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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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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시장의 관심이 높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소 생소하였던 기업지배구조가 지배구조 보고서의 공시 의무화를 

통해 빠른 속도로 기업의 주요 현안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2019년부터 의무화되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와 관련하여,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지배구조 공시제도 및 최근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정리하고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글로벌 트렌드를 

알아본다.    

I.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의 필요성

II. 우리나라의 지배구조 공시제도: 경과 및 현황

III.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IV.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글로벌 트렌드

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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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의 후진적인 지배구조는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서 지속적으로 제기되

어 온 문제이다.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지배구조 

순위에서도 우리나라는 계속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상

황이고,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국내 상장기업 및 금융회

사를 대상으로 부여하는 지배구조 등급은 그 분포가 양

호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에 

대한 소식보다는 대기업의 오너 리스크와 같은 이슈들이 

끊이지 않았다. 

2018년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하고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우리

나라 기업의 지배구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책임투자는 지속가능 경영을 통해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ESG(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요인을 중시한다. 국내에서 ESG

를 고려한 펀드의 비중이 아직 크지 않지만, 2016년 글로

벌 기준으로 총 운용자산의 26.3%, 특히 유럽은 52.6%가 

책임투자 펀드에 투자되어 있다.1 

기업지배구조란 기업이라는 경제활동 단위를 둘러싼 여

러 이해관계자들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메커니즘이다.2 이 

메커니즘에는 주주와 경영진 및 경영을 장악한 지배주주

와 소액주주 간의 대리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장치도 

포함된다. 지배구조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상충으로 인해 기업가치가 훼손되지 않도

록 구성되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는 장기적으로 지속가

능한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투자자들이 

의사 결정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이다. 

I.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의 필요성

1 GSIA,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 2016’

2 김화진,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금융, 2009 

국내 기업 지배구조 등급(CGS, '18.7월)

* S등급에 가까울수록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이 낮음

S~A+ A~B+ B~C

9사

(1.7%)

203사

(26.3%)

533사

(69.0%)

27사

(3.5%)

D

출처: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화’ 발표자료, 2018.12

아시아 각국의 기업 지배구조 순위('18년)

1 호 주

2 홍 콩

3 싱가포르

4 말레이시아

5 대 만

6 태 국

7 인 도

8 일 본

9 한 국

10 중 국

11 필리핀

12 인도네시아

출처: ACGA (Asian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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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는 2017년 3월에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자율공시 형태로 도

입되었다. 기업이 공시하는 지배구조 보고서는 거래소가 선정한 10가지 핵심원칙에 대해 기업이 준

수 여부 및 미준수 사항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는 CoE(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작성된다. 여

기서 10가지 핵심원칙은 국내외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공통된 요소 중 투자정보로서 가치가 

있는 항목들을 선별하여 포함한 것이다. 

지배구조 보고서는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이후 2개월 내에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

(KIND)에 공시된다(예를 들어,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5월말까지). 2017년과 2018년의 제출 현황

은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연도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제출 현황 

업종 자산규모 2018년 공시 2017년 공시

금융

자산 5조원 이상3 39개사 34개사

자산 5조원 미만 1개사 5개사

소계(비중) 40개사(42.1%) 39개사(55.7%)

비금융

자산 2조원 이상 42개사 18개사

자산 2조원 미만 13개사 13개사

소계(비중) 55개사(57.9%) 31개사(44.3%)

총계(비중) 95개사(100.0%) 70개사(100.0%)

전체 KOSPI 상장사 대비 비율 12.7% 9.3%

(출처: 대신지배구조연구소 Issue Report, 2018.6.18)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저조했던 종전의 분위기에서 자율공시 방식은 한계를 보였

다. 양적인 측면에서 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한 기업이 많지 않았고, 내용의 명확성과 충분성 등 

질적인 측면에서 투자자들을 만족시키기에는 개선이 필요한 공시였다. 자율공시의 한계점을 극복

하고 지배구조 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고자 금융위원회는 2019년부터 지배구조 보고서의 공시를 의

무화하였다. 단, 기업의 작성 부담을 고려하여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을 개정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I. 우리나라의 지배구조 공시제도: 경과 및 현황 

3 자산 5조원 이상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주총회 20일 전에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해당 회사 및 관련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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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주요 개정 내용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1.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 대규모법인(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 

금융회사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로 신고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가 잘못 기재되거나 중요사항이 

미기재된 경우 거래소는 정정신고를 요구

•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4을 별표에 명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서 이관)

2. 기업지배구조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제29조제1호 및 제29조제2호의2)

• (제재대상) (1)기업지배구조 보고서가 기한 내 신고되지 

않은 경우, (2)거래소가 정정요구하였음에도 정정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제재수단) 공시불이행으로 인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1.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기재 및 신고 관련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신고서＊를 포함하여 신고 

(제7조의2제1항 등) 

* 기재사항에 거짓의 내용이나 중요사항 누락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의 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필수 기재 사항＊을 거래소가 

제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7조의2제2항)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등

• 정정공시 요구와 관련한 중요사항 미기재＊의 판단 

(제7조의2제3항)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신고서 미포함,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사항 등을 충실히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등 

2. 자율공시 관련(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와 관련한 자율공시 항목 정비＊ 

(제8조제7호의2 등)

* 자율공시 대상(대규모법인 제외) 명시 등

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대규모

법인의 판단 기준이 연결재무제표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

가 있다. 별도재무제표와 비교할 때 연결재무제표상 자산

총액이 더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제

도의 운영 성과 등을 지켜보면서, 2021년부터 전체 유가

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

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기업에 유리한 정보만 기재하거나 

미준수 사유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종전 보고

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가이드라인은 지배구조 보고서

를 처음 작성하거나 아직 익숙하지 않은 회사들에게 도

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보고서의 

체계적인 작성은 공시 내용의 명확성 및 비교가능성을 

높여 지배구조 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

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기업지배구조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다. 종전에는 허위사실 기재로 인한 불성실공시

에 해당하지 않으면 별도의 제재조치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 공시하는 경

우, 공시 항목을 잘못 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제재를 받는다. 미공시와 허위공시의 경우 즉시 불

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어 벌점이 부과되며, 기재 오류 

등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1차적으로 정정공시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제재를 받는다. 

4 별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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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에 확정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이 제공하는 지침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지배구조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별표에서 정하는 기업지배구조 핵심

원칙에 대해 CoE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0가지 핵심원칙은 주주(원칙 1,2), 이사회(원칙 3~8), 

감사기구(원칙 9,10)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된다. 

보고서의 작성기준일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며, 공시대상기간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작성기

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예를 들어, 12월말 결산

법인이 2019년 5월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작성기준일이 2018년 12월 31일, 공시대상기간이 2018년 1

월 1일 ~ 2018년 12월 31일이다.) 단, 작성기준일 이후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

는 경우에는 변동된 결과를 기준일을 명시하여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가이드라인에 별첨된 표

의 경우 항목에 따라 2개 사업연도 이상의 기간이나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의 내역에 대해 공시

를 요구하기도 하므로 각 항목별 확인이 필요하다. 

III.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그림1>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의 구조 

가이드라인은 각 핵심원칙별로 세부원칙, 세부지침 및 별첨 표 양식을 제시하고 기업지배구조 핵

심지표 준수 현황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종전에는 원칙별로 기재할 주요 항목들이 예시로만 제공

되어 추상적인 핵심원칙의 준수 여부를 기술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반면, 가이드라인은 세부원칙

과 세부지침(세부기재항목 포함)으로 공시 사항을 구조적으로 체계화하고 표 양식을 제공하여 작

성 편의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활용도를 높였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핵심원칙 및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 현황이 드러나도록 동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세부기재항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기술 방식은 ‘서술식’을 원칙으로 하되 별첨된 표를 

활용하여 작성한다.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세부기재항목 및 별첨된 표의 내용은 모두 작성해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사항 외에 핵심원칙의 준수 현황을 충분히 설명하

기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내용도 기재할 수 있다.

첨 부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필수)

별 첨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표 양식

10개 

핵심원칙

23개 세부원칙

세부지침 
(세부기재항목 포함)

• 주주: 2

• 이사회: 6

• 감사기구: 2

• 주주: 5

• 이사회: 14

• 감사기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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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보고서는 원칙을 준수하거나, 미준수한 사유

를 설명하는 CoE 방식으로 작성한다. 따라서 모든 원칙

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각 세부원

칙 중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1) 그 사

유 및 향후 계획, (2) 각 기업의 개별 사정에 비추어 준수

하지 않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 사유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것을 요구한다. 가이

드라인은 위의 (2)와 관련하여 ① 기업이 원칙을 준수하

지 않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 이유를 투자자가 이

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② 원칙

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 대신 채택한 사항이 있다면 이

것이 원칙을 준수하는 것보다 기업에 더 적절하다고 판단

한 이유를 설명할 것을 명시하였다. 기업은 고유의 지배

구조를 가지므로 모든 세부 원칙이 각 개별 기업에 적합

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핵심원칙이 모범

규준을 반영한 내용인 만큼 미준수 사항에 대해 기업만

의 타당한 사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은 투명한 기업지배구

조 확립을 위해 준수를 장려할 필요가 있는 핵심적인 지

표 15가지를 추린 것으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표

이다. 준수 여부를 O, X로 표시하고 부가적인 설명이 필

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설명을 기재한다. 보고서 이

용자는 핵심지표 준수 현황을 기초로 기업간 지배구조 

차이를 손쉽게 비교하여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참고로 2018년 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한 92개사(금융 

42개사, 비금융 55개사)가 기재한 내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면투표 실시는 23%(금융 26%, 비금융 20%), 전

자투표 실시는 35%(금융 38%, 비금융 32%)의 기업이 준

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공

시는 금융회사의 경우 1개사를 제외하고 모두 준수하였

으나, 비금융회사는 절반에 해당하는 53%만이 준수하였

다.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는 36%(금융 45%, 비금

융 29%)가 준수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다만, 아예 미기

재한 경우가 다수 존재하여 보고서 작성 관행에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5 

5 대신지배구조연구소, Issue Report, 2018.6.18

<표3>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핵심지표
준수여부

O X

주주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② 전자투표 실시*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④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이사회

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⑥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⑧ 집중투표제 채택

⑨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⑩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감사기구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⑫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전문가 존재 여부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유의사항

1) 작성 기준시점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단, * 항목은 보고서 제출일 직전 정기 주주총회 기준, ** 항목은 공시대상 기간 내에 해당내용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2) ③ 기재시 유의사항: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참여를 통한 주주총회 분산개최가 인정되는 경우 집중일 이외 개최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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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의 고유 특성에 해당하므로, 최적

인 단일의 지배구조를 제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모범규준의 형태로 지배구조 개

선을 유도한다. 모범규준 자체는 강제력이 없는 연성규범

(soft law)이지만, 준수를 권장하기 위해 공시 의무를 두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는 IMF를 계기로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가 

1999년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최초로 제정하였고, 이

후 출범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2003년과 2016년 두 차

례에 걸쳐 개정하였다. 그러나 모범규준의 준수와 관련된 

법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재무성과의 달성에 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후순위로 밀려나 있었고, 오랜 기간 동

안 기업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2017년에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기초로 지배구조 보고서의 핵심원칙이 제정

되고 2019년부터 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되면서 비로소 주

목받기 시작했다.

영국은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제도가 가장 선진적

이라는 평가를 받는 국가이다. 영국은 재무보고위원회

(Financial Reporting Council, FRC)에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The UK Corporate Code)을 제정하며, 모범규

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CoE 방식을 세계 최초로 도

입하였다. 영국은 상장규정에 따라 모든 상장기업이 사업

보고서에 모범규준의 적용 여부를 기재해야 한다. 현재 

대다수의 OECD 국가들이 영국과 유사하게 법이나 상장

규정에 CoE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규율

한다.  

일본은 2015년 6월부터 증권거래소 상장규정에서 기업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시행하여 우리나라보다 그 역사가 

짧다. 그러나 일본은 모범규준의 도입과 동시에 CoE 방

식을 채택하는 한편, 모범규준 제정, 스튜어드십코드 도

입, 회사법 개정 등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한 기간이 길지 않음

에도 상당한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

근 기업지배구조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내놓으며 개선

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특히 참고할 만

한 사례로 보인다.

