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지배구조 관련 현황에 관

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동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동 보고서 

내 지배구조 관련 현황은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보

고서 제출일 현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기재하였습니다. 보고서 내 

지배구조 관련 활동내역의 경우 공시대상기간(2020년 1월 1일~2020년 12

월 31일)의 내용을 기재하였고, 가이드라인에서 별도 기간을 제시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내역을 기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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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 기업명 : ㈜태영건설

▶ 작성 담당자 : (정) 이호수 선임사원 (기획팀)

                (부) 김민협     사원 (기획팀)

▶ 작성기준일 : 2020. 12. 31

▶ 기업개요

최대주주등
㈜티와이홀딩스 외 

5명

최대주주등의 지분율1) 49.17%

소액주주 지분율2) 37.37%

업종(금융/비금융) 비금융 주요 제품
부동산 개발

토목·건축 공사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여부 

(해당/미해당)

해당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해당/미해당)

미해당

기업집단명 태영

요약 재무현황  (단위 : 억원)

2020 년 2019 년 2018 년

연결 매출액 22,815 29,671 28,883

연결 영업이익 2,509 2,764 3,657

연결 계속사업이익 1,598 829 1,824

연결 당기순이익 5,325 995 2,441

연결 자산총액 37,983 59,161 49,586

별도 자산총액 26,829 28,497 22,820

 1) 본 보고서 작성일 현재 기준

 2) 최근 사업연도 말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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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업지배구조 현황

1. 기업지배구조 정책

▶ 지배구조 원칙

  태영건설의 기업지배구조는 독립적인 이사회의 감독 아래 당사의 비전인 ‘고객 

미래 가치를 창조하는 최우량 기업’ 달성을 위해 건전한 지배구조의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의 경영철학과 이사회 중심의 경영철학 실현 의지는 회

사의 정관, 이사회 규정 등에 명시되어 당사의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의 근간으로 작

용합니다.

  이사회는 지배구조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건설, 경영, 법무, 재무 

등 다양한 배경을 갖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외이사가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 및 지원함에 있어 독립적

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 지원조직을 배치하여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지

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위와 같은 제도와 장치를 통해 이사회, 경영진, 사외이사 모두가 상호 견

제와 균형을 갖추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지배구조 특징

  당사 이사회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주주로부터 기업 경영에 관련한 최고 의사결

정권을 위임 받아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이해를 조율하고 경영 의사결정을 승인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회

사의 투자 계획, 내부거래 등의 이해관계 상충, 투명한 보상 등에 대한 심의 및 승

인 등과 함께 회사 리스크 관리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의사 결정의 책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2명의 사내이사, 4명의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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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외이사 중심 이사회 구성

  보고서 제출일 현재 태영건설 이사회는 총 6명 중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되어 상

법상 요건인 과반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선출 

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거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사외이사를 선임하

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정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이 회사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업계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②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 운영

  태영건설은 이사회 책임과 역할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

회 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재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③ 이사회 내 위원회 전문성 강화

  이사회 내 위원회는 건설, 경영, 법률, 회계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전문가를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연계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필요시 전

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전문성, 경영진 견제 기능 유지 

및 리스크 관리 등을 감안하여 이사 재임기간 중 구성원의 변동을 최소화하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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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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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로서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보장하는 이익분배 참여권, 주

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정기적이고 시의 적절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같은 기

본적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정관의 변경, 회사의 합병, 영업 양도, 분할, 해산, 자본의 감소, 주식의 포괄

적 교환 및 이전 등 회사의 존립과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

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하에 결정됩니다.

  회사는 용이한 주주권 행사를 위해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하여 

1% 이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주들에게도 우편 및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실시하여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에

서 승인 받을 재무제표를 포함한 감사보고서를 1주간 전에 공시하여 주주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결산일정과 회계감

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일정, 이사회 구성원의 업무 일정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주주

총회 운영을 위해 개최일 4주 전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를 하고, 2주 전 소집공고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직전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총회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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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개최 내역

구 분
제48기 

정기주주총회
임시주주총회

제47기 
정기주주총회

제4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일 2021년 2월 19일 2020년 6월 17일 2020년 2월 21일 2019년 2월 22일

소집공고일 2021년 3월 4일 2020년 6월 30일 2020년 3월 5일 2019년 3월 7일

주주총회개최일 2021년 3월 19일 2020년 7월 15일 2020년 3월 20일 2019년 3월 22일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주총 15일 전 주총 15일 전 주총 15일 전 주총 15일 전

개최장소/지역
태영빌딩 지하 
1층 T-아트홀 / 

서울

태영빌딩 지하 
1층 T-아트홀 / 

서울

태영빌딩 지하 
1층 T-아트홀 / 

서울

태영빌딩 지하 
1층 T-아트홀 / 

서울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수준의 
소집통지 여부 및 

방법

- - - -

세
부
사
항

이사회 구성원 
출석여부

6명 중 6명 출석 6명 중 3명 출석 6명 중 6명 출석 6명 중 4명 출석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여부 

3명 중 3명 출석 3명 중 1명 출석 3명 중 3명 출석 3명 중 2명 출석

주주발언 
주요 내용

1) 발언주주 : 9인
   (개인주주 9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1) 발언주주 : 7인
   (개인주주 7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1) 발언주주 : 5인
   (개인주주 5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1) 발언주주 : 6인
   (개인주주 6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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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는 자유의사에 따라 주주권의 행사를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1주마다 

1의결권을 가지며, 주주가 보유한 주식수의 다과에 따라 그 본질적 권리가 침해되

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개최된 주주총회의 상정 안건은 모두 원안대

로 승인되었으며, 주주의 의결권은 직접 참여, 의결권 대리행사 방식으로 행사되었

습니다.

  제46기 및 제47기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당사는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결산일정과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일정, 이사회 구성원

의 업무 일정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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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주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보다 많은 주주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 분
제48기 

주주총회
임시주주총회

제47기 
주주총회

제46기 
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2021. 3. 26,
2021. 3. 30,
2021. 3. 31,

-

2020. 3. 13,
2020. 3. 20,
2020. 3. 26,
2020. 3. 27

2019. 3. 22,
2019. 3. 28,
2019. 3. 29

정기주주총회일 2021. 3. 19 2020. 7. 15 2020. 3. 20 2019. 3. 22

정기주주총회 분산개최 여부 해당 - 미해당 미해당

서면투표 실시여부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전자투표 실시여부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여부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 주주총회 안건별 찬반 내역

정기 제48기 주주총회 202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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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의안 보통

제48기(‘20.1.1~‘20.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38,891,318 25,898,856

24,674,481

(95.3%)

1,224,375

(4.7%)

제2호 의안 특별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결 38,891,318 25,898,856

25,784,349

(99.6%)

114,507

(0.4%)

제
3
호
의
안

제3-1호 보통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이재규) 가결 38,891,318 25,898,856

25,131,892

(97.0%)

766,964

(3.0%)

제3-2호 보통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허준행) 가결 38,891,318 25,898,856

25,641,372

(99.0%)

257,48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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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는 자사주 7,780주가 제외되었습니다.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안건(제4,5호 의안)은 

  상법 제542조의12 4항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수를 제외한 주식수를 기재하였습니다.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는 자사주 8,120,000주가 제외되었습니다.

 ※ 상법 530조의3 3항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는 우선주 2,557,480주가 포함되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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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의안 보통

제47기(‘19.1.1~‘19.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68,280,000 51,793,375

50,415,587

(97.3%)

1,377,788

(2.7%)

제2호 의안 특별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 신설)

가결 68,280,000 51,793,375

51,518,475

(99.5%)

274,900

(0.5%)

정기 제47기 주주총회 2020.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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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의안 특별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가결 70,837,480 48,964,148

48,739,248

(99.5%)

224,900

(0.5%)

임시 임시 주주총회 2020. 7. 15

제4호 의안 보통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가결 23,284,348 10,291,886

9,931,998

(96.5%)

359,888

(3.5%)

제5호 의안 보통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결 23,284,348 10,291,886

10,045,492

(97.6%)

246,394

(2.4%)

제6호 의안 보통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38,891,318 25,898,856

25,783,336

(99.6%)

115,52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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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는 자사주 8,120,000주가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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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주제안권

  당사의 주주는 상법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6 2항에 의거, 당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경우 주주총회 

개최 6주 전에 일정한 사항에 대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반영할 것을 서면 또

는 전자문서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법 상 명시된 주주제안 절차이므로 당사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는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주주 제안사항을 안건으로 

포함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주총회 진행 중 주주의 자유로운 

발언과 질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제안 내역은 없습니다.

