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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감사보고서부터 핵심감사사항이 기재되었다. 핵심감사사항은 

2018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기업을 시작으로 2019

년에는 자산총액 1천억 이상 상장기업, 2020년부터는 전체 상장기업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018년에는 별도(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기준 154개 기업,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147개 기업에 대한 핵심감사사항이 공시되었다. 본고는 동 기업들의 

감사보고서를 대상으로 핵심감사사항 현황을 분석하고 감사위원회가 

재무보고 및 외부감사 감독을 위해 유의하여 검토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

acc.sam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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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위기 사태로 감사보고서의 유용성 개선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2015년 1월 국

제감사기준인증위원회(IAASB)는 새로운 감사보고서에 대한 국제감사기준(ISA)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

는 동 기준을 반영하여 2017년 12월에 회계감사기준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18년말부터 새로운 

감사보고서에 대한 기준이 적용되었다. 새로운 감사보고서는 감사의견이 보고서의 맨 처음에 배치되고 과

거의 감사보고서가 제공하지 않았던 내용이 추가되어 형식과 내용 면에서 기존의 감사보고서와 뚜렷하게 

구별된다. 그 중에서도 핵심감사사항은 감사보고서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표적인 변화이다.1

핵심감사사항이란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근거하여 당기의 재무제표 감사 업무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을 의미한다. 감사인은 지배기구2와 감사 계약 단계부터 감사 종료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

션해야 하는데, 커뮤니케이션한 사항 중에서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한다.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할 때에는 왜

곡표시위험이 높다고 평가된 분야, 추정의 불확실성이 높은 회계추정치, 보고기간 중 발생한 유의적인 사

건이나 거래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1 핵심감사사항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Vol.4에 포함된 ‘감사보고서의 혁신: 핵심감사사항을 중심으로’를 참고할 수 있다.

2 지배기구란 기업의 전략방향 및 수탁책임과 관련된 의무를 감시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조직을 의미하며 기업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한 유의적 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상대방은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이다. 감사(위원회)의 주된 임무 중의 

하나가 재무보고 절차를 감시·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어떤 사항이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되었으면서 감사보고서에 기재되지 않는 일은 극히 드물 것이다. 핵심감사사항의 기재가 기업 또는 일반대중에게 

초래하는 부정적 결과가 해당 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의 공익적 효익을 훨씬 넘어선다고 합리적으로 예상될 정도로 유의적이라고 간주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감사기준서 701, 문단 A53)

선정된 각 핵심감사사항에 대해,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주석)에 대한 언급, 해당 항목이 핵심감사사항으

로 결정된 이유와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핵심감사사항으로 

기재할 항목이 없다고 결론내릴 수도 있다.3 이 경우에도 커뮤니케이션할 핵심감사사항이 없다는 감사인

의 결정에 관해 지배기구와 논의하여야 한다.

I.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이란

극히 드문 상황에 한함

출발점: 지배기구와 논의하는 모든 사항

유의적감사인주의를 필요로 한 사항의 결정

그중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

제외: Sensitive matters

(기업이 공시하지 않았던 정보)

감사보고서에 핵심감사사항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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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감사사항 기재 사례4

4 실제 감사보고서 내용을 발췌하여 수정 및 요약하였다.

사례 1.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의 정확성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이유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X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회

사가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회사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

권이 회사에 있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통제가 이전되

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며,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

입법을 진행률 측정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XX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총계약수익은 계약변경, 보상금, 장려금 및 위약금 등 미

래사건의 결과와 관련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총계약원가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설계변경이

나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및 용역기간 등의 미래 추정치

에 근거하고 있어 향후 변동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

합니다.

우리는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수익과 관련하여 투입법

에 따라 진행률을 측정하는 회사의 회계처리에는 경영진

의 가정과 판단이 포함되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므로,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의 정확성을 핵심

감사사항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핵심감사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핵심감사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을 포함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과 관련된 회사의 회계정책의  

적정성 확인

• 수익인식 절차와 통제를 이해하고, 주요 통제는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 테스트

• 주요 건설계약의 계약금액 및 주요 계약조건을 

확인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검토

• 주요 건설계약의 총계약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변경의 발생에 대한 질문 및 변경된 계약금액에 

대한 타당성 검토

사례 2. 종속기업 투자주식 손상평가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이유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O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회사

의 재무상태표 상 종속기업투자주식 장부금액은 OOO

백만원입니다. 회사는 당기 중 종속기업투자주식과 관련

하여 OOO백만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회사는 매년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손상징후를 검

토하고, 손상징후가 있는 투자주식에 대해서는 손상평

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손상이 필요한 투자주

식과 관련한 손상금액을 투자주식의 사용가치와 공정가

치 중 큰 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으로 결정합니다. 투자

주식의 사용가치 추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매출성장

률, 할인율 및 영구성장률 등의 주요 가정의 결정시 경영

진의 판단이 개입되며, 경영진의 편향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우리는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평가를 핵심감사사항

으로 식별하였습니다.

핵심감사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핵심감사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감사절차는 다

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투자주식의 손상징후 검토, 손상평가 및 평가결과 

검토와 관련된 내부통제 평가

• 이사회에서 승인된 최근 사업계획, 과거 실적 및 

산업보고서 비교를 통해 각 투자주식의 추정 

매출성장률 및 영구성장률을 포함한 사용가치 산정 

시 사용된 주요 가정의 합리성 평가

• 관측가능한 정보로 재계산한 할인율과의 비교를 통해 

적용된 할인율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내부의 

가치평가 전문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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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핵심감사사항 개수는 별도재무제표 1.64개, 연결재무제표 1.95개

핵심감사사항 개수는 평균 1.64개(별도)와 1.95개(연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2017년 전후로 핵심감사사항을 도입한 싱가폴(2.3개)이나 홍콩(2.2개)보다 적은 수치이다. 싱가폴과 홍콩

은 주로 1개에서 3개의 핵심감사사항이 기재된 반면, 우리나라는 1개 또는 2개가 기재된 경우가 많았다. 

한편,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핵심감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비율이 6%로 분석되었는데 주

로 지주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의 경우 별도재무제표 관점에서는 단순히 주식만 보유하는 것

으로 회계처리하므로, 특별한 이슈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으로 풀이된다. 

수주산업은 평균 3.11개의 핵심감사사항 보고 

핵심감사사항은 재무제표 왜곡표시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항목 중에서 선정되는데, 동종산업에 속하

는 기업의 경우 사업 방식과 절차가 비슷하여 회계처리도 유사할 가능성이 높다. 핵심감사사항 개수의 산

업별 분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주산업에 속한 회사들의 핵심감사사항 개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우리

나라는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부정 사태를 계기로 수주산업에 한정하여 핵심감사사항을 2016년에 우선 도

입한 바 있다. 건설업이나 조선업 등 수주산업에 속한 기업의 경우 진행기준에 따른 수익인식을 비롯하여 

추정의 불확실성이 높은 항목이 많아 업종 특성상 리스크가 크다고 해석될 수 있다.

II. 핵심감사사항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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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빈도가 높은 핵심감사사항은 수익인식

핵심감사사항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수익인식에 해당하는 내용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자

산손상, 공정가치 순으로 나타났다. 수익은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되어 발생하며, 수익의 인식 여부

는 다른 계정과목에 금액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감사인은 기본적으로 수익인식과 관련하

여 부정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감사절차를 수행할 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나 수익

인식 관련 왜곡표시위험이 높게 평가된 경우가 아니라면 핵심감사사항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새로운 

수익 기준서의 적용과 수주산업 실무지침의 영향으로 2018년 감사보고서에서는 수익인식이 핵심감사사항

으로 많이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자산손상, 공정가치를 비롯하여 핵심감사사항으로 기재된 다수의 항목은 회계추정치에 해당한다. 어떤 

자산, 부채 또는 자본 항목이 정확하게 측정될 수 없고 추정만 가능한 경우 회계추정치라고 부른다. 회계

추정을 위해 이용하는 정보의 성격과 신뢰성은 다양할 수 있고 추정 결과에는 경영진의 판단이 수반된다. 

감사인은 불확실성이 높은 회계추정치가 존재하는 경우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확대된 

감사절차를 수행한다. 핵심감사사항은 기업과 기업에 대해 수행된 감사의 관점에서 결정되므로 이러한 항

목은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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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감사사항 중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한 수익인식과 자산손상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구분해 보았다. 수익인식 부문에서

는 2016년부터 수주산업 핵심감사제 적용을 받았던 회사가 진행기준 관련 사항에 대해 기재한 경우가 절반을 차지하였다. 

그 외 추정의 중요성, 시스템의 복잡성, 오류 발생가능성 등 다양한 사유로 수익인식이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되었다. 자산

손상의 경우 관계기업이나 종속기업과 관련된 사항이 가장 많았고, 사업부나 유·무형자산의 손상 평가가 뒤를 이었다.

수익인식 104개  41.1%

보험부채 14개  5.5%

개발비 8개  3.2%

이연법인세 3개  1.2%

자산손상 62개  24.5%

재고자산 12개  4.7%

대손충당금 6개  2.4%

유형자산

0개 20개 40개 60개 80개 100개 120개

3개  1.2%

공정가치 17개  6.7%

특수관계자 9개  3.6%

사업결합/분할/매각 5개  2.0%

별도

수익인식 105개  36.8%

사업결합/분할/매각 16개  5.6%

대손충당금 9개  3.2%

연결 4개  1.4%

자산손상 72개  25.3%

재고자산 13개  4.6%

개발비 9개  3.2%

0개 20개 40개 60개 80개 100개 120개

공정가치 22개  7.7%

보험부채 13개  4.6%

특수관계자 5개  1.8%

연결

52%

7%
6%

6%

6%

24%

진행기준

발생사실

기간귀속

기타

회계정책 변경

변동대가

수익인식

(연결)52%

7%
6%

6%

6%

24%

진행기준

발생사실

기간귀속

기타

회계정책 변경

수익인식일반

수익인식

(별도)

35%

29%

17%

14%

5%

영업권

금융상품/계약자산

관계기업 등

현금창출단위

개별자산

자산손상

(연결)

42%

31%

14%

11%
2%

관계기업 등

금융상품/계약자산

영업권

현금창출단위
5

개별자산

자산손상

(별도)

5 현금창출단위(Cash-Generating Unit, CGU): 식별할 수 있는 최소의 자산집단으로서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 생기는 현금유입과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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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인식이나 자산손상 등 주요 핵심감사사항은 재무제표상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항목들이다. 

이러한 항목들은 재무제표 감리에서 빈번하게 오류가 지적되고 있다. 다음의 <표1>은 최근 3년간 금융감

독원 감리 결과 회계처리 위반이 적발된 건을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다. 수익인식 및 이와 관련된 계정과목

과 유·무형자산의 과대계상(주로 자산손상을 적절히 인식하지 않음으로 인한) 관련 지적 건수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1. 금융감독원의 주요 감리 지적사항

유형별 구분 2016 2017 2018*1

A. 당기손익, 잉여금, 자기자본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매출채권, 매출 과대(소)계상 16 11 9

재고자산, 매출원가 과대(소)계상 7 7 5

고정자산 과대계상 7 2 3

개발비 과대계상 3 2 10*2

기타의 자산 과대계상 5 9 11

차입금 등 부채 누락 4 4 3

미지급비용 등 부재 과소계상 7 4 5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15 4 4

유가증권 및 투자유가증권 평가 관련 6 7 9

B. 자산·부채 과대계상 등

자산·부채 과대(소)계상 6 7 9

매출·매입 과대(소)계상 10 3 3

C. 주석 미기재

특수관계자 등과의 거래내역 등 28 11 14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12 12 5

*1. 2018.11월 말 기준

*2. 2018년도 개발비 테마 감리로 인해 크게 증가

출처: 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 2018년 회계현안 설명회 발표자료, 2018.12

III. 감사위원회가 고려할 주요 회계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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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을 허위로 계상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매출의 

인식 시점을 잘못 판단하면 재무제표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보고기간말 전후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연

간 재무제표의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수익인식 요건을 충족하

는 시기에 매출을 인식하도록 관련 프로세스가 구축

운영되어 있는지, 결산시 매출 기간귀속의 적정성을 검토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때에는 회계추정이 개입되

며 이러한 추정은 설계 변경, 시공 오류 등 여러 사유로 

변경될 수 있어 재무제표의 왜곡표시위험이 큰 영역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매년마다 재무제표 중점 점검 분야를 사

전에 예고하는데, 2020년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적으로 

점검할 회계 이슈 중의 하나로 ‘장기공사계약6 등 관련 수

익인식의 적정성’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올해는 진행기준 

적용 조건의 충족 여부, 진행률 측정의 적정성 외에 주석 

공시사항의 충실한 기재에 대해서 감사위원회가 강조하

여 감독할 필요가 있다.

