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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 내부감사의 영향력과 가치를 높이기 위한 9가지 방법
Deloitte의 Global Chief Audit Executive Survey(이하 “내부감사 서베이”)의
주목할만한 결과 중 하나는 조직 내에서 내부감사가 미치는 영향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내부감사책임자의 16%는 내부감사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거나 영향력이 아예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영향력이 크다는 응답은
28%에 불과했습니다.

목차
1. 내부감사 브랜드를 구축하라

하지만, 내부감사 책임자의 거의 2/3는 내부감사가 향후 수 년간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내부감사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와
조직의 이익을 위해 내부감사의 현재 영향력과 미래 영향력간의 격차를 줄여야
함을 시사합니다.

2. 내부감사의 자문기능을 확신을 제공하는 업무와 연계하라

창조적 파괴가 가속화되고 리스크가 증가하는 시대에서 조직이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고위 경영진, 리스크관리자 및 현업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내부감사의 객관적인 시각과, 전사적인 관점, 그리고 강력한
분석역량을 필요로 합니다.

4. 리스크 관리기능 전반을 감사하라

하지만, 조직 내에서 영향력을 높이는 것은 내부감사가 단순히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일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바른’ 일이란 이해관계자에 가장 중요한 리스크나 도전과제와 관련됩니다.
이해관계자들이 내부감사에 더 깊은 통찰력, 더 많은 예측능력과 서비스를
기대하는 상황에서, 내부감사는 이해관계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 영역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영역에서 더 큰 성과를 보이면, 내부감사의 영향력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Deloitte에서는 내부감사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또
이를 통해 조직 내의 영향력을 확장시킨, 9 가지의 검증된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들은 단기간에, 약간의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노력을
수반하지만,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들을 이행해 나가면, 수 개월 이내에 내부감사의 업무범위가 확대되고,
서비스가 개선되며, 영향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내부감사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더 많이 다룰수록 내부감사의 성과를 더 많이 보여줄 수 있고,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내부감사의 영향력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3.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라

5. 전략계획수립 프로세스를 점검하라
6. 애널리틱스를 도입하라
7. 내부감사 보고방식과 보고서를 개선하라
8. 내부감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라
9. 내부감사책임자 개인의 영향력을 제고하라
㈜ 본 자료는 Deloitte의 Risk Advisory에서 발간한 “Nine ways to
strengthen Internal Audit’s impact and influence in the
organization”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자료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Risk Advisory와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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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부감사 브랜드를 구축하라 (Develop and launch a brand identity)
"내부감사"라는 단어를 들을 때 조직 구성원들은 어떤 생각을 떠올릴까요? 혁신적이고, 가치를 제공하는 조언자 조직으로 생각할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을 떠올릴까요? 조직 구성원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부감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 즉 브랜드를 바꾸어야
합니다.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내부감사의 영향력에 미치는 효과

What stakeholders need

Effects on impact and influence

먼저, 내부감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관계자들이
인지해야 합니다. 확신(assurance)과 자문(advisory)을
제공하고,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는, 내부감사 본연의 기능이자
이해관계자가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을 내부감사가
충족시킬 것이라고 이해관계자들이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내부감사는 일관된 성과를 보여주어야
하고, 혁신적인 기법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와 지배구조에 관한 전사적인 권한과 명확한 역할을
부여받은,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유능한 자원으로서,
내부감사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브랜딩은
내부감사가 제공하는 가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효과적인 내부감사 브랜드를 개발하고, 브랜드가
제시하는 약속을 이행해 나간다면, 내부감사와 내부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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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부감사 브랜드를 구축하라 (Develop and launch a brand identity), 계속
내부감사 브랜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How to get moving (or move faster)
조직 내에서 내부감사 브랜드는 내부감사의 역할과, 내부감사가 그 역할을 수행해 온 오랜 세월동안 쌓인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형성됩니다. 브랜드는 명성 또는 평판과 직접 관련되며, 효과적으로 내부감사 브랜드를 구축하는 몇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부감사가
인식되고자 하는
방향을 결정하라.

내부감사가 가치를 창출하고 통찰력을 제공하는 조직으로 인식되고 싶다면, 확신을 제공하는 전통적인
내부감사의 인증(assurance)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면서 자문(advisory)서비스를 확장해야 합니다.
(Deloitte의 내부감사 서베이에 참여한 내부감사책임자의 55%는 향후 3년 내지 5년동안 내부감사가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 내부감사는 자문기능을 통해 이해관계자가
문제를 해결하고, 리스크를 예측하며, 전략적 이슈를 다루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인증기능을 넘어서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2. 내부감사가
제공하는 가치를
명확하게 정의하라.

