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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2011년부터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도입과정 
및 재무적 영향을 ㈜SBS미디어홀딩스를 통하여 사례분석하는 것이다. 도입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뉘는데,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는 단계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IT 부문의 system 변경 및 구축 범위 결정 단계이다. 그
리고 K-IFRS 적용으로 재무적 영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연결대상의 변동으로 인한 영향이고 개별계정과목 
중에는 재고자산 및 무형자산(방송콘텐츠자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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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case analysis on adopting process of K-IFRS and financial effects of 
SBS Media Holdings Co., Ltd. Adoption process is divided into two stages, To analyze the effect due to 
changes in accounting standards and to run this, system change and build a range-determining step in the IT 
sector. Showed that had the most significant impact on the financial effects due to changes in the target's of 
consolidated F/S and inventories and intangible assets(broadcasting content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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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본시장의 세계화로 국제 으로 통일된 회계기 이 

필요하 기 때문에 1980년 부터 국제회계기 이 용

되기 시작하 다. 우리나라도 1990년  말 외환 기를 

거치면서 회계기 을 선진화하고 회계정보의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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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때문에 발생한 자본시장에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korea discount)를 완화하기 하여, 2011년부터 상장기

업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이하 K-IFRS)을 도입하 다.

K-IFRS는 기존의 기업회계기 (K-GAAP)과 비교하

여 원칙 심의 회계원칙, 연결재무제표 시, 자산과 부

채의 측정에 공정가치 용 확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

다. 이러한 국제회계기 의 도입은 기업뿐만 아니라 회

계정보이용자들에게도 요한 사건으로 K-IFRS가 도입

되기 이 부터 그 향을 악하기 한 많은 연구가 수

행되었다. 재까지 부분의 연구는 제조업을 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데, 회계기  변경이 모든 기업에 

공통으로 미치는 재무  향이 있고 업종별 는 기업

별로 차별 으로 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업

종별 는 기업별로 그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IFRS의 도입으로 지상 방송업에 속

한 기업에 미치는 재무  향을 사례분석을 통하여 알

아보고자 한다. 재 상장기업  지상 방송업을 

하는 기업은 4개 기업이지만 방송시장은 그 규모가  

확 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그 요성이 높

아질 것이다.

지상 방송업은 일반  회계처리뿐만 아니라 화나 

애니메이션, 방송 로그램의 제작 등에 한 회계처리가 

일반 제조업과 다름에도 과거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분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상 방송업에 

한 K-IFRS의 최 환 시 의 재무  효과를 악하

고, 유의사항  발생 가능한 문제 등에 하여 제시하고

자 한다. 이러한 결과는 회계정보를 활용하는 정보이용

자의 이해를 높이는데 유용할 것이다. 한, 새로운 회계

기 을 용하기 한 기업의 도입과정을 살펴 으로써 

회계기 을 변경하고자 하는 다른 기업에도 실무 인 도

움이 될 것이다.

본 사례연구는 사례기업의 감사보고서 내용을 주로 

이용하 고, 국외  국내 조기 도입기업의 내용 한  

검토하여 비교하 다. 

2. 사례기업의 현황과 방송업 회계의 특징

2.1 사례기업의 현황

1990년에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민 방송 주체자로 

선정되어 건설회사인 ㈜태 건설을 지배주주로 한 서울

방송㈜이 설립되었다. 2000년 SBS㈜로 상호를 변경하고 

2003년에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고 2008년에는 투자사

업부문을 인 분할하여 ㈜SBS홀딩스가 설립되었다. 이

후 2009년에 ㈜SBS미디어홀딩스로 상호를 변경하 다. 

SBS미디어홀딩스는 지상 방송과 뉴미디어 방송, 방

송콘텐츠 제작과 유통 등을 포 하는 미디어지주회사로서 

㈜SBS, ㈜SBS 러스, ㈜SBS골 , ㈜SBS스포츠, ㈜SBS

비즈니스네트워크 등 다수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Fig. 1] SBS Media Holdings family company 
         status[1]

<Table 1>의 재무 황을 살펴보면, SBS미디어홀딩

스가 공시한 재무정보는 2010년까지는 K-GAAP에 의해 

작성된 개별재무제표이고 2011년은 K-IFRS에 따라 작

성된 연결재무제표의 내용이다. 2011년에 자산, 부채  

자본의 규모가 이 보다 히 증가하 다. 매출액의 

규모도 과거와 비교하면 12배 이상 증가하 고, 당기순

이익도 약 3.6배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Financial situation of SBS media 
holdings(unit: hundred million won)

accounts 2008 2009 2010 2011

Asset 4,872 5,490 5,453 8,267

Liability 102 441 236 1,780

Equity

(Capital)

4,725

(699)