표2. 연도별 중점 감리 회계 이슈

• 新수익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 新금융상품기준 공정가치 측정의 적정성

•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 무형자산 인식, 평가의 적정성

• 新리스기준 적용의 적정성

• 충당부채·우발부채 등 관련 적정성

• 장기공사계약 등 관련 적정성

•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2020

2019

• 비시장성 자산 평가의 적정성

• 수주산업 공시의 적정성

• 반품·교환 회계처리의 적정성

•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적정성

• 개발비의 인식 및 평가

• 국외매출 및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의 적정성

• 사업결합 회계처리의 적정성

2018

2017

지적 사례 1. 수익인식 - 기간귀속

• 설치조건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제품 인도시점에 매출을 인식한 경우

• 선적지 인도조건으로 매출하였으나 미선적 수출재고에 대해 매출을 조기인식한 경우

• 제품 인도 전에 매출처인 총판에서 수령한 발주서와 인수증을 근거로 매출을 선인식한 경우

지적 사례 2. 수익인식 - 진행기준

• 경비 및 노무비를 제외한 재료비만을 반영한 공사진행률로 공사수익을 산정한 경우

• 발주처의 잦은 설계 변경 등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실제 투입된 누적발생원가가 기존 실행예산을 초과하여 

진행률이 100%를 넘는 등 총공사예정원가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진행률 산정시 

반영하지 않은 경우

• 손실이 발생한 공사현장의 원가를 이익이 발생하는 공사현장으로 대체하거나, 특정 공사현장의 원가를 다른 

현장의 선급공사비로 대체하는 등 공사현장별 원가를 임의로 배분하는 경우

6 조선·건설 이외 분야를 중심으로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계약자산 등의 비율, 계약자산 등의 변동성 및 영업현금흐름과의 관계,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회사를 선정함 (2019.6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11

종속기업투자주식 등에 손상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을 통한 손상검사 

후 손상차손을 인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적용한 가정 및 추정 방식이 합리적

인지 검토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외부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손상징후는 기간에 걸

쳐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손상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기중에 외부감사인과도 충분히 커뮤니

케이션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사위원회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 감독 역할을 수행하지만, 감사위원회의 핵심 역할은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감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효과적인 감사위원회 역할은 재무

제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 이러한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외부감사인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효율

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해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감사

위원회는 외부감사 과정 전반에 걸쳐 외부감사인과 긴밀하게 커뮤니케이션하면서 회사의 재무제표에 관

한 주요 이슈를 공유한다.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감사 업무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을 의미하는 핵심감

사사항은 외부감사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재무보고 측면에서도 감사위원회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핵심

감사사항은 재무제표에 왜곡표시를 유발할 위험이 높은 거래나 사건, 계정 과목 중에서 선정되므로, 감사

위원회는 재무제표 작성 단계부터 관련 항목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제도와 시장 환경의 변화로 감사위원회

의 역할에 거는 기대가 크다. 재무보고 및 외부

감사에 관한 역할 뿐만 아니라 내부통제, 리스

크관리, 내부감사 감독 등 광범위한 역할 수행

을 위해 효율적으로 업무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

하다. 보다 위험이 큰 영역에 충분한 시간과 노

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우선 순위를 따져 보아

야 한다. 핵심감사사항은 그 중 1순위를 차지한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IV. 맺음말

지적 사례 3.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 

• 별도재무제표상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회수가능액 추정시 비합리적인 가정(*)을 통해 미래현금흐름을 

과대추정하거나 손상징후(**)가 있는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미래현금흐름 추정시 중단(예정) 사업부문의 매출 추정액을 포함하거나 과거 원가율 대비 현저히 낮은 목표 원가율을 사용

(**) 설립 이후 지속적인 영업손실로 별도재무제표상 투자주식 장부가액 대비 순자산지분가액이 유의적으로 하락

•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외부평가법인의 평가결과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였음에도, 종속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외이익이 일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결산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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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모범규준  

제정 1년, 현황과 과제
1

1 이 글은 BFL(2019.05,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에 필자가 기고한 “상장회사 감사위원회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를 수정ㆍ보완한 글임을 밝힙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정재규 선임연구위원

기술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삼일회계법인의 정책이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2019년 3분기 · Vol.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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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이 공표된 이후 감사위원회 운영현황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가 충분치 않아 부득이하게 이 글에서 활용한 

데이터가 모범규준 공표 및 활용의 효과가 충분히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감사위원회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모범규준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기준 자료로서의 의미는 상당하다고 본다.

3 정재규,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의 제정 추진배경과 시사점, 상장회사감사회 Auditor Journal 제219호(2018.3),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면 이하

2017년 국회를 통과하고 공표되어 2018년 11월 시행

된 신외감법은 회계제도 선진화를 위하여 특히 감사위

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보조를 맞추

면서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최선관행(best 

practice)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이다.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이 제정되어 공표된 것이 작

년 5월이었고,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매뉴얼·체크리스트」

가 8월에 배포되었으니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민간차원의 노력이 모범규준과 매

뉴얼로 결실을 맺어 활용된 지도 벌써 일 년이 넘었다. 이

제 겨우 일 년 남짓이라는 짧은 기간 활용된 것일 뿐이므

로 아직은 그 성과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

였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모범규준 공표 이후의 

감사위원회 운영 현황에 일정한 변화가 감지되는지 여부

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감사위원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

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공표 1년을 맞으면서 드러나는 모범규준의 아쉬운 점이

나 개선 필요성에 관한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보완이 필

요한 점은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도 향후 감사위원회 운영

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러한 지향성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먼저 감사

위원회 기능 실질화를 위한 여러 노력과 함께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제정의 의미와 그 주요내용을 개괄한다. 이어 

감사위원회 운영 현황에 관하여 현재 활용 가능한 자료

들을 토대로 감사위원회 운영 현실2에 관한 이해를 기하

고 아울러 감사위원회의 기능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검토한다.

서언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의 제정

1. 정부의 회계제도 개혁방향과 감사위원회의 역할

대규모 분식회계로 결국 파산에 이른 미국의 에너지기

업 엔론, 통신기업 월드콤 등의 회계부정 사태는 당시 미

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 흐름에도 악영향을 끼쳤

으며 분식회계의 폐해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3 이

후 전 세계적으로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

진 움직임이 활발해졌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과 기업범죄는 여

기저기서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우리

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연이어 발생되는 대규모 상장기업

의 회계부정은 국가경제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자본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도 치명적이다. 자본시장에서 상장

기업 회계정보는 투자의사결정 등 다양하게 활용되며 그 

신뢰성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

나라에서도 그 동안 수차례 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대책

과 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되었으나 번번이 뚜렷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가는 상황이 이어진 바 있다.

이러한 흐름에 획기적인 변화가 발생한 해는 2017년이

다. 그 해 4월 17일 금융위원회는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여기

에는 분식회계·부실감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의 3대 축인 「선임-감사-감독」 과정상의 

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내

부감사기구-외부감사인간 감사방식 협의, 정보교환이 활

성화 되도록 커뮤니케이션 내용과 빈도에 대한 공시도 의

무화되어 있다. 이를 통해 객관적인 외부감사 환경조성,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경각심 제고,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 개선, 철저한 내부 회계관리를 통한 분식

소지의 사전 차단 등을 회계제도 개혁의 정책목표로 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종합대책이 과연 입법으로 

연결될 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었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

acc.sam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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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법의 주요 개정사항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 등 금융위 소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보도자료 

2017.09.28.)’ 참조

5 정재규, 감사위원회 이렇게 운영해야, 월간공인회계사 제299호(2018.04), 한국공인회계사회, 36면

6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도 대규모 공개기업을 자산총액 1조원 이상으로 정의한 후 대규모 공개기업에는 감사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있어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7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도 2003년 개정 시부터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며 2016년 개정 모범규준에서도 이러한 입장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종합대책에서 제시되었던 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여러 방안을 대폭 반영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

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이 2017년 9월 국

회 본회의에서 전격적으로 통과되어 회계제도 선진화의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었다. 개정된 ‘외부감사법’은 2018

년 1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르면 감사위원회가 회

계처리 위반 및 부정행위 등 사실을 발견하거나 의심되

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즉시 조사 및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보고서를 전달 받은 후 1영

업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 및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 또한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정하는 등 경영진 감독

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의 제정 및 공표

제정의 필요성

2017년 관련 법 개정 등 제도변화와 더불어 자본시장

에서 상장기업의 투명한 회계정보의 요청에 따라 감사위

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재정립하고 내부감사기구의 감시, 

통제 강화와 관련한 감사위원회의 적극적 대응이 그 어

느 때보다도 필요해졌다.5 특히 실제 내부감사기구로 감사

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의 경우 이를 실효적으로 운영

하기 위하여, 그리고 감사위원회 구성원인 감사위원이 감

사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 참조할 수 있는 관련 

모범규준의 마련 및 제공이 절실해졌다. 이에 대한 대응

으로 “표준화된 자율 규준”인 「감사위원회 모범규준」과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매뉴얼·체크리스트」 가 2018년 5월

과 8월에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의하여 각각 제시되었다.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

 감사위원회 설치 대상 확대 

먼저 모범규준에 따르면 자산총액 1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기업에는 내부감사기구로서 감사위원회 설치를 권

고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설치회사는 이를 지원할 내부

감사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우리 상법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

고 있으며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은 상근 감

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범규준에서는 감사

위원회 설치대상 상장회사를 확대하여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경우 감사위원회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감사기구 운영과 관련한 글로벌 경향과 우리나라에서의 

감사제도 운영 경험상 감사에 비하여 감사위원회가 감사

업무의 실효성과 회사가치 제고에의 기여 측면에서 좀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였다.6 

 전원 사외이사로 감사위원회 구성 

모범규준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되 

전원 사외이사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 상법상 감사를 대체하는 감사위원회가 회계감사뿐

만 아니라 업무감사도 수행하여야 하는데 전원 사외이사

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업무감사 수행

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일부 반대 의견

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 모범규준을 마련하는 과

정에 참여한 자문위원들을 포함하여 적잖은 전문가들이 

오히려 상임감사위원이 있는 것이 감사위원회가 업무감

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상임감사위원(또는 상임감사)의 경우 상당수는 

낙하산 논란이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와의 유착 논란의 

대상이 되었으며, 전문성이나 독립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로 평가되는 사례도 종종 있어 왔다. 물론 사외

이사라고 해서 낙하산이나 유착의혹에서 완전히 자유로

운 것은 아니겠지만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상임감사위

원)에 비하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외이사 결격요건 등 다양한 독립성 확보장치가 이미 상

법에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따라서 감

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것이 독립성과 전

문성 확보 측면에서 더욱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7

 감사책임자 임명 및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경우 회사내부에 

상주하는 감사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업무(특히 업무감사)

의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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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먼저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에 관한 부분을 짚어 보고자 

한다. 모든 이사회내 위원회의 공통적인 요건으로 독립성

과 전문성, 책임성 등이 언급된다. 경영진의 감독업무를 

중심으로 하고 또한 이를 위하여 특별히 상법에 그 의결

내용을 이사회에서도 뒤집지 못하도록 하는 명시의 규정

까지 두고 있을 정도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중시되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독립성은 기본 전제로 

하고 여기서는 내부감사기구 전체(감사위원회와 상근 및 

비상근 감사의 경우 포함)의 전문성 관련 현황을 살펴보

고, 계속해서 내부감사기구 형태가 감사위원회인 경우에 

한정해서 현황을 분석한다.

