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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림피앤피㈜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지배구조 관련 현황에 관한 투자자

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동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동 보고서 내 지배구조 관련 현

황은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변동사항이 있

는 경우 별도 기재하였습니다. 보고서 내 지배구조 관련 활동내역의 경우 본문에 특별

한 언급이 없는 경우 공시대상기간(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의 내용을 기

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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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배구조 일반 

1. 개 요 

◆ 기업명 : 무림피앤피주식회사 

◆ 작성담당자 : (정) 자금팀 박명황 팀장 (부) 자금팀 박세진 과장 

◆ 작성기준일 : 2019.12.31 

◆ 기업개요 
 

최대주주등 무림페이퍼(주) 

최대주주등의 지분율(*1) 66.98% 

소액주주 지분율 33.02% 

업종(금융/비금융) 비금융 주요제품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화학펄프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여부 

(해당/미해당) 

미해당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해당/미해당) 

미해당 

기업집단명 무림 

요약 재무현황(단위:억원) 

 2019년 2018년 2017년 

연결 매출액 6,313   6,512 6,079 

연결 영업이익 494 1,022 447 

연결 계속사업이익 245 936 488 

연결 당기순이익 104 698 365 

연결 자산총액 13,503 13,560 11,024 

별도 자산총액 11,209 11,706 10,961 

(*1) 자기주식 4,546 주를 포함한 지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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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지배구조 현황 

(1) 기업지배구조 정책 

당사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업가치 극대화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지속적

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지배구조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고객, 직원, 협력

업체 등 회사를 구성하는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사회와 더불어 발전한다는 기업철학

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경영투명성과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위해 이사회 중심의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실질적인 이사회 운영을 통해

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 직

무 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으로 전문적이고 독립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인원으로 구성되

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적 의무 선임 수 이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선

임을 통해 이사회에 대한 조언과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사내이사 보다 많

은 사외이사 선임을 통해 이사회 견제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필요시 담당임원 또는 사외이사 지원조직을 통해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진

행하고 있으며,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 및 이사회 관련 사항들을 사전에 제공하여 안

건의 충분한 검토를 통한 이사회에서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총 5명의 이사(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로 구

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이사 선임시 해

당분야에 대한 전문성 보유여부 및 상법상 사외이사결격사유 해당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이전에 선임 예정인 이사에 대한 정보(세부경력, 체

납사실 및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기타 법령상 결격사유, 추천인과 주주와의 관계, 회사

와의 거래내역 등)를 공개하고 있으며, 그 밖에 후보자에 대한 추천 사유, 사외이사 후

보의 경우 직무수행계획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총 3명으로 임기는 3년이며, 최초선임 후 

재직기간이 3년 이하인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내부감사 및 이사회 업무 감독 등 내부통제기능 강화를 위하여 상법상 감

사위원회 의무 설치 법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3월 제45기 주주총회에서 감

사위원회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였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설치, 정상적

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들은 재무, 전략, 감사업무 전문가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관점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개관적으로 경영을 감독하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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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도 

 

 

 

(3) 지배구조 특징 

당사는 이사회의 투명성 및 독립성 제고와 이사회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이사회 내 사

외이사 비율을 과반수 이상(60%)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

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당사의 모든 사외이사는 회사 및 경영진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관에 따라 매 분기마다 1회씩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로 임시이

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 소집은 의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며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

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한편 당사는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분야에서 종사한 경험

이 있는 전문가를 포함하여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관상 규정한 위원회와는 별도로 계열사간 중요한 내부거래에 대하여 심의하는 

내부거래심의위원회와 중요한 시설투자에 대하여 심의하는 투자심의위원회, 인사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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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배구조 현황(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내부기관 

구성 

(사외이사수/ 

모든이사수) 

의장 

(위원장) 
주요역할 

이사회 3/5 
이도균 

(사내이사)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2. 경영 일반에 관한 사항 

3. 재무에 관한 사항 

4. 이사회 자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감사위원회 3/3 
이재덕 

(사외이사) 

1. 감사에 관한 사항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3. 내부통제제도의 평가 

4. 외부감사인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법령,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Ⅱ. 주주 

(핵심원칙 1) 주주의 권리 

 ▪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

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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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 개최 관련 

당사는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 2주전까지 공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주주총회 개최 현황 및 세

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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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 년 주주총회 개최 현황 및 세부사항> 

구분 제46기 주주총회 제45기 주주총회 제44기 주주총회 

소집결의일 2020년3월4일 2019년3월7일 2018년2월26일 

소집공고일 2020년3월6일 2019년3월11일 2018년3월6일 

주주총회개최일 2020년3월25일(수) 2019년3월27일(수) 2018년3월21일(수)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주총 19일 전 주총 16일 전 주총 15일 전 

개최장소/지역 본사/울산광역시 본사/울산광역시 본사/울산광역시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전자공고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전자공고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전자공고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수준의 

소집통지 여부 

및 방법 

별도의  

통지사항 없음 

별도의  

통지사항 없음 

별도의  

통지사항 없음 

세 

부 

사 

항 

이사회 

구성원 

출석여부 

5명중 4명 출석 4명중 3명 출석 4명중 4명 출석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여부 

3명중 3명 출석 1명중 1명 출석 1명중 1명 출석 

주주발언 

주요 내용 

1) 발언주주 : 

4인(개인주주 4인) 

2) 주요 발언 요지 :  

주총 안건에 대한  

찬성 동의 등 

1) 발언주주 : 

6인(개인주주 6인) 

2) 주요 발언 요지 : 

주총 안건에 대한  

찬성 동의 등 

1) 발언주주 : 

4인(개인주주 4인) 

2) 주요 발언 요지 :  

주총 안건에 대한  

찬성 동의 등 

 

(2) 주주총회 정보 제공 관련 

당사는 올해 정기주주총회를 준비함에 있어 코로나 19 에 따른 총회 장소 결정 등의 

불확실성과 적법하고 투명한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을 위한 후보 확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에서 권고하는 “주주총회 4 주전 소집 공고”에는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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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였습니다. 향후 내부프로세스 점검을 통해 충분한 기간 전에 주주에게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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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 결의 및 의결권행사 관련 

당사는 현재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 제46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에 있어서 직접 참석에 의한 방식,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대리행사 방

식 외에 주주 의결권 행사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였습니

다. 또한 당사는 주주총회 집중일 분산을 위한 주주총회자율분산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주주총회집중일 이외의 날에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의 의결권행사에 있어서의 편의성 제고 및 주주총회 활성화 일환

으로 운영중인 프로그램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최근 3 년 주주총회 개최 및 의결권행사제도 도입 현황> 

구분 제46기 주주총회 제45기 주주총회 제44기 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 

집중일(*1) 

2020년3월13일(금) 

2020년3월20일(금) 

2020년3월26일(목) 

2020년3월27일(금) 

2019년3월22일(금) 

2019년3월27일(수) 

2019년3월28일(목) 

2019년3월29일(금) 

2018년3월23일(금) 

2018년3월29일(목) 

2018년3월30일(금) 

정기주주총회일 2020년3월25일(수) 2019년3월27일(수) 2018년3월21일(수) 

정기주주총회 

분산개최 여부 
해당 해당 해당 

서면투표 실시여부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전자투표 실시여부 예 예 예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여부 
아니오 예 아니오 

(*1)주총분산프로그램 접수결과 지정된 추가 집중일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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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2019 년 3 월 27 일 개최한 제 45 기 정기주주총회 및 2020 년 3 월 25 일 개최한 

제 46 기 정기주주총회의 안건별 찬반 현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건별 찬반 현황> 

 

정기 제 45 기 주주총회 2019.3.27 
 

안건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의결권 행사 

주식수(A) 

찬성 

주식수(B) 

(비율,%) 

