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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거버넌스 포커스

인사말

삼일회계법인이 지난 5년간 발간하였던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를 대신하여, ‘거버넌스 

포커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삼일PwC 거버넌스 

센터는 ‘거버넌스 포커스’를 통해 거버넌스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차별화된 

인사이트를 분기마다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가 의무화되고 거버넌스가 ESG의 일부로서 평가 및 비교되면서,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거버넌스를 정의하는 다양한 

관점과 기업이 속한 국가의 역사적·정치적·사회문화적 특수성이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 

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거버넌스는 여전히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기업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속도뿐만 아니라 

변화의 방향도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COVID-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신호, 양극화 심화, 기후 재앙 등 기업이 대응해야 할 위험 요소 

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ESG 시대의 도래로 인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은 기업에게 재무적 성과를 넘어선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새로운 

제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기민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의사결정과 실행을 가능케 하는 거버넌스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삼일PwC 거버넌스센터는 ‘거버넌스 포커스’ 발간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당사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업이 최적의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센터장  장 온 균



2 삼일회계법인 

• Introduction

• Key findings

• Deeper Insights: 이사회 사각지대

• 이사회 교체

• 이사회 다양성

• ESG 감독

• Deeper insights:

회사 규모와 이사회 ESG 접근 방식의 관련성

• 주주 관여

• 신뢰와 투명성

Contents

PwC’s 2022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1:
변화하는 거버넌스 환경에서 길 찾기

거버넌스 포커스

2022년 4분기·Vol.19

1 PwC 미국은 매년 이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거버넌스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서베이를 수행하고 있다. 2022년에는 704명

(남성 73%, 여성 27%)의 이사가 서베이에 참여했으며, 이중 64%는 5년 이상 이사로 재직 중이다. 각 이사들이 소속된 기업은 12개 

이상의 다양한 산업을 대표하고 있으며, 그중 72%가 연매출 10억 달러 이상의 규모이다.

보고서 원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wC’s 2022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https://www.pwc.com/us/en/services/governance-insights-center/library/annual-
corporate-directors-survey.html

https://www.pwc.com/us/en/services/governance-insights-center/library/annual-corporate-directors-survey.html
https://www.pwc.com/us/en/services/governance-insights-center/library/annual-corporate-directors-survey.html
https://www.pwc.com/us/en/services/governance-insights-center/library/annual-corporate-directors-survey.html


Introduction

2022년에는 COVID-19 팬데믹의 직접적인 영향과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기업 환경이 다시 바뀌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전쟁,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 재앙적인 환경 뉴스의 거의 끊임없는 경고는 지정학적 맥락을 바꾸고 

있다. 기업이 가야 할 길이 불확실할 때, 이사회는 불변의 가치와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 기업 리더들은 새로운 신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조사에 따르면 대중은 

정부, 언론, NGO와 같은 다른 기관보다 기업을 신뢰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실상 

기업 리더들은 이러한 정서를 과대평가한다. 최근 PwC 조사에 따르면 기업 경영진의 87%는 

소비자가 자신들의 기업을 매우 신뢰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실제로 신뢰하는 소비자는 30%에 

불과했다. 신뢰는 얻기 어렵고 잃기는 쉽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에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된다.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사회는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 

700명 이상의 상장회사 이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 조사에 따르면, 주주 및 소비자의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이사회 감독과 이사회 관행도 변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사회가 훨씬 더 투명 

해지고 있다. 이사회는 주주 관여 활동에 참여하고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정보를 공시하면서, 주주 

와 신뢰를 쌓고 유지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심과 공시가 집중되는 분야 중 하나는 ESG이며, 이사회는 ESG 주제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그런데 이사회의 ESG 여정은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ESG 논의의 성격과 범위에 있어 중소기업의 이사회는 대기업 이사회에 비해 진전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상당수는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지 않고 법규에 대비하지 않았으며, 

아직 ESG를 전략적 계획에 통합하지 않았다. ESG를 새롭게 부상하는 주요 영역으로 다루고 충분 

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사회 감독 역할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의 이사회에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가 어려운 시기 

를 헤쳐 나가는 데 혼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이사회 교체, 사이버 보안 감독 및 ESG 문제와 같은 

영역에서 이러한 사각지대를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이사회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또는 대처하지 않을 것인지) 검토하는 것은 기업이 

이 변화의 시기를 헤쳐 나가는 데 필수적이다.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sgc.sam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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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findings

여성 이사의 3분의 2는 단기 성과를 감소시키더라도, 기후 변화의 영향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응답한 반면, 남성 이사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66% 45%

여성 이사들은 기후 변화에 대한 조치를 우선시한다.

이사의 11%만이 이것이 이사회에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사들은 환경 및 지속가능성 관련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사들은 ESG와 수익의 관련성을 찾지 못한다.

 
이사 중 45%만이 ESG 문제가 실제로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45%
Only

$

이사의 86%는 다양성이 이사회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데 동의하지만,

많은 이사들은 새로운 후보자가

필요하지 않거나(34%)

심지어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31%).

이사들은 이사회 다양성의 이점을 알고 있지만 

후보자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한다.

ESG 문제가 기업 전략에 연계 

되었다는 것에 동의한 이사

연 매출 10억 달러 미만 40%,

연 매출 100억 달러 이상 73%

이사회에서 기후 변화에 대해 

논의한 이사

연 매출 10억 달러 미만 27%,

연 매출 100억 달러 이상 72%

ESG에 관해서, 중소기업의 이사회가 크게 

뒤처져 있다.

73%

40%
<$1B

revenue
<$10B

revenue

72%

27%
<$1B

revenue
<$10B

revenue

이사의 60%는 CEO를 제외한 이사회 

구성원이 한 해 동안 주주들과 소통했다고 

답했다. 거의 90%가 이러한 소통이 

생산적이었다고 말했다.

주주 관여가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42%

49%
51%

58%

53%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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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er Insights:

이사회 사각지대

주제 사각지대 PwC 관점

이사회 교체 

이사의 48%는 동료 이사가 교

체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62%

는 이사회가 72세 정년 정책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

고, 70%는 임기 제한 채택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일 것이라 

고 답했다.

매년 이사들은 더 많은 이사 교체를 

원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의미있는 교

체 정책을 시행한 이사회는 거의 없 

으며, 대다수의 이사들은 이사회가 그

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 

사회 교체는 개별 평가와 같은 다른

수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러 

한 결과는 많은 이사회가 변화를 일

으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사회 내 

환경 전문성의 

필요성

이사 중 11%만이 환경 및 지속

가능성 전문성이 이사회에 매 

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탄소 배출량, 넷제로 공약에 대한 기

대, 새로운 공시 체계 등에 대한 자 

세한 보고를 요구하는 주주가 증가함 

에 따라, 이사회는 상세한 환경 관련 

보고를 감독해야 한다. 이사회에 이와

관련된 충분한 전문성이 없다면, 감독 

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감독 과제

이사의 13%만이 평판 위험을 

감독해야 할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하며, 17%만이 재무 위험 

에 대해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 

다.

언론의 관심은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으며, 빠르게 기업의 주가에 큰 타격

을 줄 수 있다. 재무 위험은 좀 더 알

려져 있지만 기업의 근간을 흔든다. 

이사회가 이러한 위험을 잘 다루고 있

다고 느낄 때가 바로 문제의 초기 징

후를 발견할 준비가 가장 부족한 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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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사각지대 PwC 관점

사이버 보안 

이사의 90% 이상이 회사가 사 

이버 보안 체계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가장 중요한 디지털 

자산을 파악하고 있으며, 공격 

에 대한 저항 테스트를 충분히 

수행했다고 답했다.

위협 행위자들은 기업이 보안상 안전 

하다고 믿고 있는 시스템에 침투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고 있으며, 사이

버 공격이 계속해서 뉴스의 헤드라인

을 장식하고 있다. 데이터 보안 및 사 

이버 보안팀이 열심히 일하더라도 

새로운 형태의 공격을 모두 따라잡을 

수는 없다. 이사회의 지나친 확신으 

로 인해 기업이 사이버 보안에 충분 

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스스로를 

취약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서 기업 

의 역할

이사 중 39%만이 이사회가 지

난 1년 동안 사회적 문제에 대

한 기업의 입장을 논의했다고 

답했다. 기업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더 낮은 30%에 불과 

하다.

다양한 사회 문제가 사람들을 계속 

분열시키면서 많은 고객, 직원 및 공급

업체는 기업이 입장을 취하기를 기대

한다. 이러한 입장과 책임이 이사회에

서 논의되지 않는다면, 감독해야 할 

핵심 영역이 누락되는 것이다.

ESG에 대한 

내부 프로세스 

및 통제

이사의 이사의 65%만이 이사 

회가 ESG에 대한 내부 프로세 

스와 통제를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ESG 공시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예 

상되는 가운데, 기업은 ESG에 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어야 한다. 데이터 수집 및 

공시 방법과 관련된 프로세스는 이사 

회 감독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며, 

이것은 하루아침에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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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과에 점점 더 비판적인 이사들

거버넌스 환경이 발전함에 따라 이사회 구성에 대한 주제도 진화하고 있다. 이사회는 겨우 10여 

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감독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의석이 매우 중요하다. 투자자 및 이해 

관계자는 이사회가 기업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갖춘 최고 수준의 

유능한 이사들로 구성되기를 원한다.

이사회 구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2021년 S&P 500 기업의 이사회는 최근 몇 년과 비교 

하여 더 많은 신규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사들은 이사회에 더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고 생겨야만 한다고 말한다.

거의 절반의 이사(48%)가 이사회에서 한 명 이상의 이사를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는 두 명 이상을 교체해야 한다고 답했다. 더구나 이사들이 동료의 성과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 거의 5명 중 1명(19%)은 동료 이사가 경영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꺼린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12%에서 증가한 비율이다. 또한 이사 중에서 동료 이사가 권한 

의 범위를 벗어나 도를 넘는다고 답한 비율도 더 높아졌다(11%에서 17%로 증가). 이사들은 과거 

보다 동료들에 대해 더 비판적인 것으로 보인다.

48%의 이사가 적어도 한 명의 동료 이사가 교체되길 바란다.

Q. 이사회에서 몇 명의 이사를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Source: PwC, 2022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October 2022.

이사회에서 몇 명의 이사를 교체해야 하는가?

29%

15%

4%

52% 48% 0명

1명

2명

3명 이상

이사회 교체



8 삼일회계법인 

불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교체 수단을 거부한다

이사들은 이사회에 더 많은 이사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사회가 이사회 참여에 

실질적인 제한을 설정하고 교체를 유도하는 정책을 채택할 것이라고 답한 이사는 거의 없다. 

의무적인 정년은 교체를 장려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사 중 14%만이 이사회가 

72세 이하의 퇴직 연령을 채택할 의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2%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의무적인 임기 제한2에는 이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사의 70%는 이사회가 

12년 이하의 임기 제한을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단지 7%만이 이사회가 그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고, 4분의 1 미만(23%)이 이사회가 임기 제한을 채택할 의향이 있다고 

보았다.

개별 이사 평가 절차를 구현하는 것은 이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사의 3분의 1 이상(37%)은 이사회에서 개별 이사 평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고, 35%는 

이사회가 이를 채택할 의향이 있다고 보았다. 엄격한 평가 절차는 이사회의 강점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상적으로는 이사가 더 이상 이사회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개별 평가 외의 다른 교체 정책은 대부분의 이사회가 꺼려 한다.

채택할 의향이 있다 채택을 꺼린다 이미 시행 중이다

개별 평가 35% 28% 37%

의무 정년

(72세 이하)
14% 62% 24%

의무 임기 제한

(12년 이하)
23% 70% 7%

Q. 이사회가 다음 정책을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 Source: PwC, 2022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October 2022. 

2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1월 상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였던 

사람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이는 종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강화된 요건이다. 또한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한 사람도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상법 시행령 제34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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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들은 이사직 겸직에 대해 보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사들은 자신의 역할에 연간 250시간 이상을 할애하고 있으며, CEO 후보 물색이나 주주행동 

주의자와 같은 중요한 사안에는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쓰기도 한다. 즉, 이사가 자신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관심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자자와 의결권 자문사는 이사의 성과에 대한 중요한 우려사항으로 과도한 겸직을 지목한다. 

너무 많은 이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이사, 특히 같은 기간에 다른 기업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이사 

는 이사회 업무에 집중할 여력이 없을 수 있다.

투자자는 이사 겸직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갖고 있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사외이사 겸직의 

상한은 4~5개 사가 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활동 중인 CEO나 임원인 이사의 경우 일반 

적으로 총 2개의 이사회(임원인 회사의 이사회 포함) 참여를 허용하는 정책을 두고 있다3. 

이사들은 좀 더 제한된 관점을 취한다. 거의 3분의 1(31%)은 CEO가 다른 이사회에서 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40%는 다른 현직 임원들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임원의 사외이사 겸직에 대해 이렇게까지 엄격한 시각을 가진 투자자는 거의 없다.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48%가 겸직할 수 있는 상한이 3개 사라고 답했다. 31%는 최대 4개의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했고, 9%만이 5개 이상의 이사회에서 겸직해도 된다고 답했다.

현직 임원이 겸직할 수 있는 적정 이사회 수는?

사외이사가 겸직할 수 있는 적정 이사회 수는?

Q. 이사의 상장회사 이사회 겸직 상한은 몇 개 사가 적정한가? (이사 유형별로 선택)

* Source: PwC, 2022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October 2022.

3 우리나라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겸직에 대해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해당 상장회사를 포함한 2개 회사를 초과하여 이사·집행임원·

감사로 재임하는 것을 금지한다.

