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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위원회’ 도입 관련
국내 현황 및 사례 소개
: 주요 상장사들을 중심으로
오윤진*

▶ 최근 전사적 차원의 지속가능경영을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
위원회(Sustainability Committee)’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국내 주요 상장사들 가운데 이사회 산하에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도입 및 설치하는 기업은 소수에 불과
하며, 그 중에서도 소수의 일부 선도기업들을 중심으로 비교적 체계화된 도입 및 운영 사례가 존재함
▶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의 도입은 기업의 규모를 감안하여 국내 주요기업들을 중심으로 순차적,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며, 이와 더불어 이사회 구성원들의 지속가능경영 혹은 ESG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 필요함
1)

서론
–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위원회(Sustainability Committee) 도입, 그 필요성의 대두
쉎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최고경영진, 혹은 이사회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주체로 강조되고 있음
○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사적 차원의 지속가능경영을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위원회(Sustainability Committee)’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쉎 본 보고서에서는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위원회 도입 및 운영 관련 국내 주요 상장기업의 현황
및 주요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국내 기업들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함

* KCGS ESG평가팀 선임연구원, 02-6951-3706, shining5@cg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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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위원회 도입 및 운영 - 국내 현황1)
쉎 (국내 현황) 자산 규모 상위 100대 상장사(유가증권시장) 중에서,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
위원회를 도입한 기업은 올해 기준 12개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년(11개사)과 비교하였을
때 그 수준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남 (<표 1> 참고)
○ 이는 저조한 수준에 속하는데, Fortune 100대 기업의 경우, 올해 전체 기업의 60%가 넘는
63개사가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비교하였을 때
앞서 언급한 국내의 경우는 1/5 미만 수준에 불과함

쉎 이사회 내에 설치된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의 규모를 살펴보면, 국내 100대 상장사의 경우 올해
기준 평균 3.75명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작년(3.45명)보다 소폭 증가한 수준이나, Fortune
100대 기업과 비교(평균 4.37명)하였을 때는 작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남
<표 1> 국내 100대 상장사의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위원회 현황
2019년

2020년

도입 기업 수
(단위: 개사)

11

12
(Fortune 100대 기업: 63)

위원회 규모
(평균, 단위: 명)

3.45

3.75
(Fortune 100대 기업: 4.37)

위원회 내 사외이사 수
(평균, 단위: 명)

2.54

3.08

위원회 내 사외이사 비중
(평균, 단위: %)

63.03

78.33

쉎 한편, 지속가능경영위원회 내 사외이사의 비중은 올해 기준으로 국내 100대 상장사의 경우
평균 78.33%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작년보다 15% 포인트 이상 증가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위원회 내 사외이사의 비중은 작년과 올해 모두 평균 60% 이상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지속가능
경영위원회가 대체로 위원회의 과반 수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며, 위원회 내의 사외이사
비중이 비교적 높은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줌

1)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각 상장기업의 사업보고서를 활용하여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의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Fortune 100대 기업의 경우, “The Sustainability Board Report 2020”(2020.10, The Sustainability Board Report)를 참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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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위원회 도입 및 운영 – 국내 주요사례2)
쉎 (KB금융지주의 ESG위원회) 2020년 3월, KB금융지주는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ESG위원회를
신설하였음
○ KB금융지주의 ESG위원회는 이사회의 이사 전원이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고 있으며, 그룹
ESG 전략 및 정책 수립, 연간 기부금 운영 한도 설정 등의 사안을 이사회 수준에서 논의
및 검토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쉎 KB금융지주의 ESG위원회는 2020년 5월, 신설 후 첫 위원회를 개최하여 그룹의 ESG 전략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2020년 9월 개최된 위원회를 통해서는 그룹 내 모든 계열사가 참여하는
‘탈석탄 금융’을 선언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행하고 있음
○ ‘탈석탄 금융’ 선언을 계기로, KB금융그룹은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위해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채권 인수에 대한 사업 참여를 전면 중단할 예정임

쉎 KB금융지주의 ESG위원회는 이사회 전원이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 활동하고
있다는 점, 설치된 지 1년이 안 되는 짧은 위원회 운영 기간 동안 지속가능경영과 관련하여
‘탈석탄 금융’과 같은 선도적인 활동을 이행하였다는 점에서, 최근 국내 상장기업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운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쉎 (풀무원의 ESG위원회) 2017년 10월, 풀무원은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ESG위원회를 신설한
바 있음
○ 풀무원의 ESG위원회는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주요이슈 파악 및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방향성 점검, 자문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쉎 풀무원의 ESG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연도의 ESG 관련 평가계획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공시 자료를 통해 확인된 2020년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2> 참고)
<표 2> 2020년 풀무원 ESG위원회 활동 내역 (2020년도 반기보고서 기준)
위원회 개최 시기

2020년 5월

의안 내용
1)
2)
3)
4)