5,048

(699)

5,217

(699)

6,487

(699)

Sale 242 306 399 4,772

Operation 

Income
109 130 177 616

Net Income 213 231 186 682

2.2 지상파방송업의 현황 및 회계상의 특징

방송통신 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산업 실태조사’

에서 방송산업은 지상 방송업, 유선방송업, 성방송업, 

로그램제작･공 업 등으로 나뉜다. 지상 방송업은 지

상에 있는 방송 송출장비로 를 송출하는 방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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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 비 방송, 라디오방송, 지상 이동멀티미디어(지상

 DMB)가 있다. 텔 비 방송은 KBS, MBC, SBS  

11개의 지역민방, EBS 등이 있으며, 국내 방송시장의 30

∼40%를 지상 방송업이 차지하고 있다. 

<Table 2> Situation of Domestic Broadcasting 
Market[2] (unit: person, hundred million 
won)

Business 

classification

Number 

of 

operators

Status of 

Employees
Sales1)

Broadcastin

g business 

revenue2)

Ground radio 

wave 

broadcasting

53 13,691 44,909 39,145

Cable television 191 5,160 28,260 21,223

Satellite 354 354 8,741 3,793

Other

(PP, IPTV ect.)
152 13,238 121,530 45,593

Total 446 32,443 203,440 118,568

source : Broadcasting Industry Survey 2012,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2012.

note 1) Including sales of the subscription fees, advertising, the 

other broadcasting revenue (sales revenue programs, 

etc.), non-broadcast business revenues (Internet business 

profits, real estate, rental, etc.)

note 2) Including sales of subscription revenue, advertising 

revenue, other than broadcasting business, excluding 

revenues

2011년 12월 말을 기 으로, 3조 9,145억 원의 방송사

업수익에서 방송수신료수익이 15.3% 5,975억 원, 방송

로그램 매수익이 11.2% 4,389억 원, 고수익이 60.7% 

2조 3,754억 원으로 주요 수익원은 고매출이다. 지상

방송사의 총자산은 6조 5,693억 원, 총부채는 1조 5,503억 

원, 총자본은 5조 189억 원이며, 당기순익은 2,453억 원이

다[2]. 재 방송업을 하는 기업  유가증권  코스

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총 10개이고, 이  지상 방송

업에 속하는 기업은 ㈜SBS, ㈜KNN, ㈜ 구방송, CJ 

E&M㈜이다. 

방송업 회계정보는 방송채 사용사업자(program 

provider, PP)1)의 수신료 분배, 방송발 기  징수, 방송

평가, 수신료 재원의 지출, 유료방송 요 승인  방송시

장의 공정경쟁을 한 환경조성 등에 활용된다. 2008년 

12월 방송통신 원회는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보고에 

한 지침’을 훈령으로 공표하여 기본 틀을 마련하 고, 

회계지침은 총칙, 재무제표, 차 조표, 손익계산서, 방

송 로그램의 회계처리, 보칙의 6개장으로 구성되어 있

다[3]. 

방송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손익항목으로 방송 고수

익, 방송제작비 등이 있다. 재무상태와 련된 로그램 

권의 취득원가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화  

로그램의 제작원가는 매를 목 으로 보유하는 재고자

산이 아니고 고수주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무형자산으

로 처리하여 로그램의 재방  등의 경험률에 따라 방

송수익에 응하는 방송원가의 항목으로 여러 해에 걸쳐 

감가상각하는 것 등이 있다. 

3. 사례기업의 K-IFRS 도입과정 분석

3.1 사례기업의 K-IFRS 도입과정

상장기업은 2011년 회계연도부터 K-IFRS에 따라 재

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도입 이 부터 K-IFRS 용

을 한 비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통상 2단계로 구

분할 수 있다. 1단계는 향분석을 한 것으로 IFRS 교

육과 회사의 재 상태를 악하고, IFRS 요구사항과의 

차이를 확인하여 재무  뿐만 아니라 비재무  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때 IFRS 상 회사가 선택 가능한 

안 에서 안별 장단  분석과 함께, EU 회원국2)의 

안별 통계치와 2009년에 조기 용한 국내사례를 이용하

여 안을 선택하 다. 2단계에서는 K-IFRS를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하여 IT부문을 개선하고 

로그램을 수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환

일일 2010년 1월 1일을 기 으로 K-IFRS 재무제표를 작

성하 고 2010년까지는 K-GAAP에 따라 주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K-IFRS 재무제표로 환하는 과정을 수행

하 다. 이 과정에서 미비 을 보완하여 2011년부터 시

행되는 K-IFRS의 도입을 한 검을 수행하 다.

