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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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hance Accounting Transparency 

 금융당국, 분식회계 근절 나섰다…회계제도 개혁 TF 첫 회의 [뉴시스] 
 ‘한국판 삭스법' 11월에 나온다…금융위, 기업·회계법인 감리 대폭 강화 

[한국경제] 

 [법안속으로] 기업 '회계 단장' 못하도록…여야정, 분식회계 처벌 강화 공감대 

[조선비즈]  

 깐깐해진 수주산업 감사 "회계사 증원, 현장실사 2 배증가" [더엘] 

 분식회계 임원 성과급 환수법 발의..."회계부정 사전 예방 기대" [머니투데이] 

 

  

 
Toward Sound Corporate Governance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감독원] 

 기관투자가 주주권 행사 '스튜어드십 코드' 내달말 도입 [파이낸셜뉴스] 

 김종인 "법인세 올려도 분배 개선 못해…지배구조 바꿔야" [한국경제] 

 저축銀중앙회, 지배구조법 표준 가이드라인 배포한다 [더벨] 

 독자신용등급 도입되나…지배구조 개선 기대 [아이뉴스 24] 

 

  

 
Boost Disclosure Transparency 

 `포괄적 공시제` 시행 3개월간 `53건` 불과 [디지털타임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817_0014328599&cID=10601&pID=10600
http://stock.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81705221
http://stock.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81705221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25/2016082501522.html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25/2016082501522.html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6072516548250339
http://news.mtn.co.kr/v/2016081219150938053
https://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1297
http://www.fnnews.com/news/201608211750232969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81838251
http://www.thebell.co.kr/front/free/contents/news/article_view.asp?key=201608250100047090002852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971350&g_menu=022400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082402100558759001


 "특수관계인 범위 확대 바뀐 공시규정 따라야" [파이낸셜 뉴스] 
 Investors keen on commentaries by audit committees [The Straits Times] 

 SEC expands disclosure demands for investment advisers [CW] 

 SEC Final Rule_Release No. IA-4509; File No. S7-09-15 [SEC] 
 Back to top  

 

 

    

 II. 법령정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의원 등 18 인)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명한 보수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상장기업의 임원 보수의 산정기준과 방법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도한 보수나 분식회계 등 부당한 성과평가에 따라 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는 그 지급을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처럼 부실기업이 거짓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임원에게 

대규모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주도한 임원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임. 임원의 단기실적주의나 회계부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과보수의 

환수 등 보상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이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사업보고서등에 거짓의 기재 등이 있어 이에 따라 

임원이 성과보수를 받은 경우 그 성과보수의 환수 또는 지급제한에 대한 내용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건전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 162조의 2 신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개요 

– 2016년 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되었음 

– 금융회사의 견고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제정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금년 8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임원의 임면요건과 이사회의 구성,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위험관리기준 마련, 최대주주 적격성 판단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 

 감사(위원회) 관련 주요내용 

–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2/3 이상은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그 중 1 인 

이상은 다른 이사와 분리 선임하도록 하여 독립성 강화 

– (상근감사) 자산규모 1 천억원 이상(카드업을 제외한 여전업은 2 조원 이상)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없는 경우 상근감사 1인 선임 의무화 

– (내부통제) 준법감시인의 이사회 임면 및 임기보장(2 년),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내부통제업무의 독립성 강화 유도 

 

   

http://www.fnnews.com/news/201608071851398092
http://www.straitstimes.com/business/investors-keen-on-commentaries-by-audit-committees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0825_SEC_disclosure_demands_CW.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SEC_Final_R_No_IA-4509_F_No_S7-09-15.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2001573_CM_FI_Law_Amend_YK_Che_etc.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2001573_CM_FI_Law_Amend_YK_Che_etc.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160726_FSS_CG_FC_PR.pdf


– (위험관리) 위험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신설하고 그 지위를 

준법감시인에 준하여 규정함으로써 독립성 강화 유도 

–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사외이사의 직무충실성을 높이기 위해 겸직제한을 강화하고 

