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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월호를 발간하면서… 

 

지난 한달동안 여러 회계관련 기구들은 한해 동안 활동을 정리하는 회의와 발표를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EU 에서는 IFRS 17 의 도입을 승인했고, 2023 년 1 월부터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전준비작업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특히 보험계약이 재무제표에 포함된 금융회사들은 다시한번 그 영향을 

추정해보고 대응준비를 해야 합니다. 

Deloitte 는 11 월 중 IFRS 관련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강조드릴 첫번째 사항으로는 2021 년 5 월 IASB 가 초안으로 발표한 ‘Management Commentary’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IFRS 를 적용하는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사업보고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IAS 7 과 관련하여 제 3 자와의 계약상 사용이 제한된 요구불예금을 어떤 계정으로 분류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 3 자와의 계약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요구불예금은 현금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국내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환경 및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G20 회의 및 ISSB 의 활동도 점점 활발해지고 있으며, 국내 기업에서도 사전 

영향분석을 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 월에도 금융/회계 관련 시의적절한 주제를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딜로이트 안진 금융산업연구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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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oitte 의 IASPLUS.com 주요 뉴스  

(https://www.iasplus.com/en/news/2021/11) 

 

 

IASB 가 준비중인 ‘Magagement Commentary’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4 Nov 2021 

Deloitte 는 2021 년 5 월 IASB 가 발표한 ‘Management Commentary’ 공개초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딜로이트가 제출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년 11 월 IASB 회의 요약 

23 Nov 2021 

2021 년 11 월 15 일부터 런던에서 개최된 IASB 미팅에 Deloitte 도 참여하여 회의 

중 논의된 주요 사항을 요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 요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U 의 IFRS 17 승인- Annual Cohort 예외 

23 Nov 2021 

EU 는 IFRS 17 ‘보험계약’을 승인하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Annual 

Cohort 관련 요구사항은 예외적인 처리가 허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EFRAG 의 회계기준 승인관련 웹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eloitte의 IASPLUS.com 주요 뉴스 

https://www.iasplus.com/en/news/2021/11/
https://www.iasplus.com/en/news/2021/11/
https://www.iasplus.com/en/news/2021/11/dcl-management-commentary
https://www.iasplus.com/en/news/2021/11/dcl-management-commentary
https://www.iasplus.com/en/publications/global/comment-letters/2021/management-commentary/file
https://www.iasplus.com/en/news/2021/11/iasb-meeting-notes-1
https://www.iasplus.com/en/news/2021/11/iasb-meeting-notes-1
https://www.iasplus.com/en/meeting-notes/iasb/2021/november
https://www.iasplus.com/en/news/2021/11/ifrs-17-eu
https://www.iasplus.com/en/news/2021/11/ifrs-17-eu
https://www.iasplus.com/en/publications/efrag/2021/23-nov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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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IC 2021 년 11 월 회의 주제 

19 Nov 2021 

IFRS 해석위원회는 11 월 30 일 및 12 월 1 일 화상회의로 개최될 회의의 Agenda 를 

게시했습니다. 

금융회사는 IFRS 9 – TLTRO III Transactions 내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웹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ASB IC 발표 예정인 Agenda decision 에 대한 의견서 제출 

19 Nov 2021 

Deloitte 는 2021 년 9 월 ’IFRIC Update’에 발표된 IAS 7 및 IFRS 9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 사용제한예금관련 Demand Deposits with Restrictions on Use 

(IAS 7)의 내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딜로이트 산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FRAG 은 IFRS 9 도입 후 검토(Post Implementation Review, ‘PIR’)를 위해 

의견개진을 위한 공개초안을 발표 

09 Nov 2021 

EFRAG 은 IFRS 9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과 관련한 요구사항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여부, 기준서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데 

있어 어려운 요구사항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기준서를 적용함에 있어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의견을 

구하는 ‘IASB’s Request for Information(RFI)에 대한 공개초안을 발표했습니다. 

