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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

acc.samil.com

한국기업지배구조원1)은 지난 6월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을 발표하였다. 감

사위원회 모범규준은 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감사위원

회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운영의 최선 관행(Best Practice)

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감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부터 운영, 역

할 및 책임, 의사소통에 이르기까지 감사위원회에 관련된 종합적인 지침

을 제공하며, 지난 8월에는 모범규준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도 발표되었다. 

본고는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본다.

I.	 배경

II.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주요	내용

III.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을	왜	준수해야	하는가?

IV.	시사점

1)	 한국기업지배구조원(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KCGS)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제·개정하여	한국기업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모형을	

제시하고,	국내	상장기업과	금융기관의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를	평가	및	진단하여	부족한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관	투자자들에게	책임투자와	관련된	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사원(社員)	기관이다.



4    삼일회계법인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지배구조 

정비를 목적으로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였다. 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감사위원회 업무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회의적이다. 일부 금융회사를 제외하고는 감

사위원회의 활동이 공식적인 회의 정도에만 그쳤기 때문

이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부정 사태로 회계 투명

성과 신뢰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면서 감사위원

회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기구로서 

기업의 재무보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독해야 하며, 

외부감사인의 선임, 외부감사업무의 감독과 평가 등 외부

감사에 대한 주된 책임을 갖는다. 따라서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감독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회

계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변화이며, 

2017년의 회계개혁2)은 이를 반영하고 있다.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은 기본적으로 상법이 정하고 

있으며, 회사의 재무보고와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은 외부

감사법에서 정한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제·개정한 기

업지배구조 모범규준(1999년 제정, 2016년 최종 개정)은 

내부감사기구 편에서 감사위원회와 관련된 지침을 제공

하는데, 이보다 더 상세히 감사위원회에 대해 다루는 것이 

감사위원회 모범규준(2018년 제정)이다. 

외부감사 관련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사례는 대우조선해

양 사태 이후 2015년에 금융감독원이 발표하였으며, 외부

감사 감독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제시한다. 내

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규정3)은 최근에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종전과 비교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에서 이사

회와 감사위원회의 역할 정의, 내부통제제도의 관리 및 감

독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회사의 경우 일찍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

이 실행되었으며, 그 결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률,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적용되고 있다. 회계감

사기준은 외부감사인의 업무수행 기준이나 외부감사를 

감독할 책임을 갖는 감사위원회가 참고해야 할 규정 중 하

나이다.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비롯하여, 외부

감사 감독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가 고려할 사항을 회계

감사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4)

I. 배경

2)	 회계개혁과	관련된	내용은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Vol.3의	‘2017	회계개혁’	참고

3)	 원칙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에	관한	개념체계’와	‘평가·보고에	관한	모범규준’,	자율적	지침에	해당하는	‘설계·운영에	관한	

적용기법’	및	‘적용사례’와	‘평가·보고에	관한	적용기법’이	이에	해당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에	관한	개념체계’와	‘평가·보고에	관한	모범규준’

은	지난	6월	개정	확정되었다.

4)	 회계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은	외부감사인이	지배기구(감사위원회)와	수행하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포괄적인	체계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며	재무제표	감사를	위해	효과적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보론을	통하여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요구하는	품질관리기준서1과	다른	감사기준서의	내용을	제시한다.

그림 1.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언급하고 있는 법률 및 규정

상법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내부회계관리제도	

개념체계,	모범규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외부감사	관련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사례

회계감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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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해의	편의를	위해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을	그대로	인용한	문장은	구분	표시하였다.	(주황색	밑줄체)

II.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주요 내용5)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강제적인 규범이 아니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준수 여부 및 

범위를 선택할 수 있다. 모범규준은 기본적으로 현행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

하지만, 법령이 요구하는 것보다 기준을 강화하여 감사위원회 활동의 실효성을 높

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즉, 단순히 제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을 넘

어서, 궁극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감사위원회가 기여할 수 있도록 모범규준

이 구성되었다. 

먼저, 기업의 규모 및 업종 등에 따라 내부감사기구의 형태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

회로 결정된다. 단독 기관인 감사와 이사회의 소위원회로서 회의체인 감사위원회는 

구조 및 운영 방식이 다르므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과 감사 모범규준이 각각 마련되

었다. 본고는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그

림 2와 같이 감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과 감사위원회의 역할·책임, 외부감사

인과의 관계,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에 관해 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그림 2.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개요

전문

1. 내부감사기구

1)	감사위원회

2)	내부감사부서

2. 구성, 선임 및 자격요건

1)	감사위원회	구성

2)	감사위원	선임과	종임

3)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3. 감사위원회 운영

1)	감사위원회

2)	내부감사부서

3)	감사위원회	평가

4)	감사위원회	보수

5)	감사위원에	대한	교육

4. 감사위원회 역할과 책임

1)	직무와	권한

2)	재무보고

3)	내부신고

4)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시스템

5)	내부감사부서

5. 외부감사인과의 관계

1)	외부감사인	선임단계

2)	외부감사	실시단계

3)	외부감사	종료단계

6.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1)	이사회와의	의사소통

2)	주주	등과의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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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Point

내부감사부서 관련 고려사항

내부감사책임자의	직급,	감사위원회의	임면	동의권	및	

임면	절차에	관여하는	방법

내부감사업무	범위	및	규정	점검

(모범규준	매뉴얼)	감사위원회에	직접·정기적	보고하고,		

지휘받을	수	있는	규정	마련	

내부감사업무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격하고	충분한	인력	확보

(모범규준	매뉴얼)	내부감사부서의	주요	업무	예시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의	성과평가에	

관여하는	방법

(모범규준	매뉴얼)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평가	

권한은	50%를	초과하는	것이	바람직함

2. 감사위원회 구성, 선임 및 자격 요건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독립성과 전문성을 고려해야 한

다. 독립성과 관련하여 모범규준은 감사위원회를 최소 3

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상법이 요구하는 3

분의 2 이상 사외이사 구성 요건보다 더 엄격하다. 미국의 

사베인즈 옥슬리법도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

할 것을 요구하여 독립성을 강조한다. 

상법은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이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모범규준은 감사위원회 구성 시 

최소 2명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

다고 언급하고 있다. 최근의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가 회

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색되어, 

재무보고 및 외부감사 감독 기능에 중점을 둔 것으로 이

해된다. 

모범규준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에 대한 정의에 있어 

법규에서 요구하는 자격과 경력 이외에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회계감사,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등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할 것을 부연하고 있

다. 상법이 정하고 있는 과거 경력 요건은 해당 업무를 수

행한 시기와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따라 현재의 감사위원

회 업무를 수행할 능력과 직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

한다.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을 위해서는 모범규준

이 정한 분야에 대해 최신의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는 것

이 필요하다. 

1. 내부감사기구의 설치

상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기업의 경우 감사위

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모범규준은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기업이면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미 감사위원회를 자발적으로 설치한 2

조 미만의 상장기업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금융감독원

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자산총

액 1천억원 이상인 상장기업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

업은 모두 359개 사이며, 이 중 2조 미만인 기업이 254개

사이다. 현재 자산총액이 2조 미만이더라도 단기간에 자

산총액이 2조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기업의 경우 미

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향후 조직 구조

나 규정 등의 변경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 이사회 관련 조직도 예시

이사회

이사회 사무국 준법감시실

내부감사부서

위험관리위원회운영위원회 감사위원회 후보추천위원회

그리고 감사위원회 산하에 이를 보좌하고 감사 실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그림 3 참조). 

감사위원회는 주로 사외이사로 구성된 회의체이지만, 광

범위한 영역에 대해 감독 책임을 갖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감사위원회 업무를 살필 수 있는 보조조직이 있어야 실질

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또한,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

는 임원급으로 하고,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와 구성원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감독하여

야 한다. 내부감사부서는 감사위원회 업무 계획, 회의 준

비와 같은 사전 활동부터 주요 이슈의 파악 및 보고, 내부

감사 절차 등을 수행하고, 감사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문

서화 작업 등 감사위원회의 책임과 밀착된 업무를 수행한

다. 따라서 감사위원회 업무의 실효성은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융회사의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의무적으로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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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법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매뉴얼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상법 시행령 제37조)

•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의	연구원이나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 상장회사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합산하여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2항제4호	각	목의	기관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나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실질적으로 감사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아래에 제시된 

회계 분야의 충분한 경험,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추어야 함

•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와	적용하고	있는	회계원칙에	대한	

이해

• 회사가	수행한	회계추정,	충당금,적립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회계원칙이	적용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

•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또는	감사해	본	경험

• 재무보고와	관련된	내부통제에	대한	이해

• 감사위원회	기능에	대한	이해

감사위원회의 대표인 위원장에 관해 모범규준은 상법과 동일하게 사외이사일 것으

로 요구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위원장이 회계 또는 재무와 관련된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것

을 정하고 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업무의 방향을 제시하고 효과적

인 회의 및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감사위원

회에 참여한 경험이 많은 사외이사일수록 위원장으로 적합할 것이다. 모범규준 매

뉴얼에 따르면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단순히 회의를 진행하는 정도의 역할에서 벗어

나 감사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총괄 지휘해야 한다. 만일 상임감사위원이 존재한다면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위원장의 책임 중 일부를 상임감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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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지만, 감사위원회는 현장방

문, 워크샵 등 비회의 활동도 수행한다. 감사위원회 회의 

및 비회의 활동과 관련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

라 감사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각 업무의 수행 

후 감사실시 내용과 그 결과를 기록한 감사록을 작성하

고 보존해야 한다.

감사록의 작성 (상법 제413조의2) 

•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감사위원회 회의가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충

분한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사업

보고서를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

산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상장기업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

한 355개사 가운데 감사위원회 회의를 연 4회 이하로 개최

한 경우는 179개사에 달했고, 회의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회사도 43개사나 되었다. 모범규준은 감사위원회가 분기

별로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할 것을 권장하며, 필요

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최소

한 연 4회 이상 감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비공식

적 회의와 임시회의를 고려하면 회의 횟수는 늘어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회의에서의 중요한 토의내용과 결

의사항은 개별 감사위원별로 회의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독립성과 활동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규정과 실제 수행한 

활동을 비교하거나, 감사위원회 모범규준과 같은 최선 관

행과 비교하여 감사위원회 업무를 평가할 수 있다. 체계적

인 평가를 위해 정형화된 감사위원회 평가표를 활용할 수

도 있다.7) 감사위원회 평가표는 재무보고, 위험관리와 내

부통제시스템, 법규 준수, 경영진과 내부감사 감독, 외부

감사인과의 관계 등 업무별 항목과 회의 및 운영과 관련

3. 감사위원회 운영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감사 환

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매년 규정을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은 감사위

원회 회의에서 논의되는 회의 안건을 보조하고, 감사위원

회 활동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운영규정

에는 감사위원회의 설치 목적 및 역할, 감사위원회 규모와 

구성원 특성(예를 들어, 독립성, 회계 또는 재무 전문성), 

공식·비공식적 회의의 개최 빈도 및 참석자, 역할과 감독 

책임, 보고 책임, 업무 관련 권한 등이 포함된다. 감사위원

회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은 주

로 상법에서 정하고 있다.6)

Check Point

감사위원회 규정 관련 고려사항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을	얼마나	수용할	것인가?

개정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개념체계와	모범규준을	

감사위원회	규정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합할	것인가?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운영	규정(세부	

지침)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공시	범위는?

6)	 상법상	감사위원회	권한	

-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회의의	목적사항,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모회사의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7)	 감사위원회	자체	평가표는	모범규준	매뉴얼	또는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Vol.3의	‘Audit	Committee	Excellence	Series:	감사위원회	활동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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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감사(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4대	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이	참여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이	하반기	중	출범할	예정이다.	회계법인이	

회계	및	감사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우리나라	회계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감사(위원)들을	위한	전문	교육을	제공한다.

