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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금융 약정에 대한 재무보고 고려사항  

Key points 

최근 공급자 금융(또는 역팩토링) 약정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 년 12 월 IFRS 해석위원회는 

공급자 금융 약정에 대한 재무보고 고려사항을 다루는 안건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기업이 이러한 약정을 

적절하게 표시 및 공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약정은 운전자본, 차입약정비율, 순부채 및 

기타 공시사항과 현금흐름 표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의 투명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급자 금융 약정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1. 주요 사항 

공급자 금융(supplier financing)은 종종 역팩토링(reverse factoring)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세 당사자인 재화의   

공급자, 구매자, 금융제공자(이하 ‘은행’)가 포함됩니다. 은행은 구매자와 공급자 사이에 발생하는 매입채무의 결제를 

용이하게 하고, 공급자가 매입채무의 일반적인 만기보다 일찍 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또는 구매자가 대금을 더 늦게 

지급할 수 있도록) 금융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면, 매입채무(구매자의)와 매출채권(공급자의)이 발생합니다.  

2. 구매자는 매입채무를 '확인'합니다. 즉, 금액, 만기일, 재화가 인도되었는지 여부 및 은행과 합의한 

일자(약정에 따라 매입채무의 만기 또는 그 후)까지 매입채무를 결제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3. 공급자의 매출채권은 은행과의 계약으로 대체됩니다. 

4. 공급자는 원래 만기일 또는 그 전에 은행으로부터 매출채권에 대한 현금을 받습니다. 

5. 구매자는 일반적으로 청구서의 만기일 또는 그 후에 은행에 대금을 지급합니다.  

https://viewpoint.pwc.com/dt/gx/en/pwc/in_depths/in_depths_INT/in_depths_INT/Financial-reporting-considerations-for-supplier/Illustrative-text.html#pwc-topic.dita_8c9b6732-0cee-46f7-9600-179ad8927854_bodydiv_6d238e78-31c5-4b2c-8326-3515ccc030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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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IC 안건 결정 – 공급망 금융 약정  

IFRS 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는 (1) 관련 청구서가 공급자 금융의 일부인 경우, 수취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지급할 부채를 재무제표에 어떻게 표시할지 (2) 공급자 금융 약정에 대해 재무제표에 공시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2020 년 12 월 해석위원회는 안건 결정을 발표하였습니다. 해석위원회는 IFRS 기준서의 원칙과 요구사항이 부채의 

표시, 현금흐름의 표시, 공급자 금융 약정 관련 공시사항을 결정하는 데 적절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해석위원회는 공급자 금융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안건 결정은 언제 적용됩니까? 

안건 결정은 공식적인 시행일이 없습니다. 해석위원회는 안건 결정이 종종 이전에는 이용할 수 없었던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이 회계정책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이하 ‘IASB’)는 기업이 

그러한 결정을 내리고 변경을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모든 변경은 적시에 

이행되어야 한다고도 언급하였습니다. 회계정책의 변경에 소요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가 충분한지는 판단의 문제이며, 

기업 특유의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계정책의 변경은 IAS 8 에 따라 소급적용하고, 공시하며, 비교표시되는 

정보는 재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회계정책의 변경이 소급적용되는 개시 재무상태표에 대한 요구사항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향후 가능한 IASB 의 기준 제정  

잠정적인 안건 결정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IASB 가 공급자 금융 약정과 관련하여 착수할 수 있는 기준 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IASB 는 향후 회의에서 기준 제정에 착수할 것인지를 검토할 것입니다. 

2. 공급자 금융 약정에 대한 주요 재무보고 고려사항 

전반적인 고려사항 

구매자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공급자 금융 약정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IAS 1 문단 15]. 