반대∙기권 

주식수(C) 

(비율,%) 

제1호 

의안 
보통 

제45기(2018.1.1∼2018.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62,363,778주 46,726,315주 

46,108,958주 

(98.7%) 

617,357주 

(1.3%) 

제2호 

의안 
특별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결 62,363,778주 46,726,315주 

46,632,859주 

(99.8%) 

93,456주 

(0.2%) 

제3-1호 

의안 
보통 사내이사 선임의 건(김석만) 가결 62,363,778주 46,726,315주 

46,384,593주 

(99.3%) 

341,722주 

(0.7%) 

제3-2호 

의안 
보통 사외이사 선임의 건(박흥석) 가결 62,363,778주 46,726,315주 

46,460,155주 

(99.4%) 

266,160주 

(0.6%) 

제3-3호 

의안 
보통 사외이사 선임의 건(이재덕) 가결 62,363,778주 46,726,315주 

46,459,565주 

(99.4%) 

266,750주 

(0.6%) 

제3-4호 

의안 
보통 사외이사 선임의 건(이동현) 가결 62,363,778주 46,726,315주 

46,458,655주 

(99.4%) 

267,660주 

(0.6%) 

제4-1호 

의안 
보통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박흥석) 
가결 24,338,797주 8,701,334주 

8,435,529주 

(96.9%) 

265,805주 

(3.1%) 

제4-2호 

의안 
보통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재덕) 
가결 24,338,797주 8,701,334주 

8,436,479주 

(96.9%) 

264,85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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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4-3호 

의안 
보통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동현) 
가결 24,338,797주 8,701,334주 

8,429,796주 

(96.9%) 

271,538주 

(3.1%) 

제5호 

의안 
보통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62,363,778주 46,726,315주 

46,431,087주 

(99.4%) 

295,228주 

(0.6%) 

제6호 

의안 
보통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62,363,778주 46,726,315주 

46,449,975주 

(99.4%) 

276,340주 

(0.6%) 

※출석주식 총수는 46,726,315 주(74.9%)이며, 이중 전자투표를 통한 행사 주식수는 

397,252 주임. 

1)주식수(A) = 주식수(B) + 주식수(C) 

2)찬성 주식수 비율(%) = (B/A) × 100 

3)반대·기권 등 주식수 비율(%) = (C/A) × 100 

 

정기 제 46 기 주주총회 2020.3.25 
 

안건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의결권 행사 

주식수(A) 

찬성 

주식수(B) 

(비율,%) 

반대∙기권 

주식수(C) 

(비율,%) 

제1호 

의안 
보통 

제46기(2019.1.1∼2019.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62,363,778주 46,667,513주 

46,263,195주 

(99.1%) 

404,318주 

(0.9%) 

제2-1호 

의안 
보통 사내이사 선임의 건(임용수) 가결 62,363,778주 46,667,513주 

46,598,161주 

(99.9%) 

69,352주 

(0.1%) 

제3호 

의안 
보통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62,363,778주 46,667,513주 

46,140,154주 

(98.9%) 

527,359주 

(1.1%) 

※출석주식 총수는 46,667,513 주(74.8%)이며, 이중 전자투표를 통한 행사 주식수는 

636,993 주임. 

1)주식수(A) = 주식수(B) + 주식수(C) 

2)찬성 주식수 비율(%) = (B/A) × 100 

3)반대·기권 등 주식수 비율(%) = (C/A)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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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원칙 1-③)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

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주주제안권에 관한 사항 

상법 제 363 조의 2 에 근거하여 주주는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당 

해의 해당일을 기준으로 6 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제안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으며, 

명문화된 내부 규정이나 지침 등으로 별도 관리는 하고 있지 않으나, 상법상 

소수주주권 및 주주제안제도와 관련된 사항 등을 담당 부서인 자금팀에서 매뉴얼화 

하여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제안 절차 안내가 주주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향후 

주주제안권 행사 절차 등을 정리하여 사업보고서 등 공시자료를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상법에 근거하여 주주제안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지 않으며, 상법상 주주제안 

거부사유 해당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반영하여 

통지합니다.  

참고로 당사는 최근 3 년간 주주제안 및 기관투자자로부터 제출된 공개서한과 관련된 

사항은 없었으며, 이에 별도의 이행상황은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상법 시행령 제 12 조에서 규정된 경우를 

포함하여 회의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질의가 중복되는 사항 이외에는 

주주가 자유롭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직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총회 안건과 관련하여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여 결의한 안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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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원칙 1-④)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이를 주주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주주환원정책 및 계획 

당사는 정관에 근거하여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게 규정해 

놓았으며,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상법상 배당가능이익범위 내에서 주식의 시장가치 및 

동종 업체의 배당규모, 당사 재무 및 현금흐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당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배당검토 시 미래의 투자기회에 따른 예상 자본소요, 자금수지 등을 반영한 

잉여현금흐름수준뿐만 아니라 최근 경제환경, 산업 내 경쟁강도, 법률적 변화 등 기업 

외부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재원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회사는 미래 

유동성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투자에 필요한 이익을 사내에 적립하고, 이익의 

일정 부분은 주주에게 분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관 제 37 조에 이익배당, 제 37 조의 2 에 분기배당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배당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결산이사회를 통한 배당 예정 금액 등을 확정 시 현금∙현물배당 결정 사실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의 최종 승인 후 배당금 수취 대상 주주들에게 증권대행부를 통하여 배당금 

지급관련 안내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2) 주주환원정책의 수립 및 주주안내 

당사는 명문화된 내부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정성 또는 정량상의 주주환원정책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배당에 관한 결정 기준 및 절차, 주주안내 방법 등은 

사업보고서 및 기타공시자료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부분을 

보완하여 주주들이 배당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안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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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1) 주주환원 현황 

당사는 최근 3년간 차등배당, 분기 및 중간배당은 실시한 바 없으며, 향후 당사의 현금 

유동성,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별 주주환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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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 년간 배당 내역> 

(단위: 주, 원, %) 

사업 

년도 
결산월 

주식 

종류 

주식 

배당 

현금배당 

액면가 
주당 

배당금 
총배당금 

시가 

배당률 

배당성향 

연결기준 별도기준 

2019 12 
보통주 - 2,500 175 10,913,661,150 4.0 

108.0 231.9 
종류주 - - - - - 

2018 12 
보통주 - 2,500 250 15,590,944,500 4.0 

22.3 22.8 
종류주 - - - - - 

2017 12 
보통주 - 2,500 150 9,354,566,700 3.3 

25.6 26.3 
종류주 - - - - - 

※연결기준 배당성향은 연결재무제표 지배기업소유주지분 순이익 기준이며, 시가배당률은 

당해 배당과 관련된 주주명부폐쇄일 2 매매거래일 전부터 과거 1 주일 간의 거래소 

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1 주당 배당금의 백분율임. 

 

(2) 주주환원에 관한 주주의 권리 

당사는 최근 3년 액면배당률 약 8% 수준에서 회사의 지속성장을 위한 투자와 영업실적, 

유동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당을 실시할 경우 특정 

주주에게 불리하게 배당을 실시한 경우가 없고, 배당 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동일하게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배당의 지급일은 상법상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지급하게 되어있으나, 주주총회 이후 2주내에 최대한 빠르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핵심원칙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

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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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주식발행 현황 

당사는 정관상 발행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80,000,000 주(1 주의 액면금액은 

2,500 원)이며,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 80,480,294 주입니다.  