2020년
2020년
2020년
2020년

ESG 업무 이관 결과 보고
ESG 업무 추진 계획 보고
KCGS 기업인터뷰 대응 계획 보고
ESG위원회 간사 변경 승인

2) 국내 사례 기업의 공시 자료(반기보고서 등)를 참고하였으며, 올해 신설되어 위원회 활동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와 공시 자료를 함께 참고하여 관련 내용을 파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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쉎 (신한금융지주의 사회책임경영위원회) 2015년 3월, 신한금융지주는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사회책임경영위원회를 신설하였음
○ 신한금융지주의 사회책임경영위원회는 사내이사 1인과 사외이사 4인, 총 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책임경영 방향 설정, 사회책임경영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 기타 사회책임경영과
관련 있는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을 논의 및 검토하는 지속가능경영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이행하고 있음

쉎 공시 자료를 통해 확인된 신한금융지주 사회책임경영위원회의 2020년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ESG 경영 계획 및 성과 논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검토, 사회적 가치 측정
모형 개발 등 다양한 지속가능경영 관련 의제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경영
위원회의 체계적 운영과 활성화의 모범적인 사례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음 (<표 3> 참고)
<표 3> 2020년 신한금융지주 사회책임경영위원회 활동 내역 (2020년도 반기보고서 기준)
위원회 개최 시기

의안 내용

2020년 3월

1) 사회책임경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

2020년 4월

1)
2)
3)
4)

2020년 5월

1) 2019년 그룹 사회책임보고서 발간 현황
2) 「사회적 가치 측정 모델 개발」 결과 보고

2020년 1분기 지속가능경영(ESG) 추진실적
2020년 「사회책임경영위원회」 확대 운영안
글로벌 벤치마크
2020년 주요 추진과제

쉎 (SK하이닉스의 지속경영위원회) 2018년 3월, SK하이닉스는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지속경영
위원회를 신설한 바 있음
○ SK하이닉스의 지속경영위원회는 사내이사 1인과 사외이사 3인, 총 4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은 사안들을 이사회 수준에서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회사의 반독점, 반부패, SHE(Safety, Health, Environment), 하도급 등을 포함한 준법경영
체계 및 활동
- 지속경영 및 사회적 가치 창출 전략 및 성과
- 주요 CSR 활동, 주요 ESG 현황 및 대응
- 10억 원 이상의 기부금 지출
- 기타 위원회에서 지속경영과 관련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부의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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쉎 SK하이닉스의 지속경영위원회는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신설된 이래로 연 4회, 분기당 1회
빈도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공시 자료를 통해 확인된 2020년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4> 참고)
<표 4> 2020년 SK하이닉스 지속경영위원회 활동 내역 (2020년도 반기보고서 기준)
위원회 개최 시기

의안 내용

2020년 3월

1) 2020년 기부금 출연 계획
2) 2020년 지속경영보고서 발간 계획

2020년 6월

1) 2018~2020년 기부금 내역(5~10억 원)
2) 2020년 지속경영보고서 Review 반영 결과
3) 2020년 상반기 준법지원인 활동

결론
-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위원회 도입 및 운영에 있어서 국내 기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
쉎 국내 기업의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위원회 도입은 저조한 수준으로, 기업은 전사적인 ESG
경영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위원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할
필요가 있음
쉎 다만 모든 기업이 이를 일률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인적/물적/재무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넉넉
하지 않은 기업들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규모를 감안하여 국내
주요기업들을 중심으로 순차적,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함
○ 기업의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는 자산, 매출, 혹은 종업원 수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부터 이사회 내에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도입
하는 것이 바람직함

쉎 아울러, 이사회 구성원들의 지속가능경영 혹은 ESG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
필요함
○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위원회가 도입된 국내 기업들을 살펴보면, 위원회 내 사외이사의
비중은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나, 지속가능경영 혹은 ESG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춘
이사가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묾
○ ESG 관련 전문인력을 1인 이상 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으로서 명문화하여 이를 시행하거나,
혹은 이사들을 대상으로 한 ESG 경영 관련 전문교육을 프로그램화하여 도입 및 운영하는
등, 이사회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이행방안들이 적극적으로
논의, 반영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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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임원 보수 현황
: 등기 및 지배주주 여부를 중심으로
박동빈*

▶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5억원 이상 고액보수를 수령한 임직원들의 개별 보수 내역 공시가 강화되면서,
다수의 국내 기업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전문경영인에 비해 지배주주 일가 출신 임원에게 과도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 이에 2019 사업연도에 개별 보수 내역이 공시된 임원을 대상으로 보수 내역을 살펴본 결과, 지배주주
임원은 비지배주주 임원 대비 약 33.6% 높은 보수를 수령하였으며, 성과급 비중은 비지배주주 임원의
약 6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고액의 보수를 수령한 지배주주 미등기임원 중 성과급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공시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됨
▶ 상장회사 임원의 개별 보수 내역 공시를 확대한 개정 자본시장법의 입법 취지가 주주 및 투자자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에 있는 만큼, 임원 보수 산정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시할
필요가 있음
3)

