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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분류체계(EU Taxonomy) 논의 동향
임 선 영*

▶ EU 분류체계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판별하는 수단으로 저탄소,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에
자금이 흘러가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됨
▶ EU 분류체계 규정에 따르면 어떤 경제활동이 기술선별기준에 부합하여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를 달성하는
데 상당 수준 기여하고, 다른 환경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준수하는 경우, 해당 경제활동이 분류체계에 부합(taxonomy-aligned)하는 것으로 간주됨
▶ 기업과 금융시장 참가자는 EU 분류체계를 기업의 경제활동, 투자 포트폴리오에 적용하고 분류체계에
부합하는 매출액 비중 또는 투자 비중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정보를 공개할 것이 요구됨
1)

EU 분류체계(EU Taxonomy) 도입 배경
쉎 (지속가능금융 추진) 경제, 사회,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유럽연합은 2015년 파리
협정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채택 이후 유럽의 경제체제를 저탄소, 지속가능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한 금융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속가능금융(sustainable finance)을 추진
하기로 함1)
○ 2030년까지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6.3조 유로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2)됨에
따라 파리협정 및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자본(특히 민간 자본) 전환의
필요성과 함께 지속가능금융3)이 대두됨
○ 유럽위원회는 ‘지속가능금융에 대한 고위급 전문가그룹(High-Leve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을 구성하여 지속가능금융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검토함

쉎 (지속가능금융 확대를 위한 행동계획 수립) 지속가능금융에 대한 전문가그룹의 제언4)을 토대로
유럽위원회는 지속가능금융의 확대를 위한 10가지 행동계획을 담은 정책문서(지속가능금융

* KCGS 분석1팀 연구원, 02-6951-3904, lsy@cgs.or.kr
1) European Commission(2016),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Next Steps for a Sustainable European Future - European Action for Sustainability
2) OECD(2017), Investing in Climate, Investing in Growth
3) 지속가능금융은 환경부하를 줄이고 사회적, 지배구조적 요인들을 고려하는 동시에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금융임.
(https://ec.europa.eu/info/business-economy-euro/banking-and-finance/sustainable-finance_en (접속일: 2020.6.22.))
4) EU High-Leve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2018), Financing a Sustainable European Economy, Fin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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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계획)5)을 발표함
○ 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은 지속가능성과 금융을 연계하는 포괄적인 전략을 다루고 있으며,
EU 분류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10개 행동계획 중 가장 첫 번째로 포함됨 <표 1>
- EU 분류체계는 공적금융과 더불어 민간금융에서 금융의 흐름이 EU의 환경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활동(environmentally sustainable
activities)의 의미를 규정하고 그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
<표 1> EU 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의 10개 항목과 EU 분류체계 관련 세부 추진 계획6)
목적

행동계획
1

지속가능 활동을 정의하기 위한 EU 체계 구축

1.1 기후변화와 환경･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활동을 정의하는 분류체계 수립 제안 2018.2분기
지속가능
경제로의
자본 유도

금융
리스크 관리
투명성 및 장기적
시각 제고

1.2 ‘감축 활동’을 정의･분류하기 위한 전문가 보고서 작성

2019.1분기

1.3 ‘적응 활동’과 ‘기타 환경관련 활동’을 정의･분류하기 위한 전문가 보고서 작성 2019.2분기
2

녹색금융상품의 표준과 라벨 구축

3

지속가능 사업에 투자 확대

4

투자자문 활동에 지속가능성 통합

5

지속가능성 벤치마크(지수･지표) 개발

6

시장조사･평가에 지속가능성 통합방안 개선

7

기관투자자와 자산운용사의 의무 규정

8

건전성 감독기준(prudential requirements)에 지속가능성 통합

9

지속가능성 공시 및 회계 규정(accounting rule-making) 강화

10

기업 지배구조에 지속가능성 강화 및 자본시장의 단기적 성향 개선

쉎 한편, 2019년 12월 유럽위원회는 2050년까지 EU 내 탄소 순(net) 배출량을 ‘0’으로 감축
하겠다는 탄소중립(carbon neutral) 목표와 저탄소-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성장
전략을 담은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한 바 있음
○ 유럽그린딜은 에너지, 산업 및 순환경제, 건축, 수송, 친환경 농식품, 생물다양성, 오염물질을
주요 정책 분야로 설정하고 분야별 대응 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 2020년 1월, 유럽그린딜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 마련 수단으로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EGDIP,
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 또는 SEIP, Sustainable Europe Investment
Plan)’7)이 발표됨
○ 이와 더불어 유럽위원회는 유럽그린딜 로드맵을 반영하여 기존의 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을