감소한 주식수는 감자에 의한 18,111,970 주이며, 이를 제외하면 총발행 주식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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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68,324 주입니다. 이중 자기주식 4,546 주를 제외한 유통주식수는 

62,363,778 주이며, 보통주 외에 기타주식 등은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주식발행 현황> 

구분 발행가능주식수(주) 발행주식수(주) 비고 

보통주 80,000,000 62,368,324 - 

 

당사는 주주권리 보호 및 행사에 있어서 차별을 두고 있지 않으며, 모든 주주에게 1 주 

1 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 고유 권한인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 IR개최 현황 등 

당사는 수시로 여러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IR(방문미팅, 컨퍼런스콜 등) 및 전화응대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중에 영문공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내역은 없습니다. 

 

<기업설명회 개최 현황> 

일자 대상 형식 주요내용 비고 

2019.01.01~ 

2019.03.31 
국내 기관투자자 外 IR 

전년도 실적 및 

주요 경영현황 설명 
10개 기관 

2019.04.01~ 

2019.06.30 
국내 기관투자자 外 IR 

2019년 1분기 실적 및  

주요 경영현황 설명 
9개 기관 

2019.05.16~ 

2019.05.17 
국내 기관투자자 NDR 

2019년 1분기 실적 및  

주요 경영현황 설명 
10개 기관 

2019.07.01~ 

2019.09.30 
국내 기관투자자 外 IR 

2019년 2분기 실적 및 

주요 경영현황 설명 
3개 기관 

2019.08.19~ 

2019.08.20 
국내 기관투자자 NDR 

2019년 2분기 실적 및  

주요 경영현황 설명 
10개 기관 

2019.10.01~ 

2019.12.31 
국내 기관투자자 外 IR 

2019년 3분기 실적 및 

주요 경영현황 설명 
1개 기관 

2019.11.20~ 

2019.11.21 
국내 기관투자자 NDR 

2019년 3분기 실적 및  

주요 경영현황 설명 
11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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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공시 내역 > 

공시일자 공시제목 주요내용 

2019.02.20 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 
2018년도 별도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2019.05.07 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 
2019년도 1분기 별도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2019.05.07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 

실적 공정공시 

2019년도 1분기 연결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2019.08.07 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 
2019년도 2분기 별도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2019.08.07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 

실적 공정공시 

2019년도 2분기 연결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2019.11.05 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 
2019년도 3분기 별도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2019.11.05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 

실적 공정공시 

2019년도 3분기 연결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2020.02.21 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 
2019년도 별도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당사는 SNS 및 영문홈페이지(https://www.moorim.co.kr:13002/eng/main/main.php)를  

운영 중이며, 회사소개, 실적정보 등을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문 

회사소개자료, IR 자료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영문공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향후 공개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선별적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주주들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공정공시를 통해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며, 국내외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한 NDR(Non-Deal Roadshow) 및 외부 투자컨퍼런스 등 

참석 시 사전에 안내공시를 통해 모든 투자자들에게 공개 후 진행 예정입니다. 

 

(3) 기업정보 공개 현황 

당사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의 홈페이지(www.moorimpnp.co.kr) 및 

DART(http://dart.fss.or.kr/), KIND(http://kind.krx.co.kr) 등 공시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IR 담당부서 및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시의 경우에도 가능한 주식이 거래되는 시간내에 공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http://dart.fss.or.kr/
http://kind.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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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원칙 2-②)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관련 내부통제장치 현황 등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의 효율적 통제를 위하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등 내부통제기구가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정관 및 이사회규정, 감사위원회규정, 

임직원 윤리규범 등 내부통제 관련 규범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경우 내부거래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근거하여 상법 제 397 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398 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 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며,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 이사회규정 제 12 조에 의하면 이사회는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2019.1.1~2019.12.31) 

(단위:천미불,천파운드,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금액 

대여금 PT-PLASMA 

계열회사 

USD4,334 

채무보증 무림UK GBP360 

채무보증 무림캐피탈 267 

매출거래 무림페이퍼, 무림SP 834 

매출거래 무림USA 281 

지분투자 PT-PLASMA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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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사회 

(핵심원칙 3) 이사회 기능 

 ▪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

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3-①)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

행하여야 한다. 

 

(1)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의사결정기구로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회사의 

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회사 내 주요경영사항을 결정합니다. 현재 이사회의 

구체적인 역할은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부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의 소집 

나. 재무제표의 승인 

다. 영업보고서의 승인 

라. 정관의 변경 

마. 이사의 보수 등에 관한 승인 

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사.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 

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자.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차. 자본감소 

카.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타. 주식의 액면미달의 발행 

파.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하.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안건 

 

2.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가. 중장기 경영계획 

나. 연간 투자계획 

다. 연간 투자계획 외 건당 150 억원 이상의 투자 

라. 단일규모 150 억 이상의 프로젝트 계약 

마. 중요한 계약의 체결 

- 상기 투자 및 프로젝트 계약 외에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 

업무제휴, 자본참여, 영업권의 위임 등의 주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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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대표이사 선정과 회장 등 임원보직의 부여 

사. 중요한 사규(이사회 규정, 임원복무관련 규정, 임원퇴직금 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 

아. 지점, (분)공장, 사무소, 사업장, 현지법인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자. 분기(또는 년간)의 사업실적 보고 및 연간 사업계획 보고 

차.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 및 승인 

카. 사업목적의 변경 

타. 상장회사의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승인 

 

3.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①증자(신주발행, 준비금 자본전입 등) 또는 감자 관련사항 

②자기주식 취득에 의한 주식소각 

③배당의 결정 

④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⑤주식의 액면분할 및 병합 

⑥유상증자시 발생하는 실권주식의 처리 

⑦정관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및 취소여부 

⑧주식관련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및 업무지정 

⑨우선주식 발행시 이의 우선 배당률 및 존속기간 등의 결정 

나. 자금의 조달에 관한 사항 

①(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등 차입에 관한 사항 

다. 회사의 재산에 관한 사항 

①자기자본 5%이상 또는 연간 300 억원 이상의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②자기자본 5%이상 또는 연간 300 억원 이상의 타인에 대한 대여 

③자기자본 5%이상 또는 연간 300 억원 이상의 출자 또는 처분 

④자산총액 5%이상 또는 연간 500 억원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 및 처분 

⑤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라. 차입 및 공시에 관한 사항 

기존 차입금의 연장 및 대체에 필요한 은행제출용 이사회 결의 및 공시 등 

주식관리에 필요한 이사회 결의는 대표이사 및 관리(재무)담당임원 책임하에 

시행하고, 사전(또는 사후) 이사회에서 그 내용을 승인(또는 추인) 받도록 함. 

 

4. 이사회 자체에 관한 사항 

가.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다. 공동대표의 결정 

라.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마.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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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5. 기타 

가. 중요한 소송의 제기 

나.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지배인의 선임 

다-2.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 개정 및 폐지 

 

당사는 회사규모 확대에 따라 이사회 심의ㆍ의결사항 중 투자 및 보증, 출자, 대여 등 

회사 재산에 관한 사항의 기준금액을 2019 년 4 월 이사회 규정 개정을 통해 상향 

조정한 바 있으며, 향후 관련 법령 및 기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부의사항을 

강화하거나 추가할 예정입니다.  

 

(2) 이사회 업무 지원 

당사는 이사회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조직이 정비되어 있으며, 

이사회 규정 제 15 조에 따라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한 간사를 두어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 정관 제 27 조에서 다음과 같이 이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27 조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직무)  

① 이사회는 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과 임원의 보직을 심의 결정한다. 