3.2 IFRS 도입에 따른 영향도 평가

회사의 과거 회계처리와 IFRS 간 GAAP 차이 분석을 

1) 케이블TV나 위성방송에 고유 채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해 종합유선방송국(SO)이나 위성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국외 유사 민영방송사업자 중 Grupo Antena3(스페인 3위 상업방송사), ITV(영국최대 민영방송), RTL(유럽최대 상업방송사) 등, 
국내 조기도입 기업으로 한화, 제일모직, 글로비스, 태영건설, 삼성전기 등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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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IFRS 도입이 SBS미디어홀딩스의 미치는 향을 

재무 (연결 기 ) 향과 로세스나 시스템과 련된 

비재무  향으로 구분하여, 항목별로 요도에 따라 

‘상･ ･하’로 구분하 다.3)

<Table 3> The adoption of K-IFRS impact of the 
SBS Media Holdings

main accounts

financial effects

(financial statement 

and disclosure)

non-financial 

effects

(processes, etc.)

presentation of F/S medium low

revenue recognition and 

inventories
low low

sales division medium high

deferred income tax medium low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high high

intangible asset high high

impairment of assets high high

investment property medium low

severance and 

retirement benefits
medium medium

employee benefits medium low

financial instruments medium low

group accounting high high

non-current asset held 

for sale
low low

etc. low low

유형자산, 무형자산, 자산손상  그룹회계에 미치는 

재무   비재무  향은 모두 ‘상’으로 IFRS 도입의 

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재무제표 표시, 이연

법인세, 투자부동산, 종업원 여, 융상품은 재무  

향은 ‘ ’이지만 비재무  향은 ‘하’로, 업부문과 퇴직

여는 재무  향은 ‘ ’이지만 비재무  향은 ‘상’이

다. 나머지 항목들은 IFRS 도입으로 재무   비재무  

향이 크지 않아 모두 ‘하’로 단되었다.

4. K-IFRS 적용으로 인한 재무적 영향

4.1 K-IFRS 도입으로 인한 재무적 영향 요약4)

환일을 기 으로 비교 작성된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산이 56억 원 감소하고 부채가 37억 원 감소  자본이 

19억 원 감소하여 K-IFRS 용으로 인한 재무  향은 

자산총액의 0.83%로 크지 않고 계정의 분류변경이 주로 

일어났다. 하지만 2010년 12월 31일의 경우 자산 4,729억 

원 감소, 부채 1,364억 원 감소  자본 3,365억 원이 감소

하여 자산총액 비 약 40%에 달할 정도로 향이 크게 

증가하 다. 이러한 원인은 K-IFRS 환으로 연결 상

이 변동되었기 때문으로 단된다.5) 

<Table 4> Comparison of Financial Statement of 
K-GAAP and Financial Statement of 
K-IFRS(unit: million won)

3) K-IFRS 적용으로 인한 재무와 비재무적 영향의 중요도를 기준으로 저자들이 상･중･하로 구분하였다.
4) 2010년 1월 1일이 K-GAAP에서 K-IFRS를 적용을 위한 전환일이다.
5) 전환일에는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취득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를 소급하여 적용

하지 않았지만 이후 ㈜SBS 및 그 종속기업이 연결대상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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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재무제표 표시

K-IFRS 도입으로 인해 재무제표 구성이 [Fig. 2]와 

같이 변동하 다. 손익계산서에 기타포 손익이 추가되

어 포 손익계산서로 변경되었고, 이익잉여 처분계산

서는 공시방식이 주석에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한, 회계정책의 변경 등으로 과거 재무제표를 소 하

여 재작성하는 경우 비교기간의 기  재무상태표가 추가

되었다.

Financial Statement of K-GAAP Financial Statement of K-IFRS

Balance Sheet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Income Statement
Statement of Comprehensive 

Income

Statement of Changes in 

Equity

Statement of Changes in 

Equity

Statement of Cash Flows Statement of Cash Flows

Statement of Appropriation 

of Retained Earnings

notes

(Changed the way disclosed in 

the Statement of Appropriation 

of Retained Earnings)notes

The comparable period basis of 

th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retrospective restatement)

[Fig. 2] The financial statements of the 
configuration change

K-IFRS에서는 재무상태표 표시 형식을 별도로 규정

하지 않았고, 유동성/비유동성법, 유동성배열법, 혼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SBS미디어홀딩스는 기존 

K-GAAP(기 서 21호)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

었는데, K-IFRS 도입으로 회사는 재무제표 형식의 선택 

 포함할 계정의 수 을 의사결정 해야 한다. Vivendi, 

RTL Group은 유동/비유동법에 따른 재무상태표 시로 

최소한의 항목만을 본문에 표시하고 있다. 국내 조기도

입 기업인 STX팬오션 주식회사, KT&G, 진약품공업, 

이건산업도 이와 동일하게 공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례

기업도 유동성/비유동성법에 따라 최소한의 항목만을 표

시하는 것으로 재무상태표 형식을 결정하 다.

