야 하며(Marmefelt 1998) 혁신을 지원
하는 금융헌신(financial commitment)은 이를 기반으로 함.12)

□ 에인절, 벤처캐피털의 인내자본(patient capital), 관계금융 성격
○ 모험자본가와 에인절은 월가의 거리두기금융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계금융을 특성으로
함. 모험자본가는 혁신적 기술력을 갖춘 창업자에게 장기적 혁신투자자금을 제공하는
대신 위험과 수익을 공동으로 나누기 때문에 벤처기업에 관여하고 구속되는 인내자본
역할을 수행
○ 벤처기업을 창업하려는 연구개발자와 투자자 사이에서 높은 수준의 신뢰가 있어야
위험성이 높은 혁신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혁신투자는 정보비대칭성과 기회주의 문제가 심각해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영역임. 따라서 연구개발자는 개발한 기술 내용을 투자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공개
해야 하며 투자자는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함.

12) 헌신(commitment)이란 전력을 다해 적극적으로 관여함을 의미한다. 경제학에서 헌신이란 말이 사용될 때는 하나
또는 복수의 선택 대안을 포기하는 것, 또 그렇게 하겠다는 의사 표시이며, 그에 따라 자신이나 타인의 인센티브
나 기대를 바꾸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도모노 노리노 2006, 282). 금융헌신이란 금융유동성에 대
비되는 개념으로 이탈효과를 중시하는 거리두기관계의 단기적 기업금융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자금을 지
원하는 참여적‧구속적 관계의 기업금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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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투자의 시장실패를 극복하려면 기회주의 행동을 억제하고 혁신 관련 이해관계
자들의 헌신(commitment)을 유도하고 거래비용을 줄이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야 함. 따라서 최근에는 사회자본 확충 → 혁신투자 → 경제
성장의 인관관계가 강조됨.
- 즉 실리콘밸리 IT혁명은 뉴욕 주식시장의 힘 때문이라기보다는 실리콘밸리 지역에
형성된 사회자본과 금융헌신 때문에 가능했던 것임.
- 미국의 에인절은 투자기간이 3~7년이고 83%가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준(準)동업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 모험자본가들은 전망 있는 사업을 선별
하고 감시하는 광범한 통제(governance)기능을 수행.
- 또한 모험자본가는 투자자와 벤처기업 간의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는 네트워크 기능을
수행. 즉 벤처사업의 기업특수정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지만 벤처사업의 일반적
기술정보는 모험자본가들과 공유.
- 모험자본가들은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벤처사업의 전망, 기술경향을 추정하고 사업성
있는 벤처사업을 선별하고 자신이 투자한 벤처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감시함으로써 성과를 내는 경우에만 계속 지원하는 단계별 금융(staged financing)
지원을 했음.
- 모험자본가들의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벤처사업의 일반적 정보자산이 실리콘밸리 전체로
확산‧공유됨으로써 기술네트워크의 외부성 효과와 확산 효과를 발생.

□ 외환위기 이후 한국 금융의 변화
○ 외환위기 이후 BIS제도 등 금융 안정성에 초점을 둔 제도 개혁으로 기업금융이
급속히 약화되고 금융 유동성(financial liquidity)과 단기주의 문제가 강화되었음. →
기업의 본질적 잠재 가치, 내재 역량을 평가하기 보다 단기 재무제표를 중시
○ 관치금융에 의존한 산업금융이 해체되는 대신 중소기업의 정책금융 의존도가 급속히
상승함으로써 민간의 중소기업금융 역량은 강화되지 못함.
○ 지방은행이 없어지거나 금융지주회사에 흡수되면서 지역별로 잔존했던 “약한 관계금융”
체제도 쇠락.
○ 중소기업은 직접금융 접근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관계금융 지원 체제 필요

