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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적인 감독을 제공하기 위해 이사회는 빠르게 진화하는 거버넌스 환경을 파악하고

정기적으로성과를평가해야함

➢ 이사회 교육과 관련하여 모든 이사회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단일 접근법은 없으며,

교육방식과 내용, 전달방법은 이사회와 회사의 사업 및 기타 관련 요소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고,이사회평가(범위,방법론,내용포함)또한회사의실정과상황에맞게조정되어야함

➢ 본 보고서는 이사회가 전체 이사회 및 위원회 교육과 이사회 평가 관행에 접근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2022년 7월 기업거버넌스협회(Society for Corporate Governance)가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에서 이사회 및 위원회 교육 주제, 이사회 평가절차와 관련 공시를

다룬조사결과를제시함

➢ 주요조사결과:

• 응답자들은 주로 코퍼레이트 세크리터리(corporate secretaries)*, 고문변호사 및 기타
사내거버넌스전문가로,다양한규모와업종의 154개상장기업을대표함
*코페레이트세크리터리(Corporate Secretary): 미국, 영국등의기업에서기업법무및주주관계업무를총괄하는고위직

• 대형 상장법인의 15%, 중형 상장법인의 27%는 이사회 교육을 위해 정기 이사회 회의

이외의시간을할애한다고응답

• 대형 상장법인의 약 40%, 중형 상장법인의 약 35%는 이사회 성과 평가에 동료/상호 평가

및/혹은자가평가가포함된다고응답

• 중형 상장법인의 37%, 대형 상장법인의 69%는 이사회 평가 절차의 일부로 인터뷰를

활용한다고응답

• 중형상장법인의 45%,대형상장법인의 65%는이사회의장이평가주체라고응답

• 대형 상장법인의 76%, 중형 상장법인의 69%는 전체 이사회 및 위원회 성과를 평가하는

데전반적으로이사회가매우효과적인평가활동을수행하고있다고응답

• 대형 상장법인의 78%, 중형 상장법인의 71%는 이사회 평가 과정과 방법론을 공개적으로

공시하고있음

딜로이트홈페이지를방문하시면보고서전문을보실수있습니다. 

다운로드

QR 코드

3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kr/Documents/center-for-corporate-governance/2022/kr_us-september-board-practices-quarterly_vf.pdf


➢ 사이버 보안, 인사관리, 기후변화 등 ESG 산하 주제가 다양한 이사회 안건으로 떠오르며
회자됨에 따라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많은 이사회가
본인들의감독역할및효율성을유지·강화하는방법에대해고려하고있음

➢ 이사회가 확장되고 변화하는 책임 및 우선순위를 따라가고 있는지, 신규위원회 설립, 위원회
헌장 개정, 이사회 및 위원회 감독임무 재분배, 위원회 회의방식(회의 빈도 및 시간) 조정 등을
검토해야함

➢ 본보고서는약 180개상장법인을대표하는기업지배구조구성원을대상으로실시한 2022년
5월조사결과를제시함

➢ 본 서베이 목적은 現 이사회 구조, 구성 및 관련 사례를 이해하고 지난 1년 간의 진전 경과를
파악하고자하는것임

➢ 응답자의 55%가 이사회가 1개 이상의 위원회의 감독 책임을 확대했으며, 대다수의 응답자는
이사회가 ESG를 특정 위원회에 개별 주제로 선정하도록 하거나 지명위원회 또는 거버넌스
위원회에전체적으로 ESG를포괄하도록전달하여감독책임을확대했다고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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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데믹으로 인해 건강 및 안전 상의 문제로 이동과 대면 모임이 제한되어 많은 기업들의 핵심
경영요소에변화가있었음

➢ 이런 공간상의 제약이 초래한 상황이 예상 밖의 사건이었으나, 이는 팬데믹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기업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오랜 이사회 관행에 대한 효과성을 검토 및 재평가할
수있는기회를제공하였음

➢ 본 보고서는 팬데믹이 주요 이사회 회의에 유발한 영구적인 변화와 150개 이상의 상장 및
비상장법인을 대표하는 기업지배구조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2월 서베이 조사
결과를제시함

