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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일회계법인 

부정조사협회(Association of Certified Fraud Examiners, ACFE)의 2018년 

보고서1에 따르면 적발된 부정행위의 40%는 신고에 의해 드러났으며, 그 중 

53%는 임직원에 의한 신고이다. 부정행위는 그 특성상 은폐를 위한 위조, 거래 

기록에 대한 계획적인 누락 등 정교하고 면밀하게 설계된 수단이 동원되고, 회사 

시스템의 허점을 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상적인 통제활동이나 내부감사 

등을 통해 발견하기 어렵다. 

효과적인 내부신고제도는 통제활동이나 내부감사의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다. 

반면 내부신고제도가 미비하여 심각한 부정행위가 오랫동안 간과되거나 회사의 

내부신고제도를 불신한 신고자가 경영진과 지배기구가 파악하기도 전에 외부의 

감독당국에 신고하는 경우, 기업가치는 치명적인 손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적발하여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로서 내부신고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회사가 효과적인 내부신고제도를 운영하여 투명성이 높은 기업 

문화를 보유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알림으로써 잠재적인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

본고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부정행위 신고 동향, 관련 법규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내부신고제도의 중요성 및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한다.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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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신고: 
최신 동향과 시사점

1 부정조사협회, ‘Report to the Nations: 2018 Global study on occupational fraud and abuse’. 125개국 2,690건의 부정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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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행위 신고 동향

우리나라2

앞으로 회계부정 관련 익명신고가 가능해진다.3 종전에는 회계부정신고 남용 방지를 위해 실명으

로 제보한 신고에 대해서만 감리에 착수하였으나 앞으로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추는 등의 요건

을 충족하는 경우 익명신고 건에 대해서도 감리에 착수한다. 

회계부정에 대한 익명 신고 허용은 이미 시행 중인 신고 포상금의 인상(한도: 종전 1억원 → 현행 

10억원)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처벌 강화(신고자 비밀 누설 또는 불이익 처우시 벌칙 및 과태료 

추가 및 상향 조정)와 그 목적을 같이 한다. 즉, 신고의 활성화를 통해 대규모 회계부정의 가능성

을 낮추어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부정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를 취함으로써 재

무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러한 신고 관련 법규 강화는 이미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감독당국이 회계부정신고 접수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7년을 기점으로 건수가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대비 

2019년의 건수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제도의 정착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과거에

는 단순히 공시내용을 분석하여 신고한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내부문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

료를 포함하여 실제 감리로 이어지는 제보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회계부정신고 접수 현황
(단위: 사, %)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회계부정  

신고건수
18 32 22 19 44 93 64

전년대비  

증가율
- 77.8 △31.3 △13.6 131.6 111.4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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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 및 향후 감독방안, 2020.1.8

2 본고에서 다루는 우리나라의 부정행위 신고는 외부감사법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에서 정하는 회계 관련 신고이다. 반면 미국의 Whistleblower 

Program은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계(재무정보) 관련 부정행위를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한다. 우리나라는 외부감사법 외에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에서도 부정행위 신고 제도를 정하고 있다. 

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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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19년 2건에 대해 약 1.2억원이 지급되어 과거보다 급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 중 포상금 지급이 예상되는 건은 10건 정도로 향후 

포상금 지급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비하여 금융위원회는 신고 포상금 예산을 

전년대비 3.6억원 증액하였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회사의 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를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한 자로

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를 적발하여 조치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지급한다.4 이 

때 기준금액(부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구분한 포상금 지급한도)과 기여도(신고내용의 충분성, 감

리·조사에의 협조 정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가 고려된다. 

회계부정 신고로 감리가 실시될 경우 제재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2019년 중 부정행위 신

고에 따른 감리 결과로 고의로 조치한 비율은 75%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고의로 조치받는 비율이 

20% 정도임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회계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 만원)

구분 '08년~'14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지급건수 6건 2건 2건 1건 2건 13건

지급금액 5,010 2,740 3,610 330 11,940 23,630

출처: 금융위원회,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 및 향후 감독방안, 2020.1.8

미국(Whistleblower Program)

미국은 2011년부터 시행된 도드-프랭크 법(Dodd-Frank Act)으로 부정행위 신고자 인센티브 및 

보호 규정을 강화한 바 있다. 1백만 달러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부정행위의 기초 정보를 신

고자가 제공하는 경우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그 전에도 사베인즈-옥슬리

법(Sarbanes-Oxley Act)이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 금지 조항을 정하고 있었지만, 도드-

프랭크 법은 포상금 지급과 신고자 보호 범위 확대를 통해 제도를 보완하였다. Whistleblower 

Program의 운영을 위해 SEC 내에 Office of the Whistleblower가 별도로 설치되었으며, 그 활동과 

신고자 고발 및 조치 내역은 의회에 보고된다. 2019년 보고 자료를 토대로 신고 현황을 살펴보자.5

부정행위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에는 연간 5천건을 넘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4 금융위원회,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5 SEC, 2019 annual report to Congress, Whistleblower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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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유형을 분류해 보면 재무정보 및 공시사항과 관련된 신고가 전체 신고의 20%를 차지한

다. 그 뒤를 투자 사기, 시장조작 등이 따르고 있다.

2019년에 접수된 부정행위 유형 Top5

투자 사기 

(예: 폰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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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포상금 금액은 신고건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에는 

신고자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의 중요성, 신고자가 제공하는 지원의 수준, 법 집행의 성패 및 신고

자가 기업(조직) 내 내부보고 채널 또는 메커니즘을 통해 내부적으로 위반을 보고했는지 여부 등

이 포함된다.

2019년, SEC는 총 6천만 달러의 포상금을 8 명의 신고자에게 수여했다. 이들은 원본 자료를 자발

적으로 제공하여, 조사를 시작하거나 성공적으로 조사를 집행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

은 경우에 해당한다. SEC는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시작한 이래 2019년말까지 약 3억 8,800만 달

러를 67명에게 수여했으며, 그 중 가장 큰 금액이 지급된 건은 2018년에 지급된 5천만 달러이다.

연도별 부정행위 SEC 신고 건수 

FY2017 4,484

FY2019 5,212

FY2014 3,620

FY2016 4,218

FY2018 5,282

FY2013 3,238

FY2015 3,923

FY2012 3,001

0 1000 40002000 50003000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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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신고 포상금이 해당 회사의 직원이나 내부자에 국한하여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

지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의 약 69%는 SEC에 부정행위에 관한 정보를 보고한 전현직 임직원이었

다. 그 중 85%는 직속상관, 준법감시인 또는 내부통제 메커니즘을 통해 내부적으로 우려 사항을 

제기했거나, 직속상관 등의 관련자가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파악한 상태였다. 그 외에 부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 동종 또는 관련 업계에서 종사하는 전문가 등이 신고자에 포함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2. 부정행위 신고 관련 법규

우리나라

회계 관련 부정행위 신고를 다루고 있는 외부감사법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6의 주요 내

용을 살펴보자. 

외부감사법은 신고 대상 부정행위와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① 내부회계관리

제도를 미준수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ㆍ변

조ㆍ훼손 또는 파기한 경우, ②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③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해 주거나 회계처리를 자문해 준 경우, ④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기

준을 미준수하거나 거짓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⑤ 회계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

을 감추는 경우 등이 신고 대상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March 2018

September 2018

March 2019

March 2018

September 2014

August 2016

November 2016

June 2016

September 2018

SEC 지급 포상금 Top 10

$50 million

$39 million

$37 million

$33 million

$30 million

$22 million

$20 million

$17 million

$15 million

$14 millionSeptember 2013

6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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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부정행위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해당 회사의 외부감사인 또는 감사(위원회)에 고지

한 경우, 그 신고 또는 고지를 받은 자는 신고(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외부감사법 제28조제2항). 또한, 해당 회사와 그 임직원은 신고 또는 고지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신고자 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외부감사법 제28조제3항). 이

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회사와 그 임직원은 연대하여 신고자에게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 뿐만 아니라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정행위 신고자 보호(비밀유지, 불이익 대우 금지) 위반시 제재

손해배상책임 불이익한 대우로 신고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회사와 해당 회사의 

임직원은 연대하여 신고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외부감사법 

제28조제4항)

과태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외부감사법 제47조제1항)

1.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한 자

2. 신고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

벌칙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부감사법 제41조)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부감사법 제43조)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하여 위의 신고 대상 부정행위를 적발하거나 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

치 등을 하는 데에 해당 신고가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신고자에게 포상금

을 지급할 수 있다(외부감사법 제28조제5항). 구체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는 10억원의 범위 내에

서 신고된 위반행위의 중요도와 위반행위의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

려하여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금융위원회는 그 심의ㆍ의결일부터 1개

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미준수 또는  

회계정보 위·변조, 

훼손, 파기

회계처리기준

위반

감사인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  

또는 회계처리  

자문

회계정보를 거짓 

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감추는  

경우

회계감사기준 

위반

신고 대상 부정행위(외부감사법 제2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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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외부감사법은 부정행위 신고를 위한 내부신고제도를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일부로서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의 예방 및 사후조치에 관한 항목으로서 내

부회계관리규정 위반행위 신고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외부감사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구체적으로 내부신고(고발)제도에 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이 제시하고 있는 내

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내부신고제도 

설계 및 운영

• 부정위험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내부신고제도(익명성 보장 및 신고자 

보호제도 포함)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포함

• 내·외부 의사소통 채널로서 통상적인 의사소통 채널이 비효과적인 경우를 

대비하여 익명 또는 비밀이 보장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내부신고제도 설계

• 내부신고제도와 성과 평가, 인센티브 및 보상 정책 연계

• 회사 임직원 및 외부 관계자에게 내부신고제도 홍보 및 소개

• 내부신고를 통해 접수되는 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 수립

내부신고제도 

평가(감독)

• 경영진과 이사회는 회사의 윤리규범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내부신고제도 접수 사항 검토

• 감사위원회는 내부신고제도를 포함한 회사의 부정방지 프로그램을 관리 감독

• 감사위원회는 통제환경의 일부인 내부신고제도 감독 

•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를 위해 내부신고 사항 및 

후속조치를 검토

미국

대형 회계부정 사건의 대명사인 엔론과 월드콤의 경우 문제가 터지기 전에 내부임직원이 경영진에

게 문제를 제기했으나 묵살되었고 결국에는 회사가 무너지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

에 부정행위를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미국은 사베인즈-옥슬리법을 통해 감

사위원회가 직접 내부신고제도를 수립하고 관리 및 감독하도록 하는 한편, 신고자 보호 규정을 강

화하였다.