브랜드는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제공한다는 약속입니다. 내부감사가 제안하는 가치는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부감사가 공정하고 정확한 확신을 제공(assurance)만을 약속한다면,
이해관계자들은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하거나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목적과 완전히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목표를 높게 잡고, 핵심 사업목표와 리스크 요소 및 이해관계자들의 우려사항을 목표로 하는
내부감사의 가치를 제안하십시오. 운영의 효율성과 리스크 관리 및 지배구조의 개선을 지원하는 역할을 통해,
이들 영역에서 내부감사가 가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3. 기본 메시지를
구축하라.

내부감사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이해관계자와 처음 접촉하는 단계에서부터 최종보고서를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전 과정에서 형성됩니다. 내부 마케팅부서의 지원을 받으십시오. 내부감사헌장(Charter),
일상적인 대화, 내부감사 웹 페이지, 이메일 커뮤니케이션과 보고서 등 모든 서면과 구두 의사소통과정에
내부감사가 제안하는 가치를 포함시켜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여야 합니다. 인증이건 자문이건,
내부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형과 관계없이, 가치있는 통찰력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4. 제시한 약속을
이행하라.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에는 두 가지의 규칙이 있습니다. 먼저, 이행할 수 없는 약속은 하지 마십시오. 드리고,
약속을 했다면, 지키십시오. 이해관계자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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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의 자문기능을 확신을 제공하는 업무와 연계하라
(Link advisory activities to assurance work)
내부감사가 더 많은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면 경영진의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감사가 자문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것이 다소 어색하거나 내부감사의 고유한 역할과 동떨어진 것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내부감사가 그 동안 자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확신을 제공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자문서비스는 경영진의 목표와 전략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하지만, 다른 지점에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내부감사의 영향력에 미치는 효과

What stakeholders need

Effects on impact and influence

감사위원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는 내부감사가 프로세스와
내부통제를 개선하고 리스크를 예측하는 것을 지원하면서
확신을 제공(assurance)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는
내부감사가 전통적으로 제공해 오던 인증기능을 자문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한 도약대로 삼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자문서비스를 확장하려면, 내부감사가 자신있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영역에서 시작하십시오. 이를 통해 새로운 운영방식을
모색하고, 내부감사 자원들이 자문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내부감사의 실제 사례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내부감사가
담대하게 움직이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접근한다면,
자문서비스는 내부감사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는 가치를
증대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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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의 자문기능을 확신을 제공하는 업무와 연계하라, 계속
(Link advisory activities to assurance work)
자문서비스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How to get moving (or move faster)
내부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이해관계자들에게 단순히 보고하고 시정을 요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언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행과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물론,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부감사는 해당 프로세스와 리스크 요소 및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담당자와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언을 제공하고, 리스크를 환기시키며, 의사결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내부감사의 중요한 업무범위에 해당합니다. 내부감사의 인증업무를 자문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소개합니다;
1. 올바른
사고방식을
수립하라.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내부감사 결과 발견된 문제점들을 초래한 원인이 무엇인지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십시오. 즉,
통제설계나 이행 또는 운영의 문제인지, 프로세스, 시스템, 임직원의 행동 또는 다른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발단이 되었는지, 발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수정 또는 개선해야 하는지,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등을 고민해야 합니다.

2. 외부 자료 또는
비교대상을
활용하라.

공급망 관리나, 인수대상기업 선정 시의 타당성 검토 혹은 사이버 보안 등 많은 이슈들은 다른 조직에서 먼저
겪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적인 조사와 검토가 당연히 필요하지만, 다른 조직에서 일어난 사실이나 수치 및
경험을 활용해서 이해관계자들이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외부
네트워크를
구축하라.

동종업계 혹은 다른 조직의 내부감사기능과의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내부감사인들은 경쟁자로서 서로의 기밀정보를 보호하고 존중하면서도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내부통제나 법규준수, 사이버 등 공통적인 리스크 관리 영역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업계나 사회
전반의 공통적인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이 외부인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여야 합니다.

4. 미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라.