포 손익계산서 양식은 단일의 포 손익계산서와 두 

개의 보고서(별도의 손익계산서와 포 손익계산서)  

국외 사례기업들은 두 개의 보고서를 공시하지만, 국내 

조기도입 기업들은 단일의 포 손익계산서를 많이 사용

하 기 때문에 사례기업도 단일의 포 손익계산서 형식

을 택하 다. 비용의 분류표시 방법도 기능별 분류법(매

출원가법)과 성격별 분류법이 있다. 국내 조기도입 기업

들은 기능별 분류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례

기업도 기능별 분류법을 선택하 다.

4.3 수익인식 및 재고자산

사례기업은 재고자산 평가와 련하여 정형화된 가

법 차가 없었는데, K-IFRS 하에서는 매 분기에 재고자

산의 순실 가능가치를 측정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해야 

한다. 즉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 가능가치  낮

은 액으로 평가하는 가법을 용한다.6) 

재 회사는 화  제작품을 재고자산으로 분류하

고 있는데, 화  제작품은 방 을 통해 고용역을 수

주하기 한 것으로서 ‘ 매 목 ’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

이 아니다. 과거 기업회계기 에서도 재고자산을 ‘정상

인 업과정에서 매 목 을 해 보유하는 자산 는 

매를 목 으로 한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그리고 생산 

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

로 존재하는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로그램 

제작원가나 외부제작 권 등은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도

록 회계기 원 질의회신에서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재

고자산의 정의에 맞지 아니하는 화와 제작품에 하여 

무형자산 등으로 분류를 변경이 필요하다. EU의 주요 상

업방송사 TF1등 6개 회사를 분석한 결과 체로 무형자

산 성격의 특별자산으로 분류하여 방송 고유의 자산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사례기업도 방송콘텐츠자산 계정

으로 분류하고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인식하 다. <Table 

5>에서 보듯이 재고자산이 부분 감소하고 약 4.5억 원

이 되었다.

<Table 5> Comparison of the financial impact of 
inventories(unit: million won)

accounts K-GAAP K-IFRS difference

inventories 7,607 453 -7,154

4.4 영업부문

재 리회계목 의 사업부문별 재무정보를 산출하

고 있으나 부문별 공시를 한 업부문 식별과정은 없

6) 모회사인 SBS미디어홀딩스에 재고자산이 없으므로 재고자산의 저가법 평가는 실질적으로 자회사에 적용될 것이고, 그 금액의 
중요성이 낮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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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K-IFRS 도입으로 업부문의 성과에 한 공시의

무가 있기 때문에7) 경 자는 업의사결정과 성과평가

를 해 조직한 업부문을 식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업부문은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동일 기업 

내의 다른 구성단 와의 거래와 련된 수익과 비용을 

포함)시키는 사업활동을 하고, 부문에 배분될 자원

에 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하여 최고 업의사결정자가 업성과를 정기 으로 

검토한다. 한, 구분된 재무정보의 이용이 가능하다. ㈜

SBS미디어홀딩스는 실무 용 가능성과 IFRS 구축사례 

 실질 인 최고 업의사결정자에 한 보고내용을 고

려하여 보고부문 식별을 PP, 콘텐츠유통, 지주회사 투자

부문  미디어랩8)부문으로 구분하 고, 이러한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향은 없지만, 주석사항에 향을 

다. 콘텐츠유통은 방송 로그램과 화, 음악, 온라인

게임 등의 콘텐츠 유통 사업에 한 것으로 SBS 로덕

션, SBSi, SBS International, Inc 등이 포함되고, PP는 종

합유선방송 로그램 공   제작 사업으로 SBS 골

채 , SBS 스포츠채 , SBS 드라마 러스, SBS이다. 미

디어랩부문은 지상  TV, 라디오, 이블TV, 지상  

DMB, 지역 민 방송 등을 상으로 한 미디어 고 업

을 행하는 부문이고, 지주회사로서 투자부문이 SBS미

디어홀딩스이다. 

4.5 이연법인세

K-IFRS에서의 요구사항으로 이연법인세 계산 때 

용세율이 일시 차이가 소멸할 기간의 과세소득에 용

될 한계세율에서 평균세율로 변경되었지만, 국내 한계세

율과 평균세율의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재와 같이 한

계세율을 용한다. 이연법인세 자산부채의 유동성분류

의 경우 K-IFRS 1001호 문단 56에 따라 모두 비유동으

로 분류한다. 그리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실  가능성 

단 시 IFRS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50%) 수

으로 규정하여 기존 K-GAAP의 거의 확실한(80%) 수

보다 완화되었다. 이연법인세 자산의 인식기 을 제외하

고는 K-IFRS와 K-GAAP의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변경으로 인한 향이 미미하다.

