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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일회계법인 

PwC 미국은 매년 이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고는 2019년 서베이 결과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734명(남성 79%, 여성 21%)의 이사가 서베이에 참여했으며, 이 중 60%는  

5년 이상 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각 이사들이 소속된 기업은 다양한 산업을 

대표하고 있으며, 그중 74%가 연매출 10억 달러 이상의 규모입니다. 

보고서 원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wc.com/us/en/services/governance-insights-center/assets/pwc-2019-
annual-corporate-directors-survey-full-report-v2.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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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들은 이해관계자 

중심의 지배구조에 대해 

미온적이다.

동료 이사 중 한명 

이상이 교체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위기 관리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 문화는 모두의 

책임이며, 이사회도 기업 

문화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사회에서 반대 의사를 

표하는 것이 어렵다.

이사회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후속 조치를 

하고 있으나, 어려운 

문제는 피하는 경향이 

있다.

경영진 보상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

acc.samil.com

Key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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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불확실성과 국제 무역의 긴장이 고조되는 현 시점에 상장기업들은 

지속적인 실적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러한 압박의 상당 부분은 경영진에게 가해지지만 

회사의 지배기구인 이사회를 향하기도 한다. 이사회는 회사의 전략적인 방향과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감독할 책임을 갖기 때문이다.

S&P 500 주식의 1/3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보유한 기관투자자들은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관심을 점점 높이고 있다. 2019년 주주총회 시즌 동안, 러셀 3000*에 속하는 

기업의 이사 후보자들은 2011년 이래로 가장 높은 비율의 반대표를 받기도 하였다. 

2019년 미국 주요 기업의 이사들은 이사회 현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 미국의 Frank Russell이 발표하는 주가 지수로 미국의 3,000개 대기업 주가지수를 산정한 것이다.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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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이사 중 한명 이상이 교체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사회 구성은 지속적으로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기관투자자들은 회사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이사가 필요하며, 이사회 내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사회 구성에 집중된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사들은 여전히 동료 이사에 대해 비판적이다. 

이사 중 거의 절반(49%)이 이사회 구성원 중 적어도 한 명을 교체해야 한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전

년도에 비해 4 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23%는 두 명 이상의 이사가 교체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이사들의 불만족을 시사하지만, 이사 교체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18년에 S&P 500 기업의 이사회를 떠난 사외이사는 406명에 불과해 한 회사당 

이사 한 명이 채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 이사의 대다수가 정년이 되었거나 그에 가까운 나이로 

나타났다. 즉, 이사회에 부적합해서가 아니라 정년에 따른 자연스러운 교체인 것이다. 이사회가 동

료 의식(collegiality)과 상호 존중을 강조할 때, 개별 이사의 이사회 활동에 대한 기여도를 객관적

으로 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이사들은 동료 이사에 대해 여러 불만을 토로한다. 경영진

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꺼리는 것(15%), 이사회의 감독 역할에 있어 경계선을 넘는 것(13%), 이

사회의 역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 방식(13%) 등이 그 예이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하고 있는 회사에서 동료 

이사에 대한 불만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한 

기업의 이사 중 61%가
 

적어도 1명의 이사가 교체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사외이사가 

의장이거나, 선임 사외이사를 둔 

기업의 경우 47%가 그렇게 답한 

것과 대비된다.

Source: PwC, 2019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October 2019.

7%

26%

16%

51%

49%

0

2
1

More than 2

질문: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사회 구성원은 몇 

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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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후속 조치를 하고 있으나,  

어려운 문제는 피하는 경향이 있다.

많은 기관투자자와 기업지배구조 전문가들은 이사회와 그 구성원에 대한 성과 평가의 중요성과, 

이사회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평가 결과를 활용할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러한 메시지들은 실

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듯하다. 

조사 대상의 61%는 이사회가 개별 이사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답하였는데, 이는 최선의 관행

(best practice)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거의 4분의 3(72%)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최근 평가 결과가 

이사회 운영에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의 49%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대다수 

기업의 경우, 이사회 평가가 단순히 형식적 절차에 머물던 시대는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사회가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지만, 대부분이 전문성을 보유한 이사 추가, 

구성원의 다양화 및 소위원회 구성 변경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변화도 의미가 있지만, 

성과가 저조한 이사에게 자문을 제공하거나 해당 이사를 재선임하지 않는 것과 같은 불편한 조치

를 취하는 이사회는 거의 없다. 이사회가 이러한 불편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은 앞서 기술한 

동료 이사에 대한 불만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질문: 최근 이사회 및 위원회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을 수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까? 

(해당 사항 모두 선택)

보다 쉬운 방법을 선택

이사회 산하 위원회 

구성 변화

전문가 추가

이사회 구성원에 

자문 제공

다양성 확대

특정 이사 

미선임

Source: PwC, 2019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Octob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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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에서 반대 의사를 표하는 것이 어렵다. 

이사회는 다른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일하는 환경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사들은 일반적으로 서

로를 경쟁자가 아닌 동료로 본다. 그러나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경영진에게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것이다. 회사가 근본적으로 올바른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이사들에게 달려 있다. 이사회는 솔직한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결론에 도달

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사회 내 동료 의식이 회의 중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꺼리도록 한다.

실제 조사 대상의 43%가 이사회에서 반대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어떤 이사회도 불필요

한 논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겠지만, 이사회는 모든 구성원의 의견이 청취되고 고려될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할 리더십을 보유해야 한다. 이사들이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꺼린다면, 이사회는 중요

한 무언가를 놓치게 된다.

조사 대상을 나누어 보면,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인 경우 이사회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고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ource: PwC, 2019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October 2019.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인 

경우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이거나, 

선임 사외이사가 

있는 경우

질문: 다음 이슈들 중 어느 항목에 대해 이사회에서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어려운가?

이사 재선임

이사 교체 정책

대표이사/경영진 보수

회사 인적 구성 다양화 전략

대표이사 승계 정책

사회적 문제

회사 전략

이사 선임

위기 대응 준비

회사의 위험 성향

없다(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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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관리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예상치 못한 CEO 사퇴, 불법행위 스캔들, 공급망 붕괴 등은 가능성은 낮지만 기업이 언제든지 맞

닥뜨릴 수 있는 위기 상황에 해당한다. 기업이 이와 같은 위기를 겪은 후에 해당 기업의 이사회는 

위기 대응을 위해 점점 더 많은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모든 이사들(96%)이 주요 위기에 대한 경영진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답했는데, 이

는 전년도에 비해 12 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이사들은 서면으로 된 대응 정책을 만들고 모의훈

련에 참여하는 등 과거에는 일반적이지 않았던 활동에 점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위기 상황에서 이사들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응답자 중 56%가 위기 상황 모의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의 28%보다 두 배나 증가한 수치이다. 

질문: 위기 관리 감독(예: 사이버 공격, 자연 재해, 회계부정 행위 혐의)과 관련하여 이사회는 다음을 

수행하였는가?

Sources: PwC, 2019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October 2019; PwC, 2018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October 2018.

경영진의 주요 위기 대응 계획 논의

규제/집행 기관에의 연락 여부와 그 

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프로토콜 논의

외부 자문사(예: 로펌 또는  

IR 전문 회사)의 파악 및 계약

서면 보고 정책 및 협의서 작성

위기상황 모의훈련/ 

위기관리 시나리오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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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 보안은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기업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였다. 기업들은 사이버 위협을 중대

한 사안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그래서 이사들

은 이사회가 사이버 위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음을 강조해 왔다. 또한, 이사회는 경영

진으로부터 사이버 관련 보고를 충분히 받아야 하며, 이사회가 동 문제를 적절히 다룰 수 있는 역

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사들은 지난 5년 동안 이사회의 사이버 감독 수준이 크게 높아졌다고 답했다. 약 3/4에 해당하

는 응답자가 중대한 보안 위반(78%), 회사의 사이버 보험 커버리지(74%), 외부 사이버 보안 전문가 

참여 여부(74%)에 대해 이사회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이후 25포인트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질문: 사이버 보안 문제와 관련하여 이사회나 위원회가 다음 사항에 관해 논의하였습니까?

Sources: PwC, 2019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October 2019; PwC, 2014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October 2014.

중대한 보안 위반 시 

회사의 위기 대응 계획

회사의 사이버 보험 

커버리지

외부 사이버 보안 

전문가 참여

외부 사이버보안 전문가의 

평가/테스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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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사이버 보안 감독 방식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들 중 78%가 사

이버 보안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대부분은 관련 지표를 입수하고 사이버 보안 안건을 다루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진다고 답했다. 그러나 아직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의 40% 

미만이 회사가 직면한 사이버 보안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전문지식

이 충분하다고 응답하였다.

질문: 이사회는 아래 항목에 대해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사이버 보안은 적절한 기구(예: 

감사위원회, 위험위원회, 전체 

이사회)에 의해 감독되고 있다.

Source: PwC, 2019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October 2019.

이사회는 사이버 보안  

지표에 대한 의미 있는  

보고를 받는다.

사이버 보안에 대해  

논의할 충분한 시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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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들은 이해관계자 중심의 지배구조에 대해 미온적이다.

2019년 8월, 미국 대기업 총수들을 포함한 200명의 최고경영자들이 모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Business Roundtable, BRT)에서 기업의 사회적 목적을 정의하는 방법에 있어 변화가 나타났다. 

BRT는 성명에서 기업들이 더 이상 주주들의 이익만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 대신, 

직원, 고객, 공급자 및 기업이 속한 지역사회의 이익을 포함하는 더 넓은 이해관계자 모델을 고려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많은 재계 지도자들이 이해관계자 중심의 모델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지만, 이사들은 혼재된 의견

을 보인다. 58%만이 기업이 의사결정을 할 때 보다 광범위한 이해당사자들을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기업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이사들이 지지하고 있다. 대부분

의 이사들은 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가져야 하며, 사회적 목적과 기업의 수익성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이해관계자 중심의 모델에 대해 71%의 여성 이사가 지지를 나타낸 반면, 

남성 이사의 54%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 다음 기술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답변: 매우 동의한다. & 다소 동의한다.)

Source: PwC, 2019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October 2019.

사회적 목적과 기업의 

수익성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가져야 한다.

기업은 의사결정을 할 때 

(주주만이 아니라) 더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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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문화는 모두의 책임이며, 이사회도 기업 문화에 대한 책임이 있다.

회사가 실제 위기에 처하고서야, 문제의 원인을 알아내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기업 문화에 관심이 

쏟는다. 최근 일련의 기업 문화 스캔들이 다른 회사와 이사회로 하여금 그러한 위기가 일어나기 전

에 회사의 문화를 더 철저하고 적극적으로 살펴보게끔 만들었다. 

이러한 경향의 일부로서 기업 문화 문제를 책임질 주체에 관해 종전과 달리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번 조사 결과에 드러난다. 최고 경영진의 의지(tone at the top)가 가장 지배적인 답변이었

고, 중간 관리자(59%가 강력하게 동의, 2018년에는 45%)의 책임에 대한 지적도 증가하였다. 그리

고 전년보다 더 많은 응답자가 이사회의 감독 부족을 꼽았다.

기업 문화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회가 취하는 가장 일반적인 조치는 임직원 교육/훈련(60%)과 내

부고발 프로그램 강화(43%)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사회 보고를 늘리고, 폭넓은 임직원 문화 

평가를 했다는 회사도 다수였다.

질문: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기업 문화 문제에 기여한다는 데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답변: 매우 동의한다.)

Source: PwC, 2019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October 2019.

최고 경영진의 의지 

(Tone at the top)

중간관리자의 의지 

(Tone set by middle management)

경영진의 커뮤니케이션 및 

투명성 부족

이사회 감독 부족

질문: 최근 몇몇 유명 기업들이 기업 문화의 실패로 인해 평판이 손상되었습니다. 

다음 중 회사가 기업 문화를 다루기 위해 취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Source: PwC, 2019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October 2019.

임직원 교육/훈련

내부고발 프로그램 강화

기업 문화 관련 지표의 이사회 보고 증가

폭넓은 임직원 문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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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보상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경영진 보상을 회사의 성과에 연계하는 방식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회사의 성과는 

재무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리더십과 다양성 목표 등을 포괄한다. 남녀 임금 격차와 최고

경영자(CEO) 급여 비율을 소득불평등의 화제로 삼는 등 보상문제에 관심이 집중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보상 컨설턴트는 경영진 보상과 관련하여 큰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또한 이사들은 

임원 급여에 대한 직원들의 영향력이 급증했다고 답하였다. 2016년에는 28%만이 종업원이 보통 

또는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고, 올해는 51%가 동일하게 답하였다. 

그 외에도, 이사의 절반 이상(61%)이 기관투자자가 보통 수준 이상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응답

했다. 2016년의 42%와 비교하여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CEO의 영향력이라고 답한 이사 비

율도 2016년 34%에서 올해 50%로 증가하였다. CEO는 전형적으로 이사회 멤버이다.

질문: 경영진 보상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다음 당사자가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해 주세요. 

(답변: 보통 & 유의)

Sources: PwC, 2019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October 2019; PwC, 2016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October 2016.

보상 컨설턴트

기관투자자

종업원

CEO의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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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실시, 감사인의 주기적 

지정제 등 대우조선해양이 촉발한 회계개혁으로 인한 변화가 한창이다. 

이와 더불어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기관투자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노력이 

더해져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극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런데 선진화된 자본시장이며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기업지배구조의 

대표 주자인 영국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한 유명 대기업의 파산은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의 기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한다. 