□ 정책금융기관의 부작용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경기대응 정책으로 정부가 중소기업 정책금융 규모를
예외적으로 대폭 증가시켰는데, 그 이후 정책금융 규모가 조정되지 않고 계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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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에 있어 GDP 대비 한국의 중소기업 정책금융 비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13)
○ 정책금융기관이 구조조정을 해야 할 한계기업을 계속 지원함으로써 한계기업의 구조
조정을 지연시키고 좀비기업의 정책금융 특혜를 바탕으로 한 덤핑 확대로 다른 정상적인
중소기업까지 피해를 주는 현상을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정책금융은 민간금융의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함. 정부 지원 신용보증
기관은 은행의 기업 선별 책임성을 완화함으로써 은행이 기업 선별 및 감시 투자를
소홀하게 하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음.
○ 정책금융기관의 신용 보증이 단기적 민간금융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반면 장기적으로
민간 금융시장의 선별,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음.
- 민간은행이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와 기술평가 능력을 키우는 투자를 하지 않고 있고,
그 결과 창업 벤처기업의 잠재가치와 중소기업의 상환 능력에 대한 신용 평가가
이뤄지지 못하니까 담보 없는 중소기업은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금융 시장실패가
발생하고, 이러한 중소기업 금융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 지원 신용보증
등의 정책금융 비중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음.
○ 정책금융이 신용평가를 대신해줌으로써 민간의 신용평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민간의 신용평가 능력을 강화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정책금융이 한계기업의 저임 일자리를 온존시키는 복지 기능으로 변질되어서는 곤란
하며, 민간금융이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창업기업과 혁신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불황 시 자금을 회수하는 민간금융의 경기순응 행태에 대응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음.

□ 혁신 중소기업 지원하는 혁신금융체제 형성 조건
○ 정부는 중소기업을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관계금융 확산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혁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관계금융이 확립되려면 다음 조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초기 벤처기업 중 사업성 있는 벤처사업을 선별하고, 벤처기업가의 도덕적 해이를
감시하는 단계 금융을 주도할 수 있는 산업 및 기술 전문성을 갖춘 모험자본가
에인절 확보가 핵심임. 성공한 벤처기업가들이 은퇴 후 혁신금융을 주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모험자본 생태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13) 국회예산정책처, ｢벤처·창업 지원 정책의 주요 쟁점과 개선과제｣, 2014. 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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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캐피털과 중소기업 지원 정책금융은 에인절의 선별과 단계금융을 따라가면서
자금 제공을 함으로써 에인절과 민간 모험자본가의 위험을 분담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산업-금융의 장기적인 협력적 네트워크는 실리콘밸리 사례에서 보듯이 반복게임과
사회자본, 평판자본 형성이 쉽게 형성되는 지역별 클러스터가 유리함. 독일의 탄탄한
중소기업체제도 지방정부-지방은행-중소기업간의 긴밀한 지역별 관계금융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 은행이 독과점체제에 있는 경우 정부의 관계금융 정책은 중소기업의 구속 문제를 심화
시켜 관계금융의 장점보다 단점이 부각될 수 있음. 따라서 독일의 경우처럼 지방은행
진입규제를 완화해 지방은행의 경쟁체제를 강화하면서 지방은행의 필요에 의해 만들
어지는 관계금융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지방분권, 지방재정 강화로 지역별 산업클러스터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정책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현재는 지방재정의 한계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산업정책의
주체로 나서는데 한계가 있음. 4차산업혁명 등 신성장산업의 방향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산업정책만으로는 혁신성장과 신산업정책을 펴나가는데 한계가
있음. 지방자치단체-지방은행-지역 중소기업의 긴밀한 협력관계의 성공 사례가 혁신
성장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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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의 한계와 보완책

[토 론 문]

스튜어드십 코드의 한계와 보완책
정승일(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 포용금융연구회 부회장)
류영재(서스틴베스트 대표, 포용금융연구회 부회장)

