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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UN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발표한 보고서1에 따르면, 

지구 평균 온도가 2℃ 상승할 경우 인류는 물론 다양한 생물의 멸종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기후변화

에 따른 재앙을 막기 위해 지구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해 1.5℃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인류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수준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는 순 제로Net-zero2 배출을 달성해야만 한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그 중심

에는 자본시장의 참여자인 금융기관이 자리잡고 있다. 금융기관 중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자본시장

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연기금들 또한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연기금의 기금운용 관리에는 수탁자 책임이 요구된다. 기관투자자가 기업주식을 단순 보유하는 것을 

넘어 투자대상기업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기업가치와 주

주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수탁자 책임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책임투자, 주주권 행사와 같은 수탁자 책

임 활동을 해야 한다.

책임투자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재무적요소 뿐만 아니라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즉, ESG 요소까지 고려한 투자를 의미하고, 주주권 행사는 기관투자자가 주주로서 투자대상기업에 

대해 의결권 행사, 비공개 대화, 주주제안 등 투자대상기업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의

미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민연금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수탁자 책임활동의 일환으로

서 투자대상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의결권 행사’ 현황을 파악 및 분석

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춰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중 ‘환경(E)’과 관

련한 주주제안 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의결권 행사로 한정하고, 국민연금이 벤치마크로 삼고 

있는 해외 주요 연기금의 환경관련 의결권 행사 현황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해외주식

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는 이유는 국내의 경우, 주주제안은 상법에서 명시적으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

로 정해진 안건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명시된 안건에 환경관련 사항들이 제외되어 있

기 때문에 해외의 경우처럼 환경관련 주주제안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1.  IPCC Special Report – Global Warming 

of 1.5℃(https://www.ipcc.ch/sr15/).

2.  순 제로(Net-zero): 온실가스 배출량과 

대기중의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양을 더

해 순 배출양은 ‘0’으로 만드는 것.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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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의 환경관련 주주제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현황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과 의결권 행사 대상 기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2022.02.25)’ 제4조(수탁자 책임 활동의 내용)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투자대상 국내외 주식 및 채권에 대해 투자대상 관련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한 책임투자와 의결권행사, 비공개대화, 중점관리기업 선정 등과 같은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제1장 – 제9조(의결권 행사 대상)에 따르면 ‘해외주식의 

경우 국민연금의 보유지분율이 1000분의 10 이상이거나, 보유비중이 해외주식전체 대비 1000분의 3 이

상인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해외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 49조(주주제안)에 따르면 ‘주주제안은 사안별로 판단하되 주주제안의 

취지, 중대한 리스크의 유무, 회사의 공개 또는 대응 수준,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하며, 이사회 안과 주주제안이 경합하는 경우 기업의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하는 안건에 찬성한다’고 되어있다.

● 환경관련 주주제안의 증가

국민연금이 고민정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해외주식 ESG 관련 주주제안 의결권 행사내역’ 자료

에 따르면 2022년을 기점으로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환경관련 주주제안 건이 2018년~2021년 평

균 대비 7배 가까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이전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은 평균적으로 2건이

었지만 2022년의 경우 5월까지 총 14건이었다(2018년의 경우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환경관련 주

주제안이 없었음). 이는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환경 및 기후변화와 관

련한 주주제안이 앞으로 더 활발히 상정될 것임을 나타낸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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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환경관련 주주제안 안건 수 (기간: 2018년~2022년/ 대상: 해외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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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연금공단-고민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분석

● 국민연금의 환경관련 주주제안 의결권 행사 현황

<표-1>은 2018년부터 2022년 5월까지 국민연금이 환경관련 주주제안에 의결권을 행사한 내역을 주요 

이슈에 따라 요약한 자료이다. 최근 상정된 환경관련 주주제안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

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파리기후협약 목표(지구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해 1.5℃ 

이하로 제한하는 것)와 순 제로Net-zero 달성이며, 다른 하나는 삼림파괴 근절이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파리기후협약 목표에 부합하는 기업의 목표 수립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 그리고 순 제로Net-zero 달성을 위한 기업의 전환Transition 계획을 요구하는 주주제

