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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잠재)투자자들의 투자결정이나 향후 행위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제시된 내용들은 작성일 현재 이미 공개되어 있는 등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기술적 오류, 표시상의 오류 및/또는 인쇄상의 오류 등이 존재할 수 있고, 작성일 이후 새로운 사건의 발생이나 제반 사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동된 사항은 반영하고 있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에 최신의 내용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며 본 자료를 이해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는 본 자료를 토대로 어떠한

작위/부작위의 행위를 본 자료의 독자(讀者)들에게 촉구하거나 권유하지 아니하며, 본 자료에서 제공된 정보를 토대로 실행된

(잠재)투자자의 투자행위 또는 기타 작위/부작위의 행위는 전적으로 당해 (잠재)투자자 또는 행위자의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행위판단 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따라서 당사는 본 자료 및/또는 본 자료의 내용을 토대로 특정

(잠재)투자자나 행위자가 행한 투자행위 혹은 작위/부작위의 행위와 관련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며, 본 자료는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제외한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나 분쟁에 관한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 관한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 등은 할 수

없습니다.

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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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KCGI가 생각하는 좋은 거버넌스

요약 : 글로벌 기업 “오스템임플란트” 신뢰 회복 프로그램

 투자에 ESG를 왜 고려하는가? :

 ESG 지표가 우수한 기업은 리스크 低, 지속가능성 高  기업가치 & 투자성과 高

 ESG 투자를 통해 이해관계자 동반성장 시,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 高  선순환 구조

 좋은 거버넌스 : 좋은 거버넌스는 보유 주식 수만큼의 권리(주주의 비례적 이익)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설계된 구조

ESG, 그리고 거버넌스

좋은 거버넌스의 대표적 장애물 : 지배주주 vs 일반주주 간 갈등

 가장 큰 장애물은 ‘1주=1의결권’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

 지배주주(소위 “오너“)가 낮은 지분율(의결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의사결정권한을 보유, 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를 저해

 문제의 본질은 이해관계 충돌 : 지배주주 vs 일반주주 간 니즈가 다름

 지배주주 : 과도한 성과급,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개인의 이익 추구 vs 일반주주 : 주가상승 및 배당이 유일한 이익 시현 방법

 지배주주 & 일반주주 간 이해관계가 일치된다면? : 지배주주는 사익편취가 아닌 회사의 지속가능성장을 통한 파이 증대로 더 큰 이익 창출

 지배주주 : 주주환원 정책(배당금, 자사주 매입) 및 주가상승으로 이익 창출 & 일반주주 : 주주환원 정책(배당금, 자사주 매입) 및 주가상승으로 이익 창출

거버넌스 개선과 코리아프리미엄

 후진적인 거버넌스  일반주주의 주주권 침해 → 투자수요 감소 → Valuation 하락 → 코리아 디스카운트

 좋은 거버넌스  주가상승/주주환원 → 투자수요 증가 → Valuation 증가 → 코리아 프리미엄

KCGI와 코리아프리미엄

 “좋은 기업이지만 이상한 대주주를 만나 나쁜 주식이 되어 있는“ 투자처를 발굴하고, 회사의 시어머니가 되는 Value Cracking 전략을 통해 기업가치 극대화

 거버넌스 개선이 곧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라는 믿음과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후진적 거버넌스로 저평가된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꾸준한 캠페인 진행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주주가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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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글로벌 임플란트 회사 오스템임플란트, 그러나 기업가치는?

요약 : 글로벌 기업 “오스템임플란트” 신뢰 회복 프로그램 (계속)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 및 국내외 견고한 치과의사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고성장 시현, 시장점유율 글로벌 4위, 국내 및 중국 1위 달성

 오스템임플란트는 2018년 이후 연평균 약 24%에 달하는 괄목할만한 성장세와 영업이익률 약 21%에 달하는 높은 수익성을 보유한 우량한 회사

 오스템임플란트는 국내 시장 내 약 45%를 점유하는 국내 1위, 중국 임플란트 시장 내 약 33%를 점유하는 중국 1위, 글로벌 임플란트 시장의 약 8%를

점유, 글로벌 4위(수량 기준 1위) 회사

 직접 판매 전략을 바탕으로 영업 레버지리 효과 극대화, 영업이익률 20%를 상회하는 고수익성 시현

 오스템임플란트는 직접 판매 전략을 통해 치과의사들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보유하여 국내 및 해외 영업망을 확보하고 사업 확장 진행

 진입장벽 구축 및 영업레버리지 효과 극대화

 1) 고가 임플란트 라인, 2) 투명교정, 3) 치과 기자재 등 사업 확장에 대한 교두보 마련

 하이오센(HiOssen)은 2008년 출시된 오스템임플란트의 미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매출 고성장

 매직얼라인(Magic Align)은 2022년 2월 중 정식 출시된 오스템임플란트의 투명교정장치 라인

 3차원의 영상화 가능한 치과 엑스레이 CBCT 및 국내 유니트 체어 1위 K3 제품 보유

KCGI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임직원분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엄청난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훌륭한 성장을 기대합니다. 

글로벌하지 않은 오스템임플란트의 기업가치

 글로벌 임플란트 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의 Valuation multiple은 주요 글로벌 기업 대비 현저히 디스카운트되어 거래

 오스템임플란트의 PER은 14.2배로 글로벌 평균 25.3배 대비 약 44%, EV/EBITDA는 8.8배로 글로벌 평균 16.9배 대비 48% 디스카운트되어 거래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최소 2x~ 최대 5x 이상의 기업가치 상승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

 오스템임플란트는 2022년 말 시가총액 약 2조원 대비 5배 이상인 기업가치 약 10조원도 가능

 주주관여 활동을 통한 감시와 견제를 바탕으로 바닥에 떨어진 시장 신뢰도를 회복한다면 글로벌 수준의 기업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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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횡령 발생 → 횡령에 따른 거래정지와 주주들의 막대한 피해 발생

 횡령액 2,215억원 (자기자본의 108.2%, 영업이익의 237.9%)

 수 차례 반복된 횡령에도 내부통제 개선책 부재 및 방치

 이는 결국 시스템(System) + 이사회 및 경영진의 의지(Tone at the top)에 크나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

 리베이트 유죄 및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등 부실한 내부통제 지속

 임직원 리베이트 등 횡령사기배임 유죄판결, 리베이트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최규옥 회장 횡령/배임 유죄판결

 최대주주 및 일부 임직원의 위법행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 유명무실한 내부통제 기능

 반복되는 분식회계, 회계 오류 및 세무조사 추징금

 회계 오류는 기업 신뢰도 하락의 가장 중요한 요인 → 주주 및 이해관계자가 믿을 수 있는 회계 자료를 위한 회계 관련 내부통제 강화 반드시 필요

 한 번이 아닌 반복되는 세무조사 추징금 부과 → 탈세는 사회와 국가에 대한 배신 행위, 결국 기업의 지속가능성 저해

Ⅲ. 저평가의 원인 : 후진적인 거버넌스

요약 : 글로벌 기업 “오스템임플란트” 신뢰 회복 프로그램 (계속)

내부통제 미비

 비효율적인 종속회사 관리: 대동소이한 사업목적을 지닌 종속회사에서 막대한 손해 발생

 대부분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용기기 제조 및 판매업으로 대동소이한 사업목적 보유

 전체 종속회사 투자금액은 2,840억원으로 장부가 964억원 대비 약 1,876억원 손실 → 투명하지 않고 비효율적인 종속회사 관리

 임원 겸직 및 경영 절차 무시 등 경영 비효율 발생

 주요 임원이 주요 자회사 대부분 겸직

 오스템카디오텍은 이사회 승인 없이 특수관계자 지급보증 의심

자회사 및 관계회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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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주주 가족회사였던 오스템파마에 자금대여 후 회계상 손실 처리