내부감사기구의 전문성

이하에서 제시되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 관련 통계 수

치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2018년 기업지배구조 평가결

과에 근거한다. 2018년 기업지배구조 평가대상은 총 843

사(금융회사 제외)였다.

내부감사기구의 전문성에 관한 현황 중 일반적인 지표

로 사용할 수 있는 감사위원 및 감사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여부는 아래와 같다. 다만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서 평가 시 활용하는 기준은 상법시행령에서 감사위원의 

전문성 기준으로 인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기준

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 따라서 이 글에서 

제시되는 통계치에 근거해서 법령상의 요건을 지키지 못

하는 상장회사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중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수에 따른 

회사 수

2명 이상 1명 0명 합계

유가증권 86 389 210 685

코스닥 9 86 63 158

합계 95 475 273 843

평가대상 전체적으로 볼 때 약 67%의 상장회사가 내부

감사기구에 재무 또는 회계 전문가를 1명 이상 두고 있다

고 할 수 있다.8 

8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실시하는 기업지배구조평가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전체와 코스닥시장 상장회사 중 주요 기업 약 150사 내외이며 

평가대상은 매년 다소의 차이가 있다.

감사위원회 운영현황과 문제점
회사내부에 상근하며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임원에 

해당하는 직급을 갖는 이른바 ‘감사책임자’를 둘 필요성

이 크다. 감사책임자의 임면에 대하여는 감사위원회의 동

의를 필수적으로 받게 하는 등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

하여 부여된 감사 총괄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모범규준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

는 감사위원회 산하에 이를 보좌하고 감사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내부감사부서는 감사위원회의 직접 지휘를 받고 앞서 언

급한 감사책임자가 내부감사부서의 장을 겸하여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감사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

되므로 감사위원회의 위원회 전체로서의 전문성 확보도 

다시 짚어야할 주요사항이다. 우리 상법에서는 감사위원

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위원회 구성 시 최소 1명 이

상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모

범규준은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상법보다 

많은 2인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가 감사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모범규준에는 “회계 또는 재

무전문가인 감사위원은 법규에서 요구하는 자격과 경력 

이외에도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회계감사, 

내부통제 업무에 관하여 충분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

유”하고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위원장도 회계 또는 재무와 관련된 상당한 수준의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사회, 주주, 채권자, 규제기

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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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약 1/3 정도 상장회사에서는 감사위원 중에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가 없거나 감사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시 말해 감사기구에 회

계 또는 재문전문가가 전혀 없는 상장회사 비율이 33%에 

달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가 존재

하지 않는 상장회사의 비율이 상당하다는 것은 그만큼 

상장회사의 회계투명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상장회사에서 여전

히 분식회계 등 회계투명성의 문제가 발생하여 투자자 

피해로 연결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상존한다는 의미이다. 

감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전문성

 감사위원회 위원 

먼저 감사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요건에 초점을 맞추어 

보자. 평가대상 중 내부감사기구가 감사위원회 형태를 가

진 상장회사 수는 총 323개사였으며, 이는 법령에 의한 

의무적 설치 회사와 법령에 의한 의무적 설치 회사는 아

니나 자율적 판단에 의하여 내부감사기구로 감사위원회

를 선택하여 설치한 회사를 포함한 수치이다. 앞서 기재

한 바와 같이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와 코스닥시장 상장

회사 중 일부가 평가대상이었음을 전제로 한 통계치 임

에 유의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위원 중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수에 따른 회사 수

2명 이상 1명 0명 합계

91 190 42 323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분석대상 상장회사 전체를 기준으

로 볼 때 감사위원회 위원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의 수

를 살펴보면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사위원 중 2

인 이상이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회

사가 91개사(28%)였고 1인 이상이 충족하는 경우가 190

개사(59%)로 총 281개사가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전체 323개사 중 약 87%에 해당하는 수치다.

 

감사위원회 위원 중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수에 따른 회사 수 

(자산총액 2조 이상)

2명 이상 1명 0명 합계

39 58 12 109

한편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자산 총액 2

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만을 대상으로 감사위원회 위

원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의 수를 살펴보면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사위원 중 2인 이상이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회사가 39개사(36%)였고 1

인 이상이 이를 충족하는 경우가 58개사(53%)로 총 97개

사가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이는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상

장회사 전체 109개사 중 약 89%에 해당하는 수치다.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두지 않은 것으로 통계에 잡힌 

상장회사의 경우도 12개사에 이르지만 이는 상법 시행령

상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인정 기준과 한국기업지배구

조원의 평가에 있어 관련 전문성 요건 충족의 기준이 다

소 차이가 있는 점,9 구체적인 회사 사정에 따라 일시적으

로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인 감사위원이 공석인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회사들이 법령위반 상

태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전문성과 

관련한 경제개혁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10 분석대상 179

개 회사 중 감사위원 중에 누가 회계 전문가인지를 사업

보고서나 분반기 보고서에 기재한 경우는 79개사에 불과

하였으며, 100개사는 공시하지 않아 감사위원 중 누가 회

계 전문가인지 알 수 없었다고 한다. 즉 분석 대상 회사

의 55.87%가 회계 전문가를 공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당수 상장회사에서 감사위원 중에 회계 또

는 재무전문가가 존재하는지 여부조차 공시하지 않고 있

는 것이 현실이다. 

 감사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전문성에 관한 현황은 아래 표에

서 보는 바와 같다.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회사는 전체 감사

위원회 설치 회사 323개사 중 163개사(50%)였다. 나머지 

160개사의 경우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아닌 감사위원이 

9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평가에 있어 감사위원의 전문성 요건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권고내용을 반영하여 상법 시행령 보다 조금 더 엄격한 전문성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0 이수정, 회계전문가 감사위원의 현황과 문제점-대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ERRI 이슈&분석 2018-04호(2018.3), 경제개혁연구소,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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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갖추었거나 전문성 요건을 갖춘 감사위원이 없는 경

우로 분석된다.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여부에 따른 회사 수

예 아니오 합계

163 160 323

한편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자산 총액 2

조원 이상 상장회사만을 대상으로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전문성 요건 충족여부를 살펴보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

와 같이 감사위원장이 이를 충족하는 경우는 109개사 중 

70개사로 약 64%였다.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여부에 따른 회사 

수(자산총액 2조 이상)

예 아니오 합계

70 39 109

감사위원회 전문성 요건의 강화

상법상의 ‘재무 또는 회계전문가’의 정의가 지나치게 광

의로 되어 있지 않은지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상법과 시행령에 따른 재무 또는 회계 전문가에 해당한

다고 하여 감사위원회에 꼭 필요한 전문성 요건을 충분

히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

다. 현재 감사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직무 중 하나인 회계

감사에 초점을 맞추어 상장회사 회계투명성의 획기적 개

선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전문가를 회계전문가에 한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도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편견

을 가지지 않고 경청해 볼만 하다고 생각한다.

관련하여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에서 요청하는 감사위원 

중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의 전문성 요건은 법령에 의한 

요건에 추가로 회계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전문성을 요

청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II장 3.2

에서는 전문성 요건을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인 감사위

원은 법규에서 요구하는 자격과 경력 이외에도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회계감사, 내부통제, 리스크관

리 등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 SEC의 감사위원 전

문성 규정11에 따르면 감사위원회의 회계 및 재무 전문가

는 ① 재무제표와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대한 이해, ② 회

계추정, 충당금, 적립금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회계원칙이 

적용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 ③ 재무제표를 작성 

또는 감사해 본 경험, ④ 재무보고와 관련된 내부통제에 

대한 이해, ⑤ 감사위원회 기능에 대한 이해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성 요

건들에 대하여 우리 상장회사는 단순히 법령상의 요건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그 적용을 고려하

여 회계투명성 개선에 동참할 필요가 크다.

 한편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감사위원장의 전문성 요

건에 관하여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회계 또는 재무와 관련된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사회, 주주, 채권자, 규제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재무 또

는 회계전문가의 전문성에 근접하는 지식과 경험을 요청

하며 아울러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도 겸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즉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경우에

도 감사 및 회계에 관하여 상당한 식견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감사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감사 및 회계

감사 전반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회계 또는 재

무 전문가 이외에 감사위원회에 법률전문가, 해당 산업전

문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범규준 마련을 위한 자

문회의에서 제시된 바 있다.12 실제 감사위원회 위원을 경

험한 자문위원들은 업무감사와 내부통제 관련 감사업무

의 실질적 수행에 법률전문가의 감사위원회 참여가 큰 도

움이 되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아울러 해당 산업을 

잘 이해하고 있거나 해당 산업의 기업 경영 경험자 등이 

감사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

다는 의견도 주목할 만하다.

2. 감사위원회 지원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현황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 및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현황은 매우 미흡한 상황으로 파악

된다.13 내부감사기구의 직속이 아닌 형태로 존재하는 경

11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17 CFR Parts 228, 229, and 249

12 유사한 의견으로는 황보 현 변호사, 대한변협신문 2018.03.12일자 [사내변호사 길라잡이] 칼럼 “감사위원회와 사내변호사” 참조

13 평가 대상 회사의 조직도를 기준으로 파악한 결과이므로 실제 조직구성 및 운영은 이와 다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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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자산총액 2조 미만 상장회사 전체 734개사 중 414

개사로 56%에 달했다.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 직속으로 내부감사부서가 존재하는 경우는 49개사

로 약 7%정도로 파악되었다. 내부감사부서가 없는 경우

도 271개사로 37%에 달했다. 이러한 경우는 타부서의 일

부 직원이 상시적으로 내부감사기구 관련 업무를 수행하

거나 또는 회의 준비, 보고 등 필요시에만 일시적으로 내

부감사기구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운

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

행을 위한 실무적 지원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위원회(감사) 업무지원 내부감사부서 형태(자산총액 2조 미만)

직속 아닌 
형태

감사(위원회) 
직속으로 존재

없음 합계

유가증권 341 39 197 577

코스닥 73 10 74 157

합계 414 49 271 734

 한편 자산총액 2조 이상으로 감사위원회를 의무 설치

해야 하는 상장회사 109개사 중 80개사가 직속 아닌 형

태로 73%에 달했다. 감사위원회 직속으로 내부감사부서

가 존재하는 경우는 11개사로 약 10%정도로 파악되었다. 

내부감사부서가 없는 경우도 18개사로 17%에 달했다. 감

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자산총액이 2조

원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에도 독립된 내부감사

부서가 없는 경우가 17%에 이른다는 것은 그동안 감사위

원회의 운영이 얼마나 형식적이며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방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감사위원회 업무지원 내부감사부서 형태(자산총액 2조 이상)

직속 아닌 
형태

감사(위원회) 
직속으로 존재

없음 합계

유가증권 79 11 18 108

코스닥 1 0 0 1

합계 80 11 18 109

내부감사부서 설치 필요성에 관한 인식제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감사기구의 업무를 보조하는 내

부감사부서의 설치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앞서도 언급

한 바와 같이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에서는 I. 내부감사기

구에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감사위원회 산하에 

이를 보좌하고 감사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

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에서 내부감사부서라 함은 감사지원조직, 내부감사 담당

자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된다. 2016년 7월 개

정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도 내부감사기구 산하

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내부감사부서의 설치를 권고하

는 주석을 신설하였다. 

 특히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다수 국내외 규정이나 

권고안에서 요청하고 있듯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경

우라면 회사 내부에서 이를 지원할 내부감사부서의 존재

는 더욱 필수적이다. 우선은 내부감사부서의 설치에 관

하여 모범규준 등으로 권고하고 기관투자자의 경영 관여 

등을 통하여 적극 권고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여건이 마

련되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되어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는 내부감사부서의 설치를 자산규모 등 적절한 기

준을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

요가 있다고 본다.

