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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동 보고서 내 지배구조 관련 현황은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 

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기재하였습니다. 보고서 내 지배구조 관련 활동내역의 

경우 공시대상기간(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의 내용을 기재하였고, 가이드라인에서 별도 기간을 

제시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내역을 기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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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1) 기업명 : 효성티앤씨 주식회사 

 

(2) 작성 담당자 : (정) 성명 : 박숙미   직급 : 과장    부서 : 자금팀 

                     전화번호 : 02-707-7814        이메일 : sukmi0107@hyosung.com 

(부) 성명 : 강성범   직급 : 차장    부서 : 자금팀 

전화번호 : 02-707-7409        이메일 : s.beom.kang@hyosung.com 

 

(3) 작성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4) 기업 개요1) 

최대주주등 ㈜효성 외 12명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43.96%2) 

소액주주 지분율 47.80%2) 

업종(금융/비금융) 비금융 주요 제품 
스판덱스, 나이론, 

폴리에스터 등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여부 

(해당/미해당) 

해당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해당/미해당) 

미해당 

기업집단명 효성 

요약 재무현황 (단위 : 억원) 

 2021년 2020년 2019년 

연결 매출액 85,960 51,616 59,831 

연결 영업이익 14,237 2,666 3,229 

연결 계속사업이익 10,079 1,683 1,220 

연결 당기순이익 10,079 1,683 1,220 

연결 자산총액 45,265 28,241 32,243 

별도 자산총액 16,139 12,352 13,909 

1) 최근 공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작성 

2) 소수점 2자리까지 표기(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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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업지배구조 정책 
(1) 기업지배구조 정책 현황 

당사는 2018년 6월 1일을 분할기일로 주식회사 효성이 영위하는 사업 중 섬유/무역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신설되었습니다. "최고의 기술과 경영 역량을 바탕으로 인류의 보다 나은 생활을 

선도한다"는 Hyosung Way의 가치체계에 따라 사람과 사회를 생각하는 글로벌 일류 기업을 추구 

하고 있으며, 기업 경영의 근간이 되는 지배구조를 당사의 원칙과 정책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지배구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 작성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과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이사 선임 시, 사내이사는 이사회에서 적합한 후보를 추천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이사회 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별도 결의과정을 통해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가 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표위원 또한 사외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이사 선임 시, 이사 후보자에 관한 정보는 

주주총회에 앞서 공시되는 참고서류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통해 주주에게 

충실히 제공되고 있으며, 이사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경영 기본 방침과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 직무 집행을 

감독하는 경영 기관으로, 독립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당사는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가 50% 이상이 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정관 제31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심의ㆍ의결되고 있으며, 

이사회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이사회가 전략적 판단을 하기 위해 각 이사의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내 최고 전문가가 사업을 

총괄하고 이사회에 참여해 대표이사를 맡게 함으로써 책임 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 또한 필요합니다. 이에 당사의 사외이사는 

재무, 회계, 법률, 의료 부문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시각으로 이사회에서 의견을 

적극 개진함으로써, 객관적ㆍ독립적으로 경영을 감독하고 조언도 하고 있습니다. 

당사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 

(http://www.hyosungtnc.com/kr/ir/the_board_of_directors.do) 및 사업보고서(http://dart.fss.or.kr) 등을 

통해 상세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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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배구조의 특징 
 

가.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을 통한 투명성 강화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 투명성 및 독립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 내 사외

이사의 비율을 50% 이상(보고서 제출일 현재 50%)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자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다각적인 관점을 고려한 합리적 의사

결정 시스템을 갖추는 동시에 독립성이 검증된 다수의 사외이사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

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외이사는 경영진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으며, 이사와 회사의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해 상법과 이사회운영규정 등에 근거하여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이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합니다. 

특히 이사회 내 위원회 중 감사위원회는 구성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를 과반수 이상으로 운영하고 사외이사를 대표위원으로 선임하여 독립

성과 투명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나. 위원회 중심의 이사회 운영을 통한 효율성 제고 

당사는 이사회 내 총 3개의 위원회(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른 설치가 의무

화되어 있지 않으나, 독립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설치되

었으며 회사 경영방침과 투자 등에 관한 사항 및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이사회운영규

정에 따라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 및 의결하고 있습니다. 
 

다. 다양한 배경의 사외이사 선임을 통한 이사회 전문성 강화 

당사는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진

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사진이 특정 배경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를 대변할 수 있도록 금융ㆍ경제ㆍ재무ㆍ회계ㆍ법률ㆍ의료 등 여러 전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이

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외이사 중 금융ㆍ회

계ㆍ재무분야 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

하여 다양한 업무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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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주 

 

1. 주주의 권리 
 

(핵심원칙 1) 주주의 권리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

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부원칙 1-①)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가.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18년 6월 1일 ㈜효성에서 인적분할되어 신규 설립된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4회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동 기간 중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은 없습니다. 

주주총회 개최 시, 상법에서는 주주총회 2주전까지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당사는 법령에 따라 주주들이 의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 사이에 개최되었던 주주총회 개최 현황 및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총회 개최현황 및 세부사항] 

구   분 
2022년 

제4기 정기주주총회 

2021년 

제3기 정기주주총회 

2020년 

제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일 2022년 2월 23일 2021년 2월 24일 2020년 2월 26일 

소집공고일 2022년 2월 24일 2021년 2월 24일 2020년 2월 28일 

주주총회개최일 2022년 3월 17일(목) 2021년 3월 18일(목) 2020년 3월 19일(목)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주총 21일 전 주총 22일 전 주총 20일 전 

개최장소/지역 본사/서울 마포구 본사/서울 마포구 본사/서울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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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22년 

제4기 정기주주총회 

2021년 

제3기 정기주주총회 

2020년 

제2기 정기주주총회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1% 이상 주주 소집통지서 발송, 
금융감독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1% 이상 주주 소집통지서 발송, 
금융감독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1% 이상 주주 소집통지서 발송, 
금융감독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외국인 주주가 이해 

가능한 수준의 소집통지 

여부 및 방법 

- - - 

세부 

사항 

이사회 구성원 
출석 여부 

5명 중 2명 출석 6명 중 2명 출석 6명 중 3명 출석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여부 

3명 중 1명 출석 3명 중 1명 출석 3명 중 1명 출석 

주주 발언  
주요 내용 

1) 발언 주주 : 4인 
(개인주주 4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의견 발언 

1) 발언 주주 :  4인  
(개인주주 4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의견 발언 

1) 발언 주주 :  3인 
(개인주주 3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의견 발언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주주들에게 제공된 정보는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회의 목적사항 등이며 회의 목적사항은 보고사항(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과 부의사항(재무제표 승인, 이사선임, 감사위원 선임, 정관변경, 

이사보수한도 승인 등)이었습니다. 

또한 소집공고 서류에는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이사회 출석률 및 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의 활동내역 포함)과 사외이사 보수현황을 기재하고 있으며,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에 대한 사항으로서 단일거래규모가 자산 또는 매출액의 1% 이상인 거래 및 해당 

사업연도 중 거래총액이 자산 또는 매출액의 5% 이상인 거래내역도 기재하고 있습니다. 

나. 주주총회와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 제공하기 위해 조치한 사항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주주총회의 목적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충실히 기재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사외이사 보수현황,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뿐만 아니라 업계의 

현황과 회사의 현황, 시장점유율 등도 기재하는 등 주주총회와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주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4에서는 주총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주주총회 

개최일 2주 전 공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에 당사는 법적 기한을 준수함과 동시에 주주들이 

의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개최일 약 3주전 

소집결의를 하고, 최소 20일에서 최대 22일 전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 참고서류 공시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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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다만, 결산 일정 등으로 인해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결산 및 이사회 일정 등 회사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는 있으나, 업무 프로세스 정비 등을 통해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궁극적으로는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주주총회 4주 전 소집 

통지 및 공고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원칙 1-②)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 

당사는 최대한의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자투표 및 서면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으나, 기관투자자 및 의결권 자문기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당사의 주주총회에 대한 주주들의 관심 및 참석률을 고취시켜 

왔습니다. 또한,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52조에 의거하여, 

주주들의 용이한 의결권 행사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권유자인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 시 필요 정보가 

정확히 제공되도록 권유절차ㆍ방법 등을 규정하고, 권유문서 등의 내용을 권유 행위 2영업일 전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0년 3월 19일에 개최되었던 제2기 

정기주주총회는 참석률 80.0%, 2021년 3월 18일에 개최되었던 제3기 정기주주총회는 참석률 71.1%, 

2022년 3월 17일 개최되었던 제4기 정기주주총회는 참석률 67.6%를 기록하였습니다. 

나.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조치한 사항 

당사는 의결정족수 확보 및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위해 2020년 3월 19일 제2기 정기주주총회 

및 2021년 3월 18일 제3기 정기주주총회, 2022년 3월 17일 제4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시 사전에 

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주총 집중일이 아닌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여 주주가 의결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 등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도 등에 의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향후에도 회사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는 있으나 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주주총회 집중 예상일을 피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주주의 권리 보장을 적극 

검토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고 미비점 등을 개선하여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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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 분산개최 여부, 서면/전자투표 실시여부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여부] 

구   분 
2022년 제4기 

정기주주총회 

2021년 제3기 

정기주주총회 

2020년 제2기 

정기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2022년 3월 25일, 

3월 30일, 3월 31일 
2021년 3월 26일, 

3월 30일, 3월 31일 
2020년 3월 13일,  

3월 20일, 3월 26일,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일 2022년 3월 17일(목) 2021년 3월 18일(목) 2020년 3월 19일(목)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여부 예 예 예 

서면투표 실시여부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전자투표 실시여부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여부 예 예 예 

 

[제4기 정기주주총회 안건별 찬반 내역] 
(단위 : 주) 

정기 제4기 정기주주총회 2022.03.17 

안건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①) 1) 

①중 

의결권행사 

주식수(A) 2) 

찬성 주식수 (B) 
(비율, %) 3) 

반대ㆍ기권 등 
주식수(C) (비율, %) 4) 

제1호 의안 보통 
제4기 (‘21. 1. 1 ~ ‘21. 12. 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4,315,690 2,918,088 

2,732,042  (93.62%) 

 186,046  (6.38%) 

제2호 

의안 

제2-1-1호 보통 조현준 사내이사 선임의 건 가결 4,315,690 2,918,088 
1,956,938  (67.06%) 

 961,150  (32.94%) 

제2-1-2호 보통 김치형 사내이사 선임의 건 가결 4,315,690 2,918,088 
2,893,934  (99.17%) 

 24,154  (0.83%) 

제2-2-1호 보통 오병희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가결 4,315,690 2,918,088 
2,654,712  (90.97%) 

 263,376  (9.03%) 

제2-2-2호 보통 최병덕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가결 4,315,690 2,918,088 
2,729,391  (93.53%) 

 188,697  (6.47%) 

제3호 

의안 
제3-1호 보통 

조인강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가결 2,623,758 1,226,156 
1,092,575  (89.11%) 

 133,581  (10.89%) 

제4호 

의안 

제4-1호 보통 오병희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결 2,623,758 1,226,156 
971,443  (79.23%) 

 254,713  (20.77%) 

제4-2호 보통 최병덕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결 2,623,758 1,226,156 
1,031,684  (84.14%) 

 194,472  (15.86%) 

제5호 의안 보통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4,315,690 2,918,088 
1,986,967  (68.09%) 

  931,121  (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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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안건은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수를 제외한 

주식수 기재  

2) 주식수(A) = 주식수(B) + 주식수(C) 

3) 찬성 주식수 비율(%) = (B/A) × 100 

4) 반대·기권 등 주식수 비율(%) = (C/A) × 100 
 

[제3기 정기주주총회 안건별 찬반 내역] 
 

(단위 : 주) 

정기 제3기 정기주주총회 2021.03.18 

안건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①) 

①중 

의결권행사 

주식수(A) 1) 

찬성 주식수 (B) 
(비율, %) 2) 

반대ㆍ기권 등 
주식수(C) (비율, %) 3) 

제1호 의안 보통 
제3기 (‘20. 1. 1 ~ ‘20. 12. 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4,315,690 3,070,031 

2,941,259  (95.81%) 

 128,772  (4.19%) 

제2호 의안 특별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결 4,315,690 3,070,031 
3,051,000  (99.38%) 

19,031  (0.62%) 

제3호 의안 보통 김문선 사내이사 선임의 건 가결 4,315,690 3,070,031 
3,046,826  (99.24%) 

23,205  (0.76%) 

제4호 의안 보통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4,315,690 3,070,031 
2,753,492  (89.69%) 

316,539  (10.31%) 

1) 주식수(A) = 주식수(B) + 주식수(C) 

2) 찬성 주식수 비율(%) = (B/A) × 100 

3) 반대·기권 등 주식수 비율(%) = (C/A) × 100 

 

 

 

(세부원칙 1-③)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가. 주주제안권 전반에 관한 사항 

당사의 주주는 상법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6에 따라, 직전연도에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금년도 일자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사 선임 등의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당사에 제안할 수 있으며, 당사는 동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도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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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제안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 

당사는 여러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주제안권에 대한 법령상 

절차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향후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내부 기준 및 절차 

수립 등을 검토하여 주주 권리 보호와 당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 사이 개최된 당사 주주총회 관련, 주주제안은 없었습니다.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상황] 

제안 일자 제안 주체 주요 내용 처리 및 이행 상황 
가결 
여부 

찬성률 

(%) 
반대율 

(%) 

해당사항 없음 

다만, 2020년 3월 당시 당사의 주요주주였던 KB자산운용이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활동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1건의 공개서한을 제출(KB자산운용 홈페이지 게재 및 당사에 통지) 했습니다.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활동의 일환으로 제출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현황] 

발송 일자 제안 주체 주요 내용 회신 일자 회신 주요 내용 

2020.03.03 KB자산운용 

· 회사의 주주정책 수립 및 CAPEX계획,  

부채상환 스케줄 정보 제공 요청 

· 19년 배당금 산출 근거 설명 요청 

· FCF 30% 수준의 주주환원 요청 

- - 

※ 상기 공개서한에 대해 공식적인 회신은 하지 않은 바, 회신 일자 및 회신 주요 내용은 기재를 생략함 

당사는 상기 공개서한에 대해 문서 등을 통한 공식적인 회신 또는 답변은 하지 않았으나, 

후속조치로써 KB자산운용과의 미팅(당사 CFO참석) 등을 개최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회사 내부적으로 차입금 감축을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 및 장기적 관점에서의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등을 다각도로 충분히 검토한 결과, KB자산운용이 요청한 

제안을 전적으로 수용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분할 이후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배당 규모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투자와 경영실적, Cash Flow 상황, 재무구조,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실시 여부 및 배당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정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동 보고서의 세부원칙 1-④ 및 1-⑤를 참고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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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주주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가.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추구한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당과 관련하여 당사는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투자 규모와 경영실적, Cash Flow 상황, 

재무구조, 시가배당률, 동종업계 내 타 회사들과의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실시 여부 

및 배당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분할 이후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해오고 있

으며, 배당 규모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수준

의 배당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총회 약 3주 전 이사회의 배당 결정 당일에 ‘현금·현물 배당 결정 공시’를 통해 배

당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사전 안내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배당 결정이 확정되는 즉시 주주 대

상으로 배당통지서 서면 발송을 통해 배당 계획 및 실시 사항을 신속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나. 주주환원정책의 수립 등 관련 정보 안내에 관한 사항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현금·현물 배당 결정 공시’ 등을 통해 배당 실시 계획 등 배당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으나,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정책이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아 

주주들에게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관련 부분을 보완을 통해 배당 

관련 정보를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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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가.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 전반에 관한 사항 