공급자 금융 약정에 대한 회계처리시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 금융 약정에서 발생하는 부채의 성격이나 

기능이 충분히 다르거나 기업의 재무상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경우에는 그 부채를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IAS 1 문단 29, 54, 55, 57, 58]. 또한 기업은 중요한 경우 이러한 약정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공시와 판단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해석위원회는 안건 결정에서 중요성에 대한 판단에는 양적 및 질적 요소가 모두 포함된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 재무제표에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합니다. 중요성은 정보의 성격이나 크기 또는 둘 다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업은 전체적인 재무제표의 맥락에서 

정보가 개별적으로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중요한지를 평가합니다.  

PwC 견해 

재무정보 이용자는 공급자 금융 약정의 규모와 주요 조건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또한, 약정에 대한 중요성 판단 시 

약정의 규모와 주요 조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약정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업은 

재무보고에 이를 투명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https://www.ifrs.org/projects/completed-projects/2020/supply-chain-financing-arrangements-reverse-factoring/#published-documents
https://viewpoint.pwc.com/dt/gx/en/iasb/standards/standards__1_INT/standards__1_INT/ias_1_presentation_o__15_INT/financial_statements__14_INT.html#pwc-topic.dita_0842014710080068_bodydiv_0842014710080068
https://viewpoint.pwc.com/dt/gx/en/iasb/standards/standards__1_INT/standards__1_INT/ias_1_presentation_o__15_INT/financial_statements__14_INT.html#pwc-topic.dita_0842014710080071_bodydiv_0842014710080071
https://viewpoint.pwc.com/dt/gx/en/iasb/standards/standards__1_INT/standards__1_INT/ias_1_presentation_o__15_INT/structure_and_conten__4_INT.html#pwc-topic.dita_0845014710080108_bodydiv_0845014710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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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고려사항 

공급자 금융 약정에 대한 회계처리 시 기업이 고려해야 할 대표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입채무를 제거해야 합니까? 

2.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표시해야 합니까? 

3. 약정과 관련된 현금흐름을 현금흐름표에 어떻게 표시해야 합니까? 

4. 어떤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까? 

이 지침의  3 번 ~ 6 번에서 각 질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3. 매입채무의 제거 

IFRIC 안건 결정 

금융부채의 제거 

기업은 IFRS 9 ‘금융상품’의 제거 요건을 적용하여 역팩토링 약정 관련 부채의 제거 여부와 시기를 결정합니다. 

공급자에 대한 매입채무를 제거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기업은 재무상태표에 새로운 

부채를 표시할 때 IAS 1 을 적용합니다. 

구매자에게 중요한 이슈는 기존의 부채(즉, 공급자에 대한 매입채무)를 제거하고 은행에 대한 새로운 부채를 인식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매입채무가 제거되면 구매자는 

ㆍ 새로운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ㆍ 기존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새로운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구매자는 매입채무 제거 여부와 시기를 IFRS 9 의 제거 요건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구매자가 공급자에 대한 매입채무가 제거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은행에 대한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할 경우 

재무상태표에 새로운 금융부채를 표시하는 방법은 IAS 1 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4 번 참조). 

IFRS 9 에 따라 금융부채(매입채무 또는 기타)는 소멸한 경우(즉,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IFRS 9 문단 3.3.1]. 

금융부채(또는 그 일부)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멸됩니다. 

ㆍ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반적으로 현금, 그 밖의 금융자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부채 (또는 그 일부)를 

이행한 경우, 또는 

ㆍ 법적 절차 또는 채권자에 의해 부채(또는 그 일부)에 대한 일차적 의무를 법적으로 면제받은 경우 

[IFRS 9 App B 문단 B3.3.1]. 

또한 IFRS 9 에 따라 기존 금융부채(또는 그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합니다. [IFRS 9 문단 3.3.2]. 