 오스템임플란트는 2019년~2021년 최대주주 가족회사에 누적 163억원의 자금 대여 및 72억원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제공

 오스템파마 연속 적자에 따른 자본잠식으로 대여금 중 약 82억원을 오스템임플란트의 대손으로 처리

 최대주주와의 오스템미국법인 지분 거래

 최규옥 회장은 오스템임플란트를 통하여 자기소유의 오스템미국법인 지분을 현금화

 이는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

 불필요한 전환사채 발행과 최대주주 최규옥 회장과의 콜옵션 거래 → 최대주주의 전형적인 전환사채 악용 사례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미 충분한 운영자금 보유 및 본업과 무관한 주식 투자 등 비효율적 유휴자금 운영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전환사채 발행

 전환사채 발행 후 7개월이 지나서야 콜옵션 관련 이사회 추인 → 상법 제398조 위반 의심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콜옵션 양도하여 경제적 손해 의심

 최규옥 회장이 콜옵션 행사 시 지분율이 증가되어 지배권이 더욱 공고화됨 → 일반주주 입장에서는 지분가치 희석 감수

 최대주주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최대주주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으로, 보험금을 최대주주의 퇴직금 재원으로 사용할 가능성

 최대주주 개인 소유 트윈치과의원과의 거래

 최대주주 최규옥 회장의 과도한 보수와 최소한의 내부 통제 장치 부재

 2021년 횡령사건에도 2배 넘게 인상한 보수(12억 5,400만원) 지급 → 최규옥 회장은 미등기임원으로, 보수 산정 시 최소한의 내부통제 장치 부재

 등기임원 평균(2억 3,300만원)의 5.4배 및 등기임원으로 책임이 막중한 대표이사(8억 9,200만원)보다도 많은 금액

 최대주주가 3대주주인 APS홀딩스 등에 주식 투자 & 불필요한 현금성자산 보유

 최대주주가 3대 주주(지분율 8.16%)로 있는 APS홀딩스에 투자 (투자수익률 -34%) + 회사의 본업과 무관한 상장주식에 투자 (투자수익률 -31%) 

 현금성자산 충분히 보유, but 3,430억원 규모의 차입금 조달 → 고금리인 현 상황에 이자부담 과중 및 거액의 현금보유는 또 다른 금융사고 발생의 잠재적 원인

 필요치 않은 유휴 현금을 활용하여 1) 불필요한 차입금 상환, 2) 주주환원 재원 활용 또는 3) 합리적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Ⅲ. 저평가의 원인 : 후진적인 거버넌스 (계속)

요약 : 글로벌 기업 “오스템임플란트” 신뢰 회복 프로그램 (계속)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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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오래 근속한 자일 경우 회사의 사정이나 사업에 대해 잘 알고 적절한 경영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할 수도 있으나, 모든
사내이사를 2년 이상 근속한 자로 선임하도록 하는 것은 최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용될 수 있고, 그 목적에 비해 수단 측면에서 다소 과도한 제한이며 이사의 독립성 또한 훼손할
염려가 있음

Ⅳ. 우리의 제안 : 거버넌스 선진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요약 : 글로벌 기업 “오스템임플란트” 신뢰 회복 프로그램 (계속)

 주주가 구성한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를 경영하며 감시와 견제를 바탕으로 이사회 중심 경영제체 확립

 주주가 구성한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를 경영하며 감시와 견제를 바탕으로 이사회 중심 경영제체 확립

 이사의 자격에 관한 정관 변경 (횡령 및 배임 등 기업관련 경제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 이사로 선임될 자격 제한, 사내이사 자격에 관한 2년 이상 근속 독소조항1) 삭제)

 이사회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 및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에 있어 사외이사 위주의 운영 규정 정관 명문화

 이사회 구성 시 성별 다양성 고려 의무

1.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

 주주의, 주주를 위한, 주주에 의한 이사 선임

 이사회 견제 및 감시를 위해 일반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

 해당 이사를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내부거래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등) 및 이사회 외 위원회 참관권한 부여(환경/사회공헌위원회, ESG 위원회 등)

 정당한 주주권 행사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 도입(전자투표제 및 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 주주의 질문권 보장)

2. 주주권익 증진

3.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경영 효율성 강화

 최대주주로의 회사 자산 이전 방지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와 관련된 법인 등과의 거래 금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보유한 오스템파마 등의 완전자회사化 또는 매각

 비효율적인 계열사 운영 및 외부 투자 방지

 투자심의위원회의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회사의 투자행위에 대해 독립적인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함

 회사의 영업과 무관한 금융자산 투자(APS홀딩스 등) 금지  주주환원 재원 또는 차입금 상환에 활용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해외 자회사들에 대한 경영 개선 및 회계정책 개선과 관리에 대한 계획과 약속 및 자회사들에 대한 관리, 운영 및 (필요시) 처분 방안 수립 요구

 이사회 내 위원회로 내부거래위원회 설치하여 계열회사 간 거래에 관하여 내부거래위원회 승인 후 진행

 자본구조 정책에 대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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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리의 제안 : 거버넌스 선진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계속)

요약 : 글로벌 기업 “오스템임플란트” 신뢰 회복 프로그램 (계속)

3.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경영 효율성 강화 (계속)

 횡령 등 느슨해진 내부 관리 시스템 개선

 횡령 적발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 문책

 회사의 회계처리 투명화 및 정확성 제고

 ISO 37301(준법경영시스템),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등 내부통제 기능 구축 및 검증 실시

 경영개선계획서의 구체적인 이행 및 실행 현황과 향후 이행 계획 제공

 내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재정비 및 독립성 및 실효성 강화

 감사실장에 대한 성과평가 및 징계 건의 등 인사고과에 관한 권한을 감사위원회에 부여

 법령준수 관련 상세한 업무절차 규정 제정 및 관련 법령 개정 시 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윤리강령, 법령준수와 관련한 상세한 업무절차 규정, 내부고발제도 등 내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에 관한 全 임직원 대상 정기 교육 제도 마련 및 그에 따른 정기 교육 실시

 내부고발제도 활성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운영규정 도입 및 강화

 논란이 되고 있는 VIP 보험의 해지

 임원 퇴직금 규정의 정비

 VIP 보험 해지 후 그 재원이 퇴직금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정비, 임원 퇴직금 규정의 적용 범위를 미등기임원까지로 확장

 보상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설치

 전원 사외이사 구성

 합리적인 임원 보수 산정 근거 및 기준 마련

 임직원에 대해 성과에 연동한 인센티브 제도 정비

 보상위원회 통해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성과급 지급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보수 한도 내에서 구체적인 등기임원의 보수 및 미등기임원의 보수를 결정

 임직원 동기부여 강화

4. 동기 부여 가능한 합리적인 보수구조 및 조직문화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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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그리고 거버넌스

KCGI가 생각하는 좋은 거버넌스

투자결정에 재무요소 외에도 E(Environment, 환경), S(Social, 사회) 및 G(Governance, 지배구조)를 고려하는 것ESG 투자란?

• ESG 지표가 우수한 기업은 리스크 低, 지속가능성 高  기업가치 & 투자성과 高

• ESG 지표가 낮은 기업에 투자하면 환경규제, 노사갈등 등 여러 리스크에 노출  기업가치 & 투자성과 低

• ESG 투자를 통해 이해관계자 동반성장 시,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 高  선순환 구조

투자에 ESG를

왜 고려하는가?

