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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 발전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파일 다운로드

▶  기업의 이사회가 경영진의 운영, 성장, 전략 목표에 대한 감독 책임을 이행할 때 목표와  

관련된 지정학적・경제적 이슈가 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함

•  시나리오 플래닝과 고급 리스크 감지 기술을 활용하는 리스크 인텔리전스 와 관련한 전략적인 접근체

계는 기업이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요해지고 있음

▶  목 차

•  향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는 시나리오 플래닝 및 리스크 감지 기술 활용

•  글로벌 경제에 작용하는 지정학적 힘

•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계획 수립

•  이사회에서 고려할 질문

>> 지정학적 복잡성 속에서 지속되는 불확실성

On the board’s agenda 2022년 5월판

파일 다운로드

▶  이사회 및 이사회 멤버가 업무 수행 우선순위를 변경할 때 해당 변화가 업무시간 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개관함

▶    본 원고의 저자들은 이사회가 수행할 업무 시간 배분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함.  

또한, 이사회의 주요 감독 분야인 재무성과, 전략, 인재 확보 및 거버넌스 중 어떤 분야에 우선순위를  

둘지에 대한 조언을 제공함

▶   목 차

•  평상시 이사회의 역할

•  위기상황 발생 시 이사회의 역할

•  이사회 업무 우선순위의 변화 흐름

•  시나리오 별 대응 방향

•  결언

•  딜로이트 기업지배구조 프레임워크 소개

>> 이사회의 업무 시간 배분 및 우선순위

2022년 1분기 / 딜로이트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컬럼비아 법학전문 대학원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kr/Documents/center-for-corporate-governance/2022/kr_us-may-geopolitical-complexity-uncertainty-persists-kr.pdf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kr/Documents/center-for-corporate-governance/2022/the-future-of-board-time-and-prioritie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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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다운로드

▶  메타버스는 하이테크 업계에서 화두로 떠올랐고 많은 고객과 기업 브랜드가 예의주시 중이며,  

주요 기업들은 네트워킹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메타버스에 대규모로 투자중임

▶  기술의 발전은 연결성을 향상시켰고 최근까지도 불가능했던 의사소통과 몰입경험을 가능케 함

▶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현실과 유사한 극사실적이며 정밀한 공간을 설계할 수 있음

•  인간, 로봇 및 지능형 에이전트는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협력을 통해 계획・설계・테스트를 수행함으로

써 다양한 기업의 요구사항에 대한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음

✱ 디지털트윈 :  컴퓨터에 현실 속 사물의 쌍둥이를 만들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여 결과를 예측하는 기술

▶  목차 :  

•  디지털 기술 진화의 다음 단계에서는 상호작용이 더욱 가상화될 것으로 예상

• 비즈니스에서 메타버스가 떠오르고 있다고요?

• 메타버스와 관련된 논의에서 이사회의 역할

• 웹 3.0과 메타버스

• 이사회에서 고려할 질문

>> 메타버스와 관련해 넘쳐나는 담론

On the board’s agenda 2022년 3월판

파일 다운로드

▶  디지털 자산이 전체 금융시장을 뒤흔들며 금융생태계 내 변화를 주도함에 따라 기존에 존재했던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는 분산원장(DLT·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기술인 블록체인 또한  

상당한 세력을 얻어 기업들에게 사업의 방향성을 혁신할 역량을 제시하고 있음

▶  딜로이트의 2021년 글로벌 블록체인 서베이에 의하면 응답자의 76%는 디지털 자산이 향후 5~10년  

내에 명목화폐를 대체하거나 강력한 화폐대용 지급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

▶  이사회는 기업 전략 검토 및 리스크 감독 의무가 있으므로 기업이 직면한 기회 및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해 역동적이며 새로운 시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목차 :

•  가치를 창출하고 교환하는 새로운 방식이 전통적인 상거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 크립토(Crypto, 암호)의 무궁무진한 기회

• 고려 대상인 리스크 요소들

• 이사회가 고려할 질문 

>> 미래의 영역에서 전통 영역으로 간주되는 디지털 자산

On the board’s agenda 2022년 4월판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kr/Documents/center-for-corporate-governance/2022/kr_us-cbe-otba-whats-all-the-buzz-about-the-metaverse(2022_03_kor).pdf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kr/Documents/center-for-corporate-governance/2022/kr_us-april-on-the-boards-agenda_vf(2022_04_ko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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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 발전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파일 다운로드

▶  이사회는 기업의 최고경영진에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회의 문제를 배제하고 사업성과만을 고집하며 

전통적인 성과지표에만 집중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권고해야 함

•  이사회는 전략 및 리스크 등 기업의 본질을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회의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할 추가

적인 이슈에도 주목해야 할 것임

▶  목차 :

•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 기업 및 이사회의 역할

• 기후변화에 관한 문제 다루기

• 웰니스✱ 및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에 대한 역점 

• 기술에서의 리스크 및 기회

• 기본으로 되돌아가기

• 이사회 효과성은 그 자체로서의 안건인가? 