당사는 분할(2018년 6월 1일) 이후 현재(2022년 5월 31일)까지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배당을 확대 

실시하였으며, 동 기간 중 차등배당ㆍ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을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사업연도별 구체적인 배당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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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별 배당 내역] 
(단위 : 주, 원, %) 

사업 

연도 
결산월 

주식 

종류 

주식 

배당 

현금배당 

주당 
배당금1) 

총 배당금 
시가 

배당률2) 

배당성향3) 

연결 기준 개별 기준 

2021년 12 
보통주 - 50,000 215,784,500,000 9.26 28.01 78.19 

종류주 - - - - - - 

2020년 12 
보통주 - 5,000 21,578,450,000 2.50 15.77 34.61 

종류주 - - - - - - 

2019년 12 
보통주 - 2,000 8,631,380,000 1.29 9.27 439.86 

종류주 - - - - - - 

1) 1 주당 연도별 지급액 총액 (단, 최근 3 개 사업연도 중 분기·중간 배당은 실시하지 않음) 

2) 주주명부 폐쇄일 2 매매거래일 전부터 과거 1 주일간의 거래소 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1 주당 배당금의 비율 

3) 배당금총액/연결 당기순이익(지배기업소유주 지분 기준) 또는 개별 당기순이익 x 100 

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한 조치사항  

당사는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신증설 투자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차입금 감축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4년 연속 배당을 실시하였으며, 배당금액도 지속적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차별화된 기술력

과 VOC를 바탕으로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고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투자도 병행하면서,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통해 기업 및 주주가치를 모두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편, 당사는 주주친화정책 강화를 위해 연간 1회로 집중된 결산 배당을 분산시켜 배당금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고 주주들의 실질 배당수익률을 제고하고자, 정관상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 

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간 배당은 7월 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할 수 있고, 그 결의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하되, 45일 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간배당에 대한 계획은 없으나, 추후 주주 요청이 있는 경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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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의 공평한 대우 
 

(핵심원칙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   

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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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관한 사항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주(1주의 금액 : 

5,000원)이며, 현재 당사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의 총 발행주식수는 4,327,682주 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주식발행 현황] 

구 분 발행가능주식수1) (주) 발행주식수2) (주) 발행비율3) 비 고 

보 통 주 150,000,000 4,327,682 2.89% 자기주식 11,992주 보유 

종 류 주 50,000,000 -  - 

1) 기준일 현재 수권주식수(정관상의 주식수) 

2) 기준일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기준일 현재까지 감소(감자, 이익소각 등)한 주식의 총수 

3) 발행주식수/발행가능주식수 * 100(소수점 3 자리에서 반올림) 

나.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고 있는지 여부 

당사는 별도의 종류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모든 주주에게 보유 주식의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모든 주주에게 1주 1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주주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주주와의 의사소통 전반에 관한 사항 

당사는 매년 3월, 5월, 8월, 11월 사업보고서 및 분ㆍ반기 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실적 발표를 

하고 있으며,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별도의 IR팀은 없으나 ㈜효성 IR팀과 협업하여 국내ㆍ아시아 

지역 기관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NDR(Non-Deal Road show)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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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증권사가 개최하는 컨퍼런스 참가 및 방문 투자자 미팅, 컨퍼런스콜, 야드 투어 개최 등 

적극적인 IR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주의 관심도가 높은 사업 내용에 대한 소개 및 

경영실적 발표를 통해 회사에 대한 주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 사이 진행된 주주와의 의사 소통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IR, 컨퍼런스콜, 소액주주 등 일부 주주와의 대화 개최 내역] 

일 자 대 상 형 식 주요 내용 비고 

2021.02.04 국내 기관투자자 IR 2020년 연간 경영실적 및 2021년 전망 NDR 

2021.02.08 국내 기관투자자 IR 2020년 연간 경영실적 및 2021년 전망 NDR 

2021.03.08 국내 기관투자자 IR 2020년 연간 경영실적 및 2021년 전망 신영증권 컨퍼런스 

2021.03.24 해외 기관투자자 IR 2020년 연간 경영실적 및 2021년 전망 Credit Suisse 컨퍼런스 

2021.05.03~05.04 국내 기관투자자 IR 2021년 1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전망 NDR 

2021.05.10~05.11 국내 기관투자자 IR 2021년 1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전망 NDR 

2021.06.09~06.10 해외 기관투자자 IR 2021년 1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전망 NDR 

2021.06.16 국내 기관투자자 IR 2021년 1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전망 신영증권 컨퍼런스 

2021.08.03~08.04 국내 기관투자자 IR 2021년 2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전망 NDR 

2021.08.25 국내 기관투자자 IR 2021년 2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전망 NDR 

2021.09.09~09.10 국내 기관투자자 IR 2021년 2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전망 NDR 

2021.11.01~11.02 국내 기관투자자 IR 2021년 3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전망 NDR 

2021.11.08 국내 기관투자자 IR 2021년 3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전망 NDR 

2021.11.17 국내 기관투자자 IR 2021년 3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전망 신한금융투자 컨퍼런스 

2022.02.07~02.08 국내 기관투자자 IR 2021년 연간 경영실적 및 2022년 전망 NDR 

2022.03.24 해외 기관투자자 IR 2021년 연간 경영실적 및 2022년 전망 Credit Suisse 컨퍼런스 

2022.05.02~05.03 국내 기관투자자 IR 2022년 1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전망 NDR 

※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 사이 소액주주와의 대화를 별도로 개최하지는 않았으나, 

국민연금 등 소수 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외 기관투자자가 1%미만의 소액주주 입니다. 

또한, 당사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고 있으며, 

동시에 홈페이지 상단의 고객문의 탭을 통해 별도로 IR 관련 문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당사는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별도의 영문 공시를 제출하고 있지는 않으나, 

외국인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편의를 위해 영문ㆍ중문 홈페이지를 국문 홈페이지와 동일한 

구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외국인 주주의 비중이 현재보다 높아지고 대ㆍ내외 요청이 있을 

경우 영문 공시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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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공시 내역] 

공시일자 공시제목 (영문) 주요 내용(한글) 

해당사항 없음 

당사는 매분기 이사회 개최일 당일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 사이 진행된 공정공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공시 내역] 

공시일자 공시제목 주요 내용 

2021.01.29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20년 4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2021.04.30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21년 1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2021.07.30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21년 2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2021.10.29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21년 3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2022.01.26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21년 4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2022.04.29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22년 1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당사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 사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및 그 내역] 

불성실 공시유형 지정일 지정사유 부과 벌점 제재금 지정 후 개선노력 등 

해당사항 없음 

라.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당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는 회사 홈페이지(http://www.hyosungtnc.com) 및 DART(http://dart.fss.or.kr) 

등의 공시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는 높아지는 주주들의 정보 요구 수준에 맞추어 다양하고 깊이 있는 IR 자료를 제공하여 주주 

들의 이해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주들이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홈페이지 내용의 적시성, 충실성 및 이용 편의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재무ㆍ주식ㆍ공시ㆍIR 정보 등을 체계적이고 상세한 

내용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정관,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실적발표회 자료 등의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하여 주주의 정보 습득이 용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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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원칙 2-②)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

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가.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와 관련한 통제 장치(정책)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추기 위해 별도의 내부통제 관련 규범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8년 6월 1일 설립 시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상법 제398조에 

해당되는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및 그 외의 거래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거래에 

대해 사전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하여 분기 50억원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사전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련 거래에 대해 특별한 이해 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특별한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정하여 회사의 경영활동 상 

내부거래ㆍ자기거래 등에 대한 의사 결정 및 집행, 통제를 명확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부거래 통제 장치에 따라 진행된 2021년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당사와 특수관계인간 채무보증 및 담보 내역 

(기준일 : 2021 년 12 월 31 일)   (단위 : 백만원) 

제공받은 회사 
관
계 

채권자 채무내용 
채무보증 
및 담보 

거 래 내 역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세빛섬 

계 
 

열 
 

회 
 

사 

뉴스타해치

유한회사외 
시설자금 채무보증 98,400 - - 98,400 

Hyosung Spandex(Jiaxing) Co., Ltd. 산업은행외 운영자금 채무보증 41,344 - (17,634) 23,710 

Hyosung Spandex(GuangDong) 
Co., Ltd. 

산업은행외 운영자금 채무보증 94,626 - (64,988) 29,638 

Hyosung Spandex(Quzhou) Co., 
Ltd. 

산업은행외 시설자금외 채무보증 118,267 - (53,657) 64,610 

Hyosung Spandex(Zhuhai) Co., 
Ltd. 

스탠다드 

차타드은행 
운영자금 채무보증 5,440 488 - 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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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 2021 년 12 월 31 일)   (단위 : 백만원) 

제공받은 회사 
관
계 

채권자 채무내용 
채무보증 
및 담보 

거 래 내 역 
기초 증가 감소 기말 

Hyosung Chemicals (Jiaxing) Co., 
Ltd. 

우리은행외 운영자금외 채무보증 42,253 - (9,830) 32,423 

Hyosung Istanbul TEKSTIL LTD.STI. 우리은행 운영자금 채무보증 28,919 - (22,920) 5,999 

Hyosung NEW Material & Hitech 
(Quzhou) Co., Ltd. 

농협은행외 시설자금외 채무보증 23,432 60,090 - 83,522 

Hyosung Japan Co., Ltd. 하나은행외 운영자금 채무보증 130,838 6,435 - 137,273 

Hyosung INDIA Pvt. Ltd. 
한국수출입

은행외 
시설자금외 채무보증 152,184 - (12,633) 139,551 

Hyosung International(HK) Ltd. 산업은행외 운영자금 채무보증 20,672 1,853 - 22,525 

Hyosung Spandex(Ningxia) Co., 
Ltd. 

산업은행외 시설자금외 채무보증 - 170,855 - 170,855 

합  계 756,375 239,721 (181,662) 814,434 

※ 회사는 ㈜세빛섬 차입금에 대해 ㈜세빛섬 주식(5,341,380 주, 장부가액 0)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 년말 담보 관련 차입금 잔액 79,900 백만원) 

 

(2) 회사와 특수관계자와의 영업상의 거래 내역 및 채권ㆍ채무 잔액 

(기준일 : 2021 년 1 월 1 일 ~ 12 월 31 일)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   사   명 
구   분 

매출 등 1) 배당수익 매입 등 1) 
유ㆍ무형 
자산 취득 

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효성 13,045 - 120,487 - 

소   계 13,045 - 120,487 - 

종속기업 

Hyosung Chemicals (Jiaxing) Co., Ltd. 25,175 2,542 49,246 - 

Hyosung International Trade (Jiaxing) Co., Ltd. 28,309 - 3,369 - 

Hyosung Spandex(GuangDong) Co., Ltd. 33,636 - 19 - 

Hyosung Spandex(Jiaxing) Co., Ltd. 17,769 16,821 9,711 - 

Hyosung Spandex(Zhuhai) Co., Ltd. 10,455 - 1,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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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 2021 년 1 월 1 일 ~ 12 월 31 일)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   사   명 

구   분 

매출 등 1) 배당수익 매입 등 1) 
유ㆍ무형 
자산 취득 

Hyosung Spandex(Ningxia) Co., Ltd. 45 - - - 

Zhangjiagang Xiaosha Coil Service Co., Ltd. 2) 32,128 - 5 - 

Hyosung International(HK) Ltd. 4,085 - 749 - 

Hyosung Spandex(Quzhou) Co., Ltd. 37,772 - - - 

Hyosung NEW Material & Hitech (Quzhou) Co., Ltd. 161 - - - 

Hyosung Japan Co., Ltd. 218,415 - 2,097 - 

Hyosung (Taiwan) Corporation - - 1,455 - 

Hyosung Corporation India Private Limited 8 - 977 - 

Hyosung DongNai Co., Ltd. 81,200 - 75,804 - 

Hyosung INDIA Pvt. Ltd. 18,472 - 111 - 

Hyosung Europe SRL 26,992 - 1,217 - 

Hyosung Istanbul TEKSTIL LTD.STI. 36,701 21,603 599 - 

Hyosung Brasil Industria E Comercio De Fibras LTDA 37,528 10,512 300 - 

Hyosung Mexico City S.A. de C.V. - - 842 - 

㈜세빛섬 - - 1,854 - 

소   계 608,851 51,478 149,787 - 

기타 

특수관계자 

Hyosung Holdings USA, Inc. 91,343 - 190 -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108 - 10 - 

공덕개발㈜ 1 - 134 - 

신동진㈜ - - 176 - 

트리니티에셋메니지먼트㈜ - - 14 - 

효성트랜스월드㈜ 3) - - 3,900 - 

기타 259 - 1,078 - 

소   계 91,711 - 5,502 - 

기  타 

효성중공업㈜ 4,065 - 1,170 - 

효성첨단소재㈜ 248,997 - 190 - 

효성화학㈜ 95,121 - 224,615 - 

진흥기업㈜ 83 - - - 

갤럭시아에스엠㈜ 6,972 - 115 - 

효성아이티엑스㈜ - - 173 249 

Hyosung Vietnam Co., Ltd. 328,669 - 22,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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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 2021 년 1 월 1 일 ~ 12 월 31 일)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   사   명 

구   분 

매출 등 1) 배당수익 매입 등 1) 
유ㆍ무형 
자산 취득 

Hyosung Chemical Fiber (Jiaxing) Co., Ltd. 405 - 4,920 - 

기타 153 - 37 - 

소   계 684,465 - 253,738 249 

합   계 1,398,072 51,478 529,514 249 

1) 매출 등에는 매출, 기타수익, 이자수익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매입 등에는 원재료 매입, 판관비,  

기타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당기말 Zhangjiagang Xiaosha Coil Service Co., Ltd.는 실질지배력 요건 미충족으로 종속기업에서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였고, 동 거래는 종속기업에 해당되는 기간까지의 거래금액 입니다. 

3) 당기 중 효성트랜스월드㈜는 ㈜효성과 합병되었으며, 합병 이전까지의 거래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기준일 : 2021 년 12 월 31 일)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   사   명 

구   분 

매출채권 기타채권 
등 1) 

매입채무  기타채무 
등 1) 

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효성 1,052 479 3,069 17,117 

소   계 1,052 479 3,069 17,117 

관계기업 
Zhangjiagang Xiaosha Coil Service Co., Ltd. 2) 10,864 - 82 - 

소   계 10,864 - 82 - 

종속기업 

Hyosung Chemicals (Jiaxing) Co., Ltd. 3,304 8 16,099 - 

Hyosung International Trade (Jiaxing) Co., Ltd. 2,205 - 58 129 

Hyosung Spandex(GuangDong) Co., Ltd. 8,261 5 - - 

Hyosung Spandex(Jiaxing) Co., Ltd. 1,055 9 3,073 - 

Hyosung Spandex(Zhuhai) Co., Ltd. 3,044 - 303 - 

Hyosung Spandex(Ningxia) Co., Ltd. - 45 - - 

Hyosung International(HK) Ltd. 333 - - 82 

Hyosung Spandex(Quzhou) Co., Ltd. 2,153 17 - - 

Hyosung NEW Material & Hitech (Quzhou) Co., Ltd. - 20 - - 

Hyosung Japan Co., Ltd. 14,819 - - 490 

Hyosung (Taiwan) Corporation - - - 35 

Hyosung Corporation India Private Limited - - 7 - 

Hyosung DongNai Co., Ltd. 7,922 118 25,046 - 

Hyosung INDIA Pvt. Ltd. 5,606 97 - - 

Hyosung Europe SRL 5,387 - - 71 

Hyosung Istanbul TEKSTIL LTD.STI. 8,446 15,624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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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 2021 년 12 월 31 일)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   사   명 
구   분 

매출채권 기타채권 
등 1) 

매입채무  기타채무 
등 1) 

Hyosung Brasil Industria E Comercio De Fibras LTDA 12,271 - - - 

Hyosung Mexico City S.A. de C.V. - - 7 21 

㈜세빛섬 - 14,000 - 79,346 

소   계 74,806 29,943 44,593 80,181 

기타 
특수관계자 

Hyosung Holdings USA, Inc. 12,667 - 32 257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 28 4 - 

공덕개발㈜ - 1,232 - 2,975 

신동진㈜ - 1,304 - 2,388 

트리니티에셋메니지먼트㈜ - 699 - 495 

기타 33 8 - 102 

소   계 12,700 3,271 36 6,217 

기  타 

효성중공업㈜ 377 8,400 446 39 

효성첨단소재㈜ 21,639 3,714 19 878 

효성화학㈜ 9,271 808 22,648 524 

갤럭시아에스엠㈜ 407 - 8 - 

Hyosung Vietnam Co., Ltd. 18,289 2 7,757 1 

Hyosung Chemical Fiber (Jiaxing) Co., Ltd. 48 - 430 3 

기타 4 49 - 403 

소   계 50,035 12,973 31,308 1,848 

합   계 149,457 46,666 79,088 105,363 

1) 기타채권 등에는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채무 등에는 미지급금, 예수보증금, 

리스부채, 지급보증충당부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당기말 Zhangjiagang Xiaosha Coil Service Co., Ltd.는 실질지배력 요건 미충족으로 종속기업에서 

관계기업으로 분류했습니다. 

