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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세션을 맡은 카톨릭대학교 김범준 교수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중심으로 감

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설명하고 효과적인 감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고려 사항을 제안하

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독립성과 전문성이 중요하며, 내부감

사조직의 지원과 적격한 외부감사인의 선임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 

감사위원은 공식회의 이외의 현장방문 등의 활동에도 관심을 갖고 감사위원회 활동에 충분

한 시간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삼일회계법인 이한성 파트너가 회계개혁으로 불리는 최근 법률 개정의 주

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지난 9월 28일 국회를 통과하고 10월 31일에 공포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은 법률의 목적을 비롯하여 중요한 변동 사항들을 포함

하고 있습니다. 이한성 파트너는 외감법의 주요 변동 사항들을 적용 시기 등 일반사항과 감사

대상회사 및 범위 변경, 감사인 선정 시 고려사항, 재무제표 작성 책임 및 제재 강화 등의 내

용으로 나누어 상세하게 다루었습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 신재준 파트너가 외감법 상 감사위

원회에 의한 조사제도의 도입배경 및 시사점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개정된 외감법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조사하도

록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회사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신재준 파트너

는 동 제도의 모태인 미국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의 Section 10A 규정

을 소개하고, 재무제표 감사와 비교하여 재무제표 부정조사가 갖는 차이점과 특징을 설명하

였습니다. 

마지막으로, Audit Committee School의 온라인 강의 수강을 완료하고 이 날 세미나에 참

석한 8명의 감사 및 감사위원에게 삼일회계법인 윤현철 COO가 수료증을 전달하였습니다. 

12월 14일 LS용산타워에서 2017 삼일 감사위원회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삼일 감사위원회센터는 감사(위원회)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정보를 

Audit Committee School을 통해 온라인 강의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 강좌와 연계된 현장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세미나는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외·내부 전문가가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Spotlight: 
2017 삼일 감사위원회 세미나

Facebook 이용안내

삼일 감사위원회센터는 

Facebook page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번 

세미나 현장 스케치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acebook.com/SamilA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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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고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개정 법률의 주요 사항을 선별하여 삼일 감사위원회센터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전체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법률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계개혁 TF는 총괄, 감리·지정, 기업회계 및 감사품질의 4개 분과로 운영되며, 논의결과는 향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외감법 전면 개정 

후속조치 추진과제 목록 및 후속적인 진행 상황은 별첨하였다.

「회계개혁 선진화 3법」으로 불리는 주식회사 등

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전부개

정안과 공인회계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

이 2017년 9월 28일 국회를 통과하였고, 10월 

31일에 개정 법률이 공포되었다.

이번 법률 개정은 회계부정과 부실감사를 근절

하기 위해 과거부터 논의되었던 많은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감사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선임

과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비롯한 다양한 제도

들이 회계감사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

고 있다. 정부는 회계개혁 TF를 구성하여 개정

된 법률의 적용과 정착을 위한 후속 조치를 진

행 중이다.2)  

본고는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회계

개혁 TF가 추진 중인 과제의 진행 상황에 대해 

별첨에서 살펴본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강화를 

앞서 경험한 미국의 사례도 살펴본다.

I.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18.11.1.)

1. 법률의 목적 변경 및 외부감사 대상 회사 확대

2.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과 내부통제 강화

(1)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 강화

(2)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강화

(3)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강화

3.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 

(1) 상장회사 등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2) 감사인 지정 사유 확대 

(3) 감사인 선임 기한 변경 

(4)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규율 강화

4. 감사품질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1)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도 도입 

(2) 표준 감사시간 도입 

(3)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 강화

5. 회계부정 및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강화 

(1)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신설 

(2) 회계부정 관련 제재 강화 

(3)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

II.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17.10.31.)

III.	공인회계사법	(시행일자	20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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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 법률의 목적 변경 및 외부감사 대상 회사 확대

유한회사의 외부감사는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즉 2020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

현행 외감법은 외부감사인이 외부감사를 실시하여 회사

의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정

한 반면, 개정된 외감법은 회사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인

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

로 명시하였다.(제1조)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회사의 책임

과 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각 당사자의 역할에 따른 책임을 정한 것이다.

외감법의 적용 범위는 확대되었다. 유한회사도 감사인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게 되며, 이로 인해 법률 제명이 「주

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

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제2조제1호 및 제4조) 

국내에 등록된 유한회사 수는 2015년 말 현재 2만6858개

사인데, 외부감사 대상이 될 유한회사와 해당 유한회사가 

공시할 정보의 범위는 규모 등을 고려하여 후속적으로 정

할 예정이다.

또한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의 범위를 정할 때 현재 

기준으로 사용하는 자산·부채·종업원 수 외에 회사의 규

모, 이해관계자, 재무상황 등과 관련성이 높은 매출액을 

선정기준에 추가하였다.(제4조제1항제3호)

2.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과 내부통제 강화

(1)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 강화

재무보고에 대한 각 당사자의 책임을 다할 때 회계 투명

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회사

가 적시에 적절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다. 현행 외감

법은 회사가 법정 기한 내에 재무제표를 감사인 및 증권

선물위원회에 사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재무제표를 제

때 제공받지 못할 경우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절

차를 수행하기 어렵다. 개정된 외감법은 회사가 기한 내에 

재무제표를 사전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공시하

도록 하였다.(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그리고 현행 외감법은 감사인에 의한 재무제표 대리 작

성과 회계처리 자문행위 금지 의무를 감사인에게만 부과

하고 있는데, 개정된 외감법은 회사가 이러한 행위를 감사

인에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명시하였다.(제6조제

6항) 회사가 이를 어기면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감사인

이 지정되거나(제11조제1항제5호),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

당하는 자 등3)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해지는(제42조제2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2)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강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는 전년도 말 기준 자

산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에 차이가 있다. 

• 2조 이상: 2019년 감사보고서부터

• 5천억 이상: 2020년 감사보고서부터 

• 1천억 이상: 2022년 감사보고서부터 

• 상장회사 전체: 2023년 감사보고서부터

현행 외감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는 사업연도마다 이

사회 및 감사(위원회)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를 보고한다. 개정된 외감법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

태 등을 회사의 대표자가 직접 주주총회 등에 보고하도

록 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을 한층 강화하였다. 

(제8조제4항) 

또한, 개정된 외감법은 상장회사에 한해 내부회계관리제

도에 대한 인증수준을 ‘감사’로 강화하였다.(제8조제6항) 

현재는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경영진의 

보고서 확인과 질문이 주를 이루는 ‘검토’ 수준의 인증 절

차를 수행한다. 그러나 외부감사인이 더 높은 수준의 확

신을 제공하는 ‘감사’의견을 표명하기 위해서는 검토보다 

광범위하고 더 신뢰성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3)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회계담당자 등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5

SOX(Sarbanes-Oxley Act)는 2001년 엔론 등의 대형 회계부정을 계기로 제정된 미국의 회계개혁법으로 

상장기업의 회계투명성 개선 및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우리나라의 이번 회계개혁은 한국판 

SOX라 불릴 정도로 유사한 규정을 담고 있다. 특히  SOX는 내부통제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포함하

고 있으며, 개정된 외감법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규정은  SOX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1)

Section 302는 2002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에 적용되었고, Section 404는 시가총액이 75백만 달러 이상인 

상장기업(accelerated filers2))부터 적용되었다. 시가총액이 75백만 달러 미만인 상장기업(non-accelerated 

filers)은 애초에 2007년 감사부터 Section 404를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나,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야

기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Section 404(a)만 2007년부터 적용되고, Section 404(b)는 2010년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에 의해 면제받았다. 따라서, 시가총액이 

75백만 달러 이상인 상장기업(accelerated filers)은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보고서 및 외부감사인

의 감사보고서가 공시되는 반면, 75백만 달러 미만인 상장기업(non-accelerated filers)은 자체적인 경영진

의 보고서만 공시된다.

Before SOX

미국의 상장기업은 오래전부터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of 1977에 따라 효과적인 내부통제제

도를 유지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내부통제제도

가 적절히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는 외부에 공개되

지 않았다. 다만, SEC 규정에 따른 예외적인 상황에서

만 내부통제제도 운영 현황이 공개되었다. 구체적으로 

특정 상황에서 외부감사인이 교체된 경우 외부감사인 

교체 사실과 그 사유를 SEC에 보고해야 하는데, 특정 

상황 중 하나가 감사인이 교체되기 직전 3년간 내부

통제제도의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이다. 이러한 상황을 

제외하고 외부에서 기업의 내부통제 운영 현황을 파악

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했다.

After SOX

내부통제제도에 관련된 SOX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이 요약할 수 있다.

• SOX Section 302(CORPORATE RESPONSIBIL-

ITY FOR FINANCIAL REPORTS.): ··· (4) 경영

진은 내부통제의 구축과 유지에 대한 책임을 지며, 

내부통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

• SOX Section 404(MANAGEMENT ASSESS-

MENT OF INTERNAL CONTROLS): (a) 경영진

은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효과성을 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내부통제 보고서에 보고 (b) 외부감사인은 

경영진의 내부통제 평가 결과에 대해 감사(attes-

tation)를 실시하고 내부통제에 대한 감사의견을 재

무제표에 대한 의견과는 별개로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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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는 내부회계관리제도라는 명칭을 쓰는 반면, 미국은 재무보고 내부통제제도(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 규준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서 회사의 이사회와 경영진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통제제도의 세 가지 목적 중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 목적, 특히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여기에는 자산의 보호 및 부정방지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또한, 운영 목적이나 법규준수 목적과 관련된 통제절차가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와 관련된 경우 해당 통제절차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용어만 다를 뿐 미국의 재무보고 통제제도의 범위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미국의 상장기업은 규모별로 10-K(연간보고서), 10-Q(분기보고서) 의 제출시기가 달라지며, 상대적으로 제출시기가 빠른 대규모 기업을 accelerated 

filer라고 한다. accelerated filers는 시가총액 700백만 달러 이상의 large accelerated filer와 시가총액 75백만 달러 이상 700백만 달러 미만의 

accelerated filers로 구분된다.