안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흡수원인 삼림을 보호하기 위한 주주제안 등

을 통해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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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국민연금 환경관련 의결권 행사 내역 요약

카테

고리
주주제안 내용 주주제안 대상기업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내역

연도

파리 

기후

협약

• 기후변화 보고서(Amazon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방법) Amazon.com Inc. 찬성 2019

• 파리협정 부합에 관한 주주제안

(1) 단기, 중기, 장기 Scope 1, 2, 3 목표 감축량, 

(2) 화석연료 개발 투자 등에 대한 자본 지출과 목표와의 연계 여부, 

(3)  회사의 보수 정책이 목표 달성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등을 2022년 연차보

고서에 공개

Incitec Pivot 반대 2021

•  파리기후협약의 목표와 일치하는 중장기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발표할 것을 요구

CHEVRON Corporation 찬성 2022

•  회사의 메탄 배출량 공개의 신뢰성과 같은 중대한 기후변화 우려사항에 대해 분

석하여 보고서로 공개.

CHEVRON Corporation 찬성 2022

•  파리 기후 협정과 일치하도록 회사의 운영 및 에너지 상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회사의 중장기 목표 설정 및 공개

Exxon Mobil Corporation 반대 2022

•  석유, 가스 및 석탄 부문의 기후변화전략 및 정보공개와 관련된 정관 개정을 

요구

Credit Suisse 반대 2022

•  파리기후협약과 연계된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기본 정책, 진행 상황 등을 연

단위로 보고

Shell PLC 반대 2022

넷제로 •  IEA의 넷 제로 2050 추정치를 적용하는 것이 장기적인 원자재 및 탄소 가격, 잔

여 자산 수명, 미래 자산소각 회계처리, 자본지출, 자산평가 등을 포함한 재무 

상태의 추정치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

Exxon Mobil Corporation 찬성 2022

•  IEA의 넷 제로 2050 추정치를 적용하는 것이 장기적인 원자재 및 탄소 가격, 잔

여 자산 수명, 현존 및 미래 자산 은퇴 의무, 자본지출, 자산평가 등을 포함한 재

무 상태의 추정치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

CHEVRON Corporation 찬성 2022

•  어떻게 회사가 점진적으로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줄이면서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사업모델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고서를 공개

Exxon Mobil Corporation 반대 2022

•  2022년 말까지 IEA의 순 탄소 배출량 제로와 일치하지 않는 새로운 화석 연료 

공급에 자금 조달이 기여하지 않도록 회사가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정책을 채

택할 것을 요청

JP Morgan Chase & Co. 반대 2022

•  G20 지속가능 금융 워킹 그룹에 대한 유엔 환경 프로그램 금융 이니셔티브

(UNEPFI) 권고에 따라 회사의 재정 지원된 온실 가스 배출에 대한 절대 감축 목

표를 설정한 보고서를 발행하여 신뢰할 수 있는 넷제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청

JP Morgan Chase & Co. 반대 2022

삼림 • 삼림 벌채를 없애기 위한 노력에 대한 보고서 Procter & Gamble Company (The) 찬성 2020

•  공급망 내 삼림파괴 및 일차림 파괴 근절을 위한 노력에 대해 평가 및 그 결과

를 보고서로 공개

The Home Depot, Inc. 반대 2022

출처: 국민연금공단-고민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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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찬성/반대 비율 (기간: 2018년 ~ 2022년 / 대상: 해외주식의 환경관련 주주제안)

찬성

55%

반대

45%

출처: 국민연금공단-고민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분석

해외주식의 환경관련 주주제안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내역을 보면 찬성이 약 55%, 반대가 약 

45%이다. 분석을 위한 절대적인 주주제안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수가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국민

연금 의결권 행사의 찬성/반대 비율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내역에서 주목할 만한 점을 찾을 수 있다. 동종 업계의 두 기업의 유사한 주주제안에 대해 

국민연금이 정반대의 의결권을 행사한 점이다<표-2 참조>.