4.6 유형자산

K-IFRS에서 유형자산에 한 평가방법은 원가모형9)

과 공정가치를 반 하는 재평가모형  선택하도록 하

지만, Grupo Antena3, ITV, MEDIASET, RTL 등 국외 

사례기업과 국내 조기 용 기업들 모두 실무상 용의 

어려움 때문에 재평가모형을 선택하지 않았다. 원가모형

을 용하면 재와 동일한 감가상각처리 때문에 재평가

모형보다 안정 이고 상 으로 쉬운 회계처리가 가능

할 뿐만 아니라, 기간 내 감가상각비 발생규모의 측가

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재무 산 등 사업계획수

립이 쉽다는 장 도 있어 SBS미디어홀딩스도 원가모형

을 선택하 다. 

감가상각방법은 정률법과 정액법을 용할 수 있는데 

차량운반구 등 기타자산에 하여 K-GAAP에서 정률법

을 용하다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 다. 

이는 K-IFRS에서 정률법은 미래의 경제  효익이 소비

되는 형태를 충분히 반 할 수 있으면 용 가능하기 때

문이다. 

4.7 무형자산

과거 K-GAAP에서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 던 

골 회원권  콘도회원권에 해 K-IFRS에서는 명시

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골 회원권  콘도회원권

은 특정시설이용권(무형자산)이라는 성격과 보증 ( 탁

)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자산의 특

성에 따른 회계처리가 필요하다. 골 회원권  콘도회

원권이 무형자산으로 분류된다면 미래 경제  효익을 창

출할 것으로 기 되는 기간에 하여 측 가능한 범  

내에서 제한이 없는지를 악하여 내용연수 비한정 여부

를 단하여야 한다.10) 풀무원, 풀무원홀딩스   STX팬

오션 등 IFRS 조기도입업체의 경우 내용연수가 비한정 

무형자산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골 회원권의 후속측

정방법으로 재평가모형을 사용할 수 있으나 국외 사례기

업이나 국내 조기도입 기업이 무형자산에 하여 재평가 

모형을 용한 사례는 없었다. 

방송콘텐츠자산은 방송매체를 통한 방송을 목 으로 

한 제작품 등과 화, 게임, 애니메이션, 음원 등의 유통

7) 이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에만 해당한다.
8) 방송사의 위탁을 받아 광고주에게 광고를 판매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방송광고 대행체제를 의미한다.
9) 원가모형의 장부금액은 ‘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이고, 재평가모형은 ‘공정가치-감가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10) 비한정내용연수 무형자산인 경우 상각하지 않고 최소한 매년 의무적으로 손상검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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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배 권, 부가 권, 수익분배권 등으로 수익 창출을 목

으로 하고 있다. 다만, 방송콘텐츠자산의 특성상 방송

매체를 통한 방송 시기  유통권 등의 정산이 1년 이내

로 단되는 방송콘텐츠자산은 유동자산으로, 1년 과

로 단되는 방송콘텐츠자산의 경우 비유동자산으로 계

상하고 있으며,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된 방송콘텐츠자산 

 1년 이내 정산이 확실한 경우 유동자산으로 유동성

체를 수행한다. 과거에 타계정과목(재고자산)으로 분류

한 화 등의 방송콘텐츠 자산은 K-IFRS에 따라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방송콘텐츠자산으로 계정 분류

하 다. 

IFRS의 도입으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  내용연수

를 주기 으로 검토해야 함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이 

자주 일어나고 그 결과로 무형자산상각비가 애 보다 증

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SBS미디어홀딩스의 무형자산 

 화는 상각방법  내용연수의 재검토 후 변경이 발

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상각비가 감소하며 내

용연수는 연장될 것으로 상한다. K-GAAP에서는 상

각방법을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보지만, K-IFRS 1038호

에서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상각방법의 변경

을 회계정책변경이 아니라 회계추정변경으로 간주하므

로 정책변경의 정당성에 한 주석을 공시하여야 하는 

부담이 어들었고, 회계정책변경의 효과에 하여 소

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고 진 으로 처리하므

로 재무제표작성 노력과 비용이 감소할 것이다. 

