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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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dit Committee & Governance 

 '거마비'만 받는 거수기로 전락한 감사위원... 주주대표소송 등 제도 개선 필요 

[파이낸셜뉴스] 

 (사회책임)재벌기업의 ‘오너리스크’ 국가경쟁력 차원 ‘관리’ 필요 [뉴스토마토] 

 기업지배구조 개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뉴스토마토] 

 질질끄는 지배구조법(시행령) 속터지는 금투업계 [내일뉴스] 

 오너가 11명 100억 돈방석… ‘배당 드라이브’의 역설 [서울뉴스] 

 

  

 
Transparency of financial reporting and disclosures 
 분식회계 고리 끊으려면 기업 ‘금고지기’ 묶어라 [서울뉴스] 
 김영태 분식회계 추방연대 대표 "분식회계, 제재 강화해야" [뉴시스] 
 금융당국 ‘분식회계 제재’ 건별 부과 방안으로 가닥 [NTN] 
 대통령도 공개하는 연봉, 재벌 총수는 왜 못하나 [경향신문] 

 대기업 총수 해외지분 현황 공시 의무화된다 [파이낸셜뉴스] 

 

  

 
Boards & Shareholders 

 의장-CEO분리' 제일기획만 '열외'…새주인 맞이하나 [머니투데이] 

 상장사들, 주총 전자투표 계약 작년보다 더딘 이유 [연합뉴스]  
 주가하락에 ‘배당확대+자사주 매입’ 목소리 높이는 주주들 [헤럴드경제] 

 

  

http://www.fnnews.com/news/201602030800241068
http://www.fnnews.com/news/201602030800241068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26395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26396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83517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219020010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211022024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14_0013895549&cID=10401&pID=10400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362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222045345&code=990503
http://www.fnnews.com/news/201602031731044190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21809450398829&outlink=1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996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21600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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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법령정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전부 개정안 
 개정안 내용: 외부감사법은 외부감사의 대상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확대하고 내부회계제도의 운영기준을 제시함. 외부감사인 선임도 경영진이 

아닌 내부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하는 것으로 변경함.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건설업종의 회계절벽을 막기 위해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부분을 

정기보고서에 장문으로 나열하는 핵심감사(KAM) 도입 방안 및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과징금 누적 방안 포함. 

 진행상황: 2014년 10월 입법 예고된 이후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으며 차기 국회 회기에서 통과될 전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  
 개정안 중 관련 내용: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주주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수반. 개정안은 연간 5 억 원이 넘는 보수를 받으며 회사 

내 보수 상위 다섯 번째 안에 드는 미등기임원의 급여내역을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이는 국회 본회의에 회부 됨. 기업은 개인별 보수와 

구체적인 산정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이로 인해 기업 총수와 미등기 임원 

수백 명이 연봉 공개의 대상이 될 것임. 현재의 안에서 제시하는 분기별 연봉 

공시를 연 2 회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수정함. 연봉 공개에 관한 안에 

대해서는 국회본회의 통과 후 사전준비를 위한 2 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을 

것임.  

 진행상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 월 18 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되었고, 2 월 23 일 국회본회의에서 가결되면 9 월 시행 

예정. 

수주산업 회계제도 관련 규정집 
 본 자료는 지난해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15.10.28)’ 관련 후속조치별 진행경과와 주요 내용 및 관련 규정 전문(관련 

법규, 기업회계기준서 및 지침 등)을 종합한 자료임. 
 본 자료에는 관련 기관에서 최종 내용을 확정발표하기 전의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최종 내용 확정 발표 시 공개초안 등과내용이 변경된 

사항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여야 함.  
[출처: 한국상장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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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uditor.or.kr/pds/Aud_pdsBizData.asp?rWork=TblRead&rNo=109&rAnswerNo=0&rGotoPage=1&rSearchTitle=&rSearchPart=


III. 해외동향 

 
Global News Briefs 

국내 감사/감사위원이 참고 할 수 있는 해외 관련 

동향을 요약하고 관련한 코멘트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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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EC의 외부감사인과 감사위원회 징계에 대한 언급 

2. TI, ‘2015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발표 

3. 美 기업의 보수 공시 확대 요구 

4. 분기별 공시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 

5. 美 이사회의장과 CEO 의 겸직에 대한 논의 

6. 美 日 기업들의 배당성향 증가 

7. 美 PCAOB 감사투명성 향상을 위한 공시규칙 수정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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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KPMG ACI     

 
기업 감사委 역할을 바로 세우려면 
’기업 지배구조와 회계 투명성’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려면 감사위원회의 역할 인식과 실질적 역할 이행이 

절실 합니다.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정립되려면 감독 당국, 

경영진 및 외부 감사인의 인식 전환, 제도적 개선, 효과적 

운영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정부의 제도적 개혁과 기업 

경영진의 인식 변화가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바로 세우고 

기업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 가길 희망합니다.  