 

제안 일자 제안 주체 주요 내용 처리 및 이행 상황 가결여부 찬성률(%) 반대율(%)

해당사항 없음

  2019년 1월 1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관 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활

동의 일환으로 제출된 공개서한은 없습니다.

 

발송일자 주체 주요 내용 회신 일자 회신 주요 내용

해당사항 없음

제3호 의안 보통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윤석민)
가결 68,280,000 51,793,375

51,302,335

(99.1%)

491,040

(0.9%)

제4호 의안 보통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68,280,000 51,793,375

51,516,485

(99.5%)

276,89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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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원칙 1-④)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이를 주주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당사의 기본적인 주주환원 정책은 회사의 성과에 기반한 안정적인 현금 배당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에 기반한 기업가치 상승 구현을 통하여 장기적 관점의 주주환

원 제고를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성장을 위한 투자와 주주환원의 균형 유지 원칙을 

기반으로 기업가치 증대를 위해 노력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462조와 정관 제44조에 따라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

자 및 주주가치 제고,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배당률을 결정하고 있습

니다.

  당사는 정관 제44조에서 배당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이익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2) 이익의 배당은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

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3) 이 회사는 사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6월 30일을 기준일로 하여 이사회의 결

의로써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3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또는 중간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

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5)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당사는 매년 배당 실시계획이 결정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단, 

배당규모를 정하는 기준과 장기적 배당계획 등을 명기한 배당정책의 발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시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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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원칙 1-⑤)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 최근 3개 사업연도별 배당 내역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배당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배당금은 향후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와 경영실적 및 현금흐름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

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배당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원, 억원, %)

사업
연도

결산월
주식
종류

주식
배당

현금배당

주당 
배당금

총 배당금
시가 

배당률

배당성향
연결
기준

개별
기준

2020년 12
보통주 - 325 126.4 2.87

2.5 1.7
우선주 - 330 4.3 2.56

2019년 12
보통주 - 150 102.4 1.31

10.7 9.2
우선주 - 155 4.0 2.32

2018년 12
보통주 - 125 85.4 1.09

3.6 6.6
우선주 - 130 3.3 2.33

    ※ 최근 3개 사업연도별 배당 중 차등배당, 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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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원칙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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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발행 정보 전반

  당사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257,600,000주이며 1주의 금액은 500원

입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40,201,240주로 보통주 

38,899,098주와 우선주 1,302,142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자기주식 보통주 

10,018주를 제외한 유통주식수는 40,191,222주이며 우선주 및 상법상의 의결권이 

제한된 자기 주식을 제외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총 주식수는 38,891,318주입

니다. 최근 3년간 종류주주총회는 개최된 바 없으며, 상세 주식발행 현황은 아래 표

와 같습니다.

▶ 주식발행 현황

구분 발행가능주식수(주) 발행주식수(주) 비고

보통주 128,800,000 38,899,098 자사주 7,780

우선주 128,800,000 1,302,142 자사주 2,238

계 257,600,000 40,201,240

  당사는 각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자기명의로 등록된 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음을 정관 제23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 주주와의 의사소통

  회사에 직접 탐방하여 미팅을 희망하는 국내외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월 1회 

가량 투자자 면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정기적으로 Corporate Day 등 외부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자 대상 형식 주요 내용 비고

2020.  1. 29 기관투자자 면담 관심사항 질의응답

2020.  4. 13 애널리스트 컨퍼런스 콜 관심사항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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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대상 형식 주요 내용 비고

2020. 4. 23 기관투자자 컨퍼런스 콜 관심사항 질의응답

2020. 5. 18 애널리스트 면담 실적 및 관심사항 질의응답

2020. 6. 2 기관투자자 컨퍼런스 콜 관심사항 질의응답

2020. 6. 19 애널리스트 면담 관심사항 질의응답

2020. 8. 21 기관투자자 컨퍼런스 콜 실적 및 관심사항 질의응답

2020. 10. 7 기관투자자 컨퍼런스 콜 실적 및 관심사항 질의응답

2020. 10. 26 애널리스트 면담 실적 및 관심사항 질의응답

2020. 11. 10 기관투자자 컨퍼런스 콜 실적 및 관심사항 질의응답

2020. 11. 23 기관투자자 컨퍼런스 콜 관심사항 질의응답

2020. 11. 25 기관투자자 컨퍼런스 콜 실적 및 관심사항 질의응답

2020. 12. 1 기관투자자 컨퍼런스 콜 실적 및 관심사항 질의응답

2020. 12. 8 기관투자자 컨퍼런스 콜 실적 및 관심사항 질의응답

2020. 12. 11 애널리스트 면담 실적 및 관심사항 질의응답

2020. 12. 15 애널리스트 컨퍼런스 콜 관심사항 질의 응답

2020. 12. 22 기관투자자 컨퍼런스 콜 실적 및 관심사항 질의응답

2020. 12. 28 기관투자자 컨퍼런스 콜 실적 및 관심사항 질의응답

2021. 1. 6 기관투자자 컨퍼런스 콜 실적 및 관심사항 질의응답

2021. 1. 13 애널리스트 면담 관심사항 질의응답

2021. 1. 18 기관투자자 컨퍼런스 콜 실적 및 관심사항 질의응답

2021. 1. 21 기관투자자 컨퍼런스 콜 실적 및 관심사항 질의응답

2021. 1. 28 애널리스트 면담 실적 및 관심사항 질의응답

2021. 2. 2 기관투자자 면담 실적 및 관심사항 질의 응답

2021. 2. 8 기관투자자 면담 실적 및 관심사항 질의 응답

2021. 2. 16 기관투자자 컨퍼런스 콜 실적 및 관심사항 질의 응답

2021. 2. 18 애널리스트 면담 실적 및 관심사항 질의응답

2021. 3 16 애널리스트 면담 실적 및 관심사항 질의응답

2021. 3. 24 기관투자자 면담 관심사항 질의 응답

2021. 3. 30 기관투자자 면담 실적 및 관심사항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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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www.taeyoung.com)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http://dart.fss.or.kr),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KIND(http://kind.krx.co.kr) 등을 

통해 모든 주주가 동일한 정보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 내 ‘투자정보’를 통해 기업지배구조, 주가정보, 공시정보, 재무정보, 

주요경영지표, 사업보고서, IR Report, 전자공고 등 메뉴를 마련하고 주주 및 투자자

들에게 유용한 자료를 적시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및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시 회사 홈페이지에 기재된 회사 대표번호를 통해 IR 담당부서와 통화할 수 

있으며, 고객문의 메뉴를 활용하여 회사에 이메일로 문의사항을 남길 수 있습니다.

▶ 영문공시 내역

  2020년 1월 1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의 영문공시 내역은 없습니다. 

단,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영문 회사 홈페이지(https://www.taeyoung.com/en/)를 운

영하고 있으며 회사의 사업소개 및 재무현황, 주가, 경영실적 등을 홈페이지에 영문

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시일자 공시제목(영문) 주요 내용(한글)

( 해당사항 없음 )

일자 대상 형식 주요 내용 비고

2021. 4. 8 기관투자자 면담 실적 및 관심사항 질의 응답

2021. 4. 12 기관투자자 컨퍼런스 콜 실적 및 관심사항 질의 응답

2021. 4. 19 기관투자자 컨퍼런스 콜 실적 및 관심사항 질의 응답

2021. 4. 22 기관투자자 면담 관심사항 질의 응답

2021. 5. 3 기관투자자 면담 실적 및 관심사항 질의 응답

2021. 5. 13 기관투자자 면담 실적 및 관심사항 질의 응답

2021. 5. 26 기관투자자 면담 실적 및 관심사항 질의 응답

http://www.taeyoung.com
https://www.taeyoung.c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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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공시 내역

  2020년 1월 1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의 공정공시 내역은 없습니다. 