3.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동의)권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사기구의 실무 지원을 위한 내부

감사부서가 설치된 경우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관하여 내부감사기구가 일정한 권한을 가지는지14 현황

은 아래 보는 바와 같다. 자산총액 2조미만 상장회사의 

경우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

는 경우는 301개사로 독립된 내부감사부서가 설치된 463

개사 중 약 65%에 해당하였다. 반면 감사기구에서 내부

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35%에 달해 감사기구에서 내부감사부서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권이 확보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권 유무에 따른 회사 수(자산총액 2조 미만) 

전체 예 아니오 합계

유가증권 257 123 380

코스닥 44 39 83

합계 301 162 463

14 사업보고서 부속서류,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를 주로 참고하여 조사한 것이며, 이에는 임면에 관하여 사전동의, 사후승인, 기타 사전 협의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되는 것으로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관하여 감사기구가 완전한 독립적인 결정권을 가지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은 수치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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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액 2조 이상 상장회사로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회사의 경우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관하여 권한

을 가지는 경우는 48개사로 독립된 내부감사부서가 설치

된 90개사 중 약 53%에 해당하였다. 반면 감사위원회에

서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는 47% 였다.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권 유무에 따른 회사 수(자산총액 2조 이상) 

전체 예 아니오 합계

유가증권 48 42 90

코스닥 0 1 1

합계 48 43 91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동의)권 및 평가권한 부

여 활성화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의 IV.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5. 내부감사부서에 따르면,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는 임

원급으로 하고,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

면에 대한 동의권 및 평가권한을 갖도록 함으로써 내부

감사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내부

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 동의권과 평가권한을 감사위원

회에 부여하여 그 실질적인 지휘권을 감사위원회에 맡기

자는 취지이다. 또한 모범규준에서는 감사위원회는 내부

감사부서가 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그 

역할, 조직, 예산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내부감사활동도 

지속적으로 감독하여야 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내부감사부서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구성에도 유의할 부분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범규

준은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경험, 기능과 전문적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내부감사부서는 감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

한 수의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참고가 

될 만하다.

1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8.12.19), “내년부터 대형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핵심정보를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합니다.” 참조

16 한국거래소 보도자료(2019.4.18.),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최종 확정” 참조, 구체적인 작성가이드라인은 한국거래소 정보공시채널(Kind.krx.

co.kr)의 정보실-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의 활용

 한국거래소는 지난 2017년 COE(comply or explain, 준

수 또는 설명) 방식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를 

자율공시의 형태로 도입하였다. 자율공시이므로 공시의

무가 부여된 것은 아니었으며 주로 규모가 큰 자산총액 2

조 이상 유가증권 상장회사가 권장에 의하여 자율적으

로 관련 공시를 해왔다. 그런데 주주 권리의 보호, 이사회

의 책임성 및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는 기업이 지속가능

한 성장을 추구하는 데 있어 필요한 핵심요소이고, 기업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기업의 계

속적인 성장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긴 호흡’으로 투자 가

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경영의 투명성은 중장기 투

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선결조건이 된다는 공감대가 형

성되었다.15 또한 최근 일부 대기업의 오너(창업자 후손) 

중심 경영 행태 등이 비판을 받으면서 지배구조의 후진

성에 기인한 기업가치 훼손 우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제고되고 스튜어드십 코드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에 대한 

강조와 함께 주주활동의 기반이 되는 기업지배구조 정보

의 공개 요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

되어 2019년 올해부터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자산총

액 2조 이상 상장회사에 대하여 동 보고서 공시가 의무

화 되었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르면16 감사

위원회의 관련 부분에서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

구 구성에 관하여 (ⅰ) 내부감사기구 구성·선임 현황, 회

계·재무 또는 감사전문가 현황(관련 경력·자격 등을 구

체적으로 기재), (ⅱ)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후보자 선정 요건, 상근감사의 겸직 허

용 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내부감사기구

의 운영에 관하여는 (ⅰ)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 등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ⅱ)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현황(공시

대상기간중 교육시간, 교육내용, 내부회계관리규정상 교

육계획 이행여부 등) 및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

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ⅲ) 경영진의 부정행위

에 대한 조사 관련 절차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

한 정보·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ⅳ) 내부감사기구 지

향후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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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정재규, 감사위원회 기능 실질화를 위한 제언, KCGS Report 제8권 5호(2018.5),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8면

18 정재규, 앞의 글(주 2), 5면

원 조직 설치 현황(조직,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 책임

자 직급, 인원, 역할, 구성원의 전문성, 내부감사기구에 대

한 보고 체계 등), (ⅴ) 기업이 보유한 경영 및 경영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

부감사기구의 접근성 정도 등을 충실히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개최 현황 등 활동내

역과 관련하여 (ⅰ)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

부감사인 선임 내역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등 실시 내역 (ⅱ) (감사위원회를 둔 경우)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감사위

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및 최근 3개사업

년도 별 개별이사의 출석률 등, (ⅲ) 감사절차, 회의록·감

사록의 기록·보존, 주주총회 보고절차 등과 관련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등에 관하여 기재하고 설

명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현황에서는 제시된 항

목의 준수여부를 O, X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감사기

구와 관련해서는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내

부감사기구에 회계전문가 존재 여부, 내부감사기구가 분

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

최,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

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등 다섯 항목이 제시되

었다. 이상 본 바와 같이 매우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설명

하도록 하고 있는데 향후 동 보고서의 기재 및 설명 정보

가 해당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가치제고에 활용되고 이

러한 과정에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

 2.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의 적극적 활용

모범규준은 기본적으로 강제성이 없는 자율적 규범이

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따를 수 있도록 지원하

고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

안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17 또한 제정된 모범규

준이 시장자율적인 규준으로 직접적인 강행성은 없다하

더라도 바람직한 내부감사기구 운영의 가이드라인을 제

시하고 있으므로 우리 상장기업은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

을 확인하여 감사제도 운영 및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조

할 필요가 크다. 특히 모범규준의 내용 중 회사 차원에서 

지원하거나 제공하여야 하는 사항, 제도적으로 준비하여

야 하는 규정마련 사항 등을 체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하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면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

정, 내부감사부서 설치 및 운영 관련 사항, 감사위원 보

수 산정기준 마련, 감사위원 교육제도 기획, 외부감사인 

선임, 외부감사 실시 절차 및 관련 사항 등이 주요사항이

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것들은 모범규준 매뉴

얼에서 사례 및 예시의 형태로 일부 제공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

로 처한 여건이 제 각각인 기업 현실에 알맞은 운영방안

의 선택은 기업 스스로의 몫이므로 내부감사기구 운영과 

관련하여 차분하고도 성실한 대응 및 추진이 필요하다.18

이제 감사위원회 위원이나 감사 스스로도 기존의 관행

에 젖어 형식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결과로 

회계부정이나 기업비리 등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에서 자

유로울 수 없음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스스로 역할과 책

임 및 권한을 숙지하는 노력을 하고 감사업무 수행에 만

전을 기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상장회사는 감사기구를 

운영함에 있어 법적 요건을 맞추는 최소한에만 머물려는 

소극적 자세보다는 더 큰 손실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

는 감사기능을 재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특히 감사기능은 신속한 의사결정과 집행에 장애가 되는 

거추장스럽고 비용만 추가되는 제도가 아니라 준법경영

과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장을 이끌고 지원하는 필수 불가

결한 기능이라는 인식을 확고하게 하여야 한다. 

 3.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활성화

최근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기

관투자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주체인 기관투자자의 투자에 따른 주주로서

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재인식에 근거한다. 기관투자자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적극 활용하여 투자수익률을 최대화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는 투자자금의 제공 원천

인 고객에 대해 수탁자로서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의무

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인식이다. 특히 우리나라 자

본시장에서 이른바 큰 손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관련 활동은 감사위원회의 역할 효율화와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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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상장회사 회계투명성의 획기적 제고와 기업지배구

조 개선을 위한 핵심 역할이 회계감사, 내부통제 등을 주

요 직무로 하는 감사위원회에 부과되고 있다. 특히 시장

규율에 의한 추진을 위하여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COE 

방식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등이 활성화되는 시점에 있다. 기존의 법령에 

의한 획일적 기업지배구조의 강조에서 벗어나 각 기업의 

구체적 사정에 맞는 제도의 선택 및 운용 가능성을 열어

주면서 그에 따른 평가는 시장의 판단에 맡기는 방식으

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물론 필수적이며 신

속한 도입과 채택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법령에 의하여 강

행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도 분명 존재하며 그러한 

방식의 효율성을 등한시 하자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적 실시가 오히려 형식적인 준수에 

그치면서 제도 본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모범규준, COE 방식 공

시 등을 활용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상장기업의 지속가

능한 성장과 발전의 추구는 매우 적절한 방향이다. 

상장회사는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책기

관과 자본시장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결과를 보여줌으로

써 법령에 의한 필요 이상의 강행규제가 양산되는 것보다

는 시장규율에 의한 자율적인 제도의 활용이 더 효율적

이고 실효성도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우리 상

장회사의 적극적이며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요청되며 이러

한 측면에서 보면 강행적인 규제와 자율적인 개선의 선택

의 갈림길에 서 있으며 이제 공은 상장회사에게 넘어갔다

고 본다.

19 한국기업지배구조원(www.cgs.or.kr)이 운영하는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정보 포털이며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는 sc.cgs.or.kr 임

구조 개선 및 주주가치 제고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

지에 따르면19 2019년 8월말 현재 참여 기관투자자는 국

민연금을 포함하여 110개사이고, 참여예정 기관투자자도 

29사에 이른다. 2016년 12월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가 발

표된 이후 처음에는 참여율이 낮아 일부 우려도 있었으

나 최근 상황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국민연금의 참여가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코드참여 이후 2020년 첫 정기 주

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관련 기관과 상장기업들의 움직임

이 상당히 분주한 편이다. 

다만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 활동이 항상 회사가치 

제고로 바로 연결될 것이라고 단선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기관투자자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자산의 

투자수익률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투자 대상회사의 주주

가치 훼손을 감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관투자자의 구체적 이해관계 여부를 충실히 공개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의한 경영 관여활동에 대해서도 시장

에 의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고 본래 의도했던 스

튜어드십 코드 활성화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상장회사 입장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관투자자의 경영관여 활동에 부정적 시선을 거두고 이

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원활한 의사소통 노력을 지속하

여야 한다. 이러한 의사소통과정은 기업 입장에서 장기적 

성장·발전 지향성과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수익률 

제고 지향성의 접점을 찾아가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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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현황 ①

본 내용은 지난 8월 발간한 Samil ACC Trend Report 2019  

Vol.2를 수록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2019년 3분기 · Vol.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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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문단 11

내부회계관리제도란,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 및 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서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1

3.6개

87%

59%

20년 이상

45% 

내부회계를 담당하는 부서 수

10명 이상의 내부회계 담당 인력을 보유한 회사 비율

회계사 인력 보유 회사 비율

내부회계관리자 2명 중 1명의 회계 관련 경력

내부회계관리자 교육 이수 비율

5 Key findings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

acc.sam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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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2019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의 상장회사는 2020년, 1천억 이상의 상장회사는 2022년부터 감사 대상이 되

며, 2023년에는 모든 상장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게 된다. 미국의 사베인즈옥슬리법과 마찬가

지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는 우리나라 회계개혁의 대표적인 방안이다. 

회계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회계개혁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강화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

는 무엇일까? 

강건한 내부회계관리제도(과정)가 없다면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정보(결과물)의 작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회계처리의 대상이 되는 거래나 사건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으며, 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재무정보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인도 증가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적발하지 못할 경

우 회사는 예상치 못한 파급 효과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설

계 및 운영하여 위험을 관리하고,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을 통해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외부감사법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은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반드시 포함할 내용과 내부회계관

리제도의 설계, 운영, 평가 및 보고 등에 관해 정하고 있다. 회사는 이러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 사

업보고서를 통해 내부회계관리규정을 포함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외부의 이해

관계자는 공시된 정보를 토대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모니터링하고, 회사의 재무정보 품질에 대해 

추정할 수 있다.

삼일 감사위원회센터는 대규모 상장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현황을 두 편의 트렌드 리포트를 통해 분석한다. 

