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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최고경영자 보수
현황
방 문 옥 선임연구원 (moonoki@cgs.or.kr)

▶ 2016년 최고경영자의 보수 평균은 약 12.5억 원이며, 최근 3년 동안 지배주주 일가의 평균 보수 수준은
소폭 증가한 반면, 전문경영자의 평균 보수 수준은 감소함
▶ 최근 3년 동안 최고경영자의 보수 구성에서 성과와 연동된 변동상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소폭 증가
하였으나, 여전히 대부분(74%)의 보수는 성과와 관련이 없음
▶ 전문경영자의 보수에서 변동상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배주주 일가에 비해 대체로 높았으며, 지배주주
일가인 최고경영자의 경우 평균 변동상여 비중이 전체 평균에 한참 못 미친 16%에 그침
▶ 영국, 미국 등 선진자본시장에서는 경영자의 보수 기준을 공시하고 이에 대해 주주들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 반면, 국내에서는 경영자의 보수에 대한 주주의 접근성이 제한적이므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상장회사의 노력이 요구됨

배경
 경영자에 대한 보수는 경영자의 사익추구나 참호구축(entrenchment)을 규율하는 대표적인
지배구조 장치이며, 성과와 연동하여 설정･지급되는 것이 중요함
○ 영국, 미국, 프랑스 등 많은 자본시장 선진국에서 경영자의 보수 수준 및 기준을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주주권고투표(Say on Pay)를 도입하여 경영자 보수의 적정성을 주주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함
○ 국내에서는 5억 원 이상 보수를 받는 등기임원에 대하여 개인별 보수와 산정기준을 사업
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8년 사업보고서부터는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에 대한
정보 또한 포함하여야 함1)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2항3호 및 3의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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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서는 최근 3년 동안의 국내 최고경영자 보수 수준, 구성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분석대상은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중 비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고,
퇴직금을 제외한 총보수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만 포함함

최근 3개년 최고경영자 보수 수준
 2016년에 5억 원 이상의 보수를 수령한 최고경영자는 263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평균은 약 12.5억 원으로 2014년과 2015년 대비 소폭 감소함 (<표 1> 참조)
○ 전문경영자와 지배주주 일가로 구분했을 때, 전문경영자의 보수 수준은 감소하는 반면, 지배
주주 일가의 보수 수준은 소폭 증가함
<표 1>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최고경영자 평균 보수
(단위: 명, 천 원)

구분

2014

2015

2016

분석대상 수

222

221

263

104

106

136

전문경영자

117

114

126

최댓값

14,572,000

14,954,000

8,210,000

평균

1,303,263

1,297,378

1,254,731

중앙값

940,000

917,500

914,057

지배주주 일가

*1

*1

지배주주였으나 주식교환으로 분석대상 기간 중 그 지위가 바뀐 1명은 지위 구분에 포함하지 않음

[그림 1] 전문경영자와 지배주주 구분에 따른 평균 보수 추이
(단위: 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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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 보수의 구성
 최고경영자의 보수에서 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변화하는 변동상여의 비중은 2016년 25.8%로
전년 대비 2.3%p 증가함2) ([그림 2] 참조)
○ 아울러, 2016년 총보수액은 전년 대비 감소했는데도 평균 변동상여 수준은 약 3.2억 원으로
전년도 약 3억 원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최고경영자의 보수 구성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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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보수에서 변동상여가 차지하는 비중을 전문경영자와 지배주주 일가의 구분에 따라 비교해
보면, 지배주주 일가에 비해 전문경영자의 보수에서 변동상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2> 참조)
○ 2016년 지배주주 일가의 평균 변동상여 비중은 16.4%로 분석대상 기간 중 최고치이며,
전문경영자의 평균 변동상여 비중은 26.7%로 3년 간 26% 수준을 유지함
○ 절반에 가까운 지배주주 일가가 2014년 보수를 성과와 무관한 보수로만 채웠는데, 이러한
보수구성은 감소하는 추세(2016년 약 37%)에 있음
○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 재직한 최고경영자 119명 중 해당 기간 중 변동상여가
한 번도 없는 최고경영자는 27명이며 이 중 21명이 지배주주 일가임

2) 보수를 ①급여와 ②복리후생 등 기타소득, ③명절상여와 같이 성과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고정상여, ④성과에 따라 변화하는 변동상여로
구분하였고, 공시가 미흡하여 성과에 따른 변동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여는 고정상여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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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동상여 비중에 따른 분포
(단위: 명)

2014

변동상여 비중

2016

전문

지배

전문

지배

전문

지배

75% 이상 100% 이하

1

0

0

0

2

1

50% 이상 75% 미만

16

7

12

7

19

7

25% 이상 50% 미만

32

25

41

16

53

26

0% 초과 25% 미만

33

28

31

43

27

46

0%

22

57

22

48

35

46

104

117

106

114

136

126

1)

계
*1

2015

지배주주였으나 주식교환으로 분석대상 기간 중 그 지위가 바뀐 1명은 지위 구분에 포함하지 않음

최고경영자 보수와 성과
 분석대상 기간 중 변동상여의 증감을 확인할 수 있는 349건을 대상으로 변동상여의 증감을
당기순이익의 증감3)과 비교해 본 결과, 경영성과와 변동상여의 움직임이 일치한 사례는
42.7%로 나타남
○ 30.7%는 경영성과와 반대로 변동상여가 움직였고, 경영성과와 상관없이 변동상여 수준이
유지된 사례가 26.6%를 차지함
○ 한편, 경영성과의 지표로 업종 대비 성과를 고려한 당기순이익 증감을 활용했을 때와 영업이익의
증감을 활용했을 때에는 위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총주주이익(total shareholder return)의
증감을 활용했을 때에는 역(逆)의 관계를 보이는 사례가 더 많이 관찰됨
<표 3> 변동상여 증감과 경영성과
(단위: 건)

변동상여

하락

유지

상승

하락

59

49

64

상승

43

44

90

계

102

93

154

당기순이익

3) 많은 회사가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을 성과 측정 지표로 공시한 점을 고려해 당기순이익을 성과지표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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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어
 최고경영자 보수의 많고 적음은 그 적절함의 정도를 말하기 어려우나, 최고경영자 보수의 오르고
내림이 회사의 경영성과와 연동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임
○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고경영자의 보수 구성에서 변동상여의 비중이 증가한 점과 경영
성과와 변동상여의 움직임이 일치하는 사례가 다수 관찰된 점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성과와
관련 없는 보수가 최고경영자 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함
- 2016년 미국 S&P 500 기업 최고경영자의 보수에서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11%를 불과
하며4), Russell 3000 기업으로 범위를 확장해도 급여의 비중은 24% 수준임5)
○ 특히, 지배주주 일가의 경우 변동상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다 전혀 없는 경우도 다수
발견되었는데 이는 지배주주에 대한 견제와 감독이 어려운 국내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사례임

 국내에서는 최고경영자의 보수가 주주총회 이후에야 사업보고서에 공시되고 개별 이사가 아닌
전체 이사에 대한 보수한도가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되므로, 주주들은 최고경영자의 보수
기준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기회가 제한적임
○ 주주들은 투자한 회사의 최고경영자 보수 구성 및 기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상장회사는 최고경영자의 보수액 및 구성, 기준 등에 대한 정보를 이사보수한도 안건과 함께
공시하여 주주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음

4) Equilar, 2016, “CEO Pay Trends 2016”, https://www.meridiancp.com/wp-content/uploads/Equilar-CEO-Pay-Trends-Report.pdf
[2017.10.30.]
5) See Conference Board Press Release, 2017.9.3., “Some Reported Staggering Increases in 2016 Cash Bonuses of
More than 40 percent”, https://www.conference-board.org/press/pressdetail.cfm?pressid=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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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 관련 재무 정보 공시에 대한
FSB의 주요 권고 사항 및 국내 공시 현황
임 자 영 연구원 (jylim@cgs.or.kr)