• 유일한 항수(恒數)- 변화와 이사회 적응성

✱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적으로 제시한 '건강'에 대한 정의를 보다 심화시켜 광범위한 관점에서 접근한 새로운 건강관

>> 2022년 이사회 아젠다

On the board’s agenda 2022년 1월판

파일 다운로드

▶  오늘날 기업과 이사회가 직면한 수많은 리스크와 기회는 기술 중심 컨텐츠로 구성됨

• 기술은 전략을 수립하고 리스크를 완화하며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음

▶  2021년 설문결과 디지털 혁신에 대한 투자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10% 이상 증가하였음

▶  이사회와 추천위원회 및 지배구조위원회는 향후 기술에대한 이해력을 갖춘 인물을 이사회에 포함시켜야 

할 지와 그 기준은 무엇이고 어떤 유형의 전문 역량이 요구되는지 고려중임

▶  목차 :

• 기술 및 이사회 구성

• 2021년 딜로이트 컨설팅 LLP 연구 결과

- 기술 능통성에 대한 조건

- 중요한 발견사항 

- 추가적인 발견사항

- 기술 재구상 및 전략 조정

- 코로나19의 영향

• 앞으로 다가올 미래 

• 이러한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 기술에 능통한 이사진 : 혁신을 위한 공통 언어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

On the board’s agenda 2022년 2월판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kr/Documents/center-for-corporate-governance/2022/kr_us-cbe-otba-the-2022-boardroom-agenda.pdf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kr/Documents/center-for-corporate-governance/2022/kr_us-cbe-otba-tech-savy-board-members(2022_02_ko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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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 규제 동향

파일 다운로드

▶  취지:

•  회사 및 감사인이 회계오류 취약 분야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결산 및 회계감사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함

• 2023년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 사항 및 업종을 선정 후 사전 예고

1. 수익인식

구분 내용

선정배경
•  新 수익기준(’18년도 시행) 후 상당 기간 경과에도 거래 실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히 적발되어, 수익인식모형에 따라 수익을 적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점검

대상업종 비제조업 (건설업 제외) 

선정기준 동종업종 대비 수익 변동성

유의사항 • 5단계 수익인식모형을 적용해 수익을 인식, 주석 요구사항 충실히 기재

2.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구분 내용

선정배경
•  빈번한 임직원 횡령 사고에 따른 내부통제 미흡 및 회계감사 부실 우려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실재성 확인, 활동별 현금흐름 표시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필요 

대상업종 전 업종

선정기준 자산규모 및 상장 주식시장 등 감안해 표본추출방식 사용

유의사항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내부통제의 실효성 점검 및 잔액 검증 절차 통해 실재성을 확인

• 사업 특성 고려해 현금흐름정보 구분 표시 및 비현금거래 등을 충실히 주석 공시

3.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구분 내용

선정배경
•  영업활동 관련(매출채권, 미수금 등) 손상 여부에 대한 자의적 판단 유인 존재

•  기대신용손실을 적정하게 추정해 손상차손을 인식하는지 점검 필요

대상업종
• 제조업(의약품, 전자부품 제외), 종합건설업,  

운수업 (원자재 사용 비중 또는 부채비율이 높은 업종 점검)

선정기준 매출채권회전율 변동 추이 및 동종업종 대비 관련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설정률 차이 등

유의사항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적정히 인식 및 관련 정보  

충실히 주석 공시

•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 평가

>> 2023년도 상장사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 업종 사전예고

2022.6.24.(금) 금융감독원

https://www.fss.or.kr/fss/cmmn/file/fileDown.do?menuNo=200218&atchFileId=631c7f0bb3e644b0b2a5d1295406a03a&fileSn=2&bb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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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 규제 동향

4. 사업결합

구분 내용

선정배경
•기업 결합의 증가 추세와 그 방법 또한 다양하며 복잡

•사업결합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 필요

대상업종 전 업종

선정기준 사업결합 여부 및 거래규모

유의사항
• 취득자산 및 인수부채 사업 구성요소를 충족하는 경우 취득법 적용하여 공정가치 인식

• 사업결합 내용 및 재무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주석 공시

파일 다운로드

▶  취지:

