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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1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작성기준일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로서,	본고는	분석을	위해	2021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확인하였다.	한편,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은	보고서에	첨부되는	핵심지표	준수	현황의	작성	기준시점을	보고서	제출일	현재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의	제목을	‘2022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분석’으로	정하였다.

2	 분석	대상은	의무적으로	보고서를	공시해야	하는	대규모	상장회사	중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한정한다.	금융기업의	경우		

‘금융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배구조	연차	보고서를	공시하여야	하는데,	이로써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갈음한다.	

지배구조	연차	보고서에는	핵심지표	준수	현황이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 5월 31일까지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총 345개 코스피 상장기업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하였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2019년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공시가 의무화되었고, 2022년부터는 자산총액 1조원 

이상 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되었다. 앞으로 2024년에는 5천억원 이상, 2026년에는 

전체 코스피 상장기업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업종별로 구분해 보면, 345개사 중 비금융사가 304개사, 금융사가 41개사이다.  

그 외에 8개사가 자발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1년에는 의무 공시 대상 215개사(비금융 175개사, 금융 40개사)와 그 외 

12개사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하였다. 

본고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상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과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주목해야 할 추세와 시사점을 

검토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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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findings 

❶ 준수 현황별 기업 분포

●	2조원	이상	기업	중	11개	이상	핵심지표를	준수한	기업	비율은	44%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

●	2조원	미만	1조원	이상	기업	중	11개	이상	핵심지표를	준수한	기업	비율은	10%로	상당히	낮은	

비율을	보임

❷ 4년간 평균 준수율 추이 2조원 이상

●	2조원	이상	기업의	준수율은	2022년(2021

년)에	전년	대비	2.2%(6%)	포인트	상승하였

으며,	지난	4년간	지속적인	증가	추세

❸ 작년 대비 준수율 변화 2조원 이상

●	2조원	이상	기업	중에서	전년도와	비교하여	

준수율이	하락한	기업은	18.5%를	차지.	보

다	강화된	개정	가이드라인의	준수	요건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됨

35.3%

18.5%

46.2%

준수율	상승 준수율	하락 동일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2.9%

58.6%

64.6%
66.8%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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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준수율이 높은 지표 Top 4

●	장기재직	사외이사와	내부감사기구	내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의	존재	여부는	상법에서	요구하

는	사항으로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임

2조원	이상
2조원	미만	

1조원	이상
핵심지표	항목

100% 96%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99% 98% ⑩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3

97% 86%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4

97% 75%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3	 장기재직	금지	요건을	정한	시행령	개정	전에	재임	중인	사외이사가	있는	경우	미준수로	표시될	수	있다.

4	 내부감사기구로	감사가	설치되었다면	상법상	전문가	요건이	없다.

❺ 준수율이 낮은 지표 Top 4

●	집중투표제의	채택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낮은	비율을	보임

2조원	이상
2조원	미만	

1조원	이상
핵심지표	항목

5% 1% ⑧	집중투표제	채택

27% 12% 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36% 10%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44% 18% 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❻ 기업의 규모에 따른 차이가 큰 항목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의무	공시가	첫	해인	2조원	미만	1조원	이상	기업의	준수율은	2조원	

이상	기업과	상당한	차이를	보임

●	조직	구조나	정책	및	절차를	바꾸어야	할	항목은	변화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내부감사기구의	

회의나	교육	등	실무적인	개선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됨

준수율	차이 핵심지표	항목

42%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26%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22%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22%
⑨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20% ⑥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3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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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1.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를 실시하고 있다.

다른	핵심지표에	비해	동	지표의	준수율은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첨부하여야	

하는	정보를	실무적으로	작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

요되어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해석된다5.	

구체적인	미준수	사유로는	계열사	재무제표	확정	후	연

결재무제표	작성	등에	소요되는	일정으로	인한	현실적

인	어려움도	있었다.	그럼에도	2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준수율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기업들이	대응	방안

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2조원	미만	1조

원	이상	기업의	경우	10%의	준수율을	보여	2조원	이상	

기업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인력과	자원	면에서	제약	

요인이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결과이다.

한편,	우리나라	상법6은	기업이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소집통지를	발송할	

것을	요구하므로,	법률	준수를	위한	기한인	2주가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20년	상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주총	소집공고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하게	되어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늘어난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7.

2.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2020년	12월	개정된	상법은	전자투표	실시로	주주의	

주총	참여를	제고한	기업에	한하여	감사	등	선임	시	결

의요건을	완화하였다.	구체적으로	감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	선임	시	출석한	주주	과반수로	의결할	수	있다.	

2017년	섀도보팅(shadow	voting)	폐지로	인해	정족수	

미달의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의	경우	적극적으로	전자투

표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체	상장회사	중	2022년	정기	주총에	전자투표		

도입률은	62%로8,	규모가	클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

5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별지	제58호	서식>

6	 상법	제363조제1항,	제542조의4제1항

7	 단,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전자문서로	발송하거나	기업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8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리포트	2022-5호,	주주총회	관련	제도	개선	효과	분석,	2022.6.8

연도별 비교
2조원	이상

규모별 비교
2022년

36%

2022

29%

2021

36%

2조원 이상

10%

2조원 미만
1조원 이상

연도별 비교
2조원	이상

규모별 비교
2022년

81%

2022

72%

2021

81%

2조원 이상

67%

2조원 미만
1조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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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3. 주주총회 집중일이 아닌 날짜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동	지표의	준수율은	지난	2년에	비해	상당한	개선을	보

였다.	여기서	주주총회	집중일이라	함은	매년	초	한국상

장회사협의회에서	공표하는	주주총회	집중일을	의미한

다.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은	주총	집중예상일을	연도

별로	3개씩	선정하여	공지하고,	이를	제외한	날짜에	주

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협회에	통보한	기업에	인센티브(불

성실공시	벌점	감경	등)를	부여한다.	반면,	주총	집중일

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전체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	따르면,	예상집

중일	3일간	주주총회를	개최한	기업이	44.6%(2021년	

49.8%,	2020년	52.9%,	2019년	49.3%)로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상장회사	대

부분이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을	12월	31일로	정한	정관을	개정하지	않아,	4월	이후	주주총회가	불

가능한	것이	원인	중	하나로	추정할	수	있다9.	

4.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하였다.

기업의	배당정책은	주주에게	부를	배분한다는	측면에서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이며,	대리인	문제를	완화하고	

미래	수익에	대한	신호	역할을	하여	정보	비대칭을	해소

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유용한	정보이다.	여기서	배당

정책이란	단순히	당기의	배당금	지급에	관한	사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을	할	때	기준으로	삼는	실행

기준과	방향을	의미하며,	배당실시	계획은	당기의	배당

실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또한,	통지는	공시,	주주	개

별통지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IR,	홈페이지	게시	등	주

주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할	수	있다.	

지난해	수행된	분석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12월	결

산	상장법인의	배당총액이	33.2조원을	기록하여	최근	5년	중	최대	규모를	보였으며,	이는	전년	대

비	60.3%	증가한	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배당을	실시한	법인은	529사로	전체	12월	결산	상

장법인(769사)	중	약	69%를	차지하며,	5년	연속	현금배당을	실시한	법인도	전체	현금배당	법인의	

78.4%에	해당한다10.	배당	확대를	요구하는	주주활동의	활성화와	함께	실제	배당이	늘어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동	지표의	준수율은	그리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	배당정보의	공시와	커뮤니케이

션에	대한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9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리포트	2022-5호,	주주총회	관련	제도	개선	효과	분석,	2022.6.8

10	 한국거래소,	최근	5년간	현금배당	법인의	시가배당률,	배당성향	및	주가등락률	현황,	2021.4.22

연도별 비교
2조원	이상

규모별 비교
2022년

75%

2022

63%

2021

75%

2조원 이상

59%

2조원 미만
1조원 이상

연도별 비교
2조원	이상

규모별 비교
2022년

54%

2022

48%

2021

54%

2조원 이상

37%

2조원 미만
1조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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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5.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을 마련 및 운영하고 있다.

동	지표의	준수율은	여전히	절반에	미치지	못하며,	

2019년	기준으로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2019

년	준수율	67%,	2020년	준수율	52%).	이는	두	차례의	

가이드라인	개정에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관한	원칙	

준수	요건이	강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2020년	1차	개정

에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관한	사항은	보다	구체화되

어,	단순히	상법상	대표이사	선임절차의	준수	여부를	의

미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집단)의	구성	또는	선정을	위

한	기준,	교육,	평가,	정기적	개선보완	등이	실제	이행되

는	경우에만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022년	2

차	개정으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을	문서화

하여	명확히	기재하는	경우에만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동	지표의	준수율은	기업	규모별	차이도	두드러졌는데,	2조원	미만	1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18%

의	낮은	준수율을	보였다.	최고	경영자	후보군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비상시	승계	절차에	

관한	시스템은	구축	중이나,	명문화된	정책이	없다는	설명이	많았다.	기업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현재	대표이사와의	관계	등에	있어	어려운	문제일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

도	생소하여	각	기업에	적합한	승계정책을	단기간에	수립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11.

개정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2022.3)

(i)	승계정책	수립	및	운영	주체,	(ii)	후보(집단)	선정·관리·교육	등	정책의	주요내용,	

(iii)	공시대상기간동안	교육	현황을	포함한	승계정책을	문서화하여	실제로	실행하는	경우만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11	 최고경영자	승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	간행물	2.	Excellence	Series:	CEO	승계	계획의	중요성과	모범사례	참조

44%

2022

43%

2021

44%

2조원 이상

18%

2조원 미만
1조원 이상

연도별 비교
2조원	이상

규모별 비교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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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내부통제정책을 마련 및 운영하고 있다.

기업은	내부통제정책	전반에	관하여	(ⅰ)	리스크의	인식,	

관리	등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여부	및	운영현황,	(ⅱ)	준

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를	위한	정책	마련여

부	및	운영현황,	(ⅲ)	그	외	추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내

부통제정책이	있는	경우	주요	내용	및	운영현황을	포함

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개정	가이드라인에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을	강조

함에	따라,	동	지표의	준수율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

인다.	리스크관리에	관한	명문화된	정책을	마련하지	않

은	것이	주된	미준수	사유였고,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추후	이사회	내	별도	위원회	구성	및	정책	수립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경우도	있었다.

개정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2022.3)

(ⅰ)	리스크의	인식,	관리	등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여부	및	운영현황,	(ⅱ)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를	위한	정책	마련여부	및	운영현황을	모두	포함하는	정책을	

문서화하여	실제로	실행하는	경우만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7.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고 있다.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

은	3년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사회	의장과	대

표이사를	분리하는	것이	모든	기업에	최선이	아닐	수	있

으나,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사회	의

장과	대표이사	분리가	권장되고	있다.	미준수한	사례	중

에는	기업의	특성상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

지	않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었고,	향

후	분리를	위해	정관과	이사회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

힌	경우도	있었다.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이	실질적으로	

독립적인지	여부가	더욱	중요하다.	만약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가	분리되지	않았다면,	선임	사외

이사를	두어	의장	역할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게	할	수도	있다.	어떠한	형태로든	이사회가	경영진

을	견제하고	감독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미준수한	사례	중에는	사

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활발히	운영하고	이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충분한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기재한	경우가	많았다.

