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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프레젠테이션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프레젠테이션에 기재된 내용은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를 분석한 것을 토대로 

구성된 의견입니다. 본 프레젠테이션에 표현되거나 내포된 모든 진술이나 의견은, 타인이 투자 관련 결정으로 본 프레젠테이션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제공되는 것입니다. 

본 프레젠테이션은 오로지 정보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만 공개되었으며, 투자, 금융, 법률, 조세 및 기타 다른 자문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게 

해석되어서도 안됩니다. 본 프레젠테이션은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나, 그 정보를 별도로 확인하거나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본 프레젠테이션은 완전하거나 포괄적이라는 취지를 내포하고 있지 않으며, 본 프레젠테이션에 명시된 바에 의해 계약, 청약, 

청약의 권유, 또는 어떠한 거래를 착수하거나 완결하거나, 기타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권고하는 조언이나 제안이 

아닙니다. 

본 프레젠테이션은 미래 예측형 진술(forward-looking statement)을 포함합니다. 모든 미래 예측형 진술은 우리의 믿음과 예상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러한 진술은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예측이 어렵고 실제 결과와 현저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 예측형 진술에 의존하여 실제 결과를 예측해서는 아니되며, 실제 결과는 미래 예측형 진술에 명시되었거나 함의된 내용과 현저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본 프레젠테이션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또는 신뢰성과 관련하여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어떠한 진술이나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보 수신자는 본 프레젠테이션을 각자의 판단을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본 프레젠테이션의 내용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전문가 

조언을 구하고 본 프레젠테이션에 포함된 내용과 관련하여 스스로 독립된 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본 프레젠테이션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신뢰하고 이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나 본 프레젠테이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서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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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 개요 

금호석유화학의 필수 개선사항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2022년 3월 25일 제45회 정기주주총회에서 저의 주주제안을 

지지해주실 것을 동료 주주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주주제안의 배경 

회사의 이사와 경영진은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회사의 자원이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되는 것은 경영의 원칙입니다. 

• 과다한 회사의 유동자산이 경영진의 선호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 기업가치의 훼손을 초래합니다. 

아쉽게도 현재의 이사들은 현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작년 주주총회를 거치면서 회사 및 이사회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약속했지만, 제대로 실행된 것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 작년과 올해 회사가 한 약속들을 준수하게끔 이사회가 

감시, 견제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이번 주주총회가 금호석유화학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주주제안 사항 

① 사외이사 
선임 

• 객관성과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 선임 

②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제고시킬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③ 배당 결의 

• 보통주에 대한 배당금 보통주 1주당 배당금 14,900원,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우선주 1주당 배당금 14,950원, 

배당금을 반영한 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포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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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문제점 (요약) 

회사는 2021년 주주총회 당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약속했지만, 대부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금호석유화학 변화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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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내용 

1. 과다한 자사주 

• 회사는 2021년 12월 향후 2~3년간 별도 당기순이익의 5~10% 수준의 자기주식을 취득 및 소각할 예정으로 발표함. 

- OCI와의 자사주 교환 이후 소각한 자사주 규모는 0.56%불과하며 이는 타회사 대비 미미한 수준임. 이는 계속하여 과도한 

자사주를 보유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며, 결국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로 여겨짐. 

• 회사는 주총을 불과 3주도 안 남겨놓은 시점인 3월 8일 1,500억원을 들여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발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매입규모는 현 시가 기준 약 3%에 불과함.  또한 취득한 자사주는 매입 후 전량 소각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일정도 

밝히지 않음.   

1. 과다한 자사주 

(논란의 OCI와의 

자사주 교환)1)   

• 회사는 2021년 12월 OCI와 각자의 자사주를 맞교환하고, 아울러 맞교환하는 수량 만큼의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함.  

- “사업적 제휴”라는 명목하에 우호세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또한 회사는 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주친화정책”을 펼쳤다고 주장. 

- 발행주식 총수는 변함이 없고 자사주가 줄어들어 주당 가치가 올라간다고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OCI로 맞교환된 자사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어 유통주식수가 증가하게 되므로 기존 주주들은 의결권 및 배당 수익 모두 감소하게 됨. 

2. 낮은 배당성향  

• 회사는 2021년 주총 당시 향후 2~3년간 별도 당기순이익 기준 20~25%를 현금 배당한다고 발표.  

• 별도 기준일 경우, 2021년 금호석유화학그룹 전체 당기순이익의 약 50%를 차지하는 금호피앤비, 금호미쓰이등 우량 자회사의 

이익이 제외됨. 

• 2011년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가 K-IFRS (국제회계기준) 도입한 후, 연결재무제표를 기본 재무제표로 하는 상황임.  

• 2022년 회사가 발표한 배당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14%로 작년 19.9% 보다도 오히려 감소한 수치임. 

1) 21년 12월8일 이용우 국회의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자사주 맞교환으로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함 



주요 이슈 내용 

3. 부적절한  

투자 의사 결정 

• ESG 경영과 그에 따른 투자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회사는 구체적인 ESG 관련 투자를 하지 않고 대신 금호리조트를 인수. 

• 2021년 주총 당시 회사는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Core 및 신성장 사업 위주로 약 3~4조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발표. 

• 하지만, 2021년 한해 매출액 대비 투자규모는 불과 3.6%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대부분 금호리조트, 금호폴리켐 인수 비용임. 

• 2021년 경영권 분쟁 당시, 회사측은 2010년 독자경영 이후 생존을 위한 재무구조개선에 집중하느라 투자에 보수적이었다고 함. 

하지만 1조원을 훌쩍 넘는 풍부한 재원을 보유한 현재까지도 그 기조는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음. 

• 21년초부터 예상한 3분기 “피크아웃”은 실제로 발생했지만,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어떠한 선제적인 투자도 일어나지 않음. 

4. 경영진 리스크 
A.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B. 과도한 경영진 보상 

• 회사는 2021년 주총 당시 이사회의 독립을 보장한다며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를 약속.  

• 하지만 약속과는 달리 지난 3월 새롭게 임명된 백종훈 대표이사 부사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음. 

• 지난해 6월 회사는 사내이사 선임건으로 임시주총을 소집했지만, 의장 및 대표이사 분리와 관련된 정관 변경은 안건에 올리지 

않음. 