58%

48%

47%

CEO

사외이사

CEO가 아닌 

사내이사

31%

11%

40%

1개

2개 이하 5개 이상

1개

(임원인 회사의
이사회 포함)

(임원인 회사의 
이사회 포함)

2개

3개

2개3개 이상 3개 이상

4개

11%

31%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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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다양성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이사회 다양성은 수년 동안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영역이었다. 대형 기관투자자들이 다양 

성에 대해 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인 요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의결권 행사 정책이 진화했다. 나스닥 

상장 기준을 포함한 미국의 법규는 특정 유형의 개인들이 이사회를 대표하도록 요구한다. 특히 

다양성에 대한 요구가 성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다른 집단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사회 안에서도 분명하다. 사고의 다양성을 창출하기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 물었을 때, 여전히 성별 다양성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88%). 또한, 이사들은 연령과 임기의 

다양성(각각 79%, 74%)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사회경제적 배경의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사의 비율은 2019년 이후 39%에서 58% 

로 크게 증가했다. 직장과 이사회에서 인지 다양성의 개념이 계속해서 진화함에 따라, 무엇이 ‘다 

양한’ 이사회를 만드는지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도 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이사회의 다양성 창출

다음 요소가 사고의 다양성을 창출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응답한 이사의 비율:

Q. 이사회가 사고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요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 Source: PwC, 2022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October 2022.

88% 83% 79% 74% 58%

성별 인종·민족 연령 임기 사회경제적 

배경 

이사회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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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추구는 변화를 이끈다

투자자들은 이사회의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그 영향을 느끼고 있다. 2021년 S&P 

500 이사회에 새로 합류한 사외이사는 역대 가장 다양한 그룹을 대표했다. S&P 500뿐만 아니라 

회사 규모에 관계없이 이사회는 다양성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여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거의 모든 이사(96%)는 이사회가 다양성과 관련하여 지난 2년 동안 무언가를 해왔다고 말한 

다. 가장 일반적인 조치는 바로 공시 정보의 증가이다. 기업이 이사회 다양성에 대한 정보를 사업 

보고서에 공시했다고 답한 이사 비율은 2021년 54%에서 69%로 15% 포인트나 증가했다.

이사 중 3분의 2(67%)는 퇴직한 이사를 대신해 이사회 다양성을 높이는 이사가 선임되었다고 

답했으며, 이는 다양성의 필요가 이사회 승계 계획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이사의 3분의 1 이상(36%)은 이사회의 다양성을 높이는 이사를 영입하기 위해 

이사회 규모를 늘렸다고 답했다. 실제로 2021년에 S&P 500 중 78개의 이사회는 여성 이사를 1명 

이상 추가하기 위해 이사회 인원을 늘렸다. 당분간 공석이 예상되지 않는 이사회의 경우, 이사회 

규모 확대가 부적절한 시기에 교체를 강요하지 않고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일부 이사는 이사회의 다양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상장회사 이사들은 이사회의 다양성이 실질적인 이점을 준다는 것에 동의한다. 이사 10명 중 

9명 이상(93%)은 다양성이 이사회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고 말한다. 또한 대다수의 이사들은 

투자자와의 관계 개선, 전략 및 위험 감독 개선, 기업 성과 향상 등에도 이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공감대 수준은 제자리걸음이다. 이사회의 다양성이 제고되었지만,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는 이사의 비율은 증가하지 않았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 이러한 비율은 감소세를 

보였다. 

반대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은 다양성을 위한 이사 후보자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이사의 

비율이다. 이사회를 다양화하려는 노력이 불필요한 후보자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이사의 비율이 

2019년에 비해 높아졌다(27%에서 34%로 증가). 이사의 거의 3분의 1(31%)이 다양성 추구로 인해 

부적격한 후보자가 나온다고 답했는데, 이는 3년 전의 23%에서 증가한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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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들은 여전히 이사회 다양성이 주는 분명한 이점을 알고 있지만 점점 더 불안해한다.

2019 2022

이사회에 새로운 관점 제공 94% 93%

전략 및 위험 감독 향상 80% 74%

회사 성과 향상 76% 73%

불필요한 후보자 27% 34%

부적격한 후보자 23% 31%

Q. 이사회 다양성에 대한 다음 진술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가?

* Source: PwC, 2019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October 2019; PwC, 2022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Octobe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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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사들의 확신 수준은 높다

ESG는 한때 지엽적인 주제였으나 오늘날 이사회의 중심 주제로 발전했다. 투자자가 기업을 

분석하고 수탁자 책임의 우선순위를 검토하는 데 ESG 요소가 지배적이다. 

이사들이 기업의 ESG 전략에 깊이 관여할 것이라는 기대는 대부분의 기업에 해당된다. 따라서 

대다수의 이사(86%)가 기업의 ESG 전략을 이해하고 있다고 답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또 다른 

82%는 이사회가 기업의 ESG 위험을 이해하고 있으며, 77%는 ESG가 제공하는 기회를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이사들은 ESG 영역 중 전통적인 감독 분야에 대한 이사회의 이해가 높다고 확신하고 있 

었다. 여기에는 인재와 기업문화가 포함되는데, 92%의 이사는 이를 이사회가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이사의 90%는 이사회가 기업의 다양성과 포용성(D&I) 정책, 개인 정보보호 및 

사이버 보안 정책과 관행을 모두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기후 위험 및 관련 규제와 같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이사들의 확신 수준은 비교적 낮 

았다. 이사회가 기업의 기후 위험 및 전략 또는 데이터 수집에 대한 내부 프로세스와 통제를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한 이사는 3분의 2도 되지 않았다. 그리고 56%만이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이해한다고 답했다. 각종 규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는 이러한 영역에 상당한 집중과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사들은 ESG에 대해 확신하지만 기후는 여전히 도전적인 과제이다.

이사회가 다음 영역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사의 비율:

Q. 이사회가 기업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Source: PwC, 2022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October 2022.

인재와 기업문화 

다양성과 포용성 노력 

개인정보보호·사이버 보안 

전반적인 ESG 전략 

92%

90%

90%

데이터 수집에 대한 내부통제·프로세스 

기후 위험·전략

탄소 배출량 

65%

63%

56%

86%

ESG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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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가 이사회 안건에 있지만, 성과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사는 적다

이사회는 ESG 감독에 대해 고심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이사회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다. 이사 

의 거의 3분의 2(65%)는 ESG가 이사회의 ERM(Enterprise Risk Management) 논의의 일부 

라고 답했는데, 이는 ESG가 전사적인 위험 분석 및 관리에 대한 이사회 논의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ESG가 정기적으로 이사회 안건에 포함된다고 답한 이사의 비율은 작년보다 3% 포인트 

증가하여 55%였으며, ESG 감독에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가 ESG 프로세스에 

대해 더 많은 사항을 정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24%에 불과했다.

그러나 동시에 ESG와 기업의 기본 원칙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있는 이사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ESG 문제가 기업 전략과 관련이 있다고 답한 이사는 57%에 불과하여 작년의 64%보다 

감소했다. 또한 ESG 문제가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이사도 작년보다 9% 포인트 

감소한 45%의 비율을 보였다. 따라서 ESG 프로세스가 더욱 견고해지고 있지만, 적어도 이사들의 

관점에서는 ESG와 기업의 기본 원칙 간의 연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사회 감독 절차가 견고해지고 관점이 변화하고 있다.

ESG 문제에 대해 다음 사항에 동의하는 이사의 비율:

2021 2022

정기적으로 이사회 안건의 일부로 포함한다. 52% 55%

기업 전략과 연계된다. 64% 57%

기업 재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54% 45%

Q. ESG 문제에 대한 다음 문구에 동의하는가? (해당되는 항목 모두 선택)

* Source: PwC, 2021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October 2021; PwC, 2022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October 2022.

소수의 이사회에서 논의 중인 ESG 주제

이사의 절반 이상이 ESG가 정기적으로 이사회 안건에 포함된다고 답했지만, ‘ESG’라는 용어는 

광범위하고 다루는 주제도 그러하다. 이러한 가운데 이사회의 논의 수준 또한 천차만별이다. 

주로 어떤 주제를 다룰까? 이사 중 90% 이상이 지난 1년 동안 이사회에서 데이터 보안 및 인재 

관리에 대해 논의했다고 답했다. 이사회 구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답한 비율도 86%로 거의 비슷 

했다. 이러한 영역은 ESG의 중요한 요소이면서, 이사회에서 잘 관리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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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사회가 새롭게 떠오르는 영역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사의 39%만이 이사회가 지난 1년 동안 사회적 문제에 대한 기업의 입장을 ‘어느 정도’ 

또는 ‘실질적으로’ 다루었다고 답했다. 인권 문제를 다룬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3분의 1도 되지 

않았고, 기업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도 30%에 불과했다.

이러한 영역은 기업 전략에서 비핵심적일 수 있지만, 투자자가 기업의 조치를 주시하는 영역 

이기도 하다.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입장 표명을 기대할 때, 이사회의 감독이 빠져서는 안된다. 

이사회가 주요 ESG 문제에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다.

이사회가 지난 1년 동안 이사회에서 다음 문제를 논의했다고 응답한 이사의 비율:

Q. 지난 1년 동안 이사회는 다음 ESG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논의했는가?

* Source: PwC, 2022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October 2022.

경영진 보상 정책 변경 시에 ESG 지표 지지

이사회와 기업이 ESG 문제를 기업 전략에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경영진을 위한 올바른 

인센티브 창출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과거에는 경영진 보상 계획이 주로 재무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이제 기업들은 비재무적 지표도 추가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기업문화를 반영하거나 

변화시키기 위해 이러한 지표를 사용하고, 어떤 기업들은 사업 위험을 관리하거나 ESG와 관련된 

기회를 모색한다. 어떤 기업들은 사업 위험을 관리하거나 ESG와 관련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작년 기준으로 S&P 500 기업의 절반 이상(57%)이 계획에 ESG 지표를 하나 이상 사용했다.

이사 10명 중 9명 이상(92%)은 일부 유형의 비재무적 지표가 적절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 

며, 가장 일반적으로 지지되는 측정치는 고객 만족도였다(62%). 올해는 인력 관련 조치에 대한 

지지도 빠르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양성 및 포용성 지표 사용을 지지하는 이사의 비율은 

2020년에 39%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절반 이상(52%)의 비율을 보였다. 또한 더 많은 이사들이 

직원 참여(57%, 2020년 54%에서 증가), 승계 계획(54%, 2020년 43%에서 증가)과 관련된 지표에 

대한 지지를 보이고 있다.

환경 개선 

사회적 문제에 대한 기업의 입장  

인권

기업의 정치 활동

40%

39%

3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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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이사들이 인력 대책을 지지하고 있다.

다음과 관련된 지표가 경영진 보상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사의 비율:

2020 2022

다양성과 포용성 39% 52%

승계 계획 43% 54%

Q. 다음 중 경영진 보상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재무적 지표는 무엇인가? (해당되는 항목 모두 선택)

* Source: PwC, 2020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October 2020; PwC, 2022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October 2022.

남성 및 여성 이사는 서로 다른 유형의 ESG 관련 목표를 지지한다.

● 남성 이사는 다음을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 ● 여성 이사는 다음을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고객 만족

다양성 및

포용성 

지표

승계 계획 환경 목표

품질

Q. 다음 중 경영진 보상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재무적 지표는 무엇인가? (해당되는 항목 모두 선택)

* Source: PwC, 2022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October 2022.

65% 55%

57% 44%

53% 42%

45% 73%

3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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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er Insights:

기업 규모에 따른 이사회의 ESG 대응 차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이사들은 많은 영역에서 비슷한 경험과 견해를 갖는 경우가 많다. 이사들 

은 주요 ESG 문제를 제외한, 이사회 교체와 다양성, 이사회 관행에 대해 상당히 일관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연 매출 100억 달러 이상)의 이사들은 중소기업(연 매출 10억 달러 

미만)의 이사들보다 ESG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ESG 핵심 영역을 기업 전략에 연계하는 

방법 등에 대해 보다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기업의 이사회는 ESG가 기업 및 

이사회 관행에 통합되는 방식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사회 내 ESG 전문성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ESG 관련 조치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을 가능성이 

높다. 

이사회 시간

대기업의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논의했을 가능성이 두 배 이상 높다:

Q. 지난 1년 동안 이사회는 다음 ESG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논의했는가?

* Source: PwC, 2022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October 2022.

기후 변화

탄소 배출량

사회적 문제에 대한 

기업의 입장

대기업(연 매출 100억 달러 이상) 

이사

중소기업(연 매출 10억 달러 미만) 

이사

72%
27%

28%

25%

69%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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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이해

대기업의 이사들은 이사회가 기업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이해한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더 높다:

Q. 이사회가 기업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Source: PwC, 2022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October 2022.

이사회·기업 프로세스에 통합

대기업의 이사들은 ESG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할 가능성이 더 높다:

Q. 다음 중 ESG 문제에 대해 동의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해당되는 항목 모두 선택)

* Source: PwC, 2022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October 2022.

대기업(연 매출 100억 달러 

이상) 이사

중소기업(연 매출 10억 달러 

미만) 이사

ESG 위험

ESG 기회

기후 위험·전략

탄소 배출량

91%
66%

61%

44%

35%

87%

77%

75%

대기업(연 매출 100억 달러 

이상) 이사

중소기업(연 매출 10억 달러 

미만) 이사

ESG는 이사회의 ERM 

논의 중 일부이다.

ESG는 기업 전략과 

연결되어 있다.

