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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을 모아 'Korean Accounting & Audit Newsletter'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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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년 1 분기 결산 및 공시가 마무리 되어, 본격적으로 2022 회계연도가 시작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22 년은 금리인상, 유가상승, 인플레이션,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해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과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회계 및 감사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연말/연초 인사이동으로 새로 선임된 고객사 임직원 

여러분들을 방문해서 인사드리고, 동시에 Newsletter 를 통한 회계 및 감사관련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에 많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Newsletter 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IFRS 지속가능성 공시 및 암호화자산(부채)에 

대한 토론서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필요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딜로이트 안진 금융산업연구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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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oitte의 IASPLUS.com 주요 뉴스  

(https://www.iasplus.com/en/news/2022/05) 

자세한 내용은 제목을 클릭하면 확인가능합니다. 

 

IFRS재단의 신임위원회 위원 선임 

26 May 2022 

IFRS 재단에서는 새로운 위원회 위원 2 명(Linda Mezon-Hutter 및 

Robert Uhl)을 선임했습니다. 두 위원께서는 2022년 9월부터 5년간 

위원회에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세분의 위원은 새로운 3 년간의 임기에 재선임 

되었습니다. 

 

딜로이트의 IFRS 해석위원회가 발표한 안건에 대한 의견제출  

25 May 2022 

IFRS 해석위원회가 발표한 안건에 대해서 딜로이트의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2022 년 3 월에 IFRIC Update 를 통해 

발표된 IFRS 9/IFRS 16, IFRS 17 and IAS 32 등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2022년 5월 IASB미팅 사전 안내 

20 May 2022 

2022 년 5 월 23 일부터 27 일까지, 5 일간 IASB 미팅이 런던에서 

열립니다.  IASB 의 의사결정과정을 더 자세히 보실 수 있게 사전 

미팅 내용 요약본을 게시했습니다. IASB 연구원들이 준비한 회의 

내용은 IASB 에서 토론된 사항 및 연구원들의 권고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Deloitte의 IASPLUS.com 주요 뉴스 

https://amedeloitte-my.sharepoint.com/personal/jaepark_deloitte_com/Documents/2.%20업무용/96.Audit%20FS/우리금융%20Account%20meeting/News%20letter/2022년%205월호/(https:/www.iasplus.com/en/news/2022/05)
https://amedeloitte-my.sharepoint.com/personal/jaepark_deloitte_com/Documents/2.%20업무용/96.Audit%20FS/우리금융%20Account%20meeting/News%20letter/2022년%205월호/(https:/www.iasplus.com/en/news/2022/05)
https://www.iasplus.com/en/news/2022/05/iasb-board-members
https://www.iasplus.com/en/news/2022/05/iasb-board-members
https://www.iasplus.com/en/news/2022/05/dcl-ifric
https://www.iasplus.com/en/news/2022/05/iasb-premeeting-summaries
https://www.iasplus.com/en/news/2022/05/iasb-premeeting-summ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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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EB(UK Endorsement Board)의 IFRS 17 채택 

17 May 2022 

UKEB(UK Endorsement Board)는 UK내에서 IFRS 17 ‘보험계약’ 기준서 

채택을 발표했습니다. 

 

 

 

FRC(The UK Financial Rpeorting Council)의 할인율에 대한 발견사항 

발표 

17 May 2022 

FRC (The UK Financial Reporting Council)는 테마리뷰(thematic 

review)를 통해 IFRS에서 적용되어 사용되는 할인율 관련이슈를 발표했습니다. 

 

ESMA(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의 IFRS 17 적용에 

따른 공시사항 권고 

16 May 2022 

ESMA(The 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는 ‘IFRS 17 

‘보험계약’ 기준서 이행에 관한 투명성’과 관련한 공개성명을 발표했습니다. 

 

IFRS재단의 Volume 6 해석위원회 의사결정사항 발표 

05 May 2022 

IFRS 재단은 IFRS 해석위원회에서 2021 년 11 월 부터 2022 년 

4 월까지 발표한 모든 의결사항들을 모아둔 “의사결정사항 (Agenda 

Decisions) – Volume 6”을 발간했습니다. 