•  ’22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 시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될 회계이슈와 관련 오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 예고

•’23년 중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

• 중점 점검 회계이슈를 미리 예고함으로써 회사 및 감사인이 사전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중점점검 회계이슈 및 그에 대한 유의사항:

① 연결 및 지분법 회계처리 적정성

•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종전 규정에서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배제되었던 비외감회사, 청산예정회사 등을  

연결대상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

② 장기공사계약(수주산업) 수익인식 적정성

•진행기준 적용 여부, 진행률 측정에 따른 수익인식의 적정성 및 추가 공시 요구사항 등에 대해 유의할 필요

③ 금융자산(유가증권 제외)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적정성

• 금융자산 대손충당금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정책을 수립하고 채권 연령 분석표 작성 등을 통해 장기미회수  

채권에 대한 사유(매출처의 폐업과 재무적 곤경, 채권회수기간의 경과, 향후 예상 등)를 파악하고 손상사건 발생  

여부를 검토

④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 현금및현금성자산 실증절차를 충실히 수행하고, 기업회계기준서 (K-IFRS 제1007호,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에 

따라 현금흐름 활동을 적정하게 분류하며, 관련 주석 요구사항도 충실하게 기재

>> 2022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2023년 중점 점검분야

2022.6.29.(수) 한국공인회계사회

https://www.kicpa.or.kr/board/fileMngr?cmd=down&boardId=asp06&bltnNo=11656486159446&fileSeq=2&subId=sub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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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 상장법인 345사가 ‘21사업연도 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

▶  올해부터 의무제출대상이 자산총액 1조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어 작년 대비 130개사가 새로이  

보고서를 공시 (아래 표 참조)

▶  의무공시대상이 아님에도 자율적으로 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한 곳도 8곳에 달함

▶  기업 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기업이 전년 대비 60% 증가

▶  ‘24년부터는 자산총계 5천억원 이상 기업, ‘26년부터는 全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보고서  

공시에 대한 의무가 확대될 예정

▶   3월 개정된 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준수, 기재누락 및 오기재 여부 등 면밀히 살피고 충실히  

공시 기재한 상장사는 공시 우수법인으로 선정·시상할 예정

▶  이를 통해 주주와 투자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우리 자본시장의 ESG경영문화 정착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 

▶  공시보고서 전수점검 실시 후 기준에 미흡한 건에 대해 정정공시 요구 등을 통해 기재 충실도를 제고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제출기업

구분
자율공시

의무공시

자산총액(연결 기준) 2조원 이상 1조원 이상

‘17 ‘18 ‘19 ‘20 ‘21 ‘22

금융회사 39 40 39 40 40 41

일반상장사 31 55 161 171 175 304

전체 70 95 200 211 215 345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제출기업 전년 대비 130개사 증가

2022.6.2.(목) 한국거래소

II. 주요 규제 동향

http://open.krx.co.kr/contents/OPN/05/05000000/OPN05000000.jsp#fe3647848b826aa1ddee224c4b5526f4=1&view=2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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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 규제 동향

파일 다운로드

▶  금융감독원은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감리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공개하여 

왔음

▶  현재까지 총 123건의 지적사례를 공개 (‘11~‘21)

감리 지적사례 공개 현황

공개 시기 ‘19. 12월 ‘20. 8월 ‘21. 6월 ‘21. 12월 ‘22. 6월 합계

공개 대상 연도 ‘18~ ‘19 ‘15 ~ ‘17 ‘20 ‘11~ ‘14 ‘21 ‘11~ ‘21

공개사례 수 29 37 15 27 15 123

1. 매출・수익인식 4 12 5 4 4 29

2. 지분・금융상품 4 6 5 4 3 22

3. 재고자산 3 1 - - 1 5

4. 유・무형자산 4 4 1 - 2 11

5. 기타자산・부채 7 5 2 8 2 24

6. 주석미기재 2 3 1 4 1 11

7. 기타 5 6 1 7 2 21

▶  금년도 지적사례에는 매출 허위・과대계상, 투자주식・파생상품 평가오류, 재고자산 및 유・무형자산 과대

(허위)계상 등이 발견되었으며, 매년 주요 감리 지적사례를 발표하여 DB를 축적해 나갈 예정

주요 감리지적사례

▶  매출·매출원가

-  A사는 매출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해당 IT업계 특성을 이용하여 다양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간에  

이미 확정된 매출·매입거래에 별다른 역할 없이 끼어드는 방식으로 가공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계상 

