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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 24 조의 2 에 따라 지배구조 관련 현황에 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동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동 보고서 내 지배구조 관련 

현황은 2021 년 12 월 31 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보고서 내 지배구조 관련 활동 내역의 경우 

공시대상 기간(2021 년 1 월 1 일 ~ 2021 년 12 월 31 일)의 내용을 기재하였고, 

가이드라인에서 별도 기간을 제시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내역을 기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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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 기업명 : (주)LG생활건강 

▶ 작성 담당자 : (정)M&A/IR부문 문선화 상무 (02-6924-6900, sunmoon@lghnh.com) 

(부)국내법무부문 주범석 부문장 (02-6924-4765, beomdoli@lghnh.com) 

▶ 작성기준일: 2021.12.31. 

▶ 기업개요1) 

최대주주등 ㈜LG 

최대주주등의 지분율1) 34.03%2) 

소액주주 지분율2) 50.63%2) 

업종(금융/비금융)  비금융 주요 제품 화장품, 생활용품, 음료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여부 

(해당/미해당) 

해당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해당/미해당) 

미해당 

기업집단명 엘지 

요약 재무현황 (단위 : 억원) 

 2021 년 2020 년 2019 년 

연결 매출액 80,915 78,445 76,854 

연결 영업이익 12,896 12,209 11,764 

연결 계속사업이익 - - - 

연결 당기순이익 8,611 8,131 7,882 

연결 자산총액 75,552 68,014 64,937 

별도 자산총액 51,124 45,609 40,938 

1) 최근 공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작성 

2) 소수점 2자리까지 표기(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mailto:sunmoon@lghnh.com
mailto:beomdoli@lghn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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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 기업지배구조 정책  

(1)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의 운영방향 및 중점사항(경영 투명성, 건전성, 안정성 

확보, 견제와 균형 추구 등) 

당사는 주주총회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는 필요적 상설기관인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를 채택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권한 확보를 토대로 견제와 균형에 바탕을 둔 효율적인 경영활동이 

수행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 당사 이사회는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해 2명의 사내이사, 1명의 기타비상무이사, 4명의 사외이사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주주로부터 기업경영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위임받아 회사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독립적 위치에서 견제함과 

동시에 최선의 경영 의사결정을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전문성을 확보한 개별 이사들에게 경영정보를 충분히 제공함 

으로써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적·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및 전문성 고도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실현을 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 이사 및 위원회 위원들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내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 건전성, 안전성 

확보를 중점 목표로 설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구현을 위해 상법 및 관련 법령, 정관, 이사회 규정,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비롯하여 사규에 명시된 원칙과 제반 절차에 입각한 정책 수립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2) 지배구조 특징  

가.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 당사 이사회는 총 7명 중 4명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상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회사와 독립적 위치에서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회계, 법률, 마케팅을 비롯한 경영 전반에 이르는 다양한 

배경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효과적인 경영 판단에 일조할 수 있는 사외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반 절차를 거쳐 선임된 사외이사들을 통해 이사회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신임 사외이사들에 대한 교육 실시, 이사회 개최 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둔 사전 보고 일정 

마련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사외이사가 보유한 전문역량을 극대화하고 이사회 부의 안건에 대한 면밀한 

사전 심의를 바탕으로 한 최선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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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의 운영 

당사는 이사회의 역할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사회 내 총 4개의 위원회(감사 

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전원이 상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는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고, 그 밖에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감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② 1명의 

기타비상무이사와 2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상설기구로 운영 중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 선임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최적의 사외이사 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③ 1명의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ESG위원회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관한 ESG 

경영을 강화하여,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④ 마지막으로, 

내부거래위원회는 1명의 사내이사와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이사회 승인 사항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내부거래를 심의 및 승인하여 내부거래 통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사회 내 위원회들은 그 설치 목적, 구성과 자격, 권한과 책임, 지원조직 등을 상세하게 규정한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체계적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다. 이사회 내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당사는 이사회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담보하고 그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전술한 바와 같이 이사회 내 분야별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물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그리고 내부거래 

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관련 경험을 가진 위원들을 중심으로 선임하는 한편, 위원회 위원들이 

보다 독립적인 위치에서 위원회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적극적인 활동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이사회 내 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으며, 관련 지원조직 확장 및 교육 제공 등을 

통해 개별 위원들의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3) 지배구조 현황 (요약) 

(2022.05.31 기준) 

내부기관 

구성 

(사외이사 수/ 

구성원 수) 

의장(위원장) 

(사내/사외/기타비상무이사 여부) 
주요 역할 

이사회 4명/7명 
차석용 

(사내이사) 

 법령 또는 정관 상의 이사회 결의사항 승인  

 주주총회 상정안에 관한 사항 승인 

 중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 승인 

 중장기 전략 및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승인 

 임원의 인사 및 보수 관련 사항 등 

감사위원회 4명/4명 
이태희 

(사외이사) 

 재무상태를 포함한 회사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이사 및 경영진에 대한 업무 감독 

 외부감사인 선정 및 감사 업무 감독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및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 평가 등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2명/3명 미해당1) 

 사외이사후보추천 

 상시적인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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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향후 사외이사 선임 안건 상정시 개최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신규 선임할 예정임. 

 

ESG위원회 4명/5명 
김상훈 

(사외이사) 

 ESG 경영을 위한 기본 정책 및 전략 등의 수립 

 ESG 중장기 목표의 설정 

내부거래위원회 3명/4명 
이우영 

(사외이사) 

 상법, 공정거래법상 이사회 승인사항보다 강화하여 

내부거래에 대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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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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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가. 주주총회 개최 현황 

당사는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결과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 및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 등 공시 조회 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하여 주주들이 의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검토한 후에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이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주주대상으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송부하고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에 위임장을 게재하여 주주총회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이후 해당 

결과에 대해서도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당사는 제21기, 제20기 및 제19기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해외 주주를 대상으로 주요 안건 관련하여 영문으로 작성된 의안 설명서를 발송하여 

외국인 주주의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최근 당사의 주주총회 개최 현황 및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최근 3사업연도 주주총회 개최 내역 

▷ (표 1-①-1) 주주총회 개최 내역  

  (2020.01.01~2022.05.31 기준) 

구 분 
제 21 기(2022 년) 

정기주주총회 

제 20 기(2021 년) 

정기주주총회 

제 19 기(2020 년)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일 2022 년 2 월 24 일 2021 년 2 월 18 일 2020 년 2 월 20 일 

소집공고일 2022 년 2 월 25 일 2021 년 2 월 26 일 2020 년 2 월 28 일 

주주총회개최일 2022 년 3 월 28 일 (월) 2021 년 3 월 19 일 (금)  2020 년 3 월 20 일 (금)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주총 30 일 전 주총 20 일 전 주총 20 일 전 

개최장소/지역 본점/서울시 종로구 본점/서울시 종로구 본점/서울시 종로구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소집통지서 발송, 홈페이지 

공고,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소집통지서 발송, 홈페이지 

공고,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소집통지서 발송, 홈페이지 

공고,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8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수준의 

소집통지 여부 및 방법 
주요 주주들에게 개별 통지 주요 주주들에게 개별 통지 주요 주주들에게 개별 통지 

세부 

사항 

이사회 구성원 출석여부 7 명 중 3 명 출석 7 명 중 6 명 출석 7 명 중 4 명 출석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여부  3 명 중 1 명 출석 3 명 중 1 명 출석 3 명 중 1 명 출석 

주주발언 주요 내용 

1) 발언 주주: 다수 주주 

2) 주요 발언 요지: 안건  

 찬성 동의 및 재청 

1) 발언 주주: 다수 주주 

2) 주요 발언 요지: 안건  

 찬성 동의 및 재청 

1) 발언 주주: 다수 주주 

2) 주요 발언 요지: 안건   

 찬성 동의 및 재청 

 

나.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주주총회 4주전 통지)에 주주에게 제공 

하였는지 여부 

당사는 제21기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4주 전까지 제출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주주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상법 363조, 상법 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14조의2에 따라 주총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에 공고하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초과 주요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홈페이지에도 위임장을 게재하여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외국인 주주에게 주주총회 

주요 안건에 대한 상세 설명이 담긴 영문 주주 서한을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여 외국인 주주의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 이후 해당 결과에 대해서도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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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현황 

(ⅰ)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개최하였는지 여부  

당사는 최근 3개년 중 2020년(제19기)을 제외하고 모두 금융위원회의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주주들의 참여가 제한되지 않고 의결권 행사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국내 기업들의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고로 제19기에는 COVID-19로 인한 외부 변수 

발생, 사전에 확정된 등기 임원의 주요 경영활동 및 이사회 일정, 원활한 주주총회를 위한 제반 준비 등 

대내외 일정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표 1-②-1)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 개최 여부  

(2020.01.01~2022.05.31 기준) 

구 분 제21기 정기주주총회 제20기 정기주주총회 제19기 정기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2022.03.25 

2022.03.30  

2022.03.31 

2021.03.26 

2021.03.30  

2021.03.31 

2020.03.13 

2020.03.20 

2020.03.26 

2020.03.27  

정기주주총회일 2022.03.28 2021.03.19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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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예 예 아니오 

서면투표 실시여부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전자투표 실시여부 예 예 아니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여부 예 예 예 

 

(ⅱ) 서면투표·전자투표 도입 여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당사는 서면투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주주들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의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일 

4주 전에 주총소집공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주들이 의결권을 보다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2021년 

1월 이사회에서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의하여 2021년 3월에 개최된 제20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회사 홈페이지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송부 등의 방법으로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당사 제19기 정기주주총회는 직접 참여 

및 의결권 대리 행사에 의한 방식으로 의결권이 행사되었고, 제20기, 제21기 정기주주총회에는 이와 더불어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도 있었습니다. 

(ⅲ) 주주총회 안건별 찬반비율, 구체적 표결결과 내역 등  

당사의 제21기(2022년 3월 28일 개최) 및 제20기(2021년 3월 19일 개최) 정기주주총회의 안건별 찬반 

비율 및 가결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 1-②-2)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안건별 찬반내역 

   (2021.01.01~2022.05.31 기준) 

정기 제 21 기 주주총회 2022.03.28 

안건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①) 

①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A) 

찬성 

주식수(B) 

(비율, %) 

반대ㆍ기권 

등 

주식수(C) 

(비율, %) 

제 1 호 의안 보통 제 21 기 재무제표 승인 가결 14,659,785 12,517,357 

12,454,499 

(99.5%) 

62,858 

(0.5%) 

제 2 호 의안 특별 정관 변경 승인 가결 14,659,785 12,517,357 

12,482,423 

(99.7%) 

34,934 

(0.3%) 

제3호  

의안 

제 

3-1 호 
보통 이사 선임 사내이사(차석용) 가결 14,659,785 12,517,357 

11,451,712 

(91.5%) 

1,065,645 

(8.5%) 

제 

3-2 호 
보통 이사 선임 사외이사(이태희) 가결 14,659,785 12,517,357 

12,379,966 

(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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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91 

(1.1%) 

제 

3-3 호 
보통 이사 선임 사외이사(김상훈) 가결 14,659,785 12,517,357 

12,417,974 

(99.2%) 

99,383 

(0.8%) 

제 4 호 의안 보통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 
사외이사(이우영) 가결 14,659,785 6,978,426 

6,898,459 

(98.9%) 

79,967 

(1.1%) 

제 5 호  

의안 

제 

5-1 호 
보통 감사위원 선임 이태희 가결 14,659,785 6,978,426 

6,915,412 

(99.1%) 

63,014 

(0.9%) 

제 

5-2 호 
보통 감사위원 선임 김상훈 가결 14,659,785 6,978,426 

6,915,500 

(99.1%) 

62,926 

(0.9%) 

제 6 호 의안 보통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가결 14,659,785 12,517,357 

12,457,505 

(99.5%) 

59,852 

(0.5%) 

 

 

정기 제 20 기 주주총회 2021.03.19 

안건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①) 

①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A) 

찬성 

주식수(B) 

(비율, %) 

반대ㆍ기권 

등 

주식수(C) 

(비율, %) 

제 1 호 의안 보통 제 20 기 재무제표 승인 가결 14,659,785 13,227,047 

13,184,653 

(99.7%) 

42,394 

(0.3%) 

제 2 호 의안 특별 정관 변경 승인 가결 14,659,785 13,227,047 

13,203,232 

(99.8%) 

23,815 

(0.2%) 

제3호  

의안 

제 

3-1 호 
보통 이사 선임 사내이사(김홍기) 가결 14,659,785 13,227,047 

10,679,657 

(80.7%) 

2,547,390  

(19.3%) 

제 

3-2 호 
보통 이사 선임 기타비상무이사(하범종) 가결 14,659,785 13,227,047 

9,703,462 

(73.4%) 

3,523,585 

(26.6%) 

제 4 호 의안 보통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가결 14,659,785 13,227,047 

13,150,725 

(99.4%) 

76,31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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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조치하였는지 여부 및 향후계획  

당사는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지난 3년간 제19기(2020년) 정기주주총회를 제외하고 제21기 및 제20기 

정기주주총회 모두 금융위원회의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률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21기 정기주주총회 4주 전에 

주총소집공고를 진행 하고 있으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도를 통해 의결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2021년 3월에 개최된 

제20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들의 용이한 

주주총회 참여 및 의결권 행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주주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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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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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주주 제안권 (전반적인 내역 및 이행상황, 내부 기준 및 절차 안내 여부 등)  

(ⅰ) 주주제안 절차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주주 제안권 제도는 일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에 규정된 제도로서, 「상법 제363조의 2」 및 

「상법 제542조의 6」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법으로 규정된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제도입니다. 당사는 주주가 주주제안권에 대해 인지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제안 절차 전반에 대해 

홈페이지(http://www.lghnh.com/ir/financial.jsp)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당사 주주총회에서 

주주 제안은 없었으며, 이에 주주제안 관련 별도의 이행 상황은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과정에서 제출한 공개 서한도 없었기 때문에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ⅱ)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내부 기준 및 절차 마련 여부 

당사는 상법상 자격 요건을 갖춘 주주 제안이 있는 경우, 평균적으로 주주총회 3~4주 전 개최되는 주주총회 

소집결의 이사회에서 해당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바는 없으나 향후 적법한 주주제안권이 행사될 경우, 상법과 내부 이사회 운영 절차를 준수하며 

주주총회를 운영해 나갈 계획 입니다. 