▶ 해외에서는 기후 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후 변화에 관한 표준화된 재무 정보 공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FSB가 구성한 TCFD는‘기후 변화 관련 재무 정보 공시에 대한 권고 사항’을 발표함
▶ 보고서는 기후 변화 관련 위험(risk) 및 기회(opportunity)가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financial
impact)에 관한 공시에 초점을 두고 있음
▶ 한국의 환경 정보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공시 수준이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환경 및 기후 변화 관련 정보 공시에 대한 인식･태도 및 제도 변화를 통해 공시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소개
 G20 국가의 재무부 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FSB(Financial Stability Board)에 금융
산업이 기후 관련 문제를 고려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FSB는 기후 변화
관련 재무 정보 공시 T/F(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를
구성함
 지난 6월, TCFD는 ‘기후 변화 관련 재무 정보 공시에 대한 권고 사항(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6)을 발표함
○ 보고서는 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련된 공시 보다는 기후 변화 관련 위험(risk)
및 기회(opportunity)가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financial impact)에 대한 공시에 초점을
두고 있음
○ TCFD는 이를 통해 기업에 기후변화 관련 정보 공시에 관한 표준화된 틀을 제공하고, 각종
이해관계자들에게 다양한 의사 결정에 활용될 수 있는 기후 변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6) TCFD, 2017.6,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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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 관련 재무 정보 공시의 필요성
 온실가스의 지속적인 배출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며, 지나친 지구 온도 상승은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 2015년 12월, 200여개의 정부가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한 세계적인
대응을 강화하는데 동의한 파리협약(Paris Agreement)7)을 들 수 있음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가 산업별 특성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기업에 재무적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시작되면서, 의사결정 과정에 활용하기 위해 기후변화 관련 정보 공시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금융 시장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환경 및 사회에 관한 안건(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을 요구하는 제안 등)은 2012년 전체 주주제안
안건의 40% 이상을 차지하였고, 이는 2011년 30%보다 증가한 수치임8)
○ 미국 정기주주총회에서, 기업이 기후 변화와 연관된 위험을 평가하는 방식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주주제안에 대한 투자자들의 찬성률은 2011년 7%에서 2017년 43%로 증가함9)

기후 변화 관련 위험, 기회 및 재무적 영향의 의미
 본 권고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기후 변화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하고, 이것이 기업에게 어떠한 재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기후변화에 관련된 위험은 ‘저탄소(lower-carbon)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이행
위험)’과 ‘기후 변화로 인한 물리적인 영향에서 비롯되는 위험(물리적 위험)’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음
○ 저탄소 경제로 이행됨에 따라 대규모의 정책 및 법･기술･시장 상황･평판 상의 변화가 수반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재무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 물리적 위험은 사이클론, 홍수, 허리케인과 같은 ‘특정 사건으로부터 급격하게 발생(acute)하는
기후 변화’ 혹은 지속적인 기온 증가와 같은 ‘기후 패턴의 장기적인 변화(chronic)’에서 기인
할 수 있음

7)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수준 + 2℃) 미만으로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1.5℃ 까지 제한하려는 목적 하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시점을 앞당기고 강화하며, 2018년 이후부터 감축약속 이행 여부를 5년마다 점검하고, 선진국은 2020년부터 개도국에
기후변화 대책마련을 위해 매년 1,000억 달러의 재정 지원을 수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8) Bloomberg, 2013.2.25,「Investors Demand Climate-Risk Disclosure in 2013 Proxies」
9) EY Center for Board Matters, 2017.6, “2017 proxy seas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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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 변화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고 그 변화에 적응하려는 기업의 노력은 다음과 같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음
○ 자원 효율성을 통한 비용 절감, 저공해 에너지 원(low-emission energy sources) 채택,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접근(access), 공급망(supply chain)에
대한 복원성(resilience) 구축 등

 기후 관련 위험이나 기회가 야기할 수 있는 재무적 영향은 크게 수익, 지출, 자산 및 부채,
자본 및 자금조달의 변동으로 나타남
<표 1> 기후 변화 관련 위험, 기회와 이로 인한 재무적 영향의 구체적 사례
항목

구분

내용

정책적 - 온실가스 배출 가격의 인상
･법적 - 배출량 관련 보고 의무 증가
위험 - 환경 관련 소송 발생

이행
위험

- 신기술 및 대체 기술에 대한 연구 및 개발 (R&D) 지출
-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 실패
- 기술 개발에 대한 자본 투자
- 저탄소 배출 기술로의 이행 비용
- 새로운 관행 및 프로세스의 채택･배치 비용

시장
위험

- 고객 행동의 변화
- 시장 시그널의 불확실성
- 원자재 비용의 상승

평판
위험

- 소비자 선호도 변화에 따라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
- 고객 선호의 변화
- 직원 유치･유지와 같은 인력 관리 및 계회에 미치는
- 이해관계자의 관심 혹은 부정적인
부정적 영향과 이로 인한 매출 감소
의견 증가
- 자본 가용성(capital availability) 감소

급성
위험
만성
위험

자원 효율성

기회

- 컴플라이언스 비용, 보험료와 같은 관리 비용(operating
cost)의 증가
- 벌금 및 판결로 인한 비용 증가 혹은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

기술
위험

위험

물리적
위험

재무적 영향

에너지원

- 투입 원자재 가격의 변경으로 인한 생산 비용 증가
- 매출 구성 및 수입원 변경으로 인한 수입 감소
- 화석 연료 매장량, 토지, 증권 등의 자산 재평가

- 사이클론, 홍수와 같은 기상 이변의 - 운송장애, 공급망 중단과 같은 생산 능력 감소
심각성 증가
- 인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한 수익 감소 및 비용
증가(직원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위협, 결근 발생 등)
- 강수 패턴의 변화와 날씨 패턴의 - 시설의 손상 등으로 인한 자본 비용 증가
극심한 변동
- 위험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자산에 대한 보험료 상승
- 평균 기온, 해수면의 상승
및 보험 가용성 감소 가능성 증대
- 효율적인 운송 수단 및 생산･유통 - 효율성 향상을 통한 운영 비용 절감
프로세스 사용
- 생산 능력 증대로 매출 증가
- 자원 재활용
- 개선된 보건 및 안전, 직원 만족도 향상과 같은 인력관리
- 물 사용량 및 소비 감소
및 계획상 이점 발생 및 이를 통한 비용 절감 유도
- 저공해 에너지원 사용
- 지원 정책의 인센티브 활용
- 새로운 기술의 사용
- 탄소 시장 참여

- 미래 화석 연료 가격 상승에 대한 민감도 감소
-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로 인해 탄소 비용 변화에 대한
민감도 감소
- 저공해 기술에 대한 투자 수익
- 다수의 투자자가 저공해 생산자를 선호함에 따라 자본
가용성 증가

- 저공해 제품 및 서비스 개발･확장 - 저공해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수요로 인한 수익 증대
- 변화하는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
제품 및 서비스 - 비즈니스 활동 다양화
함으로써 매출 증가
- 소비자 선호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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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내용

재무적 영향

- 새로운 시장 진출
- 공공 부문 인센티브 사용

시장

- 신흥 시장 진출을 통한 수익 증대
- 금융 자산(녹색 채권 등)의 다양성 증대

- 인프라, 토지, 건물 등에 대한 복원성 계획 마련을 통해
-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그램 참여
시장 가치 상승
및 에너지 효율 측정 기준 채택
- 공급망의 신뢰성 향상 및 다양한 조건 하에서의 운영
- 자원 대체 / 자원 다각화
능력 상승

