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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감사위원회센터는 종전의 ‘Samil ACC Briefing’을 확대 개편하여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지배구조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개선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는 기업지배구조의 중요한 축으로서 역할과 책임이 강화될 것

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센터는 변화된 환경에서 감사위원회가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고 기업 가치의 제고에 기여하는 데 도움

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발간될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는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전달할 뿐

만 아니라, 감사위원회의 현실적인 고민을 함께 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삼일회계법

인이 감사업계 리더로서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감사위원회에 전문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지원을 제공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의 발간을 시작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할 계획입니다. 8월에 새롭게 

열리는 Audit Committee School과 9월의 Forum을 준비 중이며,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감

사위원 분들과 소통하는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활동을 위해 손쉽게 참고할 수 있는 ‘감

사위원회 업무 편람’의 출간도 2018년 4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센터에서는 감사위원회를 위

한 thought leadership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발간물과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삼일 감사위원회센터

센터장  박 기 태

인사말

1.  분기마다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를 발행합니다.

2.  감사위원회 업무편람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3.  Audit Committee Forum과 Seminar를 개최합니다.

4.  Audit Committee School을 운영합니다.

5.  감사위원회와 기업 특성 데이터를 분석하고 연구합니다.

6.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하고 우리나라 감사위원회 현황을  

살펴봅니다.

7.  종합정보센터로서 홈페이지를 활성화합니다. 

8.  Thought Leadership을 위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삼일 감사위원회센터 활동 소개

저희 센터에서 진행 중이거나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acc.samil.

com)를 통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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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해설

Chapter 1

지난 5월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금융위원회는 회계학회의 연구용역과 유관기관의 논의결과 

등을 바탕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고, 몇 차례의 토론회 및 공청회를 거쳐  

4월에 종합대책을 확정하였다. 종합대책은 최근 연달아 발생한 대형 회계부정으로 

인해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급격히 하락하고 회계투명성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지면서,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되었다. 

종합대책은 <표 1>과 같이 회사, 감사인 및 감독당국의 세 측면으로 제시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이 발의된 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및 ‘공인회계사법’

이다. 본 고에서는 종합대책 및 관련된 법률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각 항목이 

갖는 의미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1)

1)	 법률	개정안의	전체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인	http://likms.assembl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요약

당사자 대책 관련 법률 

회사

1.	감사(감사위원회)에	의한	감시·통제	강화 외감법

2.	회사	내부고발	활성화 외감법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 외감법

4.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제출	연기	제한적	허용 자본시장법

감사인

1.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	확대 외감법

2.	핵심감사제도	확대	도입 (*)

3.	비감사용역	제한	확대	등	독립성	강화 공인회계사법

4.	적정	감사투입시간	규정 외감법

감독당국

1.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 외감법

2.	금감원	감리제도	개선 -

3.	분식회계,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강화 외감법

4.	공시의무	및	회계교육	강화 외감법

(*)	핵심감사제도는	감사보고서에	관한	것으로	회계감사기준에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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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감사위원회)에 의한 감시·통제 강화

감사(감사위원회)는 회계처리 위반사실에 대해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표이사는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재무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방안으로 감사(감사위원회)의 역

할이 강화되었다. 현행 외감법에서는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한 결과 재무제표에 왜

곡표시사항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감사(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감사인이 감사(감사위원회)에게 발견사항을 통보한 이후의 후속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발견된 왜곡표시사항을 바로 잡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를 개

선하려면 감사(감사위원회)가 직접 내용을 조사하고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했다. 문제가 되는 왜곡표시사항은 주로 복잡하고 고도의 판단을 요하는 영역일 

가능성이 높지만 감사(감사위원회)가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갖추

고 있는 경우가 드물며, 기존의 감사(감사위원회) 업무를 하면서 발견사항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도 받는다. 특히 감사위원회의 경우 감사위원이 주로 비상근이사로 구

성되어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다. 감사(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의 지속적인 커

뮤니케이션을 통해 적시에 발견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기

업지배구조 특성상 감사(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한 경

우도 있다. 미국에서는 부정행위 등의 징후를 외부감사인이 인지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외부로부터 자문을 제공받아 조사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외감법 개정안에서는 감사(감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업무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알게 된 감사(감사위원회)는 위반사실에 대해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 및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

한 대표이사는 감사(감사위원회)가 이러한 절차를 수행하는 데 있어 협조할 의무가 있음을 

명문화하였다. 그리고 협조 의무를 위반한 대표이사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

도록 하여 감사(감사위원회) 권한의 실질을 강화하였다.

Contact

선임연구위원  하 미 혜 

E-mail: mihha@samil.com 

Phone: 02-709-8599

―	

기술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삼일회계법인의	정책이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Ⅰ. 회사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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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고발 활성화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자는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부정으로 인한 재무제표 왜곡표시는 적발되지 않을 가능

성이 높다. 부정을 저지르는 당사자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

여 회계기록 및 문서를 위조하거나, 거래기록을 변형하기 때

문이다. 특히 여러 당사자가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부정에 가

담하는 경우 내부자의 고발이 없이는 적발이 거의 불가능

하다. <그림 1>은 미국의 Associations of Certified Fraud 

Examiners에서 발표한 보고서 내용 중 부정을 최초로 발견

한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내부자의 제보

(Tip)에 의한 발견이 거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미국 엔론

의 회계부정도 내부 임원의 고발로 그 실체가 드러난 대표적

인 사례이다. 조직적으로 행해진 대규모의 회계 부정행위는 

기업과 자본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시에 발견하여 조치하는 것이 중요

하다. 따라서 내부자에 의한 고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종합대책은 내부고발과 관련하여 보상 측면에서 충분한 경

제적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수준으로 포상금을 올리는 한

편,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보완하였다. 우선 

포상금은 지난 5월 외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1억

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포상금의 재원에 관해

서는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일정 비율을 내부고발자 포

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다. 현행 외

감법에는 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을 준 자에 대해서 3천만원

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만 있어서 제재 수준이 약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외감법 개정안은 신고에 대한 비밀 유지 의

무를 위반하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과태료 수준을 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다.   

 

<그림 1> 부정의 최초 발견 경위2)

2)	 2014	Report	to	the	Nation	on	Fraud	and	Abuse,	Association	of	Certified	Fraud	Examiners(http://www.acf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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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는	내부회계관리제도라는	명칭을	쓰는	반면,	미국은	재무보고내부통제제도(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내부회

계관리제도	모범	규준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서	회사의	이사회와	경영진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내부통제제도의	세	가지	목적	중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목적,	특히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여기에는	자산의	

보호	및	부정방지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또한,	운영목적이나	법규준수목적과	관련된	통제절차가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와	관련된	경우	해당	통제절차는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용어만	다를	뿐	미국의	재무보고통제제도의	범위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인증 수준이 ‘검토’

에서 ‘감사’ 수준으로 높아진다.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종합대책은 크게 두 가지 측면

으로 나뉜다. 우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보고 주체와 대

상이 달라진다. 현행 외감법은 별도의 상근이사인 내부회계

관리자가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의 운영실태를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외감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

원회)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즉,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보고 주체를 대표이사로 

상향하고, 보고 대상도 주주총회까지 그 범위를 넓혔다. 대

표이사가 직접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주주가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관심을 갖고 직접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그 동안 다소 형식적으로 

수행되었던 운영실태 보고 업무의 효과성이 증대되어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른 측면은 외부감사인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인

증 수준이 상향된다는 것이다. 현행 외감법은 내부회계관리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해, ‘감사’보다 확신의 정도가 낮은 ‘검토’

를 요구한다. ‘검토’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이해하고,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제한적으

로 문서를 확인하는 절차에 업무가 국한되어 감사인은 소극

적 확신만을 제공할 수 있다. 반면,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

도에 대해 감사인이 합리적 확신을 제공해야 하므로 검토보

다 광범위하고 더 신뢰성 있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절차를 

필요로 한다. 현행 외감법과 같이 감사인이 검토 수준의 절

차만 수행할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 결국 재무보고 품질에 대한 확신 

수준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 2001년 엔론 사태를 계기로 Sarbanes-Oxley Act 

(이하, SOX)가 제정되어 회계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제도3)를 강화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되었다. 그 가운데 

핵심적인 제도는 외부감사인이 내부통제제도가 제대로 설계

되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

감사인 검토는 미국의 SOX를 모델로 한 것이지만, 외부감사

인의 업무 범위가 ‘검토’ 수준에 머물러 근본적인 차이를 갖

는다. 외감법 개정안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인의 인증 수준이 ‘감사’ 수준으로 높아진다면 객관적이고 신

뢰성 있는 검증을 통해 취약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결

과적으로 기업의 재무보고 시스템 개선이 가속화될 수 있다. 

한편, ‘검토’와 ‘감사’는 업무의 성격과 범위가 크게 다르므로 

‘감사’를 수행할 경우 감사인은 인력과 시간을 훨씬 더 많이 

투입해야 하고 감사보수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업과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와 관련

하여 인력을 확충하고 감사보수 인상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제출 연기 제한적 허용

요건 충족 시 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5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현행 외감법에 따르면 상장기업은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내에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법정 기

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기한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된다. 사업보고서 제출에 

대한 엄격한 기한 규정으로 인해, 외부감사인은 예기치 못한 감

사 및 회계 이슈에 대해서 충분한 감사증거를 수집하고 고민하

여 감사의견을 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사업보고서에 반드시 

감사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

는 경우 외부감사인은 후속적인 감사수임 실패 및 이해관계자

들에 의한 소송 등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충분한 감사증거

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었다. 이렇게 기한에 

쫓겨 표명되는 감사의견은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에 충분치 않

으며, 결국에는 재무정보 이용자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대책에서는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와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

업보고서를 법정 기한 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위

해서는 적시에 사업보고서가 제출되는 것도 중요하므로 제한

적인 상황에서만 제출 연기를 허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감사보

고서 작성을 위해 사업보고서의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업과 외부감사인이 합의하고, 기한 연장 사유서를 신

고한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5영업일 이내

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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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6년 상장기업 감

사 중 지정 비율은 8.4% 정도이며, 최근 감사인 직권 지정 현

황은 그 사유별로 <표 2>와 같다.4) 다음에서 기술하는 선택

지정제와 더불어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가 늘어남에 따라 외

부감사인 지정비율은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외부감사인 선택지정제

종합대책에 대한 토론회 및 공청회에서 가장 열띤 논쟁의 

대상이 된 주제가 외부감사인의 선택지정제이다. 외부감사

인 선택지정제의 취지는 감사대상기업과 외부감사인의 관계

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독립성의 훼손 가

능성을 차단하여 감사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다. 감사인 지정제에 대한 찬·반 의견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찬성하는 쪽은 기업지배구조가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외부

감사의 실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정제가 반드시 필요하

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하는 쪽은 감사인 지정제가 회계법

인간 경쟁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감사품질을 저하시킨다고 

주장한다.5) 이렇게 감사인 지정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 나뉘

는 가운데 지정의 방식도 ‘선택지정제’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택하여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선택지정제는 금융회사와 대기업집단 등 국민경제에 미

치는 영향이 큰 회사와 분식회계에 취약한 회사를 대상으

로 하며, 기업이 감사인으로 지정받길 원하는 회계법인 3개

를 제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그 중 하나를 지정하는 방

식이다. 기업은 감사인 후보 선정을 위

한 감사인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

다.6) 여기서 분식회계에 취약한 회사

란 소유·경영이 미분리된 회사, 유사

기업 대비 감사시간이 현저히 적은 

회사, 신규 상장회사와 그 밖에 회사

의 상황 및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

여 공정한 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회사 등이 해당된다. 선택지정

제는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실

행을 위한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할 것

으로 예상된다. 특히 회사가 제시한  

3개 회계법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 증권선물위원회가 적용할 기준과 

과정을 구체화하는 것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필수적이다.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 확대

감사인 직권지정 대상 기업이 추가되고, 감사인 

선택지정제를 실시한다.

● 감사인 직권지정 대상 추가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자주 거론되는 정책 중 

하나가 감사인 지정제의 확대이다. 기업이 시장을 통해 외부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는 자유수임제 하에서는 구조적

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독립성 훼손 문제를 해결하고 감사

위험이 높은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4년에도 외감법이 개정되

어 외부감사인 지정 대상이 확대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직

전 사업연도말 기준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이 높은 기업, 

횡령 및 배임 공시기업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기업 등이 

외부감사인 지정 대상 기업에 추가되었다.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임원 중 횡령 또는 배임 전력(형 집

행 종료 후 5년 내에 한함)이 있는 자가 임원으로 재직한 기

업, 지명 감사인 후보와 감사보수를 사전에 협의하거나 지명 

감사인 후보 선정과정에서 감사보수의 입찰가를 미리 확인

하는 등 부정 행위가 있는 기업을 직권 지정 대상에 포함하

였다. 그리고 지정받을 수 있는 외부감사인을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으로 한정하여 감사품질이 보장될 수 있도

록 하였다.

Ⅱ. 감사인 측면

<표 2> 지정사유별 외부감사인 지정 현황

지정연도

지정사유
2015 2016

증감

증감률

상장예정법인 193 174 △19 △9.8

감사인	미선임 38 96 58 152.6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 71 71 -

재무기준	요건	해당(부채비율	과다)* 78 66 △12 △15.4

감리결과	조치 44 51 7 15.9

관리종목 40 33 △7 △17.5

횡령,배임	발생 1 10 9 900.0

상호저축은행법 26 9 △17 △65.4

회사요청 1 4 3 300.0

감사인	부당교체 1 - △1 △100.0

소유경영	미분리 - - - -

합계 422 514 92 21.8

*부채비율	200%	초과	&	동종업종평균부채비율	1.5배	초과	&	이자보상배율	1	미만

(단위: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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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6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2017.1)

5)	 선택지정제와는	차이가	있지만	기업과	외부감사인	간의	장기적인	유착관계를	방지할	목적으로	과거에	시행된	감사인	강제교체제도가	있다.	감사인	강제교체제

도는	2003년에	도입되고	2006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실무적인	문제점과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지적되다가	2009년에	폐지되었다.	동	제도는	6년을	주기로	감사

인을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하였었다.

6)	 종합대책	최종	확정안에	따르면	감사인추천위원회는	현행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과	동일하게	구성한다.	구체적으로	감사	1인,	사외이사	2인	이내,	지배주주와	

임원인	주주	외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	2인,	지배주주	외	채권자	중	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	2인	및	지배주주	외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보

유한	기관투자자	1인으로	구성한다.

7)	 회계감사기준의	제정에	관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다.	2014년부터	전면	도입한	ISA는	IAASB에서	명료화	작업을	

거친	Clarified	ISA로	종전의	ISA와	구별된다.

8)	 일반적으로	감사위원회(감사)가	이에	해당한다.

핵심감사제도 확대 도입

수주산업에 한정되었던 핵심감사제도를 상장기업 

전체에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우리나라는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감사기

준을 전면 도입하고, 2014년부터 적용하고 있다.7) 현행 회계

감사기준은 감사보고서의 내용과 보고에 관해 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에서 규정한다. 감사의견

을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및 의견거절로 나누고 감

사의견의 근거 문단과 감사의견 문단을 통해서 감사결과를 

제시한다. 현행 감사보고서는 표준화된 보고서 문구로 매우 

한정된 정보만을 제공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상장기업에 대한 감사의견의 99%를 차지하는 적

정의견은 정보이용자들에게 기업의 재무제표와 외부감사인

이 수행한 감사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다. 즉, 감사보고서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아닌 것이다. 재무제표에 대한 인증으로

서 감사보고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기대 수준은 높으나 

현행 감사보고서는 그러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

며, 외부감사업무에 대한 감사인과 정보이용자 간의 정보비

대칭이 크게 존재하는 상황이다.

핵심감사제도는 국제감사기준 기준서 701 ‘Communicating 

Key Audit Matters in the Independent Auditor’s Report’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우리나라는 수주산업에 국한해서 2016년 

부터 도입하였다. 핵심감사제도는 지배기구8)와 논의한 사항 

중 외부감사인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감사항목에 대

한 정보를 감사보고서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핵심

감사제도의 도입으로 외부감사인이 수행할 감사절차가 늘어

나거나 책임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핵심감사항목이 감사

의견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 핵심감사항목은 외부감사

인의 감사업무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감사절

차의 투명성을 높여 감사품질을 향상시키고 감사보고서의 

유용성을 높인다. 종합대책에서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핵

심감사제도를 도입하되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핵심감사항목은 외부감사인이 지배기구와 반드시 논

의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핵심감사항

목으로 인해 단순히 감사보고서의 내용과 형태만 바뀌는 것

이 아니라, 외부감사 업무수행에 관한 지배기구의 책임이 명

시적으로 강조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지배기구인 감사(감

사위원회)는 회계 및 감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와 특정 핵심감사항목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표 3> 핵심감사제도의 단계적 도입(안)

대상 기업 시기

자산	2조	이상	상장기업	

(현재	감사위원회	의무설치기업)
2018년	사업보고서

자산	5천억	이상 2020년	사업보고서

1천억	이상 2022년	사업보고서

상장기업	전체 2023년	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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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감사용역 제한 확대 등 독립성 강화

지배기업의 감사인은 종속기업에 대해서도 금지된 

비감사용역을 제공할 수 없다. 매수거래를 위한 자산실사 

및 평가를 포함하여 금지되는 비감사용역이 늘어났다.

외부감사인이 비감사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감사품질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하여 혼재된 견해가 존재한다. 첫째, 비감사용

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

여 감사업무 수행에 활용함으로써 감사품질을 제고한다는 

긍정적인 견해가 있다. 외부감사는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수

행되어야 하므로 비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한 기업에 관

한 지식이 감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비

감사용역이 회계법인의 감사대상기업에 대한 수익 의존도를 

높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있다. 물론 관련 법률 등에서 정하고 있는 독립성 규

정에 위배될 경우에는 당연히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

다. 그러나 독립성 규정에 위배되지는 않더라도 비감사용역의 

규모가 커서 외부감사인의 수익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면, 감사대상기업에 대한 독립성이 훼손되어 결과적으로 

감사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진다. 마지막

으로 비감사용역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견해

도 존재한다. 비감사용역과 감사는 별개이며, 독립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인해 감사품질이 유지될 것으로 본다. 국제적

으로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제공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국가는 없으며,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낮은 비감사용역의 제

공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다. 

현행 공인회계사법은 외부감사인에게 금지된 비감사용역

을 열거하고 있으나 국제적 기준에 비해 완화되어 있는 편이

며, 연결실체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없다. 지배·종속 관계가 

존재하는 연결실체에서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의사결정

을 지시할 수 있으므로, 종속기업에 대한 비감사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종합대

책에서는 지배기업의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종속기업의 비감

사용역 업무도 동일하게 제한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

였고, 금지되는 비감사용역의 범위도 확대하였다. 현행 공인

회계사법은 자산 등에 대한 실사 및 가치평가를 매도거래의 

경우에만 금지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매수거래의 경우에

도 해당 업무를 금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

은 감사인에 의한 자금조달, 투자 알선 및 중개업무, 경영관

리 및 감독,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 등 임원이나 이에 준하는 

직위의 역할에 해당하는 업무도 금지하였다. 