(ⅲ)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상황 (안건 관련 주주총회 찬반비율 명기) 

▷(표 1-③-1) 

(2020.01.01~2022.05.31 기준) 

http://www.lghnh.com/ir/financial.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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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일자 제안 주체 주요 내용 처리 및 이행 상황 가결여부 찬성률(%) 반대율(%) 

- - - - - - - 

* 동 기간 중 주주제안 내역 없음 

 

(ⅳ)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활동의 일환으로 제출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현황 

▷(표 1-③-2)  

       (2020.01.01~2022.05.31 기준) 

발송일자 주체 주요 내용 회신 일자 회신 주요 내용 

- - - - - 

* 동 기간 중 기관투자자가 수탁자책임 이행활동을 위해 당사에 제출한 공개서한 내역 없음 

 

나. 주주제안권 행사의 용이성 여부 및 향후 계획 

당사는 주주제안권의 행사방식으로 서면 행사와 전자문서 방식의 행사를 모두 허용하고 있어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자격을 보유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도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어 행사 시 필요한 서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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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가. 주주환원정책  

(ⅰ)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배당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으며, 배당금은 수익성, 재무상태, 투자, 

Cash Flow, 배당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을 결정합니다. 배당 안정성은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주당 배당금의 지속 상향을 지향한다는 의미지만, 사업 환경 변화, 향후 투자계획 등을 검토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과 지속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별도 당기순이익 

기준 약 30% 수준의 배당성향을 기본 정책으로 하며,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배당성향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한편 기 발행된 우선주는 보통주식 배당률에 액면가액의 1%를 추가 현금배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차등배당, 분기배당 및 중간 배당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ⅱ) 주주환원정책 등을 주주에게 안내하는 방식 

배당에 관한 회사의 중요한 정책 및 연간 배당금은 당사 이사회의 제안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결을 득해야 

합니다. 당사는 수익성, 재무상태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배당을 의결하며, 상세 

배당 내역은 거래소 수시공시 등으로 의결 당일 신속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금배당 결정시, 매년 

1월 말 거래소 수시공시 (현금ㆍ현물배당결정) 및 국/영문 홈페이지를 통해 배당 관련 상세 내용을 

주주들에게 충분히 사전 안내하고 있으며, 상법 제464조의2에 따라 3월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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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결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배당 정책과 배당 현황을 당사의 

홈페이지와 사업보고서 등의 정기보고서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등에 공시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주주총회 의안 설명, 실적공시 이후 투자자들과의 Conference Call, 주주와의 대화 등 IR 활동을 

통해 배당 정책 및 계획, 회사의 앞으로의 주요 사업 전략 및 방향성 등을 주주들에게 설명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 주주환원정책의 수립 등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및 향후 계획  

당사는 현금배당 결정시, 매년 1월 말 거래소 수시공시(현금ㆍ현물배당결정) 및 국/영문 홈페이지를 통해 

배당 관련 상세 내용 및 배당정책을 주주들에게 충분히 사전 안내하고 있으며, 상법 제464조의2에 따라 

3월 주주총회 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후, 결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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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가. 주주환원  

(ⅰ) 최근 3개 사업연도별 주주환원 현황 

당사는 최근 3년간 매년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영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21기 현금 배당은 향후 사업경쟁력 확보,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통주는 주당 12,000원, 우선주는 주당 12,05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보통주와 우선주 각각 전년대비 

1,000원 증가했습니다. 상세 내용은 하기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 1-⑤-1) 최근 3개 사업연도별 주주환원 현황 

 (주, 원, 억원, %) 

사업 

연도 
결산월 

주식 

종류 

주식 

배당 

현금배당 

주당 배당금1) 총 배당금 시가배당률2) 배당성향 3) 

연결기준 개별기준 

2021 12 
보통주 - 12,000 

201,177,340,950 
1.1 

23 33 
종류주 - 12,050 2.0 

2020 12 
보통주 - 11,000 

184,421,296,950 
0.7 

23 30 
종류주 - 11,050 1.6 

2019 12 
보통주 - 11,000 

184,421,296,950 
0.9 

23 30 
종류주 - 11,050 1.4 

1) 1주당 연도별 지급액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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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율 

3) 배당금총액 / 연결 또는 개별 당기순이익 

 

(ⅱ) 최근 3개 사업연도별 차등배당ㆍ분기배당 및 중간배당 실시여부 및 내역 (차등배당내역, 

이사회 결정일, 주당배당금, 총배당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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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최근 3년간 차등배당, 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나.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가 존중되고 있는지 여부 및 향후계획 

당사는 주주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으며, 중장기적 주주친화 정책에 기반하여 

배당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배당성향은 비경상 손익을 제외한 개별 당기순이익 

기준 30%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며, 배당성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이익 증가만큼 배당액을 증가시키고, 

주주 입장에서 배당 수준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주주 환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며, 향후 사업에서 창출되는 이익은 미래 성장을 위한 사업에 지속 투자함으로써 

주주가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핵심원칙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 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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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주식발행 현황  

당사는 작성기준일 현재 정관에 의한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70,000,000주(1주의 금액: 5,000원)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하 보통주) 15,618,197주이며,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하 우선주) 2,099,697주입니다. 이 중에서 자기 주식인 보통주 958,412주 및 우선주 

2,099,697주는 의결권이 없으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는 보통주 14,659,785주 입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ⅰ) 발행가능 주식발행 현황, 기 발행주식 현황, 발행된 종류주식 현황 

▷(표 2-①-1) 주식발행 현황 

(2021.12.31 기준) 

구분 발행가능주식수(주)1) 발행주식수(주)2) 발행비율 3) 비고 

보통주 

70,000,000 

15,618,197 22.31% - 

종류주 우선주 2,099,697 3.00% 

우선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1/2 범위 

이내로 함. 

1) 기준일 현재 수권주식수(정관상의 주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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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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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관상의 발행가능주식수는 보통주, 우선주를 구분하지 않고 총 70,000,000주로 정해짐에 따라 보통주, 우선주 발행비율은 각각 

70,000,000주를 분모로 계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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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 내역 등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보통주 외에 이익배당우선주를 발행하고 있으며, 해당 이익배당우선주에 

의결권이 부여된 경우가 없습니다. 상세 내역은 하기와 같으며, 당사는 종류주주총회를 실시한 내역이 

없습니다.  

 (단위: 원, 주) 

발행일자 2001 년 04 월 02 일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5,000 5,000 

발행총액(발행주식수) 10,498,485,000 2,099,697 

현재 잔액(현재 주식수) 10,498,485,000 2,099,697 

주식의 

내용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보통주보다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연 1% 더 많은 배당을 지급함. 

- 비참가적, 비누적적 

의결권에 관한 사항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임 

 

나.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 부여되고 있는지 여부 및 향후 계획 

당사는 모든 보통주주에게 1주 1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주주의 의결권은 주주의 고유권한으로써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을 보장하고 일부 법률에 

따라 특정 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당사의 기존 주주들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주식의 발행 등의 결정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다. 주주와의 의사 소통 활동과 관련한 사항   

(ⅰ)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소액주주 등 일부 주주와의 대화 등 개최 내역(일정, 대상, 

주요 내용 등) 

당사는 매 분기, 반기, 연간 실적 설명을 위한 국문/영문 실적발표 자료를 DART 전자공시시스템 (http:// 

dart.fss.or.kr) 및 당사 홈페이지(http://www.lghnh.com)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해당 일정은 결산실적 

예고(안내공시)로 사전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 제공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기 말 이후 실적 

발표일 전까지는 IR활동을 중단하고,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잠정)실적에 대해 적시 공정공시를 진행하는 등 

공평한 기업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 실적발표 후에는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Daily Meeting & Conference Call, 국내외 증권사 컨퍼런스 참석 및 NDR 등으로 시장과 지속적인 

IR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당사의 IR활동은 국내 및 해외 

투자자와의 대면 미팅 대신 증권사를 통한 투자자와의 1:1 혹은 Group 컨퍼런스 콜이나 Zoom 등을 활용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내 IR활동 내역: http://www.lghnh.com/ir/eventCalendar.jsp 

▷(표 2-①-2) 주요 IR, 컨퍼런스콜, 주주와의 대화(소액주주와의 대화 구분하여 기재) 개최 내역 

 (2021.01.01~2022.05.31 기준) 

일자 대상 형식 주요 내용 비고 

2021.03 해외 기관투자자 Virtual Virtual Hong Kong Summit - 

http://www.lghnh.com/ir/eventCalendar.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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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 해외 기관투자자 Virtual Credit Suisse 2021 Asia Consumer Corporate Day  

2021.06 해외 기관투자자 Virtual UBS Korea Conference 2021  

2021.08 해외 기관투자자 Virtual Goldman Sachs Korea Corporate Day 2021  

2021.08 해외 기관투자자 Virtual BofA Securities Korea Conference 2021  

2021.09 국내 기관투자자 Virtual KB 증권 코리아 Conference 2021  

2021.09 해외 기관투자자 Virtual 28th Annual CITIC CLSA Flagship Investors’ Forum 2021  

2021.11 해외 기관투자자 Virtual Morgan Stanley 20th Asia Pacific Summit  

 

(ⅱ)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모두를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당사는 회사 홈페이지에 IR 담당부서의 이메일 주소는 공개하고 있으나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투자정보” 섹션의 “IR Contact”를 통해 IR 관련 문의사항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접수된 질문 및 

요청사항은 IR팀 이메일로 전달되어 최대한 빠르게 응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IR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는 금융감독원, 거래소,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등 다양한 공시 서식을 통해 정기/수시로 공개되고 

있으므로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개하지 않으며, 당사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IR팀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부서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 회사 대표전화를 통해 고객/주주들의 요청 및 질의 사항에 

맞추어 연결 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ⅲ)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현황, 담당자 연락처 공개 여부 및 영문공시 내역 

당사는 외국인 주주 및 이해관계를 위해 영문 홈페이지(http://www.lghnh.com/global/ir/disclosure.jsp)를 

운영 중이며, 담당자의 연락처는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적발표 자료, 감사보고서 등 주요 경영정보를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영문 홈페이지 “IR” 섹션의 “IR Contact”를 통해 IR 관련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주들의 필요에 따라 증권사를 통하거나 직접 당사 IR팀으로 언제든 

쉽게 연락 할 수 있으므로, 해외 투자자들과의 IR Communication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외국인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결산실적 예고 및 연결기준 영업(잠정)실적 공시를 

영문으로 함께 제출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제출된 영문공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2-①-3) 영문 공시 내역 

(2021.01.01~2022.05.31 기준) 

공시일자 공시제목(영문) 주요 내용(한글) 

2021.01.20 Prior Notice on Disclosure of Final Earnings 2020 년 연간 결산실적예고 

2021.01.27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2020 년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2021.04.15 Prior Notice on Disclosure of Final Earnings 2021 년 1 분기 결산실적예고 

2021.04.22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2021 년 1 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2021.07.15 Prior Notice on Disclosure of Final Earnings 2021 년 상반기 결산실적예고 

http://www.lghnh.com/global/ir/disclosure.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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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2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2021 년 상반기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2021.10.20 Prior Notice on Disclosure of Final Earnings 2021 년 3 분기 결산실적예고 

2021.10.26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2021 년 3 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2022.01.20 Prior Notice on Disclosure of Final Earnings 2021 년 연간 결산실적예고 

2022.01.27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2021 년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2022.05.03 Prior Notice on Disclosure of Final Earnings 2022 년 1 분기 결산실적예고 

2022.05.11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2022 년 1 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ⅳ) 공정공시 내역  

▷(표 2-①-4) 공정공시 내역  

(2021.01.01~2022.05.31 기준) 

공시일자 공시제목 주요 내용 

2021.01.27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 

2020 년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2021.04.22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 

2021 년 1 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2021.07.22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 

2021 년 상반기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2021.10.26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 

2021 년 3 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2022.01.27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 

2021 년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2022.05.11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 

2021 년 1 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이 외에도 관련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http://www.lghnh.com)를 비롯하여 DART(http://dart.fss.or.kr), 

KIND(http://kind.krx.co.kr/) 등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 홈페이지에서는 ESG 

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사회 구성원과 이사회 운영현황 등의 경영 정보와 주주 구성, 

재무정보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전자 공고 내용도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http://dart.fss.or.kr/
http://kind.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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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및 그 내역, 지정 후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노력 등 

당사는 2022년 2월 15일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공시 관련 부서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거래소와 사전 논의를 통해 공시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 2-①-5)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및 그 내역 

(2021.01.01~2022.05.31 기준) 

불성실 공시유형 지정일 지정사유 부과벌점 제재금 
지정 후  

개선노력 등 

공시 불이행 2022.02.15 

'21 년 4 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 불이행 

0 800 만원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교육 시행 

 

라.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는지 여부 및 향후 계획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전자공시 시스템 채널을 활용하여 당사의 주주에게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제공, 컨퍼런스 참여, 기업탐방 투자자 미팅 등을 통해 국내외 

주주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 외의 공시는 국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외국인 주주들에게 적시에 공시 내용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당사의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통해 외국인 주주에게도 당사의 주요 사항이 정확히 전달 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고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외국인 주주의 의견을 청취하여 필요시 외국인 

주주의 편의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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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 

(정책)  

(ⅰ)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장치(정책)  

당사는 상법 제398조 및 이사회 규정 제14조에 의거, ‘이사 및 주요주주 등과 회사간의 거래’를 이사회의 

승인 사항으로 정하고, 상법 제542조의9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용 또한 

이사회의 승인 대상으로 보아 해당 거래들에 대한 사전 승인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해당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기거래 및 내부거래 

전반에 대한 원활한 법정 통제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당사는 LG기업집단 소속 회사로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사전 의결 및 공시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상법, 공정거래법의 법령상 기준보다 강화하여 ‘21년 7월부터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 