표-2 국민연금의 환경관련 의결권 행사내역(동일 산업군)

카테

고리
주주제안 내용

주주제안 

대상기업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내역
연도

파리

기후

협약

파리기후협약의 목표와 일치하는 중장기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발표할 것을 요구

CHEVRON 

Corporation

찬성 2022

파리 기후 협정과 일치하도록 회사의 운영 및 에너지 

상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회사의 중장기 

목표 설정 및 공개

Exxon Mobil 

Corporation

반대 2022

삼림 삼림 벌채를 없애기 위한 노력에 대한 보고서 Procter & Gamble 

Company (The)

찬성 2020

공급망 내 삼림파괴 및 일차림 파괴 근절을 위한 

노력에 대해 평가 및 그 결과를 보고서로 공개

The Home Depot, 

Inc.

반대 2022

출처: 국민연금공단-고민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분석

2022년 미국의 대표 석유회사인 ‘쉐브론CHEVRON Corporation’과 ‘엑손 모빌Exxon Mobil Corporation’에 파리기후협약에 

부합하는 회사의 목표 설정과 공개를 요구하는 주주제안이 상정되었고 이에 국민연금은 ‘CHEVRON 

Corporation’에는 찬성을 행사하였고 ‘Exxon Mobil Corporation’에는 반대를 행사하였다. 반대 사유

는 ‘주주제안이 요구하는 수준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음’ 이었다.

두 회사의 보고서3를 보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두 회사 모두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순 제로Net-zero 목표를 공개했지만 국민연금은 서로 다른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엑손 모빌’를 대상으로 한 동일한 주주제안에 대해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인 CalPERS와 노르웨이 

국부펀드인 NBIM은 ‘찬성’을 행사하였다.

3.    Chevron Corporation: 2021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 

Exxon Mobil Corporation: ExxonMobil 

2021 Annual Report, Advancing 

Climate Solution 2022 Progres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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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2020년 다국적 기업인 ‘프록터&갬블Procter&Gamble Company(P&G)’에 ‘삼림 벌채를 

없애기 위한 노력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한 주주제안에 대해 국민연금은 ‘찬성’을 행사했으나 2022년 미

국의 건축 자재, 도구 원예 등을 유통하는 업체인 ‘홈디포The Home Depot’에 ‘공급망 내 삼림파괴 및 일차림 

파괴 근절을 위한 노력에 대한 평가 및 결과 보고서’를 요구하는 주주제안에는 ‘반대’를 행사하였다. 반

대 사유는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고 있음’ 이었다. ‘홈디포’의 ESG보고서를 보면 삼림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들이 언급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결과 및 평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국민연금이 ‘엑손 모빌’과 ‘홈디포’의 주주제안에 ‘반대’를 행사한 사례를 통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와 관련한 한가지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환경관련 주주제안에 대해 투자대상기업의 정

보공개 수준이 주주제안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한지 그리고 해당 주주제안이 투자대상기업의 가치

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이다. 이러한 기준의 부재는 환

경관련 의결권 행사 시 일관성이 없는 의결권 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

표-3 국민연금의 환경관련 의결권 행사내역(대상: ‘엑손모빌’ 2022년)

연도 대상기업 주주제안 행사내용 사유

2022년 Exxon 

Mobil 

Corporation

파리 기후 협정과 일치하도록 회사의 

운영 및 에너지 상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회사의 중장기 목표 설정 및 

공개

반대 회사는 주주제안이 요구하는 

수준의 정보를 2023년에 완성할 

계획임을 밝히는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 반대

2022년 Exxon 

Mobil 

Corporation

어떻게 회사가 점진적으로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줄이면서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사업모델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고서를 공개

