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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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porate Governance 

 ISS의 국내상장사 지배구조 평가, 삼성전자 1등급·롯데 8등급 최하위 [조선비즈] 

 기업지배구조 공시 규정 손보는 거래소 [한국경제] 

 IT강국 코리아? 너무도 느린 전자주총 발걸음 [이코노미조선] 

 삼성계열사 이사회 의장직 사외이사에 개방 [연합뉴스] 

 기아차, 이사회에 '주주권익보호' 투명경영위 만든다 [머니투데이] 

 현대차 주총, 정의선 재선임… 기업지배구조 헌장 선포 [머니위크] 

 국민연금 "배당률 높여라" 투자기업에 적극 요구 [연합뉴스] 

 

  

 
Audit Committee’s Oversight Responsibility 
 건설사 ‘어닝쇼크 주범’ 뿌리 뽑을까 [머니위크] 
 이사회 안건 찬성률 사실상 100%…'거수기' 논란 여전 [아시아경제]  
 삼성·현대차 10년째 사외이사...경영감시 취지 ‘무색’ [컨슈머타임즈] 

 대우조선, 2조 손실 재무제표 미반영 [한겨레] 
 기업 부패 근절 `페어 비즈니스` [매일경제] 

 

  

 
Boards & Shareholder Communications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29/2016022901397.html
http://stock.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31442681
http://economyplus.chosun.com/special/special_view_past.php?boardName=C06&t_num=9353&img_ho=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11/0200000000AKR20160311061151003.HTML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31809432736323&vgb=autom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no=2016031109438080600&code=w0000&code2=w010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02/0200000000AKR20160302028900017.HTML?input=1195m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type=1&no=2016031014578096489&outlink=1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33008343282028
http://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790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36576.html
http://news.mk.co.kr/newsRead.php?no=168781&year=2016


 삼성 사외이사 '교·관·법' 출신이 95% …LG 70% [머니투데이] 

 10대그룹 사외이사 44% 권력기관 출신 [KBS뉴스] 
 주주인 당신은 혹시 권리위에 잠자고 있나요? [뉴스토마토]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들…‘감사선임’ 등 주주제안 적극 [아시아경제] 

 前법무장관·검찰총장 등 10여명 불법 사외이사…징계 심판대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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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법령정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주요 내용: 지배구조법은 크게 금융회사의 임원, 이사회의 구성운영,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대주주의 건전성 유지 등으로 구분.  

1. 임원 – 임원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제시하고 이사회가 임면하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 범위와 임직원의 겸직에 대해 규정 

2. 이사회 – 사외이사 위주의 이사회 구성 등을 규정하고 지배구조내부규범 

마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등 이사회내 위원회 역할 명시 

3. 내부통제  위험관리 – 각 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이를 담당하는 

임원(또는 직원)의 자격요건  임명절차(이사회가 선임) 등을 규율 

4. 대주주 건전성 – 비은행 금융지주  금투  보험  카드에 대한 대주주 

변경승인 및 최대주주 자격심사 등을 규정 

 향후 계획: 입법예고 완료(4 월 26 일) 이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내 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 하위법령인 감독규정은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사항 등을 반영하여 4월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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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배구조 의미의 변화  

2. 정보이용자 친화적 공시에 대한 새로운 접근 

3. 英, 여성 리더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노력 

4. 사이버 보안에 관한 논의 

5. 美 Valeant 디폴트 위기 및 주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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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32009493121759&outlink=1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44399&ref=D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33857
http://www.asiae.co.kr/news/view.htm?sec=eco99&idxno=201603140537516109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21/0200000000AKR20160321198653004.HTML?input=1179m
http://www.fsc.go.kr/downManager?bbsid=BBS0030&no=104530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aci-globalnewsbriefs-march-20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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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KPMG ACI 
4 Key Challenges for Global Audit Committees 
글로벌 기업의 감사위원회가 주시해야 할 주요한 변화와 

도전과제는 무엇일까요? 본 보고서는 감사위원회가 

마주하는 4 가지의 도전과제(challenges)를 기업문화, CFO 

조직의 역량, 글로벌 리스크 관리감독, 법률 및 규정 

컴플라이언스로 꼽았습니다. 이러한 도전과제를 감안할 때, 감사위원회 참여의 

강화는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KPMG/Forbes Study Asks How Internal Audit Can 
Add Value 

KPMG와 Forbes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내부감사를 보는 

관점에 있어 감사위원회와 CFO 사이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의 응답자는 리스크 관리 수행에 있어 

외부의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반면, 57%의 응답자는 외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V. 전문가 기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및 금융사지배구조법과 상법 간 
감사위원회·감사 규정 비교 
금융위원회는 지난 3 월 18 일,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40 일 간의 입법예고를 공표하였습니다. 

시행령 제정안은 임원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 사외이사 인원 

수, 성과중심문화를 반영한 보수체계,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다양한 지배구조 이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중 

감사위원회 및 상근감사와 관련한 내용으로는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분리 선임 시 합산 3% 규칙 적용, 자산총액 1 천억 원 이상인 

금융회사의 상근감사 선임 의무화가 있습니다. 한편,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된 이 시점에 금융사지배구조법과 상법 내 감사위원회 및 감사 관련 

조항을 비교해 봄으로써 금융사지배구조법의 의의를 모색해보겠습니다. 

주요국 모범규준 내 이사회 평가 규정 현황  
이사회 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국내외 트렌드에 

따라, 주요 국가들이 이사회 평가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이사회 평가의 주체･빈도･절차･범위 등에 대해 어떻게 

권고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상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신흥경제대국 BRICs에 속하는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20160331_ACI_Issue_Briefing.pdf
http://www.cgs.or.kr/main/CGS_mainEBookIdx.asp?rPType=REV&rDType=LIST&rNo=82&rPDF=C201603004
https://boardleadership.kpmg.us/content/dam/blc/pdfs/2016/four-key-challenges-for-global-audit-committees.pdf
http://www.kpmginfo.com/IIA/downloads/GM-OTS-1653_SeekingValueThrough_IAB_V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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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이벤트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을 위한 공청회 및 정책 토론회 
 내용: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올해 최신의 글로벌 스탠다드 및 기업의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2차 개정을 앞두고 있음. 개정안에 대해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 

 일시: 2016년 4월 18일 (월) 13:30~17:30 

 장소: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본관 1층) 

 주최: 한국거래소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문의: 02-3775-3722, 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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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정 대표 

삼정회계법인 감사부문 
 

김유경 상무이사 

ACI Leader 
 

강환우 부장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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