거래의 적정성을 심의 및 승인절차를 마련하여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ⅱ) 계열기업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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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법령 등에 따라 이사회 사전 결의가 필요한 거래에 대하여 기간, 한도 등의 범위를 정하여 다수의 거래를 포괄적으로 승인하는 이사회 

의결 사항을 말함 

당사는 계열기업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이사회를 통해 해당 

거래에 대한 계획을 명확히 하여 승인된 거래총액 한도내에서 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별로 

계약체결 시점이 상이하여 개별 승인이 아닌, 포괄적 승인을 통해 이사회 운영, 절차 진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득한 이해 

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01.01~2022.05.31 기준) 

내용 포괄적 이사회 

의결 승인 사유 거래대상 회사 승인 유형 승인일자 승인대상 거래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이사 및 주요주주 등과 

회사간의 거래 
2021.11.25 상품, 용역거래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포괄한도 승인 

㈜LG 경영개발원 
이사 및 주요주주 등과 

회사간의 거래 
2021.11.25 상품, 용역거래 

㈜LG 스포츠 
이사 및 주요주주 등과 

회사간의 거래 
2021.11.25 상품, 용역거래 

㈜에스앤아이씨엠 
이사 및 주요주주 등과 

회사간의 거래 
2021.11.25 상품, 용역거래 

㈜에스앤아이에프엠 
이사 및 주요주주 등과 

회사간의 거래 
2021.11.25 상품, 용역거래 

LG Household & Health Care  

Trading (Shanghai) Co., Ltd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2021.11.25 상품, 용역거래 

 

 

(ⅲ)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당사는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정기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2021년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신용공여등  

대상자 

회사와의     

관계 

신용공여등의 

종류 

신용공여등을  

행한 일자 

(기간) 

신용공여 

등의 목적 

신용공여의 

금액 

신용공여등의  

조건 

이사회  

개최여부 

- - - - - - - - 

 

▶ 특수관계인과의 자산양수도 등  

 

당기 중 1억원 이상의 특수관계인과의 자산양수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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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 관계 거래종류 거래일자 거래대상물 거래목적 거래금액 비고 

LG전자㈜ 계열회사 자산양수 
2021.01.01 

~2021.12.31 

건물, 기계장치 

소프트웨어 등 
설비 투자 24,897 

이사회 승인 대상이 

아니며, 내부품의 후 

집행됨. 

㈜LX하우시스 계열회사 자산양수 
2021.01.01 

~2021.12.31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설비 투자 15,617 

2020.11.26 이사회 승인 

(이사회 승인 후 146억원 

에서 거래금액 변경) 

㈜LG CNS 계열회사 자산양수 
2021.01.01 

~2021.12.31 
소프트웨어 등 설비 투자 11,383 

이사회 승인 대상이 

아니며, 내부품의 후 

집행됨. 

㈜S&I CM 계열회사 자산양수 
2021.01.01 

~2021.12.31 
기계장치 등 설비 투자 300 

2020.11.26 

이사회 승인 

태극제약㈜ 계열회사 자산양수 
2021.01.01 

~2021.12.31 
기계장치 등 설비투자 1,472 

이사회 승인 대상이 

아니며, 내부품의 후 

집행됨. 

Avon 

Manufacturing 

(Guangzhou), 

Ltd. 

계열회사 자산양수 
2021.01.01 

~2021.12.31 
금형 등 설비투자 210 

이사회 승인 대상이 

아니며, 내부품의 후 

집행됨. 

 

▶ 특수관계인과의 영업거래 등  

당기 중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영업거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법인명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내용 거래금액 

LG Household & Health Care  

Trading (Shanghai) Co., Ltd 
종속기업 매출 및 매입 2021.01.01~2021.12.31 

제/상품 매출 

및 기타비용 
686,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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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 

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 설명하고 이와 같은 정책이 없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 보호를 위한 별도의 

명문화된 회사의 정책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당사는 상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대 의사표시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될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 합병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나. 공시 대상연도 내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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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된 내용 및 향후 계획  

공시 대상연도 내에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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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사회  

(핵심원칙 3) 이사회 기능 

▪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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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제도 

당사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이사회의 주요 의결사항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이러한 제도적 지원과 폭넓은 권한을 바탕으로 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을 효율적으로 결정하고 

회사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원활하게 기능하고 있는지 여부를 독립적으로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상법상 근거를 둔 회사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상법 및 관련 법령, 정관, 이사회 규정에 

따른 이사회 승인 사항으로 규정된 주요 경영 사항들에 대해 의결하고, 회사 경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에 

대한 보고에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독립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토대로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효율적인 경영활동 수행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에 소속된 사외이사들은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하여 지속가능경영 관점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회사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검토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이사회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사회 규정 

등 관련 내규를 제정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이사회 사무국 조직을 운영하여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핵심적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ⅰ)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당사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은 이사회 규정 제14조 및 중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의 이사회 상정 기준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항목 

이사회 규정 

제14조  

승인사항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분할, 회사의 계속  

(7) 주식의 소각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9)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  

(10)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11)  이사,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12)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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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4)  주식배당 결정  

(15)  중간배당의 결정  

(16)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7)  이사의 보수  

(18)  상법 제542조의 9에 따른 회사의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승인 및 주총 보고  

(19)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 내부거래  

(20)  명의개서대리인의 지정  

(21)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의 결정  

(22)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중장기 사업전략의 결정 및 변경 

(2)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3)  등기가 필요한 국·내외 지점, 공장,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4)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5)  당년도 업적 및 차년도 사업계획  

(6)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3. 재무에 관한 사항 

(1) 중요 시설 투자 및 출자에 관한 사항   

(2) 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  

(3) 중요 자산담보 설정 

(4) 중요 자금차입   

(5) 중요 보증 행위 

(6) 신주의 발행 (신주인수권의 양도성 여부, 실권주 및 단수주의 처리 포함)  

(7) 사채의 모집  

(8) 준비금의 자본전입  

(9) 전환사채의 발행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4. 인사에 관한 사항 

(1) 집행임원 인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2) 재무담당최고임원(CFO)의 선임 

(3)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4) 준법지원인의 선임 

 

5. 이사 및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1) 이사와 회사 간 거래의 승인  

(2)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3)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5)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및 폐지 

(6) 이사의 경업승인 및 개입권의 행사 

(7) 이사의 회사 기회 및 자산 유용 승인 

6. 기 타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2)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사회 규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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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지원인이 회사의 준법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4.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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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규정  

중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의 

이사회 상정 

기준 

 

구분 상정기준 

시설투자 건당 총투자금액이 1000억 원 이상 

타법인 출자·처분 건당 출자·처분 금액이 1000억 원 이상 

자산의 취득·처분 건당 취득·처분 금액이 1000억 원 이상 

신규차입 차입건당 500억 원 이상의 차입금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건당 500억 원 이상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내부거래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대규모 내부거래 금액 이상 
 

 

(ⅱ) 이사회 심의· 의결사항 중 관련 법상 의무화 된 사항 이외의 사항의 존재여부 (심의ㆍ의결 

사항의 자율적 추가 또는 기준금액 강화 등), 주요 내용 및 효과 

상기 기재 내역과 같이 당사는 중요 재무 사항들 중 특정 금액 기준이 넘는 일정 거래들을 이사회 사전 승인 

대상으로 규정하는 ‘중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의 이사회 상정 기준’을 채택하여 운영함으로써 중요 재무 거래 

내역에 대한 이사회의 사전 통제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ⅲ)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당사 정관 제24조의1 제2항 및 이사회 규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그밖에 정관에서 이사회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들에 대한 이사회의 권한은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한편, 

i) 이사회 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 규정에서 이사회의 부의사항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ii) 동 규정 제15조에 의거, 이사회 의결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하고 있으며, iii) 일부 개별· 구체적인 의안들의 세부 집행에 관한 사항들 또한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나. 이사회가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당사는 이사회의 효과적인 기능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이사회 사무국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1) 이사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도록 중요 안건의 경우 이사회 개최 전 사전 설명을 통해 이사들의 

안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2) 이사의 질의/응답, 경영정보 제공 등 이사의 요구 사항에 대한 상시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이사회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바탕으로 이사회 내 경영 의사 결정· 경영 감독 기능의 효과적 수행 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이사회 사무국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05.31 기준) 



25 

 

조직명 소속 직원 현황 주요 업무수행내역 

이사회 

사무국 

-직원 수: 4  

-직위 및 지원업무 담당 기간: 

① 부문장 1 명(‘15 년 3 월 ~) 

② 팀장 1 명('21 년 2 월 ~) 

③ 파트장 1 명('21 년 4 월 ~) 

④ 주임 1 명('19 년 9 월 ~) 

- 이사회 안건의 수집, 정리 및 부의 근거, 의결 관련 법령 분석 

- 이사에 대한 안건 사전 설명 실시 및 질의/논의 사항에 대한 대응 

- 이사회 진행 및 의사록 작성, 공시 사항 유관부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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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과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여부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당사 주요 임원과 사외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선정하고 있으며, 후보군 중 심의를 통해 후보 추천 업무를 

진행합니다. 

(ⅰ)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당사는 정관 제 23 조, 이사회 규정 제 5 조, 제 14 조에 따라 대표이사의 선임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승계정책 수립 및 운영은 당사 인사담당 최고 임원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보 선발을 위한 자격 

검증은 최고경영자로 역할 수행 가능한 사업/직무에 대한 경험과 보유역량, 중장기 사업 전략 수행에 필요한 

경험/리더십 보유, 후보군의 보임시점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자격을 검증합니다.  

(ⅱ) 후보 (집단) 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① 최고경영자 후보(집단) 선정, 관리 

최고경영자 후보(집단)은 즉시 보임 가능한 후보군(차기)과 육성 후 3~5 년 이후 보임 가능한 후보군(장기) 

으로 분리하여 매년 후보군을 리뷰하고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후보군의 자격에 대해서는 최고 경영진과 

인사담당 임원이 협의하여 승계후보군을 매년 선정하는 형태로 승계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후보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업과 직무 경험을 확대하기 위한 직무 로테이션, 개인별 역량을 

진단하고 육성 계획에 따른 멘토링/코칭 및 사내/사외 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육성면담/리더십 코칭 외 

추가로 일부 대상자에 한하여 외부 Executive Program 참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③ 경영승계절차 

최고경영자 변경 시 이사회에 해당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사회는 최종적으로 추천 받은 최고 경영자 

후보자에 대해 회사와 주주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회사의 핵심가치와 비전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지 적정성을 심의하여 대표이사 후보자를 확정합니다. 이사회에서 확정한 대표이사 

후보가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고, 후속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로 선임됨으로써 경영승계 절차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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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 후보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사내이사로 선임될 때까지 승계 준비를 진행함으로써 경영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 경영자 변경 시 전임 대표이사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승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비상 시 최고경영자 승계와 관련하여서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상 대표이사 유고시 직무대행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의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내이사 중 상위직급자, 기타 

비상무이사의 순서에 따른 자 혹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ⅲ) 공시대상기간동안 교육 현황 

최고경영자 후보군은 매년 CEO와의 1:1 육성면담을 통해 사업 현안 및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직접 

코칭을 받으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가 육성을 위한 그룹사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최고경영자에게 요구되는 요건 중 해당 후보자가 강화해야하는 역량을 선정하여 맞춤형 

교육/세미나, 외국어코칭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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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가. 내부통제정책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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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기존에도 사업의 특성과 전략을 반영한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하여 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예방 및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보유중입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회사의 사업규모 

증가로 위기 발생시 피해의 대형화가 우려됨에 따라 당사는 이를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내/외부 

리스크 요인을 감지 및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불확실성, 기회 손실, 인명 피해, 업무 중단 등 사업 환경과 관련된 리스크를 전사적으로 분석하여 발생 

가능성 및 피해 영향도에 따라 핵심 리스크를 선정하였으며, 안전환경, 품질, 정보보안, 인적 재난, 생산기반 

시설 재해 등을 핵심 위기 대응 영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사고 발생 시 인적, 환경 피해, 경제적 

손실, 법규 위반, 평판 훼손 등 예상되는 복합적 피해 영향을 고려하여 각 영역의 위기를 A급(심각)-

B급(경계)-C급(주의)-D급(관심)으로 등급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리스크에 대해 위기 상황 전개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전사 위기관리규정과 환경안전 

위기관리규정, 품질 위기관리규정, 정보보호 위기관리규정을 제정(명문화)하고 해당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 

대응 Process를 명시하였으며, 해당 위기 발생시 신속한 전파 및 비상대응 체계의 운영을 위해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법 제542조의 13에 의거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선임된 준법지원인이 자체적으로 준법 

지원 및 점검 체계의 유효성에 관한 평가(회사를 둘러싼 주요한 법적 위험의 유형화, 임직원의 위법행위 

발견에 대한 대응 방안 구축, 임직원의 국· 내외 법규 준수를 위한 사전 교육 방안 마련 등)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이미 발생하여 시정되었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리스크를 공정거래, 인사노무, 개인정보보호, 환경안전, 제품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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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등 분야별로 정리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리스크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의 감사위원회는 내부 감사 계획의 수립과 집행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 

진행 경과 검토,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평가 및 승인 등을 통하여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당사의 내부통제정책은 임직원들이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준법통제 기준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합리적이고 효과적 

으로 설계 및 운영하기 위한 내부회계관리규정 등 제반 사규들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ⅱ)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를 위한 정책 마련여부 및 운영현황  

당사는 법무부 및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제정하여 배포한 표준 준법통제기준의 내용에 따라 2012년 4월 

준법통제기준을 제정하였으며, 그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준법통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준법 경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고 재무 책임자(CFO)를 

위원장으로 하는 컴플라이언스 협의회를 수시 운영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컴플라이 

언스 리스크에 대해 전사 차원의 실질적인 이행 및 리스크 개선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업 부서 일선에서도 준법경영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국내외 최근 규제 동향 및 법률 제·개정 등을 전사에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여 누구나 쉽게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 합니다. 