본고는 그 첫번째 리포트로서 분석 대상은 2019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 

중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비금융사이다. 사업보고서에 공시되는 내용을 토대로 

분석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운영 인력의 충분성과 전문성에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내부회계 관리·운영 

부서, 관련 인력의 경력 및 교육 현황, 공인회계사 보유 여부 등이 포함된다.

후속적으로 발간할 두번째 리포트에서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통제기술서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할 예정이다. 전사적 통제 활동의 개수, 자동통제 비율, 새로운 기술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현황 등을 

분석하고, 미국의 통제 활동 분석 자료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나아가야 할 길을 검토한다.

사업보고서 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공시되는 내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호 서식)

1.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인력에 관한 사항

(1) 내부회계관리규정

(2) 당해 사업연도중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주요 개선내용

(3) 관리·운영조직의 책임자 현황

(4)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5)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

2. 대표자가 보고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3.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

4.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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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앞서 언급한 [별지 제3호 서식]에서 내부회계관리자의 소속 기관을 이사회로 예시하고 있다.

1. 내부회계관리자 소속 부서

내부회계관리자 소속 부서는 주로 재무/회계/재경, 경영지원/관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이사회나 

내부회계관리총괄로 공시한 회사도 상당수였다.2 이 경우 해당 내부회계관리자의 별도 소속 부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업보고서내 다른 섹션에서 관련 정보를 찾는 방법도 있으나, 본고의 목적이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보고서의 공시 현황을 검토하는 데 있으므로 추가적인 조사는 생략하였다. 다만, 소속 부서

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내부회계관리자의 직책을 통해 소속 부서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서 정보

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공시 방식의 차이는 회사 특성에 따라 부서 구성이 다르고 내부회계관리자의 소속 부서에 대한 

해석이 다양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CFO가 내부회계관리자인 경우 그 소속 부서를 재무/회계/재경, 경

영지원/관리, 이사회 등으로 소속 부서를 다르게 공시하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자 소속 부서 공시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8년 사업보고서에 공시한 정보를 토대로, 2019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이 되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공시 현황을 살펴보자. 본고의 분석 대상은 2018년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상장기업 119개사이다.

그림 1. 내부회계관리자 소속 부서

재무/회계/재경

소
속

 부
서

회사 수

0 5 10 15 20 3025 35 40 45 50

내부회계관리총괄

기타

이사회

경영지원/관리 등

NA

45

39

17

11

5

2

2. 내부회계 관리·운영 부서

외부감사법은 회사가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둘 것을 명시한다(제8조). 효과적인 내

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실행 및 유지할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으므로, 경영진(대표이사)은 내부회계관리

제도를 설계, 운영 및 평가하는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여기서 내부회계관리조직은 단순히 회계부서나 

내부통제 전담부서에 국한되지 않으며, 회사의 재무보고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임직원을 포

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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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내부회계 관리·운영 부서 현황

내부회계 관리ㆍ운영 부서 개수 특정 부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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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

회
사

 수

0% 10% 20% 30% 40%

2%

3%

4%

13%

23%

24%

30%회계처리부서

전산운영부서

자금운영부서

기타관련부서

공시관련부서

내부회계부서

감사부서

실무적으로, 재무보고 목적에 연관되는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해당 프로세스와 주요 통제활동의 책임자

를 확인하여 내부회계관리조직을 파악할 수 있다. 다수의 부서가 내부회계 관리·운영에 참여하는 회사

의 경우 조직도, 프로세스 정의서 및 직무기술서를 활용하여 각 부서나 조직별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

이 필요하다.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내부회계 관리·운영 부서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그림 2에 요약하였다. 내부회계

관리에 관여하고 있는 부서는 평균 3.6개로 나타났으며, 3개 또는 4개 부서가 내부회계관리에 관여하는 

경우가 77%에 달한다. 소속 부서는 회계처리부서, 전산운영부서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3 다만, 회사마다 

부서를 구분하고 분류하는 방식이 달라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는 내부감사부서를 

구분하여 공시하고 있는 반면, 일부 회사는 기타관련부서로 통합하여 공시하였다. 그러나 공시된 정보만

으로는 두 사례 중 어느 경우에 내부감사부서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더 많이 관여하는지에 대해서는 판

단하기 어렵다. 본고는 회사가 공시한 정보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3 앞서 언급한 [별지 제3호 서식]은 내부회계 관리·운영조직에 포함되는 부서로 회계처리부서, 전산운영부서, 자금운영부서, 

기타관련부서를 예시하고 있다.

3. 내부회계 관리·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내부회계관리제도 원칙 중 하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목적에 부합하는 적격성 있는 인력을 선발하고 육

성 및 관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회계(재무)부서는 주기적으로 회사의 회계정책 및 절차, 내부회계관리

규정을 검토하고, 변화하는 법규와 회사의 사업 활동에 부합하게 업데이트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보고서는 각 부서에서 내부회계를 담당하는 인력의 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공

시 정보를 분석한 결과, 내부회계 관리·운영 부서 현황과 마찬가지로 관련 인력 수도 회사마다 다양하게 

나타났다. 여기서 한가지 유의할 점은 인력이 많다고 해서 실제 내부회계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시간도 

정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내부회계 전담부서가 아니고서는 모든 인력이 업무 시간의 

100%를 내부회계에 투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3은 내부회계 관리·운영 인력 현황을 요약한 표인데, 10명 미만의 인력부터 100명 이상의 인력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분석 대상이 모두 대규모 상장회사로서 규모 측면에서 유사한 내부회계 인력을 

예상할 수 있으나, 내부회계관리조직의 구성 방식이 저마다 달라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내부

회계 인력이 10명 미만의 경우 내부회계 전담 인력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내부회계 인력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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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보다 유의미한 정보가 되려면 단순한 인원 수가 아닌 실제 투입 시간으로 환산한 인원 수 정보를 기

재하는 등 비교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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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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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 이상 
50명 미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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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미만

100명 이상

14

22

그림 3. 내부회계 관리·운영 인력 현황

한편, 회사는 내부회계를 담당하는 인력과 함께 그 중 회계사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회계사는 회계기

준, 내부통제 및 회계감사 영역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회사 내

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분석 대상 기업의 59%(70개사)가 내부회계 담당 회계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공시하였다. 구체적인 

회계사 수는 1인인 경우가 32개사로 가장 많았으나, 10인 이상의 회계사를 보유한 회사도 3곳으로 나타났

다. 

물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회계사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예

를 들어, 회사의 회계처리가 상대적으로 단순하거나 내부회계와 관련하여 아웃소싱 인력을 주로 활용하

는 경우에는 회계사 인력의 필요성이 낮을 수 있다. 경영진은 회사의 상황에 적합한 내부회계 인력의 지

식, 기술, 전문성 및 자격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제도를 운영할 것으므로, 내부회계 인력의 적정성은 회

사 특성 정보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그림 4. 내부회계 관리·운영 인원 중 회계사 보유 여부 및 인원 수

(*) 회계사 보유 회사 총 70개사

내부회계 담당 회계사 보유 여부 내부회계 담당 회계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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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계담당자의 경력

내부회계 관리·운영조직 정보와 함께 내부회

계관리자, 회계담당임원, 회계담당부서의 실무책

임자 등 회계담당자의 경력이 공시된다. 회계 관

련 경력이 길수록 회계기준이나 내부회계관리제

도에 관한 지식, 재무보고 실무에 대한 경험이 풍

부하여 재무정보의 신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분석 결과, 내부회

계관리자는 20년 이상 경력자가 59명으로 가장 

많았다. 상대적으로 회계 관련 경력이 짧은 5년 

미만의 내부회계관리자는 21명으로 나타났다.

내부회계관리자가 아닌 회계담당임원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그 회계담당임원의 경력을 내부회

계관리자와 별도로 공시한다. 분석결과, 47개사

(39%)는 내부회계관리자와 회계담당임원이 동일

하였고, 나머지 72개사(61%)는 별도의 회계담당

임원이 존재하였다. 내부회계관리자가 아닌 회계

담당임원의 경력 분포는 그림 6과 같다. 내부회계

관리자의 경력 분포와 비교하여 눈에 띄는 차이

는 10년 이상의 경력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그림 5. 내부회계관리자의 경력 분포

(*) 내부회계관리자 총 118명(분석 대상 기업 119개사 중 1개사는 

내부회계관리자의 경력을 공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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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회계담당임원의 경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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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회사들(109개사)이 내부회계관리자와 

회계담당임원을 제외하고 1인의 회계담당직원을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이상 회계담당직원

을 공시한 회사를 포함하여 총 139명의 회계담당

직원이 공시되었으며 경력 현황은 다음과 같다.

그림 7. 회계담당직원의 경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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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계담당자의 교육실적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은 내부회계관리조직의 적격성과 관련하여 (1) 재무보고 관

련 문제점을 파악하는 능력, (2) 회계기준에 부합하는 명확한 입장과 대안을 정할 수 있는 능력, (3) 재무

보고와 관련된 기술적인 발전에 보조를 맞추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이를 위해 

회사는 회계 관련 인력에 대하여 외감법 등 관련 법규와 기업회계기준을 충분히 숙지하고 지속적으로 업

데이트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계담당자의 교육 이수 내역을 공시한다. 내부회계관리자의 경우 교

육을 이수한 비율이 45%였으며, 교육 이수 시간은 5시간 미만이 절반을 차지하였다. 2018년 사업보고서부

터 교육실적을 공시하다보니, 사전에 교육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공시 시점에서야 인지한 경우도 상당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8. 내부회계관리자 교육 이수 현황

55%45%

교육 미이수교육 이수

내부회계관리자 

교육 이수 비율

내부회계관리자 교육 이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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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간 이상

51%

21%

13%

15%

회계담당 임직원의 경우 55%가 교육을 이수하여 내부회계관리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교육 이수 

시간은 5시간 미만이 67%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났다. 2019년은 교육 실적을 공시하는 두번째 

해이니만큼, 회사마다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중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새로운 리스 회계기준

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제도에 대비한 교육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주제이다.

그림 9. 회계담당임직원 교육 이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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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부적정의견 사유 중 50% 이상이  

내부회계 전문 인력 및 교육 부족

미국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4에 대한 외부감사가 의무화되고 약 15년이 지났다. 최근 부적정의견을 

받은 회사의 56% 가 내부회계 관련 전문인력과 이들을 위한 교육의 부족을 지적받았는데, 내부회계관리

제도 감사의 최초 도입 3년의 시점과 최근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에서 외부감사인이 발견한 오류로 인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이 보고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결국 정확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충분한 인력에 의한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운영 및 관리가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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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우리나라는 내부회계관리제도라는 명칭을 쓰는 반면, 미국은 재무보고 내부통제제도(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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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운영 인력에 관한 정보는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공시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실증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예를 들어, Choi et al.(2013)은 전체 임직원 수 대비 내부통제 담당 인원 수 비율이 높은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보고할 가능성이 낮음을 보고하였고, 유혜영 등(2012)은 내부회계담당인력의 수가 전체 임직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내부회계담당인력의 경력이 길수록 회계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투입되는 인력의 충분성과 전문성을 공시하

도록 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다.5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가 실시되어 이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질 경우, 공시 정보를 기초로 한 외부 이해관계자의 평가는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이 재무정보 신뢰성에 대한 시장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공시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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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책임

감사(위원)는 주주총회 의안 등이 법령·정관에 위반하

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상법 413조), 이사가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위반 염려

가 있으면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사의 손해

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412조①, 391조의

2, 402조). 또한, 감사(위원)는 감사록을 작성하고(413조

의2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이 있

다(447조의4①). 

‘감사위원’은 기본적으로 ‘이사’이므로, 이사로서 임무를 

게을리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하고(415조, 403조, 400조), ‘감사’는 그 임무를 해

태한 때에는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414조), 

실질적으로 ‘임무를 게을리 한 것’과 ‘임무를 해태한 것’은 

같은 의미이므로 감사위원과 감사의 민사 책임 판단구조

는 동일하다. 또한, 감사(위원)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민법

상 위임관계에 해당하므로 선관주의의무가 있고(383조, 

415조),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다

만, 구체적인 선관주의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회사의 종류

나 규모, 업종,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시스템 등에 따라 다

르다.

