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로푸드 감사 위원회 
규정 (TOR) 

 

목적 

감사 위원회는 슬로푸드 재단의 행정 업무, 법률, 정관, 재단 내규의 준수 여부, 올바른 행정 업무의 준수 여부, 또한 해당 

되는 경우에 2001 년 6 월 8 일 입법 법령 231 조항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한다. 뿐만 아니라 감사 위원회는 재단의 조직적, 

행정적, 회계적 조직 체계의 적절성 및 각 조직 체계의 구체적인 기능을 모니터링 한다. 

 

구성 

감사 위원회는 정규 위원 3 인과 대체 위원 2 인으로 구성되며,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한다. 감사 위원은 이탈리아 

민법 2397 조 2 절에 언급된 관련 규정에 따라 선출되어야 한다. 등록 위원들 중에서 적어도 1 인의 상임 위원, 1 인의 대체 

위원이 선출 되어야 한다. 등록 되지 않은 경우에 다른 위원들은 이탈리아 법무부의 시행령에 정의된 등록된 전문가 또는 

대학의 경제학, 법학 종신 교수 중에서 선출 되어야 한다. 

 

임무 

감사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슬로푸드 재단의 행정 업무, 법률, 정관, 재단 내규의 준수 여부, 올바른 행정 업무의 준수 여부, 또한 해당 되는 

경우에 2001 년 6 월 8 일 입법 법령 231 조항의 준수 여부를 감시, 아울러 재단의 조직적, 행정적, 회계적 조직 

체계의 적절성 및 각 조직 체계의 구체적인 기능을 감시 

• 올바른 행정 운영 원칙의 준수 여부 감시 

• 조직적, 행정적, 회계적 조직의 적절성 및 실제적 기능의 적합성 감시 

• 재단의 공공적, 연대적, 사회적 목적의 준수 여부 모니터링 

• 재단 사회관계보고서가 정부 부처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작성되었는지 검증  

 

법률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회계 내용의 법정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슬로푸드는 법정 감사인이나 감사 법인을 임명해야 

한다. 회계의 법정 감사를 또한 재단의 감사 위원회가 직접 실시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모든 감사 위원은 적절하게 

등록된 법적 지위를 갖춘 감사 위원이여야 한다. 

 

활동 



 

 

감사 위원은 4 년 간의 회계연도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며, 위원은 한번 더 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 감사 위원회는 3 개월에 

한번씩 적어도 일년에 4 차례 회의를 갖는다. 또한 회의는 재단 본부 이외에 다른 장소나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개최 될 수 

있다. 슬로푸드 재단의 이사회의 운영 규정이 감사 위원회 회의에도 적용된다. 감사 위원회는 회의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등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재단의 다른 기구와의 관계 

감사 위원회 위원은 재단의 다른 기구 활동에 겸직할 수 없다. 감사 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 투표권 없이 참석할 수 있다. 

감사 위원회의 1 인 또는 다수의 위원은 다른 법정 기구 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