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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법인의 2021회계연도감사보고서적정의견비율*은 97.2%로新외감법시행(‘19회계연도) 

이후일정수준을유지

* ‘19년 97.2% → ‘20년 97.0% → ‘21년 97.2%

○ 강조사항*이기재된상장법인은 572사로, 지난해와유사하게영업환경불확실성, 전기

재무제표수정내역을다수기재

* 영업환경불확실성: ‘19년 42사→ ‘20년 402사 → ’21년 375사

전기재무제표수정: ’19년 24사→ ‘20년 107사→ ’21년 81사

○ 감사의견은적정의견이나계속기업영위가불확실하다고기재된회사는 92사로, 자산

1천억원미만의소규모기업이다수*를차지

* 계속기업불확실성: ’19년 84사→ ’20년 105사 → ’21년 92사

-자산규모별(92사): 1천억미만(59사), 1천억~5천억(28사), 5천억~2조(4사), 2조 이상(1사)

➢ 회계개혁* 시행에따른엄격한감사환경조성으로비적정의견이급증할것이라는우려는

일정부분불식된것으로평가

* 주기적지정제등지정대상확대, 내부회계관리제도인증강화(검토→감사) 등

○ 상장법인은재무제표수정등회계오류가발생하지않도록재무제표작성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에대한운영충실화필요

○ 감사보고서이용자는계속기업불확실성기재기업의경우적정의견을받았더라도재무상황

및영업환경등이개선되지않으면, 향후상장폐지되거나비적정의견을받을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할필요

* 계속기업불확실성미기재기업보다상장폐지또는비적정의견을받은비율이 6배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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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유형별외부감사의견현황:

(단위: 사, %, %p)

구분
2020 회계연도 2021 회계연도 증감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합계 비율 유가증권코스닥 코넥스 합계 비율 합계 비율

적정
(비율)

768
(98.7)

1,397
(96.5)

128
(92.1)

2,293 97.0
785

(99.1)
1,463
(97.0)

112
(87.5)

2,360 97.2 67 0.2

비적정 10 50 11 71 3.0 7 45 16 68 2.8 △3 △0.2

한정 2 4 - 6 0.3 2 7 1 10 0.4 4 0.1

의견거절 8 46 11 65 2.7 5 38 15 58 2.4 △7 △0.3

합계 778 1,447 139 2,364 100.0 792 1,508 128 2,428 100.0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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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

• 잘못된재무정보의공시‧유통에따른투자자피해를예방하기위해금융감독원이

‘13년에도입한테마심사제도가안정적으로정착

• ‘14년부터 ’22.6월까지 230사를표본으로추출하여 32개회계이슈를점검한결과

30.0%(69사)에대해회계오류를수정공시토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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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월말현재테마심사결과 (선정연도별)

(단위: 사, %)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합계

A. 무혐의 16 16 8 33 12 14 32 30 161

B. 조치
(지적률)

4
(20.0)

4
(20.0)

12
(60.0)

17
(34.0)

18
(60.0)

6
(30.0)

7
(17.9)

1
(3.2)

69
(30.0)

C. 종결 (=A+B) 20 20 20 50 30 20 39 31 230

D. 진행중 9 9

• 69사중회계오류가경미한 38사(55.1%)에대해서는주의‧경고등경조치를부과

• 위반사항이중대한 31사(44.9%)에대해서는감리를실시하여증선위에서과징금, 

증권발행제한등중조치부과

• 테마심사결과단순회계오류는경조치로종결되므로, 상장회사등은사전예고된

회계이슈를검토하여오류가발견되면신속히자진수정할필요

※ 사전예고한회계이슈중지적률이높은항목
➢무형자산인식‧평가(41.7%, 36사 중 15사), 비시장성자산평가(41.2%, 17사 중 7사), 장기공사계약

관련수익인식(28.9%, 38사 중 11사)

