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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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unting Transparency 

 [제 8회 국제회계포럼] "분식회계 막으려면 경영진 제재 강화해야" 

[파이낸셜뉴스] 

 회계투명성 제고 위한 감사품질 개선 시급 [파이낸셜뉴스] 

 "4년전 판박이" 회계제도 개선案…국회 문턱 넘을까 [머니투데이] 

 최중경 회계사회長 “기업 자유수임 회계감사, 막다른 골목 왔다” [이데일리] 

 상장·금융사 9년 중 3년, 정부 지정 법인 감사 받아야 [매일신문] 

 

  

 
Corporate Governance 

 기관투자자 의결권 지침 '스튜어드십 코드' 12월 하순 시행 

 잇단 지주사 전환…지배구조 개편 다음 타자는? [한경비즈] 

 “다중대표소송제도, 지배주주 감안해 필요” [Fntimes] 

 신한지주, 2년 연속 지배구조 우수기업 대상 [연합뉴스] 

 

  

 
Anti-corruption 

 반부패 경영시스템 "ISO 37001" [서울경제] 

 농어촌公, 비리 근절 위한 내부감사시스템 강화 [중부매일] 

 

  

http://m.fnnews.com/news/201611081755270700#cb
http://m.fnnews.com/news/201611081755270700#cb
http://www.fnnews.com/news/201611081540594516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103115201359866&outlink=1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2072966612842112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55793&yy=201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26/0200000000AKR20161126027500008.HTML
http://stock.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103174921
http://www.fntimes.com/paper/view.aspx?num=16531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18/0200000000AKR20161118059900008.HTML?input=1195m
http://www.sedaily.com/NewsView/1L42JEFIVO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6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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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법령정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12인) 발의 
(2016.11.11_의안번호: 2003508) 

 제안개요 

세계 바닥권 수준으로 추락한 회계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권상장법인과 

금융회사의 경우 9 개 사업연도 중 연속하는 3 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한 차례 감사인 

지정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지정감사제도를 9 년간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감사인의 

독립성 보장 및 책임 강화 등 회계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제안함. 

 주요내용 

가. 외부감사 대상을 정하는 기준에 자산총액, 부채규모, 종업원 수 외에 매출액을 

추가함(안 제 2조). 

나. 주권상장법인과 금융회사 감사인의 경우 내부회계제도 운영실태를 감사하도록 함(안 

제 2조의 3). 

다. 사업보고서 제출 시 감사인과 관련하여 연차별 감사투입 인력 및 시간, 이사 보수, 

이사의 징계내역 등에 대해서도 기재하도록 함(안 제 3조의 2제 2항). 

라. 매 사업연도 1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함(안 제 4조). 

마. 주권상장법인 외에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연속하는 3 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하여 선임하도록 추가하고(안 제 4 조의 2 제 1 항), 회사가 감사인 

변경선임에 착수한 경우 즉각 공시하도록 하며, 이 경우 기존 감사인과는 재계약할 수 

없도록 하여 계약을 빌미로 감사인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 4조의 2제 2항 및 제 3항 신설). 

바. 감사인 지정사유에 정한 재무기준을 강화하고 법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임원이 

재직 중인 회사를 추가함(안 제 4조의 3제 1항). 

사. 주권상장법인 및 금융회사는 9 개 사업연도 중 한 차례 연속하는 3 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감사인 지정을 받도록 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되(안 제 4 조의 6 및 

제 4조의 7 신설), 동 지정감사제도는 9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 2조).  

아. 감사인의 경우 사업연도종료 2 개월 전까지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회사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독립적으로 감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 6조제 3항). 

자.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사전제출 하지 않은 경우 사업보고서 공시 후 별도로 

그 사유를 공시하도록 하고(안 제 7 조제 2 항 후단 신설), 제재를 받은 경우에도 

공시하도록 함(안 제 16조의 2제 1항제 3호 신설). 

차. 회계법인 외에 회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하도록 함(안 제 17조의 2). 

카. 주권상장법인 및 금융회사의 임원 등이 고의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등을 작성ㆍ공시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 20조제 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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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Samjong_KPMG_ACI_law_regulations.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Samjong_KPMG_ACI_law_regulations.pdf


 
III. 해외동향 

    

 Global News Brief 

 

국내 감사/감사위원이 참고 할 수 있는 해외 

관련 동향을 요약하고 관련한 코멘트를 

제공합니다. 

