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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4조의2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2에 의거,  

기업지배구조 현황에 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동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동 보고서 내 지배구조 관련 현황은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보고서 내 지배구조 관련 활동내역의 경우 2021년 1월1일 ~ 2021년 12월31일 

의 내용을 기재하였고, 가이드라인에서 별도 기간을 제시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내역 

을 기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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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 기업명 : 기아 주식회사 

▶ 작성 담당자 - (정) 성명 : 김성웅  직급 : 팀장  부서 : 투명경영지원팀 

▶ 작성 담당자 - (부) 성명 : 천두영  직급 : 책임매니저  부서 : 투명경영지원팀 

▶ 작성 기준일 : 2021. 12. 31 

▶ 기업개요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35.62%

소액주주 지분율 55.85%

업종(금융/비금융) 비금융 주요 제품 자동차, 엔진

기업집단명 현대자동차그룹

＼ 2021년 2020년 2019년

연결 매출액 698,624 591,681 581,460

연결 영업이익 50,657 20,665 20,097

연결 계속사업이익 63,938 18,414 25,311

연결 당기순이익 47,603 14,876 18,267

연결 자산총액 668,500 604,904 553,448

별도 자산총액 451,888 415,916 383,563

요약 재무현황 (단위 : 억원)

최대주주등 현대자동차 외 5 명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여부

(해당/미해당)
해당

미해당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해당/미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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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업지배구조 현황 

1. 기업지배구조 정책 

(1)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당사는 기업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경영진의 의사결정과 실무진의 업무수행이 규율에 근거하여 이행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문적이고 독립적인 이사회의 감독 아래 경영진의 투명한 경영을 통하여 주주, 고객, 직원 그리고 협

력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균형 있는 권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사는 투명한 지배구조 구현을 위해 경영진의 구성, 경영진의 활동내역에 대한 공개를 적극 

이행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정관을 당사 IR홈페이지(https://worldwide.kia.com/ 

kr/company/ir)에 공개하여 지배구조 운영 방식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가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갖거나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도록 이사회 구성

의 ‘다양성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이사회를 다양한 전문성을 갖

춘 자로 구성하여 이사회가 특정 배경과 직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성별

과 국적 다양성을 갖추는 한편, 경영, 세무(회계), 공정거래, 미래 거버넌스, 미래 기술의 5개 전문 

분야를 아울러 고르게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와 같은 제도와 장치를 통해 사내이사와 사외이사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갖추도록 지배구

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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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배구조 특징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대표이사를 선·해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이사회 총원 9명 중 사외이사는 

5명(전체 구성원 대비 55.6%)으로 상법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자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효율성을 제고하고, 독립성이 검증된 다수의 사외이사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총 4개로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경우 구성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지속가능경영위원회(舊투명경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의 경우 사외이사를 과

반수로 구성하여 관련 법규 및 내규를 준수하고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당사가 투명하고 선진화된 지배구조의 확립을 위하여 수립한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 2021년 3월 당사 정관 제28조(이사의 선임) 제4항 “이 회사의 이사회는 이사 전원을 특

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한다.”을 추가함으로써 여성 이사 선임을 의무화하여 이를 준수하

고 2022년 3월 당사 최초로 외국인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등 이사회의 다양성 강화를 위해 노

력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2021년 3월 투명경영위원회에 내부거래 투명성 제고와 주주권익 보호 역할뿐만 아니라 

ESG정책, 산업 안전 및 보건 심의 기능을 추가하여 지속가능경영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세번째, 2019년 10월 등기이사의 보수한도와 사내이사의 보수체계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보수위원회를 설치하고 2020년 1월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네번째, 2019년 7월 건전한 지배구조의 구축을 통한 주주 및 고객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기업지배

구조 헌장을 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2019년 3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여섯째, 2018년 12월 주주권익을 확대하고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일반주주들로부터 

주주권익보호 담당위원이 될 사외이사 후보를 직접 추천받는 주주추천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였습니

다. 주주의 추천을 받은 사외이사 예비후보자들은 거버넌스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자문단에 의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거친 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후

보로 선정되며, 주주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임됩니다. 주주권익보호 담당 위원은 사외이사로서의 역

할뿐만 아니라 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 등에 참석해 이사회와 주주간 소통 역할을 하는 등 주주들의 

권익 보호 및 이익 확대를 위한 역할도 담당하게 됩니다. 당사는 2022년 3월 주주추천 사외이사 제

도를 통하여 신현정 후보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였으며,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서 주주권익보호 담당 

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당사는 위와 같은 정책을 통해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를 토대로 회사의 의사결정, 업무집행, 감독

의 세 기능이 상호 견제 하에 균형을 이루는 건전한 지배구조를 마련하고자 하며, 지속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통하여 기업가치와 주주의 투자이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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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 

(1) 주주의 권리 

 

가.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당사는 최근 3년간 최소 3주전까지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해왔습니다. 특히 정기주주총회시에는 주주에게 보다 충분

한 기간 전에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를 실시하였고, 제77

기 정기 주주총회부터 사업보고서를 주주총회 1주전에 공시하였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직전 연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총회 개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표 1-①-1) 공시대상기간 직전 연도 개시시점부터 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총회 개최 내역 

  

2021년(제78기)
정기주주총회

2020년(제77기)
정기주주총회

2020년
임시주주총회

2019년(제76기)
정기주주총회

2022년 02월 25일 2021년 02월 19일 2020년 04월 24일 2020년 02월 19일

2022년 02월 28일 2021년 02월 19일 2020년 05월 19일 2020년 02월 24일

2022년 03월 29일 2021년 03월 22일 2020년 06월 10일 2020년 03월 24일

주총 29일 전 주총 31일 전 주총 22일 전 주총 29일 전

본사 2층 대강당
/ 서울 특별시

본사 2층 대강당
/ 서울 특별시

본사 2층 대강당
/ 서울 특별시

본사 2층 대강당
/ 서울 특별시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금감원 및 거래소
영문전자공시시스템

- - -

이사회 구성원
출석여부

9명 중 8명 출석 9명 중 8명 출석 8명 중 7명 출석 9명 중 8명 출석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여부

3명 중 3명 출석 3명 중 3명 출석 3명 중 3명 출석 3명 중 3명 출석

주주발언
주요 내용

1) 발언주주 : 1인
   (개인주주 1인)
2) 주요 발언 요지 : 사업관련
질의, 주가관련 질의

1) 발언주주 : 9인
   (개인주주 9인)
2) 주요 발언 요지: 사업관련 질
의, 주가관련 질의, 정관 변경
및 이사선임 관련 질의

1) 발언주주 : 7인
   (개인주주 7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관련
질의, 사업관련 질의

1) 발언주주 : 2인
   (개인주주 2인)
2) 주요 발언 요지 : 사업관련
질의, 주가관련 질의

소집공고일

소집결의일

구 분

세
부
사
항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수준의 소집통지 여부 및 방법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개최장소/지역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주주총회개최일

(핵심원칙 1) 주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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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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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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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 

당사는 정기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의안에 관한 정보를 주주총회일 4주 전에 제공함으로써, 주주

가 충분한 기간 전에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제78기 정기 주주총

회부터는 외국인 주주들을 위한 영문공시를 별도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에 따라 1% 이하의 소액주주에게는 공고의 

방법으로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주주총회일의 2주

전까지 모든 주주에게 소집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가. 주주의 의결권 행사 

당사는 의결정족수 확보 및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위해 최근 3년간 주주총회 집중예상일이 

아닌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여 주주가 의결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3월 개최한 제76기 주주총회부터 주주들의 권리행사에 대한 직접 참여율을 높이기 위

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서면투표의 경우 의결권 대리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실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주주총회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표 1-②-1) 공시대상기간 직전 연도 개시시점부터 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총회 개최일 

   

제77기, 제7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안건 모두 원안대로 승인 되었으며, 직접 참여, 

전자투표, 의결권 대리행사에 의한 방식 등으로 의결권이 행사되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에 대한 공정하고 적시성 있는 정보제공을 위하여 주주총회 당일 주주총회 결과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주주제안은 없었으며 최근 2년간 주주총회 안건별 의결권 

행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제78기 주주총회 제77기 주주총회 2020년 임시주주총회 제76기 주주총회

2022.03.25(금) 2021.03.26(금) - 2020.03.13(금)

2022.03.30(수) 2021.03.30(월) 2020.03.20(금)

2022.03.31(목) 2021.03.31(화) 2020.03.26(목)

2020.03.27(금)

정기주주총회일 2022.03.29(화) 2021.03.22(월) 2020.06.10(수) 2020.03.24(화)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여부

예 예 - 예

서면투표 실시여부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전자투표 실시여부 예 예 예 예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여부 예 예 예 예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세부원칙 1-②)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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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②-2)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총회 안건별 찬반비율, 

구체적 표결결과 내역 등 

정기

찬성 주식수(B)

(비율, %)
반대ㆍ기권 등

주식수(C)
(비율, %)

308,567,844
(94.5%)

18,036,194
(5.5%)

326,380,718
(99.9%)

223,320
(0.1%)

295,471,682
(90.5%)

31,132,356
(9.5%)

309,507,273
(94.8%)

17,096,765
(5.2%)

176,827,973
(99.7%)

475,023
(0.3%)

325,707,088
(99.7%)

896,950
(0.3%)

정기

찬성 주식수(B)

(비율, %)
반대ㆍ기권 등

주식수(C)
(비율, %)

299,239,332
(94.5%)

17,395,634
(5.5%)

300,998,437
(95.1%)

15,636,529
(4.9%)

283,423,895
(89.5%)

33,211,071
(10.5%)

316,369,981
(99.9%)

264,985
(0.1%)

153,666,241
(90.4%)

16,305,329
(9.6%)

312,879,467
(98.8%)

3,755,499
(1.2%)

제2-3호
의안

보통 사외이사 선임의 건 (신현정) 가결 400,931,016 316,634,966

400,931,016 316,634,966
제2-1호

의안
보통 사내이사 선임의 건 (송호성) 가결

제78기 주주총회 2022. 03. 29

안  건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제4호
의안

보통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400,931,016 316,634,966

안  건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①)

①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A)

제2-2호
의안

보통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정의선) 가결 400,931,016 316,634,966

제3호
의안

보통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김동원) 가결 254,267,613 169,971,570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①)

①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A)

제1호
의안

보통
제78기('21.1.1 ~ '21.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400,931,016 316,634,966

326,604,038

제77기 주주총회 2021. 03. 22

326,604,038

제4호
의안

보통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조화순)

가결 251,629,421

제5호
의안

보통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400,931,263

177,302,996

326,604,038

326,604,038

제3-1호
의안

보통 사내이사 선임의 건 (최준영) 가결 400,931,263

326,604,038
제3-2호

의안
보통 사외이사 선임의 건 (한철수) 가결 400,931,263

제2호
의안

특별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일괄 표결) 가결 400,931,263

제1호
의안

보통
제77기('20.1.1 ~ '20.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400,93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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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 

당사는 최대한 많은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전체 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며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주주총회 안

건에 대하여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

니다. 