1. 영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두 개의 보고서와 스튜어드십 코드
○ 2008년 영미발 세계금 융위기를 계기로, 영국의 John Kay 교수는 그 발생 원인을 분석
하고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케이 보고서」(Kay Review)를 발표
- 「The Kay Review of UK Equity Markets and Long-Term Decision Making」
- John Kay의 보고서는 (1) 영국 금융시장 및 기관투자자들의 단기주의(short-termism)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2) 장기적 시야의 투자결정(long-term decision making)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으며, (3) 스튜어드십 코드는 본래 이러한 여러 해법의 하나로 등장
○ 비슷한 시기에 David Walkers는 영국의 은행과 여타 금융회사들이 왜 리스크 관리에
실패했는지를 분석하는 「Walker Review」를 2009년에 발표
- 「A Review of Corporate Governance in UK Banks and Other Financial Industry Ent
ities: Final Recommendations」, November 26, 2009.
- David Walker는 모건스탠리 회장 출신으로 Financial Reporting Council(FRC)의 위원
장으로 임명되었는데, FRC의 임무는 금융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처 방안을 마련
하는 것
- Walker 보고서는, John Kay의 보고서와 달리, ‘기관투자자들이 책임 주주로 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과 상장회사들이 주주 부재 경영을 해왔고 그로 인해 영국의
은행들이 지나친 리스크를 감수하는 경영 전략을 펴서 금융위기가 발생했다고 진단
- 따라서 Walker 보고서는 펀드 등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금융위기를 저지하는 해법이라고 제시
○ Walker 보고서의 해법이 기반이 되어 2010년 영국 정부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
- 그 이후 스튜어드십 코드는 여러 나라가 채택하여, 2017년 5월 현재 총 11개 국가가
채택하였으며(영국 캐나다, 남아프리카, 일본,이탈리아, 홍콩, 대만, 브라질 등), 미국은
2018년 1월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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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는 2017년 대통령 공약으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등장하였으며, 국민연금은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할 것을 검토 중

2. 스튜어드십 코드의 한계
○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용 : 다음의 7가지 원칙 또는 가이드라인으로 구성
-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 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 기관투자자는 투자 대상 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고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전
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 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 절차 세부 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
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행은 금융시장 단기주의를 해결 못한다는 비판
- ‘기관투자자들의 소유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하지만 그것 자체만으로는 국제+국내 금융시장에 만연한 단기주의(short-ter
mism)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적 연구의 공통적 결론
- 스튜어드십 코드 그 자체에는 금융회사 및 펀드매니저들이 기존의 단기주의적 포트
폴리오 투자자의 입장에서 장기투자자로서의 오너십을 입장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해
야할 별다른 의무 사항도, 인센티브도 없음
- 기관투자자들이 장기투자자로서의 오너십 역할을 하려면 추가 비용이 투여되어야 하는
바, 하지만 그 추가 비용에 상응하는 장기적 고수익을 고려하는 기관투자자들은 많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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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튜어드십 코드의 아킬레스건 :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최대의 수혜자
- 사모펀드와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은 상대적으로 특정 종목에 집중하여 장기투자
- 결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수혜자는 일반적인 공모펀드와
보험회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아니라, 사모펀드와 행동주의 헤지펀드 등 주주행동주의
(shareholder activism) 투자자들뿐
- 이에 Brian Cheffin * 같은 이들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결국 주주행동주의에 적극적인
행동주의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의 수익 추구에 도움이 될 뿐이라는 점을 들어 이것을
‘스튜어드십 코드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비판
* Brian R. Cheffins, “The Stewardship Code’s Achilles Heel”. University of Cambridge
Faculty of Law Research Paper. No. 28/2011.