• 하지만 박찬구 회장은 지난 2018년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은 후 취업제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호석유화학의 회장으로서 막대한 연봉을 수령하고 있음. 

5. 비연관 자산 매각 

• 회사는 21년 주주총회 당시, 회사가 장기간 보유중인 아시아나 항공 지분, 대우건설 지분등에 대해서 향후 "적정 가치 회복 후 

매각" 이라고 밝힘. 

• 해당 주식의 주가는 지난해 9월과 6월, 몇 년 만에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회사가 약속한 매각은 이뤄지지 않았고, 그 후 주가는 

상당한 폭으로 하락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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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문제점 (요약) 
금호석유화학 변화의 필요성 

회사는 2021년 주주총회 당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약속했지만, 대부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금호석유화학 변화의 필요성 

 

 

 

 

 

 

비우호적인 주주환원 정책 
• 과다한 자사주 보유 및 논란의 OCI와의 자사주 교환 및 소각 
• 경쟁사와 코스피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배당성향 

• 회사는 우량 자회사의 실적을 제외하는 별도기준 배당을 유지하고자 함  
•  

주주가치 저평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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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투자 의사결정 
• 구체적인 ESG 투자 부족, 대신 기존 사업과 관련 없는 금호리조트 인수 
• 공급 과잉으로 수익성 악화중인 NB 라텍스 국내 증설 
• 미래 성장을 위한 새로운 사업에 대한 투자 부족 

경영진 리스크와 이사회의 책임 
• 백종훈 대표이사 부사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음 
• 원칙과 기준이 공개되지 않는 경영진의 과도한 보상  

금호석유화학 변화의 필요성 



❶ 과다한 자사주 

1)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2019, 한국기업의 자사주 취득 및 보유에 관한 연구 

자사주 보유 내역 경쟁사와 코스피 대비 과도한 자사주 보유 

의결권 행사가능 

17.8% 
주식수 5,420,681 

의결권 행사가능 

82.2% 
주식수25,047,010 

• 금호석유화학은 전체 발행주식 총수인 30,467,691주 중 자사주로 무려 
5,420,681(17.8%)를 보유하고 있음 

• 자사주 보유분만큼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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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1.53% 

17.79% 

코스피 국내 경쟁사 금호석유화학 
1) 

과다한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호석유화학 변화의 필요성 



❶ 과다한 자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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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텔레콤 

2.6조원 

12.01% 

10.76% 

1조원 

현대모비스 

7.30% 

3.59% 

국내 다른 대기업과 자사주 소각 비교 

• 소각된 자사주 규모는 0.56%불과하며 이는 타회사 대비 미미한 수준입니다. 
• 회사는 주총을 불과 3주도 안 남겨놓은 시점에서 1,500억원을 들여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발표했습니

다.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매입규모는 현 시가기준 불과 3% 수준에 불과합니다.  
• 또한 취득한 자사주는 매입 후 전량 소각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일정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 회사는 기존 보유중인 18%의 자사주의 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삼성전자 

22조원 

전체   
23.3%의  
자사주를  
소각 

회사는 2021년 12월 "향후 2~3년간 별도 당기순이익의 5~10% 수준의 자기주식을 취득 및 소각할 예정"으로 발표했습니다. 

금호석유화학 

310억원 

소각된 자사주 총 자사주 

총 발행주식 

18.4% 총 18.4%의  
자사주중 
지난 1월  
소각된  
자사주 
0.56%  

대부분의 
자사주를  
소각 

소각 규모 

금호석유화학 변화의 필요성 



❶ 과다한 자사주 – 논란의 OCI와의 자사주 스왑 및 소각 

2021년 12월, 소각된 자사주 171,847 (0.6%) 

2021년 12월, OCI와의 스왑으로 보통주로 전환 171,847 (0.6%) 

OCI와의 스왑전 

배당금 총액 

총 유통주식 

유통주식 증가 

OCI와의 스왑후 

배당금 총액 

총 유통주식 +   
OCI로 새롭게 발행된 보통주 

• 이번 자사주 스왑 및 소각은 주주들을 현혹시키고, 그릇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 발행주식 총수는 변함이 없고 자사주가 줄어들어 주당 가치가 올라간다고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는 OCI로 맞교환된 자사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어 유통주식수가 증가하게 되므로 기존 주주들은 
의결권 및 1주당 배당금 모두 감소하게 됩니다.  

• 경영권이 취약한 회사측이 이번 OCI와의 유사한 거래를 계속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10 

21년 12월 회사는 OCI와 각자의 자사주를 맞교환(스왑)하고, 아울러 맞교환하는 수량 만큼의 자사주를 소각했습니다.  

OCI라는 우호지분을 확보하는 동시에 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주친화정책”을 펼쳤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잔여 자사주 5,420,681 (17.8%) 

총 자사주 

금호석유화학 변화의 필요성 



❷ 낮은 배당성향 

회사는 향후 2~3년간 별도 당기순이익 기준 20~25%를 현금 배당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회사가 발표한 배당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14%로 작년 19.9% 보다도 오히려 감소한 수치이며 경쟁사 대비 현저히 낮습니다. 

국내 경쟁사 및 코스피 5개년 평균 배당 성향 비교 (회계연도 2016년 – 2020년)1) 

16.8% 

56.9% 

31.2% 

59.3% 

38.7% 32.4% 

코스피3) SK케미칼 SKC 롯데케미칼 LG화학 금호석유화학 

28.8% 

국내 경쟁사 평균 
배당성향2) 

= 45.6% 

회사의 올해 배당안은 연결기준으로 불과 14%에 불과하며  
이 수치는 국내 경쟁사 대비 1/3수준, KOSPI 평균 대비 1/2수준입니다. 

(출처: 각 사 사업보고서 연결 기준, Capital IQ, 한국거래소) 
1) 배당 성향 = 현금배당 총액 ÷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2) 한화솔루션은 배당성향이 음(-)의 값이므로 평균에서 제외함 3)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769사중 회계연도 2016년~2020년도 12월 결산 기준 배당 지급한 70.9%의 회사 배당성향 평균 

금호석유화학 변화의 필요성 



12 (출처: Dart 전자공시시스템) 1) 가장 최근 공시된 재무제표 상 Latest ∙ LTM[Last twelve months] 기준 분석.  
1)최근 회계연도 5개년 2016년도~2020년도 연간 평균 금액 (2016년도~2018년도 데이터는 확인 불가) 

❷ 낮은 배당성향 

별도 기준일 경우, 2021년 금호석유화학 당기순이익중 약 50%를 차지하는 금호피앤비등 우량 자회사의 이익이 제외됩니다.  