5) European Commission(2018),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Action Plan: Financing Sustainable Growth
6) 송지혜(2019), 지속가능금융 정책 현황과 시사점: EU 사례를 중심으로, 대회경제정책연구원 재인용 및 재구성
7) European Commission(2020),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Sustainable Europe Investment Plan - 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

PARLIAMENT,
THE REGIONS

PARLIAMENT,
THE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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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할 계획으로, ‘수정된 지속가능금융 전략(Renewed sustainable finance strategy)’을
올해 가을경 발표할 계획임

논의 경과
쉎 (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 1)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에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첫
번째 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은 지속가능 활동을 정의하는 분류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 이와 관련, 지속가능 경제활동의 분류체계에 관한 법안 상정과 기술자문단 구성, 그리고
자문단의 분류체계에 대한 권고안 작성이 요구됨 <표 1>

쉎 (제도화) 행동계획 1의 일환으로 2018년 5월, 유럽위원회는“지속가능한 투자 촉진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에 관한 규정안”8) 을 상정함
○ 동 법은 별도의 국내 입법절차 없이 EU의 모든 회원국 및 유럽연합 소속 당사자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규정(regulation) 수준으로9) EU 분류체계의 제도적 토대가 됨
○ 유럽위원회의 EU 분류체계 규정(Taxonomy Regulation, TR)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조건과 환경목표 등을 설정하고 있음
-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활동이 ⅰ)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environmental objectives)를 달성하는 데 상당 수준 기여하고, ⅱ) 다른 환경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Do no significant harm, DNSH), ⅲ)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social safeguards)를 준수하며, ⅳ) 기술선별기준(technical screening criteria,
TSC)에 부합하여야 함
- 지속가능한 경제활동과 연관되는 환경목표로는 ①기후변화 완화, ②기후변화 적응, ③수자
원과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호, ④순환경제로의 전환 ⑤오염 방지 및 관리,
⑥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호 및 복원, 6가지가 제시됨(2019년 12월 합의문 기준)
- 경제활동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기술선별기준(TSC)을 통해 이루어지고, 상기
네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분류체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함

쉎 (TEG) 아울러 2018년 7월, 유럽위원회의 EU 분류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사회, 학계,
기업 및 금융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35명으로 이루어진 지속가능금융에 대한 기술
전문가그룹(Technica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 이하 TEG)이 구성됨
○ TEG는 분류체계 규정을 기반으로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 및 적응(adaptation)과 관련

8) European Commission(2018),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establishment of a framework to facilitate sustainable investment
9) 송지혜(2019), 지속가능금융 정책 현황과 시사점: EU 사례를 중심으로, 대회경제정책연구원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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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제활동의 유형과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받고10), 중간보고(2018년 12월,
2019년 6월)와 두 번의 피드백을 거쳐 2020년 3월, EU 분류체계에 관한 최종보고서11)를
작성하여 발표함
- TEG는 최종보고서를 통해 분류체계의 전반적인 구성, 분류체계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 기후변화 완화･적응에 상당 수준 기여하는 경제활동을 판별하는 기술선별기준 등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함

쉎 (향후 일정) 2019년 12월,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유럽위원회가 제안한 EU 분류체계 규정에
합의(political agreement)하였고 입법 절차가 완료되면, 위임입법(delegated acts)의 형태로
실제 분류체계가 수립됨12)
○ 유럽위원회는 TEG 권고사항을 토대로 개별 환경목표에 대한 기술선별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위임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지속가능성에 관한 공통의 기준을 제시할 예정
-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대한 상세 기준은 2020년 내 마련되어 2021년 적용됨
- 나머지 4개 부문에 대한 상세 기준은 2021년 내 마련되어 2022년 적용됨
○ TEG 활동기간이 만료되는 2020년 9월 이후에는 ‘지속가능금융에 관한 국제 플랫폼’이 그
역할을 대체함
<표 2> EU 분류체계 논의 경과
시기
2018년 3월