3. 장기주의를 촉진하는 다양한 보완적 해법
○ John Kay가 <Kay Review>에서 제시한 해법
- John Kay 역시 <Kay Review>에서 스튜어드십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하지만 그는
(국내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종합적 해법을 제시했으며, 그 다양한 해법과
동시에 (보완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오히려 단기주의의 파괴성을
더욱 부추길 우려
- 스톡옵션 등 주식연계 성과보수에 대한 규제 : CEO에 대한 지나치게 많은 주식가격
관련 성과보수는 기업경영에 있어 단기적 주가상승에 치중한다고 비판하면서 그것을
제한할 것을 요구
- 자산운용업의 경영자에 대한 평가 및 보상에 있어 단기성과 위주의 성과 평가 및 성과
보수를 규제할 것을 요구
- Kay Review는 또한 금융시장의 플레이어들 사이에 지나치게 많은 연계와 연계 수수료가
개발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저축자(최종 고객)과 최종 투자상품 간에 지나치게 긴
사슬이 만들어지고, 그 결과 저축자(최종적 리스크 담지자)가 자신이 얼마만큼의
리스크와 불학실성에 노출되어 있는지 알수 없다고 비판 ==> EU집행위는 Kay의
비판을 수용
- 헤지펀드들이 주식을 빌려 공매도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하여 주식을
빌려준 투자은행과 증권사 등이 그 거래를 통해 어떤 수익을 얻었는지를 공시하도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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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y Review는 또한 공매도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하여, 주식을 공매도
투자자에게 빌려준 투자은행과 은행 등이 그 거래를 통해 어떤 수익을 얻었는지를
공시하도록 요구했고, EU가 그 제안을 수용
- Kay는 또한 기관투자자들이 분산투자보다는 워렌 버핏처럼 특정 기업과 산업에 집중
투자 또는 가치투자하는 전략을 더욱 선호할 것을 권고
○ 2015년 EU의회에서 채택한 입법 권고안
- 2015년 EU의회의 legal affair committee는 EU 회원국들에 있어 주식 투자 및 보유의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다양한 정책을 권고
- 주식의 장기 보유에 대해 제공되는 incentive 정책 : 장기적 주식보유에 한해 제공되는
(1) 추가 의결권, (2) 세제 혜택, (3) 추가 배당금(로열티 배당), (4) 추가 무상증자
(로열티 주식)
- 이미 프랑스는 상장기업 주식을 2년 이상 보유한 주주에게는 원칙적으로 1주당 2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플로랑주 법(The Florange Act)을 도입하여 시행
○ 미국 민주당의 장기주의 촉진 해법 : 스티글리츠/루즈벨트 연구소(2016)
- 스티글리츠 교수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힐러리 후보를 위한 집권 비전
보고서, <Rewriting the Rule of American Economy>를 발간
- 동 보고서에서 스티글리츠 등은 미국경제 및 금융시장(기업지배구조)의 가장 심각한
결함으로 단기주의(short-termism)의 만연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다양한 장기주의
촉진 정책을 제시
- 미국의 진보적인 회사법 학자인 Lynn Stout는 보유 기간에 비례하는 차등적 배당금
지급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
- 스티글리츠 또한 위 보고서에서, 주식의 장기보유에 대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하는 법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
- EU의회가 제시한 것과 비슷한 해법이 미국에도 필요하다고 제시
○ 국제적으로 논의되어 온 장기투자 촉진 정책
- 증권거래세 세율 제고 : 경제학자 케인스가 금융시장의 단타매매 및 단기수익 추구
성향을 억제하기 위해 제안한 것이 증권/금융 거래세인데, 우리의 경우 이미 주식
거래세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므로 그 세율을 높이는 정책을 고려
- 평판 비용 활용 : 법경제학자 Richard Posner가 제안한 것으로, 각 펀드와 보험사,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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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기관투자자들이 얼마나 단타매매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공중에 공개
하여 이들의 평판 비용을 높이게 하며, 이들이 보다 장기적인 투자로 전환하는 인센
티브로 작동
※ 평판비용 개념을 이용한 정책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실행되고 있는데, 상장기업에서 채용
인력의 임금 분포를 직급별, 남녀별 등의 기준으로 상세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정책은
비정규직 비율과 저임금 여성 인력의 비중이 높은 기업에게 평판 악화에 따른 평판비용
추가로 불이익이 초래하게끔 유도