 

가. 주주제안권  

상법 제542조의 6 제2항에 따라, 6개월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의 0.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 정기주

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

니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주

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의안의 주요 내

용도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주주제안 절차는 당사 IR홈페이지의 주주섹션(https://worldwide.kia.com/kr/company/ir/info 

/shareholders)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당사 투명경영지원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이 접

수되면 해당 주주의 여부 확인 및 안건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접수확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직전 연도 개시시점부터 현재까지 당사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및 기관투자자의 공개서한은 없었으

며, 이에 주주제안 관련 별도의 이행상황은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나.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 

당사는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도록 당사 IR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안

내하고 있으며, 향후 주주제안을 받게 될 경우 법령 또는 당사 정관에 따른 효력을 확인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하여 주주제안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당사는 2020년 1월 및 2021년 2월 CEO Investor Day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2022년까지 재

무적 안정성과 환원의 균형을 위해 배당성향을 25~30% 수준으로 유지해 왔으며 2022년 3월 CEO 

Investor Day에서 새로운 중장기 배당정책으로 기존 순이익의 25~30%였던 배당성향 범위를 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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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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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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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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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로 5% 포인트씩 확대한 20~35%의 배당성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미래를 위한 예비적 성장투

자를 감안한 성장과 환원의 균형, 수익성, 자본효율성, 적정 유동성 등 재무정책 목표와의 균형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이러한 중장기 배당정책의 변경은 주주가치 극대화를 환원 중심의 소극적 정책이 아닌, 

Total Transformation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성장 중심의 기업가치 제고를 달성하겠다는 경영진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나.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 

당사는 매년 초 CEO Investor Day를 통해 주주에게 당사의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

하고 IR홈페이지(https://worldwide.kia.com/kr/company/ir)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공고하는 등 

주주환원정책과 관련하여 국내외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당 관련 정보를 주총 6주전 ‘현금·현물 배당 결정’ 공시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주총 승

인 이후 인터넷과 모바일로 제공되는 배당조회 서비스(https://dividend.kia.com)를 통해 주주들에

게 배당금액 및 지급일자 등을 확정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가시성 있고 명확한 주주

환원정책을 전달하고 이를 통해 투자자 신뢰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가. 주주환원 현황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최근 3년간 매년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2020년 

및 2021년에 발표한 주주환원정책에 따라 비경상 손익을 제외한 연결당기순이익 중 25~30% 수준

의 배당성향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최근 3년간 차등배당, 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은 모두 실시하지 않

았으며 구체적인 배당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 1-⑤-1) 최근 3개 사업연도별 주주환원 현황 

 

나.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최근 3년간 매년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

시해 오고 있으며, 배당 규모는 향후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와 경영실적 및 Cashflow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주주에게 적절한 수준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

니다. 앞으로도 주주들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연결기준 개별기준

2021 12 보통주  - 5,000원 3,000원 1,202,793백만원 3.6% 25.3% 53.9%

2020 12 보통주  - 5,000원 1,000원 400,931백만원 1.6% 27.0% 52.4%

2019 12 보통주  - 5,000원 1,150원 461,071백만원 2.6% 25.2% 29.1%

주식배당

현금배당

사업연도 결산월 주식종류 배당성향
액면가

주당
배당금

총 배당금
시가

배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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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 11 -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가. 주식발행 현황 

당사 정관상 발행가능주식수는 820,000,000주이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576,033,013주에서 감소한 주식의 총수 170,669,666주 (감자 : 148,169,666주, 이익소각 : 

22,500,000주)를 차감한 발행주식의 총수는 405,363,347주입니다. 유통주식수는 발행주식의 총수 

405,363,347주에서 자기주식 4,432,331주를 차감한 400,931,016주입니다. 이는 모두 보통주식

입니다. 보통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상법 및 정관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에서 공평하게 주당 1개의 의결

권을 행사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하여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

습니다. 참고로 정관상 무의결권 우선주식을 최대 410,000,000주까지 발행 가능하나 현재 발행된 

무의결권 우선주식은 없으며 따라서 최근 3년간 당사에서 별도로 개최된 종류주주총회는 없습니다.  

▷ (표 2-①-1) 주식발행 현황

  

나. 공평한 의결권 부여 

당사는 기업지배구조헌장 본문에 주주의 공평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명시하여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상세내용으로 ‘첫째, 주주는 1주마다 1의결권을 가지며,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격

히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회사는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한다. 

또한 공시의무가 없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도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제공한다. 셋째, 회사는 지배

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한다.’ 등입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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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경영실적 발표회를 1월(연간), 4월(1분기), 7월(2분기), 10월(3분기)에 컨퍼런스

콜을 통해 애널리스트,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실적발표 후에는 국내 기관 투자자들

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 혹은 컨퍼런스콜 등을 통한 비대면 설명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 해외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도 홍콩/싱가폴, 유럽, 미국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컨퍼런스콜을 

통해 당사 경영현황을 설명하는 Non-Deal-Roadshow를 매 분기 지역별로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

외 증권사에서 주최하는 한국 기업 대상 글로벌 컨퍼런스에 매년 10회 이상 참석하며 다양한 투자자

구분 발행가능주식수 발행주식수 발행비율 비고

보통주 820,000,000주 405,363,347주 49.43%

(핵심원칙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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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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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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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의 면담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당사는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ESG 등의 비재무적 요인들에 대해서도 시장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0년 1월 CEO Investor Day에서 자동차 산업 생태계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미래 전략인 Plan S 발표를 통해 투자자들과 소통하였으며, 2021년 2

월 CEO Investor Day에서는 보다 구체화된 전기차 전환과 PBV 전략을 공개하고, 2022년 3월 

CEO Investor Day에서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의 전환을 위한 EV 가속화, EV 

상품전략, PBV 세부 전략, 재무 목표 및 주주환원정책 등을 공유하였습니다. 

 IR활동 관련해서는 당사 IR홈페이지(https://worldwide.kia.com/kr/company/ir)의 “IR자료실” 

또는 DART (http://dart.fss.or.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사이트 

(https://worldwide.kia.com/int/company/ir)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IR 담당부서의 전화번

호 및 이메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라.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 여부 

당사의 기업정보는 당사 IR홈페이지(https://worldwide.kia.com/kr/company/ir) 및 D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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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공개되고 있으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당사의 IR홈페이지(https://worldwide.kia.com/kr/company/ir)의 “일반정보” 에는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감사기구에 관한 사항, 주식분포 상황 등 지배구조 관련 사항과 당사의 재무현황 

및 기업설명회 자료 등이 게시되어 주주에게 공평하고 신속하게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주들을 위하여 영문사이트 (https://worldwide.kia.com/int/company/ir)를 통해 

상기 주요정보를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기업 정보 제공, 경영 가이던스 제시, 해외투자자를 위한 영문 자료 공개 확대 노

력을 이어갈 계획으로 주주에게 공평하고 신속한 기업정보 제공을 위해 IR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

이트와 IR홈페이지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표 2-①-2)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주요 IR, 컨퍼런스콜, 

주주와의 대화 개최 내역  

 

일자 대상 형식 주요 내용

2021.01.27 애널리스트, 기관투자자, 언론外 컨퍼런스콜 2020년 4분기 경영실적 설명 및 질의응답

2021.02.09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온라인(Live Streaming) 방식으로 진행 중장기 미래 전략 및 재무 목표 발표

2021.02.18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 One-on-One 및 소규모 그룹 미팅 '21년 사업계획 및 미래 전략 설명

2021.02.19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 One-on-One 및 소규모 그룹 미팅 '21년 사업계획 및 미래 전략 설명

2021.02.25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 One-on-One 및 소규모 그룹 미팅 '21년 사업계획 및 미래 전략 설명

2021.03.04 애널리스트,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 컨퍼런스 콜 판매 현황 및 주요 경영 현황 업데이트

2021.03.05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 One-on-One 및 소규모 그룹 미팅 '21년 사업계획 및 미래 전략 설명

2021.03.25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 One-on-One 및 소규모 그룹 미팅 '21년 사업계획 및 미래 전략 설명

2021.03.29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 One-on-One 및 소규모 그룹 미팅 '21년 사업계획 및 미래 전략 설명

2021.03.31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 One-on-One 및 소규모 그룹 미팅 '21년 사업계획 및 미래 전략 설명

2021.04.05 애널리스트,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 컨퍼런스 콜 판매 현황 및 주요 경영 현황 업데이트

2021.04.22 애널리스트, 기관투자자, 언론外 컨퍼런스 콜 2021년 1분기 경영실적 설명 및 질의응답

2021.04.26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One-on-One 및 소규모 그룹 미팅 2021년 1분기 경영실적 및 주요 경영현황 설명

2021.04.29 해외 주요 기관 투자자 One-on-One 및 소규모 그룹 미팅 2021년 1분기 경영실적 및 주요 경영현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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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대상 형식 주요 내용

2021.05.03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 One-on-One 및 소규모 그룹 미팅 2021년 1분기 경영실적 및 주요 경영현황 설명

2021.05.12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 소규모 그룹 미팅 2021년 1분기 경영실적 및 주요 경영현황 설명

2021.06.03 애널리스트,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 소규모 그룹 미팅 판매 현황 및 주요 경영 현황 업데이트

2021.06.04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 One-on-One 및 소규모 그룹 미팅 판매 현황 및 주요 경영 현황 업데이트

2021.06.09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 소규모 그룹 미팅 판매 현황 및 주요 경영 현황 업데이트

2021.06.24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 One-on-One 및 소규모 그룹 미팅 판매 현황 및 주요 경영 현황 업데이트

2021.07.05 애널리스트,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 컨퍼런스 콜 판매 현황 및 주요 경영 현황 업데이트

2021.07.22 애널리스트, 기관투자자, 언론外 컨퍼런스 콜 2021년 2분기 경영실적 설명 및 질의응답

2021.07.26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One-on-One 및 소규모 그룹 미팅 2021년 2분기 경영실적 및 주요 경영현황 설명

2021.08.02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 One-on-One 및 소규모 그룹 미팅 2021년 2분기 경영실적 및 주요 경영현황 설명

2021.08.18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 One-on-One 및 소규모 그룹 미팅 2021년 2분기 경영실적 및 주요 경영현황 설명

2021.08.19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 One-on-One 및 소규모 그룹 미팅 2021년 2분기 경영실적 및 주요 경영현황 설명

2021.08.26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 컨퍼런스 콜 판매 현황 및 주요 경영 현황 업데이트

2021.09.03 애널리스트,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 컨퍼런스 콜 판매 현황 및 주요 경영 현황 업데이트

2021.09.03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 One-on-One 및 소규모 그룹 미팅 판매 현황 및 주요 경영 현황 업데이트

2021.09.09 국내 및 해외 기관 투자자, 애널리스트 One-on-One 및 소규모 그룹 미팅 판매 현황 및 주요 경영 현황 업데이트

2021.09.14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 One-on-One 및 소규모 그룹 미팅 판매 현황 및 주요 경영 현황 업데이트

2021.10.05 애널리스트,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 컨퍼런스 콜 판매 현황 및 주요 경영 현황 업데이트

2021.10.28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One-on-One 및 소규모 그룹 미팅 2021년 3분기 경영실적 및 주요 경영현황 설명

2021.11.02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 One-on-One 및 소규모 그룹 미팅 2021년 3분기 경영실적 및 주요 경영현황 설명

2021.11.17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 One-on-One 및 소규모 그룹 미팅 2021년 3분기 경영실적 및 주요 경영현황 설명

2021.11.18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 One-on-One 및 소규모 그룹 미팅 2021년 3분기 경영실적 및 주요 경영현황 설명

2021.11.19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 One-on-One 및 소규모 그룹 미팅 2021년 3분기 경영실적 및 주요 경영현황 설명

2021.12.02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 컨퍼런스 콜 판매 현황 및 주요 경영 현황 업데이트

2021.12.03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 컨퍼런스 콜 판매 현황 및 주요 경영 현황 업데이트

2021.12.06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 One-on-One 및 소규모 그룹 미팅 판매 현황 및 주요 경영 현황 업데이트

2021.12.07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 컨퍼런스 콜 판매 현황 및 주요 경영 현황 업데이트

2022.01.05 애널리스트,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 컨퍼런스 콜 판매 현황 및 주요 경영 현황 업데이트

2022.01.26 애널리스트, 기관투자자, 언론外 컨퍼런스 콜 2021년 4분기 경영실적 설명 및 질의응답

2022.03.03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온라인 스트리밍 중장기 미래 전략 및 재무 목표 발표

