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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감사위원 선임방식 개선 및 감사위원회 제도 재구성 방안

요약

□ 정기주총 시즌이 되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슈 중 하나는 바로 감사(감사위원) 선임과

관련한 의결정족수 문제임
○

감사(감사위원) 선임시 적용되는 이른바 3% 룰 때문에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선임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상장회사들의 볼멘소리가 분출되고 있음

○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상법 제409조 제2항의 규정이 바로 그 대상임

○

그러나 이는 이사 등 경영진을 선임하는 권한을 사실상 전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지배
주주에게 그 경영진을 감독할 감사까지 선임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제정상
법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을 구체화한 규정임

○

아울러 회사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여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자 견제와 균형의 법리를 구체화한 것으로 현대 기업경영의 중심화두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을 관통하는 사항 중 하나임

□ 감사위원의 선임 절차와 관련하여 3% 룰의 적용 단계의 문제도 논란이 많았으며 2020년

12월 개정을 통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아쉬움이 남음
○

기존 상법이 일괄선출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감사위원이 될 이사의 선임단계에서는
3%룰이 적용되지 못하고 이미 선출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절차에서만
3%룰을 적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감사선임에 있어 3%룰을 규정한 최초 입법자의
정책적인 결정에 어긋난 것이었음

○

6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20대 국회에서뿐만 아니라 현 21대 국회에서도 감사위원

•••

감사위원 선임방식 개선 및 감사위원회 제도 재구성 방안

요약

분리선임 등을 명확히 한 상법 개정안이 정부 제안과 의원 제안으로 다수 제출되어
있었으며, 마침내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감사위원 선임 관련 개선사항을 일부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었으나 아쉬움이 여전히 남는 것으로 판단됨

□ 이 글은 우리나라 경영감독제도의 개괄적 이해를 위하여 관련 제도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해외 주요국의 제도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에서 감사위원회
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검토함
○

감사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논의가 많았던 감사위원 분리선임, 3% 룰의 적용과 개
선, 내부감사부서 설치 의무화 등에 관하여 분석하였음

○

아울러 좀 더 큰 관점에서 우리나라 감사제도 특히 감사위원회와 관련한 제도의 재구
성 방안에 관하여도 논의를 촉발하는 의미의 화두를 제안하고 있음

○

이는 감사(위원회)제도 개선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여 회사 가치를 제고하는 한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회사 지배구조 개선의 궁극적인 지향점과 궤를 같이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도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에 기반함

□ 우리나라에는 1999년 사외이사제도의 도입과 함께 감사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수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영미식 감사위원회 제도가 도입됨
○

회사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감사를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감사위
원회가 설치되면 감사를 둘 수 없음

○

상법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감사를 대체하는 역할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위
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여야 하며,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둠

□ 상법 제4장 제13절 상장회사의 특례에 따라 특히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반드시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이때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이어야 함
○

또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장은 사외이사여야 하며,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선임방식 개선 및 감사위원회 제도 재구성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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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반드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함

□ 먼저 현행 상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

록 하고 있는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회사에 감사위원회를 의무화하는 현행 제도가 바람
직한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감사와 감사위원회 중 어느 것이 감사기능을 수행하는데 더 실효성이 있는지 결론 내리기는
어렵지만, 감사ㆍ감사위원회 설치 현황을 보면 자발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회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내부감사기구의 형태로 감사와 감사위원회 중 어느 것이 실효성 있는지 여부가 명확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획일적으로 의무화하기 보다는 기업의 규모, 업종, 기업문화
등에 따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합리적임

○

이 경우 선택 가능한 각 방안이 감사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여
야 하며, 현재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속히 개선, 보완하여 실질적인
기능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함

□ 내부감사기구로 감사위원회를 선택하였다면 감사위원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미 상법에 도입되어 있지만 실제로 채택되어 운영되는 사례는 극히 드문
집행임원제도 채택 및 운영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큼
○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의 이사회는 업무의
감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구체적인 경영 관리업무의 집행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집행임원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임

○

이는 감독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여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효성 있게 기능하
도록 하려는 취지임

○

사외이사의 중요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따른 비효율성을 줄이고 경영을 담당하
는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기능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사외이사의 비전문성을
최소화하고 독립성이라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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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 선임과 관련한 3%룰 적용과 관련해서도 최대주주와 2대 주주의 의결권 제한 기준

이 다르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의결권 제한이 또 달랐음
○

더욱이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3% 의결권을 제한받는데,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그 명칭의 포섭범위 또한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제기됨

○

2020년 12월 29일 개정 상법에서 3%룰의 목적인 견제와 균형의 법리 구현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정부 제출안을 비롯하여 여러 개정안에서 제시되었던 ‘최대주주에게 합산
3%룰 적용’을 채택하지 않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최대주주를
포함하여 모든 주주에게 단순 3%룰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아쉬움이 큰 개정임

○

감사위원회 위원을 뽑는 상황에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이라는 이유로 최대주주에게
합산 3%룰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 3%룰을 적용하는 것은 개정전 상법의 문제점을
답습하는 것일 뿐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이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이든 모든 감사위원의 선임에
있어서는 최대주주에게 합산 3%룰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재개정이 필요한
규정임

□ 감사위원회가 충실히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며,

감사위원회가 그 권한을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감사위원
분리선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감사위원 선임 시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축소시켜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위원
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임

○

2020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하여 12월 29일부터 시행된 개정상법에 의하면 감사위
원 중 최소한 1인은 분리 선출하여야 하는데, 정관에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을 분리선임하여야 함

○

향후 앞서 제안한 감사(회)와 감사위원회 중 선택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감사위원회 위원 중 1인만을 분리선출하도록 하는 개정 상법은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는 생각임

○

감사(회)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감사는 분리선출하게 되는데 반해 감사위원회의 경우
1인만 분리 선임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규제의 균형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가능함

감사위원 선임방식 개선 및 감사위원회 제도 재구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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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따라서 자산 2조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2/3이상 또는 전원을
분리선출하는 것이 감사위원 분리 선임의 본래 취지에 더욱 부합하는 방향일 것임

□ 회사가 자유의사에 따라 감사(회)제도를 선택한 경우에도 감사위원회 대신 감사(회)

를 선택한 것이 퇴행으로 비춰지거나 감사위원회 제도가 가지는 장점을 면탈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기업의 문화나 여건에 가장 맞는 방식을 기업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감사(회)제도의 강화가 필요함
○

감사를 선택한다면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해야 하는 감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장회사의 경우 일반투자자들의 효과적인 보호와 자본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모든 회사에 상근감사를 두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또 감사를 선택한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인 감사를 1인 이상 반드시 포함하되, 상근감사 1인 이상을 포함하여 2인 이상
의 감사를 선임하여 감사회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감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업무감사에도 미치므로 이러한

감사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모든 상장회사에는 내부감사기구 산하에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내부 감사지원조직 즉 내부감사부서의 설치가 필수적임
○

내부감사부서는 사외이사 중심의 감사위원회에 더 필요한 조직이겠으나 감사(회)를
두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도 일상감사부터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전반을 관리 감독하
기 위하여 내부감사부서의 지원은 필수적임

○

2016년 7월 개정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도 내부감사기구 산하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내부감사부서의 설치를 권고하고 있으며, 2018년 5월 제정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에서는 더욱 상세하게 이에 관해 제시하고 있음

○

내부감사기구 즉 감사나 감사위원회(또는 위원장)가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에 대한 임면권
또는 임면동의권을 갖도록 함으로써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큼

○

또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평가권한을 내부감사기구 즉 감사나 감사위원회(또는 위원장)가
보유하도록 하는 것도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내부감사기구의 직접 지휘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적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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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고서에서 제안한 방안들은 기존의 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뛰어난 논문의 논의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안의 논의를 기초로 하여 발전시키
거나 정리한 것임
○

보고서에서 제안된 내용은 완결된 방안은 아니며 다양한 논의와 토론의 과정을 거치
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기 위한 화두를 제안하는 의미이므로 이 과정에서 현실 적용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에서 조정과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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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작하며

Ⅰ

시작하며

근래 정기주총 시즌이 되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슈 중 하나는 바로 감사(감사위원)선임
과 관련한 의결정족수 문제가 아닌가 한다1). 감사(감사위원) 선임시 적용되는 이른바 3%
룰 때문에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선임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상장회사들의 볼멘소리
가 분출되곤 한다.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상법 제409조 제2항의 규정이 바로 그 대상이다. 그러나 이는 이사
등 경영진을 선임하는 권한을 사실상 전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지배주주에게 그 경영진을
감독할 감사까지 선임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제정상법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을
구체화한 규정이다. 아울러 회사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여 장기적인 성장과 발
전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자 견제와 균형의 법리를 구체화한 것으로 현대 기업경영의 중
심화두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을 관통하는 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다.
감사위원의 선임 절차와 관련하여 3%룰의 적용 단계의 문제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기
존 상법이 일괄선출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감사위원이 될 이사의 선임단계에서는 3%룰이
적용되지 못하고 이미 선출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절차에서만 3%룰을 적용
하고 있었는데, 이는 감사 선임에 있어 3%룰을 규정한 최초 입법자의 정책적인 결정에
어긋난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20대 국회에서뿐만 아니라 현 21
대 국회에서도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을 명확히 한 상법 개정안이 정부 제안과 의원 제안
으로 다수 제출되어 있었으며2), 마침내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감사위원 선임 관련 개
1) 2017년 12월 31일자로 섀도보팅제도가 폐지되면서, 감사/감사위원 선임시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확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
었는데 섀도보팅제도를 가장 많이 이용했던 주주총회 안건이 바로 감사/감사위원의 선임이었기 때문이다. 황현영, “상장회사
의 감사ㆍ감사위원회 관련 최근 쟁점 검토”, 기업법연구 제29권 제2호 (2015), 20-21면 참조.
2) 지난 제20대 국회(2016.5.30.~2020.5.29.)에서는 2016년 7월 김종인의원 대표발의안, 2016년 8월 채이배의원 대표발의
안, 2016년 노회찬의원 대표발의안, 2017년 2월 오신환의원 대표발의안 등이 감사위원 분리선임을 담은 대표적인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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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항을 일부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었으나 아쉬움이 여전히 남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경영감독제도의 개괄적 이해를 위하여 관련 제도의 주요 내용
에 관하여 해외 주요국의 제도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감사
위원회 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검토하면서 감사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논의
가 많았던 감사위원 분리선임, 3% 룰의 적용과 개선, 내부감사부서 설치 의무화 등에 관
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좀 더 큰 관점에서 우리나라 감사제도 특히 감사위원회
와 관련한 제도의 재구성 방안에 관하여도 논의를 촉발하는 의미의 화두를 제안하고자 한
다. 이는 감사(위원회)제도 개선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여 회사 가치를 제고하는 한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
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회사지배구조 개선의 궁극적인 지향점과 궤를 같이하기 때문에 무
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에 기반을 둔다.

