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뉴스레터 

글로벌  KPMG ACI(Audit  Committee Inst i tute , 감사위원회 

지원센터)는 한국을 포함한 40 여 개국에서 감사위원회의 위상 

제고와 바람직한 역할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 활동과 간행물 

발행 그리고 지식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정 KPMG 

ACI 는 감사위원회에 재무보고 감독, 감사품질 확보, 리스크관리, 

국내외 규제 준수 등 실용적 정보의 전달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감 사 위 원 ·  감 사 · 사 외 이 사 · 기 타  이 사 회  멤 버 

간 지식교류의 장을 마련해오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지원센터는 월간뉴스레터에서 감사위원회와 관련한 

국내외 최신 동향 ,   법령정보 ,  전문가 기고 내용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교육 및 강연 등 이벤트 소개를 통해 보다 유익한 

정 보 를  전 달 하 여  추 진 

하시는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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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1 | 뉴스기사     
  외감법 개정안 통과 불투명 ..회계제도 개선안 발목 잡나 [파이낸셜뉴스] 
 대우조선 감사위원회 고재호 사장 수사촉구..감사위원장이 고 사장때 

사외이사였는데?[파이낸셜뉴스] 
 박 대통령 새해 첫 국무회의서 강조한 '부패척결' 실천방안 수립 [포커스뉴스] 
 美 기업범죄 저지른 임원 93% 해고 vs. 韓 절반이상 현직 복귀 [헤럴드경제]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기업 지배구조 바꾸나 [데일리한국] 
 회계부정 내부고발자 포상 5억까지 확대 [뉴시스] 
 일반주주 49% 한전, 사외이사는 기재부장관이 임명하는게 맞을까? [경향비즈] 
 건설사의 회계투명성 [아주경제] 
 애플은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허핑턴포스트] 
 부실감사 부르는 '짠물' 보수 [머니투데이] 
 폭스바겐이 ‘레드맨’ 말만 들었어도 디젤 스캔들은 없었다 [서울신문] 
 김교태 삼정 KPMG 대표이사, “감사위원회 활성화 위해 노력할것”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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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2 | 법령정보     
 외부감사 관련 감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사례(’15.12.29) 

 추진배경: 외부감사 관련 감사 및 감사위원회 기능 활성화 및 외부-내부감사의 연계 

강화를 유도하기 위함. 지난 10 월 발표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1 의 

후속조치의 일환 

 주요내용: 외부감사인 선임, 외부감사 실시, 외부감사 종료, 사후관리 및 기타 단계에 

걸쳐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재무제표 및 외부감사 과정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임 
 

 

   

  1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15.10.28) 

회계, 공시, 감사, 감독 전 부분에서 회계 신뢰성 제고 및 투자자보고 강화 추진을 

목적으로 발표됨. 감사기능 내실화를 위해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하도록 하고 회계부정 발생 시 감사위원회에 대한 실질적 책임 부과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강화에 관한 규정(’15.12.21) 

 추진배경: 지금까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기구의 역할이 적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효율적인 감사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온정적 경향으로 적정한 

징계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함 

 주요내용: 감사담당자를 전문직위로 지정하거나 장기간 근무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감사담당자가 감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감사 직무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등 자체감사기구의 공정성을 높이고, 감사담당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우수한 인재를 감사담당자로 영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한편,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자체감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자체감사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을 강화하고 실효성과 효율성이 높은 자체감사제도를 구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목적을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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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3 | 해외동향 

 
   

 Global News Briefs 

국내 감사/감사위원이 참고 할 수 있는 해외 관련 동향을 

요약하고 관련한 코멘트를 제공합니다. 