복원성

권고사항의 구체적 내용
 ‘지배구조’, ‘전략’, ‘위험 관리’, ‘지표 및 목표(metrics and target)’의 네 가지 분야에서
공시가 필요한 사항이 권고되고 있고, 각 권고사항의 이행을 돕기 위한 세부적인 지침
(guidance)이 제공됨
○ ‘지배구조’에서는 기후 변화에 관한 위기와 기회에 대한 조직 내 지배구조에 관한 공시를
권고함
○ ‘전략’에서는 중대성이 인정된 정보일 경우 기후 변화에 관한 위기 및 기회가 조직의 사업,
전략, 재무 계획 등에 미치는 실제 영향 및 잠재적 영향을 공시할 것을 권고함
○ ‘위험 관리’에서는 조직이 어떻게 기후 변화 관련 위험을 인지하고 평가하며 관리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공시할 것을 권고함
○ ‘지표 및 목표’에서는 중대성이 인정된 정보일 경우 기후 변화에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지표 및 목표의 공시를 권고함
<표 2> 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시에 대한 권고사항
지배구조

전략

위험 관리

지표 및 목표

a)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a) 기업 입장에서 확인된
a)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a) 기후 관련 위험을 확인
대해 수행하고 있는 이사
단기, 중기, 장기적 기후
평가하는 과정에서 활용
하고 평가하는 과정
회의 감독 내용
관련 위험 및 기회
되는 지표

공시
내용

b)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b) 사업, 전략, 재무계획
b) 기후 관련 위험을 관리
대한 관리･평가 과정에서
등에 기후 관련 위험 및
하는 과정
경영진의 역할
기회가 가져올 영향력

-

c) 여러 기후 관련 시나리오
적용 시 기업 전략의
복원성

b) Scope1, Scope2 수준
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관련 공시(해당된다면
Scope3까지 포함)

c) 기후 관련 위험을 확인･
c)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평가･관리하는 과정이
관리하는 과정에서 활용
기업의 전반적 위험 관리
되는 목표 및 목표에 따
과정에 통합되어 있는
른 성과
방식

○ 이러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적용되지만, 금융 산업과 특정 비금융 산업10)을

10) 금융 산업은 은행, 보험사, 자산소유자, 자산운용사를 의미하고, 특정 비금융산업은 전체 비금융산업 중 환경 영향력이 큰 산업군으로,
에너지, 운송, 건축 자재, 건설, 음식, 목재 제조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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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보충 지침(supplemental guidance)을 추가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산업 특성을 고려
하고자 함(<표 3> 참고)
- 즉, 아래 표와 같이 보충 지침이 제시된 항목에는 일반적인 지침뿐만 아니라 각 산업 특성에
맞는 보충 지침이 추가로 제시되어 있음
<표 3> 보충 지침이 제시된 항목
지배구조
a)
은행
금융

비금융

b)

전략
a)

b)

위험 관리
c)

O

a)

b)

O

지표 및 목표
c)

a)

b)

c)

O

보험사

O

O

O

O

O

자산 소유자

O

O

O

O

O

O

자산관리자

O

O

O

O

O

에너지

O

O

O

운송

O

O

O

건축 자재

O

O

O

농업, 음식, 목재 제조

O

O

O

* a)~c)는 <표 2>와 동일

 권고사항의 핵심적 특징은 크게 ① 공시 위치(location of disclosure), ② 중대성 원칙
(principle of materiality) ③ 시나리오 분석(scenario analysis)으로 구분할 수 있음
○ TCFD는 기후 관련 재무 공시를 연차보고서(public annual financial filings)에 포함시킬
것을 권유함
- 이러한 권고사항이 국가의 공시 요건에 대치된다면, 해당 요소를 별도의 공식 보고서
(other official company reports)11)에 공시할 것을 권장함
○ ‘전략’과 ‘지표 및 목표(metrics and target)’의 권고사항에 관련된 공시는 중대성 평가의
대상으로,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되는 정보를 연차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고 판단함
- 반면 많은 투자자가 기업의 재무 및 조직 운영의 맥락이 되는 지배구조와 위험 관리 상황을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지배구조’와 ‘위험 관리’의 권고사항에 관련된 공시는 반드시
제공되어야 함
○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의 복원성과 유연성을 도모하는데 유용한 도구인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정보 공시를 권고함
- 많은 투자자가 기후 관련 위험에 대응하는 조직 전략의 복원성을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11) 최소한 매년 발행되어야 하고, 투자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널리 배포되고 사용 가능해야 하며, 재무보고를 위해 활용된 것과
동일한(혹은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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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 시나리오(2°Celsius or lower scenario)12)를 포함한 다양한 기후 관련 시나리오를
통해 기업 전략의 복원성을 충분히 설명할 것을 권고함

한국의 공시 현황
 현재 한국의 환경 관련 공시 수준을 살펴봄으로써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정보 제공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의 수준을 확인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사업보고서 혹은 기타 공식 보고서를 통한 환경 및 기후 관련 정보 공시’,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환경회계 도입’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최근 3년간 유가증권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사업보고서에 환경정보에 관한 내용을
전혀 공시하지 않은 기업의 평균 비율이 57.6%로 과반을 차지함(<표 4> 참고)
○ 사업보고서에 환경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기업 중에서 기타 공식적인 보고서13)에도 관련 공시
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 기업은 90%이상 이므로 상당수의 기업이 기후 및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표 5> 참고)
○ 사업보고서 내의 환경 정보 공시를 위한 공시 양식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서 사업보고서에 정보를 공시하고 있는 기업으로 구분되었다 하더라도 환경 경영에 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공시하고 있는 기업은 많지 않음
- 대부분의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에너지 사용량 등의 간단한 정보만 공개하고 있는 실정임
<표 4> 사업보고서 내의 환경관련 정보 공시 현황
FY2014

FY2015

FY2016

사업보고서 공시 유

289

41.5%

305

42.8%

315

43.0%

사업보고서 공시 무

407

58.5%

408

57.2%

418

57.0%

전체

696

100%

713

100%

733

100%

출처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환경 평가 결과
<표 5> 기타 공식적인 보고서를 통한 환경 관련 정보 공시 현황
FY2014
사업보고서
공시 무

FY2015

FY2016

기타 공식 보고서
공시 유

10

2.5%

22

5.4%

28

6.7%

기타 공식 보고서
공시 무

397

97.5%

386

94.6%

390

93.3%

출처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환경 평가 결과

12) (산업화 이전 평균 상승폭 + 2℃)미만 혹은 그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 폭을 제한하기 위하여 에너지 시스템의
배치 경로와 온실가스 배출 궤적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함
1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혹은 환경정보공개시스템(ENV-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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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하지 않은 기업의 비율은 70%에 육박하고, 배출량 공시를
수행한 기업의 대부분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의 대상 기업14)임(<표 6>
참고)
○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한 기업 중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혹은 배출권거래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한 기업은 222개 중 21개 사(9.5%)에 불과함
<표 6>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현황
FY2014

FY2015

FY2016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유

210

30.2%

215

30.2%

222

30.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무

486

69.8%

498

69.8%

511

69.7%

전체

696

100%

713

100%

733

100%

출처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환경 평가 결과

 환경 변화의 재무적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환경회계15)의 도입이 가장 기본적인 작업
이지만, 환경회계 관리에 관련된 공시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있는 기업의 평균 비율이
87.9%로 대다수를 차지함(<표 7> 참고)
○ 최근 3년간 환경 원가 측정을 통해 환경 회계를 관리하는 기업의 평균 비율은 3.4%로 매우
낮고, 환경 원가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환경관련 비용을 집계하는 수준에서 재무적인 접근을
수행한 기업의 평균 비율도 8.6%로 매우 낮음
<표 7> 환경 회계 도입 현황
FY2014