도입
쉎 자본시장법 개정1)으로 5억 원 이상 고액보수를 수령한 임직원들의 개별 보수 내역 공시가
강화되면서, 다수의 국내 기업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전문경영인에 비해 지배주주 일가 출신
임원에게 과도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2)
쉎 한편, 일부 상장회사에서는 지배주주 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며 고액의 보수를 수령하여
책임경영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함3)
○ 통상적으로 지배주주 일가 구성원들이 등기임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석하고 상법상 이사의

* KCGS 책임투자팀 연구원, 02-6951-3722, dbpark@cgs.or.kr
1) 개정법 제159조 제2항
2) ‘‘오너’라는 이유로 누리는 연봉 프리미엄’, 뉴스웨이, 2018.9.11.
3) ‘등기임원은 ‘바지사장?…총수 일가는 돈 챙기고 책임은 ‘글세’’, KBS, 2018.12.6.
‘7년째 ‘미등기 임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무책임과 혁신 사이’, 디지털투데이, 2019.3.8.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 7

ESG 동향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책임경영 측면에서 바람직하게 여겨지므로4), 지배주주
미등기임원이 고액의 보수를 수령한다면 그 근거에 의문을 가질 수 있음

쉎 이에 개별보수 공시내역을 통해 지난해 상장기업 임원의 보수 규모를 등기 및 지배주주 여부에
따라 비교하고, 보수 산정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되었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함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임원 보수 현황
쉎 분석 대상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금융사 제외)에서 2019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기준, 5억원 이상 보수
상위 5명 개별공시에 1명 이상의 보수 내역이 공시5)된 기업
○ 최종 분석 대상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332개사 미등기임원 205명, 등기임원 459명 총
664명임
- 최초 분석 대상인 등기임원 500명, 미등기임원 320명, 기타6) 13명에서 임원이 아닌 13명
(기타)은 제외함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및 퇴직금을 제한 보수수령액이 5억 원 미만인 임원은 분석 대상
에서 제외함
○ 개인별 보수금액 데이터 수집 시 중도퇴임 여부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및 퇴직금은 총 보수에서 제외함
<표 1> 조사 대상
등기임원
인원 수
합계

미등기임원

지배주주

비지배주주

지배주주

비지배주주

232

227

82

123

459

총합

205
664

쉎 등기 여부 및 지배주주일가 여부에 따른 보수 비교
○ 2019년에 5억 원 이상의 보수를 수령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임원의 보수 평균은 12억
8천만 원임
- 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으로 나누어보면, 총 보수 평균은 등기임원이 약 12.7억 원으로
미등기임원 평균 약 13억 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4) 무리한 투자결정과 기업지배구조, KCGS, 2015.3.
5) 사업보고서 내 ‘보수지급금액 5억 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상 공개된 개인별 보수 데이터로 수집하여, 보수가 5억
원 이하이거나 보수 상위 5명에 포함되지 않은 임원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음
6) 선장, 직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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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보수 대비 상여 비중은 미등기임원 29%로 등기임원 25.3%보다 약 3.7%p 높게 나타남
<표 2> 등기 여부에 따른 임원 보수 수령액
(단위: 억원)

등기임원
총 보수

미등기임원

평균

중간값

최대값

평균

중간값

최대값

12.7

9.16

9.45

12.96

9.93

61.86

기본급

8.35

6.45

43.36

7.92

5.9

30

상여

3.78

2.11

75.86

4.61

2.55

33.17

상여 비중

25.3%

23.8%

100%7)

29%

28%

83.9%

○ 그러나 지배주주 여부에 따라 등기임원 및 미등기임원을 나누어 본 결과, 지배주주 여부에
따라 보수의 규모와 구성이 상이하게 나타남(<표 3> 참고)
- 지배주주 임원은 평균 14.7억 원의 보수를 수령한 반면, 비지배주주 임원은 평균 11억
원의 보수를 수령하여 지배주주 임원이 비지배주주 임원에 비해 약 33.6% 높은 보수를
수령함
- 전체보수 중 상여 비중은 지배주주 임원이 19.7%, 비지배주주 임원이 32.7%로 지배주주
임원의 보수 내 상여 비중은 비지배주주 임원의 약 60% 수준에 그침
<표 3> 지배주주 여부에 따른 보수 수령액 비교
(단위: 억원)