 

https://www.iasplus.com/en/news/2022/05/ukeb-ifrs-17
https://www.iasplus.com/en/news/2022/05/ukeb-ifrs-17
https://www.iasplus.com/en/news/2022/05/frc-discount-rates
https://www.iasplus.com/en/news/2022/05/frc-discount-rates
https://www.iasplus.com/en/news/2022/05/esma-ifrs-17
https://www.iasplus.com/en/news/2022/05/esma-ifrs-17
https://www.iasplus.com/en/news/2022/05/ifrsic-compilation
https://www.iasplus.com/en/news/2022/05/ifrsic-compi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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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IASB 회의 내용 게시 

03 May 2022 

2022 년 4 월 25 일부터 28 일까지, 4 일간 IASB 미팅이 런던에서 

열렸습니다.  딜로이트는 미팅시 논의된 모든 프로젝트를 참관하고 

주요 사항을 게시했습니다. 

 

EFRAG(The 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의 

지속가능성기준 초안 자문 시작 

30 Apr 2022 

EFRAG(The 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은 

유럽지속가능성기준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ESRS’)초안을 발표했습니다. 2022 년 8 월까지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ISSB의 공개초안 webinars 게시 

29 Apr 2022 

IFRS 재단은 최근 webinars 를 통해 ISSB 가 제안한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게시했습니다. 

 

 

 

EFRAG의 암호화 자산(부채) 토론서 및 IASB의 권고사항 

29 Apr 2022 

2020 년 7 월 EFRAG(the 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는 암호화자산(부채)에 대한 토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토론서에서는 자산(부채)의 보유자 및 발행자 관점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FRAG 은 이와 관련하여 접수되는 의견을 검토하고 

있으며, IASB의 권고사항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https://www.iasplus.com/en/news/2022/05/iasb-meeting-notes
https://www.iasplus.com/en/news/2022/05/iasb-meeting-notes
https://www.iasplus.com/en/news/2022/05/iasb-meeting-notes
https://www.iasplus.com/en/news/2022/04/efrag-eds
https://www.iasplus.com/en/news/2022/04/efrag-eds
https://www.iasplus.com/en/news/2022/04/issb-eds-webinar
https://www.iasplus.com/en/news/2022/04/issb-eds-webinar
https://www.iasplus.com/en/news/2022/04/efrag-crypto-assets
https://www.iasplus.com/en/news/2022/04/efrag-crypto-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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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플레이션 국가 – 터키관련 현황 

26 Apr 2022 

CAQ(the Centre for Audit Quality (CAQ )내의 IPTF(The International 

Practices Task Force)는 ‘초인플레이션 국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터키와 관련된 사항을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유럽회계연맹(Accountancy Europe)의 유럽지속가능보고기준 관련 

의견 발표 

25 Apr 2022 

유럽회계연맹(Accountancy Europe)은 EU집행위원회 위원인 Mairead 

McGuinness 에게 유럽지속가능보고기준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ESRS)이 그 목적을 달성하고 효과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여러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EU 에 있어서 ESRS 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EU 가 염원하는 바와 같이 2050 년까지는 유럽이 첫번째로 

성공적인 기후 중립 대륙으로 변모할 수 있는 제안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IASB사전미팅자료 요약 

22 Apr 2022 

IASB는 2022년 4월 25일(월)부터 28일(목) 4일간 런던에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IASB 의 의사결정과정을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게 

요약본을 게시했습니다. IASB 연구원이 작성한 토의안건(agenda 

papers)을 요약하고 IASB위원과 연구원의 권고사항에서 논의할 주요 

이슈사항들을 게시하였으니 관련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IFRS 해석위원회의 2022년 4월 미팅 

21 Apr 2022 

2022 년 4 월 22 일 IFRS 의 해석위원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현재 잠정적인 안건에 대해 토의를 했습니다. 

 

 

 

https://www.iasplus.com/en/news/2022/04/caq
https://www.iasplus.com/en/news/2022/04/acceu-esrs
https://www.iasplus.com/en/news/2022/04/acceu-esrs
https://www.iasplus.com/en/news/2022/04/acceu-esrs
https://www.iasplus.com/en/news/2022/04/iasb-premeeting-summaries
https://www.iasplus.com/en/news/2022/04/iasb-premeeting-summaries
https://www.iasplus.com/en/news/2022/04/ifrsic-meeting-notes
https://www.iasplus.com/en/news/2022/04/ifrsic-meeting-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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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dcast on Q1 2022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developments 

19 Apr 2022 

IASB 는 2022 년 1 분기 중 IFRS 해석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podcast로 발표하였습니다. 