따라서 기업은 공급자 금융 약정에 따라 매입채무가 새로운 약정으로 인식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공급자 금융 약정은 채무의 경제적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함에 따라 회계적인 관점에서 최초의 의무가 

소멸되고 새로운 의무가 생긴 것으로 판단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https://viewpoint.pwc.com/dt/gx/en/iasb/standards/standards__1_INT/standards__1_INT/ifrs_9_financial_ins__1_INT/chapter_3_recognitio_INT.html#pwc-topic.dita_1511061701115519_bodydiv_1511061701115519
https://viewpoint.pwc.com/dt/gx/en/iasb/standards/standards__1_INT/standards__1_INT/ifrs_9_financial_ins__1_INT/chapter_3_recognitio_INT.html#pwc-topic.dita_1511061701115519_bodydiv_1511061701115519
https://viewpoint.pwc.com/dt/gx/en/iasb/standards/standards__1_INT/standards__1_INT/ifrs_9_financial_ins__1_INT/chapter_3_recognitio_INT.html#pwc-topic.dita_1511061701115519_bodydiv_151106170111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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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3.1 – 공급자 금융 약정으로 인해 매입채무가 제거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4. 재무상태표 표시 

IFRIC 안건 결정 

재무상태표 표시 

IAS 1 ‘재무제표 표시’는 기업이 재무상태표에 부채를 표시하는 방법을 정의합니다.  

IAS 1 문단 54 는 기업이 다른 금융부채와 별도로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를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는 다른 금융 부채와 성격이나 기능이 충분히 다르므로 별도의 표시가 필요합니다(IAS 1 문단 57). IAS 

1 문단 55 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경우(문단 54 에 나열된 항목을 세분화하는 것을 포함) 

개별 항목을 추가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역팩토링 약정의 일부인 부채를 어떻게 표시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a.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 내에 표시; 

b. 다른 금융 부채 내에 표시; 또는 

c.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항목과 분리된 개별 항목으로 표시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11(a)는 '매입채무는 공급받은 재화나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청구서를 받았거나 공급자와 공식적으로 합의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부채'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IAS 1 문단 70 은 '매입채무 등과 같은 일부 유동부채는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기업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매입채무로 표시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a.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지급될 부채이고, 

b. 공급자와 공식적으로 합의하였거나 청구서를 받았고, 

c.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인 경우 

IAS 1 문단 29 는 기업이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 아니라면,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문단 57 은 항목(또는 통합된 유사 항목)의 크기, 성격 또는 기능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이해하기 위해 구분표시가 필요한 경우 그러한 항목을 추가로 재무상태표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기업은 역팩토링 약정의 일부인 부채를 IAS 1 을 적용하여 표시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a. 해당 부채가 매입채무를 거래하는 것과 유사한 성격 및 기능을 가질 때만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의 

일부로 표시 - 예: 해당 부채가 기업의 정상영업주기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인 경우 

b. 크기, 성격 또는 기능상 기업의 재무상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경우 구분 표시. 부채를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로 통합할지를 포함하여) 구분하여 표시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기업은 부채의 금액, 

성격 및 시기를 고려합니다 (IAS 1 문단 55 및 58). 

해석위원회는 역팩토링 약정의 일부인 부채를 별도로 표시할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a. 약정 없이는 제공되지 않는 추가 담보가 약정의 일부로 제공되는지 여부 

b. 약정의 일부인 부채 조건이 약정의 일부가 아닌 기업의 매입채무의 조건과 다른 정도.  

IFRS 9 문단 3.3.1 또는 3.3.2 에 따라 공급자에 대한 최초 부채가 소멸되거나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은행에 대한 

부채는 일반적으로 '매입채무'가 아닌 은행 차입금 또는 다른 적절한 항목으로 표시됩니다. 

