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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지배구조 관련 현황에 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동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동 보고서 내 지배구조 관련 현황은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기재하였습니다. 보고서 내 

지배구조 관련 활동 내역의 경우 공시대상기간(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의 내용을 

기재하였고, 가이드라인에서 별도 기간을 제시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내역을 기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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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 기업명 : 주식회사 한진칼 

 

(2) 작성 담당자 : (정) 경영관리팀 과장 박정목 

 (부) 경영관리팀 대리 김성근 

 

(3) 작성 기준일 : 직전 사업년도 말일 (2020년 12월 31일) 

 

(4) 기업개요 

최대주주등 조원태 외 11명 
최대주주등의 지분율1) 25.45% 

소액주주 지분율2) 16.34% 

업종 비금융 주요 제품·서비스 

지주사업 

부동산 임대업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선스업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여부 
해당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미해당 

기업집단명 한진 

요약 재무현황 (단위 : 억원) 

 2020년 2019년 2018년 

연결 매출액 4,088 12,035 13,049 

연결 영업이익 -2,211 -39 1,088 

연결 계속사업이익 -3,341 -2,635 81 

연결 당기순이익 -3,415 -2,606 -128 

연결 자산총액 34,886 26,937 28,501 

별도 자산총액 30,212 19,076 20,078 

   1)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보통주 기준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보통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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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업지배구조 정책 

 

1. 기업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의 운영방향 및 중점사항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 및 권익 보호, 국가 및 사회 공동체 발전 기여를 위해 지배구조의 투명성, 안정성,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하며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견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작성 기준일 현재 이사회 총원 11명 중 8명을 사외이사로,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총원 14명 중 11명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작성 기준일 

현재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를 통해 면밀하고 객관적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사회가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갖거나, 실제 운영상에서 특정 이익집단을 대변하거나, 전문 분야 

또는 직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는 각각 

금융/행정 전문가, 회계 전문가, 금융/재무 전문가, 법률 전문가, 공정거래 전문가로 구성, 이사회 부의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의 및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조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고, 2021년 3월 제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를 정관으로 규정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이사들이 최선의 경영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조직을 통하여 정확하고 충분한 

경영 정보 및 해당 안건의 구체적 내용을 제공하여 이사들이 심도 있는 논의 및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사는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장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고민과 의지를 담아 지난 2019년 11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헌장에는 당사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이사회를 중심으로 주주, 고객, 회사 구성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균형 있는 이익 증진을 추구하겠다는 경영 목표와 철학을 담았습니다. 

 

당사의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http://www.hanjinkal.co.kr), 사업보고서 

(http://dart.fss.or.kr/) 등을 통해 상세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http://www.hanjinkal.co.kr/
http://dart.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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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 지배구조 특징 

 

■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투명성 및 독립성 제고를 위해 작성 기준일 현재 이사회 

총원 11명 중 8명을 (전체 구성원 대비 73%) 사외이사로,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총원 14명 중 

11명을 (전체 구성원 대비 79%)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외부인사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다각적인 관점을 고려하는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외이사는 경영진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이사와 회사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상법 및 이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이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합니다. 

 

한편, 당사는 2020년 2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는 것으로 이사회 규정을 개정하고 2020년 

4월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3월 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하여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를 명확히 하고, 양성평등의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하여 이사회의 이사를 

특정 성(性)으로 구성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의 운영 

 

당사는 작성 기준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거버넌스위원회, 

보상위원회 이상 4개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 중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법령에 

의해 그 설치가 의무화된 것이며, 거버넌스위원회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사항 

및 주주가치·주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보상위원회는 등기임원의 보수 관련 

사항(체계·한도·집행)에 대해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심의를 수행합니다. 또한, 작성 기준일 이후 당사는 

ESG 경영의 중요성을 고려 2021년 4월 개최된 이사회에서 기존 거버넌스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ESG경영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ESG경영위원회는 기존 거버넌스위원회의 역할 및 ESG 관련 

경영사항에 대한 심의를 수행합니다. 

 

당사 대표이사는 지배구조 개선 및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20년 2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거버넌스위원회 위원직을 각각 사임하였고, 이 결과 각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위원회 간의 균형과 사외이사의 

과도한 위원 겸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회 간의 역할과 권한 범위, 사외이사의 전문 분야, 선임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외이사가 위원회 위원을 역임할 수 있도록 운영 중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사로 구성된 위원회가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건에 대하여 

심도 있고 집중적인 논의와 검토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이사회가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사회의 사전 심의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사회는 이를 승인 또는 

추인함으로서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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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사회 내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각 이사에게 통지되며, 각 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여 감사위원회 이외의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해 재결의 할 수 

있습니다. 

 

 

■ 이사회 내 위원회의 높은 전문성 

 

당사의 사외이사는 금융/행정 전문가, 회계 전문가, 금융/재무 전문가, 법률 전문가, 공정거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전 검증을 통하여 상법 등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는 사외이사 후보군을 선정하여 주주총회를 통해 공정하게 선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선임 후에도 

신임 사외이사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등을 통해 당사 및 당 그룹에 대한 이해를 돕는 등 

지원조직을 통하여 사외이사의 내실 있는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회계 전문가를 감사위원장으로,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를 거버넌스위원회(現ESG경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재무/금융/법조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각 위원회의 운영 목적을 고려한 위원 선임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을 사외이사로 하고,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모든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을 겸직하지 않고, 각 사외이사는 최소 1개 이상의 위원회 위원을 역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각 위원회에 적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전문성과 노하우가 십분 발휘될 수 있는 체계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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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주 

 

1. 주주의 권리 

 

(핵심원칙 1) 주주의 권리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부원칙 1-①)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최근 3년간 당사는 총 3회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임시주주총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주주총회 

개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대상기간 : ’19.01.01 ~ ’21.05.31) 

구분 제8기 정기주주총회 제7기 정기주주총회 제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일 2021년 03월 11일 2020년 03월 04일 2019년 03월 14일 

소집공고일 2021년 03월 11일 2020년 03월 04일 2019년 03월 14일 

주주총회 개최일 2021년 03월 26일 (금) 2020년 03월 27일 (금) 2019년 03월 29일 (금)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주종 15일전 주총 23일전 주총 15일전 

개최장소 / 지역 한진빌딩 본관 대강당 / 

서울 중구 

좌동 좌동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1% 이상 주주 : 

소집통지서 발송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1% 미만 주주 : 

전자공고 

좌동 좌동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수준의 

소집통지 여부 및 방법 

- 당사 영문 홈페이지 

내 일시·장소 안내 및 

Reference Material 

제공 

-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외국인 주주 

의결권 행사 

좌동 -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외국인 주주 

의결권 행사 

세부사항 이사회 

구성원 

출석여부 

11인 중 2인 출석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1

인 포함) 

6인 중 2인 출석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1

인 포함) 

6인 중 1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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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8기 정기주주총회 제7기 정기주주총회 제6기 정기주주총회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여부 

감사위원 3인 중 1인 

출석 

좌동 감사 1인 중 1인 출석 

주주발언 

주요 내용 

- 발언주주 : 

주요주주의 대리인 

1인, 개인주주 2인 

-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및 

반대 발언, 안건에 

대한 상세내용 및 

근거 설명 요청, 

의사진행 발언 

- 발언주주 : 

주요주주의 대리인 

6인, 개인주주 3인 

-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및 

반대 발언, 안건에 

대한 상세내용 및 

근거 설명 요청, 

의사진행 발언 

- 발언주주 :  

개인주주 8인 

-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및 

반대 발언, 안건에 

대한 상세내용 및 

근거 설명 요청, 

의사진행 발언 

 

당사는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 전 주주들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직접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주의 경우 당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 및 해당 외국인 주주의 상임 대리인을 

통해 외국인 주주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 수준을 

제고하고자 2020년부터 당사 영문 홈페이지 내 일시·장소 안내 및 의결권 행사시 참고를 위한 Reference 

Material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개최한 제8기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당사는 주주제안 영향 등을 고려, 소집공고를 법정 기한인 

2주 전 무렵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4주간 전)를 고려, 이를 더욱 앞당기는 등 

충분한 기간 전에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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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원칙 1-②)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주주의 직간접 의결권 행사 

 

제8기 정기주주총회 당시 당사는 종속회사가 포함된 연결결산 등 주요 경영활동 일정 및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당사는 작성 기준일 및 보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주의 직간접 의결권 행사 관련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제8기 정기주주총회 제7기 정기주주총회 제6기 정기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2021년 3월 26일, 

30일, 31일 

2020년 3월 13일, 

20일, 26일, 27일 

2019년 3월 22일, 

28일, 29일 

정기주주총회일 2021년 3월 26일 (금) 2020년 3월 27일 (금) 2019년 3월 29일 (금) 

정기주주총회 분산개최 여부 아니오 좌동 좌동 

서면투표 실시여부 아니오 좌동 좌동 

전자투표 실시여부 아니오 좌동 좌동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여부 예 좌동 좌동 

 

 

■ 주주총회 안건별 찬반 내역 

 

당사 정기주주총회의 안건별 찬반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당사 홈페이지 

(http://www.hanjinkal.co.kr/kr/contentsid/745/index.do)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1) 제7기 정기주주총회 

 

2020년 3월 27일 개최된 제7기 정기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식수는 위임장에 의한 대리 출석을 포함하여 

총 48,645,640주이며, 이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발행주식 총 수 57,276,944주의 84.93%입니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발행주식 총 수 산정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0509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사건에 대한 2020년 3월 24일자 결정에 따라 ㈜대호개발 외 2인이 보유한 주식 

수 합계 4,852,000주 중 1,893,477주는 의결권 행사가 불가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2020년 3월 

26일 ㈜대호개발 외 2인이 서울고등법원 2020라20384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즉시항고를 신청하였으나, 

2020년 7월 2일 즉시항고 신청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7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은 총 29건으로 보통결의 16건, 특별결의 13건이었으며, 표결 결과 9건의 

안건이 결의 요건을 충족하여 원안대로 승인되었고, 20건의 안건이 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되었습니다. 안건별 세부 찬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hanjinkal.co.kr/kr/contentsid/745/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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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제7기 주주총회 2020.03.27 
 

안건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①)* 

①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②) 

②중 찬성 

주식수 

(비율,%) 

②중 

반대·기권  

주식수 

(비율,%) 

제1호 의안 보통 제7기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57,276,944 48,645,640 48,645,640 

(100.00)** 

- 

제2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보통 사외이사 김석동 선임의 건 가결 상동 상동 27,429,980 

(56.39) 

21,215,660 

(43.61) 

제2-2호 보통 사외이사 박영석 선임의 건 가결 상동 상동 27,652,055

(56.84) 

20,993,585 

(43.16) 

제2-3호 보통 사외이사 임춘수 선임의 건 가결 상동 상동 27,369,660 

(56.26) 

21,275,980 

(43.74) 

제2-4호 보통 사외이사 최윤희 선임의 건 가결 상동 상동 27,654,509

(56.85) 

20,991,131

(43.15) 

제2-5호 보통 사외이사 이동명 선임의 건 가결 상동 상동 27,041,413

(55.59) 

21,604,227

(44.41) 

* 상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는 자기주식(2019년말 기준 37주), 우선주(전기 배당 실시) 및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0509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사건에 대한 2020년 3월 

24일자 결정에 따른 1,893,477주)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 주주들의 동의 의사를 박수로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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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①) 

①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②) 