개정안으로 국회에 발의된 바 있다. 또 현 21대 국회에서도 지난 6월 박용진의원 대표 발의 상법 개정안과 8월말 정부에서
제안한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회 위원 중 1인에 대하여 분리선출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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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감독기관으로서 감사위원회 제도

1. 우리나라 감사제도 연혁
한국은 초창기 의용상법에 의해 ‘감사’제도를 두면서 형식적으로 업무집행기구와 업무감
독기구가 분리되는 이원제 형태의 경영기구체계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8년 경제위
기를 계기로 1999년 ‘감사’를 대체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원제와 일원제가 혼재하게 되었다3).
역사적으로 보면 1962년 이전에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배 이래 독일 회사법을 도입한 일
본의 상법을 그대로 의용하였다. 독일 주식회사의 기관 체계는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경영
이사회(Vorstand)와 업무감독을 담당하는 감독이사회(Aufsichtsrat)가 엄격하게 구분된
실질적인 이원제 형태이지만, 일본 주식회사는 업무집행과 업무감독을 동시에 수행하는
이사회가 있으면서도 업무 및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회)를 필요 상설기관으로 두는
형태이다. 한국의 ‘감사’제도는 독일의 이원제 경영기구체계에 기원하였지만 실제로 일본
의 변형된 이원제 경영기구체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1962년 제정상법은 영미국가의 회사 기관 구조의 영향을 받아 이사회에 업무집행 권한
과 업무감독 권한을 모두 부여하고, 감사에게는 업무감사 권한을 박탈하고 회계감사 권한
만 부여하였다. 그러다가 1984년 개정상법에서 감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다
시 감사에게 업무감사 권한까지 부여하게 되었다. 이사회는 업무집행뿐만 아니라 업무감
독을 동시에 수행하면서도 감사로부터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를 모두 받게 된 것이다. 감사
의 지위와 권한이 강화되면서 1995년 개정상법을 통해 감사의 임기는 3년까지 늘어나게
3) 회사의 기관 구조와 관련하여 일원제는 업무집행과 업무감독이 동일한 기관에서 이루어지나, 이원제는 업무집행 기관과
업무감독 기관이 엄격하게 분리되는 견제와 균형의 법리를 반영한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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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격요건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감사는 지배주주에 의해 추천되므로 독립적이지 못하며, 전문성과 경
험이 부족하여 업무감독의 실효성에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1998년 경제위기
를 계기로 1999년 사외이사제도의 도입과 함께 감사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수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영미식 감사위원회 제도가 도입되었다. 정관의 규정에 따라 감사를 갈
음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면 감사를 둘 수 없도록 하
였다. 감사제도가 존치된 상태에서 감사위원회 제도가 도입되어 감사가 설치된 회사는 이
원제의 기관 체계를 가지며,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이므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일원제의 회사 기관 체계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이다. 한편 당시 상장회사의 지배구
조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던 증권거래법에 의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상장회사에
는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정리하면 한국의 회사기관구조는 어떠한 내부감사기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일원제가 될
수도 있고, 형식적인 이원제가 될 수도 있다. 한국의 경영기구체계는 기본적으로 이사회가
업무집행 및 업무감독을 동시에 수행하며, 내부감사기구로 감사를 설치하였다면 형식적
이원제 형태가 되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일원제 형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회사기관구조에 관하여 일원제, 이원제의 구분은 기본적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역할을 중
심으로 나누는 것이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원제는 업무감독의 독립성과 이사의 이
해충돌 회피 측면에서 유리하나 감사효율성과 비용 측면에서 불리하고, 일원제는 감사 효
율성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나 업무감독의 독립성과 이사의 이해충돌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

2. 해외 경영감독기관 체계
해외 주요 국가의 회사 경영감독기관 구조를 개관하기 위하여 이하에서는 ⌜OECD
Corporate Governance Factbook 2019⌟의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다
만 이는 이사회의 구조와 역할을 기초로 회사의 경영감독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어떤 기
관에서 주로 담당하느냐의 문제이다. 아래 <표 1>에서는 경영기관체계에 따른 장단점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히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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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경영기관체계의 종류
구분

일원제

이원제

* 이사회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므로 정 * 감독이사회(감사)가 이사를 감독하는 위
보접근이 용이하며 따라서 사전 감독활

치에 있고 독립적이므로 감독의 실효성

동이 가능

이 높음

* 이원제에서와 같은 두 기관 간에 마찰 * 경영(집행)기관과 감독기관 간에 명확한

장점

이 없음

역할과 책임이 분배되어 이해충돌을 회
피할 수 있음

* 이원제와 비교하여 단일한 기관구성으
로 유지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음
* 이사회 내 하부 위원회인 감사위원회는 * 일반적으로 감독이사회(감사)가 경영의
지배주주의 영향을 받아 독립성이 낮을

사결정이나 집행이 실행된 후에 사후적

수 있음

으로 감독하는 구조이므로 효율성이 낮
음

단점

* 업무집행과 감독이 동일기구에서 이루
어진다는 모순에 직면함

* 회사가 두 기관을 독립적으로 유지하는
데 일원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

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50개 국가의 경영기관 체계는 <표 2>와 같이 크게 일원
제(one-tier), 이원제(two-tier), 선택제(optional) 그리고 혼합선택제(hybrid)로 구분할
수 있다. 경영기관 체계에 따른 국가현황 자료는 ⌜OECD Corporate Governance
Factbook 2019⌟를 인용하였다. 13개 국가와 EU 국가들은 상장회사가 경영기관 체계를
일원제와 이원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이탈리아, 일본, 포르투갈은 기
업규모와 경영환경에 따라 업무감독기구의 기능이 달라지면서 복합적인 구조의 경영기관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한국은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의무적 또는 선
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데

감사위원회

도입을

중시하여

OECD

Corporate

Governance 보고서에서는 일원제 경영기관 체계를 가진 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일원제 경영기관 체계를 가지는 국가는 22개국으로 약 45%였고, 이원제를 채택한 국가
는 11개국으로 22%였으며, 일원제 또는 이원제의 경영기관 체계를 회사가 선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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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가는 13개국이었다4). OECD 자료의 조사 대상국을 기준으로 이원제보다 일원제 형
태가 보다 더 선호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럽의 상당수 국가들(<표 2>에서

로 표

시)은 기업의 경영기관 체계를 일원제나 이원제 중 하나만 요구하지 않고 기업규모와 경
영환경에 따라 기업에 알맞은 경영기관 체계를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점이 눈이 띈다.
표 2. 경영기관체계의 국가별 현황5)
일원제(One-tier)
(22)

이원제(Two-tier)
(11)

선택제(Optional)
(13+EU)

혼합선택제(Hybrid)(3)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탈리아,

벨기에,

오스트리아,

체코,

일본,

캐나다,

중국,

덴마크,

포르투갈

칠레,

에스토니아,

핀란드,

콜롬비아,

독일,

프랑스,

코스타리카,

아이슬란드,

헝가리,

그리스,

인도네시아,

리투아니아,

홍콩,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인도,

폴란드,

네델란드,

아일랜드,

러시아,

노르웨이,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슬로베니아,

한국,

슬로바키아,

말레이시아,

스위스,

멕시코,

European Public LLC

사우디아라비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스페인,
스웨덴,
터키,
영국,
미국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혼합선택제 경영기관체계를 갖는 국가들은 전통적인 회
4) 여기에는 EU regulation(2001R2157)의 적용을 받는 European public limited liability company(Societas Europaea)
도 포함된다. EU, “COUNCIL REGULATION (EC) No 2157/2001 of 8 October 2001 on the Statute for a European
company (SE)”, 2001 참조
5) OECD, “OECD Corporate Governance Factbook 2019”, p.1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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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관체계 방식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 일원제와 이원제 형태를 받아들여, 전형적인 일원
제와 이원제 방식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의 여건 및 규모 등에 맞춰 다양한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업무감독기구가 독립적으로 구성된 감독이사회로 분리되어 있거나
이사회 내 하위 위원회로 존재한다. 일부 이원제 방식은 이사회가 업무집행뿐만 아니라
업무감독기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업무감독기구가 이사회를 감시ㆍ감독하는 형
태로 복합적 감독체계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방식은 기업의 여건이나 규모 등에
따라 스스로 최적의 경영기관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획일적인 지배구조를
강제하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규율 체계가 복잡해지는 단점도 존재한다.
표 3. 국가별 혼합선택제(hybrid) 경영기관 체계의 특성6)
국가

체계

경영기구

선임(구성)

이사회

주주총회

특징
이사회와 감사인회가 존재하는 이탈리
아 전통적 회사 기관 형태.

전통적 모형
감사인회
(collegio sindacale)
감독이사회
이탈리아

이사회는 경영권한을 일부 업무집행임
주주총회

원이나 집행위원회에 위임
감독이사회는 업무집행권한은 없지만

주주총회

이원제

특정사항에 대해 법에 근거하여 경영
경영이사회

감독이사회

이사회

주주총회

권한을 가질 수 있음

이사회는 경영권한을 일부 업무집행임

이사회

일원제
경영위원회

원이나 경영위원회에 위임

(독립적
비집행이사)

감사인회 모형

일본

이사회

주주총회

감사인회

주주총회

(Kansayaku)

(최소1인)

이사회

주주총회

감사인회는 이사회와 분리된 기관으로
이사회 업무집행을 감독

일정규모 이상 상장회사. 이사회는 기
본적인 의사결정과 회사정책을 설정하

주주총회

3위원회 모형
3위원회

(3명 이상이사
/과반 사외이사)

며, 3위원회(보수, 지명, 감사)는 이사
회를 감시 및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함

6) OECD, “OECD Corporate Governance Factbook 2019”, p.1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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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체계

경영기구

선임(구성)

이사회

주주총회

특징

감사(감독)위원회는
주주총회

일원제
감사(감독)위원회

(3명 이상이사
/과반 사외이사)

이사회

주주총회

감사인

(Kansayaku) 회의 기능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이사선임 및 보상에 대
한 의견표명 가능

이사회는 경영권한을 일부 업무집행임
원이나 집행위원회에 위임

전통적 모형

감독이사회
(conselho fiscal)