당사는 사업계획, 실적전망을 포함한 중요 정보의 공개에 있어 모든 투자자들에게 

공평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공시일자 공시제목 주요 내용

( 해당사항 없음 )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및 내역

  2020년 1월 1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은 없습니다. 

 

불성실공시유형 지정일 지정사유 부과벌점 제재금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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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원칙 2-②)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
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 계열기업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 관련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로서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이사의 회사기회 

유용과 자기거래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결의요건을 강화하

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규정 제7조 3항에 따라 이사의 법률 및 정관위

배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거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로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는 공정거래법 담당자에게 

사전검토를 받고 필요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적인 부분과 더불어 실제 기구의 운영도 이사회를 사내이사 2인, 사외

이사 4인으로 구성하여 상법상 요건인 과반을 상회하는 수준으로서 회사의 주요 의

사결정과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추구에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과 감시가 적극 

반영되고 있습니다.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내역 (자금대여)

구분 회사명 기초 증가 감소
연결범위 

변동
기말

관계기업
㈜군포복합개발PFV 8,146,700 - - - 8,146,700

경산에코에너지㈜ - 500,000 - - 500,000

종속기업의

관계기업

수원그린환경㈜ 2,068,772 - - (2,068,772) -

골든에코㈜ 4,840,840 - - (4,840,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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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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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회 운영

  당사는 지배 구조의 독립성, 다양성, 전문성, 효율성 확보를 통해 이사회, 경영진, 

주주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 회사의 지속적인 이익 창출과 성장 발전을 구

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회사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회사

와 주주를 대표하여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핵심 경영목표와 기본 경영방침을 결정

하고, 경영진의 활동을 감독합니다. 이사회의 심의, 의결사항은 이사회 규정에서 다

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①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3. 영업보고서의 승인

      4. 재무제표 등의 승인

      5.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

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② 정관 및 주요규정에 관한 사항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이사회 규정에 관한 사항

   ③ 경영에 관한 사항

      1. 경영의 기본방침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대규모 신규사업의 추진

      4. 중요한 자산 및 영업의 양수도 ( 연결자산규모 10분의 1 이상 )

      5. 회사의 합병 / 분할

(핵심원칙 3)  이사회 기능

 ▪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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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재무에 관한 사항

     1. 자금조달 ( 사채의 발행 )

     2. 자기주식 취득 / 처분

     3. 주식 및 자본금에 관한 사항

   ⑤ 이사에 관한 사항

     1.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이사회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

     3. 이사와 이 회사 간의 거래승인에 관한 사항

     4.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5.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선임 및 해임. 단, 감사위원 제외

   ⑥ 기타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별히 부의되는 사항

▶ 이사회 심의, 의결사항 중 법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의 사항

  당사 이사회 규정은 상법 등 관련 법상 의무화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

다. 뿐만 아니라 경영에 관한 사항 중 일부(경영의 기본방침 및 계획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대규모 신규사업의 추진 등)의 경우 법상 의무화된 사항

은 아니나 이사회 심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여 경영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

니다.

▶ 권한 위임

  이사회는 법령으로 달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일

정한 범위를 정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에 권한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권

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각 이사에게 통지되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단, 법령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재결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체적인 권한은 ‘핵심원칙 8. 이사회 내 위원회’ 및 ‘핵심원칙 9. 내부감사

기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사회 및 경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일정한 범위를 정하

여 대표이사에게 일상적 경영활동 등에 대한 결정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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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원칙 3-②)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을 마련
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최고 경영자인 대표이사는 경험과 지식, 경영능력을 갖추고 회사에 확고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이러한 최고 경영자의 역량을 갖춘 후보자

를 발굴하고 경영자 육성전략에 맞추어 관리 및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관리된 후보들 중 가장 적합한 인물을 사내이사 후보로 선정하고 상법 제

389조, 정관 제33조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또한 정관 제34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정관에 정한 순서

대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승계정책에 대한 명문화된 별도 규

정은 없으나, 관련된 사항을 검토 중입니다.

 (세부원칙 3-③) 이사회는 내부통제정책(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 리스크 관리 및 준법경영 정책, 공시관리 현황

  이사회는 회사 리스크 관리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최종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정보 보호를 비롯한 고객 이슈, 공급망 및 동반성장, 윤리, 환경, 사회가

치창출 관련 주요 이슈 및 현안, 이해관계자 주요 불만 및 관련 리스크 관리에 대해

서 검토하고 의사 결정합니다. 투자 관련 리스크는 이사회, 회계 및 감사 관련 리스

크는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검토 및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준법경영을 위해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라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법무담당 임원을 준법지원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준법지원인은 준법 

점검을 실시하고 예방 차원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회사의 자율준수 관리자로서 

내부 경영진과 임직원이 정해진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회사 경영을 적절하게 수행

하는지 감시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은 아래

와 같습니다.



- 19 -

  

성명 생년월일 경력 재직기간

정경섭 1970.9

- ‘97년 서강대 법학과 졸업

- ‘02년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 ‘05년 사업연수원 제34기 수료

- ‘09년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졸업

- ‘11년 대한상사 중재원 중재인

- ‘11년 태영건설 법무팀장 

2005. 5 ~ 현재

  당사의 공시관리 업무는 경영본부 회계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시책임자는 

경영본부 본부장이며, 공시담당자는 회계팀장 및 회계팀 선임사원 2명으로 이루어

져 있습니다.

▶ 내부회계관리를 위한 정책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하여 재무 및 

회계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실태를 평가하여 결과에 대한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2018년 11월 외감법 개정에 따라 2019년 결산부터 외부감사

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감사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내부회계 책임자 현황 (‘21.5)

소속부서 성명 직책 담당업무

감사위원회 김용균 감사위원장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

이사회 이재규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책임

내부회계관리부서 김치환 내부회계관리자 내부회계관리제도 총괄

회계처리부서 손상국 회계팀장 회계 및 세무업무

전산운영부서 조민희 IT팀장 IT시스템운영

자금운영부서 김진현 자금팀장 자금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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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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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회 구성 전반

  회사의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됩니다. 최소 인원을 3인으

로 규정한 것은 상법 제383조 1항의 최소 이사회 총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경영진

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4인 등 총 6인

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재무위원회가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3인의 이사(2인은 사

외이사), 감사위원회는 3인의 사외이사, 재무위원회는 2인의 사내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 선임 시 임기는 3년입니다.

▶ 이사회 관련 조직도

주주

총회

이사회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4명)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기획팀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 (3명)

감사위원회 회계팀

(사외이사 3명) (3명)

재무위원회 기획팀

(사내이사 2명)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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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성명 성별 직책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일 전문 분야 주요 경력

사내 윤석민 남
이사회 의장

재무위원
2008.3.21 2023.3.20 책임경영

SBS미디어홀딩스 

기타비상무이사

사내 이재규 남

대표이사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

재무위원장

2015.3.27 2024.3.18 경영총괄
태영건설

대표이사

사외 김용균 남 감사위원장 2021.3.19 2024.3.18 회계, 세무
서현회계법인

상임고문

사외 허준행 남

감사위원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

2018.3.23 2024.3.18 토목공학
연세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사외 이명재 남

사외이사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장

2019.3.22 2022.3.22 법률, 소송
법률사무소베이시스 

대표변호사

사외 이재구 남 감사위원 2019.3.22 2022.3.22 정부정책
숭실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 2020년 3월 20일 이사회에서 윤석민 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며, 현재 대표이사가 겸직 중에 있

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의장인 윤석민 회장은 회사 전반에 대한 사항 

및 업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신속한 실

행 및 검토에 용이하여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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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현황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주요 역할 비고
직책 구분 성명 성별 겸임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총 3인)

A

위원장
사외
이사

이명재 남 -
1. 이사 선임원칙의 수립·점검·보완 

2. 주주총회가 선임할 이사 후보 추천 

3. 상시적인 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위원
사내
이사

이재규 남 C

위원
사외
이사

허준행 남 B

감사위원회

(총 3인) 

B

위원장
사외
이사

김용균 남 -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2. 외부감사인 선정에 대한 승인 

3.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위원
사외
이사

허준행 남 A

위원
사외
이사

이재구 남 -

재무위원회

(총 2인)

C

위원장
사내
이사

이재규 남 A 1. 자금조달 (장단기차입금)

2. PF 대출 및 금융약정

3.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위원
사내
이사

윤석민 남 -

 ※ 2020년 3월 20일 이사회에서 재무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세부원칙 4-②)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
하여야 한다.

