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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현황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2.0 현황과 나아가야 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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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외감법 개정”을 기점으로 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대표이사와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되었고 

기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절차가 감사 절차로 인증 수준이 

상향되었다. 제도적으로 미국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요구되는 사항들로 많은 기업들이 외부 자문사를 선정하는 등 변경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상당한 준비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여 검토 수준의 인증을 받아야 

했던 내부회계관리제도 1.0 시대를 뒤로 하고, 감사 수준의 인증이 

필요한 내부회계관리제도 2.0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제 환경이나 구조 등으로 인해 미국과 같은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로 개선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기업, 감사인 모두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이 일단락되어 감사가 진행중인 

자산 2조원 이상 국내 상장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주요 현황을 확인하고, 

2013 COSO*가 도입된 직후 미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변화 사항과 

비교하여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또한, 미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이용되는 

IT 기술을 확인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COSO: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의 약자로 1985년 미국에서 

효과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AICPA, AAA, FEI, IIA, IMA의 5개의 민간 단체가 공동 설립한 조직이다. 

COSO에서 1992년 제시한 COSO의 내부통제 프레임워크는 통제환경, 위험평가, 통제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으로 구성된다. 이는 2013년 전면 개정되어 SOX의 주된 내부통제 프레임워크로 활용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2019년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의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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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에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15년간 지속적으로 개선된 미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이 

앞으로도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회사 내부의 전문가 양성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시스템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는 최근의 환경을 고려하여 시스템에 기반한 통제활동을 늘리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도 다양한 IT 기술의 적용을 확대해 가야 한다.

Key Takeaways

단계적 적용 방안

한국의 현실에 적합한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적용

위험 기반 접근법을 적용한  

순차적 안정화 

지속적인 개선

재무보고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실질 위험 관리를 통한 회사의  

가치 증진에 기여

전문가 양성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가 양성 (IT 포함)

전문성 향상에 2~3년 정도의  

시간 소요

IT 고려

IT기반 통제나 자동통제활동의  

적극적 활용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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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부회계관리제도 법규 비교 (미국 vs. 한국)

법규 측면에서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미국과 비교하면, 거의 동일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률인 미국의 SOX*법안에서는 회사의 CEO와 CFO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

가하고 인증할 책임과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을 것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 외감법에서도 대표이사

와 내부회계관리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하고 외부감사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내부회계관리조직과 규정을 갖추고, 그 규정에 포함될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가 평

가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SOX: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일명 SOX법)은 “상장기업 회계개혁 및 투자자보호법”으로 2002년 

7월에 제정된 미국 상장기업의 회계개혁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이다. 우리나라의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회계감독위원회(PCAOB)를 설립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제도와 경영진의 처벌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폴 사베인스와 마이클 옥슬리의원의 이름을 따 명명됐다.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 기준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는 2013 COSO를 근

간으로 작성되었다. 재무보고 측면에 더 집중하여 작성하였다는 것을 제외하면 2013 COSO와 차이점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역시 2013 COSO의 부록으로 발표된 

“재무보고내부통제 적용기법 및 사례”에 기반하였고, 국내의 현황을 고려하여 예시를 제외하고 일부 항

목을 수정하였으나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미국 내부회계관리제도 US-SOX

Sarbanes-Oxley Act

• 302: CEO, CFO의 재무보고내부통제에 

인증 책임

• 404: 경영진 평가 및 감사인의 

내부통제 감사

• 형사상 책임, 과징금, 환수(Clawback)

근거 

법령

COSO

• 재무보고를 포함한 내부통제 

Framework 제시 (1992)

• 2013년 개정

내부회계

준거 

기준

PCAOB

• SEC가 설립하고, 내부회계감사기준과 

감리를 수행하는 기관

• 지속적으로 요구 수준을 강화하고 있음

감독기관 

및 감리

한국 내부회계관리제도 K-SOX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미국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넓게 해석함

• 회계 환경 관련 외감법이 엄격해짐

2013 개정 COSO 기준과 거의 동일

금융감독원

• 내부회계감사기준(한공회 위임)과 

감리를 수행하는 기관

• 감리 준비 작업 수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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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와 주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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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주요 변화 사항

2.1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및 주요 변화 경과

미국은 최초 도입 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적용하였고, 그에 따라 수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거쳐 상당한 변화와 실질적인 발전을 이뤄냈다. 우리나라는 2004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인

증의 수준을 “검토”로 도입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적용이 이뤄지지 않았고, 2018년에 이르러서야 외감법 

개정을 통해 그 수준을 “감사”로 격상시켰다. 따라서 미국이 2004년부터 현재까지 겪어온 변화를 1년 남

짓의 단기간에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실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고도화하고 감사를 수행하

는 과정에서 회사와 외부감사인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

AS2(내부회계감사기준) 발표

AS5(수정 내부회계감사기준) 발표

PCAOB 지적사항 증가

2013 COSO 발표

COSO Framework 발표1992

2007

2002

2011

2004

2013

2005

2018

2019

SOX 법안 도입

외감법 내부회계 

관리제도 도입

• 2개의 내부통제 의견 표명 

- 경영진의 내부회계 평가 절차 

-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시행

• 위험기반 접근법 적용

• 하나의 의견 제시(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

외감법 전면 개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개정 

• Staff Alerts 통한 내부통제 강조 

- End to End Process 이해 

- IPE, MRC, ITGC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

• 전사수준통제 강조(17원칙 등)

AS2(Audit standard No. 2): 미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위한 감사기준으로 경영진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절차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그 자체에 대한 2가지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AS5의 효력이 발

생한 2007년 12월 15일 이전까지 사용되었다. 

AS5(Audit standard No. 5): AS2의 개선안으로 2007년 12월 15일부터 적용되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그 자체에

만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위험기반 접근법을 강조하여 재무보고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험이 높은 항목 위주의 접근을 허용하였다.

PCAOB(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SOX 법안 도입에 따라 2002년 설립되었으며, 이전에 

회계법인의 자체적인 관리감독체계를 벗어나 회계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회계감사와 관련한 감사기

준 등을 제정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과 유사하다.