 

 (3) 2021년 발생한 특수관계자와의 자금 거래 및 특수관계자의 유상증자 참여 

2021년 1월 해외 계열회사인 Hyosung Spandex(Ningxia) Co., Ltd.의 설립에 따라 자본금 

$51백만(56,932백만원)을 출자하였으며, 동 거래에 대한 사전 이사회 의결을 진행하였습니다. 

거래상대방 내용 비고 

Hyosung Spandex(Ningxia) 

 Co., Ltd.(계열회사) 

$51백만(56,932백만) 

출자 

- 2020년 12월 이사회 승인 

- 총자본금 $68백만으로 효성티앤씨㈜ 75%,  

Hyosung Istanbul TEKSTIL LTD.STI. 25% 출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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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열기업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 내용과 사유 

당사는 상법 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거래 중 국내외계열사들과 반복되는 

동종∙동형의 상품∙용역거래에 대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을 진행하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9조의2에 의거하여 공정거래법상 국내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 거래는 분기별 거래 

예상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적 이사회 의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542조의9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과의 건당 거래규모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1% 이상이거나 연간 거래규모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5% 이상인 경우에도 이사회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포괄적 사전 결의 

후 정기주주총회에 해당 내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진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포괄적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의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내역 

(기준일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단위 : 백만원) 
이사회 
의결일 거래 상대방 거래 구분 거래 기간 거래 금액 비고 

2021.01.29 ㈜효성 

상품∙용역거래 

(매출/매입) 

2021년 연간 97,000 
20.10월 旣승인대비 거래증가, 

대규모 내부거래와 승인금액과 동일 

2021.04.30 ㈜효성 2021년 연간 115,000 
21.01월 旣승인대비 거래증가, 

대규모 내부거래와 승인금액과 동일 

2021.07.29 ㈜효성 2021년 연간 127,000 
21.04월 旣승인대비 거래증가, 

대규모 내부거래와 승인금액과 동일 

2021.10.29 

Hyosung Istanbul TEKSTIL LTD.STI. 2021년 연간 38,000 

20.10월 旣승인대비 거래증가 
Hyosung DongNai Co., Ltd. 2021년 연간 170,000 

Hyosung Holdings USA, Inc. 2021년 연간 98,500 

효성티앤에스㈜ 2021년 연간 500 

㈜효성 2022년 연간 258,000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금액과 동일 

효성중공업㈜ 2022년 연간 38,000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금액과 동일 

효성아이티엑스㈜ 2022년 연간 500 

- 

갤럭시아머니트리 2022년 연간 300 

효성티앤에스㈜ 2022년 연간 2,000 

Hyosung Istanbul TEKSTIL LTD.STI. 2022년 연간 40,000 

Hyosung DongNai Co., Ltd. 2022년 연간 217,500 

Hyosung Holdings USA, Inc. 2022년 연간 130,000 

PT. HYOSUNG JAKARTA 2022년 연간 1,500 

Hyosung RUS. 2022년 연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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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10월 국내외계열사와의 동종∙동형의 거래에 대해 익년도 연간 예상거래금액 및 가격 결정조건 등을  

일괄 승인받은 후, 시장상황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사전 변경승인 진행 

(2)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내역 

 (기준일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단위 : 백만원) 
이사회 
의결일 거래 상대방 거래 구분 거래 기간 거래 금액 비고 

2021.01.29 ㈜효성 
상품∙용역거래 

(매출/매입) 

2021년 1분기 24,500 

20.10월 旣승인대비 거래증가,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금액과 동일 

2021년 2분기 24,500 

2021년 3분기 24,000 

2021년 4분기 24,000 

2021.04.30 ㈜효성 
상품∙용역거래 

(매출/매입) 

2021년 1분기 24,500 

21.01월 旣승인대비 거래증가,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금액과 동일 

2021년 2분기 30,500 

2021년 3분기 30,000 

2021년 4분기 30,000 

2021.07.30 ㈜효성 
상품∙용역거래 

(매출/매입) 

2021년 1분기 24,500 

21.04월 旣승인대비 거래증가,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금액과 동일 

2021년 2분기 30,500 

2021년 3분기 36,000 

2021년 4분기 36,000 

2021.10.29 

효성첨단소재㈜ 
상품∙용역거래 

(매출) 
2021년 4분기 74,000 20.10월 旣승인대비 거래증가 

㈜효성 
상품∙용역거래 

(매출/매입) 

2022년 1분기 64,500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금액과 동일 
2022년 2분기 64,500 

2022년 3분기 64,500 

2022년 4분기 64,500 

효성화학㈜ 
상품∙용역거래 

(매출/매입) 

2022년 1분기 97,000 

- 
2022년 2분기 97,000 

2022년 3분기 97,000 

2022년 4분기 97,000 

효성첨단소재㈜ 
상품∙용역거래 

(매출) 

2022년 1분기 10,000 

- 
2022년 2분기 10,000 

2022년 3분기 10,000 

2022년 4분기 10,000 

효성중공업㈜ 
상품∙용역거래 

(매출/매입) 

2022년 1분기 5,000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금액과 동일 
2022년 2분기 5,000 

2022년 3분기 14,000 

2022년 4분기 14,000 

※ 매년 10월 국내계열사와의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대규모내부거래 등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9조의2에 의거하여 익년도 분기별 예상거래금액을 일괄승인 받고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 변경승인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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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에 대한 이사회 내 위원회 의결 내역 

① 공시대상기간 중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1%) 이상인 거래 

(기준일 :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거래 종류 거래시점 거래금액 비율(%)1) 

Hyosung NEW Material & Hitech (Quzhou) 
Co., Ltd. (해외계열회사) 채무보증 2021.03.23 357 2.89 

Hyosung Spandex(Quzhou) Co., Ltd. 
(해외계열회사) 채무보증 2021.03.18 284 2.30 

Hyosung Spandex(Jiaxing) Co., Ltd. 
(해외계열회사) 채무보증 2021.03.23 226 1.83 

Hyosung Spandex(GuangDong) Co., Ltd. 
(해외계열회사) 채무보증 2021.05.10 224 1.81 

Hyosung Chemicals (Jiaxing) Co., Ltd. 
(해외계열회사) 채무보증 2021.07.09 204 1.65 

Hyosung Japan Co., Ltd. 
(해외계열회사) 채무보증 

2021.05.01 176 1.42 

2021.05.01 248 2.01 

2021.07.16 204 1.65 

2021.09.30 159 1.29 

2021.11.15 354 2.87 

Hyosung Spandex(Ningxia) Co., Ltd. 
(해외계열회사) 채무보증 

2021.09.18 363 2.94 

2021.09.18 327 2.65 

2021.10.27 201 1.63 

2021.11.23 234 1.90 

2021.12.20 558 4.52 

㈜세빛섬 
(국내계열회사) 

채무보증 2021.09.28 984 7.97 

담보제공 2021.09.28 1,039 8.41 

1) 2020 년도 별도 재무제표상의 자산총액 대비 거래금액 비율입니다. 

② 공시대상기간 중 연간 거래 총액이 일정 규모(5%) 이상인 거래 

(기준일 :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거래 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1) 

Hyosung Japan Co., Ltd. 
(해외계열회사) 

채무보증 
2021.01.01 ~  
  2021.12.31 

1,348  

매출 2,184  

매입 21  

합계 3,553 28.76 

Hyosung Vietnam Co., Ltd. 
(해외계열회사) 

매출 2021.01.01 ~  
  2021.12.31 

3,287  

매입 225  

합계 3,512 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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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거래 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1) 

Hyosung Spandex(Ningxia) Co., Ltd. 
(해외계열회사) 

채무보증 2021.01.01 ~  
  2021.12.31 

1,684  

매출 1  

합계 1,685 13.64 

Hyosung DongNai Co., Ltd. 
(해외계열회사) 

매출 2021.01.01 ~  
  2021.12.31 

812  

매입 758  

합계 1,570 12.71 

Hyosung Chemicals (Jiaxing) Co., Ltd. 
(해외계열회사) 

채무보증 
2021.01.01 ~ 
  2021.12.31 

309  

매출 252  

매입 492  

합계 1,053 8.52 

Hyosung Holdings USA, Inc. 
(해외계열회사) 

매출 2021.01.01 ~  
  2021.12.31 

913  

매입 2  

합계 915 7.41 

Hyosung Spandex(GuangDong) Co., Ltd. 
(해외계열회사) 

채무보증 
2021.01.01 ~  
  2021.12.31 

392  

매출 336  

매입 1  

합계 729 5.90 

Hyosung Spandex(Quzhou) Co., Ltd. 
(해외계열회사) 

채무보증 2021.01.01 ~  
  2021.12.31 

284  

매출 378  

합계 662 5.36 

Hyosung NEW Material & Hitech (Quzhou) 
Co., Ltd. 

(해외계열회사) 

채무보증 2021.01.01 ~  
  2021.12.31 

646  

매출 2  

합계 648 5.25 

㈜효성 
(국내계열회사) 

매출 2021.01.01 ~  
  2021.12.31 

130  

매입 1,205  

합계 1,335 10.81 

효성화학㈜ 
(국내계열회사) 

매출 2021.01.01 ~  
  2021.12.31 

951  

매입 2,246  

합계 3,197 25.89 

효성첨단소재㈜ 
(국내계열회사) 

매출 2021.01.01 ~  
  2021.12.31 

2,490  

매입 2  

합계 2,492 20.17 

㈜세빛섬 
(국내계열회사) 

채무보증 
2021.01.01 ~  
  2021.12.31 

984  

담보제공 1,039  

매입 25  

합계 2,048 16.58 

1) 2020 년도 별도 재무제표상의 자산총액 대비 거래금액 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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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원칙 2-③) 기업은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같은 기

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에 있어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중대한 변동에 대한 주주보호 정책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의사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경우, 그 과정에서 상법 

제360조의5, 제374조의2 및 제522조의3 등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함을 

고지하여 반대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주보호를 위한 명문화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회사 정책을 검토하겠습니다. 

나.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중대한 변동에 대해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된 내용 

및 향후 계획 등 

2021년 1월 1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없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또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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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이사회 

 

1. 이사회 기능 
 

(핵심원칙 3)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

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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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사회 전반에 관한 사항 

당사 이사회는 상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 관련 법령 및 정관, 

이사회운영규정 상에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중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 중장기 전략 및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및 이사회 내 위원회와 관련한 주요 사항 등을 의결합니다.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관 또는 이사회운영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구 분 승인 사항 

정관 또는  

이사회운영규정상의 

이사회 결의사항 

-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기타 법령,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 중 위원회에 위임이 

금지된 사항 

(2) 이사회 심의ㆍ의결사항 중 관련 법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의 사항 

구 분 승인 사항 

관련 법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의 이사회 

결의사항 

- 기업이념의 제정ㆍ변경 

- 중요한 업무제휴, 공동사업 전개(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 대표이사가 부의하는 중대한 경영사항 

- 회계방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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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관련 법상 의무화된 사항 외의 상기 사항에 대해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여 각 의결 

내용에 대한 중요성 및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회사 운영 전반에 걸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필요한 경우 관련 법상 의무화 되지 않은 사항임에도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의 발생 시 이사회를 통해 신중한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3)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에게 위임된 사항 

구 분 승인 사항 

이사회운영규정상 

경영위원회에 

위임한 결의사항 

-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신규사업 및 투자에 관한 사항 

- 신주의 발행에 관한 사항(일반공모증자, 우리사주발행, 주식예탁증서발행 등에 

의한 신주발행 및 실권주, 단주의 처리 포함) 

- 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사항 

-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 우선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우선주식의 이익배당방식, 우선배당율 결정, 

보통주로의 전환사항 등 포함) 

-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중요한 회사규정의 제정, 개정, 폐기에 관한 사항 

- 지점, 공장, 영업소, 출장소, 현지법인 등의 설치 또는 폐쇄에 관한 사항 

-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해임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설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으로 명시된 사항과 본 규정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사항 

나. 이사회의 경영감독 기능 및 의사결정 기능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8과 제542조의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근 사업연도말 별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상장회사이나, 정관 제34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의2와 제11조의3에 

의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외이사 비율을 50%(이사 6인 중 3인 

사외이사) 이상으로 하여 법령상 기준보다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상법 제542조의9에서 별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일정 요건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처음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보고하는 사항을 당사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27조에 의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상 사업연도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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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를 반기말, 사업연도말 연 2회 보고하고 있는 

등 경영감독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정관 제34조에서는 효율적인 회사의 업무수행과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회운영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해 관계법령 및 정관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권한 중 일부를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의4에 회사 경영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회사 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를 경영위원회에 위임하고 

있는 동시에, 경영위원회의 결의 사항을 이사회가 통제할 수 있도록 분기별 결산이사회 시 해당 

기간의 경영위원회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별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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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당사에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규정 및 위원회)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고경영자에게 필요한 경영 역량을 “지속적인 이익 극대화를 위해 Profit Design을 할 수 

있는가” 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영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육성하기 위해 재직 임원 대상으로는 단기 MBA 프로그램을, 임원 후보자 

대상으로는 GMC(Global Management Course) 임원 후보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즉 

GMC 프로그램을 통해 핵심 인력 중 임원을 선발하고, 이렇게 선발된 임원은 MBA 프로그램을 통해 

최고경영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사회에서는 이렇게 관리되는 임원 중에서 상법 

제389조, 정관 제28조, 이사회 운영 규정 제10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업 영역별 다양한 후보군을 선발ㆍ관리함으로써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있으며, 정관 제29조에 따라 회장 유고 시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토록 규정하여 최고 경영자의 유고 등 비상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 28 - 

 

공시대상 사업연도의 시작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진행한 임원 대상 교육 현황 및 임원 후

보자 대상 교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원 대상 교육 현황] 

일시 구분 참석인원 교육내용 비고 

2021.03.19 ~ 07.10 사내 100 Semi MBA : 경영역량 향상 및 환경변화 대응 2개 그룹 운영 

※ ㈜효성 및 효성티앤씨㈜를 포함한 계열사 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 기준입니다. 