[김교태 삼정 KPMG 대표이사 - 동아일보 이슈&뷰스 기고] 
 

 

   

 
Director’s Quarterly  

저성장기의 중국경제, 신흥시장 위기, 물가와 환율 변동, 

지정학적 리스크, 전통 비즈니스 모델 붕괴, 끊임없는 혁신의 

움직임 등은 여전히 기업이 마주하고 있는 불확실성 

요소입니다. 이것들로 인해 기업은 전략 수립 및 실행 

방향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에 이사회는 전략 모니터링을 통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그 흐름을 읽고 시의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본 보고서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실행해야 하는 2016년 아젠다를 담고 

있으며, SECPCAOBFASB의 중요 안건이자 감사위원회의 관심영역인  재무보고 

감독과 관련한 고려사항도 강조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ACI_Newsletter_Feb_Global_News_Briefs.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kpmg_aci_the_role_of_audit_committee_feb_2016.pdf
https://boardleadership.kpmg.us/content/dam/blc/pdfs/2016/directors-quarterly-january-20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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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전문가 기고     
 

‘리스크 탄력성(Risk Resilience)’을 길러라  
– 위기발생 구조의 이해 
과거 국내기업의 존폐를 위협했던 위기는 내적요인도 

있었지만 대부분 외부요인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외부요인으로 인한 위기발생 구조는 예상 가능한 것으로 

Surprise Risk 는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Surprise 

없는 위기발생 구조를 기업이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매년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왜일까요? 여전히 왜 

Risk 관리를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Risk 전략 방향성이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Risk에 대해 기업은 어떻게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대표이사  
– 이사회 의장 분리 현황  
최근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이사회 의장과 CEO 를 분리하는 

정관 변경안을 예고하였습니다. 국내외에서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이사회 의장과 CEO 의 역할 

분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9 월 개최된 Bank of America(BOA)의 

임시주주총회에서는 현직 CEO 의 이사회 의장 겸임에 관한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이사회 결정에 대하여 기관투자자들은 

이의를 제기하고 CEO 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OECD 내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역할 분리 규정 도입국가를 분석하고 국내 

상장회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현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  

[출처]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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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이벤트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설명회 
 연수일정: 원문 참조  

- 2차: 2016. 03. 03 (목) 14:00 ~ 17:00 

- 3차: 2016. 03. 29 (화) 14:00 ~ 17:00 

 참석대상: 감사인 및 기업체 재무담당자 

 연수장소: 한국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 

 참가신청: 한공회 연구지원팀(research@kicpa.or.kr)으로 신청 (붙임 서식) 

- 세부내용 

- 참가신청서 

 문의: 권영민 대리 (02-314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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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mcok.co.kr/business/gamsa_Program.asp?CODE=CD500
http://crm.kicpa.or.kr/check.im?act=advert&msgid=145456905074966142240505&adid=0&rcode=5795
mailto:research@kic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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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rm.kicpa.or.kr/check.im?act=advert&msgid=145456905074966142240505&adid=3&rcode=5795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KPMG_Risk_Insight_201602_2e.pdf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1&cad=rja&uact=8&sqi=2&ved=0ahUKEwiwhaXwzo_LAhXhLKYKHQs1BA8QFgggMAA&url=http://www.cgs.or.kr/CGSDownload/eBook/REP/R006001004.pdf&usg=AFQjCNHPqcbS3hFalXlMw-R_x4R7yMjs4Q&sig2=VbQEZ1uosCspup1CO6LATA&bvm=bv.114733917,bs.1,d.d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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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정 대표 

삼정회계법인 감사부문 
 

김유경 상무이사 

ACI Leader 
 

강환우 부장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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