-  B사는 중간유통자 역할만을 하는 대리점 매출의 경우 해당 제품이 최종 수요처에 판매될 때 수익을 인식해야 함에

도, 과도한 물량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수익으로 인식함으로써 매출액, 매출원가 등을 과대계상 

▶   무형자산

-  C사는 甲사와의 사업결합 시 취득한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할 때, 甲사가 연구개발 중인 신약의 미래 수요와  

판매단가를 합리적 근거 없이 높게 추정하고 임상비용은 누락함으로써 무형자산을 과대평가

▶  파생상품자산・부채

-  D사는 복합투자상품(CB 및 BW)에 포함된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고, 해당 복합투자상품과 관련

하여 제3자에게 부여한 콜옵션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아 파생상품자산・부채 및 관련 평가손익을 누락

>> 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한 2021년 회계감리 지적사례

2022.6.28(화) 금융감독원

https://www.fss.or.kr/fss/cmmn/file/fileDown.do?menuNo=200218&atchFileId=ada750cfd7db4c439c1dc69f1811a720&fileSn=2&bb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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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제조물의 설계상의 결함/제조상의 결함/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

▶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미비로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음

▶  중대시민재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 원료 및 제조물과 관련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다음과 같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있음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 및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등의 개선, 시정명령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처벌:

• 수사를 통해 의무 등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경영책임자 등은 형사처벌자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법인, 기관의 경영책임자의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도 법인과 기관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구분 대상 내용

책임주체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경영책임자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 그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적용범위 50명 이상의 사업 혹은* 사업장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개인사업자 및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혹은 사업장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

✱  사업 또는  ’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며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인접할 필요는 없음

>>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2021.11 고용노동부 / 2021.12.31(금) 환경부

II. 주요 규제 동향

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11102934&bbs_seq=20211101143&bbs_id=29
http://www.me.go.kr/home/file/readDownloadFile.do;jsessionid=OyYExHcuVEaZ9Ala1FzyfSAu.mehome1?fileId=229796&fileSe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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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국내외 뉴스

기업지배구조

이사회・감사위원회

회계투명성

한국 딜로이트 그룹

• 올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기업, 핵심지표 준수율 낮아 [이데일리]

• HSBC, 지속가능한 금융을 목표로 ESG 개척하는 유럽 최대 은행 [한스경제]

• “기업 명운 좌우”···삼성전기 ESG 조직 다양하게 꾸렸다 [뉴스웨이]

• 녹십자, 공익활동·연구개발 우수···지배구조 부문 아쉬워 [뉴스웨이]

•  Activist investor group asks SEC to investigate Tesla over plan to shrink board [CNBC]

•  Dell Technologies’ FY22 ESG Report In Three Words: Data,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Forbes]

• 전문성과 독립성을 모두 갖춘 슈퍼 사외이사(Super Director) [더벨]

• 국민 기대 수준 반영, 신뢰 받는 공기업 ‘걸음마’ [더벨]

• 대우조선, ESG위원회 신설...신임 위원장 최경규 사외이사 [머니투데이]

• 고려 몰락과 서정진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사외이사 고집 [시사오늘]

•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 ESG 선도...“지속가능한 CDMO 도약” [팜이데일리]

• Boards And The Art Of Disclosure [Forbes]

•  What it’s like building a board of directors for a successful tech company 
[FastCompany]

• 연이은 횡령 사건에…공인회계사회 회장 “기업들 당장 내부점검 해야” [동아일보]

• 국제 회계투명성 순위 추락, 이유는 오스템·우리은행 횡령 탓? [조선비즈]

• 국제 회계투명성 순위 추락…기업 횡령 또 회계사 ‘탓’ [조세금융신문]

• [2022 가상자산 세미나] 이준행 “라이센스 거래소 중심으로 투명성 높여야” [뉴스핌]

• 50 Years of Integrity at the Financial Accounting Foundation [Barron’s]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 출범 [파이낸셜뉴스]

• 인수합병 시장 침체 속…딜로이트안진·삼정KPMG도 추격 가속 [더벨]