ESG는 이사회의 정기적인 

안건에 포함된다.

79%
48%

40%

30%

73%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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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관여가 새로운 수준에 도달했다

이사가 투자자와 만나는 것은 한때 이례적인 관행이었으나 이제는 일반적인 일이다. 2017년에는 

이사의 42%만이 이러한 관행을 보고했지만, 2022년에는 지난 1년 동안 CEO를 제외한 이사가 

직접 주주 관여 활동을 했다고 답한 이사가 60%에 달했다. 

이사회 구성원이 주주 관여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가장 일반 

적으로 이사들은 주주들이 관심이 없어서(49%)라고 답했다. 제한된 시간을 가진 투자자들은  

이를 현명하게 사용하고 싶을 것이며, 동시에 이사들의 시간도 존중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주는 이사를 만날 수 있는 제안에 긍정적일 것이다. 

다수의 이사(42%)는 이사회가 투자자와 이사 간의 직접적인 논의를 적절하지 않게 본다고 답 

했다. 그러나 이는 주주 관여가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의 추세와 기대에 어긋난다.

응답자의 19%는 이사가 주주 관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경영진이 선호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사들에게는 지금이 이 주제에 대한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기일 수 있다. 만약 이사와 만나고 

싶어 하는 주주들의 요청을 거절한다면, 이는 경영진과 이사회 간의 신뢰 부족, 이사회 리더십의 

중대한 지식 부족 또는 이사회의 참여와 감독에 대해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다른 문제의 위험 

신호로 간주될 수 있다. 

주주 관여 수준 증가

이사회 구성원(CEO 제외)이 주주 관여에 직접 참여한다고 응답한 이사의 비율:

Q. 이사회 구성원(CEO 제외)이 지난 1년 동안 투자자와 직접 접촉한 적이 있는가?

* Source: PwC, 2017-2022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Fall 2017-2022.

주주 관여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42%

60%

49%
51%

58%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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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이사들은 이사회가 주주 관여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Q. 이사회 구성원(CEO 제외)이 지난 1년 동안 투자자와 직접 접촉한 적이 있는가?

* Source: PwC, 2022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October 2022.

이사는 주주 관여를 긍정적으로 본다

주주들과 소통하는 이사회의 이사들은 긍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 5명 중 4명 이상(84%)이 

이러한 소통이 생산적이었다고 답했다. 84%는 투자자가 잘 준비되어 있었다고 말했고, 81%는 

논의 수준이 적절했다고 답했다. 이것은 10년 전만 해도 이례적으로 보였던 관행에 대한 유의미한 

조사 결과이다.

그리고 이사들은 투자자와의 논의가 긍정적이었다고 답하는 데만 그치지 않았다. 이사회가 그러 

한 논의의 결과로 어떠한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다. 가장 일반적으로, 이사들은 주주 관여가 특정 

주제에 대한 이사회 논의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41%). 이사회가 그전에는 식별 및 논의하지 

않았던 문제를 다루게 되거나 해당 주제를 다루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이사 중 28%는 이사회가 주주 관여에 대한 대응으로 공시 내용을 변경했다고 답했다. 거의 5명 

중 1명(18%)은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해 다른 질문을 했다고 답했다. 이사회가 거버넌스 정책을 

변경하거나(12%), 기업 전략 요소를 수정하거나(11%), 이사회 승계 계획을 변경했다고(5%) 응답한 

비율은 낮았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생산적인 주주 관여 활동이 반드시 이사회의 격변을 초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사회 논의에 변화를 주는 것과 같은 간단한 절차도 차이를 만들어 내고, 주주 

관여를 가치 있는 도구로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피드백과 논의는 전반적인 변화를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이사회의 성과를 개선하고 감독을 강화할 수 있다.

주주 관여에 대한 높은 점수

다음 사항에 동의하는 이사의 비율:

Q. 주주 관여에 대한 다음 설명에 동의하는가?

* Source: PwC, 2022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October 2022.

연 매출 10억 달러 미만 

54%
연 매출 100억 달러 이상 

75%

논의가

생산적이었다

84%

이사회 차원의 감독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81%

투자자가 잘

준비되어 있었다. 

83%

투자자들은 기업의 

사업과 전략을 이해했다.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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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들은 투자자 중심의 변화를 예측한다

인플레이션 수치가 수십 년간 볼 수 없었던 수준에 도달하고 금리 상승과 시장 혼란이 커지면서, 

기업과 주주의 경제 전망이 더욱 불확실해지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거버넌스 개선과 ESG 문제 

에 집중해온 기관투자자들은 강세장에서 크게 성과를 거두었다. 이사들은 경기 침체가 기관투자자 

의 관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할까?

대다수의 이사들은 경기 침체로 인해 주주들이 자본 배분(81%), 장기 전략(73%), 단기 주가(66%) 

및 경영진 보상(62%)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사들에 따르면, 경기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낮은 영역은 이사회의 다양성이다. 이사의 

거의 절반(45%)은 경기 침체가 이사회 다양성에 대한 주주의 관심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들이 주주의 관심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는 영역은 탄소 배출과 기후 위험이다. 이사의 

61%는 경기 침체가 해당 문제에 대한 주주의 관심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ESG 문제가 

기업의 재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비율이 45%에 그친 결과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즉, 

기업의 재무 성과가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재무 성과에 영향이 없는 ESG 문제가 주주들에게 덜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경기 침체는 우선순위 변경을 의미할 수 있다.

경기 침체로 인해 투자자들이 다음 사항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사의 비율:

Q. 경기 침체가 다음 영역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Source: PwC, 2022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October 2022.

자본 배분 

장기적인 전략 계획

단기 주가

경영진 보상

81%

73%

66%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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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 모색

이해관계자의 신뢰는 얻기는 어렵고 잃기는 쉽다.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 대해 계획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사회는 이사회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 이사의 71%는 

직접 주주 관여 활동을 하는 것이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답했다. 이는 실제 이사회 

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60%, 19페이지 참조)과 비교된다. 즉, 그 차이는 더 많은 

이사회에 변화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사들은 주주 관여 다음으로 주주와의 소통 강화를 지적했다. 이사의 70%는 공시 또는 보고를 

강화하면 이해관계자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답했다. 중점 영역에서 거버넌스를 

변화시키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사의 거의 3분의 2(64%)는 이사회 다양성을 

높이면 신뢰가 향상될 수 있다고 말한다. 

반면 이사들은 사회·정치적 문제에 관한 활동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사 중 24%만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 기업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신뢰를 증진한다고 

답했고, 21%만이 정치 관련 지출에 대해 더 투명해지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신뢰 강화를 위한 이사회 투명성 제고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사의 비율:

Q. 다음의 조치가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Source: PwC, 2022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October 2022.

신뢰와 투명성

주주와 직접 소통 

강화된 공시 및 보고

이사회 다양성 증가 

71%

70%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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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이사는 다음과 같은 기업의 조치가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답할 가능성이 더 높다.

남성 여성

공시 강화

이사회 다양성

미래지향적인

환경 목표 약속 

Q. 다음의 조치가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Source: PwC, 2022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October 2022.

66% 81%

61% 74%

48%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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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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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lence Series:
딜(Deal) 감독을 위한 이사회 가이드  

딜(Deal)의 성패에 따라 기업은 업계를 선도하거나, 생존하거나 혹은 도태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이사회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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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미국의 경우 2021년 ‘딜(Deal, 이하 딜)’ 건수가 최근 몇 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22년 상반기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시장은 

바뀌고 있다.

높은 물가 상승률, 지정학적 불확실성, 계속되는 공급망 차질, 길어지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딜 건수는 크게 둔화되기 시작했다. 

경기 수축은 거래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물가 상승, 차입이자율 증가, 실질 임금 문제, 

소비자 지출 변동성을 비롯한 여러 요인이 작용할 것이다. 그럼에도 2022년의 시장은 여전히 기업 

및 사모펀드(PE)가 딜을 수행할 수 있는 풍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시장 변동성으로 인해 기업 

공개(IPO)가 위축되면서, 대체적인 자본 조달(PE 포함)이 더욱 매력적인 상황이 되었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요인 중 일부는 딜의 성사에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기업의 

역량, 공급망, 시장 진출 방식 등에서 혁신이 필요할 때,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 혁신을 

가속화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은 바로 M&A이다. PwC 분석에 따르면, 경기 침체 기간에 인수자 

들은 M&A를 통해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담한 선택과 역량 적합성을 기반 

으로 한 전략적 M&A가 장기적으로 더 큰 가치를 창출한 것이다. 공급망 탄력성, 포트폴리오 최적 

화, ESG, 기술 경쟁 등이 향후 M&A 시장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1

빠르게 진화하는 M&A 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모든 비즈니스 리더에게 도전적인 과제이다. 그러 

나 어떤 환경이든 기업에 최적화되고 잘 짜여진 딜 전략은 기회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환경은 새로운 방식으로 가치를 창출하려는 많은 기업들로 인해 경쟁이 치열한 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1 삼일회계법인 Deals Platform, 글로벌 산업별 M&A 인사이트 2022년 중간 결산, 2022.8

미국의 딜 규모

439

234231
254

224
496

241210249237
112

2021

55
2020

59
2019

71

2018

41
* Source: : PwC analysis of Refinitiv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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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딜을 위해서는 집중적인 전략이 중요하다. 매출 증대와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통한 

유기적인 성장2과 함께, 인수, 합병, 합작 투자 등의 딜을 통해서 기업은 성장한다. 이사회가 딜의 

세부사항을 이해하고, 과거부터 해왔거나 미래에 하고자 하는 다양한 딜이 기업의 포트폴리오 

전략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딜 전략의 추진 동인(drivers)

전략적 포지셔닝

● 현재 환경에서 어떤 분야, 제품 또는 서비스가 성장 동력을 가졌습니까?

●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소비자 특성은 무엇입니까?

● 장·단기적 관점에서 목표 시장의 회복 또는 성장 경로를 어떻게 예상합니까?

● 지리적 선택과 관련하여, 시장 기회가 거리 및 지정학적 위험보다 중요합니까?

운영의 우수성

● 성장에 도움이 되는 M&A 기회는 무엇입니까?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입니까(예: 시장 채널, 가격 책정, 공급망, 생산, 인력)?

●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급망을 재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 인력 및 자원 배분을 어떻게 합니까(아웃소싱 vs. 내부)?

● 인력 관리의 모범 사례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업무 환경에 맞춰 

인력 관리 방식을 수정할 방안이 있습니까?

자본 배분

● 자본 수익률이 적절합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 재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 수익률이 낮은(또는 실적이 저조한) 사업을 매각해야 합니까?

● 효율적인 세무계획에 도움이 됩니까? 세법 개정 또는 개정안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 부채자본비율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비즈니스 모델에 가장 

적합한 자금조달 방법은 무엇입니까?

딜(Deal) 및 기업의 포트폴리오 전략 감독

2 기업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전략은 크게 내부 개발 역량에 의존하는 내적·유기적 성장(Organic Growth) 방식과 전략적 제휴나 인수·

합병을 통해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외적·비유기적 성장(Inorganic Growth)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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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업 포트폴리오의 이해 및 딜을 통한 포트폴리오 최적화

기본으로 돌아가 보자. 개별 딜 또는 딜 전략을 고려하기 전에 이사회는 기업의 현재 사업 

포트폴리오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 일단 전반적인 이해를 확립하고 기업의 부문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갖게 되면, 특정 딜이 전체 사업 구성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쉬워진다. 이와 같이 딜 전략은 보다 상위의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체 전략의 

일부에 해당한다. 즉, 개별 딜을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프로세스가 아니다.

경영진과 달리, 일반적으로 이사는 각 사업의 모든 세부 사항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사회는 회사의 사업 포트폴리오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 각 사업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각 사업이 어떻게 분류되는지(예: 확장, 유지, 수정 또는 종료)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비즈니스 전략을 기반으로 한 최적의 미래 조합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M&A를 수동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특정 딜이 시장에 나오고 

나서야 이를 평가하고 전략적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이사회가 비유기적 성장 

에 대해 평소에도 논의한다면, 딜의 기회가 시장에 등장했을 때 더 유리할 것이다.

3 현 사업의 수익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하여 대상 사업을 포트폴리오에 더했을 때 어떠한 추가 가치가 발생하는지를 명확히 설명 

하는 과정

모범사례

● 사업 포트폴리오 논리를 명확하게 설명한다. 각 사업의 독자적인 수행이 아니라 포트폴리오상 다른 사업과 

어떻게 어울리는지를 설명한다.

● 장기적인 자본 배분 계획이 있다.

● ‘전략적 플랫폼(성장 가능한 기존 사업 또는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인접 시장의 신규 비즈니스)’ 투자에 

집중한다.  

● 각 사업을 확장, 유지, 수정 또는 종료로 분류하는 것과 같이, 현재 영위 중인 사업들에 대한 투자 논거

(investments thesis)3를 제시하는 포트폴리오 매트릭스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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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포트폴리오 전략에 관해 이사회가 할 수 있는 질문 (예시)

포트폴리오 매트릭스 전략적 플랫폼 투자 계획

● 경영진은 매트릭스상 사업 분류 

를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 경영진은 종료(Exit) 사업에 어떻

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 사실상 종료(Exit)로 분류되어야 

하지만 수정(Fix) 범주로 분류된, 

지속적으로 낮은 성과를 보이는 

사업이 있습니까?

● 경영진이 비즈니스를 수정(Fix)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실현 

가능합니까? 주요 이정표와 타임 

라인은 어떻게 됩니까?

