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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월호를 발간하면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를 비롯한 회계기구들은 12 월 중에도 다양한 회계 현안에 대한 회의를 수행하고, 

보도자료 배포 또는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회의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였습니다.  

IASB 는 IFRS17 와 IFRS9 의 서로 다른 전환 규정에 따라 최초 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자산과 

보험계약부채의 일시적인 회계 불일치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선택안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안을 선택하는 

경우, 국내 보험회사들의 경우에도 IFRS17 과 IFRS9 을 최초 적용할 때 비교표시의 유용성을 더 높이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은 유럽은행들이 IFRS9 과 IFRS7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기대신용손실(ECL)과 관련한 

공시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해당 보고서는 공시의 

비교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동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공시요구사항의 내용들은 초안 단계로, 

짧은 시일 내에 국내 은행들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논의가 되고 있는 이슈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9 월호를 첫 시작으로 하여, 관심이 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주요 주제를 적시성 있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동 뉴스레터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각 여러 회계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제들을 

전달하고, 각종 회계 관련 뉴스를 공유하면서 많은 분들이 뉴스레터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가오는 2022 년에는 보다 유용하고 적시성 있는 회계뉴스를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딜로이트 안진 금융산업연구소 올림 

 

 

 

http://www.deloitte.com/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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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oitte 의 IASPLUS.com 주요 뉴스  

(https://www.iasplus.com/en/news/2021/12)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31 Dec 2021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2 년에도 계속 신속하게 회계 및 감사 관련 뉴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Year in review — 2021 

30 Dec 2021 

 

딜로이트 IAS Plus 뉴스레터 웹페이지는 2021 년 1,300 만 페이지뷰를 

기록할 정도로 성공적이었습니다. 딜로이트는 이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IFRS 기준서에 

대해서 이해력이 뛰어난 전문가를 배치하여 웹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객사 여러분들이 이런 노력을 높이 평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가장 많이 조회된 10 개의 기사를 게시하였으니 참고해 주세요. 

 

2021 년 IASB 회의록 게제 

20 Dec 2021 

 

IASB 는 2021 년 12 월 14 일 화요일부터 3 일간 미팅을 개최했습니다. 

Deloitte 도 미팅에 참관하여 논의된 모든 주제에 대한 회의록 

요약본을 게재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 요약본을 참고해 주세요. 

Deloitte의 IASPLUS.com 주요 뉴스 

https://www.iasplus.com/en/news/2021/12/year-in-review
https://www.iasplus.com/en/news/2021/12/year-in-review
https://www.iasplus.com/en/news/2021/12/seasons-greetings
https://www.iasplus.com/en/news/2021/12/year-in-review
https://www.iasplus.com/en/news/2021/12/year-in-review
https://www.iasplus.com/en/news/2021/12/year-in-review
https://www.iasplus.com/en/news/2021/12/iasb-meeting-notes
https://www.iasplus.com/en/news/2021/12/iasb-meeting-notes
https://www.iasplus.com/en/meeting-notes/iasb/2021/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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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가을 IFASS 회의 보고서 

17 Dec 2021 

2021년 9월 29일 및 30일 개최된 IFASS미팅의 주요 내용이 

요약된 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 요약본을 참고해 주세요. 

 

 

IASB 는 투자자를 위한 뉴스레터를 발행함 

16 Dec 2021 

IASB 가 가장 최근의 투자자를 위한 뉴스레터 (‘Investor Update’)를 

발행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IFRS, 개정 진행중인 사항 및 향후 이러한 

변화가 회사와 회사의 영업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IASB 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Investor Update Newsletter 를 참고해 주세요. 

 

 

IFRS 재단은 2021 년 Taxonomy update(안)을 제안함 

16 Dec 2021 

IFRS 재단은 Taxonomy update(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번 Update 는 

‘IFRS 17 과 IFRS 9 의 최초적용-비교표시 정보(IFRS 17 추가개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ASB 웹사이트의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의견 접수 기한은 2022 년 1 월 

17 일까지 입니다. 

