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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감사위원회센터가 지난 6월 창간호에 이어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2호를 

발간합니다.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그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기업지배구조의 중요한 

축으로서 주주가치의 보호를 위한 핵심 기능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기에 

우리나라 감사위원회 제도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변화된 환경에서 감사위원회가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여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설립되었습니다.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는 

감사위원회의 현실적인 고민을 공유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삼일회계법인이 

감사업계 리더로서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감사위원회가 실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의 정기 발간과 함께 저희 센터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할 계획입니다. 우선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재무보고와 내부통제 

감시 등 주어진 업무를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삼일회계법인의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인 Audit 

Committee School을 새롭게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와 관련된 

이슈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만남의 장인 삼일 감사위원회 Forum을 올해 9월초 

개최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만간 개편될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위원회 

위원분들이 필요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저희 센터와도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 업무 편람’도 2018년 상반기 출간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센터는 우리나라 감사위원회 제도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삼일 감사위원회센터

센터장  박 기 태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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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Ⅲ 하에서 IFRS 9 도입이  

은행 경영에 미치는 영향
자본규제와 회계기준의 상호작용을 기준으로

Chapter 1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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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삼일회계법인의 정책이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3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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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위기 과정에서 드러난 회계기준의 문제점을 보

완하라는 G20의 요구에 따라 새로이 제정된 금융상품 회

계기준 IFRS 9가 그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금융위기 

당시 기존 회계원칙이 금융회사의 경기순응적 행태를 악

화시켰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금융안정포럼 (FSF)은 신용

손실의 조기 인식이 신용추세에 대한 재무제표 이용자의 

정보요구는 물론 안전성 및 건전성을 추구하는 은행감독 

목표와도 일관된다고 G20에 보고하였고 이에 G20는 금

융상품의 평가에 있어 보다 개선된 회계기준을 마련할 것

을 회계기준 제정기구에 촉구하였다. 신용손실의 인식 및 

측정의 기초가 되었던 기존의 발생손실모형은 은행의 신

용손실 인식을 손상사건의 발생 시점까지 지연시킴으로

써 은행의 충당금 적립이 “너무 적고 너무 늦었다”라는 비

판을 가져왔다. 신용손실의 지연된 인식은 활황기에 과도

한 여신 공급을 부추기는 반면, 이어지는 불황기에는 급격

한 신용축소를 가져옴으로써 은행의 여신취급 상 경기순

응성을 가져온다고 지적되었다. G20는 보다 광범위한 신

용정보를 통합하여 신용손실을 측정하고 인식하는 대체

적인 모형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그에 따라 금융안

정위원회 (FSB), 바젤은행감독위원회 (BCBS) 및 주요 금

융감독기구와의 협력하에 IASB가 기대신용손실 모형을 

포함하는 IFRS 9를 2014년 7월 발표함으로써1) 기대신용

손실2) 회계프레임으로의 이행이 이뤄지게 되었다. 기대신

용손실 모형 하에서는 손상사건의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은행이 미래전망 정보에 기초하여 충당금을 적립함으로

써 신용손실이 보다 조기에 인식된다.

I. IFRS 9 제정 배경

1) 미국 FASB 역시 2016년에 현행기대신용손실 (CECL)에 기초한 충당금 적립기준을 확정하였다.

2) 기대(신용)손실은 리스크관리실무 상 사용하는 예상손실(expected loss; EL)이라는 용어와 원칙적으로 동일한 개념이다. 예상손실은 은행의 리스크관리 

대상이 되는 예상외손실(unexpected loss; UL)에 대비하여 은행이 여신취급 당시 이미 예상한 신용손실을 의미한다. 예상손실은 은행 입장에서 

리스크가 아니라 대출고객에게 부과하는 이자수익에 대응되는 원가로 간주한다. 국내에서 리스크관리 실무상 이미 예상손실이라는 용어가 정착되었고 

은행업감독규정에서도 이미 예상손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IFRS 9를 국내 번역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제1109호에서는 해당 용어를 기대 

(신용)손실이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문단의 맥락에 따라 두 개의 국문 용어를 혼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국제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상품의 분

류·측정방식을 개선한 금융상품 회계기준 

IFRS 9가 2018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

융위기 당시 기존 회계프레임은 은행의 자

본규제와 맞물려 은행의 경기순응적 행태

를 가져와 위기를 악화시킨 것으로 비판받

았다. 이는 재무수치가 감독상 지표에도 영

향을 미쳐 은행의 위험 관리방식을 변화시

키는 유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은

행의 회계처리가 경기순응성을 초래하는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바젤Ⅲ 하 자본규제 

방식에 대한 고려 하에 IFRS 9가 은행의 

경영행태에 미칠 영향을 고찰한다.

Ⅰ. IFRS 9 제정 배경

Ⅱ. 은행 자본규제의 이해

Ⅲ. 바젤Ⅲ 하 자본규제

Ⅳ. 건전성 필터

Ⅴ. 회계처리와 경기순응성

Ⅵ. IFRS 9 도입 영향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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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회계처리가 자본규제와 맞물려서 은행의 경영행

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회계수치가 재무상태나 경영성과의 표시뿐만 아니

라 은행에 대한 감독상 규제지표에도 영향을 미쳐 은행의 

위험 관리방식을 변화시키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

이다. 회계전문가그룹(AEG)과 같은 기구들은 회계기준과 

은행 규제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고려 하에 회계 현안 관

련 정책 결정에 대해 연구해왔고 이러한 맥락에서 신용손

실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 공정가치회계, 자본적정성 판

단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금융시장의 시장실패는 금융감독기구의 규제와 개입을 

합리화하는 전제가 된다. 은행의 건전성 규제는 은행의 지

급능력 유지와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은행

규제가 은행의 경영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그 출발점은 은행의 목적함수가 된다. 은행 역시 그 목표

는 은행 자기자본의 시장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다고 간

주된다. 은행의 건전성 규제는 은행의 경영자가 은행 자기

자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상방 위험(upside risk)을 추구

하는 과정에서 은행을 과도한 “하방 위험(downside risk)

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보고 채무증권 투자자와 유사하게 

발생가능한 손실의 통제에 초점을 둔다. 그에 따라 건전성 

규제는 위기 발생시 은행이 과도한 손실로 인해 예금주에 

II. 은행 자본규제의 이해

대한 지급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  

특히, 은행에 대한 자본적정성 규제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

는 자본수준에 대비하여 은행이 부담할 수 있는 최대수준

의 위험량에 대한 한도를 부과함으로써 경기불황이 도래

하여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은행이 생존하여 예금

자에 대한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감독기구는 

은행이 양적 규제지표를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한편 은행

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영업 및 위험부담 행태를 지속적으

로 감독한다. 

예금주와 은행 간의 정보비대칭 상태에서 은행 규제와 

감독은 예금주에게 은행의 지급능력에 대한 확신을 제공

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위기 발생시에도 은행이 예

금인출사태 (bank run)에 직면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영

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 회계기준 역시 은행을 둘러싼 

정보비대칭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은행의 원활한 자금조

달을 도와준다. 회계기준은 은행의 재무보고가 은행의 경

영성과와 재무상태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으로써 은행의 지분증권 및 채무증권 투자자가 은행의 

지급능력 및 건전성에 대해 판단하고 자금 공급과 관련

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도움을 준다. 하지만, 건전

성 규제와 회계기준의 목표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 역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은행감독기구는 은행시스

유럽연합은 2016년 11월에 IFRS 9를 승인하면서 2018

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6년부터 IFRS 9의 조기적용을 허용하였고 유럽연합과 

마찬가지로 2018년부터 의무적용을 앞두고 있다. IFRS 9

는 금융상품 손상 뿐만 아니라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 

그리고 위험회피회계의 영역에서 새로운 회계처리원칙을 

제시한다. 이 기준서는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구분없이 

적용되지만 특히 은행의 회계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다. 새로운 기준 제정의 주된 목적이 자금공급주체가 회

계기준이 창출하는 유인으로 인해 경기순응적 행태를 보

임으로써 실물부문의 위기를 악화시키는 것을 사전에 방

지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과거 경험은 은행 실패의 중요

한 원인이 은행의 신용위험 평가 및 측정 실무 상의 하자

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신용위험의 증가를 적시에 식별하

여 인식하지 못할 경우 은행의 신용위험 노출에 대한 통제

를 저해함으로써 신용위기의 악화와 장기화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IFRS 9는 기대신용손실 모형의 도입을 통해 

은행이 신용손실에 대한 충당금을 보다 적시에 그리고 보

다 적정하게 적립하는 한편 은행이 부담하는 신용위험에 

대해 보다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는 은행 뿐

만 아니라 투자자, 감독기구 등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신용

위험의 증가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시

스템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대다수 

은행들이 같은 시기에 기대손실의 급증을 경험하고 그에 

따라 규제자본의 유지를 위한 여신규모나 레버리지 축소 

등의 수단을 동시에 취할 때 그 집합적 효과가 또다시 경

기순응성으로 나타나 위기 악화를 초래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기대손실모형의 도입과정에서 은행 내

의 회계실무자 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인력이 동시에 참

여하여 당초 의도한 효과를 구현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

의를 기울여 미세조정해가는 것이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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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는 1996년에 BIS와 OECD에 가입하면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 업무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고자 은행에 적용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점진적으로 다른 금융권역에 확대 적용하였다. 

4) 은행법 제43조의2에 따르면 은행은 매월마다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월의 업무 내용을 기술한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감독원이 감독 및 검사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템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지만 회계

기준 제정기구는 재무정보의 유용성 증진을 1차 목표로 

한다 (Barth and Landsman, 2010; Bushman and Wil-

liams, 2012 등). 1998년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SunTrust Banks가 이익을 평준화하기 위해 대손충당금

을 과대계상하였다며 과거 3개 사업년도에 있어 충당금 

규모를 줄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도록 한 바 있다. Balla 

and Rose (2012)는 SEC의 조치가 이후 시기에 다른 은행

들의 전반적인 대손충당금 수준의 감소를 가져왔다며 은

행 재무제표의 투명성을 증진하려한 조치가 은행들의 잠

재적인 미래 신용손실 흡수능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은행

의 건전성 규제 목적과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지

적하였다.

금융감독기구는 금융회사의 경영상태를 진단하기 위하

여 ‘경영실태평가(CAMELS)’라는 분석수단을 활용하고 있

다.3) 이는 OCC 등 미국의 은행 감독기구에 의해 발전된 등

급평정 시스템으로서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 자산

건전성(Asset Quality), 경영관리적정성(Management), 수

익성(Earnings), 유동성(Liquidity), 위험민감도 (Sensitiv-

ity) 등 6개 부문에 걸쳐 금융회사의 현재 경영상태를 평가

하고 미래 변화방향을 예측하는 수단이 된다. 이러한 평가

를 위해 감독기구는 은행이 공시하는 재무정보 뿐만 아니

라 은행으로부터 별도로 징구한 감독 목적의 보고서를 활

용한다.4) 감독기구에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공시된 재무정

보로는 파악할 수 없는 은행의 위험 부담내역에 대한 상

세한 정보가 기술되어 있다. 경영실태평가 결과는 경영개

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의 적기시정조치에 

활용되는 한편 감독상 자원의 선별적 배분에 고려된다. 

경영실태평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는 자본적정성

으로서 바젤 협약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이 계량지표를 구

성한다. 계량적인 자본규제는 1970년대 초반의 은행실패

에 대응하여 1980년대 초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도입되었

다. 이 시기에는 총자산 대비 단순 자기자본 비율을 이용

하여 은행의 자본수준을 규제하였다. 계량적 지표의 적용

은 감독당국이 재량적 판단에 따라 감독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은행별로 일관되고 통일된 감독이 이뤄지

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FDIC, 2003). 하지만 일률적인 계

량지표의 적용은 최소 자기자본규제의 준수를 위하여 은

행이 재무보고 상의 재량을 남용할 유인을 낳는다는 비판

을 초래하였다 (Beatty and Liao, 2014). 은행은 또한 보유

자산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자기자본규제를 우

회할 수 있었다. 재무제표 상 자산가액이 해당 자산의 위

험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고위험 자산 보유비율을 높임으

로써 자본량의 제약을 회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80년대 점증하는 위험으로 인해 은행의 자본적정성

이 악화되는 것에 대응하여 1988년 바젤위원회는 국제적

으로 통일된 자본적정성 규제체계인 바젤 자본협약을 발

표하였다. 바젤 협약은 위험에 기초하여 자본비율의 분자

와 분모를 계산하고 부외 익스포져까지 반영함으로써 회

계지표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분모는 재무제

표 상의 총자산 금액 대신 자산의 위험에 따라 가중치를 

곱하여 계산한 위험가중자산을 사용하며 분자는 위기 발

생시 은행의 지급능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 상 자

기자본을 조정하여 산출하도록 하였다. 2004년에는 은행 

보유 신용포트폴리오의 실제 위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

험가중자산의 계산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시장위험과 운

영위험에 대한 자본까지 추가로 요구하는 신바젤협약 (바

젤Ⅱ)을 발표하였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위기발생의 근본 원인이 경

기 상승시에 금융회사들이 과도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과

정에서 적절한 위험관리에 실패한 데 있었다고 진단되었지

만 은행에 대한 규제 역시 그러한 위험추구를 적절히 통제

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바젤위원회는 

손실을 흡수하기 위한 자기자본의 질과 수준을 높이고 유

동성 및 레버리지 규제를 추가하는 한편 경기대응을 위한 

완충자본의 적립을 요구하는 바젤Ⅲ를 새로이 발표하였고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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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전완충자본과 경기대응완충자본를 추가로 적립할 것

을 요구하여 위기에 대비한 자본요구량을 늘리는 한편 자

본적립상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손실흡수능력 측면에서 가장 우량한 보통주자본은 보

통주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보통주 발행금액과 이익잉여

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기타 유보자본으로 구성된다.8)

* 보통주 인정요건 (주요 내용)

(1)  청산시 최후순위이며 지분에 비례하여 잔여재산 

청구권을 가짐

(2)  영구적이며 청산시 외에는 상환 불가 (다만, 

재량에 의한 매입과 법률에 따른 감자는 가능)

(3)  발행 당시 재매입, 상환 또는 발행 취소가 

기대되지 아니함

(4)  배당에 대한 의무 부재

(5)  손실을 일차적으로 부담

(6)  회계기준 상 자기자본으로 분류

(7)  자본잠식여부 판단시 자기자본으로 분류

바젤 협약의 자본규제는 최소자기자본비율을 준수할 것

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여기서는 바젤Ⅲ 하에서 

은행의 자기자본 규제 방식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최소

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의 보유 포트폴리오에서 발생가능한 

최대손실을 기준으로 산출한 위험가중자산과 대비한 바

젤 기준에 부합하는 자기자본의 비율이 된다.

바젤 기준 자기자본은 손실흡수능력에 따라 보통주자

본, 기타기본자본, 보완자본의 세 개 요소로 구분된다. 보

통주자본과 기타기본자본은 합산하여 기본자본 (Tier 1)

이 되며, 기본자본은 보완자본 (Tier 2)과 함께 총자본을 

구성한다.

바젤Ⅲ는 자본요소별로 손실흡수능력 측면에서 그 질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로 별도의 최소 준수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위험가중자산 대비하여 보통주자

본은 최소 4.5%, 기본자본은 6%, 총자본은 8%를 유지하

도록 요구된다. 이밖에도 바젤Ⅲ는 바젤Ⅱ와 비교하여 자

5)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경영지도비율) 1항에 따라 직전분기말월의 원화대출금이 2조원 이상인 은행은 아래의 최소 자본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보통주자본비율 : 100분의 4.5    

· 기본자본비율 : 100분의 6    

· 총자본비율 : 100분의 8

6)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경영지도비율) 4항에 따라 은행은 자본보전완충자본을 추가적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동 비율에 미달되는 경우 이익의 배당, 

자사주매입 등이 제한된다. 다만, 2016년부터 3년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요구비율을 최종 2.5%까지 점진적으로 상승시킨다.

7)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의3(경기대응완충자본)은 금융위원회가 신용공급에 따른 경기변동이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은행에 

위험가중자산의 0∼2.5% 범위에서 (매분기 결정) 경기대응완충자본의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이외에도 은행의 연결종속회사가 발행한 보통주 중 비지배주주 보유지분을 합산하며 보통주자본 공제항목은 차감한다.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요구비율

보통주 

자본

기본 

자본
총자본

최소비율5) 4.5 6.0 8.0

자본보전완충자본 

(Conservation buffer)6)
2.5

합 계 7.0 8.5 10.5

경기대응완충자본 

(Countercyclical buffer)7)
0∼2.5

III. 바젤Ⅲ 하 자본규제

규제자본의 구성

총자본

기본자본

보통주
자본

기타기본
자본

보완 
자본

1. 기본자본 (Tier 1) (a+b)

 a. 보통주자본 (CET1)

 b. 기타기본자본

2. 보완자본 (Tier 2)

총자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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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기본자본은 원칙적으로 상환 압박이 없는 영구채로

서 관련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증권의 발행금액으로 구

성된다.9)

* 기타기본자본 인정요건 (주요 내용)

(1) 예금자, 일반 채권자 및 후순위채권 보다 

후순위임

(2)  만기일이 없는 영구적인 형태로서 금리상향조정

(step-up) 등의 상환유인이 없음

(3)  발행 후 최소 5년 경과한 후에만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상환 가능 

- 상환 시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 요

(4)  은행은 배당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짐

보완자본은 원칙적으로 조기상환 압박이 없는 발행 당

시 만기 5년 이상의 후순위채로서 관련 인정요건*을 충

족하는 증권의 발행금액으로 구성된다.10) 한편, 표준방법

으로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은행은 신용위험가

중자산의 1.25%를 한도로 일반 충당금 (general provi-

sions)11)을 보완자본에 합산할 수 있고, 내부등급법으로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은행은 신용위험가중자산

의 0.6%를 한도로 적격 대손충당금 등 총액 (total eligible 

provisions)이 예상손실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완자본에 

합산 가능하다. 이는 현재 식별된 신용손실과 무관한 충

당금 적립액이 미래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한 흡수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 보완자본 인정요건 (주요 내용)

(1)  예금자, 일반 채권자 보다 후순위임

(2)  발행시 만기는 5년 이상이고 금리상향조정

(step-up) 등의 상환유인이 없음 

- 잔존기간이 5년 이내가 되면 매년 20%씩 상각

(3)  발행 후 최소 5년 경과한 후에만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중도 상환 가능  

- 중도상환 여부는 전적으로 발행은행이 판단 

- 상환 이후에도 최소 자기자본비율을 준수할  

   수 있음을 입증  

- 상환 시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 요

건전성 필터(prudential filters)란 각 자본요소 별로 공제

하도록 규정된 항목을 의미한다. 이는 회계상 자기자본에 

포함되지만 은행의 자본적정성 관점에서 손실흡수능력을 

결여하고 있어 규제자본 산출시 배제되는 항목들이다. 영

업권 등 무형자산, 확정급여형 연금자산, 실현가능성이 미

래 수익에 달린 이연법인세자산 등의 항목들이 포함된다. 

내부등급법으로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은행은 

회계상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내부모형에서 산출한 예상

손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액을 보통주자본에서 추가

로 공제한다. 건전성 필터에는 미실현손익도 포함될 수 있

는데 대표적으로 미래 현금흐름 위험회피 관련 평가손익

과 공정가치평가 대상 부채의 자기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누적평가손익이 해당한다. 바젤Ⅲ에 들어오면서 기타포괄

손익에 누적된 매도가능금융상품에 대한 평가손익이 공

제항목에서 제외되었다. 건전성 필터에 대해서는 관련되

는 별개의 단락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자기자본비율의 분모를 구성하는 위험가중자

산을 계산하는 방법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자. 내부등급법

에 따른 요구자본은 보유기간 1년 및 99% 신뢰수준에서

의 VaR(최대손실)에 기초하여 계산한다. 

9) 이외에도 은행의 연결종속회사가 발행한 보통주 또는 자본증권 중 비지배주주 보유지분으로서 보통주자본에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 합산되며 

기타기본자본 관련 공제항목은 차감한다.

10) 이외에도 은행의 연결종속회사가 발행한 보통주 또는 자본증권 중 비지배주주 보유지분으로서 기본자본에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 합산되며 보완자본 

관련 공제항목은 차감한다.

11) 국내의 경우 자산건전성이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 등 (원본 또는 이익보전계약이 있는 신탁상품 관련자산에 

대한 채권평가충당금, 지급보증충당금 및 미사용약정충당금을 포함)이 해당된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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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는 최악의 신용위기가 도래하였을 때 은행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손실로서 WCDR(worst-case default 

rate)를 통해 계산할 수 있다. WCDR는 부도비율 분포상 

99.9% 최악의 부도비율로서 신용위험자산의 부도율(PD)

이 주어졌을 때 코퓰러 모형을 사용하여 바젤 협약에서 

제시한 공식에 따라 산출 가능하다.12)

WCDR이 주어지면 99.9% 최악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부도시 익스포져(EAD)와 부도시 손실률

(LGD)이 주어질 때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한편, 은행이 신용위험자산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

는 예상손실(EL)은 아래와 같다.

위험관리 목적 상 은행은 예상하지 못한 손실에 대비

하기 위하여 자본을 적립한다. 따라서 요구자본량(위험자

본)은 발생가능한 최악의 손실에서 예상손실을 차감하여 

계산한 예상외손실(UL)이 된다.

실제로 바젤 협약에 따르면 요구자본을 계산하는 공식

은 아래와 같다.