적정 감사투입시간 규정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감사인과 재무정보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감사시간을 제공한다.

감사시간은 외부감사인이 투입한 노력의 지표로서 감사업무

가 얼마나 충실히 수행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정보이다. 회계부

정이 드러나거나 감독 당국의 감리 지적을 받아 사후적으로 

재무제표 왜곡표시를 알게 되기 전까지는 감사품질을 평가하

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거의 없다. 더군다나 감사의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적정의견은 표준 문구로 제시되므로 감사

보고서를 통해 외부감사인의 감사업무를 평가하는 것도 불가

능하다. 따라서 감사품질이 감사인이 투입한 노력의 양과 질

로서 결정된다면, 감사시간은 감사품질의 양적 결정요인으로

서 정보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기업에 의한 감사시간의 공시는 2001년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를 위한 공시제도의 개선’으로 시작되었다. 기업은 사업보고서 내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의 항목에 감사보수와 함께 감사시간

을 공시한다. 감사시간은 외부감사인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업이 외부감사인에게 

감사시간 정보를 제공받아 기재하였다. 2014년에는 외부감

사인의 충실한 감사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외부감사와 관련

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감사시간을 포함한 감사

인의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하도록 의무

화하였다. 외부감사 실시내용은 감사시간 뿐만 아니라, 감사

절차, 투입 인력 등 외부감사에 관한 질적인 내용도 포함하

므로 감사품질을 평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더 많은 정보

를 제공한다.9) 

이번 종합대책은 표준 감사시간을 산정하여 감사인과 정보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

의 공시 내용은 기업 자체에 소요된 실제 감사시간 정보만을 

제공하다보니, 정보이용자 입장에서 감사시간의 적정성을 평

가할 기준이 없었다. 물론 유사업종의 다른 기업과 비교할 수 

있지만, 감사시간은 기업의 규모, 노출된 위험, 재무 건전성 등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으므로 의미 있는 비교가 어려웠다. 따

라서 외감법 개정안에 따라 산정되는 표준 감사시간은 자산

규모, 업종 등 기업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감

사인은 표준 감사시간을 적정한 감사노력의 지표로 삼아 감

사업무를 수행하고 정보이용자들은 기업에 대한 감사품질을 

평가할 때 벤치마크로 사용할 수 있다. 외감법 개정안은 한

국공인회계사회에서 표준 감사시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하되, 관계 기관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3년마다 타

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였다.

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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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

일정한 품질관리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만이 상장기업을 감사할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회계법인이면 상장기업을 감사할 수 있으

며,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법에서 정하는 형식적인 규모 요

건을 충족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고, 

10인 이상 공인회계사를 보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형

식적인 요건만으로는 회계법인의 적격성을 확인할 수 없고 

고품질의 외부감사 업무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 어렵다. 

현행 제도에 대한 보완책으로 금융감독원은 품질관리감리

를 통하여 회계법인이 감사품질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시스

템을 적절히 설계 및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금

융감독원은 2006년에 파일럿 테스트를 한 이후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품질관리감리를 수행하고 있다. 

품질관리감리의 점검대상은 크게 ‘품질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의 적정성’과 ‘개별감사업무 수행의 적정성’으로 구분된

다. 국제품질관리기준에 준거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

한 ‘품질관리기준서1’에서 정한 6가지 구성요소가 품질관리

제도를 구성한다. (1) 회계법인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2) 윤리적 요구사항, (3) 업무의 수임과 유지, (4) 인적자원, 

(5) 업무의 수행, (6) 모니터링(감시)가 6가지 요소에 해당되

며, 동 요소들을 위한 절차나 시스템이 적절히 갖추어지고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품질관리감리를 통해 점검한다. 그

러나 품질관리감리 결과가 시장에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

에 감사인을 선임하는 기업이나 감사품질을 평가해야 하는 

정보이용자들은 활용할 수 없는 정보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대책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만이 상장기업

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등록을 위한 요건은 감사품질

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인력 및 예산 등의 자원을 확보하

고, 감사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출 것

을 요구한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

우에도 등록된 회계법인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였다. 사후적

으로 요건에 미달하거나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 결과 일정 수

Ⅲ. 감독당국 측면

10)	 감사보고서	감리는	접근	방법에	따라	혐의기업감리와	표본감리로	구분된다.	혐의기업감리는	금융감독원의	타업무	진행과정	또는	외부제보	등에	의해	혐의사항

을	인지하는	경우	실시한다.	표본감리는	표본추출방법으로	감리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감리로	표본추출은	분식위험요소가	있는	회사를	우선	추출하는	방법

과	무작위	표본추출방법을	병행한다.	또한	감리의	주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직접	수행하는	상장기업에	대한	감리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위탁받은	한국공인

회계사회가	수행하는	비상장기업에	대한	감리가	있다.	위탁감리를	통해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고	후속적인	절차는	금

융감독원이	수행한다.

준 이상의 조치를 받는 경우 감사인 등록이 취소된다. 따라

서 상장기업을 감사하고 감사대상기업을 지정받기 위해 회계

법인은 품질관리 시스템 요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유지

하여야 한다. 현행 품질관리감리 결과는 회계법인이 감사업

무를 수임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등록제

가 시행될 경우 적절한 감사품질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된다. 회계법인의 품

질관리담당 전문 인력 보강과 시스템 개선을 위한 투자가 불

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감리제도 개선

금융감독원은 감리를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감리 

주기를 단축하여 감리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재무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위한 감독 당국의 외부감

사 업무 감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개별 감사보고서의 

감리10)와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이다. 회계법인에 대

한 품질관리감리는 앞서 기술한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와 

관련되어 있고, 본 항목에서 설명하는 감리제도 개선은 개별 

감사보고서의 감리에 관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분석에 따

르면, 현재 국내 기업의 평균 감리주기는 약 25년이며, 38명

의 감리담당 실무인력으로 2천 여개의 상장기업에 대한 감리

가 수행되고 있다. 회계부정을 적시에 발견하기에는 불충분

한 인력과 빈도라고 평가되며, 기업들이 회계부정을 저지를 

경우 감독 당국의 감리를 통해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상

징성을 주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사전적으로는 경각심을 주어 회계부정을 예방하고 사후적

으로는 상시 감독과 위험 모니터링으로 적시에 회계부정을 

적발하기 위해, 감리 인력의 충원 및 조직의 개선이 필요하

다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종합대책은 모든 상장기업이 10년

을 주기로 감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감

사인 지정을 받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6년 이내의 기간에 

우선적으로 감리를 받도록 하였다. 외부감사인 선임 방식에 

따라 차별적으로 감리를 수행함으로써 효과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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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확보하여 종합대책을 실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행 심사감리11)는 공시자료만 활용할 수 있도록 되

어 있고, 기업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권이 법에 명시되지 않

아 모니터링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심사감리에서 정밀감리 단계로 넘어가더라도 금융감

독원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어서 효율적인 

감리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

대책에서는 정밀감리 시 필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계좌추

적권을 부여하고,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사권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분식회계,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강화

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신설하고, 징역 및 벌금의 수준을 상향한다.

우리나라는 회계부정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징벌적 효

과가 약하고 회계부정을 예방하는 기능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미국의 경우 회계부정과 관련하여 엔론의 

최고경영자는 징역 24년을, 월드컴의 대표이사는 징역 25년

<표 4> 외감법 개정안: 회계부정 등에 대한 제재

외감법 조항 당사자 현행 개정안

제17조의5(과징금)

회사	및	

담당자
해당사항	없음

·회사에	대해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담당자에	대해서도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0

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감사인 해당사항	없음

감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에	

대하여	해당	감사로	받은	보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제20조(벌칙) 제1항
회사	담당자 7년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10년	이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감사인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24조(몰수·추징) 

<신설>

회사	담당자 해당사항	없음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위반하여	얻은	이익은	몰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
내부감사,

감사인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	

(현행	외감법	제19조제3항)

제17조(손해배상책임)

제9항

회사
사업·감사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년 사업·감사보고서	제출일로부터	8년

감사인

을 각각 선고받았다. 우리나라는 회계부정에 대한 처벌을 징

역 5~7년으로 정하고 있어 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

다. 또한 과징금도 현재 20억원을 한도로 정하고 있어 회계부

정의 규모에 비해 금액이 턱없이 작다는 비판도 많다. 

기업 입장에서 회계부정을 통해 누릴 수 있는 효익보다 부

담해야 할 비용이 막대하게 클 경우 회계부정을 저지를 가

능성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이다. 기업이 회계부정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부담하게 될 비용은 회계부정이 발각될 가능성

과 발각될 경우 받게 될 처벌의 곱으로 결정될 수 있다. 발

각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100%보다 낮을 것이므로 회계

부정으로 인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처벌의 크

기가 커야한다는 단순한 계산이 가능하다. 아무리 감리제도

를 개선하여 회계부정을 찾아낼 가능성을 높인다고 하더라

도 처벌 수준이 낮다면 회계부정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

하기 어렵다. 

종합대책에서는 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신설하고, 징역 및 벌금의 수준을 상향하였으며, 몰

수추징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재의 수위와 수단을 강화

하였다. 또한 손해배상책임 시효를 감사조서 보관 의무기간

11)	 표본감리는	대상기업의	재무제표에	특이사항이	있는지	또는	그	특이사항이	법규위반가능성이	높은	사항인지를	점검하기	위한	심사감리와	법규위반가능성이	

높은	항목이	있는	경우	그	위반여부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정밀감리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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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8년으로 연장하여 감리를 통한 회계부정 적발의 가능성

을 높였다. 회계부정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분식회계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자

는 기업에 대한 과징금의 10%까지 부과하도록 하였다. 그리

고 감사를 부실하게 수행한 외부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보

수의 5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정하였다.

공시의무 및 회계교육 강화 

법정 기한 내에 기업이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사전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공시한다.

고품질의 재무정보는 회계 지식을 갖춘 역량 있는 담당자

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서 출발한다. 기업의 재무정보 작

성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은 꾸준히 실행되어 왔

다. 2013년에는 회사가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함

과 동시에 한국거래소에도 제출하도록 하는 외감법 개정이 

있었다.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업의 재무제

표를 대신 작성해 줄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고 기업의 자체

적인 재무정보 작성 능력을 기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비용이나 여건 등을 이유로 인력과 자원을 보강하지 못한 기

업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종합대책에서는 회계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교육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육 컨텐츠 및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회계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재

무정보 작성과 보고를 담당하는 임원 및 직원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제안하였다.

공시 측면에서는 외감법이 정하는 기한 내에 기업이 감사인

에게 재무제표를 사전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공시하

도록 하였고, 감사인은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에 감사업무에 

대한 연차별 감사투입 인력 및 시간, 이사 징계내역 등에 대

해서도 기재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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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발생한 국내 기업의 대형 회계부정에 대응하여 국내의 회계 및 외부감사 제도를 개혁하는 노력이 한창이다 

(이번 호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해설” 참고). 유럽연합은 우리보다 한발 앞선 2014년에 

감사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2016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유럽의 감사개혁 추진경과 

및 규제내용을 개관함으로써 필요한 시사점을 고찰하도록 한다.

유럽의 감사개혁

Chapter 2

유럽연합 위원회(EC)는 금융 위기 이후 금융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 은행, 감독기구, 신용평

가기관 및 중앙은행이 수행하여야 할 역할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이뤄진 반면 외부감사가 수행

해야 할 기능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EC는 2010년 Green 

Paper(European Commission, 2010)를 발행하여 기존의 감사관련 규제체계의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감사 기능에 대한 규제체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개시하였다. EC는 감독기능 

및 기업지배구조와 함께 외부감사가 금융 안정성의 핵심 요소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이는 감사가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여 시장의 신뢰 및 자신감을 재구축함으로써 궁극적으

로 기업의 자본비용 감소를 유도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EC는 Green Paper에 이어 2011년 11월 

30일에 발표한 공익적 기업(PIE)의 외부감사에 관한 제안서(European Commission, 2011)를 

통해 감사개혁에 대한 공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Statutory Audits of Annual Accounts 

and Consolidated Accounts에 대한 지침(Directive, 이하 지침) 개정 및 Specific Requirements 

Regarding Statutory Audit of Public-Interest Entities에 대한 규정(regulation, 이하 규정) 제

정이 이뤄져 2014년 4월에 의회에서 최종 승인되었다 (European Union, 2014a, 2014b). 새로운 

입법내용은 유럽 내 28개 회원국과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및 리히텐슈타인의 약 3만개의 공익

적 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 6월 17일 이후 개시하는 첫 회계연도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감사

인 의무교체 관련 규제는 기존 감사계약내용에 따라 경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개정된 지

침은 유럽연합 전역에 걸쳐 감사 품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감사인 독립성의 증진, 감

사보고서의 정보가치 향상, 감사인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한 수단을 포괄한다. 지침과 규정으

로 구성된 감사개혁 법령은 이 둘의 구속력이 상이하여 복잡성을 띤다. 지침은 2006년 제정된 

외부감사에 대한 지침(2006/43/EC)을 개정하며 EU내의 모든 외부감사를 규제하는 의무사항

을 포함한다. 지침은 회원국에 그 추구목적의 달성을 요구하지만 이를 실천하기 위한 수단과 

형식의 선택은 각국 기관에 위임하고 있다. 그에 따라 지침은 각국의 개별 입법을 통해 도입되

어야 한다. 반면, 규정은 공익적 기업의 외부감사에만 적용되는 추가적인 의무사항을 포함한

다. 이 규정은 모든 유럽연합에 걸쳐 직접적인 구속력을 발휘하며 각국의 개별 입법 절차없이 

회원국에 바로 적용될 수 있다. 감사인의 의무교체, 감사인 선정을 위한 입찰, 비감사용역 제

공금지 등은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회원국의 결정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옵션 조항이 다수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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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의 경과

Contact

선임연구위원  이 건 재 

E-mail: gunjlee@samil.com 

Phone: 02-709-8990

―	

기술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삼일회계법인의	정책이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독립성 강화

EC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재확립하고 감사환경에 

내재된 이해상충문제를 해소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감사인의 독립성은 감사환경 형성의 초석으로 평가된다. 감

사인이 감사받는 회사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는 인식은 감

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며 그에 대응

하여 투자자는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되므로 자

본비용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감사인의 독립성이 자본비

용과 역의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다수 보고된 바 

있다 (Brandon et al., 2004; Dhaliwal et al., 2009 등).

기존 외부감사 지침은 소유구조, 수임료, 교체주기를 포괄

하는 다수의 독립성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EC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감사인의 독립성을 재확립하고 감사환경에 내

재된 이해상충문제를 해소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감사인은 

감사받는 회사의 이해관계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함에도 감

사받는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고 그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시스템의 왜곡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EC는 

규제기관과 같은 제3자가 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보수 지급

을 책임지는 시나리오의 타당성 역시 고려될 수 있다고 보았

다. 이를 통해 감사인 해임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감사업무 

수행이 가능하리라 보았다. 하지만, 독립적인 감사인 선임이

라는 사회적 효익과 함께 관료들의 영향력 확대라는 부작용 

역시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공동감사

EC는 감사시장의 집중화 해소 방안으로 공동감사

(joint audit)를 고려하였다.

유럽내 상장기업 감사시장의 대부분은 이른바 4대 대형 회

계법인이 차지하고 있다. 수임료 수입을 기준으로 할 때 상장

기업에 대한 4대 법인의 시장점유율은 대다수의 회원국에서 

90%를 넘어선다. EC는 지난 20년간 대형 회계법인들의 규모

가 더욱 더 커진 반면 규모가 크고 복잡한 회사들을 감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감사인의 숫자는 줄어든 사실에 주목

하고 이러한 집중이 시스템적 리스크를 초래하여 감사시장

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만약 4대 법인 중 

하나가 무너질 경우 감사받은 재무정보의 이용가능성을 심

각하게 감소시킴으로써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여 금융시스

템 전반의 안정성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엔론 사태와 아서 앤

더슨의 붕괴로 인해 4대 법인 중 하나가 무너지면 감사시장

에 3개 대형법인만 남게 되어 감사시장의 선택폭이 급속히 

축소됨으로써 시스템적 위험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는 이

미 감독기구 사이에 팽배해 있었다. EC는 대형 법인들에 집

중되어 있는 감사시장의 구조가 금융시장의 안정에 대한 중

대한 위협이 된다고 간주하였다. 만약 “too big to fail”이라

는 인식이 감사시장에 자리잡을 경우 대형법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여 선제적

으로 규제체계를 개혁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EC

는 대규모 기업에 대한 계속적인 감사서비스의 제공이 금융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역시 인정하였다. 따라서 

대형법인의 다운사이징이나 구조조정의 장단점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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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는 감사시장의 집중화 해소 또는 경감 방안으로 공동감

사(joint audit)를 고려하였다. 공동감사란 둘 이상의 독립된 

감사인이 감사계획 조율, 감사노력 공유, 교차심리, 공동품

질관리 등을 통해 공동으로 감사를 수행한 후 하나의 감사

보고서를 각 감사인이 모두 서명하여 발행하고 공동으로 책

임을 부담하는 형태를 지칭한다. 공동감사는 독립적인 감사

가 두 번 수행되는 중복감사(double audit)나 복수의 감사인

이 재무정보 영역별로 감사를 수행하여 영역별로 감사의견

을 표명하는 이중감사(dual audit)와는 구분된다. 덴마크에

서는 1930년부터 상장회사와 국영기업에 대해 공동감사를 

의무화하다가 감사비용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2005년 이후 

의무조항을 폐지한 바 있다. 프랑스에서는 1966년 이후 상장

회사 및 대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해 공동감사를 의무화하였

고, 1984년 이후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모든 기업으

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하지만, 공동감사 참여 감사인 간

의 효율적인 협력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

되어 왔다. 국가간 감사품질 차이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

보면 프랑스나 덴마크에서 감사품질이 더 높다는 결과는 찾

을 수 없으나, 감사품질은 적용되는 회계기준, 국가별 투자

자 보호 수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이러

한 결과를 단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프랑스의 공동감

사에 대해 연구한 Francis et al. (2009)은 공동감사인에 4대 

회계법인이 포함된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이

익을 증가시키는 재량적 발생액의 크기가 더 작다는 결과와 

함께 공동감사 하에서의 프랑스의 감사보수가 다른 유럽국

가들에 비해서 높지 않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EC는 유럽의 상장회사 감사시장이 4대 법인에 과도하게 집

중되어 있지만, 공동감사제도가 시행되어 온 프랑스에서는 그

러한 집중이 완화된 것을 눈여겨 보았다. EC는 하나 이상의 

중소형 회계법인이 대형법인과 짝을 이뤄 공동감사를 수행하

도록 하면 감사시장의 역동성을 증진시켜 대규모 기업의 감사

시장에서 중간 규모의 회계법인이 보다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고 그에 따라 대형 회계법인 중 하나

가 붕괴하더라도 감사시장이 급속히 위축될 위험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하였다. 하지만 규모가 크고 복잡한 대형회사를 

감사할 능력이 없는 중소형 법인을 공동감사에 참여시킬 경

우 공동감사인간의 감사노력이 균형있게 배분되지 않을 것이

므로 이러한 방안은 감사시장의 경쟁 촉진에는 기여할지언정 

감사품질의 개선에 도움이 될지는 불명확하다는 비판도 제기

되었다. 실제로 Andre et al. (2011)은 감사보수에 영향을 미치

는 요소들을 통제할 경우 공동감사가 의무화된 프랑스의 감

사보수가 영국에 비해 높으나 그러한 감사보수가 감사품질의 

개선과는 관계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공동감사의 또다른 장점으로는 각 공동감사인의 교체시기

를 엇갈리게 함으로써 계속감사로 축적한 감사지식의 연속

적인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이 있다. 남아공에서는 

자발적으로 공동감사를 받을 경우 각 감사인을 같은 연도에 

교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회계학회가 상장사협의회 등으로부

터 발주받아 수행한 회계제도 개편 용역보고서에서 자유수

임제에 대한 개선방안의 하나로 6년 자유수임 후 1년은 회사

가 선정한 신규 감사인이 기존 감사인과 공동으로 감사하도

록 하는 공동감사제를 제안하였다. 이때 부감사인은 주감사

인의 감사절차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표명하는데 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유럽에서 시행되었거나 논의된 공동감사

의 형태에 비해 상당히 제한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

도 감사범위나 법적 책임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경험과 사례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금융위원

회의 개편안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파악된다. 공동감사로 인

해 중소형 회계법인의 성장을 촉진하여 경쟁을 유도하고 감

사시장의 역동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은 고려되지 아

니한 것으로 보인다.