● 성장을 주도할 사업이 명확하게 

식별되어 있습니까?

● 해당 사업들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거나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는 증거가 있습니까?

● 각 사업이 참여하는 시장에 수 

익성 있는 성장을 위한 명확한 

가능성이 있습니까?

● 전략적 플랫폼의 경우, 회사의 

강점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 

한 뚜렷한 투자 계획(유기적 및 

비유기적)이 있습니까?

● 재무적인 투자와 성장 계획을 

추진할 적합한 인재가 있는지 판 

단하기 위한 분석이 투자 계획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까?

● 경영진이 전략적으로 적합한 딜 

유형을 식별하고 잠재적인 인수 

목록을 제공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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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딜 참여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은 매우 중요하다. 기업이 딜을 진행하기 전에, 이사회는 

해당 딜이 기업의 전략에 부합하고 시기적절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사회는 

딜의 동기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새로운 사업이나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인가? 주주들이 변화 

를 요구하고 있는가? 경제적 요인이 독특한 기회를 만들어 내고 있는가?

이사회의 참여 수준에 합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모든 딜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회가 

똑같은 수준의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없다. 우선 딜의 상대적인 규모와 같은 정량적인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딜이 기업의 기존 전략을 실행하는 데 중요하거나 새로운 전략을 전개하는 

첫 번째 단계인 경우와 같은 정성적인 요인을 고려할 수도 있다. 회사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권한 

위임 규정은 이사회 참여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업이 많은 딜을 진행하는 경우, 이사회는 타깃 리스트를 정기적으로 제공받는 것이 바람직 

하다. 경영진은 이사회 회의마다 각 딜에 대한 사업 계획, 실사 현황, 가격 책정 및 기타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사는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제공하고 우려 사항과 조언을 공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향후 경영진이 이사회 승인을 요청할 때, 이사회는 보다 원활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딜 경험이 없는 기업의 경우, 이사회 참여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해당 딜이 기업의 기존 

전략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 이는 매우 특별한 기회를 의미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가 조기에 

더 깊이 있게 참여한다면, 딜 협상에서 중요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외부 의견 구하기

이사회는 딜 기회를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해 전략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경영진의 위험 

평가 및 가치 산정을 확인하거나 질문하는 데 필수적일 수 있다. 이사회는 기업이 각 딜을 

평가하기 위해 활용한 외부 자문사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사회는 경영진이 받은 자문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중요한 딜이거나, 특정 딜에서 과열 현상을 감지한 

경우이다. 혹은 편견 없는 견해를 듣기 위해 이사회가 다른 자문사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사회는 승인하기에 앞서 해당 딜이 기업에 적절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시정지 버튼 누르기

경우에 따라, 경영진이 딜을 위해 과도한 투자를 할 수 있다. 또한, 처음에는 유의미했던 거래의 매력이 

떨어지기 시작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전략을 재설정하여 딜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이사회가 해야 할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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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경영진으로부터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받아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참석 없이 

딜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비공개회의는 이사회가 평가에 사용된 가정을 

반박하거나, 과도한 가격 책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중요한 거래로서 이사들의 상당한 시간 투자가 필요하거나 특정 이사에게 독립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거래의 경우, 이사회는 별도의 법률 자문이나 기타 다른 자문사와 함께 특별위원 

회를 구성하기도 한다.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사후 모니터링

딜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되었을 때, 커뮤니케이션과 투명성은 매우 중요하다. 기업은 딜의 필요 

성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은 딜 과정에서 내부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통해 

직원과 공급업체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 외에도, 계 

획을 알림으로써 내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다. 경영진은 모든 각도에서 커뮤니케이션을 고려해야 

한다. 즉,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인력 개발, 기업문화 등의 영역에서 딜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다. 이사회는 성과 측정, 비용 시너지, 경영진이 문화 충돌을 해결 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 사후 지표(post-transaction metrics)에 대해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받아야 한다.

외부적으로, 대규모의 거래는 시장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으며, 딜의 성사 이유는 

명확할수록 좋다. 이사회는 경영진이 추진한 딜의 근거와 해당 딜이 기업의 전체 전략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투자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경영진의 메시지를 

이해하면, 딜은 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사회는 딜이 목표를 달성했는지 평가하고 궁극적으로 기업가치 

가 얼마나 증대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특정 딜을 성공으로 이끈 요인을 파악하면, 전략 수립 

부터 사후 통합에 이르는 전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미래의 딜에 도움 

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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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Acquisitions)

적절한 기업 인수를 통해 고객 기반을 확충하고 수익을 늘리며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에게 인수는 중대한 결정이다. 이사회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적합한 대상이자 적절한 변화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확신은 개별 딜뿐만 아니라, 인수가 기업의 전체 포트 

폴리오 전략에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미국 M&A 트렌드

* NOTE: 완료된 거래 및 보류 중인 거래를 포함한다.

* Source: Refinit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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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M&A 거래 건수 및 금액, 2018 -2021 반기별

 

● 작년 한해 한국 M&A는 거래건수로는 2,318건, 거래금액 기준으로 132조 원*1(USD 110,379m)

의 M&A가 이루어졌다.

● COVID-19의 여파로 2020년 상반기에 주춤하던 M&A가 2020년 하반기에 다시 COVID-19 이전 

수준 이상으로 회복하면서, 2021년 M&A는 전년대비 거래건수 기준으로 31%, 거래금액 기준으 

로 61% 성장하여 한국의 M&A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 테크놀로지, 미디어 및 통신 산업의 M&A 비중이 가장 높아서, 거래건수로는 719건, 거래금액으 

로는 33조 7천억 원(USD 28,058m)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 한국 관련 M&A로는 Cross border M&A 건으로 SK의 인텔 낸드 사업부(거래금액 90억 달러) 

인수 거래*2가 있으며, 한국에서 이루어진 최대 M&A는 미국 시그나그룹이 한국의 라이나생명*3

을 미국 처브그룹에 6조 9천억 원(USD 5,750m)에 매각한 건이다.

*1  USD 1 = KRW1,200

*2 본 M&A 데이터는 Target 국가 기준으로 집계되었으므로 SK의 인텔낸드사업부 인수 거래건은 미국 

M&A 거래건으로 분류되었음

*3 한국법인과 함께 뉴질랜드,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 해외법인등 포함 금액

* Source: : 삼일PwC경영연구원, 글로벌 산업별 M&A 인사이트, 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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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식별

기업이 인수를 하는 경우, 좋은 것과 함께 나쁜 것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사회는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위험을 경영진이 평가하게끔 해야 한다. 평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될 것이다.

● 사이버 보안 위험

● 소송에 대한 취약성

● 세금 과소 납부

● 특정 부문의 자금 부족 또는 지속적인 부채 조달

● 환경 훼손 및 복원

● 국제적인 딜의 경우 - 해외 부패 방지법 등 규제 

일반적으로, 인수 대상이 기업의 현재 상황(지리적, 운영, 제품 측면)과 차이가 클수록 딜의 위험 

은 더 커진다.

문화 충돌 찾기

실사 단계에서 이사회는 경영진에게 기업문화 이슈를 제기해야 한다. 경영진이 두 기업문화를 

조율하고 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지를 이사회가 확인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인수 

대상기업의 정체성과 역사가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사회는 

통합 계획이 두 기업의 유산을 존중하고 있는지, 인수 후에 신규 직원을 조직에 융합시키기 위한 

계획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국제적인 딜의 경우, 근무 환경 및 관행과 함께 다양한 세계관을 관리하는 것이 문화적인 이슈 

에 포함될 수 있다. 특정 국가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는 사소해 보이는 변화가 다른 국가에서 일 

하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 평가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다. 많은 기업에서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에 대한 

기대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더욱 어려워졌다. 또한, 직원들이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경우 기업 

문화를 정의하거나 평가하기가 더 어렵고, 기업이 영향을 미치기도 더 힘들다. 그리고 이제는 정책 

자체가 기업문화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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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과제

중요한 딜의 경우, 인수가 완료된 후의 기간이 중요하다. 인수대상기업의 인력, 프로세스, 시스템 

및 문화를 성공적으로 통합하지 못하면 딜의 효익을 실현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4. 

또한, 철저한 사후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통해, 주요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인수의 이점을 설명하고, 

직원들에게는 통합의 진행 상황에 대해 전사적으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인력은 인수에서 주요 관심사인 경우가 많다. 일부 경영진과 팀은 딜 가치의 핵심이다. 그러나 

어떤 인력은 전환점 이후의 어느 시점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경영진은 누가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이는 민감한 결정일 수 있다. 기업의 관점에서 인력 감축은 직원 

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지만, 잉여 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이사회 변화

중요한 인수는 이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대등한 합병에서는 두 개의 이사회가 하나가 되므로 

이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딜 협상은 이사회 변경 사항을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 

기업은 특정 수의 의석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통합된 이사회는 두 기업의 이전 이사회보다 클 수 

있다. 어떤 이사를 포함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사회는 협력하여 일하는 방법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이사들도 기업의 다른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문화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소 작은 규모의 거래에서는 인수대상기업이 이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해 협상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인수대상기업의 이사는 거래 규모에 따라 한두 개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4 글로벌 컨설팅사 에이티커니(A.T. Kearney)가 M&A를 경험한 기업 CEO를 대상으로 M&A 과정에서 가장 리스크가 큰 단계가 무엇인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전 M&A 단계가 30%, 협상 및 계약 체결 단계가 17%, 사후 통합 단계가 5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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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은 어려운 과제이다. 기업은 분할할 사업부를 식별하고, 분할 유형을 결정한 다음, 해당 사업 

에 대한 독립적인 운영 모델과 비용 구조를 개발하거나, 매각을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분할은 신중한 계획과 주의를 요하는 복잡한 문제이다.

미국 시장 분할 현황

* Source: Refinitiv

분할(Divesti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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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일부를 분할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경제 상황의 변화로 인해 특정 사업부가 지속 불가능 

할 수 있다. 어떤 사업부는 더 이상 기업의 현재 전략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분할은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번창하는 사업이 모회사를 능가할 수도 있고, 기업의 개별 부분이 

별도의 사업이나 다른 회사의 일부로서 더 가치가 있을 수 있다. 또는 매각 대금으로 기업의 남은 

부문에 재투자하거나 기업 인수 등 성장 기회를 추구할 수 있다. 

기업의 분할 근거는 전략적이고 명확하면서 설득력이 있어야 하며, 이사회가 완전히 이해하고 

지지해야 한다. 이사회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은 ‘사업부를 분할함으로써 현재는 

기업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지’ 여부와 그 방법이다. 즉, 분할을 통해 기업은 시장에서 

더 강력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어야 한다.

분할을 통해 기업은 다양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가치 평가(valuation) 개선

부채 상환, 부채 약정 충족, 운영 

에 필요한 자금 조달 또는 단순한 

투자금 회수 

성장에 투자   

기업 인수, 중요한 자본적 지출, 

혁신을 위한 자금 확보, 유기적 

성장을 위한 회사 내 재투자

핵심 사업에 집중 

경영진과 임직원이 기업의 핵심 

전략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사업부를 제거 

세금 경감 

세금 혜택을 위해 손실을 감수하고 

매각(상당한 세금 절감 효과, 궁극 

적으로 기업에 현금 유입 창출) 

리스크 완화 

기업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치 

거나 브랜드를 손상시킨 사업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거

자산 및 운영 최적화 

합작투자(Joint Venture)를 통해 

파트너와 자산을 결합함으로써 

성과가 저조했던 자산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 사업부를 개선 후 

매각하는 단계적 분할

시점

분할이 기업에 유리하다고 결정했다면, 다음 문제는 거래를 위한 시장이 있는지 여부일 것이다. 

경우에 따라 기업은 시장 상황이 맞을 때까지 거래를 늦춰야 될 수 있다.

또한, 시점은 잠재적인 분할 논의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다. 분할의 형태별로 거래 

완료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르며, 매각은 가장 빨리 종료되는 방법이다. 단기간 내에 자본 확보 

또는 비용 절감이 필요하거나 재무적 또는 전략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다른 형태의 딜은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매각으로 결정이 좁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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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시, 주주가치 극대화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핵심적인 사항들이 있다. 이사회는 경영진이 

특정 인수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광범위한 인수자를 대상으로 사업부를 시장에 내놓을지, 후자 

의 경우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 사모펀드가 인수할 경우, 기업 

매수자와 요구 사항이나 조건이 다를 수 있다. 이사회는 경영진과 우려 사항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회사가 다른 형태의 분할을 통해 해당 사업부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그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옳은지 경영진에게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 

물적분할(후 상장), 인적분할, 합작투자(Joint Venture) 등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때로는 1년 이상이 걸린다. 매각도 모회사의 운영, 재무 등 인프라에서 사업부를 분리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새로운 법적 실체를 구성하는 데는 법규와 기타 요구 사항의 충족 

을 위해 몇 주 또는 몇 달이 더 길어질 수 있다.

물적분할 시 주주보호 방안

최근 금융위원회는 ‘물적분할 추진 시 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일부 기업이 고성장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단기간 내 상장하는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권리 보호가 이슈로 제기 

되었고, 정부는 이를 국정과제의 하나로 다루어 왔다. 

이번 방안은 ① 물적분할 관련 공시 강화, ②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 

부여, ③ 물적분할 자회사의 상장심사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금융위원회는 기업공시서식과 

거래소 상장기준 개정을 오는 10월까지 완료하고,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 

령 개정은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M&A 시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검토 중으로 4분기 

중 정책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 참고: 금융위원회,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 주주 권익 제고 방안, 2022. 9. 5.