위와 같이 산출된 금액은 은행이 보유한 신용위험자산

의 포트폴리오자산에서 향후 1년간 99.9% 최악의 상황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외손실을 의미한다. 예상손실은 

대손충당금을 통해 커버하므로 나머지 예상외손실에 대

비하여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자본으로 유지하도록 요구

하는 것이다.

12)  

 
단, N( )은 표준정규분포의 누적분포함수이다. 바젤 협약은 실증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부도율(PD)과 상관계수(R)간의 관계를 아래와 같이 가정한다. 

상관계수(R) = 

13) MA는 만기 조정으로서 해당 자산의 만기가 1년 이상인 경우 부도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추가적인 손실위험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단, M은 익스포져의 만기이고,                                              이다. 

13)

마지막으로 자기자본비율 계산시 분모가 되는 위험가중

자산(RWA)은 요구자본에 12.5 (8%의 역수)를 곱하여 산

출된다. 이는 미래 예상외손실에 대비하여 유지하여야 하

는 총자본을 위험가중자산의 8%로 규정하고 있는데 따

른 것이다.

자기자본규제는 태생적으로 경기순응적인 속성을 가진

다. 경기활황기에는 수익성 향상으로 유보자본이 증가하

여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므로 은행은 추가적인 위험익

스포져 부담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는 신용공급의 증가

를 유도하여 경기 팽창을 가속화하게 된다. 반면 불황기

에는 수익성 악화로 자본적정성이 악화됨에 따라 은행은 

위험가중자산의 규모를 줄일 유인을 갖게 된다. 그에 따

라 은행이 신용공급을 줄이면 경기수축이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는 것이다. 분모인 위험가중자산 역시 그러한 경향

에 일조할 수 있다. 경기상승기에는 신용위험의 축소로 위

험량이 감소하는 반면 경기하강기에는 신용위험이 높아

져 위험량이 증가하므로 자기자본비율이 경기진행과 동

조화되는 것이다. 바젤위원회는 이러한 속성을 감안하여 

위험량 산출시 적용하는 PD에 대해 특정시점이 아닌 전

체 경기주기를 감안한 (Through-the-cycle; TTC) 추정치

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그러한 경향을 완화하고자 하였

다. 금융위기 발생 이후 2009년 미국 연방준비은행(FRB)

의 Ben Bernanke는 연설에서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전성

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자본 규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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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된 재무제표 상 수치는 은행의 규제자본 계산을 위

한 출발점이 되지만, 회계기준의 목표는 은행규제의 지향

점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

을 필요로 하게 된다. 회계는 주주, 채권자, 고객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회사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에 대한 유

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면, 건전성 규

제는 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예금자에 대한 지급능력

을 유지시킴으로써 금융시스템 내 위기가 시스템 전체로 

파급될 위험을 통제하고자 한다. 따라서 중립적이고도 투

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와는 달리 은행 규제는 은

행시스템에 내재된 주기성과 변동성을 상쇄할 수 있는 경

기대응적 접근방법을 취하는 것이 정당화된다.14) 

건전성 필터(prudential filters)의 목적은 IFRS 등 일반

적인 회계기준에 따라 산출된 은행 재무제표 상 자본을 

조정하여 건전성 규제 목적에 따라 예상치 못한 손실을 

흡수하고 예금자에 대한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은행

의 능력을 나타내는 측정치로 변환시키는데 있다. 회계기

준과 건전성 규제가 추구하는 목적 간에 존재하는 근본

적인 마찰은 특히 자산의 평가 및 대손충당금 적립 방법

에서 두드러지는데 이는 결국 자본의 정의 문제로 연결된

다. 규제자본 산출에 있어 공제 항목은 둘 사이의 간극을 

연결하는 기제가 되는 한편 이는 다시 은행의 경영행태를 

변화시키는 유인을 제공하게 된다. 유럽연합에서는 국제

회계기준(IAS/IFRS)이 회계감독 체계안에 포함됨에 따

라 건전성 필터를 통한 자본공제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체

계가 마련되었다.

자산이나 부채 항목의 공정가치평가로 인한 미실현손익

은 자기자본 내 기타포괄손익으로 바로 분류되거나 손익

계산서를 거쳐 유보이익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회계상 자

본에 영향을 준다.15) 이러한 미실현손익은 건전성 규제 목

적상 자본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에 따라 바젤

Ⅱ에서는 매도가능금융상품에서 발생한 미실현 평가손익

을 자기자본에서 공제하도록 하였다. 이는 은행의 공정가

치 평가항목에서 비롯되는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제거함

으로써 규제자본을 건전성 규제 관점에 부합하게 유지하

IV. 건전성 필터

14) 건전성 규제 목적 상 자기자본은 영속적이고 손실흡수에 즉각 이용가능하며 그 측정량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고 본다 (Borio and 

Tsatsaronis, 2004). 

15) IFRS 9 제정 이전에 금융상품 회계처리를 규정해 온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는 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인식하는 반면 매도가능항목에서 발생한 공정가치 평가손익은 손상차손을 제외하고는 자본 내의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기 위해서였다 (Allen and Carletti, 2008; Heaton et al., 

2010). 하지만, 국제금융위기 당시 은행이 보유한 포트폴

리오에서 발생한 손실이 규제자본에 반영되지 않아 자기

자본비율이 과다하게 추산되고 그에 따라 은행 위험관리

의 왜곡을 가져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미실현손

익의 필터링은 규제차익을 얻기 위한 투자자산 매매행태

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한다. Ellul et al (2012)

는 미실현손익을 필터링하는 상황에서 규제자본 제약에 

직면한 생명보험업자들이 규제자본비율의 개선을 위하여 

미실현이익이 가장 큰 채권들을 선별적으로 매도한 사실

을 보고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공정가치 평가손실이 실현

되어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금

융회사들이 가치가 하락하는 증권들을 계속하여 보유함

으로써 부실이 누적되도록 할 가능성도 있다. 

바젤위원회는 바젤Ⅲ 체계를 마련하면서 건전성 필터 적

용 방식에 있어 국제적 정합성을 추구하기로 합의하고 기

타포괄손익에 누적된 미실현손익에 대한 필터링 조항을 

삭제하여 미실현손익이 가감없이 보통주자본에 반영되도

록 하였다. 그에 따라 2014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유

럽의 자본규제기준에서도 대다수의 자기자본 공제항목이 

폐지되었다. 다만, 미래 현금흐름위험회피 관련 평가손익

과 자기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평가 부채의 누적

평가손익은 여전히 자기자본 계산에서 배제되도록 하였

다. 

미실현손익의 필터링 조항 폐지로 인해 자기자본비율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하다. Barth et al (1995)은 

1971~90년 기간 중 공정가치 평가손익이 규제자본 계산

에 포함되었다면 요구자기자본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은

행들이 훨씬 많았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바젤Ⅲ 하에서 높아진 규제 위험에 대응하기 위

하여 은행들이 투자결정 및 자본정책을 변화시킬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바젤Ⅱ에서는 개별 국가가 미실현손익을 

규제자본에 가감하는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는

데 Argimón, Dietsch and Estrada (2017)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유럽 17개국의 은행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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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현손익이 규제자본에 포함됨에 따라 은행들이 공정

가치로 평가하는 매도가능금융상품의 보유비중을 감소

시킨 사실을 보고하였다. 국가별로 미실현손실은 모조리 

자기자본에 반영하되 미실현이익만을 일부 또는 전부 필

터링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포트폴리오 구성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은 미실현손실의 필터링 여부이며 미실현이익의 

필터링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으

로 은행들은 규제자본의 변동성 증가에 따른 잠재적인 규

제위반의 비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완충자본을 늘리는 방

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측된다. 즉, 추가적인 자기자본을 

조달하거나 위험가중자산의 규모를 줄임으로써 잠재적인 

평가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자본량을 미리 확보할 것으

로 기대된다.

은행의 회계처리가 자본규제와 연계되어 은행 경영에 영

향을 주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 즉, 채권, 주식, 파생상품

과 같은 은행의 매매 항목(trading book)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대출채권 (banking book)

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들 수 있다. 기존의 금융상품

회계에 있어 공정가치회계와 발생손실모형은 금융위기 도

래시 급격한 손실인식을 가져와 은행의 규제자본을 소진

시킴으로써 은행의 경기순응적 행태를 악화시킨 것으로 

평가받았다. 

은행의 경영자는 감독상 자본규제에 따라 위험가중자산

의 규모와 대비하여 일정한 자본을 유지하면서 은행의 수

익성을 높이고자 한다. 공정가치회계와 대손충당금 적립

은 모두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분자가 되는 규제자본의 크

기를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은행은 포트폴리오의 구성자

산에 적용되는 회계처리가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고

려하여 은행 포트폴리오의 최적 구성을 결정한다. 반면 자

기자본비율 산출시 분모로 포함되는 위험가중자산은 앞

서 살펴본대로 은행 보유포트폴리오에서 발생가능한 최

대 손실규모를 통계적 기법을 통해 추정하여 산출한 위험

V. 회계처리와 경기순응성

량에 의해 결정되므로 공정가치회계나 대손충당금 적립 

등의 회계처리방식과는 무관하게 된다.

물론, 공정가치회계와 대손충당금 회계는 자본규제와 

무관한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은행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령, Plantin et al. (2008)은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이익의 변화가 경영자 보상수준에 영향을 미쳐 자

산 매매와 관련된 경영자 유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인다.

여기서는 경기하강시에 규제자본의 감소를 가져와 은행

의 자산매각 및 신용공급 축소를 유도함으로써 은행의 경

기순응적 행태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온 공정가치회

계와 대손충당금 회계에 대한 논쟁과 연구결과를 개관하

고 바젤Ⅲ 하에서 IFRS 9 도입이 은행경영에 가져올 영향

을 예측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고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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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치회계 및 위기 전염

매매자산이나 파생상품에 대해서 공정가치가 적합하다

는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매매목적으로 보유한 상품

의 경우 공정가치회계가 손익을 보다 적시에 반영함으로

써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규율을 증진시킨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만기까지 보유하는 대출채

권의 상각후원가 측정이 타당하다는 것 역시 보편적으로 

합의되는데 이는 이러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공정가치 변

동은 유의성이 떨어지는 정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

지만, 유동성이 결여된 매매자산이나 이자율 위험 또는 유

동성 위험 관리 차원에서 중도매각이 가능한 금리부 자산

의 경우 공정가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명확하지 

않다. 각 측정방법의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그 우월을 비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유동성이 없

는 매매자산의 경우 공정가치 평가과정에서 경영진의 재

량이 많이 개입될 수 있고, 매도가능한 금리부 자산의 경

우 공정가치 평가손익 인식 결과 순이익과 규제자본에 과

도한 변동성이 초래되고 그에 따라 은행의 경기순응적 행

태가 초래될 수 있다.

은행 재무보고 상 공정가치회계에 대한 가장 주된 비판

은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은행 산업에서 금융 충격 발생시 

은행간에 위기를 급속히 전염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재무

상태표를 통한 전염 통로에 따르면 시장 전반에 걸쳐 자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공정가치회계를 통한 거액의 평가손

실 인식으로 자기자본의 하락을 가져오지만 규제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본 조달이 어려워져 금융자산

의 급매(fire sale)를 부추기고 이는 다시 자산가격의 추가

적인 하락을 가져오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금융충격이 

급속도로 은행산업 전반으로 전염되어 간다. 자산 급매란 

규제나 자본조달 제약으로 인해 은행이 유동성이 결여된 

시장에서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상황을 일컫는다. 공정

가치에 대한 비평가들은 자산가격 하락, 회계상 손실인식, 

규제기준 충족을 위한 자산 급매간에 메커니컬한 연결고

리가 형성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유사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들이 시장 충격에 직면하는 경우 동일한 규제와 

자본조달 상황으로 인해 한꺼번에 자산 급매에 몰려들어 

가격 폭락이라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

다. 이들은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거액의 공정가치 평

가손실을 표시하는 것은 시장의 과잉반응을 불러일으켜 

금융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본다. 

Allen and Carletti (2008), Diamond and Rajan (2011) 

등은 순수한 형태의 시가평가가 도미노 효과를 통해 금

융 부문의 전염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보여

준다. 또한, Cifuentes et al. (2005)은 이론 모형을 통해 공

정가치 손실로 규제자본이 하락하면 은행이 자본비율의 

분모인 위험자산을 감소시키기 위해 자산을 매각하게 되

고 이로 인해 시장가격의 추가적인 하락이 촉발되는 것

을 보여준다. 

하지만, 공정가치 평가손실의 인식이 금융위기를 악화시

켰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증분석 결과는 찾아보기 힘

들다. 이론적 모형과는 달리 금융위기 당시 은행들이 실

제로 자산급매에 몰려들어 자산가격이 폭락하는 악순환

을 초래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바젤 자기자본규

제에 내재된 경기순응성 효과와 회계기준이 가져오는 경

기순응성 효과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Amel-Zadeh et al (2014)은 위험가중자산을 동시에 고려

하는 경우 회계상 레버리지 정도가 은행의 자산규모 변화

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하며 회

계상 레버리지가 경기순응성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고 주장하였다.

Laux and Leuz (2010)은 자산가격 하락이 공정가치 손

실의 인식보다 선행된다는 광범위한 증거를 제시하며 공

정가치 손실의 인식이 추가적인 자산가격 하락을 야기하

였다는 주장과 상반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Badertscher 

et al. (2012) 역시 금융자산의 손상차손 (other than tem-

porary impairments; OTTI)이 규제자본을 소진시켜 대

출의 감소를 가져왔는지 연구하였으나 이와 일관되는 증

거를 찾지 못하였다. 이들은 신용손실에 비해 OTTI는 규

제자본의 감소 중 미미한 부분만을 차지하여 공정가치 평

가가 금융위기 악화를 가져온 주된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Beatty and Liao 

(2014)는 SFAS 115 상 손익의 대부분이 바젤Ⅱ하에서 규

제자본 계산시 필터링된 것을 고려할 때 공정가치회계가 

은행에 대한 자기자본규제라는 통로를 통해 금융위기를 

악화시켰다는 주장이 실증분석 상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자산 급매로 인한 순환 피드백의 부재는 회계상의 차단

장치 (circuit breakers) 때문일 수도 있다. IFRS 13 등의 

회계기준은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부재하는 경우 순수

한 형태의 시가평가에서 이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의 경우 내부 가치평가모형에 투

입변수를 넣어 가치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실

제로 은행의 보유자산 중 불량한 자산 포트폴리오의 대부

분이 공정가치평가 상 수준 2 또는 수준 3의 자산으로 분

류되어 있다 (Laux and Leux, 2009). 또한, 규제기준의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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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어려울 경우 은행이 곧바로 자산 급매 행렬에 동참한

다고 가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은행이 합

리적이라고 전제한다면 자산 급매에 몰려드는 대신 상황

이 호전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안 역시 고려할 수 있을 것

이다 (Diamond and Rajan, 2011).

지난 금융위기에 있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의 몰

락은 거액의 공정가치 손실로 최소자본규제를 준수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은행 재무제표의 불투명성

과 손실 은폐가 은행의 지급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

여 추가 자본조달이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된

다. 즉, 공정가치 평가가 문제가 아니라 회계기준상 상각

후원가로 표시하는 항목에서 발생하는 잠재적인 손실에 

대한 정보가 시장에 적시에 제공되지 않은 것이 더 큰 원

인이라는 것이다 (Acharya et al, 2009; Laux and Leuz, 

2010; Shin, 2009).

자산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은행은 단기채무를 연장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경우 자산이 재무제표

에서 평가되는 방식과 무관하게 추가자본 조달의 어려움

이 자산 매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단기

성 자금 의존도가 높고 담보가치가 낮은 은행들은 자산가

격 하락에 직면하여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산매각

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위기 당시 중앙은행들이 신속하

게 상당한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했던 사실을 고려할 때 

자본조달 제약 때문에 자산 급매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무

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바젤Ⅱ와 Ⅲ은 은행이 신용, 시장, 운영리스크량의 측정 

및 자기자본비율의 산출에 관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요구

한다 (필라 3). 이는 주주, 채권자 등 은행의 이해관계자가 

은행의 위험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의사결정하도록 함으

로써 궁극적으로 은행의 위험부담 행태가 이해관계자의 

이해와 일치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자기자본 규제

에 이용되는 회계 수치는 상당한 정도의 불확실성을 내

재하고 있어 시장참여자가 은행의 리스크 특성과 전반적

인 자본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은행의 위험부담행태를 제어함에 있어 시장 규율

을 강조하는 은행 감독체계에서는 다양한 원천의 회계상 

재량권이 그러한 기능을 저해하는 정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Bouther and Francis (2017)는 금융위기 이

후 미국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공정가치 

평가상 수준 3으로 분류된 자산과 자기자본비율 간에 음

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은행이 거래소

에 상장되거나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여 보다 강력한 시장

규율에 노출된 경우 이러한 경향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수준 3 조항에서 허용된 재량권이 은행의 

기회주의적 행태에 활용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결

과를 통해 은행의 공정가치회계 상 내재된 편의와 평가기

법 상 한계를 보완하는 규제 상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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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어 동 지표의 객관성이 높아

진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신용손실 인식의 적시성은 단순히 과거 정보만

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전망적 정보 역시 고

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과거 또는 현재 NPL 비율에

는 이러한 정보가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NPL 비

율과 밀접하게 연계된 충당금 정책은 과거지향적일 것으

로 생각할 수 있다. 신용위험을 적시에 충당금 규모에 반

영하려면 미래 NPL 변화에 대한 예측정보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국내회계기준은 IAS 39의 발생손실 모형과 달리 

특정 채권에서 식별된 신용손실에 대한 특정충당금 뿐만 

아니라 장래 불특정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일반 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을 허용하여 왔다. Domikowsky et al (2014)

는 IAS 39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독일의 은행을 대상으로 

현행 NPL 비율이 악화될 경우 충당금 적립액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은행들이 회계기준에서 허용될 경

우 현행 정보를 이용하여 적시에 신용손실을 인식함을 암

시한다. Schechtman and Takeda (2016) 역시 브라질 은

행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NPL 비율이 상승하는 경우 

감독기구에서 요구하는 최저 적립비율을 초과하여 적립

하는 재량적 충당금의 적립규모가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

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대체로 은행의 충당금 적

립행태가 NPL 비율, 상각채권 비율의 변화 등 현행 신용

지표는 잘 반영한다는 사실을 보인다. 하지만 사후적으로 

측정한 미래 NPL 비율 등 미래 신용상태를 나타내는 지

표와 현재 충당금 규모와의 관련성을 분석해보면 그 상관

관계가 현저히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충당금 적

립이 미래전망적 지표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을 암

시하는 것으로서 현행 회계프레임 하에서 은행의 충당금 

적립이 과거 지향적임을 나타낸다. 

충당금을 적시에 적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정한 규모

로 적립하는 것 역시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충당금 적립

의 적시성은 현재 시점에서 기대되는 미래 신용손실의 크

기와 현재 시점에 적립한 충당금 규모가 밀접하게 연계되

어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충당금 규모의 적정성

이란 적립한 충당금 규모가 차후에 실제 발생한 신용손

실의 크기와 유사함을 의미한다. 채권이 제각될 때에 그

에 상응하는 자산 금액이 차변에서 차감되고 그와 동시에 

동 채권에 대해 누적된 충당금이 대변에서 제거된다. 만

약 둘 사이에 1대1의 관계가 성립한다면 기존에 적립된 충

당금이 실현된 신용손실에 완벽하게 대응된다고 볼 수 있

다. 만약 기존 충당금이 실제 실현된 신용손실을 커버하

신용손실 인식과 여신취급 상 경기순응성 

신용손실은 전통적인 여수신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의 

손익 계정 중에서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과 함께 가장 중

요한 계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은행은 주식 및 채권 등 자

본시장에서의 부정적인 가격반응을 지연시키거나 회피하

기 위하여 손실을 과소계상하거나 지연하여 인식할 유인

을 가진다. 신용손실의 인식 지연은 수많은 은행위기에

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징후이다. 은행의 신용손실 인

식 현황은 자산건전성 규제를 통해 감독기구에 의해 면

밀히 감시된다.

기존의 발생손실모형 하에서는 금융자산 또는 그 집합

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신용손

실을 인식할 수 있고 미래사건의 결과로 기대되는 손실은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없었다. 이는 회사가 충당금 설정 

상 허용된 재량권을 이용하여 이익을 조정할 가능성을 차

단하기 위해서였지만 금융위기 과정에서 발생손실모형이 

가진 과거지향적 속성이 경기호황 시기에 충당금의 과소 

적립을 초래하고 뒤이은 경기불황의 초기에 충당금 적립

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와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급속히 훼

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과거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행태에 대한 연구들을 살

펴보면 은행의 신용손실 인식이 경기변동에 강하게 연

계되어 변화한다는 결과를 다수 찾아볼 수 있다. Pain 

(2003) 및 Bikker and Metzemakers (2004)은 경기수축 

기간의 신용위험 증가를 반영하여 충당금 적립규모와 실

질GDP 성장률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고 보고하

였다. Laeven and Majnoni (2003)은 불황기에 신용위험

이 더 높아지지만 은행이 호황기에 신용손실 인식을 미

루어 불황기까지 지연시키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관관계

가 강화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Park et al (2015)

는 한국의 은행을 대상으로 한국의 경기 주기와 신규여

신 취급 규모 간의 상관관계가 IAS 39 도입 이후 강화되

었는지 분석한 결과 실질 GDP 성장률에 대한 신규여신 

규모의 민감도가 IAS 39 도입에 따라 급격히 높아졌음을 

발견하였다. 