감사(위원)가 악의·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게

을리 한 때에는 그 감사(위원)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

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414조②, 415조의2). 

2. 주요 판례 및 시사점

감사(위원)의 책임을 긍정한 사례

대법원 2007다31518: 선관주의의무 위반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거대규모의 회사에서는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

상법상 감사(위원)의 민사 책임

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

가 이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의 이사들과 이들의 직무집행

을 감사하는 감사에게 주어지는데, D社의 경우 당시 (i) 

회계분식 시도를 견제하기 위한 정보 및 보고시스템이나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하였고 (ii) 이사회도 형

해화되어 감시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 피고A의 주장과 같이 일부 임직원의 전횡이 관행이

라는 명목으로 구조적·조직적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온 

점, 원심이 인정한 (iii) 피고A가 감사로 3년간 재직한 기

간에 비추어 D社의 당시 지배구조와 재무상황 및 잠재

적 분식 요인에 관하여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D社의 규모와 재정

상태, 영업상황, 회계업무 처리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당 회계연도 당시 상근 감사로 재직 중이던 피

고A에게 주어진 직무상 주의의무는 단지 최종적인 결산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의 검토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

고, 오히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정에 

의도적·조직적인 분식 시도가 개입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상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것이 요구된다.

시사점

대규모 상장기업에서 일부 임직원의 전횡이 방치되고 

있거나 중요한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의 접근이 

조직적·지속적으로 차단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감사는 재무제표 작성과정에서 의도적·조직적 분식이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발생한다. 감사에 의한 사전결재 

시스템이나 사후보고시스템 등과 같은 감사를 위한 

인적ㆍ물적 지원조직이 마련되지 않았다거나 중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주의의무를 

지속적으로 게을리하여 필요한 회계감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자체로 악의 혹은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

acc.sam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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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다251694: 선관주의의무 위반

금융기관 감사위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

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개별 대출

에 대한 감사를 함에 있어 통상의 감사위원으로서 간과

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i) 제반 규정 준수 

여부, (ii) 대출 조건과 내용 및 규모, (iii) 변제계획, (iv) 

담보 유무와 내용, (v)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vi) 성

장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정

해야 한다.

① 甲저축은행의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대출에 대해서는 상근 감사위원이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는 일상

감사방법으로 이를 감사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甲저

축은행 대출규정은 “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담보취득, 보

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등 활용 또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

인을 세워야 한다. 다만 채무자의 사업성, 수익성, 자산,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채권회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고 규정하고(제8조 제1항),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는 

소정 양식에 의하여 재산, 신용 및 사업실태를 조사하여

야 한다. 다만 이사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신용조사를 생

략할 수 있다. 위 조사는 현지에서 직접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7조 제1항). 이에 따라 해당 

감사위원인 피고A는 X, Y, Z 등에게 여러 차례 걸쳐 약 

200억 가량의 대출을 해줄 때 심사부의안을 검토하고 거

기에 감사위원으로서 서명하였다.

② 심사부의안에는 위 각 대출이 모두 물적 담보가 없

는 신용대출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도 채권회수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한 

신용조사는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신용조사 대상자가 작성한 신용조사서를 제출받는 정도

에 그쳤다. 특히 법인이 아닌 개인이 작성한 신용조사서

에는 대부분 대상자가 아무런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기에 기재된 소득액 등을 확인

할 자료도 첨부되어 있지 않다. Z에 대한 각 대출의 경우 

연대보증인조차 세우도록 하지 않았다.

③ 대출신청 시 그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용조사의뢰서

를 작성하고, 거기에 최근 3기분 세무서장 확인필 재무제

표, 결산보고서 및 세무조정계산서, 최근 월말 합계잔액

시산표, 세무서장 확인필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경영진 

이력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

건 각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위와 같은 서류가 대부분 제

출되지 않았다.

④ X, Y에 대한 대출신청서류에 의하더라도 자산 및 자

본 규모가 각 약 3억 원의 별다른 사업 실적이 없는 회사

로서, 위 각 회사가 제출한 추정손익계산서에 기재된 당

해 연도의 추정 당기순이익 각 약 2억 원과 6,900만 원으

로는 연 10%의 대출금 이자조차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었다. 그런데도 X, Y 대출 관련 각 심사부의안에는 대출

금 사용처가 ‘빌딩 개발 사업자금’, ‘공사계약 수주를 위하

여 확보하는 자금’, ‘사업자금’ 등으로 막연하게 기재되어 

있고, 대출신청서류에서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원리

금 변제 방안 등에 관한 기재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甲저축은행이 상근 감사위원(3년 임기, 기존 3년 동안 

상근감사)이었던 A를 상대로 X, Y, Z 회사 등에 대한 불

법·부당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감사위

원 A는 자신이 서명한 심사부의안과 대출심사자료만 선

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검토하였더라도 이 사건 각 

대출이 형식적인 신용조사만을 거쳐 충분한 채권보전조

치 없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 등을 통해 대출이 위법·부당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추가로 조사하거나 감사위원회를 통해 이

사회에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여 위법·부당한 행위의 

시정 등을 요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시사점

원심(고등법원)에서는 상근 감사(위원)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선관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오히려 상근 

감사(위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존재하고, 이러한 

의무위반과 회사의 손해 사이에 인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특히 금융기관과 같이 감사(위원)의 직무규정에 

상세한 내용이 있고, 서류 심사과정에서 감사(위원)가 

심사 및 서명을 하는 경우라면 꼼꼼하게 직무규정과 

대출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기록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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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다58830: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의

무 소홀

감사는 신용금고의 감사직무규정 내용, 상호저축은행법

(구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감독규정에 따라, 이사

가 이를 위반하여 보유한도를 초과한 유가증권을 투자

한 경우, 투기적 목적의 유가증권지수 선물거래를 하게 

된 경위, 거래의 내용과 기간 등을 규정과 법규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임무를 해태하여 감사

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시사점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므로 감사는 경영판단의 재량권을 들어 감사의무를 

면할 수 없다. 회사의 감사직무규정에서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전감사를 할 의무를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에게 그와 같은 사전감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결재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거나 이사의 임의적인 업무처리로 

인하여 감사사항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6다39935: 명목감사의 책임 인정 

신용협동조합의 감사가 분식결산 등과 관련하여 그 임

무를 해태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분식회계

의 내용, 분식의 정도와 방법, 그 노출의 정도와 발견가

능성, 업무수행의 실태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종

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약 10여년간 감사로 활동하면

서 결산서류에 미지급이자 보정계산서가 편철되어 있는

데, 미지급이자 일부만 보정되어 있는 사실 등은 장부 또

는 회계관련 서류상으로 분식결산임이 명백하여 그 동안 

감사수행 과정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 한 경우에

는 감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

시사점

비록 감사가 비상근이거나 무보수의 명예직이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오랫동안 회사의 감사로 

근무를 하면서 결산 서류 등을 보고받고 확인하는 절차 

등을 거쳐왔다면 비상근·무보수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감사(위원)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

대법원 2008다14633: 감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부정

감사는 이사의 재무제표 제출이 늦어지자 이를 독촉하

였고, 주주총회 직전에야 감사에게 재무제표 등을 제출

함에 따라 그 재무제표 등의 부당성을 지적하기에 시간

이 부족하여 부득이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참고하

여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러한 사정만으로 분식 결산과 관련하여 감사로서의 직무

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없고, 감사로서 결

산과 관련한 업무 자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분식결산

이 회사의 다른 임직원들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교묘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재무제표 등을 법정기한 내에 제출받지 

못하여 위와 같이 조직적으로 분식된 재무제표 등에 허

위의 기재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없었던 때에는 감

사가 분식결산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과실

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시사점

이 사건 원심에서는 감사가 상법상 권한(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음)에 근거하여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회사 내부 사정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점만으로 면책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비록 상법상 감사에게 각종 권한이 

있더라도 회사 내부의 조직적인 분식결산, 감사로서 

분식결산을 발견할 수 없었던 사정, 이사의 재무제표 

제출 지연으로 인해 충분한 감사를 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감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감사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를 판단할 때, 상법상 

감사의 권한이 있더라도 회사 내부의 조직적 분식결산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감사활동을 할 수 없었고, 분식결산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감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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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앞선 대법원 2007다31518 판결에서는 대규모 상장회사의 

조직적 분식결산에 대해서 감사는 선관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므로, 구체적인 감사의 책임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종류나 규모, 업종,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시스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대법원 2008다26131: 감사의 중대한 과실 부정

결산과 관련하여 감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

니한 경우와는 달리 감사로서 결산과 관련한 업무 자체

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기재가 있

다는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문제된 분식결

산이 쉽게 발견 가능한 것이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

더라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아내어 이사가 허위의 

재무제표 등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는 것을 저지할 수 

있었다는 등 중대한 과실을 추단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

어야 비로소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분식결산이 회사의 다른 임직원들에 의하

여 조직적으로 교묘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감사가 쉽게 

발견할 수 없었던 때에는 분식결산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

서 감사에게 분식결산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시사점

이 사건에서 법원은 건설회사 내부의 공사실행예산에 

관한 조직적 분식결산이 은밀히 이루어지고, 회계전문가도 

기초자료의 분식을 사실상 발견하기 어려우며 장부의 

대조·확인만으로 분식회계를 발견하기 어렵다면, 비록 

분식규모가 크더라도 감사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감사가 결산서류 등을 확인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허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상법상 감사(위원)의 형사처벌에 관한 조항은 많으나 실

제 상법상 처벌조항에 따라 감사(위원)를 처벌한 사례는 

많지 않다. 감사(위원)가 그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

을 취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상법 특별배임

죄(622조)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으나, 통상 형법 제356조

의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되거나, 이익액이 5억원을 초과하

는 경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업무상배임) 제3조에 따라 

처벌된다. 

상법에 규정된 주요 형사처벌 조항으로는 ① 상법상 특

별배임죄 (622조, 624조), ②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625조), ③ 조직변경 부실보고죄 (626조), ④ 부실문

서행사죄 (627조), ⑤ 납입가장죄 (628조), ⑥ 독직죄 (630

조), ⑦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 (634조의

2) 등이 있다. 

상법상 감사(위원)의 형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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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상법상 주요 형사처벌 조항

1. 상법상 특별배임죄 (622조, 624조)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감사(위원)가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형법상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의 

법정형이 동일하고, 이익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는 특정경제범죄처벌에관한법(‘특경법’)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로 의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625조)

감사(위원)가 ① 출자와 관련하여 법원·총회 또는 발기인에게 부실 보고하는 경우, ② 명의 

불문하고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으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이를 받는 

경우, ③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이익배당을 한 경우, ④ 회사의 영업범위 외의 투기행위를 하기 

위하여 회사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적으로 감사(위원)가 본 조에 위반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기는 어려우므로 감사(위원)가 

본 조의 행위로 처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다. 그리고 본조는 상법 특별배임죄(622조)의 

보충규정으로, 상법 특별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본조가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도5742).

3. 조직변경 부실보고죄 (626조)

감사(위원)가 회사의 조직변경을 할 때 순자산액에 관하여 법원 또는 총회에 부실보고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부실문서행사죄 (627조)

감사(위원)가 주식 또는 사채를 모집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한 기재가 있는 

주식청약서, 사채청약서, 사업계획서, 주식 또는 사채의 모집에 관한 광고 기타의 문서를 행사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납입가장죄 (628조)

감사(위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감사(위원)의 지위와 무관하게 본 조를 범한 경우에는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6. 독직죄 (630조)

감사(위원)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재산상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조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산상 이익의 수수 등이 있으면 성립하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7.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 (634조의2)

감사(위원)가 주주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계산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供與)한 경우, 

이익을 수수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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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 책임

감사위원회(감사인선임위원회)는 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을 선정하여야 하고, 감사(감사위원회)는 감사인의 감사

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

서로 정하여야 한며,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위 사항이 준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외부감사법 10조). 또한 감사(감사위원회)는 (i)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

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하고, (ii) 

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위반을 통보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회사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

며 그 결과를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외부감사법 22조). 