회사의 자원

분할 절차에 적절한 시간, 자금 및 노력이 투입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경영진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회사가 이미 침체되어 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적절한 

자원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이러한 거래가 일상적인 기업 운영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사회는 사전에 이를 인지하고 경영진과 논의해야 한다.

회사가 수개월에 걸친 분할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이사회는 경영진이 분할이라는 과중한 업무 

를 처리할 적임자를 고용했거나 고용할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분할에는 재무, 인사, IT 등과 같은 

다수의 영역에 걸친 업무 흐름이 포함된다. 이러한 팀 간의 조정은 다른 자원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다. 많은 회사들이 사업부를 분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사회는 경영진이 분할 기간 동안 나머지 사업부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충실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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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관리

분할 유형에 따라 인력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 매각의 경우, 해당 사업부의 임직원은 기존 역할 

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분할 회사는 고위 경영진이 될 수 있는 리더십 잠재력을 가진 

임원과 같은 특정한 인재를 붙잡고 싶어 할 수 있다. 그러한 노력이 거래를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이사회 구성원은 회사가 시도하는 대화와 노력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재무 또는 IT와 같이 분리될 사업부 밖에서 일하는 직원의 경우, 인력 이동 문제가 복잡할 수 있다. 

매각될 사업부에 직접 소속된 임직원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겠지만, 이러한 기능 부서의 

직원들도 이동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경영진은 누가 남고 누가 떠날지에 대해 전략적이어야 한다. 

인력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면, 나중에 주요 직책을 채우기 위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분할은 거래에 관련되지 않은 직원과 경영진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모회사의 미래 

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다른 기회를 찾으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사회는 경영진이 거래 

전체 기간에 대한 포괄적인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거래 후 위험

일부 분할에서는 회계, 법률, 세무, IT 또는 기타 중요한 서비스가 함께 분리되지 않아, 모회사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직원이나 역량을 갖게 될 수 있다. 모회사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나 

간접비를 처리하는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이사회는 이러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경영진 

과 논의해야 한다.

또한, 이사회는 분할로 인해 회사가 경쟁에서 취약해질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지나친 주목을 

받거나 복잡한 분할인 경우, 경쟁업체는 회사의 고객 관계를 약화시켜 시장 점유율을 높일 기회를 

잡으려고 할 수 있다. 경영진은 회사가 그러한 시도에 어떻게 대비하면서 평소처럼 비즈니스를 

수행할 것인지를 이사회에 설명해야 한다.

이행 지원 계약

일부 분할에서는 이행 지원 계약(transition service agreement, 이하 TSA)에 따라 딜이 종료된 후 얼마의 

기간 동안 매도자가 특정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필수적인 서비스와 인프라가 여러 사업부에서 공유되었다면, 매각을 추진하기가 까다로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회사가 자체적인 내부 기능을 구축하거나 다른 공급업체로 전환하는 기간 동안, TSA는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하다.

TSA를 통해 거래 후 일정 기간 동안 매도자가 분할된 사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재무, 회계, 인사(HR), 법률, 정보 기술(IT), 조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TSA 비용은 전체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분할 계획의 수립 초기에 추정해야 한다. 이러한 

비용은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거래 가격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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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제휴 및 JV는 딜의 세계에서 고유한 위치를 차지한다. 사업을 추가하는 인수나 하나를 

제거하는 분할과 달리, 제휴 또는 JV는 둘 이상의 회사가 공유 목표를 추구하면서 사업의 다른 

부분을 독립적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제휴 또는 JV를 고려할 때 이사회는 시장 동향 

및 경쟁업체의 최근 움직임 등 광범위한 딜 환경을 알아야 하고, 이러한 결정이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제휴를 통한 접근

회사가 규제에 직면하거나, 시장 불확실성에 대처하거나 특정 유통 채널 또는 지적 재산에 대한 

접근을 원할 때 제휴 또는 JV가 유의미할 수 있다. 제휴 또는 JV를 통해 거래 당사자는 비용을 

공유할 수 있으며, 기술에 대한 접근, 새로운 지역 또는 산업에 대한 진입 경로를 확보할 수 있다. 

제휴 또는 JV가 회사를 발전시키려면 처음부터 이점이 명확해야 한다.

제휴 및 합작투자(Joint Venture, 이하 JV)

제휴 및 JV의 잠재적 이점

● 회사 운영 또는 인력의 공백 지원

● 물리적 자원 또는 다양한 기술을 가진 

인력에 대한 접근 경로 제공

●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 시 위험을 

공유함으로써, 더 많은 안전장치를 제공

● 비용 분담

● 판매 채널 추가

● 기술 또는 지적재산에 대한 접근 권한 획득

● 새로운 지역이나 산업에 진출

제휴 및 JV

산업 직원

국가

고객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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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및 거버넌스

공동의 목표를 식별하고 추구함으로써 파트너들은 제휴 또는 JV를 통한 매력적인 비즈니스 

사례를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 파트너들은 목표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동의해야 하며 중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전략, 운영, 조직 및 재무 지표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지표를 추적하고 보고하는 빈도, 조정하는 방법 등도 포함해야 한다. 

모니터링은 개시일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합의된 측정 항목을 면밀히 추적하고 예정된 대로 

적절한 사람들과 공유해야 한다.

제휴 또는 JV를 계획하는 회사는 사전에 해당 실체에 대한 명확하고 적절한 거버넌스를 수립 

해야 한다. 이사회, CEO, 주요 경영진과 같은 JV 리더십의 선정에 대해 이사회는 특별한 관심을 

표명해야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각 파트너 회사의 이사가 JV의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합리 

적일 것이다.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적절한 커뮤니케이션과 자문은 성공 확률을 높일 것이다. 제휴 또는 JV 

의 파트너는 여전히 각자의 운영을 통제하지만, 자원과 위험을 공유하려면 충분한 정보 공유와 

신뢰가 필요하다. 때로는 제휴 또는 JV가 인수보다 더 복잡할 수 있으며, 더 많은 협업과 사전 

계획이 필요할 수 있다.

첫해의 운영 예산을 사전에 승인해두는 것은 제휴 또는 JV를 원활하게 개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람과 문화

어떤 직원이 제휴 또는 JV를 지원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성공적인 시작을 위해 매우 중요 

하다. 담당팀은 유능하고, 새로운 기회에 대해 열정적이어야 한다. 이사회는 경영진이 회사 내부 

와 외부에서 적합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인센티브를 승인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명확한 

조직 설계가 없으면 제휴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관한 경영진 결정에는 민감한 협상이 포함될 수 있으며 파트너 회사 간의 서로 다른 문화 

가 잠재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이는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특히 국가 간 이슈가 있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 이사회는 각 파트너의 업무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문화 평가를 장려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은 제휴 또는 JV를 위한 공동의 문화를 구축하고, 이를 파트너 간 커뮤니케이션 및 참여 전략, 

거버넌스, 각자의 업무 수행, 평가 및 보상 철학에 포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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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또는 JV 유의 사항

제휴 또는 JV를 위협하는 

일반적인 문제

전략적 제휴 또는 JV에서 

성공하기 위한 7가지 요소

● 신뢰의 부족

● 문화적 차이·접근 방식의 차이

● 예상치 못한 사건

● 성과 모니터링 부족

● 종료(Exit) 문제

● 전략을 최우선으로 하라

● 공동의 초기 계획에 투자하라

● 끝을 계획하라

● 작게 시작하라

● 신뢰를 구축하라

● 계속 추적하라

● 전사적 역량을 구축하라

이사회 변화

JV를 통해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면 자체적인 이사회가 필요하다. 파트너 회사들의 이사회와 

경영진은 협력을 통해 새 이사회에 대한 권장 사항을 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이사회 구조 및 

거버넌스 정책이 각 파트너 회사의 거버넌스 정책과 얼마나 일치해야 하는지가 포함된다. 설립된 

회사의 초점에 따라, 각 파트너 회사의 이사 일부가 새로운 이사회에 합류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위험

새로운 제휴 또는 JV에서 잠재적인 중대한 위험을 식별하는 것은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는 파트너로부터 시작된다. 인수 상황과 달리, 파트너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고려하면 면책 또는 

위험의 분리가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사회는 가능한 위험 신호를 포함하여, 잠재적 파트너를 

심사하는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상거래, 금융, 세금, 운영, 법률, 보험, 환경 및 정보 기술 등에 

대한 실사는 잠재적인 문제를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포괄적이어야 한다. 또한, 잠재적인 

자기시장 잠식(market cannibalism)의 가능성에 민감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제휴 또는 JV가 모든 

파트너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성장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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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경영진과 딜 팀에게, 특정 파트너와 관련된 모든 주요 위험이 회사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위험을 어떻게 고려하고 완화하였는지 물어봐야 한다. 또한, 이사회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파트너 간의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해결 프로 

세스가 회사에 법적 또는 기타 위험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제휴 또는 JV가 출범한 후에, 이사회는 조기 경고 신호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경고 신호 

에는 열악한 재무성과 외에 단절된 문화, 결함 있는 비즈니스 전략, 다른 파트너의 약속 미이행, 

제휴 또는 JV 내의 분쟁이 포함될 수 있다.

종료(Exit)

파트너십을 맺는 것이 관계를 원상 복귀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작 전에 

미리 종료를 예상하고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트너들은 애초에 종료 일자를 정하기도 한다. 

목표가 달성되고 파트너가 성과에 만족하면 파트너십은 정해진 날짜까지 계속될 것이다. 각 파트너 

회사의 이사회는 종료 일정, 자산 및 자원 배분, 재무보고 이슈, 법률 및 세금 문제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파트너십 약정을 수정하거나 연장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적 부진, 재무적 이슈 또는 규제 변화로 인해 계획이 변경되면 두 기업의 이사회는 

경영진과 선택지에 대해 솔직한 논의를 해야 한다. 제휴나 JV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 대안은 단순 

한 약정 변경(파트너의 피해 완화)에서부터 인수나 합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구조나 딜을 변경하는 것이 옵션이 아닌 경우, 이사회는 조기 종료를 통해 제휴 또는 JV를 

원상 복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수 있다. 기존 약정에 포함된 패널티와 재무, 평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 조치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그다음에 원상 복귀가 회사의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특히 제휴나 JV가 전략적 적합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경우 영향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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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인사이트

거버넌스 포커스

2022년 4분기·Vol.19

본 내용은 삼일회계법인 내부회계자문센터가 발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래전략 

Volume 3.0」의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구축 인사이트’ 내용을 수록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기술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삼일회계법인의 정책이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래전략 Volume 3.0

https://www.pwc.com/kr/ko/insights/insight-research/ksox/samilpwc_
discovery-of-ksox-excellence2022.pdf

https://www.pwc.com/kr/ko/insights/insight-research/ksox/samilpwc_discovery-of-ksox-excellence2022.pdf
https://www.pwc.com/kr/ko/insights/insight-research/ksox/samilpwc_discovery-of-ksox-excellence2022.pdf
https://www.pwc.com/kr/ko/insights/insight-research/ksox/samilpwc_discovery-of-ksox-excellence20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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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PwC 거버넌스센터

sgc.samil.com

신외감법 시행으로 2019년부터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가 시행되었다. 

지난 3년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수행하면서 회사 및 감사인의 경험 축적 등을 기반 

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시스템, 

인프라, 인력 등의 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5,000억 원 미만 

회사들은 2022년부터 시행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첫해 감사를 앞두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23년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를 시작으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순차적 

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국내 및 해외 종속기업이 많은 상장회사들은 조기 안정화를 위해 

2020년부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별도재무제표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연결재무제표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개념의 

차이는 없으나, 재무보고내부통제에 대한 설계, 운영, 평가 및 보고 의무가 연결재무제표 

수준으로 확대되므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과 운영에 있어 그 복잡도가 증가하고 평가 

대상 통제의 범위 또한 지배기업 뿐만 아니라 종속기업, 공유 서비스센터(Shared Service 

Center) 등으로 확대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5,000억 원 이상의 상장회사들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준비에 대한 인사 

이트를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애로 사항, 구축 범위 결정, 구축 방법론, 안정화를 위한 

중점 고려 사항,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 등 

5가지 주제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Contents 1.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애로 사항

2. 구축 범위 결정

3. 구축 방법론

4. 안정화를 위한 중점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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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수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사례를 통해 볼 때, 현장에서 부딪히는 애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종속기업이 자산총액 1,000억 원 미만 비상장회사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지 않은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개념이 생소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지배기업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준

으로 구축되고 운영되기 위해 필수적인 기본적인 업무분장조차 어려운 조직 및 관리 체계를 갖고 있음

● 종속기업이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비상장대기업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내부

회계관리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대응을 위해

서 정비해야 하는 과제가 많음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의무가 없는 국내 비상장 종속기업 및 해외 종속기업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이 지배기업 요청에 따른 단순한 자료제출 정도로 생각하여 종속기업 책임하에 각 종속기업의 내부

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의무가 없는 국내 비상장 종속기업 및 해외 종속기업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인력 지정 및 양성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전문 인력 확보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내부회계관리제

도 운영 및 보고 체계 정립에 애로 사항이 있음 

특히, 해외 종속기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애로 사항을 갖고 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Compliance 의무가 없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

● 중요한 업무의 상당 부분을 소수의 주재원에게 의존하는 환경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를 추가로 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

● 통제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현지 채용인력(Local hired employees)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지만,

언어적인 장벽 및 정확한 업무 지시(Job description)에 따른 업무 문화 등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어려움 가중 

● 지배기업에서 정립된 내부통제를 확산 적용(Roll out) 한다고 하는 경우 각 국가에 적용되는 법과 규정, 문화, 

조직 체계, 실제 업무프로세스가 상이하여 각 종속기업이 속한 환경에 적합한 내부통제로 수정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 

상기와 같이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당위성 및 필요성에 대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이해하는 수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지배기업 및 각 종속기업 경영진 주도하에 이러한 당위성 및 필

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애로 사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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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범위 결정2.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그룹의 어느 부문(종속기업)이 구축 대

상인지를 결정을 하는 일이다. Bucketing approach는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체계적으

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유의적인 부문(Significant entity)과 비유의적인 부문(Non-significant 

entity)을 상장 여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Compliance 의무 여부, 규모 등 유형에 따라 위험을 평

가하고 Full scope으로 내부통제를 구축할 지 또는 Specific scope으로 내부통제를 구축할 지를 결정

하여 연결재무제표 관점에서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Bucketing 예시는 다음과 같다.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부문 Bucketing

 Bucket 0 - K SOX compliant entity
HQ 포함 상장회사로서 Compliance 목적상

K SOX 구축 요구 부문

 Bucket 1 - Full scope entity 부문 재무제표 관련 전체 프로세스 구축 대상 부문

 Bucket 2 - Specific scope entity 부문의 특정 계정과 관련된 프로세스 구축 대상 부문

 Bucket 3 - Limited scope entity 그룹 차원의 통제로 잔여 위험에 대응 가능 부문

일반적으로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지배기업(HQ)을 Bucket 0으

로, 연결재무제표에서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재무적으로 유의적인 부문을 Bucket 1

로, 연결재무제표의 특정 계정과 관련된 위험이 존재하여 유의적인 부문으로 구분되지만 전체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할 필요까지는 없는 부문을 Bucket 2로, 그 외 그룹 차원 통

제(Group Level Control)로 대응 가능한 부문을 Bucket 3로 구분하여 구축 범위를 결정한다.