https://viewpoint.pwc.com/dt/gx/en/pwc/in_depths/in_depths_INT/in_depths_INT/Financial-reporting-considerations-for-supplier/Illustrative-text/FAQ-3-1-Factors-to-consider-when-determining-whether.html#pwc-topic.dita_0672c605-4105-47b7-a3c0-838dafcc3f1b_bodydiv_6d238e78-31c5-4b2c-8326-3515ccc0303c
https://viewpoint.pwc.com/dt/gx/en/iasb/standards/standards__1_INT/standards__1_INT/ias_1_presentation_o__15_INT/structure_and_conten__4_INT.html#pwc-topic.dita_0845014710080108_bodydiv_0845014710080108
https://viewpoint.pwc.com/dt/gx/en/iasb/standards/standards__1_INT/standards__1_INT/ias_1_presentation_o__15_INT/structure_and_conten__4_INT.html#pwc-topic.dita_0845014710080108_bodydiv_0845014710080108
https://viewpoint.pwc.com/dt/gx/en/iasb/standards/standards__1_INT/standards__1_INT/ias_1_presentation_o__15_INT/structure_and_conten__4_INT.html#pwc-topic.dita_0845014710080108_bodydiv_0845014710080108
https://viewpoint.pwc.com/dt/gx/en/iasb/standards/standards__1_INT/standards__1_INT/ias_1_presentation_o__15_INT/structure_and_conten__4_INT.html#pwc-topic.dita_0845014710080108_bodydiv_0845014710080108
https://viewpoint.pwc.com/dt/gx/en/iasb/standards/standards__1_INT/standards__1_INT/ias_37_provisions_co__13_INT/definitions__169_INT.html#pwc-topic.dita_0823174011111390_bodydiv_0823174011111390
https://viewpoint.pwc.com/dt/gx/en/iasb/standards/standards__1_INT/standards__1_INT/ias_1_presentation_o__15_INT/structure_and_conten__4_INT.html#pwc-topic.dita_0845014710080105_IAS01_AMD58
https://viewpoint.pwc.com/dt/gx/en/iasb/standards/standards__1_INT/standards__1_INT/ias_1_presentation_o__15_INT/financial_statements__14_INT.html#pwc-topic.dita_0842014710080071_bodydiv_0842014710080071
https://viewpoint.pwc.com/dt/gx/en/iasb/standards/standards__1_INT/standards__1_INT/ias_1_presentation_o__15_INT/structure_and_conten__4_INT.html#pwc-topic.dita_0845014710080108_bodydiv_0845014710080108
https://viewpoint.pwc.com/dt/gx/en/iasb/standards/standards__1_INT/standards__1_INT/ias_1_presentation_o__15_INT/structure_and_conten__4_INT.html#pwc-topic.dita_0845014710080108_bodydiv_0845014710080108
https://viewpoint.pwc.com/dt/gx/en/iasb/standards/standards__1_INT/standards__1_INT/ifrs_9_financial_ins__1_INT/chapter_3_recognitio_INT.html#pwc-topic.dita_1511061701115519_bodydiv_151106170111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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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부채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에도 구매자는 IAS 1 문단 54 및 55 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 

내의 표시가 여전히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IAS 1 의 문단 15 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거래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하고 기업의 재무상태가 공정하게 표시되도록 

선택된 개별 항목에 대한 설명은 주의 깊게 고려되어야 하고, 재무제표 이용자에 목적적합한 정보를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유사한 항목은 함께 표시해야 하고, 상이한 항목을 함께 표시해서는 안됩니다. 전체적인 효과가 오해를 일으키지 

않아야 합니다.  

FAQ 3.1 에 포함된 질문은 매입채무가 제거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채가 성격 또는 기능으로 인해 별도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현금흐름표 표시 

IFRIC 안건 결정 

현금흐름표 표시 

IAS 7 ‘현금흐름표’ 문단 6 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a. 영업활동: 기업의 주요 수익창출활동, 그리고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이 아닌 기타의 활동  

b. 재무활동: 기업의 납입자본과 차입금의 크기 및 구성내용에 변동을 가져오는 활동 

역팩토링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약정에 따라 현금흐름을 어떻게 분류할 지 결정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영업활동 

현금흐름 또는 재무활동 현금흐름입니다. 해석위원회는 약정의 일부인 부채의 성격에 대한 기업의 평가가 관련 

현금흐름이 영업활동 또는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인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관련 부채를 기업의 주요 수익 창출 활동에 사용된 운전자본의 일부인 거래 또는 기타 채무로 간주하는 