된 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원칙적

으로 감사위원회 평가는 설정한 평가항목에 따라 매년 자

체적으로 수행하되 대규모 상장기업의 경우 정기적으로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받을 

것을 모범규준은 권고한다.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유지와 향상을 위해 회사는 감사

위원들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각 감사위원이 상황에 

맞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입문교육(감사위원회 업무내

용, 역할과 책임, 회사의 경영환경, 주요이슈)과 보수교육 

(업무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

로 운영하여야 한다. 기업의 내부 자원만을 활용해서는 전

문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외

부 교육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한다.8)

4. 감사위원회 역할과 책임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에서 재무

보고, 내부통제제도,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 감독, 감사위

원회 규정과 활동에 관한 공시에 이르기까지 모범규준은 

감사위원회가 수행할 주요 감사업무를 열거하고 있다. 감

사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경

영을 감시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주

주의 권익보호 및 회사의 사회적 신뢰의 유지, 향상에 노

력해야 하며,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

지 못한 경우 회사나 제 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모범규준은 상법과 유사한 내용

을 정하고 있다.

감사위원 책임 (상법 제414조)

• 감사(위원)이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위

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 감사(위원)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위원)는 제삼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Check Point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능력을 포함한 회계 및 재무기능 
점검

지금까지	법정	제출기한까지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데	

문제가	없었는가?

사전제출	재무제표와	감사받은	재무제표	간	차이	내역에	

대한	사후	분석과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는가?

유사한	규모의	동종업체	대비	회계	및	재무기능	인력이	

충분한가?	

PA(Private	Accountant)의	활용이	필요한가?

또한,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직원들이 재무보고나 기타 

문제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손해에 관하여 불

이익 처우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익명신고방

식 등의 방안을 수립하고, 신고 접수 시 독립적인 조사와 

적절한 후속 조치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외부감사법은 신고자 보호를 위해 부정행위 신고자의 신

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고,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것은 금지한다. 재무제표의 대리 작성이나 외부감사

인의 회계처리 자문 등도 부정행위에 속한다. 이를 위반하

여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또한 신

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재무보고 감독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 

및 재무기능 담당부서가 적절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충분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회계 및 재무기능을 총

괄하는 경영진이 적절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지를 매년 검

토하여야 한다. 외부감사법의 개정으로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회사의 책임과 위반 시 제재 수준이 높아졌다. 회사

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의 대리 작성 또는 회계처리 자문

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회사의 임직원 및 감

사(위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을 부과한다.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처리기준 위

반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감사

위원회는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능력이 회계 투명성과 신

뢰성의 토대가 됨을 염두에 두고, 충분하고 적합한 자원이 

재무보고 절차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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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Point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Private session에서 논의할 
사항 (예시)

재무제표나	공시자료에	대해	수정을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항과	그	내용

경영진	및	중간관리자의	특성	및	재무보고팀의	역량에	

대한	의견

이익이나	재무비율의	질(Quality)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예산을	초과하는	비용이	

들며,	경영진과의	의견	불일치를	유발하는	감사	영역

5. 외부감사인과의 관계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단계부터 외부감사업

무 수행 감독, 외부감사결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외부감사

인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중

요성을 반영하여 외부감사인과의 관계는 2015년 말에 금

융감독원이 발표한 ‘외부감사 관련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

사례’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 모범규준은 외부감사인 선임

단계, 실시단계, 종료단계로 나누어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제시한다. 먼저 감사위원회는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를 모

두 고려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하고,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의 계약 조건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문서화해

야 한다. 선임 후에는 외부감사인과 세부감사계획에 대하

여 협의하고 그 과정을 문서화해야 한다. 외부감사법도 외

부감사인의 선임, 계약 내용에 대한 검토 등을 문서화할 

것을 요구하므로 문서화 방식, 담당자, 검토 절차 등을 세

부적으로 정해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외부감사 실시단계

에서 감사계약대로 외부감사가 수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

고, 종료단계에 계약 체결시의 계약조건과 외부감사 실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특히 강조되는 것은 외부감사인과

의 커뮤니케이션이다. 모범규준은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

인과 수시로 의논하고, 최소한 분기에 1회 이상 경영진의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만나서 외부감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Private session)하도록 하고 있다. 경영

진의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갖는 회의는 감사위원회가 

재무보고를 포함한 경영진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는 효과

적인 경로가 된다.

모범규준은 내부통제시스템9)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개선

점을 모색하는 것을 감사위원회의 의무로 정하고 있다. 또

한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9)의 운영실태를 평가

하고, 반기마다 이사회에 보고하여 미비점이나 취약점을 

시정해야 한다. 외부감사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는 (1) 내부회계관리제도

가 회사의 회계정보 공신력 제고에 기여했는지 평가한 내

용, (2) 회사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에 거짓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및 조치내용, (3) 내

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계획이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의 평가 결과, (4) 평가 관련 감사위원회 대면

회의 개최횟수, 참석자, 논의내용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규정이 현재 개정 절차

에 있으며, 개정 내용의 특징 중 하나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에 있어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감사위원회 모범규준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규

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의 감사위원회 규정과 세

부 지침에 반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독에 도움이 될 것이다.

9)	 •	내부통제제도:	(1)	영업활동의	실효성과	효율성,	(2)	재무보고의	신뢰성,	(3)	적용가능한	법	규제의	준수	등의	달성을	위해	이사회,	경영진	및	기타		 	

	 주체들이	실행하는	절차

	 •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통제의	3개	목표	중	재무보고의	신뢰성	확보와	관련된	통제제도

Check Point

내부신고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

내부신고제도(신고	방식,	보호장치	등)에	대한	전사적	안내	

-	사내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공지

신속한	사후	조치	-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활용

보안	유지	-	신고	채널별(이메일,	전화,	면담	등)	관리,	

보고체계	결정(감사위원회	보고시	사안별	중요성을	고려한	

보고	주기	및	범위	결정,	단독	보고	여부	등)

중요	신고사항에	대한	포상	실시(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5조의2)

책임이 발생한다. 미국의 경우 감사위원회가 회계, 내부통

제제도, 감사 관련 내부신고를 접수, 보관 및 처리하는 절

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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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종료단계에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 결과를 보고받

고, 외부감사인의 권고사항과 이에 대한 경영진의 입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해야 한

다. 특히 각종 평가 및 추정과 관련된 가정과 관련 기초 자료의 적정성에 대해 외부

감사인에게 보고받고, 그 적절성을 검토해야 한다. 끝으로 외부감사인의 업무 수행

을 평가하여 차기 연도의 감사계획 수립과 외부감사인 선임시 반영한다. 외부감사인

의 평가는 업무수행팀 및 회계법인 수준의 항목을 나누어 수행하고, 외부감사인과

의 커뮤니케이션과 독립성, 역량 등의 측면을 포함한다. 보다 체계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표를 활용할 수 있다.10) 

10)	 구체적인	사례는	모범규준	매뉴얼이나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Vol.1에	첨부된	외부감사인	평가표(Page	40)	참고

그림 4. 외부감사 감독 

• 제안요청서	발송,	회계법인의	입찰	참여	의사	확인

• 내부	의견	청취

• 제안서	접수

• 회계법인과의	회의(필요	시	Presentation)

• 감사인	선정

02 선임 절차 진행 및 감사인 선정

• 계약조건(감사기간,	감사보수,	독립성,	전문성)의	

적정성	검토

• 선임단계에서의	내용과	일치	여부	확인	및	계약	

검토내용	문서화

03 감사계약 체결 및 검토

• 최소	분기	1회	이상	Private	Session

•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	과정	점검

• 외부감사결과	검토	및	외부감사인	평가

04 감사업무 착수~종료

• 지배구조	상	의사결정에	참여할	주체	확정

• 고려사항:	독립성,	전문성,	감사품질에	초점(덤핑	

보수	제외	등),	감사인의	Commitment

• 최종	후보	법인에	대한	리스트	작성	및	조사

• 제안	요청	서류의	준비	및	승인

01 선임 계획 및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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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감사위원회는 최소한 매년 1회 이상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내용

에는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과 이 사항이 기술된 방법, 외

부감사 과정의 효과성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평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또는 재선임에 

대한 제안, 이사회가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한 사항에 대한 답변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법령이나 정관 위반사실 

및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하면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고 이사회에 즉시 보고

해야 한다. 외부감사법은 이사의 부정행위를 감사위원회가 발견한 경우 감사인에게 

통보할 것과 감사인이 발견한 이사의 부정행위와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위

원회가 통보받을 것을 정하고 있다.

부정행위 등의 보고(외부감사법 제22조)

감사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때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대표자에	대해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사의	

대표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거나	감사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주주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감사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 여부를 확

인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 관련 내역을 공시하여야 한다. 현재 감사위원회에 관한 

정보는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11)에 따라 사업보고서에 포함되어 공시된다. 구체적

으로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에서 감사위원의 인적사항, 사외이사 여부, 독립성 및 활

동 내역 등이 기재된다. 사업보고서와는 별도로 감사위원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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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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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을 왜 준수해야 하는가?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이 발표된 후 관련 당사자들이 가

장 궁금해 하는 것은 자율적인 규정인 모범규준을 꼭 준

수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사위

원회 모범규준은 상법과 외부감사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고, 법률에서는 제시하고 있지 않은 구체적인 감사위원

회의 책임 수행 방안을 제공한다. 즉 감사위원회 모범규

준을 따름으로써 관련 법률을 준수할 수 있고, 사후적으

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사위원회 및 감사위원 차원에

서 책임을 이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의 기능

이 강화되고 그 역할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높아진 상황

에서, 회사의 회계정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사위원회 

및 감사위원이 정당한 주의를 다 했는가는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규정의 개정과 외부감사인에 의

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감사위원회 활동의 중요성

에 더욱 무게를 싣는다. 새로운 규정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에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관리·감독할 것을 강조한다. 감사위

원회는 재무보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역할, 책임 등을 확립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은 감사

위원회 모범규준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다.12) 

따라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의 준수는 외부감사법이 정

하고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규정의 준수와 연계된

다. 회사의 재무보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지배기

구(감사위원회)의 감시가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이는 중요

한 취약점을 의미하며, 부적정 감사의견의 사유가 된다13)

는 것을 감안할 때 감사위원회 활동은 체계적이고 바람직

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즉, 최선 관행인 모범규준

의 이행이 효율적일 것이다. 

또한, 회계개혁을 비롯한 기업 경영환경에 영향을 미치

는 일련의 변화들로 인해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이 높아

지고 있다. 부실한 기업지배구조는 1997년 외환위기 및 대

우조선해양 등 대형 회계부정 사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고, Korea Discount 해소를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되어 왔다. 앞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공

시가 활성화되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확산되면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위

원회는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적인 당사자이므로 감사위원

회 업무 환경에도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 따

라서 최선 관행인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을 준수하는 것은 

이러한 시장 환경 변화에 능동적이며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좀 더 살

펴보자. 최근 정부는 회계개혁,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기

관투자자 책임 강화를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제고하기 위

한 3대 핵심 과제로 정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출처:	금융위원회	위원장	글로벌	기관투자자	초청	「회계개혁	IR」	자료	(2017년	11월)

기업지배구조 개선

(Governance Enhancement)

(Institutional Investors:  
Stewardship Code)

회계개혁

(Accounting Reform)

AGILE
기업의 중장기 가치 제고

(Long-lasting Earnings)

기관투자자  
책임 강화

12)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을	정함에	있어	감사위원회	규정에	이미	반영된	내용은	관련	규정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안))	

13)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회계감사기준(안)

기업지배구조 공시는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여 개

선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방안이다. 기업지배구조 공시제

도는 2017년 3월에 기업경영 투명성 및 시장의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하여 도입되었다. 10개의 기업지배구조 핵심원

칙에 대하여 기업이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자율적

으로 설명(Comply or Explain)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즉, 

기업지배구조에 관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할 수 있게끔 하여 기업들이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정

립할 유인을 갖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그러나 자율적인 공시 제도로 도입되어 공시기업 수가 

적었다. 2018년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기업은 총 95개사 

(2017년 70개사)로 증가 추세에 있기는 하나 비율이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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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었고, 원칙별 준수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또한 회사에 유리한 내용을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많아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였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19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 기업에 대

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화하고, 2021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의무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보고서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10개 핵심원칙을 

세분화하고 핵심원칙별 준수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가이드

라인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발표

는 기업지배구조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들의 비정

상 누적수익률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향후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가치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시장참여자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14)

그림 6.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7개 원칙

원칙	1.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원칙	2.	 기관투자자는	책임	이행	과정에서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원칙	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원칙	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시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방법	등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원칙	5.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지침,	절차,	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유도	공개해야	한다.