EC의 Green Paper 발행 후 공동감사 방안은 격렬한 논쟁

을 불러 일으켰고 이해관계자별로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었

다. EC는 2011년 11월 자발적으로 공동감사를 받는 회사의 

경우 감사인 교체주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4대 대

형법인은 감사비용의 상승을 초래한다며 공동감사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중소형 법인들은 감사품질의 개

선이 기대된다는 이유로 제도 도입을 지지하는 등 각자의 이

해를 보호하려는 양상을 보였다. 투자자나 유관기관들은 감

사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감사결과에 대한 책임소재

가 불분명하고 공동감사에 따른 혜택이 확실하지 않다는 점

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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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교체

EC는 감사인의 의무교체가 감사인의 독립성을 

증진시키고 감사시장에 역동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

EC는 감사수임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감사인과 감사받는 

회사 간 유착관계 형성으로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문

제도 고려하였다. 유럽연합의 기존 외부감사지침은 공익적 

기업의 외부감사인 선임 이후 최대 7년이 지나면 담당 파

트너를 교체하도록 하여 왔지만 감사인 수임 기간에 대한 

제한은 극히 소수의 국가에 국한되어 시행되었다. 스페인이 

1988년부터 1995년까지 의무교체규정을 두었고 이태리에서

는 1974년 이래 계속해서 외부감사인을 9년 내에 교체하도

록 해왔다. 감사인은 동일하게 유지되는 와중에 담당 파트너

만 교체하는 경우 감사수행방법, 절차 및 감사 참여 인원 등

은 거의 동일하게 유지된다. 담당 파트너의 교체 여부는 제3

자로서는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담당 파트너 교체만

으로 실제로 감사 품질이 개선되었는지에 대해 연구한 결과

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Chi et al. (2009)이 이익반응계수

나 발생액의 크기로 측정한 감사 품질이 담당 파트너 교체에 

의해 유의적으로 영향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Bamber and Bamber (2009)는 그러한 결과가 감사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대용치가 부재한 데 기인한다는 비

판을 제기하였다. 한편, Lennox et al. (2014)은 중국에서 담

당 파트너 의무교체 시기에 감사인 수정사항이 증가하였다

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EC는 감사개혁안을 마련하면서 일정

기간 이후 의무적으로 감사인을 교체하도록 할 경우 초래되

는 장점과 단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EC는 감사인의 의무교체가 감사인의 독립성을 증진시키고 

감사시장에 역동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 이때 담당 파

트너가 회계법인을 갈아타며 동일 기업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사인 교체 규정은 법인 차원에서뿐

만 아니라 담당 파트너 차원에서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감사인 교체 규정은 감사인 선임 기준과 과정에 대

한 철저한 투명성 확보와 함께 입찰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

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찰 절차에는 감사품질과 독립성

이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물론 감사인의 정

기적 교체는 계속감사가 가지는 감사 효율성이라는 이점과 

상충관계에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감사인의 수임기간

은 감사인의 적발능력과 독립성에 상호 상충되는 효과를 미

친다. 그에 따라 감사인의 의무교체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

향은 사전적으로 명확하지 아니하다. Johnson et al. (2002)

은 감사인의 감사수임 기간이 짧은 경우(2~3년)에 중간 정도

인 경우(4~8년)에 비하여 발생액의 크기 및 지속성으로 측

정한 감사 품질이 낮아지는 결과를 발견한 반면 감사수임 기

간이 긴 경우(9년 이상)에는 중간 정도인 경우와 비교하여 감

사 품질이 낮아진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비감사용역

EC는 감사인의 독립적인 감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감사인의 비감사용역 제공 금지 규정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였다.

비감사용역의 제공은 감사인과 감사받는 회사 간의 유착

을 가져오고 감사인이 제공한 용역의 결과를 감사인이 스스

로 감사하며 그에 따른 이해관계의 일치로 감사받는 회사를 

옹호하게 되고 감사계약 해지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커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는다. 기존 외부감사지

침에 따르면 비감사용역의 제공으로 인해 감사인의 독립성

이 훼손될 경우 외부감사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하지만, 

외부감사에 대한 지침 상 비감사용역의 제한 조항은 회원국

별로 상이하게 적용되어 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프랑스에서

는 비감사용역의 제공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반면 그 외 국

가들에서는 그와 같은 제약이 완화되어 적용된 것이다. EC

는 비감사용역 제공 금지 규정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 보았다. 이는 감사서비스가 감사받는 회사와는 사업상의 

이해관계가 없는 감사인의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근거한다.

감사인 감독

EC는 유럽 내의 회계법인에 대한 통합적인 감독 수행을 

위해 새로운 범유럽 감독기구의 설립 방안을 고려하였다.

공적인 감시 시스템은 감사인의 감독에 있어 중심 역할을 

한다. 감시 시스템은 감사인과의 이해상충 여지 없이 설계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 EC는 유럽 내의 회계법인의 감독이 보

다 통합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러한 대안으로서 

신용평가기관의 경우에서와 같이 새로운 범유럽 감독기구의 

설립 방안을 고려하였다. 다양한 회원국에 걸친 감사 네트워

크를 가진 감사주체가 여전히 개별 회원국 수준에서만 감독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감독기구와 감사인 간의 의사소통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감사인은 감사수행과정에서 감사받는 회사의 존속 

가능성을 저해하거나 감사의견의 변형을 가져오는 사실 및 

잠재적인 법규 위반내용을 감독기구에 보고할 필요가 있고 

감독기구 역시 잠재적인 위험 영역에 대해 감사인에게 주의

를 환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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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선택조항에 따른 국가간 차별화된 규제수준 및 규

제내용으로 인해 새로운 법령은 국경을 초월하여 다수의 

EU국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들에게 커다란 도전을 제

공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법령의 기본적인 요구사항들은 

이미 일부 국가에서 모범적인 운영기준(best practice)으로 

자리잡아 왔기 때문에 요구수준에 미달하는 역할을 해온 각 

기업의 감사위원회는 그러한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내

부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할 책임을 부담한다.

각 회원국은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감독책임을 여전히 유

지하지만 새로운 감사법령에 대해 범유럽 차원에서 감독을 

하게 될 Committee of European Audit Oversight Bodies 

(CEAOB)도 신설되어 기존의 European Group of Auditor 

Oversight Bodies를 대체하게 된다. CEAOB는 각국의 감사

인 감독기구로 구성되어 새로운 지침과 규정의 도입과 관련

된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하고 EC와 각국의 감독기구에 전문

적 조언을 제공하게 된다.

공익적 기업 (PIE)

감사개혁은 주로 공익적 기업 및 그 감사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감사받는 회사가 공익적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규제수준을 좌우한다. 

새로운 입법내용은 EU 내의 모든 공익적 기업에 적용된다. 

기존 외부감사지침에도 공익적 기업에 대한 동일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다. 이번 입법에 따른 중요한 변화는 감사인 의무

교체, 비감사용역 금지 및 비감사용역 보수 한도 등의 규제가 

공익적 기업 및 그 감사인을 대상으로 신설됨으로써 공익적 

기업에 해당할 경우 그로 인해 준수해야할 규제사항의 폭이 

훨씬 넓어졌다는 것이다.

EU 외의 지역에 본사가 위치하더라도 EU 내의 자회사가 

공익적 기업으로 분류되어 새로운 입법 내용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법령의 영향은 전지구적이라 볼 수 있다. 

공익적 기업의 범위

• 회원국 내 규제 시장에 상장된 모든 기업

• 유럽연합 내 모든 여신기관

• 유럽연합 내 모든 보험회사

• 회원국에 의해 공익적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1)	 감사인	신규선임시에는	경쟁입찰이	요구되나	최대수임기간	내에서는	경쟁입찰	절차	없이	기존	감사인과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해당	대안은	회사가	최대수임

기간	경과	후	경쟁입찰을	통해	기존	감사인을	재선임할	경우	회원국이	최대수임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Ⅱ. 입법내용 해설

여기서 규제 시장은 European Securities & Markets Au-

thority에 의해 감독되는 다자간 금융상품 매매 시스템으로

서 28개 회원국의 약 100개 시장이 이에 해당된다. 지분증권

뿐만 아니라 채무증권도 상장 여부 판단의 대상이 된다. 여

신기관은 다수로부터 예수금을 받아 고유 계정으로 여신을 

취급하는 회사를 의미하며 예수금을 받지 않고 여신만을 취

급하는 경우 제외된다. 공익적 기업의 자회사는 반드시 공익

적 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자회사 자체가 공익적 기

업의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 EU외의 여신기관이나 보험회

사의 EU내 지점은 공익적 기업으로 분류되지 아니한다. 개

별 회원국은 공익적 기업의 범위를 보다 넓게 정의하는 것

이 허용된다.

공익적 기업에 대한 규제

유럽의 감사개혁 입법에서 공익적 기업에 적용되는 규제는 

크게 1) 감사인 의무 교체, 2) 비감사용역 금지, 3) 감사위원

회 책임강화의 세가지로 정리된다.

1) 감사인 교체

공익적 기업은 감사인 선임 이후 10년 경과시 

의무적으로 감사인을 교체해야 한다. 

공익적 기업의 외부감사인의 수임기간은 1년 이상 10년 이내

로 한다. 공익적 기업은 10년 경과시 감사인을 교체해야 한다. 

회원국은 각국의 선택에 따라 최대수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년 단위로 감사계약을 체결하는 대다수의 회원국에서는  

9번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반면, 3년 단위 계약이 의무

화된 벨기에에서는 3번 계약을 통해 최대 9년간 연속 수임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회원국이 규정에서 명시된 옵션을 통해 자국 내에서 감사인 

교체주기를 연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첫 번째 옵션은 규정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경쟁입찰 절차를 통해 감사인을 선정하

는 경우 교체주기를 10년까지 연장하여 수임기간을 총 20년까

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1) 두 번째 옵션은 의무교체시

기 도래시 둘 이상의 회계법인이 하나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책

임을 분담하는 공동감사를 도입할 경우 교체주기를 14년까지 

연장하여 수임기간을 총 24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 감사계약 최초 10년 동안 공동감사였는지는 무관하다.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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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논란을 가져왔던 공동감사 도입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이

처럼 교체주기 연장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선택사항으로 채택

되었다. 이 역시 회원국이 그러한 대안을 자국에 적용하는 것

을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EC는 감사인의 의무 교체가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이면서  

4대 대형법인 위주의 감사시장 집중 현상을 완화시킬 것으

로 기대하였다. 실제로 새로운 규정이 감사시장의 경쟁을 높

여 감사품질을 높일지는 향후 관심있게 지켜볼 내용이다.  

수임기간은 감사인 선임일이 아니라 감사인이 감사하는 첫 

회계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감사인 교체 규

정의 도입 이후에도 기존의 핵심 파트너를 최대 7년마다 교

체하도록 한 기존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다.

예외적인 상황의 경우 각국의 규제·감독기구는 감사받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교체 주기를 1회에 한해 추가로 2년 연

장할 수 있다. 예외적인 상황은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

2) 비감사용역 금지

외부감사인은 규정에서 명시된 유형의 비감사용역을 

감사받는 공익적 기업에게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감사위원회는 비감사용역이 감사인의 독립성 또는 객관성

을 훼손하지 않도록 감사인이 제공하는 비감사용역과 관련

된 회사의 정책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제안하여야 한다. 새로

운 법령에서는 외부감사인이 감사받는 공익적 기업에게 제

공할 수 없는 비감사용역의 유형이 명시되어 있다.

1. 세무용역 - 감사인은 1) 급여세 및 2) 관세 관련 용역 제

공이 금지된다. 각 회원국은 이를 허용할 수 있는 선택권

을 가지지 않는다. 다만, 1) 세금신고서 작성, 2) 공적 보

조 및 조세 인센티브 기회 식별, 3) 세무조사 대응, 4) 직·

간접세 및 이연법인세 계산 및 5) 세무자문의 용역은 원

칙적으로 제공이 금지되나, 회원국의 선택에 따라 감사받

은 재무제표에 직접적 또는 중요한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한해 허용 가능하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는 그러한 용역

의 제공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두어야 한다.

2. 가치평가용역 -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회원국의 선택에 

따라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직접적 또는 중요한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한해 허용 가능하다. 이 경우 감사받은 재무

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포괄적으로 문서화되어 감사위원

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3. 법률용역 - 감사인은 감사받는 회사를 위하여 일반적인 

법률자문, 협상 대리 및 소송 변호를 할 수 없다.

4. 기장 및 재무제표 작성

5. 급여

6. 인사 - 감사인은 회계업무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수 있

는 직위에 대한 후보자 물색 및 평판 확인 등의 인사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7. 내부통제절차, 위험관리절차 및 재무정보기술시스템의 

설계와 도입 

8. 감사받는 회사의 경영 또는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용역

9. 감사받는 회사의 자금조달, 투자, 자본구조 및 배분과 연

계된 용역 - 실사용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0. 감사받는 회사의 주식의 홍보, 매매, 인수

이상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용역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각 

회원국은 금지되는 비감사용역의 유형을 추가할 수 있는 권

한을 가진다. 그러나 회원국은 규정에서 허용되는 선택권 외

의 방식으로 규제수준을 완화할 수는 없다. 즉, 규정에 제시

된 내용은 최소한의 규제수준이 된다. 외부감사인이 제공할 

수 있는 비감사용역의 범위가 국경을 넘어설 경우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체 그룹 차원에서의 비감사용역 정책을 수립함

에 있어 감사위원회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 회원국에서 금지

되는 비감사용역의 범위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감사위원회는 허용되는 비감사용역 제공이 독립성을 저해

할 위험을 평가하여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에 그러

한 용역 제공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감사위원회는 

비감사용역의 성격과 함께 회사의 감사인이 그러한 비감사

용역의 가장 적합한 제공자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중

요성이 명백하게 경미한 비감사용역 유형에 대해서는 감사위

원회가 사전적으로 승인절차를 마련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

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비감사용역에 대해서는 사

전 승인절차를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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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이 비감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수는 

감사받는 회사와 그 모기업 및 그로부터 통제받는 기업에 대

한 최근 3개 회계연도 평균 감사보수의 70%를 한도로 한다. 

회원국은 동 기준부다 강화된 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러

한 한도는 비감사용역을 4개 회계연도 이상 연속 제공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한도 준수에 대한 책임은 감사인에게 있

으나 감사위원회 또한 이를 확인할 의무를 진다.

또한 전체 감사보수에서 특정 고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15% 

이상인 경우 지켜야 할 절차가 새로이 규정되었다. 회사는 해

당 사실을 공시하여야 하고  감사인은 감사위원회와 관련 내

용을 논의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다른 외부감사인으로

부터 감사품질에 대한 검토를 받을지 고려하여야 한다. 

3)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

감사위원회 실무상 best practice로 자리매김해온 

내용들이 이번에 감사개혁을 통해 지침과 규정에 

명문화되었다.

감사위원회는 재무보고절차 뿐만 아니라 회사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시스템의 효율성을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EC는 

감사인의 독립성 및 감사품질 개선을 위해 감사인 교체 및 

비감사용역 제한을 논의하면서 감사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 역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는 합의를 이루었다. 각 공익적 기업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

도록 할 책임은 회원국에 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으로 규정된 내용이다.

 1. 재무제표 외부감사절차 감시

 2.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검토 및 감시 - 감사인으로부터 매

년 독립성 보고서 징구하여 핵심 쟁점 및 대책을 감사인

과 논의

 3.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주관

 4. 외부감사인의 감사 관련 보고의무 준수를 감시

 5.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제공 승인 - 용역제공이 독립

성을 저해할 위험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

 6.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보수 한도 준수 여부 감시

 7. 회원국의 선택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아래 비감

사용역의 제공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그러한 용역 제

공이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감사인의 

문서화된 평가를 보고서로 징구하여 검토

 · 납부세액 계산, 세금신고서 작성, 세무조사 대응 및  

세무자문 등의 세무용역

 · 가치평가용역

지침과 규정에 새로이 명시된 내용들은 대부분이 이미 감

사위원회가 수행할 역할로 자리잡아온 것들이다. 따라서 새

로운 입법내용의 효과는 그러한 역할을 법규에 명문화함으

로써 모든 공익적 기업이 요구수준에 부응하여 감사위원회

의 기능을 정비하도록 한 것이다. 각국의 주무기관은 회사

의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새로

운 법령은 감사위원회가 주어진 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

을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행정수단을 각국의 주무기관

에 부여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회계 및 감사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1인 이

상의 위원을 보유하여야 한다. 나머지 위원들에 대해서 요구

되는 재무 전문성은 회사의 사업성격에 따라 다를 것이나 기

업재무분야의 기본적인 경험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감사받는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산업과 관

련된 전문성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문성은 해당 산업

과 관련되면 충분하고 해당 산업 내의 전문성일 필요는 없

다. 감사위원들 다수가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면 되는 것이고 

감사위원 전원이 그러한 조건을 만족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감사받는 회사로부터 독립된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여야 한다. 