2021년에는 개인정보보호법, 환경법 개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사례 등의 

주제를 공유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과 함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세부적인 업무지침을 수립하여 적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체계’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하고 있으며,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원하는 내부회계전담부서로 내부회계관리팀, 감사 위원회의 

평가활동을 지원하는 부서로 감사위원회지원실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양적 또는 질적 중요성을 기준으로 

매년 평가 범위와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업무 기술서, 업무 Flow Chart 및 

RCM(Risk Control Matrix)을 작성 후 설계 평가를 포함한 변화관리체계를 통해 수정사항을 설계 문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현업부서 담당자 별로 통제 활동 등 설계 내용 검토 후 내부회계 

전담부서에서 지정한 증빙을 업로드하고 부서장이 인증을 실시하며, 내부회계전담부서가 평가를 실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회사에 적합한 형태로 설계 및 운영 

되도록 하고 있으며,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있어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의 예방 혹은 적시 발견 

및 조치할 수 있는 상시적이고 정기적인 점검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 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감사위원회는 그 보고내용을 평가하고 문서화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1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는 내부회계 관리자가 

2022년 1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감사위원회는 동년 2월 이사회에 운영실태평가 보고를 실시하였 

습니다. 또한, 대표이사는 동년 3월에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공시정보관리규정에 근거하여 IR팀이 공시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IR팀은 현 4명의 조직 구성원 

(공시책임자인 부문장 제외)이 주기적으로 정과 부의 역할을 함으로써 최대한 모든 조직원이 공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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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따라서 공시 정 또는 부의 부재가 있을 시에도 타 구성원이 상시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IR팀 내에서도 자체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 내부적으로는 공시 

업무와 관련하여 법무, 재무회계, 인사 등 유관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 및 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최종 

결정시 상위보고자에게 해당 내용이 확인 될 수 있도록 내부 결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ⅲ) 그 외 추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내부통제정책이 있는 경우 주요 내용 및 운영현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 

규정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업무지침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운영 시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개념 체계 및 운영 절차를 

정의하였고,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감사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였으며,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을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및 보고 방안과 

성과지표 반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핵심원칙 4) 이사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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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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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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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가. 이사회 구성 현황  

(ⅰ)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인원 구성 포함) 등 관련 조직도  

▷(표 4-①-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관련 조직도  

 (2022.05.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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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4명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에는 4개의 위원회(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표 4-①-2) 이사회 구성 현황  

(2022.05.31 기준) 

구분 성명 
성별 

(만 나이) 
직책 선임일1) 임기만료 

예정일 

전문 

분야 
주요 경력 

사내이사 차석용 
남 

(68 세) 

대표이사(이사회의장)

, ESG 위원 
2005.01.01 

2025.03. 

주주총회 

종결시 

기업경영 

- 前 한국 P&G 총괄사장 

- 前 해태제과 대표이사 

- 現 ㈜LG 생활건강 대표이사  

부회장 

사내이사 김홍기 
남 

(59 세) 
내부거래위원 2019.03.15 

2024.03. 

주주총회 

종결시 

재무·회계 

- 前 (주)LG 하우시스 CFO  

전무 

- 前 (주)LG 재경팀장 전무 

- 現 (주)LG 생활건강 CFO  

부사장 

기타 

비상무 

이사 

하범종 
남 

(53 세)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 
2019.03.15 

2024.03. 

주주총회 

종결시 

재무·회계 

- 前 LG 화학 정도경영 

TFT 상무 

- 前 LG 화학 재무관리담당상무 

- 現 (주)LG 경영지원부문 사장 

- 現 (주)LG 사내이사 

사외이사 김재욱 
남 

(58 세) 

감사위원,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 

ESG 위원 

2017.03.17 

2023.03. 

주주총회 

종결시 

마케팅· 

이커머스 

(교수) 

- 前 한국로지스틱스학회  

상임이사 

- 前 한국유통학회 부회장 

- 前 한국경영학회 부회장 

- 前 고려대학교 입학처장 

- 前 고려대학교 기획예산처장 

- 前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 現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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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LIG 넥스원 사외이사 

사외이사 이태희 
남 

(59 세) 

감사위원장,  

ESG 위원, 

내부거래위원 

2019.03.15 

2025.03. 

주주총회 

종결시 

자본시장 

회계 

(교수) 

- 前 국민대학교 대외교류처장  

- 前 SK 커뮤니케이션스(주) 

사외이사/감사위원     

- 前 방송통신위원회 자문위원 

- 現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現 국민대학교 기획부총장 

- 現 롯데카드(주)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사외이사 김상훈 
남 

(56 세) 

감사위원, 

ESG 위원장, 

내부거래위원 

2019.03.15 

2025.03. 

주주총회 

종결시 

마케팅 

문화예술

경영 

(교수) 

- 前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마케팅 연구센터장  

- 前 한국소비자학회 공동회장  

- 現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現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및 경영전문대학원 원장 

사외이사 이우영 
여 

(51 세) 

감사위원,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 

ESG 위원, 

내부거래위원장 

2022.03.28 

2025.03. 

주주총회 

종결시 

공법 및 

영미법 

(교수) 

- 前 대법원 사법정책자문  

위원회 전문위원 

- 前 법무부 변호사 제도개선  

위원회 위원 

- 前 법제처 법령해석심의  

위원회 위원 

- 現 외교부 인사기획관실 소관  

위원회 위원 

- 現 국토부 중앙토지수용  

위원회 위원 

- 現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  

위원회 위원 

- 現 서울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1) 재선임의 경우 최초 선임일 기재 

 

(ⅲ)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먼저 상법 제542조의11에 근거를 둔 감사위원회의 경우, 총 4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진에 

대한 내부감시기능 수행 및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 조사 및 경영진에 

대한 영업 보고 요구 등을 비롯한 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이태희 위원입니다. 

상법 제542조의8에 근거를 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외이사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적합한 사외이사 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관한 ESG 경영을 강화하여,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도입된 ESG위원회는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ESG 경영을 위한 기본 정책 

및 전략 등을 수립하고, ESG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김상훈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위원회는 이사회 승인 사항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내부거래를 심의 및 승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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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를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1인의 사내이사와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이우영 위원입니다. 

참고로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상기 위원회 외 별도의 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는 않으나, 경영진에 

대한 평가 및 보상에 관한 제반 기준을 수립하고, 위 기준에 따라 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들의 사전 

검토를 거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경영진에 대한 평가 및 보상을 집행함으로써 경영진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4-①-3)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현황 

(2022.05.31 기준)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주요 역할 
직책 구분 성명 성별 겸임 3)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총 3인) 

    (A) 1)  

위원 기타비상무이사 하범종 남 - 

1.  사외이사 선임원칙 및 관련규정 점검·보완 

2.  주주총회가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 추천 
위원 사외이사 김재욱 남 B, C 

위원 사외이사 이우영 여 B, C, D 

감사위원회 

(총 4 인) 

(B)  

위원장 사외이사 이태희 남 C, D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2. 외부감사인 선정에 대한 승인 

3.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위원 사외이사 김재욱 남 A, C 

위원 사외이사 김상훈 남 C, D 

위원 사외이사 이우영 여 A, C, D 

ESG위원회 

(총 5인)  

(C) 

위원 사내이사 차석용 남 - 

1. ESG 경영을 위한 기본 정책 및 전략 등의  

수립 

2. ESG 중장기 목표의 설정 

위원 사외이사 김재욱 남 A, B 

위원 사외이사 이태희 남 B, D 

위원 사외이사 김상훈 남 B, D 

위원 사외이사 이우영 여 A, B, D 

내부거래위원회 

(총 4인) 

(D) 

위원장 사외이사 이우영 여 A, B, C 

1. 상법, 공정거래법상 이사회 승인사항보다 

강화하여 내부거래에 대한 심의  

위원 사내이사 김홍기 남 - 

위원 사외이사 이태희 남 B, C 

위원 사외이사 김상훈 남 B, C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향후 사외이사 선임 안건 상정시 개최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신규 선임할 예정임. 

2) 타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을 겸임하고 있는 경우 해당 ‘이사회 내 위원회’ 코드(A, B, C, D) 표기 

 

(ⅳ) 사외이사 관련 현황 (사외이사 수, 비율, 연임 현황 등)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내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4명(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외이사 비율은 57%로서 상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상법 제548조의8에 따라, 자산 

2조 이상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가 3명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함)을 충족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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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인의 사외이사 중 3인(김재욱 사외이사, 이태희 사외이사, 김상훈 사외이사)이 연임하여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이사회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경영진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전체 이사회 구성 중 사외이사 비중을 높게 유지해오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이사회의 원활한 토의에 기반을 둔 신중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여부, 미분리 시 선임(先任)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하는지 

여부 

당사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은 이사회 의장을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사회 의장 

선출 권한을 전적으로 이사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 이사회는 당사의 대내외적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들에게 필요한 경영상의 정보 등을 

충분하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 아래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의장으로 선출하였고, 그 결과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직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높은 사외이사 비중을 토대로 이사회의 충실한 감독 기능과 독립적 

의사결정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경영 효율성과 독립성을 상호 보완·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별도로 선임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향후 기업의 상황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당사의 지배구조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나. 이사회가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구성되었는지, 경영진과 지배주주 

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는지 여부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이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상의 절차를 준수하여 선임됩니다.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총 7인 중 과반수인 

4인을 사외이사로 구성함으로써 독립성을 견지하고 있고, 사외이사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 주주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임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이사회 구성원은 모두 상법 및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실무 경험과 전문성 등 사외이사로서 

필요한 개인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바, 이를 통해 당사 이사회는 효과적이고도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을 

도모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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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현황  

(ⅰ)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여성 이사 선임 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정책의 마련 

여부 및 이사회 구성원별 구체적 현황 

당사는 이사 선임 정책에 있어서 성별, 인종, 민족, 출신 국가/국적 등 어떠한 차별을 두지 않고 회사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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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정책을 통해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적, 인종, 연령, 성별, 종교 등 다양성을 

침해하는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위 (표 4-①-2)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당사 이사회는 다양한 배경의 개별 이사들이 보유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보유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 결정과 경영진 감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이사회 구성원이 보유한 전문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05.31 기준) 

구분 성명 역할  전문성 

사내이사 
차석용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ESG 위원 기업 경영 전반 

김홍기 이사, 내부거래위원 재무 및 회계 

기타비상무이사 하범종 이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재무 및 경영전략 

사외이사 

김재욱 
이사, 감사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장, ESG 위원 

마케팅 및 이커머스 등 

화장품 분야 공급망 관리 

이태희 이사, 감사위원장, ESG위원, 내부거래위원 
자본시장 회계 

규제시장 회계 등 회계 전반 

김상훈 이사, 감사위원, ESG위원, 내부거래위원장 
하이테크 마케팅 

화장품 분야 마케팅 

이우영 
이사, 감사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장, 

ESG 위원, 내부거래위원 
공법, 영미법 등 법률 전반 

 

참고로, 당사는 성별에 대한 제약 없이 전문성을 고려하여 주주총회에 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이사의 선출이 배제되지는 않고, 과거에도 2007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디자인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여성 사외이사가 재직한 바 있습니다. 2022년 3월 주주총회에서 회사 운영에 적절한 전문성을 갖춘 

여성 사외이사가 선임되었으며 앞으로 보다 더 많은 여성 후보자가 이사 후보에 추천 및 선출될 수 있도록 

다양성 확보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ⅱ)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표 4-②-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2020.01.01~2022.05.31 기준) 

구분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만료(예정)일 변동일 변동사유1) 현재 재직여부 

사내이사 

차석용 2005.01.01. 
2025.03. 

주주총회 종결시 
2022.03.28. 재선임 재직 

김홍기 2019.03.15. 
2024.03. 

주주총회 종결시 
2021.03.19. 선임 재직 

기타비상무이사 하범종 2019.03.15. 
2024.03. 

주주총회 종결시 
2021.03.19. 선임 재직 

사외이사 

표인수 2014.03.14. 2020.03.20. 2020.03.20. 임기만료 퇴직 

김재욱 2017.03.17. 
2023.03. 

주주총회 종결시 
2020.03.20. 선임 재직 

이태희 2019.03.15. 
2025.03. 

주주총회 종결시 
2022.03.28. 재선임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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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2019.03.15. 
2025.03. 

주주총회 종결시 
2022.03.28. 재선임 재직 

김기영 2020.03.20. 2022.02.25. 2022.02.25. 사임 퇴직 

이우영 2022.03.28. 
2025.03. 

주주총회 종결시 
2022.03.28 선임 재직 

1) 변동사유란에는 사임, 해임, 임기만료, 신규선임, 재선임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나. 이사회가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되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설명 

상기 기재한 내용과 같이, 당사는 다양한 배경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이사들로 이사회 멤버를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2022년 3월 주주총회에서 여성 사외이사가 선출되었으며, 

지속적으로 회사 운영에 적절한 전문성을 갖춘 여성 후보자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노력을 통해 당사는 이사회의 다양성, 전문성, 책임성 및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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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사내·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회 설치여부, 동 위원회의 구성현황(사외이사 비율 

포함) 및 활동 내역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위원 3인 중 

과반수인 2인을 사외이사로 선임함으로써 동 위원회가 보다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개별 사외이사 후보자가 회사 및 주주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및 상법 등 

관련 법령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사전 검증하여 주주총회에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3월 각 위원들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동 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함으로써 

동 위원회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사내 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이사후보추천 

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나. 주주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는지 여부 

(ⅰ)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될 경우 후보 관련정보를 충분히, 주주가 검토하기에 충분한 

시간 전에 제공하는지 여부 

당사는 주주들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이사선임 안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제21기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주주총회 4주 전까지 주주총회소집공고, 참고서류 등 공시를 통해 이사 선임 후보에 

대한 상세 약력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기 정보제공일은 주총소집공고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당사의 주주들은 주주총회 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 파악이 

가능합니다. 