지배주주

비지배주주

평균

중간값

최대값

평균

중간값

최대값

총 보수

14.72

10.8

94.5

11.04

8.3

46.6

기본급

10.58

8.08

43.4

6.1

5.3

19

상여

3.68

1.54

75.9

4.37

2.62

33.6

상여 비중

19.7%

14.3%

80.3%

32.7%

32.5%

100%

○ 조사 표본을 등기 여부 및 지배주주 여부 모두를 기준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에서도,
등기 여부에 따라서는 임원 보수 평균 및 보수 구성(상여 비중)에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표 4> 참고)
○ 그러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배주주 임원인 경우 비지배주주 임원에 비해 평균 보수는
높고 상여 비중은 낮은 경향을 보임

7) 1인, 전직 임원으로 상여만 보수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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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등기 및 지배주주 여부에 따른 보수 수령액 비교
(단위: 억원)

등기임원
지배주주
평균

미등기임원
비지배주주

중간값 최대값

평균

지배주주

중간값 최대값

평균

비지배주주

중간값 최대값

평균

중간값 최대값

총 보수

14.47 10.01 94.50 10.89

8.31

46.60 15.43 11.86 61.86 11.31

기본급

10.5

7.92

43.36

6.16

5.5

17.2

10.83

9.06

30

5.98

5

20

상여

3.49

1.39

75.86

4.12

2.5

33.6

4.29

1.74

33.17

4.83

3

32.69

19.2% 14.2% 80.3% 31.6% 29.9% 100%

21%

상여 비중

8.28

46.37

18.7% 76.9% 34.6% 36.4% 83.9%

○ 한편, 임원의 보수 수준은 기업의 특성이나 실적 등에 따라 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등기
여부 및 지배주주 여부에 따라 동일 회사 내에서 고액보수8)를 수령한 임원들의 보수 수준
비교를 추가적으로 수행함
- 비교를 위해 5억 원 이상 보수 상위 5명의 개별 보수 내역이 공시된 임원 수가 비교집단별로
1명 이상9)인 경우를 따로 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함
- 동일회사 내 고액보수 수령 임원의 등기 여부에 따른 보수 수준 차이를 살펴본 결과, 미등기
임원이 등기임원에 비해 평균적으로 5.2억 원 가량 낮은 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남
- 지배주주 여부에 따라 나누어 보면, 지배주주인 임원이 비지배주주 임원에 비해 동일 회사
내에서 평균적으로 약 12.8억 원 높은 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됨
<표 5> 등기 및 지배주주 여부에 따른 동일회사 내 임원 보수 평균 차이
(단위: 억원)

미등기임원 보수 – 등기임원 보수*
차이

지배주주 임원 보수 – 비지배주주 임원 보수**

평균

중간값

최대값

평균

중간값

최대값

-5.22

-3.33

36.09

12.81

8.66

66.16

* 기업 수 = 87
** 기업 수 = 85

8) 5억 원 이상 상위 5명 보수 공시에 포함된 인원 중 퇴직금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제외 5억 원 이상인 경우
9) 예를 들어 등기 여부를 기준으로 한 경우 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 각각 1명 이상의 개별 보수 내역이 공시된 회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동일 회사 내에서 개별보수가 공시된 등기임원의 보수총액 평균과 미등기임원 보수총액의 평균을 비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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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e-04

4.0e-04

3.0e-04

3.0e-04
Density

Density

<그림 1> 등기 및 지배주주 여부에 따른 동일회사 내 임원 보수 평균 차이 분포

2.0e-04

1.0e-04

0

2.0e-04

1.0e-04

-6,000

-4,000

-2,000
등기 여부

0

2,000

0

4,000

0

(등기 여부)*

2,000
4,000
지배주주 여부

6,000

(지배주주 여부)**

* 가로축: 미등기임원 보수 - 등기임원 보수, 세로축: 밀도(density)
** 가로축: 지배주주 임원 보수 - 비지배주주 임원 보수, 세로축: 밀도(density)

쉎 지배주주 미등기임원의 성과급 산정 기준 공시 현황 분석
○ 한편, 지배주주 임원의 보수 수령액이 비지배주주 임원에 비해 높다고 하더라도,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비중이 높고 이에 대한 산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면 외부주주
입장에서 정보 불투명성을 낮출 수 있을 것임
○ 이에 2019년 지배주주 미등기임원 중 보수 상위 20위(18개사, 19명)의 성과급10) 산정 기준
공시 내역을 살펴봄
- 비록 상기한 조사 결과에서 지배주주 임원의 상여 비중 평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표 사례를 성과급 산정 기준과 함께 살펴봄으로써 추가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해당 표본을 살펴본 결과, 몇몇 사례에서는 전체 보수에서 상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으로 매우 낮았으며, 전체 사례의 절반가량에서만 성과급의 범위 및 성과지표를 계량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나타남
- 계량 성과지표를 성과급 산정 기준에 공시한 경우에도, 전기 대비 성장률이나 성과목표
달성 여부 또는 달성 정도 등을 명시하기보다는 단순히 매출액 등을 나열하여 외부주주
입장에서 성과급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를 차지함