•  Deloitte Wins 2022 ‘Digital Innovation of the Year' for its Omnia ESG Module at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Forum and Awards [Cision PR Newswire]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28486632391240&mediaCodeNo=257&OutLnkChk=Y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4030
http://www.newsway.co.kr/news/view?tp=1&ud=2022070414111047024
http://www.newsway.co.kr/news/view?tp=1&ud=2022070115061218350
https://www.cnbc.com/2022/07/01/activist-investors-ask-sec-to-probe-tesla-over-plans-to-shrink-board.html
https://www.forbes.com/sites/carolinamilanesi/2022/06/30/dell-technologies-fy22-esg-report-in-three-words-data-transparency-and-accountability/?sh=562265af1844
https://www.forbes.com/sites/carolinamilanesi/2022/06/30/dell-technologies-fy22-esg-report-in-three-words-data-transparency-and-accountability/?sh=562265af1844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205131549389280101042&lcode=00&page=1&svccode=00
https://decision-cube.com/api/keyword_open.php?keyword=non-target&uid=9&media=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70409153113284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335
https://pharm.edaily.co.kr/news/read?newsId=01879446632393536&mediaCodeNo=257
https://www.forbes.com/sites/servicenow/2022/06/10/boards-and-the-art-of-disclosure/?sh=3875189a346c
https://www.fastcompany.com/90759499/what-its-like-building-a-board-of-directors-for-a-successful-tech-company
https://www.fastcompany.com/90759499/what-its-like-building-a-board-of-directors-for-a-successful-tech-company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704/114284199/1
https://biz.chosun.com/stock/stock_general/2022/06/29/RJEFRRIHNFAA3NJNPSVINCVVXA/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27953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704000684
https://www.barrons.com/articles/marking-a-half-century-of-capital-markets-integrity-51656449729
https://www.fnnews.com/news/202207040915082449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206300903168200108539&svccode=00&page=1&sort=thebell_check_time
https://www.prnewswire.com/news-releases/deloitte-wins-2022-digital-innovation-of-the-year-for-its-omnia-esg-module-at-the-international-accounting-forum-and-awards-301578647.html
https://www.prnewswire.com/news-releases/deloitte-wins-2022-digital-innovation-of-the-year-for-its-omnia-esg-module-at-the-international-accounting-forum-and-awards-30157864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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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대규모 조직 개편…“내부 통제 강화” [한경닷컴]

• “빼돌렸다하면 ‘억’대급”…돈 만지다 횡령 사고 내는 금융권 [매일경제]

• ‘한 달에만 세 번’ 횡령 사고에 “농협 구조조정 필요” [뉴스웰]

•  [특파원 리포트] 美 연방 검사, JP모간체이스(JPM) 귀금속부 전 임직원 시장 교란 혐의로 기소 

[인포스탁데일리]

•  Credit Suisse money laundering verdict start of new era of Swiss enforcement? 
[ComplianceWeek]

•  Compliance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Once Separate, Now Becoming 
Inextricably Linked [CorporateComplianceInsights]

• 가상자산거래소 고삐 조이는 금감원, 내부통제 협의회 신설 [더벨]

• “무늬만 ESG”로 이익만 얻는 ‘그린워싱’ 방지 규제 만들어야 [연합뉴스]

• “최대주주 자주 바뀌는 상장사, 투자위험 크다” [조세일보]

•  [예규·판례] 대법 “BW 발행 뒤 실제 인수대금 안 내면 발행 규모 전체를 배임죄로 처벌”  

[조세금융신문]

• “M&A 문턱 확 낮춘다”...공정위, 기업결합 개선TF 구성 [머니투데이]

• ‘중대재해처벌법’,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중대시민재해란? [데일리환경]

• FASB adds three new projects to technical agenda [Journal of Accountancy]

• [김화진칼럼] M&A와 이사회의 역할 [더벨]

• 세계 경기 둔화에 M&A 찬바람…투자은행도 거액 손실 가능성 [매일경제]

• M&A ‘풍년’ PEF 존재감 되찾았다 [더벨]

• [2022 상반기 산업 키워드10] M&A만이 살길?…새 먹거리 찾는 대기업들 [한스경영]

• 2Q 제약 M&A 회생 조짐 [의학신문]

• 전문성+외연 확장…전문몰, M&A로 ‘몸집 키우기’ [한겨레]

• Three Major Trends in Credit Union Mergers and Acquisitions [TheFinancialBrand]