반대 회사가 이미 관련 조치 및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 및 시행하고 

있으므로 반대

2022년 Exxon 

Mobil 

Corporation

IEA의 넷 제로 2050 추정치를 적용하는 

것이 장기적인 원자재 및 탄소 가격, 잔여 

자산 수명, 미래 자산소각 회계처리, 

자본지출, 자산평가 등을 포함한 재무 

상태의 추정치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

찬성 반대할 특이사항 없음

2022년 Exxon 

Mobil 

Corporation

해양의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Breaking the Plastic Wave’s System 

Change Scenario”에 명시된 바와 같이 

초기 플라스틱의 수요가 상당히 줄어드는 

것이 회사의 재무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감사 보고서를 공개

찬성 반대할 특이사항 없음

출처: 국민연금공단-고민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분석

국민연금이 2022년 ‘엑손 모빌’의 환경관련 주주제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내역은 총 4건이었다.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국제 에너지기구)가 권고하는 2050년 순 제로Net-zero 추정치를 적용

할 경우 회사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에는 ‘찬성’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파리기후협

약에 부합하는 중장기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설정과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사업모델 전환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주주제안에는 ‘반대’를 행사하였다.

투자대상기업이 파리기후협약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사업모델 전환에 관한 정보를 공개

하고 있으나, 2050 순 제로Net-zero 적용시 예상되는 재무정보 및 다양한 비재무적 리스크 등이 반영되

지 않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사업모델 전환 정보라면, 이는 투자자에게 충분하지 않은 정보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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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다. 즉, ‘엑손 모빌’ 주주제안 사례에서 언급된 3가지 주주제안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개별사안

으로 보기 보다는 환경 카테고리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된 주주제안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후변

화 및 환경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와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다면 환경관련 주주제안에 대해 일관성 있

는 의결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다.

●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

국민연금이 제출한 ‘최근 5년간 해외주식 ESG 관련 주주제안 의결권 행사내역’ 자료에 따르면 환경관

련 주주제안에 ‘반대’를 행사한 9건 중 7건의 반대사유는 회사가 관련 정책 및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므

로 반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4 참조>. 이에 대한 근거 조항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의 ‘해외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 49조(주주제안)였다.

49조(주주제안)에 따르면 주주제안은 사안별로 판단하되 주주제안의 취지, 중대한 리스크의 유무, 회

사의 공개 또는 대응 수준,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반대할 수 있게 되어있다. 

주주제안의 목적을 고려해 본다면, 이미 투자대상기업에서 관련 사항을 공개하고 있더라도 투자자의 

입장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주제안을 통해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연금은 투자대상기업이 공개하고 있는 환경관련 정보들이 주주제

안에서 요구하는 수준과 부합한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와 기준이 불분명해 보인다. ‘엑손 모

빌’과 ‘쉐브론’, ‘P&G’와 ‘홈디포’의 주주제안에 대해 서로 상충되는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는 국민연금

이 현재 환경관련 사안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기준이 없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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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기금과의 비교 사례

● 주요 해외연기금의 환경관련 주주제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 현황

3.

표-4  국민연금이 ‘반대’를 행사한 환경관련 주주제안에 대한 해외연기금 의결권 행사내역 비교

주주제안 내용 연도 대상기업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반대 사유 CalPERS CPPI NBIM APG AP1

파리 기후 협정과 일치하도록 회사의 운영 및 

에너지 상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회사의 중장기 목표 설정 및 공개

2022 Exxon 반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음

찬성 반대 찬성 데이터 

없음

데이터 

없음

어떻게 회사가 점진적으로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줄이면서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사업모델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고서를 공개

2022 Exxon 반대 관련 조치 및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 및 시행하고 있음

반대 반대 반대 데이터 

없음

데이터 

없음

석유, 가스 및 석탄 부문의 기후변화전략 및 

정보공개와 관련된 정관 개정을 요구

2022 Credit 

Suisse

반대 회사가 관련정책 및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 및 시행하고 

있음

반대 반대 반대 찬성 찬성

2022년 말까지 IEA의 순 탄소 배출량 제로와 

일치하지 않는 새로운 화석 연료 공급에 자금 

조달이 기여하지 않도록 회사가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정책을 채택할 것을 요청

2022 JP Morgan 

Chase & 

Co.