이사회
포르투갈

앵글로색슨
모형

감독이사회 구성원은 이사(director)
주주총회

수를 독립적 이사로 구성

주주총회

이사회는 경영권한을 일부 업무집행임
원이나 집행위원회에 위임
감독이사회 위원은 상무에 종사하지

감독이사회
(comissão

주주총회

경영이사회

감독이사회

경영이사회는 사내이사로만 구성
감독이사회 경영이사회 구성원을 선임

감독이사회
(conselho geral e

않는 이사이며, 상장회사의 경우 과반
수를 독립적 이사로 구성

deauditoria)

독일식 모형

가 될 수 없으며, 상장회사의 경우 과반

주주총회

desupervisão)

하며, 상장회사의 경우 과반수를 독립
적 이사로 구성

<표 4>는 일원제 경영기구체계를 유지하는 국가의 이사회 독립성 지표로 볼 수 있는
CEO와 이사회 의장 분리 여부 및 사외이사 비율에 관한 규제를 정리한 것이다. <표 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수 국가는 기업의 이사회 독립성을 확보하여 업무감독기능을 제고
할 목적으로 CEO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도록 강제 또는 권고하고 있다. 또한 이사회 독
립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 내 사외이사 최소인원이나 선임비율을 정하고 있었다. 일원제
경영기관체계를 갖는 22개 국가 중 17개 국가에서 CEO와 이사회 의장분리를 권고 또는
강제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CEO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이사회 내 사
외이사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이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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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일원제 채택 국가의 이사회 독립성7)

이사회 독립성
국가

사외이사 최소인원(명) 및 선임비율(%)
CEO와 이사회 의장 분리
기준

강제

호주

권고

>50%

권고

벨기에

권고

3

강제

캐나다

-

2

강제

칠레

강제

1

권고

콜롬비아

강제

25%

강제

코스타리카

권고

2

강제

2

강제

그리스

33%

권고

3
홍콩

권고

강제
33%

강제

33%

강제

-

50%

강제

아일랜드

권고

50%

권고

2

강제

이스라엘

강제
3, 50%

권고

인도

말레이시아

권고

2 또는 33%

강제

멕시코

-

25%

강제

사우디아라비아

강제

2 또는 33%

강제

2

강제

뉴질랜드

권고
>50%

권고

7) OECD, “OECD Corporate Governance Factbook 2019”, p.1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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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독립성
국가

사외이사 최소인원(명) 및 선임비율(%)
CEO와 이사회 의장 분리

싱가폴

기준

강제

33%

강제

>50%

권고

강제

스페인

권고

2

강제

스웨덴

강제

>50%

권고

터키

권고

2
권고
33%
영국

권고

50%

권고

미국

-

>50%

강제

한국

-

3, >50%
강제
25%

3. 주요 국가의 감사위원회 제도
1) 감사위원회 도입 방식
2000년 밀레니엄시대가 도래하면서 전 세계는 주주보호 및 회계투명성 제고에 대한 관
심으로 감사위원회 도입을 의무화하기 시작하였다. 많은 국가의 기업들은 이사회가 업무
집행 및 업무감독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집행임원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
해 감독만을 전담하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도입하였다. 업무집행에 대한
업무감독을 위해 ‘감사’나 ‘감독이사회’ 등 필요적 상설기관의 설치를 요구하던 나라들도
감사위원회가 회계투명성에 더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
기 시작하였다.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이 기업들로 하여금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준수하도록
하게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기업이 상법이나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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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법에 명시되어 있는 감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강제로 따르도록 하여 기업이 법을 따르
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도록 하는 직접 강제 도입 방식이고, 두 번째 방법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준수하도록 독려하는 것으로 기업이 모범규준을 준
수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준수 또는 설명(comply or explain)”방식이
다.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인의 선임과정이 경영자나 대주주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1975년 캐나다는 처음으로 경영자
가 재무제표를 이사회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여 회계투명성
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재무제표 감사는 회계정보 신뢰성을 제고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
므로 외부감사인에 대한 선임, 평가 및 보상결정의 권한이 감사위원회에 주어졌다.
전 세계적으로 상장회사에게 감사위원회를 강제적으로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국가들은
2002년 미국의 Sarbanes-Oxley (SOX) Act의 통과를 기점으로 증가하기 시작해서
2008년~2009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감사위원회가 주주보호와
회계투명성 제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인식의 확대에 힘입은 바 크지만 글로벌 경제
위기의 영향과 OECD 등 국제기구의 노력과 역할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 국가별로는 일정규모나 업종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하여 감사위원회 도입을 강제한 경
우도 많고, 의무적이지만 않지만 대부분 국가에서 감사위원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권고하
는 경우가 다수이다. 전 세계 경제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상위 40개
국가 외에도 감사위원회 제도를 강제로 도입하려는 국가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표 5. 상위 40개 자본시장의 감사위원회 강제규정 도입현황

22

도입연도

도입 국가 수

1975

1

Canada

1990

1

Nigeria

1999

2

Hong Kong, Thailand

2000

3

India, Indonesia, Korea

2001

2

Mexico, Argent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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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연도

도입 국가 수

국가명

2002

3

United States, Spain, Turkey

2004

1

Australia

2005

1

Colombia

2006

3

Austria, Portugal, South Africa

2007

1

Russia

2008

6

Finland, France, The Netherlands, Romania, Sweden, United Kingdom

2009

8

Belgium, China, Czech Republic, Denmark, Germany, Greece, Poland,
Saudi Arabia

2014

1

Ireland

미 도입

7

Brazil, Iran, Italy, Norway, Japan, Switzerland, Venezuela

2) 미국
미국은 전 세계 국가의 감사위원회 제도를 선도하는 감사위원회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였
다. 19세기 초 미국의 주식회사에서는 주주가 이사를 임명하고 경영성과를 평가했기 때문
에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만 있었고, 이사회를 견제할 감독기관은 존재하지 않았었다.
1930년대 들어서면서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회계정보 신뢰성이 중요해지면서 이사회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의 하나로 외부감사제도가 도입되었다. 1940년 McKesson-Robins
기업의 회계부정사건을 계기로 외부감사인을 선임 및 감독하는 이사회 내 특별위원회의
필요성이 처음으로 대두되었다. 이후 1970년대 펜 센트럴 철도회사(Penn Central
Transportation Co.)와 워터게이트(Watergate)의 부정사건을 계기로 미국공인회계사회
(AICPA)와 SEC는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기에 이른다.
1977년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 NYSE)는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기업에게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요구하였으며, 1978년 7월 1일부터 NYSE는 사외이사
로만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기업의 상장요건으로 포함시켰다. 1987년
National Commission on Fraudulent Reporting (NCFR)은 부정한 재무보고를 줄이
기 위한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첫째, 감사위원회는 부정
한 재무보고 위험에 대한 기업의 평가절차와 경영자의 기업행동강령 준수를 감시하는 프
로그램을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감사위원회는 최고 회계 담당 이사나 내부감사인과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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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셋째, 감사위원회는 분기 재무보고 과정을 감시하여야 한다. 또한 NCFR은
SEC가 모든 상장회사에게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요구할 것을 권
고하였다.
1989년 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NASD)는 상장회사에 과반수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요구하였으며, 1999년 NYSE와 NASD의 지
원을 받는 BRC(Blue Ribbon Committee)는 감사위원회가 효과적이려면 독립적이고, 전
문적이며 활동적이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2002년 Sarbanes–Oxley 법안은 BRC 보고
서의 내용을 근거로 모든 상장회사가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반드시 최소 1인 이상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포함하도록 명시하기에 이른다.
미국에서 현대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권은 이사회에 있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영업과 업
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고 대부분 집행임원에게 위임하고, 이사회는 그들의 업무를 감독
하는 데 주력한다. 즉 미국의 이사회는 감독형 이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관 구조
및 방식은 우리나라 상법에 이미 도입되어 있으나 활용도는 극히 낮은 ‘집행임원 설치회
사’와 유사한 기관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사회 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는 감사활동을 통
하여 이사회가 회사업무의 집행상황을 「감독하는 기능을 지원」하는 것이다8).

3) 영국
영국의 감사위원회 제도는 미국의 감사위원회 제도와 유사하지만, 경영기구로써 주주총
회와 이사회뿐만 아니라 필요기관인 회계감사인이 존재한다. 1990년 이전 영국 주식회사
의 결정기구는 집행이사(executive directors)와 비집행이사(non-executive directors)
로 구성된 이사회만 존재하였고, 감사나 감사위원회는 법으로 강제화 되지 않은 임의 설
치기구였다. 1992년 12월 공표된 캐드베리 위원회(Cadbury Committee) 보고서는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배구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회의 감독은 3인 이상의
비집행이사(non-executive directors)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에게 위임하며, 모든 상장기업
들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한 1995년 7월 공표된 그린베리 위원회
(Greenbury Committee) 보고서는 이사 보수가 독립적으로 결정될 수 있게 하는 등 효
과적인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모범규준을 담고 있다. 1998년 1월 공표된 함펠 위원회
8) 도제문, “최근 상법 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선임제에 대한 소고”, 금융법연구, 제14권 제1호, 2017, pp.13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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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pel Committee) 보고서는 주로 이사회 독립성과 이사보수 결정에 관한 일반 원칙
을 담고 있다.
1998년 6월 런던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는 상기의 보고서들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상장회사가 3인 이상의 비집행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상장
규정에 명기하였다. 2008년 UK Listing Authority (UKLA)9)의 상장규정은 모든 상장기
업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를 것을 요구하였지만,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자발적으
로 모범규준을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 중 FTSE
350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은 최소 3인 이상, 나머지 기업들은 최소 2인 이상 독립적인
비집행이사(non-executive directors)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반드시 최
소 1인 이상의 재무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
영국에서 주식회사의 이사회의 구성은 업무집행이사(executive directors)와 비업무집행
이사(non-executive directors)로 구분되지만, 양자는 모두 회사의 이익증진과 성과제고
를 위하여 노력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비업무집행이사
(non-executive director)는 회사전략에 관한 제안이나 건설적인 논의를 비판적 입장에
서 지적하며(challenge), 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
적으로는 합의된 목표와 목적에 비추어 경영성과를 분석하고, 업적의 보고·공표를 모니터
링한다. 비업무집행이사는 업무집행역의 선·해임과 후임의 선임계획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한다10).

4) 호주
호주의 감사위원회 제도는 생각보다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감사위원회에
대한 강제규정이 도입된 것은 미국의 영향이 크다. 1990년대부터 2003년까지 호주증권거
래소(Australian Stock Exchange: ASX)는 기업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지, 설치
되어 있다면 최선관행(best practices)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고서에 공시
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9) 현재 동 기구의 역할은 2014년 영국의 자본시장 및 금융시장 감독을 위하여 설립된 금융감독기관인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로 흡수되었다.
10) 도제문, “최근 상법 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선임제에 대한 소고”, 금융법연구, 제14권 제1호, 2017, 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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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ASX Corporate Governance Council의 권고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S&P 보
통주 지수에 등록된 일부 기업들에 대해서만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하였다. 2006년
ASX은 ASX Top 300에 해당하는 상장회사에 대해 ASX Corporate Governance
Council의

권고사항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요구하였다.