IV.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글로벌 트렌드

미국의 경우 엔론의 대형 회계부정이 촉발한 사베인즈 

옥슬리법 시행을 계기로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 등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법규 정비가 이루어졌다. 동 법의 내용

은 NYSE 및 NASDAQ 상장규정 등에 반영되어 그 동

안 기업지배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미국의 상

장규정은 기업이 홈페이지와 사업보고서에 지배구조 관

련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최근에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제정과 적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세계적 추

세를 수용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모

범규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2016년 7월에 대규모 기

업과 기관투자자들이 모여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원칙

(Commonsense 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을 시

작으로 기관투자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미국은 이미 

주주행동주의가 활발하므로 기관투자자가 중심이 된 이

러한 움직임은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국가별로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OECD 주요

국은 직·간접적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규제하고 있다. 2016

년 OECD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46개 국가

(OECD 회원국 35개국 포함) 중에서 45개국이 기업지배

구조 규범을 제정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규범을 상장규정 등에 반영함

으로써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거나, 채택 여부를 CoE 

방식으로 공시하게끔 하고 있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유일

하게 아무런 실행 메커니즘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로 분

류되었다.6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도 지배구조 보고서 공

시의 의무화를 통해 실행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6 정재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모범규준의 활용과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의 개선,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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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요 국가별 기업지배구조 규제 체계7

국가 핵심 기업지배구조 규준 및 원칙
이행체계

접근방식 사업보고서 공시 규제근거 감독기관

호주 Corporate Governance Code CoE 요구 상장규정 정부

캐나다 Corporate Governance: Guide to Good Disclosure CoE 요구 법규 -

중국
The Code of Corporate Governance for Listed 

Companies in China 2002
의무 요구 법규 & 상장규정 정부 & 거래소

독일 German Corporate Governance Code CoE 요구 법규 -

홍콩
Corporate Governance Code  

(Appendix 14 of the Main Board Listing Rules)
CoE 요구 상장규정 거래소

일본 Corporate Governance Code CoE 요구 상장규정 거래소

한국 Code of Best Practices for Corporate Governance - - - -

싱가포르 Code of Corporate Governance CoE 요구 상장규정 거래소

영국 UK Corporate Governance Code CoE 요구 상장규정 정부

미국 NYSE Listed Company Manual NASDAG Listing Rules 의무 요구 법규 & 상장규정 정부 & 거래소

출처: OECD, 2017, OECD Corporate Governance Factbook

7 김진성, ‘Comply or Explain 방식 국내외 도입 현황 및 시사점’, 2018

기업지배구조는 법규 준수의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바

라볼 영역이 아니라 기업가치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로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영역이다. 요즈음 국내 기업의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으나 아직은 초기 단계이다.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의 

설립 방식부터 운영하는 사업과 속한 산업, 나아가 해당 

국가의 제도와 문화적 요인에도 영향을 받는 고유의 특

성이다. 따라서 지배구조를 단기간에 변화시키는 것은 불

가능에 가깝다. 기업지배구조 및 관련 제도가 선진적인 

다른 국가로부터 모범사례를 수용한다 하더라도, 국가, 

시장, 산업 및 기업 차원의 다양한 차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해외의 모범사례에서 출발하여 한국 기업에 적합한 모델

을 찾아가는 것은 효율적인 접근법이 될 수 있다. 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지배구조를 개선해 가는 방식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이며,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직접적인 해결책이다.    

2019년은 지배구조 보고서의 공시 의무화가 시행되는 

첫 해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금까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낮

V. 맺음말

았고, 지배구조 보고서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활

발히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작성의 어려움이 

일부 기업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기

업가치에 있어 기업지배구조가 갖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

하고, 각 기업에 적합한 지배구조에 대해 고민을 시작해

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에 자율공시된 보고서를 보면 공

시 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정보를 기재하거나, 중요한 정보

를 누락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러한 현상이 지배구조 

보고서를 작성하는 노력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배구조에 대한 기업의 인식 전환과 

관심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올해 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기

업은 관련 공시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숙지하여 양질의 보

고서를 작성하고 기한에 맞추어 공시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수단일뿐이며, 궁극적으로 기업이 초점을 두

어야 할 부분은 기업에 가장 적합한 지배구조를 갖추는 

일이다. 지배구조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성급히 지배구조 

변화를 꾀하기 보다는 긴 호흡으로 대응해 가는 것이 바

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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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별표)

구분 핵심원칙

주주

주주의 권리
①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주주의 공평한 대우

②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사회

이사회 기능
③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이사회 구성 

④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사외이사의 책임
⑤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⑥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사회 운영
⑦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사회 내 위원회
⑧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감사기구

내부감사기구

⑨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외부감사인

⑩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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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

acc.samil.com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재무보고 품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이고 실질적인 절차가 

되었다. 그렇다면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해야 하는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018년 12월 12일 

제정한 회계감사실무지침 2018-2.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이하, 실무지침)이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실무지침은 다양한 감사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 

간 커뮤니케이션 사항과 그 절차를 종합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실무를 수행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는 지배기구인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참고할 수 있도록 동 실무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이 법규 준수 차원이 아닌 

기업가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한다.

I.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 소개

II. 커뮤니케이션, 법규 준수 이상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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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지침은 외부감사인의 업무수행에 적용되는 지침이

지만, 커뮤니케이션의 상대방이 감사(위원회)이므로 감사

(위원회)도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이 제정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2018)」이나 금융감독

원이 발표한 「외부감사 관련 감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 모

범사례(2015)」도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간 커뮤니케

이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지침은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에만 초점

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실무지침은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 간의 커뮤니케이션

에 대해 다룬다. 그렇다면 감사(위원회)가 지배기구인가? 

지배기구란 기업의 전략방향 및 수탁책임과 관련된 의무

를 감시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조직을 의미하며 기업마

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재무제표 감사와 관

련한 유의적 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상대방은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이다. 감사(위원회)

의 주된 임무 중의 하나가 재무보고 절차를 감시·감독하

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감사(위원회)는 지배기구를 구성

하는 하위그룹이지만 외부감사와 관련해서는 지배기구

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1

<표1>은 커뮤니케이션 사항과 그 시기에 대한 실무지침

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인과 감사 

계약 단계부터 감사 종료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커뮤니케

이션하며, 감사 범위, 시기 등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뿐만 아니라 부정, 유의적인 발견 사항, 내부통제 미비점, 

핵심감사사항 등을 다룬다. 각 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

션 시기가 구분되어 있긴 하지만 해당 사항의 유의성과 

성격, 후속 조치의 필요성에 따라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독립성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은 <표1>에서 감

사 종료 단계에 분류하고 있지만, 감사인이 기중에 비감

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독립성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이 

수행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실시될 수 있다.2

1 단, 재무보고절차 감시 기구로서 감사(위원회)의 참여가 효과적이지 않거나 외부감사인과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적절하지 않다고 외부감사인이 

판단한 경우 상위기구인 이사회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실무지침은 비상근 감사의 경우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고 있다. 

외부감사인이 이사회와 커뮤니케이션하는 경우에도 커뮤니케이션한 내용을 감사(위원회)에 전달하여야 한다.

2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비감사서비스를 수행하기 전에 감사(위원회)와 제공 예정인 비감사업무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I.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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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감사 단계별 커뮤니케이션 사항

시기 커뮤니케이션 사항

감사 계약 단계 •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

•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

• 업무수행이사의 신원 정보와 해당 역할

감사 계획 단계 • 커뮤니케이션의 형태, 시기 및 예상되는 일반적 내용

•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의 개요

• 부정 위험과 관련하여 지배기구가 수행하는 감시 기능의 이해

•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질의

• 그룹재무제표 감사 계획

감사 수행 단계 •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 경영진이 연루된 부정 등 부정 관련 사항(*)

• 식별되었거나 의심되는 법규 위반(*)

•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식별된 사건 또는 상황

• 그룹재무제표 감사에서 발견된 유의적인 사항

• 감사보고서에 핵심감사사항이 기재되는 경우,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이라고 결정한 사항들 

또는 핵심감사사항이 없다고 결정한 내용

감사 종료 단계 • 상장기업의 경우, 독립성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는 진술(**)

• 후속사건

• 경영진에게 요청한 서면진술

• 미수정왜곡표시

• 감사의견을 변형시킬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문단이나 기타사항문단을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감사보고서에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 감사 받은 재무제표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내의 기타정보의 수정이 필요하나 경영진이  

그러한 수정을 거부하는 경우

(*) 외부감사법에서도 정하고 있는 사항 

(**) 반드시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해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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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의 형태는 커뮤니케이션할 사항에 따라 대면 회의, 서면 보고, 유선 통화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표1>에서 언급되었듯이 독립성과 내부통제의 유의적 미비점은 반드

시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하며, 그 외의 사항 중에서도 민감하고 상대적으로 중요한 사안

은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한다. 서면의 송부만으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어렵다고 판단

되는 상황인 경우, 감사인이 지배기구의 회의에 참석하여 유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설명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실무지침은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는 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 모두 재무제표 신뢰성과 외부감사의 품질에 결정적인 영

향을 줄 수 있는 항목들이다.

•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한 사항

• 고위경영진이 연루된 부정이나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초래하는 부정

• 감사 중 직면한 유의적 어려움

• 경영진과 의견 불일치가 있었던 유의적 사항

• 미수정왜곡표시

회계감사 용어 

• 그룹재무제표: 2개 이상 부문(예를 들어, 종속기업, 관계기업, 사업부, 지점 등)의 재무정보를 포함하는 재무제표

• 내부통제 미비점: 어떤 통제가 재무제표 왜곡표시를 적시에 예방 또는 발견 및 수정할 수 없도록 설계, 실행 또는 

운영되는 경우나, 필요한 통제가 누락된 경우에 내부통제 미비점이 존재함.

• 핵심감사사항: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 중에서 선택됨

[핵심감사사항 기재 시행시기]

상장사 규모 도입 시기 비 고

자산 2조원 이상 2018년 감사보고서('19년 작성)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자산 1천억원 이상 2019년 감사보고서 상근감사 의무설치

전체 상장사 2020년 감사보고서 -

 

• 후속사건: 재무제표일과 감사보고서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 및 감사보고서일 후 감사인이 알게 된 사실

• 서면진술: 특정 사항을 확인하거나 다른 감사증거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감사인에게 제공하는 문서

• 강조사항문단: 재무제표에 적절하게 표시되거나 공시되어 있지만, 이용자가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근본이 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감사인이 이러한 사항을 언급하는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문단

• 기타사항문단: 재무제표에 표시되거나 공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이용자가 감사, 감사인의 책임 또는 

감사보고서를 이해하는데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감사인이 이러한 사항을 언급하는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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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커뮤니케이션, 법규 준수 이상의 가치

법규에서 요구하는 사항 외에도 감사(위원회)가 외부감

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감독 업무에 도움을 받

을 수 있다. 외부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진행하면서 축적한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경험과 해당 회사의 사업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러한 정보를 획득하고 감독 업무에 활용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주제

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고려해 볼 수 있다. 

•	경영	및	기업	문화의	수준. 외부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며, 다양한 

지위의 임직원과 상호 작용한다. 또한, 외부감사인은 

회사와 비교 가능한 다른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지식

을 보유한다. 이를 바탕으로 외부감사인이 재무팀의 

역량, 경영진의 특성 및 최고경영진의 의지(tone at the 

top)에 대해 제공하는 피드백은 이사회 및 감사위원

회에 유용한 관점이 될 수 있다. 

•	재무제표	외의	정보	공시. 외부감사인은 감사 대상 재

무제표 외의 공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거

나, 제한된 책임만을 갖는다.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그러한 항목에 대해서도 외부감사인의 관점을 물어

볼 수 있다. 

•	비즈니스	및	산업	위험. 외부감사인은 회사가 속한 산

업의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폭 넓은 시각을 보유한다. 