반대 회사가 관련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음

반대 반대 반대 찬성 찬성

G20 지속가능 금융 워킹 그룹에 대한 유엔 환경 

프로그램 금융 이니셔티브(UNEPFI) 권고에 

따라 회사의 재정 지원된 온실 가스 배출에 대한 

절대 감축 목표를 설정한 보고서를 발행하여 

신뢰할 수 있는 넷제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청

2022 JP Morgan 

Chase & 

Co.

반대 회사가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음

반대 반대 반대 찬성 찬성

공급망 내 삼림파괴 및 일차림 파괴 근절을 위한 

노력에 대해 평가 및 그 결과를 보고서로 공개

2022 The Home 

Depot, Inc.

반대 회사가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고 있음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파리기후협약과 연계된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기본 정책, 진행 상황 등을 연단위로 보고

2022 Shell PLC 반대 회사는 탄소배출량 감축 전략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연도별 감축목표를 공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고서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고 있음

반대 데이터 

없음

반대 찬성 데이터 

없음

파리협정 부합에 관한 주주제안

(1)  단기, 중기, 장기 Scope 1, 2, 3 목표 감축량, 

(2)  화석연료 개발 투자 등에 대한 자본 지출과 

목표와의 연계 여부, 

(3)  회사의 보수 정책이 목표 달성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등을 2022년 연차보고서에 

공개

2021 Incitec 

Pivot

반대 관련된 정책과 현황을 

공개하고 있음

찬성 데이터 

없음

반대 데이터 

없음

데이터 

없음

회사의 현재 퇴직 계획 옵션이 기후 행동 목표와 

어떻게 일치하는지에 대한 이사회의 평가와 

함께 독점 정보를 제외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회사의 퇴직 계획 옵션을 검토하는 보고서를 

준비하도록 요청

2022 Amazon.

com Inc.

반대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속가능한 투자 옵션 등을 

제공하고 있어 반대

반대 반대 반대 찬성 찬성

출처: 국민연금공단-고민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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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는 국민연금이 ‘반대’를 행사한 환경관련 주주제안에 대해 국민연금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주요 

해외 연기금4들의 의결권 행사 내역5을 비교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앞에서 언급된 ‘홈디포’에 대한 

주주제안에 국민연금을 제외한 주요 해외연기금들이 전부 ‘찬성’을 행사한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각 해외 연기금의 ‘찬성’ 비율은 다음과 같다.

그림-3 국민연금이 ‘반대’를 행사한 환경관련 주주제안에 대한 해외연기금 ‘찬성’ 행사 비율

AP1APGNBIMCPPIBCalPERS

33%

14%

22%

100% 100%

출처: 국민연금공단-고민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분석

네덜란드 연기금인 APG6와 스웨덴 연기금 중 하나인 AP17의 경우 국민연금이 ‘반대’를 행사한 총 9건

의 환경관련 주주제안 중 의결권 행사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3건을 제외한 6건의 안건에 전부 ‘찬성’을 

행사하였다(AP1의 경우 4건을 제외한 5건의 안건에 전부 찬성). 그 다음으로는 캘퍼스CalPERS가 찬성

율 33%, 노르웨이 연기금인 NBIM이 찬성율 22%, 캐나다 연기금인 CPPIB가 찬성율 14%로 나타났다. 

● APG의 환경관련 의결권 행사 정책과 기업관여활동Engagement

국민연금이 ‘반대’를 행사한 환경관련 주주제안 안건에 전부 ‘찬성’을 행사한 APG의 사례를 보면 기후

변화 이슈에 대해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PG 웹사이트에 공개된 정보에 따

르면, APG는 2014년부터 매년 책임투자보고서Responsible Investment Report발간하고 있으며, 2017년 보고서부

터 기후변화와 환경관련 사항이 항상 포함되어 있다. 또한, 책임투자 및 스튜어드십 코드 정책과 네거

티브 스크리닝8을 통해 투자를 제한하는 기업리스트와 기업의 변화를 유도하는 기업관여활동Engagement 

대상 기업 목록까지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APG의 2021년 책임투자보고서9에 따르면 기후변화 관련 위험Risk과 기회Opportunity를 식별하기 위한 지표

