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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을 기점으로 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K-SOX)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상장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 인증 수준이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되어, 

자산규모에 따라 2019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체 

상장기업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2022년부터 상장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 의무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이러한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우리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정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대응 및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연결재무제표 기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최고의 전문 솔루션 제공을 목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 파트너 

10명을 포함한 국내 회계법인 최대규모의 전문서비스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내부회계자문센터는 컴플라이언스 대응을 넘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선진화를 위한 

최적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삼일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오 기 원

삼일회계법인  
내부회계자문센터
Compliance and Risk Management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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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Change & Challenge

1.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주요 과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환경 변화에 따라 다음 주요 분야에서 많은 변화와 

도전과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전향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2. 연결재무제표 수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범위가 2022년부터 연결재무제표 수준으로 확대되어 

연결 경영관리 체계에 대한 적시성 있는 변화관리가 필요합니다.

• Policy & Process: 연결 경영관리 정책과 절차 정립

• System: 시스템 일원화 및 그룹 수준에서의 운영과 통제

• People: 그룹 수준 조직 운영 방식과 조화 (Function, Entity, etc.)

K-SOX 운영 환경 변화와 

도전 과제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책임의 실질적 

이행 (전문성, 객관성 등) 요구

통제 실체화 및 정교화: 추정치 등 재무보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통제 (Management Review 

Controls) 및 통제활동에 사용하는 정보의 신뢰성 등을 평가하는 

통제 (Controls over Information Produced by Entity)를 설계 및 

실질적 운영 요구

전산 통제: 재무보고와 관련 있는 다양한 IT System 식별로 전산 

통제 관리 범위 확대 및 업무분장, 권한관리 등 업무 효율성과 

통제 효과성에 대한 종합적 고려를 통한 전산화된 환경에서의 통제 

유효성 보장을 위한 투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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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는 Compliance 대응 목적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위험관리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기능을 해야 합니다.

삼일회계법인은 통제 합리성 분석(Controls Rationalization Analysis) 등 

축적된 내부회계관리제도 Compliance & Optimization 방법론을 기반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비용을 최소화하고, 경영관리 도구로써 기업에 

최적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현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불필요한 통제(Redundant Controls)의 제거 및 핵심 통제(Key Controls)의 

합리적 선정: 업무프로세스 및 재무보고 위험을 고려하여 불필요하게 과도한 

통제 제거를 통해 업무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핵심 통제의 최적화를 통해 

Compliance Cost 감소

• 경영관리 목적과 연계: 부정위험을 포함한 위험관리 활동을 위한 통제의 

효과성 등 경영관리 관점의 의미 있는 고민에 대한 솔루션 도출

• 로보틱스 프로세스 적용: 디지털 시대 RPA 등 활용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 생산성 제고, 운영 비용 최소화 및 위험관리 효율성 제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서비스

Maximizing efficiencies 

& Achieving 

operational

excel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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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opportunities to increase cost 
effectiveness include:

 A

 B

 C

Key opportunities to increase 
quality include:

 A

 B

 C

The following 
leading practices 
are in operation:

 A

 B

 C

K-SOX program is 
largely operation 

at this level
Ad hoc

Reactive

Standardized

Proactive

Informal

Predictable

Advanced

Measured

Dynamic

Sustai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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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환경

대외 Compliance 및 

이해관계자 요구 증대

• 각종 법규·규제 미 준수 위험 증가 및 

기업 투명성 요구 확산

• 부정·윤리 사고 발생 시 이해관계자

들의 즉각적 반응 및 확산 -  

대응실패 시, 재무적 손실 外  

“기업평판에 직접적 타격”

내부회계관리자 역할 변화

• 효율적 프로세스 구축과 지속적 개선

활동

• 선제적 Risk 관리의 구심점 -  

단순 Checker에서 Business 활동에 

대한 Risk Advisor로서 역할 요구

대내 환경

비즈니스 확대에 따른 非가시성 증가

• 기업 성장 및 확대에 따른 Visibility 확

보 필요

• 위험관리 수준의 상향 평준화 -  

상대적으로 관리체계가 취약한  

비주력 사업 영위 계열회사 등에 대한 

Risk관리 한계 극복

IT 고도화에 따른 통제의  

불확실성 증가

• IT 업무의존도 증가로 인한 

Systematic 위험 요소 증대

• 프로세스와 시스템 통합에 따른 복잡

성 증가 및 통제 효과성 의문

• 업무분장의 시스템상 권한설정의  

복잡성

Rule과 System에 의한 사전적 예방 및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 통제 효과 및 프로세스 개선 필요