85%

2022

88%

2021

85%

2조원 이상

65%

2조원 미만
1조원 이상

연도별 비교
2조원	이상

규모별 비교
2022년

27%

2022

30%

2021

27%

2조원 이상

12%

2조원 미만
1조원 이상

연도별 비교
2조원	이상

규모별 비교
2022년



8 삼일회계법인 

8.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을	때,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기업에	대해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

다.	다만,	정관에서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경우는	해당되

지	않는다12.

집중투표의	경우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

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

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13.	그리고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

으로	한다14.

집중투표제는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원칙으로	하는	상법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며,	소수주주의	권

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도입	논의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헤지펀드	등	투기	세력에	의한	경

영권	공격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높은	제도이다.	많은	경우,	투기자본	세력	

등이	이사회	및	기업	경영을	장악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았다고	미준수	사유를	제시하였다.

9.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동	지표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	또는	자

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과거에	확정판결을	받은	

자이거나	현재	혐의가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

았는지	점검하고	현황을	설명하도록	한다.	동	지표를	준

수한	것으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당	임원의	현

재	존재	여부가	아닌	이러한	임원의	선임을	금지하는	명

시적	기준	또는	절차의	수립	여부	및	실제	부존재	여부

로	판단하여야	하고,	판단	범위에는	‘미등기	임원’을	포

함한다.

12	 상법	제382조의2제1항

13	 상법	제382조의2제3항

14	 상법	제382조의2제4항

5%

2022

5%

2021

5%

2조원 이상

1%

2조원 미만
1조원 이상

연도별 비교
2조원	이상

규모별 비교
2022년

71%

2022

71%

2021

71%

2조원 이상

49%

2조원 미만
1조원 이상

연도별 비교
2조원	이상

규모별 비교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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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가 없다.

2020년	1월	상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특정	기업의	계열

사에서	퇴직한지	3년(종전	2년)이	되지	않은	자는	해당	

기업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한	기업에서	6년,	

계열사	포함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서	근무하는	것

이	금지되었다15.	시행령	개정	전에	재임	중인	장기	재직	

사외이사들의	임기가	종료되면	100%의	준수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기구

11. 내부감사기구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제공하였다.

동	지표의	준수율은	3년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

며,	2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2022년에도	작년과	동일하

게	97%라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교육	제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교육	

주제	선정이나	실시	방식에	대한	실무가	정착되고	있음

을	시사한다.	반면	2조원	미만	1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2조원	이상	기업과	비교할	때,	낮은	준수율을	보였다.	미

준수	기업의	공시	내용을	살펴보면,	경영현황	및	안건	내

용의	설명과	질의응답만	진행했거나	관련	분야	전문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교육을	미실시한	경우가	대부분이

었다.

가이드라인은	단순히	감사위원회	회의	안건을	설명한	것은	교육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

며,	단순한	자료	제공은	교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은	연간	교육프로그램의	주제가	적

절하고	충분한지	검토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공시해야	한다.

개정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2022.3)

단순한	서면,	책자	등	자료의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한	제공은	제외하며	대면	또는	화상	교육의	

경우만	인정

15	 상법	시행령	제34조제5항

99%

2022

93%

2021

99%

2조원 이상

98%

2조원 미만
1조원 이상

연도별 비교
2조원	이상

규모별 비교
2022년

97%

2022

97%

2021

97%

2조원 이상

75%

2조원 미만
1조원 이상

연도별 비교
2조원	이상

규모별 비교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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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를 설치하고 있다.

감사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역할을	위해	내부감사부서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지표의	준수

율이	가시적인	개선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준수’에	대한	

해석이	보다	엄격해진	데	기인한다.	2020년	가이드라인

의	개정으로	’독립적인’이라는	수식어가	추가되었다.	즉,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인사	평

가	및	이동에	있어	감사위원회(위원장)의	동의	등을	얻도

록	하여	경영진이	단독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한

다.	또한,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란,	명칭

을	불문하고	관련	법	및	내부	규정상	감사위원회	또는	

상근감사의	업무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이며,	경영진단	

등을	수행하는	부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준수	사유는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2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대부분	전담	부서는	있

으나	감사위원회	산하에	있지	않고	경영지원실	소속	등	조직	구조상	대표이사	산하에	있거나,	인

사	관련	의사결정에	감사위원회가	관여할	수	있는	절차(승인이나	동의)가	없는	경우였다.	반면,	2조

원	미만	1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전담	부서가	없고	다른	업무	부서(법무,	회계,	전략기획	등)에	소

속된	직원	중	지정된	직원이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많았다.

13.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가 존재한다.

동	지표는	상법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에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

가인	감사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내

부감사기구로	감사를	설치한	경우	상법은	별도의	전문

가	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감사가	설치된	기업의	

경우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미준수로	기재하였고,	감사

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은	모두	동	지표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정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2022.3)

자산총액	2조원	미만	기업의	경우,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및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사유	설명

54%

2022

54%

2021

54%

2조원 이상

52%

2조원 미만
1조원 이상

연도별 비교
2조원	이상

규모별 비교
2022년

97%

2022

95%

2021

97%

2조원 이상

86%

2조원 미만
1조원 이상

연도별 비교
2조원	이상

규모별 비교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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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지표의	준수율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전년도에는	

81%라는	높은	준수율을	보였으나,	2022년은	준수율이	

다소	하락하였다.	2022년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서면	보

고는	제외되었으나,	COVID-19로	인해	서면	회의로	대체

된	사례가	많았던	것이	준수율이	하락한	이유로	풀이된

다.	또한	동	지표는	자산	규모별	준수율	차이가	가장	두

드러진	지표로,	차이가	약	42%	포인트에	달한다.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갖는	회의는	기업의	문

화,	재무보고	이슈,	기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솔직

하고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이다.	실무적으로	공

식적인	감사위원회	회의	직후에	이러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기업은	사전에	감사위원회	회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외부감사인과

도	일정	논의를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동	회의에는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의	참여는	가능하지만,	감사위원회의	감독	대상이	되는	업

무를	겸하는	임직원(예를	들어,	재무보고	관련	부서의	임직원)의	참석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	유

의해야	한다.

개정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2022.3)

대면	또는	화상	회의만	해당(서면	보고	제외)

15.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2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모든	기업이	준수하였으며,		

2조원	미만	1조원	이상	기업의	준수율도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분석	대상	기업들의	내부감사기구가	모든	

경영상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규정	등으로	

확보되어	있거나,	내부규범에	정보	접근	절차를	구체적

으로	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자

료제출	요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업은	이에	응해

야	하며,	불응할	경우	정당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야	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76%

2022

81%

2021

76%

2조원 이상

34%

2조원 미만
1조원 이상

연도별 비교
2조원	이상

규모별 비교
2022년

100%

2022

100%

2021

100%

2조원 이상

96%

2조원 미만
1조원 이상

연도별 비교
2조원	이상

규모별 비교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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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022년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구분 핵심지표
2조원  

이상

2조원 미만 

1조원 이상

주주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36% 10%

②	전자투표	실시 81% 67%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75% 59%

④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54% 37%

이사회

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44% 18%

⑥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85% 65%

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27% 12%

⑧	집중투표제	채택	 5% 1%

⑨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71% 49%

⑩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99% 98%

감사기구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97% 75%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54% 52%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97% 86%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76% 34%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100%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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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lence Series:
CEO 승계 계획의 
중요성과 모범사례

경영권 승계 계획이 이사회의 주요 책임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CEO의 퇴임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이사회가 많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팬데믹을 

통해, 그 어떤 일이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국내에서도 CEO 승계의 체계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 

작년 8월 개정된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최고경영자 승계에 있어 이사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제안하고 있으며, 지난 3월 개정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은 CEO 승계에 관한 형식적 정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승계 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후보자 선정·관리·교육 등 정책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그 실행 여부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한다1.

예정된 혹은 예상치 못한 CEO 교체에 대비하기 위해 이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1	 지배구조	모범규준과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은	부록	참조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

acc.samil.com

13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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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승계 계획이 어려운 이유

회사의	차기	리더를	계획하는	것은	이사회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이다.	최고의	

자리에	최적의	사람이	앉아있지	않다면,	아무리	혁신적인	전략을	가진	일류	기업

이라	해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COVID-19	위기는	디지털	전환,	산업	통합	

및	근무	방식의	유연화	등의	변화	속도를	높였다.	따라서,	이사회는	팬데믹	이후

의	환경에서	CEO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재고해야	한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리더십이	기업에	필요하다.	그러나	리더십의	변화

가	필요할	때	이사회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유가	무엇일까?	우선,	

CEO	승계	계획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부터	어려울	수	있다.	성과가	좋은	회

사의	경우,	CEO	승계에	대한	화두를	꺼내는	것이	현	CEO에게	이사회가	새로운	

후임자를	찾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음을	우려한다.	반대로	성과가	저

조한	회사에서는	CEO가	경영	전략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자리를	걱정하게	만드

는	일은	피하고	싶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쉽지	않은	CEO	승계	계획을	잠시	미루는	것은	어떨까?	특히	현	

CEO가	본인의	역할을	잘	하고	있고	대화가	시급하지	않을	때라면?	그러나	회사

의	다음	리더를	계획하는	것은	회사와	주주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

미국	주요	회사의	이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사회	구성원의	절반	이

상이	CEO	승계	계획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2.	그러나,	CEO	승계	계획

의	개선은	말하기는	쉬워도	실행하기	어려운	일임은	분명하다.	본고는	이사회가	

더	나은	접근	방식을	찾고	최적의	CEO	승계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범사례를	소개한다.

2	 2019-2020	NACD	Public	Company	Governanc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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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승계 계획의 변화하는 본질

CEO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2020년에	S&P	500	CEO	중	56명이	사임했

다.	이들	중	20%는	압력을	받아	사임했는데	이는	전년도의	13%에서	증가한	수치이

다.	한편,	CEO가	재임하는	평균	기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정	회

사에	이사들이	재직하는	동안	CEO	승계를	감독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기업이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사업	모델,	공급망	및	작업	방식을	재조정함에	따라,	

회사	외부에서	리더를	찾는	것이	더	흔한	일이	되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CEO를	

교체한	S&P	500	기업의	29%가	외부인을	영입했는데,	전년도에는	그	비율이	21%였

다.	앞으로	이사회는	M&A	거래	및	통합	경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전문지식,	유연한	

인적	자원을	통솔할	수	있는	관계	능력을	갖춘	리더를	임명하는	데	더욱	중점을	두

어야	할	것이다.

CEO 교체 이유

전	CEO의	퇴임	또는	사임

압박에	의한	전	CEO	사임

건강상의	이유

M&A(인수합병)

Source: Spencer Stuart, 2020 CEO Transitions, April 2021.

CEO 승계자: 내부 vs 외부 후보자

Source: Spencer Stuart, 2020 CEO Transitions, Apri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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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회사의 현재 및 미래 전략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CEO의  

역량, 경험 및 개인적 특성에 대해 합의한다.

회사의	장·단기	전략이	차기	CEO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것

은	건설적인	CEO	승계	논의에	있어	일반적인	장애물이다.	합의의	출발점은	고

객	수요	변화,	기후	위기,	기술	발전과	같이	향후	3~5년	동안	사업에	미칠	영

향력이	가장	큰	요인들을	평가하는	것이다.

일단	이사회가	이러한	변화를	회사의	전략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	합의하

면,	차기	CEO가	핵심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역량과	경험을	파악할	수	있

다.	시장	상황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CEO의	핵심	능력을	파악하는	이사회

의	프로세스도	역동적이어야	한다.	즉,	회사를	이끌기	위해	어떤	능력이	필요한

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새롭게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CEO에게	진정으로	필요

한	능력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것이다.