Staff Alerts: PCAOB가 회계법인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수행하는 과정에 주요 지적사항을 발표하고, 관

련하여 주의할 사항을 Staff Alerts로 발표하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은 2013년에 발표된 

Staff audit practice alert NO. 11 “Considerations for audit of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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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항목 많은 변화 상당한 변화 일부 변화 미미한 변화 모르겠음
상당한  

변화 이상

경영진 검토 통제 59% 27% 10% 4% 0% 86%

외부 감사 수준 49% 42% 8% 1% 0% 91%

정보의 신뢰성 32% 39% 18% 10% 1% 71%

정보기술 일반통제 30% 38% 23% 9% 0% 68%

사전 재무제표 중요성 30% 49% 15% 4% 1% 80%

거래수준-고위험 프로세스 19% 57% 20% 4% 0% 76%

전사수준-통제환경 19% 44% 28% 9% 0% 63%

위험평가 및 범위 선정 16% 44% 33% 6% 0% 61%

미비점 평가 절차 14% 48% 25% 9% 4% 62%

외부감사인의 회사 테스트 의존 13% 34% 27% 10% 16% 47%

거래수준-일반 프로세스 10% 46% 38% 6% 0% 56%

2.2 2019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주요 변화 사항 (한국)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회사가 체감하는 주요 변화 항목을 

지난 9월에 조사하였다.1 여러 항목을 제시하고 중복 답변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조사 결과는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많은 변화가 존재한다고 답한 비중이 높은 항목부터 제시하였다.

제시한 항목 중에서 “외부감사인의 회사 테스트 의존”은 47%만이 상당한 변화 이상이라고 답하였고, 나

머지 항목은 과반이 상당한 변화 이상으로 답하였다. 동 결과를 2014년 미국의 주요 변화와 비교해 보자.

1 조사 대상: 상장 2조 이상 79개사, 조사 기간: 2019년 9월 20일 ~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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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내부회계관리제도 주요 변화 사항 (미국)

2014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답변한 7가지 상위 항목은 2013 COSO로 인한 

변화 사항 및 PCAOB의 주요 지적 사항과 관련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ELC(Entity Level Control, 

전사수준 통제활동)와 관련된 2개 항목이 2013 COSO와 관련된 사항이고, 나머지는 주로 PCAOB의 지

적 사항과 관련된 항목이다.

2014년은 구 COSO에 기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였던 회사들이 2013 COSO를 새롭게 적용

하여야 하는 시기였다. 동시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 PCAOB의 지적과 개선 요구

사항에 따른 개선 작업을 수행하였다. 참고로, PCAOB 지적 사항의 영향으로 인한 변화는 다음과 같다.2

연결내부회계 기준 테스트 범위에 대한 

위험평가의 영향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와 

보고서를 포함한 정보 기술(IT) 고려사항

타인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

경영진 검토 통제(Management Review 

Controls, MRC) 테스트

기중 일자에 테스트된 통제의 

잔여기간에 대한 테스트

식별된 통제 미비점 평가

2 2013년에 PCAOB가 발표한 Staff audit practice alert NO. 11 “Considerations for audit of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의 주요 내용임

Survey 대상 기업: 시가 총액  7억달러 이상 미국 상장 기업 (Large accelerated filer)

출처: Protiviti’s 2015 SOX Compliance Survey

31% 36% 67%

ELC와 관련된 문서의 증가

23% 34% 57%

감사인의 미비점 평가의 정교함 증가

29% 30% 59%

IT report 관련 Test 증가

23% 30% 53%

ELC 통제의 테스트 증가

26% 31% 57%

고위험 프로세스에 대한 통제활동 증가

25% 37% 62%

정보기술일반통제(ITGC) scope의 증가

17% 32% 49%

경영진의 판단과 추정과 관련된 통제활동 테스트 증가

Q. 2014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많은 변화가 발생한 항목은? (미국) 
많은 변화

어느 정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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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 일반통제(ITGC), 정보(IPE)의 신뢰성 

및 경영진 검토 통제(MRC)의 경우, 미국에서 관

련 항목의 중요한 변화 비율이 한국보다 낮긴 하

지만, 지속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부분이다. 정보

기술 일반통제의 대상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증

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다양한 시스템이 추가로 

도입되고 통제활동이 정교화되어, IT 리포트도 

증가하고 있다.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각종 리포

트를 무조건 신뢰하고 이용하기 어려우므로 정보

의 신뢰성 관련 테스트도 늘어난다. 정보기술 일

반통제에서 이슈가 발생하거나, 재무제표 작성에 

매우 중요한 리포트나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뢰성 검증을 위해 회사의 IT 리포트 관련 테

스트가 필요하다. 중요한 IT 리포트의 경우에는 

2~3년마다 주기적인 평가를 수행하기도 한다. 

경영진의 판단이나 추정과 관련된 경영진 검토 

통제는 이미 많은 적용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

고 지속적인 변화사항으로 조사되는 항목이다.

3.1 ITGC(Information Technology General Control, 정보기술 일반통제)

 ITGC 주요 변화 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서는 재무보고와 연관된 중요한 시스템을 ITGC 적용 대상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다. 

• 통제활동을 정교화하는 과정에서 재무보고와 관련된 ITGC 대상 시스템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 최근 발전된 ITGC의 감사 기법이 한국의 현실에 비해 높은 수준의 통제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제활동의 설계 미비점이 다수 발생하게 되고, 요구수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를 갖추기 위해서

는 상당한 규모의 IT 투자가 수반되기도 한다. 

• ITGC 대상에 추가로 포함되는 시스템의 경우 1~2명의 인력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ERP 이외의 소규모 

시스템이 많아 적절한 업무 분장 및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KOREA
(2018~2019)

US 
(2014)

정보기술일반통제

68% 25%

경영진 검토 통제

86% 17%

정보의 신뢰성

71% 29%

그림. “각 항목에 대한 변화가 상당하였다(많았다).”고 

답변한 비율

3. 내부회계관리제도 변화 상세 분석



Samil Audit Committee Center 

Trend Report 2019 ㅣ Vol.3

9

 한국의 일반적인 ITGC 현황 

• 회사는 재무보고절차와 관련하여 ERP와 같은 주요 시스템 이외에도 다양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시스템 통합 정도가 낮은 편이다. 

• 시스템의 도입/개발 시, 효과적인 내부통제보다 효율적인 시스템 처리를 우선 고려하는 경향이 강하여 

문서화를 포함한 ITGC에 미비점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 IT의 운영과 관련한 위험을 과소 평가하고, 상당 부분 업무를 외부업체에 의존한다. 외부 업체에 의존

하는 경우 적극적인 관리를 수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ITGC 관련 나아갈 방향 

• 통제활동이 정교화되고 정보(IPE, Information Produced by Entities)의 신뢰성이 강조될수록 ITGC 

대상 시스템 개수는 더욱 증가할 수 있다. ITGC는 관련된 자동통제 및 IT 의존 통제활동의 신뢰성에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 IT 업무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자 부서의 명확한 참여와 확인이 필요하고, 관

련 통제를 구축하기 위한 상당한 투자와 실무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통합된 시스템은 단기간 비용 증가를 유발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데이터 통합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 회사는 ITGC 대상 시스템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고, 관련 통제활동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IT 내부통제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여 감사인에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2 정보(IPE3, Information Produced by Entities)의 신뢰성

 정보(IPE)의 신뢰성 주요 변화 사항 

• 기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하에서는 재무보고와 관련된 주요 리포트 및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검증

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내부통제에 사용되는 경향이 존재하였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서는 내부통제에 사용되는 주요 시스템 리포트 및 회사가 생산한 주요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 시스템 리포트가 산출되는데 사용된 프로그램은 효과적인 ITGC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ITGC가 효

과적이지 않은 경우 정보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통제활동에 반영되어야 한다.