 

▷(표 4-③-1) 주주총회시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 제공 내역 

 (2021.01.01~2022.05.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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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일 주주총회일 
이사 후보 

정보제공 내역 비고 
구분 성명 

2021.02.26 

(주총 20 일전) 
2021.03.19 

사내이사 김홍기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 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 등 

- 

기타비상무이사 하범종 

2022.02.25 

(주총 30 일전) 
2022.03.28 

사내이사 차석용 

사외이사 이태희 

사외이사 김상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우영 

 

(ⅱ)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 (사내이사 포함)의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상기 기술 내용을 포함하여 기본적으로 당사는 각종 관련 공시를 통해 이사들의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등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재선임 되는 이사 후보 (사내이사 포함)에 대해서는 주총소집공고 이외에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 보고서를 통해서도 각 이사의 매회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 여부 등 이사회 

활동 내역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상법 개정에 따라 주총 1주일전까지 회사 

홈페이지 등에 사업보고서 게재가 의무화되면서 주총 전 재선임 이사 후보의 활동 내역에 대한 주주들의 

정보 접근성이 보다 용이해졌으며, 이로 인해 이사 선임 여부 결정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 및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 

집중투표제 도입의 경우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의 장점이 있지만, 경영에 적극 관여하는 투기자본에 

악용될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하는 바,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정관 제20조에 의거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법 제363조의 2 및 제542조의 6에 따른 주주 제안권 제도 

보장을 토대로, 당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근거 규정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함을 명확히 하여 이사 후보 선정 및 선임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 이사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되도록 충분한 조치를 하고있는지 여부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 있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 사무국의 면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있고, 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에 있어서도 기업경영, 재무 및 회계 등 다양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 부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 및 의사 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후보를 추천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들의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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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및 선임에 이르는 제반 과정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시 제도 등을 통하여 

투명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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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아야 한다.  

 

가. 임원 현황(미등기 임원 포함)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임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4-④-1) 임원 현황(미등기 임원 포함)  

(2022.05.31 기준) 

성명 성별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여부 담당업무 

차석용 남 부회장 등기임원 상근 대표이사 CEO, ESG 위원 

김홍기 남 부사장 등기임원 상근 CFO, 내부거래위원 

하범종 남 기타비상무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이태희 남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감사위원장, ESG 위원, 내부거래위원 

김상훈 남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ESG 위원장, 감사위원, 내부거래위원 

김재욱 남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감사위원, ESG 위원 

이우영 여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내부거래위원장, 감사위원, ESG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이창엽 남 부사장 미등기임원 상근 사업본부장(COO) 

이형석 남 부사장 미등기임원 상근 뷰티사업부장 

류재민 남 부사장 미등기임원 상근 CRO/소비자안심센터장 

이종수 남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정도경영부문장 

김병열 남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Beauty.CBD 총괄 

박선규 남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CTO 

최연희 여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에이치디비사업부장 

박헌영 남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대외협력총괄 

장기룡 남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CHO 

장병준 남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생산총괄 

홍성하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중국법인장 

오상문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일본법인장 

이정미 여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품질환경안전관리부문장 

황준연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HDB/음료.CBD 총괄 

장창순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금융부문장 

송영숙 여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화장품연구소장 

김규완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홈케어사업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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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일본마케팅부문장 

강내규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미래기반연구소장 

정철용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에이치디비생산총괄 

문선화 여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M&A/IR 부문장 

조광희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재경부문장 

이정래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에이치디비연구소장 

이병주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디자인센터장 

임이란 여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럭셔리마케팅부문장 

신재호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해외신사업부문장 

이재영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중화권관리부문장 

김재관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인사부문장 

배미애 여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후&IB 마케팅부문장 

강연희 여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색조연구소장 

김인철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뷰티생산총괄 

공병달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물류총괄 

유영복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뷰티크리에이티브부문장 

이건화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디지털사업부문장 

전현욱 여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헤어&바디케어연구부문장 

이병일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해외사업지원부문장 

서주완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데일리뷰티사업총괄 

민경환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지적재산부문장 

이계춘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TR&프리미엄마케팅부문장 

김형호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울산공장장 

주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향후 최초 개최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신규 선임할 예정임. 

나.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 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 정책 마련 여부  

당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임원(미등기 임원 포함)을 선임할 경우, 업무 성과, 역량/전문성, 성장 잠재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원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선임을 방지하기 위해 정도경영(윤리/규범적) 이슈가 있거나, 

품질/안전환경 문제 등을 일으킨 후보는 임원 선임을 위한 심의 과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징계규정 등에 의거하여 근신 이상의 징계 확정을 받았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진급 또는 직책 선임을 

금지하고 있으며, 임원 선임 이후에도 집행임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임원 징계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선량한 관리자로서 임원의 책무를 다하도록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당사 이사회 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3조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지고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직무수행 적합성과 

함께 상법 제382조 제3항과 제542조의8 제2항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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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횡령 혹은 배임 등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 침해와 

관련된 형사책임을 부담한 적이 있는 자가 사외이사로 선임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 과거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이거나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가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현황 설명  

당사의 내부 규정상 직무를 이용한 사리 도모 및 회사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징계의 사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진급을 할 수 없고, 특히 임원 선임 후보에는 추천될 수 없는 바, 과거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이거나 현재 혐의가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된 사례는 없습니다. 

라. 집행임원제도 도입여부 및 도입한 경우 그 배경 및 이유, 관련규정, 운영현황 등  

당사는 현재 집행임원제도를 도입·채택 하지 않고 있으나,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통해 의사결정, 감독 및 

집행 권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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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현황 

(ⅰ)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에 재직한 경력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에 재직 중인 사외이사의 과거 당사· 계열회사 재직 여부 및 거래내역 등은 하기와 

같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전 개별 인터뷰 및 레퍼런스 체크를 

통해 하기 항목들을 포함하여 상법, 공직자윤리법 등 제반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대외적으로 공개되어 접근 가능한 모든 정보들을 활용하여 결격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검증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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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1 기준) 

성명 
사외이사가 과거  

당사· 계열회사에 재직한 내용 

사외이사(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의 거래내역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의 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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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당사의 계열회사 당사 
당사의 

계열회사 
당사 당사의 계열회사 

김재욱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이태희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김상훈 없음 없음 없음 있음 없음 없음 

이우영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ⅱ) 사외이사(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과의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최근 3개 연도) 

최근 3개 사업연도 내 당사 사외이사(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 포함)와 당사(계열회사 포함) 간 

거래내역은 2건 존재하며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명 
거래 내역 

계약 상대방 기간 금액 계약 내용 

김상훈 ㈜LG경영개발원 
2019.09.04. ~ 

2019.10.31. 
7,000,000원 자문 계약 

김상훈 ㈜LG경영개발원 
2020.03.23. ~ 

2021.03.22. 
36,000,000원 자문 계약 

 

(ⅲ)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과의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최근 3개 사업연도 내 당사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ⅳ) 기업이 상기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내부규정 등 

당사는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검증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는, 당사 및 계열회사와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독립성이 확보된 사외이사의 선임을 위해 상법, 공직자윤리법 등 제반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이를 사외이사 후보와의 

인터뷰 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선임 후 당사 및 계열회사와의 중대한 이해관계가 밝혀지는 경우 그 직을 상실토록 하고 

있으며, 사외이사가 당사 및 계열회사와의 거래관계가 발생될 것을 예상하는 경우 거래 개시 전 이를 당사에 

통보하고 당사가 해당 거래가 사외이사로서의 직무 이행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 각각의 재직기간 및 현재 6년(계열회사 포함 9년)을 초과 하여 장기 



40 

 

재직하고 있는 사외이사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의 사외이사 중 6년을 초과하여 재직하고 있는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표 5-①-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별 재직기간 및 6년(계열회사 포함 9년) 초과 장기 

재직시 그 사유 

(2022.05.31 기준) 

성명 
당사  계열회사 포함시  

재직기간 6년 초과 시 그 사유 재직기간 9년 초과 시 그 사유 

김재욱 5 년 2 개월 - 5 년 2 개월 - 

이태희 3 년 2 개월 - 3 년 2 개월 - 

김상훈 3 년 2 개월 - 3 년 2 개월 - 

이우영 2 개월 - 2 개월 - 

 

다. 사외이사가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지 여부 및 기업이 사외이사 선임시 이해 

관계가 없는 자를 선임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당사와의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법무와 인사, IR 등 유관 

부서의 협업 아래 사전에 면밀히 다각도의 검토 작업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사유는 물론 공직자 윤리법 등 관련 법령상 제한 요건들을 망라한 사외이사 자격요건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사외이사 본인의 사전 서면 질의 및 대면 인터뷰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그 결과 당사와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어 사외이사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후보자는 사전에 배제함으로써 

이사회 구성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충실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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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  

(ⅰ)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 기준  

당사는 상법 시행령에 따라 당사 재직 사외이사의 경우 최대 1개의 타회사 겸직(이사, 집행임원, 감사)을 

허용하고 있으며, 상시적으로 사외이사들의 겸직 현황을 이사들에게 개별적으로 확인함과 동시에 해당 

회사들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공시 내역 확인 등을 통해 추가로 사외이사 결격 요건에 해당될 여지가 

없는지를 체계적으로 검토해오고 있습니다. 

(ⅱ)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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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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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감사위원)1)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현직 

겸직 현황 

겸직기관2) 겸직업무 
겸직기관 

재직기간 

겸직기관 

상장여부 

김재욱 

(감사위원) 

2017. 

03.17 

2023.03. 

주주총회 

종결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염곡문화재단 이사 2020.04 ~ 현재 비상장 

LIG 넥스원㈜ 이사 2022.03 ~ 현재 상장 

이태희 

(감사위원장) 

2019. 

03.15 

2025.03. 

주주총회 

종결시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롯데카드㈜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2019 ~ 현재 상장 

김상훈 

(감사위원) 

2019. 

03.15 

2025.03. 

주주총회 

종결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태진문화재단 이사 2018.11.28. ~ 현재 비상장 

파라다이스복지재단 이사 2021 ~ 현재 비상장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이사 2022.03.21 ~ 현재 비상장 

이우영 

(감사위원) 

2022. 

03.28 

2025.03. 

주주총회 

종결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재)KBS 교향악단 이사 2021.07.11. ~ 현재 비상장 

1) 감사위원일 경우 성명 하단에 기재 

2) 겸직기관은 비영리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을 포함 

 

나.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는지 여부 

상기 기재 내역과 같이 당사의 사외이사들은 과도한 겸직을 지양하고 당사 사외이사직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보고서 전반에서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사외이사들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여 합리적 관점에서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들을 의사결정 해오고 

있으며, 감사위원을 겸직하는 사외이사들의 경우 매 분기 1회 이상 경영진이 배제된 정례 미팅 참석을 

토대로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 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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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 운영 현황 

(ⅰ)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 및 인적·물적 자원 제공 절차, 구체적 제공 현황 

당사는 신임 사외이사가 선임된 직후 별도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회사의 

사업구조와 경영실적 정보를 제공하고,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충실히 안내함으로써 

사외이사의 조기 적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적시· 적절한 인적· 

물적 자원 제공을 위해 그 절차를 간소화하여 이사회 사무국이 사외이사들에 대한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의 

실시간 대응 업무를 상시 전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에 최초 선임된 이태희 사외이사와 김상훈 사외이사는 물론, 2020년에 재선임된 김재욱 사외 

이사와 2022년 최초 선임된 이우영 사외이사 모두 선임 당해 연도에 ㈜LG경영개발원 또는 ㈜LG가 주체가 

되어 실시한 외부 교육에 참석하여 당사의 주요 경영 현황과 정책, 이사의 역할과 법적 책임, 이사회 운영 등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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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외이사의 정보제공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부서 지정 여부 등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17조에 근거하여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사무국 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법무부문 산하 국내 법무팀). 부문장 1명, 팀장 1명, 실무자 2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사무국에서는 

이사회 안건의 정리 및 배포, 의사록 작성, 부의 안건의 사후관리, 필요한 경영정보의 수시 제공, 사외이사 

직무수행 관련 요청사항에 대한 신속한 상시 대응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ⅲ)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정기·임시회의 개최 여부 및 그 내역 

당사의 경우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사외이사만이 참여하는 별도의 

회의체가 구성된 바 없는 바, 해당 회의 개최 내역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회 개최 1주일 전 

의안 및 별도 보고 자료 등을 제공함으로써 이사회 의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지분 인수 의안 등의 경우 실무진들이 사외이사를 직접 찾아가 사전 

대면 보고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사외이사들의 충실한 사전 검토와 직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당사의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감사위원회 위원들과 외부감사인 간의 

정기적·비정기적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나, 이는 하기 <세부원칙 9-①, 세부원칙 10-②> 항목을 통해 

상술할 예정이므로, 본 목차 내 기재를 생략합니다. 