은행의 충당금 인식의 적시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신

용 품질에 대한 비재량적 측정 지표가 필요한데 일반적

으로 전체 여신 대비 무수익 여신 (NPL)의 비율을 이러

한 지표로 사용한다. NPL 비율의 상승은 당연하게도 신

용위험이 높아졌음을 암시하는데 만약 충당금 적립정책

이 NPL 변화에 둔감하다면 적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

각할 수 있다. 바젤Ⅱ 이후부터는 90일 이상 연체 여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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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제도의 도입으로 스페인에서 활황기의 신용공급 증가

폭과 불경기의 신용공급 감소폭이 줄어들었다는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Bushman and Williams (2012)은 미래전

망적 정보에 기초한 (즉, 미래 NPL 변화를 반영하는) 충

당금 적립방식은 자산 위험에 대한 레버리지의 민감도로 

측정한 은행의 위험부담 성향을 낮추지만 이익평준화를 

위해 설계된 미래지향적 충당금 적립 방식은 위험부담 성

향을 높인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

히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한 충당금 적립방식이 은행 

경영의 투명성을 낮추어 시장규율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실제로 Pérez et al (2008)은 

동태적 충당금 제도의 도입 이후 스페인의 은행에서 대

손충당금이 이익조정을 위해 이용되었다는 증거를 제시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Fernandez de Lis and Garcia 

Herrero (2010)는 경기대응 방식의 은행 규제와 은행 재

무정보의 투명성 확보 사이에는 상충관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기에 부족하다면 제각 시점에 신용손실을 추가로 인식하

게 된다. Arbak (2015)는 벨기에 은행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벨기에 자국의 회계기준에 따라 충당금 적립방식

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된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충당금

이 발생된 손실을 흡수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적립된 반

면 엄격하게 IAS 39 적용을 요구한 연결제무제표에서는 

충당금 적립이 보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그 규모가 실제 

실현된 손실을 커버하기에 평균적으로 부족했다는 사실

을 보고하였다. 

은행의 충당금 인식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고 불황기까지 

지연될 경우 신용위기 도래시점에 은행이 일시에 신용손

실을 인식함으로써 자기자본이 급속하게 감소하게 된다. 

Capital Crunch Theory에 따르면 시장 전반에 위기가 몰

아닥친 경우 신용경색으로 인해 자기자본비율 유지를 위

한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어려우므로 은행은 신규여신 공

급을 감소시켜 은행의 총 신용위험량을 감소시키는 방향

으로 대응하게 된다. Beatty and Liao (2011)는 충당금 인

식이 지연된 은행의 경우 불황기에 신규여신 취급을 더욱 

감소시킨다는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발생손실모형 상 신

용손실의 지연된 인식이 경기순응성을 악화시켰을 가능

성이 있음을 보였다. 반면 자기자본규제가 도입되기 이전

에는 자본비율과 신규 여신 간에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나

타나 자본규제가 충당금 적립의 경기순응성 문제가 발생

하는 채널이라는 반증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불황기 신규

여신의 취급규모 감소는 단순히 은행들의 위험량 관리라

는 공급적 측면도 있었겠지만 불황기에는 신규자금의 수

요 역시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것을 고려할 때 연구결과의 

해석 상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Beatty and Liao (2011)는 신용손실을 보다 적시에 인식

하는 은행의 경우 경기하강기에 보다 안정적으로 자금공

급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지만, 기대손실모형으로의 

이행이 이뤄질 경우 은행의 경기순응적 행태가 얼마나 완

화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할 수 있다. 기대손실모형은 발

생손실모형과 달리 충당금 적립에 있어 미래전망적 정보

를 반영함으로써 신용위험의 인식을 앞당기지만 여전히 

경기순응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충당금

이 재무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 아니라 오로지 은행시스템의 안전성을 위하여 적립되

는 것이라 한다면 경기순환을 완전히 상쇄하는 형태의 경

기대응 충당금 적립방식 (counter-cyclical provisioning 

scheme)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스페인은 경기순응성 

효과를 완화하기 위하여 2000년에 동태적 대손충당금 적

립방식을 채택하였다. Jiménez et al (2012)는 동태적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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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치회계 측면

공정가치회계는 IAS 39 하에서 이미 광범위한 금융상품

에 적용되어 왔다. IFRS 9는 금융상품을 분류하는 명확

한 원칙을 도입함으로써 IAS 39 상 모호한 분류기준을 재

량껏 적용하여 자기자본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IFRS 9 하에서는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사업모형이라

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금융자산을 ⑴ 당기손익을 통한 

공정가치측정 항목, ⑵ 기타포괄손익을 통한 공정가치측

정 항목, ⑶ 상각후원가 항목으로 분류한다.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오로지 원금과 이자만의 지급(SPPI; 

soley payments of principal and interest)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모형이 그러한 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한다면 해당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다. 만약 SPPI 상품을 보유 및 매도 목적으로 보유

한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그 가치변동분은 기타포괄

손익으로 분류한다. 그 외 나머지 항목은 모두 원칙적으

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그 가치변동분은 당기손익에 포

함한다.

유럽은행을 대상으로 수행된 분석 결과를 보면 IFRS 9

가 도입되더라도 공정가치 평가대상의 확대를 가져오지

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EBA; European Banking Au-

thority, 2016). 대부분의 자산이 IAS 39와 IFRS 9 하에서 

서로 상응하는 동일한 측정범주로 분류될 것으로 기대되

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각후원가 측정을 위한 SPPI 기준

은 상품별로 세심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 측

정방법의 변경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가령, IAS 39에서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던 상품이 사업모형에 불

구하고 특정한 계약조건으로 인해 SPPI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기손익을 통한 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다. 반대로 금융상품 집합의 관리방식을 반영하는 

사업모형 기준은 유동성 관리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매도

가능한 SPPI 상품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는 가능

성을 열어두고 있다. 하지만 위기 도래시 유동성 확보를 위

해 이러한 자산을 매각할 경우 손실이 일시에 실현되어 규

제자본을 급격히 감소시킬 우려 역시 제기된다. 이는 한편

으로 은행이 손실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러한 유동성 

버퍼를 사용하지 않을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VI. IFRS 9 도입 영향

또한 IAS 39에서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

약에 있어 주계약에 대해 상각후원가 측정이 가능하지만 

IFRS 9는 이러한 분리를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옵션조

항을 포함하는 복합채무상품은 SPPI 기준 미충족으로 당

기손익을 통한 공정가치측정이 강제된다.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공정가치회계의 적용확대를 가져올지 아니면 은

행이 보다 전형적인 채무증권을 발행하도록 유도할 지는 

현단계에서는 명확하지 않다. 은행은 채무증권 발행시 옵

션 부여에 따른 발행상 이점과 공정가치평가로 인한 순이

익 및 규제자본 상의 변동성을 비교하여 대응방식을 결정

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IFRS 9에서 지분상품은 상각후원가 측정을 위한 

두 가지 기준을 만족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당기손익

을 통한 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IFRS 9

는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해서 

최소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을 통한 공정가치측정 항목

으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해당 상품의 

처분시점에 실현되는 손익은 계속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하고 순이익으로 재순환되지 않는다.

EBA에 따르면 2016년말 현재 유럽의 대형 은행에서 매

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지분증권은 총자산의 0.4%, 복합

계약에 포함된 주계약의 금액은 총자산의 0.1%에 불과하

여 IFRS 9 도입에 따른 지분증권 및 복합금융상품의 측

정방법 변화가 전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

으로 보인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바젤Ⅲ 규제체계 하에서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분류된 공정가치변동 부분에 대한 건전성 

필터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미실현된 공정가치

손익은 회계상 당기손익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규제자본

에 그대로 가감된다. 따라서 상각후원가 측정 항목으로 분

류하기 위한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금

융자산의 공정가치 변화가 그대로 규제자본에 영향을 미

치게 된다. 은행은 이로 인해 초래되는 규제자본의 변동성

과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완충자본을 추가로 유지할 것으

로 기대된다. 또는 자본확충 비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상

각후원가 분류 기준에 부합하게 사업모형과 포트폴리오 

구성을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 은행의 대응방식

은 추가 자본조달비용과 사업모형/포트폴리오 전략 상 제

약을 동시에 고려한 최적점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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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손실모형 측면

신용손실 인식에 있어 발생손실모형에서 기대손실모형

으로의 전환은 IFRS 9가 가져오는 가장 커다란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손상모형은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을 

통한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모든 SPPI 항목에 적용된다. 

IAS 39는 신용손실 인식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손상사

건 (trigger event)의 발생을 필요로 하나 IFRS 9는 미래 

전망정보를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모든 신용

정보를 통해 추정한 신용위험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대신

용손실을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IFRS 9 하에서 손상측정 대상 자산은 신용위험의 상대

적 변동 정도를 기초로 세가지 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

에 따라 신용손실의 인식범위와 이자수익 발생액 계산이 

달리 규정되어 있다.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기 전

까지는 (1단계) 12개월 부도율에 기초하여 기대신용손실

을 인식하지만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2단계 이후) 전체기간 부도율에 기초하여 기대신용손실

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자수익은 손상사건이 발생하기 이

전에는 (2단계 이전) 총액 기준으로 인식하는 반면 손상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3단계) 순액 기준으로 인식하도

록 하고 있다.16)

16) 총액 기준 이자수익은 손실충당금을 고려하지 아니한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순액 기준 이자수익은 손실충당금을 차감한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의미한다.

17) 기초 내부등급법 하에서 은행들은 PD만을 자체적으로 추정하나 고급 내부등급법 하에서는 PD뿐만 아니라, LGD, EAD 등도 자체적으로 추정한다.

새로운 모형의 적용은 신용손실 인식상 적시성과 적정

성을 모두 높임으로써 신용손실의 흡수능력을 높이고 신

용위험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반영할 것으로 기대

된다. G20는 회계기준 제정기구가 보다 광범위한 신용정

보를 통합하여 충당금을 적립하는 인식기준을 수립할 것

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기대신용손실모형은 미래전망적

인 거시경제변수를 포함한 광범위한 신용정보에 기초하

여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도록 설계되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신용손실 인식의 적시성 향상을 위해 명시적으로 거

시경제변수를 고려하도록 한 것인데 이는 거시경제변수들

이 신용위험의 변화방향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선행지표

라는데 근거한다.

기대신용손실 모형으로의 전환은 은행이 새로운 방법

론, IT 인프라, 자료수집 및 인적 자원에 많은 투자를 할 

것을 요구한다.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을 통한 공

정가치로 측정하는 모든 SPPI 상품에 대해 기대신용손실

을 추정하는 것은 상당한 실무부담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

된다. 내부등급법 (IRB) 하에서 예상손실은 IFRS 9 이전

에 이미 규제자본 산출에 반영되어 오고 있어 내부등급법

을 적용하는 은행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PD, LGD, EAD

를 추정하여 산출하고 있지만17) 구체적인 추정 방법론에 

있어서는 IFRS와 바젤Ⅲ 간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들 

은행 역시 IFRS 9 도입은 많은 어려움을 수

반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가령, 바젤Ⅲ에

서는 신용위험의 단계에 상관없이 항상 향

후 12개월 동안만의 PD(부도율)를 기준으

로 예상손실을 산출하는 반면, IFRS 9에서

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2단계

에 들어선 상품의 경우 PD 추정기간이 잔

존 만기 전체로 확장된다. 또한, 바젤Ⅲ는 전

체 경기주기를 감안하여 평준화된 PD와 위

기시점을 기준으로 추정한 LGD 수치를 사

용하는 반면, IFRS 9는 측정기준 시점에 중

립적으로 추정한 PD와 LGD를 사용한다.

정상수익

여신

1단계

신용위험 변동 미미

12개월 PD

순액 기준 이자인식

전체기간 PD

총액 기준 이자인식

비정상 

여신

2단계

신용위험 유의적 증가

손상 

여신

3단계

손상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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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oitte (2016)가 수행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

상 은행의 약 절반 가량이 IFRS 9 도입에 필요한 기술적 

자원을 내부에 충분히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

다수의 은행들은 새로운 기준의 도입으로 기존 시스템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보았고 새로운 모형에 투입

될 자료 수집, 그 신뢰성 그리고 통계적 모형의 개발에 대

한 우려를 나타냈다. 규제자본 산출을 위해 내부등급법을 

적용하고 있는 대다수의 은행들은 기존의 규제자본 산출

모형을 IFRS 9의 기대손실모형 상 요구에 부합하게 조정

해가는 방식으로 새로운 모형을 구축하고 있다고 한다. 이

러한 과정은 역으로 신용위험의 통제를 위해 내부시스템

을 개선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

기적으로 기대손실모형의 도입과 유지를 위한 비용은 만

만치 않겠지만 IFRS 9의 기대손실모형 도입을 위한 투자

는 신용위험 관리에 이용되는 내부 정보의 질을 향상시키

고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IFRS 9는 기대신용손실의 모형화를 위한 개괄적인 원칙

만을 제시하고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주체의 판단에 

위임하고 있다. 도입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개입되는 재량

의 내용은 손실충당금의 적립규모에 있어 보고주체별로 

다양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대손

실을 추정하는 모형 구축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손실충당

금의 규모를 줄이거나 적시성을 낮추는 선택을 할 여지도 

있다. 이는 규제자본 산출시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은행

들이 위험량을 측정하는 모형을 구축할 때 제기된 우려와 

유사하다. 이러한 우려는 모형에 내재된 가정들에 대해서 

투명한 공시를 요구하는 한편 감독기구의 주도 하에 측정

실무 상의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은행 간 방법론을 일관된 

방향으로 수렴해가는 방식을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IAS 39와 비교하여 IFRS 9는 신용손실의 

인식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기대손

실모형 상의 주요 가정 및 변수 그리고 신용위험의 단계 

간 역학관계에 대한 정보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은행이 기

대신용손실 모형을 적용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여부에 대한 판별은 

기대신용손실의 인식범위에 중대한 차이를 가져옴에도 

IFRS 9는 이에 대한 양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

하므로19) 동 기준이 실무에서 해석되는 방식은 손실충당

금의 규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Deloitte 

(2016)의 서베이 결과 대다수의 은행들이 PD 상승과 연

체 사실을 기준으로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여부를 결

기대(예상)신용손실 추정 방법론 비교18)

내부등급법 (바젤위원회) IFRS 9 (IASB)

PD 부도의 정의 연체일수와 회수가능성을  
기초로 구체적으로 정의

• 은행 내부 위험관리기준에 따름

• 90일 연체 기준 (반론 가능)

측정기간
12개월

• 1단계 : 12개월

• 2-3단계 : 만기까지의 전체기간

측정기준 전체 경기주기 감안 
(Through-the-cycle; TTC)

특정시점 기준 
(Point-in-time; PIT)

최저한 0.03% 없음

LGD 측정기준 불경기 기준 특정시점 기준 중립적 측정치

감사 주체 은행감독기구 외부감사인 및 회계감독기구

출처: BCBS (2016), Deutsche Bank (2015)

18) 참고로 미국 FASB가 2016년에 확정 발표한 현행기대신용손실 (CECL) 모형에서는 신용위험 단계에 상관없이 만기까지의 전체기간을 기준으로 PD를 

산출하되, 전체 경기주기를 감안하여 (TTC) 추정하도록 한다. LGD는 바젤Ⅲ과 마찬가지로 불경기 기준의 값을 적용한다.

19) IFRS 9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IFRS 9 문단 B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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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것이라 한다. 이미 대부분의 은행들이 내부등급법

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외부평정이나 유사

상품의 가격 하락이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되지는 않을 것

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금융상품을 적절하게 집합으로 묶

어 신용위험 증가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

다. IFRS 9는 신용위험의 개별 평가가 불가능한 금융상

품을 일관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집합하도록 하고 있다. 

위험특성이 차이나는 금융상품을 같은 테두리로 묶어 평

가할 경우 신용위험 변화분의 추정치가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을 것이다.

손실충당금의 적립은 은행의 손익을 거쳐 회계상 자본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규제자본 산출 상 조정 여

부에 따라 손실충당금의 규모는 은행이 최소자기자본비

율 등 규제 상의 요구를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을 변화시킬 

수 있다. 현행 바젤 협약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은

행이 위험자본 산출상 표준방법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내

부등급법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규제자본 계산상 손실충

당금의 취급 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바젤Ⅱ와 바젤Ⅲ

의 표준방법 하에서는 일반 충당금을 신용위험가중자산

의 1.25% 한도 내에서 Tier 2 자본 (보완자본)에 포함할 수 

있다. 미래의 잠재적인 불특정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

립하는 일반 충당금이 건전성 규제 목적상으로 자본과 무

차별하다고 본 것이다.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은행은 적격 충당금 총액이 예

상손실보다 큰 경우 그 초과액을 위험가중자산의 0.6% 한

도 내에서 Tier 2 자본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는 대손충당금이 예상손실을 흡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

립하는 것이므로 예상손실을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은 예

상외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자본의 속성을 충족하는 것으

로 간주한 것이다. 반면, 충당금 총액이 예상손실에 미달

할 경우 그 부족액은 바젤Ⅱ 하에서는 Tier 1과 Tier 2 자

본에서 각각 50%씩 동일한 금액을 차감하도록 하였고 바

젤Ⅲ에 들어와서는 Tier 1의 보통주자본에서 부족액 전부

를 공제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바젤Ⅲ 하에서는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은행이 손실충당금을 과소 적립하더라도 실제로 규제자

본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내부모형에 의해 산출되는 예

상손실 금액으로 결정되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과도하게 신용손실을 인식하더라도 예상손실을 초과

하는 금액은 일정 한도 내에서 자본에 재산입(add-back)

하도록 하고 있어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규제자본

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바

젤Ⅲ가 발생손실모형에 따른 충당금 적립을 상정하고 자

기자본계산 방식을 설계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바젤위원

회에서 진행되는 논의는 표준방법을 적용하는 은행에 있

어 IFRS 9에 의해 적립한 손실충당금 중 일부에 대해 일

반 충당금 규정을 계속 적용할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으로 파악된다. 

바젤Ⅱ와 바젤Ⅲ 하에서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은행의 

경우 IFRS 9 도입 이전에 이미 신용손실의 지연된 인식으

로 인해 위기 도래시점에 자본적정성이 급속히 악화되는 

메커니즘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은행의 회계처

리와 무관하게 내부모형에서 산출한 예상손실 금액이 신

용손실로서 자기자본에서 공제되었기에 은행의 대손회계

가 자기자본규제라는 채널을 통해 경기순응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이미 차단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IFRS 9 도입 이후에도 기대손실모형의 적용으로 바젤Ⅲ 

하에서 규제자본의 양이 유의적으로 변동할 가능성은 극

히 제한적이다. 또한 도입 이후에도 은행이 규제자본 산출

과 위험량 관리 목적의 내부모형에서 이탈하는 회계상 기

대손실모형 특유의 가정이나 실무방식을 통해 규제자본

을 관리할 수 있는 여지도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IFRS 9의 기대손실모형이 은행의 경기순응적 행

태를 개선하는 효과 역시 과거 활발히 논의되었던 자기자

본규제라는 채널이 아닌 다른 측면을 통해 실현될 수 있

으리라 판단된다. 발생손실모형은 신용손실의 지연된 인

식으로 은행의 이해관계자들이 위기 상황에 적시에 대처

하지 못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상 자산의 질

에 대한 투명성을 낮추어 은행 재무제표가 표시하는 은행

의 경영상태에 대한 투자자의 불신을 가져왔다. 경기 변화

에 대한 발빠른 예측은 경제주체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 

경제 전반의 경기순응성을 약화시키고 불경기 진입시 경

기 위축폭을 감소시킨다. 기대손실모형은 미래전망적 거

시경제정보를 반영함으로써 은행의 신용손실 인식의 적시

성을 향상시킬 것이고 이는 여신공급을 조절하는데 활용

됨으로써 경기진폭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Co-

hen and Edwards, 2017). 또한, 신용위기 초기 국면의 신

용위험 인식은 은행이 보다 수월하게 신용손실을 흡수하

고 위기에 대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시장규율

의 효율성을 높여 은행 경영의 건전성을 진작시키고 투자

자나 감독기구 등 다른 이해관계자들 역시 위기상황에 보

다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할 것이다.

IFRS 9가 채택한 PIT 방법론, 즉 특정시점의 중립적 추

정치에 기초한 기대신용손실 산출방식은 경기주기를 감

안한 TTC 방법론과 비교할 때 주어진 시점의 현실을 보

다 잘 반영한고 현재 이용가능한 정보를 보다 적시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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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한다는 측면에서 당초 기대손실모형의 취지에 보다 부

합하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경제지표가 급격히 악화될 때

에 손실충당금의 규모가 급속히 증대되는 변동성에 노출

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기대손실모형 역시 여전히 상

당한 경기순응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금융자산을 

1단계에 2단계로 재분류할 때 신용손실의 인식범위(정확

히는 PD의 추정범위)가 12개월에서 만기까지의 전체 기간

으로 확장되어 손실충당금의 규모가 급격히 커질 수 있다. 

만약 신용위기의 도래로 인해 은행이 보유하는 상당부분

의 자산이 일시에 1단계에서 2단계로 이전된다면 은행의 

회계상 손익 및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수 있다. 