• 시스템 리포트와 주요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한 기초 데이터는 해당 데이터가 생성될 때의 통제활동

과 연계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 기초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통제활

동에 반영되어야 한다.

• 상기와 같이 내부통제를 설계할 때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통제활동의 보

완이 필요하다.

 한국의 일반적인 정보(IPE)의 신뢰성 현황 

• ITGC 미비점이 존재하는 경우 정보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 ITGC에서 시스템 리포트 개발 및 변경시 중요한 통제활동인 사용자 테스트의 미비점이나 문서화 부족

으로, 개발·변경된 프로그램의 적정성 검증이 이뤄졌다는 ITGC 효과성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 수많은 주요 정보의 기초 데이터와 관련된 모든 통제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포함시키기 어렵다.

• IPE에 대한 회사와 감사인의 이해 및 경험 부족으로 과다한 자원 투입이 요구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3 IPE: 재무보고와 관련된 시스템 리포트 및 회사 내부에서 생성된 주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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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IPE)의 신뢰성 관련 나아갈 방향 

• 위험기반 접근법이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리포트와 주요 정보가 잘못될 가능성을 평가하고, 위

험의 정도에 따라 회사의 통제활동 수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모든 정보에 적용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무리가 있다. 특히 금융권은 회사의 주요 정보에 대한 모든 통

제활동이 문서화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단기간에 일괄적인 적용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회사와 감사인은 왜곡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리포트 및 주요 정보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필

요가 있다.

• 정보의 신뢰성을 검토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를 수행하는 것(예를 들어, 재고수불 보고서를 회계팀 팀

원이 검증하는 통제를 신설)은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통제활동은 형식적으로 설

계되고 적용된다 하더라도 해당 보고서가 잘못 만들어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기 때문

이다.

3.3 MRC(Management Review Controls, 경영진 검토통제)

 MRC 주요 변화 사항 

• 경영진의 판단 및 추정과 관련된 복잡한 통제활동은 MRC로 설계하고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

• 판단과 추정이 개입되는 항목에 포함된 다양한 가정과 기초정보를 검증하는 통제활동은 회사가 정당

한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반으로 사용될 수 있다. 

• MRC에 포함된 보고서나 주요 정보의 신뢰성은 3.2에서 제시한 바와 동일하다.

• 실무적으로 판단과 추정의 근거를 문서화하고 검증하는 통제활동을 설계하고 적용하는 것은 상당한 

문서화가 수반된다. 

 한국의 일반적인 MRC 현황 

• 기존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강조되지 않은 부분으로 통제활동을 수행한 근거를 문서화하는 새로

운 실무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회사가 실제 업무처리과정에서 수행하는 통제활동과 MRC간 연계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  

 MRC 관련 나아갈 방향 

• 통제활동의 명칭이나 구분이 MRC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 위험기반 접근법이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MRC에서 모든 항목의 검토결과를 거래수준에서 확

인하는 정도로 문서화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바람직하지 않다.

• MRC를 거래수준 통제활동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한다. 즉, 실제 업무처리과정에서 수행하는 통제활

동과 연계하여 대체한다.4  

• 궁극적으로 회사의 상황에 따라 거래수준 통제활동과 MRC는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통제활

동의 수준을 조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MRC를 거래수준통제활동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MRC라는 하나의 통제활동보다 실제 해당 거래가 발생하는 거래수준 통제활동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수관계자 주석과 관련된 통제활동을 MRC로 분류하여 통제활동을 설계하는 경우, 동 통제활동에서 

회계팀은 특수관계자의 완전성 및 정확성, 확인된 관련 거래 유형별 금액의 정확성과 완전성 등에 대한 사항을 한꺼번에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기획팀이 특수관계자 대상을 관리하고, 각 부서에서 유형별 거래금액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회계팀이 이를 

취합하여 확인하고 주석을 작성한다면, 해당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부서별로 통제활동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변경이 MRC를 

거래수준통제활동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즉 기획팀에서 수행하는 특수관계자 목록 관리 절차와 관련된 거래수준통제활동을 설계하고, 

각 담당부서에서 공시 대상 거래금액을 추출하고 확인하는 거래수준통제활동을 설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MRC를 

거래수준통제활동으로 대체”함으로써 실제 해당 활동이 이뤄지는 거래수준통제활동의 개수는 늘어날 수 있으나,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통제활동이 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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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수준 통제활동 주요 변화 사항 

“고위험 프로세스에 대한 통제활동 증가” 역시 

큰 변화가 발생한 부분이다. 외부감사인은 위험 

기반 감사방법에 따라 회사의 재무제표상 왜곡

표시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 영역에 대하

여 철저한 감사절차를 수행한다. 특히 최근 도입

된 핵심감사사항에 관련된 프로세스를 우선적으

로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금융감

독원이 매년 발표하는 재무제표 중점 점검 분야 

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반면 통제활동의 개수는 큰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관련 업무의 과도한 증가를 우려하여 과

거 경험을 감안한 적절한 규모의 통제활동 개수

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초

기 단계에 많은 수의 통제활동을 설계 및 운영한

다. 이후 감사 과정에서 실질적이지 않거나 중복

된 부분을 제거하여 통제활동 개수를 줄여나간

다. 미국에서 통제활동 개수의 변경이 적다는 것

은 회사의 주요 조직, 프로세스, 시스템 등의 변

경이 크지 않았고, 통제활동이 안정적으로 운영

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3.4 거래수준 통제활동

고위험 프로세스에 대한 강화

통제활동의 개수

일반 프로세스에 대한 강화

76% 26%

28% 6%

56%

KOREA
(2018~2019)

US 
(2014)

 한국의 일반적인 거래수준 통제활동 현황  5 

한국은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미국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

다. 한국의 통제활동 개수는 기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시와 비교하여 소폭 증가하였으나, 향후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결재무제표 기준의 통제활동 개수는 자회사의 사업 

성격이나 조직, 프로세스의 동질성(시스템 포함)에 따라 별도재무제표 기준의 통제활동 개수와 많은 차이

가 발생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5 한국 현황은 상장 2조 이상 30개사의 통제기술서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시점은 2019년 7월임. 미국 현황은 Protiviti’s 2015 SOX 

Compliance Survey에서 발췌함.