Lessons learnt from SOX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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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관점에서 수행된 Section 404(b)에 대한 Audit 

Analytics의 시계열 분석3)을 보면, 제도 도입 초기에 내부

통제제도가 비효과적이라고 감사의견을 제시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내부통제의 비효과성

에 관련된 주요 이슈는 2016년 의견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회계담당 인력의 충분성 및 역량과 감

사인이 발견한 다수 또는 중요한 재무제표 수정사항 등이 

주요 이슈로 눈에 띈다.

Largest Negative Restatements
(U.S. $ in Millions)

2002

$4,513

2003

$3,465

2004

$6,335

2005

$5,193

2006

$2,377

2007

$341

2008

$671

2009

$357

2010

$717

2011

$1,557

2012

$459

2013

$420

2014

$286

2015

$711

최근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2006년에서 2015년에 이르는 10년간, 감사인이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해 비적정 검토의견을 표명한 경우는 2.4%

에 불과하다.4) 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개정된 외감법

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감사가 수행되는 경우 

비적정의견이 표명될 확률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으므로,  

내부통제의 비효과성을 유발한 주요 이슈를 미리 점검하

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Section 404의 비용과 효익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그 

적용 범위도 법률 제정 당시보다 감소되었지만, 동 제도

가 미국의 재무보고 품질의 개선에 기여한 바는 상당하

다.  대규모의 회계부정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근본

적인 회의를 비롯하여 자본시장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회계부정은 주로 이익을 부풀리는 방식으

로 행해지고, 발각된 이후에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회사가 

이익을 감소시키는 재무제표 재작성을 한다. 위의 그래프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재무제표 재작성을 통

한 이익 감소 규모가 2004년 이후 급감하여 낮은 수준으

로 유지되고 있다.5) 즉, Section 404의 적용 결과 회계부

정 규모가 급감하였고, 제도의 정착과 함께 낮은 수준으

로 유지되고 있다.

3)  Audit Analytics, Jessica McKeon, ‘SOX 404 Disclosures: A Thirteen Year Review’ (2017.11)

4)  회계저널, 최성호와 김문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접대비 통제에 미치는 영향’ (2017)

5)  Audit Analytics, Derryck Coleman, ‘The Impact of SOX on Financial Restatements’ (2017.2)

Ineffective Internal Controls ICFR 
Issues(Auditor Attestations)

Total #
Attestations

Accounting personnel resources, 
competency/training

157

Material and/or numerous year-end 
adjustments 

94

Information technology, software, security  
& access

60

Segregations of duties/design of 
controls(personnel)

47

Inadequate disclosure controls 40

www.AuditAnalytics.com

2004

15.9%

2005

12.6%

2006

9.7%

2007

8.0%

2008

5.9%

2009

4.0%

2010

3.5%

2011

4.3%

2012

4.2%

2013

4.9%

2014

6.0%

2015

6.1%

2016

5.9%

www.AuditAnalytics.com

Adverse Auditor Attestations Per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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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강화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이 대폭 강화되었다. 우선,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감

사인을 선임할 권한을 갖는다.(제10조제4항) 현재는 회사 경영진이 감사인을 정하

고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으나, 개정된 

외감법이 시행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한다. 감

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하고, 정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제10조

제5항 및 제6항) 

또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된 경우 후속적인 처리 절차에서 감사 또는 감사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도 강화된다. 외부감사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제22조제2항) 이에 

대해 현행 외감법은 통보 후의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

된 외감법은 감사인의 통보가 있으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선임하

여 위반 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22조제3항 및 제

4항) 이 경우 필요한 자료나 정보, 비용 등을 회사 대표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

에 명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제22조제5항)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직무수

행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은 회사

의 대표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4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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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었다는 것은 감사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업무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

기도 한다. 실제로 SOX 이후 미국의 감사위원회는 더 활발한 활동을 해 오고 있다. 예를 들어, S&P500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2001년에는 감사위원회가 연평균 5번의 회의를 개최한 데 반해, 최

근에는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연평균 9번의 회의를 한다.2) 또한, 이사회 내 다른 위원회와 비교하여. 감

사위원회 구성원이 업무가 과중하다고 답한 비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베이 결과도 있다. 2016년 

PwC가 조사한 바에 따면 43%에 달하는 감사위원회 위원들이 다소 또는 매우 업무가 많다고 답한 반

면, 전체 이사회를 기준으로 보면 25%의 이사만이 업무가 많다고 답하였다.

 

SOX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는 감사위원회 기능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며, 이번 개정 외감법과 유사

한 다음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1)

SOX Section 301(PUBLIC COMPANY AUDIT COMMITTEES)··· (2) 상장기업의 감사위원

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 보상 및 감독에 대한 책임을 짐.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 

··· (5) 감사위원회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자문가나 전문가를 활용 (6) 회사

는 감사위원회가 외부 자문가나 전문가를 고용하는 데 소요한 비용을 부담 ···

To what extent are you concerned with the workloads of the following:

Base: 794-798
Source: PwC, 2016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October 2016

Full
board

Audit 
committee

Compensation 
committee

Nominating 
and governance 

committee

Three out of four directors are 
not concerned at all with their 
board’s workload

75%

57% 57% 57%

20%

28%
31%

11%

5%

15% 10%

1%

Very much Somewhat Not at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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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s learnt from SOX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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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유가증권시장 상

장기업이 2016년 연평균 4번의 회의를 하였으며, 회의도 

결산 보고 등 단순 보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이다. 따라서 감사위원회 회의의 행태에도 향후 많은 변화

가 예상된다.

한편, 감사위원회가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조사하도록 

하는 제도는 한국에서는 아직 낯선 제도이기 때문에 이러

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미

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실무적으로, 감사인이 회계처리 

위반 등의 문제를 통보하면 감사위원회는 해당 혐의 사실

과 성격을 파악하고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를 진행

하여야 한다. 

외부전문가 선임시 고려 사항

조사 분야의 경험과 회계 및 재무 분석 보유 여부

조사 사안에 따라 전자적 저장 정보의 분석이 필요한 경우, 

전자적 저장 정보의 수집과 처리가 가능한 인력과 장비 

보유 여부

조사 대상 사안과 이해 관계가 없는 객관성

감사위원회는 조사 전반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으며 조

사 진행 과정에서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외부전문가인 조사인을 선임

• 조사 범위와 절차의 검토 및 승인

• 조사인의 의사소통 체계 및 보고라인 설정

• 조사 수행 감독

• 조사 보고서 검토 및 승인 

• 조사 결과 관련 이사회와 커뮤니케이션

감사인은 회사의 조사 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를 감사증

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감사의견 변형 여

부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감사위원회는 조사 범위와 절차

의 계획 단계부터 감사인과 협의하여야 하고, 조사 범위 

수정 시에도 반드시 감사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시정 조치

의 실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관련자 인사조치

•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수정 및 재작성(필요시)

• 취약한 회사 정책 및 내부통제제도 재정비

또한,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

는 등 조사에 협조하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이 외에

도 부정에 연루된 임직원에게 질문한 내용 등 조사의 세

부 진행 과정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비밀유지에 주의하여

야 한다.  조사가 종료되면 감사위원회는 경영진과 협의

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결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사위원회는 조사결

과 및 시정조치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

출하고, 경영진이 적절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동 규정 외에도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이 독립적이어야 하고, 위원 중 재무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공시하여야 하며, 비감사서비스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요구한다. 일부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러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 및 비감사서비스 제한에 대한 내용은 우리나라 법률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어, 상법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데,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하고, 감사위원회 대표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상법 제415조의2 제2항 및 제542조의11 제2항) 또한 공인회계사법에서는 SOX와 유사하게 금지되는 

비감사서비스를 열거하고 있으며, 금지되는 항목 외의 비감사서비스는 감사(위원회)와 업무에 대하여 협의하고, 이해 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는 

감사 등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취하도록 정한다.(공인회계사법 제21조)

2)  EY, ‘The Sarbanes-Oxely Act at 15’(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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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

(1) 상장회사 등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즉 2020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시장의 가장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제도이다. 현행 외감법은 감사인 지정 사유에 해당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감사인의 선임을 회사 선

택에 맡긴다. 그러나 회계부정으로 부실감사의 문제가 불

거질 때마다 감사인의 독립성이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감사를 받는 회사가 감사인을 선택하고, 회계법인은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구조적인 한계는 감사인의 독립성

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개정된 외감법은 상장회

사 및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에 대해 연속하는 6개 사업

연도의 감사인을 회사가 선임한 이후에는 증권선물위원회

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

정제를 도입하였다.(제11조제2항) 다시 말해, ‘6년 자유선

임 + 3년 지정’의 방식이다. 단, 과거 6년 이내에 증권선물

위원회의 감리를 받은 회사로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

견되지 않은 회사와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로

서 시행령이 정하는 회사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제11조제3항)

(2) 감사인 지정 사유 확대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직권지정하는 사유도 늘어

났다.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 작성이나 자문을 요구하

여 회사가 직접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회사, 과거 3년간 최대주주의 변경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대표이사의 교체가 3회 이상 발생하여 기업지배구조가 불

안정한 상장회사, 주채권은행 또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주

주의 감사인 지정 요청이 있는 회사 및 표준감사시간에 현

저히 미달되는 감사시간이 투입된 회사 등이 감사인 지정 

사유로 추가되었다. 또한, 영업손실, 부의 영업현금흐름 등 

재무기준 요건을 추가하여 상장회사의 감사인 지정 사유

를 강화하였다.(제11조제1항)

이와 관련하여 회계개혁 TF는 불합리한 감사인 지정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확

대하고, 대형·중소형 회계법인간 형평을 확보하는 규정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

개정 외감법 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등) 제1항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

니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

는 금융회사의 경우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 제10조

에 따른 감사인의 선임기간 내에 증권선물위원회

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2. 제10조에 따른 감사인의 선임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3.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

임하거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의 감사인 교체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회사

4.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제5조에 따른 회계처

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

인된 회사.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이 확인된 회사는 제외한다.