와 이를 어떻게 측정하고 있는지 제시되어 있다. 이를 기반으로 파리기후 협약 목표에 부합하는 기금운

용 목표와 정책을 수립하였다. 또한, 이 보고서를 통해 2022년부터는 기후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업의 의결권 행사시에 강화된 의결권 행사 정책이 반영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림-3>의 

APG의 일관된 의결권 행사내역은 이러한 APG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해외연기금의 추가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APG에 자산을 위

4.  CalPERS: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CPPIB: 캐나다 연기금/NBIM: 노르웨이 

국부펀드/APG: 네덜란드 연기금/AP1: 

스웨덴 연기금

5.  각 연기금이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는 

정보에서 발췌

6.  APG: 네델란드 최대 연기금인 ABP의 

자회사이자 자산운용사

7.   AP1: 스웨덴 연기금은 총 6개로 각각

의 이사회를 구성한 독립적인 기관이

다. AP1~AP4는 연금지급 목적을 위해 

운영되며, AP6는 중소기업 투자 특화, 

AP7은 개인계정에 연결된 프리미엄 연

금을 운용

8.   네가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 ESG 운용전략 유형 중 하

나로서, 윤리적 배제(ethical exclusion) 

또는 단순 배제(simple exclusion: 담배 

및 무기제조 기업 등 특정 기준을 충족

하지 못한 기업을 배제)를 적용하는 투

자방식

9.  APG – Responsible Investment Report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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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하고 있는 ABP는 2021년 화석연료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선언했고 한국전력을 포함

해 전 세계에 석탄발전소를 짓는 8개의 회사의 지분을 매각하였다. 

APG는 2022년 2월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

적인 기후행동Climate Action을 촉구하는 공식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이와 같이 투자 대상 기업에 직접적인 기업관여활동Engagement과 더불어 ABP와 APG를 비롯해 AP1과 

CalPERS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필요한 기후행동Climate Action을 취할 수 있게 하

기 위한 투자자 주도Investor-led 국제 이니셔티브initiative인 ‘Climate Action 100+’ 가입되어 있다. 또한, <그

림-3>에 있는 5개의 해외 연기금 모두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인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10 지지기관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인 CDPCarbon Disclosure Project11의 서

명기관으로 가입되어 있다. 

10.  TCFD: 기후변화가 금융과 기업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치고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 부실과 이로 인한 금융위기 초

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방지

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 국가들

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협의체인 금

융안전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가 2015년 설립. TCFD권고안은 

기후변화 재무 정보 공시의 프레임워

크를 제공하고 있음

11.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글

로벌 기후변화 프로젝트로서 전 세계 

18,700개가 넘는 기업이 CDP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변화로 인한 위

기와 기회, 탄소경영전략을 공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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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시사점

● 국민연금의 환경관련 의결권 행사 – 일관된 의결권 행사를 위한 기준의 부재

본문에서 언급된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환경관련 의결권 행사 내역에서 파악된 문제점은 의결권 행사

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같은 맥락의 환경관련 주주제안에 대해서도 일관되지 

않은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연금의 일관성 없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문제는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20년 국민연금

이 공시한 기금운용 종합 감사 자료에는 의결권을 일관성 있게 행사하라는 감사원의 ‘주의’가 있었다12. 

그리고 국내에서 최근까지도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네이버 등 투자대상기업의 주주제안에 대해 똑 같

은 사안을 두고 상이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있었다.13

기후변화의 중대성 증가로 인해 환경관련 사안이 투자대상기업의 미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22년 발간한 ‘ESG요인을 고려한 포트폴리오 운용전략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ESG등급이 좋은 기업을 매수하고 낮은 기업을 매도하는 전략을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양(+)의 수익률을 얻어낸 것으로 나타났고, 각 요인별로 환경(E)과 지배구조(G) 요인은 

매우 의미 있는 중장기 수익률 증가세를 보였다. 