경영관리 목적과 연계 

& 부정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기업 업무 
프로세스

구  매

매  출

제  조

비  용

물  류

회  계

기업 업무 
프로세스

프로세스 개선

• 업무 절차 중 현재 지연이 심한 단계(병목 구간)가 없는가?

• 업무 절차 중 불필요한 절차나 재작업이 빈번한 단계는 없는가?

통제 절차 준수

• 절차상 통제를 우회하여 처리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가?

• 승인 후 변경 되는 선행 절차는 존재 하지 않는가?

업무 절차 준수

• 업무 처리는 회사 정책에 따른 업무 절차를 준수 하고 있는가?

• 업무 정의서에 나타나지 않은 기존 관행은 없는가?

벤치 마크

• 사업부 마다 동일 프로세스에 차이가 있는지?

• 동일 프로세스에서 최적의 절차로 수행하는 사업부는 어디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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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K-SOX 

Implementation

내부통제 설계 및 운영

지능인식 기술 

(Intelligent Cognitive Techniques), 

대화형 로봇 (Conversational Bots)  

및 Deep Learning 등 기술 적용

대사 (Reconciliation) /  

승인 (Authorization) /  

검토 (Review) 통제 등  

RPA, AI 등 활용

내부통제 운영 평가 (K-SOX Testing)

내부통제 운영 평가  

Test Plan Enabler

내부통제 Test 수행  

(Rule-based Processes)

내부통제 Test 문서화

내부통제 Test 결과 분석

내부통제 변화관리

Custiomized  

workflow

Use workflow solutions to 

maintain ‘one version of the truth’, 

streamline communication and 

enable the process.

Maximize  

automated controls

Enhance the control framework 

by leveraging ERPs to improve 

automated controls.

Intelligent  

automation

Automate manual tasks using 

intelligent automation solutions  

(e.g. RPA, ETL, ML).

Automated  

testing

Embed automated tests that 

can significantly reduce control 

execution and testing eff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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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조직구조, 권한 및 책임에 대한 강조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 조직을 설치하거나 전문 인력을 지정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 및 상황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으며, 삼일회계법인은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평가를 위한 

계획, 실행, 결과보고, 변화관리 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자문하며, 특히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미비점에 대한 평가와 감사인 대응 방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고품질의 특화된 교육과 On The Job 

Training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변화관리 자문: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상  

변화관리에 대한 자문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연계)

• 외부감사인 대응 자문: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대한 준비 

과정 자문 및 지적 사항 등에 대한 대응 자문

• 대행테스트 자문: 내부회계관리제도 경영진 설계 및 운영 평가 대행 또는 

지원 자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지원 서비스 Private Accountant

변화관리에서 

감사대응까지 맞춤 서비스 

제공

Intangibles
Increased 

alignment and 
performance

•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 교육 및 지식이전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인력 전문성 제고

Quality
Increased  
quality and 

auditor reliance

• Real time 감사인 Communication 대응  
(No Surprise)

• 신속한 미비점 개선 아이디어 제언

Cost 
effectiveness

Reduced cost
of compliance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효율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제언

• 차년도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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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범위가 2022년부터 연결재무제표 수준으로 확대되어 

연결 경영관리 체계에 대한 적시성 있는 변화관리가 필요합니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통제 운영 체계가 그룹수준에서 그룹 경영관리 

및 위험관리 정책과 절차에 기초하여 구현되므로, 그룹 경영관리 체계 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일원화된 정책과 절차 및 통합시스템 등 그룹 경영관리 인프라 구축은 장기간이 

소요 되고, 높은 불확실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사업의 경우 위험관리 및 

모니터링을 주재원 및 ERP 등 운영시스템에 의존하고, “자금” 등 전통적 영역 

중심의 통제 및 보고 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해외사업 위험요인에 대한 진단과 

가시성 확보를 위한 대응책 수립은 그룹 경영관리 및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행을 위한 기초입니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다음과 같은 그룹 주도 경영관리 고도화의 최적 

기회입니다.