2011년 우리나라가 K-IFRS (국제회계기준)를 도입한 후, 대부분의 기업들이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으로 배당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회사는 금호리조트와 이미 50%를 보유하고 있던 금호폴리켐 잔여지분 50%를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 투자로 인해 창출되는 자회사의 이익을 배당금 산출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금호   
티앤앨 

금호        
리조트 

2021년 매출액 

2021년 순이익 
(매출액 대비 % ) 

2,374 

653  
(28%) 

1,145 

267  
(23%) 

551 

54  
(11%) 

모회사로 지급한  
평균 연간 배당금 1) 

6 10 0 

(단위: 십억원) 

금호 
석유화학 

금호 
피앤비 

금호 
미쓰이 

금호 
폴리켐 

금호 
개발상사 

100% 지분 소유 100% 지분 50% 지분 

금호석유화학그룹 

금호석유화학 변화의 필요성 



❸ 부적절한 투자 의사결정 – ESG에 대한 투자 부족 

“테마섹과블랙록, 탈(脫)탄소화 파트너스(Decarbonization 

Partners)’로 협업해 탄소 배출 줄이는 기업에 6억 달러 투자” 

“피델리티는 투자 포트폴리오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

업의 비중을 2030년까지 50%로 감축하기로 함”  

“뱅가드와 블랙록은 엑손모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친환

경 에너지 개발과 관련한 사업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

며 주총표결을 통해 이사자리를 요구한 미국의 행동주의 펀드

인 ‘엔진넘버원(Engine No.1)의 후보 3인을 지지하며 가결시킴” 

“자산 규모 약 180조원에 달하는 NYSTRS (뉴욕주 교직원 퇴직 

펀드)는 ESG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함”” 

“블랙록, 기후문제에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업에 대

해 위임투표에서 255명의 이사진 재선임에 반대표를 행사” 

“자산 규모 약 1,600조원의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국

부펀드는 화석연료 사업투자를 매각하기로 함. 정유, 가스, 석

탄사업에 투자된  약15조원을 회수하기로 결정” 

“미국 최대 공공 연금 기업 CalPERS와 Florida SBA는 더 많은 CO2 

감축을 요구하며 영국의 석유회사 British Petroleum의 환경위원

회 의장 선임에 반대표를 행사” 

“국민연금은 투자의사결정의 요인으로 ESG를 적극 활용하기로 

함. 또한  2021년 ESG 문제기업에 대해 사외이사를 추천하기로 

했다가 철회했지만 향후 그러한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임” 

ESG가 기업경영의 핵심이 되고 있고, 특히 정유, 화학업계에서 ESG 중요성은 그 어떤 다른 산업보다도 큽니다. 

지속가능경영이 모든 기업 경영의 화두가 되었으며 
글로벌 펀드들은 환경 보호에 적극적이지 않은 기업을 투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금호석유화학 변화의 필요성 



2030년 BAU대비 29%저감, 2035년을 탄소중립 성장의 원년으로  

■ ESG위원회, 지난 해 발표한 ESG비전 ‘트리플 A’의 탄소중립 부문 첫 구

체안 수립 

■ 2030년 BAU대비 29%저감, 2035년을 탄소중립 성장의 원년으로 

■ 백종훈 대표 “탄소저감활동 첫걸음 떼, 향후 궁극적인 탄소중립 성장 

위해 달릴 것” 

22년 2월 23일, 금호석유화학(대표이사 백종훈)은 지난해 발표한 ESG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탄소중립 부문의 계획을 구체화하고 본격적인 실무에 돌

입했다고 밝혔다. (회사 홈페이지 직접 인용) 

 

사실상 B+는 국내 화학회사들중 중간 정도에 해당합니다. 

금호석유화학은 2021년 12월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UNGC2)  
(UN 글로벌 콤팩트)와 KBCSD3)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에 가
입했지만 이미 국내의 많은 회사들이 가입한 상태입니다. 

 

회사는 수 차례에 걸쳐  ESG에 대한 대응과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주총을 불과 한달 남겨두고 또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계속 표면적인 공약만을 남발하고 실제 실천 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회사의 ESG 실천 의지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A+ A B+ 

ESG 등급1) 

SK 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포스코케미칼 
SKC 

한솔케미칼 

금호석유화학 
LG화학 

동성화학 
한국카본 
휴켐스 

❸ 부적절한 투자 의사결정 – ESG에 대한 투자 부족 

1) 2021 한국지배구조연구원 (KCGS) 발표  
2) LG  화학, SK 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 S-오일, GS 칼텍스, SK 가스, 현대오일뱅크등 
3) LG화학, SK 가스,KCC 글라스, LX세미콘, 한미약품, 한국콜마, 동아쏘시오 홀딩스등 

금호석유화학 변화의 필요성 



❸ 부적절한 투자 의사결정 – ESG에 대한 투자 부족 

“독일 바스프와 세계 최대해상 풍력발전 기업인 덴마크 오스테드가

Ø rsted 독일 북해지역의 풍력발전소에서 나오는 186메가와트의 전력 

공급 계약을 맺음” 

“SK종합화학은 페트병을 비롯해 폐섬유 등 폐플라스틱을 100% 재활용

하는 “해중합” 기술을 보유한 나스닥 상장사인 미국 루프인더스트리

(이하 루프)의 지분 10%를 5,650만 달러(약 630억원)에 인수함” 

“SKC가 대상, LX인터내셔널과 합작사를 설립하여 친환경 신소재 고강

도 PBAT 사업을 본격화함.  SKC는 총 1040억원을 투자, 대상은 400억원

을 출자 그리고 LX 인터내셔널은 360억원 출자하기로 함”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최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인 캐

나다 Li-Cycle(社)에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2.6%를 확보함. 투

자금액은 총 600억원으로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이 각각 300억원

을 투자함” 

