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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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하시는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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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뉴스기사     
 

Enforcement Actions for Transparency 
 안진 신규감사 1년 정지...회계업계 재편되나 [서울경제] 

 금융위 "회계법인 내부통제 관리 강화…안진사태 재발 막는다" [매일경제] 

 MF Global, PricewaterhouseCoopers Face Off as $3 Billion Malpractice Lawsuit 

Begins [WSJ] 

 SEC Advances Regulation Efforts Even as White House Signals Rollback [WSJ] 

Annual Shareholder Meeting 
 스튜어드십 코드 이해상충 방지 해설서 만든다 [파이낸셜뉴스] 

 상장사 절반 가까이 같은날 주총…기업의 담합? [연합뉴스] 

 금융사 사외이사 인력풀 살펴보니…숫자늘렸으나 일부분야 편중 [뉴데일리] 

 캐묻고 요구하고… 목소리 커진 소액주주들 [중앙일보] 

 2017 Proxy Season Preview [Broadridge, PwC] 

 

  

 
Enhancement of Compliance 

 2016년도 사업보고서 신속점검항목 사전예고 [금융감독원] 
 Ethics and Compliance Program Effectiveness Report [LRN] 

 Top 5 ethics and compliance failures of 2016 [CW] 

 

  

http://www.sedaily.com/NewsView/1ODHUXM4XA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186329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20170306_MF_Global_PwC.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20170306_MF_Global_PwC.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20170228_SEC_Advances_Regulation_WSJ.pdf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378407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17/0200000000AKR20170317164200008.HTML?input=1195m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127225
http://news.joins.com/article/21407076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2017_Proxy_Season_Preview_Broadridge_PWC.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170306_2016_Annual_Report_Review_FSS.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Ethics_and_Compliance_Effectiveness_LRN.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Top_5_ethics_and_compliance_failures_2016_CW.pdf


 금융회사 도덕적 해이 심각…금감원 작년 521명 징계 [연합뉴스] 

 Back to top  

 

 

    

 II. 법령정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계열사 상품판매 집중으로 인한 투자자 선택권 침해방지 및 시장상황 악화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전가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계열사금융거래 집중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 

 계열회사가 발행한 고위험채권을 투자일임 신탁에 편입하는 경우계열회사의 

이익을 위해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제한하는 규제 

 규제도입 이후 위반 사례는 드물었으나, 계열사 집중현상이 소폭감소에 그치는 

등 아직까지 규제도입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이므로 

정부개입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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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해외동향 

    

 Global News Briefs 

 

국내 감사/감사위원이 참고 할 수 있는 

해외 동향을 요약하고 관련 코멘트를 

제공합니다. 

Contents 

1. 상장회사를 위한 2017년 주주총회 대비 전략 

2. 2017년 내부감사의 주요 위험 요인 

3. 포춘 500대 기업, 이사회 다양성 증가했으나 여전히 부족한 수준 

4. 일본 금융청 제 2회 스튜어드십 코드 전문가 회의 

5. 올바른 ‘기업문화’ 형성을 위한 이사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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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5/0200000000AKR20170325042100008.HTML?input=1195m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Financial_Investment_Reg_20170314.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ACI_Monthly_Newsletter_Mar_2017.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ACI_Monthly_Newsletter_Mar_2017.pdf


IV. KPMG ACI 

 The compliance journey – Boosting the value of compliance in a 
changing regulatory climate 

 준법감시는 경영관리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담당자의 책임하에 고안되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내부 경영진, 이사회 및 직원 등 

모든 구성원은 도입목적을 인식하여야 하며, 실효성 

있는 적용을 위해 운용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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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외부전문가 기고     
 

이사회 내 성(Gender) 다양성 증진을 위한 지침 
  

 

호주, 영국, 미국의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이사회 

내 성 다양성에 대해 조사 및 분석한 결과, 대규모 

기업의 경우 대부분 최소 1 명 이상의 여성 이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사회 내 성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데 걸림돌이 

되는 원인으로 적절한 여성 임원 후보가 풍부하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였지만, 직장 내에서 여성의 

기여도를 과소평가하는 관행 또한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밝혀졌습니다. 

  

[출처] State Street Global Advi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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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The_Compliance_Journey.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The_Compliance_Journey.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Gender_Diversity_on_Boards_SSGA.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The_Compliance_Journey.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Gender_Diversity_on_Boards_SSGA.pdf


VI. 이벤트 

 

한국증권학회 2017년도 제 1차 증권사랑방 

 일  시: 2017년 4월 13일 (목) 오후 5:00~6:30 

 장  소: 자본시장연구원 대회의실(여의도 금융투자협회 19층) 

 주  제: 2017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정책방향 

 주  관: 사단법인 한국증권학회 

 발표자: 유광열 상임위원(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토론자:  

– 김대환 대표(미래에셋대우증권 경영혁신부문) 

– 김필규 선임위원(자본시장연구원) 

– 전상경 교수(한양대학교) 

 약  도: 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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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Contacts     
 

 

 

 

 

 

서원정 대표 

삼정회계법인 감사부문 
 

김유경 상무이사 

ACI Leader 
 

강환우 부장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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