이사회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선임, 재선임 및 해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기본적인 역할로 간주

되어 왔다. 새로운 규정에서 공익적 기업은 반드시 공개입찰

과정을 통해 신규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회원국은 

또한 각국의 선택에 따라 공개입찰과정을 거쳐 최대수임기

간을 연장하여 (최대 총 20년) 감사인을 재선임하는 것을 허

락할 수 있다. 회사는 새로운 규정의 기준에 맞추어 공개입

찰절차를 구축하여야 하고 감사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에 제출하는 

추천서에 첫번째 및 두번째 추천후보를 지명하고 그 판단근

거를 밝혀야 하며 의견형성시 제3자가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하였고 감사인 선택을 제한하는 계약조건에 구속되지 아니

하였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감사인 선정과

정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감사위원회의 추천의견을 

감안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입찰과정에 참여하는 감사인에게 회사에 관

한 정보를 충분하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투명하

고도 비차별적인 감사인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그러한 기준에 

입각하여 감사인의 제안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새로운 규정

은 특히 회사가 입찰과정에서 중소형 법인을 차별하지 못하도

록 하였다. 이는 중소형 법인이 감사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

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적으로 감사시장의 선택폭을 확대하

기 위해서이다. 회사는 선정절차가 공정하게 수행되었음을 관

련 당국에 입증할 수 있도록 그 진행내용과 판단근거를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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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여야 하고 감사위원회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한

편, 회원국이 공동감사 체결시 최대수임기간을 연장하는 선

택을 한 경우 회사는 두번째 감사인의 선정시에도 반드시 공

개입찰절차를 통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최소한 1년에 한번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외부감사인의 연간 

공시내용을 검토하고 독립성의 위협이 되는 요소와 그러한 

위협을 경감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감사인과 논의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매년 감사인으로부터 독립성 유지 

및 관련 규제 준수여부를 감시하는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정

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회사가 외부감사인의 과거 피고용인을 회사

의 직원으로 채용할 때 적용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그러한 정

책의 실제적용 결과 감사인의 독립성에 문제가 없는지 감시

하여야 한다.

감사인의 보고 의무

외부감사와 관련한 감사인의 보고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감사인과 감사받는 회사 및 감독당국과의 의사소통을 

증진하고자 하였다.

감사인의 보고서에 대한 새로운 입법내용은 감사절차에 대

한 투자자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외부감사

결과를 감사받는 회사에게 보고할 때 포함하는 내용은 다

음과 같다.

1. 중요한 왜곡표시를 가져오는 중요한 위험 및 감사인의 대

응 

2. 부정 등 예외사항을 적발할 수 있는 감사인의 능력

3. 감사의견이 감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과 일관

된다는 확인

4. 금지된 비감사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확인 

5. 허용되는 비감사용역의 수행 내용

6. 감사수행 과정에서 독립성을 유지하였다는 확인

7. 경영자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

감사보고서의 개선은 2016년 12월 15일 이후 개시하는 회

계연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국제감사기준에 근간한다. 새로

운 국제감사기준은 이른바 핵심감사사항(KAM)의 식별 및 

보고로 특징지어지는데 EU의 새로운 법령은 명시적으로 핵

심감사사항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 요구사항은 국제감사기

준위원회가 국제감사기준을 개정할 때 취한 접근법과 일관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위원회에 대해 보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성

 2. 감사에 참여한 업무담당이사

 3. 감사위원회, 경영진 등과의 정보소통 내역

 4.  감사의 범위 및 시기

 5. 다수의 감사인 참여시 업무분담 내역

 6. 재무제표 분류별 입증절차 방법

 7. 계속기업 가정에 불확실성을 가져오는 사건 및 환경

 8. 내부통제 시스템상 중요한 결함

 9. 감사과정 중 발견된 중요한 법규 위반사항

10. 재무제표 항목 측정에 적용된 가치평가기법

11. 감사과정 중 직면한 중요한 문제들

보고서의 내용들은 대부분 이미 실무관행 상 외부감사인

과 감사위원회 간에 논의되어온 것들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보고서 제출의무가 존재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입법

을 통해 전 유럽에 걸쳐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한 것은 중요

한 변화로 간주된다. 동 보고서는 대중에게 공개되지는 않으

나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 당국에 제출될 수는 있다.

공익적 기업의 감독당국에 대해 보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

다.

 1. 감사과정 중 발견된 중요한 법규 위반사항, 공익적 기업의 

계속적인 영업을 위협하는 사항, 감사의견 변형과 관련된 

내용

 2. 감사받는 회사와 밀접히 연관된 프로젝트

 3. 감사인 교체 관련 정보

또한 외부감사인과 회계법인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투명성 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하였다. 보고서에는 공

익적 기업으로부터 받는 감사보수, 기타법인으로부터의 감사

보수 및 비감사용역 보수 등의 재무정보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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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감사개혁을 통해 도입된 규정에서 회원국에 부여된 

옵션으로 인해 회원국별로 구체적인 규제내용의 차이가 존

재한다. 아래에서는 EU의 주요 회원국별로 대략적인 규제 

도입 내용을 요약한다.

프랑스

일정 규모 이상의 은행 지주사 및 보험 지주사 그리고 공익

적 기업의 통제를 영업활동으로 영위하는 지주사를 공익적 

기업의 범위에 추가로 포함하였다.

감사인 교체주기는 10년으로 하되, 최초 10년 이후 공개입

찰 과정을 통해 감사인 선정시 기존 감사인과 6년간 계약 연

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동감사 도입의 경우에는 14년간 연

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프랑스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인 모든 회사는 반드시 공동감사를 받아야 한다. 핵심 감사 

파트너는 6년마다 교체하도록 하였다.

회원국에 부여된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아 감사인이 세무 

및 가치평가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독일

원칙적으로 감사인 교체주기를 10년으로 하되,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아닌 경우에 한해 규정에서 허용된 바에 따라 

공개입찰시 14년간, 공동감사시 10년간 연장가능하도록 하

였다. 비감사용역의 경우 규정에서 부여된 회원국의 선택권 

행사를 통해 세무 및 가치평가용역의 제공을 제한적으로 허

용하였다. 특이한 점은 과도한 조세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

하여 독일의 국내법 상에 세무용역의 중요성 기준을 규정하

는 조항을 신설하였다는 점이다.

스페인

EU의 공익적 기업 정의에 더해서 매출액이나 종업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 및 다수의 투자자를 보유한 기업 등

이 추가로 공익적 기업으로 지정되었다.

10년마다 감사인을 교체하도록 하되, 공동감사의 경우 추

가로 4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공개입찰을 통한 연

장은 불허하였다. 핵심 파트너의 교체 주기는 기존보다 2년 

단축하여 5년으로 규정하였다. 

회원국의 선택권 행사를 통해 감사인이 세무 및 가치평가

용역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

스웨덴

독일과 마찬가지로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아닌 경우에 한

해 감사수임기간 10년 경과 후 공개입찰 절차를 통해 14년

간, 공동감사 도입을 통해 10년간 감사계약을 연장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세무용역 및 가치평가용역 허용에 대해 회원국에 부여된 

옵션 조항을 채택하였다.

벨기에

공익적 기업의 정의에 결제기관이 포함되었다. 9년마다 감

사인을 교체하도록 하되 공개입찰시 9년, 공동감사시 15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벨기에에

서의 최소 감사계약기간이 3년인데 기인한다.) 핵심 파트너는 

6년마다 교체되어야 한다. 회원국에 부여된 옵션 조항 채택 

결과 세무용역 및 가치평가용역 중 일부가 허용된다. 

이태리

과거부터 감사인 교체규정을 두었던 이태리는 감사인 교체

주기를 기존대로 9년으로 하였다. 계약기간의 연장관련 옵

션은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감사

인이 세무 및 가치평가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일체 불허한다.  

아일랜드

감사인 교체주기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연장은 허용하지 않

는 것으로 하였다. 핵심 파트너의 교체주기는 5년으로 하였

다. 감사인의 세무용역 및 가치평가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회

원국에 부여된 옵션 조항을 채택하였다. 

네덜란드

감사인 및 핵심 파트너 교체주기가 아일랜드와 동일하게 

규정되었다. 하지만 감사인의 세무용역 및 가치평가용역 제

공은 전면 금지하였다.

핀란드

10년 감사계약 기간 경과 후 공개입찰 절차를 통해 14년간, 

공동감사 도입을 통해 10년간 연장 가능하다. 핵심 파트너는 

7년마다 교체하여야 한다. 회원국에 부여된 옵션 조항을 채

택을 통해 감사인의 세무용역 및 가치평가용역 제공을 제한

적으로 허용한다.

Ⅲ. 주요 회원국별 규제 도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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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감사인 교체주기를 10년으로 하고 최소 4년간의 냉각기간

을 의무화하였다. 공개입찰이나 공동감사를 통한 연장은 허

용되지 않는다. 핵심 파트너는 5년마다 교체하여야 한다. 감

사인에 의한 세무 및 가치평가용역 제공이 일체 금지된다.  

헝가리

감사인 교체주기를 원칙적으로 10년으로 하되 은행, 보험

회사 및 기타 규제대상 회사의 경우 8년으로 단축하였고 계

약 연장을 허용할 수 있는 옵션은 선택하지 아니하였다. 감

사인의 세무용역 및 가치평가용역 제공과 관련된 옵션 조항

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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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에 부여된 책임은 다양하지만 감사위원회의 핵심 임무는 회사의 재무제표 및 관

련 공시의 완전성을 감독하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재무제표는 회사가 경영성과와 재

무상태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과 의사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다. 감사위원회는 많은 양

의 재무정보를 보고받지만 복잡한 이슈를 이해하여 최적의 재무보고 감시 절차를 수립하

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우리나라는 감사위원회가 대부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회

계부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 역할이 미흡하다고 평가되고 있다.1) 그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회

사의 내부통제에 있어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회계부정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본 해설은 감사위원회가 재무보고 절차를 이해하고 감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언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감사위원회가 경제상황, 사업전략, 또는 회계정

책의 변화 등, 재무제표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영역에 감시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는 점을 강조한다.

사업의 이해

감사위원은 회사의 사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통해 회사의 재무보고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은 재무보고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회사, 회사의 

영업과 회사가 속한 산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다음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

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 정기보고서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 상 ‘Ⅱ. 사업의 내용’을 검토

• 회사의 영업현장, 공장 및 시설을 방문

• 상품 및 시장에 대한 이해를 위해 마케팅 및 판매부문 임원과 면담

• 판매 유통 채널과 주요 고객을 이해

• 세부 영업내용의 이해를 위해 사업부문 책임자와 면담

• 재무담당임원,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인과 면담

• 회사, 경쟁사 및 산업에 관한 애널리스트 보고서 검토

감사위원회 업무 해설: 

재무보고와 위험관리 모니터링

Chapter 3

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2017.01)

Ⅰ. 재무보고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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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선임연구위원  이 건 재 

E-mail: gunjlee@samil.com 

Phone: 02-709-8990

―	

기술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삼일회계법인의	정책이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경쟁사의 재무제표 및 비재무정보 검토

• 소속 산업 현황을 다루는 뉴스매체 구독

• 회사가 인터넷 상 게시하는 회사 관련 정보를 경영진에 

요청

• 당기 중 발생한 회사의 주요 거래 및 변화에 대한 이해

• 회사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규제 이슈 및 규제기관의 규

제수단을 이해

• 재무구조, 과세구조 및 위험회피활동에 대한 이해를 위해 

재무 및 조세담당 직원 면담

• 회사의 채무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보고서 검토

감사위원은 이사회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이러한 지

식을 부분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영업현장에서 정

기적인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도 있다. 사업부문의 책임자를 정기 회의에 참석시켜 해

당 부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 역시 고려 가

능하다.

위험부문에의 집중

감사위원은 복잡하고 위험한 영역에 집중함으로써 

재무정보를 한정된 시간 내에 보다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회사에는 정형화된 업무 영역 외에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

려운 사업부문이나 사업영역이 있기 마련이다. 경영진은 그

러한 복잡하고 위험한 영역을 감사위원들에게 부각시킬 필

요가 있다. 그러한 영역은 위험회피활동이나 부외자산·부채

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영역에 보다 집중함으로

써 감사위원회는 재무제표와 관련 정보를 한정된 회의 시간 

내에 보다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따라서 

감사위원들은 복잡하고 위험한 영역을 선별하여 그에 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요성

감사위원은 경영진과 외부감사인이 중요성을 판단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중요성 수준에 대한 고유의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경영진은 공시 필요 여부의 판단, 회계정보 수정 및 전기재

무제표 재작성 여부의 결정, 내부통제 취약성의 평가에 있어 

중요성 기준을 적용한다. 감사위원은 경영진과 외부감사인이 

중요성을 판단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중요성 수준에 대한 고

유의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중요성 기준의 수립은 복잡할 수 

있다. 중간재무제표에 대해 연간재무제표와 다른 양적 지표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정 항목이 중요한지 여부를 예비

적으로 판단함에 있어 순이익의 5%와 같은 양적 지표를 적용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유용할 수 있으나 산술적인 기준을 획

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이론적 근거가 결여되어 있음을 인

지할 필요가 있다. 

중요성은 단순히 양적 개념이 아니라 재량적 판단이 개입

되는 질적 개념이다. 기본적으로 오류는 이용자의 판단을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큰 경우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경영진과 감사인은 특정항목이 실질적으로 중요

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이전에 관련된 모든 양적·질적 정보 

및 주변 환경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실무지침은 왜곡표시가 작더라도 이익 추세를 모호

하게 하거나, 애널리스트 예측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감추거

나, 손실을 이익으로 또는 이익을 손실로 전환시키거나, 경영

진의 부당거래를 은폐하거나, 채무약정 준수 여부 판단에 영

향을 미치거나, 주요 사업부문의 성과를 왜곡시키거나, 경영

진 보상과 관계되는 경우 질적으로 중요성을 가질 수 있다

고 강조한다. 

경영진은 내부통제 미비점의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중

요성 개념을 적용한다. 외부감사인 역시 감사계획의 수립 및 

수정사항의 결정에 있어 중요성 기준을 수립한다. 감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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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외부감사인과 중요성 기준을 논의함으로써 감사인이 

재무보고 상의 쟁점을 평가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감사인과 

경영진 간 관점의 차이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르면 중요성의 개

념은 외부감사인이 미수정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적용하는데, 누락 등 왜곡표시가 재무제

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

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

요하다고 간주한다. 

중요성 수준은 재무제표 수정 필요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여러 복합적 이유로 항상 어

려운 판단을 수반한다. 중요성은 또한 항상 고정된 것이 아

니라 기간마다 변화할 수 있다. 가령 예상되는 손익을 기초

로 중요성 수준을 수립하였으나 실제 손익이 예상과 상이한 

경우에는 경영진 및 외부감사인은 최초 수립한 중요성 수준

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회계정책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중요한 회계정책을 이해하고 

경영진의 회계정책 적용 방식이 타당한지 평가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중요한 회계정책을 이해하고 그 타

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회계기준의 방대함

과 복잡성으로 인해 감사위원들은 현행 회계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가장 중요한 회계정

책은 통상적으로 재무제표의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주석사

항에 포함되기 마련이다. 회계정책 그 자체뿐만 아니라 경영

진이 회계정책을 해석해서 특정한 거래 유형에 적용하는 방

식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감사위원회는 투자자로부터 

회사의 회계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지 검토할 필

요가 있다. 그러한 비판을 파악한 경우 감사위원회는 제기

된 문제의 성격을 이해하고 이를 경영진, 법률자문가 및 외

부감사인과 논의하여야 한다. 그러한 비판을 무시한다면 이

는 감사위원회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으로 남게 된다. 과거에 

공개된 사례를 보면 그러한 비판 중 상당수가 타당한 것이

었고 회사의 재무제표 재작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타당

한 회계정책 비판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투자

자와 시장으로부터의 부정적 반응, 평판 상실 및 법적 소송

에 직면할 수 있다.

기존 회계정책에 있어 감사위원회는 1) 경영진이 회계정책을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또는 공격적으로 해석하는지, 2) 회계 

정책이 거래의 실질에 비추어 적절한지,  3) 주요 경쟁사의 회

계정책과 차이가 있는지, 4) 채택가능한 회계정책 대안이 있

는지, 그리고 5) 외부감사인이 그러한 대안보다 기존 회계정

책을 선호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경영진이 새로운 회계정책이 경제적 실질을 보다 적절히 반

영한다고 믿는다면 자발적으로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도 있

다. 그 이유는 회사가 영업방식을 변경하였거나, 거래의 특정 

요소의 중요성이 더 커졌거나, 또는 거래나 사업환경 자체가 

변화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한 경우 회사는 새로운 회계

정책의 적용을 통해 보다 신뢰성있고 목적적합한 회계정보

를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새로운 회계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확신을 가

질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경영진이 회계정책의 자의적인 변

경을 제안할 경우 감사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검토하

여야 한다.

• 회계정책 변경 제안 사유

• 변경이 가져오는 장점

• 새로운 회계정책이 기존에 적용되지 아니한 이유

• 기존 회계정책에 대한 감독기구의 입장

• 당기 및 이후 기간의 이익에 미치는 효과

• 채무 약정에 미치는 효과

• 경영자 보상에 미치는 효과

• 기존 회계정책을 유지할 경우의 문제점

새로운 회계정책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기 이전

에 감사위원회는 그 내용에 관해 브리핑을 받는 것이 바람

직하다. 회사는 새로운 회계정책의 채택이 가져오는 잠재적

인 효과에 대해 공시하게 되어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르면 회계정책의 자발적 변경이 당기, 과거 또는 미래기간

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회계정책 변

경의 성격 및 새로운 회계정책이 재무정보의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의 제고에 기여하는 근거에 대해 공시하여야 한다. 감

사위원회는 경영진 및 외부감사인과 다음의 사항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 당기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회계기준

• 차기 이후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회계기준

• 새로운 회계기준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 회사가 새로운 회계기준 채택과 관련하여 공시할 내용

• 새로이 제개정 진행중인 회계기준의 도입이 회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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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추정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판단에 기초한 회계추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경영진의 판단이 중대하게 개입되는 회계추정은 재무보고 

상 잠재적 위험이 높은 영역이다. 감사위원회는 최종 재무제

표 수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러한 추정이 포함되는 

부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경영진에 의한 추정이 개입되는 

부분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매출채권 미회수예상액

• 판매부진 또는 노후화된 재고

• 자산 손상

• 연금 및 기타 퇴직급여

• 법인세비용

• 파생상품의 평가

• 보증, 소송, 환경 관련 충당부채

• 주식기준보상

• 채권·채무 재조정

회계추정에 있어 많은 경우 경영진은 미래보고기간까지 발

생하지 아니할 사건의 영향을 예측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경영진은 수용 가능한 회계추정치 범위를 먼저 결정하는데 

보수주의의 정도가 경영진의 최종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추정치의 결정에 있어 경영진이 보수주의의 정

도를 변경할 경우 감사인은 그러한 판단 근거를 이해할 필

요가 있다. 감사위원회는 중요한 회계추정치의 범위를 고려

하는 과정에서 재무제표 수치의 최종 확정 방식과 회계추정

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외부감사인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의 회사들이 일상적인 추정치는 잘 수립된 방식에 

따라 결정하나 비경상적인 추정치의 결정에 있어서는 어려

움을 겪는다. 추정치의 결정은 대단히 주관적임에도 많은 감

사위원들이 가정과 추정을 조작하여 이익을 부적절하게 조

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 관련 영

역에 대해 충분한 정도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

다.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추정 과정을 검토하는데 보다 많

은 시간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추정시 이용한 가정들의 조

그마한 변경도 부채 또는 비용 인식금액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추정치 결정 방

식을 이해하고, 추정에 이용된 가정이 과거 기간과 비교하여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감사위원회가 회계추정 검토시 취해야 할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절차 수행시 회사의 영업에 대한 지식을 활

용함으로써 감사위원회는 중요한 회계추정치가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의견을 형성할 수 있다.