➢ 본 서베이 목적은 팬데믹으로 인해 이사회 회의방식(회의 빈도 및 시간), 가상 회의에 대한
접근법,참석,회의자료및안건등장기적인변화를파악하기위함임

➢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응답자의 55%가 팬데믹이 전체적인 이사회 절차 및 관행에 중간
수준의영향을미쳤다고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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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는 기 2020년 9월에 발행된 본 시리즈 초판에서 언급했던 주제를 재검토함으로서

구조적 인종차별 및 불평등을 둘러싼 지난 해 사건에 대한 기업과 이사회의 진척 경과를

탐구함

➢ 특히 기업의 공시, 회의 안건 및 조치와 지난 1년 간 경영진, 이사회가 DEI 관련 주제에

대응하는 방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와, 이사회 채용 및 교육, 경영진 보수 등 DEI 관련 주제도

추가로검토함

➢ 조사 결과는 120개 이상의 상장법인을 대표하는 기업지배구조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10월서베이에근거함

➢ 초판에서 예상했던 것과 같이 지난 1년 간 본 분야에 대한 연구 결과는 발전했으며 행동 및

진행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사회 뿐만 아니라 기업지배구조 관행에도 지속적인

변화가있을것으로예상함

➢ 상장법인은 2020년 서베이 결과와 비교하여 이사회에 더 많은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관련전략과진행상황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고보고함

➢ 주요조사결과:

• 2020년 상장법인의 64%와 비교하여 2021년에는 88%가 DEI 관련 정보를 이사회에

제공했다고응답

• 2020년 상장법인의 12%와 비교하여 2021년에는 3%가 DEI 관련 정보를 이사회에

제공하지않았다고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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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의 린(lean) 경영* 및 JIT(Just In Time, 적시생산시스템) 경영 접근법 시대에는 많은

기업이비용및효율성에집중하는공급망전략을채택함

*구매,생산, 재고관리, 판매에이르기까지전공정에서손실요소를 줄여생산성개선을추구하는차세대경영기법

➢ 최저 비용으로 최고 수준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 효과적인 공급망 공식을

통해 주요 고객에게 합의된 가격으로 적시에 납품이 가능하다면, 생산설비와 공급업체는거의

모든지역에위치할수있음

➢ 파급이크고발생빈도가낮은(low-probability, high-impact)사건들이발생하는최근몇년,

지역 및 국경을 폐쇄하고 인프라를 제약하는 글로벌 팬데믹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전세계

공급망변화에중요한동인이되었음

➢ 이런 폐쇄 및 갈등으로 공급망 운영에 혼란이 초래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기업과 최종

소비자 시장에 가까이 위치하거나,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무역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에

위치한공급업체로부터제품을조달하는것이유리할것인지고려하고있음

➢ 지역화된 소싱(sourcing) 접근법은 장거리 운송 등 관련 리스크를 감소하고 공급망 탄력성을

촉진할수있음

➢ 목차:

• 의사결정사항

• 디지털솔루션해법

• 공급망에디지털솔루션활용

• 인문학과과학의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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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권을 할당받은 주요 상장법인의 배출권 관련 재무공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21년 배출권

자산은 7,464억원,배출부채는 8,357억원으로전기대비각각 42.5%, 17.8%증가

➢ 금융감독원이 지난해(’21.4월) 마련한 「온실가스배출권 주석공시 모범사례」 활용에 따라

상장법인의재무공시(주석)수준은전반적으로향상

➢ 배출권 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한 상장법인 수는 전기 대비 증가하였으며, 재무공시 수준은

전반적으로향상

➢ K-GAAP 주석 요구사항(①∼④)을 모두 공시한 상장법인은 12사(전기 6사)이며, 각 항목별 공시

회사수도전기대비증가

➢ 주석공시현황

➢ 향후에도 배출권 관련 재무공시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석 공시 모범사례를 활용토록

안내하여 충실한 재무공시를 유도할 계획이며, 도입을 준비중인 지속가능성 국제공시기준과

관련하여 재무정보와 연계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나 주석공시관련 유의사항을

발굴·안내할예정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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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석공시항목)