EFRAG 의 공개초안에 대한 추가 의견은 2022 년 1 월 14 일까지 요청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iasplus.com/en/news/2021/11/ifric-agenda
https://www.iasplus.com/en/news/2021/11/ifric-agenda
https://www.iasplus.com/en/news/2021/11/ifric-agenda
https://www.iasplus.com/en/meeting-notes/ifrs-ic/2021/november/agenda
https://www.iasplus.com/en/news/2021/11/dcl-ifric
https://www.iasplus.com/en/news/2021/11/dcl-ifric
https://www.iasplus.com/en/news/2021/11/dcl-ifric
https://www.iasplus.com/en/news/2021/11/efrag-dcl-pir-ifrs-9
https://www.iasplus.com/en/news/2021/11/efrag-dcl-pir-ifrs-9
https://www.efrag.org/News/Project-547/EFRAGs-Draft-Comment-Letter-in-response-to-the-IASB-Request-for-Information-on-the-Post-implementation-Review-of-IFRS-9---Classification-and-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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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 는 10 월 개최된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podcast 로 발표함 

08 Nov 2021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권 및 손상 

- 주 재무제표 

- IFRS 10, IFRS 11, IFRS 12 도입 후 Review (pos-implementation review) 등 

 

자세한 사항은 Deloitte 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FRS Foundation creates new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18 Oct 2021 

03 Nov 2021 

IFRS 재단은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의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ISSB 는 투자자들의 요구에 맞는 높은 수준의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와 관련한 기준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Deloitte 의 소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limate-related disclosures prototype 

03 Nov 2021 

IFRS 재단은 ISSB 가 다루는 첫번째 주제로 TRWG(Technical Readiness Working 

Group)에 제출된 기후관련공시 초안(Climate-related disclosures prototype)을 

발표했습니다.  

제26차 유엔 당사국 총회(COP26)에서 IFRS 재단 이사회는 자본 시장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지속가능

성 공시에 관한 기업의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 개선을 위해 국제 지속가능성 표준 위원회(ISSB 또는 "이사회")

의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자본 시장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공시, 글로벌 ISSB 표준은 일반 

재무 정보 이용자에게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공시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1년 3월 IFRS 재단 이사회의 Technical Readiness Working Group(TRWG)은 일반적인 지속가능성 및 기후 

관련 공시를 위한 두 가지 프로토타입을 발표했습니다. 프로토타입은 2022년 중반에 발표될 예정인 ISSB가 

제안한 표준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개선은 향후 몇 년 동안 SEC에서 예상되는 제안된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 규칙 제정과 함께 일관되고 비교 가능하며 투명한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요구가 증

가함에 따라 기업의 ESG 및 기후 공시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관심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아래 표와 같이 프로토타입의 하나는 일반적인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것이고("일반 요구 사항 프로토타입") 다

른 하나는 기후와 관련된 것("기후 프로토타입")입니다.  

https://www.iasplus.com/en/news/2021/11/iasb-podcast
https://www.iasplus.com/en/news/2021/11/iasb-podcast
https://www.iasplus.com/en/meeting-notes/iasb/2021/october/october
https://www.iasplus.com/en/meeting-notes/iasb/2021/october/october
https://www.iasplus.com/en/news/2021/11/issb
https://www.iasplus.com/en/news/2021/11/issb
https://www.iasplus.com/en/news/2021/11/issb
https://www.iasplus.com/en/publications/global/purpose-driven-business-reporting-in-focus/issb
https://www.iasplus.com/en/publications/global/purpose-driven-business-reporting-in-focus/issb
https://www.iasplus.com/en/news/2021/11/climate-prototype
https://www.iasplus.com/en/news/2021/11/climate-prototype
https://www.iasplus.com/en/news/2021/11/climate-prototype
https://www.iasplus.com/en/news/2021/11/climate-proto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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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재단 이사회는 처음부터 새로운 ISSB가 비즈니스에 중요한 지속가능성 주제를 깊이 다룰 것이라고 강

조했고 이사회는 초기에 기후 관련 공개를 우선시할 것입니다. 일반 요구 사항 프로토타입은 기업이 높은 수

준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모든 중요한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

라 더 많은 주제별 및 산업별 표준이 더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제공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Deloitte Headup Newslette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G20 의 IFRS 재단이 제정한 지속가능성 기준 지지 