[임원 후보자 대상 교육 현황] 

일시 구분 참석인원 교육내용 비고 

2021.04.23 ~ 07.23 사내 31 
주요 경영기능의 이해 

(전략경영, 마케팅, 회계, 생산관리, 인적자원관리) 
비대면 교육 

2022.04.22 ~ 09.16 사내 31 
주요 경영기능의 이해 

(전략경영, 마케팅, 회계, 생산관리, 인적자원관리) 
비대면 교육 

※ ㈜효성 및 효성티앤씨㈜를 포함한 계열사 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 기준입니다. 

 

(세부원칙 3-③) 이사회는 내부통제정책(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가. 내부통제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당사의 내부통제정책은 임직원의 내부통제에 대한 역할과 책임, 준법감시인 제도, 행동규범, 내부 

통제체계, 주요 업무별 유의사항, 준수 여부 점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내부통제정책과 

관련된 리스크 관리 및 준법 경영, 내부회계관리를 위해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절차 및 기준에 대해 준법통제기준, 내부회계관리규정, 공시정보관리규정, 투자관리규정, 

보안규정을 제정하고, 시황 및 정책 환경 등의 대내외적인 변화를 반영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라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법적자격요건을 갖춘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해당 사실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은 

경영진과 임직원의 준법여부 및 회사경영활동의 적법성을 감시하는 한편, 전사 또는 조직별 준법 

담당자를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진행하고 연 1회 이상 주요 활동 내역 및 그 처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준법지원활동을 통하여 내부통제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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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간 동안 준법통제기준에 따라 준법지원활동을 수행한 결과, 특별한 위법사항은 없었으며 

임직원의 법규준수를 위하여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영업비밀보호법 등 주요 

법률 내용과 법위반 사례 등 윤리교육을 본사 및 공장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준법경영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으로 계약체결 현황 점검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였고, 발견된 주요 

문제점 및 보완사항을 피드백하여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상적인 준법지원을 위해 

상시적인 법률자문업무와 계약서 사전심사 및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영업활동과 관련된 주요 법률 

제ㆍ개정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법적 Risk를 사전에 파악하고 철저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준법감시활동을 강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내부통제와 관련해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ㆍ공시 되었는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제정하고, 전사수준, 프로세스수준, 일반 

전산수준의 통제제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27조에서는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하고, 감사위원회는 동 실태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연 2회 

이사회에 대면보고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1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해 대표이사, 감사위원회, 외부감사인의 역할 및 책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보고 및 평가 등을 반영하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을 2019년 

1월에 개정하였고, 이후 순차적으로 내부회계 고도화 TFT 및 내부회계관리 담당 TFT를 신설하여 

적극적인 관리 및 통제체계를 운영하며 회사의 투명경영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규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공시담당부서와 사업부서 간 연계를 통해 적시성 있고 정확한 공시 및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내부 전자품의 공통양식 내 거래소 주요 공시사항 및 공시기준을 별도 

안내하여 지연공시가 되거나 누락될 위험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관련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지주회사인 ㈜효성에서 운영하는 효성기업집단 공시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공시자료를 작성 및 검토하여 기재사항 오류 등을 지주사와 대조 및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 공시책임자 및 담당자는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및 상장사협의회 등에서 

주최하는 수시 및 정기교육에 참석하여 법규정 개정에 따른 공시서식 및 공시의무의 변경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 외 추가적으로, 회사 이익창출의 근본이 되는 투자의 체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투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투자의 계획 · 집행 · 관리 및 

결과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자본운영을 효율화하고자 투자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규정 등으로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급변하는 환율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Case별 환리스크 헷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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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선물환 등)을 검토 후 내부적으로 원칙과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자산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각종 보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보안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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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구성 
 

(핵심원칙 4) 이사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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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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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

사를 두어야 한다. 

가. 이사회 구성 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관련 조직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 제24조에 따라 3명 이상 16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할 수 있으며, 상법상 요건

충족 및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사외이사가 3명 이상 및 이사 총

수의 50%이상이 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1명)

이사회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3명)

주주총회

[효성티앤씨㈜ 이사회 관련 조직도]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3명)

경영위원회
(사내이사 2명)

대표이사

감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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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대표이사 1명, 사내이사 2명) 및 사외이사 3명, 총 

6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 입니다. 이사회 구성원 6명 중 3명이 사외이사(비중 50%)

이며, 당사는 이사 간 원활한 의견 조율 등 이사회 운영 효율성을 위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선임 사외이사 또한 별도로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8년 4월 27일 개최된 ㈜효성 임시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을 통하여 효성티앤씨㈜ 사내이

사 김용섭, 이천규와 사외이사 장승철, 오병희, 최병덕, 윤의준이 최초 선임되었습니다. 

최초 선임된 사외이사 중 장승철 사외이사가 2019년 7월 9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함에 따라, 상법 

제386조 및 제415조에 의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일시사외이사 및 일시감사위원 선임을 신청하여 

2019년 8월 19일 법원의 결정으로 조인강 사외이사가 일시사외이사 및 일시감사위원으로 선임되었

습니다. 

당사는 2020년 3월 19일 제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기존 사내이사 2명을 재선임하였으며, 감사기능의 

강화 및 회사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병희, 최병덕, 윤의준  

사외이사를 재선임하였고, 일시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조인강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2021년 3월 18일 이천규 사내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임기만료 전 사임하였고, 같은날 개최된 제3

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김문선 사내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1일 윤의준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함에 따라, 상법 제386조 및 제415조에 

의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일시감사위원 선임을 신청하여 2021년 10월 26일 법원의 결정으로 오병

희 사외이사가 일시감사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022년 3월 17일에는 김용섭 사내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임기만료 전 사임하였고, 합리적이며 책

임있는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같은날 개최된 제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2명의 사내이사

(조현준 사내이사, 김치형 사내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기능의 연속성을 위해 오병희, 조

인강, 최병덕 사외이사를 재선임하였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들은 모두 상법 및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금

융∙재무∙회계∙법률∙의학 등 각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 등을 두루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당사 이사회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17일 

제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재선임 3명, 신규선임 2명)한 후, 2022년 3월 19일 이사회에서 

김치형 사내이사를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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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구성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회 구성 현황] 

구
분 성명 

성별 
(만 나이) 직책 선임일1) 

임기만료 
예정일 

연임 
횟수 

전문 
분야 

주요 경력 

사 

내 

이 

사 

김치형 
남 

(61세) 

이사회 의장, 

대표이사, 

경영위원회 

대표위원 

2022.03.17 2024.03.16 - 
기업 

경영 

서울대 화학공학과 

前)㈜효성 스판덱스PU장, 

   Hyosung Istanbul  

TEKSTIL LTD.STI. 법인장 

現)효성티앤씨㈜  

대표이사 부사장 

조현준 
남 

(54세)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2022.03.17 2024.03.16 - 

기업 

경영 

前)㈜효성 전략본부장, 

섬유PG장, 무역PG장,  

정보통신PG장 

現)㈜효성 회장 

김문선 
남 

(57세) 
경영위원회 위원 2021.03.18 2023.03.17 - 

기업 

경영 

서울대 섬유공학과 

前) Hyosung Istanbul  

TEKSTIL LTD.STI. 법인장 

現)효성티앤씨㈜ 전무, 

나이론폴리에스터PU장, 

직물/염색PU장 

사 

외 

이 

사 

오병희  
남 

(69세)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대표위원, 

감사위원회 위원 

2018.06.01 2024.03.16 2회 
의료, 

바이오 

서울대 의학박사 

前)서울대병원 병원장 

現)메디플렉스 세종병원 

병원장 

조인강 
남 

(64세) 

감사위원회 

대표위원 
2020.03.19 2024.03.16 1회 

금융, 

회계, 

재무 

서울대 산업공학과 

前)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現)(유)드림컴홀딩스 이사 

최병덕  
남 

(67세)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2018.06.01 2024.03.16 2회 
법률 

(변호사) 

서울대 법학과  

前)사법연수원장 

現)법무법인 동인 

대표변호사 

 1) 최초 선임일 기준임 

※ 상기 이사 중 오병희, 조인강, 최병덕 사외이사는 기존 임기만료일(2022.3.18) 전인 당사 제4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일(2022.3.17)에 사임 후, 같은 날 같은 직위로 당해 주주총회에서 재선임하였습니다. 

※ 상기 임원 중 김문선 사내이사는 2021.3.18에 개최된 당사 제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 상기 임원 중 조인강 사외이사는 2019.8.19에 법원의 결정으로 당사의 일시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2020.3.19에 개최된 당사 제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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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사는 별도 자산 2조원 미만의 상장회사이지만, 상법 제542조의8 및 제542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3명 중 2명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3명 전원 사외이사)를 설치하여 

독립성과 경영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외에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위원회(사내이사 2명)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현황]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주요 역할 
비
고 직책 구분 성명 성별 겸임1)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총 3인) 

(A) 

대표 
위원 

사외 
이사 

오병희 남 B 

1. 사외이사 선임원칙의 수립·점검·보완 
2. 주주총회가 선임할 이사 후보 추천 
3. 상시적인 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 위원 
사외 
이사 

최병덕 남 B 

위원 
사내 
이사 

조현준 남 - 

감사위원회 
(총 3인) 

(B) 

대표 
위원 

사외 
이사 

조인강 남 - 1. 회사의 회계와 업무감사에 관한 사항 
2.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령 및 정관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에  

부여된 사항 

- 위원 
사외 
이사 

오병희 남 A 

위원 
사외 
이사 

최병덕 남 A 

경영위원회 
(총 2인) 

(C) 

대표 
위원 

사내 
이사 

김치형 남 -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신규사업 및 투자에 관한 사항 
3. 신주의 발행에 관한 사항  
4. 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5.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사항 
6.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7.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8. 우선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9.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0. 중요한 회사규정의 제정∙개정∙폐기에 관한 

사항 
11. 지점, 공장, 영업소, 출장소, 현지법인 등의 

설치 또는 폐쇄에 관한 사항 
12.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해임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3.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설정에 관한 사항 
14. 기타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이사회운영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에 부여할 사항으로 명시된 사항과 본 
규정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사항 

- 

위원 사내 
이사 

김문선 남 - 

 1) 타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을 겸임하고 있는 경우 해당 ‘이사회내 위원회’ 코드(ex. A, B, C, ∙∙∙)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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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사회의 효과적인 의사결정 및 독립성 확보 여부 

당사 이사회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를 통해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사회 구성원 6명 중 3명이 사외이사(비중 50%)로써, 상법상 기준을 상회하여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원칙 4-②)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

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의 전문성 및 다양성 확보 관련 전반적인 사항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는 이사회의 전략적인 판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위해 각 이사의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사내이사의 경우 미등기임원을 

대상으로 사내이사 후보자 인력 Pool을 구성하고 있으며, 후보자들 중에 전문성과 비전, 리더십 

등의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을 사내이사 후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내 최고전문가가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이사회에 참여하여 대표이사를 맡아 책임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가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각 또한 필요하기에 

당사의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재무, 회계, 법률, 의료 등의 여러 전문분야를 가진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다양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이사 6인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회 자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통하여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회의체인 이사회가 

다양한 전문성에 기반한 결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예정)일 
변동일 변동사유 현재 재직여부 

사내 

이사 

조현준 2022.03.17 2024.03.16 2022.03.17 신규선임 재직 

김치형 2022.03.17 2024.03.16 2022.03.17 신규선임 재직 

김문선 2021.03.18 2023.03.17 2021.03.18 신규선임 재직 

김용섭 2018.06.01 2022.03.17 2022.03.17 사임 퇴직 

이천규 2018.06.01 2021.03.18 2021.03.18 사임 퇴직 

사외 오병희 2018.06.01 2024.03.16 2022.03.17 재선임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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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예정)일 
변동일 변동사유 현재 재직여부 

이사 최병덕 2018.06.01 2024.03.16 2022.03.17 재선임 재직 

조인강 2020.03.19 2024.03.16 2022.03.17 재선임 재직 

윤의준 2018.06.01 2021.10.01 2021.10.01 사임 퇴직 

※ 상기 김용섭 사내이사와 이천규 사내이사의 현재 재직여부는 등기이사 직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나. 이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배경 및 전문성에 관한 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3명의 사내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인 김치형 사내이사는 당사 분할 이전 ㈜효성 스판덱스PU장, ㈜효성 Hyosung Istanbul 

TEKSTIL LTD.STI. 법인장 등을 역임하며, 스판덱스를 비롯한 섬유 산업 전반에 관한 깊은 안목과 

경영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현준 사내이사는 ㈜효성 전략본부장, 섬유PG 및 무역PG장 

등을 역임하며 쌓은 고도의 전문지식 및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실적 향상을 

달성하여 회사의 성장과 기업 및 주주가치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에 

있어서도 그 역할과 책임을 훌륭하게 수행해왔습니다. 김문선 사내이사 역시 분할 전 ㈜효성 

스판덱스PU 구미공장장, 당사 Hyosung Istanbul TEKSTIL LTD.STI. 법인장 등을 역임하며, 섬유사업 

관련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문성과 뛰어난 사업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회사와 관련된 다양한 실무 경험 및 전문지식을 보유한 사내이사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3명이 사외이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병희 사외이사는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병원장으로 

역임 중이며 과거 서울대학교 병원장, 한국의료질향상학회 회장, 한국국제의료협회 회장 등을 

역임한 의료 분야 전문가로서 다양한 행정 및 조직 운영에 대한 경험 및 리더십을 바탕으로 

경영진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당사의 사외이사 첫 임기 동안 적극적인 참여로 

이사회의 역할 수행과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최병덕 사외이사는 법무법인 동인 대표 변호사로, 

과거 사법연수원장, 수원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경찰위원회 

위원장 등을 수행하며 쌓은 법률적 지식과 준법 정신을 바탕으로 기업의 윤리경영에 기여하고 

있으며, 당사의 사외이사 첫 임기 동안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독립성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견해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조인강 사외이사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과 신용보증기금 상임감사 

등을 역임한 금융·경제·재무·회계 분야 전문가로서, 당사의 회계관리 투명성 확보 및 재무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전문가적 식견을 토대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결산을 비롯한 경영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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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감독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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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구성 및 활동 내역 

당사의 이사는 분야별로 폭넓게 구축되어 있는 후보군 중에서 실무 경험과 전문성에 비추어 당사의 

이사로서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및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제2항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결격 요건에 해당사항이 없는지 등을 유관 부서와의 인터뷰 및 관련 서류의 

면밀한 검증 등을 통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내이사 후보의 경우 이사회에서 사전검토를 통해 후보에 대한 자격 및 자질 검증 절차를 

거친 후 주주총회에 추천할 후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은 사내이사 후보에 

대해서도 추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나, 사내이사에게는 일정 수준 이상의 당사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요구되는 바, 사내이사 추천인으로 이사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 결의 절차를 거쳐 주주총회에 이사 후보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2인의 사외이사와 1인의 사내이사(사외이사 비율 

67%)로 구성되며, 사외이사가 대표위원을 맡아 독립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전문성, 독립성,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등을 기준으로 하는 사외이사 후보자의 

직무수행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 주주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당사 주주총회 시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제공 내역은 아

래와 같습니다. 