FY2015

FY2016

환경 원가를 도입하여 환경회계 관리

26

3.7%

28

3.9%

20

2.7%

환경 관련 비용 집계

70

10.1%

68

9.5%

45

6.1%

없음

600

86.2%

617

86.5%

668

91.1%

전체

696

100%

713

100%

733

100%

출처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환경 평가 결과

14)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법적으로 사업보고서에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고, 배출권거래제 해당 기업의 경우 공시 의무까지 부여되지는 않지만 자율 공시가 권고됨
15)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사전에 줄이거나 이를 처리하는 다양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 원가(environmental
cost)와 이로 인해 얻어지는 효익을 규명하고 측정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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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한국의 유가증권상장회사의 공시 기업의 수,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현황, 환경회계 도입 빈도
등을 조사한 결과, 환경 및 기후변화에 관한 전반적인 공시 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확인됨
○ 최근 3년간 공시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공시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공시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에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미래의 공시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낙관하기 어려움
○ 환경 회계와 같이 법적 공시 의무가 전혀 없는 분야에서는 관련 내용을 공시하는 기업의
비율이 매우 낮은 점을 보아 유가증권 상장사의 기업의 환경 및 기후 관련 정보에 대한 인식과
관심 수준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음

 향후 TCFD는 권고사항의 적용에 대한 지원 및 점검을 수행할 것이고, 2018년 9월에 권고
사항 이행 수준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힘
○ 단순히 권고사항을 만드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행에 대한 지원과 감독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후 변화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됨

 현재 한국의 공시 수준으로 비추어볼 때 TCFD가 권고하는 수준의 공시를 지금 당장 수행
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기후 변화에 대한 해외의 인식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제도적･
법적･사회적 변화를 도모함으로써 개선책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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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지주회사의 현물출자 유상증자
현황
박 성 식 연구원 (sspark0716@cgs.or.kr)

▶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 후 인적분할 지주회사의 다수는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통해 인적분할
자회사에 대한 지분보유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음
▶ 인적분할 자회사 현물출자 유상증자 과정에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측의 유상증자 청약 비중은
82.2%임
▶ 인적분할 지주회사의 현물출자 유상증자 이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증자
전 평균 32.5%에서 증자 후 평균 50.0%로 17.5%p 증가함

도입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 이후 대다수의 인적분할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보통주식을 현물
출자 받고 이에 응하는 자회사 주주에게 지주회사의 신주를 발행함
○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통하여 인적분할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보유요건(상장자회사는 20%)을
손쉽게 충족할 수 있어 대부분의 사례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16)

 인적분할 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로 받아 유상증자를 하는 것은 지주회사요건을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주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측에서 청약하여 지주회사의 지분율이 급증한다는 점에
서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최대주주 측은 인적분할 자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 하여 지주회사의 지분율을 최대한 상승
시키고자 할 유인이 있음

16) 인적분할 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들도 자회사지분을 현물출자 받아 유상증자를 실행할 수 있으며, 인적분할 지주회사 또한 인적
분할 자회사 외의 다른 자회사의 지분을 현물출자 받아 유상증자를 실행하는 사례도 있으나 금번 ESG동향에서는 다루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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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의 분할기일이 2012년 초부터 2017년 11월 말인 기업들 중
인적분할 지주회사의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시행했거나 시행할 것으로 공시한 28개 기업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함
○ 인적분할 지주회사의 인적분할 자회사에 대한 현물출자 유상증자 전후 최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의 지분율 변동을 살펴봄

현물출자 유상증자 예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36.2%

36.2%

유상증자 전

인적분할
지주회사

4.6%

인적분할
자회사

- 인적분할 이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각각 36.2%의 지분 보유
- 인적분할 지주회사는 자사주 4.6%를 활용하여 인적분할 자회사의 지분 보유

유상증자 전

유상증자 후

지주회사지분

36.2%

지주회사지분

74.2%

자회사지분

36.2%

자회사지분

17.7%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현물출자
유상증자
과정

인적분할
지주회사
유상증자 전
자회사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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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신주 교부

4.6%

- 지주사기준가: ￦41,654
- 자회사기준가: ￦93,829
- 자회사 주식 1주당
지주회사 신주 약 2.25주 교부

유상증자 후
자회사지분

25.0%

일반공모방식의 현물출자 유상증자 실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청약율: 90.8% (자회사 주식 22.943,000주 현물출자)
그 외 주주의 청약율: 9.2% (자회사 주식 2,322,242주 현물출자)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주식 총 25,265,242주를 현물출자 받고, 신주 64,705,313주를 청약한
주주들에게 교부함
구분

지주회사 신주 교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58,757,985주

그 외 주주

5,947,328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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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74.2%

인적분할
지주회사
유상증자 후

17.7%

25.0%

인적분할
자회사

발행주식총수

발행주식총수

(전) 28,314,860주
(후) 93,020,173주

변동없음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주회사 지분 증가
36.2%→74.2% (38.0%p↑)
- 인적분할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증가
4.6%→25.0% (20.4%p↑)
시기

지주회사 발행주식총수

증자 전

28,314,860주

증자 후

93,020,173주

현물출자 유상증자 배정 방식, 신주발행 규모, 최대주주 지분율 변동 현황
 관찰대상 인적분할 지주회사의 대다수(28개사 중 26개사, 93%)는 일반공모증자 방식의 현물
출자 유상증자를 추진하였으며, 이들 대부분은 해당 유상증자를 통해 인적분할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보유 요건(20%)을 충족시킬 수 있었음
○ 제3자배정 방식의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실행한 기업은 2개사가 있었음
- 한국콜마홀딩스와 미원홀딩스는 제3자배정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만이 참여하는 유상증자를 추진함
○ 현물출자 유상증자의 규모가 작아 자회사 지분율 보유 요건을 미충족한 사례도 있음
- 동아쏘시오홀딩스의 경우 유상증자의 규모가 작았으며(유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의 3.3%),
이후 추가 매수를 통해 인적분할자회사인 동아에스티의 지분을 확보함

 인적분할 지주회사의 현물출자 유상증자 규모는 평균적으로 유상증자 직전 발행주식 총수의
62.2%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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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물량 중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청약 비중은 평균 82.2%임
○ 대부분의 현물출자 유상증자가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이루어져 일반 주주들에게도 청약의
기회가 있으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되지 않은 투자자가 청약한 물량의 비중은
17.8%17)임

 현물출자 유상증자 결과 지주회사에 대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유상증자 전
평균 32.5%에서 유상증자 후 50%로 평균 17.5%p 상승하였음
 현물출자 유사증자로 인한 발행 신주의 수가 유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를 상회(100%이상)하는
기업은 5개사가 있었음
○ 해당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측 청약 물량은 평균적으로 전체 유상증자 물량의 89.2%를
차지하였음
- 나머지 23개 기업의 최대주주 측 청약 비중은 80.7%임
○ 이들의 평균 증자 규모는 유상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의 145.4%임
- 이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기업의 평균 유상증자 규모는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의 44.2%에
해당하여 대비됨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측은 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신주를 교부받아
유상증자 전 평균 31.7%였던 지분율이 유상증자 후 65.3%가 되어 평균 33.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나머지 지주회사의 유상증자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측 지분율 증가는 평균 14.1%p
(32.6%→46.7%)임

 인적분할 당시 자기주식의 비중이 20%를 넘어 긴급하게 인적분할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보유 요건을 충족했던 인적분할 지주회사는 2개사가 있었는데 이들도 일반공모증자 방식의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수행하였음
○ 두 지주회사의 현물출자 유상증자 규모는 증자 전 발행주식총수의 51.8%, 33.1%임
○ 이들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31.0%에서 43.1%, 30%에서 46.9%로 각각
12.1%p, 16.9%p 상승하였음