10) 명절 상여 등 사실상 기본급에 해당하는 상여 외에, 성과 기반으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는 성과급으로 조사 대상을 한정함. 명절
상여 등의 구체적인 금액이 보수 내역에 명시된 경우에만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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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지배주주 미등기임원 성과급 산정 기준 공시 내역
회사명

임원명

총 보수*
(억원)

상여 비중

CJ

이재현

61.9

한솔케미칼

조동혁

이마트

성과급 산정 기준
범위

성과(계량)지표

49.9%

기준연봉 0~210%

매출, 영업이익 성장률

44.3

71.7%

-

-

정용진

35.6

44.3%

-

매출, 영업이익

휴니드테크놀러지스

김유진

35

32.4%

-

-

한솔제지

조동길

34

32.0%

기준연봉 230%

매출, 영업이익 성장률

하이트진로

박문덕

32.7

43.2%

-

-

휴켐스

박연차

32.7

26.2%

업적이익성과급: 월액
50%~200%,
초과이익성과급: 0%~300%

-

효성

조석래

30

0.0%

-

-

SK하이닉스

최태원

30

33.3%

기준연봉 0~250%

매출, 영업이익

이마트

이명희

29.3

44.5%

-

매출, 영업이익

이마트

정재은

29.3

44.5%

-

매출, 영업이익

CJ제일제당

이재현

28

0.0%

-

-

GS건설

허명수

26.8

34.2%

연간보수 0~150%

-

동국제강

장세주

25

0.3%

-

-

오리온

담철곤

25

47.4%

기준연봉 42~98%

매출 및 그룹관리이익
계획/전기 대비 초과달성

대유에이텍

박영우

24.8

19.2%

-

-

LG

구본준

22.6

76.9%

기준연봉 0~150%

매출, 영업이익

BGF리테일

홍석조

21.5

51.5%

기준급 0~150%

매출, 영업이익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

조양래

20.6

18.1%

기준연봉 0~200%

매출, 영업이익
(계량지표 성과달성)

한미반도체

곽노권

20

24.6%

기본급 100%

-

* 퇴직금,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제외

소결
쉎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임원 보수 현황을 살펴본 결과, 등기 여부에 따라서는 총 보수 및
상여 비중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지배주주 여부에 따라 보수의 규모와 구성이 상이하게
나타남
○ 지배주주 임원은 평균 14.7억 원, 비지배주주 임원은 평균 11억원 의 보수를 수령하여 지배주주
임원이 비지배주주 임원에 비해 약 33.6% 높은 보수를 수령함
○ 전체 보수 중 상여 비중은 지배주주 임원이 19.7%, 비지배주주 임원이 32.7%로 지배주주
임원의 보수 내 상여 비중은 비지배주주 임원의 약 60% 수준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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쉎 동일회사 내 고액보수 수령 임원의 등기 여부에 따른 보수 수준 차이를 살펴본 결과, 미등기
임원이 등기임원에 비해 평균적으로 5.2억 원 가량 낮은 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남
○ 지배주주 여부에 따라 나누어 본 경우 지배주주인 임원이 비지배주주 출신 임원에 비해 동일회사
내에서 평균적으로 약 12.8억 원 높은 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됨

쉎 한편, 지배주주 미등기임원 보수 상위 20인의 성과급 산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공시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발견됨
○ 성과급 산정 범위나 계량 지표 등 최소한의 객관적인 지표조차 공시하지 않은 경우가 표본에서
절반가량을 차지함

쉎 임원의 보수는 경영에 대한 법적･실무적 책임 및 경영성과 등에 비례해서 결정되는 것이 타
당하므로, 보수 산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배주주 임원이 비지배주주
임원에 비해 현저히 높은 보수를 수령한다면 외부주주 및 투자자 등의 입장에서는 보수 산정의
합리성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임
○ 더불어 고액의 보수를 수령하는 지배주주가 상대적으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미등기임원인
경우, 외부주주 등의 입장에서 임원 보수가 합리적인 기준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음
○ 상장회사 임원의 개별 보수 내역을 확대한 개정 자본시장법의 입법 취지가 주주 및 투자자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에 있는 만큼11), 임원 보수 산정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시할 필요가 있음

11) 우리나라 임원보수 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원광법학, 2016, 32-4, 김환일, 김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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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목적에 대한 BRT 성명을 둘러싼 논쟁
쉎 기업 목적을 기존의 ‘주주 이익 극대화’에서 ‘고객, 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 증진’로
바꾸는 Business Roundtable(BRT) 성명서 발표 1주년을 맞아, BRT 성명의 진정성에 대한
논쟁이 달궈지고 있음
○ 2019년 8월, JP모건, 아마존, 애플,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미국 주요 기업의 최고경영자
181인은 포용적 번영(inclusive prosperity)을 강조하며 장기적 가치 창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의 BRT 성명서에 서명함1)
○ 한편 지난 9월, 하버드 로스쿨 Lucian bebchuk 교수와 Roberto Tallarita는 BRT 성명서의
실효성을 반박하는 논문인 ‘The Illusory Promise of Stakeholder Governance’를 발표함2)