동시에,	이사회는	CEO가	문화적	적합성을	위한	자질을	갖추었는지	파악해야	

한다.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면,	이사회는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리더	유형을	

정의해야	할	것이다.	동	과정에는	현	CEO	및	고위	경영진과의	대화도	포함하

여,	현재와	미래의	CEO	성공을	위한	중요한	속성을	식별해야	한다.

CEO 승계 계획의 7가지 모범사례

불편함을	이유로	CEO	승계	계획	수립을	피하는	이사회가	있는	반면,	원활한	

CEO	승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방법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이사

회가	있다.	이사회는	분기별	성과와	전략	실행을	감독해야	하는	당장의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CEO	승계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성공적인	CEO	승계	계획의	특

징은	무엇일까?

1

16 삼일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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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승계 계획의 각 절차를 담당할 주체를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CEO	승계	계획을	감독하는	것은	이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간주된다.	그

러나	그	권한	내에서	누가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대부분의	이

사회는	이러한	책임을	주도할	위원회(예를	들어,	임원추천,	거버넌스,	보상	등)를	지정

한다.	CEO	승계를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만든	회사도	있다.	그러나	구조와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하게	정의된	역할과	책임을	정하는	것이다.

이사회	내	특정	위원회가	CEO	승계를	감독하는	경우,	모든	이사가	승계	절차와	계

획,	파이프라인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전체	이사회에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제공해

야	한다.	현	CEO가	승계	계획에	관여하는	정도는	회사마다	다를	것이다.	그러나	최

소한으로서	내부	후보자	개발에	대한	책임은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

로	CEO	승계	계획에	대한	CEO와	이사회	논의에서	이사회	의장	또는	선임이사(lead	

director)가	접점	역할을	한다.

2

Source: The Conference Board, CEO Succession Practices: 2019 Edition, November 2019.

CEO 승계 계획을 누가 담당하고 있는가?

제조업

전체	이사회 CEO승계계획	

위원회

보상위원회 임원후보추천	및	

거버넌스위원회

기타

금융업

비금융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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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및 업데이트 절차를 포함한 문서화된 계획이 있다.

CEO	승계	계획의	우선순위를	유지하기	위해	이사회는	승계	절차의	목표,	논의	

주기,	계획의	장·단기	측면,	후보자	개발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	등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CEO	승계	계획이	이사회	안건에	포함되는	빈도도	결정해야	한다.	

현	CEO가	귀중한	의견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이사회는	executive	session(사

외이사만	참석하는	이사회	회의)에서	CEO	승계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는	CEO	승계	계획으로	문서화되어야	하며,	새로운	CEO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기대를	포함해야	한다.	문서화된	계획에는	회사의	장기	전

략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역량,	경험,	예비	후보자	목록	등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승계	계획에서는	내부	후보자	평가	또는	외부	후보자	면접에서부터	새로

운	CEO	선임과	이사회의	선정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기까지	이사회가	취해야	

하는	각	단계별	일정을	수립할	수도	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전체	이사회가	승계	계획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변

화하는	회사의	요구에	따른	차기	CEO의	필요	역량에	관련된	내용을	각	이사

들이	업데이트할	수	있다.

명확한 비상 승계 계획을 가지고 있다.

갑작스러운	CEO	사임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는	이

사회가	많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CEO가	사임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비상	

계획이	없는	회사는	재무적	미래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가	위태로워질	가능성

이	높아졌다.

비상	승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CFO,	COO	또는	이미	해당	직책을	위해	

준비된	다른	후보자	등과	같이	신속하게	임명할	수	있는	강력한	임시	후보자

를	식별해야	한다.	해당	후보자가	이사회	및	현	CEO와	시간을	보내면서	사업

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면	비상시	원활한	승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사회가	장기적인	후임자를	찾는	동안	특정	이사가	임시로	CEO	역할을	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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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이사 겸직 감소:	CEO	승계	과정에서	이사회는	CEO가	재직	중에	타회사	사외

이사로	겸직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회사의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기관투자자,	주주행

동주의자,	의결권	자문사는	투표	권고와	결정을	내릴	때	이사	겸직(특히	대표이사의	겸

직)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CEO	승계	과정에서	이사회는	다른	제한이	필요

한지를	재검토할	수	있다.

이사회 리더십 구조 재고:	이사회	의장과	CEO	역할을	분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점	

더	일반화되고	있다.	이사회	의장과	CEO가	동일인인	경우	이사회의	독립성이	약화된

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CEO가	퇴임	예정인	경우,	이사회	

리더십	구조가	여전히	적절한지를	평가하기에	좋은	기회이다.

다양성 증대:	S&P	500의	여성	CEO	수는	2020년에	34명으로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

를	기록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S&P	500에	포함된	여성	CEO는	86명에	불과하다.	

이사회는	CEO	후보를	물색할	때	성별,	연령,	인종,	민족	등에서	다양한	후보를	고려하

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PwC 관점 - CEO 승계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

19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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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CEO를 승계 계획에 참여시킨다.

이사회가	새로운	CEO를	임명하고	이임하는	중대한	업무를	마친	직후에는	승

계	계획	수립	과정을	다시	시작할	의욕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러

한	과정을	새	CEO가	임명되고	2~3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미국	

주요	회사의	이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3에	따르면,	이사	중	거의	3분의	1이	

현	CEO가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	것이	조기에	승계	계획을	수립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CEO	승계	계획을	일상적인	대화	주제로	만드는	것도	관련	논의의	어색함을	줄

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누가	어떤	직책을	맡고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에	관계없이	후임자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한다면,	CEO가	승계	계획을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것으로	느끼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처음부터	CEO에게	승계	계획이	이사회의	중요한	역할임을	분명히	한다면,	

CEO가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위협을	느낄	수도	있다는	염려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CEO도	CEO	교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할	책

임을	갖는다.

승계	계획에서	CEO의	주요	역할은	잠재적인	후임자를	식별하고,	해당	후보자

가	CEO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적절한	경험과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사회는	CEO	및	최고	인사	책임자에게	내부	후보자	선정과	

개발	진행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요청해야	한다.

5

3	 PwC,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s

보다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CEO 승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현	CEO가	기대한	만큼	성과를	내고	있다

명확한	내부	후임자가	없다

해결해야	할	더	시급한	

문제들이	있다

승계	관련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불편하다

가장	중요한	후보자	특성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

명확한	내부	후임자가	있다

Note: 24% of directors responded ‘None of the above’
Source: PwC, 2020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Septemb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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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파이프라인 프로그램이 있다.

CEO급	인재의	강력한	파이프라인을	유지하는	것은	CEO	승계	계획의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부실한	파이프라인은	CEO	자리를	향한	쟁탈전을	야기하거나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을	선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공식적인	내부	후보자	개발	프로그램은	이사회	보고를	포함하여	CEO가	수행

하는	모든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사회는	

후보자를	파악하고	업무	수행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파이프라인의	후보자는	

사업의	다양한	측면에	노출되어야	하며,	회사의	새로운	시장	진입을	이끄는	것

과	같은	기업의	주요	계획에	대한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

이사회가	외부	인재들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CEO	역할에	고려될	만한	외부	인재를	식별하기	위한	외부	벤치마킹을	대내외

비로	수행함으로써,	이사회는	내부	후보자의	장단점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2명	이상의	내부	후보자가	CEO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경우,	이사회는	회사	문

화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후보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고,	최종적인	결정까지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

이사회는	CEO	후임자	결정시	임원들의	퇴사	가능성을	예상하고	시나리오별	

계획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CEO의	결정	후에	어떤	후보

자가	회사에	남기를	원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이사회는	붙잡고

자	하는	임원에게	부여할	새로운	역할이나	기회를	찾아야	한다.	또한	새로운	

CEO	임명	후에	회사를	떠나는	사람들을	대체할	인력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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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택한 후보자를 지원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승계 절차를 소통하는 

등 바람직한 온보딩(onboarding)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신임	CEO,	특히	외부	후보자를	적절하게	적응시키지	못하면	회사는	즉각적인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	이사회는	새로운	CEO가	회사의	목표,	전략	및	회사	

문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승계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이사들도	신임	CEO의	의견을	듣고	적절하게	안내하는	데	시간을	투

자해야	한다.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사회는	CEO	승계	절차를	사업보고서	등에	공시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절차를	주도하는	책임자,	CEO	후보자를	식별하고	평가하는	

방법,	이사회가	승계	계획을	검토하는	빈도	및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사회는	신임	CEO의	성공적인	임기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

해	신임	CEO를	적절히	홍보해야	한다.	미디어,	임직원,	기타	이해관계자	모두

에게	이사회가	새	CEO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들려줘야	한다.

7

요즘과	같은	격동의	시대는	기업	리더들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CEO	승계	계획을	잘	준비한다면,	회사를	수익성	있는	미래로	이끌	수	있는	최

고의	CEO를	확보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그러나	승계	계획을	제대로	수행하

지	않거나	방치한다면,	회사의	전망과	회사에	의존하는	많은	사람들의	미래는	

운에	맡겨진다.	바람직한	이사회라면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목표에 집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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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EO 승계 관련 지배구조 모범규준 및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내용

지배구조 모범규준

1.6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비상시	최고경

영자	승계와	관련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이사회의 최고경영자 승계시스템 구축 책임	이사회는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이	될	

자의	발굴,	육성,	최고경영자	및	고위	경영진의	은퇴,	고령화,	기타	비상시를	대비할	수	있는	체

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최고경영자	승계는	CEO	리스크를	방지하는	이사회의	중요	

업무에	해당하며,	특히	대표이사는	차기	최고경영자	후보를	육성할	책무가	있다.

● 경영승계 내부규정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와	관련하여	내부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

직하며,	업무	단계별	소요기간,	주체,	관련	절차	등을	정할	것을	권고한다.	최고경영자	승계	규

정에	포함할	것을	권고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최고경영자의	최소	자격요건

•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사유	및	개시결정	시기

•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및	경영승계	절차

•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교육제도	등	관리	방법

•	최고경영자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행자	선정,	신임	후보	선임	등	비상계획

•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	지정	및	지원부서의	구성·권한·책임사항

•	그	밖에	최고경영자	선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경영승계 주요사항 공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후보군	관리	및	추천에	관한	사항	등	

주요사항을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7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또는	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추천위원회의 주요 업무	최고경영자	승계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경영승계계획	수

립,	최고경영자	자격요건	설정,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후보자의	발굴	및	후보자	자격요건	충

족	여부	검증	등	후보군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 추천위원회에 권고되는 업무	최고경영자	승계를	담당하는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경영승계계획

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주주총회에	추천	후보	선임	사유·대표이사	승계프로그램·대표이사	후

보군	육성현황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4 삼일회계법인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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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과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에	대해	아래

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만일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

명한다.

i.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ii.	 후보(집단)	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iii.	 공시대상기간동안	교육	현황

※	i.~iii.에서	제시한	모든	사항을	포함하는	정책을	문서화하여	실제로	실행하는	경우만	당해	세부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	단순히	유고시	직무대행	순서만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승계규정이	존재한다

고	볼	수	없음

[필수 기재 사항]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중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준수를	장려할	필요가	있는	핵심적인	지표	15개를	선정,	준수	여부를	공개

구분 핵심지표

(공시대상기간)

준수여부

준수여부 
표기에 대한 

구체적 근거와 
상세 설명

(직전 

공시대상기간)

준수여부 비고

O X O X

이사회
①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	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	후보자	선정기준과	절차,	후보자	관리	및	교육,	후보자	리스트	갱신	및	관리	주기	등	구체적	사

항이	문서화되어	있는	경우만	승계정책으로	인정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단순히	상법상	대표이사	선임절차의	준수	여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

라,	후보(집단)의	구성	또는	선정을	위한	기준,	교육,	평가,	정기적	개선	보완	등이	실제	이행되

는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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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

acc.samil.com

넷제로(Net zero emissions)1 
목표와 이사회 고려사항

많은 기업들이 넷제로를 선언하고 넷제로로 가기 위한 전략적 

결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넷제로를 향한 움직임과 기업 

전략을 연계하는 것은 이사회의 몫이다.