② 대표이사는 회사를 각자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등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외이사의 지원조직- 

부서명 직원수(명) 직위(근속년수) 주요활동내역 

기획관리팀 2명 
이사(28년),  

팀장(17년) 

이사회 안건 자료 및 내부통제기구 

활동 관련 사항 등 공지 

HR팀 1명 팀장(19년) 사외이사 교육과정 수립 및 진행 

 

(3) 이사회 위임사항 등  

당사는 정관상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규정 제 6 조에 따라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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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법령 및 정관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 11 조에 근거하여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결정을 대표이사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회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대한 평가 및 내부감시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경영감독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사회 운영에 있어서의 효율성, 신속성 

제고를 위해 미등기임원의 선임, 해임, 보직, 보수 등의 결정 및 보직변경 등과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게 별도로 위임하고 있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등을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보고사항과 위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사항>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3. 준법지원인의 회사의 준법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결과 

<위임사항> 

1. 미등기임원의 선임,해임,보직,보수 등의 결정 

2. 이사의 보직변경(단, 대표이사 제외) 

3. 고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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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1)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당사는 별도로 최고경영자의 승계와 관련하여 명문화된 정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으나,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사내임원 또는 외부인사 등 사업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후보군을 선발, 심의하고 적정 후보를 추천하며, 대표이사로서 갖추어야 할 해당 

산업에 대한 전문성 및 리더십,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체계의 이해도, 회사가 추구하는 

미션과 지향해야할 확고한 비전 제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ㆍ의결합니다. 

대표이사 후보는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될 때까지 승계 준비를 진행함으로써 

경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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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향후 최고경영자 후보의 자격요건, 후보군 육성 관리, 교육 등 명문화된 승계 

정책 관련 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당사는 대표이사의 부재에 대한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정관 제 27 조 및 

이사회규정 제 5 조에 근거하여 최고경영자의 유고 시 사내이사 중 상위직급자, 

사외이사 중 선임취임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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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보관리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1) 내부통제정책 

당사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비하여 모든 부서가 

정기적으로 내부회계평가를 통하여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사내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반영하고 있으며, 내부회계전담부서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내부회계관리 

제도 운영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매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이를 평가하여 이사회 및 주주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정비하여, 

감사위원회 및 내부회계 담당조직을 구성, 이를 관리하고 운영함으로써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규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부서간 협업 시스템을 통해 주요 법률 계약 등의 적법성, 타당성에 대하여 

상호 검토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내부통제기구인 이사회 논의를 거쳐 사전에 리스크를 파악,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자격요건을 갖춘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여 경영전반에 관한 법률리스크 및 

컴플라이언스 이슈들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경영진 및 임직원이 회사경영활동에 

있어서 지켜야할 윤리규범 및 준법교육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사내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등 외부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공정경쟁질서 

확립 및 윤리경영문화 정착의 일환으로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당사는 환경, 안전, 노사 등 경영활동에 있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유관조직 또는 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면밀히 관리하고 있으며, 각종 재해나 

비상상황시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비상대책위원회를 상시 구성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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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시대상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공시정보관리규정을 통해 제정하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으며, 공시담당부서인 자금팀에서 공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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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1) 이사회 관련 조직도(보고서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의 이사회는 2 인의 사내이사, 3 인의 사외이사(사외이사 비율 60%)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의 전문성 및 내부통제기능 강화를 위해 이사회내에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고,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 정관 제 23 조에 의거 이사의 임기는 3 년이내로 하며, 당사의 사외이사들은 모두 

상법 및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회계, 세무, 법률, 

감사업무 등 각 분야에서 실무 경험과 전문성 등을 두루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 정관 제 28 조에 의거 회사는 책임경영 실천을 도모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이도균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별도의 선임사외이사는 선임하고 있지 않으나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향후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운영 등 미 준수사항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제도의 도입여부를 이사회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이사회 중심의 

업무집행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하되 향후 회사규모 및 조직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위원회의 도입 여부를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24 

 

 

 

(2) 이사회 구성 현황(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성명 성별 직책 
선임일 

(*1) 

임기만료 

예정일 
전문분야 주요경력 

사 

내 

이 

사 

이도균 남 

대표이사 

사장 

이사회 

의장 

2015.03.27 2021.03.20 

제지, 

펄프 

경영일반 

-무림P&P(주) 

전략기획실장, 

건설본부 부본부장, 

관리부본부장, 

제지사업부본부장 

사 

내 

이 

사 

임용수 남 이사 2020.03.25 2023.03.24 
영업, 

마케팅 

-무림P&P(주)  

마케팅담당 이사, 

전략경영TFT 팀장, 

인쇄용지영업2팀장 

사 

외 

이 

사 

이재덕 남 감사위원 2019.03.27 2022.03.26 
회계, 

감사 

'11~'13 감사원 국장  

'13~'16 KDB생명 

상근감사위원 

'17~'19 현대자산운용(주) 

비상근감사 

사 

외 

이 

사 

박흥석 남 감사위원 2019.03.27 2022.03.26 
경영 

전략 

'09~'16 울산녹색성장 

위원회 공동위원장  

'12~'13 지식경제부 

에너지경영포럼 위원 

現, 울산대학교 건설환경 

공학부 교수  

現, 울산에너지네트웍스(주)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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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외 

이 

사 

이동현 남 감사위원 2019.03.27 2022.03.26 
회계, 

감사 

'11~'13 삼정회계법인 

회계사 

'17~'18 대성회계법인 

회계사 

現, 한경회계법인 회계사, 

세무사 

(*1)재선임의 경우 최초 선임일 기재 

 

(3)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현황(보고서제출일 현재 기준)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현황>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주요 역할 비고 
직책 구분 성명 성별 겸임 

감사위원회 

(총 3인) 

위원장 사외이사 이재덕 남 - -이사의 직무의 집행 감독 

-내부통제제도의 평가 

-외부감사인 선정, 평가 

-그 밖에 기타 법령,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위원 사외이사 박흥석 남 - 

위원 사외이사 이동현 남 - 

 

 

(세부원칙 4-②)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

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등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 및 다양성, 책임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의 권한 및 역할 등과 

관련하여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명문화된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환경에서 이사회의 구성 

및 역할을 특정화 시키기 보다는 이사의 선임 및 활동에 있어서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제지 및 펄프 사업분야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영업, 전략, 재무 등 

관리, 감독 업무에 경험이 있는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의 독립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이사 선임 시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 

보유여부 및 상법상 사외이사결격사유 해당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사외이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기이사회 또는 필요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회사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지닌 

인물들이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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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구성원별 현황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총 5명의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갖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펄

프, 제지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내이사 2명과 재무, 회계, 전략 등 다양한 배경

과 경험을 보유한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도균 사내이사 :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으로서 약 14년 이상 당사에서의 근무 경

력을 가지고 있으며, 영업부본부장, 제지사업부본부장을 역임하며 제지, 펄프 분야에 

있어서 영업 및 마케팅 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관화공장 건설본부 부

본부장으로서 현장경험을 두루 경험한 바 있으며, 관리부본부장, 전략기획실장, 전략총

괄 등 요직을 경험하며 제지, 펄프 사업분야의 다방면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

다.  

 

-임용수 사내이사 : 마케팅 담당 이사로서 약 13년 이상 당사에서의 근무 경력을 가지

고 있으며, 생산 및 영업, 마케팅 분야에 대한 업무를 역임하며 제지, 펄프 사업분야

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재덕 사외이사 : 감사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감

사원, 상장법인 등에서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오랜기간 요직을 두루 경험한 바 있으며, 

당사의 주요 의사 결정 시 감사분야의 관점에서 전문의견 개진 및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흥석 사외이사 : 전략/환경/에너지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뛰어난 통찰력과 경영 현안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와 전문적 식견을 보유

하고 있어 당사의 주요 의사 결정 시 전문의견 개진 및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사외이사 : 재무/회계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사의 주요 의사 결정 시 재무/회계적 Risk 관점에서 전문의견 개진 및 방향성을 제

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회 

자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이사회가 다양한 전문성에 기반하여 결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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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2018.01.01~2020.05.31) 

 

        <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성명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일 변동일 변동사유 
현재 

재직여부 

사내이사 김석만 2013.12.27 2022.03.26 2020.03.25 중도사임 퇴직 

사내이사 이도균 2015.03.27 2021.03.20 2018.03.21 재선임 재직 

사내이사 임용수 2020.03.25 2023.03.24 2020.03.25 선임 재직 

사외이사 정진택 2014.03.20 2019.03.17 2019.03.27 사임 퇴직 

사외이사 이재덕 2019.03.27 2022.03.26 2019.03.27 선임 재직 

사외이사 박흥석 2019.03.27 2022.03.26 2019.03.27 선임 재직 

사외이사 이동현 2019.03.27 2022.03.26 2019.03.27 선임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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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야 한다. 

