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뉴스레터 

감사위원회 지원센터는 월간뉴스레터에서 감사위원회와 

관련한 국내외 최신 동향,  법령정보, 전문가 기고 내용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교육 및 강연 등 이벤트 소개를 

통해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여 추진 하시는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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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뉴스기사     
 

Transparency of Audits 

 외감법 전면개정안 2년째 '낮잠'…회계투명성 개선 지연 [조세일보] 
 감사인 선임시기부터 바꿔야 회계투명성 높아져 [조세일보] 

 자산실사·자문업무 금지.. 외부감사 독립성 키운다 [파이낸셜뉴스] 

 

  

 
The 20th National Assembly 
 금뱃지 단 9명의 세무·회계사…'여의도'로 진군하다 [조세일보] 

 채이배, “대주주, 기업 지분 가진 만큼만 권한 행사해야” [한국일보] 

 

  

 
Toward Sound Corporate Governance 

 거래소, 18일 기업지배구조 개선안 공청회 개최 [연합뉴스] 

 거래소, KIND에 대기업 ESG 등급 공개 [아시아경제] 
 학계 출신 대기업 신규 사외 이사, 35%가 경영학과 교수…3분의 1이 서울대 

[The CEO Score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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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6/04/20160426292797.html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6/04/20160420292307.html
http://www.fnnews.com/news/201604061736033816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6/04/20160415291977.html
http://www.hankookilbo.com/v/c83d6f1ab53143aa8cf8e54793f3756a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11/0200000000AKR20160411069000008.HTML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41821252018195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20110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20110


 II. 법령정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 행정예고 
(4.28~6.7)  
 주요 내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정 추진 

1. 임원 – 임원 선ㆍ해임시 임기, 업무범위, 권한 등 공시ㆍ보고, 겸직기준 

세부사항 수립 

2. 이사회 – 감사위원회ㆍ위험관리위원회ㆍ보수위원회 운영방안 및 

의무사항 구체화, 지배구조내부규범 공시, 

3.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 내부통제기준 설정, 위험관리책임자 지원조직 

마련 

4. 대주주 건전성 등 –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 적격성 심사 시 

금융감독원장의 정보 요청 권한 

 감사위원회 관련 세부 내용: 금융위(감독원장에 위탁)에 감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현황, 감사결과ㆍ조치내역 등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내 제출 

– 다만, 임원의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 또는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고 

※ 지배구조법은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내용 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하도록 규정 → 보고서의 주요 내용, 보고주기 등을 세부적으로 규율 

 향후 계획: 행정예고 완료(4.28~6.7) 후, 규개위 심사ㆍ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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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해외동향 

 
   

 내 감사/감사위원이 참고 할 수 있는 해외 관련 동향을 

요약하고 관련 코멘트를 제공합니다.  
 
 
 
 

Contents 

1. 효과적 내부감사 수행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기술 

2. 美 , 이사회 다양성 제고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 확산 

3.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미국과 영국의 주주들 

4. 기업 내 윤리 및 준법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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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19423&no=12094&s_title=&s_kind=&page=1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19423&no=12094&s_title=&s_kind=&page=1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KPMG_ACI_Global_News_Brief_April_2016.pdf


IV. KPMG ACI 
Directors Quarterly 

 

본 보고서에서는 이사회가 직면한 장애요소와 도전과제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또한, 최근 떠오르는 이슈들인 사이버 보안, M&A 및 재무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언 
 
국내 기업의 감사위원 및 감사는 법률이나 모범규준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도 까다롭고, 부여된 권한도 폭넓은 

편이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 경영진이나 지배주주를 견제할 

만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사내 

경영정보에 대한 접근도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본고는 국내 감사기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회 내 사외이사 위상 제고, 감사보조기구 

설치,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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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전문가 기고     
 

ISS, 이사회 리더십 구조가 CEO 보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보고서 
발표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 는 이사회 리더십 구조(Board 

leadership structure)가 CEO 의 보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 이사회 

리더십 구조가 내부자 유형인 경우에 CEO 보수가 

평균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유형이 겸직일 때 두번째로 

높았으며, 독립적 외부자 유형에서 CEO 보수가 가장 

낮았습니다. 독립적 외부자가 이사회를 이끌고 있는 

기업들이 CEO 를 더 효과적으로 감시한다고 간접적으로나마 

볼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https://boardleadership.kpmg.us/content/dam/blc/pdfs/2016/directors-quarterly-april-2016.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20160429_ACI_Issue_Briefing_April.pdf
http://www.cgs.or.kr/index.asp?MenuIndex=E&SubIndex=5&rNo=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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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이벤트 

 
   

 감사위원과 감사를 위한 Audit Committee Handbook 교육 프로그램 
 일시: 2016년 5월 20일 (금) 09:30~15:50 

 장소: 삼정 KPMG 본사 GFC 27층 교육장 

 참가비: 10만원 (점심 & 설명자료 제공), 현금 현장수납 및 계좌이체 

(계좌정보는 문의 시 안내) 

 참가신청: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강환우 부장 (02-2112-7728, hwanwookang@kr.kpmg.com) 

      엄수진 선임연구원 (02-2112-7608, sujineom@kr.kpmg.com) 

 내용: 본 프로그램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감사와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이해하고 그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실천적 해법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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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Contacts     
 

 

 

 

 

 

서원정 대표 

삼정회계법인 감사부문 
 

김유경 상무이사 

ACI Leader 
 

강환우 부장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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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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