• (사전적회계감독강화) 회계이슈를사전예고한뒤추후점검하는테마심사가

리스크관리중심의사전적감독방식으로정착되어시장의불확실성해소및예측가능성

제고에기여

• (피드백강화) 재무제표심사결과에대한종합적인피드백제공으로기업들이자주

범하는회계오류의재발방지에기여

• 기말감사수행시사전예고된회계이슈를중점적으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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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

• 금융감독원은감사보고서가정보이용자들의의사결정에중요한정보임을고려하여

상장회사*의감사보고서정정현황(‘21년중)을분석하여동분석결과및시사점을안내

* 연도별상장회사수 : (‘19년) 2,326사 → (‘20년) 2,382사 → (‘21년) 2,487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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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 상장회사의감사보고서(연결포함) 정정현황 (‘21년중)

(단위: 사, %)

구분 ‘19년 ‘20년 ‘21년 전년대비

상
장

유가증권 24 44 51 +7 (15.9)

코스닥 77 75 101 +26 (+ 34.7)

코넥스 6 6 8 +2 (+ 33.3)

계
(정정회사/전체)

107
(4.6)

125
(5.2)

160
(6.4)

+35 (+28.0)

비상장
(정정회사/전체)

947 
(3.1)

847 
(2.9)

873
(2.6)

+26 (+3.1)

계
(비상장(정정회사/전체)

1,054
(3.2)

972
(3.1)

1,033
(3.1)

+61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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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B*는글로벌 ESG공시기준의제정을위해 ｢IFRS 지속가능성공시기준공개초안｣을발표하고

전세계이해관계자들의의견을수렴하고있음

*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 ‘21.11월 IFRS(국제재무보고기준) 재단內설립,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제정중

➢ 금융위원회와회계기준원은 ISSB 공개초안에대해국내이해관계자및관계부처의견수렴과정을

거쳐한국측의견을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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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주제별한국의견요약

공개초안주요내용 한국측검토의견

<IFRS S1 일반요구사항>

재무제표
등에미치는
현재‧
예상효과

현재재무제표에미치는영향을양적정
보로공시
사업모델에미치는단기‧중기‧장기의
영향정보공시

☞실현가능성, 기업부담, 정보의신뢰성측면에서
양적정보산출의우려존재
→기업에충분한준비시간부여및구체적인지침
‧사례제시필요

보고기업

재무제표와동일하게연결실체기준으
로보고
-가치사슬전반과관련한중요한지속
가능성관련정보를공시

☞해외 종속기업‧사업장까지통합관리하여정보
를공시하는것은기업에부담으로작용→탄력적
적용필요
-가치사슬범위를일정수준으로축소필요

보고빈도 재무제표와동시에보고

☞한국의경우재무제표(3월말)와지속
가능경영보고서(통상 7월이후)의공시
시기가다른상황임을설명하고, 충분한
준비시간이필요함을제안

정보의
위치

재무제표와동일한체계
(일반목적재무보고*)하에보고
* 한국의경우, 자본시장법상사업보고
서를의미

☞한국의경우사업보고서에지속가능성공시추
가시 법령개정이필요하며기업의법적부담(예:
소송위험)도 증가할우려
→기업이일반목적재무보고또는별도서식중선
택할수 있는방안제안

<IFRS S2 기후관련공시>

산업전반
지표

산업을불문하고모든기업은 Scope 
3* 배출량을공시
* 기업의가치사슬전반에걸친 간접적
인배출량 (예: 협력사의배출량)

☞비용-효익간균형을고려, Scope 3 공시는해
당정보가중요한특정산업에서만요구하는방안
제안
-중소기업의경우적용을제외하는방안또한 고
려할필요

<IFRS S1 & S2 공통 >

시행일
미정
* 추후 최종기준발표시결정할예정

☞기업의공시시스템구축등 준비, 국가별공시
환경정비등 충분한준비기간필요

➢ 전세계적으로 ESG경영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해외주요국의관련규제가강화되는가운데, 

금융위원회는 ISSB의최종공시기준, 해외주요국동향, 산업계등국내이해관계자의견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ESG공시제도정비방안을마련할예정