그림. “각 항목에 대한 변화가 상당하였다(많았다).”고 

답변한 비율

US 
(2014 - 매출 100억 $ 이상)

구분

거래 수준 핵심 

통제활동 개수

통제활동

673개

핵심 통제비율

69%

KOREA
(2018~2019 - 자산 2조 이상)

New

310개

Old

284개

핵심 통제

47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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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수준 통제활동 관련 나아갈 방향 

2019년 정보기술 일반통제(ITGC)와 재무보고 프로세스가 전사수준 통제활동 이외에 변화가 많은 프로

세스로 조사되었다. 각각 52%, 34%정도 증가한 통제활동 개수를 보여주고 있다. ITGC의 개수가 증가한 

것은 ITGC의 대상 시스템이 확대되고 과거보다 통제활동이 더 구체화된 결과이다. 즉, 거래수준 통제활

동에 자동통제나 IT의존 수작업통제활동의 

개수가 과거에 비해 증가함에 따라 회사의 

핵심 시스템인 ERP이외의 다양한 시스템이 

ITGC 대상에 포함되었다. 

재무보고 프로세스는 주로 회계팀의 업무

처리절차로 기존의 재무제표 작성에 집중되

었던 통제활동에 더하여, 재무제표를 검증

하는 구체적인 통제활동의 설계와 운영이 

요구됨에 따라 통제활동 개수는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무제표 검증 업무가 추가됨에 따

라 회계팀의 업무가 증가하므로 실행가능한 업무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과정에 회계팀의 업무

가 과중하다고 판단되면, 기존에 현업부서를 대신하여 처리했던 업무를 현업부서로 이관하거나 추가 인력

을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5 ELC(Entity Level Control, 전사수준 통제활동) 

 ELC 주요 변화 사항 

미국의 2014년 ELC 관련 변화 사항은 2013 COSO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이다. 내부통제 본질에는 종전

과 차이가 없지만, 2013 COSO는 기존의 COSO를 명료하게 재정립하고 새로운 IT와 사업환경을 반영하

여 전면 개정됨에 따라 ELC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2013 COSO의 

주요 변화 사항

• 17원칙과 중점고려사항을 제시(5개 통제 구성 요소의 구체화)

• 내부통제에 대한 지배기구의 역할 증대

• 위험 평가를 전제로 한 내부통제 설계 및 운영 체계의 도입

• 새롭고 복잡한 테크놀로지(IT)에 대한 의존도 강화 

• 시장과 영업환경의 글로벌화 및 SSC/아웃소싱을 포함한 운영조직의 변화

• 운영 및 보고 목적의 확대 - 내부회계관리제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구분 New Old

ITGC 핵심 통제활동 개수 42개 28개

재무보고 핵심 통제활동 개수 43개 32개

전사수준통제활동 테스트 증가

63% 23%

전사수준통제활동 문서의 증가

63% 31%

KOREA
(2018~2019)

KOREA
(2018~2019)

US 
(2014)

US 
(2014)

그림. “각 항목에 대한 변화가 상당하였다(많았다).”고 답변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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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사 수준 핵심 

통제활동 개수

KOREA
(2018~2019 - 자산 2조 이상)

New

62개

Old

32개

US 
(2014 - 매출 100억 $ 이상)

핵심 통제

69개

통제활동

103개

핵심 통제비율

67%

우리나라에서는 2013 COSO를 반영하여 전면 개정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이외에도 외감법령에

서 세부적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감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의 대부분은 내부회계

관리제도 모범규준에 반영되어 있다. 내부회계관리 조직과 계획 보고, 결과 보고 및 감사위원회의 평가는 

과거와 비교하여 많은 변화가 필요한 영역이다.  

예를 들어, 외감법령에서 특히 강조되는 감사위원회 평가와 관련하여 다양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고 통

제활동에는 감사위원회의 평가와 관련된 통제절차가 설계되어 적용될 것이다. 경영진은 실무적으로 감사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과 시기, 방식을 결정하여야 하고, 감사위원회는 평가 방식을 결정한다. 이 때 다음

과 같은 항목이 점검될 수 있는 실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해당 통제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것이다.

감사위원회 Check Points

1. 경영진 평가조직은 적정한 규모이며,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

2. 경영진 평가 계획 상 평가범위는 충분한가? 중요한 프로세스가 빠짐없이 포함되었는가?

3. 경영진 평가는 계획대로 수행되었는가? 평가 결과는 적절히 집계되고,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조치되었는가?

4. 외부감사인의 보고사항과 경영진 보고사항은 일치하는가? 차이가 있는 경우 사유는 무엇인가?

5. 외부감사인에 의하여 제기된 회계 이슈 또는 수정사항이 존재하는가? If yes, 내부통제에 영향은 없나?

6. 내부고발사항 중 회계처리 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사항이 있었는가? If yes, 적절히 조치되었는가?

7. 내부회계관리규정 상 감사위원회 평가 기준 및 절차가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가?

한편, 미국의 경우 2014년 당시 10년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가 수행되고 있던 시점이므로 기존

의 ELC에 문제가 없었다면 실제 큰 변화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이다. 물론 2014년 기준 가장 큰 변

화항목으로 ELC이 제시되었지만, 기존에 적절하게 운영된 부분으로 30%정도의 기업에서만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응답하였다. 

6 외감법 주요 요구사항 관련 조항

 - 외감법 제 8조

 - 외감법 시행령 제 9조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 6조 및 7조

 한국의 일반적인 ELC 현황 

현재 조사된 2조 이상 상장기업의 전사수준 핵심통제활동의 개수는 62개로 미국의 69개 보다 적지만,  

미국이 연결재무제표 기준의 개수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약간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새로 개

정된 모범규준의 원칙과 75개의 중점고려사항을 개별적으로 고려하는 세분화된 접근 방식을 취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모범규준이 제시한 내용은 내부회계에 국한되는 사항 뿐 아니라 경영 전반의 사항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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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람직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현실에 당장 적용하기에는 “시기상조”인 항목들이 존재한

다. 따라서 일부 부족한 항목이 존재하더라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하여 관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이 최선의 관행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정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다소 지나치다고 판단된다. 