17) 제3자 배정 기업 3곳을 포함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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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인적분할 후 현물출자 유상증자는 대부분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상증자
규모는 인적분할 지주회사의 기존 발행주식총수 대비 평균 62.2%이며, 최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의 청약 비중은 82.2%임
 현물출자 유상증자 결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평균 17.5%p
상승함
 현재까지는 분할 지주회사의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혜택이 부여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반대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현물출자 유상증자 시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에 세제혜택이 부여
되어있다는 점에서 지주회사체제 전환을 장려하는 정부 및 감독 당국의 입장을 살펴볼 수
있음18)
- 이러한 맥락에서 인적분할 지주회사가 추진하는 현물출자 유상증자는 인적분할 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지분보유요건을 손쉽게 충족하여 지주회사체제를 완성시키는 방법이 될 것임
○ 일각에서는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주주 측이 지주회사 지분율을 손쉽게 증가시켜
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분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유상증자 시 조세특례제한법 상 규정된 세제혜택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함19)

18)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
19) 이은정, 2017.7. “지주회사 전환 동향과 전환 관련 규제 개선안”, 경제개혁연구소 이슈&분석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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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이 기업지배구조에 주는 함의
고 태 경 연구원 (taekyeong@cgs.or.kr)

▶ WEF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기술로 블록체인 기술이 선정되었으며, 전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기술 활용 및 상용화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임
▶ 2017년 1월, 블록체인 기술 도입에 따른 금융투자업계 및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및 시사점을 주제로 한
논문이 Review of Finance에 게재됨
▶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기록 및 회계정보 투명성 강화, 의결권 행사의 정확성 강화 등에 활용될 수 있어
기업지배구조에 주는 함의가 큼
▶ 현재는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 및 발전 단계가 초기이며 관련 규제 및 법체계가 미비한 수준이지만 상용화
이전에 사전적으로 관련 법체계 정립이 선행되어야 함

검토 배경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이하 WEF)에서는 세계 블록체인 기술 도입 및
활용에 대해 전망한 바 있음
○ WEF는 2016년,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기술로 블록체인 기술을 선정함
- 2017년까지 전 세계 은행의 80%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함20)
○ WEF Survey21)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전세계 GDP의 10%가 블록체인 기술에서 창출될
것으로 예측함

 국내외 금융기관, 스타트업, 공공기관 및 규제당국 등에서 블록체인 기술 도입 및 활용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임
○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블록체인 컨소시엄인 R3CEV22)와 하이퍼레저(Hyperledger)23)
프로젝트 등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 서비스 표준 플랫폼 개발을 진행 중임24)

20) WEF, 2016, “The future of financial infrastructure”
21) WEF, 2015, “Deep Shift Technology Tipping Points and Societal Impact”
22) R3CEV는 15년 9월 결성된 블록체인 컨소시엄으로, BoA, 씨티그룹, JP모건 체이스 등 해외 금융사와 5개 국내 은행(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기업은행) 등 세계 70여개의 금융사가 회원사로 참여하여 미국 핀테크 기업 R3와 제휴를 통해 블록체인 표준
플랫폼을 공동개발 중임
23) 하이퍼레저 프로젝트는 15년 12월 결성된 컨소시엄으로 리눅스재단과 IBM 주도로 15년 12월부터 시작됨
2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6.11.24., ｢블록체인 협의회 출범 및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 운영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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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내에서는 금융업에서의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방안 및 상용화를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
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금융위원회에서는 2016년 11월, 블록체인 기술 활용 관련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하고 이후
금융당국, 업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블록체인 협의회”를 운영함25)
- 한국거래소(KRX)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 KSM(Korea
Startup Market)을 2016년에 개설한 바 있음26)
- 2017년 8월 31일에 개최된 예탁결제원(KSD) 기자간담회에서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2018년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투표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상용화 단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27)
- 금융투자협회는 2017년 10월 31일,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 금융투자업권 공동인증
서비스 “체인 ID(Chain ID)”를 개시함28)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의 변화에 대한 논문29)이 2017년 1월,
Review of Finance에 게재됨
○ 논문에서는 금융업계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였을 때 기업지배구조의 여러 이해관계자들
에게 가져올 변화와 시사점을 서술함
- 낮은 비용, 높은 유동성, 투명성 강화를 통해 경영진, 기관투자자, 소액주주, 감사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시사함

 이에 본고에서는 앞서 소개한 논문에서 제시한 블록체인 기술 도입에 따른 기업지배구조의
변화와 시사점을 정리할 것이며, 필자가 생각하는 향후 과제 및 시사점에 대해 논할 것임

블록체인기술이란 무엇인가?
 블록체인기술이란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이하 DLT)이라고도 하는
데,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화폐(cryptocurrency)에 내재된 기술을 의미함
○ DLT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개방형(Public) 또는 폐쇄형(Private) 네트워크에서 저장･공유함
으로써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된 기술임
- 블록체인 내 정보는 생성된 순서대로 블록(block) 형태로 저장되며, 블록끼리 연결(chain)
하는 과정에서 유효성 검증이 이루어짐

25)
26)
27)
28)
2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6.11.24., “블록체인 협의회 출범 및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 운영계획 발표”
이제영, 2017,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동향과 시사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예탁결제원 보도자료,2017.8.31., “17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조선비즈, 2017.10.31., “한번 인증에 증권사 11곳 거래...금투협, 블록체인 공동인증서비스 오픈”
David Yermack, 2017, “Corporate Governance and Blockchains”, 「Review of Finance」, Volume 21, Issue 1,pp.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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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령 91번째 블록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74번째 블록에 있는 정보를 조작하고자 한다면,
네트워크 내 있는 다른 참여자가 인지하기 전에 74번째 블록부터 90번째의 블록에 있는
정보를 74번째에 기록한 조작된 정보 기반으로 바꿔야 함30)
-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의 데이터를 중앙집중형(centralized) 서버에 기록･보관하는 방식과는
달리, 네트워크 참가자 모두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분산형(decentralized) 데이터베이스이
므로 정보의 위･변조가 어려움

기업지배구조와 블록체인 기술
 논문의 저자 David Yermack은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업에 이용한다면 ①거래기록 투명성
강화, ②유동성 개선, ③의결권 행사방법 및 ④회계처리 방법의 변화, ⑤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에서 지니는 함의가 크다고 다음과 같이 밝힘
○ (①지분구조 및 주식 거래 기록의 투명성 강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거래기록을 네트워크
내 모든 참여자가 볼 수 있으므로 주주 및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은 지분율 변화를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지분구조의 투명성(transparency of ownership)이 강화될 것이라 밝힘
-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기록하면 투자자들이 경영진의 주식 거래 현황과
지분구조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 밝힘
- 이는 기업들이 경영진에게 보상의 일환으로 부여하는 스톡옵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날짜를
주가가 낮은 시점으로 소급 적용하는 백데이팅 기법(backdating of compensation
instruments)과 같은 속임수를 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힘
- 이렇듯,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거래 및 지분구조의 투명성은 이사회와 주주들이
경영진을 감시하는데 용이함
○ (②유동성 개선) 블록체인 기술은 주식의 거래, 청산 및 결제의 시간 단축 및 비용 절약을
가능하게 하여 주식 유동성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 미국에서 기존의 주식의 청산･결제는 매도자로부터 매수자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시간이
3 영업일 정도 소요된 것에 반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주식 매매, 청산 및 결제는 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밝힘
- 주식의 유동성 개선은 주식의 수요를 증가시킴과 동시에 투자 행태의 변화를 야기할 것이라 전망함
○ (③의결권 행사의 정확성 강화 및 효율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투표권 행사는 향상된 정확성과
투명성을 통하여 주주들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이라 전망함
- NASDAQ 에스토니아 탈린 소재 거래소에서 2016년 2월, 주주의 전자투표 결과를 블록체인
시스템에 시범적으로 기록한 바 있음