그러한 효과는 ⑴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여부의 판별기

준20), ⑵ 은행 여신의 만기구조, ⑶ 여신 포트폴리오의 다

양성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대로 내부모형 상의 예상손실에 대비한 충

당금 과소적립은 그 부족액을 규제자본 계산시 추가 공

제하도록 하여 자본규제 메커니즘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하지만 내부모형 상 예상손실을 초과하여 충당금을 적립

하는 경우 위험가중자산의 0.6% 한도까지만 초과액을 규

제자본에 재산입하여 조정한다. 바젤Ⅲ에서는 향후 12개

월 동안의 PD를 경기주기전체의 평준화 수치로 추정하

여 예상손실을 산출하지만 IFRS 9에서는 신용위험이 유

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잔존 만기동안의 부도확률을 해당 

시점, 다시 말해 상황이 악화된 시점의 수치로 추정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므로 신용위기가 구체적으로 예상

되는 초기 시점에 있어 바젤Ⅲ에 비해 IFRS 9의 손실추

정치가 훨씬 클 수 있고 이 경우 그 효과는 규제자본에까

지 파급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이 보유하는 여신

의 상당부분이 일시에 2단계로 재분류될 경우 규제자본 

역시 급감하여 자본적정성이 급격히 악화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잠재적인 위험이 은행 간에 연계

되어 시스템 위험으로 구현된다면, 신용위험이 유의적으

로 증가하는 시기에 다수 은행의 자기자본이 일시에 급격

히 감소되고 이에 대응하여 은행들이 자본규제 준수를 위

해 동시에 자산 급매나 여신 축소에 뛰어듬으로써 신용위

기의 초기 국면이 급격하게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될 위험

이 있는 것이다.

자산 포트폴리오가 대거 2단계로 이전하는데 따른 절벽 

효과(cliff effect)를 완화하기 위하여 은행은 여신 포트폴

리오의 만기와 위험특성을 다양할 필요가 있다. 만기가 짧

아질수록 2단계 진입에 따른 손실충당금 증가폭이 작이

지므로 만기를 축소하거나 단기 여신을 롤오버하는 형태

가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 장기 여신의 경우에는 신용손

실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신용위기 도래에 따른 규제 관

련 비용까지 고려하여 가격을 책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기 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 여신을 직접 또는 구조화하

여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안도 고려가능하다. 다른 한편

으로 은행은 차주의 특성을 다양화하여 “신용위험의 유

의적인 증가”가 다수 여신 집합에서 동시에 발생하지 않도

록 하는 것이 규제자본 관리 차원에서 필수적이라 하겠다.

20) 신용위험의 단계를 구분함에 있어 손상사건의 발생이라는 객관적 사건을 전제로 하는 3단계와 달리 2단계로의 구분은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라는 

재량적 판단에 의존하므로 은행의 회계정책이나 실무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20    삼일회계법인 

※ 참고문헌

•	 Acharya,	V.	V.,	Gujral,	I.,	Kulkarni,	N.,	&	Shin,	H.	S.	(2011):	Dividends	and	bank	capital	in	the	financial	crisis	of	
2007-2009	(No.	w16896):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Allen,	F.,	&	Carletti,	E.	(2008):	Mark-to-market	accounting	and	liquidity	pricing.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45(2),	pp	358-378.

•	 Amel-Zadeh,	A.,	Barth,	M.	E.,	&	Landsman,	W.	R.	(2014):	Procyclical	leverage:	bank	regulation	or	fair	value	
accounting?.	Rock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Working	Paper,	147.

•	 Arbak,	E.	(2017):	Economic	importance	of	the	logistics	sector	in	Belgium	(No.	326).

•	 Barth,	M	and	W	R	Landsman	(2010):	“How	did	financial	reporting	contribute	to	the	financial	crisis?”European	
Accounting	Review,	vol	19,	pp	399–423.

•	 Barth,	M,	W	R	Landsman	and	J	Wahlen	(1995):	“Fair	value	accounting:	effects	on	banks’	earnings	volatility,	
regulatory	capital,	and	value	of	contractual	cash	flows”,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vol	19,	pp	577–605.

•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2016):	“Regulatory	treatment	of	accounting	provisions”,	October.

•	 Beatty,	A	and	S	Liao	(2011):	“Do	delays	in	expected	loss	recognition	affect	banks’	willingness	to	lend?”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52,	pp	1–20.

•	 Beatty,	A.,	&	Liao,	S.	(2014):	Financial	accounting	in	the	banking	industry:	A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8(2),	pp	339-383.

•	 Bhat,	G,	S	G	Ryan	and	D	Vyas	(2013):	“The	implications	of	credit	risk	modelling	for	banks’	loan	loss	provision	
timeliness	and	loan	origination	procyclicality”,	Working	Paper.

•	 Bikker,	J	A	and	P	A	J	Metzemakers	(2004):	“Bank	provisioning	behavior	and	procyclicality”,	Journal	of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Institutions	and	Money,	vol	15,	pp	141-157.

•	 Borio,	C.,	&	Tsatsaronis,	K.	(2004):	Accounting	and	prudential	regulation:	from	uncomfortable	bedfellows	to	
perfect	partners?.	Journal	of	Financial	Stability,	1(1),	pp	111-135.

•	 Bouther,	R.,	&	Francis,	W.	B.	(2017):	Accounting	discretion,	market	discipline	and	bank	behaviour:	some	
insights	from	fair	value	accounting,	Bank	of	England	Working	Paper	No.	647.

•	 Bushman,	R	M	and	C	D	Williams	(2012):	“Accounting	discretion,	loan	loss	provisioning,	and	discipline	of	
banks’	risk-taking”,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54,	pp	1–18.

•	 Cohen,	B.	and	Edwards,	G.	(2017):	“The	new	era	of	expected	credit	loss	provisioning”,	BIS	Quarterly	Review,	
March,	pp.	39-56.

•	 Deloitte	(2016):	“No	time	like	the	present”,	Global	IFRS	banking	survey,	No	6,	May.

•	 Deutsche	Bank	(2015):	IFRS	9:	Truth	and	advertising,	December.

•	 Diamond,	D	and	R	Rajan	(2011):	“Fear	of	fire	sales,	illiquidity	seeking	credit	freez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26,	no	2,	pp	557–591.

•	 Domikowsky,	C.,	Bornemann,	S.,	Duellmann,	K.,	&	Pfingsten,	A.	(2014):	Loan	loss	provisioning	and	
procyclicality:	Evidence	from	an	expected	loss	model,	Deutsche	Bundesbank	Discussion	Paper	No	39/2014.

•	 Ellul,	A.,	Jotikasthira,	C.,	Lundblad,	C.	T.,	&	Wang,	Y.	(2015):	Is	historical	cost	accounting	a	panacea?	Market	
stress,	incentive	distortions,	and	gains	trading.	The	Journal	of	Finance,	70(6),	pp	2489-2538.

•	 European	Banking	Authority	(2016):	Report	on	results	from	the	EBA	impact	assessment	of	IFRS	9,	December.

•	 FDIC	(2003):	Basel	and	the	Evolution	of	Capital	Regulation	:	Moving	Forward,	Looking	Back.

•	 Fernandez	de	Lis,	S	and	A	Garcia	Herrero	(2010):	“Dynamic	provisioning:	some	lessons	from	existing	
experiences”,	ADBI	Working	Paper	series	218.

•	 Heaton,	J.	C.,	Lucas,	D.,	&	McDonald,	R.	L.	(2010):	Is	mark-to-market	accounting	destabilizing?	Analysis	and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21

implications	for	policy.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57(1),	pp	64-75.

•	 Jimenez,	G.,	Ongena,	S.,	Peydro,	J.	L.,	&	Saurina	Salas,	J.	(2012):	Macroprudential	policy,	countercyclical	
bank	capital	buffers	and	credit	supply:	Evidence	from	the	Spanish	dynamic	provisioning	experiments,	
Working	Paper.

•	 Laux,	C	and	C	Leuz	(2009):	“The	crisis	of	fair	value	accounting:	making	sense	of	the	recent	debate”,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vol	34,	pp	826–834.

•	 Laux,	C	and	C	Leuz	(2010):	“Did	fair-value	accounting	contribute	to	the	financial	crisi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24,	pp	93–118.

•	 Pain,	D	(2003):	“The	provisioning	experience	of	major	UK	banks:	a	small	panel	investigation”,	Bank	of	England	
Working	Paper	177.

•	 Park,	J	P,	J	Kim,	J	I	Jang	and	J	Cheung	(2015):	How	do	Korean	accounting	and	regulatory	regimes	interplay	
and	affect	Korean	banks’	behaviour?,	mimeo.

•	 Pérez,	D,	V	Salas-Fumas	and	J	Saurina	(2008):	“Earnings	and	capital	management	in	alternative	loan	loss	
provision	regulatory	regimes”,	European	Accounting	Review,	vol	17,	no	3,	pp	423-445.

•	 Plantin,	G,	H	Sapra	and	H	S	Shin	(2008):	“Marking-to-market:	panacea	or	Pandora’s	box”,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46,	pp	435–460.

•	 Schechtman,	R.,	&	Takeda,	T.	(2016):	Are	capital	(and	earnings)	incentives	effective	for	loan	loss	provisions?.	
In	PET	16-Rio.

•	 Shin,	H	S	(2009):	"Reflections	on	Northern	Rock:	The	bank	run	that	heralde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23,	pp	101–119.



22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 활동에 관한 공시

Chapter 2

선임연구위원  하 미 혜

E-mail: mihha@samil.com 
Phone: 02-709-8599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2017년 4분기 · Vol.2

기술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삼일회계법인의 정책이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23

기업의 공시(disclosure)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는 것과 동시에 이해관계

자들에 의한 모니터링을 가능하게끔 하여 올바른 기업 활동을 유도한다. 공시를 통해 특정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그 품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접근법은 여러 영역에서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본고에서 다루게 될 감사위원회 활동에 관한 공시와 밀접하게 관련된 외부감사인의 활동에 관한 

공시가 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노력에 대한 지표로서 감사시간 정보는 2001년부터 사업보고서에 공시되고 있

다. 2014년부터는 감사 절차와 투입 인력 등에 따른 세부적인 감사시간 정보와 수행된 감사업무의 내용과 시기

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감사보고서를 통해 공시된다. 이러한 감사업무에 대한 공시 정보를 통해 정보이용자

는 해당 기업의 감사품질을 평가할 수 있다. 기업이 속한 산업과 규모 등에서 유사한 특성을 가진 다른 기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감사시간이 적다면, 외부감사인의 노력이 적게 투입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는 결과

적으로 낮은 감사품질을 시사한다. 즉, 투자자와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감사시간 정보를 통해 감사품질을 모니

터링할 수 있고, 이는 외부감사인이 충분한 감사시간을 투입하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2016년부터 수주산업에 적용되기 시작한 핵심감사항목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외부감사인

은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중요한 주의를 필요로 했던 사항에 대하여 파악한 재무제표 왜곡표시위험과 이에 

대응한 감사절차를 핵심감사항목으로 감사보고서에 기재한다. 기존의 정형화된 감사의견만으로는 적절한 감

사절차가 수행되었는지 평가하기 어렵다. 후속적으로 회계부정이 발견되거나 감리 지적을 받기 전까지 정보

이용자가 감사절차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심감사항목은 정보이용자가 중

요한 감사절차를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므로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를 더욱 철저하게 수행

할 유인으로 작용한다. 

공시를 통한 이러한 접근법이 감사위원회 활동에도 적용된다.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에 대한 감독을 포함

한 재무보고 관련 활동을 충실히 감시·감독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시하고, 이를 통해 외부의 평가를 받음

으로써 감사위원회 활동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Securities and Exchange Com-

mission(이하, SEC)은 2015년에 Concept Release ‘Possible Revision to Audit Committee Disclosures’ 

(이하, Concept Release)1)를 통해서 감사위원회 정보의 공시 범위와 규제 방식에 대한 의견을 다양한 이해관계

자들로부터 수렴하였다. 특히 외부감사를 감독하는 감사위원회의 책임과 관련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2) 미국

은 위임장보고서(proxy statement)3)를 통해 감사위원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감사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4) 또한 기업별로 공시 내용과 방식에 차이가 존재한다. SEC

는 Concept Release를 통해 감사위원회에 관한 공시 내용이 충분한지, 충분하지 않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할

지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다. Concept Release 발표 이후 현재까지 SEC가 감사위원회에 관한 공시 규정을 수

정하지는 않았지만, 자발적인 공시를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는 대외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감사위원회 관련 공시 현황과 Concept Release에서 논의된 공시 강화 방안에 대해 살펴본

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감사위원회 공시 현황과 시사점을 검토한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

acc.sam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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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www.sec.gov/rules/concept/2015/33-9862.pdf

2) 우리나라의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감독과 전반적인 재무보고에 대한 감독에 대한 책임을 모두 부담하는 반면, 미국의 

감사위원회는 재무보고 감독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감독 책임만 부담한다. 미국의 경우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감독한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감사위원회 책임을 본고의 <별첨 1>에서 비교한다.

3) 기업이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요청할 때 요구되는 보고서. 정기주주총회 전에 공시된다.

4) 미국은 감사위원회 정보가 위임장보고서에 공시되지만,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연간 사업보고서에 감사위원회 정보가 공시되며 영국, 호주 및 

싱가포르도 연간보고서에 공시된다.  

5) Regulation S-K는 미국 증권법(US Securities Act of 1933)의 하위 규정으로서 상장기업이 SEC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 요구사항에 대해 정하고 있다.

6) 미국 감사위원회 보고서는 <별첨 2> 참고

7) AU section 380 Communication with audit committee

감사위원회에 관련된 공시는 법이나 규정에서 요구하는 

의무적인 공시 사항과 기업이 재량적으로 결정하는 자발

적 공시 사항이 있다. 자발적인 공시 사항의 양은 점점 늘

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Concept Release를 통해 논

의를 진행한 이유이기도 하다. 즉, 자발적인 공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정보에 대한 수요가 있다

는 의미이므로 추가적인 감사위원회 관련 공시의 필요성

을 검토하고 이를 제도화할지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만

들었다. 

1. 의무적인 공시 사항

감사위원회에 관한 공시 요구사항은 Regulation S-K 

Item 407에서 정하고 있다.5) 위임장보고서(proxy state-

ment)나 참고서류(information statement)에 기업지배구

조에 관한 정보의 하위 항목으로 기재된다. 우선 감사위

원회는 재무보고, 내부통제 및 회계감사에 대한 감독 책

임을 다하기 위해 수행한 활동을 보고해야 하며, 구체적으

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동 내용은 감사위원회 보고

서의 형태로 위임장보고서에 포함되어 공시된다.6)

• 감사위원회가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해 검토하고 경

영진과 논의하였음

• 감사위원회가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7)에 대

해 외부감사인과 논의하였음

•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 관하여 서면 확

인을 받고 논의하였음

•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연간보고서에 포함할 것을 이사

회에 권고함

I. 미국의 감사위원회 관련 공시 

또한 각 감사위원의 이름을 공시해야 하며, 각 감사위원

이 독립적인지, 감사위원회 회의는 몇 번이나 개최되었고 

각 감사위원의 회의 참석률은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와 다

음에 열거한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감사위원회 규정을 보

유하고 있다면 투자자들이 규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시

하거나 위임장보고서나 참고서류에 첨부하여 투자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한다.

• 감사위원회 규정(Charter)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독립적이지 않은 이사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한 

이유

• 상설 감사위원회가 존재하거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하

는 소위원회가 있는지 여부. 있다면 해당 위원회에 속

하는 위원의 인적 정보

• 감사위원회 위원 중 재무 전문가가 적어도 한 명 포함

되어 있는지 여부

한편, Sarbanes-Oxley법(이하, SOX)은 외부감사인의 독

립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감사위원회의 책임을 강화한 바 

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에게 허용되는 비감사용역

을 포함하여 감사, 검토 및 인증 업무에 대해 사전에 승인

해야 할 책임을 진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의 사전 

승인 절차와 정책에 대해 위임장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 2년간 외부감사인에게 지급된 감사보수 및 비

감사보수를 성격별로 분류하여 공시해야 한다. 구체적으

로 감사보수, 감사 관련 보수, 세무용역 보수 및 그 외 보수

의 4가지 항목으로 구분한다. 감사 관련 보수와 그 외 보

수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뿐만 아

니라 감사 관련 보수, 세무용역 보수 및 그 외의 보수 총액 

중에서 사전승인 정책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금액의 비율도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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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관련된 안건이 상정되

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 당기에 선임되었거나 추천된 외부감사인

• 감사인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전기감사인

•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에서 회의에 참석하는지 여부, 

발언할 기회가 주어지는지 여부와 질의 응답하는 시간

이 주어지는지 여부

• 해임되거나 사임한 외부감사인이 있다면 그에 관한 정보

2. 자발적인 공시 사항

의무적인 공시 사항과는 별개로 감사위원회 활동에 대

한 자발적 공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업마다 차이가 존

재한다. Center for Audit Quality(이하, CAQ)는 2014년부

터 S&P 1500 기업에 대하여 위임장보고서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CAQ의 분석에 따르면 감사위원회

의 외부감사 감독에 관한 자발적 공시는 점차 증가하고 있

다. <표 1>은 2016년 위임장보고서를 기준으로 CAQ가 공

시내역을 구분하여 그 빈도를 분석한 것을 요약한 표이다.

우선 대규모 기업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비

해 높은 비율(31%)로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관한 감사위원

회의 고려사항을 공시하였다. CAQ가 분석한 내용에 따르

면 공시 세부 내역은 기업마다 차이가 있으며, 감사위원회 

규정에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관한 정책이 명시된 경우 해

당 조항이 발췌되기도 하였다. 다음은 무디스사(Moody's 

Corp.)의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해 고려한 

내용으로 위임장보고서에 기재한 내용을 발췌하여 번역

한 것이다. 

“OO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재선임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는 몇 가지 요소를 고려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제공한 서비스의 품질과 효과성·적격성, 전문성 및 

인력과 자원·산업 및 사업에 대한 지식·감사위원회

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질·감사위원회, 경영

진과 회계법인의 관계·독립성·감사보수의 적정성·연

속감사기간·감사인 교체의 영향·PCAOB에 의한 회

계법인 감독 결과를 비롯한 감사품질과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결과.

그 결과 감사위원회는 OO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

로 선정하였으며 다른 서비스도 유지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결정이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이라

고 믿는다.”

 

감사보수의 결정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논의한 사항을 명

시적으로 공시한 기업은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감

사보수를 결정하는 방법 및 감사보수와 감사품질의 관련

성에 대한 논의는 외부감사 감독을 위한 중요한 영역임에

도 불구하고 거의 공시되지 않았다. 반면 비감사용역이 독

립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관련

된 내용을 공시하였다. 비감사용역이 독립성에 미치는 영

향을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주요 관심사로 기업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감사보수의 변동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30%를 상회하는 기업들이 그 사

유를 공시하였다. 다음은 스머커사(Smucker Co.)가 위임

장보고서에 공시한 감사보수 변동 사유이다.

“2016년 감사보수가 증가한 이유는 주로 Big Heart의 

인수에 기인한다. 동 인수로 인해 매수가격배분(Pur-

chase Price Allocation)에 대한 감사절차와 연결재무

제표에 추가로 포함되는 Big Heart의 재무제표에 대

한 감사절차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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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S&P 1500 기업의 외부감사 감독에 관한 자발적인 공시 현황 

분류                 공시 내용 연도 
S&P

500 

S&P

MIDCAP 

S&P

SMALLCAP 

회계법인 

선정

외부감사인 선정 시 고려사항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논의가 있었나?

2016 31% 22% 17%

2015 25% 16% 11%

2014 13% 10% 8%

외부감사인의 연속감사기간을 공시하였나?

2016 59% 45% 48%

2015 54% 44% 46%

2014 47% 42% 50%

감사보수

감사보수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동 논의는 감사품질과 연계되었나? 

2016 9% 3% 1%

2015 10% 2% 2%

2014 13% 4% 1%

감사위원회가 어떻게 감사보수를 결정할 

것인지 논의하였나?

2016 1% 1% 1%

2015 0% 0% 0%

2014 1% 1% 0%

비감사용역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이 논의되었나? 

2016 81% 73% 69%

2015 78% 67% 63%

2014 83% 69% 58%

감사위원회가 감사보수의 결정을 책임진다는  

것이 기술되었나?

2016 17% 3% 5%

2015 16% 3% 5%

2014 8% 1% 1%

감사보수가 변동된 경우 그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었나?

2016 34% 32% 36%

2015 25% 24% 28%

2014 28% 30% 24%

회계법인

평가, 감독

회계법인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들에  

대해 논의하였나?

2016 34% 26% 25%

2015 24% 25% 22%

2014 8% 7% 15%

외부감사인과 함께 다룬 주요한 문제에 대해 

공시하였나?

2016 0% 1% 2%

2015 1% 0% 1%

2014 3% 2% 1%

업무수행이사 

선정

업무담당이사가 매 5년마다 교체된다는  

사실을 기재하였나?

2016 39% 10% 8%

2015 26% 5% 5%

2014 16% 3% 4%

감사위원회는 회계법인의 업무담당이사 

선정에 관여하였음을 명시적으로 기술하였나?

2016 43% 10% 6%

2015 31% 5% 3%

2014 13% 1% 1%

출처: Audit Committee Transparency Barometer. Center for Audit Quality & Audit Analytics(2016). pag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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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에 대한 평가를 공시하는 기업은 현저하게 늘어

났으며,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공시하는 비율이 더 높았

다. 그리고 회계법인에 대한 평가는 앞서 기술한 회계법인 

선정에서 고려된 요소들에 대하여 수행된 경우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회계법인의 업무담당이사 선정에 감사위원

회가 관여한 사실에 대한 공시도 대규모 기업에서 급격하

게 증가하였다. 다음은 에디슨사(Edison, Inc)가 위임장보

고서에 공시한 내용이다.

