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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뉴스기사
Corporate Governance
 ISS 의 국내상장사 지배구조 평가, 삼성전자 1 등급·롯데 8 등급 최하위 [조선비즈]
 기업지배구조 공시 규정 손보는 거래소 [한국경제]
 IT 강국 코리아? 너무도 느린 전자주총 발걸음 [이코노미조선]
 삼성계열사 이사회 의장직 사외이사에 개방 [연합뉴스]
 기아차, 이사회에 '주주권익보호' 투명경영위 만든다 [머니투데이]
 현대차 주총, 정의선 재선임… 기업지배구조 헌장 선포 [머니위크]
 국민연금 "배당률 높여라" 투자기업에 적극 요구 [연합뉴스]

Audit Committee’s Oversight Responsibility

 건설사 ‘어닝쇼크 주범’ 뿌리 뽑을까 [머니위크]
 이사회 안건 찬성률 사실상 100%…'거수기' 논란 여전 [아시아경제]
 삼성·현대차 10 년째 사외이사...경영감시 취지 ‘무색’ [컨슈머타임즈]

 대우조선, 2 조 손실 재무제표 미반영 [한겨레]
 기업 부패 근절 `페어 비즈니스` [매일경제]
Boards & Shareholder Communications

 삼성 사외이사 '교·관·법' 출신이 95% …LG 70% [머니투데이]

 10 대그룹 사외이사 44% 권력기관 출신 [KBS 뉴스]
 주주인 당신은 혹시 권리위에 잠자고 있나요? [뉴스토마토]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들…‘감사선임’ 등 주주제안 적극 [아시아경제]

 前법무장관·검찰총장 등 10 여명 불법 사외이사…징계 심판대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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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법령정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주요

내용:

지배구조법은

크게

금융회사의

임원,

이사회의

구성운영,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대주주의 건전성 유지 등으로 구분.
1. 임원 – 임원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제시하고 이사회가 임면하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 범위와 임직원의 겸직에 대해 규정
2. 이사회 – 사외이사 위주의 이사회 구성 등을 규정하고 지배구조내부규범
마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등 이사회내 위원회 역할 명시
3. 내부통제  위험관리 – 각 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이를 담당하는
임원(또는 직원)의 자격요건  임명절차(이사회가 선임) 등을 규율
4. 대주주 건전성 – 비은행 금융지주  금투  보험  카드에 대한 대주주

변경승인 및 최대주주 자격심사 등을 규정


향후 계획: 입법예고 완료(4 월 26 일) 이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7 월내 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 하위법령인 감독규정은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사항 등을 반영하여 4 월 입법예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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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해외동향
Global News Briefs
국내 감사/감사위원이 참고 할 수 있는 해외 관련
동향을 요약하고 관련한 코멘트를 제공합니다.

Contents
1. 기업지배구조 의미의 변화
2. 정보이용자 친화적 공시에 대한 새로운 접근
3. 英, 여성 리더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노력
4. 사이버 보안에 관한 논의
5. 美 Valeant 디폴트 위기 및 주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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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KPMG ACI
4 Key Challenges for Global Audit Committees
글로벌 기업의 감사위원회가 주시해야 할 주요한 변화와
도전과제는

무엇일까요?

본

보고서는

감사위원회가

마주하는 4 가지의 도전과제(challenges)를 기업문화, CFO
조직의 역량, 글로벌 리스크 관리감독, 법률 및 규정
컴플라이언스로 꼽았습니다. 이러한

도전과제를

감안할 때, 감사위원회 참여의

강화는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KPMG/Forbes Study Asks How Internal Audit Can
Add Value
KPMG 와 Forbes 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내부감사를 보는
관점에 있어 감사위원회와 CFO 사이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의 응답자는 리스크 관리 수행에 있어
외부의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반면, 57%의 응답자는 외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V. 전문가 기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및 금융사지배구조법과 상법 간
감사위원회·감사 규정 비교
금융위원회는 지난 3 월 18 일,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40 일 간의 입법예고를 공표하였습니다.
시행령 제정안은 임원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 사외이사 인원
수, 성과중심문화를 반영한 보수체계,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다양한 지배구조 이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중
감사위원회 및 상근감사와 관련한 내용으로는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분리 선임 시 합산 3% 규칙 적용, 자산총액 1 천억 원 이상인
금융회사의 상근감사 선임 의무화가 있습니다. 한편,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된 이 시점에 금융사지배구조법과 상법 내 감사위원회 및 감사 관련
조항을 비교해 봄으로써 금융사지배구조법의 의의를 모색해보겠습니다.

주요국 모범규준 내 이사회 평가 규정 현황
이사회 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국내외 트렌드에
따라,

주요

이사회

국가들이

평가의

권고하고

있는지

있습니다.

주요

이사회

평가를

주체･빈도･절차･범위
전반적으로
대상으로는

검토한

얼마나
등에

중시하는지,
대해

내용을

어떻게
소개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신흥경제대국 BRICs 에 속하는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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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이벤트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을 위한 공청회 및 정책 토론회


내용: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올해 최신의 글로벌 스탠다드 및 기업의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2 차 개정을 앞두고 있음. 개정안에 대해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



일시: 2016 년 4 월 18 일 (월) 13:30~17:30



장소: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본관 1 층)



주최: 한국거래소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문의: 02-3775-3722, 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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