미국의 상장회사 등은 2002년에 제정된 동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신고제도를 운영해야 한

다. 관련 규정은 크게 두 가지 사항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감사위원회가 회계, 내부통제 또는 

감사와 관련된 문제에 관한 불만의 접수, 보관 및 처리 절차(즉, 내부신고제도)를 수립하고, 회계, 

감사 문제에 관한 불만을 제기한 직원의 익명성을 유지해야 한다. 우리나라 외부감사법이 내부신

고제도에 대한 책임을 명시적으로 감사위원회에 부과하고 있지 않은 반면, 미국은 감사위원회의 

책임하에 내부신고제도를 운영 및 감독할 것을 법으로 요구한다. 다른 하나는 신고자 보호와 관련

된 보복 금지 조항으로 2011년부터 시행된 도드-프랭크 법을 통해 보다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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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신고제도의 중요성

신고 포상금 인상, 신고자 보호 강화와 익명 신고 허용 방침은 앞으로 부정행위 신고를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유의해야 할 점은 규제당국이 운영하는 외부 신고시스템이 

활성화될 경우 내부신고제도의 실효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도드-프랭크 법을 시행할 

당시에 미국에서도 SEC Whistleblower Program이 회사의 내부신고제도 및 준법 메커니즘에 미

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7 즉, 신고자가 회사의 내부신고제도를 거치지 않고 SEC에 직

접 보고할 가능성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SEC는 먼저 내부신고를 거친 건에 대

해 더 큰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부정행위 신고에 관해 수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부신고가 많은 회사의 경우 향후 소송이 증

가하고 성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8 반면 내부신고제도가 활성화될수록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소송에 노출될 가능성이 오히려 감소하였다.9 즉, 외부신고와 달리 내부신고제도는 회사를 건강하

게 유지하고 수익성을 포함한 사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출처: Bowen, R. M., Call, A. C., & Rajgopal, S. (2010). Whistle-blowing: Target firm characteristics and economic 
consequences. The Accounting Review, 85(4), Page.1243 그림 수정

내부신고
(회사의 내부신고제도)

외부신고 
(금융감독원 등 외부 기관)

내부신고를 통해 

성공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

내부신고로  

절차 종결

내부신고를 통해 

적절히 처리되지 

않을 것을 우려

보복행위 등이 없이 

적절히 조치됨

보복행위가 

가해지거나 가해질 

것으로 예상

내부신고절차 중단

외부신고

임직원에 의한 

부정행위 인지  

& 내부신고

7 Archambeault, D. S., and S. Webber. 2015. Whistleblowing 101. The CPA Journal (July): 60-65

8 Bowen, R. M., Call, A. C., & Rajgopal, S. (2010). Whistle-blowing: Target firm characteristics and economic consequences. The Accounting 

Review, 85(4), 1239-1271.

9 Stubben, S., & Welch, K. (2019). Evidence on the use and efficacy of internal whistleblowing systems. Available at SSRN 3273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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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효과적인 내부신고제도 운영 방안

회사는 효과적인 내부신고제도를 비롯해 강력한 윤리 문화를 구축함으로써, 부정 및 불법 행위 

빈도를 줄이고 직원들이 잠재적인 잘못을 인지했을 때 내부적으로 발언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조

직 내 신뢰 구축은 바람직한 일이며, 기업의 명성과 가치에 중요하다. 발언 문화는 회사의 윤리강

령 및 준법 프로그램과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직원의 조직 충성도를 높

이고 보다 건강한 업무 환경을 조성한다.

투명한 조직 문화는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권한을 부여받고 이에 대해 안전하다고 

느낄 때에만 번창할 수 있다. 최고 경영진이 올바른 의지를 보이고 신고 사항이 적절하게 조사될 것

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에 이르기까지, 신뢰가 지배하는 문화는 내부신고를 활성화한다. 직급에 상

관없이 모든 직원은 발언 문화가 전체 조직의 청렴성과 복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

해해야 한다. 경영진과 지배기구 등 기업의 리더십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에 대한 보복으로 내부

신고 사항에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제기된 문제를 통해 조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위

해 노력해야 한다.

윤리 문화의 핵심적인 동인 중 하나는 강력한 내부신고제도이다. 접근성이 높은 신고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신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 정책을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은 기업이 투명성, 개방

성 및 개선을 중시하고 이러한 가치를 실행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내부신고제도가 

기업의 윤리 문화를 위해 필요하지만,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 리더십이 투명성 등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직원들이 믿을 수 있어야 한다.

내부신고제도의 주요 목표

• 직원 및 공급업체, 고객과 같은 외부 이해관계자가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잠재적인 부정,  

불법 행위를 알릴 수 있는 익명 또는 비밀이 보장되는 방법을 제공

• 직원과 외부 이해관계자가 회사에 법적 또는 윤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경로 제공

• 이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여, 경영진과 기타 이해관계자가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위법행위,  

법규 준수 관련 우려사항 및 새로운 이슈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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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충분한 홍보와 인식

투명성이 중요하다. 단, 정보 보안이 보장되어야 한다. 내부신고제도와 이용할 수 있는 신고 채널에 

대한 교육과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이다. 내부신고제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많을수록 좋다.

모범 실무

• 모든 임직원에게 윤리강령을 전달하고, 사업 수행 지침(business conduct), 행동 규범 

(behavioral expectations) 및 내부신고제도 자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

•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는 정책과 절차를 문서화

• 내부신고 절차의 안전성과 익명성을 강조. 고객 및 공급업체와 같은 주요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것도 포함

• 임직원의 내부신고제도 인식 수준과 조사 절차에 대한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평가

②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모범 실무

• 신고 접수 시스템은 비밀과 익명성 보장

• 신고의 초기 검토 및 처리 절차에는 이슈 및 조사 유형에 따라 프로토콜을 정하는 것과 

임직원에게 즉각적인 조치에 대해 교육하는 것을 포함

• 모든 신고 영역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된 지시 체계와 일관된 초기 검토 및 처리 절차 적용

• 신뢰할 수 있는 신고 접수 창구 선택 - 내부 또는 외주

• 원활한 이슈 처리를 위한 도구 및 기술 지원

• 사전에 정의된 성과 지표와 정기적인 신고 접수 내역 테스트를 통한 내부신고제도 품질 관리

내부신고제도가 부정행위를 파악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위험 징후를 파악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회사의 지배기구와 준법감시인 등은 내부신고제도를 감독하는 것 외에도 비공식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조직의 윤리 문화를 강화할 수 있다.

중간 관리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직원들은 중간 관리자에게 먼저 우려를 제기하므로, 중간 

관리자는 입수한 정보를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상위에 보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중간 

관리자는 회사의 내부신고제도에 관한 정책 및 윤리강령과 일관되게 행동해야 한다.

효과적인 내부신고제도 6가지 요소10

①

충분한  

홍보와 인식

②

신고 및  

처리 절차

④

커뮤니케이션과  

보고

③

조사의 계획  

및 실행

⑥

보완과 개선

⑤

후속조치와 

징계

10 PwC US, Raising your ethical culture - How a whistleblower program can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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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사의 계획 및 실행

체계적이고 일관된 조사의 계획, 실행 및 문서화를 위해 적합한 인력, 절차 및 도구를 마련한다. 

모범 실무

• 조사의 계획과 실행을 위한 표준화된 양식을 비롯하여 문서 정리, 증거 보존, 기록 관리 등에 

관한 정책 및 절차를 명문화하고 일관성 유지

• 각 조사 유형에 맞는 내부 자원과 인력의 조합 식별 

• 각 조사 건에 대한 후속조치와 추적이 용이하도록 역할 정의

• 적절한 인터뷰 기술, 비밀 유지, 신고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엄격한 교육 제공

• 적절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되 불필요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 데이터 

분석과 이메일 복구·검토와 같은 기타 조사 도구를 활용하여 조사 범위 조정

• 내부감사부서가 내부신고제도 관련 품질관리 및 통제에 관해 독립적인 검토

 

내부신고 사례 관리를 위한 시스템 측면에서의 고려 사항

견고한 사례 관리 시스템을 만들면 여러 다른 종류의 정보를 쉽게 집계하고 추적할 수 있다. 사례 관리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지배구조, 위험 및 준법 (Governance, Risk and Compliance Technology, GRC 

Technology) 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다. 또는 내부신고 사례 관리 시스템의 데이터를 GRC 시스템으로 불러 

올 수도 있다.

