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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뉴스기사
Audit Transparency & Audit Committee
 한국, 회계투명성 61 개국 중 최하위 [동아일보]
 분식회계 기업 문책 강화하고 감사위원회 권한 늘려야 [조세일보]

 공인회계사회 최중경 “회계감사 보수 최저한도 설정… 저가 수임 막아야 감시
제기능” [동아일보]
 삼정 KPMG, '제 2 회 삼정 KPMG ACI 세미나'서 감사위원회 발전방향 모색
[아시아경제]
 [회계감사 콘퍼런스] 오픈토크 1 "한국 회계 투명성 61 위…기업 내 감사위원회
역할 강화해야" [조선비즈]
 [회계감사 콘퍼런스] 호세 로드리게스 KPMG 글로벌 리더 “회계부정은 사소한
데서 시작” [조선비즈]
 공익법인 투명한 회계기준 만든다 [국민일보]

 6 Key Takeaways from IOSCO Audit Committee Survey [Accounting Web]

Importance of Information Protection

 Cyber-security due diligence: a new imperative [Compliance Week]
 Sharpening the Board’s Role in Cyber-Risk Oversight [Wall Street Journal]

 The EU’s GDPR and its Impact on Multinational Employers [Corporate Compliance
Insights]

 Data Localization Takes Off as Regulation Uncertainty Continues [Wall Street
Journal]

Enhance Internal Control
 은행, 분식회계 적발시스템 공동 마련 [파이낸셜뉴스]
 금투협, 투자자문사 내부통제 과정 개설 [한국금융신문]

 How CCOs went from a board-level afterthought to a strategic partner
[Compliance Week]
 Defining compliance program effectiveness [Compliance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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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법령정보
외감법 전부개정안 규제개혁위원회 재심사 통과
개정 내용: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강화




회계법인의

적정한

감사시스템을

규정하는

‘품질관리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회계법인에 준수의무 부과


동 기준에 따라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수준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미흡사항 개선권고 미이행시 외부 공표
회계법인의 독립성 확보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회사 경영진이 아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이관



회사가 회계법인 등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
분식회계에 대한 감독 및 제재 강화




유한회사를 외감법상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 도입



외감법상 분식회계 회사에 대한 과징금 규정(분식금액의 10%, 최대
20 억원) 신설



진행상황:
입법절차(법제처,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금년 9 월경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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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2. SEC, 내부고발자에게 상금 187 억 원 수여
3. SEC 상장기업의 COSO 2013 도입상황
4. 美 CEO 의 보수에 관한 논의
5. Viacom 의 지배주주-이사회 간 경영권 분쟁
6. 브렉시트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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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KPMG ACI
Building a great board (UK ACI)
이사회의

역할은

확대되고

있고,

이사회에

대한

투자자 및 규제당국의 감독 및 관여 수준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이사회를

구성하고 경영권 승계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기업이
미래를

대비하는

현명한

방식일

것입니다.

이

과제들을 이사회가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성공요소와
이사들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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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전문가 기고
주주제안을 통한 감사 선임 동향
최근 불거진 대규모 회계부정 사태는 국내 시장의
견제와 감시 기능에 대한 회의를 야기하였습니다. 이
때문인지 최근 국내 기업에서 주주제안을 통한 감사
선임
회사는

시도가

활발히

일어나고

주주로부터 추천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받은

있습니다.
감사

방어를

위해

후보

그러나
경선에

주주제안이

통과하기 어려운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곤 합니다.
본고는 감사 선임 목적의 주주제안 동향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였으며, 또한 회사가 감사 선임
목적의 주주제안을 방어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제도를
신설한 경우, 신설된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름의 기준에 따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수치화해 보았습니다.
[출처] 삼정 KPMG ACI

Shareholders Working to Narrow the Pay Gap at Major Tech Companies
2015

년

eBay

의

주주총회에서는

남녀

임금

격차(Gender Pay Gap)를 줄이기 위한 사내 정책 및
감소 목표치를 공시할 것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올해는 Alphabet 과 Facebook 의
주주총회에서도
비록

동

유사한

주주제안들이

주주제안이
과반수의

나왔습니다.

찬성을

얻지는

못하였지만, 임금 성 평등을 추구하는 트렌드가
미국 기업 주주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출처] Glass Lew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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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이벤트
2016 삼정 KPMG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세미나


일 시: 2016 년 7 월 14 일 (목) 14:00 ~ 16:30



장 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 30 (소공동 1), 롯데호텔서울 3 층 사파이어볼룸



내 용:
Time

Agenda

13:45 ~ 14:00

등록 및 입장

14:00 ~ 14:05

환영사

14:05 ~ 14:35

원샷법 주요 내용 해설

14:35 ~ 15:05

사업재편계획서 작성 실무 요령

15:05 ~ 15:20

Coffee Break

15:20 ~ 15:40

15:40 ~ 16:10

16:10 ~ 16:30
16:30

Speaker

김교태 CEO
(삼정 KPMG)
허정수 팀장
(산업통상자원부)
이재혁 박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해외사업재편 성공사례와 우리 기업의

이재현 전무

기회

(삼정 KPMG)

원샷법 도입에 따른 세제지원정책

김정 상무

분석

(삼정 KPMG)

사업재편 주요절차와 준비사항

윤창규 상무
(삼정 KPMG)

맺음말

(*) 시간 및 주제 등은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참가비

무료 (설명자료 제공)

 참가신청

상단 Register 버튼을 통해 참가신청

 담당자

한혁 부장 (02-2112-7598, hyukhan@kr.kpmg.com)
이인아 과장 (02-2112-0568, inahlee@kr.kpmg.com)

 찾아오시는 길

서울시 중구 을지로 30(소공동 1) 롯데호텔 3 층 사파이어
볼룸
- 교통편 : 지하철 2 호선 (을지로입구역 8 번 출구)
- 주차 : 롯데호텔 주차 가능



약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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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Contacts

서원정 대표

김유경 상무이사

강환우 부장

삼정회계법인 감사부문

ACI L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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