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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주요 뉴스

금융위, ‘회계 투명성 대책’ 발표
금융위원회는 지난 4 월 17 일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주식시장에 신규 상장하는 법인은 상장 첫해에 회계법인을
선택지정제 방식으로 지정 받고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선택지정제는 상장 기업이
감사를 맡을 회계법인 3 곳을 후보로 추천하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이 중
하나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외부 감사를 맡을 회계법인을 기업들이 직접 고르면서 갑을
관계가 형성되고 감사의 독립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선택지정제는 오는 2019 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비상장법인·감사인 감리, 공인회계사회→금감원으로 변경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인 비상장법인·감사인에 대한 감리 주체가 한공회에서
금융감독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금감원은 2016 회계연도부터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의 비상장법인·감사인에 대해서는 상장법인에 준하는 수준으로 회계
감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는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험회계 새 기준 도입에 민·관 손잡는다
금융위원회는 새로운 보험 계약 국제회계기준 감독제도 추진 방향을 심의하는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도입준비위는 38 개 보험사의
대표와 위험관리담당임원(CRO) 등이 관계 기관과 함께 업체들의 재무충격을
줄이고 당국의 감독회계 개편 방안 및 새로운 지급여력제도 마련 등을 논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오는 5 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IFRS17 의
최종 기준서를 확정하는 시기에 맞춰 세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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