중장기적 투자관점에서 투자대상기업의 환경관련 사안은 기업과 투자자 모두 심도 있게 고려해야 될 

요소로 판단된다. 국민연금은 투자자산의 가치 제고를 위해 기후변화 및 환경관련 주주제안에 대해 단

순히 투자대상기업이 공개하는 정보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전반에 걸쳐 입체

적인 관점과 명확한 기준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필요해 보인다. 

● 파리기후협약에 부합하는 목표 설정의 필요성

해외 연기금과 비교해 봤을 때 국민연금은 순 제로Net-zero에 대한 계획과 정책이 미비한 상황이다. ‘국

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제4조(수탁자 책임 활동의 내용)에는 환경·사회·지배구

조 즉, ESG요소를 고려한다는 원칙이 있지만 기후변화 및 환경과 관련한 구체적인 목표와 정책은 부

족해 보인다. 

국민연금은 2021년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는 환경 경영, 사회보장 중추 

역할을 위한 투명한 기관 운영, 글로벌 연기금 투자기관으로서 ESG 확산 등 ESG 경영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대외적으로 선언했던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주요 해외 연기금들은 2050년 순 제로Net-zero 달성을 위해 중기 목표연도를 2025년 또는 2030년으로 세

12.  2020년 감사원 – 국민연금 관리실태(

의결권 행사 내부 판단기준 및 집행 부

적정)

13.  오피니언뉴스 2022.03.17 기사 - 

http://www.opinionnews.co.kr/news/

articleView.html?idxno=64066 접속

일: 2022.11.1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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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고 있다. 금융기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Scope114, Scope215 보다 Scope316로 분류되는 금융배출량

(포트폴리오 배출량)17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해외 연기금들의 순 제로Net-zero 목

표의 핵심은 금융배출량 감축이다. 

APG의 사례를 통해 투자기관의 환경관련 목표와 정책이 환경관련 주주제안 의결권 행사에 적극적으

로 반영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연금의 파리기후협약 목표와 일치하는 환경관련 중장기적 목

표 및 정책 수립은 환경관련 의결권 행사에 판단 기준 역할을 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투자자산 가치 증

가의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5 주요 해외연기금 순 제로Net-zero 선언 현황

기관명 중간목표 목표연도 URL

CalPERS 2025 2050 https://www.calpers.ca.gov/page/investments/sustainable-

investments-program/climate-change/united-nations-net-zero-asset-

owner-alliance-partnership

CPPIB 2030 2050 https://www.cppinvestments.com/the-fund/sustainable-investing/

investing-in-the-path-to-net-zero

NBIM 2025 2050 https://www.nbim.no/en/the-fund/responsible-investment/2025-

climate-action-plan/

APG 2025 2050 https://apg.nl/en/publication/net-zero-framework-helps-apg-deliver-

on-clients-climate-ambitions/

AP1 2030 2050 https://www.ap1.se/en/sustainability-and-active-ownership/climate/

● 적극적인 기업관여활동Engagement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는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에 관한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주주권 행사는 ‘의결권 행사’, ‘중점관리사안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 ‘예상하지 못한 우려에 대

한 수탁자 책임 활동’, ‘소송 제기’ 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중점관리사안’과 ‘예상하지 못한 우려에 대

한 수탁자 책임 활동’은 ‘의결권 행사’와 연계되어 이행될 수 있다.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중점관리사안이 발생한 투자대상기업에게 비공

개 대화, 비공개 중점관리 기업 선정, 공개 중점관리 기업 선정, 주주제안 등을 이행할 수 있다. 기후변

화가 중점관리 사안으로 선정된다면, 기후변화 및 환경관련 이슈가 발생한 투자대상기업에게 비공개

대화를 이행할 수 있고 비공개대화를 거부하거나 지속적인 비공개대화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는 경

우 의결권 행사와 연계할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5가지18의 중점관리 사안이 있지만 기후변화 관련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환경