“롯데케미칼, 500억원 규모의 ESG 전용펀드 출자” 

“LG 화학, 성장성 있는 ESG기업 육성 펀드에 1,500억원 출자. 투자를 검

토하는 주요 영역은 전기차 배터리 소재, 바이오 플라스틱 기술등 친환

경 산업 소재 분야임” 

“SK케미칼이 세계 최초 케미칼 리사이클 코폴리에스터(PETG) 상업화

를 위해 중국 폐플라스틱(PET) 리사이클 업체인 중국 Shuye社에 230억

원을 투자해 10%의 지분을 취득하고 케미칼 리사이클 원료 생산능력 

20만t 구매 권한(Off-take)을 확보” 

“바스프(BASF)는 유럽 에너지회사 바텐폴(Vattenfall)의 네덜란드 해안 

풍력 발전소의 49.5%를 인수. 풍력발전 시설의 인수 가격은 3억 유로 

(약 4052억원)로, 건설 자금 등을 포함해 바스프의 총 투자액은 약 16억 

유로 (2조1,610억원)에 달함” 

“롯데케미칼, 2024년까지 울산공장에 1000억 투입해 재활용 플라스틱 

설비 구축” 

수 많은 국내외 화학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ESG 가이드라인에 따른 큰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미 그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금호석유화학 변화의 필요성 



❸ 부적절한 투자 의사결정 – 금호리조트의 고가 인수 

1) 인수 당시 이사회 인원 구성 

2021년 3월 31일, 금호석유화학과 그 자회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은 부채
비율 400%인 금호리조트 및 금호홀딩스(홍콩)를 총 2,554억원에 인수  

콘도, 골프장 등의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금호리조트는 금호석유
화학 및 금호피앤비(피앤비)과 어떠한 사업적 연관성도 없으며, 이번 
투자의사결정은 경영자의 영향력이나 보상 등과 관련된 투자에 집중
하는 전형적인 제국 건설(empire-building, 대리인비용의 일종)의 행태 

피앤비의 인수전 참여가 금호석유의 의사결정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각 자회사의 이사
회가 같은 인물로 구성된 모회사 이사회의 영향하에 있다는 증거임1) 

그러나 회사는 ESG에 대한 투자보다는 오히려 기존 사업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 금호리조트를 고가에 인수했습니다. 

Park Joo Hyung 
Executive, KPB 

문동준 
사장, 금호석유 

전임 사장, 피앤비 

신우성 
사장, 피앤비 
사내이사,  
금호석유 

부녀지간 

금호피앤비  
사내이사1) 

금호석유화학 
사내이사1) 

박주형 
사내이사, 피앤비 
상무, 금호석유 

박찬구 
대표이사 회장,  

금호석유 

금호석유화학 변화의 필요성 



(출처: Capital IQ) 
1) 가장 최근 공시된 재무제표 상 Latest ∙ LTM[Last twelve months] 기준 분석 2) 금호석유화학의 총자산(약 7.6조원)에 국내 경쟁사 대비 총자산 현금 비율 차이 4.4%를 고려하면 약 3300억원의 초과 현금 보유 
3) 금호석유화학의 EBITDA(약 1.9조원)에 국내 경쟁사 대비 Net debt/EBITDA 배수 차이 2.7배를 고려하면 약 1.1조원의 초과 현금 보유 4) 국내경쟁사: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SK 케미칼 및 SKC 5) 해외경쟁사: Indorama Venture, Sinoma Science, Kuraray 및 Z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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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및 해외 경쟁사 대비 총자산 현금 비율 및 Net Debt / EBITDA 비교1) 

총자산 현금 비율 Net debt / EBITDA(LTM) 

4.4 % ▲ 
 over 2.7X ▼ 

❸ 부적절한 투자 의사결정 – 과다한 현금 보유 

10.5% 

7.6% 

14.9% 

Domestic Peers  Overseas Peers  Kumho Petrochemical  

2.67x 2.7x 

N.A 

Domestic Peers  Overseas Peers  Kumho Petrochemical  

(*) 

(*) 순부채: (-) 5940억, EBITDA: 1.9조원 

회사측은 2010년 독자경영 이후 생존을 위한 재무구조개선에 집중하느라 투자에 보수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순현금 보유로 전환된 현재까지도 그 기조는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좋은 투자기회 발굴시, 보유현금의 활용방안과 저금리를 활용한 차입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회사는 투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합니다. 

금호석유화학 변화의 필요성 

국내경쟁사 국내경쟁사 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 해외경쟁사 해외경쟁사 국내경쟁사 



❸ 부적절한 투자 의사결정 – 부족한 투자   

18 

지난 6년간 매출액 대비 투자 비율 

의미 있는 규모의 투자는 금호리조트 인수와 이미 50%의 지분을 보유중인 자회사 금호폴리켐의 잔여지분 50%의 인수뿐입니다. 

(단위: 십억원) 

0.0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TOP3 평균 

TOP5 평균 

금호석유화학 

275 106 134 173 175 272 Capex 

21년 주주총회 당시, 회사는 2025년까지 Core 및 신성장 사업 위주로 약 3~4조원 투자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보수적인 투자 정책에는 변함이 없고 대규모의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출처: Capital IQ) 가장 최근 공시된 재무제표 상 Latest ∙ LTM[Last twelve months] 기준 분석 , 국내 Top 3: LG화학, 롯데케미칼 및 한화솔루션 Top 5: Top 3 + SKC 및  SK 케미칼   
국내경쟁사(“Peer”) 산정 기준: ①  Capital IQ 산업분류 Materials -> Chemicals -> Commodity Chemicals, ②  4조 이상 한국 회사 

금호석유화학 변화의 필요성 



❸ 부적절한 투자 의사결정 – 부족한 투자  

사업부별 매출 비중 

54.8% 
37.4% 

19.2% 

22.5% 

19.0% 
32.5% 

7.0% 7.6% 

2011 2020.3Q 

고무  수지  피앤비  정밀화학/에너지/기타  

(출처: 사업보고서) 
 

고무 수지  피앤비 정밀화학/에너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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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0년 동안 고무, 수지, 피앤비(BPA) 위주의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기초소재산업에 편중된 포트폴리오는 시장 변동성에 크게 노출되어 있으며 낮은 밸류에이션의 원인입니다. 