원칙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원칙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림 5.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핵심원칙: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및 상법 고려

'원칙 준수 또는 예외 설명' 방식

주주

주주의	권리

주주의	공평한	대우

이사회 감사기구

이사회	기능

이사회	구성	및		

이사	선임

사외이사

이사회	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

사외이사평가	및	보상

내부감사기구

외부감사인

14)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최신현안분석,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2018.08)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

칙으로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주식 보유와 의결권 행사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를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재무구조, 경영성과 등 재무적 요소는 물론 지배구

조, 경영전략 등 비재무적 요소까지 점검 대상에 해당한

다. 지배구조에 관해서는 이사회 조직과 구성 및 전문성, 

감사 조직, 이사 보수 체계, 공시의 적정성 등 여러 측면에

서 점검하게 된다. 이 때 법률 준수나 모범규준의 적용 등

이 평가 기준이 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투자자가 개

선을 요구할 수 있다. 기업이 최선 관행인 모범규준을 반

영하여 기업지배구조를 정립한 경우, 기관투자자에 의해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은 낮으며 기업에 대한 좋은 평판을 

형성하여 기업가치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얼마 전 국

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로 확정하여 기관투

자자의 활발한 활동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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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시사점

외부감사법 개정을 비롯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정,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으로 인해 감사위원회의 활동은 종전과 많이 달라질 것이

다. 그렇다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이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감사위원회 모범규

준에서 찾을 수 있다. 물론 각 회사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양할 수는 

있으나, 모범규준이 제시하는 최선 관행은 회사의 정책과 절차를 정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회사는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추어 회사의 정책을 결정하고, 관련

된 제도와 절차를 점검하여 적절하게 수정함으로써 바람직한 실무 관행이 자리 잡

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단순히 제도 준수 차원을 넘어서 기업 가치의 보호와 증진

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재무보고, 내부회계관리

제도 및 외부감사 감독을 통해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내부감사와 

내부신고제도의 감독을 통해 기업이 노출된 다양한 위험을 감시한다. 결과적으로 실

효성 있는 감사위원회의 활동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에 대한 시장의 신

뢰 수준을 높여 기업가치의 향상이라는 직접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16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2018년 3분기 · Vol.5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회계투명성

Chapter 2

박희진, 경기대학교 회계세무학과 조교수

하미혜,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 연구위원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17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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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CSR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더욱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CSR 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책임투자는 증가 추세에 있다.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 활동의 일부

로서 재무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로 대표되는 비재무적 요인

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인력과 조직을 확충하여 책임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본고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가져올 변화 중 하나인 책임투자의 활성화가 회계투

명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CSR 활동과 이익투명성의 관점에서 살펴보았

다. 분석 결과, CSR 활동이 우수한 기업은 회계투명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CSR 활동을 연속성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는 CSR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1)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	스스로	사회적·윤리적	가치를	핵심	사업	모델,	생산	활동	및	공급망	관리	등의	경영	

활동에	반영함으로써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인	반면,	SRI(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는	투자자	입장에서	재무적인	수치만이	아닌	환경

(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가치를	투자에	반영함으로써	최적의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투자자가	비재무적	요소로서	CSR을	투자	결정에	활용할	때	ESG	요소를	고려하며	이러한	투자가	SRI이다.	SRI는	기업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	주주행동주의	등을	포괄하여	투자자의	책임(Responsibility	Investment,	RI)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1,	

자본시장의	사회책임투자(SRI)와	CSR	평가)

2)	 현재	9명으로	구성된	책임투자팀을	30여명으로	구성된	책임투자실(2개	팀)로	조직을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	2018.7.30)

3)	 금융위원회	위원장	글로벌	기관투자자	초청	「회계개혁	IR」	자료	(2017년	11월)

4)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최신현안분석,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2018.08)

서론: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

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의 CSR 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책임투자(Social Re-

sponsibility Investment, 이하 SRI)는 세계적으로 증가하

는 추세이다.1) 2016년을 기준으로 국제적인 책임투자 규모

는 약 23조 달러로 전 세계 투자자산 중 약 26%를 차지하

며, 2014년의 18조 달러와 비교하면 약 25% 증가하였다. 

많은 해외 연기금이 책임투자와 관련된 명확한 정책과 지

침을 보유하고 투자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함에 따라 책임

투자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 활동의 일부로서 재무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

경, 사회, 지배구조로 대표되는 비재무적 요인도 주기적으

로 점검하고, 인력과 조직을 확충하여 책임투자를 강화

할 예정이다.2) 

국민연금 외에도 주요 연기금인 공무원연금공단이 스튜

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로 했고, 사학연금은 오는 11월 말 

최종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우정사업본부는 연말까

지 도입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기관투자자의 책임 강화는 외부감사법 등의 개정을 포함

한 회계개혁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과 더불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중장기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핵심 

방안이기도 하다.3) 최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실시한 분

석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투자대

상회사의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영향은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높을

수록 더 강했다. 그리고 기업지배구조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4) 동 연

구 결과는 기관투자자의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관여 활동

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

할 것이라는 시장참여자의 기대를 시사한다.



18    삼일회계법인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은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된다. 예를 

들어, 미국에는 Fortune 잡지에서 매년 발표하는 존경 받

는 기업 지수(The America's Most Admired Company)

와 KLD(Kinder, Lydenberg and Domini Research and 

Analytics, INC.)에서 발표하는 사회적 성과 지수가 있으

며, 유럽은 FTSE4GOOD 지수가 있다(최현정과 문두철, 

2013). 우리나라의 경우 경실련 산하 경제정의연구소가 매

년 한국거래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CSR 평가 

결과가 학술연구에 주로 사용된다.5) 경제정의연구소는 

1991년부터 CSR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 지표로서 KEJI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KEJI 지수는 건전성(25점), 공정성

(20점), 사회공헌도(15점), 소비자보호(15점), 환경경영(10

점) 및 직원 만족(15점)의 6개 항목에 대하여, 항목별 세

부 지표에 대한 점수로 측정된다. 지표별 평점 가중비율

에 따라 최종 득점으로 계산하며, 매년 상위 200개의 우

그림 1. KEJI 지수 평균값 (2011년~2016년)

5)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도	국내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사회책임	및	환경경영이	포함된	ESG를	매년	평가하고	있으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여	본고는	

KEJI	지수를	사용하였다.

수한 기업을 공개하고 있다. 그림 1은 2011년부터 2016년까

지 KEJI 지수 상위 200개사로 발표된 회사들의 KEJI 지

수 평균값의 추세이다. 

6년의 기간 동안 KEJI 지수는 62점에서 65점 사이의 평

균값을 갖고 유의미한 변동이나 추세를 보이지 않으며, 항

목별 점수도 마찬가지이다. 매년 KEJI 지수 상위 200개사

에 포함되는 회사는 달라지므로, 개별 회사의 CSR 수준

에 있어 유의미한 변동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어떤 항목의 경우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그 이후에는 유

지되는 특성을 갖는다. 예를 들어,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투명성 부분에서 2점을 받고 이후 해당 점수가 유지

된다. 그러나 CSR 활동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업 그룹

의 평균적인 지수 점수가 일정 범위 내에서 등락하고 있다

는 점을 통해, CSR에 대한 장기적인 개선 방향의 모색과 

지속적인 노력이 활발하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KEJI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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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과 회계투명성

기업의 CSR과 회계투명성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자. 본고는 회계투명성의 대용치로 

이익투명성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이익 수준과 이익 변화가 기업의 주

식수익률을 설명하는 정도로 이익투명성을 측정한 Barth et al.(2013)의 방법을 사용

하였다. 이익은 기업가치와 관련하여 가장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인 동시에 중요

한 정보에 해당하며, 주식수익률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 변화를 반영한다. 이익 수준 

및 이익 변화가 해당 기업의 주식수익률을 잘 설명한다면 이익정보의 투명성이 높다

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이익투명성이 낮다면 기업가치 변동의 많은 부분을 회계이익 

정보가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기업은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유인을 갖는다. 이러한 기

업은 이해관계자를 중요시하므로 CSR에 더 높은 관심을 가질 것이며 관련 활동을 

이행할 것이다. 이 경우 CSR과 기업의 투명성 간에는 양(+)의 관련성이 존재할 가능

성이 높다. 

반면, 기업의 경영 실적이나 사회, 환경 분야에서 발생한 사건의 부정적인 영향을 

무마하기 위해 CSR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 기업에 대한 부정적 뉴스의 발표 이후 

과거에는 한 적이 없었던 사회 공헌 활동을 하거나, 거액을 기부하는 행위가 대표적

으로 이에 해당한다. 기회주의적인 CSR 활동은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으며 기업의 

CSR에 대한 가치관과는 무관하거나, 오히려 평소에는 해당 기업이 CSR에 관해 고려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우 CSR과 투명성 간에

는 음(-)의 관련성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CSR 활동이 연속적이지 않고 일시적

인 경우에는 기업이 CSR에 대해 근본적인 관심을 갖고 조직의 가치와 문화에 이를 

반영하여 활동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즉, CSR 활동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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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0년에는	KEJI	지수가	산정되지	않아	분석에는	총	12개	연도가	포함되었다.

결론: CSR과 회계투명성의 관련성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CSR과 회계투명성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비교가능성을 위해 비금융업이면서 12월 결산법인인 기업

만 표본에 포함하였고, 자본 잠식 상태인 기업과 분석을 

위한 수익률 및 재무자료를 사용할 수 없는 기업은 제외

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기업-연도는 총 5,489

개이며, KEJI 지수 상위 200 기업으로 발표된 기업-연도

는 2,569개로 전체표본에서 46.80%를 차지한다. 본 연구

를 위하여 KEJI 지수 상위 200기업에 속하는 경우 CSR 

활동이 우수한 기업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분석 대상기간 동안 KEJI 지수 상위 200기업에 

연속해서 속한 횟수로 CSR 활동의 연속성을 측정하였다. 

연속적으로 KEJI 지수 상위 200기업에 속한 기업일수록 

CSR 활동의 진정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측정 

결과, 전체 기간인 12개 연도 동안 한 번이라도 KEJI 지수 

상위 200기업에 포함된 기업은 총 185개사이며, 이 중 12

개 연도 동안 계속해서 포함된 기업은 5개사이다. 그림 2

에 KEJI 지수 상위 200기업에 연속해서 속한 횟수 별 기

업 수를 요약하였다.

CSR 활동과 이익투명성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CSR 활동이 우수한 기업은 회계투명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CSR 활동이 우수한 기업의 회계정보가 기

업 가치의 변화를 더 잘 설명함을 의미한다. CSR 활동은 

단순히 해당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가치와 

문화에도 영향을 주어 외부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유용한 

회계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데 기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CSR 활동을 연속성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는 

CSR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CSR 활

동은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를 반영하는 반면, 일회성의 

CSR 활동은 다른 유인에 의해 수행될 가능성이 존재함

을 시사한다. 