“감사위원회는 5년 주기로 업무담당이사의 강제 교

체와 더불어 회계법인을 교체해야 하는지를 평가한

다. 감사위원회는 업무담당이사의 선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사위원회에 대한 정보가 의무

적 혹은 자발적으로 공시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감사위

원회가 어떻게 책임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

술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의무적인 공시 사항이 아님에도 

기업들이 감사위원회 활동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

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의 규정보다 더 많은 정보를 시

장 참여자들이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였

고 동 Concept Release의 출발점이 되었다. 

기업이 감사위원회 활동에 대해 자발적인 공시를 하는 

이유와 동 공시 정보가 투자자 및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증 연구를 통해 검토되어야 할 영역이다. 

그러나 감사위원회의 활동과 그 근거에 대한 정보가 제공

된다면 투자자들은 감사위원회 역할의 효과성이 기업마

다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게 될 것이다. 특히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적절하게 감독하였는지 평가하여 결과적으로 

재무보고 품질에 미친 영향을 판단할 수 있다.  

SEC는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를 감독하는 활동에 관

한 공시 요구사항에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기 위해 크게 3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하였

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어느 범위

까지 정보를 제공할지에 대한 의견과 Concept Release에

서 제안한 대로 공시 사항이 개선될 경우 투자자의 의사

결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예상을 조사

하였다. 논의의 대상이 된 3개의 항목은 다음과 같이 요

약할 수 있다.

II. Concept Release의 논의

① 감사위원회의 외부감사인 감독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회의 내용, 규제기

관에 의한 회계법인 감독 결과, 외부감사인의 객

관성과 전문가적 의구심에 대한 평가, 외부감사 

범위의 결정을 위한 감사위원회의 관여

② 외부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유지를 결정하기 위

한 감사위원회의 절차

외부감사인의 업무수행 평가, 제안서와 선정 절차, 

주주총회에서의 외부감사인 선임 추인, 감사보수 

결정에서 감사위원회의 역할

③ 회계법인과 업무담당팀원의 적격성 평가

연속감사기간, 업무담당이사의 선정

기업의 감사위원회와 경영진, 투자자, 회계법인, 법률 전

문가 및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논의에 참여하였

다. 의견을 수집한 결과, SEC가 제시한 의무적인 공시 사

항을 늘이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으

로 의견이 나뉘었다. 

반대하는 쪽은 공시를 통해 감사위원회 활동의 투명성

을 제고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자발적인 공시

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개별 기업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다르고 감사위원회가 역할을 수행하는 방

식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무적인 공시 사항을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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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공시를 강제할 경우 

획일적인 문구의 경직된 정보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아지

며, 기업에 특화되어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보였다. 그래

서 이들은 3개의 주요 항목에 대하여 감사위원회가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자발적으로 유연하게 공시할 것

을 제안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찬성하는 쪽은 현행의 공시 정보가 감

사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한다. 기업이 공시 내용을 재량적으로 결정할 경우 정

보이용자 입장에서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기에 한계가 있

고, 기업마다 제공하는 정보에 차이가 있어 비교가능성이 

낮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공시 요구사항을 법

에서 규정하고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Concept Release를 통한 논의 후 현재까지 감사위원회 

활동의 공시와 관련된 법률이나 제도의 제·개정은 없었

다. 그러나 SEC는 감사위원회 활동에 대한 자발적인 공시

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가 더 많

은 정보를 공시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SEC의 노력에 더하여, Public Company Ac-

counting Oversight Board(PCAOB)는 회계감사의 투명성

을 높이기 위한 기준을 추가적으로 마련하였다. PCAOB

는 2017년 6월에 국제감사기준의 핵심감사항목(Key Au-

dit Matters)과 유사한 Critical Audit Matters(이하, CAM)

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기준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감

사기준서 AS 3101 ‘The Auditor's Report on an Audit of 

Financial Statements When the Auditor Expresses an 

Unqualified Opinion'은 CAM과 감사인의 연속감사기간

을 포함하여 감사인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추가적

인 정보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할 것을 요구한다.

감사위원회에 관한 정보는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8)에 

따라 사업보고서에 포함되어 공시된다. 우선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에서 감사위원회의 일반적인 정보와 활동이 기

재되며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된다.9)

• 감사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 및 사외이사 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 감사위원회의 활동

먼저 감사위원회 위원의 이름 및 경력 위주의 인적사항

이 기재된다. 그리고 각 감사위원이 사외이사인지 여부를 

포함하여,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감사위원 선출 기준과 운

영 현황에 대해 설명한다.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다룬 안

건의 주요 내용 및 의결현황과 통상적인 회의를 통한 업

무 외에 업무집행에 대한 감사,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

정의 변경에 관한 타당성 검토,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등 

III. 우리나라의 감사위원회 관련 공시

주요활동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다. 그리고 섹션을 달리하

여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에서는 감사(위원)의 보

수 정보가 공시된다. 감사위원회가 아닌 감사 제도가 운

영되는 경우에도 감사위원회 규정을 준용하여 정보를 공

시한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 사업보고서의 공시 내용을 

점검하여 감사(위원회) 운영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최근 대형 회계부정으로 인해 재무보고에 대한 

감사(위원회)이 책임이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상법10)에 따라 재무제표와 영업보

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감사보고서는 

감사방법의 개요,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영

업보고서에 대한 감사결과를 포함하며 사업보고서에 첨

부되어 공시된다.11) 또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률12)에 따라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

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제반 공시서류의 작성방법, 기재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9)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 제7-2-1조(감사위원회)

10) 법 제447조의4

11) 우리나라 감사위원회 보고서는 <별첨 3> 참고

12) 법 제2조의2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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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인 지침인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이사회가 감

사(위원회)의 목표, 조직, 권한 및 책임 등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해야 하며, 매년 감사(위원회)는 그 규정이 타당한

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들의 독립성에 대한 평가 내

역과 주요 활동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대

표이사는 이를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이 

때 감사위원회 위원의 경력, 기업과의 중요한 거래의 유무, 

기타 독립성에 관련되는 기업과의 이해관계, 관련 법령 및 

감사위원회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의무 이

행 여부 및 기타 주요 활동 내용 등을 별도로 구분한다. 

금융회사의 경우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른 지

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감사위원회 규정과 감사위원

회의 활동 내역에 대해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감사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과 규정이 마련되더라

도 감사위원회가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회계투

명성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공시는 감사위원

회의 역할 수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이용자가 감

사위원회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평가

는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개선하고 업무의 질을 높이려는 

유인으로 작용한다. 즉, 감사위원회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을 높여 감사위원회의 기

능을 더욱 강화하는 선순환이 일어난다.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사

업보고서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미국의 의무적인 공시사

항과 유사한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으나 그 범위가 좁고 자

발적 공시사항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감사위원회

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정

보는 충분하지 않다. 예를 들어,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의 선임에 대해 승인할 권한을 갖는데, 승인을 하기 위해 

무엇을 고려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는 

감사위원회에 의한 외부감사인 선임의 승인이 적절한지에 

대해 평가하기 어렵다.

미국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감사위원회의 외부

감사 감독에 관한 공시는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정보를 필

요로 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또한 시계열

적으로 볼 때 점차 공시 정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지

속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는 의미이

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감사위원회에 관한 공시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공시 사항과 궤를 같이 하지만, 질적

인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기업마다 차이

는 있지만 법이나 규정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국한되어 공

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구체

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다.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변화를 앞두

고 있는 현 시점에 감사위원회 활동에 관한 어떤 정보가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인지에 대해 고

민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최근 이루어진 Concept 

Release의 논의 과정이 해답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으

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Audit	Committee	Transparency	Barometer.	

Center	for	Audit	Quality	&	Audit	Analytics	(2016)

•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Concept	

release.	Possible	Revisions	to	Audit	Committee	

Disclosures	(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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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별첨 1. 우리나라와 미국의 감사위원회

우리나라 미국

근거 

규정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2016)

III. 감사기구

1. 내부감사기구

NYSE Listed Company Manual 

Section 3 Corporate Responsibility

303A.00 Corporate Governance Standards

목적 기업은 경영진을 감독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준법경영 및 투명경영을 촉진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의 목적은  

(1) 최소한 다음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 업무를 지원

• 재무제표의 완전성(integrity)

• 법률 및 규정의 요구사항 준수

• 외부감사인의 적격성과 독립성

• 내부감사와 외부감사의 업무 수행

(2) Regulation S-K에서 요구하는 감사위원회 관련 

항목에 대한 공시정보 작성

책임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가 수행할 주요 감사업무는 

다음과 같다.

• 이사회와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

• 기업 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검사

• 재무보고 과정의 적절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변경의 

타당성 검토

•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 내부감사부서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

• 내부감사부서의 역할, 조직, 예산의 적절성 평가

• 내부감사부서의 활동에 대한 평가

•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한 승인과 

주주총회에의 사후 보고

• 외부감사인의 감사 활동에 대한 평가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비감사활동의 적절성 

평가

• 내부 및 외부감사 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감사위원회 규정 또는 감사규정 명문화 및 그 

내용의 공시

• 감사(위원회) 활동과 독립성에 대한 내용의 

주기적 공시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은 최소한 다음을 

포함한다.

•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절차, 규제 

기구 등에 의한 품질관리감리 결과, 회계법인이 

수행한 다른 감사업무에 대한 지적 여부 및 

독립성에 관련된 회사와 회계법인간의 모든 

관계에 대한 검토

•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 실적발표 및 애널리스트 등에 제공하는 실적 

전망 등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

• 위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정책에 대해 논의

• 경영진,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인과 각각 따로 

주기적인 회의

• 감사범위의 제한을 포함하여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 중 직면한 문제와 이에 대한 경영진의 

대응 검토

•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의 전·현직 직원 채용에 

대한 원칙 수립

• 이사회에 정기적인 보고

30    삼일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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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미국 알파벳사 감사위원회 보고서

별첨 3. 우리나라 감사(위원회)보고서 예시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본 감사위원들은 제XX기(20X6년 1월 1일부터 20X6년 12월 31일까지)의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감사방법의 개요 

회계 감사를 위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계서류를 열람하고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와 동 

부속명세서를 검토하였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조, 실사, 입회, 조회 기타 적절한 

감사절차를 적용하였습니다. 업무감사를 위하여 이사회 및 그 밖의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며 중요한 업무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2) 연결 및 별도 재무상태표, 연결 및 별도 포괄손익계산서, 연결 및 별도 자본변동표, 연결 및 별도 

현금흐름표 및 그 주석에 관한 사항 

연결 및 별도 재무상태표, 연결 및 별도 포괄손익계산서, 연결 및 별도 자본변동표, 연결 및 별도 

현금흐름표 및 그 주석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산 및 손익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관한 사항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4) 영업보고서에 관한 사항 

영업보고서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X7년 X월 XX일  

감사위원회 위원 OOO, AAA, 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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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내부감사기능은 내부통제 시스템의 3차 방어선을 구성한다. 은행의 내부감사는 은행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시스템의 품질과 유효성에 대한 확신을 제공함으로써 이사회와 최고경영진이 은행의 

자산과 평판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준다. 본고는 은행의 내부감사가 전체 지배구조 내에서 담당하는 기능을 

개관하는 한편 은행의 감사위원회가 은행의 내부감사가 작동하는 틀 내에서 수행하여야 할 역할을 제시한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

acc.samil.com

은행은 충분한 권한, 지위, 독립성과 자원, 그리고 이사회

에의 접근성을 가진 내부감사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내

부감사기능은 내부통제 시스템의 유효성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고 은행이 부담하는 손실 리스크를 감소시킨다. 독

립적이고 효과적인 내부감사기능을 포함하는 강력한 내

부통제 시스템은 건전한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

이다. 은행의 경영진은 내부감사에 의해 식별된 내부통제 

취약점에 대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적시에 실행

에 옮겨야 한다.

이사회와 최고경영진은 효과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

축할 책임을 진다. 특정한 내부통제 요소의 설계, 도입 및 

감시는 하위 관리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전반적인 총괄

책임은 결코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이사회와 최고경영

진은 내부통제 시스템이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합리

적인 확신을 필요로 한다. 그에 따라 이사회와 최고경영진

은 일선 영업 부문으로부터 독립된 내부감사부서가 내부

통제를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아 내부통제 시

스템의 유효성을 판단하게 된다.

1) COSO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기업의 위험관리, 내부통제 및 부정방지를 위한 체계 및 지침 마련을 

위해 전미회계협회(AAA), 미국공인회계사회(AICPA), 내부감사인협회(IIA) 등이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2) COSO의 내부통제 자가진단 Templates는 아래 링크의 Illustrative Tools for Assessing Effectiveness of a System of Internal Control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www.aicpastore.com/content/media/PRODUCER_CONTENT/generic_template_content/Illustrative_Tools.jsp

내부통제의 기본 개념

내부통제의 목적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영업활동, 

자산의 보호, 신뢰성있는 재무보고, 관련 법규의 준

수로 정리할 수 있다. 내부통제는 이러한 내부통

제목적이 달성되고 있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

하도록 설계된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COSO1)의 

Internal Control Integrated Framework에 따르면 

내부통제는 통제환경, 위험평가, 통제활동, 정보 및 

소통, 감시활동의 다섯 요소로 구성되며 이러한 요

소가 제대로 작동하여야 내부통제목적의 달성이 가

능하다고 본다. 각 기업은 COSO Framework을 기

초로 자사 내부통제의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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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감사위원회는 은행 이사회 내의 전문화된 소위

원회로서 위임받은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이사회에 보

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내부감사부서의 감독은 일반적

으로 감사위원회의 책임에 포함된다. 감사위원회는 은행

의 내부감사기능이 내부감사인협회(IIA)의 Standards for 

the Professional Practice of Internal Auditing과 같은 전

문적인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동 기준은 

내부감사인이 갖추어야 할 자질 및 내부감사업무의 수행

방안을 포함한다.

은행 감사위원회의 업무 범주 (예시)

재무보고와  

공시 

재무보고절차를 감독

• 은행의 회계정책 및 실무를 감독 

• 회계추정 및 판단 등 회계실무 상 중요한 질적 측면을 검토

• 은행의 재무성과가 포함되는 재무제표 및 기타 실적 공표자료를 확인

• 은행 내부 직원이 문제제기한 재무보고 사안을 검토

내부감사 (1) 내부감사업무를 감독

• 내부감사계획, 범위 및 예산의 승인

• 내부감사보고서 검토 및 논의

• 내부감사부서가 발견한 부정 및 법규 위반 내역을 검토

• 내부감사부서가 감사위원회, 최고경영진, 외부감사인 및 감독기구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조치

(2) 내부감사부서를 감독

• 내부감사부서의 내부감사헌장 및 윤리강령을 승인

• 내부감사부서의 효과성 모니터링

• 성과급을 포함한 내부감사부서의 연간 보상을 승인하거나 이사회에 상정

• 내부감사부서장의 성과를 평가

• 내부감사부서장 및 핵심 내부감사인력의 임면을 승인하거나 이사회에 상정

우리나라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0조 

2항에서 금융회사가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를 지원

하는 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금융회사

에 내부감사부서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3)4) 은행의 조

직구조 상 내부감사부서의 위치는 일선 부서 관리자로부

터 내부감사업무가 영향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내부감사부서는 감사

위원회의 직속기구로서 감사 관련 사안과 감사결과를 감

사위원회에게만 직접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5)

3) 반면 상법에서는 비금융회사에 대해 내부감사조직의 설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상법상 명시된 감사의 권한 행사 및 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하부 실행기관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형식으로 감사보조조직의 설치를 요구해온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폐지되었다.

5) 내부감사인협회의 Practice Advisory 2060-2 (Relationship with the Audit Committee)는 감사위원회와 내부감사인 간 관계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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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경영진이 아래 영역에서 효과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및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는지 확인

• 재무·영업·리스크 관련 보고

• 법규 및 정책 준수 감시

• 영업 효과성 및 효율성 달성

• 은행 자산의 보호

외부감사 (1) 외부감사인 선임6)

• 선임 기준 승인 

• 외부감사인의 임면을 승인 

•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등 계약조건에 대한 의견제시

(2) 외부감사인 감독

• 외부감사인의 객관성 및 독립성을 검토하고 모니터링 

외부감사인이 은행에 제공한 비감사용역의 내용 및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안전장치 검토

•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제공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도입

• 외부감사인이 제공하는 비감사용역에 대한 전체 보수를 승인

(3) 외부감사절차 감독

• 외부감사절차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모니터링

• 외부감사인이 외부감사결과 발견한 핵심항목과 유의적인 내부통제 미비점을 

외부감사인과 논의7)

시정조치  (1) 내부감사인과 외부감사인이 식별한 내부통제 취약점, 법규·정책 위반사항 및 기타 

문제점에 대응

(2) 최고경영진이 내부감사인과 외부감사인의 발견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취하는지 확인

(3) 감독기구가 식별한 내부통제 취약점에 대한 시정조치가 적시에 실행되고 그 진행상황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확인

6)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감사인 선임시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관하여 미리 감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제7항). 또한, 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감사인을 해임하는 경우에도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법 제4조의2 제2항).

7) 감사기준서 260 및 265은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감사 결과 발견한 핵심적인 감사사항 및 유의적인 내부통제 미비점을 감사위원회 등의 지배기구와 

논의하도록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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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내부감사부서의 운영 

효과적인 내부감사기능은 은행의 내부통제, 위험관리 

및 지배구조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수행함으로

써 이사회와 최고 경영진에게 해당 영역에 대한 독립적인 

확신을 제공한다. 내부감사인은 위험기반 접근방식(RBA)

을 통해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내부감사

부서는 은행의 중요한 사업영역 및 관련된 위험을 이해하

고 그 내용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특정 

사업부문의 고유위험, 그에 대한 통제절차 및 잔여 위험

익스포져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며 내부통제 시스템 및 업

무절차의 변경 및 새로운 사업부문의 추가에 따라 정기적

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위험평가는 정량적이거나 정성적일 

수 있다. 내부감사부서는 이러한 위험평가결과에 기초하

여 위험이 큰 사업영역을 선별하고 감사역량을 집중하게 

된다. 내부감사인은 감사업무 착수에 있어 은행 내부의 기

록과 데이터 및 고유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은행이 당면하

고 있는 위험에 대한 고유의 견해를 수립하여야 한다. 내

부감사계획은 감사업무의 목표, 계획된 내부감사업무의 

시기와 빈도 및 감사업무에 투입되는 자원에 대한 예산을 

포함한다.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업무 수행에 따른 발견사

항, 결론 및 개선제안을 기술한다. 내부감사인은 감사결과 

발견 사항 및 결론을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에 직접 보고함

으로써 이사회가 최고 경영진을 감시하는데 도움을 제공

할 수 있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최고경영진 및 내부감사

부서의 장과 정기 회의를 갖고 최고경영진이 식별된 내부

통제 미비점을 적절하게 개선하였는지 논의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또한 내부감사부서의 장이 경영진 부재하

에 감사결과 발견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

다. 더 나아가 감사위원회는 은행의 내부 직원이 비밀리에 

그리고 익명으로 재무보고나 내부통제 상의 잠재적 문제

점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여 유지할 필요가 있

다.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기한 내에 조사

를 수행하여 필요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최소한 1년에 한번은 내부감사의 위험평

가 결과와 감사계획의 범위 및 실제 수행내역을 점검할 필

요가 있다. 중요한 현안이 부각되거나 사업환경, 사업구

조, 영업활동 또는 위험노출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던 경

우 감사위원회는 감사범위를 확장하도록 요구할 지 검토

하여야 한다.

내부감사는 위험평가절차를 통해 감사계획을 최적화하

는 방안의 일환으로 상시감시절차를 정형화하는 것이 권

장된다. 상시감시는 특정 내부감사인원을 특정 위험영역

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수행한다. 상시감시결과 포착된 중

요 이슈는 감사위원회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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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사실무의 강화

미국 연방준비은행 (Federal Reserve)은 국제 금융위기 당시의 감독경험을 토대로 2013년 1월 내부감사기능에 대

한 Supplemental Policy Statement8)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금융위기 당시 내부감사기능의 유효성을 증대시켰던 

것으로 파악된 아래와 같은 내부감사실무 강화 방안 (Enhanced Internal Audit Practices)이 포함되어 있다.

A. Risk Analysis

금융회사는 개별위험 (신용·시장위험 등) 차원 및 전사적 위험관리 차원의 모든 위험관리기능의 유효성을 분석하여

야 한다. 이러한 분석은 정책, 절차 및 법규의 준수 여부, 그리고 감시활동의 성격 및 범위가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

련 위험에 적절한지 여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B. Thematic Control Issues

금융회사는 위험평가절차의 일환으로 거시적인 통제상 현안를 식별하여 은행의 위험 특성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

을 판단하여야 한다. 심각한 위험을 가져오는 사업활동에 대해서는 거시적 통제 현안를 감안하여 감사범위를 확대

하여야 한다. 내부감사부서는 최고경영진과 감사위원회에게 식별된 거시적 통제 현안에 대해 보고하고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C. Challenging Management and Policy

내부감사는 경영진이 유효한 정책, 절차, 내부통제를 도입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미비점이 발견되는 경우 최고경영

진에게 알리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제안내용은 효과적인 정책, 절차, 통제가 설계되어 도입될까지 해당 사

업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다. 내부감사는 또한 감사위원회와 내부감사의 제안내용을 반영하여 경영진이 후속

조치를 취하는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D. Infrastructure

금융회사가 사업의 기본체제 개선안을 계획하여 도입할 때 내부감사는 그로 인해 초래되는 중요한 변화를 검토하여 

경영진에게 잠재적인 내부통제 이슈를 알려야 한다. 특히, 내부감사는 기존의 유효했던 내부통제가 새로운 변화로 

인하여 효과성을 상실하지는 않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 Risk Tolerance

내부감사는 경영진이 설정한 위험부담한도의 합리성을 평가하고 경영진이 그러한 한도를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절

차를 구축하여 실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F. Governance and Strategic Objectives

내부감사는 모든 관리 계층에서의 지배구조를 평가하여야 한다. 내부감사는 조직의 전략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지

배구조, 영업, 정보시스템에 내재된 위험에 대한 통제가 적절하고 효과적인지 검토하여야 한다.

