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회계관리제도 뉴스레터 

삼정 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조직은 회계제도의 변혁에 대

한 대응과 내부통제 효과성 제고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 전문조직은 K-SOX Newsletter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

련한 뉴스기사, 법제도 동향, 전문가 보고서, Q&A 등을 제공하고, 

더불어 교육 및 강연 등 이벤트 소개를 통해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여 추진하시는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K-SOX’는 Korea Sarbanes-Oxley Act의 약자로, 한국의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의미합니다. 본문의 제목을 클릭하여 관련 보도자료, 

보고서 등을 다운받거나 뉴스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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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Law & Regulation 

최근의 법률 제·개정 내용 및 감독당국의 감독방향과 실무지침에 관한 정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직권지정 제도 정비 등을 통해 회계개혁 시장안착을 지

원하고, 회계법인간 감사품질 경쟁 유도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20.6.22, 「회계개혁 간담회」 개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회계개혁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회계개혁 조치를 

국내외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주기적 지정제 등 회계개혁 

핵심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로 회계개혁 성패가 판가름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회계개혁을 흔들림 없이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간 시장에서 제기된 의견은 제도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 

검토하여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추진하겠습니다. 

➊ (직권지정 제도) 新외감법상 재무기준 도입으로 지정된 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지정 회사가 상당부분 중복 →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사유 삭제 등 

➋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 진행 절차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해관계자간 갈등 발생 → 의결 정족수 등을 합리적으로 규율 

➌ (감사인선임위원회) 외부위원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위원회 구성이 어려움 → 

위원회 최소 정족수 축소(7인 → 5인) 등을 통해 구성 부담 완화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FSC_FSS_AccountingEnhancement_200622.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FSC_FSS_AccountingEnhancement_200622.pdf


➍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인들이 감사 과정에서 회계감리를 걱정하여 깐깐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우려 → 초기 계도 위주의 감리 로드맵 마련 

 그 외 회계법인간 감사품질 중심 경쟁이 촉발되도록 감사인 지정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인한 재추진안) 국무회의 통과 

(’20.6.23, 금융위원회)  

 6월 23일(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 해당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이 2018년 9월 20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됨에 따라 재추진하는 것임 

 주요 내용 

➊ 임원 선임의 투명성·독립성 제고 

 CEO의 적극적 자격요건 신설: CEO가 금융전문성, 공정성, 도덕성, 직무전념성 

등 적극적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CEO를 포함한 임추위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추위 결의에 참석 금지, CEO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추위에 참석 금지 등 

 사외이사의 전문성 강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사로 이사회 구성, 

사외이사의 순차적 교체 원칙화 

➋ 감사업무 및 내부통제업무 실효성 제고 

 감사위원의 독립성·전문성 제고: 감사위원의 최소 임기(2년)를 보장하되 

감사위원 및 상근감사는 6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도록 제한, 

보수위·임추위를 제외하고는 이사회내 他위원회 겸직 제한 

 내부감사조직 운영의 내실화: 사외이사만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금융회사는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내부감사책임자”)을 

업무집행책임자(지배구조법상 임원)로 선임토록 함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관리에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등에게 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의무를 부과 

➌ 임직원 보수통제 강화 및 내실화 

 고액연봉자 개별보수 공시: 보수총액 또는 성과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 총액 등을 보수체계연차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함 

 임원보수지급계획의 설명의무 부과: 자산이 일정규모 이상인 상장금융회사는 

임원(업무집행책임자 제외) 보수지급계획을 임기 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설명 

➍ 최대주주 자격심사 제도(주기적 적격성 심사) 합리화 

 최대주주 자격심사(주기적 적격성 심사) 요건 강화: 적격성 유지요건에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추가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FSC_FinancialCGLawAmendment_200623.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FSC_FinancialCGLawAmendment_200623.pdf


 최대주주가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에 따른 금융위의 의결권 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식 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Back to top 

