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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기업의 분식회계 배경과 시사점 

노 순 갑* 

〈요 약〉 

엔론의 몰락을 몰고 온 분식회계 문제가 글로벌크로싱， 아델피아 그리고 월드컴 

의 파산사태로 이어지면서 이들 사태가 미국 경제질서에 하나의 변곡점을 낳게 하 

였다 이러한 대기업의 연쇄 파산 파문은 신경제의 후유증과 금융자본주의의 확산 

이라는 경제적 상황. 기업과 회계감사법인의 그룻된 관행과 행태 그리고 기업회계 

기준 등의 제도적 허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본 논문은 

미국의 분식회계 파장을 통하여 몇 가지 교훈과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한국은행 
본 논문은 저자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고급금융과정 (ABP) 수료논문을 바탕으로 작 
성되었다. 작성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신 조재호 교수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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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엔론의 몰락을 몰고 온 분식회계 문제가 글로벌크로싱(통신) , 아델피아(방송/ 

미디어) 그리고 월드컴(통신)의 파산사태로 이어지면서 이들 사태가 미국 경제 

질서에 하나의 변곡점을 낳게 하였다. 엔론은 파트너십 (partnership)과 특수목 

적회사(special purpose entities: SPE)를 설립한 후 이들과의 거래를 통하여 

매출과 이익을 조작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신용등급이 추락하 

고 자금회전이 경색되면서 결국 2001년 12월에 파산하게 되었다. 이 회사의 파 

산 시 자산규모는 634억 달러였다. 월드컴은 38억 달러에 달하는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 이익을 과대계상하는 분식회계를 자행하였다 이와 같은 

경영상태의 노출과 신용등급의 하향조정 등으로 채권 금융기관과의 채무협상이 

무산되어 2002년 6월에 파산하였다. 이 기업의 파산시 자산규모는 1. 038억 달 

러였다. 이러한 대기업의 연쇄 파산 파문은 신경제의 후유증과 금융자본주의의 

확산이라는 경제적 상황， 기업과 회계감사법인의 그릇된 관행과 행태 그리고 기 

업회계기준 등의 제도적 허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기업들이 분식회계로 파산하자 관련기관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게 된다

의회는 상원 민주당， 하원 공화당 및 하원 민주당이 각각 개혁법안을 마련하였고 

행정부(대통령)는 10대 계획 (Ten-Point Plan)을 주창하였다. 또한 증권거래위 

원회와 공인회계사협회 등도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들 개혁안은 월드컴이 파산하기 전까지는 논의만 무성한 채 제도화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었다. 월드컴의 파산으로 기업회계에 대한 개혁압력이 거세지자 비로 

소 • 기업회계개혁법 (Sarbanes-Oxley Act Of 2002) J 이 제정되어 2002년 7 

월 30일부터 발효케 된 것이다 r워싱턴포스트」는 이 법을 2002년 7월 25일자 

기사에서 1930년대 증권거래위원회 설립 및 은행과 투자회사의 강제분리를 골자 

로 하는 법률(Glass-Steagall Act , 1933)제정 이후 가장 중요한 경제법률이라 

고 평가했다 

우리는 미국의 분식회계 파장을 통하여 몇 가지 교훈과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외환위기 이후 우리는 미국식 경영을 급속하게 도입 모방해 왔는데 이를 비 

판적으로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회계기준과 회계관행을 더욱 투명 

하게 확립하여 회계부정과 회계사기의 소지를 없애고 감사실패도 근절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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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업은 기업내재가치의 핵심인 경쟁력 강화와 장기성과 

추구에 주력하고! 최고경영자에게는 한충 높은 기업윤리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먼저 엔론과 월드컴의 분식회계 사례를 정리하고 분식회계의 배경 

과 원인을 분석한다. 이어서 규제기관별 대웅방안올 알아보고 기업개혁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 

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1. 주요 분식회계 사례 

미국의 기업중 수익이나 매출을 과대계상하는 기업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í비지니스위크」 는 2001년 5월 14일자의 숫자놀음(The Numbers 
Game)이라는 기사에서 ‘최근에는 프로포마 회계에 의한 실적보고(pro forma 
reporting)가 횡행하고 있다.’ 고 고발하고 있을 정도이다. 다시 말해 기업실적 