쉎 벱척 교수는 성명서에 서명한 회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상당수의 회사가
BRT 성명서 서명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얻지 않고 지배구조 내부규범에도 반영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으며, 특히 법적 제약으로 인해 성명서를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함
○ 2019년말 BRT 성명서에 공개적으로 가입한 184사 중 1사만이 BRT 성명서 가입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얻은 것이 확인됨
- 184사 중 173사에 설문조사를 요청하였고, 이 중 48사가 설문에 응하였으며 나머지 기업은
답변을 거부함
- BRT 성명서 가입으로 기업관행, 주요전략 나아가 정관의 변경이 예상된다면 이사회 승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응답한 48사 중 1사만이 성명서 가입에 대한 이사회 승인을 얻었고,
나머지 47사는 이사회가 아닌 CEO가 결정을 승인함
○ 공식적인 사내 지배구조 문서인 Corporate governance guidelines에 BRT 성명서와 일치
되도록 기업의 목적을 수정한 회사는 조사된 샘플 중 S&P Global 1사에 그침
- BRT 이사회 샘플인 20개 기업 중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수정한 회사는 절반에 해당하는
10사이나,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기업의 목적을 수정한 기업은 1사에 불과함
- 주주이익 증진의 수단이기는 하나, 샘플기업 중 S&P Global만이 ‘이해관계자를 고려함
으로써 주주이익을 증진’시킨다는 것으로 기업 목적을 수정함
○ 한편 BRT 성명서에 가입한 기업의 70%는 델라웨어 회사법을 준거법을 설립하였는데, 델라웨어
회사법상 이사는 주주이익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적 제약이 있음
- BRT 성명서 가입 당시 델라웨어 대법원장을 역임한 Leo strine는 델라웨어 회사법상

1) 자세한 내역은 다음을 참고 바람; https://opportunity.businessroundtable.org/ourcommitment/
2) 동 논문의 주요 논지를 소개한 기사로는 ‘Stakeholder’ Capitalism Seems Mostly for Show, WSJ, 20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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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주주이익 증진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아야 하며, 주주이익을 증진하는 수단으로만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견해를 냄3)
- 이와 같은 해석은 eBay Domestic Holdings, Inc. v. Newmark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쉎 이에 BRT는 5개의 Q&A를 게재하면서 2019년 성명서는 기업의 목적이 장기적 수익창출
이라는 점을 선언한 1997년 BRT 성명서의 거시적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답변함
○ BRT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것은 주주가치 환원을 위한 것이며, CEO가 주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거버넌스로의 전환, 의도치 않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지배구조의 급진적인 변화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힘

3) Leo E. Strine, Jr., “The Dangers of Denial: The Need for a Clear-Eyed Understanding of the Power and
Accountability Structure Established by the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50 Wake Forest Law Review
761,76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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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중심주의와 이해관계자 중심주의4) - 이사회 의사결정 원칙
쉎 대형로펌 스캐든압스(Skadden, Arps, Slate, Meagher & Flom LLP)의 파트너들이 주주
중심주의와 이해관계자중심주의에 관한 원칙을 제시함
○ 미국 기업들의 이사들은 오랫동안 기업의 설립, 운영 및 성장을 감독하는 과정에서 고객,
직원, 공급자 및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였음
○ 최근 몇 년 동안 “이해관계자”의 개념은 보다 크게 확대되었고 이해관계는 ESG 문제 산하에
놓이게 됨
○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과 조지 플로이드의 살해로 인해 불거진 인종차별 사건 등은 기업과
이사회를 새롭고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함
○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과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구분하면서 이러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요구들은 혼란과 오해를 야기하고 있음
○ 이에 이사회의 논의와 감독,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함

쉎 원칙 1: 이사들의 법적 권한과 수탁 의무는 기업의 장기적 가치 추구에 기반한다.
○ 영리 목적의 법인의 이사회에 근무하는 이사들은 주주들에 대한 신탁 의무와 일치하는
의사결정을 하여야 함. 그들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고 보호하는 장기
적인 관점으로 그들의 사업적 판단을 행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

쉎 원칙 2: 이해관계자의 이익은 기업의 장기적 가치를 지지할 수 있다.
○ 특정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보호하는 장기적인 관점 사이에
합리적인 연관성이 존재한다면, 그 기업의 이사들은 회사와 주주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을 결정할 때 그러한 이해관계를 고려할 수 있음

쉎 원칙 3: 많은 이해관계자들은 그들이 장기적 가치를 지지한다고 믿는다.
○ 미국 영리법인의 이사들에게 “이해관계자 이익”을 고려하도록 촉구하는 많은 (아마도 대부분)
이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사들이 기업의 장기적 생존 가능성, 지속가능성 및 궁극적으로
가치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행동할 것임을 인정함. Business Roundtable과 BlackRock은
두 가지 대표적인 예임.