정책프레임워크
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 발표

2018년 5월
2018년 7월

EU 분류체계 규정
법안 발의

TEG 설립
피드백보고서 발표
및 1차 피드백 실시
중간보고서 발표
및 2차 피드백 실시

2018년 12월
2019년 6월
2019년 12월
2020년 1월
2020년 3월

기술전문가그룹

유럽그린딜 발표
유럽그린딜 투자계획 발표

유럽 이사회 및 의회 합의
TEG 최종보고서 발표

2020년 가을
수정된 지속가능금융 전략 발표
~2020년 12월 31일
기후변화 관련 선별기준 마련
재무/비재무 정보공개
~2021년 6월 1일
의무사항 설정
~2021년 12월 31일
기후변화 외 선별기준 마련

지속가능금융에 관한 국제
플랫폼 대체 (2020.10~)

10) TEG는 이밖에도 EU 녹색채권 표준, 기후변화 투자 벤치마크 관련 방법론, 기업 지속가능성 및 기후 관련 공시를 위한 지표 개발과
같은 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의 이행을 지원함
(https://ec.europa.eu/info/publications/sustainable-finance-technical-expert-group_en)(접속일: 2020.6.22.)
11) EU Technica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2020), Taxonomy: Final report of the Technica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
12) https://ec.europa.eu/info/publications/sustainable-finance-teg-taxonomy_en (접속일: 20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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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분류체계 적용13)
쉎 EU 분류체계 규정에 따르면, 분류체계를 사용하는 주체는 1) 기업, 2) 금융시장 참가자(financial
market participants), 3) 유럽 연합 및 회원국으로 구분됨
○ (기업) NFRD(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에 의거하여 비재무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기업은 EU 분류체계를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정보를 공개해야 함
- 비금융사의 경우, 기업은 경제활동(자산 단위, 프로젝트 단위)을 바탕으로 ‘분류체계에 부합
하는 매출(revenue) 비중, 자본적 지출(CAPEX) 또는 운영 지출(OPEX)’을 공개해야 함14)
○ (금융시장 참가자) 녹색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금융시장 참가자 역시 EU 분류체계를 준수하여
정보를 공개할 것이 요구됨
- 금융시장 참가자는 개별 상품과 연관되는 환경 목표, 분류체계의 적용 범위, ‘분류체계를
준수하는 투자자산의 비중(%)’을 공개해야 함

쉎 (분류체계 적용 5단계) TEG는 특정 주체가 아닌 경제활동을 기반으로 분류체계 적격 여부를
평가하고, 이때 아래 5단계를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음
○ (1단계) 먼저, 평가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제활동(또는 금융상품에 포함되는 활동)을 분야별로
구분하고, 이를 매출 또는 CAPEX(OPEX) 단위로 나타냄
○ (2-3단계) 개별 활동에 해당하는 기술선별기준(2단계) 및 DNSH 기준(3단계)을 확인함으로써
해당 활동이 ‘상당 수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동시에 다른 환경목표에도 해를 주지 않음’
을 확인함
- TEG는 유럽표준산업분류(NACE)를 기반으로 분류체계 규정의 6가지 환경 목표 중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과 관련된 70개, 68개의 활동을 구분하고15) 각 활동에 대한 기술선별기준과
DNSH 기준을 명시한 바 있음
○ (4-5단계)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분류체계에 부합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수치를 도출함
- 기업은 경제활동에 EU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전체 매출 중 분류체계에 부합하는 매출의
비중(%)을 계산함
- 금융사는 포트폴리오에 EU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 중 분류체계에
부합하는 투자의 비중(%)을 계산함

13) EU 분류체계 규정과 TEG 보고서를 참고하여 구성함
14) 금융사는 기업 활동이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분류체계에 부합하는지를 설명해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유럽위원회는 EU 분류
체계 구축에 따른 금융사와 비금융사 정보공개 의무 적용 방안에 대한 위임법률을 채택할 예정임(<표 2> 참고)
15) <표 3> 참고. 활동별 상세 기준 및 방법론은 TEG 최종보고서-부록을 통해 확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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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TEG)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NACE
대분류