별첨 1. 검토의견 요약본

별첨 2. S1 검토의견영문본

별첨 3. S2 검토의견영문본

다운로드

QR 코드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78172&fileTy=ATTACH&fileNo=4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78172&fileTy=ATTACH&fileNo=5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78172&fileTy=ATTACH&fileNo=6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78172&fileTy=ATTACH&fileNo=2


➢ 금융위원회에서는불공정거래및부정공시로인한투자자피해발생을예방하고, 일반투자자가

의도치않게불법행위에연루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주요조치사례및유의사항을주기적으로

안내하고있음 (현재까지총 123건의지적사례를공개 (’11~’21))

➢ 최근 5년간불공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이용, 부정거래, 시세조종) 사건중상장사임·직원등

내부자연루사건이꾸준하게나타나고있음

➢ 회사는임·직원, 주요주주등의불공정거래로인한투자자신뢰하락을방지하기위해자체

내부통제에대한지속적인점검·보완을할필요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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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선위주요조치사례및관련유의사항

내용 유의사항

1.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상장사임원들이미공개중요정보
를이용하여손실회피

• 회사의임원은미공개중요정보에접근할수있는내부자에해당하
고, 직무와관련하여 회사의미공개중요정보를지득하여이를이용
한경우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에해당

• 특히유상증자에관한정보는 ‘투자자의투자판단에중대한영향을
미칠수있는중요정보’에 해당

2.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상장사직원들이미공개중요정보
를이용하여부당이득수취

• 회사의직원은미공개중요정보에접근할수있는내부자에해당하
고, 직무와관련하여 회사의미공개중요정보를지득하여이를이용
한경우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에해당

• 내부자로부터미공개정보를전달받아이용한자도동일하게처벌

3. 조합관련증권신고서제출의무위반

발행인甲은신주인수권부사채발
행(모집) 후증권신고서미제출
→증선위과징금부과

(50인 산정기준) 발행인은모집·매출시청약권유대상자가 50인 이
상인경우금융위에증권신고서를제출해야하며, 조합의경우법인격
이없으므로조합원등그구성원을각각 1인으로 산정해야함

4. 조합관련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조합甲은제3자배정유상증자에
참여하여주식을취득함에따라대
량보유보고의무가발생하였으나
이를지연보고→증선위과징금
부과

• 조합의대량보유보고시원칙적으로 ’개별조합원전원’이대량보
유보고의무자에해당

• 각조합원은상호특별관계자(공동보유자)에해당하여본인및특
별관계자(다른조합원) 보유분전체에대해보고의무가있음

5. 전환사채관련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위반

상장사甲은전환사채발행결정
후주요사항보고서를제출하였으
나담보제공약정사실기재누락
→증선위과징금부과

회사는전환사채발행시사채권자에게담보제공을약정하는등투자
판단에중대한영향을 미치는사항이포함되는경우, 개정서식
(‘21.12.1.시행)에 따라상세내용을주요사항보고서에기재해야함

다운로드

QR 코드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78209&fileTy=ATTACH&fileNo=5


➢ 금번 ‘이사회프론티어(Boardroom Frontier) 시리즈’의발간을위해딜로이트글로벌

이사회프로그램은 2022년초반에 500명이상의사외이사와최고경영진을대상으로설문을

실시함

− 글로벌이사회에서는기술과관련해어떠한대응이이뤄지고있는지파악하기위해기업

리더, 사외이사및관련분야전문가와의인터뷰를진행함

➢ 최근까지기술투자및구축규모는급격하게증가했으나이사회가기술관련아젠다에대해

어떠한방법으로어느정도까지관심을보이는지에대해서는확신할수없음

− 일부이사진은관심을보이고있었으나대부분은필요하다고고려되는수준의

투자관심도를보이지않았음

➢ 요약하여기업에게필요한수준의지식수준과실제이사회가보유한지식수준사이에는

격차가존재한다는점을파악하였음

− 정보기술에대한투자부족, 디지털전환에요구되는업무와이사회가관여할수있는수준

간격차발생

− 연구결과, 설문에응답한이사회는과거의관행과유사하게회사의기술에대한질문을할

수있을만큼의지식을보유하고있지않았으며기술이전략에의해주도되는것을

확인하는데필요한지식보유수준도미흡한것으로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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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ynn Nowicki Clarke(사외이사, 이사회의장, CEO)와의인터뷰결과를공유함