8) 동 Statement는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연방예금보험공사, 통화감독국 등 금융감독기구가 2003년 3월 공동으로 발표한 Interagency Policy Statement 

on the Internal Audit Function and Its Outsourcing을 보완하는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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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립성과 객관성

내부감사는 은행의 위험관리, 통제, 지배구조 절차의 유

효성을 평가하는 독립적인 기능이다. 내부감사부서는 은

행 내에서 확고한 지위를 확립하고 감사대상 활동으로부

터 독립성을 유지함으로써 객관성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내부감사부서의 장이 수립한 감사

계획에 근거하여 내부감사부서는 은행 내의 모든 영역과 

기능에 대해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다. 또한 명확한 보고체계에 따라 평가내역과 발견사항을 

자유롭게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내부감사부서의 장은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책임을 수

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리더십과 기량을 발휘하여야 한다.

내부통제의 구축과 도입은 경영진의 책임으로서 내부감

사부서는 특정한 내부통제 수단의 설계, 선택, 도입 또는 

운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내부감사부서의 역할은 

내부통제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보고하는데 국한되는 것

이 이상적이나 최근에는 은행 조직 내에서 새로운 상품이

나 서비스의 도입 또는 새로운 정책·절차의 수립과 관련

하여 내부감사부서가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이러한 자문활동은 관련된 통제활동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익할 수 있다. 경영진이 내부통제와 관

련되는 사안에 대해 내부감사부서로부터 조언을 구한다

고 하여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의 자문 제공이 내부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

다. 내부감사부서는 독립성과 객관성의 유지를 위해 자문

활동과 연관되어 있는 영업정책이나 절차의 승인, 설계나 

도입 등 통제활동과 관련된 일선부서 관리자의 역할을 대

행하여서는 아니된다.9)

유사하거나 판에 박힌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은 

내부감사 인원의 비판적 판단능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가능하다면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내부감사부서 인원을 정기적으로 순환 배치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발 더 나아가 은행의 일선 부서와 

내부감사부서 간의 순환 보직 역시 고려할 수 있다. 순환 

보직은 문서화된 원칙에 의해 실시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잠재적인 이해상충 여지가 없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가령, 은행의 일선 부서에서 근무 후 내부감

사부서에 배치된 경우 직전 부서와 관련된 감사업무의 배

정 전에 일정한 냉각 기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그 예이다.

내부감사 인원의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는 이해상충을 

가져오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내부감사 인원의 보수

가 감사대상 사업부서의 재무적 성과에 연계되는 경우 내

부감사기능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 

9) 내부감사인의 내부 자문활동과 관련한 지침은 내부감사인협회의 Practice Advisory 1000. C1-1 (Principles Guiding the Performance of Consulting 

Activities of Internal Auditors)을 참고할 수 있다.

II. 내부감사인의 핵심 자질

내부감사인의 핵심 자질

독립성과 객관성 전문적 지식과 경험 윤리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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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적 지식과 경험

내부감사인의 전문성은 은행의 내부감사가 효과적으로 

기능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다. 내부감사인은 넓은 범위의 

사업지식과 실무경험을 구비하여야 하고 필요한 교육훈련

을 이수하여야 한다.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이해하고, 감

사 증거를 검토하여 평가하고,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하

는 내부감사인의 능력이 내부감사기능의 전문성을 구성

한다. 이러한 전문성은 감사기술, 수단 및 구체적인 방법

론과 결합되어 감사효과로 구현된다. 

내부감사인은 집합적으로 은행이 영업을 수행하는 전 

영역의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

다. 내부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업무수행에 충분한 자격과 

기량을 갖춘 인적자원을 충원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내

부 인원의 역량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내부감

사부서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력 충

원, 순환 배치, 교육 훈련 및 업무 외주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 부서장은 은행 영업활동의 기술적 복잡성이 증대되

고 새로운 상품과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내부감사가 커

버해야 하는 업무범위가 다양해지는데 발맞추어 내부감

사인원이 지속적으로 적정한 교육훈련을 받도록 할 필요

가 있다. 

내부감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은행조직 밖의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경우 내부감사부서의 장은 이들에 대한 적

정한 감시수준을 유지하고 외부전문가의 지식이 내부감

사 인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들 전문가

의 활용이 내부감사기능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손상시켜

서는 아니된다.

3. 윤리 의식

내부감사인은 정직하고 진실되게 업무에 임하여 내부감

사인의 전문적 판단에 대한 신뢰를 획득하여야 한다. 임

무 수행중 취득한 정보를 임의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되고 

사적 이득이나 타인에 대한 음해를 목적으로 이용하여서

도 아니된다. 내부감사부서의 장 및 모든 내부감사 인원

은 이해상충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은행의 일선부서

로부터 충원된 인원은 충분한 냉각 기간 이전에 본인이 관

여하였던 업무 부문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하여서는 아

니된다. 보상은 내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능의 목적에 상

충되는 행동을 할 유인을 제공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

다. 은행의 윤리 강령은 객관성, 청렴성, 비밀유지의 원칙

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내부감사 인원은 이를 철저

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내부감사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각 

은행은 은행 내 내부감사부서의 목적, 지위 및 권한을 명

시한 내부감사 헌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헌장은 내부감사

부서의 장이 작성하고 감사위원회가 승인한다. 내부감사

부서의 장은 정기적으로 헌장의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새로이 내용을 갱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헌장

은 조직 내부의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필

요한 경우 외부 이해관계자에게도 제공될 수 있다.

내부감사 헌장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내부감사부서의 은행 내 지위, 권한, 책임 및 다른 통

제부서와의 관계

• 내부감사부서의 업무 목적과 범위

•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과 객관성 유지

• 내부감사부서의 전문성 확보

III. 내부감사 헌장

• 내부감사부서의 윤리 준수

• 내부감사 결과의 보고 의무 및 보고체계

• 외부전문가의 활용 기준

• 내부감사부서가 특별 임무를 수행하거나 자문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조건

• 내부감사부서장의 책임

• 내부감사기준의 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 내부감사업무를 외부감사절차와 조율하기 위한 절차

내부감사헌장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내부감사

부서가 은행 내의 모든 부서와 활동을 검사할 수 있고, 은

행 내의 모든 인원과 의사소통할 수 있으며, 은행 내의 모

든 문서, 데이터 및 물리적 재산에 무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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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내부감사의 범위 

은행 내의 모든 부서와 활동은 내부감사의 대상이 된다. 

여기에는 자회사와 지점도 포함되며 외주를 준 활동도 해

당된다. 내부감사는 은행 전체의 내부통제, 위험관리, 지

배구조의 효과성에 대한 검사와 평가를 수행한다. 내부감

사는 감사가능한 모든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절

차를 구비하여야 한다.

내부감사부서의 평가 대상

내부통제, 위험관리 및 지배구조의 효과성·효율성

경영정보시스템 및 절차의 신뢰성·완전성

법률, 규정 및 감독기구 지도사항의 준수

은행 자산의 보호

내부감사부서의 장은 철저한 위험평가에 근거하여 연간 

내부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갱신할 책임을 

진다. 이사회는 내부감사계획을 승인하면서 그 활동에 수

반되는 예산 역시 책정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예산은 은

행이 부담하는 리스크의 변화에 대응하여 내부감사계획

을 조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해야 한다.  

내부감사는 또한 감독당국의 규제사안에 대해 정기적인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은행의 내부감사부서

는 은행 내의 위험관리절차, 자본적정성, 유동성, 감독기

관보고, 법규준수 및 재무관리 등의 활동을 검토할 수 있

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 위험관리

내부감사는 다음의 위험관리 측면을 감사대상의 범위

에 포함한다.

• 시장, 신용, 유동성, 이자율, 운영 및 법률 리스크의 관

리조직

• 위험관리부서의 위험성향을 평가하고 의사결정내역 및 

보고서를 검토

• 은행활동에 수반되는 모든 위험의 식별, 측정, 평가, 통제, 

대응 및 보고를 위한 위험관리 시스템과 절차의 적정성

• 위험관리 정보시스템의 정확성, 신뢰성 및 완전성

• 위험량을 측정하는 모형의 승인 및 유지 - 모형에 투

입되는 데이터의 일관성, 적시성, 독립성 및 신뢰성의 

검증 등

은행이 당면한 위험수준에 대해 최고경영진과 위험관리

부서 사이에 중요한 견해 차이가 존재함에도 위험관리부

서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 내부감사부서의 

장은 그러한 견해 차이를 이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다. 

2.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

은행은 자본 및 유동성에 대한 국제규제체계10)를 준수

하여야 한다. 내부감사의 범위에는 은행의 위험노출과 규

제비율에 따라 요구되는 규제자본을 고려하여 은행의 자

본적정성을 평가하는 등 규제체계 내의 모든 조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

내부감사는 또한 자본수준에 대한 경영진의 스트레스 

테스트 절차를 검토하고 테스트의 빈도, 목적, 시나리오

와 기초 가정의 타당성, 절차의 신뢰성 등을 면밀히 살펴

보아야 한다. 아울러, 은행의 리스크 프로파일, 외부 환경, 

최저 규제비율과 비교한 유동성 수준을 측정하고 모니터

링하는 은행의 시스템 역시 내부감사의 대상에 해당한다. 

10)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바젤 협약을 의미한다. 국제금융위기 이후 현재는 레버리지 비율과 유동성 규제가 추가된 바젤Ⅲ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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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독기관보고

내부감사는 은행이 적시에 정확하고 신뢰성있으며 유의

적인 보고서를 산출하여 감독기관에 보고하는 절차의 효

과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은행법」 제43조의2

는 은행이 매월마다 은행의 업무내용을 기술한 업무보고

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은행이 규제자본비율을 자체적으로 계산한 내역이 포함

된다. 내부감사는 업무보고서 상 기재되는 수치의 정확성

과 일관성 (동일한 항목임에도 작성 담당자가 다르다는 이

유로 양식별로 상이한 수치가 기재되고 있는지)을 검증하

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내부감사의 검토 범위에는 은행의 공시 내용 역시 포함

된다. 바젤 협약은 은행 경영의 투명성 증진과 시장 규율

의 활성화를 위해 자본적정성 및 리스크관리 상황을 공

시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는 국내에서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반영되어 있다.11)

4. 법규준수

은행 내 준법감시의 대상은 법률 및 규정 뿐만 아니라 

기준, 실무지침 그리고 은행 내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행

동강령을 포괄한다. 준법감시부서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역시 내부감사부서의 정기 검토범위

에 포함된다. 

11) 경영공시는 「은행법」 제43조의3에서 요구하고 있고 동 공시에 포함할 항목은 「은행업감독규정」 제41조에서 열거하고 있다.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은 

바젤 협약에 따라 경영공시에 포함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5. 재무관리

은행의 재무부서는 재무보고절차와 산출 데이터의 완

전성과 정확성을 책임진다. 손익 측정, 충당금 산정 등 재

무부서의 핵심 활동은 은행의 규제자본 수준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에 대한 통제는 일관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

야 한다. 

내부감사는 충분한 자원을 투입하여 중요거래의 평가

내역을 확인하고 독립적으로 가격을 검증하는 절차를 수

행함으로써 재무부서 업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인하

여야 한다.

재무부서에 대한 내부감사항목은 다음을 포함한다.

• 재무부서의 조직과 권한

• 손익 측정, 금융상품의 가치평가, 충당금 산정에 투입

되는 데이터를 식별·포착·측정 및 보고하는 시스템 및 

절차의 적정성

• 가격산정 모형의 승인 및 유지 - 모형에 투입되는 원천 

데이터의 일관성, 적시성, 독립성 및 신뢰성 포함

• 비정형거래의 제한 및 적발을 위한 통제절차

• 재무제표 주요 마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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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다른 지배구조와의 관계

은행의 최고경영진은 은행이 노출된 모든 위험을 식별, 

측정, 모니터링, 통제하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할 책임을 

진다. 최고경영진은 내부통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할당

하고 위임하는 조직구조를 유지함으로써 내부통제 기능

이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효과적인 내부통

제 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제3자

에게 절대로 위임할 수 없다. 

최고경영진이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을 구축하고 유지하는지 확인할 궁극적 책임은 은행의 이

사회가 진다. 따라서 이사회는 최소 1년에 한 번 내부감사

부서의 보고서에 기초하여 내부통제 시스템의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사회는 내부감사부서의 성

과 역시 검토함으로써 내부감사에 대한 감시 역할을 수행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독립적인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내부감사업무의 품질을 심리하도록 할 수 있다.

최고경영진은 새로운 계획, 기획, 상품, 진행상황 및 영

업상 변화에 대해 내부감사부서에 통보하고, 예상되는 모

든 관련 위험이 조기에 식별되어 공유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최고경영진은 내부감사부서의 발견사항과 제안 사항에 

대해 적시에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최고

경영진은 내부감사부서의 장이 감사위원회가 승인한 연

간 내부감사계획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재무·비재무

적 필요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은행의 내부감사부서를 감독한다. 감사위

원회는 내부감사부서가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책임을 진다. 감사위원회는 은행이 노출된 모든 위험이 

내부감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내

부감사활동의 일부를 제3자에게 외주하였다면 감사위원

회는 그러한 외주활동에 대해서도 감독책임을 부담한다.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가능

할 만큼의 빈도를 가지고 회의를 가져야 한다. 통상적으

로 연간 4회를 최소한으로 하여 규모가 큰 은행일수록 더 

많은 회의 개최를 필요로 한다고 본다. 감사위원회는 내

부감사부서의 내부감사계획, 범위 및 예산뿐만 아니라 연

간 성과평가 및 보상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승인한다. 감

사위원회는 정례 회의와 별도로 내부감사부서장과의 지

속적인 교류를 통해 내부감사 관련 현안을 적시에 파악

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감독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적정한 

수준의 경영정보를 수령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가 내부

감사와 관련하여 확보할 자료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감사진행현황, 감사결과 및 감사계획 변경내역

• 감사현안

• 내부 및 외부 감사품질 심리결과

• 감사인력의 중요한 변동

• 내부감사절차의 중요한 변화

• 예산 대비 실제 감사시간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보고서를 검토하고 최고경영진이 

내부감사결과 발견된 통제상 취약점, 법규 및 정책 위반

사항에 대해 필요한 시정 조치를 적시에 취하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내부감사부서의 장은 내부감사부서가 내부감사기준과 

윤리강령을 준수하도록 할 책임을 진다. 내부감사부서의 

장은 정직성, 근면성 및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

여야 하며, 법규를 준수하고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의 장이 청렴성을 유지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내부감사부서는 내부감사헌장에 명시된 임무수행과 관

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를 진

다. 내부통제 시스템 및 절차의 도입과 유지 책임은 최고

경영진에게 있으므로 내부감사부서는 내부감사결과 발견

된 사항을 즉시 최고경영진에게 보고하여 적시에 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후속적으로 내부감사부서

는 최고경영진의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내

부감사부서의 장은 내부감사결과 발견된 문제점 중 최고

경영진이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감사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내부감사부서는 개별 사업부서 및 관련 지원부서의 내

부통제, 위험관리, 지배구조 시스템 및 절차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독립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사업부서, 지원부

서, 내부감사부서의 관계는 3단계 방어선으로 설명 가능

하다. 사업부서는 1차 방어선으로서 할당된 위험노출 한

도 내에서 사업상 위험을 부담하며 그러한 위험의 식별, 

평가 및 통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위험관리부서, 법

무부서, 준법감시부서, 인사부서, 전산부서, 재무부서 등

의 지원부서는 2차 방어선을 구성한다. 각 부서는 담당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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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와 관련된 사업부서의 위험이 적절하게 식별되어 관리

되는지 확인한다. 지원부서들은 사업전략의 개발, 내부 정

책 및 절차의 수립, 그리고 전사적 위험관리 차원의 정보

수집을 위해 서로 협력하게 된다. 내부감사부서는 마지막 

3차 방어선을 형성하여, 1차 및 2차 방어선에서 수행되는 

절차의 효과성을 독립적으로 평가한다.

지주회사 체제 내에 은행이 속해있는 경우에도 각 은행

은 고유의 내부감사 부서를 설치하여 내부감사를 수행하

도록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은행의 감사위원회뿐만 아니라 

지주회사 내부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지주

회사의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은 지주회사 체제 내에 적절

한 내부감사정책 및 체계가 구축되도록 하고 모든 하부 조

직에 걸쳐 내부감사기능이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하

는지 확인할 책임을 진다. 지주회사 내부감사부서의 장은 

전체 그룹 차원의 내부감사전략을 수립한 뒤 개별 은행의 

이사회와 상의하여 전체 그룹에 걸친 내부감사조직을 설

계하는 한편, 내부감사 방법론과 품질관리수단을 포괄하

는 내부감사정책을 세워야 한다.

내부감사업무는 통상적으로 은행의 자체 내부감사 인원

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특정 내부

감사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있

지 않다면 제한된 범위의 내부감사 활동을 외주함으로써 

감사업무의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외주

를 통해 내부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에 접근할 수 있

는 부수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감사계획의 실행에 필

요한 내부감사 자원이 한시적으로 제한된 경우에도 내부

감사활동 외주를 고려할 수 있다. 은행은 특정한 내부감

사활동을 외주하는 경우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

어야 한다. 내부감사활동을 외주할 경우에도 내부통제 시

스템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내부감사기능을 감독할 책임

은 여전히 이사회와 최고경영진에게 있음을 유의할 필요

가 있다. 내부감사부서의 장은 외주활동 제공자가 은행 내

부의 내부감사헌장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외주

활동 제공자가 과거에 내부감사대상이 되는 영역에 컨설

팅 용역을 제공한 적이 있다면 충분한 냉각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만 외주가 가능하도록 하여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

가 있다. 마찬가지로 외주활동 후속기간에 해당 내부감사 

외주활동 제공자가 관련 영역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것 역시 제한되어야 한다. 참고로 은행의 외부감사인이 은

행의 내부감사활동에 대해 외주를 맡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내부감사부서의 장은 실무적으로 가능한 경우 은행

의 내부감사 인원을 외부전문가의 업무에 참여시킴으로

써 외주 과정에서 외부전문가의 전문지식이 조직 내부로 

습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내부통제 위협에 대한 방어

내부통제 
위협 내부통제 속성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3차 방어선

프런트 오피스 · 대고객 활동
거래기반 

지속적

위험관리부서, 법무부서, 준법감시부서,  

인사부서, 전산부서, 재무부서

위험기반 

지속적 or 정기적

내부감사
위험기반

정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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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감독기구와의 관계

감독기구와 은행의 내부감사부서는 상호 관심사안에 대

해 활발한 의사소통을 유지함으로써 혜택을 누릴 수 있

다. 감독기구와 내부감사인은 역할과 책임이 상이하므로 

상호간 활발한 의사소통이 각자의 독립성 및 지위를 훼

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내부감사기능에 대한 평가를 

위해 감독기구는 현장 검사를 포함한 지속적인 감독절차

를 통해 내부감사인의 업무를 점검한다. 감독기구와 내부

감사인 간의 관계는 체계적이고도 투명한 방식으로 형성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관계는 원칙적으로 감독기구가 주

도하게 된다.

감독기구는 은행의 내부감사인과 정기적으로 의사소통

함으로써 쌍방이 식별한 위험영역을 논의하고, 은행이 취

한 위험경감수단을 이해하며, 식별된 약점에 대한 은행의 

대응방식을 모니터링한다. 내부감사기능은 은행의 내부 

정책 및 절차의 적정성을 독립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내부

통제 시스템의 핵심요소를 구성한다. 따라서, 감독기구는 

내부감사부서와 건설적이고도 정형화된 의사소통을 유지

함으로써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 품질에 대한 의미있는 

정보를 획득하게 된다. 

감독절차에 내부감사업무가 고려되는 정도는 감독방식, 

감독기구의 내부감사기능 평가내용, 당면 현안 및 주변 상

황에 따라 달라진다. 감독기구는 은행의 최고경영진 뿐만 

아니라 내부감사부서와 정기적으로 만나 내부감사 발견

사항, 위험분석, 개선제안 및 감사계획을 논의한다. 동 회

의에 최고경영진이 동석할지 여부는 논의할 사안에 따라 

감독기구가 결정한다. 감독기구는 이러한 회의를 정기적

으로 주최함으로써 현장검사 등을 통해 감독기구가 요구

한 시정조치나 내부감사부서가 제안한 개선안이 은행 내

에서 이행된 내용을 파악하고 그 효과성을 확인하게 된

다. 정기 회의 및 대화의 빈도는 은행의 규모, 성격, 영업위

험 및 조직의 복잡성에 따라 좌우된다. 감독기구는 또한 

때때로 내부감사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12) 이러한 내부

감사보고서 및 정보의 분석은 은행의 내부감사기능에 대

한 평가에 활용된다.