미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연결재무제표 기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ELC가 모범규준의 75개 중점고

려사항별로 따로 설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

는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통제활동으로 구성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참고> Location 개수를 고려한 전사수준 통제활동 개수 통계 (2018년 미국)

ELC 개수
1-3 

Location
4-6 

Location
7-9 

Location
10-12 

Location
13 이상 
Location

15개 미만 15% 15% 11% 11% 14%

16 ~ 25 17% 13% 3% 9% 16%

26 ~ 35 15% 12% 8% 4% 10%

36 ~ 45 8% 6% 6% 11% 7%

46 ~ 55 10% 13% 12% 5% 9%

56 ~ 75 6% 3% 6% 5% 5%

76 ~ 95 2% 6% 3% 4% 4%

96 ~ 115 15% 10% 14% 12% 8%

115 개 이상 12% 22% 37% 39% 27%

출처: Protiviti’s 2019 Sarbanes-Oxley Compliance Survey - “Benchmarking Costs, Hours and Controls”

조사결과를 보면, 자회사의 개수와 ELC 개수 간의 관련성을 찾기는 쉽지 않다. 다만, 7~9개, 10~12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전체 ELC의 개수가 96개 이상인 경우가 51%인 것은 눈에 띈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원칙에 기반한 중점고려사항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였다면 통제활동의 개수가 60~70

개 정도여야 하지만 이보다 적은 통제활동 개수가 존재하는 것은 중점고려사항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Location의 증가에 따라 ELC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

을 보이지 않는 것은 ELC를 본사에서 주로 관리하고 자회사 등에는 일부 항목만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

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LC 관련 나아갈 방향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ELC는 개수가 다소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근본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범규준의 개별 중점고려사항에 집중한 방식 보다는 근본 

취지를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통제활동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연결재무제

표 기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자회사에 일률적으로 ELC를 설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본사와 

자회사간의 역할 및 책임에 따라 설계 및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본사가 수행하여야 할 관리 및 모니터링 

역할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상당한 난제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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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위험 평가 및 미비점 평가

 위험 평가 및 미비점 평가 관련 

 주요 변화사항 및 현황 

위험 평가와 미비점 평가는 기존의 내부회계관

리제도 검토하에서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거나 형

식적으로 수행했던 항목이다. 위험 평가는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평가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으로 

흔히 “범위의 선정(Scoping)”이라고 부른다. 또한 

평가 계획에 핵심적인 항목으로 포함하여 경영진

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 

과정에서 “중요성 금액”이라는 금액적 기준과 질

적인 요소를 고려하게 된다. 이는 회사와 감사인

이 모두 수행하는 것이므로, 회사는 감사인이 수

행하는 위험평가보다 보수적인 입장에서 그 평가 

대상을 넓게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회사는 감사인의 중요성 금액을 고려하게 된다. 

중요성 금액은 향후 금감원의 양정기준으로 활

용될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항

목이기도 하다.

과거 미비점에 대한 회사 자체의 보고나 감사인

의 지적이 많지 않았기에, 미비점을 확정하고 그 

심각성을 평가한 경우가 흔치 않다. 심각성 평가

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

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감사인과 회사간 많은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도 미비점에 대한 명

확한 절차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사인의 평가 절차도 더욱 정교해지고 있고 미국도 이러한 

관점에서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위험 평가 및 미비점 평가 관련 나아갈 방향 

• 위험 평가에서는 감사인과 감독기관에서 강조하는 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 재무제표의 왜곡표시 위험을 최종 단계에서 걸러주는 통제 위주에서 재무제표의 기반 거래수준의 왜

곡표시 위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나아가 선제적인 위험 관리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 재무보고 위험 관리 이외에 운영 위험 및 법규준수 위험에 대한 범위 확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내부통제의 적용을 재무보고뿐만 아니라 운영 및 법률준수 위험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근

본적으로 회사 운영체계의 체질을 개선하는 작업이다.

• 많은 미비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미비점에 대한 평가와 개선 시에는 근본원인을 확인하고 치유할 수 있

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대부분의 회사가 잠재적인 중요한 취약점이 실제 발생하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이를 고려하지 못하다

가 막상 해당 상황이 닥치면 임시방편적인 해결로 마무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위험평가 및 범위 선정

미비점 평가

23%62%

60%

US 
(2014)

KOREA
(2018~2019)

그림. “각 항목에 대한 변화가 상당하였다(많았다).”고 

답변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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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회사 테스트 결과 이용

 회사 테스트 결과 이용 관련  

 주요 변화사항 및 현황 

외부감사인의 감사방법론에는 회사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 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고 기술하

고 있다. 이를 통해 감사인은 감사절차를 직접 수

행하는 대신 회사가 평가한 결과의 적정성을 검

증하고 활용하여, 효율적인 감사를 수행할 수 있

다. 미국의 경우에는 철저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목적 이외에도 감사인의 감사시간을 줄이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미 상당한 안

정을 이뤘기에 많은 변화를 보이지는 않는다. 우

리나라도 비율상으로는 상당한 변화가 있다고 응

답하였으나, 2019년 초도 감사 시에는 회사의 평

가 결과에 의존하는 비율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

상된다.

 회사 테스트 결과 이용 관련 나아갈 방향 

• 회사 평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감

사인이 회사의 평가 결과를 이용하게 함으로

써 고위험 영역에 감사업무를 집중하고 감사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 감사시간 감소는 감사보수와도 연관성을 갖

는다. 

외부감사인의 회사 테스트 의존

외부감사인의 내부통제팀 테스트 의존

12%

17%

US 
(2014)

47%

KOREA
(2018~2019)

그림. “각 항목에 대한 변화가 상당하였다(많았다).”고 

답변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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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 통제

1.1 통제활동 유형의 구분 (2019년 한국 기준)

흔히 통제활동은 자동 통제, IT에 기반한 수작업 통제, 

수작업 통제로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업무가 시스템 기

반 하에서 이뤄지고 있으므로 IT와 연관된 통제활동의 개

수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실제 

핵심적인 통제활동은 수작업 통제이거나 IT기반 수작업 

통제인 경우가 다수이다. 

현재 2조 이상 상장기업의 자동통제활동의 비율은 다음

에 제시되는 미국 대기업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인다. 비록 

수치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나, 시스템에 기반한 활

동을 늘리고 수작업통제를 자동통제로 전환하는 것이 업무 효율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일 것이다. 

많은 통제활동이 승인 통제로 이뤄지고 있는 부분은 개선할 여지가 많다. 현재 제시된 IT기반 수작업통

제의 비중이 8%인 것은 실제보다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문사와 회사 모두 새로운 개념에 대한 준비

가 다소 부족함을 시사한다. 