SBS미디어홀딩스의 연결종속회사들은 SBS미디어홀

딩스가 무형자산의 ‘후속측정방법  상각기간과 상각방

법의 주기  검토’ 규정을 용함에 따라 종속 으로 동

일한 방법을 용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한 추

가 인 검토가 필요하 다. 드라마 러스  이 러스는 

① SBSi의 자회사인 SBSb의 청산 때 유상 취득한 슈퍼

모델사업권, ② SBS로부터 유상 취득한 골   스포츠 

성 DMB 송출사업권, ③ SBS로부터 유상 취득한 드라

마  UTV DMB 송출사업권, 골 채 의 골 닷컴을 

합병할 때 승계한 인터넷 약시스템 련 개발비, 스포

츠채 의 드라마 러스로부터 유상 취득한 이블 채

사용권11) 등이다. 결국, 환일을 기 으로 무형자산은 

44억 원 감소하 고 별도의 무형자산인 방송콘텐츠자산

은 256억 원으로 인식되었다. 

<Table 6> Comparison of the financial impact of 
intangible assets(unit: million won)

accounts K-GAAP K-IFRS difference

intangible assets 25,236 20,812 -4,425

broadcast content assets - 25,565 25,565

4.8 자산손상

K-IFRS 도입 후에는 내부 으로 자산 는 자산그룹

별 손상징후가 시에 악될 수 있는 로세스를 용

하여 손상징후가 악되는 경우에 자산 손상검사를 수행

하여야 한다. 용 상자산으로 업권, 유형자산, 무형

자산, 원가모형이 용되는 투자부동산･종속기업･ 계

기업･조인트벤처 투자지분, 선 , 선 비용 등이고, 자

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의 존재 여부 검토할 때 최소한 

시가의 한 하락과 같은 외부정보와 자산의 진부화 

는 물리  손상과 같은 내부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K-IFRS 상 자산손상을 측정하기 해 회수가능

가액을 산출할 수 있는 회계 로세스와 시스템을 개선

하여야 한다. 

4.9 투자부동산

본사 건물(SBS, SBSi)의 일부를 임 하여 임 수익이 

발생하는 자가소유부동산에 하여 K-GAAP은 유형자

산으로 분류하 지만, K-IFRS에서는 임 수익이나 시

세 차익 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인식한다. 한, 장래 사용목

을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한 토지는 투자부동산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SBS는 자사소유부동산의 계정과목을 

유형자산에서 투자부동산으로 체해야 한다. 

투자부동산의 후속평가는 원가모형과 공정가치모형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모든 투자부동산에 동

일하게 용해야 한다. K-IFRS 제1040호 문단30에서 투

자부동산 련 활동이 요하면 일반 으로 공정가치모

형의 사용이 권고될 수 있으며, 기업의 주요 활동에 비추

어 투자부동산 련 활동이 부수 이거나 요하지 않을 

때에는 원가모형의 사용이 권고될 수 있다. 

4.10 퇴직급여

과거 K-GAAP에서는 퇴직 여부채를 보고기간종료

11) 드라마플러스는 SBS로부터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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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재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하면 지 하여야 할 퇴

직 여추계액을 부채로 계상하 으나, K-IFRS는 퇴직 

때 지 하여야 할 퇴직 여를 측단 립방식을 이용

하여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보험 수리  평가를 통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퇴직 여제도는 확정기여형과 확정 여형  선택 가

능한데, IFRS 도입으로 회사가 큰 향을 받을 수 있는 

확정 여제도에 해서 인 검토가 필요하다. 2009

년에 IFRS를 조기 도입한 국내회사(KT&G, 풀무원, 

진약품 등)  STX팬오션을 제외하고는 모두 확정 여

제도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확정 여형제도를 도입할 때 종업원이 근무한 기간에 

응되는 퇴직 여를 추정하기 하여 보험 수리  가정, 

인구 통계  가정(이직률과 사망률 등), 재무  가정(임

상승률  의료비용)을 사용하여 측단 립방식을 

통해 퇴직 여를 측정한다. 확정 여형 퇴직 여 용할 

때 보험 수리  가정의 변동에 따른 효과는 체계 인 방

법으로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Corridor Method)

하거나 당기 손익으로 일시에 반 하는 방법은 기타포

손익으로 즉시 인식한다. 보험수리 손익이 당기손익에 

크게 향을 주는 방법을 선택할수록 측할 수 없는 손

익변동이 재무 으로 크게 향을 주게 되며 앞으로 존

재여부가 불확실한 Corridor Method 방식 경우에는 미인

식보험수리 손익의 이력 리가 복잡할 수 있다. 국외

용사례를 볼 때 손익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고 이력 리

가 비교  쉬운 자본에 직  반 하는 방법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사례기업은 확정 여형 퇴직제도를 용하고 

있으며 K-IFRS 용으로 인한 퇴직 여부채는 약 10억 

원 감소하 다. 그리고 K-IFRS 최 용에 따른 퇴직

여부채의 감소는 이익잉여 에 반 하 다. 