그리고 동종 산업에 속한 다른 회사를 위해 수행한 

업무 경험을 토대로 회사가 직면할 수 있는 사업 위험

에 대한 통찰력을 공유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	사례. 외부감사인은 다양하고 

많은 회사의 감사위원회와 업무 관계를 맺는다. 따라

서 감사위원회는 감독 업무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

이기 위해, 회의 안건 계획, 회의 사전 준비 및 회의 

자료 등에 관해 다른 회사의 모범 사례를 외부감사인

과 논의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재무보고 품질을 

더 잘 이해하고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외

부감사인과의 필수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심도있게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주제를 논의할 

수 있다. 

• 경영진이 새로운 회계 기준서(예: 리스 기준서)를 적

용할 계획(예: 자문 회계법인의 고용)을 수립하고 대

응하는 방식 및 그 수준에 대한 이해 

• 내부감사 기능과 외부감사인 간의 협업 수준에 대한 

검토(예: 위험 평가 정보 공유)

• 외부감사인의 새로운 감사 기술 사용 계획

• 수행한 감사업무 대비 감사보수 수준과 효율성을 높

일 수 있는 기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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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하루 아침에 생긴 제도가 아니다. 기존에도 존재하였고, 가끔 

일년에 한 번 정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통제에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잘 해결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던 내부회계관리제도이다. 

그러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체적인 의미와, 어떤 절차에 따라 무슨 

내용이 평가되는지 등의 세부사항을 숙지하기는 쉽지 않았다. 본고는 

개정 외부감사법의 내용 중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변화 중 특히 감사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향후 감사위원회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해 논의한다.

I.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인한 회계환경 변화

II.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변화

III. 운영실태 평가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대응: 평가 조직과 고려사항

IV. 해외사례: 미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주요 이슈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

acc.sam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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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인한 회계환경 변화

첫째, 회계처리기준 위반시 제재 수준이 높아졌다. 회사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경

우, 회사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의 20%가 과징금으

로 부과되고, 담당 임직원, 감사(위원) 등에게는 회사 과

징금의 10%가 부과된다. 이는 과거 자본시장법에서 제시

하는 20억 한도의 과징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금액이다. 이와 더불어 금융감독원의 분식에 대한 내부

고발 포상금 최고액이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회사

의 내부신고자 보호 의무를 법에 포함하였다. 

둘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대표자가 

직접 주주총회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

해야 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 

수준이 검토에서 감사로 높아졌다. 또한, 규제 기관의 감

리 대상에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포함된다. 외부감사인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2019년부터 회사 규모별

로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규제기관의 감리는 회사 내부

회계관리제도 적용의 실무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이후에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 또는 자문

을 요구하는 것이 금지된다. 종전에는 그러한 요구를 받

아들이는 감사인만이 처벌을 받았으나, 개정된 외부감사

법은 회사에 대한 제재도 명시하였다. 이는 회사가 재무

제표 작성 과정에서 감사인의 도움이나 의견을 미리 청취

하였던 과거 관행을 차단함으로써 외부감사인이 독립성

을 유지하면서 감사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조치

이다. 특히 외부감사 전에 회사가 제출한 사전재무제표와 

감사받은 재무제표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된 내

부통제를 평가하여 그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내부회계관

리제도 의견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1

1 회계감사실무지침 2018-3. 감사 전 재무제표 확인 등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

요컨대 지금까지 사전 재무제표 작성에 어려움을 겪었

거나, 외부감사 관점에서 재무제표 수정사항이 빈번하게 

발견되었다면 충분하고 전문성을 갖춘 회계인력을 갖추

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부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면, 외부 전문가(private accountant)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회계역량은 개정 외

부감사법의 준수를 비롯하여 새로운 회계환경에 안전하

게 적응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미비점 
Indicator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 반영

최종 공시 F/S

증선위 제출 사전F/S 주석 및 F/S 
중요한 차이 원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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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변화 

1.	외부감사법령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주요 개정 사항은 운영실태 대면보고를 포

함한 대표자의 책임 강화, 외부감사인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규제기관에 의한 감리 실

시 등이다. 그 외에 개정 외부감사법령은 (1)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반영하여 운영할 세부 항목을 제

시하고,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및 평가 보고에서 대표자와 감사위원회가 확인할 사항

을 구체화하여 명시하였다.

위에서 주목할 사항은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의 예방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이다. 구체적으로 

규정 위반행위 신고제도 운영, 대표자를 포함한 관련 임직원의 교육·훈련 계획, 성과평가, 평가결

과의 활용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미 대부분의 상장기업이 이러한 사항을 반영한 규정과 지침을 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이다. 참고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발표하는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지

침 사례가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내부회계관리 규정 내부회계관리 지침

법령요구사항 반영 규정 위임 사항 및 주요 방법론

R&R의 명확한 구분 예방 및 사후조치 평가 및 보고 절차

• 내부회계관리자 자격 요건 및  

임면 절차

• 연결 관련 내부회계관리 규정 

포함(상장 지배회사)

• 부정행위 조사/보고 관련  

감사(위원회)/대표이사의 역할 및 

책임

• 회사의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성과평가 등

• 감사위원회 내부회계 평가결과를 

인사, 보수 등에 반영

• 내부회계관리 규정 위반 사항  

신고 및 징계 제도

• 규정 위반 지시 거부 시 보호제도

• 대표이사의 운영실태 점검/보고  

기준 및 절차

• 감사위원회의 평가 보고 기준 및 

절차

• 외감법 요구사항의 점검

<그림1>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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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및 평가 보고시 준수사항

항목 외감법 외감법 시행령(9조) 감독규정

대표자 

운영실태 보고
대면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포함 내용

• 운영실태점검결과

• 취약점 및 시정 조치 계획/결과

• 충분한 리뷰 및 검토 수행

점검 절차에 포함할 사항

• 내부회계 설계와 운영

• 상시적/정기적 점검체계

• 효과성 점검의 객관적 지표

• 최종의견제시 등

감사(위원회) 

운영실태 평가 보고
대면 보고

• 내부회계에 의하지 않은 회계정보의 작성과 

위조/변조/훼손/파기 금지 확인

• 대면회의 통한 운영실태 평가

•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포함 내용 

- 회계투명성에 기여 정보 

- 운영실태보고서의 오류, 누락 여부 검토 결과 

- 시정계획의 적정성

• 주주총회 1주전 이사회 대면 보고

평가 절차에 포함할 사항

• 경영진의 부당한 개입 없는지 

확인

•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실질적 

운영을 평가

• 운영실태 보고의 기준 및 절차 

준수 여부 평가

공시 사항(시행세칙)
•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 운영실태보고서, 평가보고서

• 규정과 조직 및 인력 사항

• 검토 및 감사의견

<표1>은 대표자의 운영실태보고서와 감사위원회의 평가

보고서 작성시 확인할 사항을 요약한 것이다. 대표자는 내

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철저하게 수

행하고, 유의한 미비점이 누락되지 않고 보고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수행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감사위원회는 

회사가 수행한 평가 절차가 외부감사법 등에서 요구하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실질적 운영, 평가 및 보고의 기준을 

준수하였는 지와 평가 과정이 적절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대표자는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고, 관련된 

사항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질문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운영실태보고서와 평가보고서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

과 함께 사업보고서에 첨부하여 공시해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따라 보고서에는 유의한 

미비점2과 중요한 취약점3 및 개선조치가 포함된다. 외부감

사법령이 요구하는 것은 유의한 미비점 및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다. 이는 감사위원회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감사위원회는 유의한 미비점이 대표자의 

평가보고서에 누락없이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표2>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공시 

사업보고서 첨부 서류 = 외부 공시되는 서류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당기 변경사항

운영실태보고서

감사(위원회)  

평가보고서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 의견

교육 실적 및 경력

• 외감법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첨부

• 외감법 및 모범규준에서 요구하는 

평가사항에 따른 보고서 공시 - 

유의한 미비점, 중요한 취약점 및 

개선조치 등

•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인 평가 결과 

포함

• 외부감사인의 독립적인 의견

• 회계담당자(내부회계관리자, 회계 

담당임원 및 직원) 교육 내역과 경력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은 경영진과 임직원이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정상적인 과정에서 재무제표 왜곡표시를 예방하거나 적시에 적발할 수 없을 

때 발생하며, 설계의 미비점 또는 운영의 미비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무제표 왜곡표시의 발생가능성 및 금액적 중요성에 따라 단순한 미비점, 유의한 

미비점, 중요한 취약점으로 구분된다. 

3 중요한 취약점이란 하나 또는 여러 개 미비점의 결합으로서 재무제표상 중요한 왜곡표시가 예방 또는 적발되지 못할 가능성이 낮지 않은(reasonable 

possibility) 경우를 말한다. 미국이 중요한 취약점만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유의한 미비점까지 보고해야 하는 차이가 있어 정보 

이용자들이 오해할 소지가 다소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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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또 하나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기준은 내부회계관

리제도 모범규준이다. 모범규준은 그 내용이 방대하므로 

본고는 개괄적인 내용만을 살펴본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4에서 제시하는 

선택적 준거기준이나, 국내에서 공포된 유일한 기준이다. 

동 모범규준은 COSO(The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개념체계

의 주요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제시한 것으로서 거의 모

든 국내 기업이 동 모범규준을 사용하고 있다.5 운영실태

보고서와 평가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준거기준으로 언급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내부회계관리

제도 모범규준은 COSO 개념체계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

다고 볼 수 있다. 

모범규준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개념체계(이하 ‘개념체계’)”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기

준(이하 ‘평가 및 보고기준’)”으로 구분된다. ‘개념체계’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적용

되는 것이고, ‘평가 및 보고기준’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매년 평가하고 운영실태보고서 등을 작성

하여 보고하는 과정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대표자는 ‘개념체계’와 ‘평가 및 보고기준’에 따라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설계와 운영이 적절했는지 점검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감사위원회는 이를 확인하

고 평가해야 한다.

4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는데 필요한 

지침인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제정 및 운영, 그리고 이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2005년 5월 17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내의 상설기구로 설립되었다.

5 미국의 경우 99%의 기업이 COSO 개념체계를 준거 기준으로 사용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 기준

외감법 준거 기준 준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선택적 준거 기준

평가 시 확인 사항 
(감사기준의 기반 개념)

감사기준 

(검토기준)
참고 사항 준거 기준

회 사 감사인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적용

내부회계관리제도 개념 체계

(Internal control Framework)

모범규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B)
적용 기법(D)

재무제표 및 관련 공시 재무보고 내부통제 평가

통제활동의 설계(전사수준) 감사위원회, 이사회 보고

통제활동의 설계(거래수준) 주주총회 보고

통제활동의 운영 사업보고서 공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와 운영에 관한 체계(A)
적용 기법 및 사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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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내부회계관리제도 개념체계

개념체계는 17개 원칙과 75개 중점고려사항으로 구성된

다.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모든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항목

이다. 

17개 원칙은 모든 기업이 예외없이 적용하여야 하는 필

수 항목이고, 75개 중점고려사항은 원칙을 준수하기 위

해 고려할 항목을 제시한 것으로 회사의 상황 및 경영진

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원칙이 효과적으로 지켜지지 못한 경우에는 유의

한 미비점으로 구분되어 운영실태보고서에 반영된다. 그

러므로 17개 원칙과 중점고려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회

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지침을 정립해야 한다. 

2.2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및 적용기법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문단 93~97)과 적용기법(문단 158~165)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

리제도 평가 계획과 평가 결과 검토 단계에서 각각 다음 항목을 확인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감사위원회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원칙은 다음과 같다. 

원칙 2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감독한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감독책임을 정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반영한다. 

그리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원칙 16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독립적인 평가의 수행한다. 

회사는 매년 적절한 평가 방법을 선택하여 정기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하고 감사위원회는 이를 확인한다. 

원칙 17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을 평가하고 필요한 개선활동을 적시에 수행한다. 

회사는 발견된 미비점에 대한 개선활동을 수행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며, 감사위원회는 개선활동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이는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도 반영된다.