정부,	규제당국,	주주를	비롯한	투자자	등은	넷제로	추진에	진전을	보이고	있고,	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대를	하고	있다.	넷제로	공약은	기업과	기업의	전략적	미래에	무엇을	의미할까?	이사회는	

이러한	공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그러한	결정을	감독하고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이사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본고는	이사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함에	있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한다.

1	 탄소중립은	유해가스	중	이산화탄소(CO2)의	순배출만	제로화하는	것인	반면,	넷제로(=기후중립)는	1997년	12월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6대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SK텔레콤	뉴스룸,	[넷제로	

포커스	③	인포툰]	용어·상식	알면	넷제로가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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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양상

기후변화라는	주제가	나오면	곧바로	지구온난화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는	

기후변화	중	하나의	양상에	불과하며,	가뭄,	물부족,	해수면	상승,	홍수	등	더	많은	것들을	야기한

다.	그리고	기후변화의	결과는	건강,	식량	생산,	거주하고	일하는	공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인류의	미래는	기후변화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달려있다.	즉,	기후변화는	시급한	위기이다.

기후변화의	가장	큰(유일하지는	않지만)	요인은	온실가스	배출이다.	과학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기

후변화의	가장	파괴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10년	이내에	절반으로	줄여

야	한다고	추정한다.

26 삼일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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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관점

이러한	위기는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행동에	나서도록	자극하고	있다.	2021년에	

바이든	행정부는	파리	협정에	재가입하고,	기후	정상	회담을	주최했으며,	기후	금융	계획을	발표했

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의	약	50%로	줄이

는	잠정	목표와	함께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2위	국가인	미국이	넷제로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한국	정부는	2022년	6월에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방향을	발

표했다.	2021년	11월	국제사회에	선언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2는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

지만,	보다	효율적인	감축	경로와	이행	수단	등은	재검토되었다.	구체적으로,	배출권	거래제의	실

효성을	강화하고,	원전	이용율	제고	등으로	에너지	믹스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기

업의	탄소중립	분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	및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탄소	감축목표	달성	여

부에	따라	후속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	대상으로도	탄소중립	생활실천문화	확산을	위

해	‘탄소중립	실천포인트3’	지급대상	활동을	확대한다4.	이에	더하여	순환경제	및	ESG	생태계	조성	

등	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을	도모하고,	7대	중점과

제5	중심의	정책을	마련하여	2022년	7월에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주의 관점

기후변화에	대한	주주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관투자자들은	투자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기업의	재무성과에	기후변화가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이	중요하다고	보고,	기업들의	대

응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기관투자자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취하

지	않는	경영진과	이사회에	반대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실제로	행

동에	옮긴	사례들도	잘	알려져	있다.	

경영진과	이사회가	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치는	회사가	기후	관련	위험을	어떻게	고려하고	전략

에	통합하는지를	보여주거나,	지구온난화	억제와	관련된	사업	계획을	공개하는	것	등이	있다.	기후	

관련	조치나	보고(reporting)	등	환경	문제에	중점을	둔	주주제안에	대한	지지가	지속적으로	탄력

을	받고	있다.

2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2018년	대비	40%	감축

3	 일반	국민의	탄소중립	생활실천문화	확산을	위하여	민간	기업의	친환경	활동	이용시	이용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

4	 (현행)전자영수증,	친환경제품	구매(그린카드),	다회용기(배달)	사용	등	6개	활동,	(개선)자원순환,	수송분야	등	대상	확대	검토

5	 ①ESG	공시제도	정비	②중소·중견기업	ESG	지원	③ESG	채권	발행·투자활성화	④ESG	민간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	⑤ESG	

정보플랫폼	구축	⑥ESG	전문인력	양성	⑦공공기관의	ESG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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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자문기관(proxy advisory firm)의 관점

의결권	자문기관은	기후	관련	우려에	대응하여	의결권	행사	권고	정책도	변경하고	있다.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는	기후변화로	인해	운영	및	투자	측면에서	회사가	직면한	

재정적,	물리적	또는	규제상	위험과	그러한	위험을	파악·측정·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공시를	늘릴	

것을	요구하는	제안에	찬성	투표를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ISS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요

구하는	제안에	찬성할	것을	권고하며,	"기후"	관련	주주제안을	사례별로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Glass	Lewis는	기후	관련	투표	가이드라인도	채택했다.

규제 관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기업의	정기	보고에	재무적

으로	중요한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포함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2021년	9월,	SEC는	2010년에	

발표했던	기후변화	관련	공시	지침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으며6,	2022년	3월에는	새로운	기후

변화	대응	공시	관련	규칙안을	발표하였다7.	SEC가	발표한	규칙안에	따르면,	상장기업은	제품	생

산	등	기업의	직접적인	활동으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Scope	1)과	기업이	구매해	소비한	전기,	스

팀,	냉방	등을	통해	발생된	간접	탄소	배출량(Scope	2)을	공시해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	협력사,	

물류	등	기업의	가치	사슬에서	발생하는	모든	탄소	배출량(Scope	3)	공시	의무는	제한적으로	부

과했다.	상장기업이	Scope	3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중대한	정보'라고	판단하거나,	기업	자체적으로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될	때	적용된다.	또한	Scope	1과	Scope	2에	대해

서는	상장	대기업과	상장	중소기업	모두	의무	공시	2차년도부터	제한된	인증(Limited	Assurance)

을,	4차년도부터는	합리적	수준의	인증(Reasonable	Assurance)을	요구하여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부록	1.	SEC	기후	공시	의무화	규칙안	요약	참고

그리고,	IFRS	재단이	설립한	ISSB는	2022년	3월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	관련한	2개의	기준서	

초안(일반공시	원칙	S1,	기후	관련	공시기준	S2)을	발표했다.	동	초안은	7월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

쳐,	이르면	연내	최종안이	공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ISSB의	공시기준은	앞으로	글로벌	자본시장에

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단일의	ESG	공시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에서도	이를	기초로	지속가

능성	공시기준	제정이	추진	중이다.	*부록	2.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공개초안	주요	내용	참고

또한,	2021년	4월에	EU는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를	제안하였고,	지난	6월	21일	최종안에	합의했다.	CSRD는	그룹	전체	차원의	지속가

능성	정보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성	보고를	재무보고와	대등한	선에	두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속가능성	보고	범위	확대,	연차보고서의	의무	사항으로	포함,	제3자	인증	등이	포함된다.	

6	 2010년,	SEC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시	지침(Guidance	Regarding	Disclosure	Related	to	Climate	Change	2010)’을	통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기후변화	리스크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7	 이번에	발표된	규제안은	초안으로,	SEC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2022년	하반기에	기후변화	의무공시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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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2024년부터	종업원	250명,	연	매출	4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은	상장	여부에	관

계없이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에	따라	

지속가능성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한국	기업을	포함하여,	유럽에	진출한	비유럽	국가

의	기업도	연매출	1억	5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공시	의무화	대상이다.

광범위한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하면서,	많은	기업이	배출량에	관심을	쏟

고	있으며	온실가스	넷제로를	약속했다.	거의	300개에	달하는	글로벌	기업이	2050년이	되기	전에	

넷제로에	도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진행	수준과	계획은	기업마다	크게	

다르다.

이렇듯	기후변화가	많은	고객,	공급업체,	직원,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해진	상황에서,	이사회는	

현재와	미래의	요구	사항을	가장	잘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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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적이고 운영적인 관점에서 넷제로는 무엇을 의미할까?

넷제로를	약속하기는	상대적으로	쉽지만,	실행에	옮기기는	상당히	복잡하다.	넷제로를	추구하는	

조직은	공급업체,	제품,	서비스	및	투자를	포함한	운영	전반에	걸쳐	배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

이	있다.	기업이	넷제로를	달성하려면	기업	전략을	재편해야	하며,	이는	운영	모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기술	개발,	혁신	및	R&D를	위한	자금	배분은	새로운	역량,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중요성	관리의	지표	중	하나이며,	기업들은	이러한	자원을	통해	넷제로를	달

성하고자	한다.

이사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넷제로를	향한	책임	이행이	조직의	꼭대기에서	시작되어	조직	전체에	걸쳐	추진되기	위해서는	강

력한	지배구조가	중요하다.	넷제로	공약은	회사의	전략에	통합되어야	하며,	이사회는	이를	감독해

야	한다.

넷제로	목표에서	달성	가능한	전략으로	가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실제로	넷제로	또는	기타	기후	

공약을	달성하는	일은	힘들	수	있으며,	모든	상황에	맞는	단일의	접근	방식은	없다.	효과적인	넷제

로	전략은	(1)	기업이	원재료를	구매	후	가공	및	판매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인	가

치	사슬(value	chain)	전반에	걸쳐	에너지를	줄이고,	(2)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3)	지속가능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통해	폐기물을	제거하는	등의	노력을	포함한	여러	조치를	결합하는	것이

다.	그러나	각각의	조치가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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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넷제로 전략

에너지 절감 재생 에너지 폐기물 제거

자본	프로젝트를	통해	에너지를	

줄이고,	인프라	투자로	효율성,	

비용	및	운영	효과성을	개선한다.

예시:

•	시설	및	장비의	효율성	향상

(예:	설정/시스템	최적화,	정기	

유지보수)

•	새로운	장비,	시스템에	투자

(예:	에너지	효율	난방	시스템,	

환기	및	에어컨,	에너지	효율	

조명	시스템,	에너지	효율	제

조장비	시스템)

•	운영	방식의	변화(예:	클라우

드로	이동)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전환

한다.	

예시:

•	계통	연계(connected	grid)

를	통하여	재생에너지	조달

(예: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서(RECs,	renewable	energy	

credits)	및	전력	구매	계약)

•	재생에너지	현장	생성(예:	태

양열)

•	화석	연료에서	전기로	전환

(예:	전기	자동차)

•	대체	연료원(저탄소	수소,	재

생가능한	천연	가스,	지속가능

한	항공	연료)을	사용

(재생에너지를	절감하여	사용	후)	

배출	폐기물을	제거한다.	

예시:

•	탄소	포집	및	저장

•	나무가	없는	지역에	나무	심기

넷제로	이행에	있어,	기업은	과학에	기반한	목표(science-based	targets)	설정의	적용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과학에	기반한	목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양과	속도를	명시함으로써	기

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경로를	제공한다.	어떤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과학	기반으로	간주될까?	산

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온도가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보다	구체적으로는	1.5℃	이하로	

억제)	정한	파리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학적으로	필요한	것과	일관된다면,	해당	감축목표

는	과학	기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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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

온실가스	배출은	일반적으로	조직이	통제하는	수준에	따라	Scope	1,	2,	3으로	지정된다.	(아래	그

림	참조)	오늘날	많은	공약이	Scope	1(직접)	및	Scope	2(간접	에너지	관련)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더	복잡한	Scope	3(소유	또는	통제되지	않는	활동에서	간접적)	범주는	제외하는	편이다.	