2022.03.08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 One-on-One 및 소규모 그룹 미팅 '22년 사업계획 및 미래 전략 설명

2022.03.15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 One-on-One 및 소규모 그룹 미팅 '22년 사업계획 및 미래 전략 설명

2022.03.28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 해외지역 방문 IR 설명회 개최 '22년 사업계획 및 미래 전략 설명

2022.04.05 애널리스트,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 컨퍼런스 콜 판매 현황 및 주요 경영 현황 업데이트

2022.04.25 애널리스트, 기관투자자, 언론外 컨퍼런스 콜 2022년 1분기 경영실적 설명 및 질의응답

2022.04.27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컨퍼런스 콜 2022년 1분기 경영실적 및 주요 경영현황 설명

2022.05.03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 One-on-One 및 소규모 그룹 미팅 2022년 1분기 경영실적 및 주요 경영현황 설명

2022.05.18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 One-on-One 및 소규모 그룹 미팅 판매 현황 및 주요 경영 현황 업데이트

2022.05.23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 해외지역 방문 IR 설명회 개최 '22년 1분기 실적 및 미래 전략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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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①-3)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영문공시 내역

 

공시일자 공시제목 주요 내용

2021.03.26 Outcome of Annual Shareholders' Meeting 정기주주총회 결과

2021.08.02 Interim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Fair Disclosure)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21.08.17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기업설명회 개최

2021.08.17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기업설명회 개최

2021.08.17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기업설명회 개최

2021.09.01 Interim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Fair Disclosure)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21.09.01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기업설명회 개최

2021.09.01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기업설명회 개최

2021.09.07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기업설명회 개최

2021.09.07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기업설명회 개최

2021.10.01 Interim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Fair Disclosure)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21.10.01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기업설명회 개최

2021.10.21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기업설명회 개최

2021.10.22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기업설명회 개최

2021.10.29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기업설명회 개최

2021.11.01 Interim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Fair Disclosure)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21.11.16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기업설명회 개최

2021.11.16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기업설명회 개최

2021.11.16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기업설명회 개최

2021.12.01 Interim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Fair Disclosure)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21.12.01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기업설명회 개최

2021.12.01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기업설명회 개최

2021.12.03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기업설명회 개최

2021.12.03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기업설명회 개최

2022.01.03 Interim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Fair Disclosure)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22.01.03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기업설명회 개최

2022.01.20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기업설명회 개최

2022.02.04 Interim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Fair Disclosure)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22.02.21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기업설명회 개최

2022.03.02 Interim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Fair Disclosure)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22.03.02 Decision on Calling Shareholders' Meeting 주주총회소집결의

2022.03.03 Future Business or Management Plans (Fair Disclosure) 중장기 미래 전략 및 재무 목표

2022.03.07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기업설명회 개최

2022.03.14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기업설명회 개최

2022.03.18 Submission of Audit Report 감사보고서제출

2022.03.25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기업설명회 개최

2022.04.01 Interim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Fair Disclosure)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22.04.01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기업설명회 개최

2022.04.01 Outcome of Annual Shareholders' Meeting 정기주주총회 결과

2022.04.20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기업설명회 개최

2022.04.25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
(잠정)실적(공정공시)

2022.04.25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기업설명회 개최

2022.04.29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기업설명회 개최

2022.05.02 Interim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Fair Disclosure)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22.05.16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기업설명회 개최

2022.05.20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기업설명회 개최

2022.05.20 Future Business or Management Plans (Fair Disclosure) 장래사업·경영계획 공시(공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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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①-4)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공정공시 내역 

 

 

 

 

 

 

공시일자 공시제목 주요 내용

2021.01.04 영업실적등에대한전망 2021년 판매목표(대수)

2021.01.04 영업(잠정)실적 2020년 12월 및 2020년 1~12월 판매대수

2021.01.27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잠정)실적 2020년 4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등

2021.02.01 영업(잠정)실적 2021년 1월 판매대수

2021.03.02 영업(잠정)실적 2021년 2월 및 2021년 1~2월 판매대수

2021.04.01 영업(잠정)실적 2021년 3월 및 2021년 1~3월 판매대수

2021.04.22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잠정)실적 2021년 1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등

2021.05.03 영업(잠정)실적 2021년 4월 및 2021년 1~4월 판매대수

2021.06.01 영업(잠정)실적 2021년 5월 및 2021년 1~5월 판매대수

2021.07.01 영업(잠정)실적 2021년 6월 및 2021년 1~6월 판매대수

2021.07.22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 2021년 2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등

2021.08.02 영업(잠정)실적 2021년 7월 및 2021년 1~7월 판매대수

2021.09.01 영업(잠정)실적 2021년 8월 및 2021년 1~8월 판매대수

2021.10.01 영업(잠정)실적 2021년 9월 및 2021년 1~9월 판매대수

2021.10.27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 2021년 3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등

2021.11.01 영업(잠정)실적 2021년 10월 및 2021년 1~10월 판매대수

2021.12.01 영업(잠정)실적 2021년 11월 및 2021년 1~11월 판매대수

2022.01.03 영업(잠정)실적 2021년 12월 및 2021년 1~12월 판매대수

2022.01.03 영업실적등에대한전망 2022년 판매목표(대수)

2022.01.26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 2021년 4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등

2022.01.26 장래사업ㆍ경영계획 2022년 사업계획

2022.02.04 영업(잠정)실적 2022년 1월 판매대수

2022.03.02 영업(잠정)실적 2022년 2월 및 2022년 1~2월 판매대수

2022.03.03 장래사업ㆍ경영계획 중장기 재무목표 및 투자계획

2022.04.01 영업(잠정)실적 2022년 3월 및 2022년 1~3월 판매대수

2022.04.25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 2022년 1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등

2022.05.02 영업(잠정)실적 2022년 4월 및 2022년 1~4월 판매대수

2022.05.18 장래사업·경영계획 공시 AutoLand화성 PBV 전용 생산라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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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관련 내부통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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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추기 위하여, 상법상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및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등과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을 지속가능경영위원회와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 5명과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된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자발적으

로 설치하여 계열사간 거래, 주요 주주와의 거래, 이사의 자기거래 등에 대하여 사전 심의하고 이외

에도 주주가치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거래라고 판단하는 거래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을 실시하여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계열회사와의 내부거

래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세부현황에 대한 자료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령 및 내규를 위반하는 거

래에 대하여 이사회에 시정조치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자기거래 관련 

포괄적 이사회 의결 및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열기업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에 관한 포괄적 의결 내역 

 

 

구분 승인일자 승인내용 사유

2021.01.27 2021년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한도 승인

2021.10.27 2021년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변경 승인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한도 승인

2021.12.09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회사 추가 승인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한도 승인

2021.01.27 2021년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한도 승인

2021.01.27 2021년 최대주주등과의 거래총액한도 승인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한도 승인

2021.01.27 계열회사와의 상품ㆍ용역거래 승인 계열회사와의 상품ㆍ용역거래 분기한도 승인

2021.01.27 계열금융회사와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 계열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 분기한도 승인

2021.04.22 계열회사와의 상품ㆍ용역거래 승인 계열회사와의 상품ㆍ용역거래 분기한도 승인

2021.04.22 계열금융회사와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 계열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 분기한도 승인

2021.07.22 계열회사와의 상품ㆍ용역거래 승인 계열회사와의 상품ㆍ용역거래 분기한도 승인

2021.07.22 계열금융회사와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 계열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 분기한도 승인

2021.10.27 2021년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변경 승인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한도 승인

2021.10.27 2021년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총액한도 변경 승인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한도 승인

2021.10.27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승인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한도 승인

2021.10.27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 승인 계열회사와의 상품ㆍ용역거래 분기한도 승인

2021.10.27 계열금융회사와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 계열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 분기한도 승인

2021.12.09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승인 특수관계자와의 내부거래 승인

2021.12.09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회사 추가 승인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한도 승인

이사회

지속가능
경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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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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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보증내역 

 당사는 해외계열사의 원활한 자금조달 등을 목적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 등에 

의거하여 일정규모 이상으로 지급보증 등을 할 경우 이사회 의결 후 집행하고 있습니다. 

 

▷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당사는 이사회규정 등에 의거하여 일정규모 이상으로 타법인에 출자 또는 지분 처분을 할 경우 이사

회 의결 후 집행하고 있습니다. 

 

 

성명(법인명) 관계
보증등의

내용
금융기관 보증기간

건설투자 HSBC 등
2014.11.25

~2023.12.21
USD 165,143

운영자금 국민은행
2020.06.22

~2022.06.22
USD 100,000

USD 417,429

EUR 72,892

신차종투자 산업은행 등
2019.11.22

~2024.11.22
EUR 280,000

중국건설은행
2018.04.02

~2021.03.29
USD 30,000

신한은행
2018.04.16

~2021.04.12
USD 20,000

수출입은행
2020.04.20

~2023.04.19
USD 100,000

수출입은행
2020.04.20

~2023.04.19
USD 175,000

EUR 352,892

USD 1,007,572

 ※ 해외계열회사 법인명은 '22년 3월 이후 변경된 법인명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기아기차유한공사(KCN) 해외종속법인 운영자금

합    계

(외화단위 : 천USD, 천EUR)

보증금액(잔액)

Kia Mexico S.A de C.V 해외종속법인

해외종속법인Kia India Private Limited

2017.10.17
~2027.10.17

Santander 등건설투자

성  명

(법인명) 기 초 증가 감소 기 말

HMGC 해외계열회사 85,106 15,214  - 100,320 장부가액 기준

Kia APAC 해외계열회사 579 108  - 687 장부가액 기준

KMY 해외계열회사  - 4,572  - 4,572 장부가액 기준

HCCA 해외계열회사 71,047 41,203  - 112,250 장부가액 기준

Kia CSA 해외계열회사 929 61  - 990 장부가액 기준

Supernal LLC 해외계열회사  - 55,835  - 55,835 장부가액 기준

HMGICS 해외계열회사 37,777 19,652  - 57,429 장부가액 기준

 PT. HKML BATTERY
INDONESIA

해외계열회사  - 42,217  - 42,217 장부가액 기준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국내계열회사 960 2,316  - 3,276 장부가액 기준

현대캐피탈 국내계열회사 606,702 872,277  - 1,478,979 장부가액 기준

803,100 1,053,455  - 1,856,555

(단위 : 백만원)

관 계 비고
거 래 내 역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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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 매수내역 

 당사는 계열회사인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시 이사회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 영업거래 내역 (매출액 5% 이상) 

 당사는 이사회규정 등에 의거하여 일정규모 이상 계열사와의 영업거래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 후 

집행하고 있습니다. 

 

 

 

가. 주주보호를 위한 정책 또는 계획 

당사는 주주권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규정 제3조(기능 및 권한)의 ①항 2.주주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여 당사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하여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반

드시 사전에 보고하고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추천 사외이사 선임 제도를 통하여 선임된 사외이사를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규정 제

7조(주주권익보호 담당위원)에 따라 주주권익보호 담당위원으로 선임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의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주추천 사외이사 선임 제도는 주주권익보호 담당위원이 될 사외이사 후보를 주주들로부터 공모받

아 선임하는 제도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주주들로부터 예비후보를 추천받고, 거버넌스 전문가 또는 

기관투자자 등 별도의 외부평가 자문단을 꾸려 후보자 자격요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를 진행합

유가증권의 종류 기초 증가(감소) 기말 수익

수익증권
(MMF 등)

 -  -  -  -

기타 유가증권
(RP, MMT 등)

3,200억원 300억원 3,500억원 43억원

3,200억원 300억원 3,500억원 43억원합계

법인명 관계
거래내역

현대차증권 계열회사

상대회사 거래금액 비  고

KUS 78,018억원  완성차 매출 등

현대모비스㈜ 73,426억원  부품 매입 등

Kia EU 66,591억원  완성차 매출 등

현대위아㈜ 26,215억원  부품 매입 등

현대자동차㈜ 20,105억원  부품 매출, 매입 등

(세부원칙 2-③) 기업은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같은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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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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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외부평가 자문단의 평가를 통해 선발된 사외이사 후보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이사회 심

의를 거쳐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해 당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됩니다.  

