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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상장사의 경영진 주식 보상 지급
현황 및 필요성
임자영*

▶ 경영진에 주식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경영진이 주주의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할 수 있음
▶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주식 보상의 지급 수준이나 규모가 매우 미미함
▶ 지난 4년간 전문경영인인 등기 사내이사의 급여 대비 보유 주식의 규모는 1 미만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임
▶ 2019년 등기 사내이사에게 보상으로 주식을 부여한 기업은 5개사뿐이고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을 부여한
기업은 단 1개사에 불과함
▶ 2018년 대표이사의 보수 구성 하에서 주식 연계형 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없음
▶ 이에 국내에서도 임원 주식 보유 가이드라인(Executive Stock Ownership Guidelines)을 도입하고,
해당 주식에 매도 제한 조건을 부여하는 보유 요건(Retention requirements)을 마련함으로써 주식 보
상 지급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1)

경영진 주식 보상 지급의 필요성
쉎 경영진 보수가 주주와 경영진의 이해를 일치시킬 수 있는 형태로 지급된다면, 대리인 문제를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주주가치를 증대시키는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경영진에 주식과 연계된 형태의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주주와 경영진의 이해관계
를 일치시킬 수 있음
○ 주식과 연동된 보수는 대표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지급하거나 양도제한조
건부 주식(restricted stock)을 부여하거나 경영진이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도록
하는 방식 등을 들 수 있음

* KCGS 책임투자팀 선임연구원, 02-6951-3726, jylim@cg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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쉎 경영진의 보상에 주식이 포함되는 경우 주가의 상방 변화뿐만 아니라 하방 변화까지 경영진의
실수령 보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스톡옵션 보다는 주식 부여를 보다 안정적인 주식
연계형 보상의 형태로 평가함
○ 경영진 보상으로 주식이 부여되는 경우 회사가 파산하지 않는 한 경영진에 주어지는 보상이
0으로 감소하지 않으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주와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 있음
- 특히 보상으로 지급된 주식에 일정 기간 매도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여한다면 더욱 장기적인
기업가치 증대 효과를 유도할 수 있음
○ 반면 옵션이 지급되는 경우 주가가 행사가 보다 낮아진다면 해당 옵션은 무가치한 보상이
되므로, 행사가 보다 낮은 주가의 하방 변화는 더 이상 경영진의 실수령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주주와의 이해관계가 온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주가가 행사가보다 낮더라도 주식의 하락폭을 줄이는 결정이 주주에게는 더 의미가 있지만
옵션을 보유한 경영진에게는 반드시 의미있는 의사결정이 아닐 수 있음
- 주가가 행사가의 근처에서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라면 더 큰 규모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주가가 행사가를 초과하게 하기 위해 리스크가 큰 의사결정을 할 유인이 존재함
- 선행 연구에서도 스톡옵션을 가지고 있는 경영진이 기업 인수, 자본 투자, R&D 등에
지출을 확대하는 등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확인됨1)

쉎 이에 최근 미국에서도 경영진에 대한 보상으로 스톡옵션 대신 주식을 부여하려는 경향이 확대
되고 있음
○ S&P500 기업의 대표이사 보수 구성을 보면 스톡옵션 비중이 2009년 30%에서 2018년
17%로 감소한 반면 주식의 비중은 28%에서 51%로 급증함2)
○ 미국 시가총액 상위 250개 기업 중 스톡옵션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도 2015년 63%에서
2020년 50%으로 13%p 감소한 반면, 성과에 따른 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기업과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을 지급하는 기업은 각각 3%p, 4%p 상승함3)

쉎 그러므로 국내의 주식 연계형 보수 중 특히 주식의 활용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국내와
미국의 주식 연계형 보상 지급 동향의 비교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주식 보상의 필요성을 강조
하고자 함

1) WM. Gerard Sanders and Donald C. Hambrick, 「Swinging for the Fences: The Effects of CEO Stock Options on
Company Risk Taking and Performance」, 2017,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50.
2) ISS Analytics, 2019.4.12., “2019 U.S. Executive Compensation Trends ”
3) FW COOK, 2020.10., “2020 Top 250 Report”, 해당 보고서에서 의미하는 스톡옵션에는 SAR(Stock Appreciation Right,
권리 부여 시에 정한 기준 주가로부터 상승한 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를)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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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사내이사의 주식 보유 및 지급 현황
쉎 금융회사를 제외한 유가증권 상장사의 등기 사내이사를 대상으로 2017년 말에서 2019년
말까지의 주식 보유 및 지급 현황을 조사함
○ 주식을 보유한 등기 사내이사가 존재하는 기업은 전체 조사 대상 기업 중 약 82%에 해당함
○ 전체 조사 대상이 되는 등기 사내이사 중 약 43%의 이사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표 1> 조사 대상 기업 수

(단위: 명)

2016

2017

2018

2019

금융회사를 제외한 유가증권 상장사(A)

685

681

701

713

등기 사내이사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B)

566

560

582

568

비중(B/A×100)

82.6%

82.2%

83.0%

79.7%

*출처: dart, 사업보고서

<표 2> 조사 대상 등기 사내이사 수

전체 등기 사내이사(A)
지배주주 및 친인척

주식 보유한
등기 사내이사

(단위: 명)

2016

2017

2018

2019

2755

2715

2779

2741

576

555

582

580

전문경영인

636

625

647

600

소계(B)

1212

1180

1229

1180

44.0%

43.5%

44.2%

43.0%

비중(B/A×100)

*출처: dart, 사업보고서

쉎 지난 4년간 발행 주식 총수 대비 등기 사내이사의 평균 주식 보유 비중을 살펴보면, 이사가
지배주주 및 친인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비중의 차이가 상당히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등기 사내이사 중 지배주주 및 친인척이 보유한 평균 주식 비중은 모두 8%를 상회하는데 반해
전문경영인이 보유하고 있는 평균 주식 보유 비중은 1% 미만으로 상당히 낮음(<표 3> 참조)
<표 3> 등기 사내이사의 평균 주식 보유 비중

지배주주 및 친인척
전문경영인

(단위: %)

2016

2017

2018

2019

대표이사

15.87

15.49

15.35

15.34

기타 사내이사*

8.70

9.42

10.46

9.93

대표이사

0.47

0.77

0.43

0.67

기타 사내이사*

0.44

0.68

0.49

0.71

6.74

6.89

6.90

6.97

전체 이사

* 전체 사내이사 중 대표이사를 제외 나머지 사내이사
*출처: dart, 사업보고서
KCGS, 지배구조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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쉎 현재 유가증권 상장사 등기 이사4)의 주식 보유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급여5) 대비 임원 보유
주식 규모6)의 배율을 계산한 결과 전문경영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규모가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음
○ 지배주주 및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의 규모는 급여의 최소 20배를 초과하지만, 전문경영인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 규모가 급여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음
○ 2019년 해외의 임원 주식 보유 가이드라인(Stock ownership guideline)에 따르면 대표이사의 급여
대비 보유 주식 규모가 5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이 95%7)인 만큼, 전문경영
인의 급여 대비 주식 규모가 약 0.5배로 나타난 것은 심각하게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표 4> 등기 사내이사 급여 대비 보유 주식 규모의 배율 (중앙값)
중앙값
지배주주 및
친인척
전문경영인

대표이사
기타 사내이사*
대표이사
기타 사내이사*

2016
57.6
50.3
0.5
0.6

2017
53.1
36.4
0.7
0.9

2018
43.7
33.4
0.4
0.4

(단위: 배)

2019
37.7
22.7
0.4
0.6

* 전체 사내이사 중 대표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사내이사
*출처: dart, 사업보고서
KCGS, 지배구조 평가 결과

쉎 2019년 말 기준 해당 연도에 보상의 차원에서 전문경영인인 등기 이사8)에게 주식을 부여한
기업은 단 5개사에 불과하고 이러한 현상은 지난 4년간 큰 변동 없이 이어지고 있음
○ 그중에서도 보상으로 부여한 주식에 매도 제한 조건을 부여한 기업은 최근 4년간 케이티
단 1개사에 불과함
<표 5> 등기 사내이사의 주식 보유 비중
2016
6개사

기업수

기업
리스트

-

SKC
동성코퍼레이션
삼화페인트공업
케이티*
코오롱글로벌
하나투어

-

2017
8개사
국제약품
동성코퍼레이션
디와이파워
용평리조트
잇츠한불
케이티*
코오롱글로벌

-

2018
7개사
DB하이텍
KSS해운
TCC동양
대웅
유유제약
제이에스코퍼레이션
제주항공

(단위: %)

2019
5개사
-

DB하이텍
KSS해운
유유제약
제이에스코퍼레이션
케이티*

*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을 부여한 기업

4)
5)
6)
7)
8)

개별 보수 공시를 공개한 이사 중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임원에 한정하여 계산함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보수 구성 중 근로 소득 내 급여를 활용함. 가장 좁은 범위의 급여를 활용하여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함
보유 주식의 규모 = 결산월 일별 주가(종가)의 평균 * 보유 주식 수
Willis Towers Watson, 2020.1.,“Executive stock ownership guidelines and retention requirements”
주식 보상을 통해 전문경영인의 책임경영을 유도하려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기존에 이미 상당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 및 친인척에 주식을 부여한 기업은 제외함. 해당 기간 중 지배주주 및 친인척인 등기 이사에만 주식을 보상
으로 지급한 기업은 단 한 사로, 제시된 기업리스트와 큰 차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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쉎 2018년 조사대상 기업의 대표이사의 보수 구성9)과 S&P500의 대표이사 보수 구성10)을
비교하면 국내 주식 연계형 보상의 지급수준이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음
○ 미국에서는 주식연계형 보상(주식, 스톡옵션)의 합산 비중이 68%로 가장 높은 반면, 국내에서는
주식연계형 보상의 비중은 0%로 거의 없고 기본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74%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1> 대표이사의 평균 보수 구성 비중 비교
(단위: %)

8

미국

2

급여(Salary)

고정상여(Bonus)

변동상여(Non-equity incentive)

주식(Stock)

스톡옵션(Stock option)

기타(Other)

19

한국

51

17

74

0%

20%

3

40%

60%

4

22

80%

1

100%

*출처 : ISS Analytics “2019 U.S. Executive Compensation Trends”
dart, 사업보고서(FY 2018)

해외 임원 주식 보유 가이드라인(Executive Stock Ownership Guidelines) 도입 현황
쉎 S&P500의 거의 모든 기업이 임원에 대한 주식 보유 가이드라인(Executive Stock
Ownership Guidelines)을 도입함으로써 이사의 주식 보유에 관한 기준을 관리함11)
○ 2019년 S&P500 기업 중 주식 보유 가이드라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은 3%에 불과함

쉎 이에 더하여 중장기적 기업가치와 연동하기 위해 주식의 매도 제한 조건 부여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주식 보유 요건(retention requirements)을 추가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음
○ 가이드라인만 보유한 기업은 2010년 50%에서 19년 33%로 줄어든 반면, 동기간 주식 가이드
라인에 보유 요건까지 담고 있는 기업은 33%에서 63%로 상당히 증가함

9) 개별 보수 구성을 공개한 244개의 기업의 315명의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조사
10) ISS Analytics, 2019.4.12., “2019 U.S. Executive Compensation Trends ”
11) Willis Towers Watson, 2020.1.,“Executive stock ownership guidelines and retention requirements”

6 ･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2020년 10권 12호

KCGS Report

쉎 19년 기준 대부분(91%)의 가이드라인에서 기본 급여의 일정 배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도록
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음
○ 반면 보유해야 하는 주식 수를 고정하는 방식을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2019년 기준 3%만 이에 해당됨

소결
쉎 조사 결과 국내에서 보상으로 주식을 부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특히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을 부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보상으로 주식을 부여하는 문화가 전혀 자리 잡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됨
○ 전문경영인의 경우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 규모가 급여의 절반 수준으로 매우 낮음
○ 특히 미국의 보수 구성과 비교한 결과, 미국은 주식 연계형 보수의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한국은 기본 급여의 비중이 가장 높아 미국과의 보상 지급 문화의 상당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

쉎 주식 연계형 보수가 경영진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고 주주와 경영진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킴으로써
경영진의 책임경영을 유도하는 효과가 큰 만큼 국내에서도 주식 연계형 보수 지급을 확대하
려는 노력이 필요함
○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 상황에 맞는 주식 보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임원의
주식 보유를 관리하는 과정이 필요함
○ 이에 더하여 특정 기간 동안 지급된 주식의 매도를 제한하는 주식 보유 요건을 도입한다면
주식 보상의 중장기적 인센티브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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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주요 내용 및 국･내외 동향
최윤라*