아직	배출	감축	전략을	채택하지	않았거나,	Scope	3을	포함한	분석	확장을	고려하지	않은	회사는	

경쟁업체보다	뒤처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감축목표를	공개적으로	다루지	않을	경우,	회사는	

평판	위험에	노출되고	자본비용이	증가하거나	회사에	대한	투자	수요가	제한될	수	있다.	또한	비즈

니스	파트너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비슷한	노력을	기울이는	회사로	한정하여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

 

기업	활동으로	발생하거나	

기업의	통제	하에	있는	모든	

직접적인	배출.	가스	보일러,	

차량	및	에어컨	누출과	같은	

현장의	연료	연소를	포함한다.

회사	시설

기업이	
자체	사용을	
위해	구입한	
전기,	증기,	
냉난방

리스	자산 운송	및	유통

판매한	
제품의	가공

판매한	
제품의	소비

판매한	
제품의	폐기	

처리

리스	자산
프랜차이즈 투자

직원	통근

출장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폐기물

운송	및	유통

업스트림(upstream) Company 다운스트림(downstream)

연료	및	에너지자본재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

회사	차량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간접	배출.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탄소	발자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조달,	운송,	유통,	제품	소비	

및	제품	폐기	처리와	관련된	

배출물을	포괄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어려울	수	있다.

기업이	구매하고	사용하는	

전기로부터	발생하는	간접	

배출.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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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감독의 4가지 핵심 영역

기후변화 위험과 
기회 이해

전략과 관련 있는 
기후변화를 이해

현재의 지배구조 및 
감독 구조 평가

회사의 보고 전략 
이해

기후변화 위험과 기회 이해

•	물리적	위험,	이행	및	책임	위험의	영향

•	전사적	위험관리(enterprise	risk	

management,	ERM)와의	통합

•	기회와	혁신

전략과 관련 있는 기후변화를 이해

•	산업별	동향	및	영향

•	경쟁사	및	업계	환경

•	가치	사슬	내	배출량

•	경영진의	리더십과	책임감

•	경영진의	시나리오	계획

•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요건

•	자금	조달	및	투자의	필요성

•	지표,	KPI	및	경영진	인센티브

•	주요	이정표	및	지속적인	평가

현재의 지배구조 및 감독 구조 평가

•	이사회	또는	위원회	감독	책임

•	이사회	안건의	빈도	및	주제

•	이사회에	대한	경영진	보고

•	이사회의	역량,	경험	및	전문가	활용

•	지속적인	교육

회사의 보고 전략 이해

•	의무적/자발적	공시	사항

•	책임	및	진행	상황

•	데이터	정확성

•	시스템,	프로세스	및	통제

•	내러티브

•	보고	형식(별도보고서,	사업보고서,	

웹사이트)

•	인증	필요성

이사회는	넷제로	공약을	정하는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하고,	공약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하며,	공약

이	만들어진	후에는	경과를	감시해야	한다.	회사와	이사회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고려해야	할	

4가지	핵심	영역은	리스크와	기회,	비즈니스	전략,	지배구조	및	보고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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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변화 위험과 기회 이해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후변화	관련	재무	정보	공개	태

스크포스)는	2015년	12월에	설립되었다.	TCFD의	임무는	정보에	입각한	투자,	신용	및	보험	인

수	결정을	촉진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기후	관련	공시에	대한	권장	사항을	개발하는	것이다.	

TCFD는	기후변화	위험을	물리적	위험(physical	risks),	전환	위험(transition	risks),	법적	책임	위험

(liability	risks)의	3가지로	범주화한다.

이러한	범주로	위험을	식별하고	ERM에	통합하는	것이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이다.	ERM	통

합은	경영진이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프로세스

의	일환으로	기업은	제기되는	위험뿐만	아니라	변화와	혁신의	기회도	반드시	평가해야	한다.

이사회가 고려해야 할 사항

•	경영진이	식별한	범주(물리적,	전환,	법적	책임)별	위험은	무엇인가?

•	경영진이	ERM에	기후변화	위험을	포함하였는가?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

•	경영진은	위험을	어떻게	평가하고	우선	순위를	정했는가?

•	어떤	기후변화	기회가	혁신의	촉매가	될	수	있을까?

•	경영진이	새로운	프로세스	및	기술에	대한	투자를	비용-효익	관점에서	검토했는가?

TCFD 리스크 범주

물리적 위험

•	급성(극단적인	기상	

현상)	위험

•	만성(점진적	변화)	위험

전환 위험

•	시장	리스크

•	기술	리스크

•	평판	리스크

•	정책	및	법적	리스크

법적 책임 위험

•	기후변화	원인	제공

•	파리	협정에	따른	공약	

이행	실패

•	충실	의무(fiduciary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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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과 관련 있는 기후변화를 이해

전략에	기후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사회	구성원이	많아졌다.	이제는	기후변화를	회

사의	전략적	목표에	통합하는	세부	사항을	검토할	때이다.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투자	포트폴리

오에	초점을	둔	투자자들은	기후변화를	최우선	주제로	염두에	두고	있다.

특히	이사회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경영진과	관련	전략

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이사회가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해서는	업계	동향과	경쟁사	현황	정

보에	입각한	관점이	필요하다.	또한	회사와	공급망이	탄소를	배출하는	곳,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목표,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알아야	한다.

이사회가 고려해야 할 사항

•	경영진은	과학	기반	접근	방식을	따르는	넷제로	비전을	설정했는가?

•	경영진은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재,	기술	및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가?

•	경영진은	탈탄소화와	관련된	운영	및	관련	비용에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는가?

•	경영진이	넷제로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전략(감축,	재생	또는	제거)	또는	그러한	전략의	

조합은	무엇인가?

•	경영진은	식별된	기후	위험에	대한	탄력성을	개선하는	전략을	개발했는가?

•	명시된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	조달	및	투자	비용은	얼마인가?

•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성공을	측정하기	위한	주요	이정표,	지표	및	KPI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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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의 지배구조 및 감독 구조 평가

이사회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적합한	지배구조가	필요하다.	

이사회는	기후변화	위험을	누가	감독할	지	정해야	한다.	특정	위원회,	전체	이사회,	또는	다수의	위

원회가	기후변화를	감독할	수	있다.	아마도	전략적	결정	및	운영에	대한	감독의	일부는	전체	이사

회에	할당하고,	나머지는	다른	위원회에	위임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에	대한	영향

은	감사위원회에,	주요	지표에	대한	진척도는	보상위원회에	할당할	수	있다.	위원회에	신규로	위임

된	사항이	있다면	위원회	규정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이사회가 고려해야 할 사항

•	ESG	이슈(특히	기후변화)가	이사회	안건에	얼마나	자주	포함되는가?

•	경영진	중	누가	해당	주제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하는가?

•	이사회는	기후변화	영향을	감독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갖추었나?	그렇지	않다면	이사

회는	어떤	전문가나	컨설턴트를	참여시킬	것인가?

•	이사회는	기후변화에	대해	어떻게	지속적으로	교육받고	있는가?

이사회의 이해

이사회는	기후변화라는	복잡한	이슈에	대해	

충분히	속도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회사의	공약과	목

표	달성	방법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경

영진과	함께	적합한	교육	기회나	시간을	갖

도록	해야	한다.

이사의	25%만이	

이사회가	ESG	리스크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다.

Source: PwC’s 2021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The directors’ new playbook: Taking on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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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의 보고 전략 이해

공시는	기업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넷제로를	약속한	기업은	비즈니스	혁신	및	

KPI(실제로	감축한	배출량	포함)의	경과를	포함하여,	넷제로	목표를	향한	진행	상황에	대해	투명하

고	균형	잡힌	보고를	제공해야	한다.	공시를	통해	혁신에	대한	책임	이행을	촉진하고	진전을	도모

하며,	투자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경영진은	기후	관련	공시	기준의	제정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해당	국가	뿐만	아

니라	국제적인	보고	기준의	제정에도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사회가 고려해야 할 사항

•	경영진이	공시하려는	정보와	현재	사용	가능한	정보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는가?

•	공시되는	정보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떤	프로세스와	통제가	마련되어	

있는가?

•	데이터를	캡처하고	정보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기술	솔루션이	필요한가?

•	회사의	현재	공시	사항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정보와	비교하여	어떠한가?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회사의	노력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가?	다양한	이해관계

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매체는	무엇인가?

TCFD8는 공시 영역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TCFD의	목적은	이해관계자가	금융	부문에서	탄소	관련	자산	집중도와	금융	시스템의	기후	

관련	위험	노출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TCFD는	지배구조,	전략,	위험	관리,	지표	및	목표의	4개	영역에	걸쳐	11가지의	권고안을	발

표했다.	이미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TCFD	프레임워크의	광범위한	채택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8	 IFRS	S2는	TCFD	권고안을	통합하며,	추가적	정보도	담고	있음.	(한국회계기준원,	공개초안	스냅샷,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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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대중의	압력으로	인해	넷제로는	기업의	포부에	그치지	않고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기업이	넷제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이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	올바른	경로를	고려

하도록	하기	위해	이사회의	감독이	중요하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약속한	진전을	이루지	못

할	경우,	평판이	훼손되거나	기업의	가용	자본	감소,	시장	가치	하락	등을	겪게	될	수	있다.

모든 이사회가 이해해야 할 사항

•	기업은	기후와	관련하여	어떤	약속을	했는가?	만약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

엇인가?

•	기업이	어떻게	약속을	이행할	것인가?	약속한	사항이	없다면	관련된	위험을	완화할	계획은	무

엇인가?

•	목표를	향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할	기후	데이터	수집을	관리하는	절차	및	통제

는	무엇인가?

•	회사의	장기	전략이	저탄소	경제에	대한	회사의	약속	및	전반적인	시장	트렌드와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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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SEC 기후 공시 의무화 규칙안 요약

주요 내용

이번	규칙안은	증권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와	Form	10-K나	Form	20-F와	같은	정기	보고

서에	공시하도록	하고,	공시	내용	중	일부는	TCFD	프레임워크에	기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규칙안은	미국	내	기업과	미국에	상장된	해외	기업에	적용되며,	주요	공시	대상	정보는	다음과	같

다.

●	기후	관련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	그리고	이러한	위험이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및	전망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

●	기후	관련	위험과	위험관리	절차에	대한	기업의	거버넌스

●	Scope	1	및	Scope	2	온실가스	배출량

•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은	배출량	감축	목표에	포함되어	있거나	중요한	경우	모든	상장사

(소규모	기업은	제외)에게	단계적으로	공시가	요구된다.	단,	Scope	3	배출량	공시에	대해서

는	Safe	harbor가	적용되어	연방증권법	상의	법적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에	있어서	전체	총량과	함께	경제적	가치	대비	배출량(매출	또는	단위	

생산	대비)인	온실가스	집약도	역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	상장	대기업과	상장	중소기업은	Scope	1과	Scope	2	온실가스	배출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	기후	목표와	전환	계획에	대한	정보

상기	Regulation	S-K	추가	사항에서	요구하는	공시	외에,	상장기업들은	기후	관련	특정	재무	지

표(Metrix)와	관련	정보를	감사	받은	재무제표	주석에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공시에는	악천후와	

그	밖의	자연조건의	재무적	영향과	연결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집계된	영향이	관련	계정	금액의	1%	미만일	경우	공시가	필요하지	않다.