<Table 7> Retirement benefit liabilities of 
financial Impact(unit: million won)

accounts K-GAAP K-IFRS difference

allowance for severance 

and retirement benefits
2,607 1,632 -975

4.11 종업원급여

K-IFRS에서는 종업원 여는 단기종업원 여, 퇴직

여, 기타장기종업원 여  해고 여 4가지로 분류한다. 

단기종업원 여는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 기일이 도래하는 여로 여, 사회

보장분담 , 단기유 휴가, 상여  등이 포함된다. 기타

장기종업원 여는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도래하지 않는 여로 장기근속포상  등

이다. 해고 여는 기업이 통상 인 퇴직 시  이 에 종

업원을 해고할 것과 종업원에게 자발  명 퇴직을 제안

하면서 해고 여의 지 을 명시 으로 확약한 경우 발생

한다. 

종업원 여에 한 분류뿐만 아니라 단기종업원 여 

 유 휴가는 과거 K-GAAP에 따라 지 의무가 

확정되는 시 에서 비용으로 인식한 종업원의  유

휴가에 하여, K-IFRS는 미래 유 휴가 권리를 증가시

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련 비용과 부채를 인

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 인 인식이 필요하다. 

K-IFRS 최 용에 따른  유 휴가의 증가는 이익

잉여 에 반 하 다. 

4.12 금융자산

K-IFRS에서 융자산은 당기손익인식 융자산, 만기

보유 융자산, 여   수취채권, 매도가능 융자산 4

가지로 분류된다. 당기손익인식 융자산은 단기매매목

 는 공정가치옵션을 지정하는 경우와 만기보유 융

자산은 만기까지 보유할 극 인 의도와 능력 요구한다. 

여   수취채권은 지 액이 확정되어 있으며 활성 

거래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 생 융자산이고, 매도

가능 융자산은 매도가능 융자산으로 지정하거나 다른 

범주로 분류되지 않은 비 생 융자산이다. 다만 융자

산 최 로 인식할 때 당기손익인식 융자산과 매도가능

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사례기업의 융자산을 IFRS 분류기 에 따라 구분

하더라도 ‘측정기 ’이 달라지는 것은 없으며, 분류 자체

로 재무상태에 미치는 향은 없다. K-GAAP에서 퇴직

여 치 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을 미수이자로 처리하

고 있으나 이는 퇴직 여 치 (사외 립자산)에 가산할 

항목이고 보증 (콘도  골 회원권)은 무형자산으로 

분류할 항목이다. 임차보증   장기 수보증 에 하

여 취득 때 유효이자율을 용한 공정가치 평가 후 유효

이자율법에 따른 상각후원가로 측정하여야 한다. 

융상품의 최  인식 때 공정가치의 원칙은 거래가

격이다. 다만 임 차보증 의 등은 제공하거나 수취한 

가 내에 ① 계약상 만기 시 에서  등 융자산을 

수취할 권리 ( 융자산), ② 계약을 통해 재화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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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용역을 공 받을 권리 (비 융자산)의 두 가지 요소

가 포함되어 있다. 즉 임차보증 은 계약의 만기 시 에

서 보증 을 환 받을 권리( 융자산)와 만기 시 까지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비 융자산)로 구성되어 있는데, 

K-GAAP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나, K-IFRS에

서는 융자산/비 융자산을 구분하여 분류하고 후속 회

계처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매도가능증권(출자 )에 하여 공정가치 평가(원칙) 

는 원가법 평가( 외)를 결정해야 한다. 원가로 평가한 

지분상품은 ‘미래 상 흐름의 재가치' 측정에 

한 실 인 어려움이 있으며, 손상징후가 발생한 비상

장 지분증권에 한 손상 로세스의 확립이 필요하다. 

융자산의 손상인식은 K-GAAP과 K-IFRS가 요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액의 요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4.13 그룹회계

K-IFRS 용으로 개별재무제표가 아니라 연결재무

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되었고 연결범 가 변동되어, 연결

재무제표 작성 상 종속기업에 한 외규정이 없으므

로 모든 종속회사가 포함되었다. 모든 지배기업( 간지

배기업 포함)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되 특정요건을 모

두 충족하는 간지배기업은 작성의무가 면제되기 때문

에, 사례기업은 비상장종속회사의 IFRS 용범 /방법 

 회계정책의 일치 범 를 결정하여야 한다. 