5.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

인이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

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을 요구하거나 받은 회사

6. 주권상장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회사

가.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이익이 0보다 작은 회사

나.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현금흐름이 0보다 작은 

회사

다. 3개 사업연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회사

라.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기준에 해당

하는 회사

7. 주권상장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지정하는 회사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11

8.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

권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의 해당 회사

9.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계약의 

해지 또는 감사인의 해임을 하지 아니하거나 새

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10. 감사인의 감사시간이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하

는 표준 감사시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한 회사 

11. 직전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과거 3년간 최대주주

의 변경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대표이사의 교체

가 3회 이상 발생한 주권상장법인

12. 그 밖에 공정한 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3) 감사인 선임 기한 변경

현행 외감법에 따르면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

월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한편, 감사인은 직

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그 전(상장회사와 그 

외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 후 90일 이내에 제출)에 제

시해야 하므로, 감사의견이 감사계약의 성사 여부에 영향

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했다. 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외감법은 감사

인 선임 시기를 앞당겼다. 

개정된 외감법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하여야 하는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와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의 금융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고, 그 외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감

사인을 선임해야 한다.(제10조제1항)

(4)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규

율 강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는 사항 등은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즉 2019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

상장회사의 경우, 비상장회사에 비해 더 많은 이해관계

자들이 재무정보를 이용하므로, 외감법은 상장회사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에도 규모와 특성에 따라 많은 이해관계자를 둘 수 있다. 

개정된 외감법은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할 필요성

이 있는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에 대해 감사인

의 자격 및 선임 등과 관련하여 상장회사에 준하는 규정

을 적용하도록 하였다.(제9조 및 제10조) 구체적인 대형비

상장사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4. 감사품질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1)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도 도입

감사인 등록제도는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금융

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상장회사의 외부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제9조의2) 구체적으로, 회계법

인이 상장회사를 감사하려면 감사품질의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 예산,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구비하고, 감사

품질관리를 위한 사후 심리체계, 보상체계, 업무방법 등

을 갖추어야 한다. 세부적인 등록 요건과 절차는 시행령

에서 정한다.

(2) 표준 감사시간 도입

감사인이 투입한 실제 감사시간은 이미 감사보고서와 사

업보고서를 통해 공시되고 있지만 표준 감사시간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인은 표준 감사시간

을 적정한 감사노력의 지표로 삼아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정보이용자는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업무의 품질

을 평가할 때 기준치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개정된 

외감법에 의하면, 감사시간이 표준 감사시간에 현저하게 

미달된 경우 감사인 지정 사유에 해당된다.(제11조제1항)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 감사시간을 정하며, 금융감

독원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여 3

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정하였다.(제16조의2) 기업이 

속한 산업, 기업 규모 등 감사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들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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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책임 강화

 ●  회계처리기준 위반 발생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

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가 가능 (제35조 제1항, 상법 제635조 제1항)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감사 또는 감사위원

회 위원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

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산이 1조원 이상인 회사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벌칙이 가중된다. 

•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9조 제1항, 제2항, 상법 제635조 제1항)

(3)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 강화

개정된 외감법은 감사업무의 품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회계법인이 감사 업무설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이하, 품

질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품질관리기

준은 감사업무의 품질관리 절차,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내부통제 등 감사업무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며,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사

전승인을 받아 정한다.(제17조) 

5. 회계부정 및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강화

(1)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신설 

개정된 외감법은 회계처리기준 위반 발생시 관련 당사자

별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먼저,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

다.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이 회사의 위법행

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외부감사인이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

를 작성한 경우, 감사보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제척기간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

부터 8년이다.(제35조 및 제36조)

(2) 회계부정 관련 제재 강화

개정된 외감법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제29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 임원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였

다.(제29조제1항) 벌칙을 강화하여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

당하는 자 등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

제표를 작성·공시하거나, 감사인 또는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산이 1조원 이상인 회사는 재무제

표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벌칙이 가중된다.(

제39조) 

(3)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

개정된 외감법은 내부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벌칙과 

과태료 등을 강화하였다. 내부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며,(제41조제5호) 내부신고자에게 불이익

한 대우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3조) 또한,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

개하거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

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한 자와 신고자에게 불이익한 대

우를 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47

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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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는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에 감사보고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제출기한에 예외가 없으므로, 감사계약의 유지나 소송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인이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가 종종 발생하였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대상법인이 그 회계감사인과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부득이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합의하고 신

고한 경우 제출기한을 연 1회에 한하여 5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65조)

II.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외부감사인이 보다 독립적으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감사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맡을 수 없는 비감사용역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였다.(제21조제2항)

현  행 개  정 

제21조(직무제한)

② 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

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해

당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를 할 수 없다.  

<후단 신설>

제21조(직무제한)

② 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해당	회사가	다른	회사와	「주식

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지

배·종속	관계에	있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를	포함한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

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해당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수 없다.

② 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

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해

당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를 할 수 없다. 

<1.~3. 생략>

4. 회사의	자산·자본, 그 밖의 권리 등(이하 ‘자산 등’이라 한

다)을 매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부실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가. 자산 등에 대한 실사·재무보고·가치평가

나. 자산 등의 매도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제

시

5. 회사의	인사 및 조직 등에 관한 지원업무

6.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보험충당부채 금액 산출과 관련되는 

보험계리업무

7. 회사의	민·형사	소송에 대한 자문업무 

8. 생략

② 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해당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수 없다.

<1.~3. 현행과 동일>

4. 자산·자본, 그 밖의 권리 등(이하 ‘자산 등’이라 한다)을 매

도	또는	매수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부실채권의 회

수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가. 자산 등에 대한 실사·재무보고·가치평가

나. 자산 등의 매도ㆍ매수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제시

5. 인사 및 조직 등에 관한 지원업무

6.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보험충당부채 금액 산출과 관련되는 

보험계리업무

7. 민·형사	소송에 대한 자문업무

8. 자금조달·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업무

9.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등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으로서	임원이나	이에	준하는	직위

의	역할에	해당하는	업무

10. 현행 8.과 동일

III. 공인회계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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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추진 과제 주요 내용 필요 조치

감사인 지정제 

운영방식 개선

지정제 예외적용 

기준 마련*

우수한 지배구조 등 회계처리 수준이 양호한 

기업을 선별하여 지정대상에서 제외

시행령·고시

(지배구조원 협업)

감사인 지정방식 

개선

불합리한 지정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 재지정 

요청을 할 수 있는 범위 확대
금융위 규정

대형-중소 회계법인 간 형평 확보

지배주주 견제 등을 위해 감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주주의 자격 설정 
시행령

지정감사보수 

가이드라인 마련

과도한 감사보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수 설정
행정지도

감리·제재 시스템 

개선

감리 시스템 개선 감리 업무 프로세스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시행계획 수립

제재 시스템 개선
과징금 등 제재 양형기준 및 피조치자 절차상 

방어권 보장 방안 마련
시행령·고시

감사품질 제고

감사인 등록제 도입*

등록요건 및 절차를 엄격하게 하되,평가상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계
시행령·고시

등록제가 회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업계 발전방안을 마련

시행계획 수립

(한공회 협조)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감사인력 양성

회계법인들이 감사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 마련

시행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등

좋은 인재가 감사업무에 유입될 수 있는 

여건 마련도 병행

핵심감사제 도입** 핵심감사제 운영기준 마련

표준감사시간 

가이드라인 마련

업종·기업규모 등에 따른 기업 그룹별 최소 

감사투입시간을 규율

기업 회계처리 

책임 및 역량 강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내실있는 운영*

기업 내부회계관리규정 기본항목 설정 시행령

내부회계관리 모범규준 마련

(한공회는 내부회계관리 감사기준 마련)
상장협 규정, 

회계감사기준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조사

(상공회의소 협력)

중소기업 회계역량 

제고

코스닥 상장사 회계역량 제고

(한공회의 회계교육 등 지원 포함)
상장협·코스닥협 

규정
코스닥 상장사 회계역량 제고

(한공회의 회계교육 등 지원 포함)

별첨. 외감법 전면 개정 후속조치 추진과제 목록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7.10.12.)

14    삼일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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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추진 과제 주요 내용 필요 조치

외부감사 제도의 틀 

개편

유한회사 외감법 적용*
적용범위 및 감사결과 공시범위 설정

(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기업의견 청취)

시행령

한공회 증선위 

위탁업무

(감리 등) 범위 재검토

감리 및 회계법인 감사품질관리 강화 등 

회계개혁에 발맞춰 위탁범위 재검토 

대형비상장사 정의
상장사에 준한 회계규율을 받는 대형비상장사의 

범위 설정

* 1월 16일에 개최된 회계개혁 TF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8.1.16)

(1)	외부감사	대상	

•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대상 및 공시범위를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설정하여 3월 중 시행령 입법예고 후 의견 수렴 예정

•	 매출액이 적은 경우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검토 

(2)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	 법에서 정한 주기적 지정제의 예외사유인 감리와 관련하여 감리시스템을 선진화하고 보다 심층적인 감리기법을 활용

•	 시행령에 추가하는 주기적 지정제의 예외사유는 합리적이고도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제한(예를 들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이 우수하고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 신청한 기업)

•	 감사인 등급 신설, 지배·종속기업의 경우 동일 감사인 지정 신청, 지정 회사 규모에 따른 지정 점수 차감 등 지정제 운영 방식의 개선   

(3)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	 회계업계의 경쟁력이 ‘영업력’ 위주의 관행에서 ‘감사품질’로 전환될 수 있도록 상장사 감사인 등록 요건 설계

•	 품질관리 감리를 통해 등록 요건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품질관리가 우수한 회계법인에 더 많은 회사가 지정되도록 함

•	 중소회계법인들 간 합병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4)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및 보고 관련 주요 사항을 감독 규정에 반영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을 회계감사기준에 반영(

감사위원회의 역할, 회계부서의 독립성,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포함)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교육, 컨설팅 등을 위한 전담조직을 거래소 내에 설치. 기업 대표이사가 회계윤리 교육(금융위원회 인정)을 이수한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