 

 

2022년 4월 IASB meeting agenda 게시 

14 Apr 2022 

2022년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화상 회의로 개최될 IASB의 미팅 

agenda 가 게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9 개의 주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ISSB의 공개초안 관련 webinar 게시 

12 Apr 2022 

2022 년 4 월 28 일 ISSB(the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는 제정 예정인 지속가능성 및 기후관련 공시사항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s and climate-related disclosures) 과 

관련하여 온라인 webinar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2022년 4월 IFRS 해석위원회 사전 미팅내용 안내 

11 Apr 2022 

2022 년 4 월 20 일 IFRS 해석위원회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논의되고 있는 안건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에 대해 수렴된 

의견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https://www.iasplus.com/en/news/2022/04/ifrsic-q1-podcast
https://www.iasplus.com/en/news/2022/04/ifrsic-q1-podcast
https://www.iasplus.com/en/news/2022/04/iasb-meeting-agenda
https://www.iasplus.com/en/news/2022/04/iasb-meeting-agenda
https://www.iasplus.com/en/news/2022/04/webinar-issb-eds
https://www.iasplus.com/en/news/2022/04/webinar-issb-eds
https://www.iasplus.com/en/news/2022/04/ifric-premeeting-summary
https://www.iasplus.com/en/news/2022/04/ifric-premeeting-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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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회계포탈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제출 안내 

1 April 2022 

금융감독원은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약 3,435 사의 주기적 지정 선정을 

위한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대상 회사가 

원활히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자료 미제출 등으로 증권발행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 

• (목적) 주기적 지정 대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에 해당하는지 확인 

• (제출기한) 매 사업연도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 

• (방식) 회사가 직접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fss.or.kr)을 통해 제출 

• (위반 시 제재) 자료 미제출 등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증권발행제한, 임원 

해임·면직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유의사항) 주식소유현황을 제출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면 9.14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함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 

      ①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 and 

      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 and 

      ③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 소유경영 미분리 판단 관련 유의 사항 

• (지배주주가 개인) 지배주주가 6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회사의 

사내이사(대표이사 아님)로 재직 중이면 ➡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하지 않음 

• (지배주주가 법인 ①) 지배주주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전문경영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면 ➡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하지 않음 

• (지배주주가 법인 ②) 지배주주가 55%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대표이사가 1 주 이상 

보유하면 ➡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함 

 

자세한 내용은 회계감독 동향자료의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SS 

금융감독원 회계감독 동향 

https://www.fss.or.kr/fss/bbs/B0000154/view.do?nttId=55723&menuNo=200467&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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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회계관련 뉴스 Link  

 

Accounting News Clips (검색기간 2022.05.16 ~ 2022.06.15) 

 

1 금융 자회사 업종제한 완화 논의… 금산분리 원칙 깨지나 파이낸셜 뉴스 (2022-06-14) 

2 주택담보대출, 너마저…年 8% 금리 닥친다 매일경제 (2022-06-14) 

3 가상화폐 전체 시총, 1 년 5 개월만에 1 조달러 붕괴…"더 

떨어진다" 

연합뉴스 (2022-06-13) 

4 금감원,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최대 80% 배상 결

정 

 

한겨례 (2022-06-13) 

5 "명령이다, 휴가가라"…일부 직원 강제휴가 보내는 은행 

 

이데일리 (2022-06-13) 

6 7 월부터 신용대출 한도, 연봉 2~3 배까지 늘어날 듯 아시아경제 (2022-06-12) 

7 불붙은 저축은행 파킹통장 경쟁…금리 쏠쏠하네 한국경제 (2022-06-10) 

8 [마켓인]한국맥도날드, 6 년 만에 M&A 시장 매물로 이데일리 (2022-06-09) 

9 "잉여금 일부 자본으로 인정" 재무위기 보험사 숨 돌리나 서울경제 (2022-06-09) 

10 윤석열 금융팀 인선 완료… '서울대+검사' 출신 머니 S (2022-06-07) 

 

  

주요 회계관련 뉴스 Link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851836?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977665?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243638?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243638?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594493?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594493?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240939?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101956?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10050?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237813?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063345?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820157?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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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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I : Global Reporting Initiative 

GSSB : Glob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ASB :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국제회계기준위원회 

IFAC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 국제회계사연맹 

IPTF : International Practices Task Force국제실무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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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