4) Stockholders Versus Stakeholders: Cutting the Gordian Knot Posted by Peter Atkins, Kenton King, and Marc
Gerber, Skadden, Arps, Slate, Meagher & Flom LLP,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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쉎 원칙 4: 장기적 가치를 지지하는 이해관계자의 이익은 주주 이익과도 일치한다.
○ 많은 경우에 이해관계자의 이익은 장기적인 가치 창출을 지지하는 주주들의 이익과 일치할
것. 그 둘을 갈등으로 보여주는 것은 잘못된 이분법이 될 것임.

쉎 원칙 5: 이사회는 주주의 이익에 관하여 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
○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감독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감독 기능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이사회의 감독 역할의 운영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를 정해야 함.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
중 어떤 것이 평가되고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초점을 좁히는 데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가져야 함

쉎 원칙 6: 이사들은 주주 이익의 타당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이사들은 주주 이익이 회사의 사업 전략, 리스크, 평판, 목표, 지역사회의 반응, 회사의 장기적인
이익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고려하고 결정해야함

쉎 원칙 7: 이사회는 주주 이익 관련 프로세스를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한다.
○ 주주 이익에 대한 고려, 추구, 감시 및 의사소통을 위한 절차는 주의 깊게 관리될 필요가
있음.

쉎 원칙 8: 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사업의 제약을 받을 수 있다.
○ 이사회가 판단하였을 때 기업의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치일지라도 이해관계자들에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면 제한될 수 있음

쉎 원칙 9: 이사에 대한 사업 판단 보호 규칙은 달성할 수 있다.
○ 위에서 요약한 접근방식은 독립적인 이사회가 선의로 채택할 수 있는 것으로 저자들의 관점에서
보완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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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의 2060 탄소 중립 선언과 그 의미
쉎 지난 9월, 뉴욕에서 열린 ‘75차 유엔(UN) 총회 정상 연설’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2030년 이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정점을 찍은 뒤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함
○ 중국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로의 구체적 시기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2015년
체결된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협정(파리협정)’5) 에 따른 감축목표(2030년에
2005년 탄소집약도 대비 60~65% 감축)보다 한 단계 나아간 것임
○ 현재 중국은 나머지 모든 국가들의 석탄 소비량을 전부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석탄을 소비하고
있으며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하는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서 그 배출
량은 미국의 약 두 배에 달함(그림 1 참조)
<그림 1> 2019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위 1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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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쉎 이번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의 친환경적 회복(Green recovery)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들에 과학 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을 이루어낼 것을 촉구했고 중국 역시
40년 안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의 에너지 소비 및 생산방식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선행되어야 함
○ Sanford C.Bernstein & Co.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총 5조 5000억 달러, 즉 연간 180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함

5) 2015년 12월, 196개국 정상들이 모여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미만 수준으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1.5℃까지
제한하는데 합의한 파리협정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하던 교토의정서(1997) 체제를 넘어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자는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함. 이에 따라 각 체결국은 2020년부터 5년 주기로 자발적 목표인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새로 제출하고 이행점검을 통해 점차 노력을 강화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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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현재 중국의 석탄 소비 및 석탄 발전 투자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감축 목표 달성과는
거리가 있음
- 최악의 대기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인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감소했던 중국 석탄
소비는 이후 중국 정부가 다시 산업 성장을 촉진하면서 증가하기 시작함
-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19 셧다운의 영향으로 석탄 소비 증가세가 꺾였지만 2020년 상반기
6개월 동안의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 허가 건수가 2018년, 2019년 보다 더 많았으며
빠른 경기 회복으로 5월에는 에너지 생산, 시멘트 제조 및 기타 산업 용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년 대비 4% 증가함6)
- 또한 일대일로(一帶一路, 신(新) 실크로드 전략 계획) 건설의 일환으로 지난 6월 회계연도
기준 파키스탄 석탄 화력 발전이 57% 증가하는 등 석탄 화력 발전에 대한 주변국 투자에도
제한이 필요함
○ 청정 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 증대는 필수불가결하며 이를 통한 에너지 소비의 변혁이 필요함
- 중국의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은 2020년 국가 에너지 소비에서 석탄은 최대
57%, 비화석 공급원은 15%를 차지하도록 규정했으나 실제 정책 방향은 여전히 화석연료
사용의 지속과 확장을 의미하고 있음
- 현재 중국은 풍력 터빈 및 태양열 패널 기술의 선두 주자이며 세계 최대 전기 자동차･버스
생산지로서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큰 관심을 쏟고 있는 만큼 내년에 예정된 제14차
계획에서는 석탄 및 재생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벤치마크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행동과 변화가
수반되어야 함