**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월 20일 핵심감사제 및 다음 사항을 담은 회계감사기준 개정안을 승인하였다. 2018년 12월 15일 이후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되며, 핵심감사제와 계속기업가정 검토는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2020년 감사보고서부터 전체 

상장회사에 적용한다. (자산 2조원 이상: 2018년 감사보고서부터, 자산 1천억원 이상: 2019년 감사보고서부터)

 (1) 핵심감사제를 상장회사에 전면 도입

 (2) 상장회사 감사인의 업무수행이사 성명 기재

 (3) 상장회사 계속기업가정의 적절성에 대한 공시내용 평가 강화

 (4) 감사의견의 전반부 배치 등 감사보고서 체계 개편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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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감사위원회센터는 매년 감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를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하여, 감사

위원회 업무 현안 및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

인 감사위원회 지원 방안을 모색합니다. 2017

년은 감사위원회 서베이를 실시하는 첫 해입니

다. 총 63명의 감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본 서베이 결과를 통해 다

른 기업의 감사(위원회) 활동과 운영 현황을 살

펴보고 업무 개선 방향을 설정하시는 데 도움

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

acc.samil.com

Key Findings

• 재무보고를 위한 내부통제제도의 유지, 부정위험, 법

률 및 규정 준수, ‘Tone at the top’과 기업 문화를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 ‘Tone at the top'과 기업 문화를 제외하고,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된 현안들은 관리의 적절성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 기업의 장·단기 목표의 조절과 내부감사조직의 역량

과 기술은 과반 이상이 보통 수준보다 조금 높거나 보

통 이하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하여, 개선의 

여지가 있는 영역으로 나타났습니다.

• 감사위원회 활동의 효과 향상을 위해 경영진을 효과

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권한, 산업과 위험에 대한 이해 

및 내부감사조직의 지원 및 협조 항목에서 개선이 매

우 필요하다고 평가된 비율이 높았습니다. 

• 개정 법률 중 감사위원회에 의한 외부감사인 선임과 

감사위원회가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회계처리 위반

사실을 조사하도록 하는 제도가 감사위원회의 향후 

업무에 미칠 영향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습

니다.

• 감사보조조직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75%

를 차지하였으며, 지원을 받는 경우 충분한 지원을 받

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1)

I. Survey Results

1) 감사보조조직의 지원을 받는 경우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높지만, 이러한 결과를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감사위원회 활동 현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연간 30시간 미만의 시간을 투입하여 회의 위주의 활동을 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대다수임을 

감안하여야 한다. (II. Survey Respondents 참조) 개정된 외감법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된다면, 감사보조조직의 지원 업무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서, 현재의 업무 지원에 대한 평가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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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다음의 현안들이 귀사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Q2. 다음의 현안들이 위 Q1의 중요성에 비추어 실제로 적절히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중요하다

1 2 3 4 5 6 7

응답자 비율 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 재무보고를 위한 내부통제제도의 유지

3. 재무보고 조직의 역량과 기술

4. 기업의 장·단기 목표의 조절

6. 부정위험

7. 법률 및 규정 준수

8. ‘Tone at the Top’과 기업 문화

9. 내부감사조직 업무의 활성화 및 가치 증진

10. 내부감사조직의 역량과 기술

5. 조직에 적합한 통제환경의 유지

6 111 18 26

11 154 17 16

9 132 23 16

8 162 24 12

6 132 25 17

8 133 15 24

8 91 19 26

7 13 201 22

135 31 14

157 23 18

2. 새로운 회계기준서의 적용(수익인식, 리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중요하다

1 2 3 4 5 6 7

응답자 비율 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 재무보고를 위한 내부통제제도의 유지

3. 재무보고 조직의 역량과 기술

4. 기업의 장·단기 목표의 조절

5. 조직에 적합한 통제환경의 유지

6. 부정위험

7. 법률 및 규정 준수

8. ‘Tone at the Top’과 기업 문화

9. 내부감사조직 업무의 활성화 및 가치 증진

10. 내부감사조직의 역량과 기술

2. 새로운 회계기준서의 적용(수익인식, 리스)

16431 29 10

13811 3 26 11

1763 3 27 7

19121 22 21 6

166 281 22 8

782 35 11

126 27 18

195 22112 13

1410 2811 4 5

14133 2 2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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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감사위원회 활동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 다음 사항의 개선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판단하십니까?

1.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권한

3. 산업과 위험에 대한 이해

4. 감사위원의 경력 및 특성의 다양화

5. 회계 및 재무보고 지식의 축적

6. 감사위원회 사전 회의 자료의 충실화

7. 감사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

8.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9. 내부감사조직의 지원 및 협조

응답자 비율 0% 20% 40% 60% 80% 100%

2. 외부감사인 선임 권한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중요하다

1 2 3 4 5 6 7

11 121 2 2 18 17

13 207 23

6 122 26 17

1 11 182 23 7

10 1111 29 11

118 2711 15

7 14 2511 15

8 12 261 2 14

5 12 26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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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최근 법률 개정과 관련된 다음 사항들이 감사위원회 업무에 미칠 중요성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Q5. 감사보조조직의 지원을 받고 계십니까? 

만약 지원을 받고 계시다면 감사보조조직의 업무 지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충분하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충분하다

응답자 수

0

5

10

15

20

25

감사보조조직이 없다

감사보조조직이 있다

75%

25%

1. 감사위원회가 직접 외부감사인을 선임

3.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 

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

4. 대표이사가 직접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를 

이사회, 감사(위원회) 및 주주에게 보고

5. 핵심감사제 확대 도입

6. 감리 주기 단축 등 금융위원회에 의한 감리 강화

7. 상장회사에 대하여 외부감사인 등록제도 도입

2. 감사위원회가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회계처리위반 사실을 조사 및 시정 조치

응답자 수 0 5 10 15 20 25 30 35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중요하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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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Survey Respondents

서베이 참여자 연령 분포

서베이 참여자 경력

(회사 개수) 분포

서베이 참여자 경력 분포

주) 120시간 이상 투입하는 경우는 

상근감사로 추정됩니다.

감사(위원회) 활동에 

투입하는 시간

0

2

4

6

8

10

12

14

16

18

45세 미만 45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55세 미만

55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65세 이상

0

5

10

15

20

25

30

35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0

15

10

5

20

25

30

35

30시간 미만 30시간 이상  
~ 60시간 미만

60시간 이상  
~ 90시간 미만

90시간 이상  
~ 120시간 미만

120시간 이상

0

10

20

30

40

50

60

1개사~3개사 3개사~5개사 10개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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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활동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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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

acc.samil.com

명문화된 감사위원회 규정(Audit Committee 

Charter)은 감사위원회 구성원뿐만 아니라 이사회 

구성원들이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감사위원회 활동의 평가 절차는 

감사위원회 업무를 모니터링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파악하기 위해 중요하다. 그리고 평가 

절차에서 파악한 기회들과 관련하여 교육을 통해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보유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업무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I. 감사위원회 규정(Audit Committee Charter)

II. 감사위원회 평가

III. 감사위원회의 자원(Resources)

IV. 교육 및 훈련

I. 감사위원회 규정 (Audit Committee Charter)

감사위원회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그 책임을 

기술하여 감사위원회 규정을 문서화한다. 감사위원회 규

정은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되는 회의 안건을 보조하

고, 감사위원회 활동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위원

회가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를 제공한다. 또한, 감사위원

회 규정은 감사위원회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회

사가 주주와 커뮤니케이션할 때 도움을 준다. 예시 1은 감

사위원회 규정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예시 1. 전형적인 감사위원회 규정 항목 

● 목적·역할

● 감사위원회 규모와 구성원 특성 

(예를 들어, 독립성, 회계·재무 전문성)

● 회의 빈도와 비공식적 회의(Private Sessions)

● 역할과 감독 책임

● 보고 책임

● 권한

감사위원회 규정은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가 추가적인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하면서도, 회사의 상

장 규정이나 규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감사

위원회 규정이 너무 구체적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왜

냐하면 감사위원회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위험을 증가시

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감사위원회가 어떤 책임을 언제 

다룰지 날짜를 특정하거나, 어떤 논의를 매번 회의에서 다

룰 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지나치게 구체적이다. 

많은 국가의 상장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 규정

을 명문화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는 명문화된 감사위원회 규정을 채택해야 하고, 위임장보

고서(proxy statement)에 감사위원회 규정을 주기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또한, 회사의 웹사이트에도 감사위원회 규

정을 공개한다. 영국과 호주도 이와 유사한 요구사항을 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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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감사위원회 평가

감사위원회는 주기적으로 업무의 효과를 평가해야 한

다. 뉴욕 및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을 비롯하여 

많은 상장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 업무를 평가

한다. 감사위원회 업무를 평가하기 위해 다음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 규정(Audit Committee Charter)과 실제 수

행한 활동을 비교한다.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 감사위원

회가 한 해 동안 모든 책임을 완수했는지 확인할 수 있

다. 만약 누락된 활동이 있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 모범 사례와 비교한다. 모범 사례를 통해 감사위원회가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을 이해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감사위원회 

위원들은 관련 서적 및 간행물, 서베이, 학술 연구, 세

미나, 컨퍼런스 및 다른 기업의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감사인과의 논의 등을 통해서 모범사례를 접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회사의 특수한 상황에 적합

한 사례를 채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 감사위원회 구성원뿐만 아니라 경영진 및 기업의 다른 

구성원과 감사위원회 업무 수행에 대해 논의한다. 감사

위원회의 각 구성원은 감사위원회 업무 중 효과적으로 

수행된 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가지

고 있을 것이다. 또한 CEO, CFO, 내부감사 및 외부감

사인 등 감사위원회 업무에 관련된 당사자들도 감사위

원회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와 감사위원회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이슈나 영역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몇몇 국가에서는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재

무보고 관련 내부통제를 평가하는 절차의 일부로 감사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

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우

려사항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지침들을 

이용할 수 있다. 본고는 미국 PwC가 제작한 감사위원회 

업무 매뉴얼에 수록된 평가서 양식을 별첨으로 제시한다. 