▶ 신기후체제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업의 새로운 역할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기업의
재생에너지체제로의 전환 노력이 증대되고 있음
▶ 최근, 약 280여 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RE100 선언을 통해 필요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100%
조달하겠다고 선언함
▶ 국내 기업 및 공기업은 RE100 가입 선언 등을 통해 친환경에너지 소비 확대를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 노력 증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음
12)

검토배경
쉎 2016년도 발효된 파리협정 이후, 2019년도에 개최된 UN 기후정상회의에서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고 시급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121개 국가가 기후목표 상향동맹에 가입함
○ 당시,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의장국인 칠레 주도로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기후동맹이
설립되었음
○ COVID-19 사태로 전 지구적 기온 상승과 기상이변 발생 증가로 전염병의 전파 시기, 분포
지역 및 강도의 변화 초래 등을 통해 기후변화의 심각성 인식이 확대되었으며, LEDS의 UN
제출 시한('20.12)이 도래함에 따라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음
- 최근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20.10)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미국 대통령 당선인 바이든도 공약으로 ‘2050 탄소중립’ 및
파리기후협정 즉시 복귀를 제시한 바 있음
- 나아가, EU('19.12)는 그린딜을 통해 2050년까지, 중국('20.09)은 2060년까지, 일본
('20.10)은 2050년을 목표로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음

* KCGS ESG평가팀 선임연구원, 02-6951-3702, rarachoi@cg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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쉎 글로벌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가 높아짐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업의 경영 활동 방향에도 변화가 예상됨
○ EU 및 미국은 탄소국경세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IMF나 BIS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도
탄소세 인상, 기후변화위험 금융감독 관리체계 구축 등 선제적 대응을 권고하고 있음
○ 이에, 민간 부문에서는 글로벌 기업의 RE100 가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ESG를 고려한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친환경 투자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주요 선진국은 글로벌 新경제질서 변화에서 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및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그린 투자 계획을 수립하며 친환경 新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RE100 주요 내용
쉎 RE100 개요
○ RE100이란, Renewable Energy 100%를 뜻하며 기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로 100% 대체하는 것을 의미함
○ 2014년도 국제 비영리 환경단체인 클라이밋그룹(The Climate Group)과 CDP(Carbon
Disclosure Project)가 연합하여 개최한 NYC Climate 2014(뉴욕시 기후주간)에서 발족하였음
○ RE100은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신재생 전력 100% 사용을 촉구하기 위하여
기업의 진취적인 재생에너지 목표 수립을 권고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zero-carbon 실현을
추구하고 있음

쉎 가입 목적
○ 기업은 RE100 가입을 통해 전기 소비 주체가 필요한 전력량의 100%를 친환경 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하여 조달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수요와 공급 확대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임
○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을 우선시함으로써, 전 세계의 저탄소
경제 체제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힘쓰며, 저탄소 新시장을 제공하기 위한 선제적 리더십을
제공하고자 함

쉎 가입 요건
○ RE100 회원은 글로벌 포춘 선정 500대 기업을 포함하여 IT, 금융 서비스, 제약, 자동차 생산
등의 섹터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정책 입안자들과 투자자들 또한
zero-emissions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음
○ 이를 위하여, 캠페인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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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갖춘 ‘영향력 있는 기업(influential)’으로 인정되어야 함
- 전 세계 또는 국내에서 인정받고 신뢰받는 브랜드
- 주요 다국적기업(포춘 선정 1,000대 기업 또는 동급)
- 상당한 전력 사용량(예시; 0.1TWh/ 100GWh/ 100,000MWh초과)
- RE100 목적에 도움이 되는 전 세계 또는 국내에서 확실한 영향력을 전달하는 기타 특성
○ 둘째, 캠페인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은 100%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하기로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조달 또는,
- 100% 달성을 위한 명확한 전략과 일정 수립 또는,
- 이니셔티브 가입 후 12개월 내 100% 재생에너지 달성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 작성
○ 셋째, 모든 기업은 신뢰할 수 있는 100% 재생에너지 달성 목표일을 포함하여 다음의 요건을
최소한으로 만족하는 재생에너지 전략을 수립해야 함
- 2050년까지 100% 또는,
- 2030년까지 60%, 2040년까지 90%
○ 넷째, RE100가입 기업은 매년 보고 스프레드시트(CDP 질문지 보고 가능)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략과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함
- 최소한 전력 총 사용량 및 재생에너지 총 사용량 데이터
- 기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 요구

쉎 추진 절차
○ RE100은 기업이 선언한 재생에너지 목표 및 달성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3자 검증기관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검증하고 CDP 위원회의 연례보고서를 통해 이행 실적을 공개
하고 있음
○ RE100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음
<그림 1> RE100 추진 절차
RE100 참여 선언

자격검토/승인

이행/실적보고

검증결과 보고

연례보고서 발표

기업

CDP

기업

검증기관

CDP

CDP

기업

검증기관

CDP

대외 공개

*출처: https://www.there100.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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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현황 및 참여 기업
쉎 참여 기업 현황
○ 2014년 9월 RE100이 시작된 이후, 캠페인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 수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가입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음
○ 2020년 12월 기준('20.12.21)으로 금융, IT,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 섹터에서 가입이 증대되고
있으며 전 세계 283개의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힘
○ 국가별 참여 분포를 살펴보면, 본사 위치를 기준으로 미국 기업이 65개로 전체 RE100 가입
회원의 31%로 가장 많았으며, 영국 기업은 37개(18%) 그리고 일본 기업이 28개(13%)로써
전체 가입 비중의 62%를 차지하고 있음
○ 산업 섹터별 참여 분포를 살펴보면, 서비스 분야 94개(45%), 제조 34개(16%), 식음료 & 농업 20개
(10%)로 전체 가입 기업의 71%를 차지하고 있음

쉎 주요 참여 기업의 목표 및 현황
○ APPLE, BMW 등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자발적 선언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행 실적을
매년 공개하고 있음
<표 1> 글로벌 주요 기업 목표 및 현황
기업

지역

가입연도

100%
목표연도

2018년
이행실적

이행 방식

Apple

미국

2016

2020

99%

- 전력구매계약(PPA)
- 공급자 계약
- 재생전력인증서
- 자가발전

3M

미국

2019

2050

26.8%

- 전력구매계약(PPA)
- 공급자 계약
- 자가발전

Bank of America

미국

2016

2020

91%

- 공급자 계약
- 재생전력인증서
- 자가발전

75%

- 전력구매계약(PPA)
- 공급자 계약
- 재생전력인증서
- 자가발전

BMW Group

독일

2015

2050

Facebook

미국

2016

2020

75%

- 전력구매계약(PPA)
- 공급자 계약
- 재생전력인증서
- 자가발전

Goldman Sachs

미국

2015

2020

96%

- 공급자 계약
- 재생전력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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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역

가입연도

100%
목표연도

2018년
이행실적

Google

미국

2015

2017

100%

- 전력구매계약(PPA)
- 자가발전

Morgan Stanley

미국

2017

2022

17%

- 공급자 계약
- 자가발전

Nike

미국

2015

2025

19%

- 전력구매계약(PPA)
- 공급자 계약
- 재생전력인증서

Tesco

영국

2017

2030

58%

- 재생전력인증서
- 자가발전

Wells Fargo

미국

2016

2020

100%

- 전력구매계약(PPA)
- 재생전력인증서
- 자가발전

Unilever

네덜란드/
영국

2015

2020

54%

- 전력구매계약(PPA)
- 재생전력인증서

이행 방식

*출처: The Climate Group & CDP, RE100, Annual Report, RE100 Progress and Insights December 2019

○ 나아가, RE100 선언 이후 재생에너지 100% 사용 목표를 달성한 기업도 30개 이상임1)
- 구글(2017), Lego(2017), Wells Fargo(2017), 애플(2018), Bank of Australia(2019) 등

쉎 참여 기업의 이행 방안
○ RE100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통해 자가 전력을 생산하거나
외부로부터 재생 전력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음
○ 또한, 글로벌 기업들은 RE100을 통해 선언한 목표를 기한 내에 달성하기 위하여 자사에
제품을 납품하는 협력 기업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기업에도 해당함
- 삼성전자(유럽 제조사 및 그린피스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요구)
- 삼성SDI(납품하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 시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
- SK하이닉스(공급처로부터 납품 제품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 등
○ 하지만, 기업들은 RE10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발전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초기 비용을
부담하기보다 외부구매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확대하는 것으로 보임
○ RE100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방안은 다음을 참고할 수 있음

1) RE100, Annual Report, RE100 Progress and Insights Decemb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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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신재생에너지 직접 생산 및 외부구매 방식
분류
직접 생산

조달 방식
자가발전
전력구매계약(PPA)2)

전력구매

주요 내용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신재생 발전 설비에 직접 투자하여 생산된 전력 사용
발전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 기간 계약가로 재생에너지 전력구매

인증서 구매

발전사업자로부터 REC3)등을 구매하여 재생에너지 소비 인정

녹색 요금제

별도 요금제를 이용하여 신재생전원으로 발전된 전력에 더 높은 요금을 지불
하는 방식

*출처: 한전경영연구원, KEMRI 전력경제 REVIEW, 2019년 제11호(2019.5.20.)

국내 현황 및 참여 기업
쉎 RE100 이행을 위한 국내 현황
○ 한국은 높은 제조업 비중의 산업구조로 되어 있으며, 탄소 다 배출 업종인 철강 및 석유화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무역의존도가 높음
- 주요국 대비 석탄발전 비중도 2019년도 기준 40.4%로 높은 상황임
○ 정부는 저탄소 경제로의 체제 전환을 통해 산업구조의 저 탄소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신산업
육성 등 선도적 대응 취지의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과 종합계획을 발표함(’20.07)
○ 나아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20.10)하며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함
- 2020년 12월 10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2050 탄소중립’비전을 선언하며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며 재생에너지를 에너지 주공급원으로 전환 및 재생
에너지, 수소에너지, IT 등 3대 에너지신산업 육성 계획을 밝힘
○ 국내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및 흐름에 따라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의 RE100 참여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국내 기업들은 에너지 전환 및 재생에너지 사용이 아직 미비한 수준임
○ 이는, 국가별 여건과 기업의 유형에 따라 재생에너지 조달 방식이 다르기 때문임
- LCOE4)가 낮고 대규모 조달이 필요한 미국 및 제조기업의 경우, 전력구매계약(PPA) 방식을
선호하며, 소규모 조달 중심인 유럽 및 금융권의 경우 인증서 구매 혹은 녹색요금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국내의 경우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단가(150원/kWh, 태양광)가 산업용 전기요금
(109원/kWh)이 높으므로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동기유인이 부족함

2) PPA, Power Purchase Agreement
3)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4) LCOE,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균등화발전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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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단위: %)
35.3

25.2

17.0
9.2

독일

중국

미국

한국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정책 및 RE100 국내외 동향(2020.9.)

쉎 국내 RE100 참여 기업
○ 최근 글로벌 기업 및 금융사의 RE100 참여 및 ESG 투자 확대가 급증함에 따라 국내 기업도 RE100
참여를 위한 움직임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국내에서는 SK그룹이 최초로 RE100 가입을 ‘확정’하였으며, 그보다 앞서 LG 화학은 국내 기업 최초로
RE100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음
○ SK그룹은 한국 최초로 RE100 가입을 확정하였으며, SK(주)를 비롯하여 SK 그룹 계열사를
포함한 6개 기업이 가입을 확정함(’20.12).
- SK는 그룹차원에서 RE100 가입을 추진하였으며, SK(주),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C,
SK머티리얼즈, SK실트론이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선언함
- SK그룹은 제조, 화학, 바이오, 통신을 포함하는 산업 분야를 가지고 있으며, 연간 31(TW)
이상의 전력 수요를 가지고 있음. 이는 한국 전력 사용량의 5% 이상과 동등한 수준임
- SK(주)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SK하이닉스와
다른 계열사들은 2050년을 목표연도로 삼고 있음
○ LG화학은 국내 화학업계 최초로 RE100을 선언하였으며, 2050 탄소중립 성장(Carbon
Neutral Growth)을 핵심으로 하는 지속가능성 전략을 발표함(’20.07)
- LG화학에서 발표한 탄소중립 성장은 사업성장 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증가와 동등한
수준의 감축 활동을 통해 탄소 배출 순 증가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함
- 이를 통해, 2050년 탄소 배출량을 2019년도 수준인 1,000만 톤으로 억제하기로 함
- 국내 기업 중 최초로 전 세계 모든 사업장에 RE100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폴란드
배터리 공장에서 이미 재생에너지를 100%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을 추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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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네이버는 국내 처음으로 탄소 네거티브를 선언하였으며, 2040년까지 배출되는 탄소량
보다 감축량을 더 확대하겠다고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함(’20.11)
- 탄소네거티브란 배출량 이상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실질적 배출량을 마이너스로
만들겠다는 것이며, 이는 배출량 제로를 추구하는 탄소중립보다 진취적인 목표임
- 이에, 네이버는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 저감 솔루션 투자, 데이터센터의 효율개선 등을
검토하며 향후 친환경 관련 사업 및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힘
○ 아울러, 포스코 및 신한･우리금융･농협금융 등 제조업을 비롯한 금융권에서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친환경 활동 및 녹색금융 투자에 적극 동참할 계획임