원칙별 중점 고려사항을 반영한  

통제 설계

17가지 원칙

원칙달성을 위한  

중점 고려사항

5가지

구성요소

■ 효과적인 내부통제제도를 위한 필수 요건

■ 회사의 상황 및 경영진 및 의사회의 결정에 따라 신축적인 적용 가능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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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가 평가를 수행하기 전에 회사는 수백 개에 해당하는 내부통제의 설계와 운영 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그렇다면 감사위원회는 운영실태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은 감사위원회가 운영실태보고서를 평가할 때 경영진이 평가한 방법과 동

일한 방식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문단 95)과 적용기

법(문단 158)에서는 감사위원회가 평가계획의 적정성 검토, 운영실태보고서상 미비점의 완전성, 개

선조치의 적정성, 외부감사인의 결과와 차이점 확인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이를 독립적인 평

가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평가 시 경영진의 자료를 주로 활용하되 해당 자료나 경영진의 평가 절차가 충분하

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다. 추가 테스트를 위해서 감사위원회는 외부 전

문가를 활용하거나 내부감사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내부감사기능을 활용하는 경우, 감사위원회 

산하에 내부통제전담부서를 배치하거나 내부감사부서에서 추가 테스트를 수행한다면 평가의 객

관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운영실태 평가를 위해 독립적 조직에서 일괄적으로 추가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모범규준에 존재하지 않는다. 회사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적합한 평가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 체계

*기술된 시기는 단순 예시임

5월 기중 기말결산 +1~2주 주주총회 1주 전까지

①

②

③
④

보고서

주요 

보고 사항

감사위원회 

검토 항목

운영 및 평가 계획 

보고(내부회계전담부서)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평가 계획 보고서

• 평가 대상

• 평가 시기, 평가자 등

• 평가계획의 적정성 검토

• 당기 중요 변경 사항 

반영, 평가자의 독립성 

및 평가 방식의 적정성

• 모든 유의한 미비점과 중요한 취약점 포함 여부(회계처리 오류 포함)

• 미비점의 심각성 평가 및 개선 조치의 적정성 확인

•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 고발 사항에 대한 적절한 대응

• 외감법 요구사항 및 대표자의 운영실태 보고의 적정성 확인

• 외부감사인 communication 내용과 일치 여부

중간 평가 보고서

• 평가 계획 주요 변경 사항

• 기중 평가 절차

• 평가결과(유의한 미비점 / 중요한 취약점 및  

개선 조치 계획)

최종 평가 보고서

• 최종평가 결과

• 개선되지 않은 미비점

감사위원회 검토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평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평가(2회)

운영실태보고서 작성 주주총회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외부감사인

감사위원회 평가

이사회

대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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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운영실태 평가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대응: 평가 조직과 고려사항 

1.	감사위원회	운영실태	평가를	위한	지원조직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 감독하는 체계

를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로부터 어떤 내

용을 언제 보고받을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보고 받으면 감사위원회는 독립적인 관점에서 이

를 평가하고 운영실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며,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결정한다. 감사위원회는 운영

실태 평가 과정에 필요한 전문성과 시간을 고려하여 회

사내 어느 조직의 지원을 얼마나 받을 것인지를 회사와 

사전에 논의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도입되기 전에는 감사위원회

의 평가를 지원하는 조직을 별도로 구성하는 경우가 드

물었다. 외부감사법 등의 개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

가에 관한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앞으로는 어

떤 형태로든 이를 보조할 조직이나 담당자가 필요할 것으

로 예상된다.

<그림 2>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위한 지원 조직

내부감사팀 12

내부회계전담팀 13

회계팀, 리스크관리부 등 11

미정 7

<그림 2>는 삼일회계법인이 2018년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감사

위원회가 내부회계전담팀 등으로부터 문서화 작업을 지

원받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과 평가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부터 직속 내부감사팀에서 평가 실무를 수행한 내용 

중 일부를 감사위원회가 재검토하는 방식까지 다양하다. 

전자의 경우 감사위원회가 보고할 자료의 내용 및 형식, 

평가를 위해 확인할 사항을 사전에 세부적으로 정하여 

지원 조직이나 담당자가 충실하게 문서화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감사위원회가 평가를 위한 지원 조직을 구성한

다면, 내부감사팀과 같이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확보된 조

직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평가 절차와 방식은 

회사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감사위원회와 회사가 논의하

여 결정할 사항이다. 

2.	감사위원회	운영실태	평가시	고려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를 위해 감사위원회가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과 회사 및 감사인에게 무

슨 자료나 분석 결과를 요청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

으로 평가를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평가 및 보고 적용기

법이 정하고 있는 바를 살펴보자. (적용기법 문단 160)

• 당기 중요한 변경 사항 등을 고려한 위험평가가 적절

하고 이에 따른 평가 계획이 작성되었는지

TIP for Audit Committee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경

우, 해당 사항에 대한 통제활동의 설계를 적시에 수행하

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2019년부터 적용되는 기

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른 회계처리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서의 시행 전에 미리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수립하였을 것이다.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재무

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계약 및 자산 관리 프로세스와 해

당 거래가 처리되는 시스템 정비도 포함한다. 감사위원

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측면에서 새로운 리스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해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업무의 통제활동이 

적절하게 설계되고 운영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회사가 적용하는 회계기준뿐만 아니라, 사업, 프로세

스, 시스템 및 조직 등에서도 매년 많은 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가 이러한 변화 사항에 충분

히 대비하고 있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참석 및 회사, 외부감사인과의 충

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파악할 수 있다. 파악한 정보를 기초로 당기에 발생하는 

중요한 변경 사항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연관성이 있는

지, 그 대응이 적절한 지 등을 능동적으로 점검할 필요

가 있다.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인이나 내부감사부서 등

을 통해 변경 사항에 대한 확인을 강조하거나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 평가자의 독립성과 적격성, 평가 방식(방법, 범위, 시기)

이 적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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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유의한 미비점과 중요한 취약점이 포함되었는지

(별도로 인지한 회계처리 오류 등과 관련된 내부통제

활동의 평가가 적절한 것인지) 

TIP for Audit Committee

내부통제전담부서라고 하더라도 모든 유의한 미비점과 

중요한 취약점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

로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감사위원회가 수행할 감독

업무의 수준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감사위원

회가 놓쳐서는 안되는 항목들이 있다. 감사위원회는 외

부감사인이나 회계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회계

처리 이슈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인지하게 된 회계처

리 이슈와 관련된 내부통제가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

는 것은 핵심적인 감독 과정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대손충당금이 부분적으로 잘못 설정되었

으나 이를 적절히 수정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상황을 가

정해 보자. 이때 감사위원회는 재무제표가 수정되었으

니 ‘큰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1) 발

생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타당한지

를 검토하여야 한다. 즉, 대손충당금 설정과 관련된 내부

통제를 확인하고, 관련 내부통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손충당금이 잘못 설정된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 그

리고 (2) 향후 동일한 이슈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사의 통

제활동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이 관련 정책, 

프로세스 및 시스템 등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추가

적으로 감사위원회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도 확

인한다. 마지막으로 (3) 앞으로 관련 내용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가 시행되기 전에, 과거에 발생한 이슈를 종합

적으로 검토하고 관련된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이다.6

•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내부고발 사항의 검토 항

목을 고려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절차와 결과

가 적절한지 

TIP for Audit Committee

외부감사법도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행위 신고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위원회가 확인할 것을 요구한

다. 기업의 조직 구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부감사팀이

나 윤리경영팀 등의 별도 보고라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 운영실태 보고서상 미비점 평가, 개선 조치의 적정성 

및 이행 현황이 적절한지

•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이나 운영실태보고서상 미비점

으로 인한 성과평가 반영 계획이나 결과가 적절한지 

TIP for Audit Committee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이나 지침에는 내부회계관리

제도 평가 결과를 성과평가 등에 연계하는 계획이 포함

되어 있다. 미비점이 발생한 경우나 규정 위반 사항에 대

한 처리가 규정이나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

하다.

한편,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계획, 발견 

사항, 평가결과 등을 지속적으로 감사위원회와 커뮤니케

이션할 것이다. 외부감사인이 보고하는 내용과 회사의 운

영실태 보고 내역을 비교하거나, 필요한 경우 특정 사안

에 대한 확인을 외부감사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외부감

사인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의 효과성

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6 금융감독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철저한 대비 필요,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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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해외사례: 미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주요 이슈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가 수행되어 온 역사가 상대적으로 긴 미국의 사례를 통해, 앞으로 

수행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이슈를 예상해 보기로 한다. 

미국은 대규모 상장기업7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감사를 받도록 한다. 도입 초기

에는 부적정의견이 표명되는 비율이 높았다. 도입 5년차부터 그 비율이 5%대로 유지되었으며, 이

후 PCAOB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리가 활성화된 2013년경을 기점으로 상승하였다가 다시 

5%대로 안정되었다. 

그렇다면 어떤 원인들로 인해 부적정의견이 표명되었는지 확인해 보자.8 최초 도입 후 3년간 중요

한 취약점을 보면 감사인의 지적사항 및 기말 수정사항이 62%, 전문인력 및 교육 부족이 50%를 

차지한다. 즉, 재무제표 작성 역량이 부족하거나 왜곡표시가 발견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

요한 취약점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 취약점은 2017년의 중요한 취약점 중

16%

2004 2008 20142005 2009 20152006 20122010 20162007 20132011 2017

13%

10%

8%

6%

4% 4%
4% 4% 5%

6% 6% 7%

5%

연도별 중요한 취약점 비율 - 미국

Source: Audit Analytics

7 시가총액 75백만 달러 이상인 상장기업

8 부적정의견이 표명된 보고서에는 세부적인 사실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분석된 내용이 기술된다. 또한 하나의 기업에 다수의 중요한 취약점이 보고될 

수 있으므로 그림에서 제시하는 비율의 합계가 100%을 초과한다. 

17% 28%업무분장 등 공시관련통제

20% 28%ITGC 등 IT 관련 이슈 업무분장 등

43% 27%재무제표 재작성 ITGC 등 IT 관련 이슈

50% 56%전문인력 및 교육 부족 전문인력 및 교육 부족

62% 65%감사인 지적/기말 수정사항 감사인 지적/기말 수정사항

중요한 취약점 항목 - 최초 도입 3년 2017년 중요한 취약점 항목

Source: Audit Analy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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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동일한 항목이 지속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개선이 쉽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더구나 점점 더 복잡해지는 회계기준으로 인해 회사는 

회계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도 어려운 과제일 것이다.   

회사는 적극적으로 조기 결산 관행을 정착시키고 과거에 발생한 이슈를 철저히 분석해서 적절한 

내부통제를 설계 및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변화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다. 통제활동의 개선은 관련 프로세스, 시스템, 정책 및 조직 등의 변경을 수반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지속적인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향후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연결 범위로 확대

되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 바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변화에 착수하더라도 이르지 않다. 

미국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가 실시된 직후 재무제표 재작성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

다가 근래에는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가 실시되는 초반에 재무제표 재작성 건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미국은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겪은 후 재무제표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평가

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변화가 단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온다면,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재무제표 재작성 건수

459

2008 20142005 2009 20152006 20122010 20162007 20132011

385

225

136

85
57

74 61
78

59 58 51

Source: Audit Analytics

Reissuance Restatements
■ Restatements with Form 8-K, Item 4.02

US SoX 감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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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내부회계자문센터

삼일회계법인의 내부회계자문센터는 국내 최고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가 

그룹으로 기업의 재무보고 Risk 관리를 위해 유수의 국내외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프로젝트 경험뿐 아니라, 실질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해 

모범규준의 기반이 되는 COSO에 대한 연구 작업,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제정·개정 작업 및 감사기준 제정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대외 

강의 활동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전문지식을 널리 공유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포럼 

2018.4.12 

내부회계관리제도  

뉴스레터

선제적 이슈 해결

명확한 방향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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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s 임성재 파트너

내부회계자문센터 리더

+82 (0)2-709-6480

sung-jae.lim@pwc.com

정근영 파트너

내부회계자문센터 파트너

+82 (0)2-709-8901

keuntoung.chung@pwc.com

나국현 파트너

내부회계자문센터 파트너

+82 (0)2-3781-9119

gookhyun.na@pwc.com

이승호 파트너

내부회계자문센터 금융 전문 파트너

+82 (0)2-709-6449

seung-ho.lee@pwc.com

김성진 파트너

내부회계자문센터 금융 전문 파트너

+82 (0)2-709-6473

seong-jin.kim@pwc.com

박소영 파트너

내부회계자문센터 IT Risk 전문 파트너

+82 (0)2-709-0709

s.park@pwc.com

회계 이슈 관련

통제활동 구축 철저

과거발생이슈, 신규적용 

회계처리, 주요감리항목 

및 핵심감사항목과 연계된 

계정과목과 프로세스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활동 구축과 

철저한 적용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회계 이슈 분석

Leading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성공 요인

“경영진의 적극적인 지원”

“회계역량 강화”

내부통제 전담인력(부서)  

전문성 제고

내부회계관리제도 

Taskforce 및 전담인력을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같이 Lead하여 향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책임지고 외부감사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전문인력 양성

신속하고 적극적인  

이슈 개선 절차 수행

프로젝트 수행 기간 

중에 제시된 이슈 개선 

방안에 대한 합의, 장기 

개선 과제에 대한 단기 

대응 방안 수립, 합의에 

따른 개선작업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신속한 

개선을 통해 적시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적극적 이슈 개선

실질적인  

프로세스 개선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및 

검증 능력과 연관된 실제 

프로세스와 통제활동 

개선이 이뤄지고 동 

사항이 문서화되어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No 단순 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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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lence Series:

효과적인 이사회 평가 수행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2019년 1분기 · Vol.7

견고한 이사회 및 위원회 평가는 효과적인 이사회 감독에 매우 중요하다.1  

본고는 이사회가 연간 성과 평가를 활용하여, 변화를 이끌고 이사회의 업무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접근법을 제시한다.

