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중 일부항목 보완

현재 공시된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2019.2.28.) 중 일부항목 보완함 

---------------------------------------------------------------------------



구분

임직원

보수총액

(A)

법인세차감전순이익(B)
임직원수

(C)

임직원 평균보수

(A/C)
비율

(A/B)

전년도

(2017년)
405.2 2,083 0.19 341 1.19

당해년도

(2018년)
437.0 1,734 0.25 352 1.24

구분
임 원 직 원

등기 미등기 1급 2급 3급 4급 5급
일반

전문직

전년도

(2017년)

보수총액 10.9 24.8 36.8 123.8 138.0 39.1 21.6 10.2

성과보수액 2.4 6.0 2.3 7.3 8.3 2.4 1.3 0.5

당해년도

(2018년)

보수총액 10.8 25.1 42.4 138.1 149.8 35.6 23.9 11.3

성과보수액 0.9 2.4 - - - - - -

나. 보수 세부사항

1) 임직원 총보수
(단위 : 명, 억원)

주1)‘임직원보수총액(A)’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

소득지급명세서의 해당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기재함

주2)‘법인세차감전순이익(B)’은 연결재무제표기준 t-1기의 금액을 기재함

주3)‘임직원 수(C)’는 해당년도 말 재직자 기준으로 작성함

2)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
(단위 : 억원)

 주1)‘보수총액’은 성과보수액을 제외한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

소득지급명세서의 해당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기재함

 주2) 대상 임직원은 해당년도 말 재직자 기준으로 작성함

 주3) 임원‘성과보수액’과 관련하여,‘2017년’은 2017회기 종료 후 2018년에 지급된 2017  

회기 현금지급액, 2016회기 이연지급액, 2015회기 이연지급액, 2014회기 이연지급액을  

합한 금액으로, 미지급된 성과보수는 포함하지 않음.‘2018년’은 2018회기 종료 후 2019  

년에 지급된 2018회기 현금지급액, 2017회기 이연지급액, 2016회기 이연지급액, 2015회기 이

연지급액을 합한 금액으로, 미지급된 성과보수는   포함하지 않음

 주4) 직원‘성과보수액’은 각 해당년도별 경영성과에 따라 발생된 금액으로,‘2017년’성과보수

액은 2017회기 경영성과에 따라 2018년에 지급한 금액이며,‘2018년’성과보수액은 2018

회기 경영성과에 따라 2019년에 지급한 금액임



구분 수급자수 기본급
성과보수액

이연지급 
대상

전년도

(2017년)

임원 6 25.1 5.3 3.2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 - - -

당해년도

(2018년)

임원 7 28.5 - -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 - - -

구분
성과보수액

현금 주식 주식연계
상품

기타

전년도

(2017년)

임원 5.3 2.1 - 3.2 -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 - - - -

당해년도

(2018년)

임원 - - - - -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 - - - -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1)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명, 억원)

주1)‘수급자수’는 해당년도 중 6개월 이상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로 근무한 직원을 기준으

로 기재함(리스크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 제외)

주2)‘기본급’은 보수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원(수당, 실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함)을 모두 포함하

며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되면‘기본급’으로, 성과와 연관하여 지급되면‘성과보수액’으로

     분류함

주3)‘2017년’성과보수액은 2017회기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 결정된 당기 현금지급액(전체 대비 

40%)과 향후 3년간 주가연계방식으로 지급되는 이연지급액(전체 대비 60%)의 합계액이며, 

한 금액이며,‘2018년’성과보수액은 2018회기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 결정된 당기 현금지

급액(전체 대비 40%)과 향후 3년간 주가연계방식으로 지급되는 이연지급액(전체 대비 

60%)의 합계액임

2) 성과보수의 형태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억원)

주1) 해당년도 중 6개월 이상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로 근무한 직원을 기준으로 기재함

     (리스크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 제외)

주2)‘성과보수액’은 각 해당년도별 경영성과에 따라 발생된 금액으로 당기 현금지급분(40%)과 향

후 3년간 주가와 연계하여 지급하는 이연지급분(60%)으로 구성됨

주3) 성과보수 중 이연지급분(상기‘주식연계 상품’으로 표기)은 이연지급되는 매회기 대상기

간 말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간, 과거 1개월간,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을 