시사점
쉎 글로벌 및 국내 기업도 RE100 가입 및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친환경 시장 확대 및
기후변화 대응은 이제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경쟁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
○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세계적
흐름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임
○ 특히, EU 및 미국 등 탄소국경세 도입 등 무역규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면 글로벌 경쟁력 약화,
해외 자금조달, 기업 신용등급 유지 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석유화학이나
철강 등 국내 주력산업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됨

쉎 이에, 한국은 2050 탄소중립 정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선도적이고 공격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국내 기업이 강점으로 보유하고 있는 배터리･수소 등 저탄소 기술, 디지털 기술 및 혁신 산업 역량은
탄소중립의 가속화를 실현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쉎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흐름이며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음
○ 국내외 연기금은 사회책임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세계최대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석탄
관련 매출 25% 이상 기업은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겠다는 등 탈석탄을 위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더불어, 그린피스 등 NGO에서 기업의 재생에너지 정책수립 및 공개 촉구의 캠페인 활동을
지속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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쉎 나아가, 기후변화가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스템에 재무적 리스크로 작용하는 범위와 영향도가 증가함
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종목 선정 시, ESG를 중요한 투자지표로 선정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 전 세계 ESG투자규모는 18조(‘14년)에서, 23조(’16년), 30조(‘18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5)
○ 특히, COVID-19사태를 겪으면서, ‘환경’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음. COVID-19로 인한 폭락장에도
ESG 펀드의 일반펀드와는 대조적으로 수익을 유지하고 있어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Post-COVID-19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ESG 관련 다양한 투자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특히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新시장 개척 활로를 찾을 수 있음

쉎 다만, 국내 전력시장은 기업 등 소비자가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이 제한적이며,
그리드패러티(Grid Parity)에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업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발굴
및 시행에 있어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 이에, 국내 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해외 기업에게 납품하는 협력업체인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구매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을 보임
○ 2018년 11월 국회에서는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가 출범하였으며, 국내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국회 차원에서도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쉎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고객사를 비롯하여 투자자, 운용사 등의 이해관계자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에 머무를 뿐만 아니라, 저탄소 경제를 추구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시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 터닝포인트의 시점임을 인식해야 함
쉎 더불어, 국가 차원에서도 자발적 기업의 노력이 퇴색되지 않도록 재생에너지 발전 및 구매 시,
세제 혜택 지원, 재생에너지 시설 투자 지원, 전력구매 사용방법의 다변화 등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함

5) 금융투자협회, 최근 글로벌 ESG 투자 및 정책동향,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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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이 발생한 기업의 후속 지배구조
개편 현황 분석
윤소정*

▶ 물적분할은 분할존속법인이 분할신설회사 주식을 100% 소유하는 기업분할이며, 물적분할 이후 지분구조
변동이 발생했는지 분석한 결과, 분석대상의 절반 정도가 지분 매각, 증자, 합병, 청산 등의 이벤트가 발생함
▶ 예고되지 않은 지분구조 변동으로 인해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할만한 소지가 있으므로 투자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기업의 충분한 정보 전달을 통해 주주들은 분할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이루어져야 함
▶ 기업들의 적극적인 IR활동 및 공시의 질(quality)을 높여 주주들에게 분할의 필요성 및 향후 지배구조
개편 계획 등을 충분히 공시하여야 하며, 주주들은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6)

서론
쉎 물적분할은 분할존속법인이 분할신설회사 주식을 100% 소유하는 기업분할로서 분할 자체로는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며,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이 인정되지 않음
○ 이러한 물적분할이 이론적으로 주주들의 부(副)의 이동에는 변화가 없는 이벤트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주주들의 반발로 이어지고 있음
○ 이는 상장법인이 물적분할을 실시했을 경우,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비상장화로 인해 소수주주의
권익이 축소될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임
- 즉, 기존 주주들은 신설 자회사의 의결권을 갖지 못하므로 자회사의 중대한 경영의사결정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방식이 제한되며, 이에 대한 감시 및 견제 권한이 약해지는
측면이 있음
- 물적분할에 따른 신설법인의 지분을 오로지 분할존속회사가 보유하기 때문에 비상장화되는
사업부문의 규모가 클수록 소수주주의 반발이 커질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신설법인의 지분 변동이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 소수주주들의 의견을 표명할 장치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 악영향으로 나타나기도 함

* KCGS 책임투자팀 연구원, 02-6951-3723, sjyoon@cgs.or.kr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 17

ESG 동향

쉎 분할신설회사가 모회사의 100% 자회사로 유지되지 않고 주주구성의 변동이 빈번히 발생한다면
투자자들의 권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물적분할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분할존속회사가 신설회사의 단독 주주가 되므로 신설
회사가 주요 사업부문을 양도, 합병 등의 지배구조 개편을 실시하게 될 경우,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짐
○ 이러한 지배구조 개편 과정이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될 수 있는 구조로
형성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장화됨에 따라 소수주주들의 의견 개진이 쉽지 않음
○ 따라서 최근 3년간 물적분할을 실시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후속 지배구조 개편 현황을 분석
하고, 주주권익을 침해할만한 소지가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함
- 최근 들어 물적분할 이벤트에 대해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이어졌던 가운데 주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사례를 들어 살펴보고자 함

분석대상
쉎 최근 3년간1) 단순･물적분할을 실시한 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한정)을 대상으로
후속 지배구조 개편 현황을 분석함
○ 분할신설법인이 2020년 3분기말 시점에 분할존속법인의 100% 자회사로 유지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함
○ 다만,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을 동시에 병행한 회사, 공시 이후 분할 계획을 철회한 회사 등은
본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 물적분할 이후 지배구조 개편이 발생한 분할신설법인들을 대상으로 지분매각, 유상증자, 합병,
상장 등의 이벤트가 발생하였는지 유형별로 정리하고자 함

물적분할이 발생한 기업의 후속 지배구조 개편 현황
쉎 해당 분석기간 동안 물적분할이 발생한 법인은 총 101개사임
○ 2018년 이후 물적분할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0년의 경우 12월까지 주총
승인일을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5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이를 기업집단별로 살펴보았을 때, 국내 주요 30개 기업집단보다 그 외 기업집단에서 물적분할
이벤트가 보다 활발히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1) 2018년 1월~2020년 10월말 기준 주총승인일이 경과한 상장법인 대상

18 ･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2020년 10권 12호

KCGS Report

<표 1> 최근 3년간 상장법인 물적분할 현황
구분

2018

2019

2020

계

주요 30대 기업집단*

7

5

9

21

그 외 기업집단

21

28

31

80

합계

28

33

40

101

자료: 각 회사 회사분할결정 공시, KCGS
* 금호아시아나, 대림, 대우조선해양, 두산, 롯데, 부영, 삼성, 신세계, 영풍, 코오롱, 포스코, 하림, 한진, 한화, 현대백화점, 현대
자동차, 현대중공업, 효성, CJ, GS, KT, KT&G, LG, S-OIL, SK(2019년 기준 자산총계 30위 기업 중 금융사 제외 기준)

○ 물적분할을 공시한 분석대상 기업들의 주된 목적으로 ‘경영 효율성 제고’, ‘전문성 강화’,
‘책임경영체제 구축’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업 경쟁력 제고’, ‘기업가치 및 주주가
치 극대화’등을 달성하고자 함을 밝힘
○ 분석기간 동안 물적분할이 발생한 시점부터 2020년 3분기 말2)까지 분할존속법인이 분할신설
법인의 100% 자회사로 남아 있는 경우는 51개사(약 51%)이며, 그 외 분할신설법인의
지분변동이 발생함을 확인한 경우 47개사(약 46.1%), 지분변동 여부를 공시자료로 확인
불가한 경우는 3개사(약 2.9%)로 확인됨
○ 분할신설법인의 지분 변동이 발생한 경우들의 유형별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2> 물적분할 이후 후속 지배구조 개편 현황
유형분류

종속회사 유지(A)

종속회사 제외(B)

합계(A+B)

비중

지분 일부 매각

15

7

22

46.9%

지분 전부 매각

0

12

12

25.5%

제3자배정 유상증자

2

0

2

4.3%

분할자회사와 타사 간 합병

1

4

5

10.6%

분할자회사 상장

1

0

1

2.1%

청산 및 재흡수합병

0

5

5

10.6%

합계

19

26

47

100.0%

자료: 각 회사 공시 및 사례 자체 분류, KCGS

쉎 분할신설법인의 지분 변동을 확인한 47개 대상기업의 경우, 주로 지분 일부 또는 전부 매각
(34개사, 72.3%)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종속회사에서 제외된 경우가 19개사(55.9%)로
종속회사로 유지되는 경우(15개사, 44.1%)보다 많았음
○ 분할신설법인이 종속회사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해당법인의 유의미한 영향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으며, 사업부문의 변경 및 재편을 의미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실제 소수주주들이
우려할만한 상황으로 볼 수 있음

2) 2020년 10월에 물적분할 승인을 거친 경우, 10월의 지배구조 개편 현황에 대해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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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 물적분할 공시 전후로 해당 지분의 처분 또는 양도, 사업부문의 매각 등을 사전에
공시한 기업들은 분석대상 기업들 중 3개 기업에 불과하여, 대다수의 주주들은 분할에 대한
주요 지분변화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해당 분할에 대한 찬반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짐
○ 이러한 지분 변동은 기업가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비대칭적 상황 자체가 주주가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

쉎 지분 매각 이외에도 청산(5건), 합병(5건), 제3자배정 유상증자(2건), 상장(1건) 순으로 지배
구조 개편이 발생함
○ 청산의 경우, 회생절차의 신속한 종결과 부인권 소송 등의 계속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 회사를 분할하여 분할존속회사는 분할 이후 회생절차의 종결절차를 밟아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분할신설회사는 회생절차에 남아 부인권 소송 등을 계속 수행하기 위함으로
분할한 사례임
○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투자 유치 목적이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신주발행을 목적으로
하며, 해당 사례에서는 최대주주가 단독으로 증자에 참여하거나 비즈니스 파트너 대상으로
증자를 한 경우에 속함
○ 합병의 경우, 사업부문 구조조정으로 인해 타사에 흡수합병될 예정임을 사전에 공시한 사례가
있었으며, 주로 사업부문 재편을 위한 분할을 이루는 경우가 대다수였음
○ 분할 이후 지분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기업들의 경우, 기업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불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주들의 투자에 주의가 요구됨

물적분할 사례 분석
쉎 물적분할 자체로는 주주들의 부의 이동에는 변화가 없는 이벤트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 기업 입장에서는 물적분할을 통해 복합기업에 따른 디스카운트(discount)를 해소하고, 신속한
자금조달 및 투자가 가능해진다는 점, 인적분할에 비해 절차가 수월하다는 점에서 물적분할이
갖고 있는 장점을 활용하고자 하는 유인이 클 것으로 여겨짐
○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에서 흔히 보여지는 여러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복합기업의 경우, 분할
대상인 사업부문의 성장성 또는 이익기여도가 높을수록 비상장화의 우려 역시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실제 주가에 반영되는 양상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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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례로 2020년 9월 17일 LG화학의 전지사업부문 물적분할 발표 기준 전후(2020.9.14.~2020.10.30.)
종가 추이를 살펴본 결과, 발표 이전인 9월 15일 최고값(MAX)인 726,000원을 기록했으며,
분할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일(10월 30일)과 9월 24일에 최저점(MIN)인 611,000원을
기록하여 최고점 대비 약 18.8% 하락함
- 한편, 물적분할의 대상사업인 전지사업부문의 PEER 비교(삼성SDI)를 실시해본 결과, LG
화학의 분할발표일 다음날(9/18)과 LG화학 분할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일(10/30)에
최고점(453,000원)을 경신하는 등 일부 반사이익을 누린 것으로 확인됨
- 이를 기준일인 9월 14일 종가를 100으로 치환했을 때, 양사의 종가 추이
(2020.9.14.~2020.10.30.)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음
- 즉, 동일 기간 LG화학의 주가 변동폭이 삼성SDI보다 컸음을 알 수 있으며, 물적분할 이벤트
자체가 LG화학 기업 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음
<그림 1> 물적분할 발표 전후 종가 추이(기준일 주가=100)
LG화학 및 삼성SDI 일자별 기준 주가 대비 종가 추이 비교
LG화학