1.2 미국의 규모별 자동통제 비율

미국의 시가총액 7억 달러 (약 8천억) 이상의 회

사 중에서 자동통제가 25% 이하인 기업은 66%  

정도이고 25% 초과인 기업은 34% 정도를 차지한

다. 심지어 51% 이상 기업도 15%에 이른다. 앞서 

제시된 2조 이상 한국 상장기업의 평균이 19%인 

것과 차이가 존재하나, 큰 차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회사 규모에 따른 차이는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II. 내부회계관리제도와 IT

2조 이상 (자산 총액)

자동 통제

IT기반 수작업 통제

수작업 통제

비율

19%

8%

73%

자동통제 비율(미국)

0 ~ 5%

6 ~ 10%

11 ~ 25%

26 ~ 50%

51 ~ 75%

Large Middle

18% 12%

16% 10%

32% 34%

19% 29%

15% 15%

Large: 시가 총액 7억달러 이상 기업 (Large accelerated filer)

Middle: 시가 총액 75백만 ~ 7억달러 이상 기업 (Accelerated filer)

출처: Protiviti’s 2019 Sarbanes-Oxley Compliance Survey - 

“Benchmarking Costs, Hours and Controls”



Samil Audit Committee Center 

Trend Report 2019 ㅣ Vol.3

18

2. 미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IT 활용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기술은 크게 2가지이다. 하나는 회사의 통제활동을 자동화하는 데 사용되

는 설계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고, 다른 하나는 주기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기술이다.  

회사는 일관된 업무처리를 위해 업무를 정형화하고 이에 적합한 ERP를 포함한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

한다. 구축된 프로세스는 통제활동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통제활동 역시 시스템에서 이뤄

지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시스템 기반 업무 처리과정에서 재무보고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시스템 기반 

통제활동을 확대하려면 시스템을 개선하는 노력과 상당한 비용이 수반된다. 시스템에서 처리되기 어려운 

비정형화된 업무라고 하면 수작업을 통한 통제활동이 이뤄질 것이고, 이로 인해 관련 인원의 업무가 증가

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재무보고의 정확성을 위한 업무의 증가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현

상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회사의 통제를 ERP 중심의 자동통제로 전환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회사는 시스템 상의 업무 분장이 약하기 

때문에 다양한 수작업 통제로 보완한다. 시스템 중심의 업무처리를 위해 시스템상 업무 분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설계되어 적용(운영)되는 통제활동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이를 수행할 인원과 평가

를 지원할 시스템 및 자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역시 비용이 발생한다. 

각 회사는 효율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이러한 2가지 측면에서 기술을 접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기존 업무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어 이 부분의 효

율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2.1 2018년 내부회계 목적으로 IT Tool을 사용하였는가?

53% Yes 47% No

미국의 경우 과반의 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IT Tool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통제를 

위해 회사가 사용 가능한 다양한 IT Tool이 존재한다. Tool의 종류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자.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IT Tool은 효과성과 효율성 측면의 이점으로 인해 사용하게 되는데, 크게 통제활

동을 운영(적용)하기 위한 Tool과 통제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Tool로 구분할 수 있다. 통제활동을 평가하

기 위한 Tool은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통제활동 설계에 이용되기도 한다. 

통제활동을 운영하고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Tool로는 자동 결재 시스템, 권한 관리 Tool, 자

동 대사 시스템 등이 존재한다. 

첫째, 자동 결재 시스템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흔히 등장하는 “승인 통제활동”을 적용하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 승인 절차 및 전결권자를 사전에 정의하여 승인을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고, 업무 지연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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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여기에 각 결재 유형별로 시스템적인 검증 및 대사 기능을 추가하여 

자동 결재가 이뤄지도록 구성할 수 있다. 

추가로 승인 시스템에 업무 프로세스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 즉 현재 업무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결산 프로세스의 현재 진행상태를 확인하고 일정관리에 유용하

게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여러가지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으므로 이름에 얽매일 필요는 없

다. 무전표 시스템으로 불리는 일상적인 전표 처리를 위한 시스템도 검증 기능이 추가된다면 내부회계관

리제도에서 요구하는 승인의 기능이 포함된 일종의 결재시스템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권한 관리 Tool은 ERP 등 시스템 기반 하에 업무가 처리되는 회사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권

한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Tool이다. 권한 관리 Tool의 주요 기능에는 권한을 부여하고 회수하는 기능, 

특정 권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 현재 접근 가능한 권한자 및 특정한 두 가지의 권한을 보유하

고 있는 인원을 추출하는 기능 등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권한 관리 Tool은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정보기술일반통제(ITGC)의 권한 관리와 거래수준통제활동의 접근권한 및 업무분장 통제활동이 

잘 적용되도록 지원하고, 권한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지원하는 Tool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시스

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업무별로 부여할 시스템 상 권한이 정의되고, 임직원이 업무별로 연

계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시스템상 모든 권한에 대해 관련 업무를 정의하고 임직원을 연계하

는 것은 매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현재의 통제 방식과의 균형도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권한 관리 

대상의 범위를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통제활동으로 한정하더라도, 이러한 사전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권한 관리 Tool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동 대사 시스템은 인터페이스가 발생한 양 쪽의 데이터를 비교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

나 특정 항목을 직접 비교 검증하는 Tool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 금융권에서 사용 중인 “계정대사시

스템”이 있다. 계정대사시스템은 여신, 수신 및 유가증권 등의 업무 프로세스에서 발생한 회계처리의 기초 

데이터를 취합하여 회계시스템으로 인터페이스하는 중간에서 양쪽의 데이터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제시

하는 시스템이다. 다양한 원천에서 집계되는 데이터에서 회계에 필요한 데이터가 정리되고 인터페이스 되

는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동 시스템은 인터페이스 통제활동의 보

조 Tool로 대부분 활용되고, 계정대사시스템이 발생한 차이를 스스로 해결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

로 자동통제로 구분하지 않는다.

통제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대표적인 Tool로는 GRC 시스템과 상시 통제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다. 

GRC(Governance, Risk management and Compliance)의 대표적인 시스템은 SAP와 Oracle의 GRC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관점에서 주요 기능으로는 권한 관련 통제활동 관리(Access Controls) 및 내부통제 평

가(내부회계관리시스템 - Process Control)가 포함되어 있다. 

