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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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test Corporate Governance News around the World 

 기업지배구조...앞서가는 일본, 뒤처지는 한국 [조선비즈] 

 대선 화두로 떠오른 ‘지배구조 개선’ 방향 [중앙일보] 

 The 2016 Board Diversity Census of Women and Minorities on Fortune 500 

Boards [Deloitte] 

 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 For US Listed Companies [ISG] 

 The importance of transparency about executive pay [FT] 

Toward Accounting Transparency 

 회계법인, 상장사 감사의견 ‘적정’ 아니면 거래소에 즉시 알려야 [조선비즈] 
 금감원, 외부감사인 감독 강화···감사정보 사전 유출 막는다 [뉴스웨이] 

 아직도 대기업은 `슈퍼甲` 회계법인은 `丙` [매일경제] 

 회계 투명성 회복에 사활건 건설사…대우건설 등 보수적 회계처리 [건설경제] 

 BT triples writedowns after full probe of accounting irregularities [CW] 

 Ernst & Young’s Indonesian Affiliate to Settle U.S. Audit Regulator’s Allegations 

[WSJ]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366&aid=000035861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10&oid=025&aid=0002687177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Board_Diversity_2016_Deloitte_1.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Board_Diversity_2016_Deloitte_1.pdf
https://www.isgframework.org/corporate-governance-principles/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20170211_Transparency_about_executive_pay_FT.pdf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357898
http://news.newsway.co.kr/view.php?tp=1&ud=2017020208444166914&md=20170202084459_AO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9&aid=0003883754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702100907132270604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20170201_BT_triples_writedowns_CW.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20170209_EY_Indonesia_WSJ.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20170209_EY_Indonesia_WSJ.pdf


Shareholder Activism 

 증시에도 촛불이 횃불로?…스튜어드십코드와 행동주의 `시너지` [이코노믹리뷰] 

 "스튜어드십코드, 기업 옥죄는 제도 아니다" [더벨] 
 KPMG urges shareholders to monitor companies accounts [Nigerian Tribune] 
 Whole Foods Shareholders Meet Amid Pressure on the Board [W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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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법령정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2017.02.2,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7-46호) 

 개정이유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법률 제 13453호, 2016.7.31. 

공포, 2016.8.1. 시행) 및 하위법령 시행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규모나 

업무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규제로 인해 소규모 금융회사 등에 게 

과도한 업무부담을 주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 일부 

법조항의 해석기준이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하는 한편, 당초 규제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규제 사각지대가 일부 나타난 바 이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여부 보고 기한 명확화(안 제 3조) 

 지배구조내부규범 공시 기한 명확화(안 제 5조) 

 성과보수 이연지급 관련 기준의 명확화(안 제 9조) 

 내부통제기준 운영 규정 정비 및 전담조직 마련 의무 완화(안 

제 11조) 

 위험관리 전담조직 마련의무 완화(안 제 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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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해외동향 

    

 Global News Briefs 

 

국내 감사/감사위원이 참고 할 수 있는 

해외 동향을 요약하고 관련 코멘트를 

제공합니다. 

Contents 

1. 엘리엇, 아르코닉에 CEO 해임 요구 

2. 웰스 파고 이사회, 고위 중역 성과급 삭감 결정 

3. 美 SEC, 중국계 트레이더 '내부자 거래' 혐의로 고발 

4. 꾸준하게 증가하는 감사위원회의 자발적 공시 활동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354
http://www.thebell.co.kr/front/free/contents/news/article_view.asp?key=201702070100014060000842
http://tribuneonlineng.com/kpmg-urges-shareholders-monitor-companys-accounts/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20170207_Whole_Foods_Shareholders_WSJ_1.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lawnregulation_20170227.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lawnregulation_20170227.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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Feb_20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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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KPMG ACI     

 
CORPORATIONS AND SOCIETY: 

DOING SOCIAL GOOD WHILE DOING WHAT’S GOOD FOR BUSINESS 

 

기업의 실적과 관련한 의미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공헌 역할을 고려하는 것은 기업 사고의 

주변부에서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투자자, 고객, 임직원과 주주들은 기업의 전략과 

실행과 관련한 전체적인 영향에 대해 이해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본고에서는 사회적 자본과 기업의 

현실적 성과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출처] Harvard Business Review, KPMG Board 

Leadership Center spons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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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외부전문가 기고     
 

Russell 200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동향    

 

미국 중･소형주의 주식시세를 반영하는 지수인 

Russell 2000 에 포함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배구조 현황(governance practice)조사 결과가 발표 

되었으며, 특징은 다섯가지로 정리 되었습니다. 

[출처] CGS Report, 원문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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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20166-hbr-report-kpmg-web.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20166-hbr-report-kpmg-web.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CG_trend_CGS_report.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20166-hbr-report-kpmg-web.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CG_trend_CGS_report.pdf


VI. 이벤트 

‘미국 통상정책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 세미나 

 일  시: 2017년 3월 7일 (화) 14:00~17:10 

 장  소: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삼성동) 

 목  적: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통상정책, 미국의 세제 개혁 방향,  

         미국 현지 투자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과 향후 전략 논의 

 주  관: 삼정 KPMG ITC/무역협회 공동주관 

 아젠다: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정책 및 통상관련 입법화 현황 및 

시사점  

 트럼프정부 세제개혁 방향과 우리기업의 대응전략 

 글로벌 생산지 – 시장 포트폴리오 전략과 미국 현지 투자 시 고려사항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 최근 사례 및 FTA 혜택을 상쇄하는 국경조치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문 의: 

 개최 전 : 삼정 KPMG ITC 심종선 회계사, +82 2 2112 3085 

jongseonshim@kr.kpmg.com 

 개최 후 : 삼정 KPMG ITC 박문구 전무이사 +82 2 2112 0595 

mungupark@kr.kpm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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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정 대표 

삼정회계법인 감사부문 
 

김유경 상무이사 

ACI Leader 
 

강환우 부장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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