• 그룹 회계정책 정립

•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 시스템 통합

• 보고체계 업그레이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자문 서비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그룹 주도 경영관리 

고도화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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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회계정책 정립 자문 (Group Accounting Manual)

• 그룹 경영관리 체계 고도화 자문

• 그룹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자문

• Digital Technology 활용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효율화 자문

내부통제, 그룹경영관리 

및 디지털기술 

역량 결집을 통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One Stop 서비스 제공

삼일회계법인은 약 30여 개 국가에 인력을 파견하고 있으며,  

삼일회계법인이 Lead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내부통제, 

그룹경영관리 및 디지털기술 역량 결집을 통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One Sto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룹 주도

경영관리

그룹 주도 

전략과 실행

그룹 주도 

모니터링

• 그룹 전반의 전략/계획

• 그룹의 경영관리 및 위험관리 정책과 절차 및 인프라 구축

• 그룹 경영관리 및 위험관리 모니터링

• 자회사 위험관리 철학과 방식

• Compliance 대응 Shared Service 조직 운영 고려

•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그룹 경영관리의 일부

• 그룹HQ의 지시에 따른 실행 및 보고
아시아 미 주 유 럽

그룹 경영관리

그룹HQ

위험관리:내부회계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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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 기업(이용자 기업)이 재무보고와 관련된 서비스를 

아웃소싱하는 경우, 이용자 기업은 제공받는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 

통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서비스 조직)에게 “서비스 

조직에 대한 내부통제 인증 보고서(ISAE3402)” 발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이용자 기업들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조직은 이용자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 편의와 서비스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제적으로 내부통제 인증 보고서(ISAE3402 

Report) 발행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외부 서비스 조직에 대한 

내부통제 인증 서비스

ISAE*3402 
Type 1 Report 

(설계 평가)

ISAE3402 
Type 2 Report 
(설계/운영 평가)

대상 서비스

이용자 기업 모니터링 통제 활동이  

충분하지 않거나 실질적이지 않은 경우

이용자 기업이 서비스 조직의  

주기적 통제 활동 평가가 실질적이지 않거나 

다수의 사용자 기업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경우

아웃소싱 서비스의 

유의적인 재무적 영향 확인

거래 개시 통제 활동

이용자 기업의 모니터링 

통제 활동의 성격 확인

거래 완료 거래 보고

추적조사(Walkthrough) 기반 프로세스 및 통제 활동 분석

거래유형별 

Sample 거래 확인

발생가능한 F/S 

오류 위험 확인

관련 통제 활동 

적정성 확인

미비점 분석 및  

개선안 제시

서비스 조직에 대한 내부통제 인증 서비스

*ISAE: International Standard on Assurance Engagements

이용자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감사를 위한 전제: 

서비스 조직 내부통제 

인증 보고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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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Samil?
Reducing Your Total Audit  

Compliance Cost and Risk

삼일회계법인은 다수의 US SOX 자문, 감사 경험 및 K-SOX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가팀 중심으로 Quality & Cost Effectiveness를 고려한  

개별 기업에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PwC Global

Network

PwC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글로벌 내부회계관리제도  

체제 구축을 One Stop으로 제공합니다.

Knowledge

Sharing

내부회계관리제도 Newsletter 발간, 세미나 개최 등 변화된 

규정과 회계환경 하에서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응 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논의를 진행하여 기업과 함께 변화관리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Major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스템사와의 업무 제휴를 통한 

One Sto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Thought 

Leader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Compliance 요구 사항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최적의 

Compliance 대응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국내 최대  

내부회계 상설  

전문조직 운영

내부회계 전담 파트너(10명)를 포함한 약 50여명의 전문 Staff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 내부회계 상설전문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자문센터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자문, 감사 등을 주도하여 

경험축적 및 품질관리 측면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수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서비스 경험

국내 2조원 이상 및 5천억원 이상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를 

주도한 업무 경험을 통해 시장 선도적 및 주도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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