▶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

  회사의 이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성별, 나

이, 종교, 인종 등의 요소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자격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

다. 또한 모범적인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및 정직성을 바탕으로 전체주주와 이해관계

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어야 하며, 책임감과 전략적 사고방식, 실용적 

지혜와 성숙한 판단력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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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의 이사회는 전문성을 갖춘 2명의 사내이사와 4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사내이사는 회사를 경영하는 고위 경영진으로서 회사의 사업내용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산업, 금융, 학계, 법조, 회

계, 공공부문에서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윤석민 사내이사는 당사에 오랜기간 재직하며 회사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경영 이해도가 높으며, 이재규 사내이사는 당사에 재직하며 주요한 역할 수행

을 경험으로 건설업 전반에 대한 안목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사외

이사는 회계·세무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허준행 사외이사는 토목공학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구 사외이사는 정부정책 관련 전문지

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명재 사외이사는 법률·소송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

습니다. 이와같이 당사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회 

자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예정)일
변동일 변동사유

현재 재직 
여부

사내

이사

윤세영 2015. 3. 27 2021. 3. 22 2019. 3. 22 사임 퇴직

윤석민 2008. 3. 21 2023. 3. 19 2020. 3. 20 재선임 재직

이재규 2015. 3. 27 2024. 3. 18 2021. 3. 19 재선임 재직

사외

이사

김명섭 2012. 3. 23 2021. 3. 19 2021. 3. 19 임기만료 퇴직

허준행 2018. 3. 23 2024. 3. 18 2021. 3. 19 재선임 재직

신동우 2016. 3. 25 2019. 3. 22 2019. 3. 22 임기만료 퇴직

이재구 2019. 3. 22 2022. 3. 21 2019. 3. 22 신규선임 재직

이명재 2019. 3. 22 2022. 3. 21 2019. 3. 22 신규선임 재직

김용균 2021. 3. 19 2024. 3. 18 2021. 3. 19 신규선임 재직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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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내이사 후보는 이사회에서, 사외이사후보는 사내이사 1인과 사외이사 2인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주주총회로 추천하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회는 사외이사 후보자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부터 자

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제공 내역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통해 

주주총회 4주 전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에서 최초 제공되며, 주주총회 2

주 전 주주총회 소집공고에서도 이사 후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선임 이사 후보자의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은 사업보고서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재선임 이사 후보자 중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내역은 주주총회 소집공

고에 공시하였습니다.

정보제공일 주주총회일
이사 후보

정보제공 내역 비고
 구분 성명

2019. 3. 7
(주총 15일전)

2019. 3. 22
사외 이재구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3. 겸직현황

사외 이명재

2020. 3. 5
(주총 15일전)

2020. 3. 20 사내 윤석민

2021. 3. 4
(주총 15일전)

2021. 3. 19

사외 김용균 신규선임

사외 허준행 재선임

사내 이재규 재선임

  당사는 정관 제30조 제3항에 따라 집중투표제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단, 이

사 선임 과정에서 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전에 이사후보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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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원칙 4-④)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

▶ 임원 현황

  당사의 임원은 2021년 5월 31일 기준 총 34명으로 사외이사 4명을 포함한 등기

임원이 6명, 미등기임원이 28명입니다. 세부현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당사는 당사의 임원인사관리 규정에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검증절차

를 통하여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종합적이고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는 정관 30조의 2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추

천 및 자격심사를 하고 있으며, 상법 제382조 3항, 상법542조의 8 1항 및 2항 등 관

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 임원 중에는 과거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확정 판결을 받거나 혐의가 있는 자가 없으며, 

당사는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성명 성별 직위 등기임원여부 상근여부 담당업무

윤석민 남 회장 등기 상근 회장

이재규 남 대표이사/부회장 등기 상근 경영총괄

허준행 남 사외이사 등기 비상근 경영감사

이명재 남 사외이사 등기 비상근 경영감사

이재구 남 사외이사 등기 비상근 경영감사

김용균 남 사외이사 등기 비상근 경영감사

윤세영 남 창업회장 미등기 상근 창업회장

윤재연 여 부사장 미등기 상근 부사장

우철식 남 부사장 미등기 상근 개발본부 본부담당

배종건 남 부사장 미등기 상근 건축본부 본부담당

이승모 남 전무 미등기 상근 경영본부장

최진국 남 전무 미등기 상근 건축본부임원

이강석 남 전무 미등기 상근 토목본부장

김도훈 남 전무 미등기 상근 개발본부장

김치환 남 상무 미등기 상근 내부회계관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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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별 직위 등기임원여부 상근여부 담당업무

한덕수 남 상무 미등기 상근 토목본부임원

정창모 남 상무 미등기 상근 개발사업2팀장

정경섭 남 상무 미등기 상근 법무팀장

김일순 남 상무보 미등기 상근 건축본부임원

임태종 남 상무보 미등기 상근 토목본부임원

서진선 남 상무보 미등기 상근 건축본부임원

심용식 남 상무보 미등기 상근 기전팀장

손석구 남 상무보 미등기 상근 안전팀장

최일성 남 상무보 미등기 상근 토목영업팀장

정진형 남 상무보 미등기 상근 건축영업팀장

강성원 남 상무보 미등기 상근 토목본부임원

김순규 남 상무보 미등기 상근 토목공사팀장

박형하 남 상무보 미등기 상근 총무팀장

김진현 남 상무보 미등기 상근 자금팀장

안치열 남 상무보 미등기 상근 건축공사1팀장

최성욱 남 상무보 미등기 상근 민자사업팀장

조창도 남 경영고문 미등기 상근 경영본부고문

김석진 남 경영고문 미등기 상근 개발본부임원

이재완 남 경영고문 미등기 상근 개발본부임원

  ※ 비상근고문

  

성명 성별 직위 등기임원여부 상근여부 담당업무

박종영 남 고문 미등기 비상근 고문

유안형 남 고문 미등기 비상근 고문

김철 남 고문 미등기 비상근 고문

홍병만 남 고문 미등기 비상근 고문

박대희 남 고문 미등기 비상근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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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원칙 5-①)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당사가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는 정관 30조의 2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 및 자격심사를 하고 있으며 지원조직인 기획팀과 유관조직인 인사팀, 법

무팀에서 업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거래소에 제출하는 ‘사외이사 자격

요건 확인서’를 통하여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의 사외이사 부적격 사유에 해

당하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사외이사와 기업 · 계열회사 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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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
당사의 

계열회사
당사

당사의 
계열회사

당사
당사의

계열회사

허준행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이재구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이명재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김용균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사외이사별 재직기간

성명
당사 계열회사 포함시 

재직기간 6년 초과 시 그 사유 재직기간 9년 초과 시 그 사유

허준행 3년 2개월 - 3년 2개월 -

이재구 2년 2개월 - 2년 2개월 -

이명재 2년 2개월 - 2년 2개월 -

김용균 2개월 - 2개월 -

 (핵심원칙 5)  사외이사의 책임

 ▪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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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원칙 5-②)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정기이사회와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사회 간사 및 지원부서를 통하여 이

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이사에 대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에 

앞서 안건 세부내역을 선 제공함으로써 충분한 검토 후 이사회 의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외이사에 대한 회사의 경영정보 보고 및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사외이사 겸직 현황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및 이해관계 상충과 관련하여 상법 등 관련 법령에 준

하여 자격을 갖추도록 정관에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성명
(감사위원)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현직

겸직 현황

겸직기관 겸직업무
겸직기관 
재직기간

겸직기관 
상장여부

허준행

(감사위원)
’18. 3. 23 ’24. 3. 18

연세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 - - -

이재구

(감사위원)
’19. 3. 22 ’22. 3. 21 - - - - -

이명재 ’19. 3. 22 ’22. 3. 21
법무법인
베이시스

대표변호사

- - - -

김용균

(감사위원)
’21. 3. 19 ’24. 3. 18

서현회계법인
상임고문

CJ
프레시웨이

사외이사
(감사위원)

‘21.3.29.~

현재

상장

(코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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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원칙 5-③)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지원 정책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획팀이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따라 외부 전문

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직명 주요업무 담당직원 현황

기획팀 이사회 개최 일정관리 및 통보, 안건정리 및 자료송부 3명 ( 평균 근속연수 9년 )   

▶ 사외이사에게 제공한 교육 현황

  회사는 신임 사외이사들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사외이사 

전원을 대상으로 회사 경영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공 및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 시 실시주체 참석 사외이사 내 용

2021. 2. 9 태영건설( 기획팀 ) 김용균 회사 개요 / 이사회 운영 / 사외이사 역할 등

▶ 사외이사만의 회의 개최 내역

  당사의 사외이사는 별도의 사외이사만의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사외이사들이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

해 검토 중입니다.