01 Nov 2021 

2021 년 10 월 30 일 및 31 일 개최된 G20 정상 미팅에서 기후 및 환경관련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한 지지 선언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G20 선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ailto:https://dart.deloitte.com/USDART/home/publications/deloitte/heads-up/2021/esg-cop26
https://www.iasplus.com/en/news/2021/11/g20
https://www.iasplus.com/en/news/2021/11/g20
https://www.iasplus.com/en/news/2021/11/g20
https://www.g20.org/wp-content/uploads/2021/10/G20-ROME-LEADERS-DECLARATIO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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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동향 
 

The Lessons of Structured Data 

10 Nov 2021 

XBRL은 기간에 따라 회사 정보를 다른 회사와 비교하고 SEC 서류와 기타 기관 서류

의 데이터를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규제 기관, 투자자 및 학계에서 

보다 빠르고 정교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향상된 사용성은 모든 유형

의 투자자에게 이점이 있습니다. 한국 FPI의 In-line XBRL 적용을 앞두고 XBRL의 활

용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EC website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가증권 대여 시장에 대한 신규 규정 발표 

18 Nov 2021 

SEC는 18일 Exchange Act Rule 10c-1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칙은 증권 대여 기관이 

등록된 국가 증권 협회에 증권 대여 거래의 중요한 조건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등록된 국가 증권 협회는 증권 대여 거래의 중요한 조건을 대중에게 공개합니다. 신

규 제안된 규칙에 따라 증권 대차 거래에 대한 데이터는 등록된 국가의 증권 협회에 15분 이내에 보고됩니

다. 또한 각 영업일이 끝날 때 대여 기관은 대여한 각 증권의 주식 수와 빌릴 수 있는 주식 수를 보고해야 

합니다. 최근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시장에서 시장 참가자는 공정하고 정확하며 시기 적절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제안이 증권 대여를 투명하게 이끌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EC 웹사이트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CAOB 주요 뉴스 

 

2021 PCAOB Conference 개최 

28 Oct 2021 

PCAOB 는 2021 년 10 월 28-29 일 양일간 학계의 여러 논문과 함께 주요 연구 

주제에 대한 패널과 PCAOB 및 규제 환경 내의 주요 문제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패널 토론으로 “감사산업: 감사 고객 및 직원의 교체에 따른 영향” 및 “감사품질의 측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0 월 미팅의 Agenda 와 패널의 발표 자료 등은 PCAOB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EC 동향 

PCAOB 주요 뉴스 

SEC 

SEC 

 PCAOB 

https://www.sec.gov/news/speech/crenshaw-lessons-structured-data-111021
https://www.sec.gov/news/press-release/2021-239
https://www.sec.gov/news/press-release/2021-239
https://pcaobus.org/news-events/events/conference-auditing-capital-markets/2021-conference-on-auditing-and-capital-markets-agenda
https://pcaobus.org/news-events/events/conference-auditing-capital-markets/2021-conference-on-auditing-and-capital-markets-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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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회계포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하의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회계처리 현황 및 

시사점 

18 Nov 2021 

IFRS 토론서 발표를 계기로 국내 기업의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거래에 대한 회계처

리 현황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배경 

• 국제회계기준(IFRS)에는 동일지배하에서 발생하는 사업결합과 관련한 별도 기준이 없어 그간 IFRS 

적용기업은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동 회계처리의 비교가능성 제고 등을 위하여 기준 제정 초기 단계로 

토론서(Discussion Paper)를 발표(‘20.11)하였습니다. 

• 토론서에서는 동일지배 사업결합 시 사업을 이전한 기업의 자산·부채는 원칙적으로 취득법(공정가치 

법) 적용을 제안하였습니다.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회계기준 및 회계처리 현황 

• 최근 3 년간(’18 년~’20 년) 226 건 중 대다수(221 건, 97.8%)가 장부금액법을 적용했고, 극히 일부(5 건, 

2.2%)에서만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시사점 

• 국내의 경우 동일지배 사업결합 시 적용하는 회계기준은 IFRS 토론서와 달리 장부금액법이 관행으로 

정착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 금감원은 IFRS 제정 과정에서 국내의 회계관행도 고려될 수 있도록 회계기준원과 함께 대응하고 