내부감사가 다양한 아이디어와 견해, 잠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많은 노력과 연구를 통해, 내부감사가
제시하는 권고사항의 장점과 단점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을 하고 그 결과에 책임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의사결정의 다양한 측면들을 가능한 한 구조화하고 필요한 변수들을 계량화 하십시오. 이를
통해 내부감사가 의사결정자들에게 선제적으로 조언을 제공할 수 있고, 이해관계자들이 먼저 조언을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조직 내 내부감사의 영향력과 가치를 높이기 위한 9가지 방법

6

3.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라 (Provide cyber assurance services)
모든 조직은 사이버 이슈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조직에 언제 사이버
공격을 당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이버 리스크는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이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내부감사의 영향력에 미치는 효과

What stakeholders need

Effects on impact and influence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는 사이버 리스크 관리에 대해 내부감사가
확신을 제공함과 동시에 자문역할도 수행할 것을 기대합니다.
CIO(Chief Information Officer), CTO(Chief Technology
Officer) 또는 CISO(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의
보고는 IT 측면의 과제나 기술적인 리스크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사회가 사업목표와 연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은 IT 과제들을 검증하고, 사이버 리스크
프로파일을 고려하며, 경영진이 사이버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확신을 필요로 합니다.

사이버 보안은 모든 사업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는 사이버 리스크를
이해하고, 경영진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사이버 보안은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지만, 내부감사가
조직 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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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라 (Provide cyber assurance services), 계속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How to get moving (or move faster)
복잡성이 큰 사이버 리스크 영역에서는 아래 세 단계의 체계적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1. 사이버 리스크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라.

프레임워크를 통해 사이버 리스크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립표준기술원(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 국제 표준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COSO(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인터넷보안협회(Centre for Internet Security) 등의 다양한 기관뿐만 아니라, Deloitte에서도 사이버 리스크
프레임워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이버 리스크 관리를 시작하는 단계와 그 이후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하며 감축하는 기반으로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프레임워크를
보완하는 조직의 노력들을 내부감사는 지원하거나 주도하여야 합니다.

2. 사이버
리스크를 평가하라.

조직 전반적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테크놀러지에 기반한 방식으로 사이버 리스크 관리를 접근하는 조직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리스크 기반의 접근법은 정보자산의 목록을 마련하고, 이들 자산에 대한 위협을 정의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조직은 필수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핵심정보자산("Crown Jewels")을 식별하고,
모든 위협요소와 취약성,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합니다. 리스크 평가는 이후
경영진이 사이버 리스크를 관리하고, 사이버 리스크가 효과적으로 관리되는지를 내부감사가
확인(assurance)하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3. 사이버 리스크
점검주기를
설정하라.

모든 사이버 리스크를 위협의 정도에 따라 내부감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주기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모든
영역들을 동일한 잣대로, 정기적으로 감사대상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개별 정보자산의 중요성과 발생가능한
위협의 정도를 반영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특정한 도메인의 사이버 리스크를 감사하는 것은 모든 영역을
검토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내부감사의 점검주기는 역동적이어야 합니다. 사이버 리스크가 규제기관의
모니터링 능력을 앞서 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래서 규제당국에서는 많은 점검과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감안해서, 규제기관의 요구사항도 함께 고려해서 점검주기를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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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리스크 관리기능 전반을 감사하라 (Audit the end-to-end risk management function)
리스크 관리의 3차 방어선인 내부감사는 1차 방어선과 2차 방어선이 수행한 리스크 관리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1차 방어선은 리스크를 식별하고 직접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현업부문을, 2차
방어선은 준법감시나 법무실, 리스크관리팀, 품질관리팀 등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Deloitte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과거 3년 간 리스크 관리기능을 내부감사한 비율은 54%이고, 향후 3년간 리스크 관리기능을 감사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0%에 달했습니다. 리스크 관리기능을 감사할 계획이 없는 조직에서는 내부감사를 수행할 것을 고려할
수 있고, 계획이 있는 조직에서는 보다 심도 깊은 감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내부감사의 영향력에 미치는 효과

What stakeholders need

Effects on impact and influence

“리스크 관리기능의 전반”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스크 관리"가 실제로는 1차 방어선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2차 방어선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조직들도 있습니다. 경영진과 이사회는 리스크와
관련된 각 부서와 기능의 역할 및 책임과 함께, 다양한 리스크
관리활동을 관리하고 촉진하는 담당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해관계자들은 1차 방어선뿐만 아니라 2차
방어선에서 수행하는 리스크 관리 관련 활동에 대한 확신을
필요로 합니다. 내부감사가 리스크 관리의 전반적인 프로세스
및 기능을 평가하도록 감독당국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동안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조직 내 리스크 관리기능의
전반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확신을 제공함으로써 내부감사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통합되지 않은, 사일로(silo)
방식의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중요한
리스크가 누락되거나 불필요한 중복작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는 것은 내부감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내부감사의 적극적인 관여를 필요로 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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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리스크 관리기능 전반을 감사하라 (Audit the end-to-end risk management function), 계속
리스크 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로 나아가기 How to get moving (or move faster)

내부감사 활동이 1차 방어선인 현업에서 정책과 절차 및 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차 방어선을 감사하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내부감사가 리스크 관리기능 전반을
감사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략적으로
사고하라.