2021.3Q 

금호석유화학 변화의 필요성 



❸ 부적절한 투자 의사결정 – 부족한 투자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금호석유화학 

• ’14 미국 나노 H2O 인수 

• ’15 분리막 생산 설비 매각 

• ’16 동부팜한농 인수 

• ’16 LG 하우시스 점접착제 사업인수 

• ’17 LG 생명과학 합병  

• ’18 미국 유니실 인수 

• ’19 미국 듀폰 OLED 기술 인수 

• ’19 연료전지 계열사 청산 

• ’19 Paste PVC 라인 폐쇄 

• ’20 편광판 중국 사업 매각  

• ’21 Stellantis와 미국 배터리 공장 JV 

설립 

• ’21 미국 Archer Daniels Midland와 

PLA 프로젝트 양해각서 체결 

• ’21 GM과 2번째 배터리 공장 설립 

계획 발표 

• ’23 말레이시아 라텍스 공장 준공 

• ’10 말레이시아 Titan 인수 

• ’14 현대오일뱅크 JV 설립 

• ’15 말레이시아 BR 공장 준공 

• ’16 우즈벡 Surgil 공장 준공 

• ’16 삼성 화학 계열사 인수 

• ’17 Versalis JV 공장 준공 

• ’17 인니 PT ABS 인수 

• ’19 미국 루이지애나 ECC 준공 

• ’19 터키 벨렌코 인수 

• ’19 GS에너지 NCC JV 설립 

• ’20 베트남 비나폴리텍 인수 

• ’20 일본 쇼와덴코 지분 매입 

• ’21 클린수소 인프라 펀드에 투자 

• ’11 중국 PVC 공장 준공 

• ’12 독일 큐셀 인수 

• ’14 한화첨단소재 건자재 사업 매각 

• ’14 KPX 화인케미칼 인수 

• ’15 삼성종합화학/Total 인수 

• ’15 독일 하이코스틱스 인수 

• ’16 CA 공장 매각 

• ’18 미국 니콜라 투자 

• ’20 한화큐셀앤드첨단소재 합병 

• ’20 미국 그로윙에너지랩스 인수 

• ’20 미국 Cimarron 인수 

• ’21 WOS (FMM 제조업체) 인수  

• ’21 프랑스 RES 인수 

• ’21 미국 Lancium Technologies 

지분투자 (데이터센터 전력 관리 

기업) 

• ’21  미국 New Age Meats 지분투자 

• ’21  삼성전기 통신모듈 사업부 

일부 인수 

• ’10 중국 심양 건자재 공장 준공 

(’17 파산) 

• ’11 예산 건자재 공장 준공 

• ’13 아산 CNT공장 준공 

• ’20 전자소재사업 매각 

• ’21 금호리조트 인수 

• ’21 금호폴리켐 잔여지분 50% 

인수 

• ’23 NB 라텍스 증설 (울산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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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동안 국내 경쟁사 대비 투자건수도 적고 투자전략도 취약한 상황입니다. 

금호석유화학 변화의 필요성 



❹ 경영진 리스크 –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 

• 회사의 약속과는 다르게, 2021년 5월 박찬구 회장이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에서 사임한 후, 현재 백종훈 대표이사 

부사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 2021년 6월 회사가 소집한 임시 주주총회때, 회사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의 정관 변경 안을 통과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건을 상정하지 조차 않았습니다. 

작년 2021년 주주총회 당시, 회사는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를 약속했습니다. 

(금호석유화학 제 44기 정기 주주총회 참고자료 직접 인용) 

금호석유화학 변화의 필요성 



지배주주의 배임 (대법원 2014도15128)  

•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은 2008.11.28. 경부터 2011.1.31. 경까지  

금호석유화학의 자회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이 자신의 아들인 박준경에게 총 107억 5천만원을 대여하도록 영향을 행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호피앤비화학에 손해를 발생시켰음을 법원에서도 인정 

• 또한 박찬구 회장은 2009년 7월 금호석유화학의 지분 취득자금 마련을 위해 금호석유화학이 협력업체에게 전자어음을 발행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력업체로부터 30억원을 대여받는 등 기업자금을 개인적 지분확보에 이용  

• 법원 역시 박찬구 회장의 배임을 유죄로 인정하며, 박찬구 회장의 경영권 남용을 강하게 비판 

(1심 법원 판결문 발췌)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자신이 실질적으로 직접 보유·경영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피해 회사의 
법인자금을 마치 개인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듯 너무나 손쉽게 이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 회사에 거액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야기”  

22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이사회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지배주주의 개인적 이득보다 주주가치를 우선하는 경영활동 및 의사결정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❹ 경영진 리스크 

금호석유화학 변화의 필요성 

현 경영진은 과거 배임 등 위법행위로 기업에 손해 발생의 위험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취업제한 규정 불복 

❹ 경영진 리스크 – 대한민국 법무부 현 경영진에 취업제한 처분 

• 2018년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박찬구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인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 

박찬구 회장은 2020년 2월 법무부에 취업승인을 신청하였고 법무부는 2020년 5월 취업 불승인 

• 2021년 2월 18일, 서울행정법원은 박찬구 회장이 “취업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 박찬구 회장은 19일 즉각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고,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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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은 현재 위법한 경영진의 취업으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금호석유화학 변화의 필요성 

박찬구 회장은 법무부의 취업제한 처분에 불복하고 위법하게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균 연봉       20.9      34.5  12.4       44.7 

❹ 경영진 리스크 – 과도한 경영진 보상 

평균 배당금 총액 대비 CEO 연봉 비율 (회계연도 2016 – 2020)1)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보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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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7% 
1.43% 

2.75% 

9.20% 

금호석유화학 한화  
솔루션2) 

롯데 
케미칼 

LG화학 
 

 

• 박찬구 회장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225억2천만원

(연평균 45억)을 수령했습니다. 

• 회사는 회사측의 추천으로 임명된 3명의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보상위원회를 21년 6월 설치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

진 바 없습니다. 회사 경영 성과에 경영진이 어떻게 기여했는지 

또한 성과급 구성 항목이 어떤 것인지 성과는 개별재무제표 기

준인지 연결 기준인지 아무것도 공개된 것은 없습니다.  

