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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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ward Accounting Transparency 

 (보도자료)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첨부자료)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Q&A 및 참고자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회계업계 “회계감사는 공적재화, 감사보수체계 변화해야” [헤럴드경제] 

 금감원, 특별감리실 신설…회계감리주기 절반으로 줄인다 [한국경제] 

Enhancing Shareholder Rights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입조처가 본 의의와 과제는 [국회 ON] 

 스튜어드십코드…배당확대 요구하면 경영참여? [이데일리]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 추진 [내일신문] 

 헤지펀드업계도 스튜어드십코드 촉각…전략 다변화 '기대' [더벨] 

 26년간 기대온 '섀도우보팅' 올해 일몰, 기업들의 대안은 [머니투데이]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20170123_FSC_FSS_Comprehensive.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20170123_FSC_FSS_Comprehensive.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20170120_FSC_FSS_Comprehensive_App.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20170120_FSC_FSS_Comprehensive_App.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20170120_FSC_FSS_QnA.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20170120_FSC_FSS_QnA.pdf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6&aid=000118333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5&aid=0003707111
http://www.naon.go.kr/content/html/2016/12/28/f3c52a51-bf30-4126-a051-50d8771d111f.html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3716649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23966
http://www.thebell.co.kr/front/free/contents/news/article_view.asp?key=20170118010003561000211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8&aid=0003799209


Boosting Whistleblower Program 

 공정위, 내부고발자에 4억 9000만원 지급 [중소기업뉴스] 

 SEC Awards $5.5 Million to Whistleblower [WSJ] 

 SEC Alleges BlackRock Forced Outgoing Employees to Waive Whistleblower 

Rights [WSJ] 

 Financial Firm Allegedly Hunted Down Whistleblowers Amid SEC Accounting 

Inquiry [WSJ] 
 Back to top  

 

 

    

 II. 법령정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등 12 인) 발의 [국회] (2016.12.26., 
의안번호: 2004597) 

 현행법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적인 구제수단으로써 주주의 신주발행 

유지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합병 등 구조재편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최근 대기업이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통하여 주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한 합병이 이루어졌다는 여론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현행법상 

사후적 구제수단으로 합병무효소송이 있지만, 사전적 구제수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합병 등 회사 구조개편에 대한 사전적 구제수단으로 합병유지청구권을 

규정하여 주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방 및 방지하도록 함(안 

제 522조의 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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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해외동향 

    

 Global News Briefs 

 

국내 감사/감사위원이 참고 할 수 있는 

해외 동향을 요약하고 관련 코멘트를 

제공합니다. 

 

   

http://news.kbiz.or.kr/news/articleView.html?idxno=43339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20170106_SEC_Award_Whistleblow_WSJ.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20170117_Blackrock_Whistleblow_WSJ.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20170117_Blackrock_Whistleblow_WSJ.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20170119_HomeStreeet_Whistleblow_WSJ.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20170119_HomeStreeet_Whistleblow_WSJ.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2004597_Law_JKLee.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2004597_Law_JKLee.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ACI_Monthly_Newsletter_Jan_2017.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ACI_Monthly_Newsletter_Jan_2017.pdf


Contents 

1. 美 이사회, 수년 간 여성 임원 배제 

2. FCA도···르노도···글로벌 車업계 디젤게이트 확산 

3. 올해 글로벌 감사위원회의 최우선 도전과제 : 리스크관리 감독업무 

4. 美 증권거래위원회, 내부고발자에 포상금으로 550만 달러 지급하기로 결정 

 

 Back to top  

 

 

    

 IV. KPMG ACI     

 
Is everything under control? (Global ACI) 

 

장기화되는 저성장,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 기술 

발전, 사업모델 붕괴, 사이버 위협, 감독당국 규제 

강화, 투명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아지는 기대수준 

등 최근의 트렌드를 고려할 때, 전세계 감사위원들이 

2017년에 회사가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리스크 관리를 손꼽은 것이 십분 이해가 

됩니다. 감사위원들은 재무보고와 감사품질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으나 법규 준수, 

사이버 리스크 대비, 확대된 기업조직 내 통제환경 

관리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Global ACI가 수행한 2017 Global Audit Committee 

Pulse Survey의 주요 내용을 본 보고서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Back to top  

 

 

    

 V. 외부전문가 기고     
 

Top 10 Topics for Directors in 2017  

  

 미국의 로펌 Akin Gump Strauss Hauer & Feld 는 

2017 년 이사회가 당면하는 10 가지 Hot 

Topic 으로 기업 전략, 정치적 변화, 주주와의 

관계, 사이버 보안, SEC 감독, 외국인 투자 규제 

변화, 이사회 구성, 임원 보수,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재앙을 손꼽았습니다. 

  

[출처]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ial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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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ome.kpmg.com/content/dam/kpmg/xx/pdf/2017/01/2017-global-audit-committee-pulse-survey-global-non-interactive.pdf
https://corpgov.law.harvard.edu/2017/01/22/top-10-topics-for-directors-in-2017/
https://home.kpmg.com/content/dam/kpmg/xx/pdf/2017/01/2017-global-audit-committee-pulse-survey-global-non-interactive.pdf
https://corpgov.law.harvard.edu/2017/01/22/top-10-topics-for-directors-in-2017/


VI. 이벤트 

경제민주화를 위한 회계투명성 제고 토론회 

 일  시: 2017년 2월 10일 (금) 10:00 ~ 12:00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 

 주  제: 회계투명성 없이 경제민주화가 가능한가? 

 주  관: 김관영, 박찬대, 엄용수, 유동수, 최운열 의원 등 공동주관 

 발제자: 동국대 회계학과 김갑순 교수 

 내  용: 

–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공정거래질서의 확립과 회계투명성의 확보라는 

두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국제적으로 IMD(국제경영개발원)의 2016 국가경쟁력평가에서 회계 및 

감사부문은 61개국 중 61 위로 최하위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의 2016년 기업지배구조 워치(watch)에서 

아시아 12개국 중 ‘기업지배구조 생태계’ 부문 8위, ‘기업 실천’ 부문 

12위로 최하위 (기업 1000여개를 조사해 발표) 

–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조건인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개최하고자 함 
 Back to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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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정 대표 

삼정회계법인 감사부문 
 

김유경 상무이사 

ACI Leader 
 

강환우 부장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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