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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발표 및 공시시즌 

 

매년 2 월은 공시용 재무제표 작성과 IR 준비로 재무/회계 분야 임직원께서는 바쁜 나날을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금감원에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직접작성 및 법정기한 내 제출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COVID 의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및 제무제표 작성에 애로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제 면제 신청이 가능하므로 관련 

절차를 적극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회계분야의 News 를 보시면, 각 영역별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IASB 는 

지속적으로 회의를 통해 회계기준 연구에 몰입하고 있고, EFRAG 또한 

지속가능보고서기준을 발행 하는 등 환경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입니다.  

딜로이트도 2 월 중 개최된 IFRS IC 및 IASB 회의를 직접 참관하고 중요하게 논의된 

사항들을 회의록을 만들어 웹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사업보고서 및 재무제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 

연락을 주십시오. 

성공적으로 공시업무를 마치기를 기원하면서 2022 년 3 월 Newsletter 를 통해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딜로이트 안진 금융산업연구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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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oitte 의 IASPLUS.com 주요 뉴스  

(https://www.iasplus.com/en/news/2022/02) 

 

 2022 년 2 월 IASB 미팅 회의록 

28 Feb 2022 

IASB 는 2022 년 2 월 21 부터 24 일까지 런던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딜로이트도 회의를 참관하였고, 관련 회의록을 정리하여 

게시하였습니다. 

주요 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적위험관리 (Dynamic Risk Management) : 연구원들은 2 가지 대안을 제시 했고, 앞으로도 

계속 검토하기로 함. 

 

자세한 사항은 딜로이트가 전체 미팅 결과를 요약한 회의록을 참고해 주세요. 

 

 

EFRAG 의 지속가능보고서기준 발행 

20 Feb 2022 

EFRAG 의 지속가능보고서기준 TF (PTF-ESRS)는 첫번째 

지속가능보고서기준 초안에 3 개의 추가적인 연구보고서를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3 가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세요. 

- ESRS E2 Pollution  
- ESRS E3 Water and marine resources and  
- ESRS E5 Circular economy 

 

  

Deloitte의 IASPLUS.com 주요 뉴스 

https://www.iasplus.com/en/news/2022/february
https://www.iasplus.com/en/news/2022/february
https://www.iasplus.com/en/news/2022/february/iasb-meeting-notes
https://www.iasplus.com/en/news/2022/february/iasb-meeting-notes
https://www.iasplus.com/en/meeting-notes/iasb/2022/february
https://www.iasplus.com/en/news/2022/february/efrag-working-papers-3
https://www.iasplus.com/en/news/2022/february/efrag-working-papers-3
https://www.efrag.org/Assets/Download?assetUrl=%2Fsites%2Fwebpublishing%2FSiteAssets%2FWorking%2520paper%2520on%2520draft%2520ESRS%2520E2%2520Pollution%2520vf.pdf
https://www.efrag.org/Assets/Download?assetUrl=%2Fsites%2Fwebpublishing%2FSiteAssets%2FWorking%2520paper%2520on%2520draft%2520ESRS%2520E3%2520Water%2520and%2520marine%2520resources%2520vf.pdf
https://www.efrag.org/Assets/Download?assetUrl=%2Fsites%2Fwebpublishing%2FSiteAssets%2FWorking%2520paper%2520on%2520draft%2520ESRS%2520E5%2520Resource%2520use%2520and%2520Circular%2520Economy%2520v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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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RAG 의 포트폴리오 헷지관련 설문조사 

18 Feb 2022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 (EFRAG)은 은행 관련 애널리스트와  

투자자들에게 현재의 이자율리스크에 대한 포트폴리오 헷지관련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서 설문조사에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비유럽 금융기관들과 달리 

유럽의 은행들은 IAS39 의 인식과 측정에서 EU carve-out 을 사용하여 포트폴리오 헷지를 

하고 있음). 

질문서는 EFRAG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은 2022 년 3 월 

2 일까지 입니다. 

 

 

IFRS Accounting Taxonomy 2021 

15 Feb 2022 

IASB 는 IFRS Accounting Taxonomy 2021 중 회계정책공시 및 

회계추정의 정의와 관련한 Update 를 발표 했습니다. 