감독기구와 내부감사인 간의 관계는 쌍방향이다. 감독기

구는 내부감사업무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보를 내부감

사부서와 공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감독기구는 또

한 내부감사기능과 통제환경의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안

을 할 수 있다.

은행의 전반적인 통제 시스템 및 절차의 효과성에 있어 

내부감사가 가지는 중요성 때문에 감독기구는 은행 내부

감사기능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된다. 그 평가 내용은 은행

에 대한 전체 평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내부감사

업무가 감독절차에 활용되는 정도를 결정한다. 감독기구

의 내부감사기능 평가 항목은 다음을 포함한다.

• 내부감사부서의 특성

• 내부감사부서의 은행 내 지위 및 권한

• 내부감사헌장의 내용

• 내부감사부서의 업무범위 및 산출물

• 내부감사부서의 전문성 및 경험

• 핵심 내부감사인원의 보상 구조

• 내부감사활동의 외주 내역

감독기구는 평가 결과 내부감사기능이 부적절하거나 비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경우 발견된 취약점을 이사회에 공

식적으로 통보하고 적시에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감

독기구가 내부감사기능 상 취약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결과만을 토대로 내부감사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결론내릴 수 없다. 감

사위원회와 내부감사부서는 감독절차와는 무관하게 내

부감사기능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고유의 수단을 개발

하고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다.

12)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칙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0조 1항에서는 금융기관이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연간 또는 분기 감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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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

acc.samil.com

‘감사위원회 Excellence Series’는 감사위원회 운영 시 실무에 실제 적

용하여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아이디어와 팁을 제공하고, 감사위원

회 활동의 가치를 최대화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감사위

원회가 책임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영진과 내부감

사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역할과 경영진에 대한 조언자로서의 역할

을 균형 있게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제공하는 

정보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질문해야 

한다. 그러나 경영진의 고유 역할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효과적으로 내부감사업무를 감독하고 지원해야 한다. 

내부감사의 역할은 내부통제 준수에 대한 감시와 가치를 제공하는 자문 

사이에서 그 초점이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내부감사업무가 제공하는 

확신과 통찰은 감사위원회에 중요하므로 그 업무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

도록 감독이 필요하다. 

본 Excellence Series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역할 수행에 있어 핵심적인 당

사자라고 할 수 있는 경영진 및 내부감사와 감사위원회의 관계, 커뮤니케

이션, 업무 수행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경영진과의 관계

2. 경영진 조직 역량 

(Management Bench Strength)

3. 경영진과의 회의

4. 내부감사업무의 정의

5. 내부감사 계획

6. 내부감사 자원에 대한 이해

7. 내부감사 결과의 커뮤니케이션

8. 내부감사 보고 라인

9. 내부감사 리더쉽

10. Private sessions

11. 내부감사업무의 평가



48    삼일회계법인 

I. 경영진과의 관계

경영진은 기업과 기업의 문제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

는 당사자이므로 감사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

하기에 최선의 위치에 있다. 또한 경영진은 감사위원회가 

책임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인력자원의 관리와 교육

에 대해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경영진과 감사위원회 간의 

지원은 양방향으로 이루어진다. 감사위원회는 재무보고

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대하여 객관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복잡한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경영진에

게 가치 있는 조언을 제시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경영진과 긍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를 유지해야 하지만, 부정위험과 판단에 대한 적정성 등 불

편한 문제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경영진과 논의할 수 있어

야 한다. 경영진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엄격한 질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 경영진이 명확히 답하지 못

하거나 심하게 방어적인 경우 감사위원회는 위험 경고(red 

flag)로 인지해야 한다. <표 1>은 경영진과 논의를 시작하기

에 유용한 질문들을 열거하고 있다.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것이 감사위원회의 역할이므로 경영진의 책임이 

종료되는 지점과 감사위원회의 책임이 시작되는 지점에 

대한 상호간의 명확한 이해와 공감대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 경영진과 감사위원회 간의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의사결정을 한 후 감사위원

회에 통보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감사위

원회는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사전적인 자문이 필요하다

고 느낄 수 있다. 또는 경영진이 자문을 요청하지 않은 사

안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의견을 제공하려고 할 수도 있다. 

의견 충돌이 발생한 경우, 비록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

도 양 당사자 모두 업무 불만족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경영진은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감사위

원회의 자문을 구하고, 중요한 현안이 발생했을 때 즉시 

감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감사위원회가 이러

한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우, 경영진에게 

기대하는 커뮤니케이션 범위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한

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인 대화를 통해 소

통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또한 감사위원회가 더 철저하게 

관여하고자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권한을 갖지만, 감독 업무의 선을 유지

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사소한 문제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거나 개인적인 선호

에 따라 정보의 형식을 맞추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피한다.

감사위원회의 관여 정도는 사업 환경 

및 기업 상황의 변화, 재무보고 담당자

의 역량 등에 따라 달라진다. 기업이 안

정적인 국면에 있는 경우, 주의를 기울

여 재무정보를 검토하되 일상적인 이

슈의 해결은 경영진에게 맡기고 필요한 

경우에만 경영진에게 확인한다. 

1) 2010 Center for Audit Quality, Deterring and Detecting Financial Reporting Fraud

 

<표 1> 질문 예시: 재무보고에 대한 경영진과의 논의1)

• 특정한 목적이 없이, 기업의 재무제표나 재무비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거래가 발생하였나?

• 이전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거래가 최근 몇 주 사이에 일어났는가?

• 재무보고와 관련된 서면진술에 유의적인 예외사항이 있었나? 

• 재무보고와 관련하여 판단을 필요로 했던 사항은 무엇이었나?  

판단 절차는 어떠했나?

• 비재무 분야 경영진이 관여하는 회계처리는 무엇인가?

• 문제나 이슈가 반복되는 재무보고 항목은 무엇인가?

• 경제지 등 미디어를 통해서 기업의 회계처리가 언급되었는가?  

그렇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

• 재무보고와 관련된 우려가 있는가?

• 재무보고에서 담당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회계처리는  

무엇인가?

• 재무보고에 영향을 주는 압력 요인이 있는가?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49

II. 경영진 조직 역량(Management Bench Strength)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회계처리가 복잡해지면서 재무

정보의 신뢰성을 위해서 회계 지식을 갖추고 업무 능력이 

뛰어난 재무팀을 운영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감사

위원회는 재무보고 담당자의 능력 및 기술과 충분한 인력

이 근무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어떻게 감사위원회는 

주요 재무보고부서의 관리자와 그 소속 인원의 능력과 업

무 수행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첫째, CFO가 재무보고부서 담당자들의 자격 요건을 어

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파악한다. 예를 들어 변경되는 회계

기준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

다. 특히 다국적기업의 경우, 하나 이상의 회계기준을 적

용하는 여러 재무보고팀의 능력과 기술을 평가해야 하므

로 CFO의 업무 난이도가 더 높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본

사가 지사의 재무보고팀 인원을 선정하고 업무를 배분하

는 데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도 이해해야 한다.

둘째, 감사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 재무담당임원에게 참

석을 요청할 수 있다. 재무담당임원이 회의에서 나온 질문

에 어떻게 답하고 논의된 내용을 후속적으로 어떻게 실행

에 옮기는지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질문에 답할 때는 진

실하고 이해할 수 있게 답하는지, 추가적인 지침이나 확인

이 필요한 경우 기꺼이 거기에 응하는지도 평가한다. 그리

고 외부감사인과 건설적인 업무 관계를 갖고 있는지도 평

가한다.

셋째, 감사위원회는 내부 및 외부 감사인에게 경영진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할 것을 검토한다. 경영진이 회계이슈

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지, 통제에 관한 

유의적인 발견사항이 나왔을 때 적절한 ‘tone at the top'

를 유지하는지 등에 대한 피드백은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경영진과의 private session을 통해 재무담

당임원의 업무에 대한 평가와 전체 재무보고부서의 적절

성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CFO가 교체되는 경우 업무 승계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CFO의 업무 승계와 관

련하여 현 CFO가 퇴직하는지 아니면 다른 부서로 이동

하는 지에 대해 CEO와 논의한다. CFO 교체 시 감사위원

장이나 감사위원회는 최종 후보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감사위원회는 CFO 선임 절차에 참여

함으로써 CFO가 정기적인 재무보고에 익숙한지, 감사위

원장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회계전문성 뿐만 

아니라 윤리성과 성실성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비록 CEO가 경영진의 선임을 결정하지만 감사위원회는 

CFO가 기업의 재무보고를 위해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선임 과정에 감사위원회

가 참여하는 것은 새로운 CFO가 CEO의 요청사항에 대

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위원회의 요구에 응하고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해 준다.

감사위원회는 재무담당임원의 교체 계획에 대해서도 관

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재무담당부서 관리자들이 

승진을 위해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CFO와 주

기적으로 논의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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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는 금융기관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내부감사부서의 설치를 강제화한 규정은 없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보조조직을 두고 감사업무를 지원받아야 한다. 다만 비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기업지배구조원에서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2016)이 있다. 동 모범규준은 감사(위원회)를 보좌하고 실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에 대한 임면동의권을 감사(위원회)가 갖도록 함으로써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III. 경영진과의 회의

IV. 내부감사업무의 정의

감사위원회와 경영진 간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회의 

모두 서로간의 공고한 관계를 위해 중요하다. 물론 주요한 

만남은 공식적인 감사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경영진은 대부분의 회의 주제를 주도적으로 발표하지만, 

발표 자체가 주요 목적은 아니다. 감사위원회 회의에 참여

하는 경영진은 감사위원회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감

사위원들의 질문에 답하며 추가적인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경영진 중 누가 감사위원회 회의에 참여해야 

하는가? 감사위원회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는 CFO, 

회계팀장 등 재무보고부서의 주요 인력을 회의에 참석시

킬 필요가 있다. 그 외에 세무담당, 자금담당 이사 등 유

용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담당자들도 포함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가 특정 사업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는 경

우 사업부의 재무담당 임원의 참석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

나 참석자가 너무 많아지면 회의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

로 각자 필요한 내용의 회의에만 참석하고 퇴장할 수 있

도록 한다.

그리고 CEO는 감사위원회 회의에 꼭 참석해야 할까? 일

반적으로 CEO의 참석은 질문에 대한 즉답을 얻을 수 있

으므로 회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CEO

가 회의를 장악하거나 다른 참석자들의 솔직한 답변을 저

해하는 분위기가 감지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편하게 논의할 수 없는 사

안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도록 CFO와 private session을 

갖는다. 감사위원회는 CFO와 비공식적으로 만나 민감한 

문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내부감사나 외부

감사인에 대한 평가가 민감한 문제에 해당할 수 있다. 이

러한 만남을 통해서 감사위원회가 추가적인 질문을 하거

나 시간을 더 투입하여 논의해야 할 이슈들이 있는지 찾

아낼 수 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과 CFO는 전 기간에 걸쳐 자주 비공

식적으로 만나야 한다. 이를 통해서 위원장은 기업이 다루

고 있는 이슈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CFO와 친밀한 업무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기업은 다양한 사업 리스크에 직면해 있고 이해관계자

들은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기대를 한

다. 내부감사는 객관적인 내부자로서 감사위원회의 눈과 

귀가 되어줄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업무의 가치

를 극대화하여 기업의 위험을 감독하는 데 효과적인 도움

을 받을 수 있다. 

내부감사업무 감독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가 초점을 두

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2)

• 내부감사 역할의 강화

• 적합한 구조와 기술을 지닌 내부감사부서의 운영

• 내부감사업무의 명확한 목표 수립과 달성

• 내부감사에 의한 발견사항이 조직을 개선하는지 여부

• 내부감사조직의 역량 향상을 위한 내부감사업무 평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내부감사부서는 기업의 사업위험

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감사위원회가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원천이 된다.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가 수행

하고 있는 업무, 수행 가능한 다른 업무 및 내부감사에 대

한 경영진의 목표를 이해하고 나서, 내부감사업무의 가치

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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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내부감사의 업무

업무 형태 업무 성격 및 의미

재무보고 관련 내부통제 테스트 · 외부감

사 업무 지원

전통적인 법규 준수 관리 업무. 원가 절감에 도움이 됨.

순환 방식 또는 위험에 기초하여, 기업의 

주요 영업 단위와 기능(예를 들어, IT, 급여)

에 대한 감사 수행

전통적인 내부감사업무. 내부감사가 주요 IT 프로젝트 및 보안 

위험을 오랫동안 다루어 왔고, 동 영역의 변화 수준, 잠재적 영

향 및 속도는 실질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법률 및 제도 준수에 대한 감사(예를 들어, 

건강이나 안전 감사)

점점 증가하고 있는 내부감사업무. 늘어나는 정부 규제와 이에 

상응하여 증가하는 관련 위험으로 인해 내부감사인은 동 위험

이 관리되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을 제공해야 함.

새로운 제품이나 시장 진입과 같은 기업의 

주요 계획과 관련하여 절차(process) 개선

과 운영 효율성에 대한 자문 제공

자문의 성격이 더 강하고, 내부감사인의 역할이 진화하고 있는 

분야임. 내부감사업무의 성격은 제공할 수 있는 기술에 달려 있

음.(예를 들어, 공급 체인이나 제조 기술)

미국을 예로 들면, 내부감사부서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에는 내부통제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업무에 집중하였다. 

이후 1990년대에는 내부감사 기능이 경영진에 의한 조직 

재충전(reengineering)과 절차 개선 노력에 대해 내부적

인 자문을 제공하여 기업가치에 기여하는 것으로 옮겨갔

다. 2002년 이후에는 Sarbanes-Oxley법의 시행으로 재무

보고 관련 통제를 테스트하고 문서화하는 경영진의 업무

를 지원하는 것이 내부감사업무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한편 최근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재무보고 관련 

내부통제를 테스트하는 데 더 적은 시간을 필요로 함에 

따라 내부감사업무의 초점이 다른 위험을 관리하는 쪽으

로 이동하고 있다.

내부감사부서는 다양한 영역의 업무를 수행한다. <표 2>

는 내부감사가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 영역과 각 업

무의 성격 및 의미를 제시한다.

계획된 감사 및 현장방문과 더불어, 일부 내부감사부서

는 상시 감사 체제를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통제와 위험을 

평가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부정이나 오류를 적시에 파악

하고 기업 전반에 견고한 내부통제 환경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양한 내부감사 이해관계자들은 여러 형태의 내부감사

업무에 대해 각기 다른 가치평가를 하고 있다. 감사위원회

는 내부감사가 적절한 업무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지, 제

한된 자원을 활용하여 경영진에게 가치를 제공할 뿐만 아

니라 감사위원회에도 충분한 확신을 제공하는 지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내부감사 기능이 전형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은 무엇인

가? 내부감사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처한 주요 위험을 평

가하고 대비하며, IT 보안 및 조사 수행 등의 업무를 수

행한다.

내부감사의 역할은 업무 규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업무 

규정에는 내부감사의 목적, 권한, 보고 구조 및 책임이 명

시되어야 하고, 내부감사의 객관성을 저해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향후 내부

감사가 테스트하게 될 내부통제를 구축하는 업무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대다수의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업무 규

정집을 매년 검토하며,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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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내부감사 계획

 내부감사는 기업의 전반적인 위험관리 프로그램에서 파

악된 주요 위험에 대응하여 위험평가에 관한 연간 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내부감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적이다. 그러므

로 내부감사가 한 해 동안 다룰 수 있는 위험과 운영을 선

정해야 한다. 특히 경영진의 요청과 감사위원회의 기대 간 

우선순위가 경쟁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감사위

원회는 내부감사 활동의 계획된 범위를 검토하고 기업 내 

위험의 수준과 형태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를 파

악해야 한다. 경험이 풍부한 감사위원회라면 내부감사인

이 과거부터 매년 감사를 수행해 오던 지역이나 기능에 대

한 감사업무가 더 이상 주요한 위험을 다루는 것이 아니

라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시키는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것

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특정 지역이나 기

능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재검토해

야 한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인이 감사 계획에서 다루지 

못하는 위험 영역이 일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어

야 한다. 예를 들어, 내부감사는 신제품 설계, 시장 수요에

의 부응, 고객 채널 선택 및 마케팅 프로그램의 효율성 등

과 관련된 위험을 기업이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 어

렵다. 이러한 위험은 기업에 주요한 위험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위험은 감사위원회가 전형적으로 초점을 두는 영

역은 아니다. 

내부감사 계획은 승인을 받은 시점부터 유효할 것이나, 

경험이 많은 감사위원회라면 내부감사업무가 기업의 주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연성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

지하고 있을 것이다. 신제품의 출시, 국제적인 확장, 기업 

인수 및 예상치 못한 규제 등이 주요 변화에 해당될 수 있

다. 일부 내부감사는 이러한 예상치 못한 변화에 대비하

여 계획에 여유를 둔다. 또한 내부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위험의 변화에 따라 업무를 더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계

획에 유연성을 두는 추세이다.

감사위원회는 연간 내부감사 계획에 대한 논의의 일부

로서 위험을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

하였는지와 내부감사 범위에 제약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예산에 대한 논의는 경쟁력 있는 보상 수준, 외부 전문가

의 활용, 기술의 적절한 사용 및 교육 훈련 등을 포함한다.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업무가 외부감사에 얼마나 활용

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이때 내부 및 외부감사에 의

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감사 커버리지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 외부감사인이 수행하는 테스트를 내부감사

가 지원하는 경우, 감사위원회는 그러한 업무 지원의 정도

가 적절한지에 대하여 질문해야 한다.

기업이 다른 위험이나 법규 준수 활동에 있어 성숙해지

면, 감사위원회는 다른 위험이나 법규 준수 관련 부서에 

의해 제공되는 확신(assurance)을 내부감사가 어떻게 활

용할 것인지 질문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위험 관리, 

신용 및 시장 위험, 윤리 및 법규 준수, 환경, 건강, 안전 등

에 대한 부서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업무 계획을 항상 검토하지는 않

는데, 이 경우에도 내부감사업무가 감사위원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지 평가해야 한다. 만약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내부감사업무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에 참여할 것을 고려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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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내부감사 자원에 대한 이해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업무 계획에 만족한다면 그 다음 

질문은 내부감사가 적절한 자원을 보유했는지 여부이다. 

특히 기업의 운영과 전략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면 반드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내부감사업무를 위한 인력 운영에는 몇 가지 방식이 있

으며, 각각의 접근법은 업무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친다. 

일부 기업은 내부전담부서를 두고 있고, 또 다른 일부는 

아웃소싱을 한다. 그리고 내·외부 인력을 함께 활용하기

도 한다. 많은 경우 내부전담부서를 두면서 특정 상황에 

외부 인력을 함께 사용하는 복합적인 접근법을 사용한다.

내부전담부서를 두는 경우에는 업무 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 일부 기업은 업무순환제

도를 적용해서 재무부서나 영업부서의 인원을 내부감사

부서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한 뒤 원래 부서로 돌려

보내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러한 방식은 직원들이 위험과 

통제에 대해 더 나은 평가를 하도록 하고, 기업의 다른 영

역에 대한 이해력을 기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가치 있

는 훈련이 될 수 있다. 어떤 기업은 내부감사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 물론 순환근무 인력과 전담 인력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기업들도 있다.

새로운 인력은 필요한 기술과 신선한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잦은 인원 교체는 인력이나 

기술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부서 내의 제도적 기억(insti-

tutional memory)의 소실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내부

감사부서는 발생할 소지가 있는 업무 승계 이슈를 파악하

고 인력의 이탈이나 사업 모델의 변화로 인해 어떤 기술을 

가진 인력이 필요한지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일부 내부감사부서가 사용하는 전략 중의 하나는 위험

이 낮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외부에 맡기고 내부감사 

인력은 전략적인 프로젝트와 주요 위험에 집중하여 더 많

은 시간을 쓰도록 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매우 복잡

한 위험을 내부감사부서에서 다루기 위해 특정한 기술을 

가진 인력을 외부에서 영입하기도 한다. 

감사위원회는 자원이나 기술 부족에 대한 내부감사부서

의 대비책을 파악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기술 

등을 외부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나, 기간이 길어진다면 

이러한 방법이 적절한 것인지 질문해 보아야 한다. 전략적

인 관점에서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 기능을 더욱 광범위

하게 아웃소싱하는 결정을 검토할 수도 있다.

기업이 내부감사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아웃소싱하

고자 하는 경우, 감사위원회는 그러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 한정된 내부전담부서가 독자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다양한 지식과 기술에 접근하기 수월해 지는가?

• 내부전담부서의 인력으로는 최신의 기술을 유지하기 

어려운 특수 분야(예를 들어, IT)의 전문가를 활용하

는 것인가?

• 외국에서의 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고 해

당 지역의 사업 문화 및 언어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가?

만약 기업이 내부감사업무의 많은 부분을 아웃소싱하기

로 계획했다면, 감사위원회는 업무에 참여하는 인원이 적

격하고 객관적인지와 인력의 계속성이 유지되도록 용역업

체에서 약속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내부감사부서

를 운영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내부감사 품질에 대해서는 

높은 기대가 동일하게 존재한다. 