구축 범위(Coverage)의 충분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연결재무제표에서 유의적인 계정과목과 관련된 

업무프로세스에 대한 내부통제의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부문의 계정과목의 합이 80% 또는 

90%가 되어야 한다는 객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축 범위의 충분성에 대한 판단은 

회사가 1차적으로 판단하고 이러한 회사의 판단에 감사인도 동의해야 하므로 구축 범위에 대해서는  

감사인과 조기에 논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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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살펴 보기에 앞서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성공요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그룹 주도 문화 - 그룹 경영관리 전략

● 그룹 업무 정책과 절차 정립

● 그룹 표준 위험과 통제 관리 수준 결정 및 표준 Framework 구축

● 종속기업 관리 철학과 방식 결정 (Compliance 부문, 해외 부문 등)

● 그룹 주도 모니터링 전략 (R&R, 운영 방식)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은 업무 수행 단계를 Planning, Execution, Embedding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고, 각 단계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핵심 업무는 아래와 같다.

그림1.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 수행 단계별 핵심 업무 요약

다음에서는 구축 업무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주요

수행

업무

PLANNING
(PHASE I)

 ■ 연결회사 사업 부문 분석 

    (Risk Assessment - 유의적 계정 평가)

 ■ 연결 K SOX 구축 범위 선정  

 (구축 대상 부문 선정)

 ■ 구축 대상 부문별 In-Scope Process 

평가

 ■ 구축 대상 부문별 구축 전략 결정 

 (기 구축 부문, 미 구축 부문 등 부문 성격

에 따른 구축 전략 및 일정 계획 확정)

 ■ 연결 K SOX Framework 정립

• 연결 K SOX 규정 ·지침 작성

• 그룹표준 통제체계 정립 (Process, 

Risk, Control Pool - 영문 포함)

• 그룹표준 Tools & Templates 마련

 ■ 연결 K SOX 확산전략 수립

• TF 구성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

• Project management ·  
  Communication 방안 수립

• 그룹 차원 연결 K SOX 구축 교육 수행

 ■ 감사인 사전 협의 (중요성, 범위선정 등)

 ■ 그룹 ELC 정비

 ■ 그룹 수준 통제활동 정비

 ■ 연결 K SOX Framework 업데이트

• 그룹 표준 통제체계 및 Tools & 

Templates 업데이트 

 ■ PMO

• 연결 K SOX 규정 · 지침 작성

• 그룹표준 통제체계 정립 (Process, 

Risk, Control Pool - 영문 포함)

• 그룹표준 Tools & Templates 마련

 ■ 연결 K SOX 운영 Framework 정립

• 연결 K SOX 규정 · 지침 개정안 확정

• 연결 K SOX 평가 및 보고 체계 정립

• 변화관리 절차 정립 

 ■ 연결 K SOX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PMO

• 종속기업 이슈 개선안 검토 ·관리

• 연결 운영 안정화 지원

 ■ 기 구축 부문 정비(Standardization)  

• 그룹 표준 통제체계 정합성 검토

• Walk-thru 수행

• 설계 미비점 확인 및 개선방안 도출

• 그룹 표준 Tools & Templates 활용한 

통제활동 설계 문서화 

• 종속기업 이슈 개선안 검토 ·관리

 ■ 미 구축 부문 확산 (Roll-out)

• 그룹 표준 통제체계에 근거한 내부통제 

구축

 ■ 설계 미비점 및 Action plan 도출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문서화 

• 통제기술서

• 업무흐름도

• 설계평가서, 운영평가서 Template

 ■ Remediation 이행 및 지배기업 보고

EXECUTION
(PHASE II)

EMBEDDING
(PHASE III)

부문 수준 업무

3. 구축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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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계획 단계 중점 고려 사항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범위 결정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대상 부문 또는 부문 내 

특정 업무프로세스를 식별한 이후, 그룹 수준 업무와 부문 수준 업무별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세부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룹과 부문 수준에서 각각 중점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룹

● 구축 범위 결정 Rule Setting

● 그룹 표준 Process, Risk 및 Control 정의 및 식별 (그룹 표준 Risk Control Matrix)

● 그룹 문서화 표준 마련 (통제기술서, 업무흐름도 등 Tools & Templates)

● 연결재무보고 정책 및 절차 정립

● 연결내부통제 규정 및 지침 정립

● 연결내부통제 운영 평가 체계 정립 (조직, R&R, 보고 및 미비점 평가 절차)

부문

● 그룹 ELC(전사수준통제) 확대 적용 준비 고려 요소 검토 (그룹 정책 및 절차와 일관성)

● 그룹 PLC(거래수준통제) Framework 적용 가능성 검토: 사업, 정책과 절차, 기간시스템 등 유사성 고려

● Local Regulation 검토 (예, 국내 부문 - 자체 내부회계관리제도 Compliance 의무, 해외 부문 - 현지 법규)

3.2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Framework 정립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위해 그룹 표준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

제도 Framework을 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룹 내 적용되어야 하는 일관된 기준의 정립은 내부회

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의 기준 확보 및 외부감사인의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시 

감사인의 판단 기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일관성 및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립되는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Framework의 핵심은 그룹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표준업무프로세스를 정의하고 해당 

표준업무프로세스에서 식별된 위험과 위험에 대응하는 통제방침을 결정하는 일이다. 이러한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Framework의 핵심은 그룹 통제 체계(Group Control Framework)를 표준화 하여 지배

기업 및 종속기업을 포함하는 그룹 전체에서 일관된 기준에 따라 위험을 평가하고 필요한 통제활동을 

구축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룹 표준 통제의 정립과 종속기업에의 적용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수행된다.

구축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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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그룹 표준 통제 정립 구조도

1) 표준화 대상 프로세스 선정

● 그룹 내 산업성격, 조직구조, 시스템환경 등을 고려하여 표준화 대상 프로세스 결정

● 구축 대상 부문별 내부회계관리제도 목적상 프로세스 구조 Mapping

2) 프로세스 분석 및 표준화

● 지배기업 내부통제를 기반으로 프로세스 구조 분석

● 업무절차, 근거문서, 시스템 화면, 전결규정 등 프로세스 표준화 수행

3) 그룹 표준 통제 체계 정립

● 표준 업무프로세스를 대상으로 그룹 표준 위험 정의

● 식별된 위험별로 그룹 표준 통제 정의

● 상기 과정을 통한 그룹 표준 위험과 통제에 기반한 그룹 표준 통제 체계 정립 

4) 종속기업별 특수항목 조정

● 표준 업무프로세스 대비 각 부문별 실제 업무프로세스 차이 분석

● 종속기업 특수성 고려한 그룹 표준 통제 체계 업데이트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해외 종속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

도 구축은 COVID-19로 인한 해외출장 제한과 재택근무 확대 등으로 화상 회의 등 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지리적 한계로 국내 종속기업 

대비 업무 환경이 어려운 해외 종속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시 표준화된 Risk와 Control

을 기반으로 사전에 지배기업에서 종속기업에 적용될 그룹 표준 Risk Control Matrix을 설계하는 일은   

아래와 같이 수행되는 해외 종속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에 있어 특히 중요하다. 

프로세스 

프로세스 

표준 프로세스 

지배기업 내부통제

종속기업

내부통제 구축

그룹 표준 통제

대상 결정

Instruction Customization Consistency

StandardizationTop-down

위험

위험

표준 위험

통제

통제활동

표준 통제

종속기업 개별 특성 고려 표준 프로세스, 위험 및 통제 추가

종속기업 상황에 맞게 통제활동 속성을 Customize 하여 통제활동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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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해외 종속기업 확산 업무 수행 절차

사전준비 해외 종속기업 업무 수행 검수

인터뷰 통한

종속기업 

RCM 초안 확정

종속기업 적용 

RCM초안

인터뷰 통한

종속기업 

RCM 초안 확정

지배기업 내

확인 절차수행

및 영문화

현장방문

(Instructions)

현장방문

(Review)

 종속기업과 상시 Communication 수행

• 이슈사항에 대한 논의 및 방향 설정

• 수시 회의를 통한 이슈 해결

인터뷰 통한

종속기업 

RCM 초안 확정

GAP List

최종확인

문서화

수정항목 수행

매뉴얼 등

정책문서 수정

종속기업

산출물

종속기업

RCM초안 

(영문화)

PMO

산출물

(표준 RCM)

Expat 
인터뷰,

현업 질문서
 등

3.3 예비 운영을 통한 (Dry run) 점검

2019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 첫해를 돌이켜 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이후 운영하는 과정 

통제활동이 설계된 대로 적절하게 이행되는 않아 어려움을 겪는 회사가 많았는데, 해외 종속기업의 경

우 비가시성, 시차의 존재, 언어적인 장벽 등으로 국내보다 더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이 정상적으

로 이행되지 않을 위험 및 정상적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적절하게 수행되지 못할 위험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그룹 내 모든 부문에서 지배기업이 기대하는 수준대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 시행 전 

그룹 주도로 이행기간 부여 후 운영 평가를 포함하는 예비 운영(Dry run)을 수행할 것이 권고된다. 예비 

운영 수행 결과에 따라 설계된 통제활동의 운영상 애로 사항이나 운영상 미비점이 식별되면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예비 운영 주요 수행 활동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주요 수행 활동

● 추적조사 등 통한 통제활동 설계 점검

● 통제활동 현실성 및 지속가능성 점검 

● 통제활동 운영 평가 Test 절차 적정성 점검

●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보고 체계 적정성 점검 (조직, R&R)

기대 효과

● 통제활동 설계 미비점 식별 및 개선 방안 도출 (현실성 및 지속가능성)

● 통제활동 운영 평가 Test 절차 개선 방안 도출 (모집단 확보, 자동추출 등)

●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조직, R&R 정립 방안 도출

● 경영진 평가 및 외부감사 대응 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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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감사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위하여,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완료 이후 운영 준비를 위해 아래의 5가지 핵심 고려 사항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이행이 필요하다. 

● 예비 운영 시 식별된 미비점 보완 및 현장 점검

● 내부회계관리제도 조직 운영 점검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연계 방안 점검

● 그룹 감사인 및 부문 감사인 협의

● 지속적인 교육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변화관리 활동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4.1 예비 운영 시 식별된 미비점 보완 및 현장 점검

예비 운영 시 식별된 개선 과제가 계획된 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지배기업 주도로 현장 점검을 수행

할 필요가 있다. 현장 점검 시 계획한 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현장의 

이해 부족에 따른 것이라면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담당할 적격성 있는 인력 확보 어려

움에 따른 것이라면 Outsourcing등을 통한 해결책을 적시에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현장 

점검을 통해 실천가능한 현실적인 통제활동인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지속가능한 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4.2 내부회계관리제도 조직 운영 점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해당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반

드시 필요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조직 운영에 대한 정책이 상황에 맞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

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지배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조직이 그룹 전체의 연결 기준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설계 및 평가를 직접 관리하는 중앙집중식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조직을 운영할지, 

종속기업별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인력 또는 조직을 구성하고 지배기업의 지시에 따라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설계 및 평가를 수행하는 분산관리식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조직을 운영할지, 또는 

Outsourcing을 통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설계 및 평가 수행이 적절할지 등에 대한 방향성이 제도 

시행 전에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한다. 

4.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연계 방안 점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이 안정화되고 실효성 있는 활동으로 내재화되기 위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책임이 명확히 정의되어야 하고, 운영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 반영이 필요할 수 있다. 객관

적이고 공정하며, 제도 시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과평가 연계 방안 마련을 위해 지배기업 경영

진 주도로 실효성 있는 성과평가 연계 방안에 대한 고민을 지속해야 한다. 

안정화를 위한 중점 고려 사항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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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성공적 정착을 위한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5.