1 이사회 평가는 1990년대부터 영미를 중심으로 사외이사에게 감시 유인을 부여하는 한 방안으로서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 초의 엔론, 

월드콤 등의 대형 회계부정 스캔들로 그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김수정, 우리나라 사외이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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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

acc.samil.com

이사회 및 위원회 평가는 이사회 업무 성과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잘 수행된 평가는 이사회 운영 방식과 이사들이 서로 

어떻게 협력하는지에 대한 진정한 통찰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평가는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며, 결과를 실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 평가를 부가가치가 없는 법규 준수 정도로 여기기도 

한다. 많은 이사들이 평가를 “check-the-box”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솔직해지기 어렵다고 믿는다. 미국 PwC가 수행한 「2018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에 따르면, 이사의 31%만이 이사회 평가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이사회의 중요한 우선순위로 꼽는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이사회 평가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평가를  활용하여, 이사회 구성의 부족한 점을 평가하고 경영 

감독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사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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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이사들이 평가 범위에 대해 동의하는 것이 필

수적이다.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중점 영역은 다음과 같다. 

•	이사회	구성	평가. 이사회의 구성이 중요하다. 이사회

는 회사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구성원이 보유

한 역량, 전문성 및 경험의 다양한 조합이 필요하다. 

이사회 구성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는 것은 최적의 이

사회 구성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이다. 또한 이사회 구성

을 살펴봄으로써 성과가 좋지 않은 이사에 대한 문제

를 다룰 기회를 얻고, 변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사

회의 관점을 정할 수 있다.

•	이사회	문화	정립	및	모니터링. 평가는 이사회 문화와 

활동성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열린 토론과 

반대 의견을 장려하는 문화인가? 지속적인 개선, 피드

백 및 코칭을 촉진하는 문화인가? 협업과 정보 공유를 

촉진하는 문화인가? 아니면, 토론을 독점하거나 다른 

관점을 차단하는 이사가 있는가? 

•	이사회	실무	개선. 이사회는 평가를 통해 경영진이 제

공한 자료의 질과 양을 분석하고, 지배구조를 검토하

거나 절차 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 이사의 절반 이상

(58%)이 이사회가 이전 평가에서 얻은 피드백의 결과

로 회의 안건 또는 시간 배분을 변경했다고 답하였다.2

•	이사회	승계	계획. 이사회 평가는 회사의 장기 전략에 

따른 필요 역량과 경력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하여 이사

회 승계 계획에 도움을 준다. 또한 이사회는 평가를 통

해 보다 전략적이고 능동적인 방식으로 이사회 승계에 

접근할 수 있다. 실제로 이사회의 거의 3/4(73%)이 이

사회 전체 또는 위원회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이사회

에 활기를 불어 넣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답하였다.2

I.	평가	범위 VIII.	평가	결과의	공시

II.	평가	대상 VII.	평가	후	절차

III.	평가	항목 VI.	위원회	평가

IV.	평가	주체 V.	평가	방법

별첨	1.	미국의		

이사회	평가	사례

별첨	2.	이사회		

평가표	예시

별첨	3.	우리나라의		

이사회	평가	관련	규정

2 PwC, 2018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I . 평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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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SE는 상장기업의 이사회로 하여금 “이사회 및 위원

회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

한 연례 성과 평가를 요구한다. NASDAQ은 동일한 요구

를 하지는 않지만, 다수의 NASDAQ 상장기업 이사회는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에 관련된 문제로서 자체 평가를 

실시한다. 거의 모든(98%) S&P 500 이사회는 일종의 연

례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을 공시하였다.

 평가는 다음 사항을 다룬다. 

•	전체	이사회. 이를 통해 이사회는 전반적인 성과를 평

가하고 추세를 파악하며 개선할 부분을 알아낼 수 있

다.

•	이사회	내	위원회.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방법과 위원

회 규정에 따른 업무 수행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위

원회 평가는 이사회가 감독 업무의 배분을 모니터링하

는 데 도움이 된다.(예를 들어, 이사회와 위원회 사이

에 책임이 적절히 배분되어 있는가?) 

•	개별	이사. 개별 이사 평가는 각 이사가 이사회 업무

에 공헌한 내용과 기여한 가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다. 개별 평가는 각 이사의 이사회 및 위원회 회의 참

석 여부와 회사의 사업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알고 있는

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개별 평가

는 다른 이사들의 우수한 점과 보완할 점에 대해 다

룰 수 있다. 이와 같이 개별 이사 평가는 매우 유용할 

수 있지만, S&P 500 이사회 중 37%만이 일종의 개별 

이사 평가를 수행한다고 보고하였다.

S&P 500 이사회 중 절반에 못 미치는 회사가 개별 이사 

평가를 수행

482개사 중 9개사는 위임장 보고서(proxy statement)나 지배구조 

보고서(corporate guidelines)에 이사회 평가를 언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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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이사회만 평가

9%

전체 이사회와  
개별 이사 평가

4%

33%
전체 이사회, 위원회 및 
개별 이사 평가

54%
전체 이사회와 
위원회 평가

이사회가 평가를 피드백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 평가는 개별 

이사와 전체 이사회가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일정한 주기로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이사들은 본인들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 PwC Governance Insights Center의 Paula Loop

II. 평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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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위원회 및 개별 이사 평가는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사회

가 미래에 대비하고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평가는 이사들이 더 많

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이슈를 드러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사회는 무엇을 평가해야 하는가?

이사회 또는 위원회 평가 개별 이사의 평가

• 이사회/위원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한 책임의 수행 여부

• 이사회/위원회 규모 및 구성의 적절성

• 이사회/위원회 안건 선정에 이사들이 

적절히 참여했는지 여부

• 회의 시간 배분과 회의 빈도의 충분성

• 경영진으로부터 받은 정보의 적정성 및 

적시성

• 이사들 간의 관계, 커뮤니케이션 및 토론의 

적절성, 중요한 이슈에 대한 합의 정도 등 

• 예정된 이사회 회의 외에도 충분한 

업데이트 및 정보가 제공되는지 여부

• 전반적인 이사회/위원회의 효과성

• 회의 출석률

• 준비 정도

• 회의 중 적극적인 참여

• 커뮤니케이션 및 아이디어 표현 능력

• 다른 관점을 경청하고 인정하려는 의지

• 회사와 산업에 대한 이해

• 다른 이사 및 경영진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

• 개별 이사의 장점

• 개별 이사의 개선 사항

• 이사회/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기여 수준

Source: PwC and the Institute of Internal Auditors Research Foundation, Board Effectiveness: What Works Best 2nd 
Edition.4

이사회 평가는 경영진의 지원을 받아 이사회 의장 또

는 선임 이사가 내부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

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지배구조위원회가 평가를 감독하

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고위 경영진 또는 제3자

(facilitator)가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사회 

리더십이 절차를 주도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위원회 평가

는 일반적으로 각 위원회 위원장이 실시한다.

일부 이사회는 평가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부 

자문을 활용한다. S&P 500 기업 중 16%는 매년 제3자를 

활용한다고 답했으며, 12%는 수시로 필요에 따라 제3자

를 활용한다고 답하였다. 중립적인 진행자(facilitator)는 

보다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이사들이 더 솔직하고 

개방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경험이 많

은 제3자(facilitator)여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III. 평가 항목

IV. 평가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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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이사회와 위원회 평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행

된다. 질문지나 설문 조사, 진행자가 있는 토론 및 개별 인

터뷰(이사회 의장 또는 진행자(facilitator)가 실시) 방법 

등을 혼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사회 또는 위원회와 긴

밀히 협력하는 이사회 구성원 외의 사람들로부터 피드백

을 얻을 수도 있다. 

•	질문지	및	설문	조사. 질문지는 다양한 형식으로 구성

될 수 있으며, 익명성을 보장한다. 결과는 일반적으로 

요약되어 전체 이사회에 보고된다.(별첨 2의 이사회 평

가표 예시 참조).

•	진행자(facilitator)가	있는	토론. 이사회 평가를 위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진행자가 있는 토론을 활용

한다. 토론은 일반적으로 이사회 리더십 또는 외부 진

행자가 중재한다. 토론 주제는 사전에 공유되고 이사

들은 추가할 주제를 제안할 수 있다. 

•	개별	인터뷰. 이사회는 질문지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이사회/위원회 구성원과 1:1 인터뷰를 활용한다. 면접

자는 선임 이사, 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지배구조위원

회의 위원장 또는 제3자가 될 수 있다. 면접자는 경영

진과 인터뷰할 수도 있다.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방형 질문을 사용한

다. 이사회는 주로 요약된 인터뷰 결과를 논의하며, 이때 

개별 이사에 특정된 정보는 제외한다. 경우에 따라 이사

회 리더십은 후속적으로 피드백을 공유하기 위해 각 개

별 이사와 만날 수도 있다.

동료(peer) 평가를 위한 토론 

일부 이사회는 각 이사가 이사회의 다른 이사를 

평가하도록 정한다. 이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때로는 

제3자에 의해 진행된다. 동료 평가를 통해 개별 이사가 

이사회의 문화와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이사회는 

동료 평가를 주저하기도 한다. 동료 평가가 이사회의 

활기 및 협조 가능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건설적인 방식으로 수행된다면, 동료 평가는 

개별 이사에 대해 유용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피드백 정보는 개별 이사에 대해 측정되지 않은 측면과 

업무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동료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려 중인 이사회의 경우, 새로운 이사가 추가될 때 

시행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각 평가 접근법의 장단점 

장점 단점 

질문지 또는 

전자 설문

• 편리하고 사용하기 쉽다.

• 매년 업데이트하여 변경 사항을 추적할 수 있다.

•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 단순히 “check-the-box”에 그칠 수 있다.

• 객관식의 경우 선택지가 한정적이다. 

이사회 의장·선임  

이사와 일대일 인터뷰

• 면접자는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 응답을 조사할 수 있다.

• 완료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 수행하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다.

제3자(facilitator)와  

일대일 인터뷰

• 진행자는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 응답을 조사할 수 있다.

• 제3자와 이야기할 때 더 진솔하게 답할 수 있다. 

• 완료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 비용이 증가한다.

V.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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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SE는 상장기업의 이사회가 감사위원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지배구조위원회 및 보상위원

회에 대한 연례 평가를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평가는 위원회 실무를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효

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영역을 확인하는 기회가 된다. 위원회 평가는 일반적으로 위원회 구성, 

운영 및 활동성에 초점을 둔다. 또한 평가는 전체 이사회 및 경영진과의 관계를 포괄한다. 

위원회 평가 시 고려사항 

위원회 평가 영역 고려할 질문

• 위원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부족한 역량이 있는가?

• 위원회 구성원이 회사의 사업 및 운영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 위원회는 규정에 명시된 모든 책임을 완수하고 있는가?

• 위원회 위원들이 경영진에 적절한 질문을 하고 있는가?

• 위원회 위원들이 적절한 이슈에 중점을 두고 시간을 썼는가?