본고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가져올 변화 중 하나인 책임

투자의 활성화가 회계투명성에 미칠 수 있는 효과에 대해 

CSR 활동과 이익투명성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최근 회

계투명성과 신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정책적인 결

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시장은 변화를 앞두고 있다. 회계개

혁,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및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강화는 각기 다른 측면에서 기

업의 중장기 가치를 향상하는 것을 추구하

지만, 서로 상호 작용하며 시너지 효과를 

낸다. 기업이 근본적인 기업의 가치와 목표 

차원에서 최근의 시장 변화를 기회로 활용

한다면, 각 정책에 대한 단면적인 대응 이

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연속된 연도수 별 기업수

12963 11852 10741

200

연속된	연도수

기업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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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0

그림 2. CSR 활동의 연속성 (2004년~2016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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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KEJI 지수 구성

항목 평가항목 지표

건전성

• 비금융업(25점) 

• 금융업(35점) 

지배구조의	건전성 내부지분율,	전문경영인정보,	사외이사비율,	사외이사	이사회	참여율,	

소유지배	괴리도

투자	지출의	건전성 소비성	지출,	연구개발	지출,	설비투자

자본조달의	건전성 위험성,	관계사출자,	관계사	채무보증

공정성(20점) 공정성 경제력	집중,	협력사	관계,	금산분리,	금융관련법규	준수(금융업만)

투명성 불성실공시,	사업보고서	적정성,	감사위원회	운영,	투표제	실시

사회공헌도(15점) 고용평등	및	확대 장애인	고용비율,	여성	채용	비율,	고용인력증가율,	고용관련	정부포상

사회공헌활동 기부금,	사회복지지원,	

소비자보호(15점) 소비자권리보호 고객만족관련	인증,	고객만족	관련수상,	소비자불만	상담건수,	

금융소비자	보호(금융업만)

소비자관련법	준수 불공정약관	등

소비자	안전 품질	및	소비자안전	인증

환경경영(10점) 환경개선노력 환경경영보고,	에너지효율,	환경투자,	환경보호프로그램

환경	친화성 환경관련	인증	및	수상

위반	및	오염	실적 수질,	대기분진,	특정유해물질	오염실태

직원만족(15점) 작업장	보건	및	안전 산재	및	중대사고	발생,	작업장	보건	및	안전관련	인증	및	수상

인적자원개발 1인당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	증가율

임금	및	복리후생 임금보상수준,	복리후생,	근속연수,	사내근로복지기금

노사관계 노사분규	발생	여부,	비정규직	비율,	노사관계	개선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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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

acc.samil.com

2017년 회계개혁에 따라 2019년부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임할 권한을 

갖게 되었다. 현재는 회사 경영진이 감사인을 정하고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

아 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어 감사나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다. 앞으로 감사위

원회는 회계법인의 제안서를 평가하여 감사인을 결정하고, 계약 내용이 준수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 및 결과에 대해 문서화하여야 한다. 본고

에서는 감사인 선임에 관한 실무적인 고려 사항에 대해 다룬다.

Ⅰ. 영국의 감사인 선임 실무

영국의 경우 2015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The Com-

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CMA) Order에서 FTSE 

350에 포함되는 회사들로 하여금 10년마다 입찰을 진행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UK Corporate Governance Code1) 

등의 영향으로 이전에도 입찰 프로세스(tender process)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CMA Order로 인해 입찰 프로세스

의 정립이 더욱 촉진되었다. 개정된 UK Corporate Gov-

ernance Code에서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는 방식, 현재 

감사인의 임기, 마지막 입찰이 진행되었던 시기와 향후 입

찰 계획의 사전 공지 등에 대하여 감사위원회가 설명하도

록 하고 있다.

2014년 제정되어 2016년부터 효력이 발생한 EU Regula-

tion에서도 상장사는 10년에 1번 감사인을 교체할 것을 요

구하고 있다. 다만, 이를 적용하는 방법에는 국가별로 차

이가 있다. 일부 EU 국가에서는 외부감사인을 반드시 교

체하여야 하는 기간이 10년 미만이며, 영국의 경우 10년 

후 경쟁 입찰을 통해 최대 20년까지 동일 감사인이 감사

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기와 같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영국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입찰 프로

세스가 잘 구축되어 있다. 영국에서 진행되는 입찰 프로세

스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계획

단계

1.	선임에	관한	의사결정	구조	확정

2.	독립성	이슈	식별

3.	비감사서비스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에	대한	조정	

(입찰	2~3년	전에	걸쳐	수행될	수	있음)

4.	감사인	평가기준	선정

5.	입찰에	참여할	후보	법인	선정	및	예비	조사

6.	Data	room	준비

실행

단계

1.	제안요청서	발송

2.	회계법인의	참여	의사에	대한	공식	확인

3.	Data	room	공개

4.	회계법인과의	미팅

5.	제안서	접수

6.	프레젠테이션

후속

절차

회계법인,	회사	내,	주주,	언론	등과	결과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우리나라의 상장회사는 3년마다 감사인을 선임하고, 주

기적 지정제에 따라 6년마다 감사인이 자동 교체되어 영

국보다는 선임 주기가 짧은 편이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영

국의 모범사례를 그대로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감사인 선임 프로

세스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움이 될 만한 주요 사

항을 위주로 소개하기로 한다.

1)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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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확한 의사결정 구조: 적절한 인원의 참여

영국에서도 감사인을 선정할 책임이 감사위원회에 있는 

것은 명백하나, 이를 현실에서 적용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회계법인에 대한 정보 제공 이외에 감사인 선정 과정에

서 경영진을 완전히 배제하는 방식

• 감사위원회가 입찰 프로세스를 주도하되, 경영진이 회

의에 참여하는 방식

최근에는 의사결정권자(감사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조직(경영진 등)을 구분하도록 하는 추세이며, 경영진이 

공식적인 의견을 제안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감사위

원회는 필요에 따라 적절한 인원과 논의를 할 수 있으나 

전체 프로세스를 통제할 책임은 감사위원회에 있다.

세부적으로 누가 프로세스를 주도하는지, 누가 프로세

스 운영을 담당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

사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프로세스를 주도하고 모든 감사

위원들은 ownership을 가지고 입찰 프로세스에 관여하

여야 한다. 감사위원장은 보통 입찰을 위한 회의체(tender 

committee)를 구성하며, 소속 인원은 감사위원회 전원과 

회사에 따라 재무담당임원, 내부감사임원 등이 된다. 

회사는 회의체의 구성 인원 중 적절한 사람을 프로젝트 

매니저로 지정하여 프로세스 운영을 감독하고, 회계법인

과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도록 한다. 프로젝트 매니저는 제

안서 접수 후 문서를 검토하여 입찰 회의체에 비교 분석 

결과를 제공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다. 감사위원회가 의사

결정의 최종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러한 분

석은 가능한 한 객관적이어야 한다. 

프레젠테이션 진행시 감사위원회 이외에 재무담당임원

이나 내부감사임원 등이 참석할 수 있다. 이때 위원장은 

경영진이 Q&A에 어느 정도로 참여할 것인지를 고려한다.

2. 입찰을 위한 사전 준비

● 독립성 관리

대부분의 회사에서 독립성 관리는 주요 고려 요소이다. 

회사들은 여러 회계법인과 업무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으

므로, 기존에 제공받고 있거나 계획 중인 서비스 용역(예: 

내부감사, 회계 자문, 가치 평가 업무)이 감사인의 독립성

에 위배되어 감사인으로서 수행할 수 없는 업무라면 회사

의 업무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 서비스 용역과의 충돌을 줄이거나 피하기 위해 가능하

다면 시기를 조절한다

• 감사를 담당할 법인이 최우선이라면 서비스 제공 법인

을 교체한다

• 현재 제공받는 서비스가 중요하다면, 해당 회계법인을 

감사인 후보에서 제외한다

● 후보 법인 선정

후보 법인의 수가 증가하면 회사의 부담도 증가한다. 후

보 법인의 수에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3곳 정도가 일반적

이다.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감사를 수임할 능력

이 있는 법인 후보를 사전에 평가하되, 현재 감사인이 법

규상 교체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감사인의 도움을 받을 수

도 있을 것이다. 후보군을 정할 때에는 제안요청서를 발송

하기 전에 각 법인이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

하는 것이 좋다.

3.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기준

입찰을 진행하기에 앞서 감사법인과의 관계에 있어 무엇

이 중요한지, 무엇이 유지되거나 변경되어야 하는지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감사인을 결정하기 위해 회사는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게 되는데, 최종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주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감사품질

감사위원회는 감사품질이 최우선 고려 사항이라는 점에 

동의할 것이나, 입찰 과정에서 이를 평가하기는 어려운 일

이다. 양질의 감사란, 주주가 감사 받은 정보에 기초하여 

확신을 갖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주주

는 모든 문제가 발견되고 보고되었다고 확신하기를 원한

다. 이러한 확신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을까? 감사위원

회마다 관점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3가지에 대한 답변

이 도움이 될 것이다.

• 감사팀 : 유능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사팀이 필요하

다. 업무담당이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팀원들 간의 협업, 

경영진 및 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

지는지도 중요하다.

• 감사방법론 :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지

만, 세부적인 적용기법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감사팀은 

회사의 가장 유의적인 위험을 식별하고 그에 따라 업무

범위 및 감사절차를 설계해야 한다. 그룹감사의 경우 

부문의 커버리지가 높다고 감사가 양호한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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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위험이 식별되고 그에 대응하여 적절한 감사절차

가 설계되었는지가 중요하다. 모든 감사조서가 엄격히 

적시에 검토되는지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 회계법인 : 감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 감사팀에 

대한 교육 및 감사방법론에 대한 투자 등도 감사품질

에 영향을 미친다. 

많은 회사들이 업무담당이사의 업무능력을 회계법인 선

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생각한다. 감사계약의 특성상 직

면할 이슈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산업, 규모 및 복잡성 등의 측면에서 유사한 회사의 감

사 경험

• 업무담당이사가 팀을 지휘할 권한과 능력이 있다고 회

사가 느끼는지 여부

• 업무담당이사의 스타일과 회사의 조화 - 업무담당이사

가 건설적인 코멘트를 제공하고 경영진 및 감사위원회

와 효과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지 여부

과거에 회계법인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험이 있

다면 해당 회계법인에 대한 회사의 지식이 축적되었을 수 

있다. 비록 감사인으로 회계법인을 경험한 것이 아니더라

도 주요 구성원과의 업무를 통해 그들의 능력과 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형성할 수 있다. 특정 회계법인이 과거에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는 유사한 수준의 감사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 입찰 프로세스 과정에서의 평가

회계법인이 실제로 감사를 원하고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

공하겠다는 약속(commitment)에는 회사의 사안을 진정

으로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 회사의 상황에 공감

하고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 등이 포함된다. 회사는 

회계법인과의 미팅 등을 통해 잠재적인 감사인이 감사위

원회 및 경영진을 비롯한 주요 인물과 효과적으로 협력하

기 위해 노력하는지를 판단한다. 또한 감사팀이 감사의 중

요한 측면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지식과 전문성을 실

제로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요소를 고려한다.

• 그룹감사인과 부문감사인의 협업 및 각각의 명확한 역

할 구분을 포함하여 감사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진

행될 수 있도록 조직되어 있는가?

• 감사팀과 경영진 및 감사위원회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

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가? 

• 회계 이슈가 발견되었을 때 논의 시기, 심리실의 역할, 

감사위원회의 참여 등을 포함하여 언제 어떻게 이슈

를 다루는가? 

• 다른 클라이언트나 관련 산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

서 얻은 경험, 사업과 운영에 대한 통찰력은 어떠한가?

• 데이터 분석 등 기술을 활용하는 감사기법을 적용하

고 있는가?

4.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프로세스 운영 전략

기업은 조직 구조, 가치, 문화 및 근무 방식에 맞는 프로

세스를 설계해야 한다. 효과적인 입찰을 위한 몇 가지 팁

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회계법인과의 미팅

경영진과의 미팅을 통해 회계법인은 회사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일 수 있고, 회사는 회계법인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회계법인들에 충분한 접근 기회를 제

공하는 것이 좋지만, 회사는 이로 인한 업무 부담이 클 수 

있다. 경영진과의 미팅은 여러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한 가지 방법은 1~2일 내에 경영진이 로테이션 형식으로 

각 법인과 미팅을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법인 간

의 즉각적인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다른 방

법은 후보 법인들을 초대하여 공개 미팅을 갖는 것이다. 공

개 미팅을 진행하면 경영진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모

든 법인이 동일한 정보를 제공받는 장점이 있는 반면, 회

계법인으로부터 피드백을 얻기는 어렵다. 회계법인과의 미

팅 시 감사위원 전부가 참여하지는 못하더라도 가능하다

면 감사위원장이나 감사위원 일부가 미팅에 참석하는 것

이 권고된다.