성과보수 발생년도 기준주가와 비교·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함



구분
이연보수액

지급확정 지급미확정

전년도

(2017년)

임원 15.8 6.3 9.5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 - -

당해년도

(2018년)

임원 6.2 3.3 2.9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 - -

구분
이연보수액

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기타

전년도

(2017년)

임원 15.8 - - 15.8 -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 - - - -

당해년도

(2018년)

임원 6.2 - - 6.2 -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 - - - -

3)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 억원)

주1)‘이연보수액’은 발생연도에 상관 없이 해당연도말 누적된 성과보수 이연지급액의 합계액이며  

해당년도의 기준주가를 반영하여 계산함

주2) ‘지급확정’은 해당연도말 잔존하는 전체 이연보수액 누적 금액 중 당해 지급된 금액으로서 

주가 및 경영실적에 따라 조정 계산됨

주3) 회계년도말 재직 여부에 관계없이 각 회계년도에 발생한 이연보수액 총액을 누적하여 기재함

4) 이연보수액의 형태별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 억원)

주1)‘이연보수액’은 발생연도에 상관 없이 해당연도말 누적된 성과보수 이연지급액의 합계액이며  

해당년도의 기준주가를 반영하여 계산함

주2)‘주식연계상품’은 매회기 대상기간 말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간, 과거 1개월간, 과거 1주일

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

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을 성과보수 발생년도 기준주가와 비교·계산하여 현금으로 지

급하는 형태의 이연보수액

주3) 최종 지급의 형태가 현금이더라도 주가와 관련된 보수인 경우‘주식연계상품’으로 기재함



구분
이연보수액

t기 t-1기 t-2기 t-3기 이전

전년도

(2017년)

임원 15.8 3.2 4.7 6.4 1.5 -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 - - - - -

당해년도

(2018년)

임원 6.2 - 2.3 2.1 1.8 -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 - - - - -

구분
이연보수액 직·간접적 조정에

노출된 금액축소․증가액 직접적 조정 간접적 조정

전년도

(2017년)

임원 △1.0 - △1.0 9.5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 - - -

당해년도

(2018년)

임원 △3.6 △1.4 △2.2 2.9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 - - -

5)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단위 : 억원)

주1)‘이연보수액’은 발생연도에 상관 없이 해당연도말 누적된 성과보수 이연지급액의 합계액이며  

해당년도의 기준주가를 반영하여 계산함

주2) 해당 연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을 발생회기별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 2018년의 경우,   

t기 2018회기 성과보수액 중 이연보수 잔존금액, t-1기 2017회기 성과보수액 중 이연보수 잔

존금액, t-2기 2016회기 성과보수액 중 이연보수 잔존금액, t-3기 2015회기 성과보수액 중 이

연보수 잔존금액]

6) 이연보수의 조정

(단위 : 억원)

주1)‘이연보수액 축소 ․ 증가액’은 발생연도 기준 이연지급액 계산금액 대비 지급시점 기준 이

연지급액 계산금액의 차액으로서 직접적(삭감, 환수 등),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 또는 증가된 금액. 다만, 성과평가 등을 반영하여 이연보수를 축소하였으나, 주가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이연보수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동 항목에 기재

주2)‘직접적 조정’은 이연보수가 직접적(삭감, 환수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주3)‘간접적 조정’은 이연보수가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 또는 증가된 부분을 

기재하였으며, 발생 당시 회기의 기준주가 대비 주가변동으로 축소 또는 증가된 이연보

수금액만을 산정하여 기재하였음

주4)‘직·간접적 조정에 노출된 금액’은 각 연도말 기준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성과보수 이연지

급액의 누적 잔존금액임 

 



구분 수급자수 퇴직보수액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전년도

(2017년)

임원 - - -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 - -

당해년도

(2018년)

임원 - - -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 - -

7)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
(단위 : 명, 억원)

주1) 근로기준법 및 보수규정에 의한 법정퇴직금은 퇴직보수액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