110

삼성SDI

LG화학 분할 발표일(9/17)

105
100
95
90

10.30

10.28

10.26

10.24

10.22

10.20

10.18

10.16

10.14

10.12

10.10

10.08

10.06

10.04

10.02

09.30

09.28

09.26

09.24

09.22

09.20

09.18

09.16

80

09.14

85

출처: FnGuide, KCGS

- 한편, 해당 분할의 발표와 동시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배당정책’으로 1) 분할 전과 동일한
배당재원 기준 적용을 위해 연결재무제표 당기순이익 기준 배당성향 30% 이상 지향, 2)
분할로 인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확고지 하고자 향후 3년간('20~'22)
보통주 1주당 최소 1만원 이상의 현금배당 추진을 제시3)하였는데, 배당정책 자체가 물적분
할을 지지할 근거로 볼 수 없으므로 배당정책과 지배구조 개편은 별개의 사안으로 바라보아
야 함

3)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LG화학, DART,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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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는 최근 80만원대 기록 및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주주들은 분할 이후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수반되어야 함
- 시장에 발표된 분할 이벤트로 인한 주가의 부정적인 영향을 회복하는 것은 기업 자체의
펀더멘털과 분할 계획 이행에 대한 의지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소수주주들은 물적분할에 따른 사업부문의 비상장화로 인해 이후 발생하는 지배구조 개편
이벤트(합병, 매각, IPO 등)에 대해 알기 어렵거나 안다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하는 것으로 해석됨
○ 따라서 기업들은 주주들이 우려하는 포인트에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으며, 분할신설법인이
비상장사라 하더라도 적극적인 IR활동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음
-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 2020년 9월 LG화학의 전지사업부문 물적분할 발표 이후 주주들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다수의 기업설명회(IR) 등을 통하여 1)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권(지분율 70~80%)을 유지할 것임을 명확히 하고, 2) 분할신설법인의 이사회 구성 등을
주주총회 이전에 공시하는 등 분할 이후의 지배구조에 대하여 미리 비전을 제시하는 등 시장
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IR활동을 통해 해소하고자 함
- 이를 통해 회사는 기관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소수주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을 이행한다고 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당시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의
82.3%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여 물적분할이 가결된 바 있음
- 2019년 물적분할을 통해 캔 사업부문을 매각한 삼광글라스의 경우, 공시자료4)에 매각 대상
사업부문과 매수 당사자, 매각 일정 등에 상세히 기술하여 주주들이 보다 쉽게 분할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하여 의결권 행사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음
- 한편, 물적분할 이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부문을 매각한 대다수의 경우 매각 사실을 사전에
공시한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물적분할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당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소수주주들일수록 의결권 행사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일수도 있음

4)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삼광글라스, DART,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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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시사점
쉎 최근 들어 기업의 물적분할이 이론적으로 주주들의 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벤트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주주들의 반발로 이어지고 있음
○ 상장법인이 물적분할을 실시했을 경우,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비상장화로 인해 소수주주의
권익이 축소될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며, 분할 대상 사업부문의 성장성 또는 기여도가 클수록
비상장화에 대한 우려는 심화되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남

쉎 분석 기간 동안 물적분할을 실시한 상장사들의 절반 정도는 100% 자회사로 분할신설법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그밖에 지분 매각, 증자, 합병, 청산 등으로 지분구조가 변경된
경우도 절반 정도에 해당됨
○ 특히, 지분을 일부 또는 전부 매각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종속회사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가
19개사(55.9%)로 다수이므로 주주들이 분할로 인해 우려하는 부분이 일견 합리적이라고 여겨짐
○ 이러한 지분 변동은 기업가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이므로 기업은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해 불투명성 및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음
○ 즉, 기업들의 적극적인 IR활동이나 공시의 질(quality)을 높이는 것으로 정보의 비대칭적
상황을 대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주주들은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쉎 기업들은 물적분할에 대한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주주들에게 해당 분할의 필요성을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함
○ 다만, 해당 분할의 필요성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배당정책은 보완책이 될 수 없으므로
별개의 사안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주주들에게 분할의 필요성 및 향후 지배구조 개편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
○ 기업은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지배주주와 소수주주들 간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분할･합병 등에 대해 주주들은
후속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하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 등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을 이루는 것이 근본적으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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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자본시장의 대응
- 기업 공시 및 자산운용사 책임투자활동을 중심으로
이정은*

▶ 파리기후변화협약을 구심점으로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에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해외 감독
당국과 투자기관은 기업 회계에 기후변화 리스크를 반영할 것을 주문하는 등 기후변화가 부를 영향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하고 있음
▶ 이에 본고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본시장에서의 변화 양태를 ‘기업 공시’ 측면과 ‘책임투자 활동 확대’
측면에서 확인해보고자 함
▶ 기업 공시 측면에서, 글로벌 ESG 정보공개 표준 제정기관들이 지표의 차이 해소 목적으로 협의체를
결성하여 표준화를 꾀하고 있으며, 감사보고서 CAM에 기후변화 이슈를 포함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
지고 있음
▶ 주요 글로벌 자산운용사들도 기후리스크를 주요 투자리스크로 정의하면서, 관련 산업을 투자배제 섹터로
설정하거나 주요 주주관여 주제로 선정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의사결정 내에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수탁자책임활동을 이행하고 있음

서론: 기후변화에 대한 자본시장의 대응 필요성 대두
쉎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1)에서 195개 국가에 걸쳐 기후위기 대응의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는 유럽 국가들 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탄소제로2)를 달성할 것을 선언함
○ 파리기후협정 채택 당시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작성 요청에 따라 2018년 10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승인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2100년까지 온도 상승 폭을 1.5℃ 이내로 제한하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해야 하며, 2050년까지 순 제로
(net-zero) 배출이 달성되어야 함3)

* KCGS 책임투자팀 연구원, 02-6951-3728, jelee@cgs.or.kr
1)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본회의에서 195개 당사국이 채택한 협정으로서,
2020년에 만료되는 국제기후협약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게 됨.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온도가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2)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을 더했을 때 온실가스 순 배출량이 0인 상태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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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유럽연합(EU)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이미 탄소중립 달성을 법제화하거나 저탄소발전
전략(LEDS)을 발표한 상태4)이며,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지난 11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5)
○ 지난 10월 우리나라 정부도 국회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저탄소 구조 사회로의
의지를 밝히고,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에너지시스템 전환, 미래차 전환 등의 청사진을 제시6)

쉎 해외 금융당국에서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으며, 감독 당국과 투자기관도
기업 회계에 기후변화 리스크를 반영할 것을 주문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있음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금년 11월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금융시장과 금융
시스템 안정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으로 기후변화를 처음 언급함7)
- 기후변화가 야기한 홍수와 태풍 등 재해로 인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자산가치가 급락할 수 있으며, 투자심리 변화가 누적되고, 금융시장에 예측이 어려운 도미노
효과를 낳을 수 있음을 지적
- 투자자는 물론 금융회사나 금융당국도 이제부터 이런 기후변화의 영향을 실질적으로 평가
하고 대처해야 함을 권고
○ 유럽중앙은행(ECB)는 금년 10월, 금융기관 감독 관련 성명에서 2022년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을 어떻게 회계상에 반영할 것인지 검토하고 심층적으로 평가할 것임을 밝힘8)
- 은행의 재무제표에 기후변화와 관련한 환경적 리스크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은 금융권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뿐 아니라 리스크의 정확한 가격을 책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임을 지적
○ 19년 11월 AUM 1조파운드(약 1527조원)를 초과하는 유럽 투자기관 29곳에서 회계감사에
기후 위험 반영을 요구9)
- PwC, KPMG, Delloite, EY 등 대형 회계법인에 서한을 보내, 기업 회계감사 때 기후변화가
무시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엄격하게 반영할 것을 요청

쉎 기후변화가 부를 영향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국제적 관심도가 급증하는 현 상황에서, 본고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본시장에서의 변화 양태를 ①기업 공시 측면, ②책임투자 확대 측면에서
확인해보고자 함

3) 0.5도에 지구 운명 바뀐다…IPCC ‘1.5도 특별보고서’ 채택, 중앙일보, 2018.10.08
4) 2020년 11월 11일 기준 유럽 6개국(스웨덴, 영국,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헝가리) 탄소중립 법제화하였으며 유럽연합(EU) 외
7개국(마셜제도, 피지, 포르투갈, 코스타리카, 슬로바키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핀란드) LEDS 마련
5) '넷제로'가 뭐길래…與 "한국도 2050 넷제로 선언해야", 한국경제, 2020.10.26
6) 文 "범정부 탄소중립 추진체계 구축…임기내 기틀 마련", 연합뉴스, 2020.11.27
7) "투자에 영향 주는 기후변화, 기업 공시에 반영", 이데일리, 2020.11.26
8) 월스트리트가 '기후 변화'에 떠는 이유, 조선비즈, 2020.11.23
9) EU, 기후 비상사태 선언…새 통상무기되나, 매일경제,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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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시 변화: ①글로벌 ESG 정보공개 표준화
쉎 정보공개 표준 제정기관들이 기업 회계에서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를 통합하고자, 지표의 차이
해소 목적으로 협의체를 꾸리거나 기관 내 위원회 설치를 검토하는 것이 국제적인 흐름임
○ 2014년부터 글로벌 ESG 정보공개 표준 제정기관들은 공식 협의체인 CRD(Corporate
Reporting Dialogue)를 통해 서로 간의 지표와 기준 차이를 해소하고자 함<표1 참고>

쉎 작년 9월 CRD의 Better Alignment Project의 일환으로, 세계적인 ESG 표준 대표기관인
CDP, GRI, SASB, IIRC, CDSB 5개 기관이 ESG 정보공개 연계성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
표함10)
○ TCFD recommendations(7개 원칙, 11개 권장 공시, 50개 예시 매트릭스로 구성)를 기준점
으로 하여, 개별 정보공개 제정기관의 보고 프레임워크 및 기준간 비교 결과, 높은 수준의
연계성을 띠고 있음을 보여주는 보고서 공개11)
- TCFD의 7개 원칙은 참여 기관들의 프레임워크와 조화를 이루며 보완되었고
- TCFD의 11개 권장 공시 사항은 참여 기관들의 프레임워크와 복합적으로 대응되었으며
- TCFD의 50개 예시 매트릭스 중 80%는 CDP, GRI, SASB 각 기관 지표들과 충분히
대응되었고, 70%는 지표들 간에도 실질적 차이를 보이지 않음<그림1 참고>
○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금년도 11월 말,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SASB)와 국제통합
보고위원회(IIRC)는 합병하여 ‘가치공시재단(Value Reporting Foundation)’을 만들 것을
발표했으며, 합병의 목적은 지속가능성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기업 정보공개 표준을 제공
하는 데 있음

쉎 IFRS(국제회계기준)는 지속가능성 관련 표준을 통합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WEF(세계경제포럼)는 4개 회계법인과 함께 공통으로 표준 통합작업을 벌이고 있음
<표 1> CRD 소속 기관
1

CDP

Climate Disclosure Project(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2

CDSB

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기후공시표준위원회)

3

FASB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미국재무회계기준위원회)

4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

5

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국제회계기준위원회)

6

IIRC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국제통합보고위원회)

7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국제표준화기구)

8

SASB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

*음영처리된 두 기관은 합병을 앞두고 있음

10) https://corporatereportingdialogue.com/publication/driving-alignment-in-climate-related-reporting/
11) Driving Alignment in Climate-related Reporting: Year One of the Better Alignment Project, CRD,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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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TCFD illustative example metrics와 CDP, GRI, SASB 지표간의 연계성