많은 감사위원회가 법률 자문조직이나 내부감사 보조조

직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 감사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정

보가 적절하게 문서화되고 보관되는지 법률 전문가와 함

께 확인한다면 철저한 대비가 가능할 것이다. 한편, 감사

위원회 업무에 대한 평가는 평가서의 작성을 완료하는 것

보다 비공식적 회의(private session)를 통해 논의하는 방

식이 선호될 수 있다.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소송 등의 

상황에서 평가서가 노출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감사위원회 규정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법률과 제도의 

변화에 비추어 계속적으로 적정한지 확인해야 한다. 미국

의 경우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을 매년 검토하고 

재평가해야 하며,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검토 절차의 일부로서 감사위원회는 법

률 전문가에게 감사위원회 규정이 관련 법률 등을 준수하

고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감사위원

회는 경영진,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인에게 규정을 검토하

도록 하여, 감사위원회 규정이 감사위원회와 각 당사자 간

의 상호 업무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감사위원회 규정이 공개된 정보이므로, 감사

위원회가 유사한 기업의 감사위원회 책임을 쉽게 참고할 

수 있고, 동종 산업에서 감사위원회 활동이 어떻게 발전하

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기업지배구조 모범 규준’에서 감사위원회 규

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나, 자율적 규정이어

서 소수의 기업만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통해 감사위

원회 규정을 공시하고 있다.

III.	감사기구

1. 내부감사기구

1.4 이사회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목표, 조직, 권한

과 책임 그리고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동 규정의 타당성

을 매년 평가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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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공식적이고 지속적인 감사위원회 평가도 중요하

다. 어떤 감사위원회의 경우 감사위원회 회의가 끝날 때마

다 잘 수행된 업무와 개선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 간단히 

논의하기도 한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목적은 감사위원회의 업무 효과

를 개선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가는 감사위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평

가서를 단순히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로 

볼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논의의 주제로 삼아야 한다. 이

러한 논의는 감사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개선하기 위한 아

이디어를 얻는 데 주된 원천이 된다.

감사위원회는 평가 결과와 이행 계획(action plan)을 이

사회나 지배구조·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와 함께 검토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다. 예를 들어, 평

가 결과가 구성원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거

나 감사위원회가 특정 기술·지식을 보유할 필요성을 시

사한다면, 동 사항은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필요로 할 것

이다. 

1. 개별 구성원 평가

감사위원회는 구성원의 업무 수행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구성원의 업무 평가는 각 구성원의 객관성, 독립

성, 통찰력, 판단력, 의사소통 능력, 회사의 사업 및 감사

위원회 책임에 대한 이해, 감사위원회의 논의를 위한 사전 

준비와 논의 참여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는 지 

여부, 회의 참석률 등을 고려한다.  

개별 구성원 평가는 각 구성원이 업무에 더 기여할 수 

있는 방법과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나 지원을 감사위

원회가 파악할 수 있게끔 한다. 이러한 접근법 중 하나는 

각 구성원들이 자기 평가표(self-assessment)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 위원장과 논의하는 것이다. 다른 접

근법으로 다른 구성원들이 각 구성원을 평가할 수도 있

지만, 작은 규모의 감사위원회라면 이상적인 방법이 아니

며, 전체 이사회에서도 이러한 방법은 거의 쓰이지 않는다.    

어떤 접근법을 택하든 간에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평가 

결과와 논의 내용의 비밀 유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 또한 

작성 및 보관할 문서에 대해 법률 전문가와 논의한다. 개

별 구성원 평가는 정보의 민감성으로 인해 소수의 감사위

원회만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평가 빈도 

얼마나 자주 감사위원회는 수행 업무를 평가해야 할까? 

대부분이 1년 주기의 평가를 실시하지만(뉴욕증권거래소

의 요구사항이기도 함), 다양한 실무가 존재한다. 예를 들

어, 몇몇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활동

을 매년 평가하고, 3년 또는 4년 주기로 모범 사례를 벤치

마크로 하여 활동을 평가한다. 모범 사례를 기준으로 한 

평가는 종종 외부컨설팅을 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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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Society of Corporate Secretaries & Governance Professionals’ Current Board Practices, Sixth Study 

III. 감사위원회의 자원(Resources)

감사위원회는 적절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비서실, 재무부서, 내부감사임원 또는 여러 부서로부터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하여 업무에 관련된 행정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

아야 한다.  

• 회의 일정 계획 

• 회의 안건 개발 

• 회의 자료의 사전 수집 및 배포

• 회의록 초안 작성

• 감사위원회의 질문에 대한 답변 정리

또한, 감사위원회는 특수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력 자

원을 필요로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권한을 갖는 것

이 중요하다. 미국의 사베인즈 옥슬리법은 상장회사의 감

사위원회에게 독립적인 법률 전문가 또는 자문인을 고용

할 수 있는 명시적인 권한을 부여하였고, 회사는 그러한 

고용에 대하여 적절한 자금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이

와 유사하게 캐나다도 감사위원회가 임무를 수행하기 위

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법률 전문가와 자문인을 고용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회 규정에 외부 전문가를 고용하는 권한에 대해 구체적으

로 명시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최근 법률 개정으로 감사위원회가 외부전문

가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되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18.11.1.)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에 

대한 감사인의 통보가 있으면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 및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제22

조 3항, 제4항)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은 회사의 대표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47조제2항)

IV. 교육 및 훈련

감사위원회 구성원은 적절한 오리엔테이션과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받아야 감독 역할에서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 구성원이 그들의 책임에 대해 철저하게 

이해하고,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인 지식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교육은 매우 중요

하다. 감사위원회는 현재의 법·규정과 제·개정 현황, 사업 

활동과 변동 사항, 관련 기타 정보들을 충분히 알고 있어

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급변하는 기업의 영업 환경 하에서 

가장 좋은 교육·훈련 방법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그에 따

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새로운 구성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감사위원회의 신규 구성원이 되는 것은 특별한 도전이다. 

새로운 구성원은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고, 

기업의 재무제표와 빨리 친숙해져야 하며, 기업의 주요한 

운영 절차와 관련된 리스크를 파악해야 한다. 새로운 구

성원이 회계·재무 관련 경력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이사들

을 대상으로 하는 회계나 재무 관련 교육에 참여하여 도

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감사위원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이사회의 새로운 구성원

이기도 하다면 회사의 사업, 산업 및 주요 사업 위험에 대

해 이해해야 하므로, 더 광범위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60% 정도의 회사가 새로운 이

사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2% 정도의 회사는 감사위원회 구성원을 위한 별도의 오

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 오

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은 적시에 실시되어야 하고 필요한 

주제를 충분히 다루어야 한다. 예시 2는 오리엔테이션 프

로그램에서 다루어야 하는 주제들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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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주제

재무보고와 재무보고 관련 통제

• 표준 재무보고: 재무보고서 작성에 사용되는 정보, 

계정과목의 의미, 재무정보를 읽고 이슈를 파악하는 

방법

• 중요한 회계정책: 회계정책의 내용, 해당 정책이 

선택된 이유, 판단에 있어 추정이 사용되는 정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 추정을 필요로 

하는 영역 및 그러한 추정이 보고되는 숫자에 미칠 수 

있는 영향

• 재무보고 관련 내부통제: 통제환경, 회계정보시스템의 

보안과 완전성, 경영진이 부정위험을 포함한 

주요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및 통제의 효과성을 

모니터링하는 방법, 내부통제에 관한 보고서, 

내부통제 미비점의 현황

• 이익추세: 재무상태, 기업의 이익예측,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과 달성 가능성

• 자금조달과 유동성: 기업의 부채 및 자금 조달 구조, 

사용가능한 자본, 가까운 시기의 자금재조달 

기타 책임

• 법률 및 제도의 요구사항: 요구사항의 성격, 회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내려진 제재 등을 포함한 현안의 배경

• 법규 준수: 준수 프로그램의 내용, 감사위원회의 감독 

역할

• 내부고발자 프로그램: 회계, 내부통제 및 감사 문제에 

대한 불만사항을 다루기 위한 절차, 감사위원회에 

보고, 내부고발자 경험/로그

• 윤리 규정: 조항의 내용, 소통 및 규율 방식

• 법률 이슈: 재무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 

문제

감사위원회 절차

• 감사위원회 규정: 주요 책임과 권한에 대한 요약

• 회의 일정과 안건: 회의 빈도, 소요시간 및 전형적인 

안건

• 지원 및 자원: 감사위원회 보조 조직

• 감사위원회 평가: 자체 평가 및 규정에 기반한 평가 

절차

• 감사위원회 위원장: 역할, 특수 활동,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 보고

주요 관계

• 경영진: 사업부서 및 재무부서의 주요 경영진, 경력, 

업무 파악

• 내부감사: 내부감사 책임, 능력, 감사위원회와의 보고 

관계, 감사 계획의 성격, 보고서

• 외부감사인: 감사위원회와의 관계, 감사 범위, 보고서

• 기타: 감사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주요 담당자

(예를 들어, 준법감시인, 최고위험관리자, 윤리관리자, 

법률 자문인 등)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은 모든 구성원에게 열려 있으며, 경험이 많은 감사위원회 구성원의 참석은 신규 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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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시 운영 프로그램

상시 운영 프로그램은 타기업의 인수, 신사업 확장 등 기업 내의 주요한 변화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구성원들이 최신의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구성

원은 기업 내의 변화뿐만 아니라 기업지배구조, 회계기준 및 관련 제도 변화가 미치는 영

향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한다. 예시 3은 상시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중요한 주

제를 제시하고 있다.

예시 3. 상시 교육 훈련 프로그램 사례

• 회계 및 재무보고 기준에 대한 정기적인 업데이트: 회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에 한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시행이 임박한 개정 기준서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 경영진의 대비 방안, 내부통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룬다.