②중 찬성 

주식수 

②중 

반대·기권  

주식수 

 제2-6호 보통 사외이사 서윤석 선임의 건 

(그레이스홀딩스,조현아,대호개발

의 주주제안) 

부결 상동 상동 22,981,384

(47.24) 

25,664,256

(52.76) 

제2-7호 보통 사외이사 여은정 선임의 건 

(그레이스홀딩스,조현아,대호개발

의 주주제안) 

부결 상동 상동 21,029,891

(43.23) 

27,615,749

(56.77) 

제2-8호 보통 사외이사 이형석 선임의 건 

(그레이스홀딩스,조현아,대호개발

의 주주제안) 

부결 상동 상동 21,025,553

(43.22) 

27,620,087

(56.78) 

제2-9호 보통 사외이사 구본주 선임의 건 

(그레이스홀딩스,조현아,대호개발

의 주주제안) 

부결 상동 상동 20,984,325

(43.14) 

27,661,315

(56.86) 

제3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보통 사내이사 조원태 선임의 건 가결 상동 상동 27,569,022

(56.67) 

21,076,618 

(43.33) 

제3-2호 보통 사내이사 하은용 선임의 건 가결 상동 상동 27,703,713

(56.95) 

20,941,927

(43.05) 

제3-3호 보통 사내이사 김신배 선임의 건 

(그레이스홀딩스,조현아,대호개발

의 주주제안) 

부결 상동 상동 23,289,859

(47.88) 

25,355,781

(52.12) 

제3-4호 보통 사내이사 배경태 선임의 건 

(그레이스홀딩스,조현아,대호개발

의 주주제안) 

부결 상동 상동 21,045,571

(43.26) 

27,600,069

(5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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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①) 

①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②) 

②중 찬성 

주식수 

②중 

반대·기권  

주식수 

제4호 의안 보통 기타비상무이사 함철호 선임의 

건 

(그레이스홀딩스,조현아,대호개발

의 주주제안) 

부결 상동 상동 21,340,132

(43.87) 

27,305,508

(56.13) 

제5호 의안 보통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상동 상동 48,645,640 

(100.00)** 

- 

제6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6-1호 특별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관련 

(제37조) 

부결 상동 상동 25,186,831

(51.78) 

23,458,809

(48.22) 

제6-2호 특별 위원회 관련 (제40조) 부결 상동 상동 25,119,669 

(51.64) 

23,525,971 

(48.36) 

제6-3호 특별 개정 정관 시행일 관련 (부칙) 부결 상동 상동 25,121,696 

(51.64) 

23,523,944 

(48.36) 

제7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그레이스홀딩스,조현아,대호개발의 주주제안) 

 제7-1호 특별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관련 (제25조의2) 

부결 상동 상동 23,442,563

(48.19) 

25,203,077 

(51.81) 

제7-2호 특별 이사의 선임 관련 (제30조) 부결 상동 상동 23,406,369 

(48.12) 

25,239,271 

(51.88) 

제7-3호 특별 이사의 자격,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관련 (제30조의2, 

제30조의3) 

부결 상동 상동 23,056,814 

(47.40) 

25,588,826 

(52.60) 

** 주주들의 동의 의사를 박수로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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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①) 

①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②) 

②중 찬성 

주식수 

②중 

반대·기권  

주식수 

 제7-4호 특별 이사의 직무 관련 (제35조) 부결 상동 상동 23,072,812 

(47.43) 

25,572,828 

(52.57) 

제7-5호 특별 이사의 의무 관련 (제34조의2) 부결 상동 상동 23,406,434 

(48.12) 

25,269,206 

(51.88) 

제7-6호 특별 이사회의 구성, 권한 및 소집, 

이사회의 의장 관련 (제37조, 

제37조의3) 

부결 상동 상동 23,211,489 

(47.72) 

25,434,151 

(52.28) 

제7-7호 특별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관련 (제37조의2) 

부결 상동 상동 23,253,364 

(47.80) 

25,392,276 

(52.20) 

제7-8호 특별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회 관련 

(제40조, 제40조의2) 

부결 상동 상동 23,281,679 

(47.86) 

25,363,961 

(52.14) 

제7-9호 특별 감사위원회의 구성 관련 (제41조) 부결 상동 상동 23,406,136 

(48.12) 

25,239,504 

(51.88) 

제7-10호 특별 개정 정관 시행일 관련 (부칙) 부결 상동 상동 22,955,301 

(47.19) 

25,690,339 

(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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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8기 정기주주총회 

 

2021년 3월 26일 개최된 제8기 정기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식수는 위임장에 의한 대리 출석을 포함하여 

총 60,226,216주이며, 이는 의결권 있는 주식수 66,262,467주의 90.89%입니다. 제8기 정기주주총회의 

안건은 총 9건으로 보통결의 5건(주주별 3%로 의결권이 제한되는 1건 포함), 특별결의 4건이었으며, 표결 

결과 모든 안건이 결의 요건을 충족하여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안건별 세부 찬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 제8기 주주총회 2021.03.26 
 

안건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①)* 

①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②) 

②중 찬성 

주식수 

(비율,%) 

②중 

반대·기권  

주식수 

(비율,%) 

 

제1호 의안 제8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1-1호 보통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66,262,467 60,226,216 33,253,763

(55.21) 

26,972,453

(44.79)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특별 이사회 의장 관련(제37조의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한국산업은행의 주주제안) 

가결 상동 상동 60,118,207 

(99.82) 

108,009 

(0.18) 

제2-2호 특별 이사회의 성별 구성 

관련(제37조의 3) 정관 일부 

변경의 건 (한국산업은행의 

주주제안) 

가결 상동 상동 60,107,639 

(99.80) 

118,577 

(0.20) 

제2-3호 특별 이사회 내 위원회 관련(제40조) 

정관 일부 변경의 건 

(한국산업은행의 주주제안) 

가결 상동 상동 60,115,060 

(99.82) 

111,156 

(0.18) 

* 상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는 자기주식(2020년말 기준 43주) 및 우선주(전기 배당 실시)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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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①) 

①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②) 

②중 찬성 

주식수 

②중 

반대·기권  

주식수 

 제2-4호 특별 개정 정관 시행일 관련(부칙) 

정관 일부 변경의 건 

(한국산업은행의 주주제안) 

부결 상동 상동 60,117,106 

(99.82) 

109,110 

(0.18) 

제3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보통 사외이사 최방길 선임의 건 가결 상동 상동 33,382,739 

(55.43) 

26,843,477 

(44.57) 

제3-2호 보통 사외이사 한재준 선임의 건 가결 상동 상동 33,375,030 

(55.42) 

26,851,186 

(44.58) 

제4호 의안** 보통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효권 선임의 건 

가결 상동 상동 29,155,267 

(99.70) 

89,152 

(0.30) 

제5호 보통 이사 보수 한도(50억원) 승인의 

건 

가결 상동 상동 33,327,682 

(55.34) 

26,898,534 

(44.66) 

** 제4호 의안은 보통결의 사항이나 주주별 의결권이 3%로 제한됩니다. 

 

당사는 서면투표를 도입하고 있지 않고, 전자투표는 제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미실시 하였으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참여율은 제7기 정기주주총회 당시 84.93%에서 제8기 정기주주총회시 

90.89%로 증가하였습니다. 

 

전자투표는 주주총회 전날까지 마쳐야 하므로 주주총회장에서 주주들의 원활한 의안 심의 및 수정 동의 

발생시 제약이 따르는 점, 전자투표한 주주가 현장 출석하여 의결권을 중복 행사시 유효한 의결권 판단이 

어려울 수 있는 점 등 당사 주주총회 운영 현실을 감안, 주주들이 원활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사는 상기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원활하고 안정적인 주주총회 운영을 고려하는 가운데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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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원칙 1-③)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작성 기준일 및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소수주주의 권리인 주주제안 등의 법적 요건 및 그 절차에 

관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주제안권 행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 542 조의 6 에 따라 6 개월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0.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 또는 상법 제 

363조의 2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전년도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을 기준으로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안을 제안하여 주시면, 당사는 

상법 및 그 시행령 또는 정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주주제안이 제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회를 통해 해당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할지 여부를 심의하게 되며, 

이사회가 승인한 주주제안에 대해 주주총회 당일에는 이를 제안하신 주주에게 제반 설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주주권리를 충실히 행사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인 직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의 당사에 대한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대상기간 : ’19.01.01 ~ ’21.05.31) 

제안일자 제안주체 주요 내용 처리 및 이행 상황 가결 

여부 

찬성률 

(%) 

반대율* 

(%) 

2019.01.31 (유)그레이스

홀딩스 

감사 1인 선임의 건 등 

총 6개 안건 제안 

법원은 상법상 

상장법인 특례규정인 

6개월 주식 보유 

요건을 필수 요건으로 

판단, 소수주주권 행사 

효력 없음 

(2019라20280, 

2019.03.21), 

이에 따라 제안주체의 

주주제안 안건 삭제 

- - - 

2019.02.07 국민연금공단 정관 일부 변경 제안 

(이사의 자격 관련) 

이사회에서 해당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의 (2019.03.14) 

당사 제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본 

안건 부결 

(2019.03.29) 

부결 48.66 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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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제안주체 주요 내용 처리 및 이행 상황 가결 

여부 

찬성률 

(%) 

반대율* 

(%) 

2020.02.13 (유)그레이스

홀딩스 외 

2인 

사외이사 서윤석 선임 이사회에서 해당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의 (2020.03.04) 

당사 제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본 

안건 부결 

(2020.03.27) 

부결 47.24 52.76 

사외이사 여은정 선임 부결 43.23 56.77 

사외이사 이형석 선임 부결 43.22 56.78 

사외이사 구본주 선임 부결 43.14 56.86 

사내이사 김신배 선임 부결 47.88 52.12 

사내이사 배경태 선임 부결 43.26 56.74 

기타비상무이사 함철호 

선임 

부결 43.87 56.13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관련 정관 

일부 변경 

부결 48.19 51.81 

이사의 선임 관련 정관 

일부 변경 

부결 48.12 51.88 

이사의 자격,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관련 정관 

일부 변경 

부결 47.40 52.60 

이사의 직무 관련 정관 

일부 변경 

부결 47.43 52.57 

이사의 의무 관련 정관 

일부 변경 

부결 48.12 51.88 

이사회의 구성, 권한 및 

소집, 이사회의 의장 

관련 정관 일부 변경 

부결 47.72 52.28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관련 정관 

일부 변경 

부결 47.80 52.20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회 관련 정관 일부 

변경 

부결 47.86 52.14 

감사위원회의 구성 

관련 정관 일부 변경 

부결 48.12 51.88 

개정 정관 시행일 관련 

정관 일부 변경 

부결 47.19 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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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제안주체 주요 내용 처리 및 이행 상황 가결 

여부 

찬성률 

(%) 

반대율* 

(%) 

2021.02.10 

 

한국산업은행 이사회 의장 관련 

(제37조의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회에서 해당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의 (2021.03.11) 

당사 제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본 

안건 가결 

(2021.03.26) 

가결 99.82 0.18 

이사회의 성별 구성  

관련 (제37조의 3)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결 99.80 0.20 

이사회 내 위원회 관련 

(제40조)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결 99.82 0.18 

개정 정관 시행일 

관련(부칙)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결 99.82 0.18 

* 반대율 각 란에는 반대와 기권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비율을 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직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활동의 일환으로 제출된 공개서한을 수령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상기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제안권을 적법하고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1-④)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이를 

주주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당사는 2018 사업연도 결산에 따른 주주환원 관련, 2019년 2월 공정공시를 통해 주주 이익환원 및 

주주중시 경영의 일환과 투자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2018 사업연도 결산 배당성향을 약 5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배당 계획과 중장기적으로 현금유보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배당을 확대할 예정임을 공시하였고, 2019년 3월 보통주 1주당 300원, 우선주 1주당 325원을 

현금배당하는 것을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2019 사업연도 결산에 따른 주주환원 관련, 2020년 3월 수시공시 의무 관련사항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중장기 배당정책’에 대한 공시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기본원칙으로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회사의 지속 성장을 위한 투자, 재무구조,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배당을 

결정하고 있으며, 지주회사로서의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일회성 비경상 이익 

제외)의 50% 내외를 주주에게 환원』하는 정책을 유지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보통주 1주당 255원, 우선주 1주당 280원을 현금배당하는 것을 공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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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사업연도 결산에 따른 주주환원 관련, 2021년 3월 수시공시 의무 관련사항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중장기 배당정책’에 대한 공시를 실시하였으며, 당사의 배당정책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나, 2020 

사업연도는 Covid-19에 따른 자회사들의 실적 부진 영향으로 당기순손실 발생에 따른 배당 미실시 

내용을 공시하였습니다.  