− 비상장기업이사회에서직무를수행하게된경과및상장기업과비상장기업이사회

직무수행의주요차이점에대해하기질문을가지고인터뷰진행

① 상장기업의지배구조이슈는대부분법률및규정뿐만아니라의결권행사자문기관(Proxy 

Advisory Firm)과같은제3자도제기할수있지만비상장기업은이러한의무사항에

해당되지않는경우가있음. 비상장기업의이사회는준수할지배구조및절차에대해

상장기업보다상대적으로많은의사결정을내려야하는경우가있는데이에대한견해는?

② 내부참고용으로발행하는것일지라도위임장권유신고서(proxy statement)등상장기업에

요구되는내용의보고서를작성하는일부비상장기업이있는데, 이에대한견해는? 

③ 상장기업이사회는다양성, 이사회교체, 이사회리더십, 위원회구성현황등의아젠다를

다루고있음. 비상장기업이사회또한이러한이슈들을안건에포함시키는지, 만약

포함시키고있다면어떻게접근하고있는지? 

④ 이사회멤버가여러기업의이사회에서직무수행을할때, 기관투자자등이해관계자들은

해당멤버가속한모든기업의이사회에서효과적으로기여할수있는역량에대해의문을

제기하고있음. SEC 규정에따라일반적으로상장기업만고려하는경우가많은데, 해당

멤버가다소무리한직무수행을하고있지는않는지평가할때, 비상장기업의이사회도적용

가능한지? 

⑤ 全산업에서이사회가직면하는최대난관과상장기업과비상장기업이해결할과제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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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은기술, 금융또는글로벌이슈와같은분야에서통찰력을제공할새로운이사회

멤버를찾기도하며, 성별, 인종, 국적등여러특성에서이사회의다양성을높이기위한

후보도모색중임

➢ 많은기업의이사회는업무수행영역의확장을위해새로운멤버의영입을모색중이며

후보와추천위원회가참고할수있는컨텐츠를공유함

− 이사회후보의선임단계

− 이사회선임을위한인터뷰준비

− 성공을위한포지셔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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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SEC가발표한사이버보안리스크관리, 전략, 거버넌스및사건사고보고와관련된

공시방안은많은기업이사회에사이버보안리스크에대한논의를촉발시켰음

➢ 많은기업에서이사회가지배구조를강화하고리스크관리를향상시키는동시에기업이

새로운요구사항을충족할수있도록준비하기위해어떠한조치를취해야하는지질문하고

있음

− 지배기구에대한이사회감독과관련한리스크와규제에대한강조

− 이사회의사이버보안전문성확보

− 거버넌스에대한관심강화및재구상

− 프레임워크접근법의장점

− 이사회에서고려해야할질문들

다운로드

QR 코드

다운로드

QR 코드

https://www2.deloitte.com/us/en/pages/center-for-board-effectiveness/articles/leading-practices-in-board-interviews.html
https://www2.deloitte.com/us/en/pages/center-for-board-effectiveness/articles/a-new-chapter-in-cybe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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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자산운용사주주관여활동공개부족” [한겨레]

• 거래소, 기업지배구조원과코스닥상장사지배구조평가협약 [한경닷컴]

• 아시아나항공, 첫번째 ESG 보고서발간…"경영성과투명공개“ [매일경제]

• 한샘, 이사회중심경영체계구축 [인포스탁데일리]

• 비상장회사의지배구조개선 [더벨]

• FRC confirms overhaul of UK corporate governance code [AccountancyAge]

• Japan's corporate governance reform in limbo in post-Abe era [Nikkei Asia]