조직의 목표와, 사업의 근본적인 가정 및 고위 경영진의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략의 달성을 저해하거나
경쟁우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리스크를 고려하고, 이들 리스크가 적절히 관리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리스크 전체를
생각하라.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전체 리스크를 식별하고 있는지, 이들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과 프로세스 및
테크놀러지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과거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영역에서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산업이나 시장에서 새로이 등장한 리스크 요소들이 우리
조직에도 곧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리스크 프로파일에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신규 리스크도
식별해야 합니다.

3. 전술적으로
사고하라.

내부감사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들 리스크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정한 리스크나 사업과 관련해서 이사회나 감사위원회가 우려하는 바는
무엇이고, 리스크 관리에 관련된 기존의 보고 중에 이사회나 감사위원회가 만족스러워하거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내부감사의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내부감사가 제공하는 자문서비스(advisory)의
관점에서는, 리스크 관리기능의 전반을 감사하는 선진 사례를 연구하고, 조직의 현황을 선진사례와 비교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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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략계획수립 프로세스를 점검하라 (Review the strategic planning process)
Deloitte의 서베이에 참여한 내부감사책임자의 53%는 내부감사가 향후 3년 이내에 조직의 전략계획수립 기능 또는 프로세스를
평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이는 3년 전의 35%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확실하지 않다’고 응답한 21%까지 고려하면,
내부감사의 업무범위에 전략수립 프로세스를 포함할 조직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내부감사가 신뢰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 영역에서 지식과 역량을 배양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내부감사의 영향력에 미치는 효과

What stakeholders need

Effects on impact and influence

창조적 파괴의 시대, 이사회는 경영진이 수립한 전략계획을
승인하고, 전략계획이 조직 내에서 효과적으로 공유되는지를
확인하며, 전략 실행의 결과를 감독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사회는
적절한 전략계획수립 프로세스가 존재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확신을 필요로 합니다.

이사회가 전략계획 수립에 깊이 관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중요한 업무이며, 내부감사는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략계획수립 프로세스는, 특히
경영진이 의존한 데이터나, 전략계획 수립담당자가 사용하는
모델 혹은 경영진이 사용한 가정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관리와 감독의 이슈입니다. 내부감사책임자는 전략계획수립
프로세스에 건설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전략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사후 모니터링 절차를
개선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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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략계획수립 프로세스를 점검하라 (Review the strategic planning process), 계속
전략계획수립 프로세스 감사로 나아가기 How to get moving (or move faster)
전략계획수립 프로세스가 내부감사의 업무영역을 벗어난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은 경영진의
책임이지만, 적절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거나 활용할 수 있다면 내부감사가 아래의 단계에 따라 전략계획수립 프로세스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기본부터
시작하라.

조직이 명확하게 정의된 전략을 보유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정의된 프로세스를 통해 전략을 수립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전략 또는 전략수립 프로세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경영진은 프로세스를 먼저 정의하고 이에 따라
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2. 프로세스를
이해하라.

내부감사가 전략과 전략수립 프로세스를 감사하기 위해 이해해야 할 프로세스에는 전략을 수립하는데 누가, 언제
참여하였는가, 전략이 어떻게 수립되었는가, 전략을 수립하는데 사용된 정보의 원천은 무엇인가, 전략 수립에
사용한 모델링이나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전략이 바탕하고 있는 기본가정은 무엇인가, 전략은 조직 내부와 외부에
어떻게 소통되었는가, 전략의 이행과정은 어떻게 모니터링 되는가 등이 포함됩니다.

3. 전략의
이행과정을
모니터링하라.

전략을 수립한 이후, 재무적인 관점에서 계획과 실적의 차이 분석 위주로 분석을 수행하는 조직들도 있습니다.
수립된 전략을 각 사업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환경이 변화하면 전략이 어떻게 조정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경영진이 계획 대비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4. 미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라.