 이후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주주권익보호 담당위원으로 선임된 사외이사는 국내외 투자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설명회 등에 참석하여 당사의 지배구조, 주요 사업 변화 등에 대해 설명하

고 주주들의 제안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사회에 이를 전달하는 등 이사회와 주주간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주주들의 권익 보호 및 이익 확대를 위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 

공시 대상연도 내에 당사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은 없었습니다.  

 당사의 주주권익보호 담당 위원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해외 IR활동에 참석하는 등 투자자들과

의 면담을 통해 시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주주관점에서 의견을 피력하기 위한 활동을 진

행해 왔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제약으로 제한적인 활동을 유지해 왔습니다. 

 당사는 2019년 3월 선임된 남상구 주주권익보호 담당 위원의 후임으로 2022년 3월 주주추천 사외

이사 선임 제도를 통하여 선임된 신현정 사외이사를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서 주주권익보호 담당 위원

으로 선임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되는대로 직접 국내외 IR활동에 참석하여 주주들

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청취하고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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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사회 

(1) 이사회 기능 

 

가. 이사회의 업무수행 지원 

현재 당사는 이사회 지원 담당 부서를 통하여 이사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대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

습니다. 이사회 지원담당부서는 6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영정보 등의 보고, 제공 및 발송, 

질의응답, 추가사항 지원 등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

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운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경영의사결정 기

능을 가지고 있으며, 대표이사의 선·해임 등 회사 내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

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정관 제31조(이사의 직무), 제32조(이사회의 구

성과 소집) 및 이사회규정 제11조(부의사항) 제1항 상법상의 의결사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정관 제31조 (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를 통하여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 

▷ 정관 제32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회사의 업무진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며, 이사의 집무집행을 감독한다. 

② 권한의 위임, 기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이사회규정을 

   둘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한 이사가 소집하며,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소집을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다.  

▷ 이사회규정 제11조 (부의사항) 

(1) 상법상의 의결사항 

  ① 주주총회의 소집 

  ② 영업보고서의 승인 

  ③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서류 승인 

  ④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⑤ 공동대표의 결정 

(핵심원칙 3) 이사회 기능 

■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

로 감독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3-①)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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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⑦ 신주의 발행 

  ⑧ 사채의 발행 

  ⑨ 준비금의 자본전입 

  ⑩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⑪ 이사의 경업 및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 

  ⑫ 분기배당 

당사 이사회는 법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에도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회사 운영상 중요 하

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해당 사항에 대해 심

의 의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당사 이사회 규정 제11조(부의사항) 제2항 회사경영에 관한 중

요사항 및 제3항 기타 부의 사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규정 제11조 (부의사항) 

(2) 회사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①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② 사업의 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③ 회사의 예산·결산 

  ④ 통상적인 상거래행위 범위를 넘는 차입, 채무의 보증,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⑤ 국내외 주요 신규투자계획 

  ⑥ 해외증권의 발행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회사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당사 정관 제13조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 발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규정 제13조(위임)에 의거 이사회

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 정관 제13조 (사채의 발행)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이사회규정 제13조 (위 임) 

①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나.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 여부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사항과 더불어 회

사운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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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등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

하고 있습니다. 

 

가. 최고경영자(대표이사) 승계정책 

당사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회사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사의 인사를 총괄하는 HR전략팀

에서 전문적인 경영능력과 리더십 등의 자질을 갖춘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선발 및 육성하고 그 자격

을 검증하여 최고경영자로 선발하는 승계정책인 “Succession Plan(SP)”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

니다. 

 당사는 승계정책을 통해 주요 직책에 대한 포지션 적합도와 미래 성장가능성 등에 대한 엄격한 평가

를 거쳐 정예화된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선발하고 경력개발, 그룹교육과 외부교육 및 보상을 통해 후

보군을 육성 및 동기부여하고 있습니다. 

 후보군 선정시에는 검증에 대한 현업 및 의사결정권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상급자, 부하, 동료, 및 

본인 대상의 1차·2차 인터뷰를 통해 후보군의 자격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증하고 본부 Session 및 

최고경영자 Session을 거쳐 포지션에 적합한 후보군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승계정책에 의해 선발된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그룹 자체 교육 프로그램인 Global 

Leadership Program(GLP) 및 외부 교육과정을 통해 최고경영자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 공시대상 기간동안 교육 현황 

 

당사의 승계정책을 통해 육성된 후보자군 중에서 경영 상황과 전략적 역할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

를 바탕으로 최적임자를 이사회에 추천하면 이사회는 후보자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 및 결의하여 사내

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확정한 사내이사 후보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사에 따라 사내이

사로 선임 후 후속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로 선임됨으로써 최고경영자 승계 절차가 종료됩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일산상의 사유로 그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정관에 따라 즉시 대표이

사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승계정책에 따른 후보군 중 복수의 승계후보를 대상으로 적절한 대표이사 

후임자를 검토하여 신속하게 승계를 완료합니다. 

 또한 전임 대표이사를 고문관리규정에 의거 고문으로 위촉하여 사후적인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부교육 과정

GLP1(Global Leadership Program) GLP2(Global Leadership Program) 최고경영자 교육 과정

교육 기간 2021년 6월~9월 2021년 5월~12월 2021년 3월~8월

교육 목적
CEO 관점의 비즈니스 역량 강화

고객중심혁신을 위한 미래대응능력 강화
CEO 관점의 지속적인 리더십 성장

신성장동력 대전환에 필요한 실행방안 도출

비즈니스 인사이트 확보
대외 네트워크 구축

전략적 의사결정 역량 강화

교육 대상 사업부장 후보자 총 6명 본부장 후보자 총 4명 본부장 후보자 총 1명

교육 방식
그룹집합 세션(집합과정 총5회)

기획시리즈(총6회)

개별 세션(코칭 총6회)
그룹집합 세션(집합과정 총8회)

소그룹 세션(러닝랩 총5회)

서울대 등 외부 전문 교육기관
집합교육(매주 2회)

구분
사내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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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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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통제정책 

(가) 리스크 관리 

당사는 리스크 관리 정책으로 2021년 3월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규정 제3조(기능 및 권한) 제2항에 

리스크 관리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매년 회사의 각 부문별로 리스크 관리 과제를 

도출하고 이중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당사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계획 및 실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리스크 관리 핵심과제는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담당부

문별 관리를 통해 회사 운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실적을 기반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3개 영역에 따라 선정한 당사의 리스크 관리 7대 

핵심과제는 환경영역에 탄소중립 추진체계 구축, 사업장 탄소저감 추진, 사회영역에 안전시스템 강화, 

공급망 ESG체계 정립, 임직원 인권보호 강화, 지배구조 영역에 이사회 투명성 개선, 윤리경영 관리 

강화이며 이를 2022년 4월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보고하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 준법경영 

 당사는 2012년 준법지원 제도를 도입하며 이사회 산하 준법지원인 선임을 통해 전담조직을 수립하

고, 준법 통제기준과 시행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적 리스크를 파악하고 선별해 준법지원 제

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국내 38개, 국제 6개 준법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업무 수행 시 발생가능한 

법적 리스크 현실화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스스로 법적 리스크를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청탁금지, 개인정보, EU일

반개인정보보호법, 부패, 지적재산, 공정거래(기술유용), 지점 등 총 8개 법 영역별 연 2회 준법 자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이후에는 해설지를 제공하여 업무상 발생가능한 법적 리스크를 확인

하고 자체 개선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리고 준법서약, 개인별 준법자가점검, 준법

지원상담센터 등 다양한 준법지원활동을 임직원이 활용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법경영지원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한 모든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평가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체 내부회계관리규정을 마련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하고, 그를 평가하고 

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8년 11월 개정된 법률 및 

모범규준에 대응하고자 제도 전반을 점검하였고, 제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25일 개최된 감사위원회에서 2021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된다는 평가 결과를 받았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결과를 매년 사업보고서 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로서 공시하고 있으며, 2022년 3월 21일에 2021년도 운영보고서를 공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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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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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시정보관리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및 당사 공시정보관리 규정에 따라 모든 공시정보가 정확하고 공정하

며 시의 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공시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관련규정에 따라 공시책

임자 1명과 공시담당자 2명을 지정하고 있으며, 공시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공시담당부서

인 투명경영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공시담당부서는 공시사항 발생 및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관련법령 및 당사의 공시정보관리 규

정에 따라 공시내용을 검토하고 필요시 이사회 및 위원회의 결의를 거치며 공시 전 당사 스마트보고

시스템 및 내부보고를 통해 공시담당자 → 공시담당부서장 → 공시책임자 결재 과정을 거쳐 공시사항

을 사전에 보고하고 공시하는 절차를 갖추어 모든 공시가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 자체 공시관리시스템(https://fns.hmc.co.kr/)을 운영하여 기업집단 내 공시정보를 상

호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공시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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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구성 

 

가. 이사회 구성 현황 

당사는 이사회 이사의 수를 총 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사외이사는 5명으로 55.6%의 

비율입니다. 이사회는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이사들로 구성되어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기 충분한 5명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습

니다. 이사회 내에는 3명(전원 사외이사)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5명(사외이사 3명 포함)으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6명(사외이사 5명 포함)으로 구성된 지속가능경영위원회, 3명(사외이사 2명 

포함)으로 구성된 보수위원회 총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겸직하고 있으며 선임사유는 회사 업무 전반을 파악하고 있는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함으로써 원활한 이사회 진행과 의사결정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선임사외이사는 별도로 선임하지 않고 있으나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사외이사가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이사회내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표 4-①-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관련 조직도  

 

 

 

재경기획팀  (직원 3명)

주주총회

이사회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5명)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3명)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

지속가능
경영위원회

(사내이사1명, 사외이사 5명)

보수위원회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

회계팀 (직원 2명)
투명경영지원팀

(직원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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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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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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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①-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현황

 

▷ (표 4-①-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內 위원회의 구성 현황 

 

구분 성명
성별

(만 나이)
직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예정일

전문분야 주요 경력

사내이사 송호성
남

(60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

2020.06.10
2025년

정기주총일
당사 총괄

·기아 사업관리본부장
·現) 기아 대표이사 사장

사내이사 최준영
남

(59세)
·보수위원회 위원 2018.03.09

2024년
정기주총일

국내생산
담당

·기아 경영지원본부장
·現) 기아 대표이사 부사장

사내이사 정의선
남

(52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010.03.19

2025년
정기주총일

그룹 총괄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現) 현대자동차 회장

사내이사 주우정
남

(58세)
2019.03.15

2023년
정기주총일

재경
·기아 재무관리실장
·現) 기아 재경본부장 부사장

사외이사 한철수
남

(65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장
·보수위원회 위원장

2018.03.09
2024년

정기주총일
공정거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現) 법무법인 화우 고문

사외이사 김덕중
남

(63세)

·감사위원회 위원장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
·보수위원회 위원

2017.03.24
2023년

정기주총일
세무(회계)

·국세청 청장
·現) 법무법인 화우 고문

사외이사 김동원
남

(62세)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

2017.03.24
2023년

정기주총일
경영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 회장
·現)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사외이사 조화순
여

(56세)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

2021.03.22
2024년

정기주총일
미래

거버넌스

·現)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책학부
        정회원
·現)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사외이사 신현정
여

(48세)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
   (주주권익보호 담당)

2022.03.29
2025년

정기주총일
미래기술

·現)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現)  KAIST 기계공학과 교수

직책 구분 성명 성별 겸임

위원장 사외이사 김 덕 중 남 C, D ㆍ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위원 사외이사 김 동 원 남 B, C ㆍ외부감사인 선정