• '이사회성별편중금지' 5일본격시행 [머니투데이]

• 美, 알리바바등 '예비상장폐지' 명단에…中기업홍콩행줄이어 [머니투데이]

• 주요기업여성관리자비율 20% 못미쳐 [법률신문]

• 글로벌기업이사회구성 [더벨]

• 100대기업여성임원비율 5% 넘었지만..이사회활약은 5명뿐 [서울신문]

• 현대오일뱅크, 중요이슈에 '이사회리더십’ 선정 [더벨]

• 무겁고길고큰산업의숙제 ‘여성이사구하기’ 발등의불 [국민일보]

• “잇따른횡령범죄, 내부통제정착으로사회적비용줄여야” [조선비즈]

• "회계투명성제고" 호평받았지만... "기업부담가중" 불만의목소리도 [파이낸셜뉴스]

• 금융위, 감사인지정 '기업·감사인분류' 개선... 회계투명성높인다 [머니투데이]

• 금융위, 9월까지 '기울어진운동장' 공매도합리화방안만든다 [머니S]

• 감사위원회포럼, 내달 14일정기포럼개최 [뉴시스]

• 한국딜로이트, 기후·지속가능경영전문가니콜라위어위원영입 [이데일리]

• 컨설팅 '붐'…대형회계법인 '반년치예약’ 꽉차 [한경닷컴]

• 딜로이트안진, 삼성증권과 '중소·중견기업재무자문서비스공동개발' 업무협약 [매일경제]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자산운용사주주관여활동공개부족” [한겨레]

• 거래소, 기업지배구조원과코스닥상장사지배구조평가협약 [한경닷컴]

• 아시아나항공, 첫번째 ESG 보고서발간…"경영성과투명공개“ [매일경제]

• 한샘, 이사회중심경영체계구축 [인포스탁데일리]

• 비상장회사의지배구조개선 [더벨]

• FRC confirms overhaul of UK corporate governance code [AccountancyAge]

• Japan's corporate governance reform in limbo in post-Abe era [Nikkei Asia]

• '이사회성별편중금지' 5일본격시행 [머니투데이]

• 美, 알리바바등 '예비상장폐지' 명단에…中기업홍콩행줄이어 [머니투데이]

• 주요기업여성관리자비율 20% 못미쳐 [법률신문]

• 글로벌기업이사회구성 [더벨]

• 100대기업여성임원비율 5% 넘었지만..이사회활약은 5명뿐 [서울신문]

• 현대오일뱅크, 중요이슈에 '이사회리더십’ 선정 [더벨]

• 무겁고길고큰산업의숙제 ‘여성이사구하기’ 발등의불 [국민일보]

• “잇따른횡령범죄, 내부통제정착으로사회적비용줄여야” [조선비즈]

• "회계투명성제고" 호평받았지만... "기업부담가중" 불만의목소리도 [파이낸셜뉴스]

• 금융위, 감사인지정 '기업·감사인분류' 개선... 회계투명성높인다 [머니투데이]

• 금융위, 9월까지 '기울어진운동장' 공매도합리화방안만든다 [머니S]

• 감사위원회포럼, 내달 14일정기포럼개최 [뉴시스]

• 한국딜로이트, 기후·지속가능경영전문가니콜라위어위원영입 [이데일리]

• 컨설팅 '붐'…대형회계법인 '반년치예약’ 꽉차 [한경닷컴]

• 딜로이트안진, 삼성증권과 '중소·중견기업재무자문서비스공동개발' 업무협약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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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사고와내부회계관리제도 [내일신문]

• "경제활성화 vs 경제와상관없다" 재벌총수사면의정치학 [머니S]

• 반복되는금융사고, 내부통제의길 [서울와이어]

• "경기침체기, 횡령등금융사고발생가능성더높아“ [IT조선]

• 금감원 "불법공매도감시강화…증권사에차입확인의무추진“ [뉴스토마토]

• 금융위·회계기준원, ESG 공시기준제정위한한국측의견마련 [아시아경제]