 

적용 일정

동	규칙이	2022년	말까지	발효가	된다면	공시	일정은	다음과	같다.

구분 Scope 1&2 공시 Scope 3 공시

상장	대기업
2023년	회계연도	정보	

(2024년	제출공시)

2024년	회계연도	정보	

(2025년	제출공시)

상장	중소기업
2024년	회계연도	정보	

(2025년	제출공시)

2025년	회계연도	정보	

(2026년	제출공시)

소규모	보고기업	(SRC)
2025년	회계연도	정보	

(2026년	제출공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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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이	면제된	소규모	보고기업을	제외하고	상장대기업과	상장	중소기업은	Scope	1과	Scope	2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단계적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구분
Scope 1과 Scope 2

온실가스 공시 준수 시점
제한된 인증 합리적 인증

상장	대기업
2023년	회계연도	정보

(2024년	제출공시)

2024년	회계연도	정보

(2025년	제출공시)

2026년	회계연도	정보

(2027년	제출공시)

상장	중소기업
2024년	회계연도	정보

(2025년	제출공시)

2025년	회계연도	정보

(2026년	제출공시)

2027년	회계연도	정보

(2028년	제출공시)

출처:	삼일PwC경영연구원·삼일PwC	ESG	Platform,	SEC	기후	공시	의무화	규칙안,	2022.4

부록 2.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공개초안 주요 내용

목적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주요	정보이용자(투자자)에게	유의적인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기	위함

적용범위

기업이	노출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위험과	저탄소경제로의	전환과	관련된	위험	등

지배구조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	및	관리하기	위해	활용하는	지배구조	과정,	통제	및	절차에	

대한	정보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의	감독에	대한	책임자(의사결정기구)	식별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의사결정기구의	책임이	위임사항(terms	of	reference),	이사

회	권한	및	기타	관련	정책에	반영되는	방식

•	의사결정기구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대응전략을	감독하기	위해,	적절한	기술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

•	의사결정기구에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통보하는	과정	및	빈도

•	기업의	전략,	주요거래	관련	의사결정	및	위험관리	정책의	감독	시,	의사결정기구가	기후	관

련	위험	및	기회를	고려하는	방식

•	의사결정기구가	기후	관련	목표	설정	및	진행상황을	감독하는	방식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평가	및	관리하는	경영진	역할을	설명하고,	해당	역할에	대해	경

영진을	감독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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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유의적인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한	정보

•	사업모형,	전략	및	현금흐름에	단기,	중기,	또는	장기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유의적인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	유의적인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	유의적인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전환	계획을	포함한	경영진의	전략	및	의사결정에	미치

는	영향

•	유의적인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보고기간	말	기업의	재무상태,	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

는	영향

•	유의적인	물리적	및	전환	위험에	대한	회복력(climate	resilience)*	

*	기후	회복력을	평가하기	위해	시나리오	분석(또는	다른	대체적	방법)을	사용하도록	요구

위험관리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어떻게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한	정보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는	과정

•	위험관리를	위해	기후	관련	위험을	식별하는	과정

•	기후	관련	기회를	식별,	평가	및	우선순위	지정방법에	대한	과정

•	관련	정책을	포함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감독	및	관리되는	과정

•	기후	관련	위험의	식별,	평가	및	관리	과정이	기업의	전반적	위험관리	과정에	통합되는	정도	

및	방법

•	기후	관련	기회의	식별,	평가	및	관리	과정이	전반적	관리	과정에	통합되는	정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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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및 목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측정,	감독	및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	산업전반	지표(cross-industry	metrics)*	및	산업기반	지표(industry-based	metrics)	

*	7개	산업전반	지표	범주

지표명 설명

1. 온실가스 배출량

(greenhouse gas 

emissions)

(i)	온실가스	프로토콜에	따른	Scope	1,	2,	3의	배출	총량(절대치)(CO2-e(t))

(ii)	Scope	1,	2,	3	별	배출량	집약도(intensity)

(iii)	연결기업과	관계기업,	조인트	벤처	등에	대해	(i)에서	공시한	각각의	

Scope	1	및	2	배출	총량

(iv)	관계기업,	조인트	벤처,	비연결대상	종속기업	또는	계열사(affiliates)의	배

출량을	포함하기	위해	사용한	접근법

(v)	(iv)의	접근법을	선택한	이유와	해당	이유가	지표	및	목표의	공시	

목적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vi)	(i)에서	공시한	Scope	3	배출량의	경우:	

1)	측정에	있어	업스트림(upstream)	및	다운스트림(downstream)	배출량을	

포함

2)	Scope	3	배출량	카테고리에	포함되거나	제외된	배출량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배출량	측정에	포함된	카테고리를	공시	

3)	Scope	3	배출량	측정에	가치사슬	내	기업이	제공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

는	경우,	그	측정	기준을	설명

4)	(vi)(3)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해	기술

2. 전환 위험 

(transition risks)

기후	관련	전환	위험에	취약한	기업의	활동	또는	자산의	금액	및	비율

3. 물리적 위험 

(physical risks)

기후	관련	물리적	위험에	취약한	기업의	활동	또는	자산의	금액	및	비율

4. 기후 관련 기회

(climate-related 

opportunities)

기후	관련	기회에	부합하는	기업의	활동	또는	자산의	금액	및	비율

5. 자본배정 

(capital deployment)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해	배정된	자본지출,	자본조달	또는	투자	금액

6. 내부탄소가격 

(internal carbon 

prices)

(i)	기업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온실가스	배출	톤당	가격

(ii)	탄소가격을	의사결정에	고려하는	방법

7. 보수 

(remunerations)

(i)	기후	관련	사항과	관련하여	당기에	인식된	경영진	보수의	비율

(ii)	기후	관련	사항이	경영진	보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

•	기후	관련	목표(climate-related	targets)

•	이사회	또는	경영진이	목표	달성을	위한	진행상황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타	성과	지표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주요	내용	요약,	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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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감사위원회 현황과 동향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

acc.samil.com

감사위원회 트렌드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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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감사위원회센터는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상장기업(비금융업	183개	사,	금융업	45개	

사)을	대상으로	감사위원회의	구성,	독립성,	전문성	및	활동	등을	분석하였다.	종전에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나,	이번	분석에서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	

기업의	자발적인	감사위원회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여	범위를	확대하였다.	

참고로	자산총액	2조원	미만	1조원	이상인	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의	비율은	

60%로	감사를	설치한	39개	사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1 자산총액 2조원 미만 1조원 이상 계

비금융 129 54 183

금융 40 5 45

계 169 59 228 

분석	대상	기업에서	2021년	감사위원으로	활동한2	사외이사는	총	709명(비금	융업	576명/

금융업	133명),	2022년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는	164명(비금융업	140명/금융업	24명),	중도	

사임	또는	종임된	사외이사는	137명(비금융업	117명/금융업	20명)이다.

들어가며

1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금융회사	중	감사가	설치된	중소기업은행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2021년	중	종임	되거나	중도	사임한	사외이사를	포함한다.

본	내용은	지난	5월	발간한	‘감사위원회	트렌드	리포트	2022	Vol.1’을	수록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기술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삼일회계법인의	

정책이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체	집계에	대한	내용은	원문의	부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트렌드 리포트 2022 Vol.1 

https://www.pwc.com/kr/ko/insights/acc/samil-acc-trend-report-2022_vol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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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Findings 

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회사 규모에 따른 차이 존재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노력 필요

감사위원의 업무량에 대한

점검 필요

ESG 경영의 확산에 따른 

준법지원인 제도 점검 필요  

비금융업	24% 금융업	9%

감사위원회를 포함하여 3개를 초과한 

위원회 활동을 하는 감사위원 비율 

준법지원인 미지정 기업 비율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의 최고 직급이 

실무자(임원이나 팀장이 아닌 경우)인 비율

vs.
2조원 이상

기업
2조원 미만

1조원 이상 기업

2인	이상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보유	

vs.33% 19%

감사위원회	회의	횟수		

vs.6.7회 5.8회

감사위원회	연간	총	안건	

vs.19개 14개

감사위원	교육	미제공	

vs.2% 15% 비금융업	22% 금융업	3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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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1. 구성원 수

상법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분석	대상	회사의	81%가	3명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4명인	회사가	15%,	5명인	회사가	

3%로	나타났다.	최대	6인으로	구성된	회사도	찾을	수	있었다.	감사위원회	인원	수는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경우	21%	기업이	4명	이상이었고,	2조원	미만	1조원	이

상	기업의	경우	12%에	머물렀다.

2. 성별 

자본시장법 지배구조 모범규준

•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기업은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으로	구성할	수	없음

•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할	것

을	권고

•	이사회는	그	역할	및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지식·	

경험·능력·성별을	조화를	이루어	다양성을	충족		

하도록	구성되어야	함

2021년 2020년

5명	이상

4명

3명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4%
3%

15%
16%

81%
81%

감사위원회 구성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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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령

2021년에	활동한	감사위원의	평균	연령은	63세로	나타났다.	감사위원의	연령은	60대가	가장	많

았으며,	그	다음은	50대	순이었고	50대의	비중이	늘어나며	평균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감사위원 연령 분포

70세	이상 60대 50대 40대	이하

60%

70%

15%

22%

58%58%

24%
19%

3% 1%

40%

50%

0%

10%

20%

30%

2021년 활동 감사위원 2022년 신규 선임 감사위원

남

여

남

여

92%

8%

73%

27%

감사위원회의	성별	다양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	성별을	보면	

2021년에	활동했던	감사위원	중	여성의	비율은	8%(709명	중	60명)에	불과했으나,	신규로	선임된	

감사위원은	27%(164명	중	45명)가	여성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개정	자본시

장법의	영향을	받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뿐만	아니라	2조원	미만의	기업에서도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ESG를	대표하는	가치	중	하나인	다양성을	중시하는	자본시장의	분위기가	

회사의	자발적인	변화에	영향을	주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2021년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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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비중

상법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함

•	감사위원회는	회의체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소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여야	하며,	감사위

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분석	대상	기업	228개	사(전기:	220개	사)중	비금융회사	7곳(전기:	6곳)과	금융회사	2곳(전기:		

4곳)을	제외하고는,	모든	감사위원회가	사외이사로만	구성되어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

성할	것을	권고하는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의	내용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다.	

2. 재직기간

상법 금융사지배구조법

•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

직	했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	

각	재직한	기간을	더했을	때	9년을	초과하여	사외

이사로	재직한	사람은	될	수	없음

•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

거나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	

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사람의	사

외이사	선임을	금지

감사위원의	대부분이	사외이사이므로	사외이사	관련	법규가	감사위원	재직기간에	영향을	주었

다.	구체적으로	금융사지배구조법에	규정되어	있던	사외이사	재직기간	제한	규정이	2020년에	개

정된	상법	시행령에	포함됨에	따라,	비금융회사의	경우에도	장기간	사외이사	재직이	금지되었다.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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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상	기업에서	2021년에	활동한	감사위원(총	709명)은	평균	2.8년	정도	재직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업종별로는	비금융회사	2.9년,	금융회사	2.4년으로	차이를	보였다.	기간별	분포에서는	가

장	많은	감사위원이	1년	이상	4년	미만의	기간	동안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직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는	앞서	설명한	상법	시행령이	적용되기	전에	선임된	감사위원들이다.