본고는 영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으로 기록될 카릴리언 사태의 

원인이 되었던 위험 징후와 그 시사점을 검토한다.1

영국 건설업계 2위 기업 

카릴리언(Carillion)의 파산: 

간과된 위험 징후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2019년 4분기 · Vol.10

1 영국 하원의 기업·에너지·산업전략 위원회(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Committee), 노동 연금 위원회(Work and Pensions Committee)

의 보고서를 기초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였다.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cm201719/cmselect/cmworpen/769/76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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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전 세계 약 4만3천명을 고용 중이던 대형 건설기업, 카릴리언이 파산하여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카릴리언은 규모가 컸을 뿐만 아니라 2016년까지 지속적인 이익을 실현하였고 배

당금도 매년 증액하여 왔기 때문에 더욱 충격이었다. 재무 건전성의 문제가 불거지기 직전인 2016

년말 회사의 총자산(총부채)은 6.6조원2(5.6조원), 당기순이익은 1.9천억원이었다. 회사의 경영진

은 2017년에 경영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설명하지만, 영국 의회의 조사 내용을 보면 예견할 

수 있었던 결과로 보인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

카릴리언 파산 경과

2016년까지 지속적인 이익을 보고하였던 카릴리언은 2017년 7월 건설계약 관련 프로젝트의 예상 

손실로 인해 재무제표상 거액의 충당부채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발표하였다. 9월에 공시

된 2017년 반기보고서에는 1.5조원이 넘는 손실이 보고되었고, 두 달 후인 11월에 급격한 부채 증

가로 인해 대출 약정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회사가 시장에 알렸다. 군사기지 운영

부터 학교 급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카릴리언에 의존했던 영국 정부는 그 직후 다급

하게 구조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재무 상황의 악화를 막을 수는 없었다. 2018년 1월 청산이 결정된 

시점에서 회사의 보유 현금은 425억원에 불과한 반면, 부채는 10.5조원에 달하였다. 

간과된 위험 징후(Red Flag)

부정한 재무보고 위험 요소 

일반적으로 부정은 ① 부정을 저지르려는 동기나 압력, ②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알려진 기회 

및 ③ 행위에 대한 어떠한 합리화와 관련되어 있다.3

① 부정한 재무보고의 동기나 압력은 경영진이 기업 내·외부로부터 예정된(아마도 

비현실적인) 이익목표이나 재무적 성과의 달성압력을 받고 있을 때, 특히 재무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경영진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할 때 존재한다. 

②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알려진 기회는 개인이 내부통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믿을 때, 

예를 들어 해당 내부통제의 책임있는 위치에 있거나 내부통제의 특정 미비점을 잘 알고 

있을 경우 존재할 수 있다.

③ 개인은 부정한 행위를 합리화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부정직한 행위를 저지르는 태도나 성격 또는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직한 

개인이라도 일정 수준의 압력이 가해지는 환경에서는 부정을 저지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카릴리언의 각 위험 징후를 세 가지 상황에 따라 구분하였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

acc.samil.com

2 이해의 편의를 위해 본고의 모든 금액 정보의 환산은 1,500원/1파운드의 환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였다. 참고로 원화 대비 파운드 

환율은 2016년말 1,484원/1파운드, 2017년말 1,444원이다.

3 회계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문단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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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업·투자 위험    

공격적인 기업 인수와 거액의 영업권

카릴리언은 연속적으로 경쟁 기업을 인수하여 덩치를 키웠는데, 상당히 공격적인 전략을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 표는 주요 인수 건의 내역인데, 인수 금액을 상회하는 영업권이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영업권4은 인수금액이 피인수기업 순자산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이다. 영업권이 인

수금액보다 크다는 것은 순자산이 음(-)인 기업을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취득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러한 거래 결과, 2016년말 회사가 보유한 영업권은 2조원 정도에 이른다. 회사는 경쟁기업 

인수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시너지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하여 일련의 기업을 인수하였지만 

결과는 회의적이었다. 예를 들어, Eaga의 경우 이후 5년간 4천억 정도의 손실을 누적 보고하였다. 

그러나 놀랍게도 Eaga의 인수시 발생한 영업권은 이후 손상차손의 인식 없이 장부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단위: 억원)

피인수회사 인수시기 인수금액 영업권

Mowlem 2006 5,250 6,465 

Alfred McAlpine 2008 8,475 9,225 

Eaga 2011 4,470 4,935 

결국 2016년말 기준 2조원, 총자산의 약 1/3을 차지하였던 영업권은 2017년 반기말 기준으로 2천

억만 남기고 손상차손으로 처리되었고, 이로 인해 회사는 자본잠식 상태가 되었다.

부정한 재무보고 위험 요소 - 기회

• 확인하기 어려운 주관적 판단이나 불확실성이 개입된 유의적 추정치에 근거한 자산, 부채, 

수익 또는 비용

신규 위험의 증가

카릴리언은 새로운 영역인 에너지 효율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이는 다른 기업을 인수할 자금이 부

족하다고 판단한 경영진의 고육책이기도 했다. 사업 영역의 확장은 이후 카릴리언의 핵심적인 사

업 전략이 되었고, 캐나다, 캐러비안, 중동까지 진출하여 성장의 기회를 찾았다. 그러나 새로운 사

업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 부재와 타 지역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기대한 만큼의 수익을 거두지 못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은 실패에 대한 성찰 없이, 계속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주하

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한 재무보고 위험 요소 - 기회

• 경영환경과 문화가 상이한 서로 다른 국가 간에 국제적으로 위치하거나 수행되는 주요 사업

4 영업권: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할 수 없으나, 사업결합에서 획득한 그 밖의 자산에서 생기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나타내는 

자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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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무위험    

차입금 급증

카릴리언은 유상증자 대신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

이 2006년과 2008년에 Mowlem과 Alfred McAlpine을 각각 인수하면서 차입을 크게 늘였으며, 

2011년 Eaga를 인수하면서 차입금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다.

이러한 차입금의 증가는 일부 투자자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2015년 초 UBS는 카릴리언이 공시

한 부채보다 실제 부채 수준이 더 높다고 주장하여 투자자들이 카릴리언 주식을 헐값에 파는 사

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기관투자자인 Standard Life Investments는 단기간에 줄어들 것 같

지 않은 부채와 높은 배당금 지급의 부담을 이유로 2015년 12월부터 회사 주식을 매각하기 시작

했다.

그림 1. 카릴리언의 연도별 총차입금 

Source: Carillion plc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05-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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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카릴리언의 연도별 운전자본 비율

Source: Analysis of Carillion plc's Annual Report and Accounts 1999-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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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카릴리언의 운전자본비율5은 거의 1에 가까운 수준으로 금융위기 기간에는 1 미만의 값을 

갖기도 하였다. 운전자본비율이 1 미만이라는 의미는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유동부채 금액에 비

해 보유한 유동자산 금액이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운전자본비율은 재무상태표 수치에 기반하므로 

향후 자금조달 계획은 반영되지 않아 당장 부도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자금 관리에 중요한 위험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2017년 3분기 이후에는 운전자본비율이 0.74로 떨어졌고, 카릴리언은 결국 파

산에 이른다.

부정한 재무보고 위험 요소 - 기회

•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부채나 자본조달을 해야 할 필요성

• 상장유지 요건이나 부채상환 또는 기타 채무약정 요구사항의 충족에 대한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음

과도한 배당

일반적으로 적정한 배당 수준은 기업의 당기순이익 및 이익잉여금 수준, 미래 자금 사용 계획 및 

장기적인 성장 관점에서 필요한 투자 금액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카릴리언의 배당금과 이

익, 영업현금흐름을 비교한 다음의 그림을 통해 그러한 고려가 반영되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다.

5 운전자본 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그림 3. 카릴리언의 연도별 배당금 지급

Source: Carillion plc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11-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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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릴리언의 배당금 지급은 변동이 심한 실적과 거의 관련이 없어 보인다. 파산 전 장기간 동안 카

릴리언의 이익은 감소하기도 하였으며,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그 변동폭이 상당히 컸다. 심지어 

2012년과 2013년에는 건설 물량이 줄면서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음(-)으로 순유출이 발생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회사는 배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였으며, 자금 여력이 없는데도 오

히려 배당을 늘렸다. 주가 유지와 부양을 위해 안정적인 배당금 지급을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결국 카릴리언이 지속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부정한 재무보고 위험 요소 - 동기/압력

• 재무제표에는 이익 및 이익의 증가로 보고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음(-)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갖거나 영업활동으로부터 현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음

• 지나치게 낙관적인 보도자료나 사업보고서 상의 메시지와 같이, 경영진이 만들어낸 

기대를 포함하여 투자분석가, 기관투자자, 중요한 채권자 또는 다른 외부인의 수익성이나 

추세에 대한 (특히 과도하게 공격적이거나 비현실적인) 기대 수준

부정한 재무보고 위험 요소 - 태도/합리화

• 기업의 주가나 이익추세의 유지 또는 상승에 대한 경영진의 과도한 관심

퇴직급여 기금 부족

카릴리언의 파산은 많은 임직원의 실직 뿐만 아니라 퇴직급여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태를 

초래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 카릴리언은 약 3.9조원의 확정급여부채를 남겼으나 지

급을 위한 기금이 대략 1.2조원 정도 부족하여 2만 7천여명의 수급자들의 퇴직 연금이 삭감될 처

지에 놓인 상태다. 

앞서 기술한 다수의 기업 인수 과정에서 카릴리언은 피인수기업의 확정급여부채를 떠안았으나 이

에 대한 관리는 등한시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연금규제위원회(The Pension Regulator)는 퇴직

급여 기금 부족에 관해 회사에 지속적으로 경고를 보내고 추가 적립을 요구하였으나 카릴리언은 

이에 충분히 대응하지 않았다. 견고하지 않은 성과, 과도한 배당, 불확실성이 높은 사업 진출 등으

로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퇴직급여 기금 적립은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부정한 재무보고 위험 요소 - 태도/합리화

• 법규의 위반 사실이 있거나, 부정혐의 또는 법규위반의 혐의로 기업이나 상위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에 대한 제소의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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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업지배구조 위험    

기업 문화의 취약성

2018년 1월 파산 당시 카릴리언은 326개 계열사를 거느린 거대 그룹이었다. 그러나 회사는 각 계

열사의 이사회 명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현금흐름과 수익성 등에 대

한 과거 재무정보도 매우 부실하게 관리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자 조사단에 따르면 재무정

보의 품질, 접근성 및 완전성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실패한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

별 정보가 미비하여, 경영진이 제대로 수익성을 관리하지 않았음을 짐작케한다. 

또한, 경영진의 책임감과 전문성 부족이 심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2007년부터 2016년까

지 카릴리언의 재무이사(finance director)를 지낸 Richard Adams의 경우 회사의 문제가 드러나기 

전 자발적으로 퇴사하였고,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모두 처분하였다. Adams가 처분할 당시 평균 

주가는 3200원 정도였으나, 2017년 7월에는 주당 860원으로 하락하였다. 10여년간 주요한 회계

처리의 승인권자임을 고려할 때, 과연 1년 후 회사의 미래를 예상하지 못했을 지 의문스럽다. 

부정한 재무보고 위험 요소 - 동기/압력

• 상여금, 주식옵션, 수익에 따른 지급약정과 같이 그 보상 중 중요한 부분이 주가, 영업성과, 

재무상태 또는 현금흐름에 대한 공격적인 목표의 달성여부에 의존됨

부정한 재무보고 위험 요소 - 기회

• 재무보고절차 및 내부통제에 대한 지배기구의 감시가 효과적이지 아니함

•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이 존재하는 상황 등 효과적이지 않은 회계 및 정보시스템

과도한 경영진 보상

카릴리언의 파산 직전까지 경영진은 높은 급여와 보너스를 수령했다. 이는 성과에 연계한 보상과

는 완전히 거리가 먼 정책이었다. 심지어 회사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불과 몇 달 전

에도 보상위원회는 경영진에게 더 많은 보너스를 주려고 시도했으나, 기관투자자의 반대로 무산되

었다. 

한편, 영국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성과와 연계된 경영진 보상 정책을 장려하며 회사에 문제가 발생

할 경우 과거에 지급한 보너스를 환수(clawback)하는 규정을 둘 것을 권고한다. 카릴리언과 같이 

거액의 손실이 한꺼번에 발생한 경우 과거에 보고된 이익을 기준으로 받았던 보너스를 회사에 돌

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카릴리언은 해당 규정을 강제적인 정책으로 수립하지 않아 2017년 사태에

도 보너스 환수는 없었다. 

협력업체에 대한 횡포

카릴리언은 3만개가 넘는 협력업체를 통해 원재료와 서비스를 지원받았다. 카릴리언의 규모와 공

공사업의 비중을 고려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협력업체와 상호 발전적인 관계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컸을 것이다. 그러나 카릴리언은 자체적인 자금 경색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협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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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불리한 매입채무 대금 지급 정책을 적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카릴리언은 대금 지급이 느

린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카릴리언은 영국 정부의 ‘신속지급 협약(Prompt Payment Code)6’에 가

입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준수하지 않았다. 카릴리언이 파산할 당시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

은 3조원에 이르렀으나 보유 현금으로 전액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정한 재무보고 위험 요소 – 기회

• 공급처나 판매처에 대하여 부적합하거나 불공정한 거래를 초래할 수도 있는 거래조건을 

강제할 수 있는, 특정 산업영역을 지배하는 강력한 재무적 상황이나 능력

부실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감독 

카릴리언의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5인으로 구성되었다. 대표이사는 

회사 사업의 본질적인 세부사항에 대한 관심과 이해 부족으로 개선의 필요성을 외면하였던 것으

로 보인다. 경영진의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성과 보고를 모니터링해야 하는 사외이사는 재무정

보의 완전성 및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충분히 감독하고 필

요한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사외이사는 부채 급증에 대해 경영

진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감축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부채가 계속 증

가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실효성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감독 당국의 미진한 대처

카릴리언과 같은 대규모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의구심을 갖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FRC(Financial 

Reporting Council, 재무보고위원회)는 2015년에 공시된 정보를 점검하여 영업권 관련 가정의 불

명확성, 공사채권 청구비율(book to bill ratio)의 현저한 감소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을 포함한 

12가지 이슈에 대해 카릴리언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정보 공시의 문제로 

판단하였으며 추가 조사를 수행하지 않았다. 당시에 좀더 철저한 조사가 수행되고 조치가 취해졌

더라면 과연 카릴리언이 파산까지 갔을 지 의문스럽다.