임업

농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활동

완화 적응

NACE
대분류

활동

완화 적응

신규조림

✓

✓

바이오에너지 열병합발전

✓

✓

산림복원

✓

태양열 냉난방

✓

✓

재조림

✓

지열 냉난방

✓

✓

기존 산림 관리

✓

가스 냉난방

✓

✓

산림 보전

✓

✓ 전기, 가스,
✓
증기 및
공기조절
✓
공급업
✓

바이오에너지 냉난방

✓

✓

다년생 작물 재배

✓

✓

폐열 냉난방

✓

✓

비다년생 작물 재배

✓

✓

집수, 처리, 공급

✓

✓

가축 생산

✓

✓

중앙집중식 폐수처리

✓

✓

저탄소 기술 제조

✓

✓

하수 슬러지 혐기성 소화

✓

✓

시멘트 제조

✓

✓

비유해 폐기물 분리수거 및 운송

✓

✓

알루미늄 제조

✓

✓

✓

✓

철강 제조

✓

✓

✓

✓

수소 제조

✓

✓

✓

✓

기타 무기질 기초 화학물질 제조

✓

✓

✓

✓

기타 유기질 기초 화학물질 제조

✓

✓

대기 중 이산화탄소 직접 포집

✓

✓

비료와 질소화합물 제조

✓

✓

인위적 배출가스 포집

✓

✓

유기성 폐기물 혐기성 소화
상하수도,
유기성 폐기물 퇴비화
폐기물 및
비유해 폐기물 물질 회수
복원업
매립 가스 포집 및 활용

원료 플라스틱 제조

✓

✓

이산화탄소 수송

✓

✓

태양광 발전

✓

✓

포집된 이산화탄소 영구 격리

✓

✓

태양열 발전

✓

✓

철도 여객 운송

✓

✓

풍력 발전

✓

✓

철도 화물 운송

✓

✓

해양에너지 발전

✓

✓

대중교통

✓

✓

수력 발전

✓

✓

저탄소 교통 인프라(육상)

✓

✓

지열 발전

✓

✓

승용차와 상용차

✓

✓

가스 발전

✓

✓

도로 화물 운송서비스

✓

✓

바이오 에너지 발전

✓

✓

도시 간 정기 버스 운송

✓

✓

송배전

✓

✓

수상 여객 운송

✓

✓

전기 저장

✓

✓

수상 화물 운송

✓

✓

열에너지 저장

✓

✓

저탄소 교통 인프라(수상)

✓

✓

수소 저장

✓

✓

데이터 처리, 호스팅, 관련 활동

✓

온실가스 감축 데이터 기반 솔루션

✓

건물 신축

✓

✓

건물 개조

✓

✓

개별 조치 및 전문 서비스

✓

매입 및 소유

✓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바이오연료
제조

✓

✓

가스 공급 네트워크 개보수

✓

✓

지역난방/냉방

✓

✓

히트펌프 설치 및 운영

✓

✓

태양열 열병합발전

✓

✓

지열 열병합발전

✓

✓

가스 열병합발전

✓

✓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건축,
부동산,
건물
금융 및
보험

손해보험

전문적,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엔지니어링
과학적,
활동 및 관련 기술 컨설팅
기술적 활동

✓
✓

출처: EU Technica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2020), Taxonomy Report: Technical Ann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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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쉎 EU 분류체계는 민간 자본의 흐름을 저탄소 지속가능발전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규명하려는 시도로서 EU 내에서는 일종의
정보공개(disclosure) 관련 규제로 작용하게 됨
○ CBI(Climate Bonds Initiative),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등에서
녹색금융 및 녹색분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반면, EU 분류체계는 유럽 연합의 적극적인 의지로 규제가 제도화되고 있고 기업 및 금융시장
참가자에게 부과되는 정보공개 의무로 인해 그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EU 분류체계가 제도화됨에 따라 관련 법･제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EU 내 시장 주체는
향후 새로운 형태의 정보공개 요구에 직면함
-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이어 나머지 4개 환경목표에 대한 기술선별기준이 모두 채택되는
2022년 이후에는 기업과 금융시장 참가자 모두 분류체계를 적용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함
- EU에서 활동하는 국내 기업 역시 분류체계 적용을 위한 정보공개 요구에 대비해야 함