감사위원 재직기간

80%

90%

1년	이상
4년	미만

70%69%

4년	이상
7년	미만

28%27%

7년	이상
10년	미만

2% 4%

40%

60%

70%

50%

0%

10%

20%

30%

80%

90%

40%

60%

70%

50%

0%

10%

20%

30%

4년	이상
7년	미만

18%

27%

1년	이상
4년	미만

82%

73%

2021년 2020년 2021년 2020년

■ 비금융업 ■ 금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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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상법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	감사위원	중	1명	이상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이어야	함

•	감사위원회	구성	시	최소	2명	이상의	회계	또는	재

무	전문가를	포함

•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인	감사위원은	법규에서	요구	

하는	자격과	경력	이외에도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

되는	회계기준,	회계감사,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등

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

•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인	감사위원은	법규에서	정해	

놓은	자격	및	경력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감사위원

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에	제시된	회계	분

야의	충분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추

고	있어야	함(모범규준	매뉴얼)

1.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와	적용하고	있는	회계원칙	

에	대한	이해

2.	 회사가	수행한	회계추정,	충당금,	적립금과	관련하

여	어떠한	회계원칙이	적용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

는	능력

3.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또는	감사해	본	경험

4.	재무보고와	관련된	내부통제에	대한	이해

5.	 감사위원회	기능에	대한	이해

금융사지배구조법

•	감사위원	중	1명	이상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이어야	함

•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함

(*)	 (1)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의	연구원이나	조교수	이상으

로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3)	상장회사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합산하	

여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	또는	임직원	

으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재무	또는	회	

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금융기관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상법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의	요건을	과거	경력	위주의	형식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반면,	모범

규준은	실질적인	감독	업무	수행	능력에	기반하여	감사위원의	전문성을	판단하도록	한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성에	대한	공시가	강화되어,	과거에	비해	보다	상세한	내

용이	공시된다.	각	감사위원이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인지	여부와	해당하는	상법상	전문가	유형,	

전문성과	관련된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경력을	사업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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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위원 경력 현황

2021년	비금융회사에서	감사위원으로	활동한	사외이사	576명의	주요	경력	분포를	보면	학계	출

신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회계	8%,	재무	3%,	그	외	전공	22%로	모두	

3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관료	19%,	법률전문가	16%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도와	비교

할	때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금융회사의	경우	감사위원	중	학계	출신은	회계	11%,	재무	11%,	그	외	전공	17%로	모두	39%를	

차지하여	비중이	크게	증가한	반면,	관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9%	포인트	감소

하였다.	

최근 2년간 경력별 감사위원 현황 

■ 비금융업          (%	반올림)

회계사
회계학

교수
CFO 등(1) 재무학

교수

금융기관

출신
경영진(2) 학계(3) 관료

법률

전문가(4) 기타

2021 

(총 576명)

48명 47명 12명 16명 49명 49명 126명 111명 92명 26명

8% 8% 2% 3% 8% 8% 22% 19% 16% 5%

2020 

(총 563명)

42명 38명 17명 15명 46명 45명 127명 110명 92명 31명

7% 7% 3% 3% 8% 8% 23% 20% 16% 5%

■ 금융업          (%	반올림)

회계사
회계학

교수
CFO 등(1) 재무학

교수

금융기관

출신
경영진(2) 학계(3) 관료

법률

전문가(4) 기타

2021 

(총 133명)

7명 15명 1명 14명 22명 6명 23명 24명 16명 5명

5% 11% 1% 11% 17% 5% 17% 18% 12% 4%

2020 

(총 133명)

9명 7명 2명 12명 17명 4명 21명 36명 20명 5명

7% 5% 2% 9% 13% 3% 16% 27% 15% 3%

(*)	 동	표는	각	감사위원의	최근	경력을	기준으로	1인	1개	범주로	분류하였으나,	아래	‘2020년	상법상	범주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는	회사의	

공시에	따라	중복	공시도	포함하여	분류하였음

(1)	재무팀장,	재무	관련	임원	포함

(2)	CFO	등에	포함되는	경영진	제외

(3)	회계	또는	재무	전공	제외

(4)	판사,	검사	변호사	및	법학	전공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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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현황

감사위원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상법이	요구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인	경우	사업보고서에	

관련	경력을	포함한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021년에	

활동한	비금융업	감사위원	576명	중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분류된	감사위원은	240명으로	42%

를	차지하며,	금융업	감사위원의	경우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비율이	54%로	나타났다.	상법이	구

분하는	유형에	따라	나눠보면	회계·재무	분야	학위	보유자와	금융기관·정부·증권유관기관	등	

경력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금융회사의	경우	회계·재무	분야	학위	보유자의	비율이	47%

로	비금융회사(31%)보다	높았다.

상법상 범주3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4                                                                                                         (%	반올림)

비금융업 금융업

회계사(1호 유형) 25% 14%

회계·재무 분야 학위 보유자(2호 유형) 31% 47%

상장회사 회계·재무 분야 경력자(3호 유형) 7% 1%

금융기관·정부·증권유관기관 등 경력자(4호 유형) 38% 38%

상법이	최소	1인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감사위원회에	둘	것을	요구하지만	최근	감사위원회

의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2인	이상의	전문가를	보유한	회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금

융업의	경우	29%,	금융업의	경우	42%의	회사가	2인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문가	보유	현황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

였는데,	비금융업의	경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은	33%의	기업이,	2조원	미만	1조원	이상	기업

은	19%의	기업이	2인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및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에	따른	구분

4	 회사의	공시에	따라	중복	공시도	포함하여	분류하였음.	단,	경력이	중복되더라도	1개의	범주로만	공시하는	회사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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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보유 현황

1명

1명

2명

2명

4명

4명

60%

60%

70%

70%

80%

80%

90%

90%

71%

58%

77%

60%

24%

19%

19%

26%

3명

3명

4%

21%

3%

14%

1%

2%

1%

0%

40%

40%

50%

50%

0%

0%

10%

10%

20%

20%

30%

30%

2021년 2020년

2021년 2020년

■ 비금융업

■ 금융업



54 삼일회계법인 

3. 감사위원회 위원장  

상법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구성	후	사외이사

인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을	통하여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회

계	또는	재무와	관련된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갖추

고	있어야	하며,	이사회,	주주,	채권자,	규제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함

비금융업의	경우	80%의	회사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인	감사위원회	위원장을	두었으며,	금융

업의	경우	72.5%로	약간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감사위원	전체	중	전문가	비율보다	2배	가까이	

높은	비율이다.

감사위원회 위원장 - 상법상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여부

80%

20%

예

아니오

■ 비금융업

72.5%

27.5%
예

아니오

■ 금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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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성

■ 비금융업

감사위원회 회의 횟수

감사위원회 회의 횟수 분포도 (회사수)

1. 감사위원회 회의

외부감사법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를	하여

야	함

•	감사위원회는	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대면	회의

를	개최하여야	함

•	감사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의	정기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권장

회의는	감사위원회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다.	회의의	사전	준비,	진행	방식,	소요	시간,	회의	참

석자	등	여러	요인에	의해	회의	활동의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으나,	회의	횟수는	감사위원회	활동

의	정량적인	측정치로서	의미를	갖는다.	

분석	대상	기업	중	비금융회사의	감사위원회는	2021년에	평균	6.4번의	회의를	가진	것으로	나타

나	평균	8번	회의를	개최한	금융회사와	차이를	보였다.	회의	횟수는	기업	규모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자산총액	2조원	미만	1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5.8회의	회의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	6.7회	

회의를	개최한	2조원	이상	기업에	비해	횟수가	적었다.

0

10

20

평균

6.4 6.2

최소

1 1

최대

17
13

2021년 2020년

0

-10

10

20

30

40

50

60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13회 14회 15회 16회 17회

2 3 4

13

54

38

24

10
14

6 4 4 3
0 0 0 1



56 삼일회계법인 

■ 금융업

감사위원회 회의 횟수

감사위원회 회의 횟수 분포도 (회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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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감사위원별	회의	출석률을	살펴본	결과,	비금융회사의	경우	92%(전기:	90%)의	감사위원이	

100%의	출석률을	보였고	금융회사의	감사위원	98%(전기:	80%)가	100%	출석률을	보이며	높은	

참여율을	유지하고	있다.	

비금융회사의	감사위원회	회의에서는	연평균	17.3개(전기:	16.4개)의	안건을	논의하는	것으로	나

타났고,	회의	당	평균	2.7개(전기:	2.6개)	정도의	안건을	다루었다.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정보에	따

르면,	총	안건	중	결의	사항의	비중은	32.1%(전기:	32.4%)였다.	금융회사의	경우	연평균	26.4개	(전

기:	27.3개)의	안건을	논의하여	회의	당	평균	3.4개(전기:	3.7개)	정도의	안건을	다루었으며,	총	안건	

중	결의를	필요로	하는	항목의	비중은	43.3%(전기:	39%)였다.5		

감사위원회 회의 주요 안건	

•	재무보고	-	재무제표	보고,	회계정책	등

•	내부감사	-	업무계획,	결과	보고,	내부감사부서	구성원	임면	등

•	외부감사	-	외부감사	선임,	외부감사	결과,	외부감사인	평가	등

•	내부회계관리제도	-	운영실태	보고	수령,	운영실태	평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	등

In detail

5	 결의	안건을	구분	표시하지	않은	회사는	제외하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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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

회계감사기준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	감사위원회의	회의에	감사인이	정기적으로	참여하

도록	초청함

•	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관련되는	경우	감사위회

의	구성원은	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연락함

•	감사위원회는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경영진을	참석

시키지	않고	감사인과	만남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외부감사	상황에	대하

여	수시로	의논하고,	최소한	분기에	1회	이상	경영진

의	참석없이	외부감사인과	만나서	외부감사와	관련

된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논의	결과를	내부감

사	업무에	반영할	것을	권고

분석	대상	기업	중	비금융회사는	4.6회,	금융회사는	3.6회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을	외부감사인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	분기별로	1회	정도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중	가

장	적게	커뮤니케이션한	감사위원회는	2회,	가장	많이	커뮤니케이션한	감사위원회는	총	10회	커뮤니

케이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비금융업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 횟수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 횟수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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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차이와	더불어	규모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다.	비금융업의	경우	2조원	이상	기업은	연평

균	19개의	안건을	다룬데	반해,	2조원	미만	기업은	14개의	안건을	다루었다.	다만,	2조원	이상	대

규모	기업의	경우	회의	횟수도	더	많았기	때문에	회의	당	안건은	2.9개로	2.4개인	2조원	미만	기업

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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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업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 횟수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 횟수 분포도

(회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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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에	감사위원회	구성원과	회계법인의	업무수행이사가	참여하였다.	비금융회

사의	경우	재무담당이사(임원)	또는	재무팀이	참여하였다고	공시한	기업은	총	19개(전기:			14개)였

다.	동	19개	사	중	1개	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에	재무담당이사(임원)	또는		재무팀이	포

함되었다.	이는	경영진의	참석	없이	진행되는	커뮤니케이션이	수행되지	않음을	시사하므로	회의	관

행에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반면,	금융회사는	1개	사를	제외하고는	재무담당	인원이	포함되었다고	

기재한	곳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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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의 타 위원회 활동

상법 지배구조 모범규준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기업은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의무	설치

•	대규모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의	설치를	권고한다.	