 

당사는 상기 기재한 주주환원정책의 수립 등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충분히 안내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주주환원정책에 따른 구체적인 주주환원계획 또는 주주환원정책의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공시, 보도자료 제공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안정적인 배당 수준을 유지하는 등 주주가치를 

제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원칙 1-⑤)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당사는 정관에 따라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이익의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일반적으로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 이사회시 현금배당 지급 및 확정 재무제표 승인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연도의 경우 해당 안건의 이사회 결의에 추가하여 주주 권리 등을 고려, 해당 안건을 주주총회에 

위임, 승인을 통해 확정하였고, 주주총회 후 1개월 내에 주주에게 현금배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020년을 제외한 2019년, 2018년에는 연속으로 현금배당을 실시하였으며, 

차등배당·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은 모두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배당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사업 

연도 

결산월 주식 

종류 

주식 

배당 

현금배당 

주당 배당금 총 배당금 시가 배당률 배당성향 

연결기준 별도기준 

2020 12 보통주 미해당 - - - - - 

종류주 미해당 - - - - - 

2019 12 보통주 미해당 255 15,088,457,355 0.6 
-6.2 49.7 

종류주 미해당 280 148,483,160 0.6 

2018 12 보통주 미해당 300 17,751,130,500 0.9 
-49.9 58.0 

종류주 미해당 325 172,346,525 1.4 

* 시가 배당률은 주주명부 폐쇄일 2매매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의 거래소 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비율입니다. 

** 배당성향(연결기준) = 총 배당금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 당기순이익 

*** 배당성향(개별기준) = 총 배당금 / 별도 당기순이익 

 

당사는 상기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배당 등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가 존중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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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의 공평한 대우 

 

(핵심원칙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 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세부원칙 2-①)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주식발행 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발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구분 발행가능주식수 발행주식수 비고 

보통주 235,000,000 66,262,654 - 

종류주 우선주 15,000,000 536,766 - 

 

당사 우선주는 설립 시 발행되었고 의결권이 없으며,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를 금전배당으로 더 배당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년도 이익에서 소정의 배당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선주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0 사업연도 

현금배당을 미실시하였으므로 현재 해당 우선주는 의결권이 있습니다. 당사는 설립 이후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당사 주식의 의결권은 상법 제369조(의결권)에 따라 1주마다 1개로 하며,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보고서 제출일 기준 6,513주)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당사는 상기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주요 IR 내역 

 

당사는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실적 자료를 DART 및 당사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으며,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IR 미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보제공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기말 이후 

실적 발표일 전까지는 IR 활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IR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 연락처를 

공시 내 기재하고 있으며, 회사 대표 전화번호를 통해 문의하시는 경우 IR 담당부서 연락처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성대상기간 중 IR 미팅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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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대상기간 : ’20.01.01 ~ ’21.05.31) 

일자 대상 형식 주요 내용 비고 

20.02.07~ 

20.03.26 
기관투자자 IR /컨퍼런스콜 

한진그룹 지배구조개선 내용 및 

향후 경영발전 방안 
 

20.05.15~ 

20.06.15 
기관투자자 실사 회사채 발행 관련 대표주간사 실사  

21.01.29~ 

21.02.23 
기관투자자 실사 회사채 발행 관련 대표주간사 실사  

21.02.15 기관투자자 IR/컨퍼런스콜 회사채 발행 관련 투자자대상 IR  

 

또한,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해 영문 사이트(http://www.hanjinkal.co.kr/en/main/index.do)를 운영하고 

있으며 IR 담당부서는 국내 주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문공시는 별도로 

진행하고 있지 않으나, 중요 IR 사항에 대해서는 위 영문 사이트 내 IR 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성대상기간 중 공정공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대상기간 : ’20.01.01 ~ ’21.05.31) 

공시일자 공시제목 주요 내용 

20.02.07 
장래사업ㆍ경영계획 자회사 일부 자산 매각 계획 및 한진칼 지배구조 개선 추진 

영업(잠정)실적 2019 사업년도 연간 잠정 재무실적 (별도 기준) 

20.03.04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중장기 배당정책 안내 

21.03.11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중장기 배당정책 안내 

 

한편, 당사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상기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2-②)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당사는 내부거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회 규정 내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 등을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에 따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을 통해 결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의 목적으로 2019년 3월 제6기 정기주주총회시 정관 

http://www.hanjinkal.co.kr/en/mai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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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을 통해 내부거래위원회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 2019년 5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내부거래위원회 

신설 및 규정 제정,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선임, 내부거래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결을 위원회에 

위임하였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내부거래 심의 의결권을 가지며, 자료제출 요구권, 내부거래 시정 조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9년 11월 내부거래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거버넌스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거버넌스위원회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사항 및 주주가치·주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심의를 수행합니다. 

 

거버넌스위원회는 2020년 당사 자회사인 ㈜한진, ㈜대한항공, ㈜진에어의 유상증자 참여,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대한항공과의 상표권 사용계약 연장, 계열회사와의 

2021년도 거래총액한도에 대해 사전 검토 후 검토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한편, 당사의 2020년 연간 기준 최대주주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내용은 

2021년 3월 제8기 정기주주총회시 대표이사가 참석 주주들에게 보고하였습니다. 

 

■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브랜드사용료 대한항공 (계열회사) 2020년 1월 ~ 2020년 12월 170 26.2 

부동산임대 대한항공 (계열회사) 2020년 1월 ~ 2020년 12월 43 6.6 

파견직원용역비 대한항공 (계열회사) 2020년 1월 ~ 2020년 12월 12 1.8 

사무실 임차 정석기업 (계열회사) 2020년 1월 ~ 2020년 12월 7 1.1 

유상증자 참여 한진관광 (계열회사) 2020년 6월 80 12.3 

유상증자 참여 대한항공 (계열회사) 2020년 7월 3,205 492.3 

유상증자 참여 한진 (계열회사) 2020년 11월 299 46.0 

유상증자 참여 진에어 (계열회사) 2020년 11월 516 79.2 

자금 대여 
칼호텔네트워크 

(계열회사) 
2020년 12월 200 30.7 

자금 대여 대한항공 (계열회사) 2020년 12월 8,000 1,228.9 

대여금 이자 대한항공 (계열회사) 2020년 12월 28 4.3 

* 2019년 영업수익(별도 기준)에 대한 비율입니다. 

** 계열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수익은 제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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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대한항공 (계열회사) 브랜드 수수료 외 2020년 1월 ~ 2020년 12월 11,458 1,760.1 

한진관광 (계열회사) 유상증자 참여 외 2020년 1월 ~ 2020년 12월 80 12.3 

한진 (계열회사) 유상증자 참여 외 2020년 1월 ~ 2020년 12월 305 46.9 

진에어 (계열회사) 유상증자 참여 외 2020년 1월 ~ 2020년 12월 519 79.7 

칼호텔네트워크 

(계열회사) 
자금 대여 외 2020년 1월 ~ 2020년 12월 202 31.0 

* 2019년 영업수익(별도 기준)에 대한 비율입니다. 

** 계열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수익은 제외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2021년 4월 거버넌스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ESG경영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ESG경영위원회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사항, 

주주가치·주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ESG 관련 경영사항에 대한 검토 및 심의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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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사회 

 

1. 이사회 기능 

 

(핵심원칙 3)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3-①)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회사 및 자회사의 중장기 전략계획 및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등을 심의·의결하는 등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의 중요 경영의사결정 및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이사회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해당 규정 

내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 (이사회 규정 제9조) 

①-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주주총회의 소집 

·  영업보고서의 승인 

·  재무제표의 승인 (외부감사인의 적정 의견 및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  정관의 변경 

·  현금·주식·현물배당 결정 (외부감사인의 적정 의견 및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  이사의 업무 감독권 

·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  이사의 선임 및 해임 

·  이사의 보수 (단, 이사회내 보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보상위원회에 그 의결 권한을 

위임한다) 

·  주식의 소각 

·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①-2. 경영에 관한 사항 

·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등 

·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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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심의·의결 사항 (이사회 규정 제9조) 

·  회사 및 자회사의 중장기 전략계획 승인 

·  자회사 브랜드 사용 계약 체결 및 변경 

·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 및 지출 

·  50억원 이상의 구매 업체 변경 및 신규업체 선정 

·  100억원 이상의 타법인 출자·소유주식 매각 

·  50억원 이상의 부동산 취득 및 매각계획 처분 결정 

·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 

·  대외공시에 필요한 이사회 결의사항 

 

①-3. 재무에 관한 사항 

·  신주 및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  양도제한주식의 양도 승인 

·  준비금의 자본전입 

·  전환사채의 발행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신주인수권의 양도성 결정 

·  주식 유·무상 증자 

·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소각 

·  200억원 이상의 당좌차월 약정 및 Credit Line 신규 약정 

·  200억원 이상의 신규 차입(CP 발행 포함) 계약 

·  200억원 이상의 기존 차입(CP, 당좌차월, Credit Line)의 1년 이상 만기 연장 

·  200억원 이상의 채무보증 

·  기말 회계결산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중요 정책 변경 

 

①-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 

·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  이사에 대한 경업의 승인 

·  이사회 소집권자의 지정 

 

② 기타 법령, 정관,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③ 이사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④ 회사경영에 관한 중요 의사결정 

 

⑤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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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지주회사이므로 그 특성을 반영하여 경영에 관한 심의·의결 사항에 ‘자회사 브랜드 사용 계약 

체결 및 변경’ 내용을 추가하고 있으며, 경영에 관한 사항 일부 및 재무에 관한 사항 일부에 대해 법령상 

의무 사항보다 강화된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시설 및 시설외 투자, 유형자산 취득, 

타법인 출자, 차입 및 채무보증 관련하여 미연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사회는 법령으로 달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40조 및 이사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권한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각 이사에게 통지되며, 각 이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여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단,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재결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결정한 사항 등에 대한 

업무집행은 대표이사가 총괄하여 사내조직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주주총회에 부의할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심의·의결을 