• 위원회가 더욱 관여해야 할 주제가 있는가?

• 위원회는 내부 및 외부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였는가? 

• 위원회는 감독 업무에 수반되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 위원회의 일부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보다 더 많이 기여하는가? 

• 회의에서 특정 개인의 존재가 토론을 방해하는가? 

• 발표와 토론의 균형이 적절한가?

• 회의의 빈도와 시간 할당이 적절한가? 

• 비공식적 회의(private session)에 시간을 적절히 배분하였는가? 

위원회 구성 

위원회 운영 

회의 활동

VI. 위원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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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서 실질적인 효익을 얻으려면 적절한 후속 조치

가 필요하다. 이는 이사회 문화를 정립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효과적인 이사회라면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이

행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또한 이사회 리더십이 이행 계

획의 실천을 모니터링하고, 전체 이사회에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이사회 리

더십은 결과를 검토할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위원회 

회의에서 직접 설명할 수 있다. 이사회 및 위원회 승계 계

획을 개발할 때에도 평가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평가 후 절차는 누구에게 후속 절차를 맡길 것인지 이

사회가 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담당자는 평가에서 

도출된 개선 사항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계획을 개발해

야 한다. 이 계획에는 이사를 위한 교육 기회, 역량 개선 

전략 및 핵심 업무 일정표 등을 포함한다. 

회사는 이사회 평가 정보를 주주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가?

일부 이사회는 위임장 보고서(proxy statement)3에 이

사회 평가 절차의 세부사항을 공시하기도 한다. 이는 보

편화된 관행은 아니지만, 기관투자자들은 그러한 정보가 

가치 있다고 본다. 이해관계자에게 이사회 평가 절차의 

명확한 그림을 제공하고, 절차의 실효성을 신뢰하는 이

유를 설명함으로써 이사회의 투명성과 업무 성과를 위한 

회사의 노력을 보여준다. (최근 위임장 보고서 공시 사례

는 별첨 1 참조)

기관투자자 협의회(Council of Institutional Investors, 

CII)는 이사회 평가 공시의 모범 사례 목록을 만들었다. 

특히 협의회는 평가 절차에 내포된 역학에 관심이 많다. 

이는 이사회가 어떻게 부족한 역량을 식별하고 다루는지

를 포함한다. CII에 따르면, 이사회의 최근 평가에서 핵심 

결과를 살펴보고 주요 발견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 논의하는 방법이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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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을 유도하는 이사회 평가

최근 이사회 평가 결과에 대응하여 실행으로 옮겼다고 답한 

이사의 비율

Source: PwC, 2017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October 2017.

49%
2016

68%
2017

VII. 평가 후 절차 VIII. 평가 결과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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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개 수준(이사회, 위원회, 개별 이사)의 검토 

효과적인 이사회 평가 절차는 이사회, 위원회 및 개별 이사에 

해당하는 3개 수준에서 성과를 평가한다. 각 수준에 따라 평가

의 엄격성과 유연성의 정도를 달리하는 공시가 유용하다. 예를 

들어, 이사회 및 위원회 수준의 평가에는 서면 설문지처럼 공식

적인 관행이 포함될 수 있으며, 유연성을 더하기 위해 개별적인 

피드백을 수집할 수 있는 대화식 인터뷰도 진행할 수 있다.

2. 동료(peer) 평가 고려

개별 이사에 대한 평가 절차를 강화할 것인지 여부를 적어도 고

려는 했음을 공시하였다. 개별 이사 평가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 의식을 고취하고, 이사회의 역량과 구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일부 회사는 결국 평가 절차에 동료 평가를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다른 일부 회사의 경우, 평

가 절차를 강화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료 평가를 핵심 요

소로 간주하거나 채택하였다.

3. 적절한 시기와 형식 

대부분의 회사는 매년 공식 평가를 실시한다. 일부 회사는 개별 

이사와 이사회 리더십 간의 정기적인 비공식 대화와 같이 연중 

내내 이사들로부터 피드백을 얻기 위한 추가 절차를 둔다. 공식 

및 비공식적 메커니즘을 통한 평가 방식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다.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이사회는 매년 평가 시기와 

형식을 개선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관련 공시

에는 어떻게 이사회가 평가 시기를 정하고 서면 질문, 면담, 그

룹 토의 및 기타의 방법을 조화롭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설명한

다.

4. 효과적인 이사회 평가 수행

직전 평가 결과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여 취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내부적인 변화를 공시한다. 기밀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

야 하지만,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질수록 투자자들은 이사회 평

가 결과가 실행으로 옮겨진다는 데 대한 더 큰 확신을 갖게 된

다. 평가 결과가 반영된 변경 사항과 회사 전반의 전략적 목표 

간 연계를 보여주는 것이 충실한 공시이다. 또한 이사회는 이사

회의 효과를 평가하고 평가 절차를 향상시키는 과정에 주주 관

여의 역할이 있는지도 공시해야 한다.

참 고

미국의 Council of Institutional Investors’ Research and Education Fund (CII-REF)가 ‘이사회 평가 공시’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100개 이상의 미국 기업들이 작성한 위임장 보고서(proxy statement)를 검토하여 이사회 평가 절차와 공시에 

대한 모범사례를 소개하였다. 동 보고서는 이사회 평가 절차의 효과성을 높이는 7가지 특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5. 승계 계획과의 연계

투자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시 이사회 평가 결과를 활용

한다. 이사회 평가 결과에 대한 충실한 공시는 이사회 구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반영하며, 새로운 역량이나 통찰력이 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꺼이 변화를 수용할 것임을 의미한

다. 이사회 평가 절차는 개별 이사, 위원회 또는 이사회 수준에

서 솔직한 대화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평가 결과

가 현직 이사를 재선임하지 않을 것을 촉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충실한 공시는 이사회가 해당 이사의 재선임에 반대한 이

유와 새로운 이사 후보에게 바라는 역량을 포함한다. 

6. 강력한 사외이사 리더십 

평가 절차는 사외이사인 이사회 의장 또는 선임 사외이사가 중

요한 역할을 할 때 효과를 발휘한다. 많은 기업들이 공시를 통

해 선임 사외이사(또는 이와 동등한 직책)가 어떻게 정보와 통

찰력을 여러 수준에서 걸러내고 개별 이사와의 일대일 논의를 

용이하게 하는지를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이사회는 과반수의 사

외이사로 구성되므로 사외이사 리더십은 이사회 산하 위원회의 

평가와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기업지배

구조 위원회의 위원장과 구성원은 평가 과정을 구조화하고 이

를 이사 선임 결정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7. 제3자 및 기술의 신중한 사용 

기업은 이사회가 독립적인 제3자나 기술 플랫폼을 활용하여 평

가 과정을 강화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했는지 

여부를 공시해야 한다. 이러한 보충적 방법이 매년, 모든 회사에

서 잘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작은 이사회를 가진 기

업이나 고도의 기술적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산업에서는 외부

의 제3자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사

회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 평가와 관련된 문서가 발견될 가능성

에 대해서도 유념해야 한다. 그러나 독립적인 제3자나 기술 플

랫폼을 평가에 활용하는 것이 이사들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솔

직한 피드백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널리 받아들여지는 

사실이다. 

Source: CII-REF, Board Evaluation Disclosur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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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미국의 이사회 평가 공시 사례

1. Goldman Sachs

이사회 및 위원회 평가에 다음 항목을 고려하였다. 

이사 성과 이사회와 위원회 운영 이사회 성과 위원회 성과

• 개별 이사의 성과

• 선임 이사 (해당 역할)

• 각 위원회 위원장 

(해당 역할)

• 이사회 및 위원회 구성원인 이사의 역량, 

경력, 전문성 및 다양성

• 위원회 구조: 위원회 구조가 이사회 및 

위원회 성과를 향상시키는 지 여부 포함

• 회사 임직원에 대한 접근성

• 회의 실시: 솔직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분위기 

• 자료와 정보: 경영진에게 입수한 정보의 

양과 질, 교육 제공 제안

• 주주의 피드백

• 이사회의 중점 분야

• 평판에 대한 고려

• 전략 감독

• 주주 가치 고려

• 자본 계획

• 위원회 규정에 따른 

업무 수행

• 평판과 주주 가치에 

대한 고려

• 외부 전문가 활용의 

효과

• 더 많은 주의와 논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 

식별

Source: The Goldman Sachs Group, Annual Meeting of Shareholders Proxy Statement 2018.

2. Pfizer

이사회 효과성 평가

이사회는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하며 연간 자체 평가는 이사회 효과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사회와 각 위원회는 매년 성과와 효과성에 대해 엄격한 자기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절차 시작

지배구조위원회는 

연초부터 평가 절차를 

시작하고 감독한다.

평가

평가 과정에서 위원회는 다음을 포함한 몇 

가지 요소를 평가한다. 

• 다양한 위원회에 속해 있는 이사의 

독립성 및 자격

• 위원회 위원장 업무 및 구성원 교체

또한, 위원회는 전반적인 평가 절차의 

효과를 검토하고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개별 이사 평가를 절차에 통합

• 외부의 제3자에 의한 평가 수행 

위원회는 기존 절차에 대한 수정이 

필요 없으며 평가 절차를 현재 형태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평가 결과의 발표

• 이사회 평가 

결과는 후속 

이사회 회의(이사회 

구성원만 참석)에서 

발표된다.

• 각 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해당 

위원회의 후속 

회의에서 발표된다.

사후 이행

추가 고려가 필요한 

결과는 향후 이사회 및 

위원회 회의에서 적절히 

다루어진다.

Source: Pfizer, Proxy Statement for 2018 Annual Meeting of Shareholders, 2017 Financi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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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BM 

이사회 평가 절차

IBM 이사회는 이사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운영 절차가 모범 사례를 반영하는 지에 대해 지속적인 자체 평가를 통해 

확인한다. 평가는 통합적이면서 다양한 절차를 활용한다.

1

이사회는 이사회 및 위원회의 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해 매년 자체 평가를 실시한다.  

통합적인 검토에서 자체 평가는 다음에 초점을 둔다. 

• 이사회의 구성 및 성과 (이사회 규모, 역량의 구성, 이사 교체)

• 사전 회의 자료의 품질과 범위 

• 이사회의 회사 임원 및 운영에 접근 가능성 

• 이사회와 위원회의 엄격한 의사 결정 

• 이사회와 위원회의 전반적인 기능

2
각 위원회는 매년 자체 평가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 감사위원회의 평가에는 IBM의 내부감사 책임자와 위원회 

구성원과의 개인별, 일대일 인터뷰가 포함된다.

3
매년 이사회 의장과 CEO는 각 IBM 이사와 개별적인 1:1 인터뷰를 통해 이사의 성과, 이사회 역학 관계,  

이사회 및 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듣는다.

4 이사회 의장은 위의 회의에서 얻은 통찰을 선임 이사 및 전체 이사회와 공유한다.

5
후속 조치 및 실행을 필요로 하는 자체 평가 항목은 이사회, 각 위원회 및 IBM 경영진에 의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된다. 이러한 공식적인 평가는 연례로 실시되지만 이사들은 연중 지속적으로 서로의 관점, 의견 및  

제안을 공유한다.

Source: IBM, 2018 Notice of Annual Meeting & Proxy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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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배구조 검토

2017 년 이사회 의장과 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지배구조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 평가 절차가 

이사회의 전반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개별 이사의 

성과에 대해 실행 가능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절차 전반을 재검토하였다. 

2 연례 이사회 및 위원회 평가

이사회와 각 위원회는 위에 기술된 사항을 포함한 

서면 질문지를 사용하여 연례 평가를 실시한다.

3 서면 평가 요약

회사 지원부서의 장(Company Secretary)은 

질문지에 대한 이사들의 답변을 집계하고 요약한다. 

이 때 제시되는 의견과 해마다의 추세를 강조한다. 

솔직한 답변을 얻기 위해 위원회나 구성원을 

특정하지 않는다. 서면 평가에 대한 요약은 이사회 

및 위원회의 검토와 토론을 위한 정보로서 이사회 

구성원들과 공유한다. 

4 이사회 및 위원회 검토

질문지와 서면 평가 요약을 지침으로 사용하여 

이사회 의장이 이사회 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각 

위원장이 해당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검토한다. 