투자자의 역할

투자성과

• 투자의 목적은 단순히 수익을 추구하는 것 이상

• 투자자는 이해관계자에게 덜 부정적이고,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자 선택 가능

*이해관계자(= Environment & Social) : 임직원, 협력업체, 고객, 지역사회, 국가, 환경 등

• 투자자는 이러한 선택적 투자를 통해 E와 S가 발전하도록 도울 수 있으며, 좋은 투자성과도 시현 가능

E와 S,

그리고 G의 관계

좋은

거버넌스란?

• E(Environment, 환경) :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환경

• S(Social, 사회) :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

• G(Governance, 지배구조) : 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 E와 S를 작동하는 원리이자 컨트롤 타워

• 우수한 ESG를 위해서는 의사결정구조인 거버넌스가 가장 중요  E S “G” ”G” ”G”!!

• 좋은 거버넌스는 보유 주식 수만큼의 권리(주주의 비례적 이익)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설계된 구조

• 가장 기초적인 이해관계자인 모든 주주의 권리가 우선 보호되어야, 다른 이해관계자인 E와 S로 뻗어 나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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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거버넌스의 대표적 장애물 : 지배주주 vs 일반주주 간 갈등

KCGI가 생각하는 좋은 거버넌스 (계속)

거버넌스의

장애물

• 좋은 거버넌스는 주주가 각자 보유한 주식 수에 비례한만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설계된 구조

• 가장 큰 장애물은 ‘1주=1의결권’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

• Why? : 지배주주(소위 “오너”)가 낮은 지분율(의결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의사결정권한을 보유, 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를 저해

‘1주=1의결권‘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지배주주가 의결권 대비 막대한 영향력 행사 시

Tunneling
부의 이전

Propping
부실 계열사 지원

Expropriation
기회유용과 편취

 지배주주 개인 지분율 높은

계열사로 이익 이전

 회사자금으로 비자금 조성

 …

 지배주주 개인적 욕심을

가진 사업에 무리한 투자

 적자기업에 계속된 자금지원

 …

 회사의 사업기회를 지배주주

개인회사를 통해 진행

 일감몰아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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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 :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후진적인 거버넌스

KCGI가 생각하는 좋은 거버넌스 (계속)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사례

후진적인

거버넌스

일반주주의

주주권 침해

투자 수요

감소

Valuation

하락

코리아

디스카운트

㈜코리아디스카운트

 총 발행주식 수 : 100주 (지배주주 20주 소유, 나머지 80주는 일반주주들 1~2주씩 보유)

 ㈜코리아디스카운트의 2022년 필수비용 차감 후 이익 : 100억원

 이익의 사용처

구분 금액 잔여
2022년 이익 100 억원 100 억원

(-) 대표이사(=지배주주) 급여 (-) 20 억원 80 억원
(-) 가족회사 일감몰아주기 (-) 20 억원 60 억원
(-) 부실계열사 유상증자 (-) 50 억원 10 억원
(-) 현금배당 (-) 10 억원 0 억원

• 일반주주들은 모두 8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100억원 중 고작 10억원의

80%인 8억원, 전체 이익의 8%만 배분

• 전체 주주들의 투자를 바탕으로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했음에도, 일반주주에게

돌아가는 배당은 미미

• 어떻게 ㈜코리아디스카운트는 이런 이익배분이 가능할까?  후진적 거버넌스 때문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이익배분 ㈜코리아디스카운트의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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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 :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후진적인 거버넌스 (계속)

KCGI가 생각하는 좋은 거버넌스 (계속)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사례

후진적인

거버넌스

일반주주의

주주권 침해

투자 수요

감소

Valuation

하락

코리아

디스카운트

㈜코리아디스카운트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이익배분 ㈜코리아디스카운트의 거버넌스

 후진적 거버넌스 : 20% 의결권 보유한 지배주주가 의사결정권한 독점

 이사회 구성 : 지배주주의 측근, 지배주주가 통제 가능

 대표이사 : 지배주주 또는 측근

 이사회 의장 : 지배주주 또는 측근

 의사결정 권한 : 지배주주 본인 성과급, 투자의사결정, 배당결정 등 전권 보유

Q. 일반주주가 권리 주장을 하면 되지 않는가?
A. No, 할 수가 없음

 IR 등 소통창구 : 승계를 앞둔 지배주주는 주가 상승에 따른 상속증여세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여 IR 소홀

 주주총회 : 평일에 지방 본사에서 주주총회 개최  참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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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 :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후진적인 거버넌스 (계속)

KCGI가 생각하는 좋은 거버넌스 (계속)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사례

후진적인

거버넌스

주주가 수익

얻을 수 없음

투자 수요의

감소

Valuation

하락

코리아

디스카운트

㈜코리아디스카운트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이익배분 ㈜코리아디스카운트의 거버넌스

 후진적 거버넌스 : 20% 의결권 보유한 지배주주가 의사결정권한 독점

 이사회 구성 : 지배주주의 측근, 지배주주가 통제 가능

 대표이사 : 지배주주

 이사회 의장 : 지배주주

 의사결정 권한 : 지배주주 본인 성과급, 투자의사결정, 배당결정 등 전권 보유

Q. 일반주주가 권리 주장을 하면 되지 않는가?
A. No, 할 수가 없음

 IR 등 소통창구 : 승계 필요한 지배주주가 주가 올라 상속세 커질까봐 IR 소홀

 주주총회 : 평일에 지방 본사에서 주주총회 개최  참석 불가

문제의 본질은 이해관계 충돌

지배주주 vs 일반주주 간 니즈가 다름

지배주주 : 과도한 성과급,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개인의 이익 추구

vs

일반주주 : 주가상승 및 배당이 유일한 이익 시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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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디스카운트의 극복 :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좋은 거버넌스

KCGI가 생각하는 좋은 거버넌스 (계속)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극복

사례

 총 발행주식 수 : 100주 (대주주 30주 소유, 나머지 70주는 일반주주들 1~2주씩 보유)

 ㈜케이거버넌스의 2022년 필수비용 차감 후 이익 : 100억원

 이익의 사용처

구분 금액 잔여
2022년 수익 100 억원 100 억원

(-) 대표이사(=전문경영인) 급여 (-) 15 억원 85 억원
(-) 임직원 성과급 (-) 20 억원 65 억원
(-) 신성장사업 투자 (-) 35 억원 30 억원
(-) 현금배당, 자사주매입 (-) 30 억원 0 억원

• 지배주주 및 일반주주는 ㈜케이거버넌스의 주주환원정책에 따라 이익의 30% 수령

• 또한, 성장성 높은 신규 사업 투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케이거버넌스의 주가도 상승

• 임직원들은 열심히 일한 대가로 성과급 수령  확실한 동기부여(motivation)

• 어떻게 ㈜케이거버넌스는 이런 이익배분이 가능할까?  좋은 거버넌스 때문

㈜케이거버넌스의 이익배분 ㈜케이거버넌스의 거버넌스

좋은

거버넌스

주가상승 +

주주환원

투자 수요

증가

Valuation

증가

코리아

프리미엄

㈜케이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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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디스카운트의 극복 :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좋은 거버넌스 (계속)