 

 

https://www.iasplus.com/en/news/2021/12/ifrs-advisory-council
https://www.iasplus.com/en/news/2021/12/ifrs-advisory-council
https://www.iasplus.com/en/news/2021/12/ifass
https://www.iasplus.com/en/publications/miscellaneous/ifass/h2-2021
https://www.iasplus.com/en/news/2021/12/investor-update
https://www.iasplus.com/en/news/2021/12/investor-update
https://www.ifrs.org/investor-centre/investor-update-hub/december-2021/
https://www.iasplus.com/en/news/2021/12/proposed-taxonomy-update-1
https://www.iasplus.com/en/news/2021/12/proposed-taxonomy-update-1
https://www.ifrs.org/news-and-events/news/2021/12/the-ifrs-foundation-proposes-changes-to-the-ifrs-taxonomy-to-reflect-an-amendment-to-ifrs-17/
https://www.ifrs.org/news-and-events/news/2021/12/the-ifrs-foundation-proposes-changes-to-the-ifrs-taxonomy-to-reflect-an-amendment-to-ifrs-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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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는 IFRS 7 과 IFRS 9 에서 요구하는 은행의 기대시용손실 적용과 

관련된 보고서를 발행함 

15 Dec 2021 

ESMA (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발행하였습니다. 

(1) IFRS 7 과 IFRS 9 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및 공시사항 개요 

(2) 위 요구사항을 잘 준수하고, 비교가능성과 투명성을 더 개선할 수 있게 하는 권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ESMA 의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TRWG 가 ISSB 에 권고안을 제시함 

14 Dec 2021 

IFRS 재단은 TRWG 가 ISSB 에 제시한 권고사항을 소개하는 

웹캐스트를 공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IASB 의 웹사이트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IASB 는 IFRS 17 좁은 범위에 대한 개정을 완료함 

09 Dec 2021 

IASB 는 ‘IFRS 17 및 IFRS 9 의 최초적용 – 비교정보(IFRS 17 

추가개정)’기준서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ASB 의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https://www.iasplus.com/en/news/2021/12/esma-report
https://www.iasplus.com/en/news/2021/12/esma-report
https://www.esma.europa.eu/press-news/esma-news/esma-publishes-report-expected-credit-loss-disclosures-banks
https://www.esma.europa.eu/press-news/esma-news/esma-publishes-report-expected-credit-loss-disclosures-banks
https://www.iasplus.com/en/news/2021/12/trwg-webcast
https://www.iasplus.com/en/news/2021/12/trwg-webcast
https://www.ifrs.org/news-and-events/news/2021/12/trwg-recommendations-for-consideration-by-the-issb/
https://www.iasplus.com/en/news/2021/12/ifrs-17-ifrs-9
https://www.iasplus.com/en/news/2021/12/ifrs-17-ifrs-9
https://www.ifrs.org/news-and-events/news/2021/12/iasb-provides-transition-option-to-insurers-applying-ifrs-17/
https://www.ifrs.org/news-and-events/news/2021/12/iasb-provides-transition-option-to-insurers-applying-ifrs-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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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RAG 은 간소화된 IFRS 공시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함 

09 Dec 2021 

EFRAG 은 IASB 가 발표한 중소기업을 위한 간소화된 공시사항기준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를 이끌어 낼 목적으로 브리핑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FRAG 의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IASB 의장은 IFRS 회계기준이 나갈 방향을 제시함 

07 Dec 2021 

2021 년 12 월 7 일 IASB 의장인 Andreas Barckow 는 워싱턴에서 

개최된 SEC / PCAOB 컨퍼런스에서 AICPA 및 CIMA 의 대표들에게 

지속가능성 및 IASB 의 현재와 미래의 우선 과제들, 그리고 

FASB 와의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IASB 웹사이트의 녹취록을 참고해 주세요. 

 

 

IVSC 의 시장가치 보고서에 대한 추가 페이퍼 

02 Dec 2021 

2021 년 2 월, IVSC 는 ‘Challenges to Market Value’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팬데믹이 영향을 미치는 시장환경에서 

정보의 이용가능성 및 타당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두번째 논문을 발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IVSC 의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https://www.iasplus.com/en/news/2021/12/efrag-briefing-sme-subs
https://www.iasplus.com/en/news/2021/12/efrag-briefing-sme-subs
https://www.efrag.org/News/Project-555/EFRAG-Secretariat-Briefing-An-EU-Perspective-on-the-IASBs-proposed-scope-for-Subsidiaries-without-Public-Accountability
https://www.efrag.org/News/Project-555/EFRAG-Secretariat-Briefing-An-EU-Perspective-on-the-IASBs-proposed-scope-for-Subsidiaries-without-Public-Accountability
https://www.iasplus.com/en/news/2021/12/iasb-chair-speech
https://www.iasplus.com/en/news/2021/12/iasb-chair-speech
https://www.ifrs.org/news-and-events/news/2021/12/connectivity-core-work-and-convergence/
https://www.iasplus.com/en/news/2021/12/ivsc
https://www.iasplus.com/en/news/2021/12/ivsc
https://www.ivsc.org/perspectives-paper-market-value-an-established-basis-of-value/
https://www.ivsc.org/perspectives-paper-market-value-an-established-basis-of-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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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회계포탈 
 