ASX

Corporate

Governance Council의 감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감사위원
회는 비집행(non-executive) 이사로만 구성되어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과반수가 독립
적인(independent) 이사로만 구성되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 의장이
아닌 독립적 이사가 되어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최소 3인 이상으로 한다. ⑤ 감
사위원회는 최소 1인 이상의 재무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 ⑥ 감사위원회 회의횟수와 개
별 위원의 참석여부는 공시하도록 한다. 따라서 Top 300 이외의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위
원회 구성에 대한 강제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5) 독일
독일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경영이사회(Vorstand)와 업무집행에 대
한 감독을 담당하는 감독이사회(Aufsichtsrat)의 이원제로 되어 있다. 1800년대 중반까지
독일의 주식회사는 주주총회가 없어서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기구가 부재하였다.
1861년 독일 상법은 내부감사기구인 감독이사회(Aufsichtsrat)를 임의기구로 입법화하였
고, 1870년 주식회사법은 감독이사회를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격상시켰다.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자들로 감독이사회를 구성하고, 감독이사회는 이사를 선임 및 해임할 수 있으며,
업무집행기구와 업무감독기구의 독립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인적구성은 경영이사회와 감독
이사회가 달라야 한다.
감독이사회는 이사에 대한 선임과 해임 권한뿐만 아니라 중요한 업무집행 사항에 대한
동의권 그리고 결산보고서에 대한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단순한 업무감독기구를 뛰어
넘어 기업경영에도 관여하므로 실질적으로 경영이사회의 상위 기관이다. 감독이사회는 최
소 3인에서 최고 21인까지의 이사로 구성될 수 있으며, 구성원의 50%까지는 피고용자의
대표들을 포함할 수 있다. 2002년 독일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감독이사회의 업무효율
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감독과 외부감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 감사위원회의 설치목적은 감시효과성 제고보다는 감독이사회
의 업무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감독이사회 의장은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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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이 될 수 없으며, 감사위원회 의장은 회계기준과 내부통제에 대해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전문가이어야 한다. 2009년 이후 German Corporate Governance Code
(GCGC)은 상장회사가 연간보고서에 감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GCGC 권고안을
준수하였는지 그 상세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준수하지 않은 상장회사는 그 이유를 보고
서에 강제로 설명하도록 하였다.

6) 일본
현재 일본에서 주식회사의 집행 및 감독기관은 일본 회사법이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감
독기관 모델 중 어떤 형태를 취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
한 구체적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감사기구의 변화 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1950년
일본 상법은 ‘감사(Kansayaku)’로부터 업무에 대한 감사권한을 박탈하고 회계에 대한 감
사권한만 부여하여 권한을 축소하였다. 1974년 개정된 일본상법은 감사에게 소규모 기업
(자본액 1억엔 이하, 부채총액 200억엔 미만)을 제외한 기업에 대해 업무에 대한 감사권
한을 다시 부여하였다. 1981년 개정된 일본상법은 감사의 업무감사 권한을 모든 기업으
로 확대하고, 이사회 소집권 부여 및 이사의 보수와 독립적인 감사보수의 결정권한을 부
여함으로써 감사의 권한을 확대하였다. 1993년 일본의 상법특례법은 3인 이상의 감사로
구성된 감사(Kansayaku)회를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강제화하였다.
2003년 일본은 상법개정을 통해 미국식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기업규모에
따라 기업이 감사위원회와 감사회 설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였다. 이후
위원회는 다시 지명위원회, 보수위원회 그리고 감사위원회로 세분화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3C(committees) 또는 3위원회 시스템’으로 불렸다. 이사회 구성원이 위원회 위원이 되
며, 한 명의 이사가 다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각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그 중 과반수는 반드시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또 1인 이상의 재무전문가를 포함
해야 하며, 위원은 집행이사(executive director)가 아니어야 한다.
일본은 2014년 회사법을 상법에서 분리하여 제정하였는데, 현재 일본의 상장회사 또는
대기업11)이 선택할 수 있는 감독기관 모델은 기존에 비해 한 가지 유형이 더 늘어 3종으

11)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자본금액이 5억엔 이상이거나 부채합계액이 200억엔 이상의 주식회사를 말한다(일본 회사법
제2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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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되어 있다. 일본의 상장 주식회사 또는 대회사는 집행 및 감독기구로서 ① 이사회 +
감사회(監査役會) + 회계감사인(會計監査⼈), ② 이사회 + 3위원회12) + 회계감사인, ③ 이
사회 + 감사등위원회(監査等委員會) + 회계감사인 등 3개의 조합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
택할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모델의 감사회(監査役會)는 우리나라의 감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인의 감
사역으로 구성되며 이사회와는 별개의 기관이며, 이사회 구성원은 전원 업무집행이사이다.
다음 두 번째 모델의 ‘3위원회’는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지명(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감
사위원회를 의미하며, 이를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3위원회 설치회사의 감사위원회가 우리
나라 상법의 감사위원회와 가장 유사한 지위를 갖고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
다. 3위원회 설치회사는 우리나라 상법에도 도입되어 있는 ‘집행임원 설치회사’와 유사한
기관구성을 취하며, 따라서 업무집행은 집행역이라 지칭되는 집행임원에 의해 수행된다.
마지막 세 번째 모델의 감사등위원회(監査等委員會)는 우리나라의 이사회내 위원회인 감사
위원회 설치회사와 유사한 기관 구조 및 형태를 가진다. 다만 일본의 감사등위원회(감사등
위원)는 이사ㆍ회계참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사 및 감사보고서의 작성(일본 회사법 제
399조의3), 이사의 부정행위에 대한 이사회 보고(일본 회사법 제399조의4) 등의 직무 외
에도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선임ㆍ해임 등에 관한 의견진술권을 갖는 등(일본 회사법 제
342조의2) 이사의 인사에도 어느 정도 관여하는 등 우리나라 감사위원회 보다 더 강력한
감독기능을 가지는 기관으로 파악된다.

7) 소결
업무집행 및 업무감독이 일원화된 이사회를 가진 영미식 국가들의 감사위원회 역할과 업
무집행 및 업무감독이 이원화된 이사회를 가진 독일식 국가들의 감사위원회 역할은 다소
상이할 수 있다. 영미식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의 하위 위원회로 감사위원회가 기업에 대한
자체 회계감사를 수행하기 보다는 외부감사인의 선임, 평가 그리고 보상결정에 관여하여
업무집행과 업무감독을 수행하는 이사회의 지원기능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독일식 감
사위원회는 감독이사회의 업무효율성을 위해 존재하지만 감독이사회의 하위 위원회이므로
경영이사회를 견제 및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과 일본의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
원회이지만 필요적 감독기관인 ‘감사’나 ‘감사회’를 대체하는 기관으로 기능하는 위원회로
12) 일본 회사법에서 규정하는 지명위원회, 감사위원회 및 보수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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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역할을 온전하게 수행해야 하고 따라서 독립적으로 업무 및 회계감사를 수행하며
이사회를 견제ㆍ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일원제와 이원제가 혼재된 형태이다.
대부분 유럽국가들(벨기에,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그리스,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등)의
감사위원회 제도는 독일식 감사위원회 제도와 유사한 반면에 대부분 남미국가들(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등)의 감사위원회 제도는 영미식 감사위원회 제도와 유사하
다. 이러한 제도의 차이는 경영기구가 업무집행기구와 업무감독기구로 이원화된 유럽국가
기업들과 업무집행기구와 업무감독기구가 일원화된 미국기업들의 지리적ㆍ문화적ㆍ역사적
배경의 차이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표 6>은 국가별 감사위원회 제도를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위원회 강제설치 대상기
업, 감사위원회 구성, 독립성, 전문성 그리고 활동성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주요 국가들
의 대부분은 감사위원회 활동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권고사항은
존재한다. 독립성은 감사위원회 내 사외이사 선임비율을 의미하며, 전문성은 회계 또는 재
무전문가의 포함을 의미한다.
표 6. 주요 국가별 감사위원회 제도13)

국가

규제근거

대상

구성

독립성

전문성

활동성

캐나다

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
(CBCA)

상장회사

3인 이상

과반수

-

-

나이지리아

Companies and
Allied Matters Act
(CAMA)

상장회사

6인 이상

과반수
주주대표

-

-

홍콩

HKEX Listing Rules

상장회사

3인 이상
비집행이사

과반수

1인 이상

-

태국

SET Listing Rules

상장회사

3인 이상

과반수

1인 이상

-

인도

Securities &
Exchange Board of
India (SEBI) Act

상장회사

3인 이상

과반수
/의장분리

1인 이상

6회 이상
(권고)

13) 박범진, “감사위원회 형성종류와 최적의 관행준수가 회계정보가치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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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도네시아

규제근거
Indonesian Stock
Exchange (IDX)

대상

구성

독립성

전문성

활동성

상장회사

3인 이상

전원

2인 이상

4회 이상

한국

상법, 자본시장법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상장
회사

3인 이상

2/3 이상

1인 이상

4회 이상
(권고)

미국

Sarbanes-Oxley
(SOX) Act

상장회사

3인 이상

전원

1인 이상

4회 이상
(권고)

일본

Commercial Code

상장회사

3인 이상

과반수

1인 이상

-

Spanish Official
Bulletin

상장회사

3인 이상

과반수

-

-

터키

Capital
Markets
Board (CMB)
Communiqué serial
X No. 28

상장회사

2인 이상

과반수

-

-

호주

Australian Stock
Exchange (ASX)
Listing Rules (2004)

ASX Top
300

3인 이상

전원
/의장분리

1인 이상

-

영국

UKLA Listing Rules
(2008)

FTSE 350

3인 이상

전원
비집행이사

전원

-

독일

German Corporate
Governance Code
(GCGC) (2009)

상장회사

3인 이상

전원

1인 이상

-

Sarbanes-Oxley
(SOX) Act 준용

상장회사

3인 이상

전원

1인 이상

4회 이상
(권고)

스페인

남미국가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등)