진행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거래가 발생한 기업의 재무정보 이용자는 재무제표뿐 아니라 주석 등을 통해 

합병회계처리 방법 및 손익에 미치는 효과 등을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감원 회계포탈의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SS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https://acct.fss.or.kr/fss/acc/bbs/view.jsp?url=/fss/ac/1295497768377&bbsid=1295497768377&idx=1637538818509&num=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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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회계관련 뉴스 Link  

 

Accounting News Clips (검색기간 2021.11.01 ~ 2021.11.30) 

 

1 삼성·한화·교보 RBC 하락…금리 인상에 건전성 관리 '비상'(종합) 아시아경제 (2021-11-26) 

2 4 대 은행 임원 69% 연말 임기 끝… 경영진 새 판 짜기 돌입 조선비즈 (2021-11-26) 

3 금융권, 내부통제 기준 가이드라인 만든다…연구용역 발주 뉴스 1 (2021-11-26) 

4 MG 손보, 재수 끝 경영개선계획 통과…넥스트 스텝은 더벨 (2021-11-26) 

5 [우리금융 민영화] 예보, 남겨둔 5.8% 지분…넥스트 더벨 (2021-11-25) 

6 수출입은행, 첫 'ESG 위원회' 개최…"기후변화 대응·금융 역할 확대 

필요" 

한국경제 (2021-11-24) 

7 우리금융發 보험사 'M&A' 바람 부나 아시아경제 (2021-11-24) 

8 거대 사모펀드 MBK, 내년에는 공격적 M&A 나설까 뉴시스 (2021-11-23) 

9 새 회계제도가 뭐길래…생보업계는 '부담', 손보업계는 '기대' 데일리안 (2021-11-19) 

10 [Policy Radar] 금감원, 종합검사 개혁…경영실태평가 강화 가닥 더벨 (2021-11-18) 

 

  

주요 회계관련 뉴스 Link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1&sid2=259&oid=277&aid=0005006188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1&sid2=259&oid=277&aid=0005006188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1&sid2=259&oid=366&aid=0000776430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1&sid2=259&oid=366&aid=0000776430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1&sid2=259&oid=421&aid=0005748029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11242115413280108293&lcode=00&page=1&svccode=02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11242115413280108293&lcode=00&page=1&svccode=02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11231001562360108026&lcode=00&page=1&svccode=02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11231001562360108026&lcode=00&page=1&svccode=02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1&sid2=259&oid=215&aid=0000999094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1&sid2=259&oid=215&aid=0000999094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1&sid2=259&oid=215&aid=0000999094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1&sid2=259&oid=215&aid=0000999094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1&sid2=259&oid=277&aid=0005004604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1&sid2=259&oid=003&aid=0010847719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1&sid2=259&oid=119&aid=0002549521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1&sid2=259&oid=119&aid=0002549521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11161559298480109242&lcode=00&page=1&svccode=02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11161559298480109242&lcode=00&page=1&svccod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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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ASAF :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Forum 회계기준자문포럼 

ASBJ : Accounting Standards Board of Japan 일본회계기준원 

CAQ : Center for Audit Quality 감사품질센터  

DP : Discussion Paper 토론서 

EFRAG : 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 

ESMA : The 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유럽증권시장감독청 

FSB : Financial Stability Board 재무안정위원회 

IASB :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FAC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 국제회계사연맹 

IPTF : International Practices Task Force 국제실무전문위원회 

IFASS : International Forum of Accounting Standard Setters 회계기준제정기구 국제포럼 

IFRS AC : IFRS Advisory Council 국제회계기준자문위원회 

IFRS IC :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 

IPSASB :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국제공공회계기준위원회 

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ITCG : IFRS Taxonomy Consultative Group 국제회계기준 택사노미 자문그룹 

IVSC : International Valuation Standards Council 국제가치평가기준위원회 

IVS : International Valuation Standards 국제가치평가기준 

TCFD :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후변화관련재무정보공시전문위원회 

WSS : World Standard-setters 국제회계기준제정기구 

  

Glo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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