 

 

 

Contents 

1. 한국과 미국의  분식회계에 대한 고발프로그램 활성화 경향 

2. 미국과 한국의 이사회 임기 및 정년에 대한 입장차이 

3. 회계분식 대응 조치 강화 

4. 주주행동주의 펀드들의 수익률 현황 

5. 미국 이사회 다양성 강화에 대한 투자자 요구 증가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1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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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781991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ACI_global_news_briefs_jan_20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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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4  | KPMG’s ACI     
 감사위원회 신년 이슈 브리핑: ‘기업지배구조와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위원회 역할 
 

본 보고서에서는 바람직한 감사위원회의 역할 정립과 관련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내 제도 및 감독 방향의 변화’를 

짚어보고, 국내 감사위원회가 참고할만한 해외 감사위원회 운영 사례 

및 아젠다를 언급할 것 입니다. 또한, 최근 정부당국에서 발표한 

『외부감사 관련 감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사례』 검토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증대된 역할과 책임을 언급할 것 입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산하에 

직속기구로서 내부감사 조직을 두고 감사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내부감사기능’의 의의에 대해서도 짚어보고, 감사위원회의 올바른 역할 정립을 위해, 

감독당국, 경영진 및 외부감사인의 개선 노력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On the 2016 Audit Committee Agenda  
 

올해의 키워드는 글로벌 유동성과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로 요약됩니다. 이에 중량감 있는 감사위원회 

아젠다 실행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글로벌 ACI 에서 지난 1 년간 감사위원회 

및 비즈니스 리더와의 교류와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발표한 여섯 가지 범주의 2016 

감사위원회 아젠다를 소개합니다.  

1. 감사위원회 아젠다 실행에 대한 통제력 강화 

2. 재무보고 품질확보를 위한 CFO조직의 리더십, 승계계획,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에 중점 

3. 회계추정의 근본이자 주요가정에 영향을 주는 적정가치추정, 손상(impairments), 판단 

관련 모니터링 강화 

4. FASB의 새로운 수익인식기준 도입과 신규 국가간 세무보고에 대응한 회사의 준비 철저 

5. 감사품질 및 외부감사인 역할 강화 

6. 감사위원회에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공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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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ACI_issue_briefing.pdf
https://boardleadership.kpmg.us/content/dam/blc/pdfs/2015/on-the-2016-audit-committee-agenda.pdf


 Section 5 | 전문가 기고     
 ‘리스크 탄력성(Risk Resilience)’을 길러라:  

패러다임(Risk Paradigm)이 바뀐다 
 

불확실성에 대응한다는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는 견제와 균형을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매커니즘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투명한 기업지배구조의 구축’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증대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도시바의 회계부정 스캔들과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수주산업의 ‘회계절벽’ 사건에서 해당 기업의 감사위원들이 사회적 이슈의 중심에 

있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사항이 높음을 

대변합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가 기업이 처한 리스크를 적시에 인지하고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여러 한계가 있음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KPMG 의 RRL(Risk Resilience Lab)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리스크 대응역량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1990년부터 25년간의 리스크 흐름을 추적하여 그 특징을 분석하여 보았습니다. 

 
 

 

   

 지배구조와 기업범죄  

- 미국과 한국의 연구를 중심으로 - 
 

본 기업범죄의 발생과 이에 대한 법 집행당국의 미온적 대처는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 따라서 지배구조와 기업범죄에 

대한 시각을 넓히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사례에 근거한 실증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국가 간 비교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업범죄에 대한 높은 관심과 빈약한 연구라는 괴리를 

메우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기업범죄와 관련된 최근의 국내･외 연구 동향을 소개 

합니다.  

Contents 

Ⅰ. 글의 목적 

Ⅱ. 기업범죄에 대한 정의 

Ⅲ. 기업지배구조와 기업범죄에 대한 연구 

Ⅳ. 한국에서 지배구조와 기업범죄에 대한 추후 연구 주제 

[출처]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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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KPMG_Risk_Insigh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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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6 | 이벤트 

 흑자경영연구소 감사실장 교류회 - 리스크 기반의 내부감사계획 수립 
 날짜: 2016년 2월 23일 (화) 

 내용: 제한된 감사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리스크 기반의 내부감사계획 수립 

 장소: 세종호텔 3층 

 문의: 02-2263-2501 

 

   

 상장회사감사회 조찬강연 

 날짜: 2016년 2월 25일 
 내용: 시사성 있는 감사관련 주제와 정책방향 등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여 감사회원들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 

 장소: 글래드 호텔 
 문의:  상장회사협의회 연수팀 02-2087-7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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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Contacts     
 

 

 

 

 

 

서원정 대표 

삼정회계법인 감사부문 
 

김유경 상무이사 

ACI Leader 
 

강환우 부장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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