4. 시사점
해외 주요국의 경영감독기관 체계는 일원제와 이원제를 기본 방식으로 하여 이를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전통적인 경영기관체계를 인정하면서 회사 규모나 기업 여건 등에 따라
특정 형태를 강제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을 혼용하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특정 형태
의 감독기관 체계가 월등히 우월하다는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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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기관 체계는 각국의 제도적 규율과 경제상황, 여러 경영여건 등 고려사항에 따라 선
택할 문제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원제와 이원제 방식의 혼합 형태라고 볼 수
있으나 전형적인 형태는 아니며 일부 변형된 형태라 할 수 있다. 다만 현재의 경영감독체
계가 원활하게 작동하여 그 실효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는 많지 않기 때문에 변화를
추진해야 할 시기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위에서 주요 국가의 감사위원회 제도의 도입과정을 간략하게 개관하였는데 각국은
회사 경영과 관련한 각국의 제도적 기반과 경영관행을 기반으로 하되 경영진 감독의 효율
성 제고와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감사위원회 관련 제도를 도입하거나 개선하여 온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감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글로벌 경향을 고려하면
서도 우리나라 기업여건과 경영환경에 맞추어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
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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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감사위원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제도 개요
1) 감사위원회 설치
먼저 원칙적으로 모든 주식회사는 감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한다(상법 제409조).
다만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
는 예외가 인정된다(상법 제409조 제4항). 한편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상근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상법 제542조의10). 회사는 정
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감사
를 둘 수 없다(상법 제415조의2). 상법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감사를 대체하는 역할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상법 제415조의2에서 감사위원회는 제393조의2 제3항에도 불구하
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여야 하며,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로 두고 있다.
상법 제4장 제13절 상장회사의 특례에 따라 특히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반드시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상법 제542조의11). 이때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
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하며,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반드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
회사14)는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동법 제16조 제1항). 예외적으로 규
14) 감사위원회 설치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지주회사,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금투ㆍ보험ㆍ여전사, 자산총액 7천억 이상 저축은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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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에 따라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금융회사는 상근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하
지만 이 법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상근감사를 둘 수 없다(동법 제19조 제
8항). 금융사지배구조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의 경우 감사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로 추천되어야 하고(동법 제17조 제1항),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중 1명 이
상은 선임 당시부터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동법 제19조 제1항). 또한 사
외이사뿐만 아니라 감사위원이 되는 모든 이사는 동일한 결격사유가 적용되고(동법 제6조
제1항), 모든 감사위원은 선임하고 해임할 때 최대주주는 합산 3%의 의결권 제한을 받고
그 외 주주는 단순 3%의 의결권 제한을 받는다(동법 제19조 제6항 및 제7항). 금융회사
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하고(동법 제20조 제
2항),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반기에 1번씩 금융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20조 제3항).
표 7. 감사, 감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관련 법 규제

비상장회사
구분

상장회사

자본금

자본금

10억원

10억원

미만

이상

미선임 可
주주총회가
대신함

선임 의무 有

자산 1천억원
이상
상근감사 선임 의무

비상근 可

금융회사

자산 2조원 이상

자산 2조원 이상

X

X

감사

*자산 1천억원 이상

선임: 주주총회
임기: 3년(최종결산기 정기총

좌동

-

회의 종결시까지)
정관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설치 可 (이때 감
사 X)
감사
위원회

구성: ①3인 이상, ②사외이사
2/3 이상
위원 선임: 이사회 可
위원회 결의로 대표자(위원장)
선정

감사위원 선임방식 개선 및 감사위원회 제도 재구성 방안

2조원 미만: 상근감사
(상근감사 대신
감사위원회 설치 可)

상근감사 대신 감사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위원회 설치 可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적용하
는 감사위원회 요건
필요

구성: ①회계 또는 재 구성: ①회계 또는 재무전
무전문가 1인 이상, ② 문가 1인 이상, ②위원장
위원장은 사외이사, ③ 은 사외이사, ③사외이사
사외이사 2/3이상

2/3이상

위원 선임: 주주총회, 위원 선임: 주주총회,사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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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
구분

상장회사

자본금

자본금

10억원

10억원

미만

이상

자산 1천억원
이상

금융회사

자산 2조원 이상

최소한 감사위원 1인은
cf.)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

분리선임(2020.12.29.

회사도 동일

상법개정)

자산 2조원 이상

이사인

감사위원

1인은

분리선임

2) 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 상장회사에서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권한은 상법
제542조의12에 따라 주주총회가 보유한다. 또 동조에서는 감사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여
일괄선출방식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2020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하여 12월 29일부터
시행된 개정상법에 의하면 감사위원 중 최소한 1인은 분리선출하여야 한다15).
3%룰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도 개정전 상법은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그 회사의 의
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
하는 주식에 관하여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
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즉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경
우에는 최대주주(및 그 특수관계인 포함)의 경우에만 합산 3%룰에 의한 의결권 제한이 적
용되었다. 반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
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사외이
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규제를 명시하여 사외
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시에는 최대주주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주주에게 동일하게 단순
3%룰에 의한 의결권 제한이 이루어졌었다. 즉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과 사외이사인 감
사위원의 선임 시 의결권 제한의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하고 있었다.

15) 개정상법은 542조의12 제2항에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단서를 추가하여 적어도 1인의 감사위원은 분리선임하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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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20년 12월 29일 개정 상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
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
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
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여 선임과 해임시 모두 단순 3%룰을 적용한
다. 다만 최대주주인 경우에 한하여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
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하도
록 하여 개정전 상법과 유사하게 합산 3%룰을 유지하고 있다. 요약하면 개정상법은 3%룰
의 적용과 관련해서 감사, 감사위원 선임과 해임의 경우에 일률적으로 동일한 규제를 적
용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주주에 단순 3%룰을 적용하되,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의 선임
과 해임의 경우 최대주주에게만 합산 3%룰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표 8. 감사, 감사위원 선임ㆍ해임시 의결권 제한: 상법 개정(2020.12.29.) 이전
상장회사
구분
1천억원 미만

감사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금융회사
2조원 이상

최대주주 합산 3%

상근감사 (자산 1천억원

(제542조의12

이상)

제3항)
그 외 주주 단순

좌동

해당사항 없음

선임

아닌
감사위원

최대주주 합산 3%
그 외 주주 단순 3%

3%

(금융사지배구조법 제19조

(제409조 제2항)

제9항)
최대주주 합산 3%

최대주주 합산 3%
사외이사가

자산 2조원 이상 기준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결의)

(금융사지배구조법 제19조

(제542조의12
제3항)

좌동

그 외 주주

제7항)
그 외 주주 단순 3%
(금융사지배구조법 제19조

해당사항 없음

제6항)

모든 주주
사외이사인

해당사항 없음

감사위원

(이사회 결의)

단순 3% 의결권
제한

좌동

상동

(제542조의1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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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구분
1천억원 미만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금융회사
2조원 이상

자산 2조원 이상 기준

최대주주 합산 3%
(제542조의12
감사

제3항)

좌동

해당사항 없음

상장회사와 동일

그 외 주주
해당사항 없음
최대주주 합산 3%

해임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결의)

최대주주 합산 3%

(제542조의12
제3항)

(금융사지배구조법 제19조

좌동

제7항)

그 외 주주

그 외 주주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인

해당사항 없음

감사위원

(이사회 결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상동

표 9. 상장회사 감사, 감사위원 선임ㆍ해임시 의결권 제한: 상법 개정 전후 비교
개정전
구분
1천억원 미만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개정(2020.12.29.)후
2조원 이상

최대주주 합산 3%

최대주주 합산 3%,

(제542조의12
감사

제3항)

감사/감사위원

좌동

해당사항 없음

그 외 주주 단순

그 외 주주 단순 3%
(제542조의12 제4항,
제7항)

3%(제409조 제2항)
최대주주 합산 3%
사외이사가

선임

아닌
감사위원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결의)

(제542조의12
제3항)

최대주주 합산 3%,
좌동

그 외 주주

그 외 주주 단순 3%
(제542조의12 제4항)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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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인

해당사항 없음

감사위원

(이사회 결의)

모든 주주
단순 3% 의결권
제한

좌동

모든 주주 단순 3%
(제542조의1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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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구분
1천억원 미만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개정(2020.12.29.)후
2조원 이상

감사/감사위원

(제542조의12
제4항)
최대주주 합산 3%

최대주주 합산 3%,

(제542조의12
감사

제3항)

좌동

해당사항 없음

그 외 주주

(제542조의12 제4항,
제7항)

해당사항 없음
해임

그 외 주주 단순 3%

최대주주 합산 3%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결의)

(제542조의12
제3항)

최대주주 합산 3%,
좌동

그 외 주주

그 외 주주 단순 3%
(제542조의12 제4항)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인

해당사항 없음

감사위원

(이사회 결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모든 주주 단순 3%
(제542조의12 제4항)