연결범 의 기 인 지배력 단기   지분율지 은 

지배기업이 직  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 으로 의결

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로 체로 지분율 50% 

과를 의미한다. 다만, 소유권이 지배력을 의미하지 않는

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으면 제외하 다. 실질

지배력 기 은 계약 등에 의하여 이사회 는 이에 따르

는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면할 수 있는 권

한이 있는 경우 등이고, 사실상의 지배력 기 은 지분율

이 50% 미만이더라도 사실상의 지배력(De facto 

Control) 행사 가능한 경우 연결 가능12)하다. K-GAAP

하에서는 지분율이 30%∼50%인 피투자회사가 소규모회

사인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한 법률’에 의해서 

연결범 에서 배제되므로 실질지배력에 한 검토의 필

요성이 없었으나, IFRS에서는 자산규모에 한 외규

정이 없으므로 실질지배력에 한 면 한 검토와 이에 

한 충분한 (문서화된) 증거를 갖추어야 한다. 사례기업

은 과거 회계기 에 따라 연결 상 종속기업에 포함되었

던 ㈜SBS외 2개사가 연결 상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었

고, 연결 상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었던 더스토리웍스㈜

가 연결 상종속기업으로 포함되었다.

연결실체가 변동할 때 손익에 반 하여야 되는데, 연

결실체에 포함할 때는 종속기업의 수익과 비용은 IFRS 

No.3에서 정의하는 취득일(사업결합일)부터 연결재무제

표에 포함한다. 그리고 연결실체에서 제외할 때는 종속

기업의 수익과 비용은 종속기업에 해 지배를 상실하기 

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한다.

4.14 매각예정비유동자산

K-IFRS의 도입으로 비유동자산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을 통해 회수될 정인 경우에는 별도로 매각 정비

유동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 분류요건은 매각을 한 

구체 인 차가 진행 이거나 1년 이내 매각될 가능성 

높은 경우이다. IFRS 환일부터 매각 정비유동자산 

분류기 을 만족하는 처분자산( 는 자산집단)에 해서

는 순공정가치와 장부가액  은 액으로 측정하며 

차액은 당기손익13)으로 반 한다. 이후 보고기간마다 순

공정가치의 재측정을 통해 추가 인 손상차손 는 손상

차손 환입을 인식14)한다. 그러나 사례기업은 분석기 일 

재는 분류 상 항목이 없어서 본 규정이 미치는 향

은 없다. 

4.15 기타

K-IFRS의 용이 기타 항목에 미치는 재무  향으

로 오류수정과 보조  등이 있다. 오류수정은 한 오

류의 개념 삭제 때문에 요한 기오류수정손익을 당기

에 반 할 수 없으므로 소  재작성이 요구된다. 이에 따

라 회계처리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재작성 가능성이 

증가하므로 공시 험(risk)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

다. 그리고 요한 오류 기 에 한 질 , 양  기 을 

고려해야 하는데, 연결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가 되므로 

종속회사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 재작성이 지배회사 재

무제표의 신뢰성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종속회

12) IAS 27본문에 규정된 내용은 아니다.
13) 전환일에는 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
14) 손상차손 환입은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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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회계처리 안과 주요 이슈사항에 해 연결 모회

사의 사  악과 통제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K-GAAP에서는 공시하지 않았던 보조 에 한 회

계정책, 성격, 내용 등에 한 사항을 K-IFRS에서는 주

석으로 공시해야 하며, 과거 회계처리와 K-IFRS 상 회

계처리 차이의 액의 효과가 요하지 않아 과거 회계

처리를 유지하는 방안을 선택하 다. 

5. 결론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기 하

여 도입된 K-IFRS는 최근 들어 회계학계나 기업뿐만 아

니라 자본시장에서도 가장 요한 사건이다. 재 IFRS

가 도입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아서 이를 용해야 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회계정보를 이용하여 경제  의사결정

을 수행해야 하는 정보이용자에게도 아직은 많은 어려움

이 있다. 그리고 IFRS는 통일된 회계기 을  세계 으

로 용하기 때문에 일반 으로 국가 간 회계정보의 비

교가능성을 향상한다는 에서는 정 인 향을 미치

지만, 나라별 회계환경이나 거래 행의 특성을 반 하

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칙 심의 회계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기업 간 비교가능성에는 부정  향을 미치는 것

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이유로 IFRS 용이 정보이용자

에게 더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에 해서는 의

문을 제기할 수 있다[4]. 그 기 때문에 IFRS의 도입 효

과에 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사례연구는 제조업이 아니라 지상 방송업을 상

으로 K-IFRS 용과 련된 도입과정과 재무  효과를 

분석하 다. 도입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 어서, 회계

기  변경으로 인한 향을 분석하는 단계와 이를 실행

하기 한 IT 부문의 system 변경  구축 범  결정 단

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K-IFRS 용으로 재무  향

에 가장 크게 향을 미친 것은 연결 상의 변동으로 인

한 향이고, 개별계정과목 에는 재고자산  무형자

산(방송콘텐츠자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하나

의 기업을 상으로 K-IFRS 용의 향을 구체 인 분

석한 사례연구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만 제조업이 아닌 지상 방송업을 상으로 분석하 다

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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