기업공시 변화: ②감사보고서 내 CAM 항목 활용
쉎 약 2,400사의 미국 대규모 상장회사 중, 작년부터 시행된 감사보고서 내 CAM(Critical
Audit Matter･핵심감사사항) 항목에서 재무제표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명시적인
논의를 포함한 회사는 3사임12)
○ <예시1> 외부감사인은 ‘2050 넷제로’ 서약과 일치하지 않는 경영진의 추정치에 대해서 논의
함. 구체적으로, 외부감사인은 향후 넷제로 목표에 따라 자산을 제각하는 활동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순이익의 추가적인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관찰함. 또한 특정 탄소
방출 장비의 내용연수를 2070년까지로 하는 경영진의 추정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해당
장비를 넷제로 목표일 이후에 대체적으로 사용할 방법에 대한 경영진의 주장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어떻게 이의를 제기했는지 기술함
○ <예시2> 감사보고서에서 기후변화와 글로벌 에너지 전환이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비용의
자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다룸. 외부감사인은 또한 석유 및 가스 가격에
대한 가정이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 표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절차에 집중하여 기술함
○ <예시3> 기후변화의 잠재적 영향을 포함하는 장기 가격 가정이 자산가치 및 손상의 추정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설명함
12) Revealing ESG in Critical Audit Matters,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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쉎 PCAOB(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미국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
이사 J. Robert Brown는 최근 성명을 통해, ESG 문제(특히 기후변화)는 상장사의 재무제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재무제표에 포함된 가정 및 추정에 영향을 미치는 ESG
문제를 고려할 때 재무제표의 신뢰성과 완전성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음을 밝힘13)
○ 감사보고서 내 CAM을 통해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보며 그 이유로서 다음의 네 가지 이유를 꼽음
- 첫째, CAM은 경영진이 아닌 감사인의 견해로서,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회사의 판단
또는 추정치를 테스트, 평가 및 확인하는 이슈에 대해 투자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음
- 둘째, 기후변화 및 관련 문제로 인한 영향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셋째, 외부감사인과 경영진이 CAM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때문에 경영진의 기업
공시를 개선시킬 수 있음
- 넷째, 기후 변화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주요 고려사항이 존재하는지 그 여부만으로도 각
회사별로 특별히 더 도전적이고 복잡한 판단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의미가 있음

자산운용사 대응: 기후변화 관련 책임투자 활동 확대
쉎 책임투자를 활발히 수행하는 것으로 유명한 주요 글로벌 자산운용사들도 주요 주주관여 주제로
선정, 관련 산업을 투자배제 섹터로 설정, ESG Integration시 분석 영역에 포함 등 다양한
방식에서 투자 의사결정 내에 기후변화를 고려하고 있음
<표 2> 자산운용사의 기후변화 고려 방식
자산운용사

책임투자 내 기후변화 고려 방식

BlackRock

- CDP, Climate Action 100+ 등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
- ‘BlackRock Engagement Priorities for 2020’에서 2020년도 주주관여 우선순위 5개 테마
중 하나로서 ‘환경 리스크와 기회’ 선정
- 2020년 BIS팀(BlackRock Investment Stewardship Team)에서 특집보고서14)를 통해 기후변화
와 관련한 수탁자책임활동(주주관여,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접근법 공개

Amundi

- CDP, Climate Action 100+ 등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
- 투자배제 정책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배제 기준에 더해 특정 섹터(화석 연료)에 대한 배제 기준 마련
- ESG Integration을 위한 ESG분석 기준에서, 환경 영역 내 ‘전력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을 16가
지 일반영역 중 하나로 설정

Robeco

- CDP, Climate Action 100+ 등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
- 지속가능성 투자 전략은 세 가지로 범주화되는데, 이 중 하나인 SF(Sustainability Focus) 전략은
기본 SI 전략에 더해 20% 탄소 저감 등 명시적인 ESG 타겟을 설정해 해당 벤치마크보다 우수한
프로파일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하는 전략 구사
- 투자배제 정책(Robeco exclusion policy and list)을 통해 투자 유니버스에서 화석연료 섹터를
배제하는 기준 마련

출처: 각 사 홈페이지, 책임투자 관련 공시자료 및 PRI 공시

13) Revealing ESG in Critical Audit Matters,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2020.11.19
14) Our approach to sustainability, BlackRock Investment Stewardship Team,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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쉎 세계 최대 규모 자산운용사 BlackRock은 2020년도 5대 주주관여 우선순위 중 하나로서 기
후변화를 꼽았으며, 특집보고서 ‘Our approach to sustainability’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
하기 위한 책임투자 접근법 및 이행 내역을 소개함
○ <의결권 행사> 단계적 접근법(natural escalation)에 따라서, BlackRock이 회사의 공시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주시(on watch)’로 분류하여 12~18개월의 기간동안 해당 회사가
BlackRock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며, 위 기간동안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 의결권을 행사함
- 2020년도 정기주주총회 시즌동안 BlackRock은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공시 또는 경영에
대한 진전을 보이는데 실패한 53개 기업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며15), 해당 기업
리스트는 별첨을 통해 공개
- (사례 소개 1: 트랜스다임) 2019년 BlackRock BIS팀은 회사의 기후 위기 보고가 부족한
것에 대하여 대화를 시도했고, 회사가 공시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진전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이사회의장의 재선임에 반대하고
정량적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정할 것을 요청하는 주주제안에 찬성 표결함
- (사례 소개 2: 에어리퀴드) 2017년 12월 BlackRock BIS팀은 대표이사 및 선임사외이사에게
서한을 보내 TCFD 프레임워크와 해당 권고에 부합한 보고의 검토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회사는 기후 관련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목표를 선언하였으나, 2019년도
공시에서 TCFD 권고와 명시적으로 부합하는 보고 측면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서 독립
사외이사 재임 건에 반대 표결함16)
○ <기업과의 대화>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공시, 목표, 그리고 사업 관행 측면에서 BlackRock의
기대에 부합하는 회사 사례를 선정하여, 장기 투자 및 경영 의사결정이 앞선 회사의 선언에
지속적으로 부합할 수 있도록 회사와의 대화 시도
- 탄소배출 집중도가 높은 섹터 내에서 2020년도 하반기에 새로이 주주관여를 시도할 회사로서
110사를 선정했으며, 110사에 걸쳐 시가총액 2.7조, 이산화탄소 배출량 17억 톤, 그리고
BlackRock 고객 자산 1,320억달러가 노출되어 있음
- (사례 소개 1: 한국전력공사) BlackRock BIS팀은 대표이사에게 서한을 보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진행하는 회사의 석탄 프로젝트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으며, 한국전력공사의
에너지 전환 선언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해당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근거에 대한
논의를 직접 이어나갈 계획임을 밝힘

15) 이사회 멤버 1인 이상의 연임에 반대표 행사, 기후변화 관련 주주제안에 대한 찬성표 행사 등을 포함함
16) Voting bulletin: Air Liquide SA, BIS,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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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소개 2: 스탠다드차타드) BlackRock BIS팀은 이사회, 지속가능성 팀, 경영진과의
대화를 통해 기후가 어느 정도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놓여있는지 판단하고자 했으며, 저탄소
경제로 이전하는데 그들 스스로가 긍정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믿고 있음을
알게 됨. 구체적으로, 스탠다드차타드는 다양한 산업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하고, 정기적으로
목표를 평가 및 강화하고 있음. 이를 통해 BlacRock은 스탠다드차타드가 기후 관련 사업
관행 및 공시 측면에 있어 금융 섹터 내 선두자로서 판단함
<그림 2> 기후변화 이슈로 인한 섹터별 의결권 반대 행사 내역

Exhibit 4:

53 companies globally
where we took voting action
this year for their lack of progress
on climate, across carbonintensive sectors.*

Energy

37 companies
$407.9B market cap

Utilities

7 companies
$50.2B market cap

Industrials*

4 companies
$105.4B market cap
* Includes Automobiles
from the Consumer
Discretionary sector.

Materials

4 companies
$102B market cap

Financials

1 company
$3.5B market cap
Source: ISS Proxy Exchange; BlackRock Investment Stewardship.

출처: Our approach to sustainability, BlackRock Investment Stewardship Team,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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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쉎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가 급증하고 자본시장의 대응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에 따
라 기업 공시에서의 변화뿐 아니라 자산운용사의 책임투자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
○ 글로벌 ESG 정보공개 표준 제정기관들은 공식 협의체를 통해 서로 간의 지표와 기준 차이를
해소하고자 협력하고 있으며, IFRS(국제회계기준) 또한 지속가능성 관련 표준을 통합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를 검토하는 등 본격적으로 기업의 공시에 비재무정보(기후변화 리스크)를
통할하고자 하는 것이 국제적인 흐름임
○ 또한 감사보고서 내 CAM 항목에서 재무제표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주요 글로벌 자산운용사들도 기후리스크를 주요 투자리스크로 정의하면서, 관련 산업을 투자
배제 섹터로 설정하거나 주주관여 주제로 선정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의사결정 내에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수탁자책임활동을 이행하고 있음

쉎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국내 기업도 저탄소 사업모델을 구상하거나 국제 이니셔티
브에 가입하는 등 기후변화 리스크를 인지하고 대응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룹 차원의 포괄적 참여도 이루어지고 있음
○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확대되는 것은 긍정적이며, 기업들은
공시 측면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해외 금융당국 및 글로벌 자산운용사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투명하게 공시하며, 관련 이행 내역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음
<표 3> 국내기업의 주요 기후변화 대응 활동

금융

KB금융

9월,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탈석탄 금융 선언17)

신한지주

9월, 동아시아 금융그룹 최초로 ‘탄소배출 제로’를 선언

삼성그룹
금융 계열사
삼성물산

제조

17)
18)
19)
20)
21)

11월, 모든 금융 계열사가 탈석탄 선언18)
11월, 석탄 관련 투자, 시공 및 트레이딩에 있어 신규 사업을 전면 중단 발표19)

현대자동차

12월, 2040년까지 미국･유럽·중국 등 글로벌 핵심 시장의 모든 차종을 전기차 등 친
환경차로 전면 전환20)

포스코

12월, 2050년까지 수소 500만톤 생산체제를 구축해 수소사업에서만 매출 30조원 달
성 비전 제시21)

신한･KB, ‘저탄소VS탈석탄’…친환경리더 두고 박빙 승부, 그린포스트코리아, 2020.12.02
삼성 금융사들 "脫석탄…ESG 경영 동참", 한국경제, 2020.11.12
탈석탄 선언한 삼성물산…현대건설은?, 아시아타임즈, 2020.11.19
2040년 美·中·유럽 모든 차종을 친환경차로… 현대차 5년간 60조원 투자, 서울경제, 2020.12.10
포스코·LG화학·SK·우리금융·삼성생명…국내 기업들 잇달아 탈석탄 선언, 한겨레,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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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유통
-

한국전력공사

10월, 해외 신규 석탄화력발전사업 추진 중단,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확대 관련 정책 발표22)

CU

12월, 전국의 모든 점포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중단하고 친환경 봉투를 도입 발표23)

빙그레

12월, 주요 제품의 용기와 포장지 개선하여 저탄소 생활실천 부문 대통령 표창 수상

SK그룹
6개 계열사

11월, 2050년까지 전세계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대체하는 ‘RE100’ 가입

22) '脫석탄' 다시 천명한 한전…'환경단체 리스크' 대응?, 한국경제, 2020.11.08
23) CU, 비닐봉지 퇴출한다…편의점 최초 친환경 봉투 전면 도입, 연합뉴스,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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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S Report

포세이돈 원칙, 금융업과 해운업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
임선영*

▶ 글로벌 해운업계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기반으로 탄소배출제로연대, 포세
이돈 원칙, 해상화물헌장과 같은 공동의 노력을 통해 해운업의 탈탄소화를 촉진하고 있음
▶ 특히, 포세이돈 원칙은 금융기관이 선박 포트폴리오의 기후연계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공개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전세계 프레임워크로 네 개의 하위 원칙(평가, 신뢰성, 이행, 투명성)으로 구성됨
▶ 특정 산업 부문에 대한 금융기관 간 최초의 자발적 이니셔티브인 포세이돈 원칙은 해운 부문의 탈탄소화
를 목적으로 하며,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중요성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음
24)

해운업계 기후변화 대응 양상
쉎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ne Organization, 이하 IMO)는 2050년까지 해운 부문에
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2008년 대비 최소 50% 감축할 것을 선언함 (2018년 4월)
쉎 IMO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제로선박(ZEV, Zero
Emission Vessel)의 상용화를 추진하는 탄소배출제로연대(Getting to Zero Coalition)가
결성됨 (2018년 10월)
○ 탄소배출제로연대는 세계해사포럼(Global Marine Forum),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Friends of Ocean Action이 구축한 파트너십으로, 해운, 물류, 조선, 에너지,
인프라, 금융 등 해운산업 공급망 전체와 관계된 130여 개의 기업/기관이 등록되어 있음
○ 국내에서는 대우조선해양, HMM, 한국선급이 회원사로 참여 중

쉎 한편, 선박 금융에 기후변화 관련 요소가 통합되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금융기관이 선박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기후연계성(climate alignment)을 평가하고 공개하는 전세계 프레임
워크인 포세이돈 원칙(Poseidon Principles)이 수립됨 (2019년 6월)
* KCGS ESG평가팀 연구원, 02-6951-3904, lsy@cgs.or.k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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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세이돈 원칙은 IMO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대출 포트폴리오가
해당 목표에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공개하는 기준을 제시함
○ 포세이돈 원칙에 서명한 금융기관(signatory, 이하 서명기관)은 동 원칙에 따라 선박금융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후 리스크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해운업에 대한 친환경 투자를 유도하여
해운업의 탈탄소화(decarbonation)를 촉진시키고자 함
○ 2020년 12월 기준, 전세계 선박 금융의 1/3 이상(약 1,500억 달러)을 차지하는 20개
금융기관이 포세이돈 원칙에 서명함