쉎 EU 분류체계 규정에 의거하여 기업 및 금융시장 참가자는 경제활동이 환경목표에 상당 수준
기여하는지를 검토한 뒤 DNSH 기준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함
○ 다른 환경 목표에의 피해 여부 및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업 내부의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역량이 증대될 수 있음

쉎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외적으로 환경사회적 요인을 고려한 ESG 투자가 확대되고 지속가능
금융 및 그린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바, 향후 EU 분류체계를 적용한 정보공개는 ESG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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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이즌필16)의 귀환17)
쉎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최근 미국에서 기업들이 포이즌필을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세계에서 확산되던 시기인 올해 2월 말에서 3월 초 경, 주가가 급락하고
주식시장 변동성은 매우 커짐
- 항공사 등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현금흐름과 수익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었으며, 급격하게 높아진 주식시장 변동성으로 인해 주가가 개별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계속기업가치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을 야기함
○ 주가 급락은 헤지펀드가 기업들을 인수 타겟으로 삼거나 경영에 간섭하기에 비교적 용이한
조건을 형성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으로 많은 기업들이 실제 기업 인수 시도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포이즌필을 서둘러 도입함
- 2019년말 기준으로 S&P 500 기업 중 25개 기업만이 포이즌필 제도를 도입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지난 3월 2일부터 다양한 산업군18) 내 45개의 기업이 포이즌필 도입을
선언한 점은 매우 이례적으로 볼 수 있음
○ 최근 연구19)에서는 기업이 시장 가치 하락 이후 포이즌필을 도입하는 경향이 있음이 밝혀졌으며,
이는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 포이즌필 도입 기업의 급격한 증가와 맥락을 같이함

쉎 한편, 포이즌필이 실제로 주주 가치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학계에서 그간 논란이
있어왔는데, Eldar와 Wittry(2020)는 2020년 3월부터 포이즌필을 새롭게 도입한 기업들의
산업군을 (코로나) 위기에 대한 노출도(Low-to-high exposure)20)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포이즌필 도입 후 시장가치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함
○ 전체 샘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업들은 대체로 주가수익률 하락 이후 포이즌필을 도입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도입 이후 주가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음

16) 포이즌필은 주로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가 발생했을 시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월등히 낮은 가격으로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권
리를 부여함으로써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자의 지분 확보에 큰 경제적 부담을 안기는 경영권 방어수단을 이름(Dawson et al.,
1987)
17) The Return of Poison Pills: A First Look at “Crisis Pills”,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2020.5.6.
18) Occidental Petroleum(석유화학), Groupon(e-커머스), Barnes & Noble(서점), Hilton(호텔), Spirit Airlines(항공사) 등
19) The Insignificance of Clear-Day Poison Pills, Catan, 2019. The Journal of Legal Studies
20) 항공사와 같은 산업군의 기업들은 코로나 위기로 인해 부정적인 충격(negative shock)을 받아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경영권 간섭에
노출될 위험이 클 수 있는 반면, 온라인 소매업종 등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위기에 영향을 덜 받거나 오히려 매출에 긍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저자들은 Moody’s가 지난 3월 17일 발간한 팬데믹 보고서의 위기 노출도에 대한 산업 분류를 차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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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위기에 대한 노출도로 샘플을 분류하여 분석하자, 그룹별로 다른 결과가 관찰됨
- 고노출(high exposure) 기업들은 포이즌필 도입 전 주가가 급락하였다가 도입 후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저 노출(low/moderate exposure) 기업들은 포이즌필
도입후 오히려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쉎 저자들이 시사한 한계점과 결론은 다음과 같음
○ 작은 샘플(4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분석인만큼,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 있어 주의가
필요함
- 일부 기업이 포이즌필 도입 이후 주가가 상승한 것은 단순히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타격을
심하게 받은 기업 주가의 평균 회귀현상(mean reversion)에 따른 것일 수 있음
○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정적 충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시장가치가 저평가된 고노출 기업의
경영진이 적대적 매수세력 저지를 위해 내린 결단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여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도 해석 가능함
- 혹은 중-저 노출 기업들이 낮은 성과에 비해 시장에서 고평가를 받다가 위기 발생 이후에
시장에서 적절하게 평가받아 주가가 하락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
○ 따라서 저자들은 본 연구의 결과가 기업이 포이즌필을 도입해야 하는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되기는 어렵다고 이야기함
- 획일적인 기준을 가지고 기업의 포이즌필 도입을 평가하기 보다는 개별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위기 상황은 포이즌필을 도입했을 때 주주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의 특징을 규명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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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과 EU의 규제당국, ESG 정책 관련 보고서 발간
쉎 영국과 유럽연합의 규제당국은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한층 진일보한 ESG 정보 공시와
기준점을 제안하였음
○ 영국의 금융감독청21)(이하 FCA)은 영국의 특정 발행사들로 하여금 기후 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22)(이하 TCFD)의 권고에 따라 기후 변화 정보 공시 원칙을 준수하고, 그리하
지 못할 경우 사유를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자문 보고서(CP20/3)23)를 발간함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를 만드는 전문가 기술작업반24)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활동을 선별하기 위한 최종 분류체계 보고서25)를 발간함