Contents 

1. 美 대형기업, 감사위원회의 외부감사인 감독 활동 공시 강화 

2. 별도리스크위원회(SRC)의 진화하는 역할과 책임 

3. 주주행동주의의 효과 

4. 일본 기업의 부정에 관한 실태조사 주요결과 - 2016 Fraud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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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KPMG ACI     

 
EU Audit Reform 

 

유럽연합의 감사 개정(EU Audit Reform)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외부감사인 감독 관련 역할과 

책임이 더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Global KPMG 

ACI의 동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규제가 

감사위원회 구성, 외부감사인 입찰,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등의 영역에서 감사위원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Global ACI 
  

 

 

   

 Back to top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ACI_Newsletter_September_2016_Global_Trend.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Samjong_KPMG_ACI_global_trend_final.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Global_ACI_EU_Audit_Reform_.pdf


V. 전문가 기고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 요건   

 

본고에서는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요건에 

대해 논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위원의 적격성과 관련한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동향을 살펴보고, 최근의 관련한 법안 

발의 유형을 짚어보면서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출처] 삼정 KPMG ACI 
  

미국과 한국의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공개 수준 비교    

 

이사의 선임은 주주가 참여하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중 하나로, 주주가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고에서는 

후보자의 자격기준 및 선정과정, 범법사실 등 

이사 후보자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미국과 국내의 정보 요구 수준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이사 후보를 선정하는 

절차, 이사 후보의 자격 요건 등 주주총회에서 

이사 후보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공시되도록 제도적 유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처] CGS 보고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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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Samjong_KPMG_ACI_Issue_Briefing_Nov.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Samjong_KPMG_ACI_CGS_report.pdf


VI. 이벤트 

 2016 한국감사인대회: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감사인 

 대상: 공ㆍ사 조직 및 기업의 감사ㆍ감사위원, 감사부(실)장, 실무자, 

준법감시인ㆍ준법지원인, CIA, 감사전문가 또는 감사 업무에 관심 있는 분 

 일시: 2016년 12월 9일 (금) 9:00 ~ 16:50 

 장소: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 2층 (서울 중구 명동) 

 주최: 한국감사협회 IIA KOREA 

 신청ㆍ문의： 한국감사협회 박상은 부장 / 황혜수 대리 )Tel. 02-3487-1954 /  

02-3487-1963, 02-3487-1952~3) 

 프로그램 

 참가비: 회원 15만원 / 비회원 20만원 (VAT 별도, 비회원 특전: 정회원으로 가입 

시 참가비 면제) 

 참가신청 및 결제: 

1) 신용카드 : 협회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및 결제 (www.theiia.kr) 

시간 테마 강사 

08:30~09:00 대회 등록 / Tea Time 

09:00~09:10 대회사 권영상 한국감사협회 회장 

09:10~09:20 축사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09:20~09:40 기조 연설 
윤영일 국회의원(전, 

감사교육원장) 

09:40~10:10 자랑스러운 감사인상·최우수기관대상 시상식 

10:10~10:30 Tea Break 

10:30~11:00 축하공연 1 - 클래식 

11:00~12:00 

주제 강연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감사인 / 

Auditors for Better World" 

손성규 한국회계학회 회장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12:00~12:15 최우수기관대상 사례 발표 

12:15~13:30 오찬 

13:30~14:30 

경제·경영 부문 명사 특강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대한민국 미래』 

전광우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좌교수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 

14:30~15:30 
사회·문화 부문 명사 특강 

『국가와 사회의 정의 실현』 

인명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표 

15:30~15:50 축하공연 2 - 국악 

15:50~16:50 

소통·리더십 부문 명사 특강 

『지도자의 리더십과 소통방식의 

중요성』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16:50 폐회 

 

   

http://www.theiia.kr/


2) 계좌이체 : 4면의 신청서 작성 후 팩스 신청 (Fax. 02-2269-5303) 

<결제계좌 : 국민은행 412701-01-159091 예금주: (사)한국감사협회> 

3) 신청 및 결제 마감 : 12월 2일(금) 까지 

※ 주제강연 및 매 명사특강 말미에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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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정 대표 

삼정회계법인 감사부문 
 

김유경 상무이사 

ACI Leader 
 

강환우 부장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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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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