쉎 뒤이어, 기후 관련 요소가 용선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용선주(charterer)가 용선 활동에
대한 기후연계성을 평가하고 이를 공개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해상화물헌장(Sea Cargo
Charter)이 수립됨 (2020년 7월)
○ 포세이돈 원칙과 비슷한 원리로, 해상화물헌장은 회사의 용선 활동이 IMO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해운업의 온실
가스 배출 감축을 유도함
○ Anglo American, Cargill Ocean Transportation, Dow, Norden, Shell 등 17개의 글로벌
기업이 해상화물헌장에 참여함

쉎 해운사, 조선사, 에너지 기업, 금융사, 규제기관 등 해운업 공급망 전반에 걸친 여러 주체는
탄소배출제로연대, 포세이돈 원칙, 해상화물헌장과 같은 국제 이니셔티브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
○ 이는 해운산업을 규제·관리하는 국제기구의 주도 아래,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운
업계가 추구하는 단일 목표(2050년까지 2008년 대비 온실가스 50% 감축)가 명확하게 제시
되어 있고, 민간 주도의 탄소배출제로연대가 출범함으로써 해운업 이해관계자 사이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될 수 있는 것에 기인함
○ 포세이돈 원칙과 뒤이은 해상화물헌장은 해운과 금융, 해운과 화물운송의 연계 지점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고려할 수 있는 공통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시도로, 국제사회는 이를
통해 해운 부문의 탄소 배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서도 기후변화 요소가 사업
활동에 고려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쉎 다음 장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해운업계의 여러 이니셔티브 중, 금융 부문에서 선박
포트폴리오의 기후연계성 평가에 대한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포세이돈 원칙을 보다 상세하게
다루고 그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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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세이돈 원칙의 주요 내용
쉎 포세이돈 원칙은 전세계 선박 금융기관(은행) 및 해운업 선도기업들의 참여와 세계해사포럼,
RMI(Rocky Mountain Institute), University College London Energy Institute의
지원·자문을 토대로 만들어진 프레임워크로, 금융기관이 선박 포트폴리오의 기후연계성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공개하는 기준을 제시함
쉎 포세이돈 원칙은 대출기관(lender), 관련 임대인(relevant lessor), 금융보증기관(수출신용기관
포함)에 적용가능하며, 크게 4개의 하위 원칙인 평가(Assessment), 신뢰성(Accountability),
이행(Enforcement), 투명성(Transparency)으로 구성됨
○ (기후연계성 평가) 서명기관은 선박금융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포세이돈 원칙의 기술지침(Technical
Guidance)에 따라 탄소집약도(carbon intensity)를 측정하고 매년 기후연계성을 평가함
- 해운회사는 선박의 연료유사용량, 운항거리 및 최대 흘수 중량톤(DWT)1)을 국제해사기구에
보고하고, 해당 데이터를 토대로 선박의 탄소집약도(AER)2)가 계산됨
- 포세이돈 원칙은 “탈탄소 경로(decarbonization trajectory)”3)라는 개념을 도입, 탈탄소
경로에 준하는 선박의 탄소집약도 수준과 실제 선박의 탄소집약도 일치 정도를 파악함
- 기후연계성(기후연계점수, climate alignment score)은‘선박의 유형 및 크기에 따른 탈탄소
경로’대비 ‘선박의 실제 탄소집약도’ 의 증감률로 표현됨
- 점수가 양인 경우, 해당 선박은 기준 대비 높은 탄소집약도를 나타내어(탈탄소 경로 상단에
위치) 기후변화 연계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며, 점수가 0이거나 음인 경우, 해당 선박은
기준점 이하의 탄소집약도를 나타내어(탈탄소 경로 하단에 위치) 기후변화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됨
- 금융 상품 혹은 포트폴리오의 기후연계성은 개별 선박에 대한 기후연계점수를 도출한 후
서명기관의 채무 잔고(debt outstanding)4)를 가중평균하여 산출
○ (신뢰성) 기후연계성을 평가하는 모든 단계에서 서명기관은 검증이 완료된 IMO의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포세이돈 원칙 사무국이 제공하는 탈탄소 경로 수치를 적용함
- 5,000톤 이상의 모든 국제 운송 선박은 IMO에 연료소비량, 운송 거리 및 시간 등의 데이터를
보고해야 하며, 이때 RO(Recognized Organizations, 검사대행기관)는 선박회사가 제출한
데이터가 IMO 규정에 부합하는지 검증한 뒤, 해당 데이터를 IMO에 제출함

1) DWT(Dead Weight Tonnage)는 선박이 운송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 적재능력을 나타냄
2) 포세이돈 원칙에서는 탄소집약도 지표로 운항효율지수의 하나인 AER(Annual Efficiency Ratio, gCO2/dwt-nm)을 사용함
3) 탈탄소 경로란 특정 시점에 선박에 요구되는 탄소집약도(이때 선박의 유형 및 크기가 고려됨)로, 2050년까지 2008년 대비 연간 온
실가스 배출을 최소 50% 절감한다는 IMO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박 1척이 1톤의 화물을 1마일 이동하는 데 방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양을 의미함. 기후연계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되는 탈탄소 경로는 포세이돈 원칙 사무국이 제시함
4) 기후연계성을 평가한 대상 연도의 12월 31일자 수치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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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세이돈 원칙에서는 서명기관이 선박회사로부터 직접 데이터를 전달받은 뒤 내부적으로
기후연계성을 평가하거나 독립성이 보장된 제3의 기관에 평가를 의뢰하는 것도 가능
○ (이행) 서명기관은 평가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고객사 및 파트너사와 협력하기로
하고, 동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표준 계약서 조항’을 포함하도록 함
○ (투명성) 포세이돈 원칙에 서명한 금융기관은 포세이돈 원칙 참여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이와 더불어 매년 포트폴리오의 기후연계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사무국에 보고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함
- 각 서명기관은 전년도를 대상으로 포트폴리오의 기후연계성을 평가한 결과와 제반사항을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사무국에 보고하고, 관련 내용을 자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함
- 포세이돈 협약 사무국은 모든 서명기관의 선박 포트폴리오 연계점수를 취합하여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개함5)

시사점
쉎 해운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금융기관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이니셔티브인 포세이돈 원칙은 IMO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탈탄소 경로)를 기준으로 선박
포트폴리오의 기후연계성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 포세이돈 원칙은 해운 부문의 강화된 온실가스 배출 규제와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탄소배출
제로선박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
- IMO는 선박 연료에 포함되는 황산화물(SOx) 함량 비중을 낮추고, 선박의 연비 및 배기가스 데이터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온실가스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규제를 강화해가고 있음
- 포세이돈 협약은 서명기관에 선박금융 포트폴리오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를 부여하여 친환경
선박 포트폴리오 구성을 유도하며, 이는 IMO의 환경 규제와 함께 해운 부문의 탈산소화를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포세이돈 원칙은 특정 산업 부문에 대한 금융기관 간 최초의 자발적 이니셔티브로, 해운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부문에서 역시 사업 활동과 친환경 금융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함

5) 포세이돈 협약 사무국은 ‘Poseidon Principles – Annual Disclosure Report 2020’를 통해 서명기관이 제출한 선박 포트폴리오의
기후연계 점수를 종합한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2020.12.16.). 금융기관의 선박 포트폴리오 기후연계점수의 평균은
+1.2%(-44.92%~+32%)로, 전체 15개 중 3개 금융기관의 선박 포트폴리오만이 IMO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준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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쉎 포세이돈 원칙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선박 관련 금융 상품,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후연계성을
평가하고 공개해야 하나, 동시에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운용하는 상품 및 자산군에
대한 기후 리스크를 내재화하여 관리할 수 있음
○ 해운회사는 포세이돈 원칙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아니나, 금융기관의 동 원칙 참여 확대로
인한 미래 자금조달 가능성 혹은 관련 리스크에 대비할 것이 요구됨

쉎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해운업계를 비롯한 여러 주체 간 협력이 국제사회에서는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해운조선업의 국제적 위상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련 업계의 참여 실적이 다소 소극적임
○ 세계 7위의 해운국(2020년 1월 기준)인 우리나라는 대외무역의존도가 크고(2019년 63.51%),
수출입화물의 선박 운송 비중이 99.7%로 매우 높아6)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해운업의 중요성이
상당할 뿐 아니라, LNG/LPG선, 대형컨테이너선과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기술경쟁력을
기반으로 세계 조선산업을 선도하고 있음
○ 그러나 해운업 및 연관 업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해운업에서는 HMM, 조선업에서는 대우조선해양만이 탄소배출제로연대에 참여 중이며7),
포세이돈 원칙에 서명하거나 서명 의사를 나타낸 국내 금융기관은 전무한 상황임8)
- 국내의 해운 금융은 공공부문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민간금융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9), 포세이돈 원칙과 같은 친환경 선박 금융에 대한 금융업계의 관심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해운조선업의 특성상 원활한 자금확보를 위한 파이낸싱 및 장기 자금 순환이 중요하고10),
탈탄소화 전략 이행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의 측면에서 포세이돈 원칙 대응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국내에서도 친환경 선박 금융에 대한 능동적 접근이 필요함

6) https://www.shipowners.or.kr:4432/about/industry.php (접속일: 2020.12.24.)
7) https://www.globalmaritimeforum.org/getting-to-zero-coalition/members (접속일: 2020.12.24.)
8) 윤석헌“국내 금융사, 포세이돈 원칙 대응해야”, 「팍스넷뉴스」, 2020.12.04
9) 이기환, 국내외 해양금융의 현황과 정책 방향, 「현대해양」, 2020.06.04.
10) 융합금융처, KOSME 산업분석 리포트-조선산업, 2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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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환경(E)･사회(S) 주주관여 현황 및
참고사례
임현경*

▶ 국내 책임투자활동은 초기 단계로써 기업지배구조를 중심으로 주주관여활동이 진행되고 있어, 환경･사회
영역으로 주주관여활동 확대 시 참고할 수 있는 국내외 사례를 소개함
▶ 향후 환경･사회 ‘성과’뿐만 아니라 ‘공시’의 측면에서도 주주관여 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이사회
차원에서 환경･사회 이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상과 연계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
요성이 있음
11)

배경
쉎 국민연금은 지난 2019년 11월 발표한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안)」에서 지배구조
(G) 중심의 기업과의 대화(Engagement) 전략을 환경(E), 사회(S) 영역으로 확대 및 내실화
하겠다는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음
○ 2021년까지 환경사회 요소의 중점관리사안 가이드라인을 마련 및 추진하겠다고 밝힘

쉎 또한 최근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선언 발표(2020.12.7.) 등으로 인해 기후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관련 주제에 대한 기업 모니터링을 할 필요성이 특히 높아짐
○ 참고로 국민연금은 AIGCC(Asia Investor Group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 관련
아시아 투자자 그룹) 회원기관으로 가입(2020.11.30.) 하는 등 내년부터 수탁자책임활동에
있어 적극적으로 환경 요소를 고려할 것으로 예상됨

쉎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과 정부의 정책 기조는 국내 자산운용사의 책임투자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향후 환경(E), 사회(S) 영역에 대한 주주
활동을 보완 및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본 동향에서는 국내 자산운용사의 환경사회 주주관여활동 현황과 참고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 KCGS 책임투자팀 선임연구원, 02-6951-3724, hkim@cg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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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산운용사의 환경･사회 주주관여활동 현황
쉎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지 1년 이상인 국내 자산운용사 35개사 중 주주관여 실적을 공개
하고 있는 15개사의 공개 내역을 확인한 결과 환경 또는 사회영역 관련 주주관여활동을
1건이라도 실시한 회사는 각각 4사 및 7사로 그 비중이 낮은 것으로 확인됨
○ 조사대상: 2020년 11월 30일 기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지 1년 이상인 국내 자산운용사
35개사 중 주주관여 실적을 공개하고 있는 15개사1)
○ 조사방법: 각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코드 참여 이후 시점부터 조사대상 시점인 2020년
11월 30일까지 홈페이지 공시 또는 수탁자책임보고서의 공개 내용을 통해 환경･사회 영역
관련 ①관여활동 횟수, ②주주서한, ③사례 등을 공개한 경우 환경･사회 관련 주주관여활동을
진행하였다고 집계함
○ 결과:
- 조사대상 15개사 모두 지배구조 관련 주주관여활동은 실시한 바 있으며, 환경 또는 사회
주주관여활동을 1건이라도 실시한 자산운용사는 각각 4사(25%) 및 7사(44%)로 확인됨
- 한편 환경 또는 사회 주주관여활동내역 사례를 상세하게 공개한 자산운용사는 각각 3사 및
5사로 확인됨
- 환경 이슈로는 기후변화 리스크, 환경사고가 제시되었으며 사회 이슈로는 안전사고, 담합,
공급망 인권, 협력업체 공정거래, 고용평등 등 비교적 다양한 주제가 제시되었음
<표 25> 자산운용사의 환경･사회 주주관여활동 보고 현황
구분