20년
공시

21년
공시

증감

① 무상할당수량 12사 25사 +13사

② 보유배출권수량 11사 23사 +12사

③ 배출권자산·
부채증감내역

10사 18사 +8사

④ 배출량추정치 13사 21사 +8사

*정부로부터배출권을할당받은상장법인중상위 30사 주석공시현황

① ~ ④모두공시

20년 21년 증감

6사 12사 +6사

① ~ ④모두미공시

20년 21년 증감

12사 5사 △7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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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국내은행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은행권 TF를

운영(7.26일∼10.18일)하여 최근 금융사고 발생원인 분석, 은행권 내부통제 운영현황 점검결과

등을바탕으로 「국내은행내부통제혁신방안」을 마련함

➢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내부통제 실패와 이로 인한 거액금융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가시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금번 혁신방안이 내부통제문화

조성및인식전환의중대한전환점이될것으로기대함

➢ 「국내은행내부통제혁신방안」주요내용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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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가. 내부통제인프라혁신

1. 준법감시부서
인력규모·전문성확보최소기준설정

① 준법감시부서인력을전직원의최소 0.8% 이상 & 
15명이상(대형은행기준) 확보

② 부서내전문인력 20% 이상(주요 6개 분야포함
필수) 확보

※ ‘27년말(인력비율), ’25년말(전문성제고)까지단계
적추진

2. 준법감시인선임시자격요건강화 ① 선임시자격요건에관련업무(준법·감사·법무등) 
경력추가

※ ‘25.1.1일이후선임시부터시행

3. 장기근무자인사관리체계마련 ① 순환근무대상직원의 5% 이하로관리 (현재시중
은행은 11.4% 수준)

② 장기근무자인사관리기준마련
– 장기근무승인권자를기존부서장에서 인사담
당임원으로상향

– 장기근무승인요건으로 1)불가피성, 2)사고위
험통제가능성(채무·투자현황확인등) 심사
의무화

※ ’25년말(관리비율)까지이행

나. 주요사고예방조치세부운영기준마련

1. 명령휴가제도 ① 명령휴가대상본·지점고위험직무확대, 장기근무
자포함

② 위험직무자등강제명령휴가의무화(일반휴가등
대체불가)

※ ‘23.6말까지관련전산시스템구축완료

2. 직무분리제도 ① 직무분리대상고위험거래범위확대·구체화
② 직무분리관리시스템구축및상시모니터링실시
※ ’23.6말까지관련전산시스템구축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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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3. 내부고발자제도 ① 내부고발익명성강화(내규상실명신고 문구삭제)
② 고발유형별보상기준다양화
③ 고발의무위반에대한검사및조치의무화

4. 사고예방대책마련의무 ① 지점이외본점부서사고예방대책마련의무화
② 사고예방대책의직무별·직급별역할과책임(R&R) 

구체화
③ 자점감사·교육등내부통제활동과연계
※ ‘23.7.1일(직무분석필요)부터시행

다. 사고취약업무프로세스고도화추진

1. 시스템접근통제고도화 ① 비밀번호를대체할소유·생체기반인증방식도입·
확대

※ ‘23.1분기중세부이행기준마련및단계적추진

2. 채권단공동자금검증의무화 ① 기업구조조정관련공동자금채권단검증의무화

3. 자금인출시스템단계별검증강화 ① 기안→날인→지급시스템간연계체계 구축
② 단계별중요사항검증의무화(금액, 결제번호, 수신

인등)
※ ‘23.1분기중세부이행기준마련및단계적추진

4. 수기문서전산관리체계구축 ① 수기기안문서전산등록·문서번호자동부여의무
화

② 수기접수문서활용시검증체계구축
※ ‘23.7.1일(전산구축필요)부터시행

라. 내부통제일상화및체감도제고

1. 상시감시대상확대·체계화 ① 상시감시대상본점까지포함, 중요이상지표보고·
처리·사후관리체계강화

2. 자점감사점검기능실질화 ① 자점감사결과보고체계화, 자점감사부실징후영
업점현장점검절차마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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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이후상장폐지기업은전반적으로증가하는추세