또한	계열사간	거래가	많은	기업의	경우	내부거래위	

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외이사가	이사회	활동에	충분한	노력과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3개를	초과하는	위원회에	소속

되는	것을	지양

금융사지배구조법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의무	설치

	비금융회사의	경우	22%의	감사위원이	감사위원회를	제외하고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소속된	것으

로	나타났으며,	금융회사의	경우	그	비율이	37%였다.	금융회사의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위원회	수가	더	많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로	추정된다.	이사회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

기	위한	소위원회	운영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각	위원회가	다루는	사안의	양과	중

요성	및	복잡성을	고려하여	소속	이사가	부담할	업무량을	평가하고,	적절히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이사회 내 주요 위원회(비금융회사)	

•	감사위원회(법정)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법정)

•	보수위원회

•	ESG위원회

(*)	 금융회사의	경우	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위원회를	제외하고	ESG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경영관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타 위원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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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etail

•	내부거래위원회

•	경영관리위원회

•	위험관리위원회

■ 비금융업 ■ 금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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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영·사무’	조직에는	경영개선·관리·지원·기획·진단팀,	기업문화팀,	윤리경영팀,	전략기획팀,	총무팀,	투명경영팀,	업무개선팀,	

동반성장팀	등이	포함된다.

운영

1.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

금융사지배구조법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	부서를	설치해야	함

•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감사위원회	산하에	이

를	보좌하고	감사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

서를	설치해야	함

•	이사회는	감사위원회	산하에	감사위원회를	보좌하

고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해야	함

•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는	임원급으로	하고,	감사위

원회가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권	

및	평가권한을	갖도록	함으로써	내부감사부서의	독

립성을	확보해야	함

감사위원회를	보좌하고	감사	실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는	강화된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실

현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회의체로	운영되며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는	일상적인	업무감사

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감독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에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의	명칭은	경영·사무6,	감사,	내부회계	및	재무·회계,	감사위원회(이사회)	

사무국	순으로	높았다.	2조원	미만	기업의	경우도	경영·사무	부서가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비율

이	가장	높았으나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감사,	재무·회계	부서	비율과	크게	차이나지	않

았다.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	현황은	전반적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감사위원회는	현재의	지원	부서가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보좌하기에	적절한	조직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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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사무 감사 내부회계 재무·회계 사무국 준법 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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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지원 조직 현황 (비금융업)

2021년 2020년

한편,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의	최고	직급은	팀장·부장·실장이	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

으며	전년도와	동일하다.	2조원	이상	비금융업의	경우	임원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기보다	증가

하여	25%의	비율을	보였으며	금융업의	경우	35%로	나타났다.	그러나	2조원	미만	기업의	경우	임

원급의	비율이	15%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의	책임자는	상시적으로	감사

위원회의	감독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점검하고	이슈	발견	시	적시에	보고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므로,	적절한	지위와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금융회사의	경우	내부감사부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므로	별도로	분석하지	않았다.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의 최고 직급 분포 

55% 56%

35%

9%

22%

23%

팀장·부장·실장	등

실무자급

임원

팀장·부장·실장	등

실무자	급

임원

■ 비금융업 ■ 금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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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지원인 유무 현황 (비금융업)

2. 준법(Compliance)

상법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

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함.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함

•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리스크	관리와	관련하여	조직

이	부정을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는	정책과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감독하고,	부정이	발생한	경

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특히	윤리ㆍ준법	경영	

현황을	평가하고	감독하여야	함

금융사지배구조법

•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음

조사	결과	금융회사의	경우	모든	회사가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비금융회사

는	17%	정도가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법감시인에	대한	금융사지배구조법	

규정과	달리	비금융회사의	경우	상법	미준수로	인한	제재가	없고7,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준법지원인

의	임명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추정된다.	한편,	자산총액	2조원	미만	1조원	이

상	기업의	경우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은	비율이	32%로	2조원	이상	기업의	4배에	달했다.	

최근의	큰	흐름인	ESG	경영은	회사에	적용되는	법규의	영역을	확대하여	관련	리스크를	증가시키

므로,	준법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준법통제는	위법행위로	인해	기업	가치와	평판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야	하는	ESG	경영의	토대가	된다.	또

한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업무	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므로	회사의	준법통

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해	보아야	한다.			

83%

17%

유

무

91%

9%

유

무

68%

32% 유

무

■ 전체 (1조원 이상) ■ 2조원 이상 ■ 2조원 미만 1조원 이상

7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준법감시인을	두지	않는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법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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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 보수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	감사위원은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사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감사업무

를	수행하게	되므로	이러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적절한	보수가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함

•	감사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수준은	감사위원이	이사로서	수행하는	업무에	추가하여	감사위원회	업무를	수행하	

는데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감사위원회	업무수행에	따른	법적	책임	수준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함

•	감사위원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위임된	이사	보수	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감사위원별	

로	투입시간,	업무내용,	책임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다만,	이사회	내	보상위원회가	있는	경우	보상위원회가	

감사위원의	보상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감사위원에게	제공하는	보수는	월급,	상여금,	수당,	퇴직금,	주식	부여,	주식매수선택권,	기타	편익	등	명칭을	불

문하고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모두	포함

	분석	대상	기업	중	비금융회사의	감사위원	평균	보수는	64백만원으로	전년도(59백만원)보다	증가

하였으며,	금융회사의	감사위원	평균	보수도	67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약간	증가하였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구성원이	아닌	사외이사가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와	감사

위원이	아닌	사외이사의	보수를	비교한	결과,	비금융회사는	5백만원	정도,	금융회사의	경우	13백만

원	정도	감사위원	보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	활동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	부담

하는	책임	등이	보수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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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금융업 ■ 금융업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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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사위원 교육 제공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	감사위원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회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야	함

•	감사위원에	대한	교육은	감사위원	선임	후	제공되어야	하는	입문교육과	감사위원	업무	수행	과정에	제공되어야	

하는	보수교육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함

•	감사위원의	입문교육은	감사위원회	업무내용	및	역할과	책임	그리고	회사의	경영환경,	주요	이슈	등	감사위원

으로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을	포함하며,	기존	감사위원의	보수교육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을	

포함해야	함

감사위원에	대한	교육	제공은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감사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된	이후	주목받는	

정보이다.	대부분의	회사가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회	이상	교육을	제공한	회사

가	65%를	차지하였다.	한편	교육	제공	현황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2조원	이상	기업

의	경우	거의	모든	기업이	감사위원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	데	반해,	2조원	미만	기업의	경우	교육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비율이	1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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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제공하는	주체와	관련하여,	외부	교육만	제공하는	기업이	가장	많았다.	교육의	효과와	효

율성	측면에서,	기업	및	산업	특성에	관련된	주요	변화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의	전문가가	교육을	진

행하고,	회계	및	감사	기준,	관련	법규	변화가	미치는	영향	등은	회계법인이나	전문	교육	기관을	활

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제도와	시장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적시에	교육을	실

시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다면	감사위원회	업무에	실질적인	도

움이	될	것이다.	

주요 교육 주제	

•	내부회계관리제도

•	ESG

•	법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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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etail

•	부정·자금	세탁

•	외부감사

•	회사	사업	전반(경영,	전략,	현장방문)

•	윤리

•	재무·회계

•	경제	현안

삼일	감사위원회센터는	신	외부감사법이	시행된	이후	매년	감사위원회	트렌드를	분석해	오고	

있다.	분석을	시작한	첫해와	비교해	보면	감사위원회는	많은	부분에서	눈에	띄게	변화했다.	

상법	등	법규	개정에	따른	변화는	물론이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공시	정보가	늘어나고	외부	

이해관계자가	내부감사기구의	역할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자발적인	개선	노력이	

이루어진	측면도	있다.	또한,	공시	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뿐만	아니라	감사위원회	회의	

분위기나	내부감사부서의	지원	등	업무	현장에서의	변화도	감지된다.	물론	모든	회사가	동일한	

속도와	방향성을	갖고	변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법규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준수하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글로벌	스탠다드와	모범	사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회사도	있을	

것이다.	어느	지점이	가장	적절한가는	회사에	따라	다르므로,	기업지배구조	차원에서	감사위원회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65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66 삼일회계법인 

삼일거버넌스센터 및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소개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2022년	2분기	·	Vol.18



67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삼일거버넌스센터 Samil	Governance	Center

기업에	적합한	지배구조는	지속가능한	기업가치를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삼일회계법인은	거

버넌스센터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차별화된	insight를	공유함으로써	바람직한	지배

구조	확립과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버넌스센터는	지난	6년간	

감사(위원회)	역할에	초점을	두었던	감사위원회센터의	기능에	지배구조	전반과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폭넓게	아우르는	활동을	더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Online 교육

프로그램

●	School	for	Board	Members	(이사회	구성원을	위한	과정)	

●	Audit	Committee	School	(감사	또는	감사위원을	위한	과정)

●	Topics	in	focus	(다양한	주제별	강의	모음)

Publications

●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정보와	인사이트를	

담고	있는	분기별	간행물	

●	트렌드	리포트	:	지배구조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신	동향과	

시사점을	제공하는	보고서

●	ACC	Monthly	Update	:	삼일회계법인	및	유관기관의	보도자료와	

발간물에	대한	월간	소식지

홈페이지 운영 
●	센터와	이용자의	소통	공간	(자료	공유,	Q&A,	센터	소식	안내	등)

●	감사위원회·Board	Leadership·Hot	topics

기타
●	찾아가는	워크샵	:	그룹	및	개별	회사의	감사위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	

●	행사	:	삼일회계법인의	분야별	세미나,	(사)감사위원회포럼	행사

주요 활동



68 삼일회계법인 

1. School for Board Members (이사회 구성원을 위한 과정)

•	이사회와	이사	:	역할과	책임

•	기업지배구조	제도	변화와	동향

•	 ESG	이해와	이사회	감독	가이드

•	효과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한	전략

•	주주행동주의	이해와	이사회	가이드

2. Audit Committee School (감사 또는 감사위원을 위한 과정)

입문	

•	신규	감사위원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	감사(위원회)의	법률상	역할과	책임

•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핵심	정리	(1)

•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핵심	정리	(2)

•	내부회계관리제도

보수

•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체크	포인트

•	핵심감사사항으로	살펴보는	주요	회계	이슈

•	감리	제도와	감사위원회	역할	점검

•	COVID-19와	감사위원회	체크포인트

•	외부감사인	선임과	평가

•	기업가치를	위한	내부감사부서	운영

•	부정행위	감독과	감사위원회

3. Topics in focus (다양한 주제별 강의 모음)

•	회계

•	재무

•	 ESG

•	내부회계관리제도

•	Deal

•	 Digital	Transformation

•	감사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Knowledge	Sharing	Site

삼일회계법인이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전문적이면서	광범위한	주제의	교육을	다

양한	형식의	콘텐츠로	공유합니다.	이사회	구성원을	위한	School	for	Board	Members,	감

사	및	감사위원을	위한	Audit	Committee	School	및	다양한	업무	관련	주제의	Topics	 in	

Focus	중에서	필요한	콘텐츠를	선택하여	언제	어디서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	등록	비용	무료

●	수강	확인증	및	수료증(요건	충족시)	발급

●	간행물	발송(e-mail	및	우편)

●	세미나,	포럼	등	관련	행사	초청

●	콘텐츠	수시·정기	업데이트	안내

●	홈페이지에서	수강	신청	가능	(상시	접수	중)





S/N: 2206A-RP-023

© 2022 Samil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

sgc.samil.com

02-709-0709

kr_sgc@pwc.com

삼일거버넌스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