• 경쟁사 대비 적은 회사의 배당금 정책과 상반되는 업계 최고의 

경영진의 보상은 심각한 대리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명입

니다. 
(단위: 억원) 

박찬구 회장은 불법취업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유/화학업계 연봉킹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호석유화학 변화의 필요성 

(출처: 각 사 사업보고서 연결 기준) 
1) 금호: 박찬구 회장, LG: 박진수 부회장 (2019년 퇴직금 55억2,800만원 제외), 2020년은 신학철 부회장 기준, 롯데: 신동빈 회장, 한화: 김창범 부회장 2) 2020년은 배당 미지급으로 제외함 



   

❺ 비연관 자산 매각 

• 21년 주총당시 회사는 “적정 가치 회복 후”비연관 자산의 매각을 약속했습니다. 

•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21년 9월 아시아나 항공 주가는 29,000원대로 회사가 처음 취득했던 가격이나 공정가치 보다도 높은 "적정 
가치"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아시아나 항공 주식을 매각 하지 않았고, 그 후 주가는 17,000대까지 폭락하였습니다.  

• 2021년 6월 대우 건설 주가는 지난 2015년 이후 최고점을 기록했지만, 회사는 매각을 하지 않고 그 후 6천원대까지 하락했습니다. 

• 대우건설과 아시아나 주식 사례에서 보듯이 회사는 투자 재원으로 쓰일 수 있는 비연관 자산의 매각에 의지가 없음이 분명합니다. 

(금호석유화학 제 44기 정기 주주총회 참고자료 직접 인용 ) 

금호석유화학 변화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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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호석유화학 변화의 필요성 

2. 저평가된 기업가치 

3.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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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영업 실적 (2016 to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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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apital IQ, JP Morgan, 네이버 금융, 키움증권, 하이 투자증권 최근 3개월 리포트) 
 

잉여현금
흐름 

240     3,151      3,505       3,850        5,961         15,4481) 

2021년 창사 최대의 실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식시장에서 현저히 저평가 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298,500까지 상승하였지만, 그 후 현재 15만원대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경쟁사 대비 현저하게 낮은 Valuation 

저평가된 기업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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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최대의 실적에도 불구하고, 2021년 주주총회 이후, 아래와 같은 일련의 사건으로 인하여 회사 주가는 폭락하였습니다. 

실망한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의 외면으로 인해 주가 하락이 심해졌습니다. 

01.26.21  이사 추천, 배당금 상향등 박철완 측 주주제안 제출 

12.15.21  금호석유화학은 OCI와의 자사주 스왑을 발표 
05.04.21  박찬구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남 

05.31.21  금호석유화학은 향후 개별기준 20~25%의 배당 정책을 발표 

2 

05.11.21   금호석유화학은 금호폴리켐 잔여지분 50%를 인수하고 금호리조트 증
자에 참여함 12.15.21 금호석유화학은 자사주 0.56%을 소각하기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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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대비 현저하게 낮은 Valuation 

저평가된 기업가치 



국내 및 해외 경쟁사 대비 총 주주수익률(TSR) 비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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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18.7 % 

(-)36.8 % 

2021년 주주총회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9개월 동안 경쟁사 대비 각각 18% 및 45% 보다 하회했습니다. 

(출처: Capital IQ, Bloomberg) 선정된 경쟁사는 전체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됐습니다.가장 최근 공시된 재무제표 상 Latest ∙ LTM[Last twelve months] 기준 분석  
1) 국내경쟁사(“Peer”) 산정 기준: ①  Capital IQ 산업분류 Materials -> Chemicals -> Commodity Chemicals, ②  4조 이상 한국 회사 
2) 해외경쟁사: Indorama Venture, Sinoma Science, Kuraray 및 Zeon .산정 기준: i) 매출의 대부분이 수지, 고무(Bloomberg 기준)에서 발생함; ii) 시가총액 3조원~15조원의 아시아 지역의 회사  

경쟁사 대비 현저하게 낮은 Valuation 

저평가된 기업가치 

해외경쟁사 국내경쟁사 금호석유화학 



국내 및 해외 경쟁사 대비 EV/EBITDA 비교 국내 및 해외 경쟁사 대비 P/E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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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mho Petrochemical  Domestic Peers  Overseas Peers  

55.5X 

14.6X 

2.8X 

7.5X 
7.2X 

1.7X 

금호석유화학의 밸류에이션은 국내 경쟁사 대비 1/20, 1/4수준, 해외 경쟁사 대비 1/5, 1/4수준에 불과합니다.  
 더욱 큰 문제는 계속 하향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경쟁사 금호석유화학 해외경쟁사 해외경쟁사 국내경쟁사 국내경쟁사 금호석유화학 

경쟁사 대비 현저하게 낮은 Valuation 

저평가된 기업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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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Valuation의 배경은 대체 무엇 
 
1. 지배구조 관련 이슈 
2.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부족 
3. 튼튼한 재무구조 기반의 중장기 성장 전략제시  
4. 주주가치 제고 부족 

• 낮은 배당 
• 과다한 자사주 보유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회사의 의지다. 

Analyst report                                                                                         
Aug 9th 2021 

사상 최대 실적을 압도하는 경영진 리스크 

하나금융투자 윤재성 애널리스트 리포트 (2021년 8월 9일) 

경쟁사 대비 현저하게 낮은 Valuation 

저평가된 기업가치 



Content 

1. 금호석유화학 변화의 필요성 

2. 저평가된 기업가치 

3.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제안 

32 



33 

찬성할 안건: 제 1-2-2호 의안 반대할 안건: 제 1-2-1호 의안 

• 보통주 현금배당 주당 14,900원 

• 우선주 현금배당 주당 14,950원 

• 보통주 현금배당 주당 10,000원  

• 우선주 현금배당 주당 10,050원 

• 모든 주주는 30%의 배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학업종의 사이클과 우크라이나 침공등 경기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유감스럽게도 21%를 제의하

는 바입니다. 