(E)영역의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를 2021년에 지정하고, 2022년에는 이와 관련한 기업관여활동

을 하기로 계획되었지만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2022년 12월 16일에 개최된 2022년도 제6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환경(E)과 사회(S)영역 사안을 명시한 중점관리사안 지침개정안은 상정되지 않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14.  Scope1: 기업의 조직경계 내에서 발

생하는 직접 온실가스 배출

15.  Scope2: 기업이 구매하는 전기와 스

팀 생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16.  Scope3: 기업 조직경계 외부에서 기

업 활동에 따라 유발된 온실가스 배출 

17.  금융기관의 투자, 대출, 보험 등 금융서

비스 활동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

출량을 의미

18.   1.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2. 임원 보수

한도 적정성. 3. 법령상의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

해할 수 있는 사안. 4. 지속적으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나, 개선이 없는 

사안. 5. 정기 ESG 평가결과가 하락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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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vestor Agenda19가 발간한 투자자 기후행동 안내서20에는 기업관여 활동을 다음의 세 가지로 구

분하고 있다. 

1. Bilateral engagement(투자자와 투자대상기업 상호간의 관여활동)

2.  Corporate escalation and shareholder engagement(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주주제안 및 의결권 

행사)

3. Collective/collaborative engagement(다수의 투자자가 협력하는 관여활동)

첫번째와 두번째 기업관여활동은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주주

권 행사’에 포함된 사항(의결권 행사 및 중점관리사안 등)과 관련한 기업관여활동이다. 그리고 세번째 

기업관여활동은 다수의 투자기관들이 다양한 국제 이니셔티브를 통해 투자대상기업에 변화를 유도하

는 것을 의미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본문에서 언급된 ‘Climate Action 100+’, ‘TCFD’, ‘CDP’와 같은 

국제 이니셔티브이다. 

강훈식 의원실에서 올해 9월 국민연금에 답변을 요구한 국민연금의 ‘Climate Action 100+’와 ‘TCFD’ 

가입 계획에 대해 국민연금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국민연금공단의 TCFD 지지기관 가입 계획에 대해 결정된 바 없음. TCFD 지지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대해서도 TCFD 권고안에 따른 정보공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국민연금공단의 Climate Action 100+ 활동 계획에 대해 결정된 바 없음. 국민연금공단이 Climate 

Action 100+ 활동에 참여할 경우, 기후변화관련 기업과의 대화 등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해야 할 의

무가 발생할 수 있음”

이렇듯 국민연금의 기후변화 관련 행보는 다른 해외연기금들에 비해 매우 소극적이다. 과거에도 이러

한 점들이 문제로 제시되어 왔다. AIGCC21는 국민연금이 현재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는 국제 이니셔티

브 중 하나이다. 2021년 AIGCC에 속한 글로벌 연기금 및 대형 기관투자자들이 5개 아시아 전력회사

들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들의 기후변화 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공동 주주권 행사에 나섰지만 국민연금

은 이에 참여하지 않았다.22 

국민연금은 전 산업에 걸쳐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유니버셜 오너(Universal Owner)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국내 전체 산업으로 확대된다. 환경관련 사안에 대한 파리기후협약에 부

합하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그리고 국제 이니셔티브 등 글로벌 협업을 통한 적극적인 기업관여활

동은 국내 전체 산업의 기후관련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에 부여된 수탁자 책임

의 의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기후변화로 인한 투자자산의 리스크 및 자산가치 변화에 대응한다면, 국민

연금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익률 관리와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9.  The Investor Agenda: 기후위기에 대

응하기 위한 글로벌 투자자 네트워크

(https://theinvestoragenda.org)

20.  Investor Climate Action Plans(ICAPs) 

– Guidance on using the 

expectations ladder

21.  AIGCC(Asia Investor Group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 관련 아시아 투자

자 그룹

22.  머니투데이 2021.06.09 기사 - 

https://news.mt.co.kr/mtview.

php?no=2021060914104156719 접

속일: 2022.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