 

(1) 이사후보 추천 및 선임 관련 

당사는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해 별도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

니다. 당사의 HR담당 부서에서 사내이사 후보에 대한 자격 및 기본 역량에 관한 사항

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경력 관리 및 평가, 피드백을 통해서 이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후보를 선임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후보의 경우 이사회에서 추천 방안과 후보 Pool 선정 후 전문성, 책임감, 다

양성 등 이사의 자격과 관련한 심도있는 토의를 통해 후보를 확정하며, 최종적으로 이

사회의 심의 및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됩니다. 

 

(2) 이사후보에 관한 정보제공 

당사는 이사 선임과정에서 주주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분, 반기 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통해 과거 이사회 활

동 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후보의 경우 정기보고서 외 주주총회소집공고시 

사외이사의 활동내역과 보수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코로나

19에 따른 총회 장소 결정 등의 불확실성과 적법하고 투명한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을 

위한 후보 확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에서 권고하는 “주주총회 4

주전 소집 공고”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내부프로세스 점검을 통해 충분한 기

간 전에 주주에게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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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선임 관련 정보제공 내역> 

정보제공일(*1) 주주총회일 
이사후보 

정보제공 내역 비고 
구분 성명 

2020.03.06 

(주총 19일전) 
2020.03.25 사내 임용수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임기, 재선임 여부 

3. 최대주주와의 관계 등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회사와의 거래 관계 

5. 주요경력(수상, 포상내역 등), 

경력 공백기간 여부, 겸직현황 등 

6.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2019.03.11 

(주총 16일전) 
2019.03.27 

사내 김석만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임기, 재선임 여부 

3. 최대주주와의 관계 등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회사와의 거래 관계 

5. 주요경력(수상, 포상내역 등), 

경력 공백기간 여부, 겸직현황 등 

- 

사외 박흥석 

사외 이재덕 

사외 이동현 

(*1)주주총회소집공고일 기준입니다. 

 

당사는 상기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이사후보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

보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향후 회사의 기업규모 및 특성, 이사 선임에 있어서의 

독립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3)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 등 

당사는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상법에 근거하여 정관에서 배제하고 있습

니다. 또한 이사 후보 선정 및 선임 과정에서 소수주주 의견 반영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세부원칙 4-④)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

원으로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 

 

당사의 임원은 보고서제출일 현재 등기임원 5명(사내이사2명, 사외이사 3명), 미등기임

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

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문화된 규정, 지침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임

원 선임시 후보자의 최근 10년 근무경력, 관계 법령(상법 제382조의3, 제542조의8) 및 

내규에서 정하는 자격 요건의 충족 여부, 체납처분 사실 및 부실기업 재직 여부 등에 

관한 확인 서명을 문서화 하고 있는 등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에 책임이 있는 



29 

 

자를 선임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 선임 이후에는 회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임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설치ㆍ

운영함으로써 선량한 관리자로서 임원의 책무를 다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1) 임원현황(보고서제출일 현재 기준) 

 

      <임원현황(미등기임원 포함)> 

성명 성별 직위 등기임원여부 상근여부 담당업무 

이동욱 남 회장 미등기임원 상근 총괄 

이도균 남 대표이사 사장 등기임원 상근 총괄 

이규봉 남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감사위원 

이제명 남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감사위원 

손승태 남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감사위원 

김현창 남 부사장 미등기임원 상근 경영지원 

이상호 남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구매 

류신규 남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영업총괄 

신현두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생산 

정원식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해외영업 

김동환 남 이사 미등기임원 상근 생산 

김국동 남 이사 미등기임원 상근 경영지원 

최영두 남 이사 미등기임원 상근 국내영업 

임용수 남 이사 등기임원 상근 마케팅 

임영기 남 이사 미등기임원 상근 연구개발 

김유곤 남 이사 미등기임원 상근 신사업 

 

당사는 보고서제출일 현재 과거 횡령, 배임 판결을 받은 임원의 선임된 바가 없으며,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통한 의사결정, 감독 및 집행 권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효율

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임원제도는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업무별 부문으로 세분화하여 각 부문별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있으며, 중

요한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되 그 집행은 각 부문의 미등기임원의 책임하에 수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형태에 있어 집행임원제도에 준하여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통해 의사결정, 감독 및 집행 권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되,

기업규모 및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본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속 검토하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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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원칙 5)  사외이사의 책임 

 ▪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

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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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외이사의 독립성 

 

       <사외이사와 기업ㆍ계열회사 등과의 관계> 

성명 

사외이사가 과거 

당사ㆍ계열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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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덕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박흥석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이동현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앞서 언급한 ‘핵심원칙 4’ 이사의 선임과 관련된 내용에서와 같이 당사의 사외이사는 

관계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상법상 사외이사결격사

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최근 3년간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어서 해당되는 내용이 없습니

다. 당사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하

기 위한 검증 절차로 ’사외이사자격요건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당사

와의 이해관계 여부,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선임 후에도 정기적으로 사외이사가 재직중인 회사 및 당사와의 

거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정기 또는 수시로 사외이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

해 자격요건 준수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사외

이사는 과거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으며, 당사와의 거래내역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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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재직기간 

보고서제출일 현재 6년을 초과하여 장기 재직하고 있는 사외이사는 없으며,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의 재직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외이사 재직기간> 

성명 

당사 계열회사 포함시 

재직기간 
6년 초과 시 

그 사유 
재직기간 

9년 초과 시 

그 사유 

이재덕 1년2개월 - 1년2개월 - 

박흥석 1년2개월 - 1년2개월 - 

이동현 1년2개월 - 1년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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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하여야 한다 

 

(1)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과 관련한 별도 내부 규정이나 지침은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나,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사외이사에 관한 일반적인 결격사유

뿐만 아니라 별도로 규정된 결격사유(2개 이상의 회사에 겸직 제한 등) 해당 여부를 사

전에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로서의 적극적인 역할 제고를 위해 무리한 타

회사 겸직을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에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외이사 겸직 현황> 

성명 

(감사위원)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일 현직 

겸직 현황 

겸직 

기관 

겸직 

업무 

겸직기관 

재직기간 

겸직기관 

상장여부 

이재덕 

(감사위원) 
2019.03.27 2022.03.26 - - - - - 

박흥석 

(감사위원) 
2019.03.27 2022.03.26 

울산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울산에너지 

네트웍스(주) 

대표

이사 

2014.5~

현재 
해당없음 

이동현 

(감사위원) 
2019.03.27 2022.03.26 한경회계법인 회계사 - - - - 

 

  



32 

 

(2) 세부원칙 준수 여부 

당사의 사외이사는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과도한 겸직을 하고 있지 않으

며,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내부회계감사 및 재무제표 감사관련 외부감사인과의 논의 등 감사와 관련한 업

무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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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하여야 한다. 

 

(1) 사외이사 지원조직 

당사는 사외이사 지원 조직인 기획관리팀, HR팀을 중심으로 이사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며, 이사회 안건 자료 및 내부통제 관련 활동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사외이사가 별도로 요청하는 정보에 대한 자료 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임원 및 내부지원조직은 신임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사외이사결격요건 등과 관련하여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는 사

외이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커리큘럼을 보완하고, 필요시 외부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사회 구성원간 커뮤니케이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직 정비를 지속 검토

할 것입니다.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사외이사들만 참여한 별도의 회의 개최 내역은 없습니다. 