부정행위방지

규제 동향

M&A

III. 국내외 뉴스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2070454301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7/581601/
http://www.newswell.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07
https://www.infostock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6174
https://www.infostock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6174
https://www.complianceweek.com/regulatory-enforcement/credit-suisse-money-laundering-verdict-start-of-new-era-of-swiss-enforcement/31830.article
https://www.complianceweek.com/regulatory-enforcement/credit-suisse-money-laundering-verdict-start-of-new-era-of-swiss-enforcement/31830.article
https://www.corporatecomplianceinsights.com/compliance-international-arbitration-what-was-separate-linked/
https://www.corporatecomplianceinsights.com/compliance-international-arbitration-what-was-separate-linked/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206292339193520104956&lcode=00&page=1&svccode=00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7/581601/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2/07/20220704459692.html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27902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2790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63013554127156
https://www.dailyt.co.kr/newsView/dlt202204090001
https://www.journalofaccountancy.com/news/2022/jun/fasb-adds-three-new-projects-technical-agenda.html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206151316303360107248&svccode=00&page=1&sort=thebell_check_time
http://www.invest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6/30/2022063080238.html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207011054157240101691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4201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6949
https://www.hani.co.kr/arti/economy/consumer/1050399.html
https://thefinancialbrand.com/148154/three-major-trends-in-credit-union-mergers-and-acqui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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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FAQ

1.  연말・연초 감사위원회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분기부터는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를 위한 평가기준으로 참고할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감사위원회 성과평가와 관련한 체크리스트를 소개

▶  감사위원들이 자가평가(Self-assessment) 뿐만 아니라 감사위원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임직원의 피드백을 구하는 것도 필요

하며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함

[딜로이트 감사위원회 성과평가 프레임워크] 

출처 : 딜로이트 Corporate Governance Resource Guide

1. 감사위원회 구성과 역량 Check

•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이면서, 적합한 자질을 갖춘 감사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음

•  감사위원회가 추구하는 목적을 충족하기에 적합한 자질을 갖추고 있음 (재무 및 회계분야의 전문성 등)

• 산업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험과 배경(학력, 출신지 등)을 갖추고 있음

•  지속적인 교육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관련된 회계나 재무보고, 규제, 감사 및 산업의 이슈에 대한 이해를 높임

•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는지를 감독함

•  매년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점검하여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적절하게 기술되었는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함

•  신임 감사위원은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회사, 감사위원으로서의 책임 및 회사의 재무보고와 회계처리정책에  

대한 지식을 습득함

•  감사위원장은 모든 감사위원들이 조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과 추진력을 갖추고 있음

•  추천위원회(또는 동일한 역할을 하는 조직)와 협력하여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들의 승계계획 및 교체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1.

감사위원회

구성과 역량

2.

감사위원회

역할과 책임

3.

감사위원회

운영

감사위원회

성과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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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 외부감사 Check

•  경영진이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서면진술(Representation letter)을 검토하고, 서면진술을 입수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는지를 확인함

•  외부감사인이 제공할 수 있는 비감사용역에 관한 기준을 수립함. 외부감사인이 제공하고자 하는 비감사용역 건 별로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동의 또는 협의절차를 취함

•  재무보고와 관련하여 외부전문가로부터 제공받은 서비스(회계자문, 조세 전략서비스 등)의 내용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

•  외부감사 담당파트너가 관련 법규에 따라 교체되었는지 확인함

•  관련된 이슈를 솔직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경영진,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인과 별도의 독립적인 회의를 개최함

•  외부감사업무의 적절성과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검토하는 기준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함

•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가 회계법인 내부의 품질관리절차에 선정되었는지를 질문하고, 선정되었다면 관련 지적사항과 향후  

감사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확인함

2.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 내부감사 Check

•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인이 상호간에 협조한 업무 내용을 이해하고,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 각각에 대한 기대사항을 명확하게 정의함

•  회사의 규모와 복잡성, 사업과 관련된 리스크,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감사기능의 적정성(내부감사

규정, 감사계획, 예산,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내부감사 담당 직원의 수와 자질 및 연속성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함

•  내부감사책임자(CAE; Chief Audit Executive)를 선임 또는 해임하고, 이들의 목표를 설정하며, 목표 대비 성과를 평가한 후 이사

회와 경영진에 최소 연 1회의 피드백을 제공함

•  내부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영진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이슈들을 포함하여, 내부감사가 감사위원회에  

자유롭게 보고할 수 있는 보고라인을 구축함

•  내부감사보고서와 이에 대한 경영진의 대응 및 개선계획이 적절한지 검토함

2.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Check

•  전체 이사회 또는 이사회 산하 위원회가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리스크를 고려하는지 확인함

•  경영진이 조직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식별, 평가하고 대응하기 위해 수립하고 있는 정책과 방침을 이해하고 승인함

•  조직이 직면한 부정위험과 경영진이 수행한 부정위험 평가결과를 이해함

•  경영진이 감사위원회 또는 전체 이사회에 제공한 정보를 통해 회사의 성과를 유관기업들과 비교하여 전반적인  

리스크 감독기능을 경영진이 회사의 내부통제(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통제, 운영통제, 법규준수통제를 포함)를 평가하는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절한 준거기준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비롯한  