 4. 재무보고 위험    

수익 인식

건설업을 영위했던 카릴리언은 장기계약에 대해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였다. 진행 기준은 

결산일 현재 각 계약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 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한 진행률을 계약 금액에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방식이다. 여기에서 총계약원가

를 어떻게 추정하느냐가 중요하다. 장기 공사의 특성상 설계 변경, 납기 지연, 기타 원가 상승 등으

로 인해 총계약원가가 변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행 기준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경

6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인보이스의 95%를 60일 이내에 지불하고, 30일 지급 조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협력업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관행을 지양한다는 협약이다. 그러나 카릴리언의 실제 지급 정책은 120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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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의 객관적이고 신중한 추정과 판단이 필수적이다. 카릴리언의 경영진은 2016년까지 해당 시

점에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수익을 인식하였으므로 문제가 없으며, 갑작스러운 상황 악화는 

2017년에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18개에 이르는 프로젝트에서 결국 손실이 발생하였

다는 사실은 이러한 설명을 납득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카릴리언의 내부감사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면 경영진의 설명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 

카릴리언은 현장팀이 보고하는 공사 이익을 검토하는 내부감사 절차를 두었다. 매월 회의를 거쳐 

경영진이 현장팀의 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동료 평가(peer review)를 통해 각 공사계약의 재무, 운

영 및 경제적 측면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 절차는 실효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

다. 동료 평가를 통해 제안된 이익률보다 3배 높은 비율이 적용된 계약 건이 42%에 달했으며, 이 

중에는 손실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4.9%의 이익률이 적용된 건도 있었다. 경영진은 내부감사 지

적을 무시하고 낙관적인 수익 인식을 유지한 것이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차이에 대해 2016

년 이전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한 재무보고 위험 요소 - 태도/합리화

회계정책의 선택이나 유의적 회계추정치의 결정에 비재무담당 경영진의 과도한 참여나 집착

역팩토링7

카릴리언은 앞서 언급한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역팩토링 방식을 활용하였다. 역팩

토링은 구매자(채무자)에게 납품하는 다수의 공급자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가 구매자의 매입채무

에 대해 공급자로부터 각 채권을 양수하면서 그 공급자들에게 현금으로 선지급하는 형태를 말한

다. 역팩토링은 카릴리언이 2017년 차입금 약정을 위반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 공급자들이 현

금을 지급받는 순간 동 채무는 금융회사에 대한 차입금이 되지만, 재무상태표에는 여전히 매입채

무로 표시되었고 주요 차입 약정 사항에 해당하는 이익/차입금 비율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었기 때

문이다. 2017년 11월에 역팩토링을 한 매입채무 금액은 7천억원에 달했다. 다만, FRC는 금융회사

가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에도 매입채무로 두는 회계처리가 틀렸다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

지는 않았다.

7 예를 들어, 우량 대기업인 A기업이 소규모기업인 B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공급망 관계에서 A기업이 금융사와 함께 역팩토링을 

구조화하면 두 기업 모두에게 이득이다. B 기업은 통상 두 달 이상 걸리던 결제기간을 15일로 크게 앞당기면서도, A기업의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더 낮은 이자를 낸다(카릴리언의 경우 이자율이 상당히 높았다.). A기업도 기존 결제기간보다 더 긴 기간 뒤에 

결제할 수 있다. 사실상 은행에서 빌려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은행에 빌린 금액은 구매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차입금’ 항목에 포함되지 않고 ‘외상매입금’ 또는 ‘미지급금’으로 표시된다. (참고: 내일신문, 피치 “기업들 부채 숨기기 확산”, 2018. 

8.6,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28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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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카릴리언의 파산에 관한 조사는 아직 진행 중으로 경영진, 이사회, 감사위원회, 외부감사인 등 주

요 당사자의 법적인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조사에서 밝혀진 여러 상황은 이들 각자의 불충

분한 역할 수행을 시사한다. 물론 사후적인 보고서에는 명백해 보이는 위험도 사안의 불확실성과 

변동가능성으로 인해 당시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등 지배기구의 문제 제기와 검토, 사후적인 조치가 부족했다

는 비난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특히 위험이 감지된 영역, 부정위험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되는 상황이 존재한다면 각별한 관심과 비판적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함에도, 감사위원회를 포함

한 이사회가 경영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이기 때문이다.

카릴리언 사태로 인해 영국에서는 재무보고 감독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제도, 기업지배구조, 기관

투자자 관련 법규 등에 있어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FRC는 감사·보고·지배구조당국(Audit, 

Reporting and Governance Authority, ARGA)이라고 명칭을 변경하고 회사의 이사들에 대한 감

독 권한까지 가진 강력한 법정 규제당국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며, 외부감사 측면에서는 대형회계법

인과 중소형회계법인간 조인트 감사 등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 중

이다. 또한, 기관투자자들에게는 스튜어드십코드 활동 내역과 그 결과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다양

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고려할 것을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포함시켰다.

기업지배구조의 강화, 외부감사의 독립성 제고, 감독 당국의 역할 쇄신 등을 위해 영국이 시도하

는 구체적인 접근방식은 우리나라의 회계개혁과 다르지만, 추구하는 목적은 동일하다. 두 나라 모

두 기업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던 과거의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법

규를 마련하고 있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제도 정비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이다. 즉, 지속가

능한 기업의 중장기 가치 제고를 위해 경영진, 지배기구, 외부감사인, 감독 당국이 실효성 있는 역

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특히 감사위원회를 포함한 이사회는 회사의 사업과 속한 산업에 대해 충분

히 이해하고 위험이 큰 영역에 노력을 집중하는 효율적인 시간 활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끝으

로 부정 방지를 위해 감사위원회가 초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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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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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회계 부서: 

감사위원회  

중점 고려사항
회계 기능은 회사 전체에 더 큰 가치를 제공하는,  

보다 전략적인 부서가 되기 위해 변화하고 있다. 

최신의 회계 기능은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사업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본고는 감사위원회가 회계 기능의 미래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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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기술, 급격한 자동화, 실시간 처리, 보다 방대한 데이터에 기반한 통찰력에 대한 요구

가 회계 기능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최종 목표는 민첩하고 효율적인 회계 기능으로 회사

에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며 비즈니스의 모든 측면에서 업무 파트너가 되는 것이다. 

회사의 회계 기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니다. 회계 기능은 재무보고를 책임지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회계 기능은 재무보고 프로세스의 핵심 요소이며 회사가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 그러나 수동 작업의 비중이 크고 직무 기반의 거래 처리 및 보고가 이루어

진 기존의 회계 기능이 진화하고 있다. 즉, 회계 기능은 보다 전략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

이다. 최신 회계 기능은 심층 분석으로 미래 지향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 결정을 지원하며 

사업 성과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혁신은 상당한 효익을 회사에 

제공하므로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다. 

그러나 쉬운 문제는 아니다. 회계 부서

의 인력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

며, 새롭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역할

을 수행해야 한다. 물론 이는 회사의 비

용을 수반한다. 회계 부서는 지금까지

의 회계 기능이 갖는 한계점을 이해하

고 미래의 회계 기능이 어떠해야 하는

가에 대한 비전을 가진 리더를 필요로 

한다. 

많은 회사들의 회계 기능이 이미 변화

하고 있다. 만약 회사가 회계 부서에 대

한 혁신 계획을 아직 세우고 있지 않다

면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감사위

원회와 CFO는 혁신 계획을 논의해야 

하며, 논의해야 할 4가지 주요 영역은 

다음과 같다.

전략 계획: 회사의 전반적인 전략에 회계 

부서의 혁신이 부합하는 지 이해

인재: 회사의 인재상 및 인사 전략과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이해

성과: 회계 기능 혁신으로 인한 성과와 

효익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수립

운영: 자동화 및 기술의 영향과 회계 

프로세스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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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기능을 포함하여, 어떤 형태이든지 사업에 있어서 변화는 중요하고 힘든 일이다. 일단 CFO가 

회계 기능을 혁신할 것으로 결정하고 나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 이는 혁신의 

비전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그 비전을 회사의 전반적인 사업 전략과 연결시키는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회계 기능이 변화함에 따라 고립된 업무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CFO

는 회계 기능의 인력, 프로세스 및 성과 목표를 둘러싼 응집력 있는 전략으로서 혁신을 고려해야 

한다.

전략적 계획은 혁신의 전반적인 목표와 지향점을 식별해야 한다. 또한 이 계획은 회계 기능이 현재

의 상태에서 어떻게 미래의 상태로 변환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변환은 다

년간의 노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CFO는 사업이 계속 변화하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개

발되며 기술이 성공적이든 실패하든 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계획이 유연하기를 원할 것이다.

CFO의 약속과 계획에 대한 외형적인 지지는 매우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CFO가 실제로 변

화를 주도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혁신을 이끄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

략적인 계획은 누가 책임을 주도하고, 해당 책임자가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지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이 계획은 개략적인 투자 금액과 주요 이정표 및 성과 지표의 정의를 포함해야 한다. 주요 

이해관계자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한 통합적인 변화 관리 전략도 포함해야 한다.

문화는 성공적인 변신의 열쇠

회계 기능의 혁신과 함께 기업의 실무적, 문화적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CFO는 강력한 변화 

관리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직원들이 기존의 관행으로 되돌아가기는 

너무나 쉽기 때문에, 변화 관리 프로그램이 없다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변화 관리는 CFO와 경영진이 정한 톤(Tone)으로 위에서부터 시작한다. 재무 전략과 목표를 

요약한 CFO의 명확하고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변화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고 직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러한 노력 가운데 임직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피드백을 

얻는다면, 변화에 대한 지지를 촉진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전략 계획: 회사의 전반적인 전략에 

회계 부서의 혁신이 부합하는 지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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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계획: 

감사위원회 고려 사항

감사위원회는 회계 기능의 혁신에서 중요한 

감독 역할을 한다. 감사위원회는 계획을 

검토하고 관련된 경영 사례, 필요한 투자 

금액 및 예상 일정에 대해 확인할 것이다. 

또한, 경영진이 어떻게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이러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회계 부서의 핵심적인 책임인 

재무보고의 무결성을 CFO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이다. 감사위원회는 분기 또는 

연차 보고기간이 거의 끝나갈 때 발생하는 

중대한 변화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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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자동화 및 기술의 영향과 회계 

프로세스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논의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인공지능(AI), 기계 학

습,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서비스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은 회계 기능의 운영 방식을 바꿀 수 있다.

특정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기 위해 RPA와 같은 기

술을 사용하면 회계 기능을 더 빠르고, 더 저렴하게,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자동화를 통해 거래

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수작업을 통한 대

사가 불필요해진다. 각 계정과목을 매일 정산할 수 

있고, 결산과 연결 주기를 단축할 수 있다. 자동화

는 인적 오류의 위험을 낮추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

다 정확하게 관리하고 시스템을 더 안전하게 유지하

도록 돕는다. 또한, 자동화는 법규 준수를 업무 프로

세스에 내재화하여 경영 방침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부정이나 위법 

행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경영진 보고, 대금 

청구, 세무 회계 및 법규 준수는 자동화의 가능성이 

있는 재무 프로세스의 일부에 해당한다. 

PwC의 분석에 따르면 자동화를 통해 핵심 프로세

스 및 인력의 작업 시간을 30%~40%까지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회계 부서는 데이터를 입

력하고 대사 작업을 하는 대신, 데이터 분석과 보고

를 통해 보다 생산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의 정의

RPA는 지금까지 인간이 수행하던, 시간이 소모되며 정형화되고 규칙에 기반한 업무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수행함으로써 업무 절차를 자동화한다. 기본 소프트웨어는 종종 

“봇” 또는 로봇이라고 불린다. RPA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기존 IT 기반 위에 위치한다.

경영진 보고

세무회계

신용 관리

일반 회계

대금 청구

예산 수립

사업 분석

재무보고

매입채무

급여

매출채권

Source: PwC, Finance Effectiveness Benchmark Report 2019, 
September 2019.

잠재적으로 자동화할 수 있는 재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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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의 자동화는 지능형 프로세스 자동화(IPA)이다. IPA는 AI와 기계 학습을 RPA와 함께 

사용하여 과거의 판단과 행동을 분석하고 패턴을 파악하며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예측함으로써,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최적화하여 프로세스를 “더 스마트하게” 만든다. IPA는 비정형화된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으며 전통적으로 사람의 입력과 개입이 필요한 프로세스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술은 보다 광범위하고 복잡한 데이터 원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의미있는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는 발표 자료, 계약서, 이메일 및 문자 메시지, 비디오 및 

오디오 파일, 소셜 미디어 활동과 같은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의 분석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이러한 시스템은 Twitter나 Facebook과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게시물을 추출하고 고객 

동향을 파악 및 추적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회계 부서에 제공할 수 있다.

기술 변화와 자동화로 많은 기업들이 회계 기능의 아웃소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어

떤 기업은 특정 아웃소싱 활동을 사내로 복귀시켜 자동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

다. 반대로 다른 기업은 최신 기술을 가진 전문가들에게 기능을 새롭게 아웃소싱해야 하는지를 

고민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변경에 앞서, 기업은 기존의 서비스 공급업체 계약과 약정에 미치는 영

향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지적 재산권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해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

우 회계 부서가 접근 방식을 자동화하거나 변경하기로 결정한다면, 법규 준수나 세금 및 규제 측

면에서 영향이 있을 것이다. 결국 즉각적이고 단편적인 영향보다는 장기적인 비용과 효익을 고려

하여 전체적인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미 일부 회계 부서는 로봇을 조직 구조, 팀의 일부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회계 부서

는 로봇을 포함한 팀원들이 하는 업무를 모니터링하고 부서내 모든 역할과 책임을 확인할 수 있다.