평가 및 요약은 전체 이사회 및 각 위원회와 공유 

및 논의된다. 

5 실행

이러한 토론의 결과로, 이사회 의장과 각 위원장은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변화를 제안한다.  

평가 절차로 인해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이사회 구성원 교체(CEO 및 테크놀로지 관련 경험이 있는 이사) 

• 이사회 및 위원회 회의 시간 연장(비공식회의를 위한 추가 시간을 확보)

• 보상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확대하여 직원의 리더십 개발 감독, 직원의 경력, 채용, 승진 및 유지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다.

Source: Nielsen Holdings PLC, 2018 Proxy Statement Annual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4. Nielsen Media Research 

이사회와 위원회 평가 

당사의 이사회는 철저하고 건설적인 평가 프로세스가 

이사회의 효과를 높이며 훌륭한 기업 지배 구조의 

필수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매년 

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지배구조위원회는 이사회 평가 

절차를 감독하여, 전체 이사회 및 각 위원회가 성과와 

기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개선을 위한 피드백을 

얻게끔 한다. 

이사회 평가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역량, 경력, 다양성 및 경험을 포함한 이사회 및 

위원회 구성

• 이사회의 주요 관심 분야 검토 및 이러한 책임을 

감독하는 효과

• 이사회 의장 및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이사 성과

• 이사회 및 위원회 정보 수요 및 제시된 자료의 질

• 이사회와 위원회가 더 집중해야 할 영역

• 이사회 일정, 안건, 안건에 배정된 시간 및 열린 

커뮤니케이션과 토론의 장려

• 위원회 구성에 대한 만족도와 새로운 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한 고려

• 경영진, 전문가 및 내·외부 자원에 대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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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이사회 평가표 예시

이름:                                         

날짜:                                         

평가 점수를 기입해 주세요. 1 = 매우 반대, 2 = 반대, 3 = 미정(모름), 4 = 동의, 5 = 매우 동의

일반사항 점수 코멘트/개선을 위한 제안

이사회는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기관이며,  

의사 결정에 대하여 주주와 기타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책임진다. 

이사회의 회의 안건은 회사의 계획과 목표를 명확하게 반영한다. 

이사회는 경영진의 기업 전략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질문한 후에 승인하였다.

이사회 구성 점수 코멘트/개선을 위한 제안

이사회 구성원은 업무에 필요한 역량 및 전문성, 경력 및 경험을 광범위하게 

보유하고 있다.

이사회는 이사 승계와 새로운 이사 선임 및 채용에 관하여 공개적이고  

지속적으로 논의한다. 

이사회 구성원은 회사의 사업, 운영 및 위험뿐만 아니라  

미래에 기업이 직면할 도전 과제와 기회를 적절하게 이해하고 있다.

이사회 리더십은 관련 문제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강력한 리더십 역량을 

보유하였지만, 이사회를 지배하지는 않는다. 

이사회 문화와 회의 활동 점수 코멘트/개선을 위한 제안

이사회는 솔직한 커뮤니케이션과 엄격한 의사 결정을 촉진하는 문화를 장려한다. 

모든 이사회 구성원은 우려나 어려움이 없이 논의에 참여하여 건설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회의의 빈도 및 시간 배분은 충분하고 적절하다. 

회의 안건 상정과 논의에서 이사회는 회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현안과 기회에 

초점을 둔다.

정보와 자료 점수 코멘트/개선을 위한 제안

회의 자료는 이사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한다.

이사회는 회의자료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사전에 입수한다.

이사회는 경영진과 외부 전문가와 충분히 접촉할 수 있다.

  



44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45

별첨 3. 우리나라의 이사회 평가 관련 규정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외부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주요 

공시대상 안건에 대한 개별 이사의 찬반 여부 등의 활동 내역을 공개할 것을 권고 

• 이사회내 위원회 규정에 위원회 성과평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포함

• 사외이사의 활동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보수 및 재선임 결정 등에 반영

• 이사회는 경영진의 경영활동 내용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를 보수에 적정하게 반영

• 이사회(보상위원회)는 사전에 마련한 객관적 기준을 근거로 이사의 경영 성과를 평가하여 이에 대한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 (원칙) 감사위원회는 독립성과 활동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 결과는 

감사위원의 보상 및 재선임 등에 활용

 -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준수 여부, 감사위원회 규정의 적절성, 업무계획, 활동내용, 이해관계자 

의사소통 등을 평가

 - 기본적으로는 위원회 수준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개별 감사위원에 

대한 평가도 수행

 - 평가 결과를 교육 및 위원 충원 시 반영 

• (평가항목) 감사위원회 평가항목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재무보고 감독, 외부감사 

감독,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업무와 이사회가 위임한 업무를 포함하며 

감사위원회 활동 전반을 포괄

 - 감사위원회의 평가항목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협의를 통해서 결정

 - 감사위원회 평가항목은 (1) 감사위원회 설립, (2) 감사위원회 운영, (3) 감사위원 전문성 개발, (4) 

재무보고 감독, (5) 외부감사 감독, (6) 내부감사 감독, (7)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감독 7가지 

평가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회사별로 운영 규정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평가 주체 및 평가 방법) 원칙적으로 감사위원회 평가는 설정한 평가항목에 따라 매년 자체적으로 

수행. 단, 대규모 상장기업의 경우 정기적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를 권고

 - 감사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 방법으로 설문조사나, 외부 전문가와의 인터뷰 그리고 감사위원회 

내의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토론 등을 활용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9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회사의 대표자, 감사(위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의 계획·성과평가·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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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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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

acc.samil.com

ESG 전략과 공시의 중요성에 관한 투자자와 기업 간 의견 차이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투자자는 신뢰할 수 있고 표준화된 정보를 

사용하여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 창출 계획을 이해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기업들, 심지어 훌륭한 ESG 전략이 있는 기업조차도 

투자자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올바른 형식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이사회는 무엇을 알아야 하며, 투자자와의 견해 

차이를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본고는 PwC’s ESG Pulse  

2019의 내용을 소개하고, 국내 ESG 공시 현황을 살펴본다. 

환경(E), 사회(S) 및 지배구조(G) 이슈

는 주주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이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장기 전략에 ESG

를 고려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주주 

관여 시 ESG 문제를 제기하거나 주주 

제안을 통하여 기업이 조치를 취하게끔 

한다. 그렇다면 ESG는 구체적으로 무

엇이며 왜 중요한가? 그리고 이사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ESG	분석

대부분 “ESG”라는 용어에서 기후 변화와 자원 부족과 같은 환경 문제를 

떠올린다. 물론 이러한 환경 이슈가 ESG의 중요한 요소이긴 하나, 이 용

어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내포한다. 기업의 노동 관행, 인력 관리, 제품 안전 

및 데이터 보안과 같은 사회적 문제와 이사회 다양성, 임원 보상 및 사업 

윤리와 같은 지배구조 문제도 다룬다. 

일부는 ESG를 겉치레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

로 ESG는 위험(risk)에 관한 것이다. 즉, ESG는 가치가 파괴되거나 창출

될 수 있는 방법에 관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최대 자산운용사인 

BlackRock의 CEO 래리 핀크(Larry Fink)는 2018년 CEO 연례 서신에서 

이 점을 지적한 바 있다. Fink는 회사가 사회적 목표를 실행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그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번영하기 위해서는 재무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방법을 보여 주어야 한다.”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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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C가 수행한 「2018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에 따르면 이사회의 약 3분의 1은 주주

(기관투자자)가 이사회의 다양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경 또는 지속가능성 문제와 같은 ESG 이

슈에 과도한 관심을 갖는다고 응답하였다. 

Directors think shareholder focus is misplaced
% of directors saying that institutional investors devote too much attention to:

Base: 696-701
Source: PwC, 2018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October 2018.

35%

29%

33%

29%

Board gender  
diversit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oard ethnic/  
racial diversity

Environmental/
sustainable issues

ESG: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ESG에 관해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질문 예시

범세계적으로 많은 기업이 제3자를 통해 

민감한 데이터를 저장한다. 사이버 위협에  

대해 얼마나 잘 방어 할 수 있는가?

대규모 산업 시설 및 설비를 보유한 기업은 

적절한 온도의 충분한 물을 필요로 한다.  

물 부족에 대비한 기업의 계획이 강건한가?

많은 소비재 기업이 노동법이 취약한 

국가에 공급 업체를 두고 있다. 인권 침해를 

예방하면서도 소비자 요구를 충족하는 

안정적인 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대규모 기업은 다양한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위 임원진과 이사회는 고객의 

요구를 이해하고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배경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그러나 투자자들이 ESG에 관한 물음을 제기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산업, 법규 및 

사회적 위험을 고려한, 보다 광범위한 위험 관리 관행을 갖춘 기업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과 

창출과 주주 가치 증대를 위한 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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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에	대한	기대	차이

ESG에 관해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주된 어려움은 

이에 대한 기업과 투자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격차이다. 

많은 투자자들이 기업들을 비교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ESG에 대한 표준화된 정보를 원한다. 그러나 어떤 주주

에게 중요한 정보 유형이 다른 주주에게는 중요하지 않

을 수 있다. 같은 투자회사 내에서도 각 정보가 우선 순

위를 다툰다. 예를 들어, 포트폴리오 관리자는 연간 목표 

이익을 달성하는 회사의 능력을 강조하는 반면, 스튜어드

십 코드 담당자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을 

염두에 두고 ESG 요소에 집중할 수 있다. 

기업도 ESG 업무에 대해 고심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

가 ESG에 관해 질문을 하는 경우 지속가능성이나 사회

적 책임을 담당하는 부서에 맡길 수 있다. 이들 부서의 

업무는 광범위하므로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사회 봉사 활

동이나 사무실의 재활용 정책, 지역 사회 고용 창출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투자자가 ESG 위험에 대한 회사

의 노력을 평가할 때 관심을 갖는 사항이 아니다. 또한, 

에너지 집중 산업에서의 탄소 사용, 직원 이직률, 원재료 

사용의 효율성 등 장기적인 위험 관리와 연계된 지속가

능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더라도 이들 부서는 대부

분 기업의 핵심적인 의사결정에서 당사자가 아니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회사의 전략 개발, 자산 배분, 위험 평

가, 재무보고, IR 등의 부서에 속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업의 ESG에 대한 통합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거나 기업의 전반적인 전략에 ESG 위험 및 위험 완

화 전략을 완전하게 포함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몇몇 단체에서 ESG 관련 보고 표준을 제안하였다. 

이 분야의 선두 주자 중 하나는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ASB)이다. SASB는 “공개기업이 투자

자에게 재무적으로 중요한 ESG 정보를, 비용 측면에서 효율

적이고 의사 결정에 유용한 형식으로 공시할 수 있게 지원하

는” 산업별 표준을 개발하였다. 77개의 산업별 표준은 이해

관계자의 피드백을 얻는 6년의 과정을 거쳐 2018년 11월에 

발표되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러한 표준을 선호하지만 기업은 주의를 

요한다. ESG 관련 위험을 “재무적으로 중요한”이라고 표현

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또한 이러한 위험에 

대해 강건하고 엄격한 평가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보고 기준은 ‘전부를 채택하거나 아예 채택하지 않

거나’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이 산업별 표준이 권장하는 모든 

측정 항목을 공시할 필요는 없다. 기업은 재무적으로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직접 판단하고 SASB(또는 다른 단체)가 제

안한 기준에서 관련성 있는 항목만을 선택할 수 있다. 

기업의 전반적인 위험 평가 관점에서 ESG 관련 위험을 고

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ESG 관련 위험을 식별하고 

투자자가 선호하는 공시 형식을 결정하는 데 ESG 관련 보

고 표준을 활용할 수 있다.

ESG 보고의 자산화

Corporates

Inves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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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관여	

ESG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기업은 중요한 ESG 관

련 위험과 기회를 파악하여 이를 장기적인 가치 창출 전

략에 포함할 수 있다. 미래 지향적인 조직은 ESG에 관

련된 가치, 목표 및 측정 지표를 사업 전략에 통합하여 

ESG 위험을 완화한다. ESG 이슈가 현재와 미래의 사업 

모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ESG 위험을 충분히 고

려하기 위해 기업위험관리(Enterprise Risk Management, 

ERM)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ERM 프로그램은 비

용을 절감하고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노력은 별도의 기능과 보고에 갇힌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의 전략 및 목적에 부합되고 이들

과 결합되어 일선에 나타난다. 