전략계획 수립 시 다양한 시나리오를 수립하지 않거나 필요 시 전략을 수정하는 프로세스, 혹은 단순한 재무적
지표를 뛰어 넘는 성과측정지표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직이 전략적 유연성을 갖추고,
전략을 수정할 시점을 결정하는 방안을 내부감사가 제시해야 합니다. 전략의 이행과정에 관한 피드백을 개선할 수
있는 성과지표나 리스크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내부감사가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경영진이 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한 데이터와 제반 가정의 원천에 대해 건설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은, 전략을 달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를 확인하는 것만큼 가치있는 내부감사의 역할입니다.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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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애널리틱스를 도입하라 (Adopt analytics)
Deloitte의 글로벌 내부감사 서베이 결과, 애널리틱스 기법을 활용하는 내부감사 조직은 86%에 이르지만, 24%는 중간 수준에
머물러 있고, 고도화된 기법을 활용하는 조직은 7 %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3분의 2는 스프레드 쉬트와 같은
초보적인 수준의 애널리틱스 기법을 사용하거나 애널리틱스 기법을 아예 활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애널리틱스
기법의 도입이 내부감사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단계일 수 있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내부감사의 영향력에 미치는 효과

What stakeholders need

Effects on impact and influence

이해관계자들은 내부감사가 주요 리스크에 대한 통찰력과
예지력을 제공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통찰력은 데이터, 특히
다양한 데이터 세트의 조합을 분석한 결과로 도출됩니다. 외부
데이터가 유용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필요한
데이터는 조직 내부에 존재합니다. 사실 상 조직 내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감사는 데이터 애널리틱스
기법을 도입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내부감사는 사업 전반에 걸친 애널리틱스 역량을 활용해서
조직 전체에 효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애널리틱스를 통해
리스크가 높은 영역에 내부감사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내부감사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이는 비용
절감과 직접 연결됩니다. 또한, 이렇게 확보한 여유자원을
자문(advisory)기능에 투입함으로써 내부감사가 조직에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애널리틱스를 도입하고 더 심도있게 활용하는 것이 내부감사가
조직 내에서 영향력을 증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단계입니다.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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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애널리틱스를 도입하라 (Adopt analytics), 계속
애널리틱스를 활용하는 내부감사로 나아가기 How to get moving (or move faster)

데이터 애널리틱스는 일련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예외적인 거래나 데이터, 데이터 간의 상호관계, 추세 등을 발견하는 도구나 방법을
의미합니다. 애널리틱스를 도입할 때 아래 단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현재의 수준을
확인하라.

예시한 성숙도 모델을 활용해서 애널리틱스의 활용에 관한 기존의 역량수준과, 다양한 성숙도 수준 및 향후
목표수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달성 가능한
목표를 수립하라.

애널리틱스를 활용하면 내부감사를 수행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리스크가 높은 영역에 집중할 수 있으며,
보다 효과적으로 리스크들을 식별해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부감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에 기초해서, 애널리틱스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영역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초기
프로젝트를
현명하게
선택하라.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출장경비나 미지급금 등 명확하고 잘 통제된 영역은 회피해야 합니다. 대신,
이해관계자가 관심을 가진 사항을 파악해서, 높은 수준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으면서 성공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선정하십시오. 이후 세부적인 애널리틱스 전략을 개발하는 동안, 성공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선정하십시오.

4. 미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라.

통찰력을 발굴하는 것은, 특정한 영역이 얼마나 잘 통제되고 있는지, 특정한 지출을 유발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등
테스트할 가설을 구상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후 이질적인 데이터(일반적으로 단순한 재무데이터를 넘어서는)를
분석해서 가설을 검증하고 프로세스와 행동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5. 현실적인
자원계획을
수립하라.

내부감사책임자는 애널리틱스를 도입하는 전체 과정을 주도하고, 필요한 자원을 측정해서 그 필요성을 정당화해야
합니다. 애널리틱스와 관련된 툴의 복잡성이 줄어들고 비용이 감소한 지금이 바로 애널리틱스를 도입하거나 더 깊이
도약할 수 좋은 시기입니다. 통계전문가와 데이터 전문가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질적인 데이터 세트를 결합하고
다룰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혁신적인 인력을 발굴해서 애널리틱스 툴과 프로젝트를 맡기고
신속하게 다음 단계로 진행해야 합니다.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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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애널리틱스를 도입하라 (Adopt analytics), 계속
내부감사 애널리틱스 성숙도 모델 Maturity of Internal Audit Analytics
초기단계
(Initial)