정관에 따라 위임하고 있으며, 보상위원회에 등기이사의 보수 한도 및 경영진 보상 제도·집행에 관한 

심의·의결을 이사회 규정에 따라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을 근거로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상기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3-②)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당사는 그룹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전략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발굴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합니다. 이 일환으로 임원들의 역량 강화 및 최고경영자(대표이사) 후보군 양성을 위하여 

임원 승진 후 ‘임원경영능력 향상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양성된 후보군에 대해 이사회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회사의 핵심가치와 비전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후보자인지 여부를 검증하여 이사 후보자로 추천하고, 해당 후보자는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로 선임됩니다. 최종적으로 상법 제389조, 정관 제34조 및 이사회 규정 제9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당사는 비록 명시적 승계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으나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최고경영자의 승계가 

진행됩니다. 먼저, 정관 제19조 및 제35조에 따라 대표이사 유고시 이사회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유고 가능성을 고려하여 당사는 기본적으로 대표이사를 2인 

이상으로, 사내이사(사내이사로서 대표이사인 자를 포함)를 3인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유고 상황 발생시 임시 이사회 개최 및 대표이사 선임 심의를 즉시 추진하여 리더십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지침에 따라 당사 경영관리팀이 상세 

운영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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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원칙 3-③) 이사회는 내부통제정책(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1. 리스크 관리 

 

당사는 경영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기본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인식 및 검토 후 

유관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관리 및 대응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통해 업무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정의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활동을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내변호사를 준법지원인으로 선임하여 임직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법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기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회사는 경영 활동 과정에서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할 때 법무법인, 회계법인 및 기타 국내외 기관의 자문을 통하여 리스크를 방지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경영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총 4개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이사들의 경력 및 역량에 따라 운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재무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운영실태를 

평가함으로서 회사 재무제표의 작성 및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ESG경영위원회는 회사의 내부거래 및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영 활동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상 의무 비율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 및 이를 명문화하여 관련 사항을 

사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ESG 관련 경영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함으로서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자의 자격 요건 및 경력, 

역량을 사전에 검토하여 사외이사 선임 관련 발생 할 수 있는 법률적 리스크 및 지배구조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보상위원회는 이사 보수 및 경영진 평가 보상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보상 관련 리스크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의 개최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되도록 명문화 되어있으며, 이사회는 보고된 안건에 대해 

심의 및 검토하여 회사 리스크 전반을 통제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체계] 

 

<리스크 식별/검토>  <리스크 통제/관리> 

담당 부서 

식별 및 검토 
→ 

유관 부서 

상호 검토 
→ 

이사회 내 위원회 

사전 검토 
→ 

이사회 

심의 or 검토 

  ↑ ↗    

  <내부회계관리제도>     

  <준법지원인>     

  <외부 자문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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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당사는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기준 및 해당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이루어집니다. 

 

준법지원인 및 지원 조직은 사내 변호사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은 임직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법지원인은 임직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법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연단위로 준법통제기준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3. 내부회계관리제도 

 

당사는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외부감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여 운영 중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책임은 회사의 경영진에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독에 대한 책임은 이사회에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재무/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상근 임원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책임자인 내부회계관리자로 선임하여 제도 운영에 대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독 역할을 내부 감사기구에 위임하여 내부통제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자는 제도 운영 현황을 내부 감사기구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자는 연중 운영 결과를 종합하여 매 사업연도별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내부 

감사기구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이를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내부 

감사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으로 확정된 2019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고도화 

하였습니다. 또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이 제도를 설계, 운영함으로써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내부회계 평가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본 제도 운영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 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며 동 조직은 사내 

각 유관부서에서 통제 활동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수립된 통제 절차가 적절한지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부 감사 부서인 감사팀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사내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독 역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통해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각 위험을 예방 

또는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임직원이 제도 운영을 

위한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에 대하여 내·외부 전문 기관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전사의 내부통제 

절차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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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관리제도 

 

당사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시 제출 기관별로 업무를 담당, 총괄하는 임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관리팀 내 2명의 인원을 공시담당자로 지정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시 업무를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공시 운영 절차 확립 및 내부 정보 관리, 내부통제 수준 

제고를 위해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 운영에 따라 당사는 공시 통제 

조직별 권한, 책임 및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공시 통제 활동, 공시 위험 관리, 임직원의 불공정 거래 

금지, 공정공시 관련 사항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기준으로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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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구성 

 

(핵심원칙 4)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4-①)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 이사회 관련 조직도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관련 조직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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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구성 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성명 성별 직책 최초 

선임일 

임기만료 

예정일* 

전문 분야 주요 경력 

사내 

이사 

조원태 남 대표이사 회장 2014.03.21 2023.03.26 기업경영 

일반 

- (현)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 

-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 

석태수 남 대표이사 사장 2013.08.01 2022.03.28 기업경영 

일반 

- (현) 한진물류연구원 

원장 

- ㈜한진 대표이사 

하은용 남 재무총괄 (CFO) 2020.03.27 2023.03.26 재무/전략 - (현) 대한항공 부사장 

(CFO) 

- 대한항공 재무본부장 

사외 

이사 

김석동 남 이사회 의장 2020.03.27 2023.03.26 금융/행정 - (현) 법무법인 지평 

고문 

-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인기 남 감사위원회 위원장 2019.03.29 2022.03.28 회계 /재무 

(교수) 

- (현) 연세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 국제회계사연맹 회장 

주순식 남 ESG경영위원회 위원장 2019.03.29 2022.03.28 공정거래 - 법무법인 율촌 고문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신성환 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2019.03.29 2022.03.28 금융/재무 

(교수) 

- (현)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박영석 남 보상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020.03.27 2023.03.26 금융/재무 

(교수) 

- (현)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 

- (현)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이동명 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보상위원회 위원 

2020.03.27 2023.03.26 법조 

(변호사) 

- (현) 법무법인 정세 

고문변호사 

- 의정부지방법원장 

최윤희 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ESG경영위원회 위원 

2020.03.27 2023.03.26 법조 

(교수) 

- (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 

임춘수 남 ESG경영위원회 위원 2020.03.27 2023.03.26 금융/재무 - (현) 마이다스PE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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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명 성별 직책 최초 

선임일 

임기만료 

예정일* 

전문 분야 주요 경력 

보상위원회 위원 (회계사) - 한국투자증권 

GIS그룹장 부사장 

최방길 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021.03.26 2024.03.25 금융/재무 - (현)한국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장 

- (현) 경희대 

경영대학원 

명예특임교수 

한재준 남 ESG경영위원회 위원 2021.03.26 2024.03.25 금융/재무 

(교수) 

- (현)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 (현) 한국금융학회 

이사 

김효권 남 감사위원회 위원 2021.03.26 2024.03.25 법조 

(변호사) 

- (현) 법무법인 퍼스트 

대표변호사 

- (현)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 위원 

* 당사 정관 제31조에 따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그 임기가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에 이르기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 

 

 

 

■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주요 역할 
직책 구분 성명 성별 겸임 

감사위원회 

(총 3인) (A) 

위원장 사외이사 주인기 남 -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외부감사인 선정 승인 등 
위원 사외이사 신성환 남 B 

위원 사외이사 김효권 남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총 5인) (B) 

위원장 사외이사 신성환 남 A 

법령에 따른 자격과 경력 및 역할 수행 

정도를 판단 및 사외이사 후보 추천 

위원 사외이사 박영석 남 D 

위원 사외이사 최윤희 여 C 

위원 사외이사 이동명 남 D 

위원 사외이사 최방길 남 - 



33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주요 역할 
직책 구분 성명 성별 겸임 

ESG경영위원회 

(총 4인) (C) 

위원장 사외이사 주순식 남 -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내부거래 심의ㆍ

의결 

주주가치 및 주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사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검토 

ESG 관련 경영사항 검토ㆍ심의 

위원 사외이사 최윤희 여 B 

위원 사외이사 임춘수 남 D 

위원 사외이사 한재준 남 - 

보상위원회 

(총 3인) (D) 

위원장 사외이사 박영석 남 B 
등기이사 보수 한도 및 집행사항, 

보상체계 등 검토ㆍ심의 
위원 사외이사 임춘수 남 C 

위원 사외이사 이동명 남 B 

 

당사 이사회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총 14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사를 3인 이상, 사외이사를 3인 

이상으로 하고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는 상법 제542조의8 및 정관 제29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2020년말 8인에서 2021년 3월 제8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3인이 

신규 선임되어 보고서 제출일 현재 총 1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72.7%에서 78.6%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전원은 2019년, 2020년, 2021년 각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로 선임되었으며, 연임 중인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당사는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는 취지의 이사회 규정 개정을 진행하였으며, 2020년 4월 해당 규정에 따라 김석동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3월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 중 1인을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는 것을 더욱 명확히 

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독립성 유지를 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 전체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 전체를 대표하여 의견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외이사 지원 조직을 통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상기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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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원칙 4-②)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당사는 2019년 11월 제정된 기업지배구조헌장에 따라 이사회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전문 분야를 2019년 회계, 재무, 공정거래, 법조 분야에서 금융, 행정 분야로 확대하는 등 

기업가치의 실질적 제고를 위해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교수, 전문 자격자 (변호사, 회계사 등), 공직 경험 유경험자 등 고른 구성을 도모하는 한편, 2020년 

최초로 여성 사외이사를 1인 선임하였습니다. 

 

사내이사의 경우 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성과 경력을 고려, 이사회의 추천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사외이사의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자격, 경력 등을 검증하고, 전문 영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추천된 사외이사 후보를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합니다. 

 

 

■ 이사회 구성원별 전문성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이사 14명 각각에 대한 전문성 등 선임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성명 전문성 등 선임 배경에 대한 설명 

사내 

이사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및 한진칼 대표이사로 IT, 자재, 여객, 화물, 경영전략, 기획 등 

대한항공 핵심 부서 근무 경험을 축적한 항공 물류 전문가이자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최고정책심의 및 의결기구인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2019년 

서울 IATA 연차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위상을 높임. 또한, 

2018년 5월에는 델타항공과의 태평양노선 조인트벤처의 성공적인 출범을 이끌어 냄. 

한편, 그룹의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 및 재무구조를 개선 등 그룹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음 

석태수 그룹 내 대표적인 전문경영인으로 대한항공 경영기획실장, 미주지역 본부장 및 

㈜한진의 대표이사 등 당사 핵심 자회사들의 주요 직책을 역임한 바 있음. 또한, 

그룹 전반에 대한 폭 넓은 이해 및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그룹을 

총괄하는 지주회사의 사내이사로서 그룹을 발전시키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전문가임 

하은용 대한항공 재무본부, 해외영업지점, 경영기획실, 항공우주사업본부, 운항본부 및 

㈜한진의 재무담당, 한진정보통신 감사 등 한진그룹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재무/전략 전문가로 불확실한 대외환경 하에서 재무적 리스크를 신속히 판단하고 

적시에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그룹내 사업조정 

검토 및 효율적인 지배구조 개편 계획을 수립하고 의사결정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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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 

이사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 재정경제부 제1차관 등을 역임하면서 오랜 기간 공정한 

시장질서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전문적인 경제, 금융 지식을 바탕으로 당사 및 

그룹의 재무리스크를 관리함에 있어 폭넓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금융/행정 전문가임. 