KCGI가 생각하는 좋은 거버넌스 (계속)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극복

사례

㈜케이거버넌스의 이익배분 ㈜케이거버넌스의 거버넌스

좋은

거버넌스

주가상승 +

주주환원

투자 수요

증가

Valuation

증가

코리아

프리미엄

㈜케이거버넌스

 좋은 거버넌스 : 30% 의결권 보유한 대주주는 주주로서 감시와 견제 역할에 충실

 이사회 구성 : 주주총회를 통해 선출된 다수의 주주가 지지하는 능력있는 인물들

 대표이사 : 이사회가 임명한 전문경영인

 이사회 의장 : 이사회에 의해 선출된 능력 있는 사외이사

 의사결정 권한 : 다수의 주주가 임명한 이사들의 협력 및 견제 통하여 합리적 의사결정

Q. 일반주주가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가?
A. YES

 IR 등 소통창구 : 수시로 IR 개최, 주주와의 소통에 적극적  주가에 긍정적 영향

 주주총회 : 전자투표 도입  어느 주주나 참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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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디스카운트의 극복 :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좋은 거버넌스 (계속)

KCGI가 생각하는 좋은 거버넌스 (계속)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극복

사례

㈜케이거버넌스의 이익배분 ㈜케이거버넌스의 거버넌스

좋은

거버넌스

주가상승 +

주주환원

투자 수요의

증가

Valuation

증가

코리아

프리미엄

㈜케이거버넌스

 좋은 거버넌스 : 30% 의결권 보유한 대주주는 주주로서의 역할에 충실

 이사회 구성 : 주주총회를 통해 선발된 다수의 주주가 지지하는 인물들

 대표이사 : 이사회가 임명한 전문경영인

 이사회 의장 : 이사회에 의해 선발된 능력 있는 사외이사

 의사결정 권한 : 주주가 임명한 이사들의 상호 협력 및 견제 바탕으로 합리적 의사결정

Q. 일반주주가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가?
A. YES

 IR 등 소통창구 : 수시로 IR 개최, 주주와의 소통에 적극적  주가에 긍정적 영향

 주주총회 : 전자투표 도입  어느 주주나 참석 가능

지배주주 - 일반주주 간 이해관계 일치
(지배주주는 사익편취가 아닌 회사의 지속가능성장을 통한 파이 증대로 더 큰 이익 창출)

지배주주 : 주주환원 정책(배당금, 자사주 매입) 및 주가상승으로 이익 창출

일반주주 : 주주환원 정책(배당금, 자사주 매입) 및 주가상승으로 이익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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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좋은 기업 나쁜 주식 이상한 대주주(2020), 강성부 지음

KCGI가 생각하는 좋은 거버넌스 (계속)

코리아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한 KCGI의 생각

코리아디스카운트 극복

지배주주의
도덕성에 호소

법적 규제와
처벌 강화

주주로서의
견제와 감시

어떻게?

강제력이 없어,
지속가능성 無

본질적인 문제해결 불가하며
시의적절한 대응 어려움

“Value Cracking”

주주와 이해관계자 권익 보호,

본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

<

“KOREA
PREMIUM”

KCGI의 생각

 KCGI는 가치투자 (Value Investing)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Value 

Cracking“ 투자전략을 추구

 농부가 씨를 뿌린 후 내버려두지 않는 것처럼, 기업도 좋은 기업이

되도록 감시하고 견제하여 좋은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

 “좋은 기업이지만 이상한 대주주를 만나 나쁜 주식이 되어 있는“1)

투자처를 발굴하고, 회사의 시어머니가 되는 Value Cracking 전략을

통해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고 극대화할 것

 거버넌스 개선이 곧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라는 믿음과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후진적 거버넌스로 저평가된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꾸준한 캠페인 진행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주주가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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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KCGI가 생각하는 좋은 거버넌스

II. 글로벌 임플란트 회사 오스템임플란트, 그러나 기업가치는?

III. 저평가의 원인 : 후진적인 거버넌스

IV. 우리의 제안 : 거버넌스 선진화를 통한 기업가치제고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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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임직원분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엄청난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훌륭한 성장을 기대합니다.

글로벌 임플란트 회사 “오스템임플란트”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 및 국내외 견고한 치과의사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고성장 시현, 시장점유율 글로벌 4위,
국내 및 중국 1위 달성1

직접 판매 전략을 바탕으로 영업 레버지리 효과 극대화, 영업이익률 20%를 상회하는 고수익성 시현2

1) 고가 임플란트 라인, 2) 투명교정, 3) 치과 기자재 등 사업 확장에 대한 교두보 마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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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업보고서 및 IR자료
주1) LTM: Last Twelve Months

가파른 성장세와 높은 수익성 시현

글로벌 임플란트 회사 “오스템임플란트” (계속)

(단위: 십억원)

매출 및 영업이익률 추이

121 84 76 100 105 101 122 139 179 192 221 241 268 303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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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럽

북미

중국

국내

OPM

오스템임플란트는 2018년 이후 연평균 약 24%에 달하는 괄목할만한 성장세와

영업이익률 약 21%에 달하는 높은 수익성을 보유한 우량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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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Data Research, Markets & Markets , 증권사 리포트, 각사 공시자료
주1) 2021년 Data
주2) 2019년 Data

국내 및 중국 점유율 1위의 글로벌 주요 업체로 발돋움

글로벌 임플란트 회사 “오스템임플란트” (계속)

33%

25%

22%

9%

7%
4%

오스템

덴티움

Straumann

Envista

Densply

기타

45%

11%

10%

9%

7%

6%

11%
오스템

덴티움

디오

메가젠

네오바이오텍

덴티스

기타

국내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1)

중국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2)

19% 22% 24% 26% 26%

17% 19% 19% 17% 16%
13% 12% 14% 17% 14%5% 7% 6% 8% 8%12%

11% 7% 5% 8%5% 5% 8% 8% 7%
29% 24% 22% 19% 21%

2013A 2015A 2017A 2019A 2021A

Straumann Envista Dentsply Sirona Osstem Implant

Zimmer Biomet Henry Schein Others

글로벌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

오스템임플란트는 국내 시장 내 약 45%를 점유하는 국내 1위

중국 임플란트 시장 내 약 33%를 점유하는 중국 1위

글로벌 임플란트 시장의 약 8%를 점유, 글로벌 4위(수량 기준 1위)

2021
시장 규모
5,600억원

2021
시장 규모
3,900억원

국내 1위

중국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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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및 해외 직접 판매 네트워크를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 전략 성공

글로벌 임플란트 회사 “오스템임플란트” (계속)

직접판매

Hybrid

Joint Venture

 해외 법인을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 및 유지에 강점 보유

 매출 확대에 따른 영업레버리지 효과

 초기 단계 고정비 (영업인력 유치 & 유지비)가 높아 단기이익 창출 어려웠으나, 
이미 초기 단계는 지난 것으로 판단

 Key Player:

 직접 판매 + 간접 판매 (대리점)

 간접 판매를 통한 단기이익성 확보 (초기비용 절감)

 직접영업(해외 법인)을 통한 시장지배력 확대

 Key Player: 

 해외 의료기기 업체 및 대형 유통업체와의 제휴

 현지 업체의 판매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 시장 진출 가능

 현지 유통망 관련 비용 부담 감소

 Key Player: 

직접 판매 전략을 통해 시장 점유율 확대

오스템임플란트는

직접 판매 전략을 통해

치과의사들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보유하여

국내 및 해외 영업망을 확보하고

사업 확장 진행

진입장벽 구축 및

영업레버리지 효과 극대화

핵심 경쟁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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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플란트 비즈니스와 더불어 시너지 창출 가능한 다양한 사업 분야로의 진출 진행중

글로벌 임플란트 회사 “오스템임플란트” (계속)

프리미엄 임플란트 투명 교정 치과 기자재

CBCT T2 K3 
제품

오스템임플란트는 기존 임플란트 외에도

1) 프리미엄 임플란트, 2) 투명 교정, 3) 치과 기자재 등의

신규 시장 진출을 통해 사업 다각화

 하이오센(HiOssen)은 2008년 출시된 오스템임플란트의
미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는 프리미엄 브랜드