‘회사 유형별’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 안내 

21 Dec 2021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

제도를 설명하고 회사가 법규를 잘 몰라 선임기한·절차 등을 위반하여 감사인이 지

정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안내 

배경 

• 新외부감사법이 시행(’18.11 월) 4 년차를 맞았으나, 아직도 일부 회사가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 선정절차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 

• 21 년에 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 등으로 144 사가 지정되었으며, 지정회사 수가 전년(52 사) 대비 

177% 증가 

 

감사인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 

• 감사인 선임기한, 선임대상 사업연도, 감사인 자격요건, 선정절차를 4 가지 회사 유형별로 구분 

 

회사 유형 
선임기한[사업연도 

개시일(D)] 
사업연도 자격요건 감사인 선정절차 

❶ 주권상장회사  

D + 45 일* 3 년 

등록회계법인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❷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 
회계법인 

❸ 비상장주식회사  D + 45 일 

1 년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❹ 유한회사 D + 45 일 
감사 또는 회사(사원총회 

승인) 

* 상법 등에 따른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의 선임기한은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임 

• 감사인 선임제도가 회사 유형별로 다르므로 회사는 해당하는 유형을 확인한 후 선임기한·절차 등 

감사인 선임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음 

 

향후 계획 

•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 안내 

 

자세한 내용은 금감원 회계포탈의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SS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https://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4424
https://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4424
https://acct.fss.or.kr/fss/acc/bbs/view.jsp?url=/fss/ac/1295497768377&bbsid=1295497768377&idx=1640134095929&num=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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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회계관련 뉴스 Link  

 

Accounting News Clips (검색기간 2021.12.01 ~ 2021.12.31) 

 

1 ‘착한투자’ 늘리는 금융사… 5 대 지주 올 12 조 ESG 채권 발행 파이낸셜뉴스 (2021-12-30) 

2 금융사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 1일 1일→5일 연기 머니에스 (2021-12-30) 

3 "버티면 핀테크에 뒤처진다"…은행의 비금융 사업 진출 활발 이코노미스트 (2021-12-30) 

4 은행 내년 키워드는 '디지털·유연성·젊은 리더·탈금융' 

 

서울경제 (2021-12-29) 

5 금감원, IFRS17 비대면 설명회 개최 

 

이데일리 (2021-12-28) 

6 금융위 "내년 리보 산출 중단 대응 차질 없어···99.6% 전환 완료" 서울경제 (2021-12-26) 

7 금융당국, 내년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 앞두고 IT 리스크 점검 뉴스 1 (2021-12-23) 

8 금감원, 임원인사 '세대교체·균형' 시장과 코드 맞췄다 더벨 (2021-12-23) 

9 7 개 금융지주, 올해 감사보수 53 억 5500 만원 지출…KB 금융 가장 많아 CEO 스코어데일리 (2021-12-17) 

10 [Policy Radar] 금감원, 킥스 도입 앞두고 생보사 CRO 연쇄 회동 더벨 (2021-12-17) 

 

 

  

주요 회계관련 뉴스 Link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1&sid2=259&oid=014&aid=0004764516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1&sid2=259&oid=417&aid=0000769829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1&sid2=259&oid=243&aid=0000020698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1&sid2=259&oid=011&aid=0004002172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1&sid2=259&oid=018&aid=0005115254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1&sid2=259&oid=011&aid=0004000865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1&sid2=259&oid=421&aid=0005802216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12221100239840104038&lcode=00&page=1&svccode=02
http://www.ceoscoredaily.com/page/view/2021121516270256337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1215170700232010824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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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준제정기구국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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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WF : Technical Readiness Working Group 기술적준비작업그룹 

WSS : World Standard-setters 국제회계기준제정기구 

  

Glo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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