회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기술은?

RPA

Basic AI

Blockchain Blockchain

RPA

Basic and  
intermediate AI

Blockchain

RPA

Basic, intermediate,  
and advanced AI

Near term
(Today)

Mid term
(2 to 3 years)

Longer term
(3 to 5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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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감사위원회 고려 사항

감사위원회는 회계 업무 프로세스 상 중요한 변화를 

이해하고 그러한 변화와 함께 발생하는 위험이 어떻

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회계 부서의 변화 속에서 내부통제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게 될 것

이다. 재무보고 과정상 통제를 유지하는 것은 재무제

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데 중

요하기 때문이다.

RPA와 IPA의 사용은 내부통제와 지배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감사위원회는 자

동화 소프트웨어나 로봇에 대해 회사가 구축한 통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누

가 로봇을 개발하고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지와 입력의 완전성, 정확성 및 데이터 유효성을 시

험하는 방법, 소프트웨어 변경을 감시하고 승인하기 위해 어떤 통제가 마련되어 있는지, 회

사가 로봇 운용의 전체적인 효과를 어떻게 감시하는지에 관한 통제를 포함한다.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인과의 논의는 감사위원회가 이러한 통제와 프로세스에 대한 확신을 얻는 데 도움

을 줄 것이다. 

또한, 시스템 구현 위험,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에 관련된 위험, 데이터 변환 위험을 비롯하여 

해결해야 할 다른 위험도 있을 것이다. 감사위원회는 새로운 프로세스에 따라 데이터의 수집, 

저장 및 사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와 개인 정보 및 보안 보호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지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아웃소싱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감사위원회는 그 근

거, 경제성 및 관련된 회계상 의미를 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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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술, 자동화, 디지털 방식의 프로세스가 회계 기능에 결합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는 인

력도 변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화는 회계 부서가 더 이상 직원들을 필요로 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

하지 않는다. 인재 전략은 대체가 아니라 기술 함양과 숙련도 강화를 강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회

계 부서는 사업 프로세스와 통제를 수행하고 판단하기 위해 경험과 경영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필요로 할 것이다. 다만, 역할과 기술, 일하는 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회계 부서의 전통적인 피라미드 구조도 뒤집어질 수 있다. 전체 인력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종전 인력의 대부분(피라미드 기반)을 차지하는 하위 수준의 거래 처리 업무는 기술 및 자동화에 

의해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통찰과 분석에 전념하는 고위직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정보를 

수집하고 엑셀을 작성하는 데 몇 시간을 소비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데이터 분석, 시나리오 테스

트, 전략적 통찰 등을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미래의 회계 인력은 지금과는 다른 기술과 능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데이터 분석, 데이터 과학, 코

딩, 시각적 설계 등은 앞으로 요구될 기술과 능력의 일부에 불과하다. 기업의 다른 업무 영역과 회

계 업무를 연계하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교차 기능(cross-functional roles)도 등장하고 있다. 데이

터 과학자, 디지털 회계사, 디지털 엔지니어 및 글로벌 프로세스 담당자를 포함한 새로운 역할이 

다양한 업무 속성과 역량의 조합을 대표할 것이며, 이는 좁은 범위의 전통적인 회계 역할에서 진

화한 것이다. 새로운 작업 방식도 예상된다. 회계 기능은 더 많은 협업과 집단 문제 해결을 위해 업

무 자동화 도구, 디지털 소셜 허브 및 쌍방향 작업장에 의존할 것이다.

인재: 회사의 인재상 및 인사 전략과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이해

회계 기능의 변화 형태

현행인력구조 미래인력구조

통찰력과
실행

보고와 준법

거래 처리

통찰력과
실행

보고와 준법

거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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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회계 기능에서 새로운 역할은 무엇인가?

데이터 과학자 디지털 엔지니어디지털 회계사 글로벌 프로세스 담당자

여러 원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에 기반한 

의사결정 모델을 개발 

및 구현, 데이터 채굴 시 

데이터의 무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 수행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시스템, 도구 및 기능을 

활용하는 회계사

사업활동 내 자동화 

프로젝트를 포함한  

신규 기술을 식별하고 

구현하는 책임

프로세스 설계, 표준화 및 

기술 구현에 중점을 두고 

전체 프로세스를 책임

Source: PwC

다음 세대의 회계 역량

분석 감각

디지털 기민성

협력과 변화 주도

창의력과 혁신

커뮤니케이션과 스토리텔링

리스크 관리

리더십과 팀웍

경영 기민성전략적 사고

재무, 제도 및 회계 지식

문제 해결

현재의 역량 점점 더 요구되는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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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감사위원회 고려 사항

감사위원회는 회계 부서의 인재 전략과 

장·단기 예상 인원수 변동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회사가 어떤 기술 격차를 

어떻게 메울지 알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재직 중인 직원들의 기량을 향상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인재를 채용할 것인지, 새로 

채용한다면 어디에서 얼마의 예산으로 

채용할 것인지를 확인한다. 회계 부서의 

핵심 역량은 양질의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기준과 법규를 

준수하고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계와 재무에 관한 전문 지식에 

초점을 두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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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기능에서 새로운 기술과 데이터, 재정의된 프

로세스 및 디지털 인재는 복잡하고 많은 기준과 규

정을 준수하면서 더 높은 품질의 재무보고를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보다 이해하기 쉽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들의 의사 결정을 돕는다. 그러나 

회계의 변혁이 가져올 수 있는 가치에 관한 한 이것

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회계 기능의 변화는 데이

터 중심의 의사결정을 개선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에

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 

AI가 업무 프로세스에 탑재되면, 회계 부서가 접근

할 수 있는 방대한 양의 정형·비정형 데이터는 회사

의 데이터 허브가 될 것이다. 회계 부서는 디지털에 

정통한 팀원들로 구성될 것이며, 다양한 애플리케이

션으로부터 내·외부의 방대한 데이터 세트를 신속

하게 수집하여 서로 다른 조합으로 검토하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롭고 역동적인 데이터 

활용을 통해 위험 요소, 패턴, 동향, 비즈니스 개선을 

위한 영역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회계 기능

은 새로운 기회를 식별하고 더 나은 경영 의사 결정

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예를 들어, 재고자산을 줄이고 현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재고자산 매입을 조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또는 특이값을 찾아 부정 행위를 식별하거나, 맞춤형 

판매를 위해 다른 데이터와 과거 판매 데이터를 결

합할 수 있다.

회사의 모든 부서는 깊어진 통찰력과 개선된 투명성

을 얻음으로써 변화한 회계 기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계 부서는 데이터 시각화 도구를 사용하여 

복잡하거나 과도한 데이터 정보의 패턴과 관련성을 

논리정연하게 보여주는 사용자 친화적인 보고서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요 성과지표 간의 연계, 

지표와 조직 성과 간의 관련성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내부 이해관계자와 사업부는 회계 부서로부터 복잡

한 보고서를 요청하여 분류할 필요 없이, 대시보드

를 사용하여 원하는 데이터에만 집중하고 실시간으

로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기본적인 질문에 대

한 답을 얻기 위해 음성 검색 도구를 사용하여 데이

터를 분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결론을 도출하거나 

의사 결정을 검증하기 위해 회계 및 재무 전문성이 

여전히 필요하다. 감사위원회와 이사회도 감독 책임

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더 가치 있고 투명한 정

보를 얻을 수 있다. 

회사가 사업, 전략, 위험, 재무 및 기타 활동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활용하여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할 것

이므로 외부 이해관계자들도 효익을 얻을 것이다.

선도 기업 회계부서의 

75%가

2018년에 데이터 분석 활용. 

2013년엔 47%에 불과

Source: PwC, Finance Effectiveness Benchmark Report 2019,  
September 2019.

성과: 회계 기능의 혁신으로 인한 성과와 

효익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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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에 미치는 영향

변모한 회계 기능은 감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회계 부서는 회사의 변화를 

감사인에게 알림으로써, 감사인이 회사의 혁신에 맞춰 감사 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간소화된 회계 시스템과 프로세스는 위험 평가와 관련된 감사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회사의 변화와 동시에 감사인인 회계법인도 감사 실무를 혁신하기 위해 인력과 기술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은 회사의 정보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것을 

자동화할 수 있게 해주며, 회계 부서와 감사인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데이터 수집 작업을 

간소화한다. 새로운 기술을 통해 감사인은 적은 수의 표본을 평가하는 대신, 데이터 감사와 

시각화 도구를 사용하여 모집단의 심층 분석에 집중할 수 있다. 감사인은 전체적으로 사업을 

이해하여 새로운 사업 위험을 파악하고, 보다 정확한 감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리고 

잠재적인 부정 행위를 탐지하고 후속 조치가 필요한 비정상적 회계처리를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 그 결과,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뒷받침할 더 나은 증거를 얻고 경영진과 

감사위원회에게 사업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성과:

감사위원회 고려사항

회계 기능의 디지털화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진척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전략 

계획에 설명된 목적, 목표 및 성과 지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파악할 것이다. 또한, 회사가 

디지털화를 통해 효익을 얻고 있는지도 검토한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인이 이러한 통제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감사업무 방식을 수정할 수 있도록 회계 부서가 감사인과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사위원회는 회계 부서가 새로운 역할과 정보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활용하는지 모니터링한다. 전사적 차원에서 변화한 회계 기능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감사위원회가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다른 부서가 

혁신을 시작하려고 할 때, 회계 기능의 혁신에서 얻은 학습과 경험이 더 큰 가치를 위해 

포착되고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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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현황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2.0 현황과 나아가야 할 길

삼일회계법인 K-SOX팀 나국현 파트너

본 내용은 지난 12월 발간한 Samil ACC Trend Report 2019  

Vol.3를 수록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기술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삼일회계법인의 정책이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2019년 4분기 · Vol.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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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외감법 개정”을 기점으로 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대표이사와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되었고 

기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절차가 감사 절차로 인증 수준이 

상향되었다. 제도적으로 미국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요구되는 사항들로 많은 기업들이 외부 자문사를 선정하는 등 변경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상당한 준비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여 검토 수준의 인증을 받아야 

했던 내부회계관리제도 1.0 시대를 뒤로 하고, 감사 수준의 인증이 

필요한 내부회계관리제도 2.0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제 환경이나 구조 등으로 인해 미국과 같은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로 개선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기업, 감사인 모두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이 일단락되어 감사가 진행중인 

자산 2조원 이상 국내 상장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주요 현황을 확인하고, 

2013 COSO*가 도입된 직후 미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변화 사항과 

비교하여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또한, 미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이용되는 

IT 기술을 확인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COSO: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의 약자로 1985년 미국에서 

효과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AICPA, AAA, FEI, IIA, IMA의 5개의 민간 단체가 공동 설립한 조직이다. 

COSO에서 1992년 제시한 COSO의 내부통제 프레임워크는 통제환경, 위험평가, 통제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으로 구성된다. 이는 2013년 전면 개정되어 SOX의 주된 내부통제 프레임워크로 활용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2019년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의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다.

Contents I.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와 주요 변화

II. 내부회계관리제도와 IT

III. 내부회계관리제도 조직 관련 서베이

39

52

56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

acc.sam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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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에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15년간 지속적으로 개선된 미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이 

앞으로도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회사 내부의 전문가 양성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시스템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는 최근의 환경을 고려하여 시스템에 기반한 통제활동을 늘리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도 다양한 IT 기술의 적용을 확대해 가야 한다.

Key Takeaways

단계적 적용 방안

한국의 현실에 적합한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적용

위험 기반 접근법을 적용한  

순차적 안정화 

지속적인 개선

재무보고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실질 위험 관리를 통한 회사의  

가치 증진에 기여

전문가 양성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가 양성 (IT 포함)

전문성 향상에 2~3년 정도의  

시간 소요

IT 고려

IT기반 통제나 자동통제활동의  

적극적 활용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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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부회계관리제도 법규 비교 (미국 vs. 한국)

법규 측면에서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미국과 비교하면, 거의 동일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률인 미국의 SOX*법안에서는 회사의 CEO와 CFO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

가하고 인증할 책임과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을 것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 외감법에서도 대표이사

와 내부회계관리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하고 외부감사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내부회계관리조직과 규정을 갖추고, 그 규정에 포함될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가 평

가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SOX: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일명 SOX법)은 “상장기업 회계개혁 및 투자자보호법”으로 2002년 

7월에 제정된 미국 상장기업의 회계개혁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이다. 우리나라의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회계감독위원회(PCAOB)를 설립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제도와 경영진의 처벌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폴 사베인스와 마이클 옥슬리의원의 이름을 따 명명됐다.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 기준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는 2013 COSO를 근

간으로 작성되었다. 재무보고 측면에 더 집중하여 작성하였다는 것을 제외하면 2013 COSO와 차이점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역시 2013 COSO의 부록으로 발표된 

“재무보고내부통제 적용기법 및 사례”에 기반하였고, 국내의 현황을 고려하여 예시를 제외하고 일부 항

목을 수정하였으나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미국 내부회계관리제도 US-SOX

Sarbanes-Oxley Act

• 302: CEO, CFO의 재무보고내부통제에 

인증 책임

• 404: 경영진 평가 및 감사인의 

내부통제 감사

• 형사상 책임, 과징금, 환수(Clawback)

근거 

법령

COSO

• 재무보고를 포함한 내부통제 

Framework 제시 (1992)

• 2013년 개정

내부회계

준거 

기준

PCAOB

• SEC가 설립하고, 내부회계감사기준과 

감리를 수행하는 기관

• 지속적으로 요구 수준을 강화하고 있음

감독기관 

및 감리

한국 내부회계관리제도 K-SOX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미국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넓게 해석함

• 회계 환경 관련 외감법이 엄격해짐

2013 개정 COSO 기준과 거의 동일

금융감독원

• 내부회계감사기준(한공회 위임)과 

감리를 수행하는 기관

• 감리 준비 작업 수행 예정

I.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와 주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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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주요 변화 사항

2.1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및 주요 변화 경과

미국은 최초 도입 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적용하였고, 그에 따라 수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거쳐 상당한 변화와 실질적인 발전을 이뤄냈다. 우리나라는 2004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인

증의 수준을 “검토”로 도입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적용이 이뤄지지 않았고, 2018년에 이르러서야 외감법 

개정을 통해 그 수준을 “감사”로 격상시켰다. 따라서 미국이 2004년부터 현재까지 겪어온 변화를 1년 남

짓의 단기간에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실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고도화하고 감사를 수행하

는 과정에서 회사와 외부감사인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AS2(Audit standard No. 2): 미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위한 감사기준으로 경영진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절차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그 자체에 대한 2가지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AS5의 효력이 발

생한 2007년 12월 15일 이전까지 사용되었다. 