회계법인과의 미팅은 정보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그 과정

에서 평가가 이루어져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미

팅 프로세스 이후에 경영진은 그들의 관점을 공유할 수 있

으며, 감사위원회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한 추가 정보의 

하나로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한편, 혼란을 최소화하고 

회계법인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입찰 프로세

스 기간에는 공식 프로세스 외의 추가적인 접근은 제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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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제안서에는 회계법인의 감사접근방법과 외부감사인으로 

선정되어야 하는 이유 등이 포함되는데, 최근 입찰에서

는 제안서의 분량(일반적으로 20-25 쪽)을 제한하는 경

우가 많다. 

제안서와 관련된 기타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문서를 기술하는 방식: 지정된 양식에 맞추어 특정 질

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요청하면 누락 없이 모든 영

역을 다룰 수 있고 문서 비교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반

면,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회사가 감사팀, 감사방법론과 

같은 일반적인 목차만 제공하면 모든 관련 요소를 식별

하기 위한 회계법인의 능력을 테스트할 수 있고 혁신과 

창의력을 장려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대부분의 회사

는 유연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으며 제안서에 포함될 항

목 리스트를 제시한다.

• 감사보수 정보를 제출하는 방법: 회사가 요청하는 보수 

정보의 수준은 다양할 수 있다. 요청하는 세부 정보가 

많을수록 정확한 견적을 위해 회사는 회계법인에 더 많

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시간과 요율을 포함한 

상세 내역을 요구하고자 한다면 법인 간 비교를 위해 미

리 템플릿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인 관행은 아

니지만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보수 정보는 별도의 서류로 제출하여 회계법인 우

선협상자를 선정하기 전까지 공개하지 않고, 법인 선정 

후 협상을 시작한다.

• 제안서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담당자: 이것은 누가 입찰 

프로세스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달라진다. 광범위한 배

포는 모든 관련 쟁점을 식별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이고 일반적인 

접근 방법은 입찰 관련 회의체에만 공개하는 것이다.

● 프레젠테이션

회사는 회계법인과의 미팅 및 제안서 등을 토대로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수행할 회계법인을 선정한다. 영국의 경

우 최종 프레젠테이션은 회계법인의 발표와 Q&A session

의 비중이 유사하게 진행되며, 법인당 배정된 시간은 60-

90 분 정도가 일반적이다.

프레젠테이션과 관련된 기타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참석자의 구성과 역할: 최종 프레젠테이션의 참석자는 

대개 프로세스를 감독하기 위해 구성된 회의체가 된다.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의장을 맡고 감사위원들이 주도

하며 경영진은 지원 역할을 담당한다. 

• 질문을 받는 방법: 사전에 표준 질문 목록을 준비하거

나 프레젠테이션의 내용에 따라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다. 많은 경우 두 가지 방식이 혼합되어 진행된다. 

● 최종 의사결정 및 커뮤니케이션

입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하기 위해 

입찰에 참여한 회계법인에 대한 평가표(scorecard)의 활

용이 일반적이다.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여 모든 견해가 공유되고 합의에 도달하였

는지 확인한다. 의사결정은 투표나 논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전에 설정된 기준에 근거하여 수행되어야 한

다.2) 영국의 경우 프로세스가 종료되면 감사위원회가 입

찰 프로세스에 관한 보고서에 승인하도록 되어 있다. 

최종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입찰에 참가한 회계법인에 가능한 한 빨리 결과를 

전달한다. 감사인 변경이 있는 경우 전환을 위한 준비나 

독립성 점검 등을 위해 내부 경영진에게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영국은 입찰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회사

가 회계법인에 입찰 관련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권장한

다. 이러한 피드백은 프로세스 종료 후 최종 의사결정의 근

거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프로세스 중간에 회의 이후 

또는 제안서 제출 이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참고> 미국의 감사인 선임 실무

미국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인	선정,	보수	결정	및	업무	감독

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미국의	경우	주기적으로	

감사인을	교체할	의무가	없어	상장사의	감사인	변경	비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다만,	2018년부터는	감사보고서에	계속감

사기간(Auditor	Tenure)을	공시하도록	하였다.

미국의	감사인	선임	프로세스는	[제안요청서	발송	→	제안

서	평가	→	프레젠테이션]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제안	프로

세스는	일반적으로	재무부서(Chief	 Financial	 Officer	또는	

Controller)에서	진행하며,	 프레젠테이션에도	감사위원들과	

재무	관련	인원이	주로	참석한다.	

회사에	대한	정보는	제안요청서를	통해	제공되고,	제안요청

서에	질문을	받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1~2일	동안	최종	후보	법인의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된다.

2)	 영국의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에	두	가지	대안을	권고하고,	그	중	한	가지에	대해	적절한	근거와	함께	선호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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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우리나라 감사인 선임에 대한 제언

2019년부터 감사인 선임 권한이 감사위원회로 이관되었

다.3) 이와 함께 감사인 선임기한도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

터 45일 이내로 변경되었고,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회사

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 전에 감사인을 선정하도록 되

어 있다. 이에 따라 2019년에 3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

는 2조 이상 상장사는 2018년 말까지 감사인을 결정하여

야 하므로 2018년 하반기에 선임 프로세스를 진행하여야 

한다.4) 

1. 명확한 의사결정 구조: 적절한 인원의 참여 

감사인 선임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주도하는 회의체를 구성한다. 회의

체의 구성 인원으로 감사위원회 전원이 포함되는 것은 공

통적이나, 기타 인원의 참여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 앞

서 살펴보았듯이 감사인 선임의 의사 결정권자는 감사위

원회이고, 경영진은 감사위원회에 공식적인 의견을 전달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계개혁의 취지를 감안하면 내부감사부서에서 감사인 

선임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내부감사부서의 체계가 잘 갖추

어져 있고 내부감사부서의 구성 인원이 회계·재무 전문성

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내부감사부서

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거나 회사의 다른 상황에 따라서는 

재무부서에서 프로세스를 운영해야 할 수도 있다.

2. 입찰을 위한 사전 준비: 독립성 이슈 식별

2018년 5월부터 개정된 공인회계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맡을 수 없는 비감사용역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감사인에게 자기검토 위협이 될 수 있는 비

감사용역을 금지함으로써 감사인의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요구 사항이 새로운 것은 아니나 지속적으로 강화되

는 추세이다. 독립성 이슈는 대기업의 경우 감사인 선정과 

관련하여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영국 사례에서와 같이 

감사를 담당할 법인과 서비스를 제공할 법인을 결정할 때

에는 업무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 1. 공인회계사법 제21조에 따라 금지되는 비감사용역의 범위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3.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4.	자산·자본,	그	밖의	권리	등(이하	“자산등”이라	한다)을	

매도	또는	매수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부실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가.	자산	등에	대한	실사·재무보고·가치평가

나.	자산	등의	매도ㆍ매수	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	제시

5.	인사	및	조직	등에	관한	지원	업무

6.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보험충당부채	금액	산출과	

관련되는	보험계리	업무

7.	 민·형사	소송에	대한	자문	업무

8.	자금조달·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	업무

9.	경영관리	및	감독,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	등	임원이나	

이에	준하는	직위의	역할에	해당하는	업무

독립성 이슈가 중요해짐에 따라 앞으로는 회계법인이 제

공하는 서비스 업무에 관한 신중한 고려와 모니터링이 필

요할 것이다.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회계법인을	선정한다.

4)	 영국의	경우	사전	준비를	포함한	입찰	프로세스	기간은	6개월~2년	정도인	경우가	많으나,	제안요청서	발송	이후	프레젠테이션	및	최종	의사결정까지의	

실제	진행	단계는	주로	3개월	내에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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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기준

감사인 선임·관리에 관하여 개정 외감법 및 시행령(안)으로 정하고 있는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표 2. 감사인 선임·관리 관련 법규 

외부감사법 제10조

• 감사위원회는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

로	정하고,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외부감사법 시행령(안) 제13조

• 감사인	후보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보수,	감사계획의	적정성

2.	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3.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	기타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

• 감사위원회는	감사인	후보를	평가하기	위한	대면회의를	개최하고	기준에	따른	평가	결

과,	대면회의의	개최	횟수,	참석자,	주요	발언	내용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는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이후	감사인이	합의된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보

수,	감사계획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를	평가한	결과를	문서화한다.	감사인이	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회계처리기준	해석,	자산	가치평가	등에	대한	외부	자문을	요구

한	경우	감사인과의	협의	내용,	해당	자문	결과	및	그	활용	내역도	문서화한다.

외부감사인 선정 기준을 문서화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선임 평가표를 활용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회사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를 항목별 가중

치에 반영하고, 선임 시마다 구성 항목 및 배점의 적정성을 재평가하도록 한다. 

표 3.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한 평가표

*	점수는	각	항목별로	1~5점으로	부여하되,	5점이	가장	양호함

**	전기감사인의	업무	수행	평가	결과(외부감사법	시행령안	제13조제4항)	및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외부감사법	시행령안	제20조)을	고려하여	평가함

평가기준
평가점수

비고
A회계법인 B회계법인 C회계법인

1. 감사품질

① 감사접근방법

•	식별된	위험에	따라	감사절차	계획이	수립되는가?

•	제안된	감사범위가	중요한	감사위험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되어	있는가?

•	감사접근법이	이슈	해결에	효과적이고	명확한가?

•	그룹/부문	또는	사업장에	대한	감사	및	전문가	활용	계획은	어떠한가?

•	감사에	어떤	기술(technology)이	사용되고,	그것이	감사품질을	향상시키는가?

②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	최근의	실제	감사시간과	유사한	수준인가?	차이가	있다면	어떠한	이유인가?

•	표준	감사시간과	비교하여	예상	투입시간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가?

•	감사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결대상회사	수의	증감,	사업결합	등	비경상적	

사건의	발생	등)이	있다면	그것이	감사시간의	변경에	적절히	반영되었는가?

•	감사범위를	고려할	때	감사	투입시간이	충분하다고	보여지는가?

•	투입인력	및	예상	감사시간에	비추어	적절한	보수를	제안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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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계법인의 능력

① 담당 파트너

•	감사	담당	파트너로서	관련	산업,	부문	등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가?

•	현재	또는	향후	발생	가능한	이슈에	대해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가?		

회사의	재무제표에서	중요한	(혹은	중요할)	계정에	대해	분명히	이해하고		

의견을	표현하는가?

•	감사위원회	및	경영진과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가?

•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없는가?

② 감사팀

•	이전의	감사	경험에	비추어	회사에	맞게	감사팀이	적절히	구성되었는가(직급,	

인원수	등)?

•	주요	감사팀원은	관련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가?	

•	감사팀으로서	확고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가?

•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없는가?

③ 회계법인

•	독립성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는	없는가?

•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유지를	위한	내부	심리	정책은	무엇이며,	외부	감리(금감원,	

한공회	등)의	결과는	어떠한가?

•	감사팀원의	전문성	유지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가?

•	감사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3. 회사와의 관계

① 실적 및 평판

•	이전에	회사와	관련하여	수행하였던	업무	경험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	 감사인이라면,	감사품질이	우수하고	피드백이	잘	되었는가?	

-	 감사인이	아니라면,	비감사용역의	수행능력이	양호하였는가?

•	업무	외적으로	회사와	연관된	다른	경험이	있었는가?

•	회계법인의	평판은	어떠한가?

•	제안	내용이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일관성이	있는가?

4. 프로세스의 진행 및 커뮤니케이션

① 프로세스 진행 과정

•	업무	수임에	적극적인가?

•	제안팀이	요구	사항에	충실히	대응하였는가?

•	파트너가	팀을	잘	주도하는가?	팀웍은	어떠한가?

•	제안팀과	같이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가?