④ 커뮤니케이션과 보고

커뮤니케이션과 보고는 조사 내역과 결과를 문서화하고 해당 내용을 적절한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

는 것이다. 개별 조사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에 대한 조사 집계도 커뮤니케이션과 보고의 대상이 된다. 

모범 실무

• 출처 분석

• 모든 정보를 집계하고, 보고와 분석을 위한 핵심 지표를 정의하는 기능(예를 들어, GRC 시스템 등)

• 개별 조사와 전체 조사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하거나 알고 싶어 하는 사항에 

기초한 맞춤형 커뮤니케이션 및 보고

보고를 위한 대시보드, 신고자를 위한 조사 경과 피드백, 조사 건수 및 결과에 대한 공개(가능한 경우) 등은 

커뮤니케이션 및 보고에 도움이 된다. 사례 관리 시스템은 모든 신고 정보를 단일의 방식으로 자동 집계하고 

모든 출처에 대한 조사 지표를 분석하여, 철저한 검토를 위한 여러 관점(예를 들어, 사업부, 지역)을 제시하는 

데 유용하다. 또한, GRC 시스템과 통합된다면, 사례 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전반적인 내부신고제도 운영 현황과 통계치를 임직원과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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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후속 조치와 징계

모범 실무

• 신속하고 일관된 징계와 기타 관련 조치에 대한 정책, 절차 및 지침을 설정

• 전사적 차원에서 일관된 처리를 위해 정책, 절차 및 지침 등을 명확히 정의

• 각 사례마다 권장되는 조치와 최종 조치를 문서화하고 그 차이에 대한 설명을 기재

• 대부분의 경우 조사와 징계에 대한 책임을 분리 

• 일관성, 엄격성 및 공정성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추세 분석 및 독립적 모니터링 실시 

⑥보완과 개선

자체 검토를 통해 회사는 조사 절차를 보강하고, 동일한 사고의 반복을 피하며, 법규 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할 영역을 식별할 수 있다. 자체 평가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만족도 조사를 위해 신고자 피드백을 요청

• 실행 계획과 이행 책임을 문서화하여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이를 위해 GRC 시스템을 

활용하여 효과와 효율 및 투명성 극대화

• 기업의 윤리 및 법규 준수 문화를 고취하기 위해 직원 및 기타 이해 관계자에게 개선 사항을 전달

내부신고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문서화: 윤리 강령과 내부신고 정책 및 절차를 문서화

책임자 결정: 경영진에 의한 감독 방식,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 누가 

(예를 들어, 내부감사) 절차를 모니터링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명확히 기술

임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 내부신고제도에 대해 계속 커뮤니케이션하고 IT 활용

지속적인 개선: 잘못된 점은 바로 잡고 실수를 통해 학습하는 문화를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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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상 

감리와 제재, 

무엇이 달라졌나?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2020년 1분기 · Vol.11

• 최근 회사가 재무제표 심사 또는 감리를 받았는가? 받았다면 결과와  

후속조치는 무엇인가?

• 최근 재무제표 재작성 사례는 없었나? 있었다면 사유와 후속조치는 무엇인가?

• 회사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주석 모범사례와 중점점검 회계 이슈를  

업데이트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가?

• 회사의 현황, 동종업계 추이, 시장 상황에 비추어 회계처리(특히, 회계추정치)가 

합리적인가?

• 회사의 재무제표가 자금 조달이나 상장 유지 등에 영향을 주는 경우,  

관련 계정과목에 대해 경영진이 보다 철저히 검증하였는가?

• 특수관계자 거래가 적절히 검토되고 회계처리되었는가?  

일반적인 거래와 비교하여 추가적인 검증 절차를 두었는가?

• 내부회계관리규정이 요구하는 절차가 실질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 

• 핵심감사사항과 관련된 항목에 대해 경영진은 추가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가?

• 외부감사인이 보고한 내부통제 취약 또는 특정항목에 대한 이상징후  

경고(warning letter)에 대한 경영진의 대응이 적절한가?

감사위원회 Check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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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기능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주기적 지정제를 통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제고, 감독 제도의 선진화 등을 통해 개정된 외부감사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과 그 과정상 효과

적인 통제의 설계 및 운영을 책임지고, 지배기구는 실효성 있게 재무제표 작성 과정과 그 

산출물을 감독하며, 외부감사인은 보다 독립적인 입장에서 외부감사를 수행하여 재무제표

의 잠재적인 부정이나 오류를 사전에 예방한다. 그리고 사후적으로 감독당국은 재무제표

에 대한 심사와 감리 등의 감시 활동을 통해 부정이나 오류가 없는지 검증하고, 문제가 발

견될 경우 법규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한다. 다시 말하면, 기업의 재무정보와 관련된 당사

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가 만들어진다.

본고는 재무정보와 관련된 당사자 중 하나인 감독당국의 재무보고 감독 기법과 제재 방식

의 주요 내용에 대해 최근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경영진(회사)

• 회계정책 결정,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

감사(위원회)

• 재무보고 감독

• 외부감사인 선정 및 감독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외부감사인

• 재무제표 감사의견 표명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표명

감독당국, 투자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

• 재무정보 모니터링

• 재무정보 활용

Corporate Reporting Supply Chain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

acc.sam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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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제표 심사와 감리 제도

2018년 10월 재무제표 심사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종전에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감리

를 통해 먼저 발견한 기업의 회계부정 혐의를 규명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재무제표를 간접적으로 

감독하였으나, 재무제표 심사 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직접 감독하는 방식이다. 심사는 그 절차

와 후속적인 조치가 감리에 비해 간소하기 때문에 감독당국은 더 많은 최근 재무제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만약 재무제표 심사 중에 예외적으로 중대한 회계부정이 발견되었다면, 감리를 실시함

으로써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다.

최근 공시된 재무제표를 모니터링하고 오류가 발견된 경우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는 재무제표 심

사 제도는 미국 등 선진국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방식이다. 미국은 3년 정도의 주기로 상장회사 재

무제표를 심사한다. 현재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감리 주기가 20년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재무제표 

모니터링 주기가 상당히 짧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회사의 최근 재무제표를 감독당국이 들여다 

볼 빈도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적발될 확률이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결국 회사의 정확한 재무제표 작성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 즉시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 제외. 혐의가 구체적이거나 중대한 경우 곧바로 감리를 실시

출처: 금융감독원, 심사 감리 제도 설명회 자료, 2019.09 수정

종결

미이행

이행 YesYes

No No

재무제표 심사

• 제보 등 → 심사*

• 오류수정 → 심사

• 일반심사(위험요소ㆍ무작위)

• 중점심사(회계이슈 등)

혐의 입수

표본추출

• 위반내용ㆍ근거 등 통지

• 旣수정시 생략

수정권고

• (필요시)문답

• 심사조정 사전통지 등

금감원장 조치

• 감리위원회 심의

•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증선위 조치감리

• 문답 및 조사 절차

• 심사조정 사전통지 등

회계위반?
과실&

비반복?

재무제표 심사 감리

회사의 재무제표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는지 

검토하여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한 회사의 소명을 

들은 후,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제표의 수정을 권고하는 업무

회사의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일정한 제재조치 등을 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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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제표 심사

재무제표 심사는 회사의 재무제표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는지 검토하여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한 회사의 소명을 들은 후,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제표의 수정을 권고

하는 업무이다.

● 심사 대상 선정

재무제표 심사는 표본 추출 또는 혐의에 기반하여 실시한다. 표본 추출은 계량 및 비계량 분석을 

통해 위반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회사, 심사 또는 감리 후 경과기간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추

출된 회사, 중점점검 회계이슈1 해당 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다. 혐의는 중요성 4배 이상 금액 또는 

최근 5년 3회 이상 오류수정이 있는 회사, 제보 또는 중앙행정기관(검찰 등)의 감리 의뢰가 있는 

회사, 금감원의 다른 업무수행 중 위반혐의가 발견된 회사 등이 해당된다. 단, 혐의가 구체적이거

나 중대한 경우 곧바로 감리를 실시한다.

● 심사 실시

감독당국은 DART 공시 자료,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 KIS Line 기업정보 등을 통해 회사에 대

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혐의나 특이사항 관련자료 및 소명자료 등

을 입수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회계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주석의 충실한 기재 

여부도 심사 대상임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회사는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회계처리의 적정성이나 

수치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주요 계정에 관한 주석이 회계기준 및 금융감독원 제시 모범사례2에 따

라 작성되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 수정 권고 및 결과 처리

회계위반이 발견된 경우 금융감독원은 회사에 회계위반 판단 내용 및 근거 등을 통지하여 수정을 

권고한다. 심사 전이나 심사 중에 회사가 자진수정한 경우에는 동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회사는 

수정 권고 내용에 대해 자체적인 검토 및 외부감사인과의 협의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검

토 및 협의 내용과 이행 결과 등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한다. 만약 회사가 기한 내에 수정 권고를 이

행하지 않거나, 합리적 이행계획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감리를 실시한다.

● 심사결과 조치

심사 결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를 실시한다. 