AS5(Audit standard No. 5): AS2의 개선안으로 2007년 12월 15일부터 적용되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그 자체에

만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위험기반 접근법을 강조하여 재무보고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험이 높은 항목 위주의 접근을 허용하였다.

PCAOB(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SOX 법안 도입에 따라 2002년 설립되었으며, 이전에 

회계법인의 자체적인 관리감독체계를 벗어나 회계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회계감사와 관련한 감사기

준 등을 제정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과 유사하다.

Staff Alerts: PCAOB가 회계법인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수행하는 과정에 주요 지적사항을 발표하고, 관

련하여 주의할 사항을 Staff Alerts로 발표하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은 2013년에 발표된 

Staff audit practice alert NO. 11 “Considerations for audit of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이다.

미국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

AS2(내부회계감사기준) 발표

AS5(수정 내부회계감사기준) 발표

PCAOB 지적사항 증가

2013 COSO 발표

COSO Framework 발표1992

2007

2002

2011

2004

2013

2005

2018

2019

SOX 법안 도입

외감법 내부회계 

관리제도 도입

• 2개의 내부통제 의견 표명 

- 경영진의 내부회계 평가 절차 

-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시행

• 위험기반 접근법 적용

• 하나의 의견 제시(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

외감법 전면 개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개정 

• Staff Alerts 통한 내부통제 강조 

- End to End Process 이해 

- IPE, MRC, ITGC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

• 전사수준통제 강조(17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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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항목 많은 변화 상당한 변화 일부 변화 미미한 변화 모르겠음
상당한  

변화 이상

경영진 검토 통제 59% 27% 10% 4% 0% 86%

외부 감사 수준 49% 42% 8% 1% 0% 91%

정보의 신뢰성 32% 39% 18% 10% 1% 71%

정보기술 일반통제 30% 38% 23% 9% 0% 68%

사전 재무제표 중요성 30% 49% 15% 4% 1% 80%

거래수준-고위험 프로세스 19% 57% 20% 4% 0% 76%

전사수준-통제환경 19% 44% 28% 9% 0% 63%

위험평가 및 범위 선정 16% 44% 33% 6% 0% 61%

미비점 평가 절차 14% 48% 25% 9% 4% 62%

외부감사인의 회사 테스트 의존 13% 34% 27% 10% 16% 47%

거래수준-일반 프로세스 10% 46% 38% 6% 0% 56%

2.2 2019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주요 변화 사항 (한국)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회사가 체감하는 주요 변화 항목을 

지난 9월에 조사하였다.1 여러 항목을 제시하고 중복 답변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조사 결과는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많은 변화가 존재한다고 답한 비중이 높은 항목부터 제시하였다.

제시한 항목 중에서 “외부감사인의 회사 테스트 의존”은 47%만이 상당한 변화 이상이라고 답하였고, 나

머지 항목은 과반이 상당한 변화 이상으로 답하였다. 동 결과를 2014년 미국의 주요 변화와 비교해 보자.

1 조사 대상: 상장 2조 이상 79개사, 조사 기간: 2019년 9월 20일 ~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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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내부회계관리제도 주요 변화 사항 (미국)

2014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답변한 7가지 상위 항목은 2013 COSO로 인한 

변화 사항 및 PCAOB의 주요 지적 사항과 관련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ELC(Entity Level Control, 

전사수준 통제활동)와 관련된 2개 항목이 2013 COSO와 관련된 사항이고, 나머지는 주로 PCAOB의 지

적 사항과 관련된 항목이다.

2014년은 구 COSO에 기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였던 회사들이 2013 COSO를 새롭게 적용

하여야 하는 시기였다. 동시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 PCAOB의 지적과 개선 요구

사항에 따른 개선 작업을 수행하였다. 참고로, PCAOB 지적 사항의 영향으로 인한 변화는 다음과 같다.2

연결내부회계 기준 테스트 범위에 대한 

위험평가의 영향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와 

보고서를 포함한 정보 기술(IT) 고려사항

타인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

경영진 검토 통제(Management Review 

Controls, MRC) 테스트

기중 일자에 테스트된 통제의 

잔여기간에 대한 테스트

식별된 통제 미비점 평가

2 2013년에 PCAOB가 발표한 Staff audit practice alert NO. 11 “Considerations for audit of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의 주요 내용임

Survey 대상 기업: 시가 총액 7억달러 이상 미국 상장 기업 (Large accelerated filer)

출처: Protiviti’s 2015 SOX Compliance Survey

31% 36% 67%

ELC와 관련된 문서의 증가

23% 34% 57%

감사인의 미비점 평가의 정교함 증가

29% 30% 59%

IT report 관련 Test 증가

23% 30% 53%

ELC 통제의 테스트 증가

26% 31% 57%

고위험 프로세스에 대한 통제활동 증가

25% 37% 62%

정보기술일반통제(ITGC) scope의 증가

17% 32% 49%

경영진의 판단과 추정과 관련된 통제활동 테스트 증가

Q. 2014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많은 변화가 발생한 항목은? (미국) 
많은 변화

어느 정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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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 일반통제(ITGC), 정보(IPE)의 신뢰성 

및 경영진 검토 통제(MRC)의 경우, 미국에서 관

련 항목의 중요한 변화 비율이 한국보다 낮긴 하

지만, 지속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부분이다. 정보

기술 일반통제의 대상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증

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다양한 시스템이 추가로 

도입되고 통제활동이 정교화되어, IT 리포트도 

증가하고 있다.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각종 리포

트를 무조건 신뢰하고 이용하기 어려우므로 정보

의 신뢰성 관련 테스트도 늘어난다. 정보기술 일

반통제에서 이슈가 발생하거나, 재무제표 작성에 

매우 중요한 리포트나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뢰성 검증을 위해 회사의 IT 리포트 관련 테

스트가 필요하다. 중요한 IT 리포트의 경우에는 

2~3년마다 주기적인 평가를 수행하기도 한다. 

경영진의 판단이나 추정과 관련된 경영진 검토 

통제는 이미 많은 적용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

고 지속적인 변화사항으로 조사되는 항목이다.

3.1 ITGC(Information Technology General Control, 정보기술 일반통제)

 ITGC 주요 변화 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서는 재무보고와 연관된 중요한 시스템을 ITGC 적용 대상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다. 

• 통제활동을 정교화하는 과정에서 재무보고와 관련된 ITGC 대상 시스템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 최근 발전된 ITGC의 감사 기법이 한국의 현실에 비해 높은 수준의 통제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제활동의 설계 미비점이 다수 발생하게 되고, 요구수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를 갖추기 위해서

는 상당한 규모의 IT 투자가 수반되기도 한다. 

• ITGC 대상에 추가로 포함되는 시스템의 경우 1~2명의 인력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ERP 이외의 소규모 

시스템이 많아 적절한 업무 분장 및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KOREA
(2018~2019)

US 
(2014)

정보기술일반통제

68% 25%

경영진 검토 통제

86% 17%

정보의 신뢰성

71% 29%

그림. “각 항목에 대한 변화가 상당하였다(많았다).”고 

답변한 비율

3. 내부회계관리제도 변화 상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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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일반적인 ITGC 현황 

• 회사는 재무보고절차와 관련하여 ERP와 같은 주요 시스템 이외에도 다양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시스템 통합 정도가 낮은 편이다. 

• 시스템의 도입/개발 시, 효과적인 내부통제보다 효율적인 시스템 처리를 우선 고려하는 경향이 강하여 

문서화를 포함한 ITGC에 미비점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 IT의 운영과 관련한 위험을 과소 평가하고, 상당 부분 업무를 외부업체에 의존한다. 외부 업체에 의존

하는 경우 적극적인 관리를 수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ITGC 관련 나아갈 방향 

• 통제활동이 정교화되고 정보(IPE, Information Produced by Entities)의 신뢰성이 강조될수록 ITGC 

대상 시스템 개수는 더욱 증가할 수 있다. ITGC는 관련된 자동통제 및 IT 의존 통제활동의 신뢰성에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 IT 업무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자 부서의 명확한 참여와 확인이 필요하고, 관

련 통제를 구축하기 위한 상당한 투자와 실무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통합된 시스템은 단기간 비용 증가를 유발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데이터 통합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 회사는 ITGC 대상 시스템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고, 관련 통제활동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IT 내부통제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여 감사인에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2 정보(IPE3, Information Produced by Entities)의 신뢰성

 정보(IPE)의 신뢰성 주요 변화 사항 

• 기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하에서는 재무보고와 관련된 주요 리포트 및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검증

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내부통제에 사용되는 경향이 존재하였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서는 내부통제에 사용되는 주요 시스템 리포트 및 회사가 생산한 주요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 시스템 리포트가 산출되는데 사용된 프로그램은 효과적인 ITGC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ITGC가 효

과적이지 않은 경우 정보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통제활동에 반영되어야 한다.

• 시스템 리포트와 주요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한 기초 데이터는 해당 데이터가 생성될 때의 통제활동

과 연계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 기초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통제활

동에 반영되어야 한다.

• 상기와 같이 내부통제를 설계할 때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통제활동의 보

완이 필요하다.

 한국의 일반적인 정보(IPE)의 신뢰성 현황 

• ITGC 미비점이 존재하는 경우 정보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 ITGC에서 시스템 리포트 개발 및 변경시 중요한 통제활동인 사용자 테스트의 미비점이나 문서화 부족

으로, 개발·변경된 프로그램의 적정성 검증이 이뤄졌다는 ITGC 효과성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 수많은 주요 정보의 기초 데이터와 관련된 모든 통제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포함시키기 어렵다.

• IPE에 대한 회사와 감사인의 이해 및 경험 부족으로 과다한 자원 투입이 요구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3 IPE: 재무보고와 관련된 시스템 리포트 및 회사 내부에서 생성된 주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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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기반 접근법이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리포트와 주요 정보가 잘못될 가능성을 평가하고, 위

험의 정도에 따라 회사의 통제활동 수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모든 정보에 적용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무리가 있다. 특히 금융권은 회사의 주요 정보에 대한 모든 통

제활동이 문서화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단기간에 일괄적인 적용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회사와 감사인은 왜곡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리포트 및 주요 정보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필

요가 있다.

• 정보의 신뢰성을 검토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를 수행하는 것(예를 들어, 재고수불 보고서를 회계팀 팀

원이 검증하는 통제를 신설)은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통제활동은 형식적으로 설

계되고 적용된다 하더라도 해당 보고서가 잘못 만들어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기 때문

이다.

3.3 MRC(Management Review Controls, 경영진 검토통제)

 MRC 주요 변화 사항 

• 경영진의 판단 및 추정과 관련된 복잡한 통제활동은 MRC로 설계하고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

• 판단과 추정이 개입되는 항목에 포함된 다양한 가정과 기초정보를 검증하는 통제활동은 회사가 정당

한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반으로 사용될 수 있다. 

• MRC에 포함된 보고서나 주요 정보의 신뢰성은 3.2에서 제시한 바와 동일하다.

• 실무적으로 판단과 추정의 근거를 문서화하고 검증하는 통제활동을 설계하고 적용하는 것은 상당한 

문서화가 수반된다. 

 한국의 일반적인 MRC 현황 

• 기존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강조되지 않은 부분으로 통제활동을 수행한 근거를 문서화하는 새로

운 실무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회사가 실제 업무처리과정에서 수행하는 통제활동과 MRC간 연계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 

 MRC 관련 나아갈 방향 

• 통제활동의 명칭이나 구분이 MRC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 위험기반 접근법이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MRC에서 모든 항목의 검토결과를 거래수준에서 확

인하는 정도로 문서화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바람직하지 않다.