쉎 FCA는 자문 보고서에서 신규 기후 변화 정보 공시 규칙을 제시함
○ FCA가 추후 도입하고자 하는 해당 규칙에 따르면, 모든 영국 프리미엄 상장26)에 해당하는
영리회사들은 그들의 연차보고서에 다음의 내용을 서술해야 함
- (1) TCFD 권고에 맞추어 기후 변화 정보 공시를 하였는지 여부
- (2) TCFD 권고에 따르지 않은 경우 그 이유
- (3) 연차보고서 이외의 문서에 기후 변화 정보를 기재한 경우 그 이유
- (4) 연차보고서 혹은 관련 문서에서 기후 변화 정보가 명시된 위치
○ 이 규칙은 영국 프리미엄 상장에 해당하는 480개의 영리회사에 적용되고, 이는 FTSE 100
index의 모든 회사를 포함함
○ FCA는 향후 이 규칙을 적용받는 발행사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쉎 유럽연합의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식별하는 기준점을
제시함
○ 자격 취득을 위해서, 기업 활동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만족해야 함
－ (1) 6가지 기후변화와 환경 관련 목표 중 하나에 대하여 중대한 기여를 할 것
－ (2) 다른 환경적 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끼치지 말 것
－ (3) 책임경영실천과 관련된 사회, 지배구조 보호 장치를 갖출 것

21)
22)
23)
24)
25)

Financial Conduct Authority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전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바람: https://www.fca.org.uk/publication/consultation/cp20-3.pdf
Technica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
전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바람: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business_economy_euro/banking_and_finance/documents/200309-sustai
nable-finance-teg-final-report-taxonomy_en.pdf
26) U.K. premium listing, 영국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와 기업지배구조 규준의 적용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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쉎 동 분류체계는 근로자 500명 이상의 상장사, 은행, 보험사에 해당하는 ‘대형 회사’와 EU 내에서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법인을 가리키는 ‘금융시장 참가자’ 등에 대해 새로운 정보 공시 요건을
제시함
○ 대형 회사는 매출액, 자본지출, 영업비용 등에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부분의 비율을
공시해야 함
○ 금융시장 참가자는 개별 금융상품마다 다음을 공시해야 함
- (1) 기초(underlying) 투자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분류
체계를 이용하였는지에 대한 정보
- (2) 투자가 어떤 환경적 목표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정보
- (3) 분류체계와 궤를 같이하는 기초 투자의 비율
- 연금과 같은 특정 금융상품은 해당 정보를 필히 공시해야 하며, 그 이외의 금융상품은
원칙준수 혹은 예외설명(comply-or-explain)의 방식이 요구됨
○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2021년의 마지막 날까지 정보 공시를 완료해야 하며, 대형 회사들은
2022년부터 정보를 공시해야 함

쉎 영국과 EU의 정보 공시와 기준점에 관한 상기 계획은 투자자, 주주,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회사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추가적인 도구를 제공한다는
의의를 지님