• 정기적인 사업부별 운영, 재무성과 보고: 이러한 정보는 감사위원회 구성원이 

사업부별 재무성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거나 새로운 사업으로 확장한 경우 또는 전략적인 초점을 이동한 경우 

유용하다. 이에 대한 논의는 사업부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 주요 지원 부서 또는 교차사업부(Cross-business-unit) 문제: 주요한 변경이 있을 

때 유용한 주제이다.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구현이나 기업의 위험관리 프로그램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동 주제의 발표자는 감사위원회 위원들의 필요에 맞추어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 특정 위험 영역에 대한 집중 세션: 부외금융이나 위험회피 프로그램과 같이 

기업이나 산업에 특수하면서도 복잡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는 것이 유용하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의 감사위원회에게는 대손충당금, 외환 거래, 파생상품 등 

기술적인 영역에 대한 정보가 유용하다.

• 기업지배구조 관련 기준의 변경에 대한 세션: 감사위원회와 직접 관련된 경우 특히 

중요하다. 감사위원회는 개정안을 이해하고 필요한 대응과 그 시점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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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맞춤형 사내 세션: 경영진 또는 외부전문가에 의해 개

발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나 회사가 직면한 이슈에 맞추

어 준비될 경우 특히 효과적이다. 또한, 이러한 세션을 통

해서 감사위원회 구성원은 기밀에 해당하는 특정 우려사

항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 구성원뿐만 아니

라 주제에 대해 관심이 있는 다른 이사회 구성원도 참여

할 수 있다. 새로운 감사위원회 구성원은 재무보고 관련 

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

② 이사회 컨퍼런스: 동 방식은 현안에 대한 통찰력과 실

무적인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이사회 주요 구성원에 의

해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다른 이사회 구성원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특정 이슈를 다른 위원회가 어떻게 다루는지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모범사례에 대한 생각을 공

유하기에 좋은 방식이다.

③ 외부감사인 프로그램: 회계법인은 감사위원회 구성원

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

계 및 재무보고 관련 과정도 제공한다. 이러한 방식은 전

문가로부터 교육을 받고, 다른 기업의 감사위위원회 구성

원과도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이사회 내 여러 소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다른 이

사들 및 경영진과 교류하면서 기업 운영의 다른 측면에 대

해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지속적인 교육·훈련 세션은 정기적인 감사위원회 회의 

시간을 늘려서 함께 진행할 수 있다. 또는 충분한 교육 시

간을 확보하고, 교육 주제에 초점을 둘 수 있도록 회의 시

간과 별도로 교육 시간을 두기도 한다. 참석자의 수(감사

위원회 구성원과 다른 이사들)와 별도의 세션으로 감사위

원회를 모을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

라 적절한 방법을 결정한다. 그리고 지속적인 감사위원회 

구성원 교육에 관해 매년 목표를 세운다. 내·외부 교육으

로 구성하고, 외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감사위원회

에 전파해 줄 구성원을 정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이슈를 이해하는 데 

통합적인 접근법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통합적인 접근법

은 다음과 같이 회사 내 주요 영역이나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과정에 참

여하도록 한다. 

• 사업부서 관리자가 각 사업부의 현황에 대해 논의한다.

• 재무부서의 관리자는 각 사업이 어떻게 회계처리되고, 

재무보고 위험은 무엇이며, 경영성과가 재무제표에 어

떻게 숫자로 반영되는지 설명한다. 

• 내부감사는 내부감사 실시 계획과 전년도 감사의 주요 

발견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 관련 위험과 감사범위에 대해 

설명한다.

이러한 통합적인 방식을 통해서 감사위원회 구성원들은 

정보를 얻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당사자들에게 질문하고 

답을 들으면서 이슈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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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감사위원회 자체 평가서

다음의 지침은 PwC가 제시한 감사위원회 모범 사례(Best practice)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2) 감사위원회의 업무 수행

을 평가하거나 업무 절차의 개선점을 찾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경영진, 내부감사임원, 사내 법률 전문가 및 외부감

사인으로부터 감사위원회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보는 것도 유용할 수 있다.

효과적인 감사위원회의 특성 평가 결과 이행 계획

재무보고와 공시

회사의 사업과 속한 산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

회사가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에 적절히 대처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있다.

경영진과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의 질적, 양적 중요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해한다.

경영진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 회계정책 변경의 이유와 그 영향을 검토하고, 승인하기 전에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에 대해 고려한다.

경영진의 추정이 포함된 항목 중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영역에 대해서 조사하고, 기초 

가정의 합리성과 추정치의 범위(공격적 회계처리와 보수적 회계처리 사이) 중 어느 지점에 속하는지 

이해한다.

전기 대비 재무제표의 주요 변동 및 예산과 실적 간의 주요 차이를 발생시킨 실질적인 원인에 대해 

경영진과 논의한다.

비일상적이고 복잡하거나 기말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거래와 회계처리에 대해 경영진과 검토하고,  

그 적절성 및 회사에 관해 알고 있는 사실과의 일관성을 평가한다.

보고기간 동안 발생한 주요 특수관계자 거래를 경영자가 파악하는 절차를 이해하고 관련된 

공시사항을 확인한다.

연간재무제표가 감사위원들이 알고 있는 기업 운영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정보와 일관되고 완전한지 

평가하고, 경영진 및 외부감사인과 논의한다.

중간재무제표와 관련 공시를 규제 당국에 제출하기 전에 검토하고, 연간재무제표와의 일관성을 

이해한다. 

언론 보도 자료와 회사가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기타 재무정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 이 경우 특정 

계정과목의 구분 보고나 Non-GAAP(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 아닌 회계기준)에 따른 공시도 

포함한다.

사업보고서 내에 서술된 정보 및 기타 정보와 재무제표 간의 일관성, 완전성, 그리고 유동성이나  

자금 조달 필요성과 같은 이슈에 대한 설명의 적절성 등을 확인한다.

외부감사인과 감사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수정 또는 미수정 왜곡표시사항에 대한 경영진의 대응을 

검토한다.

주기적으로 법률전문가와 만나 소송, 클레임, 우발상황 또는 다른 주요한 이슈와 재무제표에 대한 

영향을 논의한다.

경영진이 재무제표에 포함된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이때 감사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어떻게 공시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재무제표의 제출 및 공시와 관련하여 회사와 규제기관 간의 교신 내역을 확인한다.

파악된 보고기간후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위험관리와 내부통제시스템

회사의 위험관리 절차가 효과적인지 확인한다.

2) PwC. 4th edition, Audit Committee Effectiveness: What Works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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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위험(주로 재무보고와 법률 및 제도 준수에 관련된 위험) 중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대신하여 

어떤 위험을 감독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사회와 논의한다. 감사위원회가 위험을 

모니터링하는 것과 관련하여 감독 책임의 구체적인 범위를 이사회와 논의한다.

경영진,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인에 의한 내부통제 테스트의 범위와 방법을 검토하고, 해당 테스트가 

관련된 회사의 보고 내용을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내부통제의 효과에 관한 관찰 내용, 이슈 및 주요 발견사항에 대해 경영진,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인과 

논의한다. 중요한 내부통제 취약점과 내부통제 미비점을 해결하기 위한 경영진의 계획을 이해한다.

경영진의 내부통제 효과성 및 위험관리에 대한 보고서(예를 들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와 이와 관련된 외부감사인의 보고서를 검토한다.

재무보고와 관련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보상 유인(예를 들어, 재무성과에 연동된 보상제도)이 

있는지 확인한다.

회계부정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소와 경영진이 이러한 위험 요소를 어떻게 처리하는 지에 대해 

이해한다.

뇌물이나 비리 위험에 대해 이해하고 경영진이 이러한 위험을 어떻게 최소화하는지 이해한다. 

문화와 법규 준수

‘Tone at the top’과 기업의 문화를 평가하고 재무보고 및 법규 준수와 갖는 관련성을 이해한다.

기업이 법규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이해하고, 법규 준수와 

관련하여 파악된 이슈는 없는지, 이에 대한 경영진의 대응은 적절한지 검토한다.

경영진이 적절한 윤리 규정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경영진이 교육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윤리 규정을 전달하고, 윤리 규정의 준수 여부를 각자 확인해 줄 것을 주기적으로 요청하는지 

확인한다.

기업의 윤리·행동 규범이 문화적, 지역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이슈를 적절히 다루고 있는지 확인한다.

임직원이 법규 준수나 윤리와 관련된 이슈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지원 채널이 

있는지 확인한다. 

내부감사, 법률전문가,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 경영진과 주기적으로 만나 민감한 사안에 

대해 논의한다.

회계, 내부통제 또는 감사 문제에 관련된 불만 사항을 접수, 관리 및 처리하는 절차가 적절한지 

확인한다. 내부고발자(Whistle-blower)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기된 주요 이슈의 잠재적인 영향과 그 

해결에 대해 검토한다. 

경영진과 내부감사 감독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솔직하고 지속적인 대화로 경영진과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공식적인 

감사위원회 회의일의 사이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한다. 

경영진에 대하여 자문과 감시 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 업무량을 조정한다.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경영진이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얻도록 확인한다.

내부감사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서 상위 직급에 속하는 재무관리자의 업무 수행과 

역량을 평가한다.

CFO와 상위 직급의 재무부서 팀원에 대한 업무 승계 계획을 모니터링한다.

경영진을 회의에 적절히 참석시키고, 발표보다는 논의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정기적으로 경영진과 비공식적으로 만난다.

민감한 이슈도 제기할 수 있도록, 내부감사와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수립하고 회의 사이의 기간에도 

솔직하고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한다.

내부감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감사위원회의 필요에 부응하는지와 경영진에게 가치를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내부감사 규정을 승인하고, 내부감사업무 연간 계획과 주요한 변동 사항을 검토한다. 적절한 범위의 

위험을 다루고 있는지와 외부감사인과의 업무 협조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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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사가 적절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팀원의 능력과 근속기간 및 필요한 

기술을 보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한다.

적절한 수준으로 요약되어 감사위원회에 보고된 주요 내부감사 발견사항과 이에 대응한 경영진의 

개선 활동을 논의한다.

내부감사가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는지 확인한다. 또한 내부감사의 위상과 객관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회사의 적절한 상위 직급에 보고하는지를 확인한다.

내부감사임원의 선임과 교체, 업무수행 평가 및 보상 결정에 있어 감사위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경영진과 외부감사인의 피드백과 내부통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내부감사의 업무수행과 독립적인 

운영을 평가한다.