•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고의 또는 중과실

• 과거 5년내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후 재위반 발견시

• 금융감독원의 수정 권고를 회사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외의 사항은 수정 권고 이행시 금융감독원장의 경조치(경고 또는 주의)로 종결된다. 조치 예정

일 10일 전까지 회사에 사전통지서가 송부되며, 금융감독원 내 협의, 보고, 승인 과정을 통해 조

1 금융감독원은 매년(6월) 재무제표 중점 점검 분야를 사전에 예고한다. 2020년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적으로 점검할 회계 이슈는 4개 사항으로 

新리스기준 적용의 적정성, 충당부채·우발부채 등 관련 적정성, 장기공사계약 등 관련 적정성,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이다. 

2 금융감독원 회계포탈(http://acct.fss.or.kr)→회계기준→주석공시 모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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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확정된다. 그리고 확정된 조치의 내용과 사유 및 조치에 대한 불복절차 등을 피조치자에게 

통지하여 조치를 시행한다. 

(2) 감리

감리는 회사의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일정한 제재조치 등을 하는 업무

이다. 재무제표 심사 후 감리 대상으로 분류되거나, 혐의가 구체적이거나 중대한 경우 즉시 감리를 

실시한다. 

또한, 외부감사법의 개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 수준이 감사로 강화되어, 내부회계관

리제도에 대해서도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재무제표 심사 또는 감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에 기인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의 감사보고서에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사항이 있다는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을 제

시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감리 과정은 종전과 동일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감리 실시

감리에 착수하면 감독당국은 회사의 회계 관련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고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

할 수 있으며, 외부감사인에게 감사조서 등의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실

사 등 현장 감리도 가능하다.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무혐의로 감리가 종결되며,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답을 실시하거나 질문서를 발송한 후 답변서를 받아 

검토한다.

● 감리 결과 처리 및 조치

감독당국은 회사, 외부감사인 등 당사자에게 위반에 관한 사실 관계, 조치 내용 등을 사전통지한

다. 그리고 감리위원회가 조치안을 심의하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조치안을 의결한다. 당사자는 조

치가 취해지기 전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감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독당국

에 문서 및 구두로 감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참고>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 제도 근거 법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외감규정)

심사 및 감리의 실시와 그 방법 • 외감법 제26조, 제27조

• 외감규정 제23조, 제24조

심사 및 감리 수행결과 조치 • 외감법 제29조, 제35조

• 외감규정 제26조, 제27조

심사 및 감리결과 조치등의 기준 • 외감법 시행령 제43조 및 별표1

• 외감규정 제27조, 제43조 및 별표7~8

• 외감규정 시행세칙 별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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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재: 심사·감리 결과 조치양정기준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를 수행한 결과에 기초하여 회사, 회사의 임원, 감사인 등을 조치하고3 부과

할 과징금을 결정한다. 이를 위해 회계처리위반의 유형, 동기, 중요도와 가중·감경 사유를 고려하

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1)에서 정하고 있다. 

작년 4월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양정기준은 개정 외부감사법령을 반영하고, 종전 기준에 대한 비판

을 수용하여 위반 동기 판단에 세부 요건을 추가하는 등 합리성을 제고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우선 고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다. 위반 내용이 비자금 조성, 횡령, 배임 및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되거나 위반 사항 수정시 상장진입요건 미달 또는 상장퇴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 관련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중요성 기준금액 미만이더라도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위법행위도 고의로 보는 위반행

위에 추가하였다. 둘째, 제재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중과실 판단 기준에 정량적 요소를 비롯한 

세부 요건을 명시하였다. 셋째, 정보의 중요성에 따라 위법 유형을 재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영업·

비영업손익, 유동·비유동항목 간 계정재분류는 위법 유형을 상향 조정하였다. 그 외에도 연결범위 

적용 위반에 대한 조치 기준 완화 등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조치양정절차 흐름 

출처: 금융감독원, 심사 감리 제도 설명회 자료, 2019.09 수정

위법행위 동기 및 중요도에 따라 기본조치를 결정

사유별로 1단계 가중, 감경하되,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위반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단계 감경 가능

A: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

B: 자산·부채의 과대·과소계상, 수익·비용의 과대·과소계상,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과대·과소계상, 영업·비영업 

손익간 계정재분류, 유동·비유동항목간 계정재분류

C: 주석 중 특수관계자 거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질권설정,  

지급보증 등으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자산의 사용이나  

처분의 제한 또는 우발부채

D: 계정과목 재분류 등 위 이외 사항

고의, 중과실, 과실

금액규모에 따라 5단계(위반 유형별로 다름)로 분류

위법행위의 

유형, 동기 

중요도 결정

기본조치 결정

위반유형

동기판단

중요도

가중, 감경

3 개정된 외감법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제29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 임원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였다.(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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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정된 외부감사법은 회계처리기준 위반 발생시 관련 당사자 별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먼저,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4이 회사의 위법행

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외부감사인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계

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감사보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

금을 부과한다. 제척기간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8년이다. 

제재 수준의 결정에 있어 회계처리 위반이 고의나 중과실인지 여부가 중요하다. 회사와 임직원의 

경우 다음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다고 본다. 단,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소명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고의

1)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거나 부채를 누락하는 등 회계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조작 또는 

누락시켜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회계장부, 전표(傳票) 등 회계장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서류, 관련 전산자료 및 증빙자료 등을 

위·변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3) 감사인이 요구한 자료를 위·변조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으로서 위법행위가 회사, 주주 또는 임직원 등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가)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자금의 조성,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되는 경우

나) 특수관계자와의 비정상적 거래와 관련되는 경우

다)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채무감면 등과 관련되는 경우

라)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수정하면, 상장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을 할 수 없거나, 상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마) 자본시장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본다. 그러나 위법행위가 

다음의 중과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판단하며, 당사자가 합

리적으로 소명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4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회계담당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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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과실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중과실로 판단’

행위 판단 기준 & 정보의 중요성 판단 기준

직무상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판단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 내부회계관리규정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명백히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

㉢ 기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회계정보 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정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위반금액이 중요성 금액의 4배를 초과

㉡ 핵심감사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사회통념상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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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 유의사항

조치양정기준은 감사(위원)의 책임에 대해 추가적인 고려사항을 제시한다.5 회사의 회계 관련 위법

행위가 발생한 경우 감사(위원)는 원칙적으로 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을 지지만, 위법행위를 저지하

기 위한 노력이나 감사업무의 충실한 이행 등이 인정되면 책임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감사(위원회)는 법규와 모범규준 등에서 정하고 있는 감사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잠재적인 위법

행위를 인지한 경우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바로 잡아야 한다. 사후적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수행한 업무에 대한 문서화도 필요하다.

특히 외부감사인이 감사(위원회)에 내부통제 취약 또는 특정항목에 대한 이상징후 경고(warning 

letter) 등을 보고했음에도 이에 대한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위법 동기를 

중과실로 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내부통

제나 회계처리에 관한 이슈를 파악했다면, 이에 대해 경영진과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과거에 비해 회사의 재무정보를 관심있게 들여다 볼 당사자들이 많아질 것

이라는 사실이다. 앞서 살펴본 감독당국의 재무제표 심사 제도는 회사의 재무정보가 모니터링되

는 빈도와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또한, 기관투자자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ESG(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외부 이해관계자의 재무정보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회계처리나 공시 정보에 관해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임

을 시사한다. 이러한 시장 환경의 변화로 인해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정보의 작성은 회사가 능동적

으로 대처해야 할 지속적인 과제가 되었다. 그 출발점은 회사가 정확한 재무정보를 적시에 작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며, 감사(위원회)는 전문가적 의구

심을 갖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5 상세한 내용은 맨 마지막의 부록 참조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23

 부록          

심사·감리 결과 조치양정기준, Ⅷ. 감사(감사위원)의 책임 구분

•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대상은 원칙적으로 상근 감사(감사위원)로 하되, 상근직이 없거나 

실제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상근직에 대한 조치가 부당한 경우로서 해당 비상근 감사 또는 

비상근 감사위원의 직무소홀이 큰 경우 비상근직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경우 협의체 특성 등으로 인해 감사위원의 개별적 책임 구분이 어렵고,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모든 감사위원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다.

• 감사(감사위원)는 회사의 회계 관련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을 진다. 다만, 감사(감사위원)가 회사의 위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 또는 

감사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한 점 등이 인정되는 경우 감사(감사위원)에 대한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 감사(감사위원)의 위법동기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위법동기와 동일한 것으로 보되,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기 어려운 경우 회계 관련 감사(감사위원)의 직무를 소홀히 한 정도에 따라 

중과실 또는 과실로 본다. 다만, 외부감사인이 감사(감사위원회)에게 내부통제 취약 또는 

특정항목에 대한 이상징후 경고(warning letter) 등을 보고했음에도 이에 대한 감독업무  

소홀로 회계 관련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위법동기를 중과실로 본다. 

• 감사(감사위원)의 위법행위의 중요도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위법행위의 중요도보다 1단계 

낮은 수준으로 보되, 감사(감사위원)의 위법행위 적극 개입, 묵인·방조 등 고의적 위반행위 

또는 내부통제절차의 중대한 결함 방치 등 중대한 감독 소홀의 경우에는 회사와 위법행위의 

중요도와 동일한 것으로 보며, 감사(감사위원)의 고의적 위법행위의 경우 감사(감사위원) 

해임권고에 더하여 감사(감사위원)에 대한 고발 등을 할 수 있다.