 

▷(표 5-③-1)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사외이사만의 회의 개최 내역 

(2021.01.01~2022.05.31 기준) 

회차 정기/임시 개최일자 
출석 사외이사/ 

전체 사외이사 
회의 사항 비고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나.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사무국에서는 각 이사진의 이사회 부의 안건에 대한 최선의 의사결정을 위해 이사회 개최 1주일 전 

의안에 대한 사전보고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는 한편, 각 이사들의 추가적인 자료 요청에 대해 성실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술한 바와 같이 신임 사외이사들에 대한 충실한 사전 교육 및 정보제공, 해외 

사업장 방문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사외이사들의 효율적인 경영의사결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핵심원칙 6)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6-①)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 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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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개별 실적에 근거하여 수행하는지, 평가결과는 재선임 여부에 반영 

되는지 설명 

(ⅰ) 사외이사 평가 실시 여부 및 실시하는 경우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사외이사를 공정하게 평가할 공신력 있는 외부 평가 기관 존재 여부 및 내부 자료의 유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외부 평가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사외이사에 대해 이사회 활동과 관련한 종합 

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평가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각 평가 항목에 대한 

사내이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평가는 사외이사 활동의 정성적인 평가와 

함께 재선임 결정 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ⅱ) 구체적 평가방법 및 관련 규정 등 

사외이사 평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이사회 사무국을 통해 진행하며, 평가 요소로는 이사회 

출석률, 이사회 안건 및 현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는지 여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회사의 중장기 경영전략 및 사업계획 수립에 적절한 자문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회계 감독, 경영진 업무집행 감독, 리스크 관리 등을 충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성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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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가. 사외이사의 보수  

(ⅰ)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포함하는 보수 관련 정책 내용과 해당정책의 수립 배경, 구체적 보수 

산정기준 

사외이사의 보수는 법적 책임 수준과 회사의 규모를 감안하여 동종/유사 업계의 보수 수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사외이사의 직무와 업무량, 보수의 대외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활동 평가는 이사의 재선임 결정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활동 평가 결과를 보수 정책에 적용하는 것은 사외이사의 독립성 측면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보수 산정에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021.01.01~2021.12.31 기준)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백만원) 

1 인당 

평균보수액(백만원) 
비고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1 90 90 - 

감사위원회 위원 3 270 90 - 

주1) 보수총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재임 또는 퇴임한 등기이사ㆍ사외이사ㆍ감사위원회 위원이 등기임원 자격으로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과 소득세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산정된 기타소득, 

퇴직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44 

 

 

(ⅱ)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 수량, 행사조건 (성과 연동 여부 포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  

사외이사 보수에 별도로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사외이사의 보수가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 

되는지 여부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해서 이사회 출석률, 이사회 안건 및 현안에 대한 의견 제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자문 제공 여부, 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 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성적인 활동 평가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측면을 고려했을 때 회사에서 사외이사의 활동 평가 결과를 보수 

정책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보수 산정에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외이사 활동의 정성적인 평가는 재선임 결정 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핵심원칙 7) 이사회 운영 

▪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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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운영 전반   

(ⅰ) 정기이사회 관련 규정 현황 (정관 또는 이사회 운영규정) 

당사 정관 제26조 제2항과 이사회 규정 제8조는 이사회의 분기별 1회 개최 원칙을 명문화 하고 있는 한편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 또한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주주총회 6주 전 재무제표의 

감사위원회 제출 및 이사회 승인, 주주총회 승인 안건에 대한 이사회 사전승인 및 정기주주총회 소집 등 

법정 의결 사항 등을 포함한 다수의 의안들을 승인하기 위한 1월, 2월 이사회 및 차기년도 사업계획 승인, 

미등기 임원 인사 변동 사항 승인, 자기거래 승인 안건들을 부의하는 11월 이사회 개최와 더불어 이사회 

규정 제8조에 따라 분기별 1회씩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고, 그 외 비정기적인 승인 사항 발생시 이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시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의장 또는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가 소집합니다. 또한 각 이사는 의안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 또는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집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는 법령에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하며,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또한,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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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기/임시 이사회 개최 내역 (표 7-①-1 활용) 

(ⅲ) 사전에 회의일정을 정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소집을 통지하는지 여부 (안건통지일 명시) 

등의 현황을 기재 (표 7-①-1 활용) 

당사의 이사회 소집은 이사회 규정에 따라 적어도 12시간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러한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개최 내역 및 이사들의 출석 

내역, 가결 여부, 개최일자 및 안건통지일자 등은 하기와 같습니다. 

▷(표 7-①-1) 이사회 개최 내역 

(2021.01.01~2022.05.31 기준) 

연도 회차 

안건 
가결 

여부 

정기 

/임시 
개최일자 안건통지일자 

출석 

/정원 
구분 내용 

2021년 

1차 

보고사항 

1. 2020년 경영실적 보고 

2.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보고 

정기 2021.01.27 2021.01.20 7/7 

결의사항 

1. 전자투표제 도입 승인 

2. 제20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3. 준법지원인 선임 승인 

4. 산업 안전 및 보건 계획 승인 

가결 

2차 

보고사항 
1.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 

2. 준법통제체제 운영실태 보고 
보고 

정기 2021.02.18 2021.02.11 7/7 

결의사항 
1. 제2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승인 

2. 제20기 정기주주총회 상정 의안 승인 
가결 

3차 결의사항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 

2. 이사 보수 집행 승인 

3. 집행임원 특별상여금 지급 승인 

4. 집행임원 인사관리 규정 개정 승인 

가결 정기 2021.03.19 2020.03.12 7/7 

4차 

보고사항 
1. 2021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2. Beauty 사업전략 보고 
보고 

정기 2021.04.22 2021.04.15 7/7 

결의사항 

1. 이사회 규정 및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 

승인 

2.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승인 

3. ESG위원회 설치 승인 

4. 사외이사 보수 조정 승인 

가결 

5차 보고사항 1. 2021년 상반기 경영실적 보고 보고 정기 2021.07.22 2021.07.15 7/7 

6차 승인사항 1. Boinca Inc. 지분 인수 승인 승인  임시 2021.08.31 2021.08.12 7/7 

7차 보고사항 
1. 2021년 3분기 및 누계 경영실적 보고 

2. 집행임원 징계 
보고 정기 2021.10.26 2021.10.19 7/7 

8차 보고사항 
1. 퇴임임원 상근자문 및 자문해지 현황 

보고 
가결 정기 2021.11.25 2021.11.18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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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사항 

1. 2022년 사업계획 승인 

2. 계열사 등과의 자기거래 승인 

3.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총액한도 승인 

4.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 승인 

5. 집행임원 선임 승인 

2022년 

1차 

보고사항 

1. 2021년 경영실적 보고 

2.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3.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 위임  

사항 보고   

보고 

정기 2022.01.27 2022.01.20 7/7 

결의사항 

1. 제21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2.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승인 

3. 산업 안전 및 보건 계획 승인 

가결 

2차 

보고사항 

1.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 

결과 보고 

2. 준법통제체제 운영실태 보고 

보고 

정기 2022.02.24 2022.02.17 7/7 

결의사항 
1. 제2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목적  

사항 승인 
가결 

3차 결의사항 

1. 대표이사 재선임 

2. 이사회 의장 선임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 

4.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선임 

5. ESG위원회 위원 선임 

6. 이사 보수 집행 승인 

7. 집행임원 성과인센티브 지급 승인 

8. 집행임원 기본연봉 인상 승인 

가결 정기 2022.03.28 2022.03.28 6/7 

4차 결의사항 1. The Crème Shop, Inc. 지분 인수 승인 가결 임시 2022.04.20 2022.04.11 7/7 

 

5차 보고사항 1. 2022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보고 정기 2022.5.11 2022.05.04 7/7 

 

당사는 이사회에서 상정 안건의 신중한 토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사회 개최일 7일 전까지 해당 이사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과 소집통지를 진행하며, 

그 후에도 각 안건에 대한 이사진의 질의응답, 추가 자료 제공 등의 지원을 통해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나. 이사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이사회 운영과 

관련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상기 기재 내용과 같이 당사는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경영의사결정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효율적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성문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모든 부의 안건들에 대한 이사들의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개최 1주 전 최종 의안 자료와 관련 자료들을 이사들에게 제공해오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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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작성·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당사는 매 이사회 당일 의사의 안건과 경과 요령,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 의결권 행사가 제한 

되는 자의 의결권 미행사 여부 등을 상세하게 담은 의사록을 충실히 작성하고 있으며, 회의 개최 직후 

의사록 초안에 대한 이사 전원의 의견 청취 기간을 거쳐 확정한 최종 의사록에 출석한 이사들이 기명날인 

하여 해당 원본을 보관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록 외에 별도의 녹취록을 작성·보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 재직했던(재직중인)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내역, 최근 3개 사업년도동안 재직한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주요 토의내용과 결의사항은 개별 이사별로 기록하는지 여부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재직했던(재직중인)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 

내역 및 최근 3개 사업년도동안 재직한 개별 이사의 최근 3개 사업연도별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하기와 같습니다. 한편, 당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의사록에 회의체에서 다루어진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사항 

들을 기재해오고 있으나, 개별 이사의 발언을 구별하여 기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표 7-②-1) 개별 이사의 출석 내역 

 (2021.01.01~2022.05.31 기준) 

구분 

연도 2021 년 

비고 회차 1 차 2 차 3 차 4 차 5 차 6 차 7 차 8 차 

개최 

일자 

2021. 

01.27 

2021. 

02.18 

2021. 

03.19 

2021. 

04.22 

2021. 

07.22 

2021. 

08.31 

2021. 

10.26 

2021. 

11.25 

사내 
차석용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김홍기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비상무 하범종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사 

외 

김재욱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이태희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김상훈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김기영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이우영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구분 

연도 2022년 

비고 회차 1 차 2 차 3 차 4 차 5 차 

개최 

일자 

2022. 

01.27 

2022. 

02.24 

2022. 

03.28 

2022. 

04.20 

2022.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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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차석용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김홍기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비상무 하범종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사 

외 

김재욱 출석 출석 불출석 출석 출석 - 

이태희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김상훈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김기영 출석 출석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중도사임 

이우영 미해당 미해당 출석 출석 출석 신규선임 

 

▷(표 7-②-2) 최근 3개 사업연도(2019-2021)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성명 구분 
이사회 

재직기간 

출석률(%) 찬성률(%) 

최근 

3 개년 

평균 

최근 3개년1) 최근 

3 개년 

평균 

최근 3 개년 

2021 2020 2019 2021 2020 2019 

차석용 사내 

2005.01.01 

∼ 

현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허성 사내 

2016.03.18 

∼ 

2019.03.15 

50 - - 50 100 - - 100 

김홍기 사내 

2019.03.15 

~ 

현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서중식 비상무 

2018.03.16. 

~ 

2019.03.15 

50 - - 50 100 - 100 100 

하범종 비상무 

2019.03.15 

~ 

현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황이석 사외 

2013.03.15 

∼ 

2019.03.15 

100 - - 100 100 - - 100 

한상린 사외 

2013.03.15 

∼ 

2019.03.15 

100 - - 100 100 - - 100 

표인수 사외 

2014.03.14 

~ 

2020.03.20 

100 - 100 100 100 - 100 100 

김재욱 사외 

2017.03.17 

~ 

현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이태희 사외 

2019.03.15 

~ 

현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김상훈 사외 

2019.03.15 

~ 

현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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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사외 

2020.03.20 

~ 

현재 

100 100 100 - 100 100 100 - 

1) 최근 3개년 중 해당 이사의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연도는 “-”으로 표시 

 

(핵심원칙 8) 이사회 내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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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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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현황 및 주요 역할 감사위원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보수) 

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현황, 주요 역할, 구성 

현황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별도로 보상(보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먼저 상법 제542조의11에 근거를 둔 감사위원회의 경우, 경영진에 대한 내부감시기능 수행 및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 조사 및 경영진에 대한 영업 보고 요구 등을 비롯한 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8에 근거를 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적합한 

사외이사 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관한 ESG 경영을 강화하여,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도입된 ESG위원회는 ESG 경영을 위한 기본 정책 및 전략 등을 수립하고, ESG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위원회는 이사회 승인 사항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내부거래를 심의 및 승인하여 

내부거래를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이사회 내 위원회의 과반수(감사위원회,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였 

는지 여부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3인 중 2인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ESG위원회는 5인 중 4인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4인 중 

3인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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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구분 성명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3인) 

위원 기타비상무이사 하범종 

위원 사외이사 이우영 

위원 사외이사 김재욱 

감사위원회 

(총 4 인) 

위원장 사외이사 이태희 

위원 사외이사 김재욱 

위원 사외이사 김상훈 

위원 사외이사 이우영 

ESG 위원회 

(총 5인) 

위원장 사외이사 김상훈 

위원 사외이사 김재욱 

위원 사외이사 이태희 

위원 사내이사 차석용 

위원 사외이사 이우영 

내부거래위원회 

(총 4인) 

위원장 사외이사 이우영 

위원 사내이사 김홍기 

위원 사외이사 이태희 

위원 사외이사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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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 규정 여부  

(ⅰ) 위원회의 설치목적, 권한과 책임, 공시대상기간 중 활동 및 성과평가, 구성 및 자격ㆍ임면 등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 

니다. 상법에 따라 전체 위원 3인 중 과반수인 2인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운영되는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는 개별 사외이사 후보자가 회사 및 주주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상법 등 관련 법령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사전 검증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유한 후보를 최종 결정하여 주주총회에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근거 규정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은 위원회에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부여하고, 나아가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363조의 2 제1항, 제542조의6 제1항, 제2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제3조), 위원회 위원은 이사회 

에서 선임하고 해임하되, 3인의 위원 중 1인은 사내이사 또는 기타비상무이사, 나머지 2인은 사외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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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를 제외하는 등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는 한편 

(제4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된 임·직원, 외부인사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제10조)함으로써 동 위원회를 통한 보다 효과적인 사외이사 후보 추천 

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단, 동 규정상 위원회의 활동 및 성과 평가에 관한 

별도의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자체적인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주주총회에 사외이사 선임 안건이 상정될 때마다 직전 이사회를 통해 비상설기구로서 조직되었던 사외 

이사추천위원회의 기존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당사는 2019년 3월부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상설 기구로 전환하는 한편, 사외이사후보 

추천 위원회 위원 선임 대상에서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를 제외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이사회 

결의로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2019년 3월부터 안정적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1에 따라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4명의 감사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 감사(당사의 업무 집행과 대표 행위 전반에 대한 

적법성 및 합목적성 감사)와 회계감사(당사 회계의 부정 사실 유무 및 회계의 장부와 기록이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 원칙에 준거하여 적정하게 표시 되었는지를 감사)를 목적으로 설치된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회계와 주요 경영 업무의 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내부감시장치의 가동 현황에 대한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적법성과 합목적성 관점에 입각하여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당사 감사위원회는 감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 및 경영진 등 업무 집행 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고, 나아가 상법 및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등의 근거 규정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요청하고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등 폭넓은 권한을 부여 받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 감사위원회의 활동 및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서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각 이사의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출석 및 참여 현황 등은 별도로 파악하여 이사 재선임 등과 관련하여 

고려하고 있고 이를 금감원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활동 내역에 대한 내용은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재를 생략 (세부원칙 9-② 참조)하며, 구성 

및 자격· 임면 등에 관한 내용은 세부원칙 9-①을 참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관한 ESG 경영을 강화하여,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4명의 사외이사 전원 및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된 ESG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ESG위원회는 ESG 

경영을 위한 기본 정책 및 전략 수립, ESG 중장기 목표의 설정 등에 대하여 승인하고, ESG 경영 활동에 대한 

계획 및 이행 성과, ESG 관련 중대한 리스크 발생 및 대응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을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의결하거나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ESG위원회 규정 제3조 및 제10조). 