② 제안서 및 프레젠테이션

•	제안서와	발표	내용이	간결하고	명확한가?

•	제안요청서의	모든	요구	사항이	충분하고	적절히	다루어졌는가?

•	회사가	필요로	하는	답변이	포함되어	있는가?

•	질문에	적절히	답변하였는가?	답변하지	못하거나	우려가	발생하지는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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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프로세스 운영 전략

영국은 감사인에 대한 입찰을 10년마다 진행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감사인 선임 프

로세스를 3년마다 진행하여야 하므로 보다 간소하게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

단된다. 제안 프로세스는 크게 제안요청서 발송, 제안서 평가, 감사인 선정의 3단계로 

구분된다.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업무 방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표 4. 제안 프로세스 진행 방식

대안 1.	 제안요청서	발송	→	제안서	접수	→	프레젠테이션	→	감사인	선정

대안 2.	제안요청서	발송	→	제안서	접수	→	회계법인과의	개별	회의	→	감사인	선정

대안 3.		제안요청서	발송	→	회계법인과의	개별	회의	→	제안서	접수	→	감사인	선정

제안요청서 발송 이후 8주간 선임 프로세스를 진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일정표 예

시는 다음과 같다. 제안요청서 발송 전이나 후에 회계법인이 프로세스에 참여할지 

여부를 질문하여 회사가 예상한 후보 법인 수(일반적으로 3곳)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 확인한다.

표 5. 감사인 선임 프로세스 일정표 예시

　
사전
준비

선임 프로세스 진행 후속
조치1주 2~5주 6~7주 8주

Planning

의사결정	구조	확정 　 　 　 　 　

독립성	이슈	확인 　 　 　 　 　

감사인	평가기준	결정 　 　 　 　 　

후보법인	선정	및	조사 　 　 　 　 　

제안요청서	준비 　 　 　 　 　

Execution

제안요청서	발송 　 　 　 　 　

제안서	접수 　 　 　 　 　

프레젠테이션	또는	회계법인과의	개별	회의

감사인	선정 　 　 　 　 　

Follow up

최종	결정사항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	회계법인,	회사	내부,	주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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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안요청서에는 회사의 감사인 선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항목이 모

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data room을 활용하기보다는 제안요청서

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일 것이므로, 업무범위에 영향을 주는 

회사의 정보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표 6. 제안요청서에 포함될 항목 예시

1. 회사의 정보 및 업무범위

•	감사대상회사

•	감사대상기간

•	업무범위

-	 [별도/연결]재무제표에	대한	[K-IFRS/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른	회계감사

-	 [별도/연결]재무제표에	대한	[K-IFRS/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른	[분기/반기]	

회계검토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

•	산출물

-	 별도	및	연결	감사보고서[국문/영문]

-	 [분기/반기]	별도	및	연결	검토보고서[국문/영문]

2. 프로세스 진행 절차

•	프로세스	진행	일정	및	방식

•	제안서	접수	방법

•	제안서	담당자	연락처

•	제안서	평가기준

3. 제안서 요청사항

•	제안법인	개요

-	 회사	현황	및	연혁

-	 재무정보(자산,	자본,	매출액	등)

-	 조직	및	인원	현황

-	 감리결과	및	소송	현황

•	감사	및	비감사	서비스	실적

•	품질관리제도

-	 품질관리	관련	정책	및	절차

-	 독립성	유지를	위한	정책	및	절차

•	감사방법론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방법론

-	 주요	거래	및	계정,	그룹감사	등에	대한	감사절차

-	 회계법인의	차별화된	감사기법	및	Tool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	절차

-	 감사위원회	등과의	커뮤니케이션	절차

•	감사팀의	구성

-	 감사팀	운영	및	전문성	유지	방안

-	 참여인력에	대한	정보

-	 감사	수행	및	보고	일정

•	예상	투입시간	및	제안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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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회의 일정

감사위원회는 먼저 연간 회의 일정을 정해야 한다. 감사

위원들이 각자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회의 일자보다 

1년 전에 미리 회의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 좋다. 

사전에 일정을 계획하면 감사위원회가 1년 동안 수행할 

모든 책무를 확인하기가 용이하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감

사위원회 규정에는 부의 사항이 기술되어 있어 필수 안건

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참고할 수 있다. 일정표에는 감사위

원회의 역할을 좌측 아래쪽에 차례로 기술하고 예상 회

의 일자를 우측 상단에 기술한다. 그렇게 하면 회의 주제

가 시기적으로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회사의 주요 보고서(예를 들어,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

서)가 감독당국에 제출되는 시기가 있는 경우 회의 일정

은 그에 맞추어 먼저 정하고, 다른 회의 일정은 업무 부담

을 고려하여 나머지 기간에 균형 있게 배치한다. 또한 교

육과 같이 사전에 예상할 수 있는 활동은 계획된 일정에 

통합할 수도 있다. 

가장 생산적인 회의는 감사위원뿐만 아니라 경영진, 외부감사인 등 회의의 모든 

참석 인원들이 주제와 관련하여 진솔하게 논의할 때 가능하다. 감사위원회는 복

잡하고 다양한 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보상위원회나 선임위원회와 같은 다른 주

요 소위원회보다 감사위원회가 회의를 더 자주 개최하고 회의 시간이 긴 것은 충

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유선 회의나 다른 오프라인 형태의 커뮤니케이션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지만, 대면회의는 감사위원회가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여전

히 주요한 방식이다. 감사위원회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회의에 대한 계

획, 구성 및 실행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성공적인 감사위원회 회의

의 주요 속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I. 회의 일정

II. 회의 빈도와 회의 시간 

III. 회의 안건

IV. 회의자료

V. 회의 참석자

VI. 비공식 회의(Private sessions)

VII.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역할

VIII. 회의의 기술(Meeting dynamics)

IX. 회의록

X. 이사회에 대한 보고 

표 1은 일정 계획표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러한 일

정표는 개별 회의의 안건을 작성하는 기초로도 활용될 

수 있다. 

표 1. 일정 계획표 예시

구분 업무주기 1/25 2/10 2/25 4/25 5/25 7/25

중간재무제표
결산검토

분기별 ◦ ◦

연간재무제표
결산검토

연간 ◦

내부회계	검토 반기 ◦

외부감사인과의	
미팅

필요시
(최소분기별)

◦ ◦ ◦

임원	선임 필요시 ◦

내부감사
업무	협의

분기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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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회의 빈도와 회의 시간

감사위원회 회의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길게 진행되어

야 할까? 감사위원회는 최소 분기별로 대면회의를 하고 필

요시 추가적으로 대면회의나 유선 회의를 소집한다. 회사

의 위기를 해결하거나 교육을 목적으로 추가 회의가 소집

되기도 한다.

직접 만나는 회의에서는 유선 회의보다 긴 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복잡한 영역에 대

한 세부적인 분석이 가능하고, 경영진 및 외부감사인과도 

의견을 교류할 수 있다. 대면회의는 보통 2시간 내외로 이

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유선 회의는 일반적으로 그보다 

짧게 소요된다.

표준 또는 최소 회의 시간을 설정하기에는 너무 많은 변

수가 존재한다. 그보다는 안건을 효과적으로 논의할 수 있

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한 척도는 

감사위원들이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과도한 부담 없

이 중요한 회의 주제를 충분하고 적절하게 논의하였다고 

평가하는지 여부이다.

감사위원들이 중요한 문제를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확보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감사위원회 회의를 이사회 회의와 

같은 날에 개최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그로 인해 이슈를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제약되어서는 안 된다.

회의가 길어지면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특히 감

사위원회의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회의의 효율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감사위원들은 사전에 회의 자료

를 검토하고, 형식적인 프레젠테이션에 할애되는 회의 시

간을 제한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수동적으로 경청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이슈를 논의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다.

III. 회의 안건

감사위원들은 회의 전에 회의자료와 함께 세부적인 서

면 안건을 수령하여야 한다. 안건은 감사위원회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

정표는 각 회의의 안건을 개발하는 출발점으로 이용될 

수 있다.

먼저 경영진이 감사위원회 위원장을 위해 회의 안건 초

안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업무는 주로 내부

감사임원이나 재무담당임원이 담당한다. 필요에 따라 위

원장은 회의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경영진 및 외부감사인

과 유선 회의를 할 수도 있다. 위원장은 안건이 배부되기 

전에 모든 적절한 이슈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

을 수행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감사위원들이 회의 안건을 제

안할 수 있도록 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현재 회의자료에 차

기 회의 안건의 초안을 포함하여 다른 감사위원들이 안건 

선정에 참여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로써 차후에 회의 주

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각 주제에 할당된 예상 토의 시간을 안건에 포함할 수도 

있다. 예상시간이 정해진 안건은 여러 장점이 있다. 경영진

과 외부감사인은 논의를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고, 위원장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진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물론 복잡한 이슈를 논의하는 경우에는 제안

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정 주제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

면 위원장은 이를 다음 회의로 연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감사위원회가 수령한 회의자료는 조언을 얻기 위해 제공

되었거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것일 수 있다. 또는 정

보 전달을 목적으로 송부되었을 수도 있다. 안건이 회의자

료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해당 안건에 대해 감사위원

회가 수행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면 감사위원들이 회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IV. 회의자료

회의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위원들은 적

어도 회의 1주일 전에 회의자료를 수령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감사위원들은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회의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

Interview insights

감사위원회는 회의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송된, 

명확하고 간결하며 잘 정리된 자료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촉박하게 전달된 자료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	감사위원회	위원장

일반적으로 회의자료는 경영진에 의해 작성, 배포되며, 

종종 CFO, 내부감사임원, 외부감사인의 보고자료가 포함

되기도 한다. 감사위원들이 회사의 이슈와 동향을 잘 파

악하고 결과에 대해 보다 명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회

의 기간이 아니더라도 추가 정보(회사나 업계 관련 이슈 

등)를 제공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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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 회의자료는 감사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정보

를 제공하면서 불필요한 세부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적절

한 균형을 이룬 자료이다. 회의자료에 포함된 각 보고서의 

첫 부분에 핵심요약내용(executive summary)을 포함하

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내용을 요약 정리함으로써 경영진

이나 외부감사인은 어떤 것을 논의할지 분석할 수 있고 감

사위원회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신중하게 고민할 수 있

다. 핵심요약내용은 감사위원에게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보고서에 포함된 중요한 최

종 메시지가 무엇인지 감사위원이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되어야 한다. 보고서의 나머지 부분은 보다 확장된 이해

를 제공하게 된다. 부록을 잘 활용하면 회의 자료가 간결

해져 회의 시간 단축에도 도움이 된다.

위원회는 프레젠테이션 형식의 보고서를 포함한 회의자

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프레젠테이션 장표 중 일부는 단

순히 몇 개의 단어만 나열하여 실제로는 논의 포인트로

만 사용된다. 감사위원회는 그러한 보고서를 제외시키거

나 장표 내용을 보충하여 자료의 유용성을 높여줄 것을 

경영진에게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 사안에 대한 예

외사항 보고서나 그래픽을 활용한 보고 등도 회의자료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Interview insights

추세 분석이나 그래프를 포함한 자료는 항상 

유용합니다.

-	감사위원회	위원장

V. 회의 참석자

공식적인 감사위원회 회의에는 일반적으로 CFO, 내부

감사임원, 재무보고임원, 외부감사인이 참석한다. 경영진

은 재무보고절차에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경영진의 능동

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CEO와 법률 고문도 회의에 참석

할 수 있다. 준법감시인, 리스크관리임원, 세무담당임원이

나 사업부문장 등도 회의의 특정 안건에서 그들의 전문성

이 필요하다면 회의에 참석할 수 있을 것이다. 경험이 많

은 위원장은 CEO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회의가 진

행되는 동안 “대기 상태”에 있을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

회의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민감한 이슈에 대한 솔직

한 토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는 회의 주제

를 논의하는 데 필요한 인원들로 참석자를 제한하여야 한

다. 경험적으로 소그룹회의가 이슈의 핵심을 파악하고 효

과적으로 다루는 데 더 적합하다.