• 감리결과 감사(감사위원)의 전문성 및 책임성 등이 미흡하거나 지원조직이 부실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개선권고를 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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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이사회는 규제당국, 투자자 및 의결권 자문기관 등으로부터 더 많은 

역할을 기대 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감사위원회는 사이버 보안 위험과 같이 점점 

복잡해지는 영역을 감독하고 있으며 업무 강도는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전체 

이사회는 전반적인 감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의 활동에 많은 

부분을 의존한다.

많은 감사위원회가 기업 내·외부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최선의 접근 방식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지만, 이는 회사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각 감사위원회는 법규상 막중한 

책임을 이행하고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며, 예상치 못한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확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특히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위원회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주도적이며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즉,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단순히 감사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는 정도의 역할에서 벗어나 감사위원회의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총괄 지휘하여야 한다. 

본고는 효과적인 감사위원회 활동과 감사위원들의 충분한 역할 수행을 진작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실행할 수 있는 제언을 담았다.

Audit Committee Excellence Series:

감사위원회 위원장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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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의 초석 

우수한 감사위원회는 좋은 위원장을 초석으로 한다. 훌륭한 리더십과 업무 효과는 동반 관계이다.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효과적인 역할 수행을 통해 다른 위원회 위원, 경영진 및 외부감사인로부터 

최상의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

acc.samil.com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업무 경험, 건전한 의구심, 성실성 및 강력한 의사 소통 기술을 보유해야 한

다. 감사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안건 선정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고 회의가 잘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다른 위원회와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어

야 한다. 예를 들어, 감사위원회는 CEO의 성과 연계 보상금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재무 수치 조

정 내역이 적절하고 정확한지에 대한 의견을 보상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미국 S&P500 기업의 감사위원장 경력 분포1

전현직 재무 임원 

(CFO 포함)32% 25%

7% 11% 25%현직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최고운영책임자(COO)

전직 회계법인 

임원
Other

전직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최고운영책임자(COO)

Source: Spencer Stuart, 2017 Spencer Stuart U.S. Board Index, December 2017.

80%

20%

1 우리나라 대규모 상장기업의 경우 감사위원장의 27%가 전현직 교수, 26%가 관료 출신이며, 전현직 경영진은 9%에 불과하여 미국과 상당히 다른 분포를 

보인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 2019 트렌드 리포트 Vol.1) 

효과적인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충분한 경험

회사의 사업,  
관련 위험과  

통제에 대해 이해

특정 이슈를  
언제 전체 이사회에 

논의할 것인지  
판단 가능

전문가적 
의구심

독립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

지식적인 
측면에서 접근

자신감과 
성실성

‘최고 경영진의 
의지(tone at the 

top)’의 강조

모든 감사위원회 
규정이 준수되고 

있음을 입증

조직적이고 
능동적

감사위원회 안건의 
우선 순위 판단

원활한 회의 진행: 
불필요한 논의 차단

강력한 
업무 소통 능력과 
인간관계 기술

전체 이사회에 
명확한 이슈 보고  

및 업데이트

필요한 경우, 어려운 
질문이나 불편한 
커뮤니케이션도 

적극 참여

감사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

감사위원회 안건 
선정과 효과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간 투자

경영진과 
다른 위원회의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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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는 어떤 구성이 바람직한가?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주요 책임은 이사회 리더십과 협력하여 전반적인 구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다. 이는 감사위원회를 적합한 감사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위원들의 전문성을 유지하며, 주기적으

로 구성원을 교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성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실질적인 이득을 줄 수 있다. PwC US의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이사의 57%는 성별 및 인종 다양성이 이사회의 전략 및 위험 감독에 대한 접근 방식을 개선한다

고 답하였다.2

다양성은 다양한 관점에서 나온다. 직무 경험과 관련하여, 전·현직 재무 임원, CEO, 위험 전문가, 

회계사 등이 섞여 있다면 다양한 관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때로는 감사위원회에 1인의 회계 및 재무 전문가만 있고, 그 사람이 위원장인 경우가 많다. 이 경

우 위원장은 해당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데 집중해야 하지만, 회의를 지배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동일한 수준의 깊은 재무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다른 분야에 대한 기술과 전문 지식이 있는 

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의 논의 수준과 감독 역할을 개선하는 데 귀중한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가 갖추어야 할 사항을 검토할 때 ‘소프트’ 스킬(soft skills)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협상, 

팀워크, 문제 해결 및 의사 소통 능력과 같은 소프트 스킬은 감사위원회에 핵심적인 ‘하드’ 스킬

(hard skill)인 재무 및 전문적인 역량을 보완할 수 있다.

참고.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

한국

상법

• 3인 이상으로 구성, 3분의 2 이상 사외이사 

• 감사위원 중 1명 이상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① 공인회계사 (5년 이상의 경력)

② 회계 또는 재무 연구원 혹은 조교수 이상 (회계/재무 석사학위자 

이상으로 5년 이상의 경력)

③ 상장회사 회계 또는 재무 담당 임원 (5년 이상의 경력) 또는 임직원  

(10년 이상의 경력)

④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특정기관의  

회계 또는 재무 담당자나 감독자 (5년 이상의 경력)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  3명 이상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

•  최소 2명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인 감사위원은 법규에서 요구하는 자격과 경력 

이외에도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회계감사,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등에 관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

2 PwC, 2017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Octo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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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NYSE  

상장 규정

•  3명 이상 전원 독립(사외)이사로 구성

•  감사위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재무 정보에 대한 이해력(financially 

literate)을 갖추고 있거나, 최소한 감사위원이 된 후 일정기간 내에 

충족

•  최소한 1명 이상 회계 또는 재무 전문지식(accounting and related 

financial expertise) 보유

NASDAQ 

상장 규정

•  3명 이상 전원 독립(사외)이사로 구성

•  감사위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선임 시점에 재무제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  최소한 1명 이상 감사위원의 재무정보에 대한 깊은 이해(financially 

sophisticate) 요구

SEC 규정

•  감사위원회의 회계 및 재무 전문가는 아래의 역량을 모두 충족

① 재무제표와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대한 이해

② 회계추정, 충당금, 적립금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회계원칙이  

적용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

③ 재무제표를 작성 또는 감사해 본 경험

④ 재무보고와 관련된 내부통제에 대한 이해

⑤ 감사위원회 기능에 대한 이해

모범적인 감사위원은 동료 이사와 경영진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해

야 하는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이해할 것이다. 회사 임직원의 부정 또는 불법행위 혐의가 발견된 경

우, 감사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하고 결론을 내리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감사위원은 공정성과 객

관성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감사위원회의 적정 인원 수는?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감사위원회는 3~6명으로 구성되며 4명이 가장 일반적이다. 4명의 인원은 

너무 적지도 많지도 않은 적절한 인원으로 판단된다. 감사위원회의 규모가 작을수록 효율적인 토

론이 촉진되고 회의 일정을 잡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며, 감사위원의 승계 계획도 보다 쉽게 수립

할 수 있다. 예상치 못한 감사위원의 사임이 발생하는 경우, 4명의 구성원이 있다면 법정 요건인 3

명의 구성원을 채워야 하는 긴급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이유로 감사위원회에는 최소

한 두 명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두는 것이 좋다. 실제로 S&P500과 S&P1500에 속하는 회사

의 70% 정도가 두 명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3 Center for Audit Quality and Audit Analytics, analysis of 2017 proxy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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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관투자자 및 의결권 자문

사는 사외이사가 다수의 이사회에

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

한 바 있다. NYSE의 경우 3개사를 

초과한 상장회사 감사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사외이사는 이사회의 승

인을 받을 것으로 요구한다.4 감사

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활동

에 투입해야 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감사위원의 ‘오버 보딩

(over-boarding, 과도한 이사회 활

동)’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5

4 NYSE Listed Company Manual, 303A.07 Audit Committee Additional Requirements

5 우리나라의 경우, 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음

6 최근 상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포함하여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따라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적절한 주기로 감사위원 교체 필요

이사 임기는 이사회와 투자자 모두에게 논쟁의 대상이 되는 주제이다. 장기 재임 이사는 회사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사업을 이해하며 회사의 운영 방식을 알고 있다. 그러나 오랜 재임 기간으로 

인해 종전의 감독 역할에 안주하거나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

어, 기관투자자인 State Street Global Advisors는 이사회 구성원의 평균 재임 기간이 길 경우 장기 

재임한 이사가 감사위원에 선임되는 것에 반대한다.

미국의 경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많은 이사회가 감사위원회 구성원을 순환

(rotation)시킨다. 대부분의 이사회는 공식적인 순환 정책을 수립하는 대신, 각 위원회의 직무를 정기

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단순히 이사의 재임 기간이 아니라, 각 위원회의 요구 사항, 이

사의 전문성, 경험, 시간 활용도 등이 위원회의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이러한 순환 정책은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평가된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5-7년 정도의 기간은 회사에 대한 

축적된 지식과 새로운 구성원의 신선한 관점이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으로 판단된다.6

신규 선임 이사 - 감사위원회 활용

새로운 이사회 구성원이 감사위원회 회의에 참관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한다. 신규 선임 이사가 감사위

원회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감사위원회의 핵심적인 안건(예를 들어, 위험 감독, 재무보고, 중요한 판단 

및 추정)에 대한 논의를 듣는 것은 매우 가치 있고 효율적인 입문 교육 방식에 해당한다.

