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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뉴스기사
Enhance Audit Quality
 삼성그룹, 회계 투명성 강화 나섰다 [데일리안]
 금감원, 조선·건설 등 수주업종 기업 공사현황 전수 조사 [서울경제]
 [‘위기탈출’ 경영 트렌드③] 재계, 투명한 기업 만들기 ‘화두’ [뉴스포스트]

Anti-Bribery

 [김영란법 파장]빛과 그림자…청렴도 높아지면 경제효율성도 향상, 단기적으론
내수위축 우려 [헤럴드경제]
 [김영란법 온도차] 여, 보완필요 VS 야, 강력한 시행 [시사위크]

 A blizzard of corruption has 2016 off to a roaring FCPA start [Compliance Week]
Boost Compliance
 가스안전公, 우수감사 활동기관으로 선정 [투데이에너지]
 금감원-금투협회, 운용사 내부통제 자정 나선다 [머니투데이]

 New gold standard for ethics and compliance programs [Compliance Week]
 Experts talk on boosting hotline effectiveness [Compliance Week]
 The rules of the road for corporate monitors [Compliance Week]

 SEC Issues Third-Largest Award to Whistleblower [W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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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법령정보
PCAOB 의 감사보고서 내 감사기준에 대한 제안서


제안 내용:
- 감사인이 판단하는 중요 감사 이슈(Critical Audit Matters) 공시
- 부정사안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상세화
- 감사인의 독립성, 감사 계약기간, 재무제표 외 정보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에 대한 공시 강화



진행상황:
2013 년 8 월 13 일에 제안된 이후 3 년 만인 지난 2016 년 5 월 11 일, 내용을
보완하여

재제안(Repropose)된

상황임.

현재

의견

수렴

중이며,

향후

최종안이 나오면 SEC 가 최종승인하는 절차를 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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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PS 도입과 유한회사에 관한 논의
2. 내부고발제도(Compliance Hotline)의 효과성
3. 외부감사 시장의 경쟁도와 외부감사 독립성
4. 이사회의 재임기간과 기업가치 간 상관관계
5. Swift 사 지배주주 일가의 회사자산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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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KPMG ACI
EU Audit Reform: Two Observations about Audit Committee composition
최근

유럽연합(EU)의

Reforms)에

감사

개혁안(Audit

대응하고자,

재무보고위원회(FRC)는

영국

영국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감사위원회 구성원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회계 및 감사 관련 전문성을 가질 것과
감사위원회가 회사가 속한 업종 관련 지식을
갖출 것을 준의무화하는 조항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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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전문가 기고
美 CEO 승계에 관한 정보공시의 중요성
미국 투자자책임연구센터(IRRCi)의 보고서에 따르면, CEO
교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경영권

승계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한

기업들의

정보를

경우

투자자들에게

해당

보고서는

사전에
제공해온

성공적인

CEO

교체의 기준으로 사내 경영진 출신여부, 정식 CEO 여부,
퇴임 및 선임 관련 공시일, 최소 2 년 이상의 재임기간
등 비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하였습니다.
[출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감사위원회 및 감사의 전문성 관련 규정
감사위원 및 감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전문성
요건은 회계 또는 재무에 관한 지식입니다. 재무제표의
진실성과 재무보고절차의 적정성을 감독하기 위해서는
회계 및 재무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상법,

자본시장법

등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도 감사위원회
내 최소 1 인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법률로서 정하고 있습니다.
회계 또는 재무 지식 외 감사위원 및 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 요건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출처] 삼정 KPMG A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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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이벤트
제 2 회 삼정 KPMG Audit Committee Institute (ACI) 세미나


일 시: 2016 년 6 월 24 일 (금) 13:30 ~ 16:00



장 소: 서울시 중구 롯데호텔서울 3 층 사파이어볼룸



내 용:
Time

Agenda

13:30 ~ 14:00 [30 분]

Speaker
참가자 등록

14:00 ~ 14:05 [05 분]

김교태 CEO

인사말

(삼정 KPMG)

Session I -

이만우 고려대 교수

강화되는 법  제도

14:05 ~ 14:35 [30 분]

(신한금융 감사위원장)

환경하의 감사위원회 역할
Session II 14:35 ~ 15:05 [30 분]

Global audit committee

Jose Rodriguez

practices: Operational

(KPMG Global ACI Head)

excellence
Session III 15:05 ~ 15:35 [30 분]

올바른 기업지배구조와

김유경 상무이사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삼정 KPMG ACI Leader)

감사위원회 발전 방향
15:35 ~ 15:50 [15 분]

Q&A

15:50 ~ 15:55 [05 분]

맺음말

서원정 감사부문 대표
(삼정 KPMG)



참가비: 무료 (설명자료 제공)



신청방법: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강환우 부장 (02-2112-7728, hwanwookang@kr.kpmg.com)
- 엄수진 선임연구원 (02-2112-7608, sujineom@kr.kpmg.com)



약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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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정 대표

김유경 상무이사

강환우 부장

삼정회계법인 감사부문

ACI L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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