• 상장폐지 전까지 영업손실 지속 등 '관리종목 ' 지정 사유나 횡령·배임 혐의 등

'실질심사대상' 지정 사유가 연쇄·복합적으로 발생했고, 관련 사유 최초 발생 후 3년 이내에

상장폐지에이르는경향을보임

• 상장폐지 직전대규모 당기순손실확대로 자본잠식이 심화되고,이를모면하기 위한빈번한

CB·BW*발행및유상증자등의자본확충이수반됨

*CB(Convertible Bond):전환사채, BW(Bond with Warrant):신주인수권부사채

• 또한, 상장폐지기업은 경영안정성과 밀접한 최대주주 변경이나 내부통제 부실 등에 따른

불성실공시가빈번하게증가

➢ ’19년이후상장폐지기업은전반적으로증가하는추세

➢ 상장폐지제도구분

➢ 상장폐지기업연도·사유별현황

다운로드

QR 코드

1. 형식요건 '단독상장폐지사유'와 '관리종목지정후상장폐지사유'

2. 실질심사
기업의 상장적격성에대한종합적또는개별적사유에대한실질심사를 거쳐상장폐
지여부를 결정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6월)

합계

집중분석대상 12 15 4 15 20 9 75

형식요건 9 14 3 12 14 7 59

감사의견비적정 5 13 1 10 9 6 44

정기보고서 - - 1 2 2 - 5

부도·파산확정 1 1 1 - 3 1 7

자본잠식 2 - - - - - 2

손익악화 1 - - - - - 1

실질심사* 3 1 1 3 6 2 16

횡령·배임혐의 1 1 - 1 3 1 7

회계위반 2 - 1 - 1 - 4

불성실공시 - - - 1 2 - 3

경영권변동 - - - 1 - 1 2

* 실질심사 : 미해소된다수의실질심사대상사유가병존하는경우그중최초발생사유를기준으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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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폐지기업의특징

재무적특성

당기손익·자기자본
• 자기자본대비대규모당기순손실점차확대
• 결손누적·확대로인해자본잠식증가

현금흐름
• 지속적인재무활동조달현금유입액(+) →투자활동및영업활동현금
유출액(-) 이용

자금조달증권종류
• 대규모로빈번하게발행하는주식관련사채(CB·BW 등)및주식(유상증
자)에비해미미한 일반사채발행

자금조달발행방식
• 증권신고서제출의무가없는사모/소액공모방식주로발행
• 증권신고서제출의무가있는공모방식의발행은미미함

비재무적특성

최대주주변경
• 최대주주변경공시(거래소)가빈번하고증가하는경향을보이며이는
기업의경영안정성과밀접하게연관

불성실공시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거래소)이빈번하고증가하는경향을보이는데, 
이는기업의인력·조직(의식·태도·전문성)과내부통제부실등에기인

➢ 상장폐지기업(75사, 5년 연평균)은 상장기업(2,229사, ’21년 1년)에 비해 앞서 분석한

재무적·비재무적특징이보다많이발생하는경향이있음

➢ 상장폐지기업은 상장기업에 비해 평균적으로 연간 주식관련사채·주식 발행, 최대주주변경 공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발생 건수가 각각 4.4배(2.05/0.47), 5.4배(0.56/0.10), 9.2배(0.53/0.06)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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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법인이대형화되고외부감사법대상회사수가증가하고있어인적자원및감사리스크

관리체계를강화하고, 특히경영자문등비감사업무에대한독립성이훼손되지않도록유의할

필요가있음

➢ 금감원은등록법인의감사품질제고를위해품질관리수준평가실시, 등록요건점검등

회계법인에대한감독을강화하고, 특히중소형회계법인의고위험회사에대한감사리스크관리

및수습회계사관리체계내실화등을유도할계획임

➢ 사업보고서분석결과에대한시사점

다운로드

QR 코드

구분 내용

1. 회계법인대형화
추세지속

• 상장회사감사인등록제시행등으로회계법인간합병분할, 인력 증원
으로회계법인의규모가대형화*되고있음
* 등록회계사 100명 이상회계법인: 17개(FY19) → 19개(FY20) → 20개(FY21)