을 좋게 보이기 위해 오랜 세월에 걸쳐 다져진 「일반회계원칙 (GAAP)J 을 무 

시하고 비전통적이며 의심스러운 관행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이해당사자를 기만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합병이후 발표되는 프로포마 회계에 의한 실적은 마치 

회사가 합병 이전부터 그러한 실적을 올린 것처럼 투자자들을 오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공개기업중 1981년에는 3개 기업만이 그들의 결산 내용을 수정 

발표하였으나. 1997에는 92개로. 2002년에는 250개 기업으로 대폭 증가하였 

다. 2002년도 명단에는 제록스와 같은 유명기업도 포함되었는데 이 회사는 

1997년 -2001년 중 14억 달러의 이익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나 증권거래위 

원회로부터 1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렇게 만연된 분식회계 관행은 엔 

론의 파산을 계기로 그 심각성이 수면위로 부상하였으며 월드컴의 파산으로 그 

파문이 크게 확산되어 미국의 기업회계개혁을 가속화시킨 모벤텀이 되었다. 

1 . 엔론(Enron)의 홍망 

가. 고도성장기 : 에너지 중개시장을 창출 

정부규제하에 천연가스 및 전기를 공급하는 소규모 회사였던 엔론은 1990년 

대 초반 에너지산업 규제완화를 틈타 급부상하였다. 전통적인 송유관 회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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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에너지 중개사업에 새로운 가능성올 발견하였다. 에 

너지산업 규제완화 이후 시장변화를 간파하고 전력 중개사업을 시작하여 전력이 

남아도는 지역과 부족한 지역간의 전기 현물거래를 주도하고 전력수요 절정기에 

대비하여 선물거래도 시작하였다. 1990년대 후반 엔론은 구경제의 기반위에 신 

경제를 결합시킨 혁신적인 기업으로서의 평판을 구축하고 선물， 옵션 둥 첨단 금 

융공학 기법을 활용하여 전력 가격 급등락에 따른 위험 최소화에도 노력하였다. 

에너지중개를 통해 얻은 노하우를 확장하여 다른 분야의 중개시장도 창출하였는 

데， 인터넷붐에 편승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시간대별 사용량을 거래하였으며， 

광고방송시간， 날씨， 전파 경매 등 미개척의 영역으로 확장하였다. 발전소 건설 

과 가스송유관 영업 등 기존 사업을 지속하면서 독특한 e business 7'l래를 지속 

한 결과 온라인에서의 거래량이 엔론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하였으며， 메릴린 

치 증권사는 엔론을 ‘신경제.기업으로 분류할 정도였다.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다 

양한 분야에 사업영역을 확산한 엔론은 1990년대 후반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각 

광받는 기업으로 평가받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세확장을 배경으로 엔론은 창업 

15년 만에 포윤 500대 기업순위 7위를 기록(2000년)하는 위업을 달성하였으 

며. 2000년 5월 정점에서 주가가 90달러에 거래되며 기업가치가 7백억 달러에 

육박하게 되었다 

엔론의 사세확장 

1985년 2CXXl년 
응칸드。디4 전。~T'-、 15,076 18，αxl 

사업영위국가 4개국 30개국 

자산규모 120억 달러 330억 달러 

보유 송유관 37，αU마일 32，뼈마일 

발전소 건설수 14 
Fortune500 순위 7 

나 리스크의 확대· 파트너십 등을 통한 성장 추구 

엔론은 기존의 에너지 온라인 거래 확대와 새로운 사업영역으로의 진출을 위해 

파트터십 형태로 자회사를 설립하고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금융기관， 주정부의 

연금등을 파트너로 영입하였다. 엔론은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 

기 위해 파트너십을 설립하였으며 투자자 유치과정에서 고율의 투자수익률을 보 

장하였다. 또한.3.500여개의 특수목적회사(SPE)를 설립하여 약 400억 달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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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을 조달하였는데 이 자금은 엔론사의 자산이전 둥에 대한 대가로 사용되었 