회차 정기/임시
개최
일자

출석 사외이사
/ 전체 사외이사

회의 사항 비고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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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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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및 재선임 결정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하지 않고 구체적 평가방법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에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을 유지하는 한편, 보다 적극적인 이사회 활동 및 사외이사 기능 수행을 추진할 수 있

도록 평가체계 마련에 대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와 연계된 재선임 결정 체계

도 없습니다.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체계 검토 시 재선임 결정 체계와 연계하는 방안

을 함께 고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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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외이사의 보수

   현재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기본급여 및 회사 업무로 인한 국내외 출장비 이외에

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별도의 보상체계도 없습니다.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와 연계된 보수 산정 체계도 

없습니다.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체계 검토 시 보수 산정 체계와 연계하는 방안을 함

께 고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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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원칙 7)  이사회 운영

 ▪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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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회 관련 규정 현황

  회사는 이사회 규정을 마련하여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

에 따라 2월, 3월, 8월, 12월에 개최되는 정기이사회와 필요에 따라 개최되는 임시

이사회로 운영됩니다. 이사회 소집 시에는 소집목적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회의일 

전일까지 각 이사에게 전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사 전원이 동의할 때

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91조에 따라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

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한 경우, 당해 이사

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사회 개최 내역

회
차

안건 가결
여부

정기
/임시

개최
일자

안건통지
일자

출석
/정원구분 내용

1차

결의

사항

네오시티(주) 유상증자의 건 가결

임시 2020.1.10 2020.1.8 5/6

「광주시 중앙공원 민간공원조성
사업」 PF대출약정 신용공여 제공
의 건

가결

하나은행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약
정(할인한도)증액의건 가결

2차
결의

사항
대구 신천동 공동주택 개발사업 
토지비 대출약정의 건 가결 임시 2020.1.17 2020.1.15 5/6

3차
결의

사항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가결 임시 2020.1.22 2020.1.20 6/6

4차
결의

사항

이지스자산운용㈜ 유상증자 참여
의 건 가결

임시 2020.1.29 2020.1.23 6/6
㈜KNN 주식 매각의 건 가결

5차
결의

사항

대구 신암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 및 대출약정 체결의 건 가결

임시 2020.2.3 2020.1.30 5/6대구 중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도금대출 업무협약 체결의 건 가결

㈜인제스피디움 유상증자 참여의 
건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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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결의

사항
대규모내부거래(상품·용역) 공시내
역(변경) 승인의 건 가결 임시 2020.2.13 2020.2.11 6/6

7차
결의

사항

제4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정기 2020.2.21 2020.2.12 6/6

제47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제47기 재무제표 및 연결 재무제
표 승인의 건 가결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결

이사 후보자 추천의 건 가결

이사 보수한도 결정의 건 가결

8차
결의

사항

(가칭)삼계개발주식회사 법인 설
립의 건 가결

임시 2020.2.26 2020.2.24 6/6가양역 데시앙 플렉스 지식산업센
터 중도금대출 업무협약서 체결의 
건

가결

9차
결의

사항
제67회 공모사채 발행의 건 가결 임시 2020.3.03 2020.2.28 6/6

10
차

결의
사항

경남은행 대출(일반자금) 약정의 
건 가결

임시 2020.3.18 2020.3.16 6/6
우리은행 대출(일반자금) 약정의 
건 가결

11

차

결의

사항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가결

정기 2020.3.20 2020.3.16 6/6

이사의 개별보수액 책정 위임의 
건 가결

재무위원회 설치의 건 가결

재무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결

이사회 운영 규정 일부 개정의건 가결

12

차

결의

사항

「창원  유니시티 어반브릭스 개
발사업 」 PF대출(자금재조달) 신
용공여 제공의 건

가결
임시 2020.3.25 2020.3.23 6/6

㈜유니시티로부터 자금 차입의 건 가결

13

차

결의

사항
유동화증권 매입의 건 (유니시티 
상업시설 개발사업) 가결 임시 2020.3.26 2020.3.24 6/6

14

차

결의

사항
유동화증권 매입의 건 (에코시티 
개발사업) 가결 임시 2020.3.27 2020.3.25 6/6

15

차

결의

사항
2020년 2분기 대규모내부거래 승
인의 건 가결 임시 2020.3.31 2020.3.27 6/6

16

차

결의

사항
㈜타르틴코리아 유상증자 참여의 
건 가결 임시 2020.4.16 2020.4.13 6/6

17

차

결의

사항
분할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가결 임시 2020.4.23 2020.4.21 6/6

18

차

결의

사항
이지스자산운용(주) 주식 취득의 
건 가결 임시 2020.4.28 2020.4.24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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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차

결의

사항
분할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가결 임시 2020.5.28 2020.5.26 6/6

20

차

결의

사항

「김해 삼계지구 개발사업 」 PF대

출 신용공여 제공의 건
가결 임시 2020.6.2 2020.5.29 6/6

21

차

결의

사항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임시 2020.6.17 2020.6.12 6/6

22

차

결의

사항

「창원 유니시티 어반브릭스 개발

사업」 PF대출(자금재조달) 신용공

여 제공의 건

가결 임시 2020.6.24 2020.6.19 6/6

23

차

결의

사항

2020년 3분기 대규모내부거래 승

인의 건
가결 임시 2020.6.30 2020.6.26 6/6

24

차

결의

사항

「신경주역세권 개발사업」 PF대출 

신용 제공의 건 
가결 임시 2020.7.30 2020.7.27 6/6

25

차

결의

사항

삼계개발 주식회사 주식매각의 건 가결

임시 2020.8.14 2020.8.14 6/6대규모내부거래(상품·용역) 공시내

역(변경) 승인의 건
가결

26

차

보고

사항

2020년 누계 경영실적 및 연간추

정

보고 정기 2020.8.21 2020.8.18 6/6지주회사 분할 진행현황

2020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이사회 및 재무위원회 운영현황

27

차

결의

사항

신한은행 대출(운영자금) 연대보

증의 건
가결 임시 2020.8.26 2020.8.21 6/6

28

차

결의

사항

「김해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조

성사업」 PF대출 신용(보증) 제공

의 건 

가결

임시 2020.8.31 2020.8.26 6/6
「부천 00부대현대화 및 도시재생

사업」 PF대출 신용(보증) 제공의 

건 

가결

29

차

결의

사항
분할경과 보고 및 공고의 건 가결 임시 2020.9.1 2020.8.27 6/6

30

차

결의

사항

「전주시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 PF대출 신용(보증) 제공의 

건

가결 임시 2020.9.22 2020.9.17 6/6

31

차

결의

사항

2020년 4분기 대규모내부거래 승

인의 건
가결 임시 2020.9.25 2020.9.22 5/6

32

차

결의

사항

㈜마스턴프리미어 제1호리츠 유

상증자 참여의 건
가결 임시 2020.12.8 2020.12.3 6/6

33

차

결의

사항
2021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가결 정기 2020.12.18 2020.12.14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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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사항
이사회 운영현황 보고

보고

사항
재무위원회 운영현황 보고

34

차

결의

사항

㈜인제스피디움 유상증자 참여의 

건
가결 임시 2020.12.28 2020.12.22 6/6

1차
결의

사항

2021년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보

고 및 승인
가결 임시 2021.1.15 2021.1.12 6/6

2차
결의

사항

제4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정기 2021.2.19 2021.2.16 6/6