경우, 기업은 현금흐름표에서 영업활동에서 생기는 부채를 결제하기 위한 현금 유출로 표시합니다. 반대로, 기업이 

관련 부채가 차입금을 나타내기 때문에 매입채무 또는 기타채무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기업은 현금흐름표에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부채를 결제하기 위한 현금유출로 표시합니다.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투자활동과 재무활동 거래는 현금흐름표에서 제외됩니다 (IAS 7 문단 

43). 결과적으로, 역팩토링 약정의 일부로 청구서가 인수 될 때 기업에 현금유입 및 현금유출이 발생하면 기업은 

현금흐름표에 해당 현금흐름을 표시합니다. 금융 거래에서 기업에 대해 현금유입이나 현금유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거래는 재무활동에 대하여 모든 목적적ㄱ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의 다른 부분에 

공시합니다 (IAS 7 문단 43). 

안건 결정은 기업의 현금흐름을 어느 것으로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공급자 금융 약정이 

현금흐름표에 표시되는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FAQ 5.1 – 역팩토링 약정과 관련된 현금흐름은 현금흐름표에서 어떻게 분류해야 합니까?  

https://viewpoint.pwc.com/dt/gx/en/iasb/standards/standards__1_INT/standards__1_INT/ias_1_presentation_o__15_INT/structure_and_conten__4_INT.html#pwc-topic.dita_0845014710080108_bodydiv_0845014710080108
https://viewpoint.pwc.com/dt/gx/en/pwc/in_depths/in_depths_INT/in_depths_INT/Financial-reporting-considerations-for-supplier/Illustrative-text/FAQ-3-1-Factors-to-consider-when-determining-whether.html#pwc-topic.dita_0672c605-4105-47b7-a3c0-838dafcc3f1b_bodydiv_6d238e78-31c5-4b2c-8326-3515ccc0303c
https://viewpoint.pwc.com/dt/gx/en/iasb/standards/standards__1_INT/standards__1_INT/ias_7_statement_of_c__9_INT/definitions__147_INT.html#pwc-topic.dita_0815174611084833_IAS07_pr6
https://viewpoint.pwc.com/dt/gx/en/iasb/standards/standards__1_INT/standards__1_INT/ias_7_statement_of_c__9_INT/noncash_transactions__1_INT.html#pwc-topic.dita_0815174611084838_IAS07_pr43
https://viewpoint.pwc.com/dt/gx/en/iasb/standards/standards__1_INT/standards__1_INT/ias_7_statement_of_c__9_INT/noncash_transactions__1_INT.html#pwc-topic.dita_0815174611084838_IAS07_pr43
https://viewpoint.pwc.com/dt/gx/en/iasb/standards/standards__1_INT/standards__1_INT/ias_7_statement_of_c__9_INT/noncash_transactions__1_INT.html#pwc-topic.dita_0815174611084838_bodydiv_0815174611084838
https://viewpoint.pwc.com/dt/gx/en/pwc/in_depths/in_depths_INT/in_depths_INT/Financial-reporting-considerations-for-supplier/Illustrative-text/FAQ-5-1-How-should-the-cash-flows.html#pwc-topic.dita_55985876-e42d-4b31-bea3-1316804c816c_bodydiv_6d238e78-31c5-4b2c-8326-3515ccc030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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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 

IFRS 7 금융상품 공시 

IFRIC 안건 결정 

IFRS 7 ‘금융상품: 공시’ 문단 31 은 재무제표 이용자가 기업이 노출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특성과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IFRS 7 은 유동성 위험을 '현금이나 다른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는 금융부채에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으로 정의합니다. 