[주주총회 시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제공 내역] 

정보제공일 주주총회일 
이사 후보 

정보제공 내역 비 고 
구분 성명 

2021.02.24 
(주총 22일전) 

2021.03.18 사내 김문선 

1. 후보자의 세부경력 및 전문분야 
2. 후보자의 체납사실 및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후보자에 대한 추천사유(이사회) 

- 

2022.02.24 
(주총 21일전) 

2022.03.17 사내 
조현준 
김치형 

1. 후보자의 세부경력 및 전문분야 
2. 후보자의 체납사실 및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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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후보자에 대한 추천사유(이사회) 

사외 
오병희 
조인강 
최병덕 

1. 후보자의 세부경력 및 전문분야 
2. 후보자의 체납사실 및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후보자에 대한 추천사유(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5. 후보자의 직무수행 계획 

- 

당사는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된 제3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22일전, 제4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21일전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공시하여 주주들이 후보 관련 정보를 충분한 시간 동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해당 공시에 각 후보자들의 세부경력 및 전문분야, 체납사실 및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후보자에 대한 추천사유 등을 안내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당사는 분ㆍ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각 

이사의 매회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여부 등을 공시함으로써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에 대해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 이사 후보 선정 및 이사 선임 시 소수주주 의견 반영 여부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은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의 채택을 권고 중이나,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집중투표제의 도입에 대해 신중한 고민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당사는 

현재 정관상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소수주주 의견 반영과 관련하여 상법 제363조의2에 따른 주주제안권과 관련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접수된 주주제안은 없습니다.  

라. 이사후보 추천 및 선임 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는 이사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회사 내부 실정에 적합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이사후보 

추천 및 선임과 관련한 프로세스 상 개선 가능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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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원칙 4-④)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

하지 않아야 한다. 

가. 임원 현황 

보고서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 임원은 51명으로, 등기 임원과 미등기 임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등기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해당 인원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법령 및 정관에 정해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합니다. 미등기 임원은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의 필요에 따라 소관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은 담당 임원을 말하며, 그 현황은 매분기마다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분ㆍ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임원현황(미등기 임원 포함)] 

성명 성별 직위 등기임원여부 상근여부 담당업무 

조현준 남 
회장 

(사내이사) 
등기임원 상근 전사 경영전반 총괄 

김치형 남 
부사장 

(대표이사) 
등기임원 상근 전사 경영전반 총괄 

김용섭 남 부사장 미등기임원 상근 중국 스판덱스법인 동사장 

노재봉 남 부사장 미등기임원 상근 세빛섬사업단장 

김문선 남 
전무 

(사내이사) 
등기임원 상근 NYPET 원사 PU 장 

김종민 남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도쿄법인장 

배인한 남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스판덱스 PU 장 

심상룡 남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구매 담당 

이천규 남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터키스판덱스법인장 

김기현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타이완법인장 

김영수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철강 1PU 장 

김용태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NYPET 원사 PU Nylon 영업담당 

김철수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NYPET 원사 PU 구미공장장 

박성열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가흥판매법인 상해분공사 총경리 

석병식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동나이법인 스판덱스부문 생산 담당 

송기철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동나이법인 Nylon 사업 담당 

신경중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중국스판덱스 화동영업 총경리 

안준모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닝샤스판덱스법인 총경리 

유선형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동나이법인 관리본부 담당 

이성근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중국스판덱스 화남영업 총경리 

이시연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인도델리법인장 

이인덕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밀라노법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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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별 직위 등기임원여부 상근여부 담당업무 

임규호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스판덱스 PU SPCO 

임장규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인도스판덱스법인장 

조도준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브라질스판덱스법인장 

조복래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NYPET 원사 PU 임원 

주영돈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중국 스판덱스 신증설 프로젝트 담당 

최학철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섬유 PG 울산공장 관리 담당 

현광철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취저우 네오켐법인 총경리 

홍종진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화학 PU 장 

이정훈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동나이법인 재무 담당 

손해성 남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스판덱스 PU 영업 담당 

고영철 남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NYPET 원사 PU 기획관리 담당 

김성수 남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가흥화공법인 총경리 

최봉구 남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스판덱스 PU Diaper 영업 담당 

강태호 남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NYPET 원사 PU PET 영업 담당 

김성수 남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홍보 담당 

이은흠 남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터키스판덱스법인 영업 담당 

장기수 남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경영전략실 임원 

홍재형 남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철강 2PU 장 

유상훈 남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스판덱스 PU 구미공장장 

유소라 여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스판덱스 PU 기획 담당 

이성수 남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중국 구매 담당 

이승욱 남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재무실장 

김상학 남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동나이법인 전동기부문 공장장 

배재범 남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광동/주해 스판덱스법인 총경리 

정영환 남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동나이법인 스판덱스부문 영업담당 

정준재 남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바르셀로나지사장 

오병희 남 
사외이사 

(감사위원) 
등기임원 비상근 전사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최병덕 남 
사외이사 

(감사위원) 
등기임원 비상근 전사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조인강 남 
사외이사 

(감사위원) 
등기임원 비상근 전사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나.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를 위한 정책 

당사는 임직원에게 윤리경영 실천 기준을 제시하고 투명한 기업 운영을 위해 ‘윤리강령’과 실천적 

세부 지침을 담고 있는 ‘실천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부패 

방지준수 규정 수립, 윤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비윤리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전사 

임직원의 윤리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41 - 

 

또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직원의 비윤리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HR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 담당 임원의 직속 기구인 HR 상담실을 통해 임직원들은 업무 과정에서의 

고충 사항에서부터 성희롱, 횡령, 인사 부정 등 비윤리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내부 감사 규정을 수립하여 운영 중이며 현장 업무에서부터 각종 제보에 대한 조사까지 

경영 전반에 대한 내부 감사를 통해 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활동 등을 통해 당사는 회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건전한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회사의 금품을 횡령, 절취, 사취, 유용, 기타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한 자”,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업무태만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자” 등 기업가치의 직접적인 훼손 또는 주주권익을 침해 

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해고 등 즉각적인 징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확정된 징계 

사항에 대해서는 근무 성적 평정 및 각종 인사에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에서 임원을 영입하는 

경우에도 여러 차례의 심층 인터뷰, 평판 조회 등을 통해 해당 후보자가 과거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관련한 이력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다. 횡령ㆍ배임ㆍ불공정거래 행위로 확정판결을 받거나 혐의 있는 자의 임원선임 여부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내 개최된 제4기 정기 

주주총회(2022.03.17)에서 조현준 사내이사를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조현준 사내이사는 2014년 1월 

9일 기소된 횡령 혐의에 대해 2020년 12월 30일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그 외 현재 

진행중인 재판이 있습니다. 

조현준 사내이사는 효성그룹의 총수로서 책임경영의 원칙을 이행하고 회사 및 그룹의 신성장 

동력을 구축하며,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당사의 사내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그룹 총수로서 조현준 사내이사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회사의 경영을 위해 필수적이라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책임경영의 원칙 하에 회사의 

발전을 위해 힘써 모든 주주들의 주주가치를 더욱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당사는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집행임원제도는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업무집행 결정 및 감독은 상호 연관성이 높아 분리하여 운영하기 보다는 

동일 주체인 이사회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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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책임 
 

(핵심원칙 5) 사외이사의 책임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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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사외이사와 당사 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관한 사항 

현재 재직 중인 당사의 사외이사는 관계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후보 추천 시부터 ‘경영진에 대한 독립성’을 선발요건 중에 하나로 

고려하고 있으며, 사외이사후보 선임 시 상법 상의 ‘사외이사 독립성’에 대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이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및 보고서 제출일(2022년 5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당사의 사외이사(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당사의 계열회사 포함)간의 거래 내역 및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당사의 계열회사 포함)간의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재직 중인 사외이사와 당사ㆍ계열회사 등과의 최근 3년 이해관계] 

성명 

사외이사가 과거 
당사∙계열회사에 재직한 내용 

사외이사(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의 거래내역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의 거래내역 

당사 
당사의 

계열회사 
당사 

당사의 
계열회사 

당사 
당사의 

계열회사 

오병희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조인강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최병덕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나. 장기 재직 사외이사 존재 여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 각각의 재직기간 관련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6년(계열

회사 포함 9년)을 초과하여 장기 재직하고 있는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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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당사 계열회사 포함시 

재직기간 
6년 초과 시  

그 사유 
재직기간 

9년 초과 시 
그 사유 

오병희 4년 - 4년 - 

조인강 2년 10개월 - 2년 10개월 - 

최병덕 4년 - 4년 - 

※ 사외이사 조인강은 2019년 8월 19일 법원의 결정으로 일시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2020년 3월 19일 

개최된 당사 제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다만, 상기 재직기간은 일시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하여 기재하였습니다. 

다. 사외이사 선임 시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사외이사 후보자 

관련 자료를 통한 결격요건 검증뿐만 아니라, 법무ㆍ인사 등 관련 부서의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터뷰 및 평판 조회 등을 통하여 상법이나 공직자 윤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중인 사외이사 

자격 요건은 물론, 전문성ㆍ직무공정성ㆍ윤리책임성ㆍ충실성 등의 자격요건을 충실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철저한 내부 점검 절차를 통해 결격 사유 및 당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적법하고 중립적인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5-②)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관련 전반적인 사항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8 및 동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사외이사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으며, 당사에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경우 그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과도한 겸직을 하고 있지 않으며, 정기이사회와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직중인 사외이사 겸직 현황] 

성명 

(감사위원)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현 직 

겸직 현황 

겸직기관 겸직업무 
겸직기관 

재직기간 

겸직기관 
상장여부 

오병희 
(감사위원) 2018.06.01 2024.03.16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병원장 -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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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인 사외이사 겸직 현황] 

성명 

(감사위원)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현 직 

겸직 현황 

겸직기관 겸직업무 
겸직기관 

재직기간 

겸직기관 
상장여부 

조인강 
(감사위원) 2020.03.19 2024.03.16 (유)드림컴홀딩스 

이사 (유)드림컴홀딩스 이사 
2018.12.14 

~ 현재 
해당없음 

최병덕 
(감사위원) 2018.06.01 2024.03.16 법무법인 동인 

대표변호사 - - - 해당없음 

나.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한 시간과 노력 투입 여부 

사외이사 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사회가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외이사는 사내이사에 비해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으므로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경영진에게 객관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기에, 사외이사의 견고한 

위상 및 충실한 직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의 투입을 요구하게 됩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이를 인지하고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직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현재까지 개최된 모든 정기 및 임시이사회에 전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5-③)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가. 기업의 사외이사 직무수행 지원 정책 및 운영 현황 

당사에는 이사회 간사(재무실장)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부서 

(이사회ㆍ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자금팀, 감사위원회 : 감사지원팀, 경영위원회 : 경영기획팀)가 

있어, 신임 사외이사에 대한 회사 소개, 사외이사에 대한 이사회 안건의 사전 보고, 회사 경영 

정보의 제공 및 발송, 기타 직무수행 시 요청사항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당사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분기별로 주요 사업의 현황 및 이슈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당사는 이사의 역할과 법적 책임 등에 관한 내ㆍ외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사 주체의 내부 교육은 2021년 1월 방문설명을 통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안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21년 2월에는 전자증권법 도입에 따른 표준정관 개정사항 및 

상법시행령 개정사항(사외이사 임기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4월과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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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및 공정거래법에 대한 안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외부 교육의 경우, 2021년 10월에 

삼일회계법인 주체의 회계 및 감사위원회 역할의 변화와 향후 과제에 대한 세미나(온라인)를 통해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을 위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당사는 현재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정기ㆍ임시 회의를 개최하거나 이를 

위한 절차를 회사 내부적으로 마련한 적은 없었습니다. 향후에는 사외이사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요청이 있을 경우, 자체적으로 검토 후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정기ㆍ임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외이사만의 회의 개최 내역] 

회차 
정기 

/임시 

개최 

일자 

출석 사외이사 

/전체 사외이사 
회의 사항 비고 

해당사항 없음 

나.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의 충분한 제공 여부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당사는 사외이사들의 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이사회 및 위원회 개최 

전에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시 방문 설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외이사들이 추가적으로 질의 또는 보완 요청하는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 

경영활동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시 국내외 경영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 사외이사들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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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핵심원칙 6)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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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가. 사외이사의 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 활동과 관련하여, 업무 시 수반되는 책임과 역할, 재임 기간 중 담당 

업무 관련 실적, 이사회 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의견 개진(참여도)과 회의 출석률 등을 지속적으로 

기록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회사 내부 관리 자료를 바탕으로 

사외이사 재선임 시 해당 이사의 참석률 및 활동 내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자기평가, 상호평가, 직원평가 및 외부평가 등의 평가방법 및 재선임 시 이를 반영하는 절차, 규정은 

아직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바, 향후 사외이사의 재선임 시 전문성ㆍ기여도ㆍ공정성 등의 항목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평가제도에 관한 자문을 구하는 방안 및 정량적 평가기준과 정성적 

평가기준을 포함하는 평가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단, 적용 시기 

및 구체적인 방법 등은 회사 내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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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당사의 정책상 사외이사 보상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외부 등을 통한 별도의 평가 절차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사외이사의 보상 역시 평가 결과에 연동해서 진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 실적에 근거한 평가 결과를 근거로 보상을 지급할 경우 사외이사 활동의 독립성ㆍ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직무 수행의 책임과 역할 등만을 감안한 자체 보상 정책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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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입니다. 보상 항목은 기본 급여로 한정하고 있으며 기본 급여 외에 성과급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의 별도 보수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 제388조, 정관 제26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이사회 검토를 거쳐 

주주총회를 통해 사내 및 사외이사 전체에 대한 보상 규모를 확정하고 있으며, 세부 보수 내역을 매 

사업연도마다 전자공시시스템의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법적 책임수준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사회통념상 회사의 규모를 감안하여 동종ㆍ유사업계의 보수 수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사외이사의 보수가 평가 결과 등에 따라 결정되는지 여부 

당사는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회의참석률, 

독립성, 기여도 등의 종합적인 기준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정한 내부평가 기준 정립을 검토할 예정이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당 평가 결과를 

사외이사의 보수산정 및 재선임 결정 등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 

적용 시기 및 구체적인 방법 등은 회사 내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5. 이사회 운영 
 

(핵심원칙 7) 이사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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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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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당사는 이사회의 구성, 권한과 책임, 소집과 결의방법, 운영절차 등 이사회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당사 정관과 이사회운영규정에 정의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따라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됩니다.  