감사(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

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

를 해당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외부감사

법 8조 5항).

또한 감사인이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감사(위원)도 책임이 있으면 감사

인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고의가 없

는 경우에는 법원이 귀책사유에 따라 정하는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다(외부감사법 31조).

회사에 분식회계가 존재할 때, 투자자들이나 이해관계

자들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능력이 있는 회사와 감사인

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나, 회사의 대표이사나 재무총

괄 임원 및 회사의 감사(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도 한다. 이 때 법원은 상법상 감사(위원)의 민사 책임 판

단 구조와 동일하게, 감사(위원)가 구체적으로 감사의무

를 소홀히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2. 행정 책임 (과징금, 과태료 포함)

징계 책임 (외부감사법 29조)

감사(위원)가 외부감사인 선임을 비롯하여 감사인의 감

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

서로 정하지 아니하고,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을 때 위 사

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외부감사법 10

조), 감사(위원)가 이사의 부정행위 또는 법령 등 중대한 

위반사실을 감사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외부감사

법 22조 6항) 등 외부감사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증권

선물위원회는 감사(위원)의 해임 또는 면직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과징금 (외부감사법 35조)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

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감사(위원)

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

다. 

과태료 (외부감사법 47조)

감사(위원)가 회사 부정행위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등

을 공개하거나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었거나 공개한 경우, 회사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지 아

니하거나 그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외부감사법상 감사(위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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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 책임

허위재무제표 작성죄 (외부감사법 39조)

감사(위원)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

제표를 작성·공시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

역 또는 위반으로 인한 이익액(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

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금액이 과다할 경우에

는 가중하여 처벌된다. 일반적인 사례에서는 회사의 대표

이사나 재무책임자가 형사처벌되고, 감사(위원)에 대해서

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감사(위

원)의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본 조에 따른 공범이나 방조

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외부감사에 관한 독직죄 (외부감사법 40조)

감사(위원)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

품이나 이익을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는 경제

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정행위 신고자 보호위반죄 (외부감사법 41조 5호)

감사(위원)가 회사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의 신분 등

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회계감사 방해죄 (외부감사법 42조 8호)

감사(위원)가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방해한 경우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그 동안 대규모 회사나 금융기

관 등 이해관계자가 많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에

서 분식회계에 관여하거나 감사소홀이 문제되는 경우에

만 민·형사 책임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2017년 외부감

사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감사(위원)는 과거와 달리 외부

감사인 선임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하고, 내부통제의 실

질적 평가나 부정행위 신고자 보호, 회사의 회계처리 위

반사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감사(위원)는 법령, 회사의 

규정,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등을 확인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만일 감사(위원)가 내부통제

를 소홀히 하고 이사의 부정행위나 회계처리 위반 등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상

법, 외부감사법 등에 따라 이전보다 강화된 손해배상, 과

징금, 과태료,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

하여야 한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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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보고의 새로운 도전, 

통합보고 Integrated Reporting 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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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

acc.samil.com

기업회계기준의 기본 가정에는 “계속기업(Going Concern)”이라는 개념이 자리잡고 

있다. 기업이 계속적으로 존속하여야, 재무제표 자체가 의미가 있고, 이를 기반으로 

투자자들은 기업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계속기업의 가정하에 작성된 

재무제표가 실제로 모든 기업가치를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 기업 활동과정에 발생하

는 환경적 영향, 종업원과의 인권/노동의 문제, 더 나아가 경영자의 윤리적 문제, 지

배구조 등은 재무제표에서 찾기 힘들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라는 관점에서는 이러한  

“계속기업”의 개념을 발전시켜 “기업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업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그 영향력의 범위가 확장된 기업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슈에서 발생한 기

업 리스크가 더 많은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자산의 손상, 더 나아

가 기업명성을 실추시키는 많은 사례들을 접하고 있다. 기업의 재무제표만으로 기업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불충분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고, 투자자를 포함한 외

부 이해관계자는 사업의 성과와 미래 전망에 대한 재무적 정보뿐만 아니라 비재무

적 정보도 균형 있게 제공할 것을 기업에 요구하고 있다. 

재무제표의 경우 현재 국가별로 국제회계기준(IFRS)이나 미국회계기준(USGAAP) 

등의 재무보고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있으나, 비재무정보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 

없이 기업이 자발적으로 발간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기 때

문에 기업간 비교가능성, 이해가능성, 신뢰성 그리고 재무정보와의 연계성 등이 부

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 2013년 12월 국제통합보고위원회(IIRC, The International Integrat-

ed Reporting Council, 이하 IIRC)는 국제통합보고 프레임워크(International Inte-

grated Reporting Framework)를 발표하였다. 이것은 기존의 회계기준에서 탈피하

여 ESG 성과, 즉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를 투자 

의사결정 시 고려하는 새로운 기업보고 기준이 제정됨을 의미한다. 

본고는 통합보고의 개요 및 주요 내용과 IIRC에서 발표한 국제통합보고 프레임워

크를 설명하고, 통합보고가 향후 기업보고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등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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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배경

전 세계적으로 비재무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주요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상장회사들을 중심으로 중요

한 비재무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표1. 국가별 비재무정보 공시 입법화 현황

국가 제정년도 주요 내용 비고(법률안)

프랑스 2001년 2001년 공기업의 연차보고서에 사회· 환경적 영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명문화한 신경제규제법을 

제정, 2012년 민간기업으로 대상 확대 개정

Article 225 of Grenelle II

영국 2006년 회사법 2006에 의거, 상장회사는 사업이 미치는 범위 내 

환경 및 지역사회 이슈 공시 의무화

The Companies Act 2006

스웨덴 2007년 2007년 공기업 비재무적 정보 공시 의무화, 2012년 모든 

공기업에 대해 지속가능경영 목표 설정·성과 보고 법제화

The guideline for sustainability 

reporting

스페인 2011년 2011년 스페인 공기업 및 민간기업(임직원 1,000명이상) 

대상 지속가능경영 성과 보고 의무화

Sustainable Economy Law

덴마크 2012년 덴마크 내 1,100여개 기업 연차보고서에 지속가능경영 

활동 성과 보고 의무화

Danish Financial Statements 

Act

대만 2014년 대만증권거래소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한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GRI G4 가이드에 따른 독립적인 ESG 공시 

의무화

TWSE ESG Regulation

싱가포르 2014년 싱가포르증권거래소 내 상장기업의 비재무정보 보고 

의무화

SGX Sustainability Reporting 

Mandatory

독일 2017년 근로자 500명 이상, 재무상태표 2천만 유로 이상 또는 

매출 총액이 4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의 연차보고서에 

비재무정보 공시 의무화

CSR Directive Transposition 

Act

그런데 국가별로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업간 비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과 정보이용자들의 이해가

능성이 저해되고, 기업의 기존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가 작성되는 기준이 달라 두 정보간의 연계성이 낮아지

는 단점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의 전체적인 가치를 통합적으로 보여주면서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기

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IIRC가 설립되면서 통합보고 움직임이 더욱 구체화되고 체계화되고 있다. 

통합보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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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RC란?

2010년 8월, 영국의 지속가능성 회계프로젝트(The Prin-

ce’s Accounting For Sustainability)와 지속가능경영보고

서 국제기준제정기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는 

전세계 통합보고체계의 표준을 제정할 목적으로 비영리국

제기구인 IIRC를 설립하였다. IIRC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는 참여 기관의 대표성에 있다. 현재 IIRC에는 

국제회계기준 제정기관, 기업공시 규제기관, 국제기구, 투자

기관, 글로벌 회계법인 및 국제회계사협회, 다국적 기업들

과 학계 등 기업보고와 관련된 핵심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어 가장 대표적인 통합보고체계 제정 기관이라 

할 수 있다.

표2. IIRC 참여 기관

구분 참여 기관

회계 및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제정기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미국회계기준위원회(FASB), GRI 등

증권 및 재무  

공시 규제기관 

국제증권관리위원회, 도쿄증권거래소, 

금융안정위원회(FAB) 등

투자기관 UN 책임투자원칙(UNPRI), 

세계지배구조네트워크(ICGN) 등

글로벌 회계분야 PwC 등 4대 회계법인, 

국제회계사연맹(IFAC) 등

국제기구 World Bank,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 등

글로벌 기업체 현대건설, SKT, HSBC, 유니레버, 

코카콜라, 푸르덴셜, 마이크로소프트,  

볼보 등 85개 글로벌 기업체가  

Pilot 프로그램 참여 중

학계 등 세계자연보호기금, Harvard 대학,  

세계자원연구소(WRI),지속가능성 

회계프로젝트(A4S_영국) 등

통합보고의 정의

IIRC는 통합보고를 “기업이 운영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맥락에서 기업의 전략, 지배구조, 성과, 미

래 전망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

다. 통합보고는 현재 여러 가지 보고서(사업보고서, 지속가

능성보고서, 사회공헌백서, 환경보고서 등)를 통해 제공되

고 있는 정보들을 하나의 형태로 통합하여 그 통합된 정보

들 사이의 연계성을 보여준다. 또한 단기 및 중·장기적으

로 가치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조직의 능력에 해당 정보들

이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한다. 

통합보고의 장점

통합보고는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의 연계를 통해 기업의 

전체적이고 중·장기적인 가치까지 보여주고자 한다. IIRC

의 Pilot Programme에 참여하여 시범적으로 통합보고를 

도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Survey한 결과 도출된 통합보

고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다. 

표3. 통합보고의 장점

• 사업모델에 대한 명확한 이해 제공

• 내부적인 의사소통 장벽의 해소

• 비즈니스와 관련된 비재무적 핵심성과지표(KPI)에 대한 관심 

증가

• 비재무적 정보의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 향상

• 경영의사결정의 향상

Source: PwC “How ready are you?” April 2013

 



44    삼일회계법인 

글로벌 통합보고 진행 현황

통합보고는 2011년 프랑스 G20 정상회담의 안건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여 매년 G20 회담 및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 등 주요 국제 회의의 안건에 상정되어 활발히 논의되

고 있다. 2013년 12월 공식적인 IIRC 프레임워크가 발표된 이후 필립스, HSBC 등 다양한 분야

의 기업들이 통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매년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각 항목별 보고 형

태 및 컨텐츠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레이시아, 브라질 증권거래소 등에

서 통합보고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통합보고서 발간을 권고하고 있으며, 2014년 6월 영국 재무

보고위원회(Financial Reporting Council - FRC)는 사업보고서 내에 환경과 사회 정보가 포

함된 전략보고서 작성 시 통합보고 프레임워크를 참고하여 작성할 것을 가이드라인에 명시한 

바 있다. 이렇듯, 기업의 재무적 정보와 비재무적 정보의 연계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 통합보고 

프레임워크가 공식적으로 채택되어 기업들의 활용이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2017년 9월, 전세계 22개 주요 투자자 및 기관투자자가 기업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 

시 통합보고 프레임워크 기반의 비재무정보를 활용할 것을 IIRC 성명서를 통해 발표하였다. 이

는 기업이 투자자의 비재무정보 요구에 통합보고를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시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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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보고의 주요 내용

IIRC가 발표한 통합보고 프레임워크는 ① 통합보고의 기본 개념(Fundamental Concept), ② 보고서

의 내용과 구성을 결정하기 위한 통합보고 작성 지도 원칙(Guiding Principle) 그리고 ③ 통합보고서

에 포함되어야 할 보고의 내용 요소(Content Elements)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합보고의 기본 개념 

통합보고체계는 다음 3가지 기본 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

다. 