4.4 그룹 감사인 및 부문 감사인 협의

그룹 감사인(지배기업 감사인)과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결과 및 변화관리의 전반적인 상황을 적시에 점검하고, 부문 감사인과도 커뮤니케이션이 되도록 하는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을 정립해야 한다.

4.5 지속적인 교육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변화관리 활동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시행되는 보고기간부터 정상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예외사항이 없는 경영진 평가 및 감사인 감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히 종속기업 경영진 및 임직

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

어져야 한다. 동영상 교육 및 비대면 교육, 현장 점검 시 대면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이 필요하다.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연결경영관리의 일환으로 삼고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다양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Compliance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는 제도로 활용하려는 

회사의 경우,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에 앞서 외부감사인에 의한 사전인증을 수행하거나, 외

부감사인을 활용한 사전인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비 운영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 

평가 및 보고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지배기

업 경영진에게 있다. 지배기업 경영진은 지배

기업은 물론 종속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규정, 

절차, 조직 등 전체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Framework을 정립하고 상시 관리해야 한다. 

또한, 종속기업 경영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가 지배기업만의 업무가 아닌, 그룹의 업무 임

을 명심하고 지배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

영 및 보고 체계가 각 종속기업에서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경영진의 관심과 의지이다. 최고 경영

진의 지지하에, 전사적 수준의 관심과 노력을 투입하여 필요한 프로세스, 인력, 인프라 투자가 지속적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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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을 감독하는 이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요즘 자주 접하는 이야기지만, 기업들에게 여전히 쉽지 않은 주제이다. 그러나 ESG 경영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이사회는 ESG 중 G의 

핵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각 기업은 시장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사회를 효과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경영진 중심의 기업 경영 

문화에 익숙한 우리 기업들의 현실적인 고민이 적지 않다. 본 리포트는 상장사의 이사회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변화의 출발점과 방향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본 리포트의 자산총액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기업지배구조 의무공시 대상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기업이기 때문이다. 반면, 상법이 정하는 대규모 상장회사(사외이사 과반수로 이사회 

구성,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등의 강화된 요건 적용)는 별도(개별)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기업 

이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들어가며

304개 코스피 상장사(비금융업)1

이사 총 2,042명2

1     2조 원 이상 190개 사, 1조 원 이상 2조 원 미만 114개 사(감사위원회 설치 67개 사, 미설치 

47개 사)

2     겸직 중인 이사는 중복하여 집계하였다. 

사내이사    875명 사외이사   1,047명 120명
기타

비상무이사

Contents 1. 이사회 규모

2. 이사회 구성

3. 독립성

4. 전문성

5. 이사회 운영

6. 이사회 내 위원회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sgc.sam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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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신규 이사 중 여성 비율 

다양성

2021년에 재임한 이사 중 여성 비율인 7%의 두 배에 달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Key Findings 

 

50% 사외이사 비율

(자산 2조 원 이상 55%, 2조 원 미만 1조 원 이상 41%)

독립성 -①

상법 준수 차원이 아닌, 독립성과 전문성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38%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독립성 -② 

이사회의 경영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안으로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29% 사외이사 전문 분야 중 경영 비율 (회계·재무 비율 27%)

전문성 

소속별로는 학계가 38%로 가장 많았다. ESG 경영 시대에 대응한 정교한 

이사회 역량 관리가 중요하다.

32% 사외이사 개별 평가 실시 비율 

(외부평가를 실시하는 회사 비율 4%)

이사회 운영

이사회 기능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수단으로서 평가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평가 방법과 결과의 반영 절차 등이 체계화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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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며,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자산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에는 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사외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하고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분석 결과, 이사회 구성원은 평균 6.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조 원 이상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은 평균 7.2명, 1조 원 이상 2조 원 미만 회사(이하, 2조 원 미만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은 평균 5.9

명으로, 규모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한편, 2조 원 미만 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평균 

6.9명, 미설치한 곳은 평균 4.6명의 구성원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나 감사위원회의 설치와 이사

회 구성원 수 간의 관련성을 보여준다. 

평균 최소 중간 최대

전체 6.7명 3명 7명 15명

2조 원 이상 7.2명 4명 7명 15명

2조 원 미만 감사위원회 설치 6.9명 4명 7명 11명

2조 원 미만 감사 설치 4.6명 3명 4명 11명

가장 적은 수의 이사를 보유한 이사회는 3명인 반면, 가장 많은 경우는 15명으로 큰 편차를 보

였다. 

이사회 규모 (전체) 이사회 규모 (2조 원 이상)

5인 이하

6인~9인

10인 이상

28%
8%

64%

5인 이하

6인~9인

10인 이상

20.5%10.5%

69%

1. 이사회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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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규모 (2조 원 미만)            이사회 규모 (2조 원 미만)            

감사위원회 설치 감사 설치

  미국 현황

2021년 기준으로 미국 S&P 500 기업의 이사회 인원수는 5~22명 사이에 분포하며, 평균 인원은 

10.8명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규모

* 출처: SpencerStuart가 발표한 ‘2021 U.S. Board Index’에서 발췌 및 수정 

이사회의 적정 규모는?

이사회의 적정 규모는 회사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주로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속한 

산업의 복잡성, 지분 구조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 

이사회의 구성원이 늘어나면 전문성과 다양성이 제고되어 이사회의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적정 수를 초과할 경우 커뮤니케이션과 의견 조율이 어려워져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한다. 

따라서 이사회는 회사에 적합한 구성원 수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특히 이사회의 경영 감독 기능이 더

욱 중요해지고 있는 최근의 동향을 반영하여, 이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성 및 역량과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아야 한다. 

5인 이하

6인~9인

10인 이상

18%4%

78%

5인 이하

6인~9인

10인 이상74.5%

2.1%

23.4%

8인 이하

9인~12인

13인 이상

13%16%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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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외이사 비율

회사별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율은 평균 50%였는데, 2조 원 이상 회사의 경우 55%, 2조 원 미만 

회사는 41%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상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비율(2조 원 이상 

회사는 과반수, 그 외 4분의 1 이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평균 최소 중간 최대

전체 50% 25% 56% 80%

2조 원 이상 55% 25%(*) 57% 80%

2조 원 미만 감사위원회 설치 49% 25% 50% 80%

2조 원 미만 감사 설치 29% 25% 25% 75%

(*) 분석 대상 회사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회사이므로 과반수 사외이사 요건의 적용 대상이 아닌 회사가 

포함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한편, 2조 원 미만 회사 중 감사를 설치한 회사는 사외이사의 비율이 평균 29%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49%)에 비해 낮았다. 즉, 이사회 규모뿐만 아니라 구성에 있어서도 내부감사기구의 

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이사회 구성 (2조 원 이상) 이사회 구성 (2조 원 미만) 이사회 구성 (2조 원 미만)

감사위원회 설치 감사 설치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40%55%

5%

42.7%48.6%

8.7%

61.2%31.3%

7.5%

2. 이사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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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현황

미국 S&P 500 기업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율은 86%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 기업 사외이사 비율

의 최대치(80%)보다 높은 수치이다. 

* 출처: SpencerStuart가 발표한 ‘2021 U.S. Board Index’에서 발췌 

사외이사 적정 비율은?

현재의 시장참여자들은 기업이 단기적인 이익이 아닌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해 줄 것을 

기대한다.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야 하며, 기업의 경영 

전략이 지속가능한 기업가치 증진에 부합하는지 감독해야 한다. 외부 전문가인 사외이사는 독립성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고 전략적 조언자 역할도 수행함으로써 기업가치에 기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외이사가 많을수록 좋은 것일까? 

사외이사 비율과 기업가치 또는 경영 성과 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결과는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는

데, 그 이유는 다양할 수 있다. 먼저 독립성 측면에서 사외이사 비율이 높다는 것이 이사회의 독립성을 

담보하지 않을 수 있다. 법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사외이사의 독립성은 인적 네트워크나 잠재적인 이

해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해당 전문성

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사회 운영 환경이 뒷받침되었는지 여부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 사외이사가 실효성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는 문제이다. 즉, 회사의 사업 전략과 

비전에 적합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사외이사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부적인 시

스템을 갖추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2) 다양성

● 성별

다양성은 이사회 구성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가치다. 특히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자산 총

액 2조 원 이상인 상장사는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할 수 없게 되면서 이사회

의 다양성을 높여야 하는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3

3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20(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은 2년의 유예 기간을 걸쳐 2022년 8월부터 의무화되었으며, 본 리포트는 

지난 5월 31일까지 공시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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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2조 원 이상 회사는 이사회의 여성 비율이 11%, 사외이사 중 여성 비율은 18%로 2조 

원 미만 회사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 사내이사 중 여성 비율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

양성 제고를 위한 기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 내부에서 여성 이사 후보군을 발굴하기 쉽지 않

은 현실을 반영한다. 

이사회 사내이사 사외이사
재임

(2021년)

신규 선임 

(2022년)

전체 9% 2% 14% 7% 14%

2조 원 이상 11% 2% 18% 9% 20%

2조 원 미만 감사위원회 설치 4% 3% 6% 4% 5%

2조 원 미만 감사 설치 2% 2% 3% 2% 2%

분석 대상 회사 중 여성 이사가 1명도 없는 비율은 51%에 달했으며, 여성 이사를 1명 보유한 비

율은 41.4%, 2명 이상 보유한 경우는 7.2%인 것으로 나타났다4. 2조 원 이상 회사 중 1명 이상의 

여성 이사를 보유한 비율은 67.8%인 반면, 2조 원 미만 회사의 경우 17%만이 이사회에 여성 이사

를 보유하고 있어 큰 차이를 보였다.

한편 신규 선임 이사 중 여성 비율은 14%로, 2021년에 재임한 여성 이사 비율(7%)의 2배에 해당

하는 수치이다. 특히 2조 원 이상 회사의 경우 신규 선임 이사 중 여성 비율이 20%로 나타나 변화

의 폭이 컸다.

  미국 현황

미국 S&P 500 기업 이사회의 여성 비율은 30%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2인 이상 여성 이사를 둔 회

사의 비율은 96%로, 10년 전의 58%과 비교할 때 큰 진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사회의 여성 이사 보유 현황

* 출처: SpencerStuart가 발표한 ‘2021 U.S. Board Index’에서 발췌 및 수정 

4 이 중 3개 사는 3명 이상의 여성 이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1명

2명

4명

3명

5명 이상

24%

36%

25%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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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이사회 평균 연령은 58.4세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50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0대 순이었다. 

이사의 연령은 규모별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사외이사의 평균 연령이 59.5세로 나타나 사내이사 

평균 연령보다 조금 높았다.

평균 최소 중간 최대

사내이사 57.6세 28세 58세 89세

사외이사 59.5세 32세 60세 84세

이사회 연령 분포

  미국 현황

미국의 경우 이사회 평균 연령이 63.1세로 한국과 비교하여 높은 편이었고, 연령 분포도 대부분이 

60대에 속했다.

이사회 연령 분포

* 출처: SpencerStuart가 발표한 ‘2021 U.S. Board Index’에서 발췌 및 수정 

70대 이상

6.9%5.6%
9.5%

60대

37.5%
39.5%

33.3%

50대

44.3%
44.4%

40대 이하

11.3%10.6%
12.8%

20%

30%

40%

50%

0%

10%

전체 2조 원 이상 2조 원 미만

64세 이상

38%

60세~63세

47%

59세 이하

15%

10%

0%

30%

20%

5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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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이사회의 독립성을 제고하여 경영 감독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를 제시한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것은 업무의 효

율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사회의 경영 감독 기능을 약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표

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가 이사회의 독립성을 완전히 보장하거나 모든 회사에 최선인 것은 아

닐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여부 이사회 의장 현황

분석 결과,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고 있는 회사의 비율은 38%였으며, 2조 원 이상 회사

는 43%, 2조 원 미만 회사는 30%로 차이를 보였다. 미분리 회사의 공시 내용을 보면, 기업의 특성

상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지 않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거나,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과 이사의 권한 강화를 통해 충분한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것을 미준

수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분리된 회사 중 53%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어, 사외이사가 의장인 경우와  

비교하여 여전히 독립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분리

미분리

대표이사(겸직)

사외이사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38%

62%14%

20%

4%

62%

2조원 이상: 43%

2조원 미만: 30%

3.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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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현황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된 회사의 비율은 59%로 한국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고, 사외이사

가 이사회 의장을 맡은 경우도 37%로 한국의 14%에 비해 높았다. 

이사회 의장 현황

* 출처: SpencerStuart가 발표한 ‘2021 U.S. Board Index’에서 발췌 및 수정 

(2) 선임사외이사 선임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가 분리되지 않을 경우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여 

공시할 것을 권고한다. 선임사외이사는 의장과 별도로 사외이사회 소집 권한을 가지고, 사외이사

들을 소집 및 주재하여 의견을 집약하는 역할을 한다. 분석 대상 회사 중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한  

회사의 비율은 5%였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미분리한 회사 중에서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한 

회사는 6개 사로 3%에 그쳤다5. 

선임사외이사 선임 여부

41%

37%

19%

3%
대표이사(겸직)

사외이사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5 다만, 미기재에 해당하는 경우가 조사 대상 회사의 38%에 달하여 정확한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 

선임

미선임

미기재

57%
38%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2%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미분리: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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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현황

미국의 경우 70%의 회사가 선임사외이사6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비율이

지만 미국의 10년 전 비율인 92%보다는 감소한 비율로, 이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된 회사

의 비율이 늘어난 데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 출처: SpencerStuart가 발표한 ‘2021 U.S. Board Index’에서 발췌 

(3) 사외이사만의 회의 

사외이사만의 회의를 개최했다고 공시한 회사의 비율은 21%였다. 다만,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가이드라인은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이사회 내 위원회의 회의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정 위

원회가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경우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하여 공시한 경우도 있어서 ‘사외

이사만의 회의’의 취지에 맞는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회사 비율은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외이사만의 회의에서 무엇을 논의해야 할까?