해석위원회는 역팩토링 약정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흔히 유동성 위험을 야기한다고 보았습니다. 

a. 다양한 공급자가 아닌 하나의 금융기관에 기업의 부채가 집중됩니다. 기업은 역팩토링 약정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다른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이러한 거래상대방의 집중은 기업이 단일 당사자에게 일시에 유의적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위험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b. 기업이 연장된 지급 조건에 의존하게 되거나, 기업의 공급자가 역팩토링 약정에 따른 조기지급에 

익숙해지거나 의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역팩토링 약정을 철회하는 경우, 기업은 부채 상환 

능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그 기업이 이미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IFRS 7 문단 33 ~ 35 는 유동성 위험을 포함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와 위험이 생기는 

형태, 위험 관리를 위한 기업의 목적, 방침 및 절차와 보고기간 말에 기업이 노출된 유동성 위험에 대한 간략한 양적 

자료(이 자료가 해당 기간 동안 기업의 유동성 위험 노출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 정보 포함) 그리고 

위험의 집중에 관한 정보를 기업이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IFRS 7 의 문단 39 와 B11F 는 기업이 유동성 

위험 공시를 작성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추가 요구사항과 요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PwC 견해 

유동성 위험 공시는 공급자 금융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재무상태와 공급자 금융 약정의 지속적인 효용에 대한 

구매자의 의존정도도 고려해야합니다. 구매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공급자 금융 약정을 이용할 수 없을 

가능성에 대한 이해는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유동성 위험 공시에 대한 추가 지침과 논의는 PwC MoA  47 장 문단 107 ~ 110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IAS 1 추가 공시 

IFRIC 안건 결정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기업은 역팩토링 약정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주석을 추가 공시할 지 여부를 

결정할 때 판단을 적용합니다. 

해석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 

a. 역팩토링 약정과 관련된 부채 및 현금흐름을 표시하는 방법을 평가하는 데는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그 판단이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단 중 하나라면 이러한 

관점에서 경영진이 내린 판단을 공시한다(IAS 1 문단 122). 

https://viewpoint.pwc.com/dt/gx/en/iasb/standards/standards__1_INT/standards__1_INT/ifrs_7_financial_ins__5_INT/nature_and_extent_of__18_INT.html#pwc-topic.dita_0817154710090088_bodydiv_0817154710090088
https://viewpoint.pwc.com/dt/gx/en/iasb/standards/standards__1_INT/standards__1_INT/ifrs_7_financial_ins__5_INT/nature_and_extent_of__18_INT.html#pwc-topic.dita_0817154710090090_bodydiv_0817154710090090
https://viewpoint.pwc.com/dt/gx/en/pwc/manual_of_accounting/ifrs/ifrs_INT/ifrs_INT/47_presentation_and__INT/risk_management_INT.html#pwc-topic.dita_1633254509148252_bodydiv_1633254509148252
https://viewpoint.pwc.com/dt/gx/en/iasb/standards/standards__1_INT/standards__1_INT/ias_1_presentation_o__15_INT/structure_and_conten__4_INT.html#pwc-topic.dita_0844014710080091_bodydiv_084401471008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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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역팩토링 약정은 기업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그러한 정보가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하다면 (IAS 1 문단 112) 재무제표에 역팩토링 약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해석위원회는 중요성 판단에는 양적 및 질적 고려가 모두 포함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IAS 7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내역 공시 

IFRIC 안건 결정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IAS 7 의 문단 44A 는 기업이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해석위원회는 역팩토링 약정의 일부인 부채의 현금흐름이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되었거나, 미래에 재무활동으로 분류된다면, 해당 부채에 대해 공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7. 공급 업체 자금 조달 사례 

역팩토링 및 공급자 금융 약정은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발생할 수있는 몇 가지 

일반적인 공급자 금융 약정에 IFRS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EX 7.1 – 공급자 금융 약정의 예 

 

 

 

 

 

 

 

 

 

 

 

 

PwC는 IASB의 제·개정 프로젝트를 요약하여 전달하는 'In brief'와 상세한 실무적용이슈를 다루는 'In depth'를 

통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최근 제·개정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 자료는 이를 번역한 것으로서 각 

사례는 결정 시점 당시 유효한 국제회계기준서를 기초로 작성되어 그 이후의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자료는 우리나라 감독기관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구체적인 회계처리 판단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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