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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 관련 주주제안 가결 해외 사례
오 윤 진 선임연구원 (shining5@cgs.or.kr)

▶ 2017년 5월 미국 정기주주총회 시즌에는 기후 변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의식으로 인
하여 과거 그 어느 해보다도 기후 변화 관련 주주제안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 특히, Occidental Petroleum, PPL, ExxonMobil의 정기주주총회에서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주주제안
안건이 각각 67.3%, 56.8%, 62.1%의 찬성률을 기록하며 가결, 승인되었음
▶ 이러한 주주제안 안건의 가결과 승인에는 파리 기후 협약과 글로벌 기후 변화 이슈가 지닌 영향력과
중요성의 증대,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 및 주요 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남

기후 변화 관련 주주제안 현황: 2017년 미국 정기주총 시즌
쉎 2017년 5월 미국 정기주주총회 시즌에는 기후 변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의식으로 인하여 과거 그 어느 해보다도 기후 변화 관련 주주제안이 활발하게 이루어짐1)
○ 기후 변화 관련 주주제안(기업이 기후 변화와 연관된 리스크 요인들을 측정, 평가하여 외부에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에 대한 투자자들의 평균 지지율은 2011년 7%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에는 43%로 6배 이상 증가하였음2)
○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최초로 정기주주총회에서 기후 변화 관련 주주제안이 과반이 넘는
찬성표를 획득하여 가결되는 사례가 나타났다는 것임

쉎 본 동향에서는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주주제안 안건이 가결되었던 3개사
(Occidental Petroleum, PPL, ExxonMobil)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1) EY Center for Board Matters, 2017.6, “2017 proxy season review”
2) 각주 1)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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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 Occidental Petroleum
쉎 2017년 5월 12일, Occidental Petroleum의 주주들은 경영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자본시장 역사상 최초로 기후 변화가 기업 활동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들을 분석하여 외부에
공시하도록 기업에 요구하는 주주제안 안건을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 가결하였음
○ 이 주주제안은 정기주주총회에서 67.3%의 찬성률을 기록, 가결되었으며, 작년에도 유사한
주주제안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당시에는 약 42%의 찬성률을 기록하였음

쉎 주주제안 안건은 CalPERS를 비롯한 다수의 기관투자자 연합에 의해 발의, 상정되었으며,
회사가 파리 기후 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3)에 근거하여 기후 변화의 장기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 포트폴리오를 분석, 평가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에 대해 경영진은 이미 저탄소 경제 관련 리스크를 구체화하여 사업전략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반대표를 행사하도록 주주들에게 권고하였음

쉎 이 주주제안의 가결 과정에는 Occidental Petroleum의 대주주인 BlackRock의 지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됨
○ BlackRock은 기후 변화 이슈와 관련하여 작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에 반대표를 행사
하였으나 올해는 찬성 의사를 표명하였음
○ BlackRock은 기후 변화 이슈에 대한 회사의 대응이 부족하였다는 점, 전년도에 유사한 주주
제안이 정기주주총회에 상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회사의 기후변화 관련 보고의
개선 노력이 미흡하였다는 점을 주주제안에 찬성한 사유로 언급함

사례 2 - PPL
쉎 2017년 5월 17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에 위치한 전력 회사인 PPL의 정기주주총회에서 파리
기후 협약으로 인한 공공 정책의 변화와 기술의 진보가 사업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하여 외부에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주주제안 안건이 상정되었음
○ 이 주주제안 안건은 주주총회에서 56.8%의 찬성률을 기록하며 가결되었으며, 이는 미국
전력회사 최초로 정기주주총회에서 기후변화관련 주주제안 안건이 가결, 승인된 사례임

쉎 주주제안 안건은 파리 기후 협약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하여 회사가 사업 상 직면할
수 있는 기회와 위험 요소들을 분석, 이를 전사적으로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에 대해 PPL의 경영진은 현재 ‘전력의 분배’가 회사의 주요 사업 부문이며 ‘전력의 생산’과

3) 산업화 이전 시기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섭씨 2도 미만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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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사업 부문의 비중은 미미하다는 점, 회사가 다양한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주주제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불참 혹은 기권할 것을 주주들에게
촉구하였음

쉎 이 주주제안은 6000만 달러에 이르는 PPL 주식 150만주를 보유한 연기금 주주인 New
York State Common Retirement Fund가 주도하여 마련되었으며, 다수의 기관투자자들의
지지와 호응에 힘입어 최종 가결되었음

사례 3 - ExxonMobil
쉎 2017년 5월 31일, 글로벌 석유 기업인 ExxonMobil의 정기주주총회에서 파리 기후 협약의
주요 합의 사안들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외부에 공시하도록 회사 측에 요구하는 주주제안
안건이 약 62.1%의 찬성률을 기록하며 가결되었음
○ 작년 ExxonMobil의 정기주주총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주주제안 안건이 상정되어 약 38%의
찬성률을 기록하였는데, 대형 기관투자자이자 주요 주주인 Vanguard와 BlackRock이 당시
주주제안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하여 최종 부결되었음

쉎 Church Commissioners, New York State Common Retirement Fund 및 CalPERS
등을 포함한 다수의 기관투자자들에 의해 제기된 주주제안 안건은 파리 기후 협약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이행 계획이 사업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이를 공시하도록 회사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주주제안에 대해 회사 측은 글로벌 기후변화 이슈가 사업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이미 회사 내부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본 안건에 반대할 것을 주주들에게 권고하였음

쉎 이 주주제안 안건의 가결과 승인 과정에서, ExxonMobil의 주요 주주인 BlackRock과
Vanguard, State Street가 주주제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하였던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됨
○ BlackRock, Vanguard, State Street는 미국 에너지 산업의 최대 기관투자자들이며
ExxonMobil의 주요 대주주들로서, 정기주주총회 개최 당시 세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한
ExxonMobil의 지분은 총 18.1%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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