• 소속회계사에대한교육강화, 감사업무배정시인적자원의적격성심
사등인적자원관리체계를강화할필요

2. 감사리스크관리
강화필요

• 新외부감사법도입이후일시적으로감소하였던외부감사대상회사가
증가*하였으나, 등록법인의감사실적비중**은전기보다감소
* 전체외부감사실적 : 27,942(FY19) → 26,969(FY20) → 28,852(FY21)
** 등록법인외부감사(회사수기준) 비중 : 59.7%(FY19) → 61.3%(FY20) →
60.2%(FY21)

• 일반법인(감사비중 39.8%)도 감사품질관리및위험관리를강화하여
부실감사가발생하지않도록유의할필요

3. 비감사업무에
대한독립성강화
필요

• 회계법인의경영자문매출액*은매년증가하고있으며, 특히당기 경영
자문매출액이크게증가하여회계감사매출비중을상회**

* 경영자문매출액 : 1조 3,137억원(FY19) → 1조 4,362억원(FY20) → 1조 8,494억원
(FY21)
** 전체회계법인경영자문매출비중 : 36.3%, 회계감사매출비중 : 32.5%

• 감사대상회사에대한비감사용역수임시위험평가및독립성점검을
철저히수행하여독립성훼손위험이발생하지않도록유의할필요

4.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의
충실한작성필요

• 회계법인사업보고서는주요경영사항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 외부
감사인선임기초자료및감사인의감사품질판단자료등으로활용됨
에따라유용성이증대될수있도록사업보고서를보다충실하고 정확
하게작성및공시할필요
※회계법인이사업보고서를미제출, 허위기재, 기재사항누락또는부실기재시지정제
외점수부과등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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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상장회사가 포함된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주기적 지정 등 新외감법상 감사인

지정결과에대한사전통지를실시하고있음

➢ 본통지(11.11일)의 사전단계로 회사와회계법인이 제출한지정기초자료를 점검하여 '22년 주기적

지정및직권지정대상회사를선정함

➢ 지정제도개요

➢ 지난 7.15.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지정제도 보완방안(’22.9.29. 개정된 외부감사규정 시행)에 따라

개편된회사및감사인群등을적용하였음

➢ 지정제도보완방안주요내용

➢ 회사및외부감사인유의사항

➢ 회사는 지정사유 등 사전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재지정 요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함

➢ 외부감사인은 지정회사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비감사용역수행,재무적이해관계등)가있는지를반드시확인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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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QR 코드

구분 내용

1. 기업·감사인群
분류기준개선

• 지정群을 5개→ 4개로 조정하고회사群 '가'군범위를확대(5조이상→ 2
조이상), 감사인群은분류기준을강화*

* 품질관리담당자수기준상향, 손해배상능력을보험금으로변경등

2. 감사품질의
지정연계

• 회계사수기반의감사인점수에감사인감리결과와품질관리수준평가결과
반영

3. 지정방법개선
• 동일군내재지정도입및감사위험이높은직권지정사유 (3년 연속영업손
실, 관리종목, 감리조치등)의하향재지정제한*

* 감사위험과연관성이낮은주기적지정, 상장예정, 회사요청등은하향재지정제유지

4. 일반회계법인
우선지정

• 일반회계법인(미등록감사인)이감사품질역량을갖추고 지정신청할경우
비상장사 2사를우선지정

5. 시행시기

• 품질관리인력요건*(감사인群분류기준)과감사인감리결과반영**등유예
사항을제외한개선내용은금융위의결(’22.9.28.) 후즉시 시행
* '나'군의 140% 이상과 '다'군의 120%이상 요건을 6개월유예
** 규정개정이후감사인감리결과증권선물위원회가개선권고한사항부터반영

주기적지정

6개 사업연도연속외부감사인을자유선임한상장사(코넥스제외) 및소유·경영미분
리대형비상장회사*의다음 3개 사업연도외부감사인을지정
* ①직전사업연도말자산규모 1천억원이상비상장회사& ②지배주주및특수관계자의지분율 50%이
상 & ③지배주주및특수관계자인주주가대표이사