수

환경

4사

1) 엔에이치아문디자산운용(2018.12.28.)
-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1건)
2) 흥국자산운용(2018.04.02.)
- 환경 및 사회책임경영(FY2018: 6건, FY2019: 1건)*
3) 우리자산운용(2018.01.04.)
- 녹색기업 미지정 및 안전사고 사업장(1건)
4) 메리츠자산운용(2017.11.10.)
- 친환경 제품, 친환경 생산공정, 기타 환경 이슈(FY2018, 2건)
- 환경･사회 이슈 통합(FY2019, 19건)
*세부주제 확인 불가

7사

1)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2019.08.09.)
- 철강담합으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1건)
2) 엔에이치아문디자산운용(2018.12.28.)
- 산업안전시스템 개선(2건)
3)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2018.07.16.)
- 고용평등(1건), 협력사 안전 및 공장사고(2건)

환경･사회
주주관여
실적 有

사회

자산운용사

1) 주주활동(의결권, 주주관여활동) 실적 공개 기업은 35개사 중 17사이나, 이 중 멀티에셋자산운용은 주주관여활동을 0건으로 보고하
였으며, 한화자산운용은 관여활동을 진행하였음만 확인되어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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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

자산운용사
4) 흥국자산운용(2018.04.02.)
- 환경 및 사회책임경영(FY2018: 6건, FY2019: 1건)*
5) 우리자산운용(2018.01.04.)
- 사회영역 관여활동 4건(공급망 관리 관련 사례 1건)
6)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2018.01.02.)
- 철강담합으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1건)
7) 메리츠자산운용(2017.11.10.)
- 인적자원관리, 공정거래, 기타 사회관련 이슈(FY2018, 16건)**
- 환경･사회 이슈 통합(FY2019, 19건)***
*세부주제 확인 불가
**16건 중 1건(공장 가스 누출사고 건)에 대해 사례 공개
***19건 중 1건(협력업체 대금 지급 관련 논란)에 대해 사례 공개

환경･사회
주주관여 실적 無

8사

1)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2019.08.28.)
2) 유리자산운용(2018.11.19.)
3) 디비자산운용(2018.10.04.)
4) 미래에셋자산운용(2018.01.02.)
5) 케이비자산운용(2017.12.22.)
6) 트러스톤자산운용(2017.12.18.)
7) 브이아이자산운용(2017.11.01.)
8) 한국투자신탁운용(2017.07.19.)

출처: 각 자산운용사 홈페이지, KSC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기준일 : 2020.11.30.)
*괄호 안의 일자는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sc.cgs.or.kr) 게시일임

국내 자산운용사의 환경･사회 주주관여활동 사례
쉎 사례1: 메리츠자산운용2)(환경･안전사고, 지역사회 갈등)
1. 메리츠자산운용
주주관여 대상

SK머티리얼즈

주주관여 사유

SK머티리얼즈 영주 공장 가스 누출 사고 발생

주주관여 방법

서면 질의를 통해 기업의 대응방안 확인
<질의 내용>
1) 가스 누출 사고 관련 재발 방지 대책
2) 지역 경제 보상 방식

성과

회사의 신뢰할 수 있는 답변 및 개선책 확인
<요약>
1) 회사답변:
① 안전대책단 구성, 안전개선 대책 수립 및 실시
② 안전개선 작업에 대해 유관기관 및 주민대표/시민단체에 설명
③ 설비 안전개선 및 SHE(안전/보건/환경)관리 개선을 위한 TFT 조직
2) 애널리스트 의견:
① 재발방지 방안 설명 확인 및 주민대피훈련 실시 여부 확인
② 반기보고서 상 SHE실장(미등기임원)을 사고 이후 신규 선임하였음을 추가로 확인하였고, 인력
확충을 긍정적으로 판단함

출처: 메리츠자산운용, 수탁자 책임활동 연례보고서(FY2018) 사례 재구성

2) 메리츠자산운용은 2017년 11월에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였으며, FY2018과 FY2019 두 차례 수탁자 책임활동보고서를 발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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쉎 사례2: 우리자산운용3)(공급망 인권)
2. 우리자산운용
주주관여 대상

의류 업체(기업명 익명)

주주관여 사유

회사의 공급망 및 평판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판단
- B2C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 상대방에 대해 해외 공장의 노동자 인권보호 및 처우 개선 문제로
법적 대응 및 불매 운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바 있음

주주관여 방법

서면 질의를 통해 기업의 대응방안 확인
<질의 내용>
공급망 리스크 및 평판 리스크에 대한 회사의 입장 및 장기적 대응 계획

성과

회사의 신뢰할 수 있는 답변 확인
<요약>
1) 회사답변:
① 현지 노동법과 바이어 규정 이상으로 근로자 교육프로그램과 고충처리 채널 강화 및 시행 중
② 베트남 법인 이슈 관련 다방면으로 검토 중
2) 애널리스트 의견:
- 회사의 노동권 침해 예방 노력 지속 모니터링 예정

출처: 우리자산운용,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FY2019) 사례 재구성

쉎 사례3: NH아문디자산운용4)(기후변화 리스크)
3. NH아문디자산운용
주주관여 대상

기업명 익명

주주관여 사유

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업종으로 기후변화 리스크 존재
② 산업안전문제 노출도가 높은 업종으로 안전보건 리스크 존재

주주관여 방법

비공개 대화 진행
<질의 내용>
①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현황 및 계획
② 산업안전관리 수준 및 개선책

성과

회사의 신뢰할 수 있는 답변 확인
<요약>
1)회사답변:
①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 전담조직 보유
② 온실가스감축을 위해서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계획에 따라 진행 중
2)애널리스트 의견:
- 산업안전관리 담당자 부재로 향후 추가 질의 계획

출처: NH아문디자산운용, 수탁자 책임활동 보고서(FY2019) 사례 재구성

쉎 (요약 및 시사점)
○ 메리츠자산운용은 가스누출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 및 지역사회에 대한
보상방식 등을 질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회사의 공시 서류 등 대외적 공개 자료를 추가적으

3) 우리자산운용은 2018년 1월에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였으며, 2020년 2월 첫 수탁자 책임활동보고서를 발간함
4) NH아문디자산운용은 국민연금책임투자 위탁운용사로 2018년 12월 한국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하였으며 2020년 1월 첫 수탁자
책임활동보고서를 발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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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참고하여 관여활동 이후 조직의 실질적 변화 여부와 의지를 재확인하려고 노력함
○ 우리자산운용 사례는 공급망 내 인권 리스크를 다룬 경우로 사회책임경영의 범위가 공급망
전반으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적 추세를 고려해볼 때 참고하기 좋은 사례로 판단됨
○ NH아문디자산운용 사례를 통해 업종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기업의 리스크 대응 조직
및 계획을 모니터링 하는 경우를 살펴보았으며, 환경･사회 영역의 경우 업종별 리스크가 명확히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 사례와 같이 중점 대화영역 선정 시 업종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해외 자산운용사의 환경･사회 주주관여활동 사례
쉎 사례1: Federated-Hermes5)(근로자 안전보건)
1. Federated-Hermes
주주관여 대상

G4S(영국의 글로벌 경비업체)

주주관여 사유

근로자 사망건수가 높은 점이 발견되어 안전보건 이슈에 관해 개입 시작
(연차보고서 상 사망자 수: 2008년-54명, 2011년-76명)

주주관여 방법

지난 10년 간 지속적인 모니터링, 대화 진행 및 현장탐방
- 2008년과 2011년 높은 사망자 수치 관련 2009, 2011, 2012, 2015년에 선임사외이사, CSR
위원회 위원장, CEO, 안전보건 책임자 등을 통해 다음의 사항에 대해 질의 및 개선을 요구함
<질의 내용>
① (성과)안전보건 지표 성과, 안전보건프로그램 개설 경과 등
② (공시)CSR 데이터 수집의 강건성(robustness) 개선, 안전사고 공시 개선 등
- 2016, 2019년 Bridgend 감옥 현장방문을 통해 해당 이슈를 검토함

성과

회사의 신뢰할 수 있는 답변, 개선책 및 개선결과 확인
<요약>
1) 회사의 변화
① 2011년, CSR위원회를 감사위원회의 하위 위원회에서 이사회 위원회로 격상
② 2013년, 7개국에 도로 안전프로그램과 운전 집단 규칙(Driving Force Rule)을 시범도입하고
2014년에 해당 프로그램을 그 외 국가까지 모두 도입
③ 2014년, 이사회에 안전보건 성과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를 시작함
④ 2015년, LTI(Lost Time Injury, 근로손실재해율) 공시를 시작함
⑤ 2016년, CEO는 지역 담당자와 임원진들과 월간 성과 리뷰를 시작하였으며, 임원진은 사망사
고에 대해 24시간 이내 보고를 받는 방식으로 체계가 변경됨
⑥ 또한, 안전보건 자기평가를 리스크와 컴플라이언스의 일환으로 도입하였으며, 리더십 매니지
먼트 그룹에 안전보건 성과 목표를 도입함
⑦ 그 결과, 2017년 안전사고 지표가 크게 개선되었으며, LTI가 2015년 8.5에서 2019년 5.7
까지 크게 감소하는 등 성과가 개선됨
2) 애널리스트 의견:
- 업종의 특성상 안전사고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존재하므로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며, 외부 공격
으로 인한 사망사고 건수 및 안전사고 공시(지역별 분류, 선도적 안전보건 지표 추가)에 대해
추가적인 개선을 요구할 예정임

출처: Federated Hermes, EOS Case Study-G4S(2020.5.); G4S, 2016 CSR Report 사례 재구성

5) Federated-Hermes는 2020년 미국의 Federated사가 영국의 자산운용사인 Hermes를 인수하여 설립된 기관투자자로 UK SC
Tier1에 속하여 6,148억 달러를 운용함(2020.9.30.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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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Federated-Hermes는 2020년~2022년 환경 관련 관여활동 이슈로는 ①기후변화,
②천연자원, ③오염･폐기물･순환경제를 제시하였으며, 사회 관련 관여활동 주제로는
①윤리･문화, ②인적자원관리, ③인권･노동권을 제시하였음6)
- 특히, 각 주제별 기업에 대한 관여 목표뿐만 아니라 CDP, Climate Action 100+, 30%
Club, Workforce Diclosure Intiative 등 환경･사회 이니셔티브 참여 및 정책당국에
대한 관여활동도 제시함

쉎 사례2: Martin Currie7)(기후변화 이니셔티브 목표 준수에 대한 회사의 대응)
2. Martin Currie
주주관여 대상

네덜란드 소재 기업(기업명 익명)

주주관여 사유

기업의 온실가스와 ESG이니셔티브 관련 목표 및 달성과정에 대한 이해
① Science Based Target(기후변화 이니셔티브) 관련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관리하는지 확인
② 온실가스 및 그 외 ESG이니셔티브가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과 보상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
는지 확인

주주관여 방법

경영진과 대화
<질의 내용>
① ESG 목표와 관련하여 이사회와 경영진 차원의 역할에 대한 설명 요구
② ESG 목표가 어떻게 설정되고 기업 비즈니스 운영상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 설명 요구

성과

회사의 신뢰할 수 있는 답변 확인
<요약>
1) 확인 내역:
- 경영진의 장･단기 인센티브에 기후변화 관련 지표가 포함됨을 확인함
: 단기 인센티브로는 목표 달성 시 기본급의 25%에 해당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장기 인
센티브로는 성과(에너지･온실가스 효율성 향상 관련) 연동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
하고 있음을 확인함
2) 애널리스트 의견:
- 기업이 선도적으로 ESG에 대응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추가적으로 성과지표와 가중치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출처: Martin Currie, The Power of Engagement(Annual Report 2020) 사례 재구성

쉎 (요약 및 시사점)
○ Federated-Hermes
- Federated-Hermes는 G4S 업의 특성상 안전사고 리스크가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
고 10년 이상 주주관여활동을 진행해옴
- 이처럼 업의 특성상 특정 환경･사회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장기적 차원에서 기업을 모니터링하고 관여활동을 계획해야 할 필요가 있음