한편, 원가절감은 기업 내 모든 영역에 해당되는 문제이

므로 내부감사도 예외는 아니다.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

부서의 예산과 실제 사용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비용 부담

으로 인해 핵심적인 내부감사업무가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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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내부감사 결과의 커뮤니케이션

VIII. 내부감사 보고 라인

내부감사, 경영진 및 감사위원회의 교류와 커뮤니케이션

은 내부감사 기능이 어떻게 인식될 것인가에 영향을 미친

다. 내부감사인의 보고서는 감사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점

수와 경영진에 대한 권고사항을 포함한다. 내부감사업무

가 완료되면 일반적으로 경영진에게 그 결과가 보고되며, 

때때로 감사위원회에도 보고된다.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 결과의 요약 내용을 보고받아야 

한다. 일부 기업은 내부감사임원이 주요 감사 영역 및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전체 보고

서뿐만 아니라 감사의 목적, 발견사항의 해결 여부, 적시에 

해결되지 않은 발견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등을 요약하여 

제공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이 된다. 많은 내부감사

부서들이 얼마나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를 결정

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그 결과 감사위원회는 필요 이상

으로 많은 정보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효과적인 

보고서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 기업의 전반적인 통제 환경의 상태, 나머지 보고서 내

용의 전체적인 맥락 및 회의에서 논의될 사항을 정리

한 핵심 요약(executive summary). 중요한 우려사항에 

대한 강조

• 내부감사의 가장 중요한 발견사항과 그것이 사업에 갖

는 시사점, 경영진의 대응 계획에 대한 기술

• 지난 보고서 이후 수행된 모든 감사 업무의 나열. 수행

된 각 감사 업무에 대하여 전기 및 당기의 점수, 특정 분

야의 통제환경이 개선, 악화 또는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 지난 감사에서 나온 주요 권고사항의 후속적인 이행 

상황. 필요한 보완책에 대한 경영진의 노력과 비효과적

인 절차의 징후가 되는 이슈 사항의 재발이 있었는지

를 감사위원회가 이해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보고

감사위원회는 적시에 해결되지 않은 발견사항에 대해 주

목해야 한다. 발견사항이 적시에 해결되지 않은 경우 불필

요한 위험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경영진이 내

부감사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는 징후가 될 

수도 있다. 수익 인식에 영향을 주거나 부정위험을 증가시

키는 발견사항은 중요하므로 감사위원회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항이다. 발견사항에 대한 개선권고를 이행

하는 것은 경영진의 책임이다. 내부감사 활동을 효과적으

로 지원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는 주요한 발견사항 또는 

적시에 해결되지 않은 발견사항에 관련된 경영진을 감사위

원회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발견사항의 근본 원인을 설

명하고 개선권고의 이행을 약속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다른 보고서들과 마찬가지로 내부감사인

의 보고서가 전문적일 것으로 기대해야 한다. 우수한 내부

감사부서는 필요한 정보를 간결하고도 명확하게 커뮤니케

이션하는 데에 숙련되어 있다. 추세를 보여주기 위해 그림

과 색채를 이용하고 단순히 원시 정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

니라 효과적인 분석을 제공한다. 내부감사인의 보고서에 

있는 어떠한 내용에 관해서건 내부감사부서의 리더는 “그

래서 어떻다는 겁니까?”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내부감사가 보고하는 대상의 직급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보고 대상은 내부감사업무를 지원하는 최상위 직급이 누

구인지를 나타내며, 내부감사 기능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내부감사임원은 경

영진과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조직 구조와 관계없이 객

관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보고 라인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내부감사인이 경영진이 아닌 기업 내 

감시 기구에 이슈를 직접 보고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더욱이 내부감사임원과 감사위원회의 상호 교류는 바람

직한 기업지배구조의 기초가 된다. 감사위원회와 내부감사

임원 간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내부감

사부서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를 통해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업무의 우선순위와 발견사항에 대

해 지원을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한다.

 내부감사임원은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할 뿐만 아니

라, 행정적으로 경영진에게도 보고를 한다. 감사위원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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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반적인 보고 라인

이사회

내부감사 

임원

감사위원회

83%

CFO

내부감사

CEO

35%

35%

약 83%의 내부감사임원이 기능적으로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

내부감사는 행정적으로 CFO(35%)와  

CEO(35%)에게 가장 자주 보고

Source: The Institute of Internal Auditors, 2016 North American Pulse of Internal Audit, February 2016.

원장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일 사이에 내부감사임원과 

주기적으로 접촉하여 보고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매월 교류하기도 한다. 보고의 형식을 간소화

함으로써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로부터 영업이나 경영 관

VIIII. 내부감사 리더쉽

내부감사임원의 역할은 내부감사 기능의 효과성과 기업 

내 인식을 위해 중요하다. 내부감사임원의 경력, 경험 및 

임원으로서의 활동은 다른 임원들이 해당 내부감사임원

을 경영진의 일부로 볼 것인지와 내부감사업무를 존중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감사위

원회는 내부감사임원의 역할이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따

라 내부감사가 기업 가치에 기여하는 바가 달라짐을 주지

해야 한다. <그림 2>는 미국의 내부감사 기능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이다.

감사위원회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내부감사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은 내부감사임원에 대해 시작

할 수 있으며, 내부감사임원 및 내부감사부서의 역할 강

화는 전체 조직에 있어 내부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

여주는 계기가 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

려할 수 있다.

• 정기적인 감사위원회 회의 일정의 일부로 내부감사임

원과 private session을 가짐

<그림 2> 내부감사임원의 역할과 그 영향       * 각 수치는 해당 업무를 잘 수행한다고 평가된 내부감사임원의 비율

매우 효과적인 내부감사임원 

효과적인 내부감사임원 

덜 효과적인 내부감사임원 

사업에 부합하는 전략적 

계획의 수립과 실행 

95%

74%

22%

이슈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 제공

95%

65%

25%

감사위원회와 합의한  

계획의 적시 수행

97%
90%

50%

Source: 2016 PwC State of the 

Internal Audit Profession Study

련 이슈가 발생했을 때 적시에 보고받을 수 있다. 또한 이

러한 회의를 통해 내부감사와 경영진에게 ‘tone at the top'

을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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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Private Sessions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임원과 정기적인 회의를 해야 한

다. 감사위원회 회의 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이

상적이다. 감사위원회는 private session을 감사위원회 회

의 목록에 반드시 포함하고 다른 안건들이 많더라도 꼭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많은 경우 감사위원회 회의가 끝나

는 시점에 이러한 private session을 갖겠지만, 회의가 시작

되기 전에 가짐으로써 이슈를 논의할 때 더욱 주의를 기

울일 수 있을 것이다.

경영진이 참석하는 경우보다 private session을 가질 때 

더 개방적이고 솔직하게 논의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임원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업무

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적인 업무 관계를 효과적으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필요

한 경우에는 경영진에게 어려운 요청도 할 수 있는지 확

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내부감사임원이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되는 

경우 적절하게 업무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승계 계획을 갖

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내부감사임원에게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겸비하고 효과적인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경영

진과 감사위원회 모두 내부감사임원의 선정에 관여한다. 

또한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잠재적인 이슈를 파악하기 위

해 퇴사하는 전임자와의 면담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염두

에 두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임원의 선임, 업무 수행 평가 및 

보상에 대하여 관여해야 한다.

• 감사위원회 위원장과 내부감사임원이 정기적으로 만나

서 논의

• 내부감사임원이 경영진의 적절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

• 내부감사에 의한 권고사항이 적시에 이행될 수 있도록 

경영진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사전에 정해진 일정에 따

르도록 함

• 주기적으로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내부감사부서 회의

에 참석하여 내부감사업무의 중요성을 강조

내부감사임원은 경영진의 일부이지만, 경영진으로부터 

객관적일 것을 요구받는 내부감사부서의 리더로서 적정

선을 지켜야 한다. 감사위원회와 경영진은 내부감사임원

이 놓여 있는 이러한 도전적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잠재

적인 문제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대화

를 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임원이 경영진과 일

XI. 내부감사업무의 평가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가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때 

내부감사업무와 발견사항을 믿고 의존할 수 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가 정기적으로 내부감사업무의 효과성을 논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가 업무 품질을 어떻게 

모니터링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많은 대규모 기업의 내부

감사부서들은 품질 인증(assurance)과 개선 프로그램을 보

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내부감사업무가 내부 규정 및 관

련 전문 기준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한다. 경우에 따라서

는 외부 기관에 내부감사업무 품질에 대한 평가를 맡길 수 

있다.3)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업무의 품질 평가 과정에서 

나온 주요 발견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영역에 대하여 해당 

업무와 절차를 어떻게 조정하였는지 파악해야 한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 전체와 내부감사임원

에 대해 각각 평가해야 한다. <표 3>은 내부감사부서를 평

가하기 위해 필요한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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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내부감사부서 평가 질문서 

• 내부감사부서가 추가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회사 내부에서 인식되고 있는가?

• 기업의 전반적인 전략에 부합하는 영역에 초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는가?

• 내부감사를 통한 발견사항과 개선권고가 정확하고 의미 있으며 질적 수준이 높은가?

• 보고서가 명확하고 간결하며 적시에 제출되는가?

• 내부감사업무가 전문가적 의구심뿐만 아니라 고객 서비스와 협력을 고려하여 수행되는가?

• 내부감사부서는 철저하고 수준 높은 업무 수행을 위한 적절한 인력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가? 

• 내부감사부서는 데이터 분석과 같은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가?

표 4. 내부감사임원 평가 질문서 

• 기업이 직면한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는 데 내부감사임원의 사업적 감각과 경험이 적합한가?

• 감사 대상을 포함한 다른 임원들과 내부감사임원은 좋은 업무 관계를 유지하는가?

• 내부감사임원은 전문가답게 행동함으로써 부서 구성원들에게 모범을 보이는가?

• 내부감사임원은 내부감사부서에게 고품질의 감사와 개선권고에 대한 책임을 갖도록 하는가?

• 내부감사임원은 부서 구성원들에게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는가?

• 내부감사부서의 퇴사자 면담을 통해 드러난 내부감사임원에 대한 우려사항이 있는가?

• 내부감사임원의 업무수행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지적한 문제점이 있는가?

3) 국제내부감사 직무수행기준(International Standards for the Professional Practice of Internal Auditing)에 의하면 모든 내부감사 조직은 최소 5년에 

한번 외부의 독립된 전문가에 의한 품질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부평가는 독립된 내부감사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이며, 내부감사의 독립성, 예산 및 인력, 내부감사의 권한 등에 대한 개선 권고안이 제시될 수 있다. 

내부감사임원에 대해서는 더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내부감사업무에 있어 진정한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

문이다. 감사위원회는 <표 4>의 질문을 활용하여 내부감

사임원을 평가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

다. 외부감사인은 여러 기업의 내부감사부서와 업무를 해 

보았기 때문에 다른 기업과 비교하여 내부감사업무가 잘 

수행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경고 

사항(red flag)이 될 수 있는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외부감사인이 내부통제에 의존하지 않는 전략을 선

택하거나 감사절차 수행 시 내부감사 인력의 도움을 받지 

않기로 한 경우 그 이유를 알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CFO와 경영진은 내부감사에 대해 감사위원회와 

다른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내부감사가 기업 

내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와 내부감사의 업무 수행 

방식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와의 교류를 통해 자

체적인 관점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 내부감사는 적절한 항목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 이슈가 발생했을 때 경영진은 내부감사에 의존하는가?

• 내부감사는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파악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IT 등의 기술을 효과적

으로 사용하는가?

• 내부감사는 적시에 경영진에게 보고하는가?

• 내부감사업무의 우수성을 높이기 위해 보상이나 승진 

등의 적절한 인센티브가 작동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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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6년에는 조사 대상 국가의 96%가 감사위원회 또는 

유사한 지배구조를 갖춘 반면, 2004년에는 55%만이 감사

위원회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감사위원회에 대한 각 국가의 요

구사항에는 공통적인 사항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다

음과 같다.

1. 상장기업의 감사위원회에 대한 독립성 및 전

문성 규정이 있다.

모든 국가에서 최소 한 명의 감사위원회 위원이 독립적

인 비집행임원이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일

부 국가는 두 명 이상 또는 위원 전원의 독립성을 요구하

기도 한다. 또한 독립성을 결정하는 데에는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의 소유 비율과 같은 객관

적인 기준과 감사위원회 위원이 독립적인 판단에 방해를 

받을 수 있는 사업적인 혹은 기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여

PwC US는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지식을 공

유하고, 기업이 직면하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이슈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조직인 Gover-

nance Insight Center(이하, GI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일 감사위원회센터에서는 GIC가 

발행하는 뉴스레터 중 주목할 만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본 호에서는 최근 IFIAR(International Fo-

rum of Independent Audit Regulators)1) 발

행한 ‘Audit Committees and Audit Quality: 

Trends and Possible Areas for Further Con-

sideration’을 요약합니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

acc.samil.com

2016년 IOSCO(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

ties Commissions)2)는 외부감사인과 감사절차에 대한 감

사위원회의 감독에 관련된 제도 정보를 국가별로 수집하

기 위한 서베이를 실시하였다. IFIAR는 IOSCO의 서베이 

결과에 기초하여 감사위원회 제도의 국제적인 추세를 분

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사위원회 제도의 개선을 위해 고

려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IOSCO가 조사한 

감사위원회 관련 제도는 법률과 규정뿐만 아니라 자율적

인 규범이나 모범 사례 등을 포괄한다. 주요 항목은 감사

위원회 요건,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감사보수의 산정, 감

사위원회의 역할과 외부감사 감독에 대한 요구사항, 외부

감사업무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외부감사인과 감사위원

회의 커뮤니케이션 및 주주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보고 등

이다. 2004년에 수행된 조사와 비교하여 2016년에는 더 많

은 국가에서 감사위원회 제도가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

1) IFIAR(국제회계감사감독기구회의)는 2006년 9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회의에서 설립된 이후 매년 2회의 총회, 1회의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IFIAR은 

① 회계감사시장 환경 관련 지식과 독립적인 회계감독활동의 실무경험 공유, ② 감독기관 간 협력 증진, ③ 감사품질에 관심 있는 기타 국제기구와의 협력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017년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52개국의 감독기구가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다. 산하에 Global Audit Quality (GAQ) 

Working Group을 포함한 6개의 Working Group이 활동하고 있다.

2) 효율적 시장규제, 국제증권거래 감독 및 기준설정 등 공통의 관심사를 논의하고 상호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각국 증권감독기관으로 구성된 

국제증권감독기구로 1983년 창설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도 정회원 자격으로 활동하고 있다.

3) Survey Report on Audit Committee Oversight of Auditors. IOSCO. 2016년 5월. 동 서베이에는 총 47개국이 참여하였고, 감사위원회에 대한 항목은 

감사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45개국이 답하였다. 우리나라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림 1> 2016년 IOSCO의 서베이 참여 국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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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같은 주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였다. 또한 어떤 국가

들은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감사위원회 구성원의 재

임 기간에 제한을 두기도 한다.

감사위원회 활동의 효과성을 결정 짓는 전문성과 관련

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한 명 이상의 위원이 특수한 기

술이나 경험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몇 명의 위

원에게 요건을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

으며, 몇몇 국가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더 강화된 요건

을 적용한다. 기업의 복잡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위원회 구성원은 적절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감사위원회는 효과적으

로 책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었다. 

2.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 감사보수의 

결정 및 외부감사인의 평가에 대한 주된 책임을 

갖거나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여의 정도는 국가별로 차이

가 있는데 어떤 국가는 감사위원회가 직접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또 다른 국가는 감사위원회가 이사회에 외부감

사인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한편, 감사위원회

가 감사보수의 산정에 관여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적은 수

의 국가에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위해서 감사보수를 

권고하거나 평가하였고, 매우 적은 수의 국가에서만 이사

회의 추가적인 검토 없이 감사위원회가 직접 감사보수를 

결정하고 승인하였다.

다수 국가의 제도: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임

할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75% 정도에 해당하는 국가에서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

인을 주기적으로 평가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법규에서 외

부감사인을 평가할 때 고려할 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있

어 감사위원회는 전반적인 감사절차의 효과성과 감사품

질 및 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기초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수 국가의 제도: 감사위원회는 재무보고, 내부통제 

및 감사와 관련된 이슈를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

제(예를 들어, 내부고발제도)를 수립하고 운영해야 한

다. 외부감사인의 업무 수행을 평가할 때 이러한 체제

를 활용할 수 있다.

3.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제공하는 비감사

용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준수 여부를 모니

터링한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을 평가하고 확인하는 책임을 갖는다. 감사위원회는 감사

인 선임 시점에 외부감사인이 제공하는 비감사용역을 포

함한 독립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며 지속적으로 독립성 

훼손 여부를 감시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은 독립성이 손상

된 경우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특

정 비감사용역을 금지하거나 감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의 효과적인 커

뮤니케이션을 장려한다.

 대부분 국가에서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

니케이션을 의무화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의 세부내용과 

형식은 국가마다 다양하게 나타났다. 일부 국가에서는 일

반적인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는 기재되지 않는 상세

한 내용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은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

의 지배구조와 회계감사 품질관리를 위한 내부통제에 대

해 보고받고 있다.

<그림 2> 2016년 IOSCO의 서베이 결과:  

감사위원회 독립성 요건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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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국가의 제도: 국가별로 감사위원회 위원들의 네

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어 Best Practice를 공유한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관련 협회를 통해 감사위원회 업

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지침

과 자료를 제공받는다.

지금까지 살펴본 IOSCO의 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감사

품질 향상을 위해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영역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정의와 

판단을 위한 기준 설정

먼저 독립성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 위원들의 근속기간

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사외이사라 하더라도 근속하는 기

간이 길어질수록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지 어려울 수 있

다. 따라서 근속기간에 대한 제한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 

때 어느 정도의 기간이 독립성 유지를 위해 적절한 근속

기간이 될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미 이러한 제

한을 두고 있는 국가들도 그 기간이 6년에서 12년 사이에

서 차이를 보인다. 한편, 많은 국가들이 감사위원회 위원

의 회사 지분 보유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이 다양

하다. 1% ~ 5%의 지분율 혹은 유의적인 지분율을 한도

로 두거나, 최대주주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

도 있었다. 따라서 어느 수준까지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것이 독립성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지 논의해 볼 여지가 있

다. 또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어느 기능까지 할 수 있는가도 논의의 주제가 될 수 있다.

전문성에 대한 국가별 규정도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감

사위원회 위원들의 학력 또는 경력 상 업무관련성을 요구

한다. 재무 및 경영 전공, 전문 자격증 보유, 회계·감사·IT

에 관한 실무 경력 등이 전문성에 해당한다. 또한 기업 환

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감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지속

적인 교육이 중요하므로 교육 콘텐츠 및 그 주기도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영역에 해당한다.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의 업무수행을 적절하

게 평가할 수 있는 방안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평가할 때 적용할 기준은 

외부감사의 감독을 위해 핵심적이지만 객관적인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넓은 범위의 주관적인 기준들

이 평가에 고려되고 있다. 감사품질 지표를 개발하여 외

부감사인 감독에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회계법인은 내부적인 업무품질관리에 관해 규제 당국으

로부터 감리를 받고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조치를 해야 한

다. 또한 회계법인은 개별 감사업무에 대한 감리도 지속

적으로 받는다. 감사위원회는 회계법인이 받은 지적사항

에 대해 논의하고, 외부감사인을 평가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다.

한편, 정기적으로 감사품질을 평가할 경우 평가 시점이 

아닌 기간에는 외부감사인이 감사품질에 주의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보임으로써 높은 감사

품질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외부감사의 미

비점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해야 한다. 

규제 당국, 외부감사인, 주주 및 내부감사와 감

사위원회 간 커뮤니케이션의 활용

규제 당국, 외부감사인, 주주 및 내부감사와 감사위원회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활용하여 감사품질을 개선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규제 당국이 회

계법인을 감독하여 얻은 결과를 감사위원회와 직접 공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공유한다면 외부감사인의 평가

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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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coming Events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감사위원회 위원이 전문기관에서 감사와 관련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삼일 감사위원회센터는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재무보고와 내부통제 

감시 등 주어진 업무를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Audit Committee 

School을 준비하였습니다. 

동 프로그램은 삼일회계법인 소속 전문가들이 준비한 교육 과정으로서 '감사위원회 실무해설' 등  

14개 온라인 강좌와 현장 세미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가 대상 • 감사위원회 소속 사외이사 또는 예정자

• 관련 분야 종사자 또는 업무상 관심이 있는 분

등록 비용 무료

등록 절차

교육 방식

수료 기준

삼일 감사위원회센터로 E-mail 신청 (ACC@samil.com)

온라인 강좌 및 현장세미나로 구성

1.  온라인 강좌: 2017년 9월 1일 (금) 개설

2.  현장 세미나: 2017년 12월 14일 (목)  

*구체적인 일정 및 장소는 추후 공지

전체 14개 온라인 강좌 수강 후 현장 세미나 참석시 수료증 발급

온라인 강좌 Curriculum • 감사위원회 실무 해설 (1)

• 감사위원회 실무 해설 (2)

• 감사(위원)의 법적 권한과 책임

• 내부감사 이론과 실무

• 재무보고와 내부통제제도

• 회계부정 사례와 사전예방

• 최근 감리사례

•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 내부통제의 이해

• 기업의 리스크 유형 및 관리 방안

• 회계란 무엇인가?

• 말문이 탁 트이는 재무 상식, 

재무제표

• 기업 활동과 재무 이해하기 (1)

• 기업 활동과 재무 이해하기 (2)

Audit Committe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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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기 태 파트너 

센터장, 총괄

02	709	0354	
ktpark@samil.com

황 택 현 파트너 

제조 및 일반업종

02	709	0462	
thhwang@samil.com

임 성 재 파트너 

금융업

02	709	6480		
sjlim@samil.com

이 건 재 선임연구위원 

센터 상근

02	709	8990		
gunjlee@samil.com

하 미 혜 선임연구위원 

센터 상근

02	709	8599	
mihha@samil.com

삼일 감사위원회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