경영진 중 여러 명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장점은 감사

위원회가 회의 중간에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점도 있다. 경영진과 관리자의 수

가 감사위원보다 너무 많으면 감사위원들은 질문하기를 

꺼릴 수 있다. 또한 회사 담당자도 상사나 동료가 참석한 

자리에서 솔직한 답변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 경영진은 

감사위원회가 신중한 논의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의도적이

든 아니든 간에 민감한 이슈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

는지 주시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을 제외하고 감사위원회는 보통 다른 외부 관

계자를 정기적으로 회의에 초청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어

떤 경우에는 연금이나 계리 전문가 또는 감사위원회의 요

청으로 특정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 등과 같은 전

문가의 의견이 필요하기도 하다.

한편, 감사위원회 회의에 이사들이 참석하는 경우도 있

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이사회는 이사회 회의가 감사위원

회 회의와 동시에 개최되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한다. 미국

에서는 보다 많은 이사들이 감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추세이고, 그렇지 않은 회사라도 신규 이사회 인원에게는 

감사위원회 참석을 권고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회의를 통

해 회사의 영업, 위험 및 운영 등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

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VI. 비공식 회의

감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내부감사임원, 외부감사인 및 

경영진과 별도의 비공식 회의를 가져야 한다. 비공식 회의

에서는 감사위원회나 다른 당사자들이 공개 회의에서 자

유롭게 토론하지 못했던 민감한 이슈나 주제에 대해 논의

할 수 있다. 이러한 회의를 통해 감사위원들은 외부감사인

이나 경영진의 성과평가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갖거나 위

원회의 자체 성과를 개선하는 방법을 얻기도 한다. 미국의 

감사위원회는 대면회의가 있을 때마다 비공식 회의를 갖

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회의는 안건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장은 실제로 회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비

공식 회의는 공식 회의 이후에 가지는 경우가 많으나, 일

부는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사전 미팅을 선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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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insights

비공식 회의는 즉석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계획되어야 합니다. 위원장은 비공식 회의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감사위원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	감사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가 다른 당사자(법률고문, CEO, 준법감시인 

등)와도 주기적인 비공식 회의를 갖는 것이 유용할 수 있

다. 감사위원회가 수행하는 역할의 일부로서 이들의 업무

를 감독하거나 이러한 당사자들이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

치는 정보의 원천이 된다면, 감사위원회가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러한 관리자와 비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

하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들만 참석하는 회의를 통해 

그들이 생각하는 이슈와 성과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

져야 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통해 제기된 요청사항들을 경

영진과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도록 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외부감사 관련 감사 및 감사위원

회 운영 모범사례(2015.12 금융감독원), 회계감사기준, 기

업지배구조 및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등에서 감사위원회

가 내부감사부서, 외부감사인 및 경영진과 비공식 회의 또

는 개별 커뮤니케이션을 가질 것을 권고하고 있다.

VII.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역할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한다. 위원장의 역할은 회의 이전부터 시작된

다.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회의 1~2주 전에 내부감사임원, 

외부감사인 및 재무담당임원과 1회 이상 사전 미팅을 갖

는 것이 권고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위원장은 이전 이

슈의 진행 상황, 이슈 내용, 새로 발생한 사건 등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회의자료가 위원회의 요구에 맞추어 

잘 준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원장이 전체 위원회에 

전달되기 전에 미리 자료를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Interview insights

외부감사인과의 사전 미팅은 회의에서 강조할 영역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감사위원회	위원장

위원장은 회의 후에 비공식 회의에서의 요청사항을 커뮤

니케이션하거나 경영진이 어떻게 미확정 항목들을 해결할

지 논의함으로써 후속 조치에도 앞장서야 한다. 위원장은 

미확정 항목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회

의가 없는 중간기간에도 대화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때 해

당 이슈와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감사위원이 있다면 같이 

회의에 참여하거나 논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VIII. 회의의 기술

회의의 빈도, 시간, 안건, 사전 자료와 참석자를 논의함

에 있어 회의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간과하기 쉽다. 회의

는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너무 방대한 자료가 제시되거나 형식적으로 진

행되지 않도록 한다.

Interview insights

위원장은 감사위원들이 회의 시간 동안 질문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잘 

대립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감사위원회	위원장

효과적인 회의를 위한 방법 중의 하나는 가능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경영진이 우

려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사전에 위원장에게 전달되어

야 한다. 위원장이나 다른 감사위원들이 생각하는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회의 전에 경영진에게 말해야 한다. 경영진

이 자료를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회의 전에 경

영진에게 자료에 대한 질문을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

다고 해서 회의 중에 새로운 질문이 전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되도록 예상치 못한 일을 방지하는 것이 보다 생

산적인 회의를 가능하게 하고, 상호 존중의 분위기를 형성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위원장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감사위원들이 이

미 자료를 숙지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다시 설명할 필

요가 없다는 것을 발표자에게 미리 일러두는 것이다. 대

신 발표자는 맥락을 설명하고 주요 부분을 언급함으로써 

위원들이 빨리 토론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위

원장은 회의 때 발표자가 프레젠테이션하는 분량을 제한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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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위원장들이 사용하고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동의 

안건”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 하에서는 만약 질문이 

없다면 위원회는 일상적인 주제를 추가로 논의하지 않는

다. 이로써 위원회는 보다 중요한 주제에 집중할 수 있다.

Interview insights

“No surprises” 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감사위원회	위원장

경험이 많은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회의가 단순한 편집 

회의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재무제표 초안에 대한 사소하거나 문법적인 문제 또는 편

집에 대한 코멘트는 감사위원들이 직접 재무팀과 의사소

통하도록 한다.

위원장은 종종 회의를 진행하면서 섬세한 조정을 해야 

한다. 주제의 적절한 논의를 허용하고 모든 감사위원의 의

견을 존중함과 동시에 대화가 토의 중인 주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원장은 논의가 일정 시간 진행되면 일

단 중지시킴으로써 안건에 다시 집중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때 대화를 너무 빨리 중단시키면 

토론을 저해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회의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책임져야 할 일이 

많지만, 효과적인 회의는 감사위원회 위원들의 집합적인 

책임이므로 개선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IX. 회의록

회사는 감사위원회 회의의 기록을 유지 및 보관할 의무

가 있으므로 회의록의 작성은 중요하다. 회의록은 안건 및 

회의자료와 함께 위원회가 주어진 책무를 어떻게 이행하

였는지 문서화하는 방식이다. 

회의록에는 얼마나 세부적인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는

가? 회의록에는 토의된 주제, 총 회의 시간, 참석자 및 도

달한 결론이 기재되어야 한다. 잘 작성된 회의록은 이를 

통해 위원회가 이슈를 논의하거나 해결하는 프로세스, 그

러한 논의에 참여한 참석자, 위원회가 고려한 관련 정보, 

결론에 도달함에 있어 경영진과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다. 또한 어떠한 문제가 몇 년 후에 

발생했을 때 회의록은 이전에 위원회가 특정 상황에서 무

엇을 했고 어떤 것을 고려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감사위원회는 단순히 

기록만 나열된 회의록이 아니라 논의된 주제에 대한 통찰

력을 제공할 수 있는 회의록을 작성하는 방향으로 변화하

고 있다. 다시 말해 어떤 참석자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를 

그대로 기술한 회의록은 지양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회의록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

다. 회의록은 행정적인 기능이 아니라 기술(art)이다. 회의

록을 작성하는 사람은 적정 수준의 세부 내용이 포함되도

록 판단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위원회는 기록된 세

부사항이 암시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는 사내 변호사에게 

회의록 초안을 편집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감사위원

회는 회의록을 승인하기 전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회의록

에 포함된 내용이나 기술된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되는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확인된 후속 조치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을 추적하기 위해 추가 

회의를 할 수도 있고 경영진에게 통보하여 경영진의 후속 

조치를 확인할 수도 있다. 

비공식 회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공식 회의를 가졌다는 사실은 

기록되어야 한다.

X. 이사회에 대한 보고

감사위원회는 다른 이사들이 위원회가 어떻게 책무를 

이행하고 있고 어떤 이슈를 논의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 위원장은 각 회

의가 끝난 후에 이슈와 의사결정사항에 대해 이사회에 간

략히 전달한다. 

일반적으로 위원장은 어떤 정보를 얼마나 상세하게 보고

할 것인지를 재량에 의해 결정한다. 위원장은 보고되어야 

할 핵심 이슈를 검토하고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동료 감사

위원들과 비공식 회의를 갖기도 한다. 만약 대부분의 이

사가 감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경우라면 이사회에 대한 

보고는 보다 간결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감사위원회 

회의의 승인된 회의록 사본이 이사회에 제공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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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C는 매년 내부감사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연구 주제는 

기업의 혁신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내부감사 기능의 테크놀로지와 인재 활용 

기반의 구축 현황입니다. 본 연구를 위해 92개 국가에서 2,500명 이상의 이사회 

구성원, 고위 경영진 및 감사 전문가가 참여하였고, 내부감사 기능 혁신을 

돕는 구체적인 접근 방식과 모범 사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50여 명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테크놀로지 발전에서 

가장 선두그룹에 있는 내부감사 기능의 경우 테크놀로지와 인재 모델을 함께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기업은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인재가 기본이 되는 내부감사 조직을 만들기 위해 역량을 융합하고,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 호에 이어 PwC의 ‘2018 State of the Internal Audit 

Profession Study’을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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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추출의 자체 서비스

Evolver 그룹의 80% 이상이 데이터

를 자체적으로 추출하고 있다. 

내부감사가 운영 및 재무 시스템에

서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추출하고 

GRC(Governance, Risk, and Com-

pliance) 시스템, 광학문자인식(OCR: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툴 

등을 사용하는 능력은 필요한 데이터 

추출을 독립적일 뿐 아니라 효율적으

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내부감사 팀이 회사의 ERP 시스템 

교육을 수강하도록 하는 것이 시작점

이 될 수 있다. ERP 시스템의 작동 방

식에 대한 이해와 직접 데이터를 추출

할 수 있는 능력은 통찰력을 이끌어 

내고 감사 업무의 효과를 높일 수 있

다. 우리가 인터뷰한 회사 중 하나는 

내부감사가 데이터 추출을 100% 스

스로 수행하며, 이는 회사의 ERP 시

스템과 GRC 시스템에 정통한 팀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현

재 이 회사는 추가적으로 데이터 분

석 전문가를 고용하여 활용하고 있다. 

구조화되지 않거나 반구조화된 데

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광학 문자 인

식(OCR)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효율

성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주목할 만

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송장, 재고, 

계약서 검토와 같은 영역에서 광학 인

식 도구와 지능형 로봇을 사용해 조

서(Testing worksheet)를 작성함으로

써 반복적인 테스트를 감소시킬 수 

있다. 

데이터 추출 툴을 사용하는 데 앞

선 테크놀로지를 가진 내부감사는 조

직 내에서 그들이 보유한 인재 덕분에 

더 높은 평가를 받는다. 데이터 추출

에 능숙한 그룹의 70%는 인재를 확보

하고, 교육하고 적절하게 배치하는 부

분에서 뛰어난 반면, 기본적인 데이터 

추출 능력을 보유한 그룹의 1/3가량

만이 그렇게 평가된다. 

“컴퓨터와 알고리즘을 위한 프로그래밍 능력 등 미래 역량에 투자하는데 있어  

테크놀로지/툴의 가격표는 더 이상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RPA와 같은 기술도입은  

큰 규모의 투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Rolf Spjelkavik, Chief Audit Executive, Sandvik AB, Swe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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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olver 그룹은 데이터 분석과 

모니터링을 발전시키고 있다

데이터 분석은 수십 년간 내부감사

인들 사이의 논의 주제였으나, 도입 속

도는 비교적 느린 편이었다. 조직이 테

크놀로지 변곡점을 넘어서면서, 내부

감사 역시 분석 및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을 운영의 중심에 두어야 할 필요

성을 점차 인식하고 있으나, 이를 이

루기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 테크놀로

지를 기존처럼 부가적인 요소로 사용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성격을 근

본적으로 바꾸는 혁신적인 방향으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혁신적인 방향

으로 나아가고 있는 Evolver 그룹조

차, 전체 감사 프로세스에 데이터 분

석 테크놀로지를 완전히 결합하지는 

못했으며(Figure 8) 많은 조직이 데이

터 분석 테크놀로지 도입에 있어 인

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

술력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44%는 미

래의 내부감사 요구를 충족하기 위

해 가장 많은 투자나 개선이 필요한 

테크놀로지로 데이터 분석을 꼽는다. 