정기적으로 내부감사임원과 비공식적으로 만난다.

외부감사인과의 관계

외부감사인과 전문적이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수립하고 커뮤니케이션의 통로를 열어 둔다.

외부감사인의 선임, 감독 및 평가를 주도한다. 경영진과 내부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절한 경우 

외부감사인의 교체를 고려한다.

감사·비감사 업무에 대한 사전 승인, 감사·비감사 보수의 영향에 대한 이해 및 비감사업무의 성격을 

평가함으로써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확인한다.

외부감사 업무의 범위를 검토하고 감사업무의 대상이 되는 위험의 종류와 주요 감사계획의 변동에 

대해 이해한다.

감사기준 및 기타 법규에서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요구하는 정보를 입수하고,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서 회사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한 이해를 구한다.

경영진이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한 서면진술의 내용을 검토하고 표준적인 내용을 벗어나는 사항에 대해 

질문한다.

외부감사인과 경영진 간의 의견불일치 사항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전문가의 

활용이 필요한지를 결정한다.

경영진이 감사·비감사 업무를 위해 다른 회계법인을 사용하는 이유를 이해한다.

정기적으로 외부감사인과 비공식적으로 만난다.

문제 발생 시 대응

이미 발행된 재무제표에서 오류가 발견된 경우 이를 확인하고 재작성이 필요한지에 대한 경영진의 

결정에 동의한다.

경영진이 철저하게 조사하여 모든 오류를 식별하고 해결하는지를  확인한다.

부정 및 불법 행위의 조사를 감독하는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주요 고려사항을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책임을 진다.

외부전문가 활용에 대한 권한을 갖고, 적절한 결정을 내린다.

조사 과정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경영진이 동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향후의 조사에 이를 

적용하는지 확인한다.

회사가 위기관리 계획을 갖고 있고, 동 계획으로 발생하는 위기에 빠르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감사위원회 보상

후보추천위원회는 감사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기술과 자질에 기초하여 새로운 감사위원을 선정한다.

감사위원 교체 시 후보추천위원회와 함께 업무의 지속성과 새로운 관점 간 균형의 필요성을 고려한다.

감사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의 업무 승계 계획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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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강한 리더십, 효과적인 논의 진행과 업무 관계를 증진하는 능력 및  

감사위원회를 적절하게 이끌기 위한 시간과 재무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감사위원들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주요 특성에 해당하는, 성실성, 용기, 전문가적 의구심, 

독립적인 판단 능력 및 산업 지식과 충분한 시간을 보유하고 있다.

감사위원회 구성원은 독립적이며, 재무적 이해력과 전문성을 필요한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다.

감사위원회가 필요한 지식, 능력 및 기술을 보유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이면서 응집력 있게 활동할 수 

있는 규모인가?

회의

감사위원회 업무 일정표를 사용하여, 1년 동안 모든 책임을 다루고 있는지 확인하고 업무량의  

균형을 맞춘다.

감사위원회 회의를 충분한 횟수로 개최하고 적절한 시점에 계획하여, 책임을 적시에 수행한다.

회의 안건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루고, 이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 동안 

회의를 갖는다.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주도하고 감사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회의를 적절하게 

계획한다.

감사위원회는 회의 안건의 이해를 돕는 사전 자료를 입수한다. 동 자료는 적시에 입수되어, 회의 전에 

감사위원회 구성원들에 의해 검토되어야 한다.

회의 안건에 의미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적절한 인물이 회의에 참석하도록 한다. 논의를 저해할 

수 있는 참관인(Observer)의 수는 제한한다.

CFO, 내부감사임원 및 외부감사인과 각각 Private session을 갖고, 법률전문가, 준법감시인, 

최고위험관리자 및 기타 경영진과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잠재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 충분하고 

솔직하게 논의한다. 

감사위원회 구성원은 정기적으로 Private session을 갖고, 경영진 및 외부감사인의 업무 수행과 다른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한다.

공식적인 회의일의 사이 기간에 발생한 이슈에 대해 경영진과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여 뜻밖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중요한 주제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며, 회의에서 대화를 위한 시간을 허용한다.

회의록이 정확하며, 적절한 수준으로 상세하게 기록되었는지 확인하고, 적시에 회의록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감사위원회의 주요 활동, 핵심 현안, 주요 권고사항 및 이행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한다.

감사위원회 업무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문서화된 감사위원회 규정이 있고, 업데이트를 위해 동 규정을 매년 평가한다.

감사위원회 규정에 요약된 책임을 모두 수행했는지 매년 평가한다.

감사위원회 전체의 업무 수행을 매년 평가하여, 중요한 시정 조치를 취하고, 개선을 고려한다.

감사위원회 개별 구성원의 업무 수행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교육·훈련이나 기타 지원을 고려한다.

감사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적절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와 필요한 경우 추가 인력이나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확인한다.

새로운 감사위원회 구성원이 그 역할을 이해하고 업무에 즉시 임할 수 있도록 충실한 오리엔테이션이 

제공되는지 확인한다.

모든 감사위원회 구성원이 사업, 회계기준 제·개정, 새로운 책임에 관련된 문제나 사업상 변화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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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가 회사에 대해 수행하는 감시 및 

지도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감사위원회에 대한 기대와 그 역할이 계

속 변화함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다음 사항들

을 평가해야 한다. 

⑴ 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다른 위원회와의 상

호 작용

⑵ 기업의 위험문화 정착 상 수행 역할

⑶ 감시기능 수행에 필요한 정보 입수

* 본고는 감사위원회가 본연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PwC의 

“How to respond to new expectations for audit 

committees”의 주요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회사의 위험관리에 있어 감사위원회의 감시 기능은 종

종 마지막 거점으로 간주된다. 선도적인 회사에서 감사위

원회는 어떻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감사위원회가 직면한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⑴ 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다른 위원회와의 상호 작용

⑵ 조직의 위험성향에 부합하는 기업의 위험문화 정립

⑶ 정보과잉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별·입수하여 활용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계속 확장 및 진화되고 있다.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현행 규제지침은 접근 방식에 

있어 일정한 유연성을 허용하고 있어 회사마다 감사위원

회가 다른 방식으로 책임을 수행한다. 새로운 환경에서 감

사위원회는 어떠한 책임을 이행해야 하고 다른 위원회로 

이전해야 할 책임은 어떠한 것인가? 감사위원회의 업무 초

점은 주로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에 두어야 하는가? 아니

면 전통적인 역할 이외에 감사위원회는 그 감시기능을 확

장해야 하는가?

감사위원회는 그 책임을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와 분담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가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와 역할 

범위가 중복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역할 혼선을 해소하고 

중요 직무 범위를 조율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정기적인 업무계획협의회를 개최하

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감사위원회 위원

들이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을 겸임하는 것도 볼 수 있다. 

위원회 소속 인원들이 둘 이상의 위원회에서 임무를 맡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롭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우선 경

영진이 조직의 문제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며 또한 개별 위원회의 책임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중첩되는 직무 범위를 

식별한 이사회가 먼저 현행 업무 사이클을 통해 어떤 식

으로 업무를 수행해 갈지 고민해야 한다. 가령, 같은 기능

을 부여받은 감사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누가 그 

임무를 담당할지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고 또는 두 위원

회가 모두 참여하여 협업할 수도 있다. 만약 양자가 모두 

개입한다면 위원회간 인원 공유, 위원회 위원장간 사전 미

팅, 최고감사책임자(Chief Audit Executive, CAE)와 최고

리스크관리자(Chief Risk Officer, CRO) 보고문서의 공

동 준비 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많은 방안들이 있다. 하

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업무조율과 더 적은 업무중

첩을 가져올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업무를 적시한 위원회 규

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감사위원회가 마

주하는 환경의 지속적인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의 

책임 영역과 위원회 규정을 매년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할 수 있다. 모든 업무중첩을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

능하지만, 전반적인 목표는 각 위원회가 중첩되는 현안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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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는 내부통제기능으로서 경영진에게 

실질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내부통제에 있어 내부감사기능으로서 3차 

방어선을 구축한다. 3차 방어선은 영업의 효율성과 효과

성, 보고절차의 완전성, 준법감시활동의 통제를 평가한다. 

명확하지 아니한 것은 앞선 두가지 방어선의 활동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책임 정도이다. 특히, 시장, 신용, 운영 및 준

법을 포함한 모든 중요한 위험을 부담하는 1차 방어선이 

감사위원회에 커다란 어려움을 가져온다. 이는 내부통제

결함을 치유하기 위한 경영진 계획의 시기와 실행 등 감사

위원회가 감시하는 활동들이 경영진의 기업문화 정립을 

위한 책임을 감시하는 이사회의 기능에 있어 핵심적이라

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감사위원회가 오늘날 수행하는 역할, 즉 전략

과 리스크의 연계 방식을 이해하고 경영진의 리스크 한

도 관리를 감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경영진의 일상적

인 활동에 능동적으로 개입할 필요는 없다. 감사위원회는 

내부통제의 3차 방어선을 감시하고 경영진의 의사에 대해 

독립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효과적인 위원회

는 내부감사인이 핵심 위험영역을 식별하도록 하고 회사

가 경영진이 수립한 위험한도 내에서 영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고유의 지위를 활용하여 조직

이 효과적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위험문화의 강점 형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위험문화란 규제나 준법규정의 부재시에 기업행위를 이

끄는 내재적인 규범을 의미한다. 문화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내가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기

업의 구성원들이 고객, 투자자, 종업원들과 상호 작용할 

때 기대되는 행위 방식에 관한 것이다. 