• MRC를 거래수준 통제활동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한다. 즉, 실제 업무처리과정에서 수행하는 통제활

동과 연계하여 대체한다.4 

• 궁극적으로 회사의 상황에 따라 거래수준 통제활동과 MRC는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통제활

동의 수준을 조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MRC를 거래수준통제활동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MRC라는 하나의 통제활동보다 실제 해당 거래가 발생하는 거래수준 통제활동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수관계자 주석과 관련된 통제활동을 MRC로 분류하여 통제활동을 설계하는 경우, 동 통제활동에서 

회계팀은 특수관계자의 완전성 및 정확성, 확인된 관련 거래 유형별 금액의 정확성과 완전성 등에 대한 사항을 한꺼번에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기획팀이 특수관계자 대상을 관리하고, 각 부서에서 유형별 거래금액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회계팀이 이를 

취합하여 확인하고 주석을 작성한다면, 해당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부서별로 통제활동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변경이 MRC를 

거래수준통제활동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즉 기획팀에서 수행하는 특수관계자 목록 관리 절차와 관련된 거래수준통제활동을 설계하고, 

각 담당부서에서 공시 대상 거래금액을 추출하고 확인하는 거래수준통제활동을 설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MRC를 

거래수준통제활동으로 대체”함으로써 실제 해당 활동이 이뤄지는 거래수준통제활동의 개수는 늘어날 수 있으나,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통제활동이 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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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수준 통제활동 주요 변화 사항 

“고위험 프로세스에 대한 통제활동 증가” 역시 

큰 변화가 발생한 부분이다. 외부감사인은 위험 

기반 감사방법에 따라 회사의 재무제표상 왜곡

표시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 영역에 대하

여 철저한 감사절차를 수행한다. 특히 최근 도입

된 핵심감사사항에 관련된 프로세스를 우선적으

로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금융감

독원이 매년 발표하는 재무제표 중점 점검 분야 

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반면 통제활동의 개수는 큰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관련 업무의 과도한 증가를 우려하여 과

거 경험을 감안한 적절한 규모의 통제활동 개수

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초

기 단계에 많은 수의 통제활동을 설계 및 운영한

다. 이후 감사 과정에서 실질적이지 않거나 중복

된 부분을 제거하여 통제활동 개수를 줄여나간

다. 미국에서 통제활동 개수의 변경이 적다는 것

은 회사의 주요 조직, 프로세스, 시스템 등의 변

경이 크지 않았고, 통제활동이 안정적으로 운영

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3.4 거래수준 통제활동

고위험 프로세스에 대한 강화

통제활동의 개수

일반 프로세스에 대한 강화

76% 26%

28% 6%

56%

KOREA
(2018~2019)

US 
(2014)

 한국의 일반적인 거래수준 통제활동 현황  5 

한국은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미국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

다. 한국의 통제활동 개수는 기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시와 비교하여 소폭 증가하였으나, 향후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결재무제표 기준의 통제활동 개수는 자회사의 사업 

성격이나 조직, 프로세스의 동질성(시스템 포함)에 따라 별도재무제표 기준의 통제활동 개수와 많은 차이

가 발생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5 한국 현황은 상장 2조 이상 30개사의 통제기술서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시점은 2019년 7월임. 미국 현황은 Protiviti’s 2015 SOX 

Compliance Survey에서 발췌함.

그림. “각 항목에 대한 변화가 상당하였다(많았다).”고 

답변한 비율

US 
(2014 - 매출 100억 $ 이상)

구분

거래 수준 핵심 

통제활동 개수

통제활동

673개

핵심 통제비율

69%

KOREA
(2018~2019 - 자산 2조 이상)

New

310개

Old

284개

핵심 통제

47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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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보기술 일반통제(ITGC)와 재무보고 프로세스가 전사수준 통제활동 이외에 변화가 많은 프로

세스로 조사되었다. 각각 52%, 34%정도 증가한 통제활동 개수를 보여주고 있다. ITGC의 개수가 증가한 

것은 ITGC의 대상 시스템이 확대되고 과거보다 통제활동이 더 구체화된 결과이다. 즉, 거래수준 통제활

동에 자동통제나 IT의존 수작업통제활동의 

개수가 과거에 비해 증가함에 따라 회사의 

핵심 시스템인 ERP이외의 다양한 시스템이 

ITGC 대상에 포함되었다. 

재무보고 프로세스는 주로 회계팀의 업무

처리절차로 기존의 재무제표 작성에 집중되

었던 통제활동에 더하여, 재무제표를 검증

하는 구체적인 통제활동의 설계와 운영이 

요구됨에 따라 통제활동 개수는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무제표 검증 업무가 추가됨에 따

라 회계팀의 업무가 증가하므로 실행가능한 업무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과정에 회계팀의 업무

가 과중하다고 판단되면, 기존에 현업부서를 대신하여 처리했던 업무를 현업부서로 이관하거나 추가 인력

을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5 ELC(Entity Level Control, 전사수준 통제활동) 

 ELC 주요 변화 사항 

미국의 2014년 ELC 관련 변화 사항은 2013 COSO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이다. 내부통제 본질에는 종전

과 차이가 없지만, 2013 COSO는 기존의 COSO를 명료하게 재정립하고 새로운 IT와 사업환경을 반영하

여 전면 개정됨에 따라 ELC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2013 COSO의 

주요 변화 사항

• 17원칙과 중점고려사항을 제시(5개 통제 구성 요소의 구체화)

• 내부통제에 대한 지배기구의 역할 증대

• 위험 평가를 전제로 한 내부통제 설계 및 운영 체계의 도입

• 새롭고 복잡한 테크놀로지(IT)에 대한 의존도 강화 

• 시장과 영업환경의 글로벌화 및 SSC/아웃소싱을 포함한 운영조직의 변화

• 운영 및 보고 목적의 확대 - 내부회계관리제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구분 New Old

ITGC 핵심 통제활동 개수 42개 28개

재무보고 핵심 통제활동 개수 43개 32개

전사수준통제활동 테스트 증가

63% 23%

전사수준통제활동 문서의 증가

63% 31%

KOREA
(2018~2019)

KOREA
(2018~2019)

US 
(2014)

US 
(2014)

그림. “각 항목에 대한 변화가 상당하였다(많았다).”고 답변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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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사 수준 핵심 

통제활동 개수

KOREA
(2018~2019 - 자산 2조 이상)

New

62개

Old

32개

US 
(2014 - 매출 100억 $ 이상)

핵심 통제

69개

통제활동

103개

핵심 통제비율

67%

우리나라에서는 2013 COSO를 반영하여 전면 개정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이외에도 외감법령에

서 세부적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감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의 대부분은 내부회계

관리제도 모범규준에 반영되어 있다. 내부회계관리 조직과 계획 보고, 결과 보고 및 감사위원회의 평가는 

과거와 비교하여 많은 변화가 필요한 영역이다. 

예를 들어, 외감법령에서 특히 강조되는 감사위원회 평가와 관련하여 다양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고 통

제활동에는 감사위원회의 평가와 관련된 통제절차가 설계되어 적용될 것이다. 경영진은 실무적으로 감사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과 시기, 방식을 결정하여야 하고, 감사위원회는 평가 방식을 결정한다. 이 때 다음

과 같은 항목이 점검될 수 있는 실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해당 통제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것이다.

감사위원회 Check Points

1. 경영진 평가조직은 적정한 규모이며,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

2. 경영진 평가 계획 상 평가범위는 충분한가? 중요한 프로세스가 빠짐없이 포함되었는가?

3. 경영진 평가는 계획대로 수행되었는가? 평가 결과는 적절히 집계되고,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조치되었는가?

4. 외부감사인의 보고사항과 경영진 보고사항은 일치하는가? 차이가 있는 경우 사유는 무엇인가?

5. 외부감사인에 의하여 제기된 회계 이슈 또는 수정사항이 존재하는가? If yes, 내부통제에 영향은 없나?

6. 내부고발사항 중 회계처리 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사항이 있었는가? If yes, 적절히 조치되었는가?

7. 내부회계관리규정 상 감사위원회 평가 기준 및 절차가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가?

한편, 미국의 경우 2014년 당시 10년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가 수행되고 있던 시점이므로 기존

의 ELC에 문제가 없었다면 실제 큰 변화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이다. 물론 2014년 기준 가장 큰 변

화항목으로 ELC이 제시되었지만, 기존에 적절하게 운영된 부분으로 30%정도의 기업에서만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응답하였다. 

6 외감법 주요 요구사항 관련 조항

 - 외감법 제 8조

 - 외감법 시행령 제 9조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 6조 및 7조

 한국의 일반적인 ELC 현황 

현재 조사된 2조 이상 상장기업의 전사수준 핵심통제활동의 개수는 62개로 미국의 69개 보다 적지만, 

미국이 연결재무제표 기준의 개수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약간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새로 개

정된 모범규준의 원칙과 75개의 중점고려사항을 개별적으로 고려하는 세분화된 접근 방식을 취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모범규준이 제시한 내용은 내부회계에 국한되는 사항 뿐 아니라 경영 전반의 사항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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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람직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현실에 당장 적용하기에는 “시기상조”인 항목들이 존재

한다. 따라서 일부 부족한 항목이 존재하더라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하여 관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이 최선의 관행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정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다소 지나치다고 판단된다. 

미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연결재무제표 기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ELC가 모범규준의 75개 중점고

려사항별로 따로 설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

는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통제활동으로 구성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참고> Location 개수를 고려한 전사수준 통제활동 개수 통계 (2018년 미국)

ELC 개수
1-3 

Location
4-6 

Location
7-9 

Location
10-12 

Location
13 이상 
Location

15개 미만 15% 15% 11% 11% 14%

16 ~ 25 17% 13% 3% 9% 16%

26 ~ 35 15% 12% 8% 4% 10%

36 ~ 45 8% 6% 6% 11% 7%

46 ~ 55 10% 13% 12% 5% 9%

56 ~ 75 6% 3% 6% 5% 5%

76 ~ 95 2% 6% 3% 4% 4%

96 ~ 115 15% 10% 14% 12% 8%

115 개 이상 12% 22% 37% 39% 27%

출처: Protiviti’s 2019 Sarbanes-Oxley Compliance Survey - “Benchmarking Costs, Hours and Controls”

조사결과를 보면, 자회사의 개수와 ELC 개수 간의 관련성을 찾기는 쉽지 않다. 다만, 7~9개, 10~12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전체 ELC의 개수가 96개 이상인 경우가 51%인 것은 눈에 띈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원칙에 기반한 중점고려사항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였다면 통제활동의 개수가 60~70

개 정도여야 하지만 이보다 적은 통제활동 개수가 존재하는 것은 중점고려사항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Location의 증가에 따라 ELC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

을 보이지 않는 것은 ELC를 본사에서 주로 관리하고 자회사 등에는 일부 항목만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

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LC 관련 나아갈 방향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ELC는 개수가 다소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근본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범규준의 개별 중점고려사항에 집중한 방식 보다는 근본 

취지를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통제활동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연결재무제

표 기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자회사에 일률적으로 ELC를 설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본사와 

자회사간의 역할 및 책임에 따라 설계 및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본사가 수행하여야 할 관리 및 모니터링 

역할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상당한 난제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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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위험 평가 및 미비점 평가

 위험 평가 및 미비점 평가 관련 

 주요 변화사항 및 현황 

위험 평가와 미비점 평가는 기존의 내부회계관

리제도 검토하에서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거나 형

식적으로 수행했던 항목이다. 위험 평가는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평가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으로 

흔히 “범위의 선정(Scoping)”이라고 부른다. 또한 

평가 계획에 핵심적인 항목으로 포함하여 경영진

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 

과정에서 “중요성 금액”이라는 금액적 기준과 질

적인 요소를 고려하게 된다. 이는 회사와 감사인

이 모두 수행하는 것이므로, 회사는 감사인이 수

행하는 위험평가보다 보수적인 입장에서 그 평가 

대상을 넓게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회사는 감사인의 중요성 금액을 고려하게 된다. 

중요성 금액은 향후 금감원의 양정기준으로 활

용될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항

목이기도 하다.

과거 미비점에 대한 회사 자체의 보고나 감사인

의 지적이 많지 않았기에, 미비점을 확정하고 그 

심각성을 평가한 경우가 흔치 않다. 심각성 평가

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

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감사인과 회사간 많은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도 미비점에 대한 명

확한 절차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사인의 평가 절차도 더욱 정교해지고 있고 미국도 이러한 

관점에서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위험 평가 및 미비점 평가 관련 나아갈 방향 

• 위험 평가에서는 감사인과 감독기관에서 강조하는 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 재무제표의 왜곡표시 위험을 최종 단계에서 걸러주는 통제 위주에서 재무제표의 기반 거래수준의 왜

곡표시 위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나아가 선제적인 위험 관리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 재무보고 위험 관리 이외에 운영 위험 및 법규준수 위험에 대한 범위 확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내부통제의 적용을 재무보고뿐만 아니라 운영 및 법률준수 위험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근

본적으로 회사 운영체계의 체질을 개선하는 작업이다.

• 많은 미비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미비점에 대한 평가와 개선 시에는 근본원인을 확인하고 치유할 수 있

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대부분의 회사가 잠재적인 중요한 취약점이 실제 발생하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이를 고려하지 못하다

가 막상 해당 상황이 닥치면 임시방편적인 해결로 마무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위험평가 및 범위 선정

미비점 평가

23%62%

60%

US 
(2014)

KOREA
(2018~2019)

그림. “각 항목에 대한 변화가 상당하였다(많았다).”고 

답변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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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회사 테스트 결과 이용

 회사 테스트 결과 이용 관련  

 주요 변화사항 및 현황 

외부감사인의 감사방법론에는 회사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 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고 기술하

고 있다. 이를 통해 감사인은 감사절차를 직접 수

행하는 대신 회사가 평가한 결과의 적정성을 검

증하고 활용하여, 효율적인 감사를 수행할 수 있

다. 미국의 경우에는 철저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목적 이외에도 감사인의 감사시간을 줄이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미 상당한 안

정을 이뤘기에 많은 변화를 보이지는 않는다. 우

리나라도 비율상으로는 상당한 변화가 있다고 응

답하였으나, 2019년 초도 감사 시에는 회사의 평

가 결과에 의존하는 비율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

상된다.

 회사 테스트 결과 이용 관련 나아갈 방향 

• 회사 평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감

사인이 회사의 평가 결과를 이용하게 함으로

써 고위험 영역에 감사업무를 집중하고 감사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 감사시간 감소는 감사보수와도 연관성을 갖

는다. 