위원 사외이사 조 화 순 여 B, C ㆍ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위원장 사외이사 김 동 원 남  A, C

위원 사내이사 송 호 성 남 C

위원 사내이사 정 의 선 남 -

위원 사외이사 한 철 수 남 C, D

위원 사외이사 조 화 순 여  A, C

위원장 사외이사 한 철 수 남 B, D

위원 사내이사 송 호 성 남 B

위원 사외이사 김 덕 중 남 A, D

위원 사외이사 김 동 원 남 A, B

위원 사외이사 조 화 순 여 A, B

위원 사외이사 신 현 정 여 -

위원장 사외이사 한 철 수 남 B, C

위원 사내이사 최 준 영 남 -

위원 사외이사 김 덕 중 남 A, C

비고위원회의 주요 역할

감사위원회
(총 3인)

(A)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총 5인)

(B)

보수위원회
(총 3인)

(D)

ㆍ사외이사 선임원칙 수립, 점검, 보완

ㆍ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 추천

ㆍ등기이사 보수한도와 사내이사 보수체계의 심의 및 의결

위원회

지속가능
경영위원회
(총 6인)

(C)

ㆍ내부거래 투명성 및 주주권익 보호 등에 대한 의결

ㆍ사회적 책임 및 윤리경영 실천 등에 대한 보고

ㆍESG정책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심의

·'19.10.24 신설

구성

·'21.03.22
   투명경영위원회
   확대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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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 여부 

당사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9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정원의 과반

인 5명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여 사외이사 선임 과정의 독립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당사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경영, 세무(회계), 공정거래, 미래 거버넌스, 미래

기술 등 다양한 지식과 경쟁력을 보유한 사외이사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

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은 위원회가 가지고 있습

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반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위

원장을 사외이사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사내이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이

사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 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정관 제28조(이사의 선임)에 제4항 “이 회사의 이사회는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한다.”을 추가함으로써 여성 이사 선임을 의무화하여 이사회의 다양성을 강화하

였습니다.  

▷ (표 4-②-1) 공시대상기간 직전 연도 개시시점부터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  분 성  명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일 변동일 변동사유 재직 여부

송호성 2020.06.10
2025년

정기주총일
2022.03.29 재선임 재직

정의선 2010.03.19
2025년

정기주총일
2022.03.29 재선임 재직

최준영 2018.03.09
2024년

정기주총일
2021.03.22 재선임 재직

남상구 2013.03.22 - 2022.03.29 임기만료 퇴직

이귀남 2015.03.20 - 2021.03.22 임기만료 퇴직

한철수 2018.03.09
2024년

정기주총일
2021.03.22 재선임 재직

조화순 2021.03.22
2024년

정기주총일
2021.03.22 선임 재직

신현정
(Jennifer

Hyunjong Shin)
2022.03.29

2025년
정기주총일

2022.03.29 선임 재직

사내이사

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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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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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 여부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다양한 경력을 보유한 사내이사 4명과 분야별 전문지식을 갖

춘 사외이사 5명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이사회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고 있고, 정관의 개정을 통해 여성 이사 선임을 의무화하여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외국국

적의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등 이사회의 다양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선정함에 있어 국내 및 해외 전문 CEO 출신, 외국인, 미래기술 전문

가(자율주행, 커넥티비티) 등과 같이 다양한 경력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전문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겠

습니다. 

 

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당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총 5명(사외이사 3명, 사내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주 

및 당사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외이사 후보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추천함으로써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이사 후보 관련 정보 제공  

 당사는 이사 선임 과정에 있어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 제공의 구체성 및 검토를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를 위하여 주총일로부터 최소 4주 전 공시를 통해 이사 선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

보고서를 통해 사외이사의 재선임 여부 및 연임 횟수, 이사회 활동 내역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표 4-③-1)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현재까지 주주총회시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제공 

내역 

 

다. 집중투표제 채택여부  

 당사는 정관 제28조(이사의 선임)를 통해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지만, 2018년 12월 주주

추천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해 이사 선임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20

년 3월 정기주총부터 이사 선임시 안건을 분리 상정하여 주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

력하고 있으며 상법에 따른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구분 성명

사내 최준영

사외 한철수

사외 조화순

사내 송호성

사내 정의선

사외 신현정 ·주주 추천

비고정보제공일 주주총회일
이사 후보

정보제공내역

2021.02.19
(주총 31일전)

2021.03.22

1. 후보자 생년월일, 주된직업, 약력
2. 최대주주와의 관계
3. 추천인
4. 후보추천 사유, 직무수행 계획 등

2022.02.28
(주총 29일전)

2022.03.29

1. 후보자 생년월일, 주된직업, 약력
2. 최대주주와의 관계
3. 추천인
4. 후보추천 사유, 직무수행 계획 등

(세부원칙 4-③)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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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 여부 

이사회 구성원 중 4명의 사내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으며, 5명의 사외이

사는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습니

다. 당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주주총회

에 사외이사 후보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외이사 

요건 외에도,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사외이사의 선임을 방지하기 위하

여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기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의 분야별 전문성과 

개인적 역량을 고려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인원의 과반수를 사외

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가. 임원 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임원은 등기임원 9명, 미등기임원 139명으로 총 148명이며, 이 중 비

상근 임원은 등기임원 중 사외이사 5명입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임원현황(미등기 임원 포함)은 아

래 (표 4-④-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책임자의 임원 선임 방지 정책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영

진 인사 및 처우에 관한 규정을 두고, 범법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경

우,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재산에 지대한 손실을 끼친 경우, 기타 사회 통념상 계속 임무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즉시 퇴임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전 임직원에 대하여 영업비밀 보호 의무를 두어 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하고 있으며, 승

계 계획이나 연말인사시 사내징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부적합 인원이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

록 인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확정판결 받은 임원의 선임 

현재 당사에는 과거 횡령 배임 등의 판결을 받은 임원이 선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임원 선임 

이후에는 회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임원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선량한 관리자로

서 임원의 책무를 다하도록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라.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당사는 현재 급변하는 국내외 경영 상황 하에서는 업무집행기능과 감독기능의 분리로 인하여 일사불

란한 지휘체계의 가동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과 이미 사외이사로만 이루어진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임원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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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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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④-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임원현황(미등기 임원 포함) 

 

성명 성별 직위 등기임원여부 상근여부 담당업무

송호성 남 사장 등기 상근 당사총괄 (대표이사)

최준영 남 부사장 등기 상근 국내생산 담당 (대표이사)

정의선 남 회장 등기 상근 그룹총괄

주우정 남 부사장 등기 상근 재경

한철수 남 사외이사 등기 비상근 공정거래

김덕중 남 사외이사 등기 비상근 세무(회계)

김동원 남 사외이사 등기 비상근 경영

조화순 여 사외이사 등기 비상근 미래 거버넌스

신현정 여 사외이사 등기 비상근 미래 기술

김견 남 부사장 미등기임원 상근 HMG경영연구원장

권혁호 남 부사장 미등기임원 상근 국내사업본부장

윤승규 남 부사장 미등기임원 상근 북미권역본부장

이영규 남 부사장 미등기임원 상근 커뮤니케이션센터장

조상현 남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글로벌사업관리본부장

박래석 남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AutoLand광주공장장

김상대 남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eLCV비즈니스사업부장

최연홍 남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PT사업부장

김경현 남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아중동권역본부장

카림하비브 남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기아디자인센터장

정원정 남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유럽권역본부장

아르투르마틴스 남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고객경험본부장

이한응 남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판매사업부장

태원섭 남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기아생기센터장

송민수 남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AutoLand화성공장장

박태진 남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KIN법인장

유철희 남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AutoLand광명공장장

김익태 남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특수사업부장

이광구 남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KMX법인장

한석원 남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경영지원본부장

류창승 남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KCN총경리

김남규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북미권역재경실장

박동식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기아품질사업부장

박상덕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고객서비스사업부장

정태화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상품매니지먼트사업부장

이용민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국내상품&마케팅사업부장

안기석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글로벌사업기획사업부장

박준범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법무2실장

박규철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차량부품구매사업부장

정의철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기업전략실장

양민구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노무지원사업부장

홍준태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고객구매경험사업부장

이태훈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아태권역본부장

김석봉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KaSK법인장

권오충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EA프로젝트TFT장

장재준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경영관리실장

문재웅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생산기획사업부장

정성국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IR담당

권일권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KCN마케팅본부장

오성환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프로세스혁신실장

전금동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KCN구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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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별 직위 등기임원여부 상근여부 담당업무

박재현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KCN판매본부장

문정빈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기아디자인매니지먼트실장

오용진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판촉전략실장

최진기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판매관리실장

김광오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인재개발실장

박희동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KCN재경본부장

이병관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화성3공장장

김경곤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광주전남지역본부장

김진성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HMGICS인프라실장

조영도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KaGA구매실장

조상운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북미권역상품실장

안동수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eLCV사업실장

정상권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러시아권역본부장

윤승규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B2B사업실장

송완식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남부지역본부장

송형동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화성종합관리담당

김도학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디지털앤브랜드PR팀장

김현태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차체샤시부품구매실장

장수항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글로벌사업기획실장

소득영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기아생기2실장

김석태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글로벌고객채널실장

박용준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선행품질실장

이상화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KIN구매실장

전병구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북미권역기획실장

한상미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화성변속기소재생산실장

이동은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KaGA재경실장

김용권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KaGA생산실장

박현성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스마트팩토리개발실장

오준동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전동화PT생기센터장

파블로마르티네즈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오너십경험사업부장

강훈택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KD사업지원실장

문남귀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광주1공장장

김원순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북미안전품질실장

구종해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유럽권역재경실장

김성근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품질선행구조분석실장

신건원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KaSK생산실장

김중대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국내마케팅실장

강동원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광명1공장장

안승기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생산기획실장

정효정 여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마케팅커뮤니케이션실장

김우식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노사협력실장

요한페이즌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기아내장디자인실장

김진범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고객가치지원실장

이현철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KCN기획본부장

최영칠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기아생기3실장

이동원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원가혁신추진실장

김연수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KMX생산실장

송재삼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대전지역본부장

이길용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동부지역본부장

정덕화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아중아지원실장

이태휘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공장재경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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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명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국내사업인사실장

김남석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정책조정팀

권성원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KCA법인장

김태진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KaSK재경실장

정주훈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상품CX실장

양진석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화성1공장장

이수영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중남미권역본부장

김영삼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미주지원실장

박철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광명경영지원실장

김효선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고객서비스지원실장

김목곤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화성엔진생산실장

유삼용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광주3공장장

윤호남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비즈니스지원실장

박연균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경기지역본부장

박명래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글로벌사업지원실장

박형식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KIN기획실장

박경진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KMX구매실장

권광혁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품질보증실장

이효범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안전협력지원실장

이현섭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뉴스앤비전PR팀장

김성근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PBV Biz Group Leader

김경호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HR운영실장

허현숙 여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KaGA경영지원실장

김택균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기아외장디자인실장

강원규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기아디자인이노베이션실장

최종웅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판매지원실장

박상언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화성경영지원실장

박원재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광주2공장장

이상영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기아정보보호센터장

유기호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KIN재경실장

김병권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경남지역본부장

김홍재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특수글로벌영업실장

최승범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광주PR팀장

안명식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고객서비스운영실장

조정현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안전환경센터장

황선욱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고객경험기획실장

황병걸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생기전략실장

서영보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화성2공장장

양건석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KMX재경실장

정성수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브뤼셀사무소장

조병철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국내상품실장

김승준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재무관리실장

전현갑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유럽권역기획실장

주진억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파워트레인품질실장

박춘식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광명2공장장

강주엽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신사업기획실장

카오루쿠마세가와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브랜드전략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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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책임 

 