개발단계
(Developing)

정의단계
(Define)

고도화단계
(Advanced)

시장선도단계
(Leading)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조직 내에 애널리틱스 역량이 존재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존재

• 간헐적, 임시방편적 적용으로 성과를 에측하기 어려움
• 개인의 역량에 성공이 좌우되며, 반복적인 프로세스로 정착되지 않음

• 기초적인 역량 보유
• 기초적이고 비공식적인 프로세스 적용
• 유사한 기법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성공이 가능하나 조직 전반에 일관되게 적용되지는 않음

• 역량이 개발되고 일관되게 도입됨
• 애널리틱스 역량을 일부 내부감사 활동에 적용
• 표준화된 애널리틱스 적용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관련 조직과 커뮤니케이션

• 적절한 지배구조 하에 우수한 역량을 보유하고 실무에 적용
• 애널리틱스 역량을 전반적인 내부감사 활동에 적용

• 주기적으로 프로세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분석

• 우수한 역량을 보유하고 조직적으로 내재화됨
• 내부감사가 애널리틱스 역량을 통해 다른 조직과 차별화됨
• 미래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애널리틱스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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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부감사 보고방식과 보고서를 개선하라 (Contemporize Internal Audit reporting)
내부감사 보고서의 이용자는 이제 감사위원회를 넘어서서, 현업부문과 조직 내부에서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뿐만 아니라 감독당국과
외부감사인 등 외부 이해관계자에까지 확장됩니다. 하지만, 내부감사 보고서를 감사위원회의 요구사항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리스크 관리와 감독이 조직 내 여러 부서 또는 기능의 책임으로 인식되고, 내부감사의 업무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내부감사
보고서는 이제 리스크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가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한편,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간결하고,
시각적이며,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내부감사의 보고 또한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내부감사의 영향력에 미치는 효과

What stakeholders need

Effects on impact and influence

이해관계자들은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조직의 역량을
훼손할 수 있는 이슈와 리스크를 명확하게 다루는 보고서를
필요로 합니다. 이해관계자들은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명확한 견해를 담은 보고서를 기대합니다. 사업을 둘러싼 제반
환경과 리스크 요소들의 변화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적시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보다 간결하고, 보다
시각적이며, 보다 역동적인 보고가 필요합니다.

탁월한 내부감사 업무가 진부한 보고방식 때문에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조직에 필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부감사의 보고방식을 개선함으로써
내부감사 업무가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내부감사가
변신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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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부감사 보고방식과 보고서를 개선하라 (Contemporize Internal Audit reporting), 계속
보고방식과 보고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How to get moving (or move faster)
이해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진 이슈와 관련성이 적거나 관련성이 없는 내부감사보고서가 너무 많습니다. 법령이나 규제의 준수 측면을
주로 다루는 보고는 가능한 자동화하고, 여유 자원들은 중요한 리스크가 적절히 식별되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데 투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몇 가지 제언들을 아래에서 정리합니다.
1. 감사계획에서
시작하라.

내부감사가 확신을 제공하는 인증업무(assurance)에 그치지 않고, 경영진과 사업부문의 조언자로서 자문을
제공하는 업무(advisory)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내부감사계획을 수립하십시오. 내부감사는 경영진과 이사회,
감사위원회가 가진 의문들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영역(예를 들면 조직문화나 윤리적인 행동 등)이
중요하게 대두되면, 그에 따라 내부감사계획을 수정하십시오.

2. 핵심 내용을
앞단에 배치하라.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견사항이 내부감사 보고서에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고서 이용자들이 핵심사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요한 포인트를 특정한 문서 또는 자료집의 상단 또는
앞쪽으로 배치하고 직접적으로 언급해야 합니다. 중요한 발견사항이나 내부감사의 권고안이 사업목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하고, 발생할 수 있는 결과나 위험을 함께 제시하십시오.

3. 통찰력과
예지력을 전달하라.

추세와 동향을 파악해서 보고하고, 사후적인 결과보다는 사전적인 통찰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리스크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진행상황을 추적하십시오. 이해관계자들이 중요한 영역을 간과하고 있다면, 해당 사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4. 시각적 효과를
활용하라.