2020년 4월 부로 당사의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어 직무를 수행중이며, 금융/행정 

분야에서의 균형 잡힌 경력을 토대로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주주관점에서 

회사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통찰력 있는 의사결정에 기여하고 있음 

주인기 한국인 최초로 전 세계 회계사를 대표하는 국제회계사연맹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 IFAC) 회장에 역임한 분으로, 회사가 국제회계감사 및 국제회계윤리 

수준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회계/재무 전문가임. 현재 당사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사회의 회계 전문성을 강화하여 회사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회계 리스크를 방지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임 

신성환 한국 금융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역임하였으며 정부 정책 수립, 

학술 분야 등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재무 전문가임.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사회가 독립된 상태에서 주주 대표성을 갖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지배구조라는 

신성환 사외이사의 평소 소신처럼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및 당사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하고 있음 

주순식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하면서 기업의 다양한 공정거래 위반 사항들을 

처분한 바 있는 공정거래 전문가임.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당한 처분을 하도록 

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역량 강화에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음. 현재 당사의 ESG경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문화되고 복잡해지는 공정거래 

법규 위반 리스크를 예방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임 

박영석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 한국금융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음. 유가/환율/금리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그룹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해박한 지식을 

갖춘 금융/재무 전문가임. 특히, 기업윤리의 중요성을 자본시장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 지속가능기업윤리연구소를 설립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사회책임투자 

활동 등 경영 투명성 개선 활동을 한 경험이 있으며, 당사의 보상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사보수 및 경영진 평가보상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임춘수 마이다스프라이빗에쿼티의 대표이며, 골드만삭스,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국내외 

대형 IB(투자은행)에서 20년 이상의 전문적인 금융/재무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음. 

Capital Market에 대한 폭넓은 전문지식과 국제적 금융감각을 통해 국내외 기관 

투자자, 연기금, 일반주주 등 다양한 주주의 요구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주주와의 적극적인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여 주주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재무 전문가임 

최윤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등을 

역임하였음. 특히, 15년 이상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 재임중이며, 한국씨티은행의 

첫 여성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등 이론과 실무 경험을 겸비하여 회사의 법률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하고,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을 제고함으로써 

보다 균형 있는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 전문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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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명 서울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장 등 법조계 공직을 

역임한 후 현재 법무법인 정세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30년 가까운 판사 

생활과 10년 가까운 변호사 활동을 통해 축적한 법률 전문성과 통찰력을 토대로 

이사회의 법률적 의사결정을 균형 잡힌 시각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법률 전문가임 

최방길 유수의 금융회사에서 축적한 폭넓은 경험과 금융시장에 대한 통찰력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주의 요구사항에 대해 이사회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회사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금융/재무 전문가임 

한재준 연구자이자 학자로서 금융시장과 금융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진그룹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경제환경에 대한 명확한 분석 및 그룹 재무구조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금융/재무 전문가임 

김효권 20여년간의 변호사 활동을 통해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토대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중요한 의사 결정 시 객관적인 법리적 판단을 제공하고, 기업의 법적 

책임 준수와 준법경영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임 

 

 

■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작성대상기간 중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대상기간 : ’19.01.01 ~ ’21.05.31, 최초선임일順) 

구분 성명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예정)일 변동일 변동사유 현재재직여부 

사내이사 석태수 2013.08.01 2022.03.28 2019.03.29 재선임 재직 

조양호 2014.03.21 2019.04.07 2019.04.07 사임 퇴직 

조원태 2014.03.21 2023.03.26 2020.03.27 재선임 재직 

하은용 2020.03.27 2023.03.26 2020.03.27 신규선임 재직 

사외이사 조현덕 2013.08.01 2019.03.29 2019.03.29 임기만료 퇴직 

김종준 2016.03.18 2019.03.29 2019.03.29 임기만료 퇴직 

이석우 2017.03.24 2020.03.27 2020.03.27 임기만료 퇴직 

주인기 2019.03.29 2022.03.28 2019.03.29 신규선임 재직 

신성환 2019.03.29 2022.03.28 2019.03.29 신규선임 재직 

주순식 2019.03.29 2022.03.28 2019.03.29 신규선임 재직 

김석동 2020.03.27 2023.03.26 2020.03.27 신규선임 재직 

박영석 2020.03.27 2023.03.26 2020.03.27 신규선임 재직 

임춘수 2020.03.27 2023.03.26 2020.03.27 신규선임 재직 

최윤희 2020.03.27 2023.03.26 2020.03.27 신규선임 재직 

이동명 2020.03.27 2023.03.26 2020.03.27 신규선임 재직 

최방길 2021.03.26 2024.03.25 2021.03.26 신규선임 재직 



37 

 

구분 성명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예정)일 변동일 변동사유 현재재직여부 

 한재준 2021.03.26 2024.03.25 2021.03.26 신규선임 재직 

김효권 2021.03.26 2024.03.25 2021.03.26 신규선임 재직 

 

당사는 상기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이사로 구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4-③)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보고서 기준일 및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후보자는 사외이사 과반수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추천되고 있으며, 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는 이사회(사외이사 과반수로 구성) 

결의를 통해 추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보고서 제출일 기준 5인으로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 3월에 개최된 제8기 정기주주총회 당시 이사 후보자 전원은 (당시 사외이사 후보자 3인) 2021년 

3월 개최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이사회의 후보자 검토 및 추천 결의를 각각 필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는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경영을 감독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인물 중에서 경영, 경제, 재무, 회계, 법률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후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별, 출신지역, 종교, 전문분야 등을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시각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후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가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한 당일에 주주총회 개최 정보와 각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회의목적사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통해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성대상기간 중 주주총회시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제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대상기간 : ’20.01.01 ~ ’21.05.31) 

정보제공일 주주총회일 이사 후보 정보제공 내역 

구분 성명 

2020.03.04 

(주총 23일전) 

2020.03.27 사내 조원태 1. 후보자의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

주와의 관계 

2.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3. 후보자의 이사회 추천 사유 

 

하은용 

김신배 

배경태 

http://dart.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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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일 주주총회일 이사 후보 정보제공 내역 

구분 성명 

2020.03.04 

(주총 23일전) 

2020.03.27 사외 김석동 1. 후보자의 주된직업, 현직 포함 주요

경력 및 세부경력, 당사와의 최근3년

간 거래내역 

2.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3. 후보자의 이사회 또는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사유 

4. 사외이사후보자가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 및 직위 

박영석 

임춘수 

최윤희 

이동명 

서윤석 

여은정 

이형석 

구본주 

기타비상무 함철호 

2020.03.11 

(주총 15일전) 

2021.03.26 사외 최방길 1. 후보자의 주된직업, 현직 포함 주요

경력 및 세부경력, 당사와의 최근3년

간 거래내역 

2.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3. 후보자의 이사회 또는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사유 

4. 사외이사후보자가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 및 직위 

한재준 

김효권 

 

2020년 3월 개최된 제7기 정기주주총회시 당사는 전년 대비 약 1주일 앞선 약 3주간 전에 소집공고를 

실시하였고,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위에 기재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에 개최된 제8기 정기주주총회시 당사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 제공은 이사 후보자 선정 및 자격 요건 

검토 등을 고려하여 상법상 기한인 주주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사내이사를 포함,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이사회에서의 활동 내역, 참석률 등의 정보를 매 

분기 공시를 통해 제공할 뿐 아니라 당사의 홈페이지 내 이사회 활동 현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서도 사외이사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2019년, 2020년, 2021년에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일괄 상정, 개별 표결 방식으로 선임하였고, 이에 따라 이사 선임 안건 가결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이사 후보의 선임이 가능하므로 적법한 주주제안에 따라 추천된 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그 

선임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문제가 없습니다. 

 

당사는 상기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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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원칙 4-④)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미등기임원을 포함한 임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성별 직위 등기임원여부 상근여부 담당업무 

조원태 남 회장 등기임원 상근 대표이사 

석태수 남 사장 등기임원 상근 대표이사 

하은용 남 부사장 등기임원 상근 재무총괄 (CFO) 

김석동 남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이사회 의장 

주인기 남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감사위원장 

신성환 남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주순식 남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ESG경영위원회 위원장 

박영석 남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보상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임춘수 남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ESG경영위원회 위원 

보상위원회 위원 

최윤희 여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ESG경영위원회 위원 

이동명 남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보상위원회 위원 

최방길 남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한재준 남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ESG경영위원회 위원 

김효권 남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감사위원회 위원 

이성환 남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재무관리팀장, 재무컨트롤팀장 

이준구 남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법무팀장 

안수범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신사업개발 및 사회공헌팀장 

 

당사는 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당사 기업지배구조헌장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등에 따라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등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해당자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으나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통해 

의사결정, 감독 및 집행 권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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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책임 

 

(핵심원칙 5) 사외이사의 책임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부원칙 5-①)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사외이사와 당사와의 이해관계 

 

당사는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 8, 정관 제30조의2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군을 선정하고 있으며, 후보자 본인 및 계열회사를 통한 확인 사항 및 외부 인물 정보,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자를 최종 확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후에도 정기적으로 자격요건을 검증 및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사외이사 전원은 과거 당사·계열회사에 재직한 적이 없으며, 사외이사와 

당사·계열회사가 직접 내지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인 회사와 당사·계열회사가 거래한 적이 없습니다. 한편,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 및 당사·계열회사의 특성에 따른 거래가 발생하였으나, 

사외이사와 관련 된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사외이사가 과거 

당사·계열회사에 

재직한 내용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인 회사와 

당사·계열회사의 

거래내역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와 

당사·계열회사의 거래내역 

당사 
당사 

계열회사 
당사 

당사 

계열회사 
당사 

당사  

계열회사 

김석동 - - - - - 사외이사가 고문으로 재직 

중인 법무법인(유) 지평은 

당사 계열회사와 2020년 

자문계약 체결 

(자문수수료 1.8억원 지급) 

주인기 - - - - - - 

신성환 - - - - - - 

주순식 - - - - - - 

박영석 - - - - - - 

임춘수 - - - - - - 

최윤희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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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명 - - - - - - 

최방길 - - - - - - 

한재준 - - - - - - 

김효권 - - - - - - 

* 거래내역은 최근 3개 사업연도 (2018~2020년) 기준이며, 약관에 따른 거래 등은 제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선임된 사외이사와 당사·계열회사간에 이해관계 형성으로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사외이사의 재직 기간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개인별 재직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6년 초과 당사에 장기 재직하거나 

계열회사를 포함 9년 초과 장기 재직하고 있는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성명 
당사 계열회사 포함시 

재직기간 6년 초과시 그 사유 재직기간 9년 초과시 그 사유 

김석동 1년 2개월 - 1년 2개월 - 

주인기 2년 2개월 - 2년 2개월 - 

신성환 2년 2개월 - 2년 2개월 - 

주순식 2년 2개월 - 2년 2개월 - 

박영석 1년 2개월 - 1년 2개월 - 

임춘수 1년 2개월 - 1년 2개월 - 

최윤희 1년 2개월 - 1년 2개월 - 

이동명 1년 2개월 - 1년 2개월 - 

최방길 2개월 - 2개월 - 

한재준 2개월 - 2개월 - 

김효권 2개월 - 2개월 - 

 

당사는 상기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외이사 선임시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선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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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원칙 5-②)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당사는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고려,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에 따라 당사 외에 1개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만 재임 가능합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감사위원) 

최초 

선임일 

임기만료 

(예정)일 
현직 

겸직현황 

겸직기관* 겸직업무 
겸직기관 

재직기간 

겸직기관 

상장여부 

김석동 2020.03.27 2023.03.26 
법무법인 지평 

고문 
SK텔레콤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2019.03.26~ 

현재 

상장기업 

(유가증권) 

주인기 

(감사위원) 
2019.03.29 2022.03.28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 