 프리미엄 라인으로서 기존 오스템임플란트 브랜드 대비
높은 마진 확보 가능

 오스템임플란트 미국법인의 2021년 하이오센 수출
실적은 2020년 대비 58%의 성장률을 기록

 매직얼라인(Magic Align)은 2022년 2월 중 정식 출시된
오스템임플란트의 투명교정장치 라인

 플라스틱 소재의 맞춤형 교정장치를 순차적으로
착용하여 치아를 이동하는 교정치료시스템으로, l-
Layer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투명교정과 달리 3-Layer 
복합소재인 매직포일(Magic Foil)을 사용함

 CBCT는 2차원의 엑스레이 대신 3차원의 영상화가
가능한 제품으로, 17년도 CBCT T1 제품 출시 이후
21년도에 T2를 출시하는 등 CBCT 시장 침투중

 K3 제품 등을 바탕으로 국내 유니트체어 시장 내 확고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누적 판매량 1만대 이상을 기록

 중국, 대만, 일본 등 아시아 각국에서의 인허가 취득을
통해 1천대 이상의 체어를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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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apital IQ
주1) 2022년 12월 31일 기준 시가총액 및 2022.3Q LTM 재무자료, ZimVie Inc.의 경우 적자이므로 비교에서 제외, 일회성 손익의 경우 고려하지 않음

글로벌 임플란트 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의 Valuation multiple은 주요 글로벌 기업 대비 현저히 디스카운트되어 거래

그러나 글로벌하지 않은 오스템임플란트의 기업가치

34.4

21.5

28.4

17.0

14.2

26.3

14.4
15.9

11.1
8.8

Straumann Holding AG Envista Holdings Corporation DENTSPLY SIRONA Inc. Henry Schein, Inc. 오스템임플란트

PER EV/EBITDA

1위 2위 3위 6위 4위

PER 
평균 25.3x

EV/EBITDA 
평균 16.9x

글로벌 주요 임플란트 업체 Valuation multiples1)

오스템임플란트는 글로벌 주요 임플란트 업체 대비

40% 이상 저평가 되어 거래

글로벌
점유율

Valuation 
Gap

Valuation 
Gap

약 44% 
Discount

약 48% 
Dis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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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 Conservative case Base case Stretch case Best case

주) 보수안은 글로벌 기업들의 평균 Valuation multiple 반영, Base case는 2024년 실적 Consensus를 바탕으로 글로벌 Valuation multiple 적용, Stretch case는 2024년 실적 Consensus를
바탕으로 글로벌 Valuation multiple max를 적용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최소 2x~ 최대 5x 이상의 기업가치 상승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

그러나 글로벌하지 않은 오스템임플란트의 기업가치 (계속)

오스템임플란트 예상 기업가치

오스템임플란트는 2022년 말 시가총액 약 2조원 대비 5배 이상인 기업가치 약 10조원도 가능

주주관여 활동을 통한 감시와 견제를 바탕으로 바닥에 떨어진 시장 신뢰도를 회복한다면 글로벌 수준의

기업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음

2.1조원

3.9조원

6.0조원

8.7조원

보수안 기본안 긍정안

10.0조원

최선안

통제강화로
인한 추가적인
이익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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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 Conservative case Base case Stretch case Best case

주) 보수안은 글로벌 기업들의 평균 Valuation multiple 반영, Base case는 2024년 실적 Consensus를 바탕으로 글로벌 Valuation multiple 적용, Stretch case는 2024년 실적 Consensus를
바탕으로 글로벌 Valuation multiple max를 적용

잠재력과 펀더멘털 대비 현저한 저평가 상태. Why?

그러나 글로벌하지 않은 오스템임플란트의 기업가치 (계속)

오스템임플란트 예상 기업가치

오스템임플란트는 2022년 말 시가총액 약 2조원 대비 5배 이상인 기업가치 약 10조원도 가능

주주관여 활동을 통한 감시와 견제를 바탕으로 바닥에 떨어진 시장 신뢰도를 회복한다면 글로벌 수준의

기업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음

2.1조원

3.9조원

6.0조원

8.7조원

보수안 기본안 긍정안

10.0조원

최선안

통제강화로
인한 추가적인
이익 창출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 및 국내외 견고한 치과의사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고성장 시현, 
시장점유율 글로벌 4위, 국내 및 중국 1위 달성

 직접 판매 전략을 바탕으로 영업 레버지리 효과 극대화, 영업이익률 20%를 상회하는
고수익성 시현

 1) 고가 임플란트 라인, 2) 투명교정, 3) 치과 기자재 등 사업 확장에 대한 교두보 마련

그러나…

잠재력과 펀더멘털 대비 현저한 저평가 상태.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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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KCGI가 생각하는 좋은 거버넌스

II. 글로벌 임플란트 회사 오스템임플란트, 그러나 기업가치는?

III. 저평가의 원인 : 후진적인 거버넌스

IV. 우리의 제안 : 거버넌스 선진화를 통한 기업가치제고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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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회수불가 횡령액은 2022년 3분기말 위법행위미수금 손실충당금 기준
주2) 자기자본 및 영업이익은 2020년 말 별도 기준,

신뢰할 수 없는 내부 통제 기능 : 단군 이래 최대 규모 횡령사건 발생

저평가의 원인 : 후진적인 거버넌스 - ①내부통제 미비

0

500

1,000

1,500

2,000

2,500

2020-12-30 2021-06-30 2021-12-31 2022-06-30

오스템임플란트 시가총액 추이

(단위: 십억원) 횡령으로인한
거래정지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발생

2,215억원

2,048억원

횡령액1)

자기자본2)

영업이익2) 931억원

회수 불가 1,000억원1)

대규모 횡령 발생2)

자기자본의 108.2%

영업이익의 237.9%

주주들의
막대한 피해 발생

(피해 주주의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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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언론 보도

신뢰할 수 없는 내부 통제 기능 : 단군 이래 최대 규모 횡령사건 발생(계속)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관련 언론보도 2014년

최대주주 최규옥 회장의 횡령으로
거래정지 당한 전례 有

2020년

이 모씨의 첫번째 횡령 적발되었으나
징계 없이 재무관리팀에서 근무

& 내부통제 및 외부감사 적정 의견

2021년

전대미문의 대규모 횡령 사건 발생

수 차례 반복된 횡령에도
내부통제 개선책 부재 및 방치

= 합리적인 시스템의 부재

저평가의 원인 : 후진적인 거버넌스 - ①내부통제 미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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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언론 보도

신뢰할 수 없는 내부 통제 기능 : 단군 이래 최대 규모 횡령사건 발생(계속)

저평가의 원인 : 후진적인 거버넌스 - ①내부통제 미비 (계속)

횡령사건 판결 관련 기사 발췌

“이는 결국 시스템(System)의 문제와 함께, 

이사회 및 경영진의 의지(Tone at the top)에

크나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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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언론 보도, 회사 공시; 주1) 배임의 경우 판결 당시 배임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스템미국법인 적정가격의 확인이 어려워 배임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회사에 대한
피해금액(즉, 적정가액을 초과하여 회사가 지출한 금액)의 최대치는 약 88억원으로 산정. 다만,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적정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약 17억원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관하여는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됨

신뢰할 수 없는 내부 통제 기능 : 리베이트 유죄 및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등 부실한 내부 통제 지속

저평가의 원인 : 후진적인 거버넌스 - ①내부통제 미비 (계속)

최대주주 및 일부 임직원의 위법행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 유명무실한 내부통제 기능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는 상장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점 이해 불가