• 저는 동시에 금호석유화학이 현재 보유중인 약 18%의 자사주중 10%를 올해 안에 소각할 것을 회사측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 사측이 제안한 올해 배당성향은 연결기준 14%로 오히려 작년의 19.9% 보다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사측이 주장하는 개별재무제표 기준은 21년 금호석유화

학 당기순익의 약 50%를 차지하는 금호피앤비, 금호미쓰이등 우량 자회사의 실적을 제외하는 수치입니다. 

• 회사는 주총을 불과 3주도 안 남겨놓은 시점에서 1,500억원을 들여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매입규모는 현 시가기준 불

과 3%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취득한 자사주는 매입 후 전량 소각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소각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 회사는 기존 보유중인 18%의 자사주의 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배당 승인의 건 – 배당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30%를 지급하고 향후에도 유지되어야 합니다. 

동료 주주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주주제안 안건 



반대할 안건: 제 2-1, 2-2, 3-1호 의안 
 
 
 
 
 
 

• 기존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진이 기존 경영진과 독립성을 갖고 

경영진 및 이사회를 견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 박상수 사외이사 후보자는 SKC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장을 14년 동안 역

임했으며 현재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은 최신원 (전) SKC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재판에 소환되었습니다. 박상수 후보자는 SKC의 SK 텔레시

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과나 배경에 대해서 모른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이 사례는 박후보자가 증자의 대상이었던 SK텔레시스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로 유상증자에 SKC의 참여를 동의하였거나 혹은 상황에 대해 인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척했다고 생각됩니다. 어떤식이건 박후보자는 사외

이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고, 이런점에서 박후보자는 금호석유화학

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상수 경희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박영우 에코맘 코리아 이사 

동료 주주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주주제안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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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할 안건: 제 2-3, 2-4, 3-2 의안 
 

 

 

 
 
 
 
 
 
 
 
 
 
 

 

 

• 주주제안 사외이사 후보들은 금호석유화학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각 분야

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현재 금호석유화학의 거버넌스 체질 개선 

등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독립성을 갖고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로의 전격 개

선만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큰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이성용 (전) 신한금융그룹 CDO 및 신한DS 사장 (2018~2021) 
(전) 베인&컴퍼니 아시아인 최초 글로벌 등기 이사회 멤버 (2000~2017) 
(전) 베인&컴퍼니 아시아 금융 및 한국 대표 파트너 (2000~2017) 
현대무벡스 (코스닥)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2020~2022.2) 
AIA 생명보험 사외이사, 감사위원 및 보상위원회 위원 (2017~2019) 
LG 디스플레이 (코스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2011) 

함상문 (현)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 (2020~현재) 
(전)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재무학(외환 파생상품 포함, 리스
크 관리) (1998~2019) 
두산건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2013~2016) 
KB 금융지주 (코스피) 사외이사, 경영전략 및 리스크 관리 위원 (2008~2013) 
KB 금융지주 (코스피) 감사위원 (2010~2012)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이사회의 거버넌스 개선이 가장 시급합니다. 

 
1) 최신원 (전) SKC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관련한 본인 소유의 앤트개발에 SKC와 SK텔레시스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당시 최신원 회장이 회장직을 맡고 있던 SKC는 자회사 SK 텔레시스의 두 차례 유상증자에 총 
236억원을 출자하였으며 그 후, SK텔레시스가 골프장을 개발하는 앤트개발에 155억원을 무상 대여했습니다. 그 후 앤트개발이 대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전) 신한금융그룹 CDO 및 신한DS 사장 (2018~2021) 
(전) 베인&컴퍼니 아시아인 최초 글로벌 등기 이사회 멤버 
(2000~2017) 
(전) 베인&컴퍼니 아시아 금융 및 한국 대표 파트너 (2000~2017) 
(전) 에이티커니 초대 한국대표 (1991~2000) 
(전) 미국 국방부 엔지니어 (1985~1990) 

주요 경력 

현대무벡스 (코스닥)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2020~2022.2) 
AIA 생명보험 사외이사, 감사위원 및 보상위원회 위원 (2017~2019) 
대우증권 그린코리아 SPAC 펀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2012) 
LG 디스플레이 (코스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2011) 
우정사업 금융본부 사외이사 (2008~2010) 

이사회 경력 

이성용 사외이사 후보자는 전세계에 70 개 이상의 지사를 두고 있는 
3 대 글로벌 경영전략 컨설팅 업체 베인 앤 컴퍼니 베인&컴퍼니의 
글로벌 디렉터로, 한국대표, 아시아 금융대표, 아시아인 최초로 베인 
글로벌 경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베인의 최고 의사결정체
인 글로벌 이사회의 이사로 일했습니다. 특히, 대기업, 금융권과 사모
펀드 대상으로 M&A, 합작사 설립, M&A이후 통합 전략, 신규사업 발
굴, Transformation 관련한 30년 이상의 경력의 전문가로서 이는 향
후 금호석유의 신규 성장 동력발굴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후보자는 최근까지 신한금융그룹 Digital Transformation 을 총괄하였
으며, 신한금융그룹의 2,400 명의 IT 와 Digital 인력을 관리하는 그룹 
CDO (최고 디지털 책임자)와 자회사인 신한DS 사장을 역임했습니다. 
이러한 IT에 대한 후보자의 폭넓은 경험과 지식은 향후 금호석유화학
과 자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IT 통합 작업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또한 후보자는 상장 회사를 포함한 국내 다수의 기업 및 공기업(현대
무벡스, AIA 생명보험, LG 디스플레이, 우정사업본부등)의 사외이사, 
감사위원 및 보상위원회 위원등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후보자의 보상
위원으로의 경험과 지식은 향후 금호석유화학 최고 경영층의 연봉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프레임과 기준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또한, 베인&컴퍼니 아시아 금융대표로서의 지식, 감사위원으
로서의 경험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영 투명
성을 제고하여 주주권익 보호에 기여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성용 후보자는 금호석유화학의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新성장 사업의 발굴을 통해 금호석유화학 그룹의 미래 성장을 통해 
기업 가치를 혁신하고 주주이익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됩니다.  