역할 모델로서 경영진은 전문적이고 윤리적으로 적정한 

행위의 일상적 모델을 제시하여야 한다. 경영진은 기업의 

바람직한 문화와 어울리는 방식으로 종업원이 행위하도

록 기대를 부과하고 감시하는 책임을 맡아야 한다. 최고 

수준에서 이렇게 정립된 분위기는 조직의 기대를 자연스

럽게 보여준다. 여기서부터 감사위원원회는 감시 역할에 

있어 이러한 기대가 실현되는 방식을 명확하게 볼 수 있

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에 의해 수립된 문화와 그러한 문화

가 조직에 스며들어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방식에 대해 평

가하여야 한다. 조직의 문화를 평가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우나 위원회가 경영진과 강하고 투명한 관계를 가지

고 있고 효과적인 내부감사부서의 지원을 받으며 현안 제

기시 즉각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실행가능하다. 

감사위원회가 경영진과 유지하는 관계는 위험에 

대해 자각하는 기업문화를 증진시키는 핵심 

역할을 한다.

효과적인 기업문화를 수립하는 것은 복잡한 협업을 필

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전형적인 조직은 많은 문화 계층

을 가지는데 각각의 계층은 별도로 관리되고 모니터링되

고 유지되어야 한다. 경영진이 최고 수준에서 적정한 분위

기를 조성하도록 돕기 위해 감사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역

할을 수행한다.

• 전략과 위험의 교차관계를 이해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이는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부적합한 제품

을 판매하거나 조직구조가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을 부담

하는 등의 비윤리적이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방지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포함한다.

• 조직의 일상적인 업무를 이사회가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종업원들과 정기적으로 의사소통한다. 많은 감

사위원회는 준법감시 책임자 또는 사업라인 책임자를 

정기적으로 위원회 회의에 초청한다. 반대로 감사위원

회 위원들이 종종 내부감사인원과 사업부서와의 회의

에 참석하기도 한다.

• 경영진과 내부감사인원이 열린 대화를 통해 각자의 업

무상 고민사항을 자유롭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북돋

는다. 이러한 대화에 기초하여 위원회 위원들은 그들이 

집중할 분야를 조정할 수 있다. 

• 경영진이 조직문화에 대해 우려하는 영역에 대해 토

론한다.

• 내부감사가 개선 필요영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정기적

인 조직문화 감사를 수행하도록 한다.

• 회사의 인센티브 플랜이 구성원의 긍정적인 행위 또

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유도하는지 경영진과 논

의한다.

• 위험성향을 모니터링하는 경영진의 접근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한다. 이는 과도한 위험에 노출

시키는 행위가 의심되거나 회사 가치의 저하가 우려되

는 상황에서 특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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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는 식별된 이슈에 대한 경영진의 

대응을 평가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문화와 관련된 우려사항을 식별하

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경영진이 제기된 문제를 

경감시켰는지, 또 보다 근본적인 이슈를 다뤘는지에 대해

서도 논의를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특정 IT 프로젝트에

서 비용 초과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감사위원회는 회사 내

의 다른 유사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을 내

부감사부서와 논의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는 감사위원

회가 회사의 특정 사업영역에서 과도한 신용리스크를 부

담하고 있다고 판단할 때 감사위원회는 해당 사업부서 책

임자 및 내부감사부서와 함께 그러한 추가적인 위험부담

이 타당한 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문제 

제기는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되며, 포괄적이어야 한다. 또

한, 돌아오는 답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감사위원회는 최고감사책임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최고감사책임자와 내부감사부서는 감사위원회의 임무

수행을 보조하지만, 반대 방향의 지원도 필요하다. 효과적

인 감사활동을 위해 최고감사책임자는 이슈를 조사하고 

최고경영진에게 문제제기를 하기 위하여 충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데 감사위원회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함에 있

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2015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북미 지역 최고감사책임자의 31%가 타당한 감사발견사항 

또는 보고서를 변경하라는 압력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감사위원회는 최고감사책임자가 공론화한 사안에 대해 공

개적인 논의를 진작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

사위원회 회의 중 최고감사책임자의 의사를 타진함으로

써 그의 의견이 존중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감

사위원회는 연간감사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있어 최고감사

책임자와 긴밀히 협조하거나 영업 담당 임원의 관심을 환

기시키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감사부서에 추가 정보를 요

청할 수도 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최고경영진과 최고

감사책임자가 함께 하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어야 하고 내

부감사계획 세션에 참석함으로써 그러한 자리가 중요하다

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효과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최고감사책임자가 사업의 성공에 있어 

핵심역할을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최고감사책임자의 실무회의에 정기

적으로 참석하여 기업이 실행하려고 하는 전략적 의사결

정에 대해 최고감사책임자가 감사위원회 측에 공식 의견

을 정리하여 전달해달라고 요청한다거나 감사위원회가 최

고감사책임자에게 새로운 추진사업이나 프로젝트를 모니

터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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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는 올바른 정보를 입수하여야 한다.

우량한 정보를 가진 세심한 감사위원회 위원은 다시 한

번 돌아보아야 할 영역을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 감

사위원회는 회의록에 필요할 때마다 당면한 문제를 문서

화하여야 한다. 이는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에 대한 책임에 

따라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게 된다. 하지

만 현안을 문서화하는 것은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다. 회

의록은 당면 현안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반영하여 위원회 

위원들이 차후에 그 내용을 리뷰할 때 오해할 여지를 남

기지 않아야 한다.

많은 감사위원회가 정보과잉으로 인해 중요한 정보와 그

렇지 않은 정보를 분간하기 어려워한다. 성공적인 감사위

원회는 잡동사니 정보를 헤치고 나갈 수 있다. 그들은 경

영진에게 회사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를 실질적이고 유용

한 정보로 변환해 줄 것을 요청한다. 회사에 가장 중요한 

정보에 집중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작업인데 이는 우선순

위 부여와 체계적인 계획을 요구한다. 과다한 정보량은 감

사위원회가 중요한 정보를 식별하기 어렵게 만드는데 그

로 인해 많은 감사위원회가 규제환경의 변화, 전략과 위험

의 변화 및 기술의 변화 등과 같은 중요한 영역에 있어 유

용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감사위원회는 유용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감사위원회는 경영진, 내부감사, 외부감사 등에게 우선

순위 현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간결한 보고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감사위원회에게 차

트와 테이블로 가득한 서류 뭉치를 가져다주는 예전 관행

은 더 이상 유용하지 못하다. 감사위원회 위원들은 그들

이 중요 이슈와 새로이 부각되는 리스크를 이해하고 법규

의 변화를 파악하고 조직 내의 현안에 대한 근본 원인을 

분석할 수 있도록 적시성있고 실행가능하며 잘 조직된 정

보를 필요로 한다.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업무부담을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 최고감사책임자 및 다른 핵

심 리스크관리 중역들이 참가하여 익년도의 감사위원회 

업무를 계획하는 세션이 마련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일정 

수립은 감사위원회가 전략적 사안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위원

회 규정에 포함된 모든 책임들을 하나씩 수행하도록 도와

준다. 전략적 항목에는 영업의 주요 영역에 대해 심도있는 

리뷰를 요청하거나 특정한 위험 영역을 직접 깊이 파헤치

거나 핵심 IT 프로젝트 또는 관련 관심분야를 검토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감사위

원회의 책임과 위원회 규정을 검토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정보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많은 감사위원회들

은 회의에 앞서 경영진에게 중요이슈를 부각하는 경영진 

요약자료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요약 내용은 핵

심 주제별로 조직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감사위원회 

위원들이 회사의 한 부분에서 식별된 위험이 다른 부분

에서의 더 큰 문제를 암시할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현재 진행중인 IT 프로젝

트로 인한 영업리스크가 제기되었다면 사이버 보안 위험

의 증가나 규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책의 변경 필요성 등

에 대한 검토가 요구될 수 있다. 상세한 200 페이지 보고

서보다는 핵심 10개 주제별로 경영진의 대처방안이 포함

된 요약 자료가 감사위원회에게는 보다 유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만 하다.

감사위원회는 규제환경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많은 감사위원회는 최근의 법규 공표 및 당국의 조사내

용에 대해 회사의 내·외부로부터 조언을 구한다. 외부의 

조언은 규제당국, 자문회사 또는 외부전문가로부터 얻을 

수 있다. 규제당국과 정기적인 회의를 마련하는 감사위원

회 역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규제당국의 시각과 경험

으로부터 유익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

하다고 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가 당면한 이슈를 이해하기 

위하여 큰 틀에서 통찰력을 제시할 수 있는 자문회사를 

고용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추세로는 사이버 보안이나 자

금세탁방지와 같은 영역에 있어 외부전문가를 초빙함으로

써 최근의 규제당국의 지침과 다른 회사들의 대응방식에 

대해 파악하는 것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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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는 변화하는 기술환경뿐만 아니라 

관련 위험, 책임 및 대응방식에 대해 이해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안에 깊이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

이 있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의 감사위원회는 전략적 IT 

의사결정을 평가하고 문제 제기하기 위해서 보충 설명과 

교육을 필요로 한다.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나 최고

감사책임자에게 특정 사안의 기술적 그리고 전략적 측면

을 논의할 수 있는 전문가를 할당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

편, 최근의 경향 및 그러한 경향이 회사 사업에 도전 및 위

험을 가져올 수 있는 방식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정기 브

리핑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경영진과 내부감사를 포함하는 모든 구성

원이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감사

위원회는 그들의 기술적 전문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을 고민하여야 한다.

결론

‘Tone at the top’을 정립하고 새로운 기술, 규

제 및 사업환경의 복잡성 증대를 이해하는데 

이르기까지, 감사위원회는 적극적으로 리스크

관리 활동에 참여하여 경영진 계획의 효과성

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중요한 현안 식별과 실질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경영진과 중요한 이슈를 다

루는 방식을 계속하여 가다듬고 개선하여야 한

다. 장기적으로 감사위원회는 산업 내의 변화

하는 규제 및 경쟁 여건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

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회사에 대

한 보다 강력한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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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감사위원회센터 Facebook 페이지

facebook.com/SamilACC

감사 및 감사위원회 구성원을 위한 전문적인 

커뮤니티로서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여러분의 피드백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일 감사위원회센터 홈페이지

acc.samil.com

삼일 감사위원회센터가 발행하는 간행물과  

관련 법·규정, PwC US가 제공하는 소식 등 업무에 

유용한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구독 신청도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감사위원회센터는 

다양한 채널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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