(사)사회 

연대은행  
이사 

2016.02.23~ 

현재 
- 

신성환 

(감사위원) 
2019.03.29 2022.03.28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현대카드 사외이사 

2021.03.24~ 

현재 

상장기업 

(유가증권) 

주순식 2019.03.29 2022.03.28 - - - - - 

박영석 2020.03.27 2023.03.26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SKC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2019.03.28~ 

현재 

상장기업 

(유가증권) 

임춘수 2020.03.27 2023.03.26 
마이다스PE 

대표 
- - - - 

최윤희 2020.03.27 2023.03.26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 - 

이동명 2020.03.27 2023.03.26 
법무법인 정세 

고문변호사 
동양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2016.12.02~ 

현재 

상장기업 

(유가증권) 

최방길 2021.03.26 2024.03.25 
한국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장  
- - - - 

한재준 2021.03.26 2024.03.25 

인하대학교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 - - - 

김효권 

(감사위원) 
2021.03.26 2024.03.25 

법무법인 퍼스트 

대표변호사 
뉴트리 감사 

2020.03.27~ 

현재 

상장기업 

(코스닥) 

* 비영리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당사는 상기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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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원칙 5-③)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고자, 2019년 

11월 이사회 결의로 제정된 기업지배구조헌장에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및 회사의 비용으로 임직원 

내지는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에 따라 

사외이사는 필요시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정보, 자원의 제공을 뒷받침하고자 당사는 임직원으로 구성된 지원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임 

사외이사에 대해 그룹 소개 등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경영현황을 조기에 파악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수시로 설명하고 사외이사의 제안 사항에 대해 회사가 

검토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쌍방향 소통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공시작성대상 기간 중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정기/임시 회의 개최한 

내역은 없습니다. 회사는 사외이사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 제공 등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자회사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장 방문 등 일정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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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핵심원칙 6)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6-①)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당사는 정책상 현재 외부평가 등 사외이사 개별 평가를 실시하거나 이를 사외이사의 보수 및 재선임 

결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외이사의 보상이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지면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보상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참석률, 제언의 실효성 등을 정성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지원 조직을 통한 사외이사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외이사 활동 지원 개선, 이사회 및 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개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6-②)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사외이사의 보상은 사외이사 기본 급여, 회의 참석 수당 및 기타 회사 업무상 필요한 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의 보상 수준은 관련 법 규정 및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이사보수 한도 내에서 집행되고 있으며, 1인당 평균보수액 등을 분기,반기,사업보고서 내 임원의 

보수 항목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9년 11월 보상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2020 

사업년도부터 이사 보수 집행에 대한 보상위원회 사전 검토 및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보수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상기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보수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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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운영 

 

(핵심원칙 7) 이사회 운영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7-①)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6조에 따라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임시이사회는 필요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37조 및 이사회 규정 제7조에 따라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늦어도 이사회 개최 1일전에 각 

이사에게 소집목적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각 이사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안과 사유를 밝혀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관 제38조 및 이사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는 관련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니다. 또한, 동 조항에 따라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조항에 따라 안건에 대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작성 대상 기간 중 이사회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년도 회차 안건 가결 

여부 

정기/ 

임시 

개최일 안건 

통지일 

출석/ 

정원 

2020 1차 결의 제7기 회계결산(안) 승인의 건 가결 정기 02.07 02.03 6/6 

결의 주식담보대출 운영(안) 승인의 건 가결 

결의 이사회 규정 일부 개정(안) 승인의 건 가결 

결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승인의 건 

가결 

보고 내부회계관리규정 일부 개정 결과 

보고 

보고 

보고 2019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보고 

2차 결의 제7기 현금배당(안) 승인의 건 가결 임시 03.04 03.02 6/6 

결의 제7기 확정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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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회차 안건 가결 

여부 

정기/ 

임시 

개최일 안건 

통지일 

출석/ 

정원 

결의 주주제안 검토의 건 가결 

결의 전자투표 실시 여부 검토의 건 가결 

결의 제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승인의 건 

(총회 목적사항 포함) 

가결 

보고 2019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보고 

보고 

3차 결의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가결 임시 04.02 03.31 11/11 

결의 대표이사 회장 선임의 건 가결 

결의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결 

보고 당사의 의결권 권유 활동에 대한 

KCGI의 고발 관련 경과 보고 

보고 

4차 결의 ㈜대한항공 유상증자 참여 승인의 건 가결 정기 05.14 05.12 9/11 

결의 ㈜한진관광 유상증자 참여 승인의 건 가결 

결의 2020년도 이사 보수 집행 승인의 건 가결 

보고 2020년도 1분기 회계결산(안) 보고 보고 

5차 결의 단기차입금 조달(안) 승인의 건 가결 임시 05.25 05.21 9/11 

결의 국책은행의 ㈜대한항공 금융지원 관련 

특별약정 체결(안) 승인의 건 

6차 결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안) 승인의 건 가결 임시 06.01 05.28 11/11 

7차 결의 ㈜진에어 유상증자 참여 승인의 건 가결 정기 08.07 08.05 11/11 

결의 ㈜한진 유상증자 참여 승인의 건 

결의 ㈜제동레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권한 대표이사 위임 승인의 건 

결의 주식담보대출 운영(안) 승인의 건 

보고 와이키키리조트호텔 매각 추진경과 

보고 

보고 

보고 대한항공 자구계획(안) 이행경과 보고 

제8기 반기 회계결산(안) 보고 

8차 결의 서소문빌딩 담보부차입 선제적 차환 

및 증액 승인의 건 

가결 정기 11.06 10.30 11/11 

결의 KAL호텔네트워크 자금 대여(안) 승인의 

건 

보고 대한항공 자구계획(안) 이행경과 보고 보고 

보고 한진칼 자금 현황 보고 

보고 제8기 3분기 회계결산(안) 보고 

9차 결의 투자합의서 체결 승인의 건 가결 임시 11.16 11.15 10/11 

결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신주인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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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회차 안건 가결 

여부 

정기/ 

임시 

개최일 안건 

통지일 

출석/ 

정원 

체결 승인의 건 

결의 교환사채의 발행 및 교환사채인수계약 

체결 승인의 건 

결의 계열회사(대한항공) 유상증자 참여 

승인의 건 

결의 계열회사(대한항공) 자금대여 승인의 

건 

10차 결의 대한항공과의 상표권 사용계약 갱신 

및 거래금액 등 승인의 건 

가결 임시 12.18 12.16 11/11 

결의 2021년 계열회사와의 거래총액한도 

승인의 건 

결의 서소문빌딩 담보부차입 선제적 차환 

및 증액 재승인의 건 

결의 제동레저 주식 매각 승인의 건 

보고 산업은행과의 투자합의서에 따른 진행 

및 준비 사항 종합 보고 

보고 

보고 ㈜한진의 HYK파트너스 내용증명 관련 

경과 보고 

2021 1차 결의 2021년 회사채 발행한도 설정 및 

발행의 건 

가결 정기 02.05 02.03 

 

11/11 

결의 2021년 1분기 주식담보대출 운영의 건 

결의 계열회사(대한항공) 유상증자 참여 

재승인의 건 

결의 제8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보고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보고 

보고 준법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결과 보고 

2차 결의 회사채 연간 발행한도 증액의 건 가결 

 

임시 03.11 03.09 11/11 

결의 FY2014 ~ 2019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재승인의 건 

결의 제8기 확정 재무제표 승인의 건 

결의 한국산업은행 주주제안 상정 검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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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회차 안건 가결 

여부 

정기/ 

임시 

개최일 안건 

통지일 

출석/ 

정원 

결의 제8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승인의 건 

(총회 목적사항 포함) 

보고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보고 

보고 

보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진행 경과 보고 

3차 결의 이사회 규정 일부 개정의 건 가결 임시 04.15 04.12 14/14 

결의 ESG경영위원회 설치의 건 

(거버넌스위원회 확대 개편) 

결의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차 결의 이사회 의장 유고시 직무대행 기준 

수립의 건 

가결 정기 05.14 05.10 13/14 

결의 주식담보대출 만기연장 또는 차환 

승인의 건 

결의 20201년 이사 보수 집행  승인의 건 

결의 본점 이전의 건 

보고 2021년 1분기 회계결산(안) 보고 보고 

보고 경영위원회 운영 관련 검토 보고 

보고 ESG 현황 및 향후 추진과제 보고 

보고 한진칼 Brand Renewal Project 추진계획 

보고 

보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진행 경과 보고 

 

 

(세부원칙 7-②)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정관 제39조 및 이사회 규정 제14조에 따라 이사회의 의사 및 결의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합니다. 의사록에는 필요시 개별 이사의 의견을 기록하고,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 반대하는 자와 

반대이유를 기재합니다. 이사회 개최 내용, 이사별 참석 및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은 분기별로 정기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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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대상 기간 중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대상기간 : ’20.01.01 ~ ’20.12.31) 

구분 회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개최일자 02.07 03.14 04.02 05.14 05.25 06.01 08.07 11.06 11.16 12.18 

사내 조원태 출석 출석 출석 불참1) 불참2) 출석 출석 출석 불참3) 출석 

석태수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하은용 미해당 미해당 출석 불참1) 불참2)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사외 이석우 출석 출석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주인기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신성환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주순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김석동 미해당 미해당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박영석 미해당 미해당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임춘수 미해당 미해당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최윤희 미해당 미해당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이동명 미해당 미해당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1) 조원태 대표이사는 심의 제1호 의안 (㈜대한항공 유상증자 참여 승인의 건) 관련 특별한 이해관계로, 

하은용 사내이사는 동일 의안 관련 이해상충 관계 우려에 따라 이사회에 불참하였습니다. 

2) 조원태 대표이사는 심의 제2호 의안 (국책은행의 ㈜대한항공 금융지원 관련 특별약정 체결(안) 승인의 

건) 관련 특별한 이해관계로, 하은용 사내이사는 동일 의안 관련 이해상충 관계 우려에 따라 이사회에 

불참하였습니다. 

3) 조원태 대표이사는 심의 제1호 의안 (투자합의서 체결 승인의 건) 관련 특별한 이해관계로 이해상충 

관계 우려에 따라 이사회에 불참하였습니다. 