직권지정
감리결과외부감사인지정조치, 관리종목등투자자보호를위해 공정한감사가필요
한사유발생시외부감사인을지정

https://www.fss.or.kr/fss/cmmn/file/fileDown.do?menuNo=200218&atchFileId=a296af8a48dd49638d54012b5e2f2d23&fileSn=2&bbsId=


• 금융지주회장도덕성강조한금감원장…지배구조메스대나 [뉴시스]

• "미국주식엔있고한국주식에는없는것" [비즈니스워치]

• 11월부터기업지배구조우수기업선별해 '코스닥우량기업세그먼트지수'발표 [한겨레]

• 콜마홀딩스, 전임직원에 ESG 교육강화…"ESG 경영으로경쟁력강화" [서울경제]

• “세계13위한국증시, 내적으론미성숙 … ‘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발목" [문화일보]

• 제약·바이오기업, ‘ESG 경영'없인잭팟도없다? [청년의사]

• 이복현금융감독위원장 "금융지주경영진·이사회, 공정한절차로구성해야" [한겨레]

• 글로벌이사회다양성추적보고서… ‘이사회다양성확대에따라포용성요구늘어’ 

[뉴스와이어]

• 이사회참여 100%… CE-CFO의 ‘선두주자’ 그룹 [더벨]

• 이복현發금융사이사회물갈이온다… 사외이사 4명중 3명물갈이 [조선비즈]

• 이사회설문조사결과 "기업경영진 90%, 비즈니스성장전략에디지털기술있다" [헬로티]

• 감사위원회포럼, 30일 '가상자산고려사항' 정기포럼 [한국세정신문]

• 금융감독원, 감사인지정본통지실시… 재지정 55% 감소 [뉴시스]

• 국내거래소최초가상자산내역공개… 거래소운영투명성제고 [연합뉴스]

• 상장폐지기업사전징후살펴보니… 회계·경영투명성관련사유비중증가 [머니S]

• 금융감독원, 가상자산회계지원방안마련… 주석공시의무화, 정보투명성제고필요성

[조선비즈]

• [한경에세이] 홍종성한국딜로이트그룹총괄대표, 다양성이경쟁력인시대 [한경오피니언]

• 딜로이트안진, 스팬딧과기업자금관리서비스고도화전략적업무협약체결 [세계일보]

• 딜로이트 "메타버스가아시아경제에혁신적영향미칠것" [한국경제TV]

• 딜로이트글로벌경제리뷰 –아시아와디커플링? "반도체는어렵다" [이코노미조선]

• 한국딜로이트그룹, 2022 기후행동점검국문리포트발표 [아주경제]

• "신기술은수단일뿐목표아냐, 고객경험명확해야"김태환딜로이트디지털리더 [조선비즈]

• 금융지주회장도덕성강조한금감원장…지배구조메스대나 [뉴시스]

• "미국주식엔있고한국주식에는없는것" [비즈니스워치]

• 11월부터기업지배구조우수기업선별해 '코스닥우량기업세그먼트지수' 발표 [한겨레]

• 콜마홀딩스, 전임직원에 ESG 교육강화…"ESG 경영으로경쟁력강화" [서울경제]

• “세계13위한국증시, 내적으론미성숙 …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발목" [문화일보]

• 제약·바이오기업, ‘ESG 경영' 없인잭팟도없다? [청년의사]

• 이복현금융감독위원장 "금융지주경영진·이사회, 공정한절차로구성해야" [한겨레]

• 글로벌이사회다양성추적보고서… ‘이사회다양성확대에따라포용성요구늘어’

[뉴스와이어]

• 이사회참여 100%… CE-CFO의 ‘선두주자’ 그룹 [더벨]

• 이복현發금융사이사회물갈이온다… 사외이사 4명중 3명물갈이 [조선비즈]

• 이사회설문조사결과 "기업경영진 90%, 비즈니스성장전략에디지털기술있다" [헬로티]

• 감사위원회포럼, 30일 '가상자산고려사항' 정기포럼 [한국세정신문]

• 금융감독원, 감사인지정본통지실시… 재지정 55% 감소 [뉴시스]

• 국내거래소최초가상자산내역공개… 거래소운영투명성제고 [연합뉴스]

• 상장폐지기업사전징후살펴보니… 회계·경영투명성관련사유비중증가 [머니S]