30) 논문 Figure 3을 글로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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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han과 Rock(2008)31)을 비롯한 많은 연구결과에서는 주주총회 투표(corporate
voting)에서 부정확한 유권자의 목록, 투표권의 불완전한 분배 등을 문제로 지적함
- 반면, Wright와 De Filippi(2015)32)의 논문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투표에서는
신속성, 정확성, 투명성을 모두 강화할 수 있으리라 전망함
- 기존의 투표는 조작의 위험이 있으며 정확성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반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투표는 빠르고 더 정확한 표 집계가 가능하며, 경영진과 주주 모두에게 공평하게
투표 결과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밝힘
- 또한, 기존의 투표 체제에서는 공의결권(empty voting)33) 제재가 어려워 묵인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한 투표체제하에서는 주주총회일 당일에 투명하게 주주
구성이 공개되므로, 공의결권의 부적절한 사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힘
○ (④회계처리의 투명성 강화) 블록체인 기술 기반 실시간 회계처리(real-time accounting)는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강화시킨다고 밝힘
-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회계정보 보관이 가능해진다면,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원하는 기간의
회계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함
- 이에 따라, 감사 비용이 크게 감소하며 도덕적 해이와 대리인 문제에 노출되었던 감사인
의존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함
- 또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실시간 회계처리는 기록된 회계 정보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분식
회계나 실적을 조작하는 등 기업가치 훼손의 여지가 있는 행위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함
- 실시간 회계처리로 인한 투명성 강화를 통해 내부거래 내역, 의심스러운 자산 이전 거래
및 다른 이해상충을 낳을 수 있는 거래를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 모든 이해관계자가 즉시
감시･감독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함
○ (⑤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34) 도입)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스마트 계약은 검증
(verification) 및 집행(enforcement)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으며, 도덕적 해이
문제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힘
- 예를 들어, 임직원 보상을 스마트 계약으로 지급한다면, 수립된 목표가 달성되면 자동적으로
보상이 지급되는 형식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함
- 이와 같이 스마트 계약은 위험전가(risk shifting)나 전략적 채무불이행(strategic default)과
같은 부채의 대리인 문제를 감소시키고, 인증(verification)과 집행(enforcement) 비용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전망함

31) Kahan, Marcel and Rock, Edward B., 2008, “The Hanging Chads of Corporate Voting”,UPenn Law School Faculty
Scholarship. 164
32) Wright, Aaron and De Filippi, Primavera, 2015,Decentralized Blockchain Technology and the Rise of Lex Cryptographia,
SSRN
33) 공의결권 행사의 문제점은 잔여청구권자(residual claimant)로서의 주주에게 부여되는 의결권이라는 측면에서 정당성을 가지기 어렵고,
주식의 경제적 이익을 갖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의결권을 갖는다는 점에 있음
34) 1994년 Szabo가 작성한 원고에 의하면, 스마트 계약이란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거래가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프로
그래밍된 자동화 계약시스템”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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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블록체인 기술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기업지배구조의 근본적인 문제인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
-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투명성 강화는 모든 투자자에게 공평하게 기업 정보를 제공
한다는 점과 정보 조작 및 해킹의 위험이 적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임
○ 국내에서 가까운 미래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고, 전자투표제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장점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에 활용될 수 있음
- 네트워크 내 사용자가 모두 암호화된 기록을 공유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다면, 투표
결과에 대한 조작이 불가능하여 투명성을 더욱 강화시킴
- Yermeck 교수가 지적한 공의결권 행사의 문제점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가
주식의 경제적 이익을 갖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의결권을 갖는다는 점이나,
블록체인 기술을 전자투표제도에 활용하여 주주총회일 당일의 주주구성을 알 수 있다면
그와 같은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음
- 이러한 장점들은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전자주주총회의 주주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됨

 유럽 증권시장청(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ESMA) 보고서3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내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이 이루어지려면 기술적 과제 해결, 정보보호
문제(privacy) 고려, 규제 및 법적 체계 확립 및 정교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보고서에 제시된 기술적 과제로는 확장가능성(scalability), 호환가능성(interoperability),
기록된 정보 변경불가능성(immutability) 등이 있음
○ 정보보호문제는 DLT의 문제점으로 빈번하게 제시되는 것 중 하나임
- 고객의 사적인 정보가 고객정보 확인(Know Your Customer, KYC) 차원에서 DLT 상에
기록될 수 있는데, 네트워크 상 모든 사용자에게 해당 정보가 공유되는 DLT 특성이 존재함
- 따라서, DLT 하에서 어떤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지 검토해야함
○ 현재의 법체계로는 블록체인 기술이 정의되지 않으며, 신규 기술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정교한 법체계 정립이 기술 활용 전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장기적인 관점에서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법적 체계가 갖추어진다면, 거래기록 및 회계정보
투명성 강화, 의결권 행사의 정확성 강화 등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5) ESMA, 2016, “The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Applied to Securities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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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 후보 제안자 독립성
검토
정 일 묵 연구원 (mook@cgs.or.kr)

▶ 금융회사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및 사외이사후보 추천내역 공시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제안자를 공시하고
있음
▶ 후보제안자는 사외이사 후보의 최초제안자로서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검토하는 간접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
▶ 9개 금융지주회사 확인결과 사외이사 후보를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제안한 사례가 확인됨
▶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후보 추천 절차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사외이사의 독립성 요건 검토
 금융회사는 일반 상장회사와는 달리 사외이사 후보의 최초 제안자에 관한 명확한 정보를 공시함
○ 상장회사는 이사 선임 시 공시서류를 통해 추천인을 기재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사회
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로 기재함
- 그러나 이는 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한 기관을 의미하며, 이사회 또는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에 후보를 추천한 후보 제안자는 확인할 수 없음
○ 금융회사의 경우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및 ‘사외이사후보 추천내역’ 공시36)를 통하여 사외이사
후보 제안자를 공개하고 있음
- 후보 제안자는 사외이사 후보의 최초 제안자를 의미하며, 제안된 인물을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최종 사외이사 후보로 선정함37)

 사외이사 선임의 첫 단계인 후보제안절차에서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사외이사 후보를 제
안한 경우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발생함

36) 해당 공시는 과거 ‘사외이사 모범규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모범규준’상 권고 사항으로서, 이후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해당 공시를 의무사항으로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현재 일부 금융회사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내역을 별도 공시하지 않고 해당연도
연차보고서에 포함하여 기재하고 있음
37)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선임 절차는 대체적으로 ‘후보군 구성 및 관리→사외이사 예비 후보자 선정→위원회의 후보자 검토 및 확정→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의결’순으로 이루어지며, 후보제안은 ‘사외이사 예비 후보자 선정’과정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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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후보 제안자의 자격요건을 법에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의
사외이사후보 제안이 위법한 사항은 아님
○ 그러나 사외이사의 주요 업무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의 업무를 감시･감독하는 것이므로
상기 추천 방식은 피감독대상이 감독자를 선택하는 것과 동일하며, 이에 따른 독립성 훼손
우려가 발생함
○ 이를 감안하면 사외이사 후보 제안자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볼 수 있음

 본 고는 국내 9개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및 사외이사후보 추천내역 공시를
확인하여 사외이사 후보 제안자의 독립성을 검토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 훼손에 미칠 영향을
살펴봄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 후보제안자 현황
 최근 3년간 9개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후보 추천내역을 확인한 결과, 7개 금융지주사에서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제안한 사외이사가 재직하였거나 현재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남
<표 1> 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 후보제안자 현황
2015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
KB

2016

독립적인 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

0

7

신한

0

하나

0

BNK

0

2017

독립적인 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

독립적인 자

0

7

0

7

8

0

6

1

6

5

1

5

1

6

3

1

3

0

2

DGB

0

4

0

7

0

3

JB

1

2

0

4

0

3

메리츠

0

0

2

1

-

-

한국

5

0

2

0

-

-

NH농협

1

1

0

3

0

1

* 독립적인 자는 사외이사, 외부전문기관, 주요주주(최대주주와 이해관계 없음)을 의미함
* 메리츠금융지주 및 한국금융지주는 2017년 선임된 사외이사에 대한 후보 추천 내역을 공시하지 않음