12 ･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2020년 10권 6호

KCGS Report

3. 코로나19 시대의 온라인 주주총회27)
쉎 글로벌 기관투자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에 따르면, 올해부터 5월
11일 현재까지 원격 소통방식의 온라인 주주총회가 미국에서만 1000개 사 이상에서 진행되어
300건에도 미치지 못했던 전년 대비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28)
○ 미국 전역의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대규모 인원이 한 자리에 모이는 직접 주주총회 개최가
어려워졌고,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29)가 온라인/하이브리드 주주총회30)에 대한 가이드를
발표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임

쉎 온라인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주법과 회사 규정, 그리고 최근 증권위원회 가이드를
모두 준수해야 함
○ 미국 주법을 살펴보면, 현재 과반이 넘는 주들이 온라인 주주총회를 허용하고 있으나 많은
경우 온라인 주주총회에 대한 제한사항을 두고 있음
- 델라웨어 주 상법에 따르면 각 회사의 정관이나 기타 내규에 의해 부여된 권한이 있을
경우 이사회는 주주총회 개최 장소를 정할 수 있으므로 원격 소통 형태의 주주총회 개최가
가능함31)
- 주법에서 온라인 주주총회를 금지하고 있는 주는 코로나19를 고려하여 예외를 두고 있음.
일례로 지난 4월 19일 뉴욕 주는 주주총회에 직접 참가해야 함을 요구하는 요소를 담은
법 조항의 적용을 중지함
- 또한 온라인 주주총회의 허용 여부가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몇몇 주(루이지애나 등)
역시 직접 주주총회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특정 조항의 적용을 중지함
○ 정관 등 회사 규정
- 기업은 반드시 정관과 기타 내규를 확인하여 온라인 주주총회 허용 여부를 확인하고 이사회의
승인 필요 유무 같은 제한 규정을 고려해야 함

27) 온라인 주주총회(Virtual Annual Meeting)란 오직 원격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진행되는 주주총회이며 직접적인 참여를 허용하지
않는다. 음성으로만 진행하는 방식과 영상을 포함하는 방식이 있다. 온라인 주주총회는 기존의 직접 주주총회(In-Person Annual
Meeting)와 구별된다.
28) COMPANIES HOLDING VIRTUAL MEETINGS, ISS COVID-19 RESOURCE CENTER, 2020
29) SEC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30) 하이브리드 주주총회(Hybrid Annual Meeting)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총회 장소가 있되, 원격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주주
총회이다.
31) 1. [place] Unless the charter or bylaws designate a place, the board determines where to hold a stockholder
meeting, including the possibility to hold a meeting solely by means of remote communication (cf. paragraph (2)).
(§ 211. Meetings of stockholders, the Delaware General Corporat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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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위원회 가이드
- 지난 3월 13일 증권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주주총회 방식을 포함하여 기업이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주주와 소통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함32)
- 주주총회 자료를 이미 제공했으나 주주총회 일시와 장소를 바꾸고자 하는 경우, ① 변경에
대한 보도 자료를 낼 것 ② 최종자료를 EDGAR33)에 공시할 것 ③ 증권거래소 등 주주총회
과정에 참여하는 중개자에게 알릴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밟을 것
- 위의 절차를 따른다면 단지 주주총회를 온라인 혹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해서
새로운 프록시 카드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보내지 않아도 됨

쉎 온라인 주주총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업체 선정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
○ 중개업체 선정 시 주주들이 온라인 주주총회를 통해 연방/주 증권법 하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지, 기술적인 한계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함
○ 구체적인 고려사항으로는 게스트도 온라인 주주총회에 접근하도록 허용할 것인지, 주주들이
주 주총회 동안 실시간으로 질문을 하게 할 것인지 혹은 미리 제출하도록 할 것인지, 음성으로만
진행할 것인지 혹은 영상도 함께 제공할 것인지 등이 있음

쉎 온라인 주주총회에 대한 비판
○ 현재의 긴급 상황에서 온라인 주주총회 개최는 불가피한 선택이나,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지배구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 특히 오디오 방식의 온라인 주주총회는 주주들이 기업의 이사진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무력화
하므로 주주들의 소통 의지를 꺾는 데 용이하다는 지적

32) Staff Guidance for Conducting Shareholder Meetings in Light of COVID-19 Concerns, 2020.3.13
33) Electronic Data Gathering, Analysis, and Retrieval system.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만든 전자공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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