내부통제의 효과성을 평가하였는지 확인함

IV.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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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FAQ

2.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계속) Check

•  전체 이사회 또는 이사회 산하 위원회가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리스크를 고려하는지 확인함

•  최고준법책임자(CCO; Chief Compliance Officer, 또는 준법감시인)로부터 법규 위반과 관련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위반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함

•  법규의 위반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감독기관으로부터의 통지나 회사의 답신 등 관련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보고받고 해당  

프로세스를 감독함

•  윤리 및 행동규범이 이행되는 과정을 감독함.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부패방지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통제절차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함

•  신고자를 보호하는 장치(익명성 보장, 보복 금지 등)를 포함, 헬프라인 등 윤리, 부정 및 준법과 관련한 신고시스템을 감독하고,  

잠재적인 부정행위와 관련된 제보·신고 내역을 검토함

3. 감사위원회 운영 Check

•  회의 종료 후 회의 결과와 권고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함

•  감사위원회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표시한 일정표를 작성함

•  중요하거나 새로이 등장하는 이슈에 충분한 시간을 배분하는 등 회의를 효과적으로 운용함

•  중요한 의제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각 감사위원들이 추가적인 질문을 하거나 감사위원 간의 추가 논의가 가능할 정도의  

회의시간을 확보함

•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다룰 의제에 대하여 감사위원장이 감사위원이나 이사회 구성원, 내부감사, 외부감사 등으로부터  

의견을 요청함

•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비롯한 회계 및 재무부문의 주요 경영자에 대한 기대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전체 이사회에 이들의 역량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함

•  CFO의 승계계획에 관한 의견을 제시함

•  감사위원회 회의 주제 및 이와 관련된 정보는 감사위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 및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배포함

•  감사위원회 회의는 감사위원회가 역할과 책임을 완수하기에 충분한 주기(최소 분기 1회)로 개최되며,  

회의에는 주기적으로 사업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포함됨

•  주기적으로 경영진,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인과 별도의 회의를 개최함

•  보상위원회와 함께 경영진을 대상으로 하는 인센티브 지급계획이 적정한지를 주기적으로 검토함

•  회사의 공시절차와 관련된 책임을 담당하는 위원회와 주기적인 회의를 개최함

•  필요한 경우 내부감사, 외부감사인, 경영진, 기타 이사회 구성원 등이 감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함

•  매년 감사위원회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이행계획과 함께 이사회에 보고함

•  감사위원회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회사가 충분한 자원을 제공함



16

2.  분・반기보고서도 사업보고서와 같이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수령 후 기한 내 

공시를 해야 하나요? 사업보고서는 감사보고서 수령 후 1일 이내 공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반기보고서도 이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

▶  반기보고서인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의 반기감사보고서나 반기검토보고서를 제출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 외부 감사인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반기감사보고서나  

반기검토보고서를 함께 제출

▶   분기보고서의 경우 외부감사인의 분기감사보고서나 분기검토보고서를 제출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 외부 감사인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분기감사보고서나  

분기검토보고서를 함께 제출

▶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는 「외부감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은 때 의무가 부과됨

-  해당 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 개최 1주 전(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제출 받은 경우에 한하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분·반기검토보고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수시공시의무가 부과되지 아니함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마목(1))

IV.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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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FAQ

3.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과 관련하여 3분기 중 실시할 점검사항은  

무엇입니까?

감사위원회는 매분기마다 외부감사인과 정기적인 회합을 가지고 감사의 진행 사항 및 주요 결과를 확인하고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내부회계관리자를 통하여 추가 조치를 취함 1

3분기 :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 사항 보고 및 핵심감사 항목 수령/검토 (반기 검토 결과 및 내부회계 설계 평가 결과 포함)

▶  8-9월 중 중간평가의 수행이 권고됨

-  반기평가의 경우 매년 실시되는 정기평가를 보조하는 중간점검에 준하는 개념으로 활용 가능하고, 특히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반이 아닌 

일부에 관한 심층적인 점검으로도 활용 가능할 것임

-  중간평가 지연 또는 미흡으로 인해 미비점 치유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식별된 미비점의 개선, 결과 취합 및 최종 평가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중간평가수행의 필요가 있음

▶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핵심감사사항 선정 결과를 8-9월 중 보고받을 필요가 있음

-  개선을 위해서는 상반기 이슈를 포함하여 외부감사인 및 내부감사부서로부터 3분기에 의견을 보고받는 것이 권고됨

- 보고내용은 감사이슈 뿐 아니라 외부감사인의 어려움, 내부감사부서의 전문성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음

 1.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 사례   2. 설계·운영 적용사례 [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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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주요 행사

신청하기

신청하기

구분 상세

일시 2022년 9월 14일 오전 7:30 ~ 9:30 (조찬 제공)

장소 서울 포시즌스호텔 누리볼룸 (6F)

참가대상 감사 및 감사위원님, 사외이사님 참석을 우선순위로 접수

프로그램 사회 : 김한석 (사)감사위원회포럼 이사

시간 내용 Speaker

7:10 ~ 7:30 참가자 등록

7:30 ~ 8:00 조찬

8:00 ~ 8:10 환영사

8:10 ~ 8:45
주제1. 

