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GN Announces Korea Governance Priorities 
 
 
London, United Kingdom, 05 October 2022: ICGN announced a series of governance 
priorities for Korea today at a meeting of global institutional investors, companies and 
stakeholders, hosted by the Korea Stock Exchange and the Korea Institute of Corporate 
Governance and Sustainability. 

 
Korea is an important capital market for ICGN Members, many of whom are investors 
responsible for assets of around $70 trillion based largely in Europe and North America, with 
growing representation in Asia. The Korea Governance Priorities are published to provide 
guidance to regulators, companies, and stakeholders around matters of significance to domestic 
and overseas investors which may influence company voting, engagement, and investments.  

 
In publishing the Korea Governance Priorities, ICGN consulted with ICGN Members, reviewed 
the Code of Best Practices for Corporate Governance and ICGN’s own Global Governance 
Principles, the latter often referred to by governments in the development of national codes. 
Referring to the recommendations, ICGN’s CEO, Kerrie Waring, said:  

 
“The themes presented this year acknowledge the positive corporate governance, investor 
stewardship, corporate reporting and audit reform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 ICGN’s 
recommendations are intended to encourage continued momentum for reform aligned with 
international acceptance, that effective corporate governance based on the principles of fairness, 
accountability, responsibility, and transparency directly contribute to successful companies and 
sustained value creation.”  

 
The Korea Governance Priorities feature 20 recommendations based around the following 
themes: 

 
1. Corporate reporting focused on timing of publication of AGM notices and securities 

reports, dispersion of AGMs, board accountability for corporate reporting, and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and frameworks. 

 
2. Capital efficiency focused on capital allocation policies, cross-shareholding rationale, 

approach to dividends, and disclosure around economic profitability relative to cost of 
capital. 
 

3. Extraordinary transactions focused on the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 rights in 
relation to mergers, acquisitions and ‘split-offs’ and re-introduction of the mandatory 
‘general offer’ rule in takeover situations.  
 

4. CEO and executive pay focused on remuneration setting process, remuneration 
committee charter publication, performance related incentives, non-executive director 
remuneration and disclosure. 
 

5. Board effectiveness focused on diversity policies and practices, independent director 
appointments, performance evaluation, and anti-corruption measures.  
 

A copy of the ICGN Korea Governance Priorities is attached to this release. 
 

ENDS.  



Note to Editors  
 

About ICGN 
 

Led by investors responsible for assets under management of around $70 trillion, and bringing 
together companies and stakeholders, ICGN advances the highest standards of corporate 
governance and investor stewardship worldwide in pursuit of long-term value creation, 
contributing to healthy and sustainable economies, societies, and environment.  

 
ICGN’s comprehensive international work programme is based around three core objectives as 
follows: 

 
• Influence: Promoting ICGN Principles as investor-led global standards for governance 

and stewardship and influencing public policy and professional practice.   
 

• Connect: Delivering high-quality global events and webinars with unrivalled opportunities 
for networking, knowledge-sharing and collaboration.  
 

• Inform: Enhancing professionalism in governance and stewardship practice through 
information and education.  

 
Enquiries 

 
For press enquiries, please contact Christopher Smith: 

 
T: (+44) 204 541 7254 
E: christopher.smith@icgn.org 

 

 

 

 

 

 

 

 

 

 

 

 

 

 

 

 

 

 

 

 

 

 



 
 

ICGN, 한국 기업지배구조 우선과제 발표 
 

 

2022년 10월 5일, 영국 런던: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ICGN)는 오늘 한국증권거래소와 한국ESG기준원에서 

주최한 글로벌 기관투자자, 기업, 이해관계자 회의에서 일련의 한국 기업지배구조 우선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주로 유럽과 북미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약 70조 달러의 자산을 책임지고 있는 투자자이자 아시아에서의 위상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다수의 ICGN 회원에게 한국은 중요한 자본 시장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지배구조 우선과제는 기업 의결 절차, 관계 구축, 투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내외 투자자에게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에 대해 규제기관, 기업, 이해관계자에게 일련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발행됩니다.  

 

한국 기업지배구조 우선과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ICGN은 ICGN 회원과 협의하고, 기업지배구조 모범사례 

강령과 (여러 정부에서 내국 규정 개발 시 참조하는) ICGN 측 글로벌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검토했습니다. 권고 

사항과 관련하여 ICGN의 CEO인 Kerrie Waring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올해 한국에서 일어난 기업지배구조, 투자자 관리, 기업 보고, 감사 개혁 등 변혁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ICGN에서 제시한 이번 권고 사항은 공정성, 책무, 책임, 투명성의 원칙에 바탕을 둔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가 기업의 성공과 지속적인 가치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범세계적 진리에 부합하는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지배구조 우선과제에서는 다음 주제와 관련하여 20가지의 권고 사항을 소개합니다. 

 

6. 기업 보고: 연차총회(AGM) 공고 및 유가증권신고서의 발행 시점, AGM 해산, 이사회의 기업 보고 책무, 

지속 가능성 보고 기준 및 프레임워크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7. 자본 효율성: 자본 할당 정책, 교차출자 근거, 배당 방식, 자본 비용 대비 수익성의 공개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8. 특수 거래: 합병, 인수, ‘분할’과 관련된 소액 주주 권리의 보호를 비롯해 인수 절차에의 ‘공개 매수’ 

의무화 규칙 재도입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9. CEO 및 임원 급여: 보수 설정 절차, 보수 위원회 헌장 발행, 성과 관련 인센티브, 비상임 이사 보수 및 

공개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10. 이사회 효율성: 다양성 정책 및 관행, 사외이사 선임, 성과 평가, 부패 방지 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ICGN 한국 기업지배구조 우선과제 사본은 본 문서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끝.  



편집자 참고 사항  

 

ICGN 소개 

 

약 70조 달러의 관리 대상 자산을 책임지는 투자자들을 비롯해 다수의 기업과 이해관계자와 네트워크를 구축한 

ICGN은 장기적 가치 창출을 추구하여 높은 수준의 기업지배구조와 투자자 관계 기준을 전 세계에 제시함으로써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와 사회 그리고 환경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ICGN에서 추진하는 모든 국제 실무 프로그램은 다음 세 가지 핵심 목표를 기반으로 합니다. 

 

• 영향: ICGN 원칙을 공공 정책과 전문 관행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자 주도식 글로벌 기업지배구조 및 

관리 표준으로 홍보합니다.   

 

• 연결: 네트워킹, 지식 공유 및 협업을 위한 최적의 기회와 더불어 고품질 글로벌 이벤트 및 웨비나를 

제공합니다.  

 

• 정보: 정보 및 교육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및 관리 관행의 전문성을 향상합니다.  

 

문의 

 

언론사 관련 내용은 크리스토퍼 스미스(Christopher Smith)에게 문의하십시오. 

 

T: (+44) 204 541 7254 

E: christopher.smith@icgn.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