“권한 관련 통제활동 관리” 기능은 앞에서 설명한 권한 관리 Tool의 대부분의 기능과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한다. 다음으로 “내부통제 평가”는 확대된 내부회계관리시스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시중에 유

통되는 일반적인 내부회계관리시스템의 기능이 내재되어 있으며, 평가 대상 통제활동이나 모니터링 대상 

항목을 시스템에 직접 연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평가(모니터링) 대상은 거래 데이터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

템 설정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마스터 데이터에 대한 모니터링을 포함할 수 있다. 물론 모니터링 대상

은 사전에 미리 정해주어야 한다. 즉 사전에 정의된 시나리오에 따라 이상 건으로 정의한 항목에 대한 취

합과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전에 정의되는 시나리오에는 통제활동이 포함될 수도 있고, 추가

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징후를 정의한 사항이 포함되기도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상당한 가격 부담 등을 

이유로 매우 제한적인 회사만이 해당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상시 통제 모니터링 시스템도 유사한 측면이 존재하며, 주로 통제활동을 상시적 혹은 주기적으로 평가하

기 위한 시스템으로 설계한 통제활동이 잘 작동하는지를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물론 업무 처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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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건을 사후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이 포함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시스템

에서 처리된 건에 대해 사전에 설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이상 건을 취합하여 검토하는 절차를 취한다. 최

근에는 내부회계관리시스템에 이러한 기능을 추가하려는 시도도 존재한다.

2.2 내부회계 목적으로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IT Tool은 무엇인가? (복수 선택)

미국의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내부회계관련하여 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IT Tool에 대한 설문조사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앞에서 설명하지 않은 항목으로 포함된 사항은 데이터 분석, Advanced 데이터 분석, Data Visualization 

Tool과 같은 데이터 분석 Tool이다. 이는 각종 거래데이터나 통제활동 수행 결과 데이터를 분석하여 내부

통제의 평가와 지속적인 개선에 활용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Data Visualization Tool

은 말 그대로 데이터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시함에 따라 직관적인 파악이 가능하며, 프로세스 데이

터를 분석하는 도구로는 Process Mining Tool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는 특정 프로세스의 거래를 처리하

는 유형의 종류와 처리 순서 및 시간 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여 프로세스의 효율성과 효과를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 대두되는 RPA와 Machine Learning의 적용도 일부 이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러한 기술적인 발전은 회사의 IT 환경이 복잡해지고 신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IT Tool과 주요 기능

IT Tool 통제 자동화 통제 보조 Tool 평가 자동화 평가 보조 Tool

데이터 분석 ◦ ◦

자동 결재 시스템 ▵ ◦

권한 관리 Tool ▵ ◦ ◦ ◦

자동 대사 시스템 ▵ ◦

상시 통제 모니터링 시스템 ▵ ▵ ◦ ◦

GRC 시스템 ▵ ◦ ◦ ◦

Advanced 데이터 분석 ◦ ◦

Process Mining Tool ◦ ◦

Data Visualization Tool ◦ ◦

보안 점검 Tool ◦

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 ◦ ◦ ◦ ◦

Machine Learning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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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내부회계관리제도 조직 관련 서베이

삼일회계법인의 K-SOX 전담팀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현황을 확인하고 지속

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조사를 수행하였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부서 구성 여부

• 2018년 11월 외감법 개정 이전에는 별도의 내부회계관리 

제도 전담부서가 구성된 회사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음.

• 외감법 개정 이후 72%의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부서를 구성함.

• 19%의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전담할 별도 인력을 

구성함.

• 대응 방안이 결정되지 못한 3곳을 제외한 나머지 4개사도 

전담부서나 인력을 구성할 예정임.

• 현재 전담팀을 구성하지 않은 22개사 중 16개사는 

회계법인 아웃소싱을 수행하거나 수행을 계획한 것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음.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조직 현황 

서베이 개요

• 조사 대상: 자산 2조 이상인 79개 상장기업

• 조사 기간: 2019년 9월 20일 ~ 25일

• 조사 대상 기업군:

에너지 산업 (Energy, Utilities & Resources): 11개사

금융 산업 (Financial Services): 24개사

산업재 및 자동차 산업 (Industrial Manufacturing & Automotives): 24개사

기술 및 미디어 산업 (Technology, Media & Telecom): 11개사

소비재 산업 (Consumer Market): 9개사

No - 미정

No - 별도 인력 구성 예정

No - 별도 인력 구성 완료

No - 별도 팀 구성 예정

Yes - 별도 팀 구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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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내부통제전담부서를 구성하였나요?



Samil Audit Committee Center 

Trend Report 2019 ㅣ Vol.3

22

3

16

21

16

13

3
4

3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미정

내부회계관리조직 관련 외감법 및 모범규준 요구 사항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조직을 구성할 것을 요구했지만, 내부회계전담부서를 구성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모범규준에서는 내부통제를 전담하여 관리하는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없는 가능성에 대비하여 전담부서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실제 

내부회계관리전담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와 관련된 업무와 변화관리가 

원할하게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27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전담 조직이 부재한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변화관리체계, 정보 및 의사소통 및 

모니터링 활동이 적절히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에 유의하여 거래 수준 통제활동을 평가하여야 할 

수 있다. 즉, 기중에 변경되거나 되어야 하는 통제활동의 적시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거래 수준이나 다른 전사적 수준 통제활동의 평가 방식을 결정한다.

2. 전담부서 구성 인력 수

• 조직을 구성하지 못한 3개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담당인력을 정하고 있음.

• 1~2명이 담당인력으로 구성된 경우, 전담부서를 구성하지 않고 전담인력을 배정한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별도 부서 구성 없이 인력을 정한 곳도 해당 인원이 1명에서 5명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

• 5~7명의 인력으로 구성한 20개 회사 중 11개사가 당기에 아웃소싱을 수행하는 것으로 응답함.

내부통제 혹은 담당인력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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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사위원회 평가 지원 조직

3. 전담부서 조직 편제 위치

• 내부통제팀이나 담당인력의 조직 편제 위치는 CFO 산하가 

81%로 압도적임

• 외감법에서는 대표자와 내부회계관리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 CFO와 CEO산하로 구성하는 것이 다수임. 

또한 감사(위원회)의 평가를 강조함에 따라, 경영진의 

내부통제평가를 1차적으로 수행하고 추가적으로 별도 

평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한 탓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됨.  

• 10% 정도가 CEO 산하에 위치하여 내부통제팀의 독립성을 

강화함.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3.4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부서의 역할 정의”에서는 전담부서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CFO 산하가 아닌 CEO 직속으로 운영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현상은 최근 내부감사쪽으로 내부통제전담부서가 

통합되는 현상을 보이는 미국과는 차이가 있음.

CEO

CFO

기타 임원

미정

5%

4%

10%

81%

내부통제팀 혹은 담당인력의 조직 편제위치

감사위원회 평가를 지원할 조직은 어디인가요?

내부회계전담팀

이사회사무국

내부감사팀 - 감사위원회 직속

회계팀

내부감사팀 - 직속조직 아님

Compliance팀

미정

기타 조직

30

3

18

3

13

2

8

2

• 외감법에서는 감사위원회의 평가를 강조하고 있음. 단,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기에  

모범규준에 제시된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구체적인 사항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http://www.k-icfr.org를 통해 발표된 

2019년 6월 12일자 FAQ 자료의 42번과 43번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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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의 조직에서 경영진의 평가 결과를 검토하거나 추가적인 테스트를 수행한 후에 감사위원회가 

평가하는 강화된 절차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함.