외부감사인의 회사 테스트 의존

외부감사인의 내부통제팀 테스트 의존

12%

17%

US 
(2014)

47%

KOREA
(2018~2019)

그림. “각 항목에 대한 변화가 상당하였다(많았다).”고 

답변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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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 통제

1.1 통제활동 유형의 구분 (2019년 한국 기준)

흔히 통제활동은 자동 통제, IT에 기반한 수작업 통제, 

수작업 통제로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업무가 시스템 기

반 하에서 이뤄지고 있으므로 IT와 연관된 통제활동의 개

수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실제 

핵심적인 통제활동은 수작업 통제이거나 IT기반 수작업 

통제인 경우가 다수이다. 

현재 2조 이상 상장기업의 자동통제활동의 비율은 다음

에 제시되는 미국 대기업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인다. 비록 

수치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나, 시스템에 기반한 활

동을 늘리고 수작업통제를 자동통제로 전환하는 것이 업무 효율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일 것이다. 

많은 통제활동이 승인 통제로 이뤄지고 있는 부분은 개선할 여지가 많다. 현재 제시된 IT기반 수작업통

제의 비중이 8%인 것은 실제보다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문사와 회사 모두 새로운 개념에 대한 준비

가 다소 부족함을 시사한다. 

1.2 미국의 규모별 자동통제 비율

미국의 시가총액 7억 달러 (약 8천억) 이상의 회

사 중에서 자동통제가 25% 이하인 기업은 66% 

정도이고 25% 초과인 기업은 34% 정도를 차지한

다. 심지어 51% 이상 기업도 15%에 이른다. 앞서 

제시된 2조 이상 한국 상장기업의 평균이 19%인 

것과 차이가 존재하나, 큰 차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회사 규모에 따른 차이는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II. 내부회계관리제도와 IT

2조 이상 (자산 총액)

자동 통제

IT기반 수작업 통제

수작업 통제

비율

19%

8%

73%

자동통제 비율(미국)

0 ~ 5%

6 ~ 10%

11 ~ 25%

26 ~ 50%

51 ~ 75%

Large Middle

18% 12%

16% 10%

32% 34%

19% 29%

15% 15%

Large: 시가 총액 7억달러 이상 기업 (Large accelerated filer)

Middle: 시가 총액 75백만 ~ 7억달러 이상 기업 (Accelerated filer)

출처: Protiviti’s 2019 Sarbanes-Oxley Compliance Survey - 

“Benchmarking Costs, Hours and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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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IT 활용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기술은 크게 2가지이다. 하나는 회사의 통제활동을 자동화하는 데 사용되

는 설계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고, 다른 하나는 주기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기술이다. 

회사는 일관된 업무처리를 위해 업무를 정형화하고 이에 적합한 ERP를 포함한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

한다. 구축된 프로세스는 통제활동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통제활동 역시 시스템에서 이뤄

지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시스템 기반 업무 처리과정에서 재무보고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시스템 기반 

통제활동을 확대하려면 시스템을 개선하는 노력과 상당한 비용이 수반된다. 시스템에서 처리되기 어려운 

비정형화된 업무라고 하면 수작업을 통한 통제활동이 이뤄질 것이고, 이로 인해 관련 인원의 업무가 증가

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재무보고의 정확성을 위한 업무의 증가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현

상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회사의 통제를 ERP 중심의 자동통제로 전환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회사는 시스템 상의 업무 분장이 약하기 

때문에 다양한 수작업 통제로 보완한다. 시스템 중심의 업무처리를 위해 시스템상 업무 분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설계되어 적용(운영)되는 통제활동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이를 수행할 인원과 평가

를 지원할 시스템 및 자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역시 비용이 발생한다. 

각 회사는 효율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이러한 2가지 측면에서 기술을 접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기존 업무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어 이 부분의 효

율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2.1 2018년 내부회계 목적으로 IT Tool을 사용하였는가?

53% Yes 47% No

미국의 경우 과반의 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IT Tool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통제를 

위해 회사가 사용 가능한 다양한 IT Tool이 존재한다. Tool의 종류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자.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IT Tool은 효과성과 효율성 측면의 이점으로 인해 사용하게 되는데, 크게 통제활

동을 운영(적용)하기 위한 Tool과 통제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Tool로 구분할 수 있다. 통제활동을 평가하

기 위한 Tool은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통제활동 설계에 이용되기도 한다. 

통제활동을 운영하고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Tool로는 자동 결재 시스템, 권한 관리 Tool, 자

동 대사 시스템 등이 존재한다. 

첫째, 자동 결재 시스템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흔히 등장하는 “승인 통제활동”을 적용하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 승인 절차 및 전결권자를 사전에 정의하여 승인을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고, 업무 지연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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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여기에 각 결재 유형별로 시스템적인 검증 및 대사 기능을 추가하여 

자동 결재가 이뤄지도록 구성할 수 있다. 

추가로 승인 시스템에 업무 프로세스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 즉 현재 업무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결산 프로세스의 현재 진행상태를 확인하고 일정관리에 유용하

게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여러가지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으므로 이름에 얽매일 필요는 없

다. 무전표 시스템으로 불리는 일상적인 전표 처리를 위한 시스템도 검증 기능이 추가된다면 내부회계관

리제도에서 요구하는 승인의 기능이 포함된 일종의 결재시스템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권한 관리 Tool은 ERP 등 시스템 기반 하에 업무가 처리되는 회사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권

한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Tool이다. 권한 관리 Tool의 주요 기능에는 권한을 부여하고 회수하는 기능, 

특정 권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 현재 접근 가능한 권한자 및 특정한 두 가지의 권한을 보유하

고 있는 인원을 추출하는 기능 등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권한 관리 Tool은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정보기술일반통제(ITGC)의 권한 관리와 거래수준통제활동의 접근권한 및 업무분장 통제활동이 

잘 적용되도록 지원하고, 권한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지원하는 Tool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시스

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업무별로 부여할 시스템 상 권한이 정의되고, 임직원이 업무별로 연

계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시스템상 모든 권한에 대해 관련 업무를 정의하고 임직원을 연계하

는 것은 매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현재의 통제 방식과의 균형도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권한 관리 

대상의 범위를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통제활동으로 한정하더라도, 이러한 사전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권한 관리 Tool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동 대사 시스템은 인터페이스가 발생한 양 쪽의 데이터를 비교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

나 특정 항목을 직접 비교 검증하는 Tool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 금융권에서 사용 중인 “계정대사시

스템”이 있다. 계정대사시스템은 여신, 수신 및 유가증권 등의 업무 프로세스에서 발생한 회계처리의 기초 

데이터를 취합하여 회계시스템으로 인터페이스하는 중간에서 양쪽의 데이터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제시

하는 시스템이다. 다양한 원천에서 집계되는 데이터에서 회계에 필요한 데이터가 정리되고 인터페이스 되

는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동 시스템은 인터페이스 통제활동의 보

조 Tool로 대부분 활용되고, 계정대사시스템이 발생한 차이를 스스로 해결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

로 자동통제로 구분하지 않는다.

통제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대표적인 Tool로는 GRC 시스템과 상시 통제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다. 

GRC(Governance, Risk management and Compliance)의 대표적인 시스템은 SAP와 Oracle의 GRC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관점에서 주요 기능으로는 권한 관련 통제활동 관리(Access Controls) 및 내부통제 평

가(내부회계관리시스템 - Process Control)가 포함되어 있다. 

“권한 관련 통제활동 관리” 기능은 앞에서 설명한 권한 관리 Tool의 대부분의 기능과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한다. 다음으로 “내부통제 평가”는 확대된 내부회계관리시스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시중에 유

통되는 일반적인 내부회계관리시스템의 기능이 내재되어 있으며, 평가 대상 통제활동이나 모니터링 대상 

항목을 시스템에 직접 연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평가(모니터링) 대상은 거래 데이터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

템 설정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마스터 데이터에 대한 모니터링을 포함할 수 있다. 물론 모니터링 대상

은 사전에 미리 정해주어야 한다. 즉 사전에 정의된 시나리오에 따라 이상 건으로 정의한 항목에 대한 취

합과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전에 정의되는 시나리오에는 통제활동이 포함될 수도 있고, 추가

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징후를 정의한 사항이 포함되기도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상당한 가격 부담 등을 

이유로 매우 제한적인 회사만이 해당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상시 통제 모니터링 시스템도 유사한 측면이 존재하며, 주로 통제활동을 상시적 혹은 주기적으로 평가하

기 위한 시스템으로 설계한 통제활동이 잘 작동하는지를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물론 업무 처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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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건을 사후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이 포함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시스템

에서 처리된 건에 대해 사전에 설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이상 건을 취합하여 검토하는 절차를 취한다. 최

근에는 내부회계관리시스템에 이러한 기능을 추가하려는 시도도 존재한다.

2.2 내부회계 목적으로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IT Tool은 무엇인가? (복수 선택)

미국의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내부회계관련하여 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IT Tool에 대한 설문조사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앞에서 설명하지 않은 항목으로 포함된 사항은 데이터 분석, Advanced 데이터 분석, Data Visualization 

Tool과 같은 데이터 분석 Tool이다. 이는 각종 거래데이터나 통제활동 수행 결과 데이터를 분석하여 내부

통제의 평가와 지속적인 개선에 활용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Data Visualization Tool

은 말 그대로 데이터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시함에 따라 직관적인 파악이 가능하며, 프로세스 데이

터를 분석하는 도구로는 Process Mining Tool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는 특정 프로세스의 거래를 처리하

는 유형의 종류와 처리 순서 및 시간 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여 프로세스의 효율성과 효과를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 대두되는 RPA와 Machine Learning의 적용도 일부 이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러한 기술적인 발전은 회사의 IT 환경이 복잡해지고 신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IT Tool과 주요 기능

IT Tool 통제 자동화 통제 보조 Tool 평가 자동화 평가 보조 Tool

데이터 분석 ◦ ◦

자동 결재 시스템 ▵ ◦

권한 관리 Tool ▵ ◦ ◦ ◦

자동 대사 시스템 ▵ ◦

상시 통제 모니터링 시스템 ▵ ▵ ◦ ◦

GRC 시스템 ▵ ◦ ◦ ◦

Advanced 데이터 분석 ◦ ◦

Process Mining Tool ◦ ◦

Data Visualization Tool ◦ ◦

보안 점검 Tool ◦

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 ◦ ◦ ◦ ◦

Machine Learning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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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내부회계관리제도 조직 관련 서베이

삼일회계법인의 K-SOX 전담팀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현황을 확인하고 지속

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조사를 수행하였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부서 구성 여부

• 2018년 11월 외감법 개정 이전에는 별도의 내부회계관리 

제도 전담부서가 구성된 회사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음.

• 외감법 개정 이후 72%의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부서를 구성함.

• 19%의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전담할 별도 인력을 

구성함.

• 대응 방안이 결정되지 못한 3곳을 제외한 나머지 4개사도 

전담부서나 인력을 구성할 예정임.

• 현재 전담팀을 구성하지 않은 22개사 중 16개사는 

회계법인 아웃소싱을 수행하거나 수행을 계획한 것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음.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조직 현황 

서베이 개요

• 조사 대상: 자산 2조 이상인 79개 상장기업

• 조사 기간: 2019년 9월 20일 ~ 25일

• 조사 대상 기업군:

에너지 산업 (Energy, Utilities & Resources): 11개사

금융 산업 (Financial Services): 24개사

산업재 및 자동차 산업 (Industrial Manufacturing & Automotives): 24개사

기술 및 미디어 산업 (Technology, Media & Telecom): 11개사

소비재 산업 (Consumer Market): 9개사

No - 미정

No - 별도 인력 구성 예정

No - 별도 인력 구성 완료

No - 별도 팀 구성 예정

Yes - 별도 팀 구성 완료

4%

2%

19%

3%

72%

별도의 내부통제전담부서를 구성하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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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미정

내부회계관리조직 관련 외감법 및 모범규준 요구 사항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조직을 구성할 것을 요구했지만, 내부회계전담부서를 구성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모범규준에서는 내부통제를 전담하여 관리하는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없는 가능성에 대비하여 전담부서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실제 

내부회계관리전담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와 관련된 업무와 변화관리가 

원할하게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27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전담 조직이 부재한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변화관리체계, 정보 및 의사소통 및 

모니터링 활동이 적절히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에 유의하여 거래 수준 통제활동을 평가하여야 할 

수 있다. 즉, 기중에 변경되거나 되어야 하는 통제활동의 적시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거래 수준이나 다른 전사적 수준 통제활동의 평가 방식을 결정한다.

2. 전담부서 구성 인력 수

• 조직을 구성하지 못한 3개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담당인력을 정하고 있음.

• 1~2명이 담당인력으로 구성된 경우, 전담부서를 구성하지 않고 전담인력을 배정한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별도 부서 구성 없이 인력을 정한 곳도 해당 인원이 1명에서 5명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

• 5~7명의 인력으로 구성한 20개 회사 중 11개사가 당기에 아웃소싱을 수행하는 것으로 응답함.

내부통제 혹은 담당인력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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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사위원회 평가 지원 조직

3. 전담부서 조직 편제 위치

• 내부통제팀이나 담당인력의 조직 편제 위치는 CFO 산하가 

81%로 압도적임

• 외감법에서는 대표자와 내부회계관리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 CFO와 CEO산하로 구성하는 것이 다수임. 

또한 감사(위원회)의 평가를 강조함에 따라, 경영진의 

내부통제평가를 1차적으로 수행하고 추가적으로 별도 

평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한 탓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됨. 

• 10% 정도가 CEO 산하에 위치하여 내부통제팀의 독립성을 

강화함.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3.4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부서의 역할 정의”에서는 전담부서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CFO 산하가 아닌 CEO 직속으로 운영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현상은 최근 내부감사쪽으로 내부통제전담부서가 

통합되는 현상을 보이는 미국과는 차이가 있음.