• 2006년 ~ 2010년 대형병원 등 영향력 있는

의사 선별하고 해외학회 지원 명목으로

해외여행경비 지원

• 대형병원의 건물공사비 지원,

워크숍·단합대회·산악회 등 협찬 명목으로 현금

지원

• 불법 지원 67억원으로 인정되어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 2014년 치과의사들에게 수억원대 뒷돈을

제공한 리베이트 혐의와 함께 중고

치과의료기기를 새것처럼 재포장해 판매했다는

혐의 및 오스템 미국법인 주식 거래를 통해

회사에 피해를 입히고 그 이익을 향유한 혐의로

당시 대표이사(최대주주) 등 기소

• 횡령액 약 8억원, 배임액 최대 88억원1) 등

• 2019년 대법원 유죄 판결

(최대주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리베이트 등 횡령∙사기∙배임 유죄 판결

• 재무팀장 1인의 2,215억원 횡령 사건 발생

• 4개월간 거래정지, 일반주주들 막대한 피해

• 내부 통제 기능 마비 수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개선책을

내놓았으나 실천 여부 확인 필요

직원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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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언론 보도, 공정거래위원회
주1) 확정된 횡령액 약 8억원과, 당해 판결 당시 제시된 배임으로 인한 최대 피해액 약 88억원 합산
주2) 2013년 별도 기준

신뢰할 수 없는 내부 통제 기능 : 리베이트 유죄 및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등 부실한 내부 통제 지속

저평가의 원인 : 후진적인 거버넌스 - ①내부통제 미비 (계속)

최규옥 회장 리베이트 및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언론보도

최규옥 회장 횡령, 배임액1)

영업이익2)

“횡령 및 배임액 규모
영업이익의 34%”

96억원

285억원

최규옥 회장 횡령 및 배임액 규모

리베이트 및 과징금 규모

34%

“리베이트로
67억 837만원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6,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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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2

-10,224
-9,604 -9,485

-8,293

-2,818

-620 -119
-1,191 -1,253

제19기

(2015년)

제18기

(2014년)

제17기

(2013년)

제16기

(2012년)

제15기

(2011년)

자본총계 연결당기순이익

출처: 회사 공시
주1) 2014~2018년 세무조사의 경우, 최초 415억원 중 272억원 환급 받아 최종 143억원 추징금 발생

신뢰할 수 없는 내부 통제 기능 : 반복되는 분식회계, 회계 오류 및 세무조사 추징금

저평가의 원인 : 후진적인 거버넌스 - ①내부통제 미비 (계속)

분식회계로 인한 자본총계 및 당기순이익 감소

• 2015년 이전 반품충당부채 추정 오류로 2012~2016년 연결재무제표

재작성 및 사업보고서 정정

• 회계 오류는 기업 신뢰도 하락의 가장 중요한 요인

• 주주 및 이해관계자가 믿을 수 있는 회계 자료를 위한 회계 관련

내부통제 강화 반드시 필요

(단위: 백만원)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금1)

55

31

143

2003~2005년

세무조사

2006~2010년

세무조사

2014~2018년

세무조사

(단위: 억원)

• 한 번이 아닌 반복되는 세무조사 추징금 부과

• 탈세는 사회와 국가에 대한 배신 행위, 결국 기업의 지속가능성 저해

• 향후에도 거액의 세무 관련 추징금 발생 가능성 존재, 이는 자칫

거액의 회사 자산 유출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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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2022년 반기말 기준

비효율적인 종속회사 관리 : 대동소이한 사업목적을 지닌 종속회사에서 막대한 손해 발생

저평가의 원인 : 후진적인 거버넌스 - ②자회사 및 관계회사들

종속회사명 사업목적 설립일 지분율 취득금액(a) 장부금액(b) 손해액 (a)-(b)

오스템파마㈜ 의약품,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 15.03.05 50.3% 14,348 2,844 11,503

엘릭슨㈜ 의약품,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 21.09.15 59.1% 1,300 1,193 107

오스템카디오텍㈜ 의료 소모품 수입 및 판매업 94.10.14 61.0% 18,680 8,568 10,112

오스템올소돈틱스㈜ 의료기기 부품개발, 제작, 판매 05.03.22 62.1% 20,066 567 19,499

탑플란㈜ 의료용 기기 제조 및 판매 17.01.05 75.8% 6,000 0 6,000

오스템글로벌㈜ 의료용 기기 및 재료 제조ㆍ판매 16.01.26 85.4% 41,917 29,571 12,345

코잔㈜ 의료용구, 의료용재료 제조ㆍ판매 17.03.06 95.7% 6,839 1,824 5,015

오스템인테리어㈜ 가구/인테리어 관련 제품 제조ㆍ판매 21.05.20 100.0% 3,000 2,172 828

합계 112,150 46,739 65,411

(단위: 백만원)

국내 주요 종속회사 투자 현황1)

• 오스템임플란트는 2022년 6월말 기준 국내외 총 40개(국내 11개)의 종속회사 보유

• 전체 종속회사 투자금액은 2022년 9월말 기준 2,840억원으로 장부가 964억원 대비 약 1,876억원 손실

• 대부분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용기기 제조 및 판매업으로 대동소이한 사업목적 보유투명하지 않고 비효율적인 종속회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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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각 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22년 9월 발급 기준)

비효율적인 종속회사 관리 : 임원 겸직 및 경영 절차 무시 등 경영 비효율 발생

저평가의 원인 : 후진적인 거버넌스 - ②자회사 및 관계회사들 (계속)

종속회사명 대표이사

오스템임플란트 주요 임원의 겸직

엄태관 이진준 강기태 나용천

대표이사 재무실장 감사실장 회계실장

오스템파마㈜ 문병점 사내이사 사내이사 감사

엘릭슨㈜ 권준오
기타비상무

이사
감사

기타비상무
이사

오스템
카디오텍㈜ 엄태관 대표이사

오스템
올소돈틱스㈜ 김병일 사내이사

기타비상무
이사

감사
기타비상무

이사

탑플란㈜ 이성근 사내이사 감사 사내이사

오스템
글로벌㈜ 노세욱 사내이사 감사

코진㈜ 김건우 감사 사내이사

오스템
인테리어㈜ 김진

기타비상무
이사

감사
기타비상무

이사

임원 겸직 현황

오스템임플란트 종속회사 언론보도

• 주요 임원이 주요 자회사 대부분 겸직

• 오스템카디오텍에 대한 이사회 승인 없이 특수관계자 지급보증

의심

• 종속회사 비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방증이며, 오스템카디오텍

외 다른 종속회사에도 대여 및 지급보증이 이루어진 바, 

적법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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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업보고서
주1) 2021년말 부채총계

최대주주 가족회사였던 오스템파마에 자금대여 후 회계상 손실 처리

저평가의 원인 : 후진적인 거버넌스 - ③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 오스템파마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총 51.4%의 지분을 보유했던 최대주주의 ‘가족회사’

• 오스템임플란트는 2019년~2021년 최대주주 가족회사에 누적 163억원의 자금 대여 및 72억원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제공

• 그러나, 오스템파마 연속 적자에 따른 자본잠식으로 대여금 중 약 82억원을 오스템임플란트의 대손으로 처리

• 오스템임플란트가 빌려주거나 지급보증 제공한 부채(약 235억원)는 오스템파마 부채 총계(약 322억원1))의 73% 수준

최대주주 가족회사에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 금액

구분 2019 2020 2021 소계

대여금 3,000 1,000 12,300 16,300

지급보증 - - 7,200 7,200

대여금 + 지급보증 합계 3,000 1,000 19,500 23,500

73%

(단위: 백만원)

<부채 대비 오스템임플란트가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 제공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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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언론 보도
주1) 조세불복절차 진행중

