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PO 준비 및 
전략수립자문



IPO 현황
한국 IPO 시장의 규모는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높은 IPO 승인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Global IPO market 규모 역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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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IPO 활성화 정책으로 IPO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됨 

• 2019년 기준 상장사 수는 103개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 2019년 상장 개별종목 공모금액이 전기대비 

증가하여 총공모금액은 증가

 정부의 IPO 활성화 정책으로 높은 IPO 

승인율 예상

• 기업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심사기준 완화

• 성장성 높은 기업의 상장을 지원하는 ‘테슬라 

요건’의 신설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성장 전망

2014년 이후 IPO 시장 공모현황 

연도별 승인율 현황



Samil PwC’s IPO Services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는 IFRS 도입준비 미흡, 내부통제 미비, 회계세무 Risk 관리,  

IPO 프로젝트 관리 등의 어려움으로 상장포기 또는 지연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통합적인 IPO 서비스를 통하여 회사의 상장실패 Risk를 최소화 하고,  

성공적인 상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IPO시 겪는 어려움 삼일이 제공하는 서비스

IFRS 도입 및  

복잡한 회계처리

IFRS 도입자문

IFRS 도입전략 및 의사결정에 대한 자문

복합금융상품, 수익인식 등 복잡한 회계처리 검토 및 재무영향 분석

지정감사인 제출용 재무제표 및 주석 작성

Private Accountant 자문(지정감사인 대응)

P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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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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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 및 

내부통제절차 부진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자문

문서화를 동반한 내부회계관리의 적정성 확보 및 내부 확립

회계, 자금 등 프로세스 업무분장 확립 및 운영지원

주관사 선정, IPO 시점 및 구조 자문

주관사 실사 및 거래소 심사 대응

유가증권 신고서, 예비심사 청구서 작성 지원

IPO 프로젝트 관리 Project Manangement 자문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방안 수립

회계·세무 Risk 관리 및 

재무 건전성 진단

Health Check 자문

기업 업종, 규모 등 적용가능 세제혜택 등 종합 세무자문

상장으로 인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및 기업 상속에 대한 자문

지정 회계감사 전 재무 건전성 확보 방안 수립

부정, 오류의 발견 등 회사의 Risk 진단 및 대응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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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of Contact

상장과 관련하여 보다 더 많은 내용을 상담하고 싶으시면  

아래의 삼일회계법인의 전문가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www.sam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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