가. 사외이사와의 이해관계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가 당사 또는 계열회사에 재직한 이력은 없습니다. 또한, 사

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 또는 계열회사와 거래한 내역은 없습니다. 보

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기업·계열회사 등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표 5-①-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기업·계열회사 등과의 관계

 

당사는 정관 제28조의 2를 통해 상법 제382조 제3항과 제542조의8의 사외이사 선임자격 배제요

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선임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에 따라 과거 계열회사에 재직하였거나 당사와의 최근 3개년도 중 

거래실적이 해당법인의 자산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사업연도가 있는 법인에서 근무한 

자, 당사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자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어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

행하기 곤란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사외이사 선임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 정관 제28조의 2 (사외이사의 자격)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법률 또는 관련 기술 등에 관한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이 있거나, 사회적으

로 명망이 있는 자 중에서 상법 등 관련법규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사외이사

가 된 후 그 자격요건을 결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또한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 회사와의 독립성 여부, 관련 법 상 자격

요건 등을 포함한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당사
당사의

계열회사
당사

당사의
계열회사

당사
당사의

계열회사

한철수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김덕중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김동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조화순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신현정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사외이사가 과거
당사·계열회사에

재직한 내용성명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의 거래내역

사외이사(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의 거래내역

(핵심원칙 5) 사외이사의 책임 

■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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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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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외이사 재직기간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별 재직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6년(계열회사 포함 9년) 초

과 장기 재직 중인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 (표 5-①-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별 재직기간 및 초과 장기 재직시 그 사유 

 

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 

사외이사들은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에 있지 않으며, 사외이사 선임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이사회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DART 공시조회시스템을 통한 조회 및 이사 후

보에게 직접 확인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

는 중립적인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 

당사의 이사회규정 제16조(이사의 직무) 및 상법 제397조(경업금지)에 따라 사외이사가 타기업에 

겸직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 겸직하려는 직무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보고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합

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겸직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사회규정 제16조(이사의 직무)  

②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 (표 5-②-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 겸직 현황

 

재직기간 6년초과시 그 사유 재직기간 9년초과시 그 사유

한철수 4년 3개월 - 4년 3개월 -

김덕중 5년 3개월 - 5년 3개월 -

김동원 5년 3개월 - 5년 3개월 -

조화순 1년 3개월 - 1년 3개월 -

신현정 3개월 - 3개월 -

계열회사 포함시당사
성  명

겸직기관 겸직업무
겸직기관
재직기간

겸직기관
상장여부

한철수 2018.03.09
2024년

정기주총일
법무법인 화우 고문 고려아연 사외이사

2017.03.24
~ 현재

상장기업
(유가증권)

성명
(감사위원)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일 현직
겸직 현황

(세부원칙 5-②)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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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 여부 

현재 당사는 이사회 전담 지원 팀을 통하여 이사(사외이사 포함)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서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조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위원회 개최 전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

고 있습니다.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지원 

 당사는 사외이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가 국내·외 공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경영사항을 수시로 보고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세미나

를 실시하여 전문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18조에 따라 전담 지원 팀을 통하여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원

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지원조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외이사 지원 조직 

 

당사는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정기·임시 회의를 통해 사외이사들만의 독립된 회의와 정보교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표 5-③-1)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제출일 현재까지 사외이사만의 회의개최내역 

 

김덕중
(감사위원)

2017.03.24
2023년

정기주총일
법무법인 화우 고문 풍산 사외이사

2018.03.16
~ 현재

상장기업
(유가증권)

김동원
(감사위원)

2017.03.24
2023년

정기주총일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 - -

조화순
(감사위원)

2021.03.22
2024년

정기주총일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LG화학 사외이사

2022.03.23
~ 현재

상장기업
(유가증권)

신현정 2022.03.29
2025년

정기주총일
KAIST 기계공학과 교수 엔젯 사외이사

2021.10.08
~ 현재

해당 없음

부서명 직원수 직위 (근속년수) 주요 활동내역

ㆍ회의 준비 및 운영 관련 제반 업무 지원

ㆍ사외이사 전문성 제고 위한 교육/세미나  지원

ㆍ회사 주요 현안 관련 정보 제공

투명경영지원팀 6명
책임매니저 5명,

매니저 1명
(평균 3.8년)

연도 회차 정기/임시 개최일자 출석/전체 회의 사항 비고

2021년 1차 임시 2021.05.25 4/5 ·배터리 JV 설명

1차 임시 2022.02.23 4/5
·CEO Investor Day 설명
·이사회 안건설명
·사외이사회

2차 정기 2022.04.22 4/5
·AAM사업현황 설명
·이사회 안건설명
·사외이사회

2022년

(세부원칙 5-③)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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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 여부 

당사는 사외이사 전담 지원 조직을 두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깊이 있는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수시로 산업의 변화에 따른 미래전략 방향성 및 전동화 전략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이 참여하는 별도의 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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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가. 사외이사의 평가 

사외이사는 경영진을 감시하며 자유롭고 비판적인 의사 개진이 적극 권장되므로 당사는 사외이사의 

개별활동 및 실적에 대한 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2021년부터 이사회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1회 이상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주체는 사외이사로 한정하여 평가 및 의견제안을 받으며 공

정하고 솔직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무기명으로 온라인 평가를 진행합니다. 사외이사들이 제시한 의견

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차기 이사회에서 결과를 보고하고 이사회 운영 개선에 활용하고 있

습니다. 

 2021년 이사회 운영에 대한 평가는 사외이사 5명을 대상으로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과 의무, 구성,  

산하 위원회 등 총 10개 항목 40개 문항으로 무기명 설문 평가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4.6점을 기록하였고 2022년 2월 25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그 결과 및 주요 개선방안을 보고하였습

니다. 개선방안 중 주요 내용으로는 이사회 안건 관련 사전설명회 개최, 위원회 관련 자료 수시 제공 

등이 있었습니다.   

▷ 2021년 이사회 평가결과

 

 

가. 사외이사의 보수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사외이사의 보수는 사외이사 독립성 유지 차원에서 회사의 성과와 연동하

고 있지 않으며,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타사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한 기본급여 외에 퇴직금, 주

식매수선택권 등의 별도 보수는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외이사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이사의 보수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보수는 정기보고서를 통해 매 분기 공개되고 있습니다.  

4.6 4.8 4.9 4.9 4.5 4.7 4.2 4.5

이사회
운영

정보의
수집

위원회
운영

전체 평균
(5점 만점)

이사회
역할

책임과
의무

이사회
구성

이사회
독립성

(핵심원칙 6)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

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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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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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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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 여부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실적을 근거로 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사외이사의 평가와 

보수의 연동은 사외이사의 평가 도입 여부를 결정한 후 필요시 이를 보수와 연동시킬 수 있도록 검토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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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운영 

 

가. 이사회 개최 관련 

당사는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규정 제6조에 따라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분

기별로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규정 제6조 (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한다. 단, 필요한 경우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또한 당사는 사전에 회의일정을 정하고, 이사회 개최일 최소 7일 이전에 소집을 통지하고 있으며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

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규정 제8조 (소집절차) 

① 이사회 소집통보는 회의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개최시기, 장소 및 안건을 기재하여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할 수 있다.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회 개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 7-①-1)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회 개최 내역 

 

구분 내용

 제77기(2020년도)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가결

 2021년도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승인 가결

 2021년도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 가결

 이사회규정 등 제규정 개정 승인 가결

 회사채 발행 승인 가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준법지원 활동 내역 및 계획

정기/
임시

안건통지
일자

출석/
정원

가결여부회차

1차

개최일자
안건

정기 2021.01.272021.01.20

결의
사항

8/9

보고
사항

보고

(핵심원칙 7) 이사회 운영 

■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

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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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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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사항

 제77기(2020년도) 정기 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승인 가결

보고
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보고 보고

 대표이사 선임 가결

 이사 경업 승인 가결

 투명경영위원회 규정 개정 승인 가결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 선임 가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 가결

 보수위원회 위원 선임 가결

 교육시설 폐쇄 승인 가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 가결

4차 정기 2021.04.15 2021.04.22
보고
사항

 2021년 1분기 결산 및 경영현황 보고 8/9

결의
사항

 이사회규정 및 기업지배구조헌장 개정 승인 가결

보고
사항

 2021년 상반기 결산 및 경영현황 보고

 2021년도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변경 승인 가결

 자기주식 취득 승인 가결

 자기주식 처분 승인 가결

 2021년도 3분기 결산 및 경영현황

 현대카드 주주간 계약체결 보고

 별도 재무제표 수정 승인 가결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 승인 가결

 이사 경업 승인 가결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회사 추가 승인 가결

 회사채 발행 승인 가결

보고
사항

 오션클린업 파트너십 보고

8/9

2차 임시 2021.02.192021.02.10 9/9

9/9

2021.10.27

2021.07.222021.07.15정기

보고

8/9

8/9

결의
사항

2021.12.092021.12.02임시7차

결의
사항

보고
사항

3차 임시 2021.03.222021.03.15
결의
사항

5차

2021.10.20정기6차

구분 내용

 제78기(2021년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가결

 2022년도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승인 가결

 2022년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 가결

 2022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 가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준법지원 활동 내역 및 계획

 DYK 사업현황 보고

가결여부
출석/
정원

1차 정기 2022.01.262022.01.19 8/9

회차
정기/
임시

개최일자
안건통지

일자

안건

보고
보고
사항

결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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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 여부 

당사는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이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매 분기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임시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여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의사록 

당사는 정관 제36조 및 이사회규정 제17조를 통해 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이사가 기

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의에 대한 주요 내용을 담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

고 있습니다. 

▷ 정관 제 36 조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

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 이사회규정 제17조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나. 개별이사의 이사회 활동내역 

각 이사의 이사회 참석 및 찬반 내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는 정기보고서를 통해 

 제78기(2021년도) 정기 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승인 가결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가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2021년 이사회 평가 결과 보고

 대표이사 선임 가결

 이사회 의장 선임 가결

 이사 경업 승인 가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 가결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 선임 가결

 준법지원인 선임 가결

결의
사항

 Supernal 사업 추진현황 및 투자계획 승인 가결

보고
사항

 2022년 1분기 결산 및 경영현황 보고

8/9

보고

2022.02.18

9/9

9/9

정기

임시

임시

2022.04.25

2022.03.29

2022.02.25

3차

2차

4차

결의
사항

보고
사항

결의
사항

2022.04.18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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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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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분기 공개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개별 이사의 

출석 내역 및 출석률, 안건 찬성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 7-②-1)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제출일 현재까지 개별 이사의 출석 내역  

 

▷ (표 7-②-2) 최근 3개 연도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회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개최일자 2021.01.27 2021.02.19 2021.03.22 2021.04.22 2021.07.22 2021.10.27 2021.12.09

송호성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최준영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정의선 불참 출석 출석 불참 불참 불참 불참

주우정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남상구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이귀남 출석 출석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2021.03.22
   임기만료

김덕중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김동원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한철수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조화순 미해당 미해당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2021.03.22
   선임

회차 1차 2차 3차 4차

개최일자 2022.01.26 2022.02.25 2022.03.29 2022.04.25

송호성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최준영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정의선 불참 불참 출석 출석

주우정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남상구 출석 출석 미해당 미해당
·2022.03.29
   임기만료

김덕중 출석 출석 출석 출석

김동원 출석 출석 출석 출석

한철수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조화순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신현정 미해당 미해당 출석 출석
·2022.03.29
   선임

비고

사외

구분

사내

구분 비고

사내

사외

2021 2020 2019 2021 2020 2019

박한우 사내
2012.03.23

~ 2020.03.31
100.0 - 100.0 100.0 100.0 - 100.0 100.0

송호성 사내
2020.06.10

~ 현재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

최준영 사내
2018.03.09

~ 현재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명 구분 재직기간

찬성률(%)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출석률(%)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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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사내
2010.03.19