최대주주와의 오스템미국법인 지분 거래

저평가의 원인 : 후진적인 거버넌스 - ③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계속)

오스템임플란트

오스템미국법인 최규옥 회장

① 50%
(약 500만 달러 출자)

① 50% ② 700만 달러 유상증자
③ 200만 달러 유상증자

② 400만 달러 자사주 취득
③ 200만 달러 자사주 취득

오스템 미국법인 업무상 배임 지분거래

• 최규옥 회장은 오스템임플란트를 통하여 자기소유의 오스템미국법인 지분을 현금화

• 이는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

• 대법원에서 업무상 배임 판결 이후 최규옥 회장이 약 88억원을 오스템임플란트에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났으나

추후 피해금액 확정으로 17억원의 피해금액 지급1)

오스템 미국법인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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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2020년 3분기말 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 약 2,200억원 보유; 주2) 2023년 1월 3일 종가 기준으로 산정
주3) 최규옥 회장의 지분율은 7회차 CB 전환권이 일부 행사된 상황이라 부득이 위 전환권 행사 직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었고, 최규옥 회장 보유 주식 수는 최직근
대량보유상황보고 상 확인되는 숫자를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콜옵션 행사 후 예상 지분율은 fully-diluted 기준임

불필요한 전환사채 발행과 최대주주 최규옥 회장과의 콜옵션 거래

저평가의 원인 : 후진적인 거버넌스 - ③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계속)

최대주주 및 이사들과의 거래

“최대주주의

전형적인

전환사채

악용 사례”

• 일반적으로 전환사채(CB)는 기업 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

• 그러나 발행 당시,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미 충분한 운영자금 보유1) 및 본업과 무관한 주식 투자 등

비효율적 유휴자금 운영

1. 불필요한 전환사채 발행

• 전환사채 발행 후 7개월이 지나서야 콜옵션 관련 이사회 추인

• 이사 등이 자기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상법

제398조 위반 의심

2. 상법 제398조 위반 정황

• 최대주주 최규옥 회장은 500억원2) 을 상회하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 확보

•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콜옵션 양도하여 그에 상당하는 경제적 손해 의심

3. 저가 콜옵션 양도

• 최규옥 회장이 콜옵션 행사 시 지분율이 약 20.64% → 22.25%로 증가되어 지배권이 더욱

공고화됨3)

• 일반주주 입장에서는 지분가치 희석 감수

4. 일반주주 지분가치 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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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 최대주주에게 보험증서를 ‘퇴직금’ 형태로 지급 가능

 또는 최대주주 사망 시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편법적 사용

 관련하여 국세청 등 세무당국 조사 착수 시, 오스템임플란트는 각종

회계 및 세무리스크 부담

최대주주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저평가의 원인 : 후진적인 거버넌스 - ③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계속)

최대주주 최규옥 회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최대주주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으로,

보험금을 최대주주의 퇴직금 재원으로 사용할 가능성”

주1) 배당금은 2022년 지급액 기준
주2) 퇴직급여 지급액은 2021년 연간 확정급여채무 변동액

일명 “CEO 플랜” 보험상품

58

50

32

전 임직원 퇴직급여

지급액

최규옥 회장 보험료

배당금 지급액

(단위: 억원)

“연간 보험료 납입액은

주주 배당금1)의 약 1.6배,

회사 전 임직원 퇴직급여 지급액2)과 유사한 수준 ”

최규옥 회장 보험계약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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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개인 소유 트윈치과의원과의 거래

저평가의 원인 : 후진적인 거버넌스 - ③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계속)

• 최규옥 회장 본인이 개인 자격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트윈치과의원은 오스템임플란트와 특수관계인 성립

• 2021년 연결 재무제표 주석상 트윈치과의원에 대하여

기타비용 343,743,000원이 계상됨

• 그러나, 트윈치과의원 관련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

승인 여부는 확인된 바 없음

최대주주 최규옥 회장 소유 트윈치과의원과의 거래

2021년 연결 재무제표 특수관계자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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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최규옥 회장의 과도한 보수와 최소한의 내부 통제 장치 부재

저평가의 원인 : 후진적인 거버넌스 - ③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계속)

최대주주 및 등기임원 보수 비교

512

1,254

211 233

2020 2021 2020 2021

2021년

횡령사건 발생에도

보수 2.4배로 인상

(단위: 백만원)

미등기임원 최규옥 회장 등기임원 6명 평균
• 2021년 횡령사건에도 2배 넘게 인상한 보수(12억 5,400만원) 지급

 등기임원 평균(2억 3,300만원)의 5.4배

 등기임원으로 책임이 막중한 대표이사(8억 9,200만원)보다도

많은 금액

• 최규옥 회장은 미등기임원으로, 보수 산정 시 최소한의 내부통제

장치(주주총회 승인 등) 부재하여 세무 리스크 부담

• 배당성향 14%(코스닥 평균 27%)로 주주환원에 소극적임에도

미등기임원에게 연 12억원이 넘는 보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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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가 3대주주인 APS홀딩스 등에 주식 투자 & 불필요한 현금성자산 보유

저평가의 원인 : 후진적인 거버넌스 - ③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계속)

• 최대주주가 3대 주주(지분율 8.16%)로 있는 APS홀딩스에 투자

 취득원가 43억원, 장부가액 29억원, 투자수익률 -34% 

• 회사의 본업과 무관한 상장주식에 투자

 취득원가 88억원, 장부가액 60억원, 투자수익률 -31% 

출처: 분기보고서, 언론 보도
주1) 2022년 9월말 기준
주2) 현금성/금융자산=현금및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당기손익/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주3) 차입금=단기차입금+유동성장기차입금+유동성사채+장기차입금

구분 취득원가 장부가액 투자수익률

APS홀딩스 4,334,341 2,852,000 -34%

뉴지랩파마 1,265,827 1,035,100 -18%

OCI 615,771 206,752 -66%

서진시스템 514,818 350,267 -32%

엘앤에프 419,665 232,254 -45%

대덕전자 308,708 208,803 -32%

대주전자재료 414,687 384,742 -7%

삼성SDI 326,975 330,330 1%

한국항공우주 251,846 136,193 -46%

한화솔루션 173,161 155,430 -10%

에코프로 170,091 134,443 -21%

합계 8,795,889 6,026,314 -31%

상장주식 투자 현황1)

(단위: 천원)

현금성/금융자산2) 및 차입금3) 비교1)

343,097

371,154

차입금 현금성/공정가치금융자산

(단위: 백만원)

• 현금성자산 충분히 보유, but 3,430억원 규모의 차입금 조달

고금리인 현 상황에 이자부담 과중

• 필요치 않은 거액의 현금보유는 또 다른 형태의 금융사고 발생의

잠재적 원인이 될 수 있음

• 유휴 현금을 활용하여 1) 불필요한 차입금 상환, 2) 주주환원 재원

활용 또는 3) 합리적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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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의 ESG 등급은 최하 등급

저평가의 원인 : 후진적인 거버넌스 - ④오스템임플란트의 ESG 등급

• 대규모 횡령사건 이후, 한국ESG기준원의 오스템임플란트 ESG 등급 조정

 통합 ESG 등급: B에서 C로 1단계 하락

 거버넌스(G) 등급: B에서 D로 2단계 하락

 등급조정에서 2단계 이상 하락하는 경우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처음

• 2023년 1월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통합 ESG 등급은 D (최하 등급)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급 모두 D (최하 등급)

출처: 한국ESG기준원, 언론 보도
주1) ESG 등급은 ‘S’, ‘A+’, ‘A’, ‘B+’, ‘B’, ‘C’, ‘D’의 7등급으로 구분
주2) 2023년 1월 기준