제48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제48기 재무제표 및 연결 재무제

표 승인의 건
가결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결

이사후보자 추천의 건 가결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의 

건
가결

이사 보수한도 결정의 건 가결

3차
결의

사항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가결

정기 2021.3.19 2021.3.16 6/6
이사의 개별보수액 책정 위임의 

건
가결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결

4차
결의

사항
인제스피디움 유상증자 참여의 건 가결 임시 2021.3.23 2021.3.18 6/6

5차

결의

사항

광명역세권 복합단지용지 대출약

정, 자금보충약정 및 관련 금융계

약 체결 승인의 건

가결

임시 2021.5.25 2021.5.21 6/6

결의

사항

㈜태영그레인터미널 출자지분 양

도의 건
가결

보고

사항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개선 및 권

고사항 관련 자체 개선 계획 쉽 

및 이행계획 보고의 건

-

결의

사항

유니시티 북면 공동주택용지 매매

계약 체결의 건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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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원칙 7-②)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이사회 의사록 작성 현황

  이사회 의사록은 개최시기, 장소, 참석자, 의안 및 개최 결과를 상세히 작성하고 

이사별 인감 날인하여 보관하고 있으나 녹취록은 보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록에

는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사항을 개별 이사별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별 이사의 출석 내역

 

구분
회차 1차 2차 3차 4차 5차

비고
개최일자 2020.1.10 2020.1.17 2020.1.22 2020.1.29 2020.2.3

사내
윤석민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불참

이재규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사외

김명섭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허준행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이명재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이재구 불참 불참 출석 출석 출석

 

구분
회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비고
개최일자 2020.2.13 2020.2.21 2020.2.26 2020.3.03 2020.3.18

사내
윤석민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이재규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사외

김명섭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허준행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이명재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이재구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36 -

 

구분
회차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비고
개최일자 2020.3.20 2020.3.25 2020.3.26 2020.3.27 2020.3.31

사내
윤석민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이재규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사외

김명섭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허준행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이명재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이재구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구분
회차 16차 17차 18차 19차 20차

비고
개최일자 2020.4.16 2020.4.23 2020.4.28 2020.6.2 2020.6.17

사내
윤석민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이재규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사외

김명섭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허준행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이명재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이재구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구분
회차 21차 22차 23차 24차 25차

비고
개최일자 2020.6.17 2020.6.24 2020.6.30 2020.7.30 2020.8.14

사내
윤석민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이재규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사외

김명섭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허준행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이명재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이재구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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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회차 26차 27차 28차 29차 30차

비고
개최일자 2020.8.21 2020.8.26 2020.8.31 2020.9.1 2020.9.22

사내
윤석민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이재규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사외

김명섭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허준행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이명재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이재구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구분
회차 31차 32차 33차 34차

비고
개최일자 2020.9.25 2020.12.8 2020.12.18 2020.12.28

사내
윤석민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이재규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사외

김명섭 출석 출석 출석 출석

허준행 출석 출석 불참 출석

이명재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이재구 불참 출석 출석 출석

구분
회차 1차 2차 3차 4차 5차

비고
개최일자 2021.1.15 2021.2.19 2021.3.19 2021.3.23 2021.5.25

사내
윤석민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이재규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사외

김명섭 출석 출석 - - -
‘21.3.19
임기만료

허준행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이명재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이재구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김용균 - - 출석 출석 출석
‘21.3.19
신규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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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 사업년도 개별 이사의 출석률 및 찬성률

성명 구분
이사회

재직기간

출석률(%) 찬성률(%)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2020 2019 2018 2020 2019 2018

윤세영 사내 ‘15.3.27~‘19.3.22 87.2 - 50.0 94.9 100.0 - 100.0 100.0

윤석민 사내 ‘08.3.21~현재 98.2 97.1 97.3 100.0 100.0 100.0 100.0 100.0

이재규 사내 ‘15.3.27~현재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김명섭 사외 ‘12.3.23~’21.3.1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서일원 사외 ‘12.3.23~‘18.3.23 80.0 - - 80.0 100.0 - - 100.0

신동우 사외 ‘16.3.25~‘19.3.22 97.8 - 85.7 100.0 100.0 - 100.0 100.0

허준행 사외 ‘18.3.23~현재 96.2 97.1 100.0 91.2 100.0 100.0 100.0 100.0

이재구 사외 ‘19.3.22~현재 90.6 91.2 90.0 - 100.0 100.0 100.0 -

이명재 사외 ‘19.3.22~현재 98.4 100.0 96.7 - 100.0 100.0 100.0 -

김용균 사외 ‘21.3.19~현재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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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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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현황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특정 기능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한 이사회 내 위원회

는 총 3개로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재무위원회가 있으며 상법 등 법

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상법 제542조의 8 제4항에 의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하며, 당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총 3명 중 

2명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 2 제2항에 따

라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그 중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이어야 합니다. 당

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총 3명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상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위원회는 상법 제393조의2 제3항에 따라 2명 이상의 이사로 구

성해야하며, 당사의 재무위원회 위원은 총 2명의 사내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020년 3월 20일 이사회에서 재무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세부원칙 8-②)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

  이사회 내 위원회는 효율적인 활동 수행을 위해 회사로부터 충분한 자원을 지원받으

며, 이사회는 각 위원회 규정 및 운영에 대한 세부 문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별 핵심 주제

에 대해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 및 재무상태를 감사하는 기능을 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전원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하여 투명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였습니다. 또한 외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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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과 재무제표 감사계획과 결과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면서 감사 업무를 효

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총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상법 제542조의 8 제4항 충족 ) 주주총회에 사외이

사 후보 추천 시 이사의 선임 배경, 최근 3년 간 회사와의 거래 내역 등 이해관계, 법적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위원회는 사내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의 재무에 관한 사항 중 이사

회가 재무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장단기 차입금 조달, PF 대출 및 금융약정, 

기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재무위원회의 최근 활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위원회의 활동 내역은 ‘4. 감사기구’ 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여부
구분 내용

2019. 2. 22 2/3
결의
사항

2019년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 가결

2021. 2. 19 3/3
결의
사항

2021년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 가결

2021. 3. 19 3/3
결의
사항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 2020년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사실이 없습니다.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최근 3개 사업년도 개별 이사의 출석률

구분 성명

출석률(%)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2020(미개최) 2019 2018

사내 이재규 100 - 100 100

사외 김명섭 100 - 100 100

사외 허준행 - - - -

사외 이명재 - - - -

사외 서일원 0 - - 0

사외 신동우 50 - 0 100

 ※ 2018년 3월 23일 서일원 사외이사 임기만료되고, 신동우 사외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 2019년 3월 22일 신동우 사외이사 임기만료되고, 허준행 사외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 2021년 3월 19일 김명섭 사외이사 임기만료되고, 이명재 사외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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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정원

안건
가결여부

구분 내용

2020.3.20
2/2 결의사항 재무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2/2 결의사항 재무위원회 규정 제정의 건 가결

2020.3.24 2/2 결의사항
「당산동 생각공장 신축공사」 사업 및 

대출약정 체결의 건
가결

2020.3.27

2/2 결의사항
효창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중도금대출업무협약 체결의 건
가결

2/2 결의사항
「수원시청역 복합시설 개발사업」 사업 

및 대출약정 체결의 건
가결

2/2 결의사항
마곡지구CP4개발사업 관련 토지비계약금 

대출약정의 건
가결

2020.4.9

2/2 결의사항
용호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도금대출의업무협약 체결의 건
가결

