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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영준 카카오 CEO 내정자 자진사퇴, 

 카카오노조 ‘당연한 결정.. 구성원∙주주 신뢰 회복 시급한 과제로 

 남아’” 
 카카오 내 계열회사 컨트롤타워 있었지만 작동 안했다. 위기 대응 실패 사례로 남아 

 카카오노동조합, “구성원 상처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지회장  :  서승욱,  이하  노동조합)은  10일,  류영준  카카오 

 CEO 내정자가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노동조합은  지난  5일,  카카오페이  임원진의  집단  주식  매도로  유가증권시장에  혼란을  야기한 

 류영준  카카오  CEO  내정자에  대해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해당  사내  게시글에는  지금까지  1900명이 

 넘는 직원이 실명으로 동의하였으며 이는 카카오 창사이래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카카오페이  경영진  집단  블록딜  사태  이후  한  달여가  지난  1월  4일,  카카오페이  구성원들에게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과  의사를  밝혔으나,  류영준  전  내정자는  구체적인  책임  이행방안을  발표하지 

 않아 카카오페이 구성원들의 공분을 샀고 결국 노동조합의 사퇴 요구에 까지 이르렀다. 

 서승욱  지회장은  “류영준  전  내정자의  블록딜  사태가  계속  문제  되고  있었지만  선임을  강행해온 

 지난  과정들은  결국  카카오가  ESG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셈"  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계열사를 

 관장하는  컨트롤타워가  본사에  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지난  한  달간을  뒤돌아보면  위기대응에 

 실패했다." 라고 꼬집었다. 

 카카오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발표하는  2021년  ESG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한  단계  상승한  성적이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정보  제공  기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실시하는  ESG평가에서도  지난해  대비  한  단계  상승한 

 A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사회부문에서는  ‘A+’,  지배구조에서는  ‘A’등급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류 내정자의 선임 사태로 빛을 바랐다는 오명이 남게 되었다. 



 서승욱  지회장은  “카카오페이의  성장은  카카오페이  구성원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  낸  결과인데 

 결실은  특정  임원진에게만  집중되었다"라며,  “카카오페이  구성원들은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고  포괄임금제로  연장근로수당  또한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으나  회사의  성장을  위해  묵묵히 

 참고  일해왔다.  이번  사태로  구성원들이  느끼는  상실감이  제가  감히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깊다.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었고  무척  안타깝다.  이제는  회사∙노동조합  모두  구성원들의  상처 

 회복을 위해 노력할 때" 라고 말했다. 

 노동조합은  구성원들의  정당한  요구가  논의되고  수용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후  이번 

 사태로  입은  내부  직원들의  상처를  회복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상장  시  일정  기간  임원진의  매도  제한  규정  신설',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  강화를  위한  내부  점검 

 프로세스  강화'와  같은  강도  높은  예방  대책  수립을  회사에  요구할  계획이다.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상호 신뢰에 기반한 수평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