오스템임플란트 ESG 등급1) 2)

통합 ESG 등급

D
환경(E)

D
사회(S)

D
거버넌스(G)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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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KCGI가 생각하는 좋은 거버넌스

II. 글로벌 임플란트 회사 오스템임플란트, 그러나 기업가치는?

III. 저평가의 원인 : 후진적인 거버넌스

IV. 우리의 제안 : 거버넌스 선진화를 통한 기업가치제고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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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

우리의 제안 : 거버넌스 선진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To - beAs - is

이 사 회

회 장
주 주 이 사 회

독립적으로
구성

상호 협의
및 견제

회사 지분의 약 20%를 보유한 대주주가 회장으로서

이사회를 실질적으로 장악하여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을 좌지우지

주주가 구성한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를 경영하며

감시와 견제를 바탕으로 이사회 중심 경영제체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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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오래 근속한 자일 경우 회사의 사정이나 사업에 대해 잘 알고 적절한 경영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할 수도 있으나, 
모든 사내이사를 2년 이상 근속한 자로 선임하도록 하는 것은 최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용될 수 있고, 그 목적에 비해 수단 측면에서 다소 과도한 제한이며 이사의 독립성
또한 훼손할 염려가 있음; 주2) 현재 이사회도 사외이사가 과반 이상을 구성하고 있으나, 향후에도 사외이사가 과반 이상을 구성하도록 정관변경을 통해 명문화하기를 제안

우리의 제안 : 거버넌스 선진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계속)

미등기임원인 최대주주의 퇴사 및 회사 경영 관여 금지1

1.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 (상세)

이사의 자격에 관한 정관 변경2
 횡령 및 배임 등 기업관련 경제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 이사로 선임될 자격 제한

 사내이사 자격에 관한 2년 이상 근속 독소조항1) 삭제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에 있어 사외이사 위주의 운영 규정 정관 명문화4
 윤리경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하는 경우) 내부거래위원회 및 보상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

 (투자심의위원회가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회 내 위원회로 변경될 경우) 투자심의위원회 위원 중 과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

이사회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 및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2)3
 사외이사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여 경영 의사결정을 감독 및 견제할 수 있도록 함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여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책임경영의 효과를 높이도록 함

이사회 구성 시 성별 다양성 고려 의무5
 이사회가 다층적 시각에서 심층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토론이 필요

 최근 자본시장법에서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 이사 전원이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되지 않도록 입법화오스템임플란트에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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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권익 증진

우리의 제안 : 거버넌스 선진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계속)

이사회 견제 및 감시 위해
일반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1~2인 선임

해당 이사를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윤리경영위원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해당 이사를 이사회 외 위원회 참관권한 부여

 환경/사회공헌위원회
 ESG위원회

정당한 주주권 행사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 도입

 주주의 원활한 참여 및 주총 효율화를 위한 전자투표제 & 서면투표제

 이사회 독립성 확보 및 일반주주의 주주권 강화를 위한 집중투표제

 주총에서 ‘주주의 질문권’을 명시적으로 보장

주주의, 주주를 위한, 주주에 의한
이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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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경영 효율성 강화

우리의 제안 : 거버넌스 선진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계속)

최대주주로의 회사 자산 이전
 오스템파마 지원

 트윈치과의원과의 거래

 오스템미국법인 지분 인수

비효율적인 계열사 운영 및 외부 투자
 APS홀딩스 투자 등

 해외 계열사 적자 지속

 내부거래규정 부재

횡령 등 느슨해진 내부 관리 시스템
 2,215억원에 대한 횡령

 세무조사 추징

 부실한 회계시스템

오스템임플란트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외부로의 자산 유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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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차입금(3,431억원, 전환사채 제외 2022.09말 연결기준) 및 현금/단기금융상품/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3,712억원, 2022.09말 연결기준)이 과다해 보이는 회사의 자본구조 정책에
대해 그 적절성을 재검토한 후 필요 시 자본구조 재조정

우리의 제안 : 거버넌스 선진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계속)

최대주주로의 회사 자산 이전 방지1

비효율적인 계열사 운영 및 외부 투자 방지2

3.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경영 효율성 강화 (상세)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와 관련된 법인 등과의 거래 금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보유한 오스템파마 등의 완전자회사化 또는 매각

 투자심의위원회의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회사의 투자행위에 대해 독립적인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함

 회사의 영업과 무관한 금융자산 투자(APS홀딩스 등) 금지주주환원 재원 또는 차입금 상환에 활용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해외 자회사들에 대한 경영 개선 및 회계정책 개선과 관리에 대한 계획과 약속

 이사회 내 위원회로 내부거래위원회 설치하여 계열회사 간 거래에 관하여 내부거래위원회 승인 후 진행

 손해를 보고 있는 과거 인수회사 포함 자회사들에 대한 관리, 운영 및 (필요한 경우) 처분 방안 수립 요구

 자본구조 정책에 대한 재검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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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기타비용 계정과목 구체적 명시, 계열회사와의 거래 등에 대한 회계 투명화 등 포함
주2) 새로이 시행된 감사위원회, 윤리경영위원회 및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현장 점검과 이행 자료 검토 등 포함
주3) 교육 참석자 명단, 구체적인 교육내용에 관한 문서보관 의무 등이 명시된 규정 등 마련

우리의 제안 : 거버넌스 선진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계속)

내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재정비 및 독립성실효성 강화4

3.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경영 효율성 강화 (상세)

 감사실장에 대한 성과평가 및 징계 건의 등 인사고과에 관한 권한을 감사위원회에 부여

 법령준수 관련 상세한 업무절차 규정 제정 및 관련 법령 개정 시 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윤리강령, 법령준수와 관련한 상세한 업무절차 규정, 내부고발제도 등 내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에 관한 全 임직원 대상 정기 교육 제도 마련3) 및

그에 따른 정기 교육 실시

 내부고발제도 활성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운영규정 도입 및 강화

횡령 등 느슨해진 내부 관리 시스템 개선3

 횡령 적발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 문책

 회사의 회계처리 투명화 및 정확성 제고1)

 ISO 37301(준법경영시스템),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등 내부통제 기능 구축 및 검증 실시

 경영개선계획서의 구체적인 이행 및 실행 현황과 향후 이행 계획 제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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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기 부여 가능한 합리적인 보수구조 및 조직문화 개선

우리의 제안 : 거버넌스 선진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계속)

주1) VIP 보험 해지 후 그 재원이 퇴직금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정비, 임원 퇴직금 규정의 적용 범위를 미등기임원까지로 확장
주2)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보수 한도 내에서 구체적인 등기임원의 보수 및 미등기임원의 보수를 결정

 미등기임원 최규옥 회장 개인에게 과도한 보수 지급

 최규옥 회장의 VIP 보험계약 체결

 최규옥 회장 - 회사 간 잦은 거래

• 불필요한 전환사채 발행

• 개인 소유 트윈치과의원과의 거래

• 회사 자산 활용하여 대주주가 지분 보유한 상장사에 투자

 여러 언론보도들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강압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임이 유추 가능  임직원들의 목표의식 고취가 어려움

 논란이 되고 있는 VIP 보험의 해지

 임원 퇴직금 규정의 정비1)

 보상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설치

• 전원 사외이사 구성

• 합리적인 임원 보수 산정 근거 및 기준 마련

 임직원에 대해 성과에 연동한 인센티브 제도 정비2)

• 보상위원회 통해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성과급 지급

• 임직원 동기부여 강화

As-is : 집중된 보수구조로 상대적 박탈감 야기 및 근로의욕 저하 To-be : 합리적인 보수구조 마련 통한 임직원 동기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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