사외이사들은 회사의 이슈와 우려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전 자료를 검토

하면서 생긴 의문이나 우려 사항을 공유하고 경영진과의 회의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분야의 우선순위

를 정할 수 있다. 특히 민감한 주제나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안건(대규모 인수나 매각 또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이슈 등)이 있는 경우, 각 사외이사가 알고 있는 정보를 확인하고 다른 사외이사의 관점을 

이해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 

6 미국의 경우 선임사외이사(Lead Independent Director) 또는 회의주관이사(Presiding Director)를 두고 있는데, 선임사외이사를 두는 

경우가 더 많다.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 전체를 대표하는 사외이사로서 중요한 경영 안건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회의주관사외이사는 전문성을 보유한 사외이사가 의장을 대신하여 이사회 진행을 주관하는 제도이다. 미국도 

과거에는 상장기업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 겸임하는 것이 통상적이었지만, 회계부정 사건 및 금융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 개선 측면 

에서 변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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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행임원제도 도입

기업은 필요에 따라 상법이 정하는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집행임원을 둔 회사는 대표

이사를 선임할 수 없고 집행임원의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에서 전담하여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7

분석 대상 회사 중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한 곳은 5개 사에 불과했다. 공시된 바에 따르면, 업무  

집행 기능과 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회사의 판단이 대표적인 미도입  

이유였다. 이미 사외이사로만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는 등 사외

이사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입하지 않았다는 설명도 찾을 

수 있었다.

(5) 사외이사와 기업 간 이해관계 

과거 회사 또는 계열사 재직자 비율은 5%로 나타났으며, 사외이사(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인 

회사)와의 거래 비율은 1%,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와 거래 비율은 6%로 전반적으로 낮은 비율

을 보였다. 그러나 거래 규모는 사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해관계의 존재 여부보다 독립

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거래인지에 대한 판단 근거가 충분히 제시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7 상법 제408조의 2(집행임원 설치 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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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외이사 전문 분야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르면, 이사회는 기업에 적합한 경험 및 지식 등을 보유한 전문성을 가진 

유능한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사회 전문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 사외이사의 전문 분야를 살펴

본 결과, 경영 분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다음은 회계·재무, 법률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기간에 활동한 사외이사와 2022년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를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문분야 경영(1) 회계·재무 법률 기술(2) 경제(3) 기타(4)

인원 수 323명 301명 207명 107명 105명 71명

전체 29% 27% 19% 10% 9% 6%

재임 (2021년) 28% 27.8% 17.9% 9.7% 9.5% 7.1%

신규 선임 (2022년) 32% 24% 21% 10% 9% 4%

(*) 중복 기재 사항 및 복수 응답 사항 포함하였으며, 명백한 기재 오류는 제외하였다.

(1) 경영: 기업, ESG, 전략, 금융, 환경, 투자 고용 등 포함

(2) 기술: 공학, 과학, 의학 등 포함

(3) 경제: 산업, 통계 등 포함

(4) 기타: 공공계, 시민단체, 문화예술 등 포함

이사회에 필요한 전문성은?

지난해 미국 PwC가 수행한 서베이8에 따르면, 이사회에 추가로 필요한 전문성을 산업, 운영, 재무, IT 

분야 등의 순으로 꼽았다. 이러한 전문성은 회사별로 시기마다 다를 수 있을 것이며, 시장 환경과 회사 

상황에 따라 변화할 것이다.  

효과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해 이사회 역량 매트릭스(Board Skills Matrix)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3년에서 5년 정도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사회의 역량을 평가하고, 이사회 구성원의 역량, 전문성, 

다양성, 임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구성을 관리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사회 역량 매트릭스를 공시

함으로써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여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참고로, 최근 국내 상장사가 공시한 이사회 역량 매트릭스에는 총 7개(리더십, 재무·회계 및 리스크, 

인수합병·자본시장, 환경·사회·지배구조, 핵심 산업, 법률·공공정책, 국제관계) 역량 항목과 성별 및 

연령 다양성이 제시되어 있다.  

8 PwC, PwC’s 2021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4.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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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역량 매트릭스 예시

이사 성명

역량·경험·특성 A B C D E F G H I

국제적 경험 X

기술·디지털 X X X

위험관리 X X X X

회계·재무 X X X

마케팅 X

법률 X

인사 X X

운영 X X X X X

산업 X X X X X

성별 다양성 X X

재직 기간 15년 15년 10년 8년 7년 7년 4년 1년 8년

나이 71세 74세 65세 62세 60세 67세 55세 47세 58세

(2) 사외이사 소속

사외이사의 현직 기관으로는 학계가 가장 높은 비율(38%)을 보였고 법무법인(21%), 기업(11%) 순

이었다. 2022년에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의 경우 학계 비율이 43%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미국 현황

신규 선임 이사 중 현직 또는 전직 CEO가 22%, 기업의 부서장이 21%, CFO 포함 재무담당 임원은 

13%로 나타난 반면, 학계는 4%의 비율을 차지해 국내 현황과 대조적이다.

* 출처: SpencerStuart가 발표한 ‘2021 U.S. Board Index’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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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겸직

공시 정보에 따르면, 사외이사의 42%가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 이 중 93%는 공시 회사 

외에 1개의 회사(또는 기관)에서 겸직하고 있었고, 다른 상장사의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경우는 

61%였다. 

  미국 현황

S&P 500 기업의 사외이사는 평균 2개의 상장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외이사로 소속된 회사가 2개인 경우 35%, 3개인 경우 20%, 4개 이상인 경우 11%로 분류되었다10. 

* 출처: SpencerStuart가 발표한 ‘2021 U.S. Board Index’에서 발췌

(4) 사외이사 교육

사외이사가 1회라도 교육을 제공받은 회사의 비율은 74%로, 평균 교육 횟수는 2.2회였다. 2조 원 

이상 회사는 평균 2.9회의 교육을 제공하여 전체 평균보다 조금 높았다. 한편, 2조 원 미만 회사는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2.1회의 교육을 제공한 

반면, 미설치된 회사는 3.1회의 교육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11. 대표적인 교육 주제로는 내부회

계관리제도, ESG, 컴플라이언스, 회사 사업에 대한 이해, 부정 등을 찾을 수 있었다.

9 현직 기관을 기재하는 등 명백한 기재 오류는 제외하였고 복수 응답은 모두 포함하였다.

10 우리나라의 경우, 상법에 따라 상장사 사외이사는 해당 상장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11 사외이사 전원이 감사위원인 경우 별도의 사외이사 교육을 제공하지 않고 감사위원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서 나타난 차이로 

추정된다. 다만, 회사에 따라 감사위원 교육과 중복 기재하거나, 회의로 추정되는 사항을 교육으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집계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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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

기업의 경영활동 감독 및 주요 사항을 의결하는 기구로서의 이사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이사

회는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한다.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를 정기적

으로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이사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회의를 활성화할 것을 권고한다.

분석 결과, 평균 회의 횟수는 11.6회였으며 규모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다만, 다른 지표들과 마찬

가지로 횟수를 단순 비교하여 이사회의 활동성을 평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회의 시간이나 

방식 등에 따라 회의의 실효성이 차별화되기 때문이다.

한편, 사외이사 중 72%가 100%의 이사회 출석률을 보여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사회 회의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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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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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현황

미국 S&P 500 기업의 평균 회의 횟수는 9.4회였으며, 6~9회의 이사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사회 회의 횟수

* 출처: SpencerStuart가 발표한 ‘2021 U.S. Board Index’에서 발췌 및 수정 

(2) 사외이사 지원 전담부서

사외이사 지원 전담부서를 살펴보면 경영·관리 관련 부서가 43.2%로 가장 많았고, 재무·회계 

관련이 15.7%, 이사회 사무국이 12.7%였다. 그 외에는 IR, 준법, 내부회계, 감사 순으로 나타났다. 

전담부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별도의 부서가 없다고 기재한 경우는 6.5%였다.

사외이사 지원 전담부서 (전체)

(*) 경영·관리: 경영개선·관리·지원·기획·진단, 기업문화, 윤리경영, 커뮤니케이션, ESG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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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개별 이사의 활동 내용은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보수 및 재

선임 결정 등에 반영할 것을 권고한다. 조사 대상 회사 중 사외이사 개별 평가를 실시한다고 공시

한 회사는 32%였으며, 개별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 이사회 차원의 평가를 실시한다고 

공시한 회사가 많았다. 

개별 평가를 실시하는 회사 중 외부 평가를 실시하는 회사는 4%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내부  

평가의 경우 소수의 회사가 상호 평가나 직원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공시하였으나,12 평가 주체

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한편, 47%의 회사가 사외이사 재선임 여부에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고 공시하였는데, 이는 사외

이사에 대해 정형화된 개별 평가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개별 이사의 특정 정보를 재선임 여부에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 현황

대부분(98%)의 회사가 이사회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47%에 해당하는 회사가 개별 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부 평가를 실시하는 비율은 22%였고, 이 중 상당수

가 외부 평가를 정기적 혹은 2~3년마다 진행하고 있었다.

* 출처: SpencerStuart가 발표한 ‘2021 U.S. Board Index’에서 발췌

무엇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이사회 평가를 역할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평가 방법과 평가 결과의 반영 

절차 등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평가 범위(구성, 문화, 활동성, 실무 등), 대상(이사회, 위원회, 개별 이사), 

항목(평가 대상별), 주체(외부, 자기·상호·직원), 방법(설문지, 토론, 인터뷰) 등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

야 하며, 평가 결과에 대응한 후속 절차, 평가에 대한 공시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후속 절차를 

위해 이사회는 누구에게 해당 업무를 맡길 것인지를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며, 지정된 담당자는 평가

에서 도출된 개선 사항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3

12 이 중 공기업에 해당하는 4개 사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사외이사 평가를 실시하였다. 

13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홈페이지 「Online Library - 기업지배구조: 효과적인 이사회 평가」 내용 참고

https://www.pwc.com/kr/ko/insights/acc/samil-acc_29_board-assessmen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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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회 내 위원회 개수

이사회에는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이사회 

내 위원회의 평균 개수는 2.8개로 나타났다. 자산 규모별로 살펴보면,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회, 사외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2조 원 이상 회사는 평균 3.4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었다. 

2조 원 미만 회사 중 자발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의 경우 평균 2.6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었으며, 감사를 설치한 회사의 경우 75%가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평균 최소 중간 최대

전체 2.8개 0개 3개 8개

2조 원 이상 3.4개 0(*)개 3개 8개

2조 원 미만 감사위원회 설치 2.6개 1개 2개 8개

2조 원 미만 감사 설치 0.5개 0개 0개 4개

(*) 분석 대상 회사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회사이므로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요건의 적용 대상이 아닌 회사가 

포함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이사회 내 위원회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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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사회 내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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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현황

평균 4.2개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었고, 가장 많은 수의 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7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내 위원회 수

* 출처: SpencerStuart가 발표한 ‘2021 U.S. Board Index’에서 발췌 및 수정 

(2) 위원회 종류

2조 원 이상 회사는 상법에 의해 강제되는 위원회인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제외하고 ESG위원회, 보상위원회, 경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순으로 설치하고 있었다. 2조 원  

미만 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와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비율이 높았고 그 뒤로 내부거래위원회, 

ESG위원회 순이었다.

위원회 설치 현황 (2조 원 이상)(*) 위원회 설치 현황 (2조 원 미만)

( * )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제외하였음 

(**)  (1) 보상위원회: 보수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인사평가보상위원회 등 포함

 (2) 경영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 정도경영위원회, 집행위원회, 미래전략위원회 등 포함

 (3) 기타: 리스크위원회, 재무위원회, 투자위원회, 윤리위원회, 해외사업위원회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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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위원회가 필요할까?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은 이사회 업무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표적 방안이다. 규모나 

업종 등 회사의 특성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 중 일부는 법에서 설치를 요구하지만, 그 외 위원회를 

설치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이사회의 판단 사항이다. 판단을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 기존 위원회가 이슈를 감독할 능력이 있는가?       ■ 이사회는 어떤 메시지를 보내길 원하는가?

■ 기존 위원회 중 하나를 재구성할 수 있는가?        ■ 전체 이사회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 이사회에 여력(규모와 역량)이 있는가?

(3) 주요 위원회 구성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이사회 내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외이사가 위원회

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위원회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할 것을 권고

한다. 특히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전원 사외 이사가 

바람직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분석 대상 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의 감사위원회 평균 구성원 수는 3.3명이었으며 거의 

모든 경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었다. 

위원회 평균 구성원 수 평균 사외이사 비율

감사위원회 3.3명 99%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7명 77%

ESG위원회 4.1명 76%

보상위원회 3.5명 79%

내부거래위원회 3.4명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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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공시 정보를 통해, 특정 회사의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또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다른 

회사들과 비교하고 추이를 살펴보는 것은 출발점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다만, 다른 지배구조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하나의 정답은 없으므로, 모범규준을 기본으로 

하여 기업 내외부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기업에 적합한 모델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역할의 선진화는 반드시, 그리고 빠르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E와 S 측면의 성공적인 경영은 G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 핵심에 이사회가 있기 

때문이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이사회 관련 업무에 참고하실 수 있는

주제별 가이드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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