4.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또 하나의 장기주의 해법
○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그것의 일부로서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기투자자로 나서게 해야
- 2017년 현재 국민연금의 560조 운용자산의 불과 1% 가량인 6조 원가량만이 사회책임
투자에 배정되어 있는데, 향후 그 비중을 대폭 늘려야
- 또한 사회책임투자의 경우,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주주권/의결권을
행사하되, 1~2년 시야의 단기주의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5~10년을 바라보는 장기적
관점에서 주주권/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연금 운영 가이드라인을 새로이 추가하여야
○ 이를 위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추가 코드(code), ‘사회책임투자’ 코드가 필요
- 현행 스튜어드십 코드만으로는 이러한 장기주의적 판단과 전략을 국민연금이 취할 수
없으므로, 추가적인 코드가 필요 (일명 ‘일자리 창출 코드’)
- 그 코드에는 예컨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1) 국민연금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위하여 국민연금의 투자 및 의결권 행사는 국내
기업들에서 적극적인 실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투자에 기여하여야 한다. 즉 국민
연금의 투자 및 주주권 행사가 직접 또는 간접적 방식으로 피투자 기업의 설비투자
및 R&D투자, 인적자본(숙련/기능) 투자 등 장기적 실물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방향을 가져야 한다. 국민연금은 이에 관한 입장과 전략을 가져야 하며 또한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 (2)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은 특히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과 여타 친환경
기술 및 해당 산업의 발전 등 한국경제의 생태적 전환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연금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전략을 가져야 하며 또한 그 내용을 공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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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토론문
류 영 재
1. David Walker와 John Kay의 견해 공히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이하 SC)의 제정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함
2. 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용과 한국의 그것은 조금 다름
3. SC가 금융시장의 단기주의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 부분적으로는 동의하나
부분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음
- SC와 장기투자 중 어느 것이 선행조건이냐는 Chicken egg 논쟁이며, 양자는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면 발전해 나갈 것임
- 또한, SC는 investment time horizon이 기본적으로 장기인 pension과 insurance fund에
소구되며, 이들로 하여금 investment chain의 최상단에서 자금배분 시 asset manager로
하여금 sc를 실행토록 독려함으로써 수탁자 책임과 장기투자 문화를 촉진시키도록
하는 순 기능이 있음
- 다만, 헤지펀드, 뮤추얼펀드, 인덱스펀드에까지 장기투자와 SC의 도입을 요구할 이유는
전혀 없음
4.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engagement (주주행동주의)와 연기금 및 보험사 등의 engagement는
전혀 다른 개념
- SC에서 말하는 인게이지먼트는 (연기금과 보험사 등의 기관투자자들을 전제하면서)
기본적으로 주주행동주의와 접근법, 전략, 철학 등을 완전히 달리하는 것임
5. 한국의 특수성에 맞는 장기주의로서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와 'SC' 적극 도입에 적극
찬성함
- 다만 국민연금의 연금 운용자들만 탓할 것은 못됨
- 즉 연금운용자들의 연봉을 결정하는 기금운용성과 평가위원회조차 단기 성과를 갖고
평가를 하고 있음
- 언론이나 국회(보건복지위)도 단기적 관점의 단일 투자에 대해 껀껀이 시시비비하는
까닭에 국민연금의 자산운영자들도 거기에 맞춰 운용할 수 밖에 없음
- 여타 자산운용사에 비해 월급도 박봉인 국민연금 운용역들은 그냥 지적 당하지 않고
조용히 일정 기간 근무 채웠다가 나중에 민간의 자산운용사 임원으로 나갈 궁리밖에는
못하는 상황
50

❙포용금융연구회 ‘한국금융바로세우기’ 3차 포럼❙

국민연금과 장기투자
‣ 노 금 선
㈜이오스파트너즈 대표, 포용금융연구회 지속가능성제고분과 위원

국민연금과 장기투자

[토 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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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오스파트너즈 대표, 포용금융연구회 지속가능성제고분과 위원

노 금 선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장기투자 자본임. 현재 보유하고 있는 600조원은 2040년-2050년까지
회수할 필요가 없고 30년 이상의 장기투자가 가능. 2050년 이후부터는 회수를 위한 투자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단계 도래할 것이나 현재는 자금의 100%를 30년 장기투자로 배분
가능함.