 

(2) 세부원칙 준수 여부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자원 등을 충분

히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사외이사의 역할 확대와 더불어 원활한 활동을 지

원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

분히 제공하여 사외이사들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핵심원칙 6)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

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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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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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외이사의 평가 

당사는 사외이사의 역할 및 권한, 책임과 관련하여 개별실적에 근거한 별도의 평가는 

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회참석률, 의견개진 등의 조언 횟수 등 전반적인 직무수행에 있

어서의 자발성, 적극성 등과 관련하여 내부 점검을 수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부 점 

결과와 재직기간 동안의 회사 기여도 등 업적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재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강화 

차원에서 내, 외부평가 및 자기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하여 지속 검토하고, 평가결과를 

재선임 결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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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 지급 관련하여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보수한도내에서 임원

보수지급 관련한 당사 내규에 근거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회사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 

보수는 별도로 지급하고 있지 않으며, 기본급 등 정액 지급액 외 소정의 활동 비용만 

추가 반영하여 매월 책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수 금액은 정기보고서 제출 시 공개하

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정관 제10조의2에 근거하여 임, 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

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없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가 법적 책임수준, 사회통념상 회사의 규모, 동종업계의 보수 

수준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보다 공정한 평가체계 확립 및 합리적인 보수 집

행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핵심원칙 7)  이사회 운영 

 ▪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

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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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이사회 운영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 제28조, 이사회규정 제7조에 근거하여 최소한 매 회계연도에 4

회, 각 분기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긴

급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소집 통지는 각 이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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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정기이사회의 경우 회일로부터 최소한 30일전까지, 그 이외의 경우에는 회일로부터 

최소한 3영업일 전까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

을 때에는 상기 절차없이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안건에 대한 관련자료

는 정기이사회의 경우 이사회 5일전, 임시이사회의 경우 이사회 3일전까지 각 이사에

게 송부하며, 필요한 경우 담당 임원이 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을 통해 이사들의 이해

를 돕고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반수

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이사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안건에 대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제도적으

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기타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회 개최 내역> 

(2019.01.01~2019.12.31) 

회차 
안건 가결 

여부 

정기/ 

임시 

개최 

일자 

안건 

통지일자 

출석/ 

정원 구분 내용 

1 

결의 

및 

보고

사항 

- 2019년 2월~2019년 4월 중 신규차입 

및 만기도래 차입금(차입한도) 기간연장 

승인의 건 

- 전분기 안건 변경 및 추가사항 승인 

- 차입한도, 지급보증 기간연장 승인 

- 내부회계관리규정 전면개정 승인 

- 2018년 4분기 경영실적 보고 

- 2019년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가결 정기 2019.01.23 2019.01.16 3/3 

2 
보고

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에 대한 

평가 보고 
보고 임시 2019.02.20 2019.02.13 3/3 

3 
결의

사항 

- 제45기 결산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현금배당 결의의 건 
가결 임시 2019.02.20 2019.02.13 2/3 

4 
결의

사항 

- 제4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전자투표제도 채택의 건 
가결 임시 2019.03.07 2019.02.28 2/3 

5 
결의

사항 
- 이사 보수집행에 관한 위임의 건 가결 임시 2019.03.27 2019.03.21 2/3 

6 
결의

사항 
- 대표이사 재선임의 건 가결 임시 2019.03.27 2019.03.21 4/5 

7 

결의 

및 

보고 

사항 

- 2019년 5월~2019년 7월 중 만기도래 

차입금(차입한도) 기간연장 승인의 건 

- 전분기 안건 변경 및 추가사항 승인 

- 차입한도, 지급보증 기간연장 승인 

- 이사회 규정 개정 승인 

가결 정기 2019.04.24 2019.04.17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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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8 

결의 

및 

보고 

사항 

- 2019년 8월~2019년 10월 중 만기도래 

차입금(차입한도) 기간연장 승인의 건 

- 전분기 안건 변경 및 추가사항 승인 

- 지급보증 기간연장/보증주체 변경 

승인의 건 

- 2019년 2분기 경영실적 보고 

- 파생상품계약 종결(해지) 보고 

가결 정기 2019.07.25 2019.07.16 4/5 

9 

결의 

및 

보고 

사항 

- 2019년 11월~2020년 1월 중 만기도래 

차입금(차입한도) 기간연장 승인의 건 

- 신규설비 투자 승인의 건 

- 전분기 안건 변경 및 추가사항 승인 

- 지급보증 추가 제공 승인의 건 

- 2019년 3분기 경영실적 보고 

가결 정기 2019.10.23 2019.10.16 5/5 

 

 

<이사회 개최 내역> 

(2020.01.01~2020.05.31) 

회차 
안건 가결 

여부 

정기/ 

임시 

개최 

일자 

안건 

통지일자 

출석/ 

정원 구분 내용 

1 

결의 

및 

보고

사항 

<보고사항> 

- 2019년 4분기 경영실적 보고 

- 2020년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의결사항> 

- 2020년 2월~2020년 4월 만기도래 

차입금(차입한도), 지급보증 기간연장 

승인 

- 전분기 안건 변경 및 추가사항 승인 

- 타법인 주식 취득 승인 

- 이사회규정 개정 승인 

가결 정기 2020.02.06 2020.01.30 4/5 

2 

결의 

및 

보고

사항 

<보고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에 대한 

평가 보고 

<의결사항> 

- 제46기 결산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현금배당 결의의 건 

가결 임시 2020.02.21 2020.02.14 5/5 

3 
결의

사항 

- 제4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전자투표제도 채택의 건 
가결 임시 2020.03.04 2020.02.26 5/5 

4 
결의

사항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이사 보수집행에 관한 위임의 건 
가결 임시 2020.03.25 2020.03.19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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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의 

및 

보고

사항 

<보고사항> 

- 2020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의결사항> 

- 2020년 5월~2020년 7월 만기도래 

차입금(차입한도), 지급보증 기간연장 

승인의 건 

- 전분기 안건 변경 및 추가 사항 승인 

가결 정기 2020.05.07 2020.04.29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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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이사회 의사록의 작성 

당사는 정관 제29조 및 이사회규정 제13조에 의거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해당 안

건 및 경과 요령, 결과 등을 의사록에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후 

보존하고 있습니다. 

 

(2) 개별 이사의 이사회 활동내역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집니다. 또한 

정기보고서를 통해 개별이사의 이사회 참석여부와 각 안건에 대한 결의사항을 공시하

여 책임있는 의결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내역 및 최근 3개 사업년도 동안 재직한 개별이사의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회 출석내역> 

(2019.01.01~2019.12.31) 

구분 
회차 1 차 2 차 3 차 4 차 5 차 

개최일자 2019.01.23 2019.02.20 2019.02.20 2019.03.07 2019.03.27 

사내 김석만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사내 이도균 출석 출석 (불참) (불참) (불참) 

사외 정진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사외 이재덕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사외 박흥석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사외 이동현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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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 7 차 8 차 9 차 
비고 

2019.03.27 2019.04.24 2019.07.25 2019.10.23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불참) 출석 출석 출석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6 차 사임 

출석 출석 출석 출석 6 차 선임 

출석 출석 (불참) 출석 6 차 선임 

출석 출석 출석 출석 6 차 선임 

 

<이사회 출석내역> 

(2020.01.01~2020.05.31) 

구분 
회차 1 차 2 차 3 차 4 차 5 차 

비고 
개최일자 2020.02.06 2020.02.21 2020.03.04 2020.03.25 2020.05.07 

사내 김석만 출석 출석 출석 미해당 미해당 4 차 사임 

사내 이도균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사내 임용수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출석 출석 4 차 선임 