2/2 결의사항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PF

대출 신용공여제공의 건
가결

2/2 결의사항
「육군광명·파주병영시설(BTL)」PF대출 

신용공여제공의 건
가결

2020.4.13
2/2 결의사항

「구리갈매지식산업센터개발사업」브릿지

대출 약정체결의 건 
가결

2/2 결의사항
「김해삼계지구개발사업」PF대출 

신용공여제공의 건
가결

2020.4.17 2/2 결의사항 신한은행 대출(운영자금) 약정의 건 가결

2020.5.7 2/2 결의사항 신한은행 대출(운영자금) 약정의 건 가결

2020.5.11 2/2 결의사항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PF

대출신용공여제공의건
가결

2020.5.26

2/2 결의사항
마곡지구 CP4구역 오피스 개발사업 관련 

책임 준공확약등 승인의 건
가결

2/2 결의사항
상봉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관련 토비지 

잔금 대출약정의 건
가결

2/2 결의사항 고덕공공하수 신용장(L/C) 발급의 건 가결

2020.6.3 2/2 결의사항
「남양주 다산진건 지구 오피스텔 

개발사업」 토지담보대출 약정 체결의 건 
가결

2020.6.24 2/2 결의사항 산업은행 대출(운영자금) 약정의 건 가결

2020.6.26 2/2 결의사항
「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사업 

및 대출약정 체결의 건 
가결

2020.7.10
2/2 결의사항

「남양주 다산지금 지구 오피스텔 

개발사업」 사업 및 대출약정 체결의 건 
가결

2/2 결의사항 농협은행 대출(일반자금) 약정의 건 가결

2020.7.14 2/2 결의사항
「김포 운양동 단독주택 개발사업(2차)」 

PF대출약정 체결의 건
가결

2020.7.24 2/2 결의사항
서초동 업무시설 개발사업 관련 

펀드투자계약 및 투자금 납입의 건
가결

2020.7.31 2/2 결의사항
이천 현방리 물류센터 개발사업 관련 

펀드투자계약 및 대여금 지급의 건
가결

2020.8.18 2/2 결의사항 SK디스커버리(주) 주식 매각의 건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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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28 2/2 결의사항
용답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관련 Bridge 

Loan 대출약정의 건 
가결

2020.9.8
2/2 결의사항

당산동 생각공장 신축공사 중도금대출 

업무협약서 체결의 건
가결

2/2 결의사항 강남메트로(주) 법인 설립의 건 가결

2020.9.14 2/2 결의사항
「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도금대출 업무협약 체결의 건 
가결

2020.9.16 2/2 결의사항
「남양주 다산 지금지구 오피스텔」 

중도금대출 업무협약 체결의 건 
가결

2020.9.22
2/2 결의사항

「양산사송지구 공동주택(B5,B6,B7) 

개발사업」 중도금대출 업무협약 체결의 

건 

가결

2/2 결의사항
「대전 유천1구역 지역주택조합사업」 

토지비 잔금 대출의 건 
가결

2020.10.5 2/2 결의사항 통합연구소 부지 매입(분양 계약)의 건 가결

2020.10.8 2/2 결의사항
광주민간공원조성사업 관련 금융약정 및 

부속서류 체결 및 교부의 건
가결

2020.10.26 2/2 결의사항
신한은행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약정(기한연장)의 건
가결

2020.10.29
2/2 결의사항

「신진주역세권 공동주택 개발사업」 

토지매매 계약금 대출 약정의 건
가결

2/2 결의사항
「서초동 업무시설(뉴욕제과) 개발사업」 

관련 PF 및 담보대출 약정의 건
가결

2020.11.16
2/2 결의사항

「용답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관련 

리츠법인 주식 양수도의 건
가결

2/2 결의사항
「강릉시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 관련 

PFV 법인설립 및 출자 계획의 건
가결

2020.11.20
2/2 결의사항

「과천지식정보타운 공동주택(S1, S4, S5)」 

중도금 대출 업무협약 체결의 건
가결

2/2 결의사항 산업은행 대출(운영자금) 약정의 건 가결

2020.11.27 2/2 결의사항
「구미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브릿지 

대출약정 체결의 건
가결

2020.12.15 2/2 결의사항
「묵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관련 토지비 

중도금 대환대출 약정의 건
가결

2020.12.24

2/2 결의사항
「신진주역세권 공동주택」 이자유보금 

대출약정 체결의 건
가결

2/2 결의사항
「이천 현방리 물류센터 개발사업」 사업 

및 대출약정 체결의 건
가결

2/2 결의사항
「신경주역세권 공동주택 개발사업」 

신규법인 설립의 건
가결

2/2 결의사항 신한은행 대출(한도대출) 약정의 건 가결

2021.1.18
2/2 결의사항

「대구 신천동 공동주택 개발사업」 

토지담보대출 약정 체결의 건
가결

2/2 결의사항
「수원 시청역 복합시설 개발사업」 

중도금대출 업무협약 체결의 건
가결

2021.1.25 2/2 결의사항
「울산 중구 반구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브릿지 대출약정 체결의 건
가결

2021.1.28 2/2 결의사항
「부산 신항 웅동지구 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및 법인설립 품의의 건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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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위원회 최근 3개 사업년도 개별 이사의 출석률

 

구분 성명

출석률(%)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2020 2019 2018

사내 윤석민 100 100 - -

사내 이재규 100 100 - -

  ※ 2020년 3월 20일 이사회에서 재무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2/2 결의사항
「광교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 사업 및 

대출약정 체결의 건
가결

2021.2.4 2/2 결의사항 우리은행 대출(일반자금) 약정의 건 가결

2021.2.18 2/2 결의사항
「구미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브릿지 

대출약정(2차) 체결의 건
가결

2021.2.25 2/2 결의사항
「개봉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관련 토지비 

잔금 대출약정의 건
가결

2021.3.17
2/2 결의사항

「대구 동구 신암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도금 대출 업무협약 체결의 건
가결

2/2 결의사항
「묵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관련 토지비 

중도금 대출 약정 변경의 건
가결

2021.3.23

2/2 결의사항
「강릉시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 관련 

토지비 잔금 대출 약정의 건
가결

2/2 결의사항
「천호동 주거복합시설 신축공사」 브릿지 

대출약정 체결의 건
가결

2/2 결의사항
「오산 세교 공동주택 개발사업」 관련 

브릿지 대출약정 체결의 건
가결

2021.4.15
2/2 결의사항 「고양 향동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 

대출약정 체결의 건 가결

2/2 결의사항 「진천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법인 설리의 건 가결

2021.4.21

2/2 결의사항
「명동 SK네트웍스빌딩 리모델링 공사」 

사업 및 대출약정 체결의 건
가결

2/2 결의사항
「군포역 복합개발사업」 대출 및 사업약정 

체결의 건
가결

2/2 결의사항
「울산 중구 반구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자금 대역의 건
가결

2/2 결의사항
「전주 에코시티15BL 공동주택 개발사업」 

PF대출 신용(보증) 제공 건
가결

2/2 결의사항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PF대출 신용(보증) 제공 건 
가결

2021.5.11 2/2 결의사항
「이태원동 크라운 호텔 개발사업」 관련 

토지비 계약금 대여의 건 
가결

2021.5.20 2/2 결의사항
「구미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브릿지 

대출약정(3차) 체결의 건 
가결

2021.5.27
2/2 결의사항

진천 케이푸드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 

법인 청산의 건
가결

2/2 결의사항 NH농협은행 한도대출 약정의 건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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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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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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견제 · 감독 · 지원을 위해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구성된 이사회 내 위원회입니다. 당사는 상법 및 정관에 따라 감사위원

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있습니

다. 현재 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

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의 결의로 선정합니다. 위원 중 회

계 또는 재무업무에 관한 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성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비고

직책 구분 성명

위원장
사외

이사
김용균

- 서현회계법인 상임고문
- 중부지방국세청 청장 역임

‘21.3.19

신규선임

위원
사외

이사
허준행

- 연세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 콜로라도대학 토목공학 박사

위원
사외

이사
이재구

- 숭실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 기획재정부 성장기반정책관

 ※ 2021년 3월 19일 김명섭 감사위원장은 임기만료 되었습니다.