정기 이사회는 상법 제393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매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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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447조의3에 따라 주주총회 6주 전 재무제표의 감사위원회 제출 및 이사회 

승인, 주주총회 승인 안건에 대한 이사회 사전 승인과 3월 정기 주주총회 소집 등을 고려하여 2월 

주주총회소집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정기 주주총회 이후 수일 내 이사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 

선임을 위한 호선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기적인 이사회 승인 사항의 발생 또는 

일정상 정기 이사회 부의가 어려운 경우 수시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 이사회는 이사회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며, 제8조에 따라 적어도 개최 1일 

전까지는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사 전원의 동의 시에는 이러한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당사는 각 이사진이 안건 심의 및 승인에 있어 최선의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매 이사회 

개최일 전에 각 안건에 대한 사전 보고와 질의 응답을 대면 실시하고, 이사들의 추가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 개최일 전까지 성실히 지원하여 이사회 안건 심의의 내실화를 기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2021년 1월 1일)부터 공시서류제출일(2022년 5월 31일) 현재까지 

진행된 정기/임시 이사회 개최 내역 및 사전에 회의일정을 정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소집을 

통지하는지 여부 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이사회 개최 내역] 

회차 
안건 가결

여부 
정기/
임시 

개최 
일자 

안건통지 
일자 

출석 
/정원 구분 내용 

1차 

결의 제3기(2020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정기 2021.01.29 2021.01.22 6/6 

결의 2021년 대규모 내부거래 변경 승인의 건 가결 

결의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가결 

결의 2021년 안전 및 보건 계획 승인의 건 가결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보고 준법지원활동 결과 보고 - 

보고 2020년 4분기 경영위원회 의결사항 보고 - 

2차 

결의 제3기(2020년) 재무제표 변경 승인의 건 가결 

임시 2021.02.24 2021.02.17 6/6 
결의 

제3기(2020년) 정기주주총회 소집 일시, 장소 및 
회의목적사항 결정의 건 

가결 

보고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2020년) -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 

3차 결의 경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결 임시 2021.03.20 2021.03.18 6/6 

4차 결의 2021년 대규모 내부거래 변경 승인의 건 가결 정기 2021.04.30 2021.04.23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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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사회 개최 내역] 

회차 
안건 가결

여부 
정기/
임시 

개최 
일자 

안건통지 
일자 

출석 
/정원 구분 내용 

결의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가결 

보고 2021년 1분기 주요 경영활동 및 재무제표 보고 - 

보고 2021년 1분기 경영위원회 의결사항 보고 - 

5차 

결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담보제공 승인의 건 가결 

정기 2021.07.30 2021.07.23 5/6 

결의 2021년 대규모 내부거래 변경 승인의 건 가결 

결의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변경 승인의 건 가결 

보고 2021년 2분기 주요 경영활동 및 재무제표 보고 - 

보고 2021년 상반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보고 2021년 상반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 

보고 2021년 2분기 경영위원회 의결사항 보고 - 

6차 

결의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가결 

정기 2021.10.29 2021.10.22 5/5 
결의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가결 

보고 2021년 3분기 주요 경영활동 및 재무제표 보고 - 

보고 2021년 3분기 경영위원회 의결사항 보고 - 

[2022년 이사회 개최 내역] 

회차 
안건 가결

여부 
정기/
임시 

개최 
일자 

안건통지 
일자 

출석 
/정원 구분 내용 

1차 

결의 제4기(2021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정기 2022.01.26 2022.01.19 5/5 

결의 2022년 대규모 내부거래 변경 승인의 건 가결 

결의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가결 

결의 2022년 안전 및 보건 계획 승인의 건 가결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보고 준법지원활동 결과 보고 - 

보고 2021년 4분기 경영위원회 의결사항 보고 - 

2차 

결의 제4기(2021년) 재무제표 변경 승인의 건 가결 

임시 2022.02.23 2022.02.16 4/5 
결의 

제4기(2021년) 정기주주총회 소집 일시, 장소 및 
회의목적사항 결정의 건 

가결 

보고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2021년) -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 

3차 

결의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가결 

임시 2022.03.19 2022.03.17 6/6 
결의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가결 

결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결 

결의 경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결 

4차 

결의 2022년 2~4분기 대규모 내부거래 변경 승인의 건 가결 

정기 2022.04.29 2022.04.22 6/6 
결의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가결 

보고 2022년 1분기 주요 경영활동 및 재무제표 보고 - 

보고 2022년 1분기 경영위원회 의결사항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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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사회 정기 개최 여부 및 이사회운영규정 마련 여부 

상기와 같이 당사는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고, 긴급사안 발생 시 수시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관련 법 개정 등의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현재와 

같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프로세스와 내규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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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의사록 작성ㆍ보존 여부 

당사는 정관 제33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14조에 의거 매 이사회 종료 후 각 안건에 대한 이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의사록을 작성하며, 동 의사록에는 이사회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사내 보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들 간 자유로운 토론의 분위기를 보장하기 위하여 녹취록은 별도로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내역 및 안건 찬성률 

이사회 결의는 당사 정관 제32조 제1항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9조 제1항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집니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사업보고서를 통해 개별 이사별 이사회 참석 

여부와 각 안건에 대한 결의사항(찬성/반대)을 공시하여 이사회의 활성화와 함께 책임 있는 의결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별 주요 토의 내용은 찬반의 의사결정으로 갈음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 및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총 6회,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총 4회 개최되었으며, 동 기간 동안 총 46건의 안건(승인 26건, 보고 20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내역 및 최근 3개 사업연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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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2월 개별 이사의 출석 내역] 

구분 
회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비고 
개최일자 2021.01.29 2021.02.24 2021.03.20 2021.04.30 2021.07.30 2021.10.29 

사내 

김용섭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김문선 미해당 미해당 출석 출석 출석 출석 1,2차 미선임 

이천규 출석 출석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3~6차 사임 

사외 

오병희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조인강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최병덕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윤의준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불참 미해당 6차 사임 
 

[2022년 1~5월 개별 이사의 출석 내역] 

구분 
회차 1차 2차 3차 4차 

비고 
개최일자 2022.01.26 2022.02.23 2022.03.19 2022.04.29 

사내 

조현준 미해당 미해당 참석 참석 1,2차 미선임 

김치형 미해당 미해당 참석 참석 1,2차 미선임 

김문선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김용섭 출석 불참 미해당 미해당 3,4차 사임 

사외 

오병희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조인강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최병덕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최근 3개 사업연도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성명 구분 이사회 재직 기간 

출석률(%) 찬성률(%)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2021 2020 2019 2021 2020 2019 

김용섭 사내 2018.06.01 ~ 2022.03.1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이천규 사내 2018.06.01 ~ 2021.03.1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김문선 사내 2021.03.18 ~ 현재 100.0 100.0 - - 100.0 100.0 - - 

조현준 사내 2022.03.17 ~ 현재 - - - - - - - - 

김치형 사내 2022.03.17 ~ 현재 - - - - - - - - 

오병희 사외 2018.06.01 ~ 현재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조인강 사외 2019.08.19 ~ 현재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최병덕 사외 2018.06.01 ~ 현재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윤의준 사외 2018.06.01 ~ 2021.10.01 93.3 8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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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 사업연도별 개최된 이사회는 2019년 총 5회, 2020년 총 7회, 2021년 총 6회입니다. 

※ 최근 3개년 중 해당 이사의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연도는 “-“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사내이사 김용섭은 2022년 3월 17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으며, 사내이사 조현준과 김치형은 같은 날 

개최된 제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에, 상기 표에 사내이사 조현준과 김치형의 

최근 3개 사업연도 이사회 출석률 및 찬성률은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사내이사 이천규는 2021년 3월 18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으며, 사내이사 김문선은 같은 날 개최된 제

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 사외이사 윤의준은 2021년 10월 1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으며, 상기 윤의준 사외이사의 출석률 및 

찬성률은 사임일 이전인 2021년 7월 30일 이사회까지의 출석률 및 참석률입니다. 

※ 사외이사 조인강은 2019년 8월 19일 법원의 결정으로 일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상기 조인강 사외이사의 출석률 및 찬성률은 선임일 이후인 2019년 10월 30일 이사회부터의 출석률 및  

참석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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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사회 내 위원회 
 

(핵심원칙 8) 이사회 내 위원회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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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현황 및 주요 역할, 구성 현황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를 통해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의결사항 중에는 이사회 전원이 함께 

검토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내용도 있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 내 위원회가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 정관 제34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총 3개의 이사회 내 위원회(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경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의 현황 및 주요 역할, 구성 

현황에 대해서는 동 보고서의 [Ⅳ. 이사회 – 2. 이사회 구성 – (세부원칙 4-①)]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사회 내 위원회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였는지 여부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3명)로 구성되어 있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중 2명(과반수 

이상)이 사외이사이며, 사외이사가 대표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한편, 경영위원회의 경우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이사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였으며,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의4에 따라 상임이사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동 

위원회는 상임이사인 사내이사 2명으로 구성되며, 매분기 정기이사회에 의결사항을 보고함으로써 

이사회의 경영감독 기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 위원회 외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서 권장하는 별도의 보상(보수)위원회, 내부거래 

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재경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향후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목적에 적합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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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기 및 구체적인 방법 등은 회사 내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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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ㆍ운영ㆍ권한에 관한 명문 규정 존재 여부 

당사는 정관 제34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총 3개의 이사회 내 위원회(감사위원회, 사외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설치목적, 권한과 책임, 구성 및 

자격ㆍ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운영규정,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활동 및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정관, 이사회운영규정 및 위원회별 규정에서 명문화하고 있

지는 않지만, 각 이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 출석 및 참여 현황 등을 별도로 파악하여 분ㆍ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의 활동 및 

성과평가에 대하여 명문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나, 적용 시기 및 구체적인 방법 등은 회

사 내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1) 감사위원회 

당사는 상법 제415조의2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의3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3명의 

감사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권한, 운영 

현황 및 감사 보조조직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동 보고서의 [V. 감사기구 – 1. 내부감사기구 

(감사위원회) – (세부원칙 9-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당사는 상법 제393조의2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의2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별도로 명문화하여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운영규정에 정하여진 것 외에는 해당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자가 회사 및 주주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관계 법령 및 

규범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고려하여 당사에 적합한 후보인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당사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의2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4조에 의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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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 선임 및 해임할 수 있고,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

되어야 하므로, 당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해 위원회를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2명의 위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5조에 따라 사외이사를 대표위원으로 선임하여 위원회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위원회는 주주총회에 사외이사 선임 안건이 상정될 것이 예상될 때마다 소집되며,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그 1일 전까지 각 위원에 대하여 통

지하여야 하나,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상기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

다.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

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으로는 사외이사후보의 추천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며,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원회의 의사

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3) 경영위원회 

당사는 정관 제34조 및 제37조,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의4에 따라 회사경영의 기본 방침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ㆍ신규사업 및 투자에 관한 사항 등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이사회운영규정 제10조 제1항에서 이사회 부의가 명시된 사항과 다른 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사항을 경영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여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의4에 따라 경영위원회는 상임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현재 

경영위원회는 사내이사 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며, 현재 경영위원회는 대표이사를 대표위원으로 선임하여 업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 

경영효율성 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의 실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필요시 대표위원이 소집하고, 소집함에 있어 회일을 정하고 그 1일전까지 각 위원들에

게 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하나,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경영위원회의 결의는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있으며, 상세한 경



- 56 - 

 

영위원회 부의 사항에 대해서는 동 보고서의 [Ⅳ. 이사회 – 1. 이사회 기능 – (세부원칙 3-①)]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인 당사 차입금 조달 및 해외법인 차입금 지급 보증 등 금융

기관과의 거래 내역을 주요 안건으로 심의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영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며, 의사록의 작성방법은 이사회운영규정 제14조 제2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나. 위원회의 결의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당사 이사회운영규정 제10조 제2항에서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해 이사

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정기이사회 시 분기별 결의사항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 각 위원회별 회의 개최 내역 및 개별이사의 출석률 현황 

(1)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회의 개최 내역 및 최근 3개 사업연도별 개별이사의 출석률 현황은 동 보고서의 [V. 

감사기구 – 1.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 - 세부원칙 9-②]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 개최 내역 및 최근 3개 

사업연도별 개별이사의 출석률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여부 
구분 내용 

해당사항 없음 

[2022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여부 
구분 내용 

1차 2022.02.23 2/3 결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가결 

2차 2022.03.19 3/3 결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대표위원 선임의 건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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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 사업연도 개별 이사의 출석률] 

구분 성명 재직 기간 

출석률(%)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2021 2020 2019 

사외 오병희 2018.06.01 ~ 현재 100.0 - 100.0 - 

사외 최병덕 2018.06.01 ~ 현재 100.0 - 100.0 - 

사내 조현준 2022.03.17 ~ 현재 - - - - 

사내 김용섭 2018.06.01 ~ 2022.03.17 100.0 - 100.0 - 

※ 최근 3개년 중 해당 이사의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연도는 “-“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상기 재직기간은 이사 재직기간 입니다. 

※ 2019년과 2021년에는 동 위원회가 개최된 내역이 없어 “-“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사내이사 김용섭은 2022년 3월 17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으며, 사내이사 조현준은 같은 날 개최

된 제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사내이사 조현준은 2022년 3월 19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3) 경영위원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경영위원회의 회의 개최 내역 및 최근 3개 사업연도별 

개별이사의 출석률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경영위원회 개최 내역]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 

여부 구분 내용 

1차 2021.01.14 2/2 결의사항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2차 2021.01.22 2/2 결의사항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3차 2021.02.05 2/2 결의사항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4차 2021.02.05 2/2 결의사항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5차 2021.02.26 2/2 결의사항 2021년 최대주주등과의 예상 거래내역 승인의 건 가결 

6차 2021.03.08 2/2 결의사항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7차 2021.03.08 2/2 결의사항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8차 2021.03.16 2/2 결의사항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9차 2021.03.22 2/2 결의사항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10차 2021.03.24 2/2 결의사항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11차 2021.03.30 2/2 결의사항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12차 2021.04.08 2/2 결의사항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13차 2021.04.14 2/2 결의사항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 58 - 

 

[2021년 경영위원회 개최 내역]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 

여부 구분 내용 

14차 2021.04.22 2/2 결의사항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15차 2021.04.28 2/2 결의사항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16차 2021.04.28 2/2 결의사항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17차 2021.04.30 2/2 결의사항 2021년 최대주주등과의 예상거래 변경 승인 건 가결 

18차 2021.05.03 2/2 결의사항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19차 2021.05.04 2/2 결의사항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20차 2021.05.04 2/2 결의사항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21차 2021.05.17 2/2 결의사항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22차 2021.05.17 2/2 결의사항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23차 2021.05.25 2/2 결의사항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24차 2021.06.03 2/2 결의사항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25차 2021.06.13 2/2 결의사항 지분 투자 계약 체결의 건 가결 

26차 2021.06.14 2/2 결의사항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27차 2021.06.15 2/2 결의사항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28차 2021.06.23 2/2 결의사항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29차 2021.06.24 2/2 결의사항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30차 2021.07.01 2/2 결의사항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31차 2021.07.07 2/2 결의사항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32차 2021.07.07 2/2 결의사항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33차 2021.07.23 2/2 결의사항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34차 2021.07.23 2/2 결의사항 타법인 주식 매수 건 가결 

35차 2021.07.27 2/2 결의사항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36차 2021.07.29 2/2 결의사항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37차 2021.07.30 2/2 결의사항 2021년 최대주주등과의 예상거래 변경 승인 건 가결 

38차 2021.07.30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증자 건 가결 

39차 2021.08.02 2/2 결의사항 타법인 주식 매수 건 가결 

40차 2021.08.17 2/2 결의사항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41차 2021.08.17 2/2 결의사항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42차 2021.08.18 2/2 결의사항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43차 2021.08.20 2/2 결의사항 타법인 주식 매도 건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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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영위원회 개최 내역]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 

여부 구분 내용 

44차 2021.09.01 2/2 결의사항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45차 2021.09.09 2/2 결의사항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46차 2021.09.10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증설 건 가결 

47차 2021.09.10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증설 건 가결 

48차 2021.09.13 2/2 결의사항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49차 2021.09.13 2/2 결의사항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50차 2021.09.13 2/2 결의사항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51차 2021.09.13 2/2 결의사항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52차 2021.09.13 2/2 결의사항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53차 2021.09.13 2/2 결의사항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54차 2021.09.16 2/2 결의사항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55차 2021.09.16 2/2 결의사항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56차 2021.09.17 2/2 결의사항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57차 2021.09.24 2/2 결의사항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58차 2021.09.27 2/2 결의사항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59차 2021.09.27 2/2 결의사항 ㈜세빛섬 업무 관련 건 가결 

60차 2021.09.29 2/2 결의사항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61차 2021.10.26 2/2 결의사항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62차 2021.10.26 2/2 결의사항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63차 2021.10.29 2/2 결의사항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64차 2021.10.29 2/2 결의사항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65차 2021.11.04 2/2 결의사항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66차 2021.11.11 2/2 결의사항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67차 2021.11.16 2/2 결의사항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68차 2021.11.16 2/2 결의사항 타법인 주식 매수 건 가결 