6) Federated-Hermes, 2020.2.,「EOS Engagement Plan(2020~2022)」
7) Martin Currie는 영국의 자산운용사로 UK SC Code Tier1에 속하며, 운용자산규모는 153억 달러로 확인됨(2020.9.30.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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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개선을 위해 CEO, 사외이사, CSR위원회 위원장, 안전보건 책임자 등 여러 고위급
인사와의 대화를 장기간에 걸쳐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그 결과 경영진･이사회가
해당 이슈를 정기적으로 보고 받고 성과리뷰를 하는 방식으로 보고체계가 변경됨
- 국내 기업의 관여활동을 확인해 보았을 때 개선책 및 성과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위 사례와 같이 공시수준 개선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 것임
- 관여활동은 개별 기업에 대해서 진행될 수도 있으나 Climate Action 100+ 등 다양한 환경･사회
국제적 이니셔티브들이 있으므로 해당 이니셔티브들에 참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음
○ Martin Currie
- 환경 또는 사회 이슈라 할지라도 지배구조 측면에서 접근하여 이사회 및 경영진의 성과 및
보상체계에 해당 이슈가 반영되어 있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리스크가 높은 문제적 기업에 대해 개선을 요구, 개선사항 제시 및 진행 상황을 측정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선도적 기업이 국제적 이니셔티브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관행을 이해하고 모범사례로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대화를 수행할
수도 있음

결론
쉎 국내 자산운용사의 주주관여활동은 기업지배구조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향후 환경･
사회 영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조사대상 기업 15개사 중 7개사만이 스튜어드십코드 최초 도입 이후 시점부터 현재
(2020.11.30.)까지 환경 또는 사회 주주관여활동을 한번 이상 진행한 것으로 확인됨

쉎 환경･사회 ‘성과’뿐만 아니라 ‘공시’ 수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 2019년부터 거래소 공시가 의무화된 기업지배구조 영역에 비해 환경･사회 공시는 표준화된
공시지표의 부재 등으로 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음
- 하지만 조사결과, 공시 수준 개선까지 지적한 국내 자산운용사는 없었음

쉎 환경사회 책임경영이 개선되고 전사적으로 강력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접근하여 이사회의 역할과 보상에 환경･사회 핵심요소가 연계되어 있는 지 등을 모니터링 해야 함
○ 국내 자산운용사에 비해 해외 자산운용사는 환경･사회 이슈에 대한 ‘이사회 차원의 책임’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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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기관투자자의 SRI 동향1)
쉎 최근 US SIF가 발표한 지속가능성 및 임팩트 투자 동향 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SRI
규모는 2020년 기준 16.6조 달러로 나타남
○ 이는 US SIF가 최초 조사를 시작한 1995년의 6,390억 달러와 비교하면 규모는 25배 이상
증가된 것이며, 연평균 14% 성장한 것임
<표 1> 미국의 SRI 규모(2005-2020)

(단위: 십억 달러)

연도

2005

2007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ESG요소 고려1
주주권 행사2
(중복자산)

$1,704
$703
($117)

$2,123
$739
($151)

$2,554
$1,497
($981)

$3,314
$1,536
($1,106)

$6,200
$1,716
($1,344)

$8,098
$2,558
($1,933)

$11,632
$1,763
($1,401)

$16,563
$1,980
($1,462)

총계

$2,290

$2,711

$3,069

$3,744

$6,572

$8,723

$11,995

$17,081

주1: ESG 요소 고려는 ESG통합, 포지티브 스크리닝/Best-in-Class, 네거티브 스크리닝/배제, 임팩트 투자, 테마별 지속가능 투자 등
의 ESG 요소를 반영한 투자전략을 의미함
주2: 주주권 행사는 주주 제안, 의결권 행사, 주주소송 등 ESG 이슈에 대한 가업과의 대화 방식을 의미함

출처: US SIF Foundation

쉎 투자자 유형별로 투자 결정 시 고려하는 ESG 영역별 자산규모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관
투자자(머니매니저, Money managers2))와 자산소유자 모두 동일하게 사회, 지배구조, 환경,
제품 영역 순으로 나타남
○ 지난 조사결과인 2018년도 비해 ESG를 고려하는 자산규모가 기관투자자와 자산소유자 모두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 영역의 경우 기관투자자는 49%,
자산소유자는 9% 증가함
<표 2> 투자자 유형별 고려하는 ESG 영역별 자산규모
구분

기관투자자

(단위: 십억 달러)

자산소유자

사회
환경

2018
$10,839
$10,764

2020
$16,134
$15,975

2018
$5,244
$3,493

2020
$5,737
$4,310

지배구조
제품

$10,144
$4,487

$15,967
$4,942

$3,453
$2,935

$3,858
$2,956

출처: US SIF Foundation

쉎 또한 투자자 유형별 고려하는 특정 ESG 요인을 살펴보면, 기관투자자는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이슈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자산소유자의 경우 테러리스트, 억압체제 등 분쟁 이슈가
주요 이슈로 응답됨
1) Report on US Sustainable and Impact Investing Trends 2020, US SIF, 2020.11.05
2) 보통 머니매니저란 미국 증권사가 증권사 내의 고객자산 전담 운용역을 부르는 용어로 투신운용사나 자산운용사는 고객 돈을 모아
펀드를 조성해 일괄 운용하는 펀드매니저와 달리, 고객 개인별 계좌의 돈을 증권사 본사의 별도 조직 내에 있는 운용 전문가가 관리
하는 것을 의미함(출처: 한국경제).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 머니매니저는 광의의 개념으로 개인 또는 기관 등 타인의 자금을 위탁받아
주식 등에 투자하는 기관투자자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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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관련 투자가 기관투자자와 자산소유자 모두가 주요하게 고려하는 이슈로
꼽혔으며, 지속가능한 자원조달 및 농업, 이사회 이슈 등 사회 및 지배구조 영역의 이슈도
공통적으로 고려하는 ESG 요인에 포함됨
<표 3> 투자자 유형별 고려하는 주요 ESG 요인
기관투자자
순위

(단위: 조 달러, %)

자산소유자

이슈

규모

‘18년대비
증감률

이슈

규모

‘18년대비
증감률

1
2
3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반부패
이사회 이슈

$4.18
$2.44
$2.39

39%
10%
66%

분쟁 이슈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담배

$2.73
$2.61
$2.47

-8%
17%
-3%

4
5

지속가능한 자원조달/농업
임원 보수

$2.38
$2.22

81%
122%

이사회 이슈
지속가능한 자원조달/농업

$2.28
$2.18

32%
95%

출처: US SIF Foundation

쉎 한편, 투자 프로세스에 ESG 요소를 통합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복수 응답으로 인해
응답자와 자산규모에 따른 동기 순위가 차이가 발생함
○ (응답자) 기관투자자의 경우 설문에 참여한 총 113개의 기관 중 84%가 리스크 완화를,
자산소유자는 총 65개 기관 중 94%가 사명(Mission)을 가장 큰 동기로 꼽았음
○ (자산규모) 자산 규모 측면에서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고객의 요구 대응(3조 5,690억 달러),
자산소유자는 리스크 완화(910억 달러)가 ESG 통합을 고려하는 가장 큰 규모로 나타남

쉎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서 2018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149개 자산소유자 및 56개 자산
운용사를 조사한 결과, 제출된 주주제안의 주요 ESG 이슈는 기업의 정치적 지출과 로비 활동에
대한 공시 및 관리로 해당 기간 동안 270건의 주주제안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됨
○ 그 외의 주주제안 주제로 노동 관행이 228건, 기후변화가 217건 등으로 나타나, 지배구조
이외에 사회, 환경 문제에 대한 주주제안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임
<그림 1> 주주제안이 제기된 ESG 이슈 현황(2018-2020)
2018

2019

2020
270

Corporate Political Activity

228

Labor &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217

Climate Change/Carbon

173

Executive Pay

167

Independent Board Chair

157

Special Meetings

142

Written Consent

131

Human Rights

120

Board Diversity

106

Proxy Access
0

50

출처: US SIF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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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美 상장사, 규정 개정으로 연차보고서에 인적자본 관리 정보 공시해야
쉎 최근 수년간 기관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는 대형 기관투자자들의 주도로 기업들의 인적자본
관리 현황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COVID-19로 인해
더욱 증대되었음
○ (BlackRock) 블랙록은 ‘2020년 주주관여 우선순위3)’에서 “대부분의 기업이 근로자를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므로, 우리는 이사회가 인적자본 관리 전략을 감독하도록 요구한다.
기업의 인적자본 관리 현황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 역할이 공시되지 않을 경우 블랙록은 관련
위원회 혹은 최선임 비집행이사4)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밝힘
○ (State Street)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2021년부터 피투자회사에 인종 다양성에 관한 리스크,
목표와 전략 등, 그 중에서도 특히 이사회와 글로벌 근로자의 다양성을 측정할 기준 및 이사회의
다양성 및 포용(inclusion)에 대한 감독 시행 방안을 주주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함
○ (Vanguard) 뱅가드의 ‘2020년 투자 수탁자 책임 보고서5)’에서는 ESG 관련 리스크가 기업의
장기적 가치에 악영향을 끼치고 투자자에게 재무적 리스크를 안길 수 있으므로 이사회는
리스크가 지배구조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한다고 밝힘

쉎 2020년 8월 26일, 美 SEC는 정보공개 효율 이니셔티브6)의 일환으로서, 기업 정보 공시를
현대화, 고도화하기 위한 미국증권거래법에 따른 상장규칙7)의 최종 개정안을 발표함8)
○ 상장규칙 항목 중 101(a), 101(c), 103, 105를 개정하였으며, 101은 사업 현황, 103은
법적 절차, 105는 위험 요인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는 조항임
○ 이 중에서 101(c)의 개정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해당 개정안은 발행회사의 사업 이해에 필요한
수준(material to an understanding)까지 발행회사의 인적자본에 대해 기술하도록 함
○ 발행회사는 연차보고서9) 및 유가증권신고서10)에 해당 내용을 공시하여야 함
○ 최종 개정안은 2020년 11월 9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3) 2020 Engagement Priorities
4) the most senior non-executive director
5) Investment Stewardship 2020 Annual Report
6) Disclosure Effectiveness Initiative
7) Regulation S-K
8) https://www.sec.gov/news/press-release/2020-192
9) Form 10-K
10) Registration Stat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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쉎 새로운 제도는 원칙에 기초한 접근법을 사용하며, 인력의 유치, 개발 및 유지에 관한 조치
또는 목표를 기업의 사업 및 인력 특성에 따른 중요한 사안으로 취급함
○ 과거 인적자본 공시 규정에서는 근로자 수만이 의무 공시 대상이었으나, 사업 정보공개를
확장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한 가치의 원천인 인적자본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요구함
○ 기업은 성과 및 장기적 가치 창출을 이끄는 인적자본 목표를 파악하고, 진전 사항을 일관성
있게 측정할 방법을 고안하고 수집된 정보가 조직 내부에서 어떻게 사용될지 결정해야 함
○ 또한 기업은 인적자본 관리를 감독하는 이사회 혹은 위원회 구성원의 자격과 개별 역할을
결정하고, 주주관여와 정보 공개를 통해 인적자본 관리를 위한 노력에 대해 소통하는 방식을
정할 필요가 있음

쉎 본 개정안에 대비하여, 기업들이 자사의 중요성 평가에 따라 주안점을 두고 정보를 공시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음
○ (다양성 및 포용) 다양한 지원자 혹은 기업 파트너의 모집 및 보유와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이니셔티브, 다양한 근로자를 지원해 주고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는 프로그램 등
○ (인력 보상 및 형평임금) 인센티브 구조 혹은 내부 보수하한 설정 등과 같은 기업 차원의
프로그램 설계 및 실행, 성별 및 다양성 형평임금을 장려하는 노력 등
○ (인재 유치 및 유지) 경영권 승계, 인력 구성과 수요 현황 파악, 근로자의 모집 및 보유와
관련된 경쟁적 현황 등
○ (근로자 관여 및 복지) 근로자 만족 및 관여 설문조사 시행, 근로자 복지 프로그램과 건강
및 안전 조치 시행 등
○ (인력 개발 및 훈련) 근로자 훈련에 대한 투자, 성과 검토, 전문성 및 리더십 개발 등
○ (사내문화) 복무규정 준수를 위한 내부 통제, 기업의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에 인적자본 관리
리스크 통합
○ (감독 및 지배구조) 기업의 인적자본 관리 방법, 이사회의 인적자본 관리 감독 등

쉎 인적자본 관리 정보공개를 검토함으로써 기업들은 자사 인적자본 관리의 다양한 측면을 점검
할 수 있음
○ 모든 정보 혹은 노력이 사업의 전반적 이해에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심을 끄는 정보가 있을 수 있음
○ 이와 같은 정보는 참고서류(proxy statement),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및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으나, 정보의 일부를 단편적으로 검토하여 공시하는 것이
더 까다롭기에 숙고하여 철저한 계획을 세울 것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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