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뉴스레터 

감사위원회 지원센터는 월간뉴스레터에서 감사위원회와 

관련한 국내외 최신 동향,  법령정보, 전문가 기고 내용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교육 및 강연 등 이벤트 소개를 

통해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여 추진 하시는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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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뉴스기사     
 

Regulations and Enforcement Actions for Accounting Transparency 
 금감원 “분식회계 고의성 기준 세분화한다” [뉴스웨이] 

 금융당국, 빅 4 회계법인 내부품질관리 실태 정밀 조사 [일간 NTN] 
 "회계투명성 높여라" 재무제표 미제출 비상장사 징계 예고 [데일리안] 

 회계감리 대상회사 29% 늘려…조선·건설사 감시강화 [연합뉴스] 

 CAQ, others issue update to auditor assessment tool [CW] 

 U.S. Concrete CFO Leaves, Auditor Dismissed After Material Weakness Notice 

[WSJ] 

Whistleblower Protection 
 Feds order Wells Fargo to rehire whistleblower [New York Post] 
 Barclays CEO Is Probed Over Bid to Unmask Whistleblower [WSJ] 
 The compliance side of the circuit split on whistleblower protections [CW] 

 

  

 
Independent and Effective Board of Directors 
 Top accountant provides blueprint for effective audit committees [CW] 

 Proxy Advisory Firm ISS Suggests Wells Fargo Shareholders Vote Against 12 of 

15 Directors [WSJ] 

 Starboard Wins More Board Seats, Replaces CEO at Depomed [WSJ] 

 

  

http://news.newsway.co.kr/view.php?tp=1&ud=2017040411324107100&md=20170404120005_AO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6119
http://www.dailian.co.kr/news/view/625169/?sc=naver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04/0200000000AKR20170404070800008.HTML?input=1195m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20170419_CW_CAQ_Auditor_Assessment.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20170328_WSJ_Concrete_CFO.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20170328_WSJ_Concrete_CFO.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20170403_NYP_Wells_Fargo_Whistleblow.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20170410_WSJ_Barclays_Whistleblow.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20170404_CW_Compliance_Protection_on_WB.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20170417_CW_Effective_AC.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20170407_WSJ_ISS_Wells_Fargo.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20170407_WSJ_ISS_Wells_Fargo.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20170329_WSJ_Starboard.pdf


 Reputational risk leading boards to focus on anti-corruption efforts [CW] 

 꿀 부업' 사외이사?…잘못하면 패가망신! [the L] 

 2016 Board Practices Report [Deloitte, Society for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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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법령정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운열의원 대표발의) (2017.03.27., 의안번호: 
2006409) 

 제안이유 

- 현행법상 주주총회는 회사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련되거나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임. 주요 권한으로 영업양도, 정관변경 등 회사의 

기본구조에 관한 사항, 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기관을 

구성하는 사항 및 재무제표의 승인 등 주주에게 재산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 있음 

- 하지만, 관행적으로 주주들의 참여가 저조한 상태에서 주주총회가 

경영진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건전한 

회사지배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주주총회가 본래의 목적대로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기능하도록 하여 건전한 경영감독이 

이루어지도록 보완하려는 것임.가.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 전자메일 

주소를 포함하여 주주총회의 기본정보나 기타 첨부서류를 전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 전자메일 주소를 포함하여 주주총회의 

기본정보나 기타 첨부서류를 전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주주총회 의안에 대하여 주주의 질문에 대하여 이사 등의 설명의무를 

신설함 

- 재무제표의 승인을 안건으로 한 경우에는 재무제표에 감사위원회와 

회계감사인의 의견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함 

- 이사·감사 등의 선임·해임을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경우 

주주들에게 선임·해임에 대한 사유 및 이사의 활동내역 등을 제공하고, 

주주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이사 등의 수와 보수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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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20170328_CW_Anti-Corruption.pdf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7040308328278723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2016_Board_Practices_Report_Deloitte.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20170327_2006409_Company_Law.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20170327_2006409_Company_Law.pdf


 III. 해외동향 

Global News Briefs 

국내 감사/감사위원이 참고 할 수 있는 해외 동향을 요약하고 관련 코멘트를 

제공합니다. 