이번  taxonomy update 는 IAS 1 의 개정에 따른 추가적인 공시사항과 

IAS 8 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ASB 웹페이지의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회계기준자문포럼(ASAF) 회원 갱신 

15 Feb 2022 

IFRS 재단은 ASAF 의 새로운 회원 List 를 발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IFRS 재단 및 IASB 와 국제적인 기준 제정기구간 관계를 공식화하고 

간결하게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의 회계기준위원회 (KASB)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IASB 웹사이트의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https://www.iasplus.com/en/news/2022/february/efrag-questionnaire
https://www.iasplus.com/en/news/2022/february/efrag-questionnaire
https://www.efrag.org/News/Project-568/Reporting-interest-rate-risk-management--EFRAG-calls-for-input-from-banking-analysts-and-investors
https://www.iasplus.com/en/news/2022/february/ifrs-taxonomy-update
https://www.ifrs.org/content/dam/ifrs/project/ifrs-taxonomy-update-amendments-to-ias-1-ias-8-and-ifrs-practice-statement-2/tu-2021-1-disclosure-accounting-policies-definition-accounting-estimates.pdf
https://www.ifrs.org/news-and-events/news/2022/02/iasb-issues-ifrs-accounting-taxonomy-update-for-disclosure-of-accounting-policies-and-definition-of-accounting-estimates/
https://www.iasplus.com/en/news/2022/february/asaf
https://www.ifrs.org/news-and-events/news/2022/02/ifrs-foundation-trustees-announce-asaf-membership-2022-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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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해석위원회 2022 년 2 월 미팅 

08 Feb 2022 

IFRS 해석위원회는 2022 년 1 월 미팅을 개최했습니다. 딜로이트도 

참관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게시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현안 및 각종의견서 및 교육용 자료에 대해 

토의했습니다. 

- 현안: IAS 37 저탄소 배출차량 관련 권리(credit): 위원들은 ‘부(-)의 저탄소 배출차량 

권리는 IAS37 의 부채의 정의에 해당한다’는 IASB 연구원들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 각종의견서: IFRS - TLTRO III(장기대출채권관련) 거래에서 시장금리보다 낮은 

이자율을 정부보조금으로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서를 검토했습니다. 

- 교육용 자료: IFRS 17 - 보험계약 관련하여 연금보험과 관련한 선수수익의 

인식과정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IFRS 17 의 요구사항과 배경에 대한 교육시간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Deloitte 가 정리한 상세 요약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공급자금융 관련 웹캐스트 

04 Feb 2022 

IASB 는 공급자금융계약 관련 공개초안 (2021 년 11 월)에 대한 

2 개의 웹캐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첫번째 웹캐스트는 리버스 팩토링 및 기타 공급자금융관련 

배경정보를 약 2 분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웹캐스트는 IASB 가 제안한 공급자금융의 

투명성을 달성하기 위해 방안을 소개 합니다. 

 

두 개의 웹캐스트는 모두 IFRS 재단의 웹페이지 보도자료 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iasplus.com/en/news/2022/february/ifric-meeting-notes
https://www.iasplus.com/en/news/2022/february/ifric-meeting-notes
https://www.iasplus.com/en/meeting-notes/ifrs-ic/2022/february
https://www.iasplus.com/en/news/2022/february/sfa-webcasts
https://www.iasplus.com/en/news/2021/11/sfa
https://www.iasplus.com/en/news/2021/11/sfa
https://www.ifrs.org/projects/work-plan/supplier-finance-arrangements/webcasts-explaining-the-iasbs-exposure-draft-supplier-finance-arrang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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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 12 월 개최된 신흥경제국 그룹(Emerging Economies Group) 

미팅 보고서 발간 

03 Feb 2022 

22 번째 EEG 미팅이 화상회의 방식으로 2021 년 12 월 2-3 일 양일간 

개최되었습니다. IASB 는 이번 미팅관련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IASB 회원인 Tadeu Cendon 가 의장직을 맡았고, 주요 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 책임이 없는 종속회사 관련 이슈 

- 지분법 회계처리 

- IFRS 9 실행 후 고려사항 

 

추가적으로 EEG 는 IASB 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 관련  현황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IASB 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세요. 

 

 

IASB 교정 

02 Feb 2022 

IASB 는 2022 년 첫 오탈자 교정본을 발표 했습니다. 

이번 교정 사항은 IFRS 9 금융상품과 IAS 24 특수관계자 공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동 내용은 IFRS 가 발간한 인쇄물에 모두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웹페이지의 교정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https://www.iasplus.com/en/news/2022/february/eeg-report
https://www.iasplus.com/en/news/2022/february/eeg-report
https://www.ifrs.org/content/dam/ifrs/groups/eeg/eeg-report-dec-2021.pdf
https://www.iasplus.com/en/news/2022/february/editorial-corrections
https://www.iasplus.com/en/news/2022/february/editorial-corrections
https://www.ifrs.org/issued-standards/editorial-cor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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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Foundation consolidates the CDSB from CDP 

01 Feb 2022 

IFRS 재단은 CDP (구, Carbon Disclosure Project) 과 함께 기후 

공시기준 위원회 (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 ‘CDSB’)를 

IFRS 재단으로 합병하였습니다. CDSB 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원은 

모두 IFRS 재단으로 이전되며, 연구결과 및 지적재산권들은 국제지속가능위원회(‘ISSB’)를 

지원하는데 이용될 것입니다. 

 

  

https://www.iasplus.com/en/news/2022/february/ifrsf-cdsb-consoli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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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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EIG : SME Implementation Group 중소기업회계기준 실행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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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