 
Ⅱ. Articles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KPMG의 보고서, 국내외의 주요 연구 소개 

 

Who Operates K SOX Program? – 2nd Survey Report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조직을 보유한 회사는 206개사 중 

174개사(84%)로, 전기 124개사 중 73개사(59%) 대비 

25%p 증가 

 조사 대상 중 자산 2조원 이상 126개사의 담당조직 

최고책임자가 CFO인 경우 78%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조직을 보유한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123개사 중 75개사(61%)가 내부회계만을 

‘전담’하는 팀을 보유, 전기 71개사 중 39개사(55%) 대비 

6%p 증가 

 자산 2조원 이상 126개사 중 감사 원년인 2019년에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비중은 67%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삼정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조직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방안 연구 

 

 본 연구는 국내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 

실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하여 국내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 최소화를 

목적으로 함 

 연구방법은 공시 자료를 이용한 실증조사, 해외 

선진국(미국, 일본, 영국)에 대한 문헌 및 인터뷰, 국내 

주요 이해당사자에 대한 설문분석 등임 

 분석 결과, 회사의 자산규모에 따라 내부회계 담당 총원 

수,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등록 여부, 근무연수 등에서 차이가 나타남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한국거래소, 코스닥협회 

Back to top 

 
Ⅲ. FAQ 

新외부감사법 등 강화된 법규를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 감독당국·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

회 등의 유관기관을 통해 자주 질의된 이슈를 답변 및 관련 법규와 함께 정리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시 문서화의 수준 및 문서 보관 여부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2020_2nd_K_SOX_Survey_Report_20200709_v2.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SME_SOX_Research_202007.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SME_SOX_Research_202007.pdf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2020_2nd_K_SOX_Survey_Report_20200709_v2.pdf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2020.5.19) 

Q 

 당사는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으로 2020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임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시 문서화는 어느 수준으로 해야 하는지? 또, 

해당 문서들을 보관해야 하는지? 

 

A 

 감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문서화가 이루어지면 될 것으로 판단됨 

- 즉,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실시한 평가절차와 운영실태 평가결과의 적정성을 

감독자의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바, 평가업무 수행 시 경영진이 

실시한 평가결과와 관련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 

 따라서,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포함하여 관련 서류에 아래의 내용 등을 

논의·검토하였다는 사실 및 그 근거를 포함하여 문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대표자 또는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는 위험평가 결과에 기반한 평가 계획의 

적정성 검토 

- 대표자 또는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는 중간평가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 검토 

- 대표자 또는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는 기말평가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 

검토(운영실태보고서에 모든 중요한 취약점이 포함되었는지 확인) 

-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내용(사업보고서 내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항목에도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 내용을 기재해야 함에 주의)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독립적 평가결과의 이사회 보고 

 

관련 근거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문단 96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문단 95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160 

Back to top 

 
Ⅳ. News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 

제목 클릭으로 기사 원문 확인 가능 

 

국내 동향 

 삼정 KPMG,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응전략’ 웹 세미나 6/18 개최 [이투데이] 

-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의 잠재 이슈와 해법 공유 

- 그룹 차원에서 강화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며 투명한 글로벌 

경영관리체계를 정립할 수 있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응전략 논의 

 (전규안의 회계로 세상보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준비와 정착 방안 

[뉴스토마토] 

https://www.etoday.co.kr/news/view/1907038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79574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79574


-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시 변화: 자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모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에 영향, 모회사 경영진의 책임 증가 등 

- 대응 방안: 모회사는 자회사를 포함한 그룹 차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와 

운영을 위해 철저히 준비, 감독당국은 세부지침 공표 및 감독방향 사전 안내, 

외부감사인은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가 양성 및 감사방법 개발 등 

 감사 의견 불일치 늘어…감독당국·회계기준원 역할 정립 필요 (7/7 감사위원회포럼 

2020 제1회 정기포럼) [파이낸셜뉴스] 