ESG에 있어 선두 기업은 어떤 모습일까? 예를 들어, 물류 

회사를 예로 들어보자. 운송 및 배달은 탄소 집약적이며 노

동 집약적이다. 전통적인 에너지 형태에만 의존한다면, 회사

는 비효율로 인해 사업을 접어야 하거나, 유가 상승 시 원가 

급등에 직면할 수 있다. 또한, 탄소 공해 유발 기업으로 지목

되어 소비자의 부정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ESG 위험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업 위

험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기업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전기 자동차에 투자하거나 대체 연료를 이용할 수 있

다. 재생 에너지의 사용이 더욱 편리해지고 비용 효율성이 

향상되고 있으므로, 석유 자원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기 위

한 대응이다. 

한편, 노동 집약적인 특성으로 인해 이 기업은 인력 부족

이나 파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직원은 운전자 사고로 

인한 부상과 같은 추가적인 위험에 직면한다. 따라서 회사는 

무인 자동차 기술 개발, 드론 배달 기술 및 차량의 충돌 완

화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 신기술에 투자할 수 있다. 이러

한 투자는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배송으로 성과를 발휘한

다. 

ESG에 관련된 위험과 기회

이사회는 ESG에 관한 주주와의 커뮤니케이션 수준에

서 해당 기업이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

다. ESG 전략을 ERM 프로그램에 완전히 녹여서 식별, 

통합 및 커뮤니케이션하는 선두 주자인가? 식별에 있어

서는 중간 정도에 위치하지만, 커뮤니케이션에는 취약한

가? 아니면, ESG 문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식별조차도 

부족한가? 

세 번째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이사회의 강력한 관심

이 ESG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의와 조치를 촉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사업에 영

향을 미치는 ESG 요소를 이사회가 파악하는 데 있어 사

각지대가 존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거의 모든 회사가 

미래의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지만, 이사회의 39 %는 사

업 전략에 기후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PwC, 2018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또한 

노동력을 보유한 모든 회사가 소득 불평등 문제를 인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38 %가 이러한 문제는 

회사 전략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이사회 시간을 할당함으로써 모든 이사 

및 경영진이 해당 주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다. 이사회는 경영진이 단기, 중기 및 장기 전략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환경 및 사회적 경향을 파악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갖추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정기

적으로 현황을 보고받아야 한다. 

이미 ESG 위험 및 기회 파악에 능숙한 기업의 경우, 이

사회는 ESG 관련 공시를 지원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회사가 모든 일을 제대로 수행하더라도 주주

와 충분히 소통하지 않는다면 투자자는 기업의 ESG에 

대해 모를 수 밖에 없다.

The ESG evolution has three stages

Laggards Middle tier Front run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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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커뮤니케이션은 회사가 발행하는 보고서를 통해 

일부 수행된다. 회사는 공시용으로 제출한 문서와 홈페이

지에서 제공하는 다른 보고서를 사용하여 ESG 영역에

서의 업무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지속가

능성 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 또는 기업 책임 보고

서(corporate responsibility report)를 게시하는 것만으로

는 충분치 않다. 이러한 개별 보고서가 유용한 정보를 제

공하더라도 홈페이지 내에서 눈에 띄지 않을 수 있기 때

문이다. ESG 위험 및 기회가 전반적인 사업 전략에 반영

되는 방식을 비롯한 실질적인 ESG관련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업은 개별 보고서 내용들을 공시되는 정보에 

통합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들은 회사의 전략을 이해하고, 포트폴리오 구성

이나 의결권 행사 등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해, ESG 공

시 정보를 점점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사회는 ESG 정

보 제공을 지원하는 공시 관련 통제 및 절차를 이해해야 

한다. ESG 공시는 역사적으로 다른 이해 관계자(예를 들

어, 시민단체)에 초점을 맞추어 왔고, 기업은 이를 위한 

공시 체계와 절차를 구축해 놓지 않은 경우가 많았었다.

직접적인 주주 관여는 종종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최근 들어 투자자와 회사 간 직접적인 관여는 주류가 되

어 가고 있다. 직접적인 관여는 사업 전략, 임원 보상 및 

이사회 거버넌스 문제가 주요 주제였지만, 투자자들은 위

험 감독에 더욱 집중해 가고 있다. 위험 감독에는 ESG에 

대한 논의도 자주 포함된다. 투자자들은 ESG가 위험 감

독 프로그램에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회사의 장기적으

로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 계획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등

을 알고 싶어한다. 

투자자가 회사의 경영 전략에 대해 경영진이나 IR 부

서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

신 이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직접 감독 역할에 대해 듣

고 싶어 한다. PwC의 2018 Annual Corporate Directors 

Survey 에 따르면 이사 중 거의 절반이 CEO가 아닌 이사

회 구성원이 지난 해 주주들과 직접 의견을 나눴다고 답

하였다. 그러한 관여 활동의 일부로 이사들은 ESG 사안

에 초점을 두고 회사의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가치 창

출 전략을 알리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사들은 회사가 무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신속히 파악하고 업무의 “방법”과 “이유”를 명확하게 표

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ESG가 어떻게 회사가 직면

한 위험을 알릴 수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 

• 어떤 위험이 ESG와 직접 관련이 있으며 ESG 요소를 

포함하는가? 

•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가? 

• 더불어 회사가 관련된 기회를 식별하는 방법을 

이사들이 아는 것도 중요하다. 

• 회사는 어떻게 변화에서 가능성을 찾고 있으며, 

그러한 기회를 어떻게 극대화하는가? 

이와 같은 내용을 숙지함으로써 이사들은 회사가 ESG 

기회를 활용하고, ESG 위험을 파악하여 전체 ERM 프로

그램에 포함하게끔 하며, 회사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주

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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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에 있어 회사의 현재 위치와 향후 계획에 대해 경영진에게 할 수 있는 질문:

1. ERM 프로그램에 ESG 위험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가? 사업이 직면하는 주요 ESG 위험은 

무엇인가? 회사는 그러한 위험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단·중·장기적 관점에서 ESG 위

험은 어떻게 진화하는가?

2. ESG는 장기적인 전략에 통합되었는가? 사업에 혁신을 도모하고, 효과적으로 가치를 더

하거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ESG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ESG 위험은 별도로 관리하는

가, 아니면 기업의 전반적인 전략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는가? 회사의 경쟁 업체들이 하고 

있는 일을 주시하고 있는가? 

3.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회사의 가치에 관해 대화를 원할 때, 지속가능성 또

는 기업 책임 부서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가? 기업 책임 또는 지속가능경영 책임자가 회

사의 ESG에 관한 노력을 감독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재무, IR 및 위험관리 부서와 긴밀

히 협력하고 있는가? 다른 부서의 구성원은 회사의 ESG에 관한 노력을 충분히 알고 있는

가, 아니면 전혀 알지 못하는가? 

4. ESG 전략과 위험을 감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가? 이사회가 이러한 위험

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올바른 측정 정보를 얻고 있는가? 

5. ESG 측정 정보를 평가·보고하기 위한 기준(개념 체계)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였는가? 

SASB 개념 체계 또는 다른 사용 가능한 모형을 검토하였는가? 

6. 투자자의 기대를 고려하여 ESG 공시의 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는가? 어떻게 ESG 공시를 

개선하고 이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가? 다른 기업들을 어떻게 벤치마킹하는가? 

7. ESG 전략을 투자자와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있는가? ESG 관련 주요 위험 및 기회를 별

도의 보고서에 단순하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폭 넓은 주주 공시에 포함하였는가? 

어떻게 ESG가 회사 전략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투자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였는

가? 주주와 만나는 이사들은 그러한 질문에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보론] 우리나라의 ESG 공시

지속가능경영이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바탕으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

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성과는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ESG를 포함한 비재무적 성과를 포괄

한다. 지속가능경영원의 ‘2016년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현황’에 따르면 2016년에는 총108개(81

개 기업, 27개 공공기관)의 지속가능보고서가 발간되었다. 보고서 명칭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63개, 지

속가능성보고서’ 17개, ‘통합보고서‘ 7개, ‘CSR1보고서’ 6개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전체 상장회사 

대비 ESG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시하고 있는 회사의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며, 공시한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의 질과 양도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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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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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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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CSR 정보 공개 꺼리는 기업들… 지속가능보고서, 58곳만 발간, 2017년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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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보고서를 발행하는 경우 추가적인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ESG 공시를 반드시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사업보고서에 ESG 정보를 포

함할 수 있고, 이용자들이 좀더 편리하게 찾아 볼 수 있는 형식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도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2018년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 심사사항을 사전 예고하였는데, 주요 점검 항목에 

비재무사항인 기업 지배구조, 사회적 책임 관련 사항을 포함하였다. 최대주주의 변동 현황, 이사회 구성 

및 활동현황, 개인별 보수 공시, 임직원 제재 현황이 이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항목 점검 사항

최대주주의  

변동 현황

최대주주의 변동내역 및 원인, 인수조건 및 인수자금 조달방법 등 경영권 

양수도 관련 사항

이사회 구성 및 

활동 현황

이사의 수, 이사회 의장, 이사회내 위원회,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및 각 

이사의 참석과 찬반 현황 등

(*) 이사회 출석여부 및 안건 찬반현황 작성 대상을 기존 사외이사에서 전체 이사로 확대함(’19.1월)

개인별 보수 공시 보수 상위 5인의 개인별보수 기재여부, 보수지급 기준 및 산출방법 구체성, 

보수 종류별 구분 적정성

임직원 제재 현황 제재내역 기재여부 및 조치내용, 이행상황, 재발방지대책 등 주요내용의  

충실한 기재여부 점검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ESG 정보의 공시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국민연금을 필두로 국내 기관투자

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기관투자자들은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재무 정보뿐만 아니라 비재무 정보에 대한 요구를 강화해 갈 가능성이 높다. 이미 지배구조

에 관해서는 대규모 기업부터 의무적으로 별도의 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기업의 가치창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증진, 재무안정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통합보고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되고 있다. 통합보고는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단·중·장기적인 가치 창출과 관련한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합리적인 의사결

정을 지원한다. 

기술 발전과 시장 환경의 변화로 인해, ESG를 비롯한 비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 보고·공시로의 

진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다. 기업 보고·공시는 법규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

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능동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전략

의 일부로 서서히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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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coming Event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감사위원회포럼 홈페이지(www.acforum.or.kr)를 통해 참가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전화 또는 이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6952-6760

E-mail. acforum@acforum.or.kr

시간 내용

7:20~7:30 참가자 등록

7:30~8:00 조찬

8:00~8:10 축사 금융위원회

8:10~9:00 주제 I. 감사(위원)의 법적 책임과 권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홍기 교수

9:00~9:10 Break Time

9:10~10:00 주제 II.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 삼일회계법인 오기원 파트너

사단법인 감사위원회포럼이 주최하는 2019 제1회 정기포럼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일    시        2019년 4월 17일 (수) 오전 7:20~10:00

장    소        서울 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 (2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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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감사위원회포럼은?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4대 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이 2018년에 

설립한 법인이다. 감사 및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포럼, 세미나 등의 현장 프로그램과 온라인 강좌를 

제공한다. 홈페이지(www.acforum.or.kr)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사)감사위원회포럼 프로그램 운영 계획(안)

4월 포럼 8월 포럼 10월 포럼

감사(위원)의 법적 책임과 권한 스튜어드십 코드와 지배구조 보고서 경영진의 직무집행 감독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 재무보고 감독 내부통제 감독

5월 온라인 9월 온라인 11월 세미나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해설 (1)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이해 통합 주제: 회계 및 감사 현안 

(세부 내용은 추후 안내)감사위원회 모범규준 해설 (2) 기업의 리스크 유형 및 관리 방안

회계감사 방법론 부정조사와 감사위원회의 역할

재무보고 절차 및 회계 정책 회계감리제도와 사례

6월 세미나

통합 주제: 내부회계관리제도 

(세부 내용은 추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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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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