또한 위원회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진, 관련 업무 담당 임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하거나, 회사 관련 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진술 청취, 현장 실사 등 필요한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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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ESG위원회 규정 

제9조)함으로써 동 위원회가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 동 규정상 위원회의 활동 및 

성과평가에 관한 별도의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자체적인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사는 내부거래를 통제하기 위하여 3명의 사외이사 및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계열사 등과의 자기거래, 계열사와의 대규모 

내부거래, 사익편취 규제대상 거래 여부를 승인하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실적, 계열사 등과의 자기거래 

실적, 계열사와의 대규모 내부거래 실적에 대하여 보고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가 의결하거나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경영진, 관련 업무 담당 임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하거나, 회사 

관련 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내부거래위원회 규정 제9조). 단, ESG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동 규정상 위원회의 활동 및 성과평가에 관한 별도의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자체적인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위원회의 결의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이사회 내 위원회 중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주요 결의사항(사외이사 후보 추천 안건에 대한 결의내용) 

은 이사회 정식 보고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회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확정한 후보에 

대한 ‘이사 선임 안건’을 포함하여 주주총회 상정 안건들의 심의 절차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의 주요 결의 사항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안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고, 나아가 

당사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제2항에 따라 ① 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 결과 및 

②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 발생 시 이사회에 비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당사 ESG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의 경우 주요 결의 사항은 이사회 정식 보고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지 않으나, 위원회가 의결하거나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ESG위원회 규정 제3조, 내부거래위원회 규정 제3조). 

다. 각 위원회별 회의 개최 내역 및 최근 3개 사업년도별 개별이사의 출석률 

▷(표 8-②-1) 이사회 내 위원회 개최 내역 (감사위원회의 경우 표 9-②-1에서 기재) 

(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ⅰ) 회의 개최 내역 

 (2021.01.01~2022.05.31 기준)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여부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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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2022.01.27 3/3 
결의사항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 가결 

보고사항 주요 사외이사 후보자 보고 - 

2 차 2022.02.24 3/3 
결의사항 신규 사외이사 후보추천 승인 가결 

결의사항 재선임 사외이사 후보추천 승인 가결 

 

주) 제2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 안건이 상정되지 않음에 따라 2021년은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음. 

 

(ⅱ) 최근 3개 사업년도 개별 이사의 출석률 

구분 성명 

출석률(%) 

최근 3 개년 평균 
최근 3 개년 1) 

2021 2020 2019 

사외이사 표인수 100 - - 100 

사외이사 김재욱 100 - - 100 

사내이사 허성 100 - - 100 

사외이사 이태희 100 미개최 100 - 

사외이사 김상훈 100 미개최 100 - 

기타비상무이사 하범종 100 미개최 100 - 

1) 최근 3개년 중 해당 이사의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연도 또는 해당 이사의 위원 임기가 만료된 연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연도는 “-”으로 표시 

2) 2021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지 않음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또한 개최되지 않았음. 

  

(나) 내부거래위원회  

(ⅰ) 회의 개최 내역 

 (2021.01.01~2022.05.31 기준)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여부 
구분 내용 

1 차 2021.08.31 4/4 
결의사항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선임 승인 가결 

보고사항 내부거래위원회 운영안 보고 보고 

2 차 2021.11.23 4/4 

결의사항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총액한도 승인 가결 

결의사항 계열사 등과의 자기거래 승인 가결 

결의사항 부동산 임대차계약 승인 가결 

결의사항 LG 상표 사용계약 체결 승인 가결 

1 차 2022.05.11 4/4 결의사항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선임 승인 가결 

 

(ⅱ) 최근 3개 사업년도 개별 이사의 출석률 

구분 성명 출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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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 개년 평균 
최근 3 개년 1) 

2021 2020 2019 

사외 

김기영 100 100 - - 

이태희 100 100 - - 

김상훈 100 100 - - 

이우영 - - - - 

사내 김홍기 100 100 - - 

1) 최근 3개년 중 해당 이사의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연도 또는 해당 이사의 위원 임기가 만료된 연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연도는 “-”으로 표시 

 

(다) ESG위원회  

(ⅰ) 회의 개최 내역 

 (2021.01.01~2022.05.31 기준)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여부 
구분 내용 

1 차 2021.08.31 5/5 결의사항 
1. ESG 위원회 위원장 선임 

2. ESG 추진 전체상 승인 
가결 

1 차 2022.02.15 5/5 

결의사항 
1. 탄소중립 중장기 전략 수립 

2. 사회적 책임 활동 연간 계획 
가결 

보고사항 
1. ESG 보고서 발간 계획  

2. 친환경 포장 적용 제품 활동 현황 
- 

2 차 2022.05.11 5/5 결의사항 1. ESG 위원회 위원장 재선임 가결 

 

(ⅱ) 최근 3개 사업년도 개별 이사의 출석률 

구분 성명 

출석률(%) 

최근 3 개년 평균 
최근 3 개년 1) 

2021 2020 2019 

사내이사 차석용 100 100 - - 

사외이사 김재욱 100 100 - - 

사외이사 이태희 100 100 - - 

사외이사 김상훈 100 100 - - 

사외이사 김기영 100 100 - - 

사외이사 이우영 - - -  

1) 최근 3개년 중 해당 이사의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연도 또는 해당 이사의 위원 임기가 만료된 연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연도는 “-”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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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사기구 

(핵심원칙 9) 내부감사기구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 내역은 공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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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 구성 

당사는 내부감사기구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성과 선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ⅰ) 내부감사기구 구성･선임 현황, 회계·재무 또는 감사전문가 현황(관련 경력･자격 등을 구체적 

으로 기재) 

▷(표 9-①-1) 내부감사기구 구성 

(2021.12.31 기준) 

구성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비고 

직책 구분 성명 

위원장 사외이사 이태희 

※ 관련 경력: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 

‐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95년 ~ 현재) 

 

※ 관련 자격: 회계/재무분야 관련 석사학위 이상 학위 취득자 

‐ ‘87년 2월 University of Illinois-UC 경영학과 (회계학 전공)  

‐ ‘94년 5월 University of Illinois-UC 경영학박사 (자본시장회계전공) 

  - 

위원 사외이사 김재욱 해당사항 없음   - 

위원 사외이사 김상훈 해당사항 없음   - 

 

 

(2022.05.31 기준) 

구성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비고 

직책 구분 성명 

위원장 사외이사 이태희 

※ 관련 경력: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 

‐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95년 ~ 현재) 

 

※ 관련 자격: 회계/재무분야 관련 석사학위 이상 학위 취득자 

‐ ‘87년 2월 University of Illinois-UC 경영학과 (회계학 전공)  

‐ ‘94년 5월 University of Illinois-UC 경영학박사 (자본시장회계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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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사외이사 김재욱 해당사항 없음 - 

위원 사외이사 김상훈 해당사항 없음 - 

위원 사외이사 이우영 해당사항 없음 - 

 

(ⅱ)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후보자 선정 요건, 상근감사의 겸직 

허용 여부 등) 

상법 및 당사의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은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3인 이상의 

이사로 운영하되 총 위원의 2/3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4인의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나아가, 

감사위원회 위원 중 1인 이상을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하는 

한편, 다수의 전문분야 인력을 선임하여 업무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객관성을 유지하여 내부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3월 28일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 542조의 

12 항에 따라 감사위원 1인을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였으며, 22년 5월 31일 

현재 당사는 4인의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나. 내부감사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  

(ⅰ) 내부감사기구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 등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당사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회사의 회계와 업무에 대한 감사, 영업에 관한 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 등에 이르는 감사위원회의 직무와 권한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감사위원회 부의사항 

들을 명시하고, 감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ⅱ)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 제공현황(공시대상기간중 교육시간, 교육내용, 내부회계관리규정상 

교육계획 이행여부 등) 및 외부전문가 자문 지원 등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당사는 주기적으로 감사위원회 위원들에게 필요한 교육 및 별도 보고 자리를 마련하고 있으며, 외부 회계 

법인의 자문 지원 등을 통해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회계 및 주요 경영 업무에 대한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내부감시장치의 가동 현황에 대한 점검 등 내부감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감사위원회 위원 

들을 대상으로 한 주요 교육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01.01~2022.05.31 기준)        

교육일자 교육실시 주체 주요 교육내용 

’21.01.27 한영회계법인 
2020년 기말 재무제표 해설,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해설 

’21.02.23 한영회계법인 
2020 년 통합감사 최종 결과, 

디지털 감사 적용방법과 수행결과 

’21.04.22 한영회계법인 2021년 1분기 재무제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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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4 회사 

2021년 내부회계 운영실태 평가 업무 수행 계획 

TP 공장 브리핑 

하반기 정기진단 수행 내역 

’21.09.29 한영회계법인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평가 결과 요약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진행경과 요약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감사 프로세스 이해 

2021년 디지털 감사 적용방법과 계획 

’21.10.12 회사 

Avon광저우 법인 브리핑 

Avon미국 법인 개선 사례 

하반기 정기진단 수행 후속조치 

’21.10.21 한영회계법인 
2021년 3분기 재무제표 해설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해설 

’21.11.09 회사 
일본 내 법인 브리핑 

회사의 DX 적용 사례 및 계획 

’21.12.14 회사 
일본 내 법인 브리핑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 중간 보고 

’22.01.11 회사 베트남 법인 브리핑 

’22.01.27 한영회계법인 
2021년 기말재무제표 해설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결과 요약 

’22.02.15 회사 
리프레시먼트 사업부 브리핑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지원 결과 

’22.02.24 한영회계법인 
2021년 통합감사 최종 결과 

디지털 감사 적용 방법과 수행 결과 

’22.03.08 회사 

태극제약 법인 브리핑 

해외사업 전략 방향 

내부회계관리제도 독립적 평가 Case Study 

’22.04.12 회사 
홍콩 법인 브리핑 

DX를 활용한 이상징후 시스템 

’22.05.10 회사 상해 법인 브리핑 

’22.05.11 한영회계법인 2022년 1분기 재무제표 해설 

 

(ⅲ)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절차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의2에 따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은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동 규정에 의거, 이상의 직무를 수행할 때 감사위원회는 대표 

이사에 대해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 

(ⅳ)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조직,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 책임자 직급, 인원, 역할, 

구성원의 전문성,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보고 체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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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감사위원회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감사위원회 사무국을 통해서 감사위원회의 요청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해당 부서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4월 22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감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감사위원회가 조직책임자에 대한 임면 및 평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는 별도의 

감사지원담당 조직을 신설 및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 22일 감사위원회를 통해 

감사위원회 지원부서장을 선임하고 조직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ⅴ) 기업이 보유한 경영 및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정도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 근거하여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위하여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19조에 따라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외부감사인과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및 회사 

재무제표의 정확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다. 감사위원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 

(ⅰ) 보수정책* 운영 현황,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등  

*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와 구별하여 보수내용이나 보수총액 등이 다른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의 보수정책을 의미함 

당사는 사외이사로 선임된 인원 중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모든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보수에 차등을 두는 방법 이외에 감사위원회 위원의 

역할과 책임에 따른 업무 독립성을 확보하고 충실한 직무수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조직을 

마련하여 감사위원회를 지원,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대상의 별도 교육을 실시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의 

역할과 책임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라.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여부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상기 『다. 감사위원회 보수 정책』 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사외이사로 선임된 

인원 중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추천 및 선임 시 독립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철저한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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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 

(ⅰ)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내역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등 실시 

내역 (기준: 2021년 1월 1일 ~ 2022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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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2021년 6회, 2022년 상반기 3회 개최되었으며, 매 개최시 감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결의사항 14건, 보고사항 19건을 논의하였습니다. 해당 기간 중 감사위원회의 보고사항으로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 및 연결기준 구축 계획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등이 있었으며, 결의 사항 

으로는 재무제표 승인,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승인, 감사보고서 승인 등이 있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 

개최 전 결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당사의 외부감사인(한영회계법인)으로 하여금 감사위원들 

에게 결의 안건에 대해 사전 설명을 개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되며, 정기위원회는 매 분기 1회 개최하며, 임시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위원장은 회의 일자를 정하여 적어도 12시간 전에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문서∙구두로서 통지하도록 합니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진행은 대면 회의를 

기본으로 하나,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동영상 또는 유무선 통신장비 등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집니다.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회의 개최시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고 아울러 감사를 실시한 해당부서에서 감사의 

내용과 결과를 기록한 감사록을 작성하여 감사위원들에게 보고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내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2019년 한영회계법인을 3개년 외부감사법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한영회계법인은 회사의 2021년도 

감사 및 2022년도 1분기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2021년도 사업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은 적정이며, 

2022년도 1분기 검토 의견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사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의 1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정기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보고 해오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9조에 따라 그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해오고 있습니다.  

(2) 외부감사인 선임 내역  

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을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제안서 수령 및 검토의 과정을 거쳐 

2019년 11월 28일 개최된 감사위원회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선정하여 승인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2018년도 중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상의 감사인의 선정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  

당사의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2022년 1월 27일에 2021사업연도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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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였고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감사위원회에 제출한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참고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2021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 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2022년 2월 24일에 해당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ⅱ)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및 최근 3개 사업연도별 개별이사의 출석률 

▷ (표 9-②-1)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출석 내역 및 출석률 

①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2021.01.01~2022.05.31 기준) 

연도 회차 개최일자 
출석/ 

정원 

안건 
가결여부 

구분 내용 

2021 년 

1 차 
2021. 

01.27 
3/3 

보고사항 제 20 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 보고 

보고사항 2020 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보고 

결의사항 2020 년 4/4 분기 재무제표 승인 가결 

2 차 
2021. 

02.18 
3/3 

보고사항 주주총회 제출의안 및 서류에 대한 검토 보고 보고 

보고사항 2020 년 하반기 내부감사 주요사항 및 2021 년 계획 보고 보고 

결의사항 2020 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승인 가결 

결의사항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 평가 승인 가결 

결의사항 2020 년 감사보고서 승인 가결 

3 차 
2021. 

