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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KPMG Global이 발간한 Thought Leadership이며, 
삼정KPMG 경제연구원에서 국문 요약한 자료입니다.

보고서 원문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xx/pdf/2016/
08/through-the-looking-glass.pdf

KPMG는 General Counsel에 대한 보고서 ‘Through the looking
glass’를 발간했습니다. General Counsel은 기업의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법무 업무를 책임집니다. 적지 않은 기업이 CLO(Chief Legal
Officer: 최고법무담당임원)를 두고 있기도 한 가운데, 보고서에서의
General Counsel은 기업 법무팀 임직원 및 CLO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KPMG의 ‘Through the looking glass’는 General Counsel에 관한
KPMG의 세 번째 보고서입니다. 첫 번째 보고서는 2012년 발간된
‘Beyond the Law: KPMG’s global study of how GC’s are turning risk
to advantage’이며 , 기업 전략 수립을 위한 General Counsel의
역할이 커져가고 있다는 부분이 강조된 바 있습니다 . 두 번째
보고서는 2014년 발간된 ‘Over the horizon: How corporate counsel
are crossing frontiers to address new challenges’이며 , CLO가
기업의 글로벌화와 미래 트렌드를 읽는 데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부분이 분석되었습니다.

세 번째 보고서 ‘Through the looking glass’는 첫 번째 및 두 번째
보고서와는 접근 방법을 다르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고서는
General Counsel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지 않고 , General
Counsel이 아닌 기업의 CEO와 같은 비즈니스 리더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xx/pdf/2016/08/through-the-looking-glas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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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진이 바라보는 General Counsel의 역할

‘Through the looking glass’에는 북미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기업의 CEO, 회장, 감사위원회 위원장, 그 외 이사진(Board member)
등 34명의 비즈니스 리더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한 결과를
담았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이 의미하듯이, C-level의 최고경영진이 유리 창문
밖에서 바라보는 General Counsel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 즉 , ‘Through the looking glass’는 ‘최고경영진
입장에서 본 General Counsel’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C-level이 생각하는 General Counsel의 현재 주요 역할과 미래에
보완해야 할 역할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터뷰는 다음의 3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인터뷰 분석 결과, 기업의 최고경영진은 General Counsel이 기업의
법무팀 또는 법무 부문을 운영할 때, 기업의 전체 전략과 통합적으로
맞물려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업 비즈니스의 가치를
더욱 강화하는 데 General Counsel이 우선적으로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Source: Through the looking glass, KPMG International, 2016

《 최고경영진 대상 인터뷰 진행 시 3가지 중점 사항 》

General Counsel이기업비즈니스와사내
이사회업무의가치를어떻게증진했는가? 

향후 5~10년동안 General Counsel의위치와
역할이어떻게변화할것인가? 

General Counsel이기업의미래를위하여
보다높은가치를어떻게창출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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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진은 General Counsel이 기업 가치의 수호자(protector)

역할과 기업 가치의 실현자(enabler) 역할을 동시에 하기를 바랍니다.

기업 가치 수호자로서의 General Counsel은 기업의 법적분쟁을

해결하고, 기업이 법적으로 보장 받고 있는지, 법적인 리스크가

있는지 등을 점검합니다. 기업 가치 실현자로서의 General Counsel

은 기업의 법적 안정성을 기업의 전체 전략과 연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법무 임직원의 리스크 관리 요소

KPMG는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비즈니스의 환경 속에서,

기업의 최고경영진에게 General Counsel이 초점을 맞춰야 할

리스크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 1) 정부 규제(Regulation) 및 정책, 2) 기술 관련 리스크, 3)

법적 소송 (Litigation), 4) 기업의 계약 (Contracts), 5) 기업의

명성(Reputation) 등 다섯 가지가 General Counsel이 중점을 둬야 할

주요 리스크로 꼽혔습니다. 정부의 규제가 리스크 중 우선 항목으로

꼽힌 데 이어, 기술 관련 리스크가 두 번째 항목으로 거론된 데

주목해야 합니다. 인터뷰에 임한 최고경영진은 사이버 공격 등을

기술 관련 리스크의 예로 들며, 대처 방안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Source: Through the looking glass, KPMG International, 2016

《 General Counsel이 중점 둬야 할 5대 리스크 》

규제

기술관련
리스크소송

기업의
명성

계약 5
key 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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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성 증대 환경에서의 법무 임직원 역할 강화

최근 기업의 최고경영진은 General Counsel에게 보다 폭넓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적 소송이나 계약 등 법률 이슈 그 자체만을
다루는 업무에서 한 층 더 나아가,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 시 General
Counsel이 전략적 자문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General
Counsel이 기업의 리스크를 인지하여 사전예방적 , 지속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기를 바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증진하는
데에도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오늘날 General Counsel의 폭넓은 역할 및 책임 》

General Counsel

기업의
사회적책임
(CSR) 증진

일부경우,
기업서기관

역할

일부경우,
이사회멤버

기업의
해외거래

최고윤리
책임자

(Chief Ethics
Officer)

계약관리

기업리스크
지속인지

법적소송

기업문화
구축

글로벌법규
준수주도

법무본부
책임자

전략적
자문제공

Source: Through the looking glass, KPMG International, 2016



Document Classification: Samjong KPMG Confidential

ⓒ 2017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Global Thought Leadership

5

법무 임직원이 수행해야 할 필수 역할

General Counsel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묻는 인터뷰를
최고경영진에게 진행한 결과, 오늘날 최고의 General Counsel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속성은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비즈니스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적법성 및 적정성에 기반을 둔
법적 검토를 통하여 , General Counsel은 기업의 임원진에게
인사이트가 담긴 사업 자문을 하며, 비즈니스를 이끌어야 합니다.

둘째, 리스크 매니저가 되어야 합니다. 복잡성이 증대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General Counsel은 기업이 받는 여러 위협을 감지해야
합니다. 법적 위험을 점검하며, 리스크 관리를 해나가야 합니다.

셋째, 기술 챔피언이 되어야 합니다.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갖추고
법무 업무 전반에 적용을 하여, 디지털 시대 속에서 기업의 사업
수행에 기여해야 합니다.

넷째, 핵심 커뮤니케이터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이사진 및 투자자
에 이르는 다수의 이해관계자 및 정책입안자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기업 가치 창출을 이끌어야 합니다.

다섯째, 기업 문화 구축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 임직원이 업무
전반에 걸쳐있는 리스크를 항시 감지하며 법규를 준수하도록 ,
준법경영을 위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Source: Through the looking glass, KPMG International, 2016

《 최고경영진이 바라는 General Counsel의 역할 》

비즈니스 리더

리스크 매니저

기술 챔피언

핵심 커뮤니케이터

기업 문화 구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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