2. 감사위원회 선택 여부
현행 상법은 자산총액 2조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규정을 삭제하여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감사
위원회를 감사 대신 선택 가능한 대안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
응하고 다양한 기업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채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기업의
자율성 제고와 감사기능의 실효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감사를
선택할 경우 상근감사를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를 선택할 경우 집행임원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이 그것이다16). 먼저 이러한 논의들이 촉발된 배경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16) 2013년 법무부에서 제안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의 내용도 같은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17년
7월에 윤상직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개정안의 경우도 감사위원회를 두는 회사는 집행임원을 의무적으로 두게 하고 있다.
황현영, “상장회사의 감사․감사위원회 관련 최근 쟁점 검토”, 기업법연구 제29권 제2호 (2015), 13-1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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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법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에 감사위원회를 의무 설치하도록
한 것은 여러 가지 연유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기존 감사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3인 이상 다수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기존의 감사보다 더 감사활동을 실효성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바람에 기댄 바 크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대규모 상장회사에 의무
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감사위원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 있을까? 또 상근감사 대신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감사활동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근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두었을까? 기존의 감사에 비하여 감사위원회가 오히려 현재
경영진의 업무 및 회계감사 부담을 덜어 주는 활동을 결과하지는 않는 것일까? 현행 상법
상의 감사제도와 감사위원회 제도 하에서는 어떤 이유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지배주주나
경영진 입장에서 판단할 때 오히려 감사위원회가 감사에 비하여 덜 부담스럽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냉철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한편으로는 회사 규모에 상관없이 감사위원회와 감사 중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운영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된 시기와 그 논의의 배경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특
히 감사위원회와 감사 중 자유롭게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주
로 분출된 시기가 감사위원의 분리선출을 위한 상법 개정안이 다수 제안된 이후라는 점도
가벼이 볼 수 없는 부분이다. 다만 이러한 논의의 주장 시기 문제가 핵심적인 요소는 아
닐 것이며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 주장되는지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도 자
체의 논리적, 체계적 우월성 여부도 검토해 보야 할 것이지만 이를 떠나 현실에서 지배주
주 및 경영진이 느끼는 감사 부담이 과연 어느 쪽이 더 큰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인
다17).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감사부담이 크다는 것은 어쩌면 각 감사제도의 실효성과 맥
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러 고려 요소를 상정할 수 있겠으나, 기업의 내부감사기구 선택 가능성을 열어줘 경영
자율성을 존중할 필요가 어느 정도 인지 여부, 어떤 감사기구를 선택하더라도 감사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현재 제도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개선할 방안을
고려할 필요는 없는지 여부, 글로벌 경향을 고려하여 국제경쟁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기업지배구조를 갖추는 방향은 어떤 것인지 여부 등이 기본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
항으로 판단된다. 선택 자율성을 부여하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중 어떤 내부감사기구를
선택하든지 경영진 감독 및 감사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병
17) 황현영, “상장회사의 감사 감사위원회 관련 최근 쟁점 검토”, 기업법연구, 제29권 제2호, 2015,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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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어야 한다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위원의 독립성 확보
감사위원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과 관련하여 가장 뜨거운 논쟁은 ‘감사위원
의 분리선임’ 문제와 ‘감사위원 선임시 3%룰의 적용’과 관련한 문제이다. 감사위원회 제도
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지배주주의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
의 분리선임 필요성이 크다. 즉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축소시켜
독립적인 이사를 선임하자는 것이 감사위원 분리선임의 기본 개념이다. 감사위원회 위원
은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ㆍ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 상법은 1962년 제정 당시부터 감사 선임시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해 왔고,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시부터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시에도 동
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2009년 증권거래법 폐지 이후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규정이 상법의 상장회사
특례로 이관되면서 상법은 일괄선출방식을 명문화하였다18). 이 때 법무부는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 80여개 중 50여개의 회사가 일괄
선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과 집중투표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
괄선출방식을 채택한다고 하였다19). 그러나 많은 상장회사가 이미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80여개의 회사 중 50여개의 회사가 일괄선출 방식을 채택하였다
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경영진의 입장에서 일괄선출방식이 더 선호되는 것임을 추측
해 볼 수도 있다20).
또 2015년 7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
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9조 제
5항). 이를 통해 분리선출방식이 일괄선출방식보다 감사 선임시 대주주의 영향력을 배제하
18) 증권거래법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선임방식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었으며, 당시 일괄선출, 분리선출방식에
대해 실무상 혼란이 있었고, 이에 대해 양자 모두가 가능하고 결정권은 이사회에 있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었다(대전
지방법원 2006.3.14 선고 2006카합242 판결).
19) 법무부, ｢상법 회사편 해설서｣, 도서출판 동강, 2012, pp.464~465.
20) 김태진, “2009년 1월 상법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선임방법과 소수주주권 보호는 개선되었는가?”, ｢증권
법연구｣ 제11권 제3호(2010), 한국증권법학회, 2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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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21). 일괄선출방식
의 경우 소액주주들은 이사선임을 위한 지분율이 부족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분리선출방식의 경우 1단계 이사 선임부터 감사위원회 위
원을 분리하여 선출하므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3% 의결권 제한이 적용될 수
있고, 이를 통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한 지배주주 이외 주주들의 영향력이 강화된
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개정전 상법은 일괄선출방식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감
사위원회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사로 선임되어야 하고, 이사 선임시에는 지배주주
의 의결권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치명
적인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감사위원 선임시 3%룰의 적용과 관련해서도 합산 3%, 개별
3%,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과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임 등에서 서로 다른 취급
을 하고 있는데 동일 위원회 소속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사외이사 여부에 따라 대주
주별로 의결권 제한에 차등을 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선임과 해
임시에 각각 규제가 달라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는 대표적인 사항이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0년 12월 29일 개정 상법은 이에 관하여 일부 개선이 이루
어져 진전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남는 개정이며 일부 사항에서는 정부 제출 개
정안에 비하여 오히려 후퇴한 부분도 있다. 따라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 볼 때 여
전히 아쉬운 점이 상당하며 이에 관하여는 후술한다.

4. 감사위원 보수
감사위원은 상법상 회사의 이사로서 주주의 위임을 받아 이사회 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
니라 감사위원회에 소속되어 대주주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므로
이러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보수를 지급받는 것이 필요하다. 상법상 감
사위원의 보수는 이사의 보수와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며, 월급과 상여금 등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위원은 독립성을 훼손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으로서 받는 보수 이외에 다른 명목으로 보수를 받지 않는 것
21) 황현영, “상장회사의 감사 감사위원회 관련 최근 쟁점 검토”, 기업법연구, 제29권 제2호, 2015,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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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람직하다. 다만, 감사위원이 회사에 향후 제공할 미래 서비스를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공한 서비스에 기초한 것이라면, 연금 또는 이연된 보상을 받는 것이
허용된다.
감사위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회계제도 개선을 위한 주식회사등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
등의 개정에 의해 감사위원회 위원의 법적 책임과 역할이 강화되어 이에 합당한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22). 즉 감사위원 보수 산정시 감사위원이 업무수
행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뿐만 아니라 부담하는 법적 책임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감사위원인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업무뿐만 아니라 감사위원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야 하므로 투입한 시간을 고려하여 다른 이사보다 더 높은 보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것이다. 감사위원은 대주주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업무수행을 하여야 하며, 업
무수행에 따른 법률적 책임이 크기 때문에 감사위원 보수 산정시 감사위원이 부담하는 법
률적 위험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감사위원회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그 범위가 결정되며, 위임된 이사보수
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개인별 지급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경영진과 독
립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경영진이 감사위원의 보수를 정하거나 정하는 데
관여하는 것은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현행 법규상 주주총회는 감사위
원 전원의 보수총액을 결정하면 되고 위임된 감사위원의 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개인별 감사위원 보수 지급기준을 결정할 수 있다. 감사위원에게 제공하는 보수는 명칭여
하에 불구하고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상여금이라도 그것이 직무수행
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면 주주총회나 정관에서 정하여야 한다.
참고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 올해 공시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기재 내용
에 의하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171사 기준으로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에 비하여 사
외이사인 감사위원에 대한 별도의 보수정책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된 기업은 25사에 불과
22) 2018년 5월 제정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의 Ⅲ. 감사위원회 운영 4. 감사위원 보수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4.1 (원칙) 감사위원은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사로서 역할 뿐만 아니라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이러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적절한 보수가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2 (보수산정기준) 감사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수준은 감사위원이 이사로서 수행하는 업무에 추가하여 감사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 데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감사위원회 업무수행에 따른 법적 책임 수준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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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다만 별도의 보수정책을 보유했다고 기재한 기업의 경우에도 보수비율을 명시하
지 않거나 보수비율 1.0을 기재한 경우가 많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보수비율을 집계하
기는 어려웠다. 1.0이 아닌 보수비율을 명시한 기업의 경우 1.1, 1.2, 1.4, 1.5, 1.7까지
다양한 수치가 보이나 빈도가 가장 높은 비율은 1.2이다. 신외감법 시행으로 감사위원의
법적 책임이 강화되었고, 감사위원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더 많은 시간과 노
력을 투입해야 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보수가 지급될 필요가 있다.
표 10. 감사위원의 보수정책 보유 여부 (기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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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019

보유

25

12

미보유

126

130

해당 없음 (감사위원회 없음)

20

19

총계

171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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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제도의 재구성 방안

1. 내부감사부서의 선택가능성 부여
현행 상법은 자산총액 2조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자산 2조원 이상의 회사에 감사위원회를 의무화하는 현행 제도가 바람직한가
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감사위원회 도입 당시부터, 제도적 정합성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감사나 감사위원회 중 어떤 제도가 더 실효성 있는 제도인지에 대한 논의
가 있었다. 사외이사 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위원회의 도입은, 감사제도
보다도 못하다는 비판적 견해가 있다23). 감사는 이사회와 독립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가지
는 데 반해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의 위원회로 하부기관으로 설치되며, 감사위원회는 상
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외이사가 2/3이상인 비상근 형태인데 반하여 감사는 상근감사를 둘
수 있어 회사 정보의 접근 가능성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그 이유로 한다.
반면 상근감사보다 감사위원회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
이 있다24). 감사위원은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여하여 문제의 의사결정을 사전에 저지할 수
있고,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기에 감사위원회가
이사회의 하부기관이라고 볼 수 없으며, 사외이사라고 하여도 반드시 비상근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일부 회사에서 상근감사위원을 두고 있음을 그 근거로 한다. 더욱이 그
동안 실제 감사제도 운영사례를 통해 파악되는 바와 같이 상근감사가 경영진 또는 지배주
주와 유착관계가 되는 상황에서는 감사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유의하여
야 한다.