쉎 한편 중국의 2060 탄소 중립 선언은 유럽연합(EU)의 압박과 미국에 대한 견제, 그리고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이번 발표는 EU와 수개월 간의 회담에 따른 것으로, 공약 전 양측은 탄소 배출 정점 및
탄소 중립 달성에 공동의 노력을 추구하기 위해 고위급 환경･기후 담화(High Level
Environment and Climate Dialogue) 합의체를 설립하기로 함
○ 또한 미국을 의식한 전략적인 결정으로도 해석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파리협정
탈퇴 의사를 밝히는 등 기후 변화 대처를 위한 전 지구적 의무를 방기하는 행보를 보임
○ 신장위구르･티베트 지역 인권 탄압, 홍콩 자유화 운동, 국경분쟁 등으로 중국에 대한 국제
사회의 반감이 커진 가운데 이를 기후 변화 문제로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의도도 보여짐

6) Analysis: China’s CO2 emissions surged past pre-coronavirus, 2020.06.29., Lauri Myllyvirta
https://www.carbonbrief.org/analysis-chinas-co2-emissions-surged-past-pre-coronavirus-levels-in-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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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ECD, 2020 지속가능 금융 보고서 발표
쉎 글로벌 팬데믹현상 이후 ESG투자시장이 주요 시장으로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지난 9월 29일
OECD는 지속가능 금융시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함7)
○ OECD는 ESG투자의 중요성 대비 ESG 정보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개선안을 제안
- COVID-19 이후 ESG 고려 자산에 유입된 자금은 17조 달러에 이르고, 장기투자의 위험
관리를 위해 ESG 중요성에 대한 시장의 합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Value에 근거한 ESG
정보는 많지 않은 실정임

쉎 OECD는 ESG 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반면, 등급 및 지표의 일관성 결여가 활용의
한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 동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ESG 등급 및 인덱스 포트폴리오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함
○ ESG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ESG등급의 경우 각 평가사의 기준이 통일적이지
않으며, 평가의 기초가 되는 ESG 공시자료 또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
○ ESG정보의 일관성 결여는 ESG 및 기후변화 리스크를 투자포트폴리오에 반영하려는 투자자
에게 혼선을 줄 우려가 있음
- 특히 환경(E)등급, 탄소배출량과 ESG등급 간 상관관계가 낮은 경우가 확인되기도 하며,
환경경영시스템 전반을 평가하는 평가체계로 인해 탄소배출량과 환경(E)등급이 일치하지
않는 ESG등급도 발견됨
- 투자자 및 정책당국이 기후변화 리스크와 지속가능 금융에 집중하고 있다는 현상을 고려할
때 환경 평가요소에 가중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존재함
○ 미래지향적인 중요 재무정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효과적인 공시가 요청되나, 업계
실무는 아직 초기적 단계에 해당함
- ESG 공시의 일관성 결여, 정보 부족이 기업, 기관투자자가 ESG 관련 의사결정, 경영전략,
성과평가지표를 결정함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음
- 특히 글로벌 ESG등급의 경우 대기업, 선진 자본시장에 속한 기업에 해당할수록 우호적인
등급이 산출되도록 바이어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중소기업
및 신흥시장 기업의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치고 ESG포트폴리오 운용성적을 왜곡할 우려가
있음
○ 은행업에서도 대출업무에 ESG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나, ESG 정보의 한계가 존재

7)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 OECD, Sustainable and Resilient Finance: OECD Business and Finance Outlook 2020
(http://www.oecd.org/finance/Sustainable-and-resilient-financ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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쉎 상기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1)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개선안 모색, 2) 우선순위가 높은
ESG 과제의 해결, 2) 기존의 프레임워크 및 Best practices의 활용, 4) 지역 간 협력이
개선책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함
○ 글로벌 대기업의 25% 가량이 공기업이거나 정부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의 경우 사기업보다 높은 ESG 수준이 요청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개선안 모색이 필요함
- 특히 기후변화 리스크 이슈에 민감한 에너지 국유기업, 지속가능한 성장이 요청되는 인프라
공기업 등에 저탄소 및 지속가능 정책이 요청되고 있음
○ 공시 투명성 증대, 비교･검증 가능한 ESG 데이터 확보를 위해 공통의 ESG 원칙 및 가이드라인
마련, 지속가능금융과 같이 중대한 이슈와 ESG 평가를 연동시키는 전략 수립 등 우선순위가
높은 ESG 과제를 먼저 해결할 것을 강조함
○ G20/OECD 기업 지배 구조 원칙, OECD 다국적 기업 원칙 등과 같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정책 가이드라인, 글로벌 우수사례(Best practices)을 활용할 것을 제안함
○ 선진금융시장의 정책당국이 특정 주제에 대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는 하나, 지역 및
국가별 차이가 인정되는 ESG 공통 원칙 수립을 위해 금융업 내에서의 지역 간 협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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