1. 30년 장기투자자금이 갖는 성격
1) 높은 위험감내능력: 유동성위험의 흡수능력, 투자대상에 대한 통제로 Risk
mitigation 능력보유
○ 유동성프리미엄이 높은 장기채권 선호, 주식시장에서 장기투자로 수익률 높일 수 있음
○ 유동성이 높은 퍼블릭 마켓보다 프라이빗 마켓에서의 기회확보 및 창출 가능
○ 위험통제능력의 강화: 단지 투자대상에 대한 리서치나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투자대상에 대한 개입을 통해 위험에 대한 통제 가능 (위험의
통제능력은 장기성만이 아니라 투자규모와도 상관관계 있음)

2) 전략적 투자 가능: 투자주체(2000만 가입자)의 의도성(경제정의 실현, 혁신성장
등) 실현가능
○ 30년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자산가치의 예측에만 의거해서는 안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투자여야 함.
○ 수동적 금융자본에서 적극적, 전략적 투자자본화 되어야 구조적 위험통제 가능
○ 특히 국민연금은 거시경제 지표(경제성장률, 출산율, 노동가능인구, 고용률 등)들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한국경제 구조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따라서 그 지표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본으로 기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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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30조원씩 시장의 가치분소득을 줄이고 있고, 그것도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부분에서
소비시장의 위축을 가져왔음. 30년간의 누적결과가 600조원의 재원임. 소비를 줄인 데
대한 보상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좋은 자본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연금의
사회, 경제적 존립의 기반이 무너질 것임. 향후 30년간 논란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
○ 아기사랑주택, 분산대체에너지투자 등 사회, 경제적으로 필요한 사업전개: PE 투자(Project 성)를
통해 장기저리 임대사업이나 클린에너지확산 사업 등 장기계산으로써만 경제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으로 impact를 주는 투자가능 (소비자가 가장 저렴하게 효익을
보고 투자자가 가장 높은 수익을 볼 수 있는 투자구조 가능)
○ “해외가 벤처다”: 90년대 벤처 캐피탈이 정착한 이후 한국 경제에서 특히 중요한 과제가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확장과 이를 통한 대형화, 안정화였음. 한국경제는 이 지점에서
실패. 초기벤처를 넘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투자 거의 전무. 10억, 20억이 아니라
100억 1000억의 단위로 투자할 수 있는 대규모 해외 동반진출펀드 필요

2. 장기주의 실현을 위한 국민연금의 운용구조의 변화 모색
1) 자산배분의 기준과 구조의 변경
○ 채권, 주식, 대체라는 고전적인 배분구조로는 안됨. 장기투자자 입장에서 위험과 수익에
대한 재분석을 통한 자산구조 변경 필요. ALM(Asset Liability Management)을 기준으로
하는 자산배분 무의미
○ 다층적 자산배분 필요: 위험-수익에 따른 배분 분 아니라 전략적 의도성에 따라 다층적
자산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 현 단계에서의 하나의 아이디어 – 전략자산 바스켓 구성

2) 운용인력의 장기 고용체계 확립 및 장기 성과 보상체계 수립
○ 일부 검증된 핵심인력에 대해 5년~10년 간의 장기계약 방식으로 고용계약 전환
○ 장기성과에 기초한 보상방식 강구 (PEF운용자의 carry 지급방식 참조)

3) 자산평가 방식의 변경
○ 시장성 없는 주식의 평가문제 – Cashflow가 발생하지 않는 기간 동안 합리적으로 예상
되는 기간평균수익률을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이벤트 발생시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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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운용업과 국민연금
○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은 국내 운용업자들의 수준이 반영된 결과임. (운용업자 신규 진입과
성장을 억제하는 금융규제 문제는 별도 논의 필요)
○ 미국 촌구석인 알라스카에 있는 APFC($60billion 운용, 국부펀드)만 해도 지난해 전체
펀드의 수익률이 13.5%임. 국민연금 대체투자 중 해외 PEF는 14%인데 반해 국내 PEF는
hurdle rate 인 8%수준임.
○ 국민연금의 장기투자는 대체투자 분야의 획기적인 확장을 필요로 함, (현재 10%수준)
○ 한국의 자산운용업자들이 각성하도록 자극을 주어야 하나, 일시에 역량이 높아지기
어려우므로 한편으로는 직접적으로 사업을 만드는 기업들과 한국경제의 비젼을 공유하고
신규사업들을 만들어갈 필요도 있음.

55

M EM O...

M EM O...

M EM O...

M EM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