Evolver 그룹은 상대적으로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리스크에 초점

을 맞추고 새로운 리스크에 적합한 감

사를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높게 평

가되고 있다. 현재의 데이터 분석 테

크놀로지가 제공하는 가치에 힘입어, 

Evolver 그룹은 예측 분석 테크놀로

지를 향해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 현

재 Evolver 그룹의 23%는 예측 리스

크 지표(Predictive risk indicators)를 

활용하고 있다.

 

Figure 8: Evolver 그룹은 데이터 분석 테크놀로지 사용에 앞서있다

분석적	테크놀로지를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비율

기본적인	감사	테스트	절차 61% 29% 15%
고급화된	테스트	절차 47% 18% 9%
감사	범위와	계획을	결정할	리스크를	파악하는	절차 27% 13% 8%
분석적	시각화(Visualization) 29% 9% 6%
전문	프로그램	또는	분석적	절차 28% 10% 4%

Evolvers Followers Observers

Source: PwC, 2018 State of the Internal Audit Profession Study, March 2018.



42    삼일회계법인 

지능형 자동화 환경으로의 전환

극소수의 내부감사 기능만이(Evolv-

er 그룹의 12%에 불과함) 새로운 테크

놀로지 활용에 앞서고 있으나, RPA의 

사용은 내부감사, 컴플라이언스 및 

ERM(전사적 리스크 관리) 부문에서 

주목받고 있다. RPA는 리스크 관리 

분야 외 다양한 비즈니스 기능의 생

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PwC는 RPA가 내부감사의 

기본 툴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장기

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규칙기

반(rule-based) 자동화 방식에서 점

차 인공지능의 활용 비율을 넓혀갈 것

으로 기대된다. 기업들이 제품과 서비

스에 지능형 자동화를 도입하게 되면

서, 내부감사는 지능형 자동화에 대

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자동화는 인원수를 줄이는 것이 아닌 가치 사슬(value chain)에서 올라가는 것을 뜻합니다. 감사인은 

기존의 반복적인 업무에 얽매이지 않게 됨으로써 비즈니스 혁신(Business Transformation) 및 새로운 

리스크(Emerging Risks) 같은 사전 대응 활동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문제를 찾아내는 사람이기 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Christine Katziff, Corporate General Auditor, Bank of America

 내부감사에 자동화 및 그 밖의 툴

을 적용하는 것은 인재들에게 긍정적

인 영향을 준다. 테크놀로지의 활용은 

내부감사를 더욱 매력적인 전문가로 

만들고, 희소 기술이나 테크놀로지 인

재 채용 시장에서 기업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일상적인 업무를 완

전 자동화 또는 부분 자동화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은 더 도전

적이고 보람적인 과제에 집중할 수 있

게 된다. 감사인은 시장의 수요가 높

은 테크놀로지를 보유하게 되고, 진화

하는 테크놀로지 환경에 대한 정보를 

팀 내에서 지속적으로 공유함으로써 

흥미로운 업무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내부감사는 회사에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될 것이

며 회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중요

한 조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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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olver 그룹은 타 그룹 대비 기술 

리스크(Technology-risk) 및 툴 활

용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Evolver 그룹은 팀 내에 선진화 기술

을 보유한 인원을 갖추고 있는 경우

가 많으며, 타 그룹 대비 기술, 운영 및 

재무적인 인재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

루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Figure 9).

Figure 9: Evolver 그룹은 인적자원 활용에 탁월하다

73% 66% 72%

Evolver	그룹의	73%가	기술	

리스크와	툴	교육에	투자한	반면,	

Follower	그룹의	48%와		

Observer	그룹의	28%만이	

동일하게	파악되었다.

	

Evolver	그룹의	66%가	기존	툴을	

활용하고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특화된	기술력을	갖춘	팀원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Follower	그룹의	34%와		

Observer	그룹의	21%만이		

동일하게	파악되었다.

Evolver	그룹의	72%는	내부감사	

조직이	적절한	비율의	기술,	운영,	

그리고	재무적	인재를	갖춘	반면,	

Follower	그룹의	51%와		

Observer	그룹의	33%만이		

동일하게	파악되었다.

Source: PwC, 2018 State of the Internal Audit Profession Study, March 2018.

Evolvers

Followers

Observers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에 도전할수록, 사람들은 더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기존 업무의 핵심은 유지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Katie Scalia, Senior Vice President Global Head of Audit, 
News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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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인가, 혁명인가? 

가능할 때 도약하라

내부감사는 산업 분야, 부서 규모, 

예산에 관계없이 테크놀로지 개발 및 

인재 양성에 앞장서야 한다. 내부감사 

기능은 테크놀로지가 수반하는 리스

크 대응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조

직 혁신의 중심이 되고, 테크놀로지 

기반 활동을 감사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 수행에 필요한 속도, 수

용력, 및 인재의 핵심은 기술력(Tech-

nology)이다. 

테크놀로지 도입의 일반적인 속도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툴이 등장하여 

기본 툴로 자리 잡는 시간은 점점 줄

어들고 있으며, 새로운 툴의 도입 속도 

또한 점점 빨라지고 있다. 테크놀로지 

도입의 가속화는 다음을 의미한다.

• 숙련된 리소스의 비용 및 가용성 

측면에서 테크놀로지 도입 장벽이 

낮아졌으며, 이에 기본 툴을 보다 

쉽게 배치할 수 있다. 

• 앞으로, 내부감사 부서가 조직의 

테크놀로지 도입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부감사가 새로운 툴을 

도입하는 속도도 빨라져야 한다.

Figure 10: 오늘의 미래는 내일의 기초가 된다

Source: PwC

도
입
	수

준

Time	to	adoption

협업	툴 데이터	툴 분석적	테크놀로지 자동화 예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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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사가 지금 당장 지능형 자동

화 툴이나 예측 도구에 숙달할 필요

는 없다. 그러나 발전을 넘어 혁명으

로 나아 갈 수 있는 테크놀로지 개발 

및 인재 양성 전략과 로드맵을 마련해

야 한다. 마치 소비자들이 테크놀로지 

세대를 건너뛰어 최신 기종을 선택하

는 것처럼, 내부감사 역시 조금씩 점

진적으로 발전하는 대신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방식을 고민한다면 테크놀

로지와 인재 개발에 중대한 진척을 이

룰 수 있다. 

데이터 추출 인재를 늘려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내부감사 조직을 

생각해 보자. 점진적인 접근법으로, 

내부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ERP 

교육에 투자하여 직원들이 스스로 데

이터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다.

반면 혁명적인 접근법의 예시는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을 제작하

는 것이다. 

“테크놀로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회사가 데이터를 활용하는 속도에 맞춰 동등한  

수준의 지식을 갖추지 않는다면 내부감사의 입지 그리고 영향력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Katie Scalia, Senior Vice President Global Head of Audit, News Corp.

로봇이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고 감

사 조서 툴에 추출된 데이터를 입력

하여 테스팅 절차를 빠르게 한다면 

어떨까?

내부감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에 초점을 맞추고 최선의 해결법을 

강구하는 것은 조직이 혁명적인 방법

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다. 내부

감사는 스태프를 교육해야 할까? 대

신 업무를 자동화하는 방법을 선택

할 수 있을까? 테크놀로지를 활용하

는 Center of Excellence(COE)의 지

원을 구할 수 있을까? 내부감사가 후

자의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이

로써 가용해진 인원에게 더 복잡하고 

도전적인 리스크를 다룰 수 있는 업무

를 어떻게 배정해야 할까?

내부감사의 목표와 목표를 성취하

기 위한 통합된 테크놀로지 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계획적인 전략은 테

크놀로지 중심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

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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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사는 최고의 전략을 갖출 수

는 있지만, 적절한 역량 없이는 전략

을 실행할 수 없다. 발전적인 단계보

다는 혁신적인 수준으로 진보하기 위

해서 인재는 중요한 변수이다. 내부

감사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는 인력을 소싱하는 방법의 전환이

다. Evolver 그룹은 컴플라이언스 팀, 

ERM 팀 등 조직 내 감독 기능을 담

당하는 다른 조직과 협업하며 인력과 

테크놀로지 투자를 공유함으로써 재

능과 예산의 장벽을 극복한다. 

Center of Excellence(COE)는 인재 

활용을 위한 또 하나의 모델이다. 내

부감사는 COE를 통해 테크놀로지와 

인재를 활용함으로써 단순노동력이 

제공하는 이상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COE는 내부감사 또는 Shared-

service 조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COE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의 예

로는 데이터의 추출 및 보고서 운용, 

다수의 시스템 간의 데이터를 엮는 리

포트 작성, 스크립트 분석 및 작성 업

무, 규칙을 기반으로 한 예외 보고 정

의 및 공지 등이 있다. COE는 내부 인

력 혹은 소싱을 통한 외부 인력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혼합

하여 구성될 수도 있다. 

코소싱(Co-sourcing)은 내부감사에 

필요한 인재 개발 및 채용 프로그램

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내부감사 기능

에 효과적이다. 실제로, 코소싱 전략

은 Evolver 그룹, Follower 그룹, Ob-

server 그룹 모두가 선호하는 전략이

며, 가장 많은 내부감사 기능들이 인

재와 테크놀로지 활용 방안으로 선택

한 전략이다. 

그러나 경영진은 그들이 추구하는 

혁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스마트한 코

소싱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내부감사 책임자(CAE)는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확실한 가치가 있는 

테크놀로지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하

고, 코소싱 인력이 비판적 사고 능력

과 분석적인 태도로 업무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내부감사 팀의 모든 구성원은 어느 

정도의 테크놀로지적 전문성을 가지

고 있어야 하며, 나아가 디자인적, 창

의적 사고력과 함께 데이터를 의미 있

는 정보로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

져야 한다. 이는 각 팀원들의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시작

되며, 이후 각 팀원들에게 교육 프로

그램과 로테이션 프로그램, 팀 경쟁 

및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정말 중요한 것은 툴(tool set)이 아닌 사고방식(mind-set)입니다.”

Ninette Caruso, SVP and Chief Audit Executive, Discover Financial Services

내부감사인에게 학점이 인정되는 사

이버 보안 수업을 수강하도록 하는 사

례도 있으며, COE를 구성하는 데에 

SQL 경험이 있는 운영 마인드를 갖

춘 감사인을 고용하거나 데이터 전문

가(Data scientist)를 고용할 수도 있

다. 이러한 사례들은 인재 양성에 대

한 혁명적인 사고가 테크놀로지 중심

의 미래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

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47

혁신은 미래를 바꾸고 광범위한 리

스크와 기회를 가져온다. 내부감사는 

혁신이 조직의 리스크 프로파일에 미

치는 영향을 충분히 이해해야 할 뿐 

아니라 혁신 자체를 받아들여야 한다. 

테크놀로지와 인재에 대한 전략을 가

속화하고 보다 혁명적인 계획을 수립

함으로써, 내부감사는 테크놀로지와 

혁신으로부터 파생되는 리스크에 대

응할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준비

는 조직 내 신뢰받는 조언자로서 내부

감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내부감사의 

연계성을 증대하도록 할 것이다.

혁신의 속도에 맞추어라

 “혁신의 속도를 고려할 때,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생각지 못한 리스크는 내일의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내부감사가 광범위한 잠재 위험을 내다보고 

감사위원회와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한 기술과  

테크놀로지로 준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Jeb Bachman, Audit Committee Chair, The Children’s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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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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