• 61개사가 내부감사팀과 내부회계전담팀에서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고 답하였음. 감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특정 부서의 지원을 받는 형태이고 그 부서는 내부감사팀과 

내부회계전담팀으로 지정된 것임. 현재 감사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고려할 때,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실질적이지 않다고 판단함을 시사함.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 42번 

감사(위원회)의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외감법령에서 요구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만 작성하면 되는지요?

2) 감사(위원회)의 평가 시 감사(위원회)가 반드시 통제활동을 직접 평가하여야 하나요?

[답변] 외감법(제8조 제5항) 상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이사회에의 보고와 관련하여, 

평가·보고 모범규준에서는 감사(위원회)는 경영진과는 독립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기능을 

수행하고 이사회에 보고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지속적인 개선을 지원하며(문단 93), 

다음의 업무를 포함하는 감사(위원회)의 활동은 독립적인 평가가 이뤄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문단 95).

• 평가기간의 위험평가 결과를 포함한 평가 계획의 적정성 검토 

(당기 조치 계획 및 결과, 평가 기간, 평가자, 평가 대상과 방식의 적정성 포함)

• 운영실태보고서에 모든 유의한 미비점과 중요한 취약점이 포함되었는지 확인 

(인지하거나 보고 받은 회계처리 이슈와 관련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정성 평가)

• 운영실태보고서상 미비점 평가, 개선 조치의 적정성 및 이행 현황 확인

•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이나 운영실태보고서상 미비점으로 인한 성과평가 반영 계획이나  

결과의 적정성 확인

•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계획 및 결과의 적정성 확인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독립적 평가 결과의 이사회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내부고발 사항의 검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미치는 영향 확인

• 운영실태보고서상 기타 항목의 적정성 확인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감독을 위한 검토

또한,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주로 활용하고, 경영진의 평가 절차가 적절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사(위원회)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독자적으로 평가하거나, 회사의 내부감사기능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평가·보고 모범규준 문단 96). 결국,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처럼 통제활동을 직접 테스트하기보다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계획에서부터 결과 보고에 이르기까지 경영진이 수행한 절차의 전반을 

감독함으로써 '독립적인 평가'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감사(위원회)의 평가 방식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외감법령과 모범규준 등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감사(위원회)가 결정하고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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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응 방안

2019년부터 수행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와 변화된 환경에 대비하여, 거의 모든 회사의 내부회계관리

제도는 보완되거나 재설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측면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회사 내부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대부분의 회사

는 불가피하게 외부 자문사를 선정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재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서베이에

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재구축과 관련하여 어떤 방안을 선택하였는지를 물어보았다.

Project 수행 완료 - 회사자체

Project 수행 중 - 자문법인

Project 수행 완료 - 자문법인

3%
16%

81%

변경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수행되었나요?

• 97%에 해당하는 77개 회사가 외부 자문업체를 선정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 2개 법인만이 자체적으로 대응함. 

• 2개 법인은 기존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이미 진행된 

곳으로 프로젝트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기존 감사를 

받지 않았던 회사는 모두 외부의 자문을 받음. 

• 특이한 점은, 13개의 회사가 여전히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임. 9월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재구축이 

아직 마무리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

• 실제 내부회계관리제도 프로젝트는 그 범위가 현업의 

업무를 포함하고 있으며, 문제점이 지적되는 경우 회사의 

프로세스나 시스템까지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측면이 존재함. 회계 이슈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더욱 복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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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계획 없음

Yes - 수행 예정

Yes - 수행 중

미정

44%

4%

38%

14%

6. 내부회계관리제도 아웃소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아웃소싱이란, 회사가 매년 수행하여야 하는 설계 평가, 운영 평가 및 일부 통제수행 

증빙 문서화 등을 외부 자문사를 통해 수행하는 것이다. 아웃소싱을 수행하는 주요 이유는 인력과 전문성 

부족이다.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US-SOX를 적용받는 기업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회사 내부의 전문인력 양

성은 단기간 내에 이루기 어렵다. 개인의 경험이나 자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2~3년 이상의 시간이 소

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베이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아웃소싱을 수행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보았다.

• 전체 79개사 중 47개사(58%)가 아웃소싱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예정임.

• 수행하지 않는 30개사는 거의 대부분 별도의 팀이나 인력 

구성을 완료한 곳임.

• 아웃소싱을 하는 주요 이유는 내부회계전담인력과 전문성 

부족임.

• 아웃소싱을 하는 곳 중에서 수행 전담인력이나 부서를 

편성하지 못한 곳은 4곳이고, 전담인력이 존재하더라도 

많은 기업이 아웃소싱을 이용함.

• 실제 회사 내부인력의 전문성을 단시간내에 제고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하기까지 아웃소싱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여짐.

내부회계아웃소싱을 수행하거나 계획하고 있는가?



Samil Audit Committee Center 

Trend Report 2019 ㅣ Vol.3

27

0% 25% 33% 75%50% 100%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내부통제담당부서 외부 자문업체 현업 Task Force

11

24

3

8

14

3

9
12

14

9
11

44

12

3

10
6

0

32

7.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주체

내부회계관리전담부서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는 매년 수행하여야 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 업

무이다. 해당 업무의 평가주체가 누구이고 각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았다. 전체 평가 업무를 100%로 

가정하고 내부통제담당부서, 외부자문업체와 현업 Task Force의 비중을 확인한 것이다.

• 답변한 75개사 중 11개사가 내부통제담당인력이나 부서가 전혀 평가를 수행하지 않음.  

모두 외부자문업체가 평가를 수행함.

• 내부통제담당부서가 모든 평가를 수행하는 곳은 14개사이며,  

현업 Task Force를 통한 평가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 곳이 44개사임.

• 기존에는 현업을 이용한 평가방안이 주를 이뤘으나, 감사로 인증 수준이 강화되고  

자가평가(통제를 수행한 인원이나 팀원이 평가하는 것)가 금지된 결과로 판단됨. 

• 6개사는 현업에 의한 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75%정도 적용 계획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자는 어떻게 구성할 예정인가요?

나 국 현 파트너 

K-SOX팀

02-3781-9119 
gookhyun.na@pwc.com

김 재 윤 파트너 

감사위원회센터장,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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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정 현 연구위원 

감사위원회센터 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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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미 혜 연구위원 

감사위원회센터 상근

02-709-8599 
mihye.ha@pw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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