• 기업 ESG 내재화지원…실무자커뮤니티인기 [매거진환경]

• 금융당국, 가상자산제도화시동...첫화두는 ‘규제’ [뉴스투데이]

• 금융권차세대, 클라우드가중심 [아이티데일리]

• 금융권, 클라우드·디스크로데이터백업고도화 [전자신문]

• 택소노미·기후재무공시… ‘위장환경주의퇴출’ 속도낸다 [세계일보]

• 이사회성별다양성관련규제동향과전망 [법률신문]

• “잇따른횡령범죄, 내부통제정착으로사회적비용줄여야” [조선비즈]

• 상반기M&A 진행상장사 51개…전년比 7.3% 감소 [뉴데일리]

• '전기차·자율주행' 6대기업M&A 동향살펴보니… [조세일보]

• Top 10 M&A financial and legal advisers in financial services sector for H1 2022 

revealed [PrivateBankerInternational]

• 횡령사고와내부회계관리제도 [내일신문]

• "경제활성화 vs 경제와상관없다" 재벌총수사면의정치학 [머니S]

• 반복되는금융사고, 내부통제의길 [서울와이어]

• "경기침체기, 횡령등금융사고발생가능성더높아“ [IT조선]

• 금감원 "불법공매도감시강화…증권사에차입확인의무추진“ [뉴스토마토]

• 금융위·회계기준원, ESG 공시기준제정위한한국측의견마련 [아시아경제]

• 기업 ESG 내재화지원…실무자커뮤니티인기 [매거진환경]

• 금융당국, 가상자산제도화시동...첫화두는 ‘규제’ [뉴스투데이]

• 금융권차세대, 클라우드가중심 [아이티데일리]

• 금융권, 클라우드·디스크로데이터백업고도화 [전자신문]

• 택소노미·기후재무공시… ‘위장환경주의퇴출’ 속도낸다 [세계일보]

• 이사회성별다양성관련규제동향과전망 [법률신문]

• “잇따른횡령범죄, 내부통제정착으로사회적비용줄여야” [조선비즈]

• 상반기M&A 진행상장사 51개…전년比 7.3% 감소 [뉴데일리]

• '전기차·자율주행' 6대기업M&A 동향살펴보니… [조세일보]

• Top 10 M&A financial and legal advisers in financial services sector for H1 2022 

revealed [PrivateBanker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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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30668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080416092320140
http://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475843
https://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8/05/2022080501602.html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37714&inflow=N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72610223192243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208163989b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20817500298
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09345
https://www.etnews.com/20220822000070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818521180?OutUrl=naver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80382
https://biz.chosun.com/stock/stock_general/2022/07/20/LM375O7G2JCVHMIOEESHEABDGQ/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2/07/22/2022072200149.html
http://m.joseilbo.com/news/view.htm?newsid=462166#_enliple
https://www.privatebankerinternational.com/news/top-10-ma-financial-legal-advisers-financial-services-h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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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세

일시 2022년 9월 14일 오전 7:30 ~ 9:30 (조찬제공)

장소 서울포시즌스호텔누리볼룸 (6F)

참가대상 감사및감사위원님, 사외이사님참석을우선순위로접수

프로그램 사회: 김한석 (사)감사위원회포럼이사

시간 내용 Speaker

7:10 ~ 7:30 참가자등록

7:30 ~ 8:00 조찬

8:00 ~ 8:10 환영사 장석일
금융감독원전문심의위원

8:10 ~ 8:45 주제1. 감사위원회의 ESG 대응관련글로
벌현황및시사점

백인규한국딜로이트그룹
ESG센터장 및이사회의장

8:45 ~ 8:55 Break time

8:55 ~ 9:30 주제2. ESG 경영의실효성확보를위한거
버넌스의기능과역할

김우진
서울대학교경영대학교수

신청하기구분 상세

일시 2022년 9월 22일 12:00 AM KST

장소 Zoom 실시간온라인웨비나

패널 • Eugenia Unanyants-Jackson (PGIM, 글로벌 ESG 리더)
• Séverine Neervoort (노르웨이은행투자운영회(NBIM), ESG 정책자문리더)
• Catherine Winner (골드만삭스자산운용, 글로벌스튜어드십리더)

