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ember 30, 2016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뉴스레터

In this Issue
감사위원회

지원센터는

월간뉴스레터에서

감사위원회와

법령정보, 전문가 기고 내용을

I. 뉴스기사

제공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교육 및 강연 등 이벤트 소개를

II. 법령정보

통해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여 추진 하시는 업무에

III. 해외동향
IV. KPMG ACI

관련한 국내외 최신 동향,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V. 전문가 기고
VI. 이벤트
Key Contacts

I. 뉴스기사
Latest Corporate Governance News around the World
 2016 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2016 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U.K. looks to make big changes in corporate governance [CW]
 New Corporate Governance Code published (Netherlands) [Lexology]
 Abe’s corporate governance reforms show signs of progress (Japan) [FT]
 Listed companies show progress in corporate governance disclosures (Malaysia)
[TheStar]

Audit Quality Improvement

 Audit Committee Oversight Makes Investors More Confident [Bloomberg]
 Preparing for new revenue recognition standard [CAQ]
 Audit Fees Rise Again [CFO.com]
 KPMG's latest inspection shows more modest improvement [CW]

 Big Four Accounting Firms Show Fewer Problem Audits [WSJ]
Shareholder Activism
 내년 주총서 기관 의결권행사 거세진다 [매일경제]
 Microsoft Wins Proxy Access Vote, Shareholder To Keep Pushing [WSJ]

 Goldman, Citigroup Targeted by Diversity Activists in 2017 [Bloomberg]

 Minority Shareholders Wise Up in 2016 [W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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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법령정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금융위원회)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재입법

예고

개정 이유:




상법 개정 등 그간의 관련 제도 개편과 회계투명성 강화 요구에 대응하여
법률의 규율대상을 유한회사 등으로 확대하고,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등을 개선함과 동시에 외부감사인 독립성 책임성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 개정 항목







법률명 변경 및 체계 정비



외부감사 대상에 매출액 기준 도입(안 제 4 조)



유한회사 외부감사 도입(안 제 4 조, 제 5 조, 제 8 조, 제 10 조, 제 23 조)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요청 등 금지(안 제 6 조)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회계규율 강화(안 제 9 조, 제 10 조)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개선(안 제 10 조)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의 의무교체제도 강화(안 제 10 조)



감사인 품질관리제도 확립(안 제 17 조, 제 25 조, 제 26 조, 제 29 조)



이사의 부정행위 발견시 감사인의 증선위 보고(안 제 22 조)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안 제 28 조)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행정조치 정비(안 제 29 조)



회사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안 제 35 조, 제 36 조)
진행상황:
주목받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금번 개정안은 2017 년 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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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 내부고발 저해ㆍ보복 기업 처벌
2. 네덜란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
3. 영국, CEO '고액연봉 규제' 후퇴
4. 감사위원회의 감독기능과 투자자의 안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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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KPMG ACI
삼정 KPMG ACI ‘감사위원회 저널(Audit Committee Journal)’ 발간 안내
삼정KPMG

는

2017년

준비하였던

‘감사위원회

1월

지난

저널(Audit

6개월간

Committee

Journal)’을 발간합니다. 삼정KPMG ACI는 발간물을
통해 감사기구 및 제도 연구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로 발돋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저널’은 크게 6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ACI Insight’ 에서는
회계투명성,

기업지배구조와

중심으로

감사기구

관련된

역할의

주제를
중요성을

다루었습니다. ‘Depth Interview’에서는 감사제도
또는 감사기구와 관련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에 관한 전문가와의 대담 내용을 담았습니다.

‘Opinion Leader’s View’에서는 ACI 자문교수를 포함한 사회 저명인사의 시사성
있는 칼럼을 실었습니다. ‘Beyond Data’에서는 감사위원회 지원센터에서 축적한
감사기구 및 감사제도 관련 DB를 객관적으로 도표화해 메시지를 전달 드리려
하였습니다. ‘Case Study’에서는 실제 감사위원회 활동 중 직면할 수 있는
특정상황을 사례분석 형식으로 풀었으며, ‘Global ACI’에서는 해외 KPMG ACI의
연구자료

중

감사위원ㆍ감사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하였습니다.
발간물은 ACI가 보유한 CRM 고객 및 관련 담당자께 배포될 예정이며, 별도의
구독 신청은 하기의 연락처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el: (02) 2112-7728 / E-mail: kr-fmsamjongkpmgaci@kr.kpm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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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전문가 기고
Executive Perspectives on Top Risks for 2017
2017 년 글로벌 경제를 예측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소들로는

브렉시트(Brexit)의

장기적

여파,

원유가격의 변동성, 테러리즘, 중국의 자산 버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데이터 유출도 중대한 리스크로
꼽히고 있습니다. 동 보고서는 전세계 735 명의
이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30 종의 각 리스크에
대해 10 점 척도(점수가 높을수록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로

리더들이

가까운

평가를
미래의

하도록

하여

주요한

기업

리스크로

생각하는 요소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출처] protiv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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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이벤트
[대한상의 국제세미나] 트럼프 시대, 한국경제의 진로


일 시: 2017 년 1 월 18 일 (수) 13:30~16:30



장 소: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대 상: 상공회의소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복수참가 가능)



비 용: 회원사 무료/비회원사(1 인당 11 만원)



내 용:
시간

강의개요

13:30

개회

13:30~14:20

주제발표 1(외교-안보)

발표자

빅터차

조지타운대 교수
매튜 굿맨

14:20~15:10

주제발표 2(경제-통상)

CSIS 아시아
경제담당
선임자문관

15:10~15:20

휴식
종합토론

[사회]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교수
15:20~16:30

[토론]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송의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참가신청: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www.korcham.net)
행사게시판→[대한상의 국제세미나] 트럼프 시대, 한국경제의 진로→신청 버튼
클릭



약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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