Contents 

1. ISS, 웰스 파고 이사 후보 12명 선임 반대 권고 

2. 美 콘크리트社, 중대한 취약점 발견 후 감사인 해임 및 CFO 사임 

3. 중국 훙차오, 공매도 세력과 분식회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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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KPMG ACI     
 Driving corporate culture from the top 

 

지난 2월, KPMG Global ACI는 글로벌 기업의 

이사회 멤버를 대상으로 ‘기업문화’에 관한 

대담을 하고, 그 결과를 요약한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동 보고서는 이사회 멤버들이 

이사회 주요 안건으로서 ‘기업문화’를 바라보는 

관점과 기업문화를 향상시키고 변화를 관리하기 

위한 해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업문화는 

이사회에서 1년에 1~2회 단발성으로 논의될 

안건이 아니며, 이사회는 기업문화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 내부감사조직을 

활용해야 한다는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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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ACI_Monthly_Newsletter_Jan_2017.pdf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xx/pdf/2017/04/driving-corporate-culture-from-the-top.pdf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xx/pdf/2017/04/driving-corporate-culture-from-the-top.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ACI_Monthly_Global_News_Brief_April_2017.pdf


 V. 외부전문가 기고     
 

전이행렬을 이용한 사외이사 이사회 출석률 예측 
  

 사외이사는 이사로서 이사회에 성실히 참석하여 

안건을 검토하고 심의･의결할 의무를 지닙니다. 

과거의 출석률을 활용하여 미래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어느 정도 성실히 참석할지를 분석한 

결과, 75%를 출석률 최소 기준으로 설정하는 경우 

과거의 출석률 정보는 88% 정도의 예측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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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 이벤트     

 제 3회 ACI Auditor Program 

 일  시: 2017년 5월 19일 (금) 09:30 ~ 15:10 

 장  소: 삼정 KPMG 본사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Vision 교육장 

 프로그램: 

시간 설명 연사 

09:30-10:00 참가자 등록 

10:00-10:05 인사말 김교태 CEO 

10:05-10:20 참가자 소개 

사회자: 

강환우 ACI 

수석연구원 

10:20-11:05 

Session I – 기업지배구조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정립을 위한 

감사위원회와 감사의 의미와 역할 

김유경 

ACI Leader, 

상무이사 

11:05-12:00 

Session II – 감사위원회 제도 

법에서 요구되는 감사기구의 역할/권한/책임에 

대해 삺보고 다양한 법적 제재사레를 소개 

김도훈 

법무실장, 

상무이사 

12:00-13:30 기념 촬영 및 오찬 

13:30-14:00 

Session III – 감사위원회 운영 

감사(위원회) 헌장 제정, 회의활동 계획과 수립 

등 감사위원회와 감사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실무 요령 및 선진 사례 제공 

이민형 

ACI 

책임연구원 

14:00-14:20 Coffee/Tea Break 

14:20-15:05 

Session IV – 감사위원회 활동방안 

감사위원회와 감사가 회계투명성 제고 및 

기업지배구조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활동영역에 대한 해외법규 및 실무사례 

김유경 

ACI Leader, 

상무이사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CGS_Report_2017_Vol2_ID_Attend.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CGS_Report_2017_Vol2_ID_Attend.pdf


 담당자: 

- 강환우 수석연구원 (02.2112.7728, hwanwookang@kr.kpmg.com) 

- 엄수진 선임연구원 (02.2112.7608, sujineom@kr.kpmg.com) 

 장소: 강남파이낸스센터(GFC) 27층 비전 교육장 

 

15:05-15:10 맺음말 
서원정 

감사부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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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정 대표 

삼정회계법인 감사부문 
 

김유경 상무이사 

ACI Leader 
 

강환우 부장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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