~ 현재
58.3 28.6 75.0 71.4 100.0 100.0 100.0 100.0

주우정 사내
2019.03.15

~ 현재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남상구 사외
2013.03.22

~ 2022.03.2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이귀남 사외
2015.03.20

~ 2021.03.2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김덕중 사외
2017.03.24

~ 현재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김동원 사외
2017.03.24

~ 현재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한철수 사외
2018.03.09

~ 현재
95.2 100.0 100.0 85.7 100.0 100.0 100.0 100.0

조화순 사외
2021.03.22

~ 현재
100.0 100.0 - - 100.0 100.0 - -

신현정 사외
2022.03.29

~ 현재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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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사회 내 위원회 

 

가.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현황 및 구성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총 4개로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및 

보수위원회가 있으며, 각 위원회는 위원회별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법령에 의해 그 설치가 의무화된 것이며, 지

속가능경영위원회는 내부거래의 투명성 강화, 주주권익 보호, ESG경영, 산업 안전·보건 정책 수립을 

위해 그리고 보수위원회는 등기이사 보수한도 및 사내이사 보수체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한 세부 내

용은 ‘(표4-①-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內 위원회의 구성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사회 내 위원회의 사외이사 과반수 구성  

현재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위원장을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등 사외이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의 경우 상법 및 내규(감사위원회 규정 

제 4 조)에서 사외이사 구성을 3 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당사는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에 대한 업무감독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권한 관련 명문 규정 

당사의 모든 위원회는 각각의 명문화된 규정을 가지고 있고 해당 규정은 위원회의 설치목적, 조직, 

운영 및 권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원회의 설치 및 그 위원의 임면은 이사회 결

의 사항이며, 이사회 규정에서도 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 사위이사추천위원회 규정 제3조 (권한) 

①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 

②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관련법규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 지속가능경영위원회규정 제3조 (기능 및 권한) 

① 위원회는 내부거래 투명성 및 주주권익의 보호 등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하며  

(핵심원칙 8) 이사회 내 위원회 

■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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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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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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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 

    2. 주주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가. 보증, M&A 등의 주요 경영사항 

       나. 주요 자산(지분)의 취득·처분 

       다. 자기거래 집행 내역 

       라. 기타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회사는 사회적 책임 및 윤리경영의 실천을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1.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행점검 

    2. 윤리경영 및 사회공헌과 관련된 주요 정책 

    3. 윤리강령 등 윤리규범 제 • 개정 및 이행실태 평가 

    4. 직전분기 건별 10억원 이상 기부금 집행 실적을 포함한 주요 사회공헌 분기별 집행 실적 

5. ESG 현황 점검(리스크 관리 포함), 추진 계획 

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및 실적 

7. 기타 회사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보수위원회규정 제3조 (기능 및 권한) 

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주주총회에 제출할 등기이사 보수의 한도 

  2. 사내이사의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3. 기타 이사 보수 관련하여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나. 이사회 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당사 정관 제33조(이사회 내 위원회) ④항에 따라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각 이사에게 통지하고 

있으며, 각 이사는 필요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습니다. 

다. 이사회 내 위원회별 회의 개최 내역 및 개별이사 출석률 

각 위원회별 회의 개최 내역 및 각 위원의 출석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 8-②-1) 이사회內 위원회 개최 내역(감사위원회의 경우 표 9-②-1참고) 

(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i )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회의 개최 내역 

 

구분 내용

2
0
2
1
년

1차 2021.02.19 5/5 결의사항  사외이사 후보 추천 가결

2
0
2
2
년

1차 2022.02.25 4/5 결의사항  사외이사 후보 추천 가결

안건 가결
여부

연도 회차 개최일자
출석/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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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최근 3개 연도 개별 이사의 출석률 

  

(나)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i )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회의 개최 내역 

 

2021 2020 2019

사내 박한우
2012.03.23

~ 2020.03.31
100.0 - 100.0 100.0

사내 송호성
2020.06.10

~ 현재
100.0 100.0 - -

사내 정의선
2010.03.19

~ 현재
100.0 100.0 100.0 100.0

사외 남상구
2013.03.22

~ 2022.03.29
100.0 100.0 100.0 100.0

사외 김동원
2017.03.24

~ 현재
100.0 100.0 100.0 100.0

사외 한철수
2018.03.09

~ 현재
100.0 100.0 100.0 100.0

사외 조화순
2022.03.29

~ 현재
- - - -

성명구분 재직기간

출석률(%)

단순평균
(최근 3개년)

최근 3개년

구분 내용

 2021년도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 가결

 2021년도 최대주주등과의 거래총액한도 승인 가결

 계열회사와의 상품ㆍ용역거래 승인 가결

 계열금융회사와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 가결

 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 승인 가결

 2020년도 연간 사회공헌활동 및 기부금 현황

 2020년 4분기 임직원 윤리규범 이행 실태

 2020년 하반기 공정거래자율준수 운영 실태

 중국 수소사업 법인 설립 현황

결의사항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장 선임 가결

보고사항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보고 보고

 계열회사와의 상품ㆍ용역거래 승인 가결

 계열금융회사와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 가결

 2021년 1분기 사회공헌활동 및 기부금 현황

 2021년 1분기 임직원 윤리규범 이행 실태

 2021년 ESG 대응 및 추진경과

 계열회사와의 상품ㆍ용역거래 승인 가결

 계열금융회사와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 가결

 2021년 상반기 사회공헌활동 및 기부금 현황

 2021년 2분기 임직원 윤리규범 이행 실태

 2021년 상반기 공정거래자율준수 운영 실태

연도 회차

4차

결의사항

보고

가결
여부

2차 2021.03.22 6/6

3차 2021.04.22 6/6

5/5

개최일자
출석
/정원

안건

보고사항 보고

보고

결의사항

1차

보고사항

6/62021.07.22

결의사항

보고사항

2021.01.27

2
0
2
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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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i )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최근 3개 연도 개별 이사의 출석률 

 

구분 내용

 2021년도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변경 승인 가결

 2021년도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총액한도 변경 승인 가결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승인 가결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 승인 가결

 계열금융회사와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 가결

 2021년도 3분기 사회공헌 활동 및 기부금 현황

 2021년도 3분기 임직원 윤리규범 이행실태

 2021년 기아 ESG 운영 현황

 2021년 안전보건 주요 추진 현황

 UAM 사업 현황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 승인 가결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승인 가결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회사 추가 승인 가결

보고사항  퍼플엠 사업 현황  보고

 2022년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 가결

 2022년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총액한도 승인 가결

 계열금융회사와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 가결

 2021년 연간 사회공헌활동 및 기부금 현황

 2021년 4분기 임직원 윤리규범 이행 실태

 2021년 하반기 공정거래자율준수 운영 실태

 2022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보고

2차 2022.01.28 6/6 결의사항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변경 승인 가결

결의사항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장 선임 가결

보고사항  2022년 인베스터데이 개최 보고

4차 2022.03.29 6/6 결의사항  주주권익보호 담당위원 선임 가결

결의사항  계열금융사와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 가결

 2022년 1분기 사회공헌활동 및 기부금 현황

 2022년 1분기 임직원 윤리규범 이행 실태

 2022년 ESG 추진계획

보고

가결
여부

안건출석
/정원

보고

3차 2022.02.25 6/6

5차 2022.04.25 6/6
보고사항 보고

1차 2022.01.26 6/6

결의사항

보고사항

6차

2
0
2
2
년

결의사항
6/6

보고사항

결의사항

6/6

2021.12.09

2021.10.275차
2
0
2
1
년

연도 회차 개최일자

2021 2020 2019

사내 송호성
2021.03.22

~ 현재
100.0 100.0 - -

사외 남상구
2013.03.22

~ 2022.03.29
100.0 100.0 100.0 100.0

사외 이귀남
2015.03.20

~ 2021.03.22
100.0 100.0 100.0 100.0

사외 김덕중
2017.03.24

~ 현재
100.0 100.0 100.0 100.0

사외 김동원
2017.03.24

~ 현재
100.0 100.0 100.0 100.0

사외 한철수
2018.03.09

~ 현재
94.4 100.0 100.0 83.3

사외 조화순
2021.03.22

~ 현재
100.0 100.0 - -

사외 신현정
2022.03.29

~ 현재
- - - -

구분 성명 재직기간

출석률(%)

단순평균
(최근 3개년)

최근 3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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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수위원회 

( i )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회의 개최 내역 

 

( ii )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최근 3개 연도 개별 이사의 출석률 

 

 

 

 

 

 

 

 

 

 

구분 내용

1차 2021.02.19 3/3 결의사항  이사 보수한도 승인 가결

2차 2021.03.22 3/3 결의사항  보수위원회 위원장 선임 가결

 사내이사 보수체계 변경 가결

 이사 보수한도 승인 가결

2
0
2
1
년

2
0
2
2
년

3/3

연도 회차 개최일자
출석/
정원

안건

2022.02.251차

가결여부

결의사항

2021 2020 2019

사외 한철수
2018.03.09

~ 현재
100.0 100.0 100.0 100.0

사외 김덕중
2017.03.24

~ 현재
100.0 100.0 100.0 100.0

사내 최준영
2018.03.09

~ 현재
100.0 100.0 100.0 100.0

구분 성명 재직기간

출석률(%)

단순평균
(최근 3개년)

최근 3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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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사기구 

(1) 내부감사기구 

 

가. 감사위원회 구성 현황 

당사 감사위원회는 정관 및 감사위원회규정에 따라 3인 이상의 이사로 운영하되, 총 위원의 2/3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하며, 1인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이사회 및 경영진 등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

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1명 이상의 재무전문가를 포함하여 전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표 9-①-1) 내부감사기구 구성 

 

나. 감사위원회 운영 현황 

당사는 감사위원회규정을 제정하여 감사위원회의 운영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 등의 내용을 명문화

하고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감사위원회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과 기능이 있습니다. 

▷ 감사위원회규정 제12조 (부의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직책 구분 성명

위원장 사외이사 김덕중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 과장 ('06년)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06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 국장 ('06년~'08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장 ('08년~'09년)

대전지방국세청 청장 ('09년)
국세청 기획조정관 ('09년~'11년)

국세청 징세법무국 국장 ('11년~'12년)
중부지방국세청 청장 ('12년~'13년)
제20대 국세청 청장 ('13년~'14년)

·금융기관·정부·증권
   유관기관 등 경력자

위원 사외이사 김동원

고려대 기획예산처장 ('11년~'13년)
고려대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장 ('14년~'16년)
제17대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 회장 ('15년~'18년)

現)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022.3.29 선임

위원 사외이사 조화순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08년~'16년)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16년~'17년)

 한국도로공사 비상임이사 ('17년~'19년)
 現)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책학부 정회원

 現)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비고
구성

(핵심원칙 9) 내부감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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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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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자회사의 조사 

③ 이사의 보고 수령 

④ 이사와 회사간의 소 대표 

⑤ 소수주주에 의한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시 소 제기 결정 여부 

⑥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 

⑦ 감사계획 및 결과 

⑧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⑨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⑩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⑪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⑫ 내부 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 

⑬ 외부감사인으로 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⑭ 외부감사인으로 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당사는 감사위원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1년에 최소 1회 이상의 교육을 제공하

고 있으며 공시대상 기간 중 교육 제공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 제공현황 

 

감사위원회규정 제13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진 및 

관계 직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외부인

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전문가의 자문 지원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감사위원회규정 제13조 (관계인의 출석 등) 

(1)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현재 당사에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감사업무 전담 부서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

니다. 다만 감사위원회 지원부서를 통하여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에 대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개최에 앞서 안건을 안내하고 감사위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참석 감사위원 주요교육내용

2021.10.27 안진회계법인 감사위원 전원 ㆍ내부회계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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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감사위원이 필요한 경우 이사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에 명문화하였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외 

기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보고받을 수 있도록 동 규정 제13조에 명시하여 감

사위원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감사위원회규정 제3조 (직무) 

(1)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참고로 당사는 감사위원이 회의개최 이전에 의사결정에 필요한 안건정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정 안건을 7일 전까지 통보하고 있습니다.  