• 재무제표 상 중요한 추정치를 파악 

• 추정 절차 및 추정에 이용된 데이터의 타당성을 경영진

과 논의

• 과거 추정치를 실제 결과와 비교 

• 핵심 사업가정과 그러한 가정의 변경 필요 여부 검토

• 경영진이 추정치 결정시 이용하는 모형과 그러한 모형의 

타당성 유지를 위해 취하는 절차를 이해

• 추정과 관련된 기초 사건의 발생가능성 분석

• 추정범위 내의 특정 추정치를 재무제표에 인식한 이유 및 

그러한 추정치 중 기말현재 잔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 재무제표 상 재량적 발생액의 시기 및 크기에 대한 논리 

이해

• 사용된 가정의 변화가 인식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

• 감사인이나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특별히 중요하거나 

복잡한 추정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

보고기간 중의 중요한 변경

감사위원회는 과거 또는 예산과 비교하여 특이한 

거래를 파악하고 그러한 거래의 실질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기간별로 재무제표 상 중요한 변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영진은 시계열 상의 변화 뿐 아니라 

예산 또는 예측치와 실제 결과와의 차이에 대해 납득할 만

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또한 회계기간 초반과 비교하여 회계기간 종

료 직전 마지막 몇 주 동안 수익 항목의 급격한 증가 등 예외

적인 거래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좋다. 기중에 연간 이익목

표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음에도 실제 결과는 목

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에

게 적극적으로 그 내용에 관해 질문할 필요가 있다. 

경영진이 이례적이고 비경상적인 거래를 재무제표에 보고

한 경우 감사위원회는 그러한 거래의 성격, 경제적 실질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회계처리 및 공시가 적

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한 거래에 대해

서 경영진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설명

은 감사위원회가 이해하고 있는 회사의 속성과 일관되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추정과 판단이 많이 개입되는 추정치의 

중대한 변화에 대한 근거를 파악하여야 한다. 



26    삼일PwC

특수관계자 거래

감사위원회는 회사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식별하여 

그에 대해 충분한 공시를 제공하는 적절한 절차를 

구비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특수관계자와는 공정하게 거래가 이뤄진다고 전제할 수 없

기 때문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재무보고 상 유난히 위험

이 높은 영역 중 하나이다. 특수관계자 거래는 다양한 형태

를 취할 수 있는데 이해 상충을 초래하는 잠재적인 요소를 

포함할 수도 있고 비금전적인 요인이 고려되어 설계될 수도 

있다. 감사위원회는 특수관계자 거래의 발생 사실 자체를 파

악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시가 적절히 이뤄

지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특수관계자를 식별하고 그들과의 거

래를 포착하여 충분한 내용의 공시를 제공하는 적절한 절차

를 구비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재무제표 이용자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이해함에 있어 이

러한 공시의 완전성이 중요함을 인지하고 필요한 정보가 제공

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별항목

감사위원회는 회사가 재무제표 상 특별항목을 

구분하는 논거를 파악하고 그러한 구분이 경영성과의 

해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회사는 때때로 특정한 거래나 사건을 구분하여 경영성과

를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한다. 경영진은 이러한 항목이 비반

복적·비경상적이거나 예외적이므로 손익

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애널리스트

와 투자자 역시 회사의 경영성과를 평가하

거나 이익을 예측함에 있어 그러한 거래의 

효과를 배제한다. 애널리스트의 관점은 회

사의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에서는 그러한 공시 행태가 기업의 진

정한 이익을 숨기는데 이용될 수 있고 경영

진의 공시 행태가 기간별로 일관되지 않을 

수 있으며 경영진이 오로지 유리한 항목만

을 드러내고 불리한 항목은 은폐할 수 있

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재무제표 이용자에

게 개별적으로 구분 전달되어야 하는 특별

항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주관적 판단

이 개입된다. 따라서 회사가 이익 항목을 구분한 내용과 그

러한 공시 효과를 이해하는 것은 감사위원회에게 매우 중요

한 일이 된다. 감사위원회는 특별항목을 구분하여 보고하는 

논거를 파악하고 그러한 구분이 경영성과의 해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한편, 경영진이 특별 항목의 분류 방식이 

기간별로 일관되는지 검토하고 이익 공표, 기업설명회, 애널

리스트 보고서 등에서 일관된 방식으로 특별항목이 다루어

지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중간재무보고

감사위원회는 회사가 중간기간의 재무보고를 할 때에도 

사전적으로 그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완전하고 일관된 중간보고는 채권자, 투자자 및 애널리스

트에게 연간재무보고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감사

위원회는 중간재무보고와 관련 공시를 감독함에 있어 능동

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회사가 중간기간

의 재무수치를 공시하기 이전에 그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여

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중간기간의 재무정보 검토과정에서 

경영진에게 재무수치가 연간재무제표와 일관되는 기준에 의

해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작성과정에서 중요한 판단이 개입

된 부분이 어디이고 어떠한 중요한 이슈가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여야 한다. 연간 검토에서 제기되는 많은 질문

들, 즉 예산 대비 실적 수준, 회계정책의 일관된 적용 여부, 

추세의 변화, 중요한 거래, 이례적인 사건의 반영 방식, 이익

의 전반적인 질과 공시의 적정성 등은 중간보고에도 마찬가

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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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는 또한 외부감사인의 중간보고서 검토 결과에 

대해서도 외부감사인과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 외부감

사인은 기말감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회계정책의 도입

이나 변경, 검토과정에서 발견된 수정사항, 경영진과의 이견

사항, 내부통제의 중요한 변경 등 중요 사안에 대해서 감사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그러한 의견교환은 감독기구에

게 중간기간 보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 경영

진 및 외부감사인과의 면담은 대면회의 대신 컨퍼런스 콜을 

이용해 이뤄질 수도 있다.

경영성과의 서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공시에 회사의 사업전망에 대한 

서술이 포함될 경우 그 내용이 감사위원회가 이해하고 

있는 회사의 영업상황과 일관되는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 주권상장법인 등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업보고서에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는 경영진이 최근 사업연도의 경영성과

에 대한 분석결과와 함께 미래 사업전망에 대한 예측 의견

을 서술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써 미국이나 인도 등 다수의 

국가에서 기업들이 공시하는 management’s discussion and 

analysis (MD&A)에 상응하는 것이다. 감사위원회는 사업보

고서 제출 이전에 이러한 서술 내용을 검토하고 그 내용이 

재무제표 수치로부터 추론가능한 내용과 일관되는지 그리

고 감사위원회가 이해하고 있는 회사의 영업상황과 일관되

는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독기구가 공시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틀을 제공하긴 하

나 실제 공시내용의 상당부분은 회사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

다. 투명한 공시를 지향하는 회사는 설령 그 내용이 회사에 

불리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관되게 충분한 양의 정보를 공시

한다. 투명한 정보 공개는 상대방이 회사의 사업내용을 이해

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준다. 서술형 보고의 정보

가 정확한지 평가하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역할의 일부에 불

과하다. 감사위원회는 정보의 완전성 역시 검토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회사가 사업의 이해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공

개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감사위원회가 경

영진이 고의적으로 공시를 누락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영진에게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하여야 한다. 더 많은 공시

가 회사의 경쟁적 지위를 약화시킬 수 있더라도 회사의 이해

관계자의 의사결정을 효율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면 그러한 

정보는 공시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서술형 보고와 기타 다른 공시를 검토함에 있어 감사위원

회는 다음을 검토한다.

• 경영진이 사업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핵심 재무/비재무 지

표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는지 여부

• 회사의 재무상황 및 영업성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공시내

용이 재무제표의 유용성을 증진시키는지 여부

• 이익의 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미래 성과의 예측

에 도움을 제공하는지 여부

• 이해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평이하고 간결하게 기술

되었는지 여부

• 중요도가 높은 정보를 부각시키고 있는지 여부

• 회사의 미래 성과 예측 상 유의성이 작은 사건이나 추세

를 구분하는지 여부

• 과거 실적, 산업 표준, 경영진 예측치와 비교가능한 방식

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 기간간 비교가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 재무제표 주석 사항의 단순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통찰

력을 제공하는 내용인지 여부

• 보고형식을 단순히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지 여부

• 사업, 시장, 산업, 경쟁 요소 등에 대한 기대추세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제공하는지 여부

감사위원회는 의무공시가 최소한의 공시수준을 의미한다

는 것을 이해하고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효율성을 향상시

키는 정보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적전망

감사위원회는 회사가 향후 실적에 대한 전망을 공시할 

경우 예상수치의 결정방식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회사들은 재무제표 외에도 실적전망 및 기타 미래지향적 

정보를 제공한다. 투자자, 애널리스트, 채권자 및 감독기구는 

이러한 정보를 면밀히 살펴본다. 일부에서는 전망치의 제공

이 경영진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여 경영진의 재무제표 작성 

상 추정과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감사위원회는 그러한 전망치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애널리스트나 신용

평가기관에게 제공하는 실적전망에 대해 경영진과 논의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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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적인 전망치를 검토함에 있어 감사위원회는 다음

을 검토한다.

• 회사가 제공하는 전망치의 유형

• 전망치 결정에 사용된 정보의 수집방식

• 전망치 결정에 이용된 핵심 사업가정 및 고려변수

• 핵심 사업가정의 실현가능성

• 과거 전망치의 정확성 및 그와 관련된 회사의 평판

• 회사의 경영성과에 대한 애널리스트의 기대치

감독기구에 대한 대응

감사위원회는 회사와 감독기구 간의 접촉 내용을 

파악하고 회사의 대응내용이나 대응방향이 타당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감독기구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회계처리나 공시

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공시 자료를 대상으로 한  

증감·추세분석 및 연관·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의하여 추출

된 특이사항이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 그 이유가 설명되지 않

는 경우 감독기구는 회계장부의 열람, 자료제출 요구, 회사

의 임직원에 대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의 요구, 회사의 업

무와 재산상태의 조사, 관련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등

의 방법을 취할 수 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감독기구가 

수행하는 조사의 성격을 이해하고 회사의 대응내용을 숙지

할 필요가 있다.

회사는 회계처리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다툼

의 여지가 있는 경우 감독기구에 서면으로 질의하는 방식으

로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감독기

구는 쟁점사항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도 제시할 것을 요

구한다.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하여 감사위원회는 회사와 회

계 감독기구 간의 접촉 내용을 인지하고 회사가 계획하는 대

응방안이 타당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잠정 실적 공개

감사위원회는 잠정실적 공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공표된 

수치의 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보고기간 후 사건의 발생 

여부 및 그러한 사건의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회사는 이익 정보를 시장에 공표하기 이전에 사전적으로 

잠정 실적을 공개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회사의 주가는 재

무제표 발행 이전에 공개되는 이러한 예비공시에 대해 즉각 

반응한다. 잠정 실적 발표 및 재무제표 발행 사이의 간격은 

몇 주가 될 수 있는데 그동안 경영진은 주석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를 확정하고 감사인은 외부감사업무를 종결하게 된

다. 하지만 잠정 실적 공개는 재무제표 제출까지의 잔존 기간 

동안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여 경영진이 이미 배포한 이익 수

치를 수정해야 하는 위험을 가져온다. 재무제표 이용자는 예

비 결과를 의사결정에 활용하므로 회사들은 재무제표 확정

시 그러한 결과를 수정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게 된다. 

회계기준은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

생한 보고기간 후 사건을 다루는 방법을 제시한다 (한국채

택국제회계기준 제1010호). 보고기간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의 경우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

을 수정을 요한다. 그러한 사건은 경영진과 감사위원회에게 

중대한 도전을 제공하며 그로 인해 이익 공표 및 재무제표 

발행시기가 변동될 수 있다. 다음은 보도자료에 포함된 재무

수치의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의 유형이다.

• 소송의 합의 또는 합의 제안

• 상환불이행 가능성을 높이는 고객의 파산

• 세무조사결과의 확정

• 자산손상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

• 자산진부화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

새로운 사건이 잠정 재무제표 수치를 수정하는 것을 요구

하지 않을지라도 그러한 정보를 재무제표와 함께 공시할 것

을 요구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보고기간 후 사건이 재

무제표 인식 금액의 수정을 요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이 중요

한 경우에는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이용자의 경

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는 범주별로 사건의 성격 및 사건의 재무적 영향에 대한 추

정치를 공시하여야 한다. 새로운 자산의 취득이나 부채 발행

은 이러한 사건의 예가 된다.

잠정적인 이익 공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관심뿐만 아니라 

후속사건을 이유로 그러한 이익 수치를 수정할 경우 뒤따르

는 곤란함 때문에 감사위원회는 잠정적인 실적 발표의 중요

성을 간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경영진은 재무제표 발행시점까

지 보고기간 후 사건을 면밀히 관찰하고 재무제표 반영 여부

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에 상응하여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에게 중요한 보고기간 후 사건의 발생 여부 및 그러한 

사건의 영향을 질문하여야 한다. 그러한 사건의 발생 가능성

으로 인해 이익 공표나 재무제표 발행 시기를 재고려할 필요

가 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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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전략, 운영, 환경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위험에 직

면한다. 이사회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위험관리를 통할하는 

책임을 부담한다. 감사위원회는 회사 내의 모든 위험을 관리

하는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는 재무보고, 부

정, 법규 준수와 관련된 위험을 감시한다. 이사회나 기타 다

른 위원회 등과 비교할 때 감사위원회가 부담하는 위험관리

책임의 정도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내부통제는 회사의 위험성향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을 관리한다. 많은 나라에서 상장기업들은 회

사 내부의 내부통제나 위험관리 내용을 공개하는데 감사위

원회는 그러한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한다.

위험관리절차

회사가 노출된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할 일차적인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지만 감사위원회 역시 경영진이 수립한 

위험관리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험관리는 회사가 목표 실적을 안정적으로 달성하는데 도

움을 준다. 위험관리절차는 회사의 전략 및 위험성향을 고

려하여 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인 사건을 식별

하고 수용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위험을 경감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은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사건의 발생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감

사위원회의 위험관리절차 및 내부통제시스템 감시는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재무보고와 관련된 위험의 통제는 명백히 감사위원회의 영

역이다. 하지만 감사위원회의 위험감시 책임은 이러한 영역

을 넘어설 수 있다. 회사가 노출된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할 

책임은 일차적으로 경영진에게 부여되지만 감사위원회는 경

영진의 위험관리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일례로 호주의 주

식거래소는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시

스템을 검토한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위험관리절차를 감시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감사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을 수행할 수 있다.

• 경영진이 회사의 위험을 식별하고 그러한 위험의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를 이해 

• 경영진이 회사의 전략적 필요에 맞추어 위험관리절차를 

설계한 내용을 이해

• 위험관리절차가 회사의 영업주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

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시스템

행되는지 확인

• 위험관리에 대한 주책임자가 업무에 걸맞는 업무능력 및 

권한을 구비하고 있는지 확인

• 경영진이 식별한 주요 위험의 내용이 이사회 전체 구성원

과 공유되는지 확인

• 내부감사가 위험관리에 있어 수행하는 역할 및 효과를 파

악

• 모든 핵심 위험이 관리되도록 위험관리의 책임을 이사회 

및 하부 위원회에 할당

감사위원회가 위험평가 결과 식별된 모든 핵심위험을 감시

하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경영진이 회사의 주요 재무위험

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취하는 절차를 감시할 책임은 일

차적으로 감사위원회가 부담한다. 이를 위해서 감사위원회

는 위험 평가 및 관리 책임을 맡은 직원과 정기적으로 면담

을 가지고 그 업무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내부통제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수립한 내부통제시스템이 

회사의 속성이나 통제환경에 맞게 구축되었는지에 대해 

경영진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

내부통제시스템은 성공적인 위험관리의 핵심 요소이다. 내

부통제는 위험노출을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경감시키는 역

할을 한다. 나라마다 기업들의 내부통제를 위한 지침을 개

발해왔는데 가장 잘 알려진 것은 Committee of Sponsor-

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COSO)의 

Integrated Framework for Internal Control이다. 그에 따르

면 내부통제는 회사가 영업활동의 효율성과 재무보고의 신

뢰성을 달성하고,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부여하는 절차로서 통제환경, 위험평가, 정보 및 커뮤

니케이션, 통제활동, 통제의 감시 등의 요소로 구성된다. 한

국의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회사

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되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도

록 하고 있다 (제24조).

•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사회, 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수행

하여야 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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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

과 지원조직

•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 임직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

차나 기준

•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

•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감사위원회가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수월한 

일이 아니다. 회사가 필요로 하는 통제의 수준은 회사 규모, 

회사영업의 복잡성, 소속 시장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금융회사는 단일한 시장에서 하나의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에 비하여 보다 복잡한 통제활동을 필요로 한다. 그러

한 이유로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이 해당 회

사의 속성이나 통제환경에 맞게 구축되었는지에 대해 경영

진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사베인스-옥슬리 법은 미국 공개기업이 재무보고시 내부

통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그에 따라 회사는 

내부통제를 테스트하고 평가한 후 문서화하게 되는데 내부

통제에 대한 보고서에는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절차를 

구축·유지할 책임이 경영진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내부통제를 평가하기 위해 이용된 기준체계를 밝히고, 내부

통제 효율성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을 기술하며, 발견된 중요

한 취약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게 된다.

경영진이 재무보고에 대한 효과적인 내부통제 구축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대신, 감사위원회는 이를 보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재무보고 내부통제에 대한 주 책임자와의 정기적인 면담

• 재무보고 과정에서의 부정 등 핵심 위험을 적발하기 위해 

도입된 통제절차를 경영진과 상의

• 내부통제를 평가하기 위한 경영진의 계획을 이해

• 통제절차를 평가하기 위한 외부감사인의 범위와 계획을 이

해

• 내부통제 현황 또는 취약점을 논의하기 위해 경영진, 내부

감사, 외부감사인과 정기적으로 면담

재무보고 상 내부통제 실패의 위험이 잠재적으로 높은 상

황은 다음과 같다.