• 금융감독원, 가상자산회계지원방안마련… 주석공시의무화, 정보투명성제고필요성

[조선비즈]

• [한경에세이] 홍종성한국딜로이트그룹총괄대표, 다양성이경쟁력인시대 [한경오피니언]

• 딜로이트안진, 스팬딧과기업자금관리서비스고도화전략적업무협약체결 [세계일보]

• 딜로이트 "메타버스가아시아경제에혁신적영향미칠것" [한국경제TV]

• 딜로이트글로벌경제리뷰 –아시아와디커플링? "반도체는어렵다" [이코노미조선]

• 한국딜로이트그룹, 2022 기후행동점검국문리포트발표 [아주경제]

• "신기술은수단일뿐목표아냐, 고객경험명확해야" 김태환딜로이트디지털리더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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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증권사·건설사부도등루머확산..."시장교란행위적발시수사기관이첩예정" 

[더퍼블릭]

• 연구개발부정행위제재금액 1490억원… 617억원못받았다 [스카이데일리]

• 바이오기업부정행위등논란에도 10년간상장폐지無 [디지털타임스]

• 당·정, 가상자산거래소파산시이용자예치금보호및부정거래행위규제 [ZD넷코리아]

• ESG 공시트렌드, 기업자발적에서글로벌규제의무화추세 [산업일보]

• ESG 관련행정부동향 –새정부첫번째수소경제위원회개최, 수소산업본격성장위한

정책방향제시 [법률신문]

• 美, '국가안보직결' 외국인투자규제강화 [더구루]

• "글로벌수입규제급격히증가…철강화학등소재산업에집중" [머니투데이]

• 미국·인도·중국수입규제증가… "국가별대응전략필요" [국민일보]

• 화장품위해평가 '제도탓'아닌 '기업책임'...업계안전선언필요 [씨앤씨뉴스]

• 금융硏 "내년은행대출증가율 4%·2.9%p↓…수익성정체·조달우려" [연합인포맥스]

• 경기침체에도글로벌바이오M&A 증가… 9월 3건→10월 6건 [머니S]

• 골드만삭스 '자금조달비용증가로M&A 둔화’ [연합인포맥스]

• 돈도없고딜도없다…보릿고개지나는M&A 시장 [머니투데이]

• M&A에도보험든다?…"거래끝나고문제생기면보상" [한경코리아마켓]

• "유상증자부터 M&A까지"… 생명보험업계, 자회사형 GA 몸집키우기총력전 [뉴스컴퍼니]

• 매각설도는증권업계…M&A 현실화가능성주목 [뉴데일리]

• "CEO 10명중 4명, 향후 1년내M&A 추진할예정" [서울파이낸스]

• 금융감독원, 증권사·건설사부도등루머확산..."시장교란행위적발시수사기관이첩예정" 

[더퍼블릭]

• 연구개발부정행위제재금액 1490억원… 617억원못받았다 [스카이데일리]

• 바이오기업부정행위등논란에도 10년간상장폐지無 [디지털타임스]

• 당·정, 가상자산거래소파산시이용자예치금보호및부정거래행위규제 [ZD넷코리아]

• ESG 공시트렌드, 기업자발적에서글로벌규제의무화추세 [산업일보]

• ESG 관련행정부동향 –새정부첫번째수소경제위원회개최, 수소산업본격성장위한

정책방향제시 [법률신문]

• 美, '국가안보직결' 외국인투자규제강화 [더구루]

• "글로벌수입규제급격히증가…철강화학등소재산업에집중" [머니투데이]

• 미국·인도·중국수입규제증가… "국가별대응전략필요" [국민일보]

• 화장품위해평가 '제도탓' 아닌 '기업책임'...업계안전선언필요 [씨앤씨뉴스]

• 금융硏 "내년은행대출증가율 4%·2.9%p↓…수익성정체·조달우려" [연합인포맥스]

• 경기침체에도글로벌바이오M&A 증가… 9월 3건→10월 6건 [머니S]

• 골드만삭스 '자금조달비용증가로M&A 둔화’ [연합인포맥스]