- 정석우 고려대학교 교수는 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 이유로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 제도적 장치 미비, 감사의견에 대한 과도한 사회적 의존, 新외감법 

시행 등에 따른 감사인 책임 증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전면 확대 등 다섯 

가지를 언급 

- 감사의견 차이에 따른 갈등 완화 방안으로는 원칙 중심 회계기준에 맞는 회계 

환경 조성, 감사의견의 사회적 이용과 관련된 제도 보완, 감독당국 역할 분할 

정립 등을 제시 

 회계경쟁력 '꼴찌' 면했지만...전담인력은 제자리 [서울경제]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종합평가의 ‘회계·감사 

실무적정성’ 항목에서 한국은 지난 해보다 15단계 상승한 46위 

- 그러나 국내 기업들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대비는 여전히 미흡: 

삼정 KPMG의 설문에 따르면 국내 자산 2조 이상 기업 중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전담’하는 조직을 갖춘 비중이 지난해 55%에서 61%로 

늘었지만 동 기간 인력 규모는 3.8명으로 동일 

 

해외 동향 

 유럽 핀테크 상징 와이어카드, 수조원대 분식회계로 몰락 [이데일리] 

- 독일의 핀테크 기업인 와이어카드는 자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9억 

유로(한화 약 2조 5,700억원)에 대한 분식을 자행 

- 와이어카드의 전·현직 경영진들은 금융사기 혐의로 잇따라 체포됨 

- 와이어카드를 10년 간 감사한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와 독일 금융당국의 

감시소홀 및 의사결정 지체 등이 원인으로 지적됨 

 Assessing SOX compliance risk in the coronavirus environment [Accounting 

today] 

- 코로나19의 영향 하에서, 내부통제 관련 법규 준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 재검토해야 할 영역은 중요성 판단, 범위 선정, 리스크 평가 등을 포함 

 Shareholder Alert: Robbins LLP Announces Exela Technologies Inc. (XELA) 

Accused of Misleading Shareholders [BusinessWire] 

- XELA社 2019년 재무제표의 지연제출과 과거 재무제표 재작성이 재무보고 

과정의 내부통제에 미비로 인한 것으로 주주 집단소송 가능성 발생 

https://www.fnnews.com/news/202007071257463617
https://www.fnnews.com/news/202007071257463617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4VV84UE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78726625832224&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www.accountingtoday.com/opinion/assessing-sarbanes-oxley-compliance-risk-in-the-coronavirus-environment
https://www.accountingtoday.com/opinion/assessing-sarbanes-oxley-compliance-risk-in-the-coronavirus-environment
https://www.businesswire.com/news/home/20200716005908/en/Shareholder-Alert-Robbins-LLP-Announces-Exela-Technologies
https://www.businesswire.com/news/home/20200716005908/en/Shareholder-Alert-Robbins-LLP-Announces-Exela-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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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Events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세미나, 포럼, 교육 프로그램 등 행사 소개 

 

삼정 KPMG 제8회 Advanced Auditor Program_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감독 

※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 최: 삼정 KPMG 

 일 시: 2020년 10월 15일(목) 10:20~14:00 

 장 소: 강남파이낸스센터(GFC) 27층 비전(Vision) Room 

 내 용 

Time Agenda Speaker 
09:50 ~ 10:20 

[30분] 
참가자 등록 

10:20 ~ 10:25 

[05분] 
Opening Remarks : 김교태 CEO (삼정 KPMG) 

10:25 ~ 10:40 

[15분] 
참가자 소개 사회자 

10:40 ~ 11:20 

[40분] 

Session I :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절차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규정 정비, 조직의 

업무 분장과 구성 및 독립성, 전사수준 

통제의 설계 등 구축 관련 사항 소개 

TBD 

(삼정 KPMG) 

11:20 ~ 11:40 

[20분] 
Coffee / Tea Break 

11:40 ~ 12:20 

[40분] 