감사위원회의 ESG 대응 관련 글로벌 현황 및 시사점

백인규 한국딜로이트  

그룹 ESG센터장 및  

이사회 의장

8:45 ~ 8:55 Break time

8:55 ~ 9:30
주제2. 

ESG 경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의 기능과 역할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감사 및 감사위원을 위한 2022년 제3회 정기 포럼』 

구분 상세

일시 2022년 9월 22일 12:00 AM KST

장소 Zoom 실시간 온라인 웨비나

패널

• Eugenia Unanyants-Jackson (PGIM, 글로벌 ESG 리더)

• Séverine Neervoort (노르웨이은행투자운영회(NBIM), ESG 정책 자문 리더)

• Catherine Winner (골드만삭스자산운용, 글로벌 스튜어드십 리더)

사회자 Stephen Cahill (부의장 및 Executive Compensation Practice 리더, 딜로이트 UK)

개요

•  각국의 핵심 기관 투자자 투표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미국, 유럽 및 기타 국가에서 주목하는  

새로운 주제 뿐만 아니라 중점적인 분야를 강조

• 금년도 연례 주주총회 시즌 이후 의견을 공유할 글로벌 기관투자자 패널들이 함께할 예정

>> 『Investor Roundtable』 - 딜로이트 Global Boardroom 웨비나 

구분 상세

일시 2022년 8월 25일 오전 7:30 ~ 9:00 (조찬 제공)

장소 여의도 글래드호텔 Bloom (LL층)

참가대상
•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소속 감사 등 감사업무담당 임원

• 상장회사감사회 회원

주제 최근 국내외 경제동향 및 전망과 기업의 대응

강사 •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 『상장회사 감사를 위한 특별조찬강연』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감사위원회포럼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 링크 공지 예정

https://deloitte.zoom.us/webinar/register/WN_yPSqfqd8TBO4Ad4pIWU5uQ?timezone_id=Asia%2FSeoul
https://www.klca.or.kr/sub/seminar/application.asp?rWork=TblRead&rNo=2405
https://www.acforum.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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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주요 행사

구분 상세

일시
2022년 10월 21일

12:00 AM KST

장소 Zoom 실시간 온라인 웨비나

패널
• Koushik Chatterjee (Executive Director, Chief Financial Officer(CFO), 타타스틸)

• 외 저명한 이사회 멤버

개요

•  팬데믹 이후의 삶에 적응하기 시작하며 지난 2년 동안 갈라졌던 틈은 선명해지고 있음

•  이사회가 다음과 같은 비판적인 질문을 제시할 예정

•  파편화된 지정학적 지형에 어떻게 직면할지

•  공급망과 관련된 광범위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

•  기후/지속가능성 계획이 점점 더 단편화되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어떻게 보장할지 

『Company Challenges in a Fragmenting World』  

- 딜로이트 Global Boardroom 웨비나

구분 상세

일시
2022년 11월 16일

1:00 AM KST

장소 Zoom 실시간 온라인 웨비나

참가대상 • ESG 및 기후 관련 전문가

강사

•  주주, 규제기관, 정부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기후 및 지속가능성에 대해 보고하는 것에  

집중되는 가운데 기업이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음

•  조직이 고객, 주주, 직원과 여론의 신뢰를 강화하며 조직의 지속가능한 장기적인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

•  주요 이사회가 이사회에서 유의미한 ESG 아젠다 수립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  신뢰 구축 및 유지 방법에 대해 배운 교훈 검토

•  최근 ESG 및 신뢰에 대한 Frontier 서베이 결과 또한 살펴볼 예정

『ESG & Trust』 - 딜로이트 Global Boardroom 웨비나

Upcoming events

신청하기

신청하기

https://deloitte.zoom.us/webinar/register/WN_lfC6OfuHTNqbJBZixdow8Q
https://deloitte.zoom.us/webinar/register/WN_stiTrAntQquhXk80asqC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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