• 경영진의 통제절차 무시 -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내부통

제절차를 지키지 않는지 검토하고 그에 따른 위험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 재무보고절차의 외주 - 회사가 장부기장, 정보시스템 개

발 및 운영, 내부통제 테스트 등 핵심 재무보고절차를 외

주업체에 맡기는 경우 감사위원회는 그러한 외주업체의 

서비스에 대한 경영진의 감시 및 평가 절차를 검토할 필

요가 있다.

• 내부통제가 복잡한 정보 기술에 기초 - 감사위원회는 소

속 위원들이 내부통제가 기반하는 복잡한 정보기술을 감

시하기 위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그

렇지 않을 경우 내부나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구할지 여

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 인수 합병 - 감사위원회는 인수 합병 대상 회사의 내부통

제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을 이해하여야 한다. 인수 합병

을 위한 실사 수행시 대상회사의 통제환경, 영업 통합계

획, 인수 후 통제절차 표준화 가능성 등 내부통제 시스템 

및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 구조조정 - 인원 감축, 사업모델의 변경, 영업통합, 자산 

매각 및 그로 인한 업무절차/정보시스템의 변경은 통제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그

러한 변화가 내부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는 방식을 

검토하여야 한다.

보상체계와 부정 위험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보상체계가 재무보고 상의 부정을 

저지를 유인을 제공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독기구와 주주는 인센티브 구조와 회계부정 사이의 연

관성에 관심이 많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보상체계가 임직

원들로 하여금 과도한 영업위험을 수반하는 업무를 추진하

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실제로 최고 

경영자의 보상이 영업실적에 연계되는 정도가 커질수록 회

계부정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보상위원회는 장기적인 주주가치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경

영진의 부정을 유도하지 않는 보상패키지를 설계하여야 한

다. 감사위원회는 보상체계가 재무보고 상 위험을 야기하는 

정도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 보상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이해

- 감사위원을 보상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 보상위원회와 감사위원회 간 정기회의 개최

- 보상위원회의 위원장과 정기적인 면담

• 보상프로그램 상 보상과 연계된 재무목표치와 목표치 

달성시 보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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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보고와 부정 위험

감사위원회는 재무보고 상 부정위험을 가져오는 요소를 

식별하여 그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감시하여야 한다.

내부통제의 결함은 회사를 부정 위험에 노출시킨다. 특히 

재무보고 부정은 감사위원회에게 중대한 위협을 제공한다. 

가장 흔한 유형의 부정인 자산 유용과 횡령과 비교하여 볼 

때 재무보고 부정은 발생빈도는 낮지만 재무적 효과는 훨

씬 크다. 

재무보고 부정은 통상적으로 재무제표상 고의적인 오류 또

는 누락을 통해 회사 재무상태를 의도적으로 왜곡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무보고 부정은 투자자 신뢰를 저해하고 기

타 다른 종류의 부작용을 가져오기에 감독 기구는 부정의 

방지 및 적발을 부단히 강조한다. 따라서 경영진은 높은 윤리

기준을 유지하고 부정을 예방·적발할 수 있는 적절한 통제

절차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감사기준 제정자들 역시 부정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 감

사기준은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부정에 의한 중

요한 왜곡표시가 없다는 합리적 확신을 확보하도록 요구한

다. 감사위원회의 경우 재무보고 감시의 일환으로 부정 위험

을 감시하는데 있어 핵심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재무보고 부정을 저지르는 이유로는 다음이 거론된다.

• 애널리스트 이익예측치 달성

• 성과보상 극대화

• 회사의 재무상황 악화를 은폐

• 회사의 주가 부양

이러한 압박이 현존하는 경우, 감사위원회는 증가된 부정

위험의 실현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만약 회사가 심

각한 경제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 이러한 위험은 악화될 수 

있다.

영업장소의 이전, 인력의 중대한 감축이나 구조조정, 내부

감사 범위 축소와 같은 다른 요소 또한 부정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부정위험을 증가시키는 다른 요소를 식별한 경우 감사

위원회는 그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적절히 감시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부정방지를 위해 감사위원회가 수행하여

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전략 측면을 감시

• 재무보고 부정에 대한 유인을 증대시키는 위험에 집중

• 경영진의 청렴성을 정기적으로 평가

• 내부고발자가 제기한 이슈를 검토

• 특수관계자 거래 및 비경상적인 중요한 거래를 검토

• 경영진으로부터 통제환경 및 부정방지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를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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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Excellence Series: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Chapter 4

‘감사위원회	Excellence	Series’는	감사위원회	운영	시	실무에	실제	적용하여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아이디어와	팁을	제공하고,	감사위원회	활동의	가치를	최대화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외부감사	업무와	관련된	감사위원회의	활동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가장 근본적인 역할은 고품질의 재무보고가 가능하도록 감독하는 것이다. 재

무보고 감독은 내부적으로 적절한 인력과 절차를 통해 재무정보가 생성되도록 하고, 효과적

인 내부통제를 구축하여 이를 감독하는 것과 외부적으로 외부감사인의 감사업무가 적절하

게 수행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재무정보의 작성자인 경영진, 내부 감독기관인 감사위원회 및 독립적인 외부감사인이 충실

히 역할을 수행하여야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재무보고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회계부정에 대

해 경영진과 외부감사인에게 주로 책임을 묻고, 두 당사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회계부정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은 낮은 순위

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최근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조명 받고 있

다. 감사위원회는 재무보고 감독과 관련하여 내부 기관으로서 외부감사인과 비교하여 회사 

정보에 대해 우위에 있으며 회사 정책이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더 직접적이다. 따라서 감

사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재무보고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

건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에 대한 업무집행 감독과 재무보고 감독을 동시에 수행하

므로 감사위원들은 회사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와 지식 및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필요

로 한다. 따라서 감사위원회의 충실한 역할 수행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충분한 지원과 보고

를 받아야 하고, 외부전문가의 활용도 필요하다. 특히 재무보고 감독과 관련하여 감사위원

회는 외부감사인과 협력하고 외부감사업무를 적절히 감독하여 업무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2015년 12월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외·내

부감사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감사 관련 감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사례」(이하, 

모범사례)를 발표하였다. 동 모범사례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회계감사기준

의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외부감사에 관한 감사위원회의 재무보고 감독 책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외부감사인 선임 단계부터 외부감사 실시, 종료 및 사후관리 단계

에 이르기까지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정리하였다. 모범사례에서 제시하는 감사위원회의 역할

은 외부감사인의 업무 단계별로 <표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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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선임연구위원  하 미 혜 

E-mail: mihha@samil.com 

Phone: 02-709-8599

―	

기술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삼일회계법인의	정책이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표 1> 「외부감사 관련 감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사례」 요약

외부감사인 

선임 단계

외부감사인	선임	및	계약	내용의	적절성	검토

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투입인력의	경력,	투입시간	등을	검토하여	평가	

외부감사인과	세부	감사계획에	대해	협의하고	그	과정을	문서화

분반기	검토	및	감사일정,	감사	투입인원,	주요	감사절차	내부감사결과의	활용

외부감사 

실시 단계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인	커뮤니케이션	수행

•	감사위원회	구성원은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견	교류.	최소	분기당	1회	정도	경영진의	

참석없이	외부감사인과	주요	사항	논의

•	각자의	직무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나	회계기준	위반행위	등이	발견되는	경우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은	이를	공유

•	경영진의	적격성과	성실성에	관한	특이사항에	대해	외부감사인과	논의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모니터링		

외부감사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	외부감사인이	경고사항(Warning	Letter)을	제공한	경우	검토	수행.	필요시	내부감사를	수행하고	

외부감사인에게	결과	제공

•	외부감사가	감사계약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

외부감사 

종료단계

외부감사	주요	결과에	대한	검토

•	감사보고서,	외부감사인의	권고사항	및	이에	대한	경영진의	입장에	대한	평가	

•	판단과	추정이	필요한	회계처리에	대한	검토

•	외부감사	종료후	감사의견의	변형	사유에	대하여	독립적인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외부감사인에게	

결과	통보

기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정보	모니터링,	평가	및	외부감사인과	공유

•	환율,	유가,	원자재	가격	등	외부시장상황과	회사의	사업계획,	주요	계약사항의	변경	여부	등	회사	

내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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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외부감사인과 논의하고 대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전에 정해지지 않은 자유로운 논의도 효과적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예상치 못한 사안들을 등장시켜 회의의 효

율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으나, 사전에 정해진 논의만을 하는 

경우 활발하고 열린 논의를 저해하므로 각각의 논의 방식을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 외부감사인에게 개

방형 질문을 하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개별적인 의견을 청

취하면서 유연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 Private Session

Private session은 CEO, CFO 및 다른 경영진의 참석 없이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만의 회의시간을 의미하며, 이는 

감사위원회의 역할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다. 금감원의 모범 

사례에서도 최소 분기당 1회 정도 경영진의 참석 없이 외부

감사인과 주요 사항 논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감사위원회

가 감시·감독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을 보유하여야 하나, 우리나라 상법상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의 소위원회로서 독립성에 한계를 갖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감안할 때 Private session은 회의 이상의 의미를 갖

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기업의 문화, 재무보고 이슈, 기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문제들은 Private session에서 더욱 솔직하고 깊이 있

는 논의가 가능하다. Private session의 시기는 공식적인 감

사위원회 회의 직후가 좋다. 별도의 시간을 정해서 따로 시

간을 정하는 것보다 어색함을 줄일 수 있고 자연스러운 논의

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앞서 긴 회의가 이어져 시간적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외부감사인과의 효과적인 업무 협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이다. 금융감독원의 모범사례에서도 외부

감사인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한다. 회계감사기

준은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할 사항으로 (1) 재무제표

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 (2)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3) 감

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4) 감사인의 독립성으로 나누어 

열거한다.1)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감사위

원회는 재무보고에 관한 현안을 적시에 파악하고 적절한 대

응 방안에 대해 조언을 제공 받을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커

뮤니케이션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의 실무적인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 감사기준에서 외부감사인과의 논의를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회의 전에 그 내용을 미리 문서로 받아서 사전

에 검토한다. 

• 회의에서는 사전 회의자료를 단순히 읽어나가는 것이 아

니라 판단을 요하는 영역이나 민감한 사안에 대해 집중적

으로 외부감사인과 논의한다. 

• 외부감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 감사 범위 및 중요한 

사실과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다.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위

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자주 만나 감사업무의 진척도를 이해

하고 있어야 한다. 이때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재무제

표 왜곡표시위험이 크다고 판단한 회계나 감사이슈에 대해 

초점을 두고 논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매년 말 감독기구는  

‘회계 현안 설명회’ 등을 통해 주요 이슈들을 안내하고 있으

1)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은	외부감사인이	지배기구(감사위원회)와	수행하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포괄적인	체계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하고	있으며	재무제표	감사를	위해	효과적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보론을	통하여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요구하는	품질관리

기준서1과	다른	감사기준서의	내용을	제시한다.

최근 재무보고와 관련된 제도의 변화는 더 많은 양질의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것을 요구하

는 시장의 바람을 반영하고 있다.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경제 현상과 거래를 적절히 반영하

기 위하여 회계기준도 고도화되고 있으며, 주석 공시양은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

는 감사위원회에 의한 재무보고 감독 활동의 중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회계

기준뿐만 아니라 재무정보 감사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보유하고 제도 및 시장의 지속적인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이때 회계와 감사 분야의 전문가인 외부감사인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협력하는 것은 재무보고 감독 업무의 가치를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본 Excellence 

Series에서는 외부감사인과 관련된 감사위원회 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주요 고려

사항들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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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을 받게 된다면 제대로 된 Private session을 가질 수 없

게 된다.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고 의미 있는 상호 논의가 오

고 갈 때 Private session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으므로 감사

위원회는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가 Private session에 할애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 감사위원회 위원장과 업무수행이사(회계법인의 담당파트

너)간의 관계

감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과 업무수행이사(회계법인

의 담당파트너)간의 관계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팀 및 회

사 전체 간 관계의 분위기를 결정짓는다. 잘 형성된 관계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에 솔직한 논의를 가능하게 하

고, 감사위원회 업무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위원장과 업무수행이사는 분기 또는 반기별로 만날 수 

있다. 반드시 공식적인 회의 안건을 가지고 만날 필요는 없

으며, 최근 분·반기 검토 내용이나 기말감사 관련 이슈를 소

재로 대화를 시작한다면 논의를 발전시키기 쉬울 것이다. 위

원장과 업무수행이사는 각자의 우려사항에 대해 이야기 하

고 상대방의 관점을 들으면서 서로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외부감사인의 선임을 승인하고 평가하는 것은 감사위

원회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이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

인의 선임 전에 외부감사인 후보자의 독립성과 적격성에 대

한 정보를 보고받아 외부감사인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외부

감사인의 선임 후에는 외부감사업무 수행에 대해서 지속적

으로 평가한다. 이를 위해 위원장은 업무수행이사와 효과적

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업무

수행이사의 업무수행능력은 외부감사인에 대한 중요한 평

가 항목이 된다.

<표 2> Audit Committee Check Point (1)

•	외부감사인과의	회의에서	활발한	논의를	나누었는가?

•	외부감사인과	정기적인	Private	session을	갖는가?

•	개방형	질문을	하여	외부감사인의	의견을	이해하였는가?

•	외부감사인이	우려를	표시한	회계,	내부통제	및	공시	

항목에	관하여	깊이	있게	논의하고	충분히	이해하였나?

•	위원장과	업무수행이사	간	일대일	면담의	빈도와	

필요성이	평가되었나?

•	감사위원회가	회계법인과	업무수행이사의	결정에	얼마나	

관여할	것인가?

사전승인을 요하는 비감사용역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해서 외부감사인과 감사위원회

는 함께 책임을 부담하며, 독립성은 기업과 외부감사인 간

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

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독립

성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독립

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외부감사인과 기업, 경영진 

및 임원 간의 모든 관계를 고려하여 독립성을 평가해야 한다. 

특히 외부감사인에 의한 비감사용역은 외부감사인의 감사

대상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독립성을 훼손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공인회계사법은 <표 3>과 같이 

감사대상기업에 제공할 수 없는, 금지된 비감사용역을 열거

하고 있다. 그리고 제한적으로 허용된 비감사용역을 외부감

사인이 수행하려면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감사(감사위

원회)의 동의를 직접 얻어야 한다. 외부감사인이 공인회계사

법을 준수하여야 할 주체이긴 하지만, 감사위원회는 외부감

사업무를 감독해야 하는 책임자로서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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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월	입법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에는	매수	목적의	자산	등	실사·가치평가	업무,	자금조달·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	업무,	경영자의	역할이나	의사결정을	수반하

는	업무도	비감사용역	금지대상	업무에	포함되었다.	

3)	 강조사항은	재무제표에	적절하게	표시되거나	공시되어	있어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용자가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근본이	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감사인이	이러한	사항을	언급하는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문단임.

것을 그룹감사라고 하며, 대표적으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가 이에 해당한다. 

그룹감사를 수행할 때 외부감사인의 감사전략은 여러 요인

에 영향을 받는다. 감사전략은 영업의 성격, 부문의 개수, 지

리적 분산정도, 기업의 조직화 정도, 영업 관리와 통제, 법정

감사 요건 및  각 부문의 상대적인 중요성에 따라 달라진다. 

기업의 부문들이 여러 국가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지배기업 

또는 본사의 외부감사인이 모든 감사업무를 수행하기는 어

렵다. 따라서 국가별 법과 제도의 차이 및 감사업무의 효율

성을 고려하여 타감사인인 부문감사인의 업무를 활용한다. 

타감사인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지배기업 외부감사인의 

Member Firm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어떠한 경우든 

지배기업 또는 본사의 외부감사인은 그룹감사인으로서 외

부감사업무에 대한 주된 책임을 부담하며, 그룹감사업무 지

시서를 통해 타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업무를 관리·감독한다.   

타감사인인 부문감사인이 감사업무에 참여하는 경우 감사

위원회는 부문감사인의 업무 범위와 시기에 대해 이해하고 

재무보고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가 계획되고 있는지 파

악하여야 한다. 만약 연결감사보고서가 발행된 후 각 부문

의 감사업무가 종료된다면 연결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을 뒷

받침하는 감사증거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

다. 또한 부문감사인의 적격성과 주요 발견사항도 감사위원

회가 검토해야 한다.

핵심감사항목(Key Audit Matter)

우리나라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한해 핵심감사항목을 2016년

에 부분적으로 도입하였다. 핵심감사항목은 외부감사인이 

유의하여 감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항 중 감사위원

회와 논의하여 선정한 항목으로 감사보고서상 강조사항3) 에 

기재된다. 핵심감사항목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근본

적인 변화를 유도한다. 종전의 감사보고서처럼 단순히 감사

의견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감사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현행 감사기준은 위험 중심 감사접근법4) 

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 접근법에 따르면 감사인은 왜곡표

시위험에 대응하여 감사절차를 수행하며, 위험의 크기에 따

라 감사인이 투입하는 노력이 달라진다. 왜곡표시위험이 높

은 항목들은 주로 복잡하고 중요한 경영진의 판단 및 추정

독립성을 평가해야 한다.

<표 3> 공인회계사법 제21조(직무제한)2)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3.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4.	회사의	자산	등을	매도하기	위한	실사·재무보고·

가치평가	및	매도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제시

5.	회사의	인사	및	조직	등에	관한	지원업무

6.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보험충당부채	금액	산출과	관련되는	

보험계리업무

7.	회사의	민·형사	소송에	대한	자문업무

기업은 자체적으로 외부감사인에 의한 비감사용역을 사전

에 승인하는 절차를 구비하고, 법률상 금지된 서비스를 받

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갖추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비감사

용역에 대한 승인 절차와 내부통제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특히 다국적기업의 경우 

비감사용역과 관련된 절차의 준수는 까다로운 일일 수 있으

므로 주의를 요한다. 국가별로 금지 또는 제한하는 비감사용

역과 이와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표 4> Audit Committee Check Point(2)

•	감사위원회,	외부감사인,	경영진	모두	외부감사인에게	

제한된	비감사용역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가?

•	비감사용역	보수에	대한	금액적	한도나	이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가	있는가?

•	다국적기업인	경우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비감사보수금액을	산정하고	있는가?

•	비감사용역의	내용과	보수	금액이	사업보고서에	정확하게	

공시되고	있는가?