• 돈도없고딜도없다…보릿고개지나는M&A 시장 [머니투데이]

• M&A에도보험든다?…"거래끝나고문제생기면보상" [한경코리아마켓]

• "유상증자부터 M&A까지"… 생명보험업계, 자회사형 GA 몸집키우기총력전 [뉴스컴퍼니]

• 매각설도는증권업계…M&A 현실화가능성주목 [뉴데일리]

• "CEO 10명중 4명, 향후 1년내M&A 추진할예정" [서울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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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세

일시 2022년 11월 23일 (수요일) 
14:00 ~ 16:00

장소 온라인생중계웨비나
참가신청하기 (클릭시이동)

신청하기

QR 코드

➢ 웨비나시간표안내

➢ 이번웨비나는이사회및감사위원회의역할제고및당면한주요실무수행지원을위해

기획됐으며, 국내사외이사및감사(위원)에게집중되고있는아젠다로구성, 총 4개의세션을

선보일계획

➢ 웨비나접속경로는사전등록자에한해개별안내예정

➢ 한국딜로이트그룹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2014년지배구조선진화를위해설립되어

이사회와감사위원회를포함한기업지배기구선진화전반에관한딜로이트전문가들의

통찰력이담긴전문자료를제공하고있음

관련보도자료

시간 내용 연사

오후 1:55~2:00 (05분) 참석자안내
사회자: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김한석센터장

오후 2:00~2:05 (05분) 인사말씀
Audit & Assurance 본부
장수재본부장

오후 2:05~2:20 (15분)
세션 1. 
서베이결과로알아보는글로벌 이사회·
감사위원회동향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김한석센터장

오후 2:20~2:55 (35분)
세션 2. 
현행회계감독기구에대한 이해 –
감리위원회와증선위원회를중심으로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자문위원
박재환중앙대학교교수

오후 2:55~3:05 (10분) Break Time

오후 3:05~3:25 (20분)
세션 3. 
자금사고방지현황과대응방향

Transformation & Analytics
이승영수석위원

오후 3:25~3:45 (20분)
세션 4. 
데이터기반상시모니터링

리스크자문본부
채수완이사

오후 3:45~4:00 (15분) Q&A / Closing 세션강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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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urvey.deloitte.com/jfe/form/SV_0pSrtEoo0PQBm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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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세

일시 2022년 12월 8일
3:00 ~ 3:50AM KST

장소 실시간온라인웨비나

패널 • Maureen Bujno매니징디렉터 (Audit & Assurance 거버넌스리더,딜로이트미국)
• Evan Harvey 매니징디렉터 (Audit & Assurance ESG 및지속가능성,딜로이트미국)
• Jon Raphael National 매니징파트너 (지속가능성, Transformation 및 Assurance, 딜
로이트미국)

개요 • 본웨비나에서는 2022년 이사회안건중핵심주제인 ESG에 논의할예정임
▪ 기업의전반적인전략과 ESG 전략의 연계방법
▪ ESG에 대한이사회의감독범위를정의하는방법
▪ 이해관계자요구대응방법

구분 상세

일시 2022년 12월 7일 ~ 2022년 12월 9일 (3일간)

장소 상장회사협의회 홈페이지 (신청내역조회→ "강의보기")

패널

교시 주제 강사

1교시(60분) 결산및주주총회관련공시사항해설 한국거래소 실무자

2교시(60분) 임원선임관련지분공시제도해설 금융감독원 실무자

3교시(120분) 2023 정기주주총회개최실무해설 상장회사협의회 실무자

개요
• 12월 결산사의정기주주총회를앞두고회원사의적법하고효율적인주주총회운영지원
• 결산및 주주총회관련공시사항의숙지등을위하여한국거래소와공동으로 「2023 정기
주총운영실무및공시제도온라인설명회」를 개최

신청하기

QR 코드

신청하기

QR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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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lca.or.kr/sub/seminar/application.asp?rWork=TblRead&rNo=2461&rGotoPage=1&rSch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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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석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Leader

정현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김학범파트너

Partner / Risk Advisory

오정훈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황현지 Consultant

Consultant /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Tel: +82 2 6138 6815
E-mail: hyunjihwang@deloit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