표4. 통합보고의 기본 개념

기본 개념 내용

6대 자본 • 재무자본: 사용 가능한 재무자본

• 제조자본: 생산 혹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되는 유형자산

• 지적자본: 경쟁 우위 창출이 가능한 무형자산

• 인적자본: 조직원의 역량 및 조직 혁신 능력

• 사회·관계자본: 주요 이해관계자, 지역사회 

등과의 네트워크 형성과 가치 공유 등에 따른 

사회적 자산

• 자연자본: 물, 공기, 토지 등의 환경 자원

사업 모델 기업이 단기 및 중·장기적인 가치 창출을 위해 

선택한 사업 시스템, 즉 자본의 투입(inputs), 투입된 

자본을 산출물로 전환시키는 경영 활동 (business 

activities), 산출물(outputs) 및 투입된 자본으로 

달성된 성과(outcomes)를 포함한 일련의 시스템

가치 창출 단기 및 중·장기적인 가치 창출을 의미하며, 

재무적 가치보다 확장된 개념의 가치, 즉 6대 자본 

모두에서의 가치 창출을 의미함

통합보고의 지도 원칙 

통합보고서의 보고 내용과 구성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참

고 지침인 6가지 지도 원칙은 다음과 같다.

표5. 통합보고의 지도 원칙

원칙 내용

전략적 집중과  

미래 지향성

조직의 전략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야 함

• 조직의 전략 

• 전략과 조직의 가치창출 역량과의 연관성 

• 전략과 조직의 6대 자본의 사용 및 그에 

따른 성과와의 연관성 

정보의  

연결성

조직의 가치창출을 위한 중요 요소들의 결합, 

상호 연관성 및 의존성을 보여줌으로써 

포괄적인 가치창출 흐름을 표시해야 함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성

이해관계자와 조직의 관계에 대해 다음의 

통찰력을 제공해야 함 

• 핵심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의 질 

• 조직이 핵심 이해관계자들의 정당한 요구, 

관심사 그리고 기대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이에 

대응하는 방법 및 범위 

중요성과  

간결성

조직의 단기 및 중·장기 가치창출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간결하게 

제공해야 함

신뢰성과  

완전성

긍정적·부정적 내용을 포함한 모든 중요한 

사항을 균형있게 중대한 오류없이 제공해야 함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

조직의 가치 창출 흐름과 관련하여 중대한 

항목에 대해 시계열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타 조직과도 비교 

가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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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보고의 8대 내용 요소

기업이 통합보고서를 통해 필수적으로 보고해야 할 8대 내용 요소는 다음과 같다. 

표 6. 통합보고 8대 내용 요소

요소 내용 요소 질문 구체적 내용

조직 개요와 

외부환경

무엇을 하는 조직이며  

어떤 외부 환경하에 있는가?

• 미션 및 비전, 조직문화 및 윤리, 소유권 및 운영구조,  

주요 사업 및 시장환경, 제품 및 서비스 

• 영향을 미치는 법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정치적 요소 등

지배구조 조직의 지배구조가 어떻게  

단기 및 중·장기적인 가치창출  

과정에 관여하는가?

• 조직의 지배구조, 전략적 의사결정 프로세스, 이사회의 

다양성 

• 경영진의 성과평가 및 보상과 조직의 단기 및 중·장기적 

가치창출과의 연관성 등

비즈니스  

모델

조직의 사업 모델은 무엇이고  

얼마나 탄력적인가?

• 주요 투입 자본 

• 주요 경영활동 (시장에서의 차별화 방안, 혁신 관리,  

변화 관리, 가치사슬 관리 등 포함)

• 주요 산출물 (제품 및 서비스 등)

• 주요 성과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

기회와  

위험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가치창출 능력에 영향을 주는  

위기와 기회는 무엇이고  

조직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 기회와 위험의 구체적인 내용 

• 기회와 위험의 실현가능성 및 그 영향력에 대한 평가

• 위험을 관리하고 기회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 등

전략과  

자원배분

조직의 추구하는 방향은 무엇이고 

조직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가?

• 조직의 단기 및 중·장기 전략적 목표와 성과평가 

• 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 중이거나 수행할 활동 

•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 배분 계획 등

성과 조직이 전략적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고 6대 자본 

측면에서의 성과는 무엇인가?

• 목표 대비 계량적 성과 (KPI 성과)

• 6대 자본 측면에서의 성과

• 주요 이해관계자의 정당한 요구, 관심사 그리고  

기대에 대한 대응 내용

• 과거와 현재 성과, 현재 성과와 미래 전망의 연결

전망 조직이 전략을 추구함에 있어 

위험요소와 불확실성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들이 조직의 사업모델과  

미래 성과에 어떤 잠재적 영향을  

가지고 있는가?

•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조직이 직면할 경영 환경에 대한 

경영진 및 지배기구의 예측과 전망

작성 및  

표시 기준

조직은 어떻게 통합보고서에  

포함될 정보를 결정하고  

해당 사항들을 정량화하거나 

측정하는가?

• 조직의 중요성 결정 프로세스 요약

• 보고 경계에 대한 설명 및 결정 방식

• 주요 사항의 정량화 및 평가에 사용된 중요한  

프레임워크와 방법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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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보고는 조직이 외부 환경 하에서 6대 자본(재무, 제조, 지식, 인적, 사회·관계, 자연자본)을 이용하여 조

직의 전략, 지배구조, 사업모델 등을 통해 단기, 중기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치를 창출하는지, 그리고 

각 요인들 간의 전체적인 연계성과 상호의존성을 고려한 보다 넓은 범위의 보고를 제안하고 있다. 

그림 1. 가치창출 프로세스상 6대 자본의 흐름과 내용요소의 상호작용 모델

외부환경

지배구조

기업의 통합적 가치 창출 흐름도

기업을 둘러싼 내외부 환경, 기회위험 요소, 전략 달성을 위한 활동 및 

그에 따른 성과와 전망을 분석하고 있는가?

기업의 어떠한 자본이  

투업되었는가?

• 재무자본

• 제조자본

• 지적자본

• 인적자본

• 사회·관계자본

• 자연자본

• 재무자본

• 제조자본

• 지적자본

• 인적자본

• 사회·관계자본

• 자연자본

투입 자본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  

산출된 자본은 무엇인가?

가치 창출

미션 및 비전

미래전망핵심성과

전략과 자원배분기회와 위험

Business Model

통합 보고서 작성 시 지침 원칙(Guiding Principle)을 고려하고 있는가?

전략적 주안점 및  
미래 지향성

이해관계자 대응 신뢰성 및 완전성정보 연계성 중요성 및 간결성
일관성 및  
비교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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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보고의 국내 현황

통합보고의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의 경우 국내에서는 2003년부터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 

글로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부 기업들이 연차보고서와 지속가능경영보

고서를 통합한 결합된 형태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재무적 요소와 비재무적 요소를 통합한 보

고서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통합보고 체계에 따른 보고서

라기보다는 두 개의 보고서를 단순히 물리적으로 결합한 

보고서에 가까운 실정으로 더 많은 발전이 필요한 상황

이다.

통합보고와 같은 맥락에서 비재무적 요소를 기업가

치의 주요 결정 변수로 인식하는 흐름이 공시 제도에서

Annual Report

(재무보고서)

지속가능경영 

Report

Annual Report

(재무보고서)

지속가능경영 

Report

Integrated 

Report

AR은 재무성과 위주로 작성된 

보고서이며, SR은 비재무성과 

중심(환경·사회성과)으로 구성된 

보고서임

성과보고

사업보고서(AR)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SR) 별도 작성
형     태

분리된 보고

재무성과지표

• 재무제표

•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 지표, 

비재무성과 지표

• 온실가스 배출량, 용수사용량 등

AR과 SR의 '단순통합'된 형식으로  

One Report라고도 함

물리적 통합

비재무적 성과의 재무적 측정

• 임직원 교육 투자로 인한 매출 증대 

및 비용 감소

• 온실가스 배출량의 재무적 영향

• 용수 사용의 재무적 영향

• 사회공헌 활동 효과의 재무적 영향 등

AR과 SR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보고서로 

모든 기업이 지향해야 할 목표임

유기적 통합

개별보고

통합보고

통합보고체계  
1차 Version 발표  
(2013.12 공포)

도 나타나고 있다. 2017년 3월에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자율공시 형태)가 

도입되었다. 기업이 공시하는 지배구조 보고서는 거래소

가 선정한 10가지 핵심 원칙에 대해 기업이 준수 여부 및 

미준수 사항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는 CoE(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작성된다. 나아가 올해부터는 지배구

조 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고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총

액 2조원 이상인 기업부터 지배구조 보고서의 공시가 의

무화되었다. 바야흐로 기업의 ESG성과, 즉 환경(E), 사회

(S), 지배구조(G)의 이슈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지배구조를 시작으로 환경과 사회

에 대한 부문까지 논의의 확장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

로 예측된다.

그림 2. 기업보고의 발전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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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보고의 향후 전망 및 맺음말

대부분의 기업에서 IIRC의 국제통합보고 프레임워크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통합보고가 기업

의 의사결정을 향상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의사소통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는 데 어떻게 도움

을 줄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다. 또한, IIRC는 국제통합보고 프레임워크를 현재의 국제회

계기준과 유사하게 전 세계 기업들에 통용되는 단일의 보고 기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바, 

IIRC에 참여하고 있는 IASB와 FASB를 포함한 많은 기준서 제정기관과 규제기관들은 국제통

합보고 프레임워크 내의 제안사항들을 자국의 보고체계에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시작

하였다. 국제사회에서 향후 국제통합보고 프레임워크가 법제화된다면, 사업보고서 중심의 국

내 기업의 보고체계 역시 이를 반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기업들은 글로벌 추세와 국내 

법제화 움직임을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보고체계는 기업의 전략에서부터 정보산출 및 피드백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

기 때문에 단시간에 구축하기에는 기업의 부담 및 부작용이 크다. 현재 기업의 정보산출 수준

을 파악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합보고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한 

단계적 도입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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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복잡다단해지고 있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자

원 고갈, 기후변화, 환경 오염, 빈곤 및 인권 문제 등 

전 지구적 이슈가 대두되면서 기업은 보다 다양한 이

해관계자들로부터 책임 있는 활동을 요구받고 있습

니다. ‘지속가능경영’은 기업이 이러한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으며, 전통적

으로 중시되던 재무 리스크 대응을 넘어, 환경·사회

적 측면의 비재무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새로

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영 전략입니다. 

삼일회계법인 S&CC는 정부·기업·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수준의 지속가능경영 전략 수립부

터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성과 관리, 커뮤니케이션

에 이르는 전방위적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독보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Thought 

Leadership 활동을 통해 비재무 성과 공시 및 관리

에 대한 시장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

다.

삼일회계법인 
S&CC Sustainability & Climate Change Service (지속가능경영 & 기후변화 서비스)

박 재 흠 파트너

삼일회계법인 S&CC 리더

+82-(0)2-3781-9911
jae-heum.park@pwc.com

삼일회계법인 S&CC는 전 세계 6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800여 전문가로 구성된 PwC Global S&CC 네트워크 멤버입니다.

지속가능경영 전략-실행-성과관리 체계 수립

지속가능경영보고서/통합보고서 기획 발간 및 검증

대외 평가대응업무(DJSI/CDP/한국지배구조원 등)

사회적 가치 중장기 로드맵 수립 및 경영활동의 사회적 가치 측정

기후변화대응 전략(배출권거래제 및 목표관리제 등) 수립

해외 CDM 사업 발굴 및 등록

신재생에너지 투자 자문 및 경제성 평가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사업 지원

‘녹색 인프라’ 사업 타당성·재무 자문

해외 개발 사업 환경·사회 실사, 모니터링 및 평가

개도국 기후변화 사업 재원 조달 방안 수립 & 신청 지원

환경·에너지 분야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국내외 시장 조사 및 진출 전략 수립

사업 파트너 발굴

탄소자산관리 부문 기업 해외진출 자문 부문

삼일회계법인 S&CC 제공 서비스

지속가능경영/사회적가치경영/ESG 부문 컨설팅 국제개발협력 부문



삼일 감사위원회센터는 

다양한 채널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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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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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재 윤 파트너 

센터장, 총괄

02 3781 3423 
jae-yoon.kim@pwc.com

손 정 현 연구위원 

센터 상근

02 3781 3284 
jung-hyun.sohn@pwc.com

하 미 혜 연구위원 

센터 상근

02 709 8599 
mihye.ha@pwc.com

삼일 감사위원회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