최대임기 제한 

– (사외이사) 자산 5조원(저축은행:7천억원) 이상 금융회사는 사외이사를 3인 이상 

& 과반수 이상 임명해야 하며 사외이사를 이사회 대표로 선임 

–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이사가 아니더라도 재무관리(CFO), 위험관리(CRO) 등 

금융회사 주요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갖는 임직원을 주요업무집행책임자로 정의하고 

이사회에서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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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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과 대형 회계법인의 책임 

2. 美 SEC, 내부고발을 막는 비밀유지계약은 무효 

3. 日 미쓰비시자동차, 연비 조작 사내고발 묵살 

4. 부정회계에 대한 감사위원장의 책임 

5. SEC, BoA의 $15.5 million 보수지급에 의문 제기 

6. 도이체방크 회계부정 내부고발자, 美 SEC의 92억원 포상금 거절 

7. 믿을 수 없는 中 금융시장…미약한 '큰 변화'의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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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ACI_Newsletter_August_2016_Global_Trend.pdf


IV. KPMG ACI 

 
Financial reporting risk today (Global ACI) 

 

회계기준의 변경과 함께 재무보고와 공시에 

대한 SEC의 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감사위원회들은 엄격한 재무보고 감독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수익인식 기준과 

리스계약 등 회계기준의 변화가 미칠 

영향과 그에 따른 경영환경에서 

감사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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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전문가 기고     
 

회사의 감사제도 변경에 따른 기존 상근감사의 감사위원회 선임 가능 여부 

 

이번 호 Issue Briefing 은 상법상 규정하는 

업무감시기구(감사위원회)의 설치 의무가 없는 

자산총액 2 조원 미만 법인에 대한 Case 

Study 입니다. 동 법인은 엄격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변경 후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만약 

임기만료 전인 상근감사가 아직 재직 중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기선임된 

상근감사를, 신설 예정인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출처] 삼정 KPMG ACI 

  

임원보수의 성과연동 분석 (2014-2015)   

 

2015 년도 사업보고서 제출 직후, ‘개별임원보수 

공시 현황’을 분석한 1 차 보고서와 ‘개별 

임원보수(연간 5 억원 이상) 변동 내역과 

구조조정대상 기업 임원보수 현황’을 분석한 2 차 

보고서에 이어, ‘임원보수의 성과연동’을 분석한 

3 차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분석대상 임원은 

2014 년 및 2015 년에 개별보수를 공시한 245 개 

회사 소속의 327 명의 사내이사이며 임원보수의 

성과연동 여부 분석을 위해 ‘보수의 성과 탄력성 

(pay-performance elasticity, PPE)’을 임원 별로 산출 

하였습니다. 또한, 임원보수의 성과연동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습니다.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financial-reporting-risk_KPMG_ac.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20160830_ACI_Issue_Briefing_August.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ERRI_2016-9_ex_pay_and_perf.pdf


[출처] 경제개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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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이벤트 

“건전한 기업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의 과제” 세미나 

 일  시: 2016년 9월 6일 (화) 13:30 ~ 17:00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 

 내  용: 

– 개회식(사회: 홍성현 국회 법제실 행정법제심의관) 

– 국민의례 

– 개회사: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 환영사: 박기영 국회 법제실장 

– 축   사: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 1주제: 일본의 기업 거버넌스 관련 제도 변화와 시사점 

 사회자: 이형규 이사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한양대) 

 발표자: 황현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토론자: 송민경 박사(한국기업지배구조원), 최승재 원장(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 2주제: 기업 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주주의 역할 

 사회자: 이형규 이사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한양대) 

 발표자: 안수현 교수(한국외국어대) 

 토론자: 손영화 교수(인하대), 권재열 교수(경희대) 

– 3주제: M&A 활성화와 기업의 경영권 

 사회자: 이형규 이사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한양대) 

 발표자: 강희주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토론자: 최준선 교수(성균관대), 김우찬 교수(고려대)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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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Contacts 
 

 

 

 

 

 

서원정 대표 

삼정회계법인 감사부문 
 

김유경 상무이사 

ACI Leader 
 

강환우 부장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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