글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림은 천 마디 글의 가치를 지닙니다. 데이터 간의 추세나 변동, 또는 상호간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히트(Heat) 맵, 버블(Bubble) 차트, 그래프, 워드 클라우드나 대시보드 등의 시각적
도구를 활용하십시오. 이러한 도구들을 통해 핵심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보고서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이용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Deloitte의 내부감사 설문조사 결과, 현재 역동적인 시각화 도구를 사용
중인 비율은 7%에 불과하지만, 35%의 내부감사책임자들은 향후 3년 또는 5년 이내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 새로운 매체로
전환하라.

현재 장문의 문서나 자료집의 형태 위주로 보고가 이루어진다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Deloitte의 내부감사 설문조사
결과,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한 정적인 보고서를 사용하는 비중은 현재의 78%에서 향후 3 ~ 5 년 이내에는 58%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시간 보고, 적어도 동적이고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보고방식을 신속하게 도입하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과거의 방식으로 '진부한 뉴스'를 전달한다면, 내부감사 브랜드는 과거지향적인 서비스로
각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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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내부감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라
(Enhance Internal Audit’s skills and capabilities)
내부감사가 조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역량 부족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Deloitte의 서베이 결과,
내부감사조직이 이해관계자의 기대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을 초과(57%)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내부감사 역량이 부족한 대표적인 영역으로는 IT(42%), 데이터 애널리틱스(41%), 리스크 모델링(27%),
혁신(26%) 및 부정 예방과 적발 (24 %) 등이 꼽혔습니다.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내부감사의 영향력에 미치는 효과

What stakeholders need

Effects on impact and influence

조직 내에서 내부감사의 역할은 내부통제, 내부보고 및
외부보고와 리스크 관리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확신(assurance)과 조언(advisory)을 제공하고, 이사회와
경영진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이 조직이 직면한 중요한
리스크나 이슈, 문제점을 예측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들은 내부감사가 문제가 터진 후에
사후적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이나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통찰력을 제시할 것을 기대합니다

내부감사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활용해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때, 궁극적으로 내부감사의 영향력이
확장됩니다. 마찬가지로, 기존의 역량에 안주하거나, 역량이
부족한 영역에 섣불리 뛰어든다면 내부감사의 영향력은
감소하게 됩니다. 내부감사가 필요한 역량을 유지하는 그
자체로 이해관계자들은 내부감사가 그들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다고 인식하며, 따라서 조직 내에서 내부감사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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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내부감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라
(Enhance Internal Audit’s skills and capabilities), 계속
내부감사 전문성과 역량 강화로 나아가기 How to get moving (or move faster)
변화하는 조직의 요구사항에 부응하고, 스스로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내부감사의 역량 또한 진화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내부감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올바른
접근법을
사용하라.

내부감사가 기존의 역량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영역으로만 업무범위를 한정하거나, 반대로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않은
채로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전자의 경우 내부감사가 틀에 박힌 역할만 하게 되고, 후자는 제대로 된
감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확신을 제공할 위험이 있으며, 양자 모두가 내부감사의 영향력을 확장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보고서에 중요한 발견사항이나 가치 있는 통찰력이 포함되지 않으면 해당 영역에 대한
내부감사의 자질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징후가 될 수도 있고, 그 결과로 잘못된 확신을 제공하면 조직에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2.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파악하라.

내부감사가 필요로 하는 역량은 경영진의 전략, 사업모델, 내부감사가 활용해야 할 테크놀러지의 유형과 활용수준,
규제 및 리스크 환경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내부감사는 이러한 요소들과 필요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3. 다양한
인적자원조달
모델을 고려하라.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한 대규모의 내부감사조직에서도 필요한 역량을 자체 인력으로만 조달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업무 수행 시 조직 내 다른 부서의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혹은 직무순환제도를 통해 필요한 역량을 내부적으로
조달할 수도 있고, 코소싱(co-sourcing)이나 아웃소싱을 통해 외부역량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들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해서 필요한 역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4. 현실적인
자원계획을
수립하라.

정기적인 내부감사 업무에서 필요한 역량은 주로 해당 기능 내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부 또는 외부의
원천으로부터 내부감사로 지식을 이전하거나, 적절한 역량을 보유한 인력을 신규로 채용 혹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다시 자문기능을 확장하고 혁신을 주도함으로써, 경력개발의 원천으로 내부감사를 전환해야
하는 필요성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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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내부감사책임자 개인의 영향력을 제고하라 (Heighten your personal impact)
내부감사책임자가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식별해서 충족시키고, 적절한 기술적인 역량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내부감사의 영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강력한 대인관계 능력(커뮤니케이션, 프리젠테이션, 협업, 팀워크, 합의 도출,
리더십 역량 등)을 통해서도 내부감사의 영향력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내부감사의 영향력에 미치는 효과