         에 해당하는 

S&P500 기업은 감사위원이 속할 수 

있는 다른 감사위원회 수를 제한함

그 중                     는  

해당 기업을 제외하고  

최대 2개사까지 재직 가능함

Source: Spencer Stuart, 2017 Spencer Stuart U.S. Board Index,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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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감사위원의 적응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신규 감사위원이 위원회 활동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절차가 중요하다. 신규 감사위원은 동 

절차를 통해 감사위원으로서의 책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감사위원회 위원장과의 

만남을 통해 시작하며, CEO, 재무 임원,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인과의 회의도 포함한다.

오늘날의 변화 속도를 고려할 때, 지속적인 교육은 모든 이사회 구성원에게 중요하다. 특히, 회계 

및 관련 기준이 계속 변화한다는 점에서 감사위원들을 위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지속적인 교육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감사위원들에게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

위원들의 교육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위원회의 역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몇 가지 모범 사례

는 다음과 같다.

• 이사회 전체 회의 - 회사 내·외부 전문가가 산업 동향, 회계 및 관련 제도 제·개정 업데이트, 

지배구조 주요 이슈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해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회의 시간에 포함

• 외부 교육 - 포럼이나 세미나 등 행사에 직접 참석하거나, 행사에 참석한 감사위원이 위원회 전

체에 전파

신규 감사위원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분야 핵심 주제

재무보고 • 중요한 회계 정책

• 주요 회계추정치

• 내부회계관리제도

• 사업 부문

• 자금조달과 유동성

• 감독 환경(금감원, 금융위)

• 잠정 실적 산정

• 재무정보 공시의 시기 및 절차

위험 관리 및 준법 • 위험관리 절차 • 내부신고 프로그램 • 윤리 강령

감사위원회 절차 • 감사위원회 규정 • 감사위원회 회의 안건

지원 • 위원회 자체 평가 • 위원장의 역할 • 지속적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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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회의: 실무적인 접근 방법

감사위원회는 법규상 요구사항과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한정된 시

간 내에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효과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

위원회 위원장은 다음에 제시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회의 안건 계획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과 통합되어 신중하게 계획된 안건이 없다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최악의 경우 기본 의무를 다하지 못할 수도 있다. 모범 사례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경영진 연락 담당자 지정 -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안건 선정 절차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필

요하다. 안건 선정 절차에는 기중 발생한 변동 사항의 반영도 포함한다. 다른 경영진과 연락

하고 안건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담당자(예를 들어, 경영지원 담당 임원, 내부감사책임

자)를 지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사위원회 규정 준수 - 감사위원회 규정은 매년 회의 안건을 계획하는 데 출발점이 된다. 

감사위원회 규정은 주주를 향한 감사위원회의 약속이며, 이행할 책임을 반영한다. 안건에 대

한 계획은 규정의 각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연간 논의 주제의 계획 - 매년 초 예정된 모든 회의에 대해 회의별로 안건 주제와 할당할 

시간을 미리 계획한다. 대부분의 안건은 매년 반복된다. 법규 개정이나 IT, 세금과 같은 중요

한 현안은 ‘심층 분석’할 시간을 배정하고, 기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논의

하기 위한 시간도 고려해 두어야 한다.

회의 전 안건 점검 - 회의 안건을 확정하여 배포하기 전에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다른 감사

위원, 경영진 및 외부감사인과 논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동 과정을 통해 위원장은 안건을 

수정하거나 시간 배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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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자료: 핵심 정리

많은 이사들이 이사회 자료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보다 깊은 경영 통찰력, 주요 리스

크에 대한 효과적인 강조, 더욱 간략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감사위원회의 경우 감독

을 위해 검토해야 할 자료의 양이 방대하므로 효과적인 사전 회의 자료가 중요하다. 좋은 회의 자

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적절한 시점에 제공 - 감사위원은 자료를 검토하고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다. 경영진은 회의 

날짜의 최소 일주일 전에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분기별 실적 발

표와 같이 일정이 촉박하고 안건이 한정된 경우 회의 시간이 짧을 것이므로 전화 회의가 적

절할 수도 있다. 이사회가 포털(온라인상 자료 공유)을 사용하는 경우, 자료를 포털에 게시하

는 것이 최선의 관행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요 주제에 대해 일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잘 작성된 요약 - 감사위원들은 정보 과부하를 자주 경험한다. 사전 회의 자료의 각 섹션에 

대한 요약은 매우 유용하다. 경영진과 논의하여, 회의 자료의 맨 앞에 핵심 요약을 배치하고 

적절한 수준의 보충 자료를 첨부하는 방식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잘 작성된 요약 자료

는 공통적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해당 주제가 안건에 포함된 이유

• 경영진의 관점과 결론

• 핵심 내용

• 필요한 절차(예를 들어, 위원회 결의)와 일정

변경 사항 강조 - 반복되는 공시 서류와 경영진의 보고 및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내

용은 그 양이 방대하여 검토하기 부담스럽다. 반복되는 보고서는 거의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

므로 새로운 내용은 무엇이고, 전 회의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

분기에 비해 실질적으로 변동된 사항을 경영진이 문서(예: 공시 서류, 외부감사인에게 제출

한 경영진의 서면 진술)에 강조하여 표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통해 

감사위원들은 예상치 못한 변경을 포함하여 변동 사항의 근본적인 이유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록 활용 - 감사위원에 따라 다른 수준의 세부 정보를 원할 수 있다. 따라서 핵심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가지고 있으면 유용할 수도 있는’ 세부 사항은 부록에 포함하여 더욱 간결하

고 응집된 자료를 만든다. 먼저 모든 감사위원이 부록에 포함될 세부 사항의 수준에 동의하

는 것이 중요하다. 경우에 따라 감사위원은 부록에 제공된 추가적인 정보를 반드시 검토해

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를 회사의 법무팀과 상의하고 싶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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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자료 모범사례

자료 예시

• 주요 내용 요약

• 그래프를 활용한 트렌드 분석

• 강조할 내용 요약

• 전년 대비 주요 변동 사항 강조

• 주요 내용 요약: 계획 대비 완료된 감사 절차,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감사 

계획 변경 및 기타 민감한 사항 

• 내부감사 보고서 발행, 해결되지 않은 문제, 해결 기한이 지난 문제, 위험 

/ 주제별 / 사업 부서별 발견사항 추세 분석, 내부감사 인력 및 자원 요구 

사항 등을 담은 대시보드

• 주요 내용 요약: 중요한 신규 클레임, 미해결 클레임 현황, 위험 평가 

수정 및 기타 민감한 사항

• 중요한 신규 및 미해결 클레임 현황, 위험 / 주제별 / 사업 부서별 클레임 

추세 분석, 준법감시 인력 및 자원 요구 사항 등을 담은 대시보드

• 전년 또는 전분기 대비 변동 사항 및 업데이트 내용 강조

• 중대한 변동 사유에 대한 설명 제공 

경영진 재무 분석

사업보고서

내부감사책임자 

보고

준법감시인 보고

외부감사 관련 

(예를 들어, 계약서, 

경영진 서면진술, 

변호사 조회서 등)

● 회의 준비 마지막 단계: 회의를 위한 회의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려면 회의 전에 최종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전 회의 자료를 검토한 후에 감사위원회 회의와 관련된 사람(주로 CFO, 내부감

사책임자, 준법감시인, 외부감사인)들과 논의하는 것이 핵심이다.

‘회의를 위한 회의’의 목적은? 

• 관계 구축

• 사전 회의 자료를 명확히 하고 피드백을 제공

• 예정된 회의에서 발표할 때 강조할 요점과 할당된 시간의 안배

• 위원회 구성원이 할 수 있는 잠재적 질문과 문제 제기에 대해 언급

전반적으로 이러한 회의는 회의자료가 지나치게 방대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참석자가 회의에 잘 대

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모범사례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33

● 감사위원회 단독 회의와 비공개회의: 커뮤니케이션의 향상 

감사위원회 단독 회의와 비공개회의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감사위원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감사위원회가 이러한 회의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각 회의의 모범 사례

는 다음과 같다.

감사위원회 단독 회의와 비공개회의의 마지막 유의점: 회의가 길어지더라도 중단시키지 않는다. 감

사위원회의 감독 역할을 위해 이러한 회의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감사위원회 단독 회의와 비공개회의 모범사례

감사위원회 단독 회의

비공개회의

참석자:  

감사위원회 구성원만 참석

참석자: 

최소한 CFO, 내부감사책임자, 

외부감사인은 단독으로 감사위원회 

와 비공개회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준법감시인(CCO), 

최고위험관리자(CRO), 최고정보 

보안책임자(CISO), 최고정보책임자 

(CIO) 및 세무 책임자도 이러한 

비공개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목적: 

•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솔직한 대화를 장려

• 관계 구축

• 전체 회의 중 논의된 문제를 명확화

• 부정위험과 기업 문화와 같은 민감한 

주제에 대해 질문

• 경영진에 대한 멘토링 및 코칭; 

감사위원회의 집단 지식과 경험은  

매우 귀중한 자산인만큼 경영진의 

역량 개발을 돕기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

목적: 

• 감사위원들에게 자유로운 대화시간  

제공

• 회의 전: 사전 회의 자료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견 제시

• 회의 후: 안건에 대한 후속 조치의 

우선 순위를 정리하고 다음 회의 

안건에 대한 의견 제시

빈도: 

대부분의 감사위원회 회의 시작  

전이나 종료 후

빈도: 

모든 현장 회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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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감사위원회의 기능 개선

감사위원회 평가 프로세스는 단순히 법규에서 요구해서 수행하는 절차가 아니라, 더 효과적인 감

사위원회를 만들어가는 메커니즘이어야 한다. 각 구성원은 특정 피드백과 개선 사항을 주고 받을 

수 있다. 평가는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고 개선 방안을 찾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감사위원회 구성과 업무 성과를 솔직히 논의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해 간다면 감사위원

회는 자연스럽게 최상의 역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위원회 활동 투명성 향상: 공시 사항의 증가 

공시는 감사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 감독기관을 비롯한 외부

의 이해관계자가 감사위원회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외부이해관계자의 관여는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개선하고 업무의 질을 높여야 하는 유인으로 작용한다. 즉, 감사위원회에 대

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을 높여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선

순환이 일어난다.