사외 이재덕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사외 박흥석 (불참)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사외 이동현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2017.01.01~2019.12.31) 

성명 구분 
이사회 재직 

기간 

출석률(%) 찬성률(%) 

최근  

3 개년 

평균 

최근 3 개년 최근  

3 개년 

평균 

최근 3 개년 

2019 2018 2017 2019 2018 2017 

김석만 사내 
2013.12.27~ 

2020.03.2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이도균 사내 2015.03.27~현재 72.2% 55.6% 77.8% 83.3% 100.0% 100.0% 100.0% 100.0% 

정진택 사외 
2014.03.20~ 

2019.03.2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이재덕 사외 2019.03.27~현재 100.0% 100.0% - - 100.0% 100.0% - - 

박흥석 사외 2019.03.27~현재 75.0% 75.0% - - 100.0% 100.0% - - 

이동현 사외 2019.03.27~현재 100.0% 100.0% - - 100.0%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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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원칙 8)  이사회 내 위원회 

 ▪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

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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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보고기준일 현재 자산총액 2조

원 미만으로 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나, 감사의 역할 

강화 및 내부통제기능 제고를 위해 2019년도 제45기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를 선제

적으로 도입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정관 및 감사위원회규정에서 상법상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강화하여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이사회 내에 별도의 보상(보수)위원회는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상(보수)위원회와 

관련하여 향후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

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 관련 사항은 ‘세부원칙 4-①’에 기재한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현황’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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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 

감사위원회의 설치 목적, 권한, 구성, 위원장, 소집관련 내용, 부의사항, 의사록 등과 관

련된 사항은 감사위원회규정에서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

외이사로 구성되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장은 재무 또는 회계 전문가로 선임

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정기 또는 수시 감사, 경영진에 대한 업무 감독 및 외부

감사인 선임과 관련된 권한이 있으며, 기타 감사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은 첨부된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의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각 이사의 감사

위원회 출석 및 참여현황, 기여도 등은 별도로 파악하여 이사 재선임 등과 관련하여 

고려하고 있고 이를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회의개최 내역, 최근 3개 사업년도별 개별이사의 출석률은 ‘세부원칙 9-

②’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위원회의 결의사항 보고 

당사 이사회규정상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은 그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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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주요 의결사항 및 감사에 관한 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운

영실태 평가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Ⅳ. 감사기구 

(핵심원칙 9)  내부감사기구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

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9-①)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

여야 한다. 

 

(1) 감사위원회 구성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정관 제31조에 따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법상 규정 요건을 상회하는 수준이며, 보고기준일 현재 자산총액 2조원 미만으로 상

법상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나, 감사의 역할 강화 및 내부

통제기능 제고를 위해 선제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을 상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상세 구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 현황> 

구성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비고 

직책 구분 성명 

위원장 사외이사 이재덕 

'84~'03 감사원 1국, 기획실 등 감사관 

'11~'13 전략감사단, 행정문화감사국 국장 

'13~'16 KDB생명 상근감사위원 

'17~'19 현대자산운용(주) 비상근감사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위원 사외이사 박흥석 - - 

위원 사외이사 이동현 

공인회계사, 세무사('11) 

'09~'13 정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회계사 

'17~'18 대성회계법인 회계사 

現, 한경회계법인 회계사, 세무사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독립성 제고를 위해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하고 있고, 감사위원

들은 회사 및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 거래관계가 없으며, 감사위원회규정상 독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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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과 관련한 내용을 명시하여 회사의 감사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수시로 필요한 교육 프

로그램을 안내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독립성과 전문성 있는 감사위원 확보를 위해 자격요건, 결격사유 등

과 관련된 사항을 감사위원회 규정상 추가로 명시하는 등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아가겠

습니다. 

 

(2) 감사위원회 운영 관련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감독

할 수 있으며,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관련장부 및 관계서류를 해당부서에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적

절한 방법으로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설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보고받고 이를 평가합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 및 권한 등을 감사위원회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9 조 ( 부의사항 )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2)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4)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3. 감사에 관한 사항  

(1) 업무․재산 조사  

(2) 자회사의 조사  

(3) 이사의 보고 수령  

(4)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5)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시 소 제기 결정 여부  

(6) 내부통제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의 평가  

(7)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관리 감독  

(8) 외부감사인 선임 및 변경.해임에 대한 승인  

(9) 외부감사인에 대한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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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11) 부정방지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 감독 

(12) 기타 감사 관련 정책, 절차 및 보고에 대한 관리 감독 

 

4. 기타 법령,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감사위원회 교육 관련 

당사는 향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 수준이 상향 될 예정임에 따

라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회사의 주요 내부통제기능에 대한 재점검, 내부회계관리제도

를 관리, 운영하는 조직을 재정비 하였으며, 필요시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감법 및 내부회계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예정이며, 회

계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등과 관련된 법률 개정사항 등을 정기 감사위원회 회의 

또는 필요시 수시로 안내 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2020년도 8월 감사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감사위원회의 운영과 역할 및 책

임을 주제로 교육자료를 배포하여 교육 예정이며, 11월 외부전문가를 초청하여 전문 교

육을 실시 예정입니다. 

공시대상기간중 교육실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참석 감사위원 불참시 사유 주요 교육내용 

2019년 

04월 24일 

담당임원 및  

내부지원조직 

이재덕, 박흥석 

이동현 
- 

-감사위원회 관련 안내사항 

 (감사위원의 역할 및 책임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정기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감사위원의 역할 및 책임 등과 관련된 

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및 내부지원조

직과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습니다. 

 

(4) 감사위원회 권한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하고,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 조사할 수 있으

며, 회사내 모든 정보에 대한 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5)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 

당사는 감사위원의 역할 강화와 더불어 효율적인 감사업무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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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직을 두고 있으나, 감사위원회 업무 지원을 전담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 현황> 

부서명 직원수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회계팀 2 
이사(28년), 

팀장(32년) 

-감사업무 수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지원  

-기타 교육 등 관련 사항 안내 

FS팀 1 팀장(11년) -내부감사 등 업무수행 시 제반업무 지원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의 책임자는 부사장급이며,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지닌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 조직은 일상 감사업무뿐만 아니라 감

사위원회 회의 준비, 의사록 작성 등 감사위원회 제반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 규

정 개정, 외부감사인 선임/평가 관련 업무, 내부회계관리규정에 근거한 연간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 감사위원회규정 제18조의 따라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에 대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특정사항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내부감사부서는 연초 

감사위원회로부터 연간 감사계획를 승인을 득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며, 매년 감사결

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6) 감사위원회의 정보접근성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규정 제17조에 따라 경영방침의 결정, 경영 및 업무 상황의 

파악을 위하여 임원회의 및 그 밖의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출석이 어려울 경우 감사위원은 심의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의사록 및 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이 회의 개최 이전에 의사결정에 필요한 안건 정

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관련자료를 송부하고 있으며,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7) 감사위원의 보수 

감사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임원보수지급 관련 

당사 내규에 근거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해당 보수 금액은 정기보고서 제출 시 공개하

고 있습니다. 당사는 독립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의 직무 특성상 업무수행

에 따른 법적 책임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보수체계를 지

속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회계ㆍ경영ㆍ감사분야 전문가로 당사의 이

사회 경영진이 업무를 적법, 타당하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

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지속 개선해 나아가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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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원칙 9-②)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1) 내부감사기구 활동 내역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매분기말 익월 30일이내 정기감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의사와 관련하여 의사

록을 작성, 보존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함에 있어 회의 일자를 정하고 그 3일전에 각 감사위원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

문서 등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 없

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중 보고사항으로는 재무제표 및 영

업보고서, 주총안건자료에 관한 검토사항을 정기주주총회에서 보고하였으며, 결의사항

으로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전면개정,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감사위원회 위원

장 선임 등이 있었습니다. 