04.22 
3/3 

보고사항 2021 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연결기준 구축 계획 

보고 

보고 

결의사항 2021 년 1/4 분기 재무제표 승인 가결 

4 차 
2021. 

07.22 
3/3 

보고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평가 결과 및 연결기준 구축 

진행현황 보고 

보고 

보고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효과성 평가 결과 보고 보고 

보고사항 2021 년 상반기 내부감사 주요사항 보고 보고 

보고사항 2020 년 2/4 분기 재무제표 보고 보고 

결의사항 감사위원회 지원부서장 선임 승인 가결 

5 차 
2021. 

08.31 
3/3 보고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회계법인 선임 보고 

6 차 
2021. 

10.21 
3/3 

보고사항 2021 년 3/4 분기 재무제표 보고 보고 

보고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진행사항 보고 보고 

2022 년 1 차 2022. 3/3 보고사항 제 21 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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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7 보고사항 2021 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보고 

보고사항 2021 년 4/4 분기 재무제표 보고 보고 

결의사항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승인 가결 

2 차 
2022. 

02.24 
3/3 

결의사항 주주총회 제출의안 및 서류에 대한 검토 승인 가결 

결의사항 2021 년 하반기 내부감사 주요사항 및 2022 년 계획 승인 가결 

결의사항 2021 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승인 가결 

결의사항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 평가 승인 가결 

결의사항 2021 년 감사보고서 승인 가결 

결의사항 감사위원회 지원부서장 평가 결과 승인 가결 

3 차 
2022. 

05.11 
4/4 

결의사항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승인 가결 

보고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회계법인 선임 보고 

보고사항 2021 년 외부감사인 평가 보고 보고 

보고사항 2022 년 1/4 분기 재무제표 보고 보고 

보고사항 2022 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연결기준 구축 현황 

보고 

보고 

 

② 개별 이사의 감사위원회 출석 내역 

구분 

연도  2021 년 2022 년 

비고 회차 1 차 2 차 3 차 4 차 5 차 6 차 1 차 2 차 3 차 

개최일자 
2021. 

01.27 

2021. 

02.18 

2021. 

04.22 

2021. 

07.22 

2021. 

08.31 

2021. 

10.21 

2022. 

01.27 

2022. 

02.24 

2022. 

05.11 

사외 

이태희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김상훈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김재욱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이우영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출석 
2022 년 3 월  

신규선임 

 

③ 최근 3개 사업년도(2019-2021) 개별 이사의 감사위원회 출석률 

구분 성명 

출석률(%) 

최근 3 개년 평균 
최근 3개년

1)
 

2021 2020 2019 

사외 황이석 100 - - 100 

사외 한상린 100 - - 100 

사외 표인수 100 - 100 100 

사외 이태희 100 100 100 100 

사외 김상훈 100 100 100 100 

사외 김재욱 100 100 100 - 

1) 최근 3개년 중 해당 이사의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연도는 “-”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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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감사절차, 회의록ㆍ감사록의 기록ㆍ보존, 주주총회 보고절차 등과 관련한 내부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에 근거하여 감사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를 실시한 해당부서에서 감사의 내용과 결과를 기록한 감사록을 

작성하여 감사위원들에게 보고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내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나.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당사는 감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 규정을 마련하여 준수하고 있으며, 리스크 관리 등 내부통제 

및 감독 업무 등을 상기와 같이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핵심원칙 10) 외부감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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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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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가. 외부감사인 선임 및 운영에 대한 정책  

(ⅰ) 외부감사인의 독립성ㆍ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기준․절차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회계법인을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며, 이 경우 감사 

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 별도로 정한 ‘감사인 선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검토한 후 선정합니다. 또한 

연속하는 매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선임하며, 감사인의 감사 보수와 감사 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 및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ⅱ)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 개최 횟수 및 각 회의에서의 논의사항(감사인의 독립성∙전문성 

평가, 감사계획, 감사시간 등) 

당사는 2020년부터 외부감사인 지정 대상이었으나, 2019년 1월 금감원 감리 결과 지적 사항이 없는 

사유로 지정이 면제되었고, 자유 선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14조 및 

감사인 선정 기준 및 절차에 의거하여 2020년~2022년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선임을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8일 각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안서를 수령하였으며, 2019년 11월 20일 개최된 감사 위원회 

에서 각 회계 법인의 대면 보고 진행 및 제안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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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제안서 최종 검토 후 2019년 11월 28일 개최된 감사위원회에서 2020년~2022년 3개년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재선임을 승인하였습니다. 

참고로 평가 주요 항목은 1. 감사품질관리 정책 및 절차의 적정성, 2. 독립성 준수를 위한 정책 및 절차의 

적정성, 3. 법규 준수를 위한 정책 및 절차의 적정성, 4. 위험 분야 선정 및 감사 계획의 적정성, 5. 

커뮤니케이션 방법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한영회계법인은 당사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감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으며, 모기업 및 주요 자회사의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당사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감사 수행 시 글로벌 표준 감사 방법론 적용, 감사 

절차의 전산화 및 우수 감사인력 우선 배정을 통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감사 수행이 가능하며, 이를 통한 

재무정보의 신속성 및 투명성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ⅲ)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여부 및 

그 내용 (외부감사 담당 이사의 참여도가 높은지,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지 등) 

2021년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업무 결과 보고를 받은 후 감사업무 수행에 대해 회사와 

감사위원회는 각각 사후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회사와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적격성에 

대한 평가, 감사 시간 및 감사에 필요한 인력 사항, 감사 품질에 대한 사항 및 회사 또는 감사위원회와 

충분한 의사소통 여부에 대해 평가하였습니다. 

(ⅳ) 외부감사인의 자회사를 통해 경영자문 등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는지 여부, 관련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 선정 사유 및 관련 비용 지급 내역(감사 비용 및 비감사 자문용역 금액)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자회사를 통해 경영자문 

등 비감사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습니다. 

나.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 확보 위한 정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당사는 법령에 부합하는 내부 규정 및 지침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정, 사전/사후 평가 

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과 절차가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세한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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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가.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과의 의사소통 실태 

(ⅰ) 경영진 참석 없이 분기별 1회 이상 외부감사 관련 주요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당사는 감사위원회와 별도로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당사의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핵심감사사항, 디지털 감사 

적용 방법과 수행 결과, 매분(반)기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 보고,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등을 경영진 참석 없이 매 분기 결산 감사(검토) 후에 직접 보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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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주요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미팅은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ⅱ) 주요 협의 내용 및 내부감사업무에의 반영 절차 

당사는 매 분기 별로 외부감사인과 분기 재무제표 검토 계획을 논의하고 있으며, 1분기 검토 계획 논의시 

연간 감사 계획도 함께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때 핵심감사제 (KAM) 수행, 영업권 등 손상 검사, 금융상품 

공정 가치 평가 검토 등 주요 이슈에 대한 검토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ⅲ)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분기별 검토 또는 감사업무 결과보고를 받으며, 보고에는 회계 

이슈, 핵심감사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적인 검토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내용과 

추가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경영진이 참석하지 않는 커뮤니케이션 미팅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제 22조와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 등을 감사인으로부터 

통보 받은 경우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 및 시정 조치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ⅳ) 감사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전에, 연결기준 감사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4주 

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였는지 여부, 외부감사인명 및 제출 시기 

당사는 별도 감사 전 재무제표를 2022년 1월 11일, 연결기준 감사 전 재무제표는 2022년 1월 14일에 

당사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당사 제21기 정기주주총회는 2022년 3월 28일에 

개최하였습니다. 정기주주총회 기준으로 별도 감사 전 재무제표 약 11주 전, 연결 감사 전 재무제표 약 

10주 전에 제출하였습니다. 

나. 감사위원회 및 외부감사인간의 주기적 의사소통이 부족한 경우(회의 빈도가 분기별 1회 

미만인 경우 등)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내부감사기구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간 분기별 1회 커뮤니케이션 미팅을 

진행하고 있어, 주기적으로 충분한 의사소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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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주요사항  

가. 사회적 책임 수행 관련 등  

당사는 주주, 고객 및 지역사회를 포함한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배구조, 기업윤리, 안전환경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LG생활건강 ESG보고서: https://www.lghnh.com:984/manage/download.jsp 

또한 당사는 LG윤리규범에 따라,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와 ‘인간존중의 경영’을 경영이념으로 공유하고, 

경영헌장의 정신에 따라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자율경영을 도모하고 있으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지향하는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상호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세계적인 초우량 기업으로 영속 발전하고자 합니다. 특히 LG윤리규범에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는 합리적인 사업전개를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사회발전에 공헌하고자 합니다. 

 

* LG윤리규범: https://www.lghnh.com:984/right/rule.jsp 

 

그 밖에 당사의 관련 규정을 아래와 같이 첨부 합니다. 

첨부1. 정관  

첨부2. 이사회 규정  

첨부3. 감사위원회 규정 

첨부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첨부5. 내부거래위원회 규정 

첨부6. ESG위원회 규정  

  

https://www.lghnh.com:984/right/rule.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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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필수 기재) 
 

구분 핵심 지표 

(공시대상기간) 

준수여부 
준수여부 표기에 

대한 구체적 근거와 

상세 설명1) 

(직전 

공시대상기간)
2) 

준수여부 
비고 

○ Ⅹ ○ Ⅹ 

주주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V  1)  V 세부원칙 1-① 

② 전자투표 실시* V  2) V  세부원칙 1-②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V  3) V  세부원칙 1-② 

④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V  4) V  세부원칙 1-④ 

이사회 

⑤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V  5) V  세부원칙 3-② 

⑥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V  6) V  세부원칙 3-③ 

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V 7)  V 세부원칙 4-① 

⑧ 집중투표제 채택  V 8)  V 세부원칙 4-③ 

⑨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V  9) V  세부원칙 4-④ 

⑩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V  10) V  세부원칙 5-① 

감사 

기구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V  11) V  세부원칙 9-①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V  12) V  세부원칙 9-①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V  13) V  세부원칙 9-①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V  14) V  세부원칙 10-②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V  15) V  세부원칙 9-① 

 

o 작성 기준시점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단, * 항목은 보고서 제출일 직전 정기주주총회 기준 

** 항목은 공시대상 기간 내에 해당내용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1) 필요시 별도 페이지에 상세설명 기재 가능 

2)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최초로 공시하는 기업의 경우 ‘-’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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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기 정기주주총회의 주주총회소집공고일은 2022년 2월 25일이었으며, 주주총회는 2022년 3월 28일에 개최되

었습니다.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2) 당사는 제20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를 실시하였으며, 올해 제21기 정기주주총회에서도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12개의 기관과 533명의 주주가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3)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공표한 2022년 주주총회 집중일은 2022년 3월 25일, 3월 30일, 3월 31일이었으며, 당사

는 제21기 정기주주총회를 2022년 3월 28일에 개최하였습니다. 

4) 당사는 현금배당 결정시, 매년 1월 말 거래소 수시공시(현금ㆍ현물배당결정)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영문 홈페이지

를 통해 배당 관련 상세 내용 및 배당정책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5) 당사는 비상시 승계 정책을 포함한 최고경영자 승계에 관한 명문화 된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

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 당사는 기존에도 사업의 특성과 전략을 반영한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하여 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예방 및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보유중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당사는 안전 환경, 품질, 정보보안, 인적재난, 

생산기반 시설 재해 등을 핵심 위기 대응 영역으로 선정하고 이러한 핵심 리스크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전사 위기관리규정 등을 새로이 제정(명문화) 하여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준법 지원인의 준법 지원 및 점검 

체계의 유효성에 관한 평가, 내부회계관리, 컴플라이언스 협의회를 통하여 내부통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 당사 이사회는 당사의 대내외적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들에

게 필요한 경영상의 정보 등을 충분하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 아래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의장으로 선출하였고, 그 결과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직을 겸하고 있으나, 당사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은 이사회 의장 선출 권한을 전적으로 이사회에 부

여하고 있어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 경우를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8) 집중투표제 도입의 경우 소수주주 권익 보호 측면에서의 장점이 있지만, 경영에 적극 관여하는 투기 자본에 악용될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해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법에 따른 주주제안권 제도 보장을 토대로 당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추천한 사

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함을 명확히 하여 사외이사 후보 선정 및 선임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9) 당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임원 선임 시 업무 성과, 역량/전문성, 성장 잠재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하고 있으며, 정도경영 이슈가 있거나 품질/환경안전 문제 등을 일으킨 후보는 임원선임 심의 과정에서 

제외하고, 근신 이상의 징계 확정을 받았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진급 또는 직책 선임을 금지 함으로써,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 당사의 사외이사 중 연속 재임기간 또는 총 재임기간 6년을 초과하여 재직하고 있는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11) 당사는 주기적으로 감사위원회 위원들에게 필요한 교육 및 별도 보고 자리를 마련하고 있으며, 외부 회계 법인의 자

문 지원 등을 통해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회계 및 주요 경영 업무에 대한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내부감

시장치의 가동 현황에 대한 점검 등 내부감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감사위원회 위원 들을 대상으로 외부감사인이 8차례, 내부감사업무 지

원조직이 9차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회사의 주요 유닛 브리핑, 감사업무 수행 

결과 등 입니다. 

12)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4월 22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감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감사위원회가 조직책임자에 대한 임면 및 평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는 별도의 감사지원담당 조직을 신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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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 22일 감사위원회를 통해 감사위원회 지원부서장을 선임하고 조직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3)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상법 시행령 제 37조 2항에 따른 회계/재무분야 전문가로서 해당 분야 박사 학위

(University of Illinois-UC 경영학박사, 자본시장회계전공)를 취득하여 5년 이상(‘95년 ~ 현재) 관련 분야의 대학(국민대

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근무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4)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당사의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핵심감사사항, 디지털 감사 적용 방법과 수

행 결과, 매분(반)기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 보고,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

정사항 등을 경영진 참석 없이 매 분기 결산 감사(검토) 후에 직접 보고를 받고 주요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미팅은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15)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 근거하여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위하여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19조에 따라 외

부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외부감사인과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및 회사 재무제표의 정확성 등에 관하여 의

견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