감사위원회에 관한 정보는 주로 사업보고서나 지배구조 보고서를 통해 공시된다. 사업보고서상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에서 감사위원회의 일반적인 정보와 활동이 기재되며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

된다.7

• 감사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 및 사외이사 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 감사위원회의 활동

• 교육 실시 계획

• 교육실시 현황 

•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위 정보와 더불어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에서는 감사(위원)의 보수 정보가 공시된다. 또한 

법률상 보고 의무와 관련하여 감사보고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가 사업보고서에 첨부

된다. 감사위원회는 상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

하며, 감사방법의 개요,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영업보고서에 대한 감사결과를 포함

한다. 또한, 외부감사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보고서를 사업보고서에 

첨부한다.

7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 제7-2-1조(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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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

해야 한다. 감사위원회가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업무를 수행

하고 있음을 주요 활동내역 공시를 통해 설명하며, 핵심지표 준수 현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는 명시적으로 해당 항목의 준수 여부를 기재해야 한다.

감사위원회 관련 핵심지표 준수 현황

①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②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③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전문가 존재 여부

④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감사위원회는 관련 공시 정보를 검토할 때 공시 정보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유용성과 투명성을 평

가하고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시 내용을 개선해 가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 공시 정보 초안에 대한 사전 검토 

• 동종업계 및 경쟁기업의 공시 정보 벤치마킹

• 공시 모범 사례 참고 

유능한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효과적인 감사위원회의 초석이다. 

감사위원회는 적절한 구성원과 강화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철저한 접근 방식과 더불어 효율성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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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리스크

관리와 감독

‘사이버 리스크는 전사적 차원의 문제이며, 

 보안 위협에 노출되지 않은 회사는 없다.’

회사가 효과적인 사이버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운영하면  

사이버 보안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이버 관련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속히 회사를 원래 상태로 복구하여 재무적인 손해와 평판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과연 우리 회사는 사이버 리스크에  

미리 대비하고 관련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을까?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2020년 1분기 · Vol.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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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이버 위협은 어디에나 있으며, 보안 침해는 일상적으로 여겨질 만큼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사이버 관련 사고는 금전과 평판 측면 모두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 전 세계적으로 사이

버 범죄로 인한 비용은 2021년 1월까지 연간 6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1 해커가 정교하고 

새로운 기술을 사용함에 따라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사이버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해 회사들은 분투 중이며, 이사회가 이를 감독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

니다. 본고는 사이버 리스크와 관련하여 회사에 주어진 과제와 이를 위한 대책에 대해 알아본다. 그

리고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사회가 무엇을 지원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

누가 사이버 리스크를 관리하는가?

이사회와 경영진은 사이버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전적으로 IT 부서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명

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이하 CISO)와 IT 

부서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사이버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경영진, 사업부 

책임자, IT 및 보안 그룹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

물론 IT부서와 경영진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기업이 강력하고 효과적인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끝날 일이 아니라 긴 여정이 될 수 있다. 회사들은 이 

여정에서 각기 다른 단계에 

위치하고 있을 것이다. 사실

상 위협이 되는 환경이 지속

적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

에 이 여정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또 다른 중요한 그룹으로 회

사 임직원이 있다. 임직원은 

회사의 정책, 기준 및 절차

를 따르며 교육을 받고 의심

스러운 활동을 보고함으로

써 IT 보안을 지원한다.

Board of 
directors

Oversight

Ownership Operation

Management 
and business

IT and Security

Key Roles in Cyber Risk Management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

acc.samil.com

1 Cybersecurity Ventures and Herjavec Group, 2017 Cybercrime Report, Octo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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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디지털 자산 목록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

37%의 이사만이 회사가 가치 있고 민감한 디지털 

자산을 식별하였다는 사실에 안심하고 있다.2

회사와 디지털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제3자를 

인지하고 있지 않다.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은 자신의 회사가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통제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한 정보를 

공유하는 제3자에 대한 포괄적인 목록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하였다.3

회사는 데이터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은 상대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사 중 17%만이 디지털 자산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회사에서 확인하였다는 사실에 

안도하였다.4

회사의 사이버 보안이 취약하다.

회사가 정기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가짜 

이메일 메시지 차단 및 피싱 공격 인식에 관한 

직원 교육 등 더 나은 사이버 보안 환경을 

조성하였다면, 2017년 발생한 전체 보안 침해의 

93%를 예방할 수 있었다.5

회사가 취약한 시스템에 패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한 연구에 따르면, 보안 침해를 보고한 응답자의 

57%는 취약점에 대한 패치가 제공되었지만 

적용하지 않았다고 답하였다.6

회사가 사이버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치는 

광범위하다. 

기업이 ‘사물인터넷’(IoT) 장치를 활용함에 따라 

공격 영역이 증가하고 있다. 경영자의 81%는 

IoT가 비즈니스의 일부에서 중요하다고 답했지만, 

39%만이 IoT 도입에 대한 충분한 ‘디지털 

트러스트’ 통제(보안, 개인 정보 보호 및 데이터 

윤리)를 구축하고 있다고 확신한다.7

임직원은 보안과 관련된 자신의 역할에 대해 

교육을 제공받지 않고 있다.

경영진 중 34%만이 회사에 직원을 대상으로 한 

보안 인식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고 답하였다.7

사이버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며 역동적이다. 사이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어제 회사가 한 일은 오늘 효과가 없을 수 있고, 내일은 더욱더 그러할 수 있다.

사이버 보안의 일반적인 문제

2 PwC, 2018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October 2018.

3 Ponemon Institute, Data Risk in the Third-Party Ecosystem: Second Annual Study, September 2017.

4 PwC, 2018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October 2018.

5 Online Trust Alliance, Cyber Incident & Breach Trends Report, January 2018.

6 ServiceNow and Ponemon Institute, Today’s State of Vulnerability Response: Patch Work Demands Attention, April 2018.

7 PwC, Digital Trust Insights: The journey to digital trust,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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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에 대한 감독

이사회는 회사의 다른 주요 리스크와 마찬가지로 사이버 보안 리스크를 감독해야 한다. 즉, 이는 경영진과 함께 

주요 사이버 리스크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사회는 회사와 브랜드에 대한 리스크를 수용 가능

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경영진이 어떠한 통제(사이버 보험 등)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이해한다.

이사회가 감독할 7가지  

중점 영역: 경영진이  

사이버 리스크를 식별하고 

우선 순위를 정하며,  

이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이사회가 감독한다.

4.

사이버 전략 및 계획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한다.

1. 

사이버 리스크는  

IT 이슈가 아닌 전사적 

차원의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

5.

회사가 수용할 수 있는 

리스크 수준에 대해 

경영진과 논의한다. 

2.

사이버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감독한다.

6.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적절한 

정보를 얻는다. 

3.

법규상 요구사항을 

이해한다.

7.

사이버 복원력에 대해 

모니터링한다.

1. 사이버 리스크는 IT 이슈가 아닌 전사적 차원의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 

사이버 보안을 논의할 때 CEO, CFO 뿐만 아니라 각 사업부의 리더, IT 리더 등 다양한 경영진을 

포함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사이버 보안이 전사적인 과제이며 모든 사람

이 리스크 관리에 책임이 있음을 인지시킬 수 있다. 또한 논의를 통해 보안 공백이 있는 다른 영역

이 드러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CISO는 주로 IT 영역을 다루지만, 비금융회사의 경우 생산시설의 

산업제어시스템(Operational Technology, 이하 OT)도 보호해야 한다. 만약 CISO가 OT를 다루지 

않는다면, 이사회는 다른 누군가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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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사이버 리스크를 감독하는가?

Source: PwC, 2018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October 
2018; PwC. 2017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October 
2017.

Audit 
committee

2017 2018

50%

43%

Full board 30%

36%

Risk committee 12% 12%

IT/Digital  
committee

4% 4%

이사회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가?

• 회사의 리스크 현황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라.  

논의 주제로 회사의 사이버 보안 전략,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사이버 위협의 유형, 회사의 ‘crown 

jewel’(가장 중요한 디지털 자산)의 특성, 가장 최근의 리스크 평가 결과 및 계획된 보완 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회사의 리스크 허용 수준과 비교하여 검토되어야 하며, 리스크 허용 

수준 자체도 주기적으로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

• 외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라.  