다. 감사위원회의 보수 

당사는 감사위원에게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를 지급

하고 있으며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와 보수의 차이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감사위원 보

수는 정기보고서를 통해 매 분기 공개되고 있습니다. 

라.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 여부 

당사 감사위원회는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1명 이상

을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구성하여 전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당사는 또한 감사위원의 업무수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감사위원회 활동내역 

부서명 직원수 직위 (근속년수) 주요 활동내역

투명경영지원팀 6명
책임매니저 5명,

매니저 1명
(평균 3.8년)

ㆍ회의 준비 및 운영 관련 제반 업무 지원
ㆍ감사위원 전문성 제고 위한 교육/세미나 지원
ㆍ회사 주요 현안 관련 정보 제공

회계팀 2명
책임매니저 2명
(평균 1.7년)

ㆍ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지원 등

재경기획팀 3명
책임매니저 2명,

매니저 1명
(평균 0.8년)

ㆍ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지원 등

(세부원칙 9-②)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

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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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감사위원회는 매 분기별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으며 분기별 감사위원회 개최 시 당사의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2021년)의 파트너 및 삼정회

계법인(2022년)의 파트너가 참석하여 감사위원들과 외부감사 관련 주요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감사위원회규정 제20조 제1항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정기주

주총회 개최 1주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

습니다.  

▷ 감사위원회규정 제20조 (내부회계관리제도) 

   (1)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 

       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 

       야 한다. 

참고로 당사는 감사위원회 개최 시 감사록을 보관하고 있으며 활동 내역은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

고되고 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 (표 9-②-1)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제출일 현재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출석 

내역 및 출석률 

①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구분 내용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2020년도 결산 현황

결의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가결

보고사항  제77기(2020년) 감사 결과 보고

 2021년 1분기 결산 및 경영현황

 2021년 감사 계획

4차 2021.07.22 3/3 보고사항  2021년 상반기 결산 및 경영현황 보고

5차 2021.10.27 3/3 보고사항  2021년 3분기 결산 및 경영현황 가결

결의사항  지정 외부감사인 계약 승인 가결

 별도 재무제표 수정 보고

 회계감사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2021년도 결산현황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가결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가결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가결

보고사항  제78기(2021년도) 감사 결과 보고

 2022년 1분기 결산 및 경영현황

 2022년도 감사계획

보고사항 보고

2
0
2
1
년

보고

3/3

3차 2021.04.22 3/3

1차 2021.01.27 3/3

보고사항
2021.12.09

연도 회차 개최일자
출석/
정원

가결
여부

안건

6차 3/3

2
0
2
2
년

1차 2022.01.26

보고사항 보고

2차 2021.02.19

보고

3/3 보고사항 보고

2차 2022.02.25 3/3
결의사항

3차 2022.04.25 3/3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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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별 이사의 감사위원회 출석 내역

 

③ 최근 3개 연도 개별 이사의 감사위원회 출석률 

 

나.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 여부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매 분기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필요시 임시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들은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으

며 감사위원회 활동 내역은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되고 있고 또한 전자공시 시스템에 정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회차 1차 2차 3차 3차 3차 3차

개최일자 2021.01.27 2021.02.19 2021.04.22 2021.07.22 2021.10.27 2021.12.09

남상구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이귀남 출석 출석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2021.03.22
   임기만료

김덕중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조화순 미해당 미해당 출석 출석 출석 출석
·2021.03.22
   선임

회차 1차 2차 3차

개최일자 2022.01.26 2022.02.25 2022.04.25

남상구 출석 출석 미해당
·2022.03.29
   임기만료

김덕중 출석 출석 출석

김동원 미해당 미해당 출석
·2022.03.29
   선임

조화순 출석 출석 출석

구분 비고

구분 비고

사외

사외

2021 2020 2019

사외 남상구
2013.03.22

~ 2022.03.29
100.0 100.0 100.0 100.0

사외 이귀남
2015.03.20

~ 2021.03.22
100.0 100.0 100.0 100.0

사외 김덕중
2017.03.24

~ 현재
100.0 100.0 100.0 100.0

사외 김동원
2022.03.29

~ 현재
- - - -

사외 조화순
2021.03.22

~ 현재
100.0 100.0 - -

구분 성명 재직기간

출석률(%)

단순평균
(최근 3개년)

최근 3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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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가. 외부감사인 선임 정책 

당사는 기존 외부감사인과의 계약만료에 따라 2021년부터 주기적 외부감사인 지정대상 법인에 해

당이 되었으나 그 지정이 연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

조(감사인의 선임) 및 당사의 외부감사인 선임규정에 따라 2021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한 감사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20년 10월 26일 감사위원회를 통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감사인 

선임규정을 신규로 제정하였고 절차에 따라 복수의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업무에 대한 제안서를 

수령 후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30일 개최된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 후

보의 최종 평가를 통해 한영회계법인을 2021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당사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한 평가 시 보수, 업무수행 및 법인의 역량, 절차의 적정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부감사인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회사와의 이해관계 여부 등을 검

토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에 따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아 삼정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 외부감사인 선임관련 회의 개최 내역 

 
 

▷ 외부감사인 계약현황 

 

 

연도 개최일자 내용 비고

2020.10.26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제정

2020.11.27 ·외부감사인 후보별 PT 설명회

2020.11.30 ·외부감사인 신규 선임 (감사보수, 역량, 투입인력/시간, 독립성 등)

2021년도 2021.12.09 ·지정 외부감사인 계약 (감사보수, 역량, 투입인원/시간, 선임절차 등)

2020년도

연도 감사인 내용 보수 총소요시간

2021년 한영회계법인 분기검토, 반기검토, 결산감사 등 18억원 20,000시간

2022년 삼정회계법인 분기검토, 반기검토, 결산감사 등 23억원 22,100시간

(핵심원칙 10) 외부감사인 

■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

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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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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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와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업무에 대하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관리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

되는 업무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매 분기 정기보고서를 통해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제17조(사후평가)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연간 감사가 종료된 후에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 비감사용역 제공내역 

   

▷ 외부감사인(한영회계법인) 사후평가  

 

나.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 여부  

당사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 규정을 신규 

제정하였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외부감사인을 평가하고 선임하였으며, 2022년에는 주

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가.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의사소통 

당사는 감사위원회(전원 사외이사로 구성)와 이사회의 분리개최를 통해 경영진 참석 없이 분기별 1

회 이상 감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외부감사인과 감사위원들이 외부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고 있

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매분기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있으며 이러한 감사활동 결과는 감사 

및 검토의 주요 수행절차,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에게 재무제표 감사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목적을 공유하고 연간 감사계

연도 감사인 용역내용 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2021년 한영회계법인 - - -

이전가격 세무자문 업무
'17.1월 ~
종료시점

0.4억원 ·감사인 지정전 계약

경정청구 등 세무자문 업무
'21.11월 ~
'22. 03월

1.95억원 ·감사인 지정전 계약

2022년 삼정회계법인

계획 실적

감사시간
·최초 계획 상 감사위원회와 합의한 감사시간과 비교
   하여 충실하게 이행하였는가?

20,000hr 20,013hr 적정

감사보수 ·감사위원회에 보고한 보수와 달리 변경되었는가? 18억원 18억원 적정

감사인력
·계획 상 감사위원회와 합의한 감사 인력을 배치
   하였는가?

12명 12명 적정

감사계획
·연결/별도 제무재표 핵심감사사항 수행하였는가?
·내부회계관리 설계, 운영 적정성 평가 하였는가?

핵심감사사항
내부회계 적정성평가

감사 수행,
감사 의견"적정"

적정

대면회의
·감사위원회 개최시 외부감사안이 참여하여 회계감사
   관련한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시행하였는가?

5회 6회 적정

2021년

감사위원
평가

평가내용항목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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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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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사계획은 연중 상시감사, 핵심감사제도 수행, 전산 감사 및 응용

통제 테스트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협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주요협의 내용 

 

또한 당사는 감사전 재무제표 및 연결기준 감사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외부감사인에게 6주전

에 제출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시기 

 

나.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 여부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감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외부감사 실

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2021.01.27
 감사위원회 3인,
 업무수행이사 1인

영상회의 · 기말감사 진행경과 등

2021.02.19
 감사위원회 3인,
 업무수행이사 1인

영상회의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경과
· 재무제표 감사 진행경과 및 최종감사 일정
· 감사위원회와의 필수 커뮤니케이션 사항 등

2021.04.22
 감사위원회 3인,
 업무수행이사 1인

영상회의
· 2021년 연간 회계감사 수행계획
·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진행경과
· 감사인의 독립성 등

2021.07.22
 감사위원회 3인,
 업무수행이사 1인

영상회의 ·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진행경과

2021.10.27
 감사위원회 3인,
 업무수행이사 1인

영상회의 ·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진행경과

2021.12.09
 감사위원회 3인,
 업무수행이사 1인

영상회의
· 기말감사 계획
· 핵심감사사항 진행경과 등

2022.01.26
 감사위원회 3인,
 업무수행이사 1인

영상회의 · 기말감사 진행경과 등

2022.02.25
 감사위원회 3인,
 업무수행이사 1인

영상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경과
·재무제표 감사 진행경과 및 최종감사 일정
·감사위원회와의 필수 커뮤니케이션 사항 등

2022.04.25
 감사위원회 3인,
 업무수행이사 1인

영상회의
· 2022년 연간 회계감사 수행계획
·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진행경과
· 감사인의 독립성 등

2
0
2
1
년

2
0
2
2
년

별도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

2020년 한영회계법인 2021-03-22
2021-02-05
(주총 45일전)

2021-02-05
(주총 45일전)

2021년 한영회계법인 2022-03-29
2022-02-04
(주총 53일전)

2022-02-04
(주총 53일전)

감사전 제무제표 제출시기
정기주주총회사업년도 비 고외부감사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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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O X O X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O
당사는 제78기 정기 주주총회시 29일전
소집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O
세부원칙

1-①

 ② 전자투표 실시 O
당사는 제76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
표제도를 도입·실시하고 있습니다.

O
세부원칙

1-②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O
당사는 최근 3년간 주주총회집중일 이외
의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O
세부원칙

1-②

 ④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O

당사는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매년 Investor Day 발표 및 IR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O
세부원칙

1-④

 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O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한 승계
정책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O
세부원칙

3-②

 ⑥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O
당사는 내부통제정책(리스크관리, 준법경
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을 마련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O
세부원칙

3-③

 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X
당사는 원활한 이사회 진행과 의사결정 과
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X
세부원칙

4-①

 ⑧ 집중투표제 채택 X
당사는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
니다.

X
세부원칙

4-③

 ⑨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O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에 책임이 있는 임원 선임 방지를 위한 정
책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O
세부원칙

4-④

 ⑩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O
당사에는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가
부존재 합니다.

X
세부원칙

5-①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O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1회 이상
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O
세부원칙

9-①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
     의 설치

X
당사에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내부감
사부서가 부재합니다.

X
세부원칙

9-①

 ⑬ 내부감사기구에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O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에는 상법시행령 제
37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재무전문
가가 존재합니다.

O
세부원칙

9-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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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의 참석 없
이 외부감사인과의 회의를 분기별 1회 이
상 개최하고 있습니다.

O
세부원칙
10-②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O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13조에 따라 회사의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경영진 및 관계직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O
세부원칙

9-①

감사
기구

구 분 핵심 지표

준수여부
(공시대상기간)

비 고
준수여부 표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상세 설명

주주

이사회

준수여부
(직전 대상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