Session II-2 : 감사위원회가 수행할 

커뮤니케이션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및 보고를 위한 

커뮤니케이션·검토 사항과 미비점 및 

중요한 취약점 발생, 의견 불일치 시의 

대응 방안 안내 

TBD 

(삼정 KPMG) 

12:20 ~ 12:35 

[15분] 
Q&A 

12:35 ~ 12:40 

[05분] 
Closing Remarks : 한은섭 감사부문 대표 (삼정 KPMG) 

12:40 ~ 14:00 

[80분] 
오찬 

 참가신청: 아직 참가신청이 개시되지 않았습니다. 

 

 



E-Learning 내부감사 전문교육 

 이용기간: 2020년 8월 13일(목) ~ 14일(금) 

 주최: 한국감사협회(IIA Korea) 

 수강방법 

- 신청완료 후 이메일로 발송되는 최종 안내문 확인 

- 8월 12일(수) 이메일로 발송되는 ‘초대장’을 통해 온라인 강의실 입장 

 수강료(부가세 포함)   ※ 정회원은 무료 

- 회 원 사 50,000원 (2인 이상 45,000원 1인기준, 교재파일 포함) 

- 비회원사 70,000원 (2인 이상 63,000원 1인기준, 교재파일 포함) 

 신청·결제: 7월 30일(목) 오후 5시까지 

- 감사협회 홈페이지 신청 시 카드결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선택 

- 팩스신청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Fax) 02-2269-5303 

 입금계좌: 국민은행 412701-01-159091 (예금주: 한국감사협회) 

 문의: 교육운영팀 진가영 대리(gyjin@iiakorea.or.kr, 02-3487-1952) 

 내용 

[리스크관리 와 내부감사] 

Ⅰ. 위험관리와 Risk Management Framework 

1. Risk 및 Risk management의 개념 

2. 위험관리에 대한 Framework 이해 

- COSO ERM 

- ISO 31000 

II. 내부통제 및 전사적 위험관리 체계 

1. 내부통제의 개념 및 COSO 모델 구성요소별 통제 실무 

2.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 

3. 리스크관리 프로세스 및 체계 

Ⅲ. 위험관리와 내부감사 Case study 

1. 내부감사 역량과 리스크관리 

2. Risk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3. Data analytics를 통한 손실, 오용, 부정의 탐지 

Back to top 

 
 

 
Key Contacts 

  

   

 

mailto:gyjin@iiakorea.or.kr


한은섭 대표 

삼정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김유경 전무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조직 Leader 

한상현 전무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조직 부Leader 

     

 

 

  위승훈 부대표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신장훈 부대표 소비재 산업 부문 담당 

변영훈 부대표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조원덕 부대표 금융 산업 부문 담당 

허세봉 부대표 품질관리 담당 

염승훈 부대표 전자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 담당 

최재범 부대표 금융 산업 부문 담당 

권영민 부대표 금융 산업 부문 담당 

한상일 부대표 소비재 산업 부문 담당 

황재남 부대표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임근구 전무 건설업, 공기업, 교육 및 의료 산업 부문 담당 

강정구 전무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박성배 전무 전자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 담당 

한상현 전무 전자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 담당 

이종우 전무 소비재 산업 부문 담당 

이주한 전무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정  헌 상무 전자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 담당 

박상옥 상무 건설업, 공기업, 교육 및 의료 산업 부문 담당 

이성노 상무 금융 산업 부문 담당 

조정래 상무 금융 산업 부문 담당 

신광근 상무 전산감사, 정보 리스크 관리 담당 

전현호 상무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지동현 상무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황구철 상무 소비재 산업 부문 담당 

심정훈 상무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 리스크 컨설팅 담당 

윤주헌 상무 전자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 담당 

박상욱 상무 금융 산업 부문 담당 

김연정 상무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정양기 상무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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