CEO

CFO

기타 임원

미정

5%

4%

10%

81%

내부통제팀 혹은 담당인력의 조직 편제위치

감사위원회 평가를 지원할 조직은 어디인가요?

내부회계전담팀

이사회사무국

내부감사팀 - 감사위원회 직속

회계팀

내부감사팀 - 직속조직 아님

Compliance팀

미정

기타 조직

30

3

18

3

13

2

8

2

• 외감법에서는 감사위원회의 평가를 강조하고 있음. 단,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기에  

모범규준에 제시된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구체적인 사항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http://www.k-icfr.org를 통해 발표된 

2019년 6월 12일자 FAQ 자료의 42번과 43번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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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의 조직에서 경영진의 평가 결과를 검토하거나 추가적인 테스트를 수행한 후에 감사위원회가 

평가하는 강화된 절차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함.

• 61개사가 내부감사팀과 내부회계전담팀에서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고 답하였음. 감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특정 부서의 지원을 받는 형태이고 그 부서는 내부감사팀과 

내부회계전담팀으로 지정된 것임. 현재 감사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고려할 때,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실질적이지 않다고 판단함을 시사함.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 42번 

감사(위원회)의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외감법령에서 요구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만 작성하면 되는지요?

2) 감사(위원회)의 평가 시 감사(위원회)가 반드시 통제활동을 직접 평가하여야 하나요?

[답변] 외감법(제8조 제5항) 상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이사회에의 보고와 관련하여, 

평가·보고 모범규준에서는 감사(위원회)는 경영진과는 독립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기능을 

수행하고 이사회에 보고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지속적인 개선을 지원하며(문단 93), 

다음의 업무를 포함하는 감사(위원회)의 활동은 독립적인 평가가 이뤄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문단 95).

• 평가기간의 위험평가 결과를 포함한 평가 계획의 적정성 검토 

(당기 조치 계획 및 결과, 평가 기간, 평가자, 평가 대상과 방식의 적정성 포함)

• 운영실태보고서에 모든 유의한 미비점과 중요한 취약점이 포함되었는지 확인 

(인지하거나 보고 받은 회계처리 이슈와 관련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정성 평가)

• 운영실태보고서상 미비점 평가, 개선 조치의 적정성 및 이행 현황 확인

•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이나 운영실태보고서상 미비점으로 인한 성과평가 반영 계획이나  

결과의 적정성 확인

•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계획 및 결과의 적정성 확인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독립적 평가 결과의 이사회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내부고발 사항의 검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미치는 영향 확인

• 운영실태보고서상 기타 항목의 적정성 확인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감독을 위한 검토

또한,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주로 활용하고, 경영진의 평가 절차가 적절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사(위원회)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독자적으로 평가하거나, 회사의 내부감사기능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평가·보고 모범규준 문단 96). 결국,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처럼 통제활동을 직접 테스트하기보다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계획에서부터 결과 보고에 이르기까지 경영진이 수행한 절차의 전반을 

감독함으로써 '독립적인 평가'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감사(위원회)의 평가 방식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외감법령과 모범규준 등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감사(위원회)가 결정하고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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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응 방안

2019년부터 수행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와 변화된 환경에 대비하여, 거의 모든 회사의 내부회계관리

제도는 보완되거나 재설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측면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회사 내부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대부분의 회사

는 불가피하게 외부 자문사를 선정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재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서베이에

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재구축과 관련하여 어떤 방안을 선택하였는지를 물어보았다.

Project 수행 완료 - 회사자체

Project 수행 중 - 자문법인

Project 수행 완료 - 자문법인

3%
16%

81%

변경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수행되었나요?

• 97%에 해당하는 77개 회사가 외부 자문업체를 선정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 2개 법인만이 자체적으로 대응함. 

• 2개 법인은 기존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이미 진행된 

곳으로 프로젝트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기존 감사를 

받지 않았던 회사는 모두 외부의 자문을 받음. 

• 특이한 점은, 13개의 회사가 여전히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임. 9월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재구축이 

아직 마무리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

• 실제 내부회계관리제도 프로젝트는 그 범위가 현업의 

업무를 포함하고 있으며, 문제점이 지적되는 경우 회사의 

프로세스나 시스템까지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측면이 존재함. 회계 이슈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더욱 복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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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내부회계관리제도 아웃소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아웃소싱이란, 회사가 매년 수행하여야 하는 설계 평가, 운영 평가 및 일부 통제수행 

증빙 문서화 등을 외부 자문사를 통해 수행하는 것이다. 아웃소싱을 수행하는 주요 이유는 인력과 전문성 

부족이다.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US-SOX를 적용받는 기업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회사 내부의 전문인력 양

성은 단기간 내에 이루기 어렵다. 개인의 경험이나 자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2~3년 이상의 시간이 소

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베이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아웃소싱을 수행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보았다.

No - 계획 없음

Yes - 수행 예정

Yes - 수행 중

미정

44%

4%

38%

14%

• 전체 79개사 중 47개사(58%)가 아웃소싱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예정임.

• 수행하지 않는 30개사는 거의 대부분 별도의 팀이나 인력 

구성을 완료한 곳임.

• 아웃소싱을 하는 주요 이유는 내부회계전담인력과 전문성 

부족임.

• 아웃소싱을 하는 곳 중에서 수행 전담인력이나 부서를 

편성하지 못한 곳은 4곳이고, 전담인력이 존재하더라도 

많은 기업이 아웃소싱을 이용함.

• 실제 회사 내부인력의 전문성을 단시간내에 제고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하기까지 아웃소싱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여짐.

내부회계아웃소싱을 수행하거나 계획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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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주체

내부회계관리전담부서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는 매년 수행하여야 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 업

무이다. 해당 업무의 평가주체가 누구이고 각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았다. 전체 평가 업무를 100%로 

가정하고 내부통제담당부서, 외부자문업체와 현업 Task Force의 비중을 확인한 것이다.

• 답변한 75개사 중 11개사가 내부통제담당인력이나 부서가 전혀 평가를 수행하지 않음.  

모두 외부자문업체가 평가를 수행함.

• 내부통제담당부서가 모든 평가를 수행하는 곳은 14개사이며,  

현업 Task Force를 통한 평가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 곳이 44개사임.

• 기존에는 현업을 이용한 평가방안이 주를 이뤘으나, 감사로 인증 수준이 강화되고  

자가평가(통제를 수행한 인원이나 팀원이 평가하는 것)가 금지된 결과로 판단됨. 

• 6개사는 현업에 의한 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75%정도 적용 계획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자는 어떻게 구성할 예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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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지난 12월 24일 발표된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1 신외부감사법의 시행으로 이제 

감사(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그러나 법 조항의 해석에 불명확한 사항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다.2 

Newsletter

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2019.12.24

2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회와 회계법인 전문가,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 참여한 실무 TF작업반이 총 8차례의 회의 등을 거쳐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였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

acc.sam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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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부터 시행된 신외부감사법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된 경우 후속적인 처리 절차에

서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였다.

회계부정 조사 관련 외부감사법

외부감사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제22조제2항). 감사인의 통보가 있으면 감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 사실 등

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 때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제22조제3항).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22조제4항). 

또한, 신외부감사법은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 비용 등을 회사 대표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제22조제5항).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에 필요

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은 회사의 대표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47조제2항).

신외부감사법상 회계부정 조사 절차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2019.12.24)

① 통보 ② 선임(회사의 비용) ③ 조사

 ④ 시정요구

⑤ 증선위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

회계부정

외부

감사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외부전문가 회사
증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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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1. 모든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조사 대상인가? No

가이드라인은 외부감사인이 감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할 대상을 구체화하였다. 통보 대상은 회계처

리기준 위반이 ① 회계부정으로 인한 것으로 ②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다.

① 회계부정은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고의적 

위반행위를 의미하며, 단순 오류는 제외

&

②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위반의 성격이나 금액(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될 수 있는 

잠재적 영향도 포함)이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시 해당 결론에 도달한 근거와 

평가내용 등을 내부감사기구에 제시

2. 회계부정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만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가? No

감사과정에서 확인한 회계부정뿐만 아니라 회계부정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제

기되는 사항도 포함된다.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란, 외부감사인이 경영진, 내부감사기구, 

제보 등을 통해 회계부정이 존재할 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 경영진 면담 등 추가 확인 절차 후에도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

3. 반드시 외부전문가를 선임해야 하는가? No

회사가 회계부정 조사 관련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면 감사(위원회)는 외부전문

가를 선임하기 전에 경영진의 내부조사 및 자진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경영진은 내부

조사시 회계부정 발생 분야나 조사 관련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적합한 인력 등을 투입하여 조사하

여야 한다. 단, 경영진의 내부조사가 객관성·적격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다음과 같

은 경우 감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즉,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합리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회계부정 조사 관련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

회사의 규정이나 지침에 회계부정 조사 관련 정책 및 절차가 이미 정해져 있고 일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의미함.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1.4에서 소개하고 있는 

“윤리·행동강령 위반사항에 대한 보고와 즉각적인 조치 절차의 수립”에서 기술하고 있는 절차 

등을 고려할 수 있음. (상세 내용은 부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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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가 필요한 상황(예시)

① 경영진이나 회계, 자금, 재무보고 담당자가 연루 가능성이 있는 회계부정

② 목표이익 달성 등 경영진에 대한 중요한 보상이나 연임을 위한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회계부정

③ 상장(IPO포함) 또는 금융관계기관 등과의 차입계약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회계부정

④ 무자본 M&A나 회사 인수 전후의 자금 조달 또는 자금 유용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회계부정 

⑤ 특수관계자와의 승인되지 않은 자금거래 등 관련 회계부정

⑥ 그 밖에 관련 문서를 위조하거나 훼손 또는 거짓 진술 등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4. 감사(위원회) 유의사항

감사(위원회)는 회계부정 조사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며, 조사의 모든 단계를 감독

할 의무 및 권한을 보유한다. 또한, 회계부정에 대한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를 즉시 증선위와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 조사 수행 전: 회사의 비용으로 조사를 수행하므로, 조사범위, 방법 등이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인지에 대하여 경영진과 사전협의하고 관련 내용을 문서화해야 한다. 또한,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위해 조사 계획의 수립, 조사방법의 결정 등에 대해 외부감사인과 충

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만약 회계부정이 과거 재무제표 위반과 관련된 경우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한 과거 감사인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 조사 완료 후: 회사에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을 요구하며,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의 충분성 등

을 평가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조사결과 및 회사 시정조치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예시)

① 회계부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측정

② 임원, 경영진, 직원이 연루된 회계부정인지에 대한 판단

③ 회계부정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한 통제 및 절차의 취약점과 해당 통제 및 절차의  

위반 여부 식별

④ 시정을 위한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 수정 및 인사 관련 조치

⑤ 재발을 막기 위한 정책 수립 및 내부통제활동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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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부감사인 역할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가 제출한 회계부정 조사결과와 회사의 시정조치가 충분하고 적절한지 

평가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의 조치가 충분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 외

부감사인은 내부감사기구에 재조사 등을 요구하고, 이후에도 충분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감사의견의 변형을 고려할 수 있다.

조사결과 및 회사 시정조치에 대한 감사인의 고려사항(예시)

① 회계부정 또는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사항이 적격성 있는 객관적인 주체에 의해 충분히 

조사되었는지 여부

②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사항이 적시에 시정되었는지 여부

③ 아직 발생하지 않은 회계부정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④ 재발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통제나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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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행동강령 위반사항에 대한 보고와 즉각적인 조치 절차의 수립

문단 7. 감사(위원회)는 외부서비스제공자 및 사업 관계가 있는 외부 조직을 포함한 전사에서 발생

하는 윤리·행동강령에 대한 위반사항을 신속하게 조사·보고하며 시정 조치를 위한 정책 및 절차

를 수립하고 일관되게 준수한다. 세부 절차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혐의 사실에 대해 독립적인 인원이 조사를 실시(단, 혐의의 심각성, 광범위한 정도, 경영진의 

관여 정도, 감독당국의 관심도를 고려하여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위원회)가 별도의 

독립된 인원을 구성하여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함.)

• 회계부정 발견 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 및 시정 조치를 수행하고 보고하는 절차

• 일정한 기준에 따른 위반사항의 우선순위 결정(예를 들어 금액의 정도, 평판에 미치는 영향, 

위반의 정도와 성격 및 발생 추세 등)

• 위반사항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위해 근본적인 원인과 그로 인한 발생가능한 위반사항을 조사

•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연관되는 경우, 관련된 내부통제가 위반사항을 적발하지 

못한 원인과 해당 내부통제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수행

• 관련 증빙을 포함한 문서화와 보고 절차 수립

• 조사 중이거나 조사 이후 개선 조치 중인 임직원과 회사의 지침에 따라 일관되고 적시에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 수립

• 혐의와 관련한 개인의 민감한 정보에 대한 조사권자의 접근 권한을 적절히 제한

• 예외적인 규정 적용 사항이나 규정 적용이 면제되는 경우에 대한 감사(위원회) 보고

• 위반사항 및 조치 결과의 내·외부 공개 여부와 전달 방식의 결정 절차

• 적절한 조사와 시정조치가 취해졌음을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게 공지

• 발생한 위반 사항의 성격과 광범위함 정도에 따라 특정 과거 기간에 대한 개선 조치와  

향후의 개선 방향 수립을 위한 개선 절차를 결정하고 수립하는 절차

문단 8. 개선절차는 재무제표 및 회계정보의 수정,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선, 시스템 개발 또는 개

선, 책임 강화, 교육 및 윤리·행동강령 개정과 경영진, 구성원 또는 제3자에게 강령 적용의 중요성

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기타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는 개선 조치 및 개선 

경과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부록.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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