당사는 2019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를 도입하였으며, 도입 전 감사의 주

요 활동 내역 및 도입 후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의 활동 내역> 

(2019.01.01~2019.03.27) 

회차 개최일자 
안건 가결 

여부 구분 내용 

1 2019.01.23 

결의 

및 

보고

사항 

- 2019년 2월~2019년 4월 중 신규차입 및 만기도래  

차입금(차입한도) 기간연장 승인의 건 

- 전분기 안건 변경 및 추가사항 승인 

- 차입한도, 지급보증 기간연장 승인 

- 내부회계관리규정 전면개정 승인 

- 2018년 4분기 경영실적 보고 

- 2019년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가결 

2 2019.02.20 
결의

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에 대한 평가 승인 가결 

3 2019.02.20 
결의

사항 
-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평가의견 승인 가결 

4 2019.02.20 
결의

사항 
- 제45기 결산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현금배당 결의의 건 가결 

5 2019.03.07 
결의  

사항 
- 제4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전자투표제도 채택의 건 가결 

6 2019.03.27 
결의 

사항 
- 이사 보수집행에 관한 위임의 건 가결 

 



44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2019.03.27~2019.12.31) 

회차 개최일자 
출석/ 

정원 

안건 가결 

여부 구분 내용 

1 2019.03.27 3/3 
결의

사항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2 2019.04.24 3/3 

결의 

및 

보고 

사항 

- 2019년 5월~2019년 7월 중 만기도래 

차입금(차입한도) 기간연장 승인의 건 

- 전분기 안건 변경 및 추가사항 승인 

- 차입한도, 지급보증 기간연장 승인 

- 이사회 규정 개정 승인 

-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 승인 

- 2019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가결 

3 2019.07.25 2/3 

결의 

및 

보고 

사항 

- 2019년 8월~2019년 10월 중 만기도래 

차입금(차입한도) 기간연장 승인의 건 

- 전분기 안건 변경 및 추가사항 승인 

- 지급보증 기간연장/보증주체 변경 승인의 건 

- 2019년 2분기 경영실적 보고 

- 파생상품계약 종결(해지) 보고 

가결 

4 2019.10.23 3/3 

결의 

및 

보고 

사항 

- 2019년 11월~2020년 1월 중 만기도래 

차입금(차입한도) 기간연장 승인의 건 

- 신규설비 투자 승인의 건 

- 전분기 안건 변경 및 추가사항 승인 

- 지급보증 추가 제공 승인의 건 

- 2019년 3분기 경영실적 보고 

가결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2020.01.01~2020.05.31)  

회차 개최일자 
출석/ 

정원 

안건 가결 

여부 구분 내용 

1 2020.02.06 2/3 

결의 

및 

보고

사항 

<보고사항> 

- 2019년 4분기 경영실적 보고 

- 2020년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의결사항> 

- 2020년 2월~2020년 4월 만기도래 차입금(차입한도),  

지급보증 기간연장 승인 

- 전분기 안건 변경 및 추가사항 승인 

- 이사회규정 개정 승인 

- 타법인 주식 취득 승인 

- 감사위원회규정 개정 승인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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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02.21 3/3 
결의 

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에 대한 평가 

-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 

- 2019년 사업연도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작성 

가결 

3 2020.05.07 3/3 

결의 

및 

보고

사항 

<보고사항> 

- 2020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의결사항> 

- 2020년 5월~2020년 7월 만기도래 차입금(차입한도), 

지급보증 기간연장 승인의 건 

- 전분기 안건 변경 및 추가 사항 승인 

가결 

 

 

<개별 이사의 감사위원회 출석내역> 

(2019.01.01~2019.12.31) 

구분 
회차 1 차 2 차 3 차 4 차 

비고 
개최일자 2019.03.27 2019.04.24 2019.07.25 2019.10.23 

사외 이재덕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사외 박흥석 출석 출석 (불참) 출석   

사외 이동현 출석 출석 출석 출석   

 

<개별 이사의 감사위원회 출석내역> 

(2020.01.01~2020.05.31) 

구분 
회차 1 차 2 차 3 차 

비고 
개최일자 2020.02.06 2020.02.21 2020.05.07 

사외 이재덕 출석 출석 출석   

사외 박흥석 (불참) 출석 출석   

사외 이동현 출석 출석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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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출석률 > 

(2017.01.01~2019.12.31)  

구분 성명 

출석률(%) 

최근  

3 개년 평균 

최근 3 개년 

2019 2018 2017 

사외 이재덕 100.0% 100.0% - - 

사외 박흥석 75.0% 75.0% - - 

사외 이동현 100.0% 100.0% - - 

*당사는 2019년 3월 감사위원회를 도입하였으며, 상기 출석률은 도입 이후 개최된  

감사위원회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2) 감사절차 등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자가 매사업년도마다 보고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운용실태를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대면보고하며, 그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 1회 이상 회사의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을 감시 및 평가하

고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권고, 요청하기 위한 평가의견을 

이사회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사업보고서 제출 시 내부회계관리제

도 운영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함께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

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

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주주총회에서 진술하여야 합니다. 

 

 

(핵심원칙 10) 외부감사인 

 ▪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

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

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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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등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인의 선임)

에 따라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감사위원회

가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승인합니다. 

감사위원회 도입 전인 2018년 4월 24일 당사는 감사 및 주요 채권자, 주주가 참석한 

가운데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연속하는 사업

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선임된 외부감사인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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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최고 수준의 감사품질을 제공하는 회계법인으로 재무정보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별도의 명문화된 기준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외부감사인 선임에 있어서 후보평가기준 및 준수사항 등을 명문화하고 

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내부절차 등을 재점검 할 예

정입니다. 

당사는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에 대하여 

감사위원회가 평가하고, 평가서류 등을 명문화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자회사를 통해 경영자문 등 비감사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습니다.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법한 선임 절차를 준수하여 선임하며, 외부감사 종료 시 감사시간과 투입인력 등 감

사 계획에 근거하여 사후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나, 관련 정책 마련에 일부 개선이 필요

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선임 및 평가와 관련한 명문화된 규정을 만들고, 외부감

사인 선임 및 평가 등과 관련된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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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1)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외

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 및 회사가 회계처

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합

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역시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

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내

부감사부서를 통해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 계획 및 결과를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있

으며, 외부감사인은 매분기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

습니다. 공시대상기간중 주요 협의 내용은 감사팀 구성, 감사투입시간과 보수, 경영진 

및 감사인의 책임, 핵심감사사항 선정, 감사인의 독립성 등이며, 외부감사 실시 후 감사

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핵심감사사항 수행내역 등과 관련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은 내부감사지원조직 및 서면, 대면 회의를 통해 직접적으

로 통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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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사는 감사전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전인 2020년1월28일에 제출하였으며, 

연결기준 감사전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4주전인 2020년2월21일에 외부감사인인 삼

일회계법인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감사위원회는 다양한 소통수단을 통한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

화하여 충분한 의사소통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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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구분 핵심지표 

준수여부 

비고 
○ Ⅹ 

주주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2주전 실시 

② 전자투표 실시* √  -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 

④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 

이사회 

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 
별도의 규정 

미보유 

⑥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 

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 

효율성, 

책임경영을 

고려 미분리 

⑧ 집중투표제 채택  √ 
정관에서 

배제 

⑨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명시적 기준 

또는 절차 

미수립 

⑩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  - 

감사기구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  -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TFT로 운영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   

※작성 기준시점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이나, *항목은 보고서 제출일 직전 정기주주총회 기준이며, 

**항목은 공시대상기간(2019.1.1~2019.12.31) 기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