23) 최완진, “주식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외법논집｣ 제33권 제1호(2009),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pp.16~17.
24) 정찬형, “2009년 개정 상법 중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에 관한 의견”, ｢상사법연구｣ 제28권 제1호(2009), 한국상
사법학회, p.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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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와 감사위원회 중 어느 것이 감사기능을 수행하는데 더 실효성이 있는지 결론 내리
기는 어렵지만, 감사ㆍ감사위원회 설치 현황을 보면 자발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회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5). 이는 회사 스스로 감사위원회의 편익을 체
감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감사보다 감사위
원회가 감시, 감독의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상장회사의 기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
증권거래법에서 자산 1천억 이상의 상장회사에 상근감사를 의무화한 1997년,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감사위원회를 의무화한 2000년도와 그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지금의
회사 현황을 보면 회사 수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회사의 평균자산에도 큰 변
화가 있다. 이런 경제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면 현행 상법의 적용 기준도 재검토가 필요하
다26). 참고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과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에서는 자산총액 1조원이상을
대규모 공개회사로 보고 감사위원회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적용기준의 재검토 과정
에서 이러한 기준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부감사조직의 기구형태로 감사나 감사위원회 중 어느 것이 실효성 있는지 여부가 명
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획일적으로 의무화하기 보다는 기업의 규모, 업종, 기업문화 등에
따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27). 다만 이러한 선택 가능성
의 부여가 경영감독제도의 퇴행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후술하는 바와 같이 개
선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제 아래서 기업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감사(회)나 감
사위원회를 선택하게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향성은 앞서
언급한 일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의 해외사례에서도 채택하고 있으며, 획일적인 지배구
조를 강제하는 것에 비하여 회사의 선택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판
단된다. 다만 이 경우 선택 가능한 각 방안이 감사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
로 정교하여야 하며, 현재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속히 개선, 보완하여
실질적인 기능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25) 황현영, “상장회사의 감사․감사위원회 관련 최근 쟁점 검토”, 기업법연구 제29권 제2호 (2015), p.15.
26) 황현영, “상장회사의 감사․감사위원회 관련 최근 쟁점 검토”, 기업법연구 제29권 제2호 (2015), p.16.
27) 김순석, ｢우리나라 감사제도의 운영실태 조사와 비교·평가｣, 상장협 연구보고서 2009-2,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9,
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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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설치회사
1) 집행임원 의무화
회사가 자유의사에 따라 감사(회) 제도나 감사위원회 제도 중 하나를 감독기구로 선택하
여 설치할 수 있다면, 감사위원회의 설치 여부는 자유에 맡겨진다. 이러한 전제에서 내부
감사기구로 감사위원회를 선택하였다면 감사위원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미 상법에 도입되어 있지만 실제로 채택되어 운영되는 사례는 극히 드문 집행임원 제도
채택 및 운영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28). 이러한 방향성은 앞서 언급한
미국, 일본 등의 해외사례에서도 채택하고 있으며, 회사의 선택 가능성을 열어주는 한편
감사위원회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므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참고로 앞서 해외 제도 비교 부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미국은 회사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어서 집행임원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이사회의 보조기구로 감사위원
회를 두고 있고, 일본에서도 3위원회 설치회사는 집행임원(집행역)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일본 회사법 제327조 제4항).
지배주주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역시 지배주주에 의하여 선
임되는 이사 중 일부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대체하여 경영진의 업무에 관하여
감독하는 것이 자기감독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의
경우 집행임원제도를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두드러진다. 이는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를 중
심으로 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의 이사회는 업무의 감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구
체적인 경영 관리업무의 집행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집행임원들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이는 감독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여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효성 있게 기능하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사외이사의 중요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
결정에 따른 비효율성을 줄이고 경영을 담당하는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기능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사외이사의 비전문성을 최소화하고 독립성이라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집행임원제도가 의무화되면, 주주총회가 아니라 이사회에서 경영자를 선출해야
하는 체제로 변모하게 되므로 우리가 상정하는 기존 주식회사의 관념이 사라지게 된다는
28) 이는 2013년 정부의 상법개정안에서 제시되었던 방안으로 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이다(개정안 제415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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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도 제시되고 있다29). 주주의 경영개입을 차단하는 동시에 외부에서 영입된 사외이사
들에 의하여 선임된 자들이 경영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지배구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비판
도 같은 입장이다30). 이사회가 다수파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립의 장으로 변질될 가
능성도 있으며 내부갈등이 격화되면 이사회의 업무수행 동력이 떨어지고 운영도 원활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 경영 효율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우려하기도 한다31). 물론 경청할 만하
고 신중한 검토와 고려가 필요한 의견이라는 점은 동의한다. 다만 이는 사외이사를 포함
한 이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법적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신뢰를 지나치게 경시한 것이 아닌
가 한다. 이러한 상황을 적절히 통제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해 갈 수 있는 이사회 구성원을
선임하고 이사회가 그 책임과 권한에 기반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과감하게 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역할과 책임이 지배주주를 포함한 전체 주주
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되새겨야 할 것이다. 특히 이를 위해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추진
하고 투명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영 관련 정보가 주주 및 잠재적 투자자를 위하
여 적시에 충분하게 자본시장에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감사위원 선임시 3%룰 적용 개선
개정전 상법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강화된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고 (제542
조의11 제1항), 감사위원도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야 하며(제542조의12 제1항), 이 과정에
서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었다. 그런데 제542조의12 제3항과 제4항의 규정내용이 명
확하지 못해 해석상 혼란이 발생했다. 대규모 상장회사를 전제로 한 제1항이나 제2항과
달리 제3항은 단순히 상장회사를 전제로 하여 최대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
을 포함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감사 또
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제4항은 다시 대규모 상장회사를 전제로 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주식에 관하여 사외이사인 감사
위원을 선임할 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의결권 제
한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32). 선임과 해임의 기준이
다르고, 최대주주와 2대 주주의 의결권 제한 기준이 다르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과
29)
30)
31)
32)

46

이양복, “감사위원 분리선임(안)의 논의와 쟁점”, 경영법률 제28집 제1호 (2017), 38-39면
신종석, “집행임원제도에 관한 연구-현행상법의 법적 과제와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법학논집 제40권 제1호 (2015), 423면
유주선, “집중투표제 의무화 개정에 대한 타당성 여부”, 규제연구 제23권 제1호 (2013), 81면
황현영,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감사제도의 전면 개정 필요성에 관한 소고”, 상사법연구 제38권 제2호 (2019), pp.117-118

•••

감사위원 선임방식 개선 및 감사위원회 제도 재구성 방안

Ⅳ. 감사위원회 제도의 재구성 방안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의결권 제한이 또한 달랐다. 더욱이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과 합
산하여 3% 의결권을 제한받는데,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그 명칭의 포
섭범위 또한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대주주와 그의 강력한 영향 아래 있는 이사들이 경영을 전담하는 현실에서는 감사기구의
실효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감사기구의 경영감시기능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다만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최대주주는 합산 3% 룰을 적용받지만, 나머지 주주들은 단순 3% 룰을 적용
받는데 이러한 규제의 차등은 지배주주와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감독기능이 가장 중시
되는 감사기구의 선임에 있어서는 최대주주의 영향력을 축소할 필요가 크므로 이러한 구
분은 합리적이라는 생각이다. 다만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이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이
든 그 선임에 있어 대주주별로 의결권 제한에 차등을 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재검
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3%룰에 의한 의결권 제한은 적절하나 그
구체적 규제내용에 관하여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2020년 12월 29일 개정 상법에서 3%룰의 목적인 견제와 균형의 법리 구현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정부 제출안을 비롯하여 여러 개정안에서 제시되었던 최대주주에게 합산
3%룰 적용을33) 채택하지 않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최대주주를
포함하여 모든 주주에게 단순 3%룰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아쉬움이 큰 개정이
라고 아니할 수 없다34). 개정 상법에 의하는 경우 최대주주와 그의 의사에 의해 선임되는
경영진에 대한 감독이 절실하고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뽑는 상황에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이라는 이유로 최대주주에게 합산 3%룰을 적
용하지 않고 단순 3%룰을 적용하는 것은 개정전 상법의 문제점을 답습하는 것일 뿐만 아
니라 지속가능경영 및 발전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도 설득력이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이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이든 모든 감사위원의 선임
에 있어서는 최대주주에 합산 3%룰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현행 상법
에 규정된 특수관계인은 여전히 그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합리적 범위내로 축소하는 것을
33) 정부 제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08;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법안, 2020 08
34) 경제개혁연대, 공정경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논평, 2020.12.10., 이 논평에서는 이 외에도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공정경제 확립에 필요한 매우 의미 있는 법안들이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것에 주목하면서,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사외이사 독립성 확보를 위한 자격요건 강화 전자투표제 의무화 및 대표소송제 개선 등을 제안하였고,
김주영 의원은 대표소송제의 개선, 배진교 의원은 대표소송제 개선 및 이사의 책임 강화 책임감경조항 삭제, 박주민 의원은
대표소송제 개선 및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을 추가로 제안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포함되지 못해 모두 폐기된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들 법안은 기업 소유구조의 투명화 이사의 책임성 강화, 소수주주의 권익 강화에 필요한 사항인
만큼 향후 별도의 입법으로 재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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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할 필요성은 있다. 한편 개정전 상법 규정과 관련하여 감사위원의 이사로서의 성격과
감사로서의 성격 중 후자를 강조하여 규제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의 이사선임권을 제한하
는 결과가 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35).
표 11. 감사위원 선임, 해임시 3%룰 적용 관련 상법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상법

개정 상법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③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 제434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있는 주식의 합계가 그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2항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 이사와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④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할 때에 의결권을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신 설>

⑦ 제4항은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
준용한다.

3) 감사위원 분리선임
감사위원회가 충실히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며, 감사
위원회가 그 권한을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감사위원 분리선임
35) 고창현, 김혜성, “감사위원 선임 관련 법적 문제”, 기업법연구 제31권 제1호 (2017), 2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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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감사위원 선임 시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축소시켜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개정전 상법이 취했던 일괄선출
방식에 의하면 대주주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주총회에서 먼저 이사들을 선임한
후, 그 선임된 이사 중에서 다시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절차에서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의결권 제한규정의 입법취지는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할 수 있다36).
이에 비해 분리선출방식에 의하면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와 그렇지 않은 이
사를 처음부터 분리하여 선출하며, 감사위원인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처음부터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므로 감사선임에 있어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 제정자의 입법적 판단과
이를 구체화한 명문규정의 입법취지가 유지된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영향력을 발
휘하여 그 직무의 독립성을 해치는 등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
하여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구조를 마련한다는 취지를 제시하며 정부가 제출
한 상법 개정안에서도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규정하고 있었다37).
또 다른 관련 법률 개정안에 의하면 이용우의원안은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 선출
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정부 제출 상법개
정안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김병욱의원안은 이를 더욱 강화하여 “모든 감사위원”
을 분리선출하도록 하고 있었다38).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가 위에서 언급한 “3% 초과
의결권 제한”과 결합될 경우, 이사선임 단계에서부터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어 소수주
주의 의결권이 상대적으로 강화되므로,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상장회사 경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었다.
다만, 이에 대하여 투기자본의 경영위협 및 악용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강
하게 제기된 상황이었다. 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
합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6개 경제단체는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3% 초과 의결
권 제한이 결합되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모두 합산하여 3% 초과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나, 그 외의 2‧3대 주주 등은 개별적으로 3% 제한이 적용되므로 ‘지분 쪼

36) 정준우, “임원의 선임에 관련된 상법 개정안의 비판적 검토”, 상사법연구 제37권 제4호 (2019), 110-111면.
37) 정부 제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08.
38)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법안, 2020 08;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상장회사법안, 202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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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기’를 통하여 외국계 헤지펀드 등 투기자본이 이사회를 장악하는 등 경영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도입을
보유지분에 의한 다수결 원칙에 따라 경영진을 선출하는 주식제도의 기본원리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동 제도 시행 시 투기펀드 등이 3%씩 지분을 쪼갠 후 연합해 감사
위원을 선출하여 이사회에 진출한 후 경영을 방해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제기했
다.
그러나 이러한 재계의 의견들은 지나친 기우로 보이며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는 경우 특
히 감사위원 1인에 관한 분리 선출의 경우라면 경영계의 주장처럼 그 1인은 경영을 방해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사회 운영에 있어 건전한 토론과 신중한 결정을 위해 꼭 필요한 역
할을 수행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또한 만
에 하나 재계가 우려하는 상황이 벌어진다하더라도 이는 이사로서의 선관주의 의무, 충실
의무 위반 등을 통하여 의도적이거나 명백한 경영방해 행위는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된다. 또한 2ㆍ3대 주주의 지분 쪼개기 등에 대하여는 경영권 분쟁 상황 등 특별한 경우
에는 미리 의결권 행사 관련 공시를 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여지가 있을 것으
로 보인다.
2020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하여 12월 29일부터 시행된 개정상법에 의하면 감사위
원 중 최소한 1인은 분리선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관에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39)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을 분리선임하여야 하므로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정
관에 규정한 경우에는 2명 이상 또는 모든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할 수도 있다. 감사위원회
의 최소한의 실효적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개정으로 환영할 만하다. 다
만 향후 앞서 제안한 감사(회)와 감사위원회 중 선택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나아간
다면 감사위원회 위원 중 1인만을 분리선출하도록 하는 개정 상법은 추가적인 개선이 필
요하다는 생각이다. 감사(회)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감사는 분리선출하게 된다. 이에 비
해 감사위원회의 경우 1인만 분리 선임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규제의 균형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자산 2조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2/3이
상 또는 전원을 분리선출하는 것이 감사위원 분리 선임의 본래 취지에 더욱 부합하는 방