사이버 리스크와 관련하여 전문가로부터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있다.

• 다른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구하라. 

이사회는 주기적으로 외부 컨설턴트가 회사의 사이버 보안 상태를 점검하고 이사회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회사의 임직원이나 다른 회사의 동료로부터 다양한 관점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

2. 사이버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감독한다.

먼저 전체 이사회가 사이버 리스크를 감독할 것인지, 

아니면 산하의 소위원회에 감독을 위임할 것인지 결

정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감독을 위

원회에 위임한 경우에도 전체 이사회가 포괄적인 업

데이트를 주기적으로 보고받아야 한다. 또한 이사회

가 해당 주제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

요하다.

•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경력을 가진 이사를 

선임한다.

• 많은 이사회가 회사의 CISO 또는 외부전문가부터 

관련 주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받는다. 

민감한 이슈인 경우 CISO와 비공식 회의를 가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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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규상 요구사항을 이해한다.

정보사회의 고도화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원칙 등을 규정하

여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자 2011년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대량

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몇 차례 이슈화되면서 과거에 비해 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으

나,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침해도 더욱 지능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법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2018년 5월 발효된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은 구글과 페이스북이 제소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 이를 준수하지 않

는 기업은 총매출의 4%까지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제재도 강력하다. EU에 사업장이 없더라도 

EU 역내에서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면 GDPR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글로벌 기업

의 대비가 필요하다.

이사회는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에 관한 기본 법률 및 규정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회사 

경영진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법규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준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이사회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4. 사이버 전략 및 계획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한다.

이사회는 회사의 사이버 전략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아야 한다. 이사들은 사이버 전략이 회

사의 비즈니스 목표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회사가 가장 중요한 디지털 자산을 보호하고 있는지 등

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이사회는 사이버 전략의 지원에 사이버 보안 예산이 충분한지에 대해 논의

할 필요가 있다.

2018년 10월에 발표된 PwC의 Digital Trust Insights 설문 조사에 따르면, 회사에서 이사회와 사이

버 리스크에 대한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대부분의 응답자는 사이버 보안(80%) 및 개인정보 보호

(83 %)에 대한 전략을 이사회에 제공했다고 답했다. 반면, 이사들의 30%는 이사회가 사이버 보안 

예산을 감독 또는 이해하는 데 충분히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최고정보관리책임자(Chief Information Officer, 이하 CIO) 및 CISO는 사이버 전

략 및 계획의 핵심 당사자이다. CIO 및 CISO를 보유한 회사의 이사 중 각각 71 %와 60%가 1년에 

두 번 이상 이들과 의사소통한다고 답하였다.8

8 PwC, 2018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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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사가 수용할 수 있는 리스크 수준에 대해 경영진과 논의한다.

리스크 수용범위는 회사가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위험의 수준이다. 리스크 수용범위는 경영진

이 설정하지만, 이사회는 리스크 감독의 일환으로 이에 대해 주기적으로 논의하여야 한다. 회사가 

리스크 수준을 ‘0’으로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사회는 경영진이 회사의 사업 및 

환경에 적합한 정도의 사이버 리스크를 관리하고 이를 운영할 적절한 리소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6.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적절한 정보를 얻는다.

이사회는 회사의 IT 환경 및 데이터 자산을 이해해야 한다. 이사회 구성원은 조직의 리스크 성향에 

대해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경영진은 보안 프로젝트에 대한 업데이트, 보안을 위

한 노력의 효과 및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이사회에 적절히 제공할 수 있다.

업무 수행 결과를 보여주는 계량적 분석 지표는 회사별 보안 프로그램의 성숙도와 통제가 구현되

고 관리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경영진은 현재 측정가능한 항목을 보고하고, 이사회의 피드백

을 반영하여 보다 정교한 지표를 추가할 계획을 수립한다. 예를 들어, 이사회는 보안 관련 지출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나 보안 관련 사건을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을 측정하는 지표를 요청할 수 

있다. 이사회는 내부 지표 외에, 외부의 요소(위협, 제3자 리스크 및 규제)가 전반적인 위험 상황 

및 리스크 경감 활동의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경영진과 논의한다.

이사회에 대한 보고자료는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진행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되

어야 한다. 또한 회사가 개선되고 있는지 아니면 뒤처지고 있는지 추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일관된 

형태여야 한다. 하지만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이사의 37%만이 회사가 사이버 보안 관련 지표에 대

해 적절한 보고를 제공하였다고 답하였다.9

7. 사이버 복원력에 대해 모니터링한다.

사이버 공격에 저항하고 복구하기 위한 노력은 여러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핵심은 회사의 시스

템을 보호하고 사이버 사고로 인한 시스템 손상을 최소화하며 시스템이 완전하게 복구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다. ‘내장’ 보안 장치가 있는 사이버 복원 시스템은 사이버 공격을 견뎌내고 계속 작동

하여, 회사의 사업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사이버 복원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이버 

위협을 신속하게 감지하고 대응하여, 운영 중단 및 재무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첫 번째 단

계는 회사가 가능한 한 빨리 일상 업무로 복귀할 수 있는 계획을 경영진이 수립하는 일이다.

9 PwC, 2018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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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계획 중 일부는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서면으로 작성한다. 문서에

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누가 관여해야 하는지, 각자의 책임은 무엇이고 정확히 어떤 일을 해야 하

는지를 기술한다. 또한, 지원을 의뢰할 수 있는 외부의 자원과 법규와 관련하여 회사가 협의할 상

대를 식별하는 것도 포함된다.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사회에 통보할 시기를 포함하여 위기 대응 

절차를 단계별로 마련해야 하고, 제3자와 관련된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도 다루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건이 종료된 후 회사는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내부 프로세스 및 통제

에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이사회는 사이버 복구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하기를 원할 것이다. 보안을 위한 회사의 노력은 주

로 보호 조치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이사회는 시스템 보호 외에 보안 침해에 대응하고 저항

하고 복구하는 데에도 충분한 자원이 할당되어 있는지 경영진과 논의하여야 한다.

보안 사고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사 중 47%만이 회사가 위기 대응 정책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있다고 답한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10 이는 회사가 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임원의 비율(54 %)과도 일관성이 있다.11 그러나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회사는 결국 사전에 

더 잘 준비한 경우로서 대개 허둥거리지 않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맺음말

정보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회사와 

이사회는 사이버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배구조와 감독 

주체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사회, IT 부서 및 경영진이 

포함되므로 결국 전사적 차원에서 사이버 리스크를 관리하게 된다. 사이버 

리스크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은 긴 여정이 될 수 있으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보유하는 것은 회사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라고 할 수 있다.

10 PwC, 2018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October 2018.

11 PwC, The Global State of Information Security® Survey 2018, Octo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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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사이버 리스크 관리와 관련하여 이사회가 경영진에게 할 수 있는 질문

회사가 IT 시스템을 유지관리하고 소프트웨어 패치를 

업데이트하는 방법

• 모든 취약점이 발견되는 즉시 패치하는가?

• 그렇지 않다면, 언제 어떤 것을 해결할지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지연에 따른 영향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직원에 관한 정책

• 사이버 보안에 대한 직원 교육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 내부자의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통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 통제는 적절한가?

사이버 보안 관련 경영진의 활동

• 회사의 전반적인 사이버 보안 전략은 무엇인가?

• 회사는 전사적인 관점에서 사이버 보안을 다루고 

있는가?

• 회사는 예방, 적발, 보호 및 대응에 자원을 어떻게 

할당하고 있는가?

회사의 전략적 사고 및 전사적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와 

사이버 보안의 연계

• 회사는 사이버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 회사는 내구성 있는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 회사는 디지털화와 관련된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 회사는 사이버 복원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가 강화되는 환경에서 

회사가 수집하고 저장하는 데이터의 양

•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지는 

않은가?

• 수집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하고 있는가?

• 데이터 삭제 정책이 있는가? 그렇다면 정책은 

무엇인가?

CISO 또는 CIO와의 회의

• 이사회는 어떤 사이버 보안 영역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 경영진으로부터 어떠한 정보를 얻는 것이 적절한가?  

그 외에 CISO나 CIO는 어떤 업데이트를 제공하는가? 

• 회사의 어떤 네트워크나 시스템이 보안상 취약할 수 

있는가? 가장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회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 과거에 보안 침해 시도가 있었는가? 그 때 회사의 

대응은 어떠했는가?

• 다단계 인증 및 암호 사용에 대한 회사의 정책 및 관련 

내부통제는 무엇인가?

회사의 위기 관리 계획

• 회사의 계획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는가?

• 사건이 발생하면 회사는 어떻게 운영을 지속할 

계획인가?

• 경영진은 얼마나 자주 계획을 테스트하고 해당 

테스트에서 얻은 교훈을 반영하는가?

• 다른 회사에서 발생한 최근의 사건을 바탕으로 

업데이트한 것이 있는가?

• 보안 침해 통보 및 단계적 대응 절차가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가? 이사회, 규제기관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언제 통보되는가?

• 이사회가 대응 계획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모의훈련에 참여하거나 관찰할 필요가 있는가?

• 회사가 아직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회사가 계획을 수립하고 테스트할 일정이 

준비되어 있는가?

• 사고 발생 전의 준비, 사고 중 조치 및 사고 후 복구 

노력이 계획에 모두 고려되어 있는가?  

사이버 복원력이 확보된 상태로 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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