(작성대상기간 : ’21.01.01 ~ ’21.05.31) 

구분 회차 1차 2차 3차 4차 

개최일자 02.05 03.11 04.15 05.14 

사내 조원태 출석 출석 출석 불참1) 

석태수 출석 출석 출석 출석 

하은용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사외 주인기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신성환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주순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김석동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박영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임춘수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최윤희 출석 출석 출석 출석 

1) 조원태 대표이사는 해외 출장 건으로 부득이 이사회에 불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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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회차 1차 2차 3차 4차 

개최일자 02.05 03.11 04.15 05.14 

사외 이동명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최방길 미해당 미해당 출석 출석 

한재준 미해당 미해당 출석 출석 

김효권 미해당 미해당 출석 출석 

 

 

최근 3개 사업년도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토의내용 등은 

개별 이사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명 구분 이사회 

재직기간 

출석률(%) 찬성률(%)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2020 2019 2018 2020 2019 2018 

조양호 사내 2014.03.21 

~ 

2019.04.07 

33.3% - 0% 50.0% 100% - 100% 100% 

조원태 사내 2014.03.21 

~ 현재 

83.3% 70.0% 87.5% 100% 100% 100% 100% 100% 

석태수 사내 2013.08.01 

~ 현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조현덕 사외 2013.08.01 

~ 

2019.03.29 

87.5% - 100% 83.3% 100% - 100% 100% 

김종준 사외 2016.03.18 

~ 

2019.03.29 

100% - 100% 100% 100% - 100% 100% 

이석우 사외 2017.03.24 

~ 

2020.03.27 

100% - 100% 100% 100% - 100% 100% 

주인기 사외 2019.03.29 

~ 현재 

100% 100% 100% - 100% 100% 100% - 

신성환 사외 2019.03.29 

~ 현재 

92.9% 100% 83.3% - 100% 100% 100% - 

주순식 사외 2019.03.29 

~ 현재 

100% 100% 100% - 100% 100% 100% - 

김석동 사외 2020.03.27 

~ 현재 

100% 100% - - 100%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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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구분 이사회 

재직기간 

출석률(%) 찬성률(%)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2020 2019 2018 2020 2019 2018 

박영석 사외 2020.03.27 

~ 현재 

100% 100% - - 100% 100% - - 

임춘수 사외 2020.03.27 

~ 현재 

100% 100% - - 100% 100% - - 

최윤희 사외 2020.03.27 

~ 현재 

100% 100% - - 100% 100% - - 

이동명 사외 2020.03.27 

~ 현재 

100% 100% - - 100% 100% - - 

* 최근 3개년 중 해당 이사의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연도는 “-“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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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사회 내 위원회 

 

(핵심원칙 8) 이사회 내 위원회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8-①)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정관 제40조 및 이사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보고서 제출일 기준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경영위원회, 보상위원회 총 4개의 위원회에 전문적인 권한을 위임하여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원칙 8-②)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성과평가를 제외한 설치목적, 권한과 책임, 구성 및 자격·임면 관련 사항은 각 

위원회별 운영 규정을 두어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의된 모든 사항은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으며, 각 이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여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단,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재결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다음 장 Ⅳ. 감사기구 내용 참조)를 제외한 위원회의 개최 내역 및 개별 이사의 출석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공시 작성대상기간 중 회의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대상기간 : ’20.01.01 ~ ’21.05.31) 

년도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여부 

구분 내용 

2020 1차 03.03 3/3 결의사항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결의사항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 가결 

2021 1차 03.04 4/4 결의사항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 가결 

* 신성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 

 

최근 3개 사업년도 개별 이사의 출석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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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명 출석률(%)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2020 2019 2018 

사외 조현덕 100% - 100% - 

김종준 100% - 100% - 

이석우 100% - 100% - 

주인기 100% - - - 

신성환 100% 100% - - 

박영석 100% 100% - - 

최윤희 100% 100% - - 

이동명 100% 100% - - 

사내 조양호 0% - 0% - 

석태수 100% - 100% - 

* 최근 3개년 중 해당 이사의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거나 위원회 설치 이전인 년도는 “-“으로 표시 

 

■ ESG경영위원회 (舊 거버넌스위원회 포함) 

 

공시 작성 대상 기간 중 회의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대상기간 : ’20.01.01 ~ ’21.05.31) 

년도 회차 개최일자 출석/ 

정원 

안건 가결 

여부 구분 내용 

2020 

 

1차 05.13 3/3 논의사항 ㈜대한항공 유상증자 참여 사전 검토의 건 논의 

논의사항 ㈜한진관광 유상증자 참여 사전 검토의 건 논의 

2차 05.25 3/3 논의사항 국책은행의 ㈜대한항공 금융지원 관련 

특별약정 체결(안) 사전 검토의 건 

논의 

3차 05.29 3/3 논의사항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안) 사전 검토의 건 논의 

4차 08.06 3/3 논의사항 진에어 유상증자 참여 사전 검토의 건 논의 

한진 유상증자 참여 사전 검토의 건 

제동레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권한 

대표이사 위임 사전 검토의 건 

5차 11.05 3/3 논의사항 KAL호텔네트워크 자금 대여(안) 사전 

검토의 건 

논의 

6차 11.16 3/3 논의사항 투자합의서 체결 사전 검토의 건 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및 신주인수계약 체결 

사전 검토의 건 

교환사채의 발행 및 교환사채인수계약 체결 

사전 검토의 건 

계열회사(대한항공) 유상증자 참여 사전 

검토의 건 



54 

 

년도 회차 개최일자 출석/ 

정원 

안건 가결 

여부 구분 내용 

2020 6차 11.16 3/3 논의사항 계열회사(대한항공) 자금대여 사전 검토의 

건 

논의 

7차 12.16 3/3 논의사항 대한항공과의 상표권 사용계약 갱신 및 

거래금액 등 사전 검토의 건 

논의 

2021년 계열회사와의 거래총액한도 사전 

검토의 건 

제동레저 주식 매각 사전 검토의 건 

2021 1차 02.04 3/3 논의사항 계열회사(대한항공) 유상증자 참여 사전 

검토의 건 

논의 

1차* 05.13 4/4 보고사항 ESG현황 및 추진과제 보고의 건 보고 

* 2021년 5월 13일 거버넌스위원회에서 확대 개편된 ESG경영위원회가 최초로 개최되어 ‘1차’로 표시 

 

 

최근 3개 사업년도 개별 이사의 출석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성명 출석률(%)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2020 2019 2018 

사외 이석우 100% - 100% - 

신성환 100% - 100% - 

주순식 100% 100% 100% - 

임춘수 100% 100%   

최윤희 100% 100%   

사내 석태수 100% - 100% - 

* 최근 3개년 중 해당 이사의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거나 위원회 설치 이전인 년도는 “-“으로 표시 

 

■ 보상위원회 

 

공시 작성 대상 기간 중 회의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대상기간 : ’20.01.01 ~ ’21.05.31) 

년도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여부 

구분 내용 

2020 1차 03.03 3/3 결의사항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논의사항 '20년 이사 보수한도 사전 검토의 

건 

논의 

* 신성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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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여부 

구분 내용 

2020 2차 05.13 3/3 결의사항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논의사항 ‘20년 이사 보수 집행 사전 검토의 

건 

논의 

2021 1차 03.04 3/3 논의사항 ‘21년 이사 보수한도 사전 검토의 

건 

논의 

2차 05.13 3/3 결의사항 ‘21년 이사 보수 집행 사전 검토의 

건 

가결 

, ** 박영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 

 

 

최근 3개 사업년도 개별 이사의 출석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성명 출석률(%)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2020 2019 2018 

사외 신성환 100% - 100% - 

이석우 100% - 100% - 

주순식 100% - 100% - 

박영석 100% 100% - - 

임춘수 100% 100% - - 

이동명 100% 100% - - 

* 최근 3개년 중 해당 이사의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거나 위원회 설치 이전인 년도는 “-“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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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감사기구 

 

1. 내부감사기구 

 

(핵심원칙 9) 내부감사기구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9-①)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내부감사기구 구성  

 

당사는 2018년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2조원을 초과하게 되어, 상법 제542조의11에 따라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3월 개최된 제6기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 구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성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직책 구분 성명 

위원장 사외이사 주인기 

회계사 및 회계·재무 학위보유자 

- 국제회계사연맹 회장 (’18 ~ ‘20년) 

- 한국공인회계사 

- 뉴욕대학교 경영학 석사, 회계학 박사 

-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및 명예교수 ('81년~) 

위원 사외이사 신성환 

회계·재무 학위보유자 및 금융기관·정부·증권유관기관 등 경력자 

- MIT 경영학 석사/박사 (재무관리) 

-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95년~) 

- 키움증권 감사위원 ('13~'14년) 

- 기금운용평가단 단장 ('14~'15년) 

- KB금융 사외이사 ('14~'15년) 

-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15~'18년) 

위원 사외이사 김효권 

법률 전문가 

- 법무법인 퍼스트 대표변호사 (’09년 ~ ) 

-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 위원 (‘18년 ~ ) 

-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17년 ~ ) 

 

당사 정관 제41조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정원은 3명이고,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합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였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2인의 회계·재무 전문가 및 1인의 법룰 전문가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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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감사기구 운영 

 

감사위원회는 회계와 업무를 감사함으로써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점검합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권한 및 책임의 규율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019년 5월 이사회를 

통해 감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규정 내 정의된 감사위원회의 권한 및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권한 및 의무 (감사위원회 규정 제10조)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권 

(2) 주주총회 의안, 서류에 대한 조사 및 주주총회 보고 의무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 의무 

(2)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이사회 제출 의무 

(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 

(4)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권 

(5) 기타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업무·재산 감사권  

(2) 상법 제342조의2의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재산 조사권  

(3)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수 있는 사실에 대한 이사의 보고 수령권  

(4)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대한 대표권  

(5)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시 소 제기 결정 여부 권한  

(6) 외부감사인 선임, 해임에 대한 승인권  

(7)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수령  

(8)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9)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10) 회사의 연간 감사계획에 대한 승인 및 전년도 감사 실적을 보고받을 권한  

(1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및 이사회 보고 의무 

(12)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 시 사전 검토 및 승인권 

 

4. 기타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에 부여된 사항 

 



58 

 

당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는 내부회계관리지침에 

따르면, 감사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년 1회 내부통제 변화 사항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외부감사인 등은 감사위원회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 제42조 제9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의 감사위원회 교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참석 

감사위원 
주요 교육내용 교육시간 

2020.05.13 삼일회계법인 전원 
2020년 개정된 감사위원회 관련 기준 및 

가이드라인 등 소개 
약 1시간 

2020.08.06 삼일회계법인 전원 
금융감독원 재무제표 중점심사 사항 안내,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소개 
약 1시간 

2020.11.05 삼일회계법인 전원 
상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 안내, 

2019년 감사위원회 트렌드 분석 결과 소개 
약 1시간 

2021.02.04 삼일회계법인 전원 회계 및 공시 관련 최근 동향 소개 약 1시간 

2021.05.13 삼일회계법인 전원 
금융감독원의 2021년 회계심사 및 감리 

업무 운영계획 안내 
약 1시간 

 

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위하여 재무제표 등 회계 관련서류 및 회계법인의 감사절차와 감사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법인에 대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설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보고 받고 이를 검토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업무감사를 위하여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이사로부터 

경영 현안 및 중요한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해 추가검토 및 자료보완을 요청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해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이 감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세부 사항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직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조직은 공인회계사 및 내부감사 

업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감사팀 4 

부장 2명(*), 차장 2명 

(평균 2년) 

* 공인회계사 1명 포함 

 감사위원회 업무 및 회계 감사 지원 

 감사위원회 회의 준비 및 운영 지원 등 

- 안건 검토 및 연간 계획 수립 지원 

- 기타 질의/논의 사항 대응 

재무컨트롤팀 2 
부장 1명, 과장 1명 

(평균 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평가 및 운영평가 지원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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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감사팀은 대표이사 산하 조직 편제이나, 조직 및 자회사 업무에 대한 정기, 수시, 특별감사 등의 

결과를 취합하여 감사위원회 개최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필요시 감사팀 및 당사 

임직원에게 경영진과 독립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보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감사규정을 통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영 및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에 대한 보상은 사외이사와 동일하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사보수 한도에 대한 이사회 검토를 

거쳐 주주총회를 통해 확정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의 1인당 평균보수액 등을 사업보고서 내 임원의 보

수 항목을 통해 별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9년 11월 보상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2020 

사업년도부터 이사(감사위원) 보수 집행에 대한 보상위원회 사전 검토 및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보수를 집