What stakeholders need

Effects on impact and influence

조직에서는 현업 경영자처럼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신뢰할 수 있고 협력적인 내부감사책임자를 필요로 합니다.
조직은 리스크 및 그 리스크가 품고 있는 잠재적인 보상을
명확하게 구조화하면서,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비관적이지
않은, 적절한 수준의 확신(assurance)을 원합니다. 또한
조직은 다양한 고민과 충분한 검토를 거친 권고사항을 필요로
하며, 내부감사책임자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진실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조직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다른
업무나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내부감사 그룹의 리더로서 내부감사책임자의 영향력은 조직
내에서 내부감사를 바라보는 전반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며, 더
나아가 내부감사의 영향력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조직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것보다 소프트 스킬을 훨씬 높게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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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내부감사책임자 개인의 영향력을 제고하라 (Heighten your personal impact), 계속
개인의 영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How to get moving (or move faster)
자문서비스(advisory)를 확대하고 현업부문과 협업하는 방법론을 자연스럽게 도입할 수 있는 내부감사 리더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과정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리더라면 다음 내용들을 고려하십시오.

1. 소프트 스킬을
개발하라.

‘소프트 스킬(softskill)’이라는 단어가 기술적인 역량(technical skills)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조직생활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성공을 위해 소프트 스킬이 얼마나 중요한 역량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내부감사책임자로서, 당신이 커뮤니케이션, 프리젠테이션, 관리 또는 리더십 역량에 관한 교육이나
코칭을 받은 지 오래되었다면 새로이 교육을 받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2. 본인,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라.

Deloitte의 Business Chemistry® 4 를 비롯한 다양한 도구들은 본인 및 다른 사람들의 의사소통방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이해관계나 스타일에 적합하게 스스로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을 개선하고 원활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 상대방과 친밀도를 높이고 본인과 내부감사팀이 조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3. 서비스
방향성을
구축하라.

서비스 방향성은 고객에 집중하며, 내부감사에 관한 인식을 법규준수 여부를 감독하거나 부정을 적발하는
“경찰”에서 경영진과 현업에 조언을 제공하는 “조언자”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비스 방향성이 내부감사가
점검하는 항목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해관계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이해관계자 전체 혹은
감사위원회, 이사회, 현업부서, 감독기관 등 특정한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의 관심도가 낮은 항목에 대한
내부감사는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여유 자원을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재배치해야 합니다.

4. 우선순위에
집중해서
감사계획을
수립하라.

이해관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항목에 집중하는 것은 감사계획 수립단계부터 시작합니다.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내부감사가 반드시 해야 할 업무입니다. 하지만, 이런
업무들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완료하고, 여유 시간과 자원을 조직의 핵심 아젠다와 전략, 신흥 리스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진 항목들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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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사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여정 (The path to greater impact and influence)
내부감사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내부감사가 현안 이슈에 집중하는 것으로 단순히 방향성을 수정하거나, 이해관계자들이 깜짝
놀랄만한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부감사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직접적으로 확장하려는 노력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갑니다. 내부감사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은 더 많은 “올바른 일’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한 결과로 얻어지는
부산물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올바른 일”이란 경영진과 감사위원회에서부터 리스크의 1차 방어선(현업)과 2차 방어선(리스크 관리 조직)에
이르는 방대한 이해관계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우려하는 영역들입니다. 이해관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 리스크 혹은
도전과제에 집중하고, 이해관계자들에 친숙한 언어로 말하며, 이들의 목적에 부합하는 통찰력과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조직 내
내부감사기능의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내부감사의 영향력은 프로세스가 개선되고, 비용이 감소되며, 리스크가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됩니다. 이
자료에서 논의한 사항들과 조직에 중요한 다른 사항들에 집중해서, 내부감사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그
여정을 지나면서, 법규 준수와 관련된 감사업무는 보다 효율적으로 완수하고, 내부감사 보고는 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목적에
부합하며, 내부감사가 보다 신뢰할 수 있고 유용한 조언들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내부감사가 가장 중요한 사안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내부감사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따라서, 내부감사의 비전을 조직의 전략적 비전과 연계시키고,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내부감사 자원을 배분하고
업무를 수행하십시오. 그리고 난 후에는 미국 코미디언이자 배우인 스티브 마틴(Steve Martin)의 조언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실력을 갖추면, 모두가 존중합니다.”
Be so good they can’t ignor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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