39) 개정상법은 542조의12 제2항에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단서를 추가하여 적어도 1인의 감사위원은 분리선임하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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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일 것이다.
표 12.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관련 상법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상법

개정 상법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②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

선임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3. 감사(회) 선임 회사의 전문성, 독립성 강화
회사가 자유의사에 따라 감사(회)제도를 선택한 경우에도 감사위원회 대신 감사(회)를
선택한 것이 퇴행으로 비춰지거나 감사위원회 제도가 가지는 장점을 면탈하기 위한 방편
이 아니라 기업의 문화나 여건에 가장 맞는 방식을 기업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을 인정받
기 위해서라도 감사(회)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물론 감사위원회가 감사에 비
하여 경영감독 측면에서 확실하게 우월하다는 판단이 명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자유로운
선택 상황에서 감사위원회 설치 대신 감사(회)를 채택했다고 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볼 필
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해외 주요국은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감사위원
회를 두는 방식을 보다 많이 채택하고 있으며,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회의체인 감사위원회
제도가 1인의 감사보다 전문성과 독립성에서 우월하다는 인식이 광범위하다는 점도 무시
할 수만은 없는 부분이므로 감사(회) 제도를 감사위원회 제도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준하도
록 개선할 필요가 크다고 본다.
먼저 감사를 선택한다면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해야 하는 감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장회사의 경우 일반투자자들의 효과적인 보호와 자본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 선임방식 개선 및 감사위원회 제도 재구성 방안

•••

51

Ⅳ. 감사위원회 제도의 재구성 방안

모든 회사에 상근감사를 두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40). 2018년 5월 제정된 “감사
위원회 모범규준”에서도 모든 상장회사는 상근감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즉 자산규모
에 관계없이 상장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상근감사를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감사를 선택한 상장회사의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
가인 감사를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상법개정안 중 윤상직 의원안은 제542조의10에 제3항을 신설하여 상장회사가 상근감사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인 상근감사를 1인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
무화하였다41).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법령ㆍ정관에 위반되는지를 감사하고, 경영진이
작성한 회계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그런데 감사가 이러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려면 먼저 적격성을 구비한
자가 감사로 선임되어 대주주나 경영진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윤상직 의원안이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인 상근감사를 1인 이상 반드시 포
함하도록 규정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42).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인 감사를 1인 이
상 반드시 포함하되, 상근감사 1인 이상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감사를 선임하여 감사회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최소 상근감사 1인 이상이며, 재무
또는 회계전문가인 감사가 1인 이상 되도록 하여 감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회
는 감사위원회처럼 회의체 기관은 아니며 현행 상법상 복수의 감사를 선임한 경우와 동일
하므로 각자가 독립적으로 감사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기관으로 운영하되 필요시 감
사들이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렇게 하면 단지 1인의
감사로서 운영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감사위원회에 비하여 부족할 수 있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획기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이렇게 감사회로 운영하는
경우 기존 1인 상근감사 운영에 비하여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나 이 또한 제대로 된 경영
감독 활동에서 얻을 수 있는 유무형의 이익이 추가되는 비용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확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 개선 방향은 기업부담을 높이고, 과연 기업들이 이
제도를 선택하여 운영할 유인이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
40) 정준우, “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2009년 개정상법의 문제점 검토”, ｢비교사법｣ 제17권 제2호 (2010), 한국비교사법학회,
p.331.
41) 윤상직 의원 대표발의 상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7863, 2017. 7. 10. 발의.
42) 정준우, “임원의 선임에 관련된 상법 개정안의 비판적 검토”, 상사법연구, 제37권 제4호, 2019, pp.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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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들과 아울러 추가적으로 고려할 요소를 파악하는 등 추후 더 많은 검토와 의견 수렴 등
을 거쳐 제도를 보다 정교하게 보완하여 도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4.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감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업무감사에도 미치므로 이러한 감
사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모든 상장회사에는 내부감사기구 산하에 경영진으로부터 독립
적이고 전문적인 내부 감사지원조직 즉 내부감사부서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내부감사부서
는 사외이사 중심의 감사위원회에 더 필요한 조직이겠으나 감사(회)를 두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도 일상감사부터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전반을 관리 감독하기 위하여 내부감사부
서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2016년 7월 개정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도 내부감사기구 산하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내부감사부서의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43). 또한 2018년 5월 제정된 감사위원회 모범
규준에서는 더욱 상세하게 이에 관해 제시하고 있는데44) 내부감사부서라 함은 감사지원조
직, 내부감사 담당자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전원 사외이사로 이루어진 감사위원회
43)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III. 감사기구 1. 내부감사기구
1.3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주석)
감사기구 산하에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를 보좌하고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가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에 대한 임면동의권을 갖도록 함으로써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내부감사부서가 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그 역할, 조직, 예산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내부감사활동도 지속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내부감사부서의 평가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여 사후조치까
지 완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내부감사조직의 책임자와 직원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특히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와 직원이 감사활동 과정에서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장치를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4)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IV. 감사위원회 역할과 책임 5. 내부감사부서
5.1 (내부감사부서의 구성)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는 임원급으로 하고,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권 및 평가권한을 갖도록 함으로써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5.2 (내부감사부서의 감독)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가 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그 역할, 조직,
예산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내부감사활동도 지속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내부감사부서의 평가결과는 이사회에 보고
하여 사후조치까지 완수하여야 한다.
5.3 (내부감사부서의 활동 관리)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와 구성원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특히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와 구성원이 감사활동 과정에서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장치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한다.
5.4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의 자격)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경험, 기능과 전문적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내부감사부서는 감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수의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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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특히 업무감사에 있어 한계가 두드러진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
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특히 일상적 업무감사를 상시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므로 감사위원
을 대신하여 일상 감사업무를 담당할 내부감사부서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내부감사부서는
적정한 인력구성과 조직 전체로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합당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
다.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할 경우, 내부감사부서가 감사위원회를 실질적이며 효율적으로 지원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된 규정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사회에서 이
를 명문화하는 것이 내부감사부서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다. 내부감
사부서의 설치에 관한 내부규정은 내부감사부서의 기본적인 구성과 권한, 의무, 책임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특히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처리한 사
항과 관련하여 신분상의 불안정 또는 불이익이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최근 발의된 관련 법안에서도 내부감사부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감사지원조직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김병욱의원안은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내부감사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감사지원조직을 설치할 의무를 규율하고 있
는바45), 이러한 신설 의무들은 상장기업 경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효
과를 유발하는 동시에 상장기업의 업무 및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증가하게 되므로, 예상
되는 긍정적 효과와 기업의 부담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설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내부감사기구 즉 감사나 감사위원회(또는 위원장)가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에 대한 임면
권 또는 임면동의권을 갖도록 함으로써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크다. 다
만 내부감사기구가 직접 내부감사부서의 장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는 것이 독립성 측면에
서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회사 조직 체계상 이를 실천하기 어려운 난점이 있을 것이므로
내부감사부서 장에 대한 임면권 대신 임면동의권을 인정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평가권한을 내부감사기구가 보유하는 것은 내부감사부서의 독립
성을 일정정도 확보하고 내부감사기구의 직접 지휘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내부감사
기구의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에 대한 평가권한은 100%가 이상적일 것이지만 현실적인 제
45)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상장회사법안, 202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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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감사위원회 제도의 재구성 방안

반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당해 회사의 조직 구성 원칙에 따라 일부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최소 50%를 초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부감사부서의 장은 조직 체계상 내부감사기구에 직접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또한 내부
감사기구의 직접 지휘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감사,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이나 관련
내규 등에 마련되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내부감사부서의 장 또는 직접 업
무담당 내부감사부서 부서원의 보고를 수시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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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마치며

이상에서 회사 경영감독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현행 감사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고 시작한 논의이나 대안 제시는 경영감독제도의 채
택과 관련한 기업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여 자율적인 지배구조에 대한 선택 가능성을 획
기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에서 제시한 것이다. 동시에 기존에 감사제도와 감사위원회 제도
에서 미흡했던 사항을 분석하여 본래 취지대로 감사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
민하였다. 완성형의 제안은 아니더라도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논의를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제시한 주요 방향은 우선 내부감사기구 선택과 관련하여 감사(회) 또는 감사위원회 제도
를 회사 규모에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아울러 감사위원 제도와 기존 감사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지배주주 및 경영진 입장에서 특정 내부감사기구를 선택하는 것이 감시 감독의 부담을 경
감할 수 있다는 동기보다는 감사업무의 실질적 기능성을 담보하면서도 기업의 경영여건이
나 경영문화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을 모색하였다.
내부감사기구로 감사위원회를 선택할 경우 감사위원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행임원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제안한다. 3%룰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사외이사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감사위원의 선임과 해임 두 경우에 모두 최대주주에게 합산 3%룰
을 적용하고 그 외 주주에게는 단순 3%룰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내부감사기구로
감사를 선택한 경우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감사위원회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하
여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인 감사를 1인
이상 반드시 포함하고, 아울러 상근감사 1인 이상을 포함하는 2인 이상의 감사를 선임하
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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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내부감사기구의 실질적인 기능 확보를 위한 보조조직으로 내부감사부서의 설치를
모든 상장회사에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내부감사부서는 적정한 인력구성과
조직 전체로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합당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 보고서에서 제안한 방안들은 기존의 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뛰어난 논문의 논의와 기
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안의 논의를 기초로 하여 정리한 것이
다. 아울러 해외 주요국의 관련 제도를 참조하여 작성한 것으로 상장회사의 경영감독기구
로서 내부감사기구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이루고, 상장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진전의 과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안한 것
이다. 제안된 내용은 완결된 방안은 아니며 다양한 논의와 토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필자
의 무지에 기인한, 미처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과 보완 필요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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