사회자 Stephen Cahill (부의장및 Executive Compensation Practice 리더, 딜로이트 UK)

개요 • 각국의핵심기관투자자투표정책에대해논의하고미국, 유럽및기타국가에서 주목하
는새로운주제뿐만아니라중점적인분야를강조

• 금년도연례주주총회시즌이후의견을공유할글로벌기관투자자패널들이함께할예정

QR 코드

신청하기

QR 코드

https://deloitte.zoom.us/webinar/register/WN_yPSqfqd8TBO4Ad4pIWU5uQ?timezone_id=Asia%2FSeoul
https://www.acforum.or.kr/program_view.do?idx=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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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세

일시 2022년 10월 5~6일 (종일)

장소 서울웨스틴조선호텔

참가대상 감사및감사위원님, 사외이사님참석을우선순위로접수

프로그램 Day 1: 2022년 10월 5일

Session 1 Building Trust and Confidence in 
Sustainability Reporting

EY 주관

Session 2 Global Ownership in 2022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주관

Session 3 TBC DRRT 주관

Day 2: 2022년 10월 6일

Session 1 Managing Climate-Related Risks for 
Corporate Resilience and Growth

Deloitte 주관

Session 2 Meeting Global Standards for 
Investor Engagement

머로우소달리(Morrow Sodali)
주관

Session 3 Green Crime: A Threat to Global 
Financial Stability and Sustainability

Refinitiv(레페니티브) (LSEG(런
던증권거래소그룹)의사업부)
주관

신청하기

QR 코드

https://www.icgn.org/icgn-seoul-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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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세

일시 2022년 10월 21일
12:00 AM KST

장소 Zoom 실시간온라인웨비나

패널 • Koushik Chatterjee (Executive Director, Chief Financial Officer(CFO), 타타스틸)
• 외저명한이사회멤버
• General David Petraeus (前중앙정보국 (Central Intelligence Agency) Director, 퇴
직한미군육군 General)

개요 • 팬데믹이후의삶에적응하기시작하며지난 2년동안갈라졌던틈은선명해지고있음
• 이사회가다음과같은비판적인질문을 제시할예정
• 파편화된지정학적지형에어떻게직면할지
• 공급망과관련된광범위한문제를어떻게 극복할지
• 기후/지속가능성계획이점점더단편화되는 주주및이해관계자의기대에부합하도록어
떻게보장할지

구분 상세

일시 2022년 11월 16일
1:00 AM KST

장소 Zoom 실시간온라인웨비나

패널 • Sandra Sucher 교수 (하버드경영대학원 Management Practice교수, Edelman 
Trust Institute 자문이사회멤버, ‘The Power of Trust: How Companies Build It, 
Lost It, Regain It’ 저자)

• Sandy Boss, Senior Managing Director and Global Head of Investment 
Stewardship, BlackRock

개요 • 주주, 규제기관, 정부및기타이해관계자들의관심이기후및지속가능성에대해보고하는
것에집중되는가운데기업이중요한기로에놓여있음

• 조직이 고객, 주주, 직원과여론의신뢰를강화하며조직의지속가능한장기적인미래를확
보하기 위해어떻게행동할수있는지에대해논의

• 주요이사회가이사회에서유의미한 ESG 아젠다수립을위해무엇을하고있는지
• 신뢰구축및유지방법에대해배운교훈검토
• 최근 ESG 및신뢰에대한 Frontier서베이결과또한살펴볼예정

신청하기

QR 코드

신청하기

QR 코드

https://deloitte.zoom.us/webinar/register/WN_stiTrAntQquhXk80asqCOA
https://deloitte.zoom.us/webinar/register/WN_lfC6OfuHTNqbJBZixdow8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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