추천 이유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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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로잔 비즈니스 스쿨 마케팅 박사 
미국 하버드 대학교 경영 대학원 MBA 경영학 석사 
미국 남가주 대학교 (USC)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 기술) 석사,  
미국 육군사관학교 (West Point) 항공우주 공학과 학사  

학력 사항 

이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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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 (2020~현재) 
(전)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재무학(외환 파생상품 포함, 리
스크 관리) (1998~2019) 
(전)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2007~2010) 
(전)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993~1997) 
(전)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교수, 캐나다 (1992~1993) 
(전) Virginia Tech 교수, 미국 (1984~1992) 

주요 경력 

두산건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2013~2016) 
KB 금융지주 (코스피) 사외이사, 경영전략 및 리스크 관리 위원 
(2008~2013) 
KB 금융지주 (코스피) 감사위원 (2010~2012) 
재정경제부, 경제개발협력기금, 자문위원 (2007~2011) 
한국은행, 외환 및 국제금융 자문위원 (2005~2011) 
OECD - Korea 정책센터 소장 (2007~2010) 
한국가스공사, 외환리스크 자문위원 (2004~2005) 

이사회 경력 

함상문 사외이사 후보자는 현재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명
예교수로 재직중이며 한국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유수의 대학에서 
약 40년동안 재무학(외환파생상품, 리스크 관리) 및 경제학을 가르쳤
습니다. 후보자는 미국 시카고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교수직을 시작하여 캐나다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
을 거쳐 1993년 귀국하여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일한 뒤 
1998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후보자는 학계에서뿐만 아니라 정부, 공기업(재정경제부, 
한국은행, KOICA, 한국가스공사등)에서 자문위원으로 일하며 다양한 
경험과 연륜을 쌓았습니다.  
후보자의 학생들과 소통하는 능력은 금호석유화학의 효율적인 이사
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영진 및 다른 사외이사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금호석유화학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
는 비중이 약 70%인 점을 감안하면 후보자의 외환리스크 관리 및 국
제금융에 대한 지식이 회사 경영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
고 신규투자 시, 회사의 재무 안정성과 적절하게 자본이 배분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후보자의 폭넓은 재무 지식은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함상문 후보자는 KB금융지주의 사외이사, 감사위원 및 리스크관리 
위원을 역임했으며 두산건설에서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활동
하였습니다. 이렇듯 학계, 정부 기관 및 기업등 다양한 조직에서의 이
사, 감사, 자문위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 
전문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재무에 
대한 지식과 감사위원으로서의 경험을 비추어볼 때 금호석유화학의 
사외이사뿐만 아니라 감사위원으로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
니다.  

추천 이유 

미국 시카고 대학교 경제학 석사 박사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경제학 및 수학 학사  

학력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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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주주의 대표로서 회사의 이사회는 기업가치와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위한 의사 결정을 해야 하고,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정보 및 보고 요구, 

상호협의, 승인 등을 통해 사외이사가 실질적으로 경영진을 감시, 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주주제안의 사외이사 후보자들은 회사 및 최대주주와 어떠한 연관 관계도 없으며 그 "독립성" 뿐만 아니라 전문성 및 다양성까지 겸비한 

후보들입니다. 만약 회사가 일반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경우, 후보자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그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외부에 있는 일반 주주들과 소통할 것입니다.  

• 후보자들은 회사가 발표하는 공식 제안들이 최대한 지켜질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이성용 후보자의 AIA 생명보험에서의 보상위원 및 감사위원으로의 경험과 지식은 향후 금호석유화학 최고 경영층의 연봉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특히, 대기업, 금융권과 사모펀드 대상으로 M&A, 합작사 설립, M&A이후 통합 전략, 신규사업 발굴, Transformation 관련한 30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로서 이는 향후 금호석유의 신규 성장 동력발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두 후보자의 해외에서의 오랜 업무와 거주 경험은 매출의 대부분이 해외 수출에서 발생하는 금호석유에 더 폭넓은 시각을 제공할 것이며 특히 

함상문 후보자의 외환리스크 관리 및 국제금융에 대한 지식이 회사 경영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호석유화학의  기업가치,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합니다 

동료 주주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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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성향은 향후 연결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30%를 유지  

실적이 좋은 연도 (10년 평균 당기순이익 기준 이상을 기록한 연도) 

• 30%의 배당 성향을 유지, 나머지 순이익의 70%는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유보 

• 적극적인 투자 기회 모색, 신 성장 동력, R&D 투자 (매출액 대비 capex 10%)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경기를 감안한 선제적인 원가 개선 

• 안정적인 원재료의 확보방안 (예: NCC와의 JV설립), 공장 자동화, 물류 확보 (선박 구매)등 

• 실적이 좋지 않은 연도를 대비한 배당재원 

실적이 좋지 않은 연도 (10년 평균 당기순이익 기준 이하를 기록한 연도) 

• 역시 30%의 배당 성향을 유지 

• 실적이 좋은 연도의 유보금을 이용 

• 필요할 경우, 금호리조트, 아시아나 항공 지분등 비 핵심자산의 매각을 통한 재원확보 

일관성 있는 배당정책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화학 산업 특유의 사이클로 인한 수익의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연결기준 배당성향 30%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A. 배당금 상향 
주주제안 안건 



B. 보유중인 자사주의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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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올해 안에 기존 보유중인 10%의 자사주의 소각을 요청하며 내년까지 잔여 자사주의 완전 소각을 요청합니다.   

주주제안 안건 

자사주 보유에 대한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평가 

“블랙록 등 글로벌 투자자들은 '자사주 보유 규모가 

과도하다'며 소각을 통해 주주권 강화를 제안”  

(연합인포맥스, 2018년) 

• 자사주 완전소각 후 주주들의 의결권은 현재보다 22% 증가하게 됨 

• 또한, EPS도 64,780원에서 78,800원으로 증가하게 됨 

“아시아나항공 지분매각이나 자사주 소각(또는 매각)에 대한 

낮은 의지를 고려하면, 주주가치 제고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삼성증권, 2019년) 

자사주 소각 전후 지분율 비교 

 64,780 

 78,800 

 소각 전 EPS   소각 후 EPS  

(단위: 원) 22% 

소각 전 지분율 소각 후 지분율 

소액 주주 57% 69.5% 

박찬구 회장 및 특수 관계자  14.9% 18.1% 

박철완 및 특수 관계자 10.2% 12.4% 

자사주 17.8% 

합계 100.00% 1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