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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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t. 31, 2016 
 
In this Issue 
 
I. 뉴스기사 

II. 법령정보 
III. 해외동향 
IV. KPMG ACI 
V. 전문가 기고 
VI. 이벤트 
 

Key Contacts 
 

   

 I. 뉴스기사     
 

Accounting Transparency 

 회계투명성 강화에 팔걷은 국회…한국판 사베인옥슬리법 나올까 [이데일리] 

 회계학회 "독립회계감독기구 신설해야"...한국판 PCAOB 나오나 [서울경제] 

 [2016년 국정감사-금감원] 채이배 "금감원,25년에 1번꼴로 상장회사 

회계감리…감리 무풍지대" [조세일보] 

 유일호 “회계제도 개혁방안 연내 발표하겠다” [FN 타임스] 

 [종합]정찬우 거래소 이사장 "외국 기업 감사인 지정제 검토" [뉴시스] 

 

  

 
Corporate Governance 

 이달 말 지배구조법 유예기간 만료…은행권 CRO 선임에 분주 [뉴데일리] 
 與 "차등의결권·포이즌필" 상법 개정안에 김현웅 법무 "긍정 검토" [서울경제] 
 아시아 기업지배구조 현안 논의하다 [세계일보] 
 행동주의 헤지펀드, "아시아 대공습" 나섰다 [한경비즈] 

 

  

 
Board Leadership 

 금융권 사외이사 자격 요건 완화된다 [연합인포맥스] 

 '등기이사' 이재용부회장, 첫 행보는 글로벌 현장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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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법령정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20 인) 
발의 

(2016.10.21., 의안번호: 2002780) 

 제안이유 

본래 지주회사는 경제력 집중을 조장할 수 있어 설립 및 허용을 금지해 왔으나, 

재벌그룹의 복잡한 출자구조로 인한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엄격한 행위제한을 

조건으로 제도가 도입되었음.  

그러나 2007 년 두 차례에 걸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히려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고 경제력 집중을 심화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 

특히 현행법이 실질적 지배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히 보유 주식수와 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지주회사 해당 여부를 판단함으로 인해 규제공백이 발생하는 실정임.  

본 법안의 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주식의 소유를 통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지주회사의 역할을 하면서도 지주회사 규제에서는 빠져나가는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주회사의 요건 중 ‘주된 사업요건’을 판단할 때 회사가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가치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며, 주식가치는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함(안 제 2조). 

나. 현행법의 허점으로 인해 두 개의 자회사가 하나의 손자회사를 동시에 보유할 수 

있어 지주회사제도의 도입 취지와 반대로 계열사 간 시스템 리스크의 전이를 

차단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소유관계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 두 

개 자회사의 손자회사 공동지배 금지를 명문화함(안 제 8조의 2제 3항). 

다.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의 완화로 지배주주들이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각종 

혜택만 누리면서 제도 본래의 도입 취지는 퇴색시키는 문제가 있으므로,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을 최초 제도 도입 수준까지 강화함(안 제 2조 및 제 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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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해외동향 

 Global News Brief 

 

국내 감사/감사위원이 참고 할 수 있는 

해외 관련 동향을 요약하고 관련한 

코멘트를 제공합니다. 

Contents 

1. 싱가포르, 아시아 국가 중 지배구조 분야 1위 

2. 반부패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국제 기준 제정 

3. 캐나다, 기업지배구조 개편 단행 

4. 효과적 감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9가지 심리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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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KPMG ACI     

 
Directors Quarterly (10월호) 

Global KPMG Board Leadership 

Center 에서는 이번호에서 주요 사안으로 

감사위원회가 주목해야 할 재무보고 감독 

및 감사 관련 업데이트 사항을 

포함했습니다. 또한, 이사회 역할 발휘에 

있어 혁신적 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임원진에 대한 보수 및 공시상황이 이사회의 전략  사내문화   

장기 성과의 감독에 있어 어떻게 판단기준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Contents 

1. Doing well and doing good – greetings 

2. Innovation, disruption, and the role of the board 

3. Audit committee and financial reporting update 

4. Sustainability issues move from the periphery 

5. Executive compensation as a window into the board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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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전문가 기고     
 

감사위원회 및 감사의 역할 - 리스크 감독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후 많은 기업들은 

상시적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업의 명성훼손 뿐 아니라 심한 

경우 기업의 존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 요소는 회계투명성, 소비자 안전, 지배주주 

및 임원의 도덕성, 사이버 보안 등의 사안이 

포함되는 등 영역이 매우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도 리스크 감독 및 관리는 중대하고 

어려운 임무 중 하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본 난에서는 리스크 감독의 중요성 및 감사기구의 

역할, 관련 국내외 법규와 감사기구의 리스크 감독 

역할 강화 동향을 살펴보고 리스크 감독 업무에 

대한 감사기구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출처] 삼정 KPMG ACI 

  

Enhancing Risk Assessments & Audit Planning   

 

본고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내부감사인이 고려할 10 가지 권고사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현재의 리스크 평가 

방식과 감사계획 업무 프로세스의 적절성 검토 및 

경영진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활동에 있어 

개선항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처] Wolter Kluwer, Audit Technology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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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이벤트 

 Culture & Entertainment 산업세미나 

 일  시: 2016년 11월 16일(수) 14:30 ~ 17:40 

 장  소: 머큐어 앰배서더 강남 (2층 비너스홀) 

 내  용: 

   Time Agenda 

 14:00 ~ 14:30 (30”) 참가등록 

  14:30 ~ 14:40 (10”) 
본부장 인사 및 최근 산업 동향 소개 

(삼정회계법인 정보통신미디어산업본부) 

  14:40 ~ 15:20 (40”) Partnership & Collaboration의 회계이슈 

 15:20 ~ 16:00 (40”) 
Culture & Entertainment 산업 주요 심판례  

및 유권해석 소개 

  16:00 ~ 16:10 (10”) Break time 

 16:10 ~ 16:50 (40”) 비시장 경쟁력 전략 (Non-market Strategy) 

 16:50 ~ 17:30 (40”) 
모바일 미디어: 파괴적 혁신과 새로운 가치 네트워크의 

부상 

 17:30 ~ 17:40 (10”) Q&A 및 Wrap-up 

(*) 시간 및 주제 등은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참가신청: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11월 10일(목) 까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부탁    

              드립니다.  

- 윤주헌 이사 (02-2112-0374, joohunyoon@kr.kpmg.com) 

- 김원석 S.Manager (02-2112-0307, wkim2@kr.kpmg.com) 

 약  도: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5길 10 머큐어 강남 2층 비너스홀 

          - 교통편 : 지하철 2호선 (역삼역 4번 출구) 

          - 주차는 지원되지 않으며 대중 교통 이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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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정 대표 

삼정회계법인 감사부문 
 

김유경 상무이사 

ACI Leader 
 

강환우 부장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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