69차 2021.11.23 2/2 결의사항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70차 2021.12.08 2/2 결의사항 해외지사 설립 건 가결 

71차 2021.12.16 2/2 결의사항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72차 2021.12.20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증설 건 가결 

73차 2021.12.20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증자 건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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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영위원회 개최 내역]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 

여부 구분 내용 

74차 2021.12.21 2/2 결의사항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75차 2021.12.21 2/2 결의사항 구미공장 설비 신설 투자 건 가결 

76차 2021.12.27 2/2 결의사항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2022년 경영위원회 개최 내역]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 

여부 구분 내용 

1차 2022.01.12 2/2 결의사항 타법인 증권 취득 건 가결 

2차 2022.01.13 2/2 결의사항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3차 2022.01.19 2/2 결의사항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4차 2022.01.19 2/2 결의사항 타법인 주식 매수 건 가결 

5차 2022.01.21 2/2 결의사항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6차 2022.02.07 2/2 결의사항 타법인 주식 매도 건 가결 

7차 2022.02.09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증설 건 가결 

8차 2022.02.21 2/2 결의사항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9차 2022.03.11 2/2 결의사항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10차 2022.03.14 2/2 결의사항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11차 2022.03.14 2/2 결의사항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12차 2022.03.14 2/2 결의사항 울산공장 설비 신설 투자 건 가결 

13차 2022.03.16 2/2 결의사항 2022년 최대주주등과의 예상 거래내역 승인 건 가결 

14차 2022.03.16 2/2 결의사항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15차 2022.03.19 2/2 결의사항 경영위원회 대표위원 선임 건 가결 

16차 2022.04.06 2/2 결의사항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17차 2022.04.06 2/2 결의사항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18차 2022.04.06 2/2 결의사항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19차 2022.04.08 2/2 결의사항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20차 2022.04.08 2/2 결의사항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21차 2022.04.08 2/2 결의사항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22차 2022.04.08 2/2 결의사항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23차 2022.04.25 2/2 결의사항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24차 2022.04.28 2/2 결의사항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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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영위원회 개최 내역]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 

여부 구분 내용 

25차 2022.04.28 2/2 결의사항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최근 3개 사업연도 개별 이사의 출석률] 

구분 성명 재직 기간 

출석률(%)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2021 2020 2019 

사내 김치형 2022.03.17 ~ 현재 - - - - 

사내 김문선 2021.03.18 ~ 현재 100.0 100.0 - - 

사내 김용섭 2018.06.01 ~ 2022.03.17 100.0 100.0 100.0 100.0 

사내 이천규 2018.06.01 ~ 2021.03.18 100.0 100.0 100.0 100.0 

※ 최근 3개년 중 해당 이사의 재직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연도는 “-”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상기 재직 기간은 이사 재직기간 입니다. 

※ 사내이사 이천규는 2021년 3월 18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으며, 사내이사 김문선은 같은 날 개최

된 제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사내이사 김문선은 2021년 3월 20일 개

최된 이사회에서 경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 사내이사 김용섭은 2022년 3월 17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으며, 사내이사 김치형은 같은 날 개최

된 제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사내이사 김치형은 2022년 3월 19일 개

최된 이사회에서 경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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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감사기구 

 

1.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 
 

(핵심원칙 9)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

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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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감사위원회 구성 전반에 관한 사항 

(1) 감사위원회 구성∙선임 및 회계∙재무전문가 현황 

당사는 관련 법상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상장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투명성 제고 등의 

목적을 준수하기 위해 내부감사기구로 감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 중입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 및 제542조의11, 정관 제36조,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해당 

정관 및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라 총 3인의 이사로 구성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대표위원은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됩니다. 현재 당사는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보

장하고 있으며, 이는 상법 제415조의2 제2항에 명기된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2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 요건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더불어 당사는 상

법 제542조의11 제2항 제1호에 명기된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일 것’이라는 규정에 따라 상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조

인강 사외이사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조인강 사외이사는 1989년 경제기획원 

예산실 예산정책과 사무관으로 재직하며 재무부, 국세청, 관세청 소관의 일반회계 예산편성과 그 집

행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2008년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 재직 당시 금융감독원 및 산하기관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국장을 역임하며 주

식회사 외부감사제도, 기업회계제도 및 공인회계사 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회계기준 및 외부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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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한국회계기준원의 감독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2011년 국제

부흥개발은행(IBRD) 이사회의 일원으로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에 참여 및 2014년 신용보증기

금 상임감사로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의 회계 감사 업무 등을 수행

한 바, 상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금융기관ㆍ정부ㆍ증권유관기관 등 경력자에 해당하

여,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의 요건을 갖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감사위원회 위원들도 법률 및 의료/행정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 최병덕 사외이사는 법무법인 동인 대표 변호사로, 과거 사법연수원장, 수원지방법원장, 대전고

등법원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경찰위원회 위원장 등을 수행하며 쌓은 법률 관련 전문 지식 

및 윤리의식, 준법정신을 토대로 공정한 감사업무 수행에 임하며 경영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

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 오병희 사외이사는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병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서울대학교병원 

병원장 및 한국국제의료협회 회장 등 다양한 직책을 수행하며 쌓은 의료/행정 분야의 전문적 지식

과 경험, 통찰력을 바탕으로 충실히 감사 업무 및 경영 전반에 대한 감독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

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31일 현재 당사의 감사위원회 구성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 

구성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비 고 

직책 구분 성명 

위원장 사외이사 조인강 

1983 ~ 1995년 경제기획원 사무관 
2007 ~ 2008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금융정책심의관 
2008 ~ 2009년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 
2009 ~ 2011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2011 ~ 2013년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대리이사 
2014 ~ 2016년 신용보증기금 상임감사 
2018년 ~ 현재 (유)드림컴홀딩스 이사 

회계ᆞ재무 

전문가 

위원 사외이사 최병덕 

1978년 사법시험 합격(20회), 1980년 사법연수원 수료(10기) 
2010 ~ 2012년 수원지방법원장 
2012 ~ 2012년 대전고등법원장 
2012 ~ 2014년 사법연수원장 
2014년 ~ 현재 법무법인 동인 대표변호사 

- 

위원 사외이사 오병희 

2010 ~ 2018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순환기내과 
교수 
2013 ~ 2016년 서울대학교병원 병원장 
2014 ~ 2016년 한국국제의료협회 회장, 대한심장학회 이사장 
2016 ~ 2017년 한국의료질향상학회 회장 
2018년 ~ 현재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병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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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정책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당사 정관 제36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의3에 명기

된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2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 

요건을 상회하여 위원 전부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에 관한 감사위원회 직무규

정 제5조에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및 집행기관과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 직무를 수행

하여야 하고,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여 감사위원회

가 회사의 감사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전문성 있는 감사위원회 위원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10조에 감사위원회 위원

의 자격요건을 명시하여 감사위원회 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의 요건

을 갖추어야 함을 규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업무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안내 및 시행하여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감사위원회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요청하거나 필요할 경우 당사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통해 감사위원회 위원들에게 필

요한 교육을 수시로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나. 감사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1) 감사위원회 관련 규정 및 그 내용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 등을 규율하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을 2018년 

6월 1일 제정하였습니다. 동 규정의 목적은 감사위원회가 감사업무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직무수행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정관 

제36조에 따라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이외에도 관련 법령, 정관 또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구체적인 권한은 동 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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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4.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5.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6. 이사의 보고 수령 

7.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8. 이사∙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9.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10.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감사위원회의 주요 심의∙의결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승인 사항 

정관 또는 

이사회운영규정상의 

감사위원회 

결의사항 

- 회사의 회계와 업무감사에 관한 사항 

-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에 관한 사항  

-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 정관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에 부의된 사항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상의 

감사위원회 

결의사항 

-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감사에 관한 사항 

(2) 감사위원회의 권한 및 정보 접근성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6조 제4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6조 제3항에 감사위원회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 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등 감사위원회가 업무집행 시 경영진 

행위의 적법성 등을 감사하고,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검토, 감사하는데 있어서 무리가 없도록 

최대한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감사위원회에 전속되는 감사부설기구를 설치할 것을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18조 제1항에 

명시하였고, 동 규정 제18조 제4항에 따라 대표이사ㆍ이사와 경영진은 감사위원회가 감사부설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회의 개최 이전에 의사결정에 필요한 안건 정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전 방문하여 회사의 경영현황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상정된 의안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정,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실무지침의 취지 및 요건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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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이 필요한 경우 이사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을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6조 제2항에 명문화하였고, 그 외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동 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라 직무 수행을 위한 회사 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므로 기업 정보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접근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감사위원회 교육 및 외부전문가 자문 지원 

당사는 신규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해 회사의 사업구조, 경영실적 및 감사위원회 관련 사항을 안내 

하는 등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있어 조기 적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회사 주체의 방문설명을 통해 2021년 1월 방문설명을 통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안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21년 2월에는 전자증권법 도입에 따른 표준정관 개정사항 및 상법시행령 

개정사항(사외이사 임기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4월과 7월 상법 및 

공정거래법에 대한 안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외부 교육의 경우, 2021년 10월에 삼일회계법인 

주체의 회계 및 감사위원회 역할의 변화와 향후 과제에 대한 세미나(온라인)에 참석하여 

감사위원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였습니다.  

현재 감사위원회는 재무제표 작성 및 해석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외부전문가인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자문 지원을 받고 있으며, 당사는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는 감사위원회 개최 전 방문설명 시 회사의 경영 현황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과 함께 의안과 관련된 법령(상법, 공정거래법, 외감법 등) 및 규정,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 

감사실무지침의 취지 및 요건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개정 사항이 있을 시 추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위원회가 수시로 감사업무수행이 필요한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교육 내용에 따라 적합한 내∙외부 전문가를 통해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4)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 현황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전속되는 감사부설기구 

(감사지원팀)를 2018년 6월 1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및 당사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설기구의 내부감사 인력은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며 

지휘ㆍ명령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지원팀은 감사위원회 직속 조직으로 감사위원회가 책임자 임명에 대한 동의권 및 평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 회사의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그 구성원은 회계업무 경력자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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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지원팀은 분기마다 감사위원회에 참석하여 감사 및 

검토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31일 현재 당사의 감사부설기구 구성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부설기구 현황] 

부서명 직원수 직위 평균 근속연수 비 고 

감사지원팀 1명 차장 1년 - 

다. 감사위원에 대한 보상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에 대한 보상이 개별 실적에 근거한 평가 결과로 지급될 경우 

사외이사 활동의 독립성ㆍ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감사위원의 독립성 유지 

차원에서 별도의 평가와 연동하지 않고 직무 수행의 책임과 역할 등만을 감안하여 자체 보상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보상 항목은 기본 급여로 한정하고 있으며 기본 급여 외에 성과급 및 주식 

매수선택권 부여 등의 별도 보수는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는 전원 

감사위원으로 구성되어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가 없으나, 자체 보상정책에 따라 감사위원에 대한 

별도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에게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지급되었던 감사위원회 소속 사외이사의 보수 현황 및 기타 사외이사 보수와의 

비교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보수 지급 금액] 

구 분 인원수 보수 총액 1인당 평균 보수액 비고 

감사위원회 위원 3 203백만원 54백만원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 

※ 상기 인원수는 2021년말 기준입니다. 

※ 감사위원회 위원의 보수 총액에는 2021년 10월 1일 사임한 윤의준 감사위원의 사임시까지의 보수액 및 

2021년 10월 26일 일시 감사위원으로 선임된 오병희 사외이사의 연간 보수액을 포함하였습니다. 

※ 상기 1인당 평균 보수액은 감사위원 1인에게 실제 지급한 연간 보수금액으로, 당사는 모든 감사위원 및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에게 동일한 금액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라. 감사위원회의 독립성ㆍ전문성 확보 여부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회사 

내부 실정에 적합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향후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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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환경의 변화, 관련 법규 변경 등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등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회사 전반에 걸쳐 투명한 

경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세부원칙 9-②)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

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가. 감사위원회의 정기적 회의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위하여 재무제표 등 회계 관련서류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 절차 및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대해 회계 관련 장부와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 분석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 작성 

및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ㆍ운영/평가ㆍ보고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해 회사의 내부회계 

관리자로부터 이를 보고 받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검토합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27조에서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반기말 이후 및 정기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연 2회 대면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동 

규정 제28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연 1회 이상 회사의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을 감시 및 평가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권고ㆍ요청하기 위해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평가의견을 이사회에 제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2021년도 사업보고서 제출 시 내부회계 

관리제도운영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함께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업무감사를 위하여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이사로부터 경영위원회의 심의내용과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고 중요한 업무에 관한 당사의 보고에 

대해 추가검토 및 자료보완을 요청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상기의 일상 

감사 및 절차를 기초로 상법 제447조의4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당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회의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12조에 따라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되고 

정기위원회는 매분기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늦어도 1일 전에 이를 각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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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감사위원회 위원은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17조에 따라 매 감사위원회 종료 후 각 안건별 감사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의사록을 작성하며, 동 의사록에는 감사위원회 안건, 경과 요령,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감사위원회 위원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사내 

보존하고 감사위원회는 동 의사록의 사본을 7일 내에 각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송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39조에 따라 실시한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절차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각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동 규정 제41조에 근거하여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주주총회에서 진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질문이 있을 경우 직무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6회, 2022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4회 개최되었으며, 동 기간 동안 총 27건의 안건(승인 10건, 보고 17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특히 2021년 2월 24일, 2022년 2월 23일에 각 사업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감사위원회 위원들의 평균 출석률은 

100%이며 구체적인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및 최근 3개 사업연도별 

개별이사의 출석률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2021년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회차 개최일자 
출석/ 
정원 

안건 가결 
여부 구분 내용 

1차 2021.01.29 3/3 

결의사항 감사위원회 부설기구 책임자 변경의 건 가결 

보고사항 2020년 4분기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 

보고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실태 보고 - 

보고사항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업무용역 체결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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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회차 개최일자 
출석/ 
정원 

안건 가결 
여부 구분 내용 

2차 2021.02.24 3/3 
결의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실태 평가 가결 

결의사항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 제출 가결 

3차 2021.02.24 3/3 결의사항 제3기(2020년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감사 가결 

4차 2021.04.30 3/3 

결의사항 감사위원회 부설기구 책임자 변경의 건 가결 

보고사항 2021년 1분기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 

보고사항 2021년 감사위원회 운영계획 - 

보고사항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업무용역계약 체결 현황 - 

5차 2021.07.30 2/3 

보고사항 2021년 2분기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 

보고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보고사항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업무용역계약 체결 현황 - 

6차 2021.10.29 3/3 
보고사항 2021년 3분기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 

보고사항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업무용역계약 체결 현황 - 
 

[2022년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회차 개최일자 
출석/ 
정원 

안건 가결 
여부 구분 내용 

1차 2022.01.26 3/3 

결의사항 감사위원회 부설기구 책임자 변경의 건 가결 

보고사항 2021년 4분기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 

보고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실태 보고 - 

보고사항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업무용역 체결현황 - 

2차 2022.02.23 3/3 

결의사항 제4기(2021년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감사 가결 

결의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가결 

결의사항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 제출 가결 

3차 2022.03.19 3/3 결의사항 감사위원회 대표감사위원 선임의 건 가결 

4차 2022.04.29 3/3 

보고사항 2022년 1분기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 

보고사항 2022년 감사위원회 운영계획 - 

보고사항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업무용역 체결현황 - 

(2) 개별 이사의 감사위원회 출석 내역 

[2021년 개별 이사의 감사위원회 출석 내역] 

구분 
회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비고 
개최일자 2021.01.29 2021.02.24 2021.02.24 2021.04.30 2021.07.30 2021.10.29 

사외 조인강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사외 최병덕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사외 윤의준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불참 미해당 6차 사임 

사외 오병희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출석 
6차 일시 

감사위원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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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별 이사의 감사위원회 출석 내역] 

구분 
회차 1차 2차 3차 4차 

비고 
개최일자 2022.01.26 2022.02.23 2022.03.19 2022.04.29 

사외 조인강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사외 최병덕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사외 오병희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3) 최근 3개 사업연도 개별 이사의 감사위원회 출석률 

[최근 3개 사업연도 개별 이사의 감사위원회 출석률] 

구분 성명 재직 기간 

출석률(%)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2021 2020 2019 

사외 조인강 2019.08.16 ~ 현재 100.0 100.0 100.0 100.0 

사외 최병덕 2018.06.01 ~ 현재 100.0 100.0 100.0 100.0 

사외 오병희 2021.10.26 ~ 현재 100.0 100.0 - - 

사외 윤의준 2018.06.01 ~ 2021.10.01 93.3 80.0 100.0 100.0 

사외 장승철 2018.06.01 ~ 2019.07.09 100.0 - - 100.0 

※ 감사위원 장승철은 2019년 7월 9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으며, 상기 장승철 감사위원의 출석률은  

사임일 이전인 2019년 4월 26일 감사위원회까지의 출석률입니다. 