출처: 각 사 연차보고서 및 사외이사 후보 추천내역 공시

○ KB금융지주와 DGB금융지주는 최근 3년 간 모두 독립적인 자에 의해 사외이사 후보가 제안
되었으며, JB금융지주는 과거 대표이사에 의해 추천된 사외이사가 존재하였으나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는 모두 독립적인 자에 의해 제안됨
- 상기 3사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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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가 현재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됨
- 일부 지주회사는 모든 사외이사가 비독립적 이사38)에 의해 최초 제안됨
○ KB 금융지주의 경우 사외이사 최초 선임당시 후보 제안자는 외부전문기관이며 이후 재선임시
에는 위원회 소속 사외이사가 후보제안자로 확인됨

 해당 공시서류에서는 후보와 후보제안자 간 이해관계 여부도 함께 기술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후보제안자인 경우 후보와 이해관계가 없음을 공시하고 있음
○ 그러나 비독립적 이사에 의한 사외이사 추천은 불필요한 우려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가 필요함
- 위원회 소속 사외이사나 외부전문기관 등 회사로부터 독립성을 갖추고 사외이사 후보를
제안할 수 있는 주체가 있음에도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후보를 제안하는 당위성이
부족함
- 또한 피감독자가 감독자를 후보로 제안함으로써 사외이사의 독립적인 감독 업무를 저해할
수 있는 새로운 이해관계가 발생하게 됨

후보제안자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안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39)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는 3개 금융지주회사는 위원회에 대표이사가 소속되어
있음 (<표 2> 참조)
<표 2> 금융지주회사 사외후보추천위원회 운영 현황
KB

신한

하나

BNK

DGB

JB

메리츠

한국

NH농협

위원회 형태

사추위

사추위

사추위

임추위

임추위

임추위

임추위

임추위

임추위

대표(사내)이사
포함 여부

대표
이사

대표
이사

대표
이사

대표
이사

대표
이사

대표
이사

대표
이사

대표
이사

사내
이사

* 2017년 9월 30일 기준
*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모두 위원회 소속인 경우 대표이사를 기입함

출처: 각 사 2017년 3분기 분기보고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요건은 사외이사
과반수이므로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가 해당 위원회 위원인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님

38) 비독립적 이사는 회사의 피고용인,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의 피고용인 등 당해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를 의미하며, 대표
이사와 사내이사가 이에 해당함
39) 위원회 구성에 따라 사외이사 추천 기능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담당하며, 본 제안은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운영 중인 회사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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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회사의 감시･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사외이사 후보를 검토하고 추천하는 위원회는 독립적인
사외이사로만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관련하여 NYSE는 상장 요건40)으로 임원추천위원회(Nominating/Coporate Governance
committee)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할 것을 요구함
○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인 경우에 사외이사 후보제안을 한
것으로 나타남
- 동 맥락에서 해당 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면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후보
제안자가 되는 것을 구조적으로 방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
○ 다만, 후보제안자에 대한 법적 자격 요건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원회 소속이 아닌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후보를 제안할 수 있음
- 현행 제도 하에서 본 제안은 보완적 해결책이며, 사외이사 선임과정이 독립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이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와 노력이 필요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 검토 및 추천
과정에서 위원회 소속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의 개입을 제한하는 수단이 필요함
○ 사외이사 후보만 관리･추천 하는 사추위와 달리 임추위는 금융사 지배구조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대표집행임원 후보를 관리하고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
하므로 위원회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포함될 수 있음41)
○ 임추위 내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 배제의 적절성을 일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최소한
사외이사 또는 감사위원 추천과정에서는 비독립적 이사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절차가 필요함

 외부전문기관 또는 개인이 후보제안자인 경우 후보제안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공시할 필요
가 있음
○ 현재 공시는 후보를 추천한 외부전문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시하지 않고 있어 주주
등 이해관계자가 독립성, 전문성 측면에서 외부전문기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역량이 있는지
판단할 수 없음
○ 회사는 후보제안자가 외부전문기관인 경우 해당 기관의 기관명을 공시하여 이해관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추천기관이 사외이사 후보를 제안할 만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회사와 독립적인 관계임을 설명할 필요가 있음

40) NYSE Listed Company Manual Section 303A.04 (a)
41)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도 수행하며,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할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위원회에 현직 대표이사가 위원으로 참여하였음. 따라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대표이사 포함여부는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대표이사 참여의 적절성 논의가 될 것임.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으나, 본 고의 작성목적에서 벗어나므로 중립적
입장에서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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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후보의 추천 관련 공시는 주주총회 개최 전에 공개되어 주주가 의결권 행사에 참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외이사후보 추천내역’은 주주총회 소집공고보다 후보에 대한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주주가 사외이사 후보의 적절성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정보임
○ 통상 ‘사외이사후보 추천내역’은 주주총회 개최 전에 공시되어 주주가 해당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나,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는 당해 연도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여 익 년에
발간하므로 동 보고서에 담긴 사외이사후보 추천내역은 정보 활용 측면에서 실익이 낮음
-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일부회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 이후 추천내역을 별도 공시하지
않고 연차보고서에만 기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시 방식이 위법하진 않음
- 그러나 해당 정보의 주요 실익은 주주에게 의안판단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공시
의무가 없더라도 주주총회 전 공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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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emex에 대한 Hermes EOS의 Engagement 사례
 Hermes EOS는 50개국 이상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시멘트･건축자재 제조기업 Cemex를
상대로 한 Engagement 사례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42)
○ Hermes EOS는 시멘트 산업이 대규모 에너지 집약 산업 중 하나이지만 지속 가능한 상품
개발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는데 중요학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아 Cemex에
대해 저탄소 경제(a low-carbon economy)로의 전환을 준비하도록 Engagement함
○ Hermes EOS는 Cemex의 회사 경영권이 창립 세대에서 2세대로 승계된 2014년부터 회사와의
대화가 크게 증진되었으며, 이를 통해 회사의 지속가능성과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다양한 수준의
Engagement를 강화할 수 있었다고 밝힘
- Hermes EOS는 Cemex가 다국적 기업인 점을 들어, 멕시코 법상 규제 요건을 넘어 통합보고서･
주주권리･이사회 구성･이사회 평가 등에서 최고 수준의 국제 관행을 채택할 것을 권장함

 Cemex는 Hermes EOS의 Engagement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였으며, 의미 있는 진전들을 보임
○ 환경 경영･물 부족･인권･보건과 안전･뇌물 방지 및 반부패･공급 업체의 지속 가능성과 같은
다양한 지속가능 문제에 대한 일련의 정책들을 마련하고 공개함
○ 대기 배출･대체연료 사용･지속가능한 상품 및 자재의 매출 비중･노동자 안전 및 책임 있는
공급망과 관련된 18개의 중기(mid-term) 지속가능 목표와 UN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대한 공헌도를 공개함
○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2014년부터 지속가능경영 및 영업을 담당하는 수석 부사장을 주축으로 하는
지속가능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왔으며, 본 위원회는 CEO에게 직속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 Hermes EOS는 멕시코 기업들에게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미리 이사회 후보들을
적시에 공개하도록 요구해 왔는데, Cemex는 2016년에 처음으로 이사회 후보자들의 성명과
신상정보들을 주주총회 전에 공개함

 Hermes EOS는 앞으로도 꾸준히 Cemex의 이사회 구성과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Engagement할 예정임
○ 장기연임･이사회 내 여성 및 현지인 이사 비율 등이 그 대상이며, 이사회 구성원의 다양성
확보를 통한 이사회의 환기는 회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이사회와의 대화를 통해 독립적인 외부 이사회 평가 기관을 활용하도록 의견을 개진할 것이며,
다음 정기주주총회의 후보추천 절차를 주시할 것임을 밝힘
○ 2020년까지 글로벌 조달 지출의 55% 이상을 절감하기 위해 공급자 지속 가능 프로그램(the
supplier sustainability programme)을 시작하도록 Engagement할 것이며, 회사와 본
계획의 달성을 위한 상세한 사업 계획을 함께 논의해 나갈 것임