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 기재 내용에 따라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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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원칙 9-②)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9회의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개별 이사 출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년도 회차 
개최 

일자 

출석/ 

정원 

안건 가결 

여부 구분 내용 

2020 1차 02.06 3/3 결의사항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안) 승인 가결 

결의사항 
19년 업무점검 결과 보고 및 20년 정기 

업무점검 계획(안) 승인 
가결 

보고사항 제7기 회계결산(안) 및 영업보고서(안) 보고 - 

보고사항 19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2차 03.03 3/3 
결의사항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승인 
가결 

결의사항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 평가의견서 승인 가결 

결의사항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승인 
가결 

결의사항 주주총회 부의의안 조사의견 승인 가결 

결의사항 감사위원장 직무 대행자 선정 가결1) 

3차 05.13 3/3 결의사항 FY2020 세무조정 용역 계약 체결 승인 가결 

보고사항 제8기 1분기 회계결산(안) 보고 - 

보고사항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계획 

보고 
- 

4차 08.06 3/3 
보고사항 제8기 상반기 회계결산(안) 보고 - 

보고사항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진행사항 보고 - 

5차 11.05 3/3 

보고사항 제8기 3분기 회계결산(안) 보고 - 

보고사항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진행사항 보고 - 

보고사항 금융감독원 회계심사 진행사항 보고 - 

6차 11.20 3/3 결의사항 외부감사인과 자문용역계약 체결 승인 가결 

1) 위원장 유고시 신성환 감사위원, 주순식 감사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기로 가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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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회차 
개최 

일자 

출석/ 

정원 

안건 가결 

여부 구분 내용 

2021 

1차 02.04 3/3 

보고사항 2020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 

- 보고사항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보고사항 금융감독원 재무제표 심사 경과 보고 

2차 03.10 3/3 

결의사항 
2020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승인 
가결 

결의사항 
감사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승인 
가결 

결의사항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 평가의견서 승인 가결 

결의사항 주주총회 부의의안 조사의견 승인 가결 

보고사항 FY2014~2019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재보고 - 

보고사항 
2020년 감사팀 업무 결과 및 2021년 업무 

계획(안) 보고 
- 

3차 05.13 3/3 

결의사항 2021년 세무조정 용역 계약 체결 승인 가결 

보고사항 2021년 1분기 회계결산(안) 보고 - 

보고사항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계획 

보고 
- 

보고사항 감사인 선임 준수 사항의 확인 - 

 

당사는 2017, 2018, 2019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선임하였으며, 계약 기간이 

만료 되었습니다.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일회계법인을 지정 감사인으로 통보 받았으며, 2020, 2021, 2022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따라 2018, 2019, 2020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여부, 회사의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작성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거짓 기재 및 누락 여부 및 시정 계획이 실질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 대상 기간 이사회 보고일 평가 결과 

2018 사업년도 2019년 01월 29일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 중 

2019 사업년도 2020년 03월 04일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 중 

2020 사업년도 2021년 03월 11일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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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이사의 감사위원회 출석 내역 

 

구

분 

년도 2020 2021 

회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1차 2차 3차 

개최일자 02.06 03.03 05.13 08.06 11.05 11.20 02.04 03.10 05.13 

사

외 

주인기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신성환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주순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미해당 

김효권*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출석 

* 주순식 사외이사는 일신상의 사유로 2021년 3월 26일 감사위원직을 사임하였으며, 같은날 개최된 

제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김효권 이사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 최근 3개 사업년도 개별 이사의 감사위원회 출석률 

 

구분 성명 출석률(%)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2020 2019 2018 

사외 주인기 100% 100% 100% - 

신성환 100% 100% 100% - 

주순식 100% 100% 100% - 

* 최근 3개년 중 해당 이사의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거나 위원회 설치 이전인 년도는 “-“으로 표시 

 

당사의 감사 절차는 감사 규정에 따라 감사 종류 및 방법 결정, 감사 계획 수립, 감사 실시, 감사 강평회, 

감사결과 보고, 감사 사후관리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 감사 절차를 완료한 후에는 

감사의 실시요령, 결과 등을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서명 확인한 감사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를 개최한 후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서명 

확인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운영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의안, 

서류에 대해 조사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상기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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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핵심원칙 10) 외부감사인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10-①)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외부감사법) 제10조에 따라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있고, 외부감사인 선임시 감사 및 비감사 업무 실적, 회사에 대한 

이해, 감사수행 전략, 감사품질관리계획, 회계감사 관련 감리 및 소송 내역, 감사 참여 인원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7년 4월에 개최된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2017, 2018, 2019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선임하였고, 외부감사법 제10조(감사인의 선임)에 의해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를 동일 감사인이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동 법에 따라 2019년 11월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사인 선임 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당사는 2014 사업연도부터 2019 사업연도까지 6개 사업연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여 동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해 증권선물위원회가 2020, 2021, 2022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지정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 종료 후 회계법인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보고 받았으며 외부감사인 중 매니저 

직급 이상을 가진 직원과 대면 회의를 통해 감사결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 감사 위험, 내부통제 

미비점, 부정 및 법규 위반 사항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관리를 위해 보고서 제출일 현재 외부감사인의 자회사를 통해 

경영자문 등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지 않습니다. 

 

 

(세부원칙 10-②)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당사 감사위원회는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매 분반기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경영진 참석없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매 분기 결산 감사(검토) 후에 직접 보고를 받고 주요 사항 등에 대하여 의사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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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제6기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감사위원회 설치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12회(2019년 5월, 8월, 11월, 2020년 2월, 3월, 5월, 8월, 11월, 2021년 2월, 3월)에 걸쳐 경영진 참석 없는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이 때 회사 재무제표 또는 경영 전반의 핵심 유의 사항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까지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년도 회차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2019 1 05.08 감사위원회, 

한영회계법인 

대면회의  1분기 검토 결과, 유의적인 발견된 사항 및 핵심감

사사항에 대한 논의 

 계획된 검토 범위 및 시기에 대한 논의 

 기타 재무보고절차 감시 측면에서의 유의적인 발견

된 사항에 대한 논의 

2 08.08 감사위원회, 

한영회계법인 

대면회의  2분기 검토 결과, 유의적인 발견된 사항 및 핵심감

사사항에 대한 논의 

 계획된 검토 범위 및 시기에 대한 논의 

 기타 재무보고절차 감시 측면에서의 유의적인 발견

된 사항에 대한 논의 

3 11.08 감사위원회, 

한영회계법인 

대면회의  3분기 검토 결과, 유의적인 발견된 사항 및 핵심감

사사항에 대한 논의 

 계획된 검토 범위 및 시기에 대한 논의 

 기타 재무보고절차 감시 측면에서의 유의적인 발견

된 사항에 대한 논의 

2020 1 02.06 감사위원회, 

한영회계법인 

대면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결과, 유의적인 발견된 사항

에 대한 논의 

 계획된 감사 범위 및 시기에 대한 논의 

2 03.03 감사위원회, 

한영회계법인 

서면회의  기말 감사 결과, 유의적인 발견된 사항 및 핵심감

사사항에 대한 논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결과에서 유의적인 발견된 

사항에 대한 논의 

 계획된 감사 범위 및 시기에 대한 논의 

 기타 재무보고절차 감시 측면에서의 유의적인 발견

된 사항에 대한 논의 

3 05.13 감사위원회, 

삼일회계법인 

대면회의  감사팀 구성 및 연간 감사계획에 대한 논의 

 1분기 검토 결과에 대한 논의 

4 08.06 감사위원회, 

삼일회계법인 

대면회의  연간 감사 진행 사항 보고 및 반기 회계검토 결과

에 대한 논의 

5 11.05 감사위원회, 

삼일회계법인 

대면회의  연간 감사 진행 사항 보고 및 반기 회계검토 결과

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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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회차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2021 1 02.04 감사위원회, 

삼일회계법인 

대면회의   연간 감사 진행 사항 보고 및 4분기 회계검토 결

과에 대한 논의 

2 03.10 감사위원회, 

삼일회계법인 

한울회계법인 

대면회의  교환사채 평가 관련 보고 및 평가방법 설명(한울회

계법인) 

 연간 감사 진행 사항 및 2020년 감사 종결 보고 

(삼일회계법인) 

3 03.12 감사위원회, 

한영회계법인 

서면회의  재작성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결과  

보고 

4 03.16 감사위원회, 

안진회계법인 

서면회의  2014~2016년 재무제표 재작성 결과 보고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10조 제3항(감사에 관한 사항)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과 협의 과정에서 내부감사업무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해당 보고 수령 시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결의 사항을 이사회의 

각 이사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사는 2018 사업연도 감사전 재무제표를 제6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6주(기한 : 2019년 2월 

14일) 이전인 2019년 1월 21일, 연결기준 감사전 연결재무제표를 제6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4주(기한 : 

2020년 2월 28일) 이전인 2019년 2월 20일에 각각 제출하였으며, 2019 사업연도 감사전 재무제표를 

제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6주(기한 : 2020년 2월 13일) 이전인 2020년 1월 23일, 연결기준 감사전 

연결재무제표를 제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4주(기한 : 2020년 2월 27일) 이전인 2020년 2월 7일에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에 각각 제출하였고, 2020 사업연도 감사전 재무제표를 제8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6주(기한 : 2020년 2월 11일) 이전인 2021년 1월 26일, 연결기준 감사전 연결재무제표를 제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4주(기한 : 2021년 2월 25일) 이전인 2020년 2월 8일에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당사는 상기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의 주기적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

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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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구분 핵심 지표 
준수여부 

준수여부 표기에 대한 상세 설명 
비고 

(‘19년→’20년) ○ X 

주주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주주총회 개최 2주 이전에 소집공고 실시  

전자투표 실시*  ∨ 전자투표 미실시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종속회사 포함 연결결산 등 주요 경영활동 일정 및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을 고려, 불가피하게 집중일에 

개최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배당정책과 배당실시 계획을 2020년 3월에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통지 
 

이사회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 

후보집단 구성·선정 기준, 교육, 평가 등 이행 중 

(명시적인 승계정책 부존재)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리스크 관리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 등), 

준법경영 (준법지원인, 준법통제기준), 

내부회계관리 (내부회계관리자, 내부회계관리규정), 

공시정보관리 (공시책임자, 공시정보관리규정) 등 

모든 정책 운영 중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대표이사와 구별하여 

김석동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 중 
 

집중투표제 채택  ∨ 정관 제30조 제3항에 따라 미적용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기업지배구조헌장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등 정책 수립 및 운영 중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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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핵심 지표 
준수여부 

준수여부 표기에 대한 상세 설명 
비고 

(‘19년→’20년) ○ X 

감사 

기구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1회 이상 교육 제공** ∨  2020년 총 3회 실시 (5월, 8월, 11월)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감사 업무 계획 및 결과에 대한 감사위원회 보고를 

위해 전담 지원조직인 감사팀을 별도 운영 중, 

단, 감사팀의 인사 사항은 CEO 전결사항임 

(감사위원회 동의 절차 없음)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현재 2인의 회계·재무 전문가 선임 중 

(주인기 사외이사, 신성환 사외이사)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분기별 1회 이상 진행 (2월, 3월, 5월, 8월, 11월)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  

당사 감사 규정에 내부감사기구가 경영 관련 

중요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이 피감사회사나 관계부서에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 보고서 제출일 직전 정기주주총회 기준, ** 공시대상 기간 (2020. 01. 01. ~ 2020. 12. 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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