▶ 감사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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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 수행은 회계감사를 위해서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서, 회계

법인의 감사 절차와 감사 결과의 심의를 수행하며, 회계 관련서류 및 회계법인의 감

사절차와 감사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법인에 대하여 회계에 관한 장

부와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검토합니다. 또한 감사위원

회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 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설치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의 운영실태를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보고 받고 이를 평가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업무 감사를 위하여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고, 필요

할 경우에는 회사의 중요한 업무 관련 추가 검토 및 자료 보완을 요청하는 등 적절

한 방법을 사용하여 검토하고 심의합니다. 이를 위하여 경영진 및 특정주주 등으로

부터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합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주된 역할과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 적법성 감사

   - 기업 재무활동에 대한 건전성과 타당성 검토

   - 기업 내부감사 검토 및 통제

   -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 관련사항 주주총회에의 보고

   -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정기 평가

   -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 외 경영진단활동 사전 승인

   - 내부 및 외부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현황

  감사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외부전문가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주요 교육내용

2020.12.28 안진회계법인 - 내부회계관리제도 최신 기준 및 경향

▶ 경영진 부정행위에 대한 감사위원회 조사 관련 사항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사 등에게 조사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가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내부감사부서를 활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

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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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할 때에는 이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지원하고 있으

며, 지원조직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서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회계팀 3 선임사원(평균16년)
- 감사위원회 안건검토 및 상정
- 기타 감사위원회 관련 업무지원

내부회계
관리팀

2 선임사원(평균8년) - 내부회계관리 업무 전반 지원

  

▶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보수지급 현황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 3인의 감사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규정 제5조에 ‘위원회는 이사회 및 집행기관과 타 부서로부터 독

립된 위치에서 감사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명시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은 회계 및 세무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확보하였으며, 감사위원

은 사외이사로서의 보수 외에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

 (세부원칙 9-②)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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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의 활동내역

  당사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

을 때 소집하며, 감사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니다. 감사위원회 활동 내역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차 개최일자
출석
/정원

안건 가결
여부구분 내용

1차 2020.2.21 3/3

결의
사항

- 2019년 사업연도 회계 및 업무 감사의 건 가결

결의
사항

- 2019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 가결

2차 2020.9.25
서면
보고

보고
사항

-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2020년 '감사계획 단계' 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

3차 2020.12.18 2/3
보고
사항

-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2020년 '감사수행 단계' 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

1차 2021.2.19 3/3

결의
사항

- 2020년 사업연도 회계 및 업무 감사의 건 가결

결의
사항

-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 가결

2차 2021.3.19 3/3
결의
사항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 감사위원회 위원 개별 출석 내역

구분
회차 1차 2차 3차 1차 2차

비고
개최일자 2020.2.21 2020.9.25 2020.12.18 2021.2.19 2021.3.19

사외

김명섭 출석

서면보고

출석 출석 미해당
2021.3.

임기만료

허준행 출석 불참 출석 출석

이재구 출석 출석 출석 출석

김용균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출석
2021.3.

신규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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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위원 최근 3개 사업년도 개별 출석률

구분 성명

출석률(%)

비고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2020 2019 2018

사외

김명섭 100.0 100.0 100.0 100.0

서일원 100.0 - - 100.0

신동우 66.7 - 0.0 100.0
2019.3

임기만료

허준행 85.7 50.0 100.0 100.0

이재구 100.0 100.0 - -

김용균 - - - -
2021.3

신규선임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

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이

를 2021년 2월 21일 이사회, 감사위원회 및 주주에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

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2

월 19일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도에 대한 내부회계관

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에 대해 검토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

습니다.

▶ 감사위원회 기타 사항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

사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

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해야 하며, 감사록

에는 감사의 실시절차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

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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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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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감사인 선임

  당사는 감사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외부감사인 선정 프로세스를 통해 직접 외부

감사인을 평가하고 선임함으로써 외부감사인 선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평가에 따라 선정된 외부감사인은 감사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2에 따라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

회는 2018년 12월 21일 외부감사인 선임(안)을 보고 받았으며,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보수, 감사계획의 적정성, 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등의 평가논의요소를 바

탕으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직전 3개년에 이어 2019년부터 2021년 사업연도

까지 당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승인하였습니다.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활동

  외부감사인은 감사활동을 제외한 회사의 경영진단활동을 수행할 경우 사전에 해

당 내용을 감사위원회와 협의하고,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는 감사위

원회의 승인 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 계획, 분·반기 검토 및 감사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결과 및 연간 평가 

결과, 영문재무제표 검토 및 기타 감사 업무 등을 보고 받고, 외부감사인의 감사 업

무 수행 관련 전문성, 독립성, 공정성, 성실성 측면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비감사 업무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외부감사인의 독

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합니다. 당사와 외부감사인 안진회계법인과의 감사 및 비감사 

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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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감사인 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단위 : 백만원, 시간)

 

사업연도  감사인 내용 보수 총소요시간

제48기 안진회계법인
분기 및 반기 재무제표 검토,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감사, 내부회계관리감사

970 10,800

제47기 안진회계법인
분기 및 반기 재무제표 검토,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감사, 내부회계관리감사

550 11,308

제46기 안진회계법인
분기 및 반기 재무제표 검토,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

360 5,871

▶ 외부감사인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 내용 용역수행기간 보수

제48기 2020.8.1 법인세 신고 세무조정 및 자문 용역 ‘20.4.1~‘21.3.31 38

제48기 2020.7.2 인적분할관련 세무검토 ‘20.8.1~’20.9.30 40

제47기 2019.8.1 3개년 재무제표 검토(분할) ‘19.8.16~’19.9.16 90

제47기 2019.4.1 법인세 신고 세무조정 및 자문 용역 ‘19.4.1~‘20.3.31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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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원칙 10-②)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과의 의사소통

  외부 감사 활동 중 확인한 주요사항,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획 및 결과 등을 감

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감사보고서에 대한 주주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기 위하여 매년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

회와 협의하여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분양공사의 수익인식시점과 총예

정원가추정 2가지를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하고 감사보고서에 반영하였습니다. 감

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8주전에, 연결기준 감사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구분 외부감사인명 제출시기

별도재무제표 안진회계법인 2021년 1월 25일

연결재무제표 안진회계법인 2021년 2월 3일

▶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과 주요 논의사항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내용

2020.2.21 감사인, 감사위원회 커뮤니케이션
총 예정원가 추정

그룹 재무제표 감사 관련 사항

2020.9.25 감사인, 감사위원회 커뮤니케이션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계획

2020.12.18 감사인, 감사위원회 커뮤니케이션
감사수행 단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2021.2.19. 감사인, 감사위원회 커뮤니케이션 감사수행 단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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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주요 사항 (필요시)

▶ 기타 주요 사항

 ① 이해관계자

  1. 당사는 직원, 고객, 채권자, 공급자,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관심사항을 

성실히 해결하여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장기적인 주주가치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2. 당사는 법령에나 계약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며, 근로기준

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노력

하고 있습니다.

  3. 당사는 법령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해관계자의 관련 정보 접근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② 공시

  1. 당사는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공시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신

속하고 정확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2. 당사는 중요한 기업정보의 공개 범위나 공개시기에 있어서 특정인을 우대하거

나 차별하지 않으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시하고 있

습니다.

  3. 당사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 회의 내용과 이사회 출석률, 약력, 겸직, 보수, 주식

보유현황 등 일반 지배구조 현황 내용을 적절한 방식으로 외부에 공개하고 있으

며, 해당 내용은 분기별로 변경사항에 대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첨부1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구분 핵심 지표
준수여부 준수여부 표기에

대한 상세 설명
비고

○ Ⅹ

주 주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X
4주 전 :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
2주 전 :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

1-①

② 전자투표 실시 X
안정적인 주주총회 운영을 위하여
전자투표를 미실시

1-②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O 주주총회 집중예상일을 피하여 주주총회 개최(‘21.3.19) 1-②

④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X
배당실시 계획은 공시하고 있으나,
배당정책에 대해서는 미공시

1-④

이사회

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X 승계정책 관련 구체적 명문규정 미수립 3-②

⑥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O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관련 정책 마련 및 운영 중

3-③

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O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는 현재 분리 4-①

⑧ 집중투표제 채택 X 정관 제30조 제3항에 따라 미적용 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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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임원인사규정에 명문화 및 내부 검증 절차 운영 중 4-④

⑩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O 6년 초과 재직 사외이사 현재 미 존재 5-①

감사기구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O 외부회계법인을 통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실시 9-①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X
전담조직은 없으나, 지원조직을 통해 감사위원회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9-①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O 회계·재무 전문가 1인 존재 9-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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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외부감사인과 주기적 의사소통을 하나, 외부감사인
과 회의 ‘20년 3회 개최로 분기별 1회 미만

9-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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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가능

9-②



첨부2  관련 내부규정 리스트

 1. 정관

 2. 이사회 규정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4. 감사위원회 규정

 5. 재무위원회 규정

 6. 내부회계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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