42) Hermes EOS, 2017.7.17., “Hermes EOS case study: Cemex”,
https://www.hermes-investment.com/ukw/blog/eos-case-studies/cemex-sustainability-disclosure-board-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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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년 상반기 美 주주총회, 환경 및 사회 관련 주주제안 동향
 2017년 상반기 미국의 Russell 3000기업의 주주총회 시즌 중, 환경 및 사회 관련 주주제안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가 발간됨43)
○ 이 보고서에 따르면 465건의 주주제안 중 환경, 사회 관련 주주제안은 201건이었음
- 이중 가결된 주주제안은 6건으로, 기후변화 관련 3건, 이사회 다양성 관련 2건,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1건임
○ 환경, 사회 관련 주주제안의 투표는 평균 21.4%의 지지를 받아, 2016년(19.7%)보다 증가함

 이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미국의 주요 환경, 사회 관련 주주제안 동향은 다음과 같음44)
○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주주제안은 기업의 정치참여나 로비 정책･자금에 대한 공개에 관한
제안임
- 이러한 주주제안의 지지자들은 해당 정보의 공개를 통해 로비활동이 회사의 사업목적과
적합한지, 로비활동으로 인한 명성 리스크나 기타의 리스크가 없는지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주장함
- 2017년에 가결된 주주제안은 없으나, 40% 이상의 지지를 받은 제안이 2건임
○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주주제안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업 리스크 공개를 요구하는 제안임
- 평균 39.2%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3건이 가결됨45)
- BlackRock, Vanguard 등의 투자자는 기후변화를 가장 큰 투자위험으로 보며, 기업이
어떻게 기후변화를 관리하는지에 대해 공개를 요구하고 있음
○ 이사회 및 근로자 다양성 증가 정책에 대한 제안이 증가함
- 전체 다양성에 대한 주주제안은 14건으로, 2016년에 비해 늘어남
- 8건은 이사회 다양성을 위한 회사의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 준비 요구였으며, 한 주주제안은
이사회의 다양성을 넘어 이사회와 고위 간부의 다양성에 대한 제안이었음

43) Thomas Singer, “Environmental and Social Proposals in the 2017 Proxy Season”,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acial Regulation, 2017.10.26.
44) 위 보고서에 따르면 이하 7가지 유형의 환경, 사회 관련 주주제안의 작년과 올해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2017년

2016년

정치참여, 로비정책･자금
기후변화
이사회 다양성

구분

57
18
8

67
15
6

근로자 다양성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
“성지 원칙”

6
13
12

4
5
8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10

13

45) 자세한 내용은 오윤진, “기후 변화 관련 주주제안 가결 해외 사례”, CGS Report, 2017.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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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의 다양성 관련 주주제안은 2건이 가결됨
- 근로자 다양성에 관한 주주제안도 작년보다 근소하게 늘어남
○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에 관한 주주제안은 2015년에 처음 제안되기 시작하여, 현재 주주총회
시즌에 자주 제안되는 사회 관련 이슈 중 하나가 됨
○ 소위 “성지 원칙”이라 불리는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지역 사업의 공정한 고용 관련 주주제안
또한 증가함
○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과 관련한 주주제안도 계속 지지받고 있으며, 2017년에는 Pioneer
Natural Tesources사에서 가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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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美 NYDFS 금융기관 사이버보안 규제 및 관련 주요 동향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은 금융기관의 사이버보안에 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NYCRR 500을
2016년 발표하였으며, 2017년 3월 발효 후 2017. 8. 28.에 첫 180일의 유예기간이 도과함46)
○ 2017. 8. 28.까지 NYCRR 500의 적용대상47)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비해야 함
- 사이버보안 프로그램의 개발 / 사이버보안 정책의 개발
- 최고정보보안책임자(이하 CISO) / 리스크를 관리할 사이버보안책임 조직
- 사이버보안 사건48) 발생 시 72시간 내 뉴욕주 금융서비스국 보고
- 명문의 사고대응계획
○ 이후 유예기간 도과에 따른 의무는 다음과 같음
- 2018. 3. 1. (1년) CISO의 보고서 관련 사항(침투 테스트 및 취약성 진단, 리스크 진단,
다중 인증과 사이버보안의식 훈련)
- 2018. 9. 1. (18개월) 금융거래 및 사이버 보안 이벤트에 대한 감사추적 기록 유지,
응용프로그램의 개발 보안 시행, 데이터 보유 제한, 인가된 사용자의 활동 감시 및 비인가자의
무단 접근 모니터링 실시, 비공개 정보의 암호화
- 2019. 3. 1. (2년) 제3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안정책 마련 및 통제 시행

 주요 사이버보안 규제 현황49)
○ 미국 내 타 규제
- 콜로라도 주는 최근 브로커-딜러와 투자자문업에 대한 사이버보안법을 입법하였으며, 이는
NYCRR 500과 유사한 사항을 요구하나, 사이버보안 절차에 전자인증을 요구하는 등 특이한
지시사항을 포함함
- 3개의 미 연방 은행 자율규제 기관50)은 2016년 10월, “강화된 사이버리스크관리 기준”
초안을 제시하고 공청 절차를 2017.2.17.까지 실시함51)

46) Michael Krimminger, 2017,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ial Regulation,
「NYDFS Cybersecurity Regulations Take Effect」
https://corpgov.law.harvard.edu/2017/03/25/new-york-cybersecurity-regulations-for-financial-institutions-enterinto-effect/
47) 뉴욕주 은행법, 보험법 또는 금융서비스법에서 요구하는 인허가, 등록 등을 통해 권한을 가지고 운영하는 모든 사람
48) 정보시스템이나 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정보에 허가되지 않은 접근, 또는 오용이나 방해를 위한 시도 등, 500.01(d)
49) Cleary Gottlieb Steen & Gamilton LLP, 2017, “NYDFS Cyberscurity Regulations Take Effect”,
https://client.clearygottlieb.com/51/412/uploads/2017-08-21-nydfs-cybersecurity-regulations-take-effect.pdf
50)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the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and the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51) EY, “Enhanced cyberrisk management standards for financail institutions”,
http://www.ey.com/Publication/vwLUAssets/ey-cyber-apnr-regulatory-alert/$FILE/ey-cyber-apnr-regulatory-ale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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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의 검사실52)은 2013.8.7. 브로커-딜러, 투자자문사 및 투자회사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2차 설문에 따른 “정책과 절차에 대한 권고사항”을 발간함
○ EU53)
- 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적정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갖추지 않은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을 금지하며, 2018년 5월 규정 준수 마감일
예정으로 이 시기까지 이 규정의 요구사항을 갖춰야 함
- EU 네트워크와 정보보안 입법지침(The EU 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Directive)은 수사기관 개인정보 전달을 규율하며, 2016년 8월 발효되어 21개월 후 회원국
적용, 이후 6개월 후 확인 예정
○ 중국은 2017. 6월 중화인민공화국 보안법을 입법하여 네트워크 운영자에게 중국 정부기관에
대한 리스크 진단 및 연간 보고 의무 등을 부과함

 시사점
○ 국내법(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엄격하고 세분화된 기준에
의해 규제하는데 비해 NYCRR 500은 비교적 기본적인 방향만 제시하고 있는 편이며, 이는
자율규제와 사후책임이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 법문화의 특성으로 보임54)
○ 국제적으로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관련 입법의 발효 및 적용
시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기업은 해외진출에 앞서 이러한 규제의 요구사항을 완비하여야 하며, 투자자는 투자대상기업의
이사회가 이러한 사항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52) Office of Compliance Inspections and Examinations
53) 최승재, “유럽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승인의 의미와 전망”, 「KISO저널」 제23호, pp.33-36
54) 유효선, “뉴욕 금융기관 사이버보안 규정 vs. 한국 금융기관 정보보호 규정”, 보안뉴스, 201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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