그룹감사

기업은 종속기업, 지역본부 또는 지점 등의 형태로 여러 지

역 및 국가에 부문(component)을 보유할 수 있다. 부문은 고

유의 지리적 위치, 사업 분야, 법적 특성을 가진 기업의 단위

로 볼 수 있다. 여러 부문이 포함된 기업의 감사를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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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4년	도입된	회계감사기준은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Standards	on	Auditing)과	정합된	기준으로,	위험중심(Risk-based)	감사접근법을	택하고	있다.	위

험중심	감사접근법은	경영전략,	경영진	특성	및	사업	위험	등	기업전반	수준의	위험을	먼저	평가하고,	재무제표	및	계정과목	수준에서의	왜곡표시위험을	파악

하여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하향식(top-down)	위험접근방식이다.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감사	항목에	감사인이	시간과	노력을	집중하도

록	하는	방식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감사를	가능하게	한다.

5)	 PwC	publication	‘An	overview	of	the	new	global	auditor	reporting	model’.	2015년	1월

<그림	1>	핵심감사항목의	선정5)

출발점:	지배기구와	논의하는	모든	사항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감사인의	중요한	주의를	필요로	했던	사항의	결정

그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의	결정(핵심감사항목의	모집단)

민감한	사안의	제외

감사보고서에	핵심감사항목으로	기재

}
}

핵심감사항목

을 필요로 하는 재무제표 항목이다. 핵심감사항목은 감사대상기업과 외부감사인의 감사절

차에 대해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신뢰를 높이

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진행 중인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에서는 수

주산업뿐만 아니라 전체 업종에 대하여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핵심감사항목을 도입

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2015년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상장기업의 99%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은 적정의견을 표명

하였고, 일부 강조사항을 제외하고는 천편일률적인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적정의견이 아

닌 감사의견이 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보가 제공될 수 없다. 적정의견을 받았더라도 각 기업마다 감사인이 파악한 재무제

표 왜곡표시위험과 수행한 감사절차가 다를 것이고, 이러한 정보는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

정에 차이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감사인이 위험을 높게 평가한 항목과 이에 대한 감사인

의 대응이 구체적으로 기술되는 핵심감사항목은 감사보고서의 유용성을 근본적으로 변화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감사위원회는 핵심감사항목과 관련하여 결정적인 책임을 갖는다. 외부감사인은 감사보고

서에 포함시킬 핵심감사항목을 선정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와 반드시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와의 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감사 유

의 항목을 결정하고, 그 중에서 기업에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은 

제외하여 핵심감사항목을 선정한다. 이때 감사위원회는 감사 유의 항목들에 대해 충분히 숙

지하고 특정 항목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핵심감사항목의 선정에 적극적으로 참

여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절차가 수행되는 기간의 이른 시점부터 핵심감사항목에 대

한 논의를 시작해야 하며, 감사보고서가 완료되기 전까지 여러 번의 논의를 외부감사인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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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http://www.thecaq.org/reports-and-publications/audit-committee-annual-evaluation-of-the-external-auditor

내부감사 업무의 활용

회계감사기준에 따르면 내부감사기능은 기업 운영의 일환

으로 수립되었거나 제공되는 평가활동을 의미하며 내부통

제의 적합성과 효과성에 대한 조사, 평가 및 모니터링이 포

함된다. 내부감사의 책임과 활동이 재무보고와 관련되어 있

고 외부감사절차에 영향을 미치거나 범위를 줄여줄 수 있는 

경우, 외부감사인은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내부감사의 기능이 기업 경영의 경제성, 효율성 

및 효과성 검토에 국한 되어 있는 경우 외부감사에 활용될 

업무는 거의 없을 것이다.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 업무를 활용하기 위해서 내부감사 

담당자의 적격성과 객관성을 평가하고, 내부감사의 업무를 

검증해야 한다. 또한 내부감사인과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이 가능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사전 절차는 상

당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내부감사의 업무는 외부감

사와 관련된 업무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내부감사의 업무를 

외부감사에 활용하기 위해서 외부감사인의 감사방법론이나 

문서화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다.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의 업무 가치를 최대화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주기적으로 내

부감사와 외부감사의 업무 협력에 대해 질문하고 개선 방안

에 대해 논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외부감사인 평가

외부감사인의 업무를 철저하게 평가하는 것은 기업 재무정

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위한 감사위원회의 핵심적인 역할이

다. 외부감사인의 업무 수행과 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

이 기대를 충족시키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는지를 평가한

다. 그리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객관성 및 전문가적 의구심

도 고려하여 평가한다.  

외부감사인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 공식적인 측면뿐

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6) 공식적

인 측면은 비경상적인 거래를 평가하는데 적용된 외부감사

인의 전문가적 의구심, 회계 및 감사 이슈에 대한 적절한 대

응 및 회계법인의 인력 관리 등이 해당된다. 비공식적인 측

면은 감사위원회 위원장과 업무수행이사 간의 관계가 감사

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의 건설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분위

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여부로 평가할 수 있을 것

이다. 외부감사인의 평가는 평가질문지를 작성하여 정량화

하고, 감사위원회 위원들이 각자 평가한 내용을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본 고의 마지막에 첨부한 평가표 예시를 외

부감사인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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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외부감사인 평가시 고려요소

•	회계법인	명성

•	기업이	속한	산업에	대한	전문성

•	업무수행이사의	역량,	지식	및	경험

•	담당팀원의	역량,	지식	및	경험

•	회계법인의	국제적인	네트워크,	이를	통해	국제적인	영업부문에	대해서도	높은	품질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

•	업무수행이사는	필요한	경우	회계법인	내	다른	전문가를	적절히	활용하여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가?

•	감사위원회는	업무수행이사와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업무수행이사와	편안하게	연락할	수	

있는가?

•	공식적인	감사위원회	회의	및	private	session에서	업무수행이사는	이슈	및	우려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가?	

•	회계법인의	감사업무	수행팀은	대표이사	및	비재무	분야의	경영진과도	객관성을	유지하고,	

업무	협조를	적절히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는가?

•	감사업무	수행팀은	일정을	준수하고	이슈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는가?

•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절차

•	회계법인의	최근	품질관리감리	결과,	감리	지적	현황	및	국제적인	네트워크에	의한	품질	

점검	결과

•	회계법인의	독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법인이	갖추고	있는	시스템

외부감사인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경영진이나 내부감사 등 기업 내부 사람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것도 필요하다.7) 특히 경영진으로부터 외부감사인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때에는 외부감

사인이 효과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는지 뿐만 아니라 객관적이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견지하

고 있는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경영진이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매우 강한 선호나 불

만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후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외부감사인에 대한 

평가는 감사보고서가 발행된 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절차가 수행되는 전 기간에 걸쳐

서 이루어 져야 한다.

외부감사인 평가를 위한 외부 정보로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및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품

질관리감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사업보고서는 공시된 정보로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하

나, 품질관리감리 결과는 현행 법규 하에서 공개되지 않는다. 따라서 외부감사인에게 최근 

품질관리감리 결과를 직접 질문하여 이슈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7)	 별첨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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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외부감사인 평가표(External Auditor Assessment Tool)

아래 제시하는 외부감사인 평가표는 미국의 Audit Committee Collaboration이 개발하고, Center for Audit Quality(이하, 

CAQ)가 발표한 평가표를 우리나라 제도에 맞게 수정하여 번역한 것이다. 2012년 최초로 발표된 평가표에 PCAOB의 감사

품질 지표(Audit Quality Indicator, AQI)에 대한 논의를 반영하고, 미국 감사위원회의 활동에 초점을 두어 2017년 4월에 새

롭게 발표된 평가표를 기초로 하였다. 동 평가표는 외부감사인의 선임, 감독 및 감사보수 결정 등을 위해 활용될 수 있으며, 

네 개의 Part로 나뉜다.8)

Part 1 감사업무의 품질과 투입되는 인력 및 자원의 충분성 - 감사업무 수행팀

항목 평가

1

•	업무수행이사와	업무수행팀원은	감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기업이	속

한	산업,	기업,	회계,	감사	등)을	갖추고	있는가?

•	적절한	인원이	배정되었나?(회계법인	경력,	해당	기업	감사	경력,	직급)

•	외부감사인은	감사품질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하였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	업무수행이사는	감사위원회	및	경영진과	자주	접촉하면서,	외부감사에	충분한	주의

를	기울이도록	노력하였나?

2

•	업무수행이사는	감사일정	및	감사시간의	추세에	대하여	논의하였나?	(1)직급별	투입

시간	(2)전년	및	예산	대비	감사시간	변동	(3)감사시기별	투입시간	등

•	업무수행이사는	주요	팀원의	업무량에	대해	논의하였나?

3

•	업무수행이사는	감사계획과	부정위험을	포함한	주요	위험(기업이	속한	산업,	기업,	

회계,	감사	등)에	어떻게	대응하여	감사절차를	수행할	것인지	논의하였나?

•	업무수행이사는	감사계획에	위험을	적절하게	식별하였나?

•	재무제표와	관련된	부정위험	가능성을	감사계획에	반영하였나?

4

•	업무수행이사는	그룹감사	등을	위해	타감사인을	활용하는	경우	타감사인의	적격성,	

경험	및	객관성에	대한	정보를	감사위원회에	제공하였나?

•	업무수행이사는	타감사인의	업무를	어떻게	검토하고	감독하는지	설명하였나?

•	업무수행이사는	타감사인과의	중요한	논의사항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였나?

5
•	업무수행이사나	주요	팀원의	변경이나	교체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해	충분히	설

명하였나?

6

•	업무수행이사는	감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충족하였나?

•	외부감사인은	상황이나	위험의	변화에	따라	감사전략을	적절히	조정하였고,	감사위

원회는	조정에	대해	이해하고	동의하였나?

7

•	업무수행이사는	회계법인	내부의	전문팀(예를	들어,	회계	및	감사	자문,	품질관리,	공

정가치평가)의	자문을	받는	경우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와	공유하였나?

•	그러한	자문은	적시에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가?

•	외부감사인은	유의적인	위험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업무	배정을	하였는가?

8)	 http://www.thecaq.org/external-auditor-assessment-tool-reference-us-audit-committees-0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41

Part 2 감사업무의 품질과 투입되는 인력 및 자원의 충분성 - 회계법인

항목 평가

8

•	감독기관에	의한	감리	또는	내부	심리(또는	국제	네트워크에	의한	감사품질	검토)를	

받은	경우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와	해당	감사업무의	선정	여부,	발견사항,	감사결

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알려주었는가?

•	동종	산업에	속하는	다른	기업의	감독	결과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감사위

원회와	논의하였는가?

•	발견사항이	있는	경우	외부감사인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감사위원회에	설명하였

는가?

•	업무수행이사는	회계법인	리더쉽이	‘tone	at	the	top’을	통하여	감사품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품질관리	시스템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는가?

9
•	회계법인은	기업의	중요한	회계	정책을	다룰	수	있는	전문성과	산업	경험을	보유하

고	있으며,	여러	지역(지방,	해외)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10

•	외부감사인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충분히	활용하였는가?

•	적시에	감사업무를	종료하기	위하여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경우	적절하게	투입하였는

가?

11

•	기업의	규모,	복잡성	및	위험에	비추어	볼	때	감사보수가	합리적이고	충분한가?

•	감사보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이유(예를	들어,	업무	범위의	변경)에	대해	감사위원

회와	논의하였는가?	또한	감사위원회는	그	이유에	동의하였는가?

Part 3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항목 평가

12

•	업무수행이사는	감사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위원장과	전문적이며	개방적인	대화를	하

는가?

•	업무수행이사는	회계나	감사	이슈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가?

13

•	외부감사인은	회계	추정과	판단의	합리성을	포함하여	기업	재무보고의	품질에	대해	

적절히	논의하였는가?

•	외부감사인은	기업의	회계정책이	산업	동향이나	업계	선도기업과	비교하여	어떠한지	

설명하였는가?

•	외부감사인은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내의	기타정보(예를	들어,	사

업보고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을	설명하였는가?

14

•	비공개	회의(private	session)를	통해서	외부감사인은	민감한	사안(경영진의	재무보

고	절차에	대한	우려사항,	내부고발자	정책,	재무보고	담당부서의	능력)을	전문적이

고	솔직하게	논의하였는가?

•	업무수행이사는	업무협조를	충분히	받지	못한	경우	이를	감사위원회에	즉시	알렸는

가?

15
•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와	관련이	있거나	감사에	잠재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회계기

준이나	감사기준의	제·개정에	대하여	논의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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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객관성 및 전문가적 의구심

항목 평가

16

•	외부감사인은	독립성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예외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위원회에	보

고하는가?

•	회계법인의	독립성을	위한	안전장치에	대하여	논의하였는가?

17

•	경영진과	외부감사인	간의	중요한	의견차이가	있었는가?	만약	있었다면	외부감사인

은	회계이슈에	대하여	분명한	의견을	표시하였는가?

•	의견	차이를	좁혀가는	과정이	전문적이고	적시에	이루어졌는가?

18

•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	업무에	의존할	경우	감사위원회는	그러한	의존의	범위에	동

의하였는가?	

•	내부감사와	외부감사인	간에	중요한	의견차이가	있었는가?	만약	그렇다면	전문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였는가?

•	내부감사의	발견사항으로	인해	외부감사인은	감사전략을	변경하거나	범위를	확대하

였는가?

19

•	모든	비감사용역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업무수행이사

는	독립성,	객관성	및	전문가적	의구심을	지킬	수	있는	회계법인의	안전장치에	대하

여	논의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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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외부감사인 평가를 위한 질문서

외부감사인과 실질적인 업무 관계가 있는 경영진이나 내부감사팀에게 본 양식을 이용하여 외부감사인 평가를 위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마지막 13번 항목을 제외하고 아래의 그림을 참조하여 평가 점수를 기입하도록 한다.

외부감사서비스의 품질 점수

1 외부감사인은	업무에	충실한가?	(예를	들어,	기일	준수,	논의	필요시	연락	가능)	

2

외부감사인과의	소통이	원활한가?	(예를	들어,	산업	관련	사업위험	및	이슈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업에	정보를	요청하는지	여부,	이슈를	적절히	파악하고	적시에	대응하는지	

여부,	변화하는	위험에	빠르게	적응하는지	여부)	

3
적극적으로	기회와	위험에	대응하는가?(예를	들어,	잠재적인	사업위험에	대해	예측하고	

이에	대한	직관	및	접근법을	전문적으로	제공)

4
감사보수에	상응하는	감사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는가?	외부감사인은	

원가측면에서	효과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회계법인의 자원 점수

5

외부감사인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이를	실무에	적절하게	적용하는가?	(예를	들어,	

전문적인	지식과	독립적인	판단을	통해	이슈에	대해	현실적인	분석을	하는지	여부,	각	

감사팀원들은	적절한	역량을	갖추었는지	여부)	

6

외부감사인은	기업이	속한	산업과	영위하는	사업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예를	들어,	

사업	위험,	절차,	시스템과	운영에	대해	이해하는지	여부,	관련	산업	경험을	공유하는지	

여부,	회계법인	전문가를	산업	이슈에	활용하는지	여부)	

7

적시에	충분한	인원을	배정하여	업무에	투입하는가?(예를	들어,	업무경력에	기반을	둔	

적절한	인원구성,	공정가치	평가	및	보험수리적	계산	등	특수	분야에	대한	전문가	활용,	

일정	준수를	위한	충분한	인원	투입)

8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였는가?	(예를	들어,	적절한	수준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취하는지	여부,	구두	또는	문서	상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여부,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여부,	회계	기준	등에	대하여	시의적절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여부)			

9

회계법인이나	그	명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예를	들어	다른	고객사에	

대한	비밀	유지를	엄수하면서	회계법인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에	대해	조언하였는지	

여부,	공인회계사	관련	규정과	법규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기업이	감리	대상에	선정된	

경우	회계	및	감사	이슈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였는지	여부)

독립성, 객관성 및 전문가적 의구심 점수

10

외부감사인은	성실성과	객관성을	보여주었나?(예를	들어,	감사기간	동안	적절하게	

질문하고,	적합한	담당자에게	해결이	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제기하였는지	

여부,	이슈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하였는지	여부)

11
외부감사인은	독립적인가?(예를	들어,	독립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독립성	

준수와	관련된	예외사항이	있는	경우	보고하였는지	여부)

12

어려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솔직하고	명확하였나?(예를	들어	적극적으로	이슈를	

파악하고	소통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는지	여부,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조직의	적합한	

직급의	담당자와	논의하였는지	여부,	민감한	문제를	잘	다루었는지	여부)

권고사항 답변

13 감사품질의	향상을	위해	외부감사인이	개선할	사항이	있는가?

(	1	) (	2	) (	3	) (	4	) (	5	)

불만족한다 보통이다 매우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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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 Insight:
A newsletter for director and investors

Chapter 5

미국 PwC는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기업이 직면하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이슈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조직인 Governance Insight Center(이하, GIC)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일 감사위원회센터에서는 GIC가 발행하는 뉴스레터 중 

주목할 만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본 호에서는 지난 3월 SEC의 Chief Accountant인 

Wesley R. Bricker가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효과성 강화’를 주제로 강연한 내용을 

선정하였습니다. Wesley는 감사위원회의 활동을 몇 가지 측면에서 강조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Key Points
사업 환경에 대한 이해 

재무보고와 위험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독을 위해 중요

감사위원회의 구성 

감사위원의 다양성은 집단 사고를 방지

Tone at the top 

재무보고통제의 기초가 되는 통제환경으로서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

회계 기준 등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감사위원에 대한 적절한 교육프로그램 필요

외부감사인 감독 

감사위원회는 투자자들이 원하는 외부감사인의 역할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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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SEC는 감사위원회가 재무보고

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관심

을 가져왔으며,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은 진화되어 왔다. 

동 과정은 경영진, 외부감사인 및 감사위원회의 역할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찾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며, 궁극적인 목표

는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고품질의 재무정보를 제

공하는 데 있었다.

1990년대 후반 NYSE와 NASD는 감사위원회에 관한 규정

을 수정했으며, SEC 규정과 2002년 Sarbanes-Oxley 법에도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반영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감사위원회 기능의 향상

• 감사위원회의 책임과 활동을 투자자들과 다른 이해관계

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

•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간의 관계 강화

•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향상

감사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재무보고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진과 외부감사인 관계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또한 투자

자들은 감사위원회가 재무보고 시스템의 품질을 감독하는 

데 필요한 의식과 능력을 갖추고 유지하기를 기대한다.

감사위원회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해 이해하고, 경

제, 기술 및 사회적 변화가 기업의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해야 한다. 이러한 기업과 환경에 대한 이해는 감사위원회 

규정의 범위, 회의 안건, 교육 및 자문 수요를 고려하고 재무

보고 정보를 평가하는 데 기본적인 틀을 제공한다. 최근 사

업 환경에서는 감사위원회를 포함한 재무정보 관련자들이 

다음 항목들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 영업환경의 변화는 재무보고 위험의 변화를 가져온다.

• 영업의 급격한 확장과 성장은 기존의 내부통제가 붕괴될 

위험을 증가시킨다.

• 기업이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 신사업, 신제품 및 새로운 

거래에 참여하는 것은 내부통제 및 재무보고와 관련된 

새로운 위험을 발생시킨다.