※ 감사위원 조인강은 2019년 8월 19일 법원의 결정으로 일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상기 조인강 감사위원의 출석률은 선임일 이후인 2019년 10월 30일 감사위원회부터의 출석률입니다. 

※ 감사위원 윤의준은 2021년 10월 1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으며, 상기 윤의준 감사위원의 출석률은  

사임일 이전인 2021년 7월 30일 감사위원회까지의 출석률입니다. 

※ 감사위원 오병희는 2021년 10월 26일 법원의 결정으로 일시 감사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상기 오병희 감사위원의 출석률은 선임일 이후인 2021년 10월 29일 감사위원회 출석률 입니다. 

 

나. 감사위원회의 성실한 업무수행 여부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12조에 의거 최소 분기 

1회 정기적으로 개최 및 필요시 수시로 개최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의 평균 출석률은 90% 이상을 기록하며 감사 관련 

업무 등을 매우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각 감사위원회 위원이 안건 심의 및 승인에 

있어 최선의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매 위원회 개최일 최대 7일 전에 각 안건에 대한 사전 

보고와 질의 응답을 대면 실시하고, 이들의 추가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 개최일 전까지 상세히 

지원하여 감사위원회 안건 심의의 내실화를 기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더욱 

전문적인 감사 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내∙외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활동 내역 및 기타 특이사항 등은 모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분ㆍ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에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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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핵심원칙 10) 외부감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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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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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가. 외부감사인 선임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제10조에 따라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며,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립∙운영하여 감사위원회가 당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어 별도의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회사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선정 시, 각 회계법인 

에 감사제안 요청서를 발송 후 대면 회의 개최를 통해 계약조건(감사시간ㆍ감사인력ㆍ감사보수), 

독립성, 전문성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선정 및 감사계약을 체결하며, 선정된 외부감사인과 세부 

감사계획에 대하여 협의하는 등 일련의 그 과정을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8년 6월 1일 ㈜효성으로부터 인적분할하여 신설된 당사는 분할 전 ㈜효성이 2017년 7월 

19일 증권선물위원회 감리 후 의결사항으로 외부감사인 지정 2년(2018.01.01 ~ 2019.12.31)을 조치 

받았기 때문에 분할회사인 당사 또한 2019년 사업연도까지 지정감사인(삼덕회계법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2022년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 선정과 관련하여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2019년 12월 

20일 외부감사인 선정을 위한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제안서를 제출한 회계법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평가하였습니다. 복수의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업무에 대한 제안서를 수령한 후 

감사업무 수행팀 역량, 회계법인 역량, 감사수행절차의 적정성, 제안 보수의 적정성 등 여러 항목에 

대해 각 항목별 감사위원회가 판단하기에 합리적인 배점을 분배하여 종합적으로 면밀하고 심도 

있는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사가 외부감사인 후보를 평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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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후보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비고 

감사품질 

감사업무수행팀의 역량 

- 감사담당자의 경험 

- - 감사담당자의 산업전문성 

- 징계 여부 

회계법인의 역량 

- 내부품질관리 

- - 독립성 및 법규준수 

- 과거 수행업무의 적정성 

감사수행절차의 적정성 

- 투입인력 및 투입시간의 적정성 

- 

- 파트너 및 매니저의 업무관여도 

- 위험분야에 대한 감사계획 

- 전문가 활용 

- 감사위원회(감사)와 커뮤니케이션 

가격입찰 제안 보수의 적정성 - 

 

상기 세분화된 평가기준을 통해 회계법인에 대한 평가를 면밀히 진행한 결과 당사 및 계열회사의 

결산 일정에 따른 감사 일정의 구체성, 감사 참여 인원 구성의 적정성 등 감사수행전략 부분과 

당사의 자산규모 및 회계처리 프로세스의 복잡성을 고려한 보수의 적정성 부분 등에서 

삼일회계법인이 타사 대비 높은 평가를 받아 당사의 2020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기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과거 ㈜효성에 대한 감사업무 경험이 풍부하여 당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업계 

최고 수준의 감사품질을 유지하는 삼일회계법인에 회계감사업무를 의뢰하여 급변하는 회계 및 

감사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재무정보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당사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정 후 감사 계약을 체결한 

날(2020년 2월 14일)부터 2주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의 선임 사실을 보고하였고, 동 

기간 내 회사 홈페이지에도 선임사실을 공고(2020년 2월 21일)하여 주주에 대한 보고 또한 

완료하였으며 해당 공고 내용은 최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게시될 예정입니다. 

당사와의 감사 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삼일회계법인은 회사의 2020년도 

및 2021년도 1분기 검토, 2분기 검토, 3분기 검토 및 2020년과 2021년 감사를 수행하였으며, 감사 

결과 당사의 2020년도와 2021년도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감사 및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삼일회계법인은 

회사의 2022년도 1분기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분기재무제표 및 분기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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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당사는 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법률 하에 지정 선임된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 종료 후의 감사수행 내용에 대해 공식적인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수시로 서면 및 대면 미팅을 진행하여 충분한 감사시간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지, 연간 감사 수행 절차를 계획대로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 

외부감사인의 감사업무 수행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감사품질 전반에 대하여 

당사가 인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당사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 체결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동 기간 동안 외부감사인의 자회사를 통해 경영자문 및 

비감사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 체결 현황] 

감사인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삼일회계법인 2021년 3월 2020 년 세무조정 2021.03 16백만원 - 

삼일회계법인 2021년 3월 
베트남법인 해외원천세 및 

부가가치세 관련 자문 
2021.03 ~ 2021.05 25천USD - 

삼일회계법인 2021년 12월 효성티앤씨 경정청구 2021.11 ~ 100백만원 - 

삼일회계법인 2022년 3월 2021 년 세무조정 2022.03 16백만원 - 

삼일회계법인 2022년 3월 터키법인 이전가격 용역 
2022.03 ~ 이전가격 

타결시 
75천TRY - 

삼일회계법인 2022년 3월 홍콩법인 회계자문 용역 2022.03 ~ 2023.03 18천HKD - 

나.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ㆍ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마련 여부 

상기 내용으로 볼 때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고, 내부 실정에 맞는 명문화된 규정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외부감사인 선임 정책을 마련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수시로 평가 및 점검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수행 내용에 대해 공식적인 평가 및 기준 등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단, 적용 시기 및 구체적인 방법 등은 회사 내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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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원칙 10-②)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

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가.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현황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35조 제1항~제3항에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책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의거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를 활용하여 

자체 업무에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의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대면회의 및 서면회의를 열어 

독립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동 회의에서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및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에 관해 긴밀하고 신속하게 협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의 결과는 

유관부서간 논의를 통해 내부감사업무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간 회의 개최 내역 및 주요 

논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외부감사인과의 회의 현황] 

개최 일자 외부감사인 방식 주요 논의 내용 비 고 

2021.01.29 삼일회계법인 대면회의 
2020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에 대한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평가 보고 등 

- 

2021.02.24 삼일회계법인 서면회의 
2020년 기말감사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내부감시장치 현황 및 운영 등 

- 

2021.03.09 삼일회계법인 서면회의 2020년 기말감사 보고, 핵심감사사항 등 - 

2021.04.30 삼일회계법인 대면회의 2021년 감사계획 및 주요감사사항, 일정 협의 등 - 

2021.07.30 삼일회계법인 대면회의 2021년 통합감사 수행계획 등 - 

2021.10.29 삼일회계법인 대면회의 2021년 핵심감사사항 및 주요 검토사항 등 - 

2022.01.26 삼일회계법인 대면회의 
2021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에 대한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평가 보고 등 

- 

2022.03.07 삼일회계법인 서면회의 2021년 기말감사 보고, 핵심감사사항 등 - 

2022.04.29 삼일회계법인 대면회의 2022년 감사계획 및 주요감사사항, 일정 협의 등 - 

또한,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35조 제4항~제6항에서 외부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의 

부정행위 또는 법령ㆍ정관에 위배되는 중요한 사항,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 역시 동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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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실을 통보할 경우 해당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내역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는 2018년 6월 1일을 분할기일로 설립된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정기주주총회를 총 4회 

개최하였으며, 주권상장법인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및 제4항을 

준수하기 위해 감사전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6주 전, 연결기준 감사전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4주 전에 각각 외부감사인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감사전 

재무제표 및 연결기준 감사전 재무제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전 (연결)재무제표 제출 현황] 

사업연도 제출자료 기간 내 제출여부 외부감사인명 제출시기 

2020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주총 6 주 전) 삼일회계법인 2021.02.03 

2020 연결기준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주총 4 주 전) 삼일회계법인 2021.02.17 

2021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주총 6 주 전) 삼일회계법인 2022.01.28 

2021 연결기준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주총 4 주 전) 삼일회계법인 2022.02.16 

나.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주기적 의사소통 여부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의 긴밀한 관계 유지 및 주기적이고 

충분한 의사소통 등을 수행하기 위해 이를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내 명문화하여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수시로 당사 경영진의 참석없이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간의 대면회의 

개최 및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전문적이고 투명한 감사업무 진행을 위해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연계 활동 등이 더욱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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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기타 주요 사항 

 

1. 사회적 책임 및 공헌 활동 
 

효성그룹은 ‘나눔으로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 하에 ‘교육과 나눔을 통해 수혜자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기업’의 비전을 바탕으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의 3대 과제인 취약 계층 지원, 문화예술후원, 

호국보훈을 중심으로 효성이 펼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은 한국에만 머물지 않고 지구촌 곳곳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취약 계층 지원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다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겠다는 가치의 실천으로, 무엇

보다 진정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당사는 2013년부터 경영진을 포함한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

여하는 효성나눔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어린이 재활치료 및 장애어린이가족 후원, 취약

계층 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일자리창출 사회적 기업 후원사업(생산설비 교체, 

Com-bridge 사업 등), 굿윌스토어 운영을 통한 장애/저소득층 일자리창출 및 리사이클링문화 확산

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인근 저소득층 대상 사랑의 쌀/김장김치 활동부터 마을재생활동, 마포구 저소득층 

희망나눔 페스티벌 후원, SNS와 연계한 인근 지역 생필품 지원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임직원들

의 솔선수범을 통해 함께 잘사는 세상,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9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효성의 사회공헌은 국경을 뛰어 넘습니다. 베트남에서 매년 1천여 

명 이상의 주민을 치료하는 해외의료봉사단 파견, 고위험환자 한국 초청 수술, 재난지역 긴급 구호 

활동, 저소득국가 미니도서관 설립, 저개발지역 학교 컴퓨터 기증 등을 통해 글로벌 시민들의 신뢰

를 받는 기업이 되고자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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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문화 예술 후원 

당사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후원 활동은 소외 계층이 예술을 누릴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직접 

예술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임직원들은 정기적으로 

창덕궁 문화유산 보호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한일문화 대축제 및 요요마&실크로드 앙

상블 공연 후원 및, 폭력예방 뮤지컬 후원, 우수 연극단체 후원, 장애 예술가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호국 보훈 

당사는 사회공헌 분야 중에서도 특히 국가를 위한 활동을 폭넓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홍제 

선대회장의 산업보국 창업 정신을 계승한 것으로 효성그룹의 최고 경영진과 임직원들이 순국 선열

을 기리기 위해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묘역 정화, 현충탑 참배 등의 활동을 펼치는 것도 이와 

같은 창업 정신 계승의 일환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2015년 8월에는 북한의 DMZ 지뢰 매설 도발로 

전상을 입은 장병들을 위로하고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평화의 발' 동상 제작을 후원하였으며, 육군 

1군단 광개토부대와 자매결연을 통해 매년 군부대 발전을 위한 위문 금은 물론 '사랑의 독서 카페'

에 책을 기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전용사의 주거 지원을 위한 나라사랑보금자리 프로젝트에도 지

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회적 책임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지속경영가능보고서 발간을 통해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성과를 공개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투명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국문/영문으로 당사 웹사이트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hyosungtnc.com/kr/csr/sustainability_repor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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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구 
분 

핵심 지표 
공시대상기간 
준수여부 준수여부 표기에 대한 상세 

설명 

직전 
공시대상기간 

준수여부 
비고 

○ Ⅹ ○ Ⅹ  

주

주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V ㆍ주주총회 21일 전 소집공고 실시  V - 

② 전자투표 실시 *  V ㆍ전자투표 미도입  V -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V  
ㆍ2022.03.17일 주주총회 개최 

＊주총집중일(3월 25,30,31일) 
V  - 

④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V 

ㆍ배당실시 계획 연 1회 통지,     

배당정책 미통지 
 V - 

이

사

회 

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 

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V 

ㆍ명문화된 승계정책 無 

ㆍ임원 및 임원 후보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관 제29조 

유고시 승계절차 마련∙운영 

 V - 

⑥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V  
ㆍ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관련 

정책 마련∙운영 

V  - 

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V ㆍ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미분리  V - 

⑧ 집중투표제 채택   V ㆍ정관에서 집중투표제 배제함  V - 

⑨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V 
ㆍ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중 

ㆍ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임원 존재 

V  - 

⑩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V  
ㆍ사외이사 3인 中 2인 재직기간  

4년, 1인 재직기간 2년 10개월 
V  - 

감

사 

기

구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 
V  

ㆍ2021년 1월, 2월, 4월, 7월, 10월 

교육 실시 
V  -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V  ㆍ감사지원팀 설치∙운영 중 V  -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V  

ㆍ대표감사위원 1인 충족 

(상법시행령 제37조제2항제4호) 
V  -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V  

ㆍ2021년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1월, 4월, 7월, 10월) 
V  -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V  
ㆍ감사위원회직무규정상 중요회의 

출석 및 자료 열람, 조사 등 

근거규정 有 

V  - 

※ 작성기준 시점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2022.05.31)입니다. 

단, * 항목은 보고서 제출일 직전 정기주주총회(2022.03.17) 기준이며, 

** 항목은 공시대상기간(2021.01.01 ~ 2021.12.31)내 해당 내용 이행 여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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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관련 내부 규정 

 

당사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내부 규정을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① 정관 

② 이사회운영규정 

③ 감사위원회직무규정 

④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⑤ 준법통제기준 

⑥ 공시정보관리규정 

⑦ 내부회계관리규정 

⑧ 보안규정 

⑨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