• 새로운 회계기준서가 적용될 때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면 

재무제표 왜곡표시위험이 증가한다.

Contact

선임연구위원  하 미 혜 

E-mail: mihha@samil.com 

Phone: 02-709-8599

―	

기술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삼일회계법인의	정책이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역할 사업 환경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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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환경은 기업 구성원의 통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

치며, 효과적인 재무보고통제의 기초가 된다. 기업의 통제 환

경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특히 기업 내 여러 직급의 담당자가 관여하는 회계적인 판

단이 증가하고 새로운 회계기준은 그러한 판단을 공시할 것

을 요구함에 따라 견고한 통제환경은 매우 중요해 졌다. 견고

한 통제환경은 감사위원회의 활동을 돕는다.

tone at the top과 기업 문화 등 통제환경에 대한 감사위원

회의 관여는 감독 및 감시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요하지만, 

서베이 조사 결과 감사위원들은 이를 감사위원회의 어려운 

역할 중에 하나로 평가하였다.

tone at the top을 포함한 통제환경의 적정성에 대하여 경영

진과 감사위원회가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감사

위원회는 경영진에게 기업의 tone at the top은 무엇이고, 왜 

중요하며, 어떤 방법으로 통제환경을 평가하는 지에 대한 설

명을 듣고, 통제환경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의 솔직한 논의를 통해 기

업의 통제환경이 적절한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이사회(감사위원회 포함), 경영진(내부감사 기능 포함) 및 

외부감사인은 재무보고에서 각각 구별된 고유의 역할을 한

다. 신뢰성 있는 재무보고 시스템을 위해서는 세 축이 모두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재무보고 시스템에서 경영진은 재무

제표를 작성하고 효과적인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하고 유지

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성을 평가하는 책임을 갖는다. 외부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공정한 표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고, 

필요한 경우 재무보고 관련 내부통제제도의 효과성을 평가

하고 의견을 표명할 책임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감사위원회

는 이 모든 절차들을 감독하는 책임을 진다.

감사위원회는 기업마다 다양한 형태를 갖지만, 일반적으로 

감사위원회 규정과 안건을 보유한다. 감사위원회는 감독 및 

감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위경영진, 외부감사인 및 외부 

자문기관 등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최근 이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대되었다. 다양성은 이사회의 집단 사고를 방지하고, 이사

회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보유하는 데 도움

이 된다. 예를 들어, 산업 및 재무 전문가가 감사위원회에 포

함될 경우 재무보고를 감시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감사위원회가 교육 및 훈련을 통해서 재무보고, 내부통제 

및 공시에 대한 최신 정보를 숙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업무 

강도가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감사위원회가 

책임을 수행하는데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주기적

으로 평가해야 한다.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감사위원회가 여러 주요 위험들

을 다루면서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구성원들의 75%가 업무 강도가 적

당하다고 답한 반면, 감사위원회 구성원은 57%만이 그렇다

고 답하였다. 특히, 금융업의 경우 감사위원회의 34%만이 업

무 강도가 적당하다고 답하여 업종 간 현저한 차이가 존재

했다. 이사회는 감사위원회의 업무 강도를 파악하고 관리하

감사위원회의 효과성

Tone at the top

감사위원회 업무 강도

감사위원회의 구성

여 감사위원회가 효과적인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

의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재무보고뿐만 아니라 사이버 보안 및 기업의 

전반적인 위험 중 일부를 관리하는 책임을 져야 하지만, 가

장 핵심적인 책임인 재무보고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고 생각한다.

업무 강도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외부로부터 자문을 

받을 권한이 있다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Sarbanes-

Oxley 법을 통해 감사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회

계 및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지

닌다.

 감사위원회 구성원은 중요한 이슈에 대해 논의할 때 서로

의 판단과 직관을 검증해야 한다. 감사위원회 역할의 효과성

을 높이기 위해서 감사위원의 다양성, 교육 훈련, 관련 정보

에 대한 보고 및 현안에 대한 집중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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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에 대해 명시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짐으로써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증진시키고 투자자들이 

원하는 외부감사인의 역할을 유도한다. 감사위원회는 기업

이 외부감사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영향을 

준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적절한 보고 관계를 형성

하여 논쟁의 소지가 있는 이슈에 대해 솔직하고 전문적인 논

의를 할 수 있다. 

외부감사인을 감독하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중요한 임무이

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 다른 위원회와 협조하여 기업의 

중요한 목표(예를 들어, 원가 절감)가 의도치 않게 경영진의 

재무보고 책임이나 외부감사인의 업무 범위 등과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감사위원회에 대한 자발적 공시가 증가함에 

따라 감사위원회 활동의 투명성이 높아졌다. 특히 외부감사

인을 감독하기 위해 감사위원회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공시

가 증가하였다. 

이미 자발적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이 감사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감

1)	 2015년	7월에	SEC가	발표한	내용임.	감사위원회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투명성을	높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그	방안을	모

색하는	것이	목적이었음.	특히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감독하는	역할에	초점이	맞춰짐.	여러	당사자들로부터	코멘트를	수집하였으나,	의무적인	공시	규정

을	만들거나	수정한	제도는	없음.	그러나	SEC는	기존의	감사위원회에	관한	자발적	공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더	많은	공시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외부감사인 감독

감사위원회 관련 공시

감사위원회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감사위원들이 

회계 및 재무보고 관련 제도에 대해 숙지하고 지속적인 업데

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새로운 회계 

기준서(예를 들어, 수익인식)가 적용되는 경우, 투자자들에게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준서의 취지에 맞도록 

재무보고 시스템을 잘 구축하였는지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

해서 외부감사인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다. 적절한 재무

보고 내부통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가 내부통제

를 평가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회계 기준 등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사위원회는 지속적으로 공시 내용을 검토하고 투자자들과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 제공할 추가적인 정보는 

없는지 고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2015년 

SEC가 발행한 Concept Release ‘Possible Revision to Audit 

Committee Disclosure’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1) 여기에서

는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사보수의 산정과 이에 대한 승인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감사위원회는 동 과정에 어떻게 관여하

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공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어떻게 외부감사인과 재무보고 절차를 감독

하는지를 포함하여, 감사위원회의 책임 수행에 대해 추가적

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무보고의 품질과 신뢰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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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감사위원회 제도

Chapter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에 각 금융업

권 별로 개별법에서 규율되어 왔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governance)에 대한 통일적인 규율

체계가 마련되었다. 지배구조법은 2015. 7. 31. 제정되어 2016. 8. 1.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배구조법의 목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그에 따라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규율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

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규제체계 수립을 통해 금융업 간 규제의 형평성

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제고시켜 건전 경영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

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하에서는 지배구조법에 따른 감사위원회 제도의 주요 내용이 위 제정 목적을 적절히 구

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지배구조법 제정 이전부터 존재해온 기존 상법상 감사위원회 제도

와의 차이 및 향후 개선 방향 등에 대하여 고찰하도록 한다.

금융회사의 조직구성과 기능 및 권한은 지배구조법뿐만 아니라 각 해당 업권에 적용되는 

법률에서도 규정되어 있고, 일반법인 상법 회사편에서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먼저 각 법률 

간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지배구조법의 규율대상은 “금융회사”이고, 여기에는 은행,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

협은행, 수협은행이 포함된다 (동법 제2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해 다른 금융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되고, 그렇지 않을 경

우에는 지배구조법이 적용되며, 지배구조법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이 적용된다 (동

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지배구조법 제정과 함께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등 금융관계법령에서 감사위원회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현재 대부분 

금융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우선적으로 지배구조법에 따라 규율된다.

Ⅰ. 지배구조법 도입의 배경 및 취지

Ⅱ. 지배구조법의 규율대상 및 다른 법률과의 적용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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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융회사의 감사위원회 설치의무 및 그 적용대상

지배구조법상 감사위원회는 그 명칭이 주는 인상과 달리 금

융회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 중 하나로서 지배구조법 중 금융

회사의 이사회에 대한 부분(제3장 제2절)에 규정되어 있다.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동법 제16조). 다만, 각 업권 별로 설정된 일

정 규모 미만의 금융회사(단,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

법인은 제외)에 대하여는 위 감사위원회 설치의무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제3조 제3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6조 제3

항). 즉,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회사만 감사위원회 설치의무

를 부담하고, 자산총액 7천억원 미만인 상호저축은행, 자산

총액 5조원 미만인 보험회사 등 일정 규모 미만의 금융회사

는 상법상 대규모상장회사가 아닌 이상 감사위원회 설치의

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일정 규모 미만이어도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법인에 해당되면 감사위원회 설치의무를 부

담하도록 한 것은 상법상 대규모상장회사에 대한 규제와의 

균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별도로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금융회사

는 상근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는데, 감사위원회를 설

치한 경우에는 상근감사를 별도로 둘 수 없다 (동법 제19

조 제8항). 

이상을 종합하면,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금융회사는 그 

선택에 따라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둘 중 하나를 두어야 

하고 그 중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적용되는 일정 규모 이상

의 금융회사들은 반드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상

근감사는 둘 수 없다.

나. 감사위원회의 구성

감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이사회 내 위원회이므로 주주총

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다.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지

배구조법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에 따르면 감사위원

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감사

위원회의 대표가 되어야 하며,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동

법 제19조 제1항). 

또한 감사위원회의 2/3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하는

데 이는 사외이사 비율을 높여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감시기

능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감사위원의 2/3 이상을 사외이사로 

두었다면 그 이외의 감사위원을 사외이사가 아닌 자(소위 ‘상

근감사위원’)로 둘지 여부는 주주총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다.1)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들 중 1인 이상은 다른 이사와 분

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동법 제19조 제2항 및 제5항). 여기

에서 분리 선임이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 감

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중 1인 이상을 별도 안건으로 분리 

상정하여 선임 결의하여야 함을 의미한다는 것이 금융감독

당국 실무진의 입장이다.2)

이사회 내의 다른 위원회(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험관리위

원회 및 보수위원회 등)는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

성하면 되지만 (동법 제16조 제3항), 감사위원회의 경우 사외

이사 비율을 2/3 이상으로 강화하고, 그 중 1인 이상을 분리 

선임하도록 한 것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금융

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

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겠다.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 한 경

―	

기술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삼일회계법인의	정책이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Ⅲ. 지배구조법상 감사위원회 제도의 주요 규정

외부전문가 기고

1)	 금융위원회의	2016.	10.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	55면	참조

2)	 금융위원회의	2016.	10.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	5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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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규율대상은 모든 주식회사이나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어 감사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다음과 같

이 이원화된다.

i) 주식회사의 기관에 대한 부분(제4장 제3절)에서 주식회

사의 감사위원회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제

415조의2). 

상법상 주식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는 감사기관으로 감사를 두어야 한

다. 다만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를 설

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 (상법 제415조의2). 따라서 

일반 주식회사에 있어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설치는 선택

적 관계에 있게 된다.

3인 이상의 이사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되 그 2/3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ii)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에 대한 부분(제4장 제13절)에서 일

정 규모 이상인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제542조의11 및 제542조의12).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상근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이로 갈음할 수 있다 

(상법 제542조의10). 반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 

(이하 “대규모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사항이

다. 즉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그 선택에 따라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둘 중 하나를 두면 되지만, 대규

모상장회사들은 반드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대규모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 요건에 추가하여 몇 가지 요건이 추

가로 규정되어 있다. 우선 지배구조법과 동일하게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및 재무 전문가이어야 하고, 감사위원회

의 대표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또

한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데 (상

법 제415조의2 제2항),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주요주

주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

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계열회사

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등은 상근감

사뿐만 아니라 감사위원도 될 수 없다 (상법 제542조의11, 

제542조의10 제2항, 제542조의8제2항, 동법 시행령 제36조).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상법은 비상장회사와 대규모상장

회사가 아닌 상장회사(이하 “일반상장회사”)에 대하여 지배

구조법에 비해 완화된 수준으로 감사위원회에 대한 독립성 

강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상장회

사나 또는 일반상장회사인 금융회사로서는 지배구조법 도입

으로 인하여 과거 상법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게 되었다. 

대규모상장회사인 금융회사의 경우 상법에서도 지배구조

법과 유사한 수준의 독립성 강화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으

므로 지배구조법 제정으로 인하여 규제의 강도가 크게 달라

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i) 상법은 지배구조법에 명시된 감사위원의 분리 선임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2013년 감사위원의 분리 선임

의무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현재 보류된 

상태이다.

ii) 감사위원의 자격요건(결격사유)에 있어서도 다소 차이를 

보인다. 상법은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와 감사위원의 결격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폭넓고 엄격하게 규정된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 비해 감사위원의 결격사유는 훨

씬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지배구조법에서는 감

사위원에 대하여 사외이사와 동일한 결격사유가 적용된

다. 

예컨대, ‘해당 회사와 매출총액의 10% 이상 금액의 거래계

약을 체결한 법인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에 해당

하는 자는 i) 상법상으로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감사위원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반면 (상

법 제542조의11, 제542조의10, 제542조의8 제2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2호 나목), ii) 지배구조법상으

로는 사외이사 뿐만 아니라 감사위원 결격사유에도 해당한

다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제6호,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결국 지배구조법 도입으로 인하여 금융회사의 감사

위원에 대하여 기존 상법보다 강화된 결격사유가 적용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Ⅳ. 상법상 감사위원회 제도와의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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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회사에 있어 감사가 

아닌 감사위원회를 통하여 이사에 대한 감시 및 견제기능이 

수행되도록 하고 있다. 이사회와 별개 기관이던 감사와 달리, 

이사회 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는 그 감사위원이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사의 지위에 있으므로, 

어떠한 현안에 대하여 미리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감시기능

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지배구조법에서 이사회 내 다른 위원회와 달리 감사위원회 

내 사외이사의 비율을 2/3 이상으로 높인 것은 상법상 대규

모상장회사와 같은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감사위

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2/3라

는 비율 강화만으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보

장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겠다. 

지배구조법은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도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였다 (지배구조법 제19조 제10항). 독립적인 감시기능의 수

행을 위하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해당 금융회사와의 지속

적인 영업관계 등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견제 및 감시 기

능을 적절히 수행하기 어려울 만한 지위에 있는 경우 사외이

사 내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즉, 법에 규정된 자격요건(결격사유)의 면에서는 이미 사외

이사인 감사위원과 사내이사인 감사위원 간에 차이가 없으

므로, 위와 같은 형식적 요건에서 더 나

아가 실질적으로도 사외이사인 감사위

원이 사내이사인 감사위원보다 좀더 독

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

라고 인정될 수 있을 때, 사외이사 비

율 강화가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감사위원회가 전원 사외이사

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라도, 사외이사

가 접근 가능한 정보의 양과 질이 제

한적이라면, 경영진에 대한 대한 감시기

능이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없을 것이

다. 정보의 부족은 사외이사의 전문성 

약화로 연결될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

에서 감사위원에 대하여 정보접근권한

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

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지배구조법상 감사위원에 대한 금융회

사의 정보제공의무에 대하여 살펴보면, 금융회사는 사외이

사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와 동일한 수준으로 감사위원에 대

한 정보제공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동법 제20조 제5항, 제18

조). 구체적으로 금융회사는 감사위원에게, (i) 영업, 재무 그 

밖의 업무집행 상황 등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연 1회 이상 정

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ii)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 또

는 선임사외이사를 통해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

면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iii)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

원회의 회의자료를 회의 개최 2주일 전까지 (다만,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 등에서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제공하여

야 한다 (동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그런데 여기에서 ‘연 1회의 정기적인 정보제공’은 어느 사안

에 대한 이슈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되기 어려

워 보이고, ‘요구시 제공’은 사외이사가 정보접근권한이 없이 

어떠한 이슈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된 경우 큰 의미를 갖

기 어려워 보인다. ‘이사회나 위원회의 회의자료 제공’의 경

우, 정관이나 이사회규정 등에서 제공기간을 2주보다 더 짧

은 기간으로 규정하면 그에 따르게 되므로, 결국 자료 검토 

및 그에 따른 추가 요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기간

이 법상 보장되어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예컨대 감사위원회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라도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대주주 및 경영진의 의견

 Ⅴ. 지배구조법상 감사위원회 제도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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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대의사를 피력해 온 사외이사는 향후 재선임 여부 등

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이런 점

은 과거 사례에 비추어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

으로 감사위원회가 그 구성비율에 관계없이 경영진과 독립

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지배구조법상 감사위원의 재선임 방식

을 살펴보면, 감사위원 후보의 추천은 지배구조법상 이사회 

내 위원회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의 의결(총 위원의 3분

의 2 이상)로 이루어지게 된다 (동법 제19조 제4항). 임원후

보추천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그 대표가 되어야 한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적절히 작동하고 있다면, 감사위원의 재선임 등

에 대한 우려는 상당 부분 불식될 수 있을 것이지만, 사외이

사가 대주주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면, 결국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한 이사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감사

위원의 후보추천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될 것이다. 또한 지배

구조법은 일정 규모 미만인 금융회사들은 위 위원회 설치의

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감사위원의 후보 

결정 및 선임 등에 있어 대주주 및 경영진의 영향력을 제한

할 수 있는 다른 보완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율, 선임 방식에 대한 법 규

정이 실질적인 독립성 강화 장치로 기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외이사가 중요한 경영정보에 대하여 사내이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외이사의 재선임 여부

에 대한 결정에 있어 대주주 및 경영진의 영향력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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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coming Events

Audit Committee Forum

저희 센터에서는 감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 그리고 유관기관의 관계자 여러분을 모시고 강연을 듣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좋은 강연도 들으시고 참석하신 분들과 교류도 

하시면서 뜻있는 시간을 보내시길 기대합니다.

일시 2017년 9월 8일 금요일, 17:30~20:30 (잠정)

장소 시청 앞 서울플라자호텔

강연자 및 주제 추후 안내 예정

Audit Committee School

감사위원회 위원은 회계기준, 재무보고 및 내부통제 구조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감사위원회 위원이 전문기관에서 감사와 관련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Audit Committee School을 통해 감사위원회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와 실무적인 사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수강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온라인 

강의를 운영하오니 많은 이용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상 • 감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 직무를 수행중이거나 수행 예정이신 분

• 업무상 관련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분

운영 방식 • 온라인 강의, 주제별로 30분 내외의 구성, 총 6~8시간 

• 수강 의무시간 충족 시 수료증 발급

시기 • 2017년 8월 중 오픈 예정

Curriculum •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 내부통제의 이해

• 기업의 리스크 유형 및 관리 방안

• 회계란 무엇인가?

• 말문이 탁 트이는 재무 상식, 

재무제표

• 기업 활동과 재무 이해하기 1

• 기업 활동과 재무 이해하기 2

• 감사(위원)의 법적 권한과 책임

• 감사위원회 실무 해설(1)

• 감사위원회 실무 해설(2)

• 내부감사 이론과 실무

• 재무보고와 내부통제제도

• 회계부정 사례와 사전예방 

• 최근 감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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