다 엔론은 파트너십과 특수목적회사의 운영을 통해 자금조달， 부채은닉， 이익과 

대계상 등을 도모하였다. 고속성장을 거듭하며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막대한 자본을 이들 회사를 통해 조달하였는데 이렇게 조달된 자금은 

궁극적으로는 엔론이 상환해야 할 부채지만 장부상으로는 이들 별도 법인의 부채 

로 기록된 것이다. 높은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높은 이익을 실현해야 했 

기 때문에 엔론은 특수관계인인 이들 회사와 반복적인 거래를 통해 동사의 부실 

자산을 이전하여 가공이익을 계상하였으며， 이들 회사에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차익(사실상 미실현 이익)을 수익으로 계상하고 실제 사업 전개시 입은 손실은 

이들 회사의 장부에 기록하는 동의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자행하였다. 

엔론의 이익 부풀리기 ; 브레이브하트 파트너십 

o 엔론은 자신이 보유한 광대역 네트워크를 통해 주문형 비디오롤 공급하기 위 
해 브레이브하트라는 파트너십을 설립 

o 브레이브하트의 자본조달율 위해 엔론은 이 파트너십에 자사 주식을 제공하고 
외부 투자자롤 유치 

o 브레이브하트는 엔론의 광대역 비디오 사업권을 1 억 1 천5백만달러에 매입하고 
이롤 담보로 외부 금융기관에 같은 금액을 제공 받음. 만일 브레이브하트 사 

업이 실패하는 경우 엔론이 투자원금 및 이자롤 보장해주기로 약정 

o 멘론은 브레이브하트에 판매한 사업권 대금을 곧 바로 수익으로 계상했지만 
이 사업은 가입자 유치실패로 무산되고 멘론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했음 

엔론은 자신이 운영한 수십개에 달하는 파너십을 철저하게 비공개로 운영하였 

다，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하면 파트너십의 경우 외부지분 비율이 3%이상이면 자 

회사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엔론은 자사 출자를 97%이하로 한정하는 

편법을 사용하여 독립조직으로 위장한 것이다. 또한 외부지분의 경우에도 엔론이 

만든 또 다른 파트너십이 출자하는 형식을 취해 대부분의 파트너십은 실제적으로 

는 거의 엔론의 관리하에 놓였던 것이다. 엔론이 고속성장을 하고 높은 수익을 실 

현했을 때에는 외부투자가들이 파트너십 거래와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했 

으며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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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뢰의 추락: 신용상실과 파산 

2000년 10월 엔론과 산하 파트너십간의 거래에서 막대한 부실이 발생되었음 

이 밝혀점에 따라 엔론의 불투명한 거래에 대한 의혹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엔론 

은 2000년 3/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한 파트너십과의 거래 손실 등으로 6억 

달러 이상의 특별 손실을 입었음을 공표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엔론과 파트너십 

과의 관계에 대해 투자자들이 주목하면서 엔론의 불투명한 경영 관행에 대한 비 

판이 고조되기에 이르렀다. 그간 엔론의 파트너십 운영과 관련 12억 달러에 달하 

는 기업가치가 소멸되었음이 공표되면서 투자자의 신뢰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었 

다. 그동안 엔론의 외형과 실적이 과대 포장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투자자들 

의 신뢰는 회복불능 상태로 추락한 것이다. 엔론의 2000년 매출은 당초 발표한 

1 ， 007억 달러가 아나라 63억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따라 엔론 

의 기업순위(매출기준)는 7위에서 287위로 추락하였으며， 발표된 순이익은 25 

억 7천만 달러이지만 실제 내부 유보된 순이익은 4억 7 ，400만 달러에 불과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무디스가 엔론의 장기회사채에 대한 신 

용등급을 정크본드 수준인 Baa로 강등함에 따라 에너지 사업자들이 엔론과의 파 

생상품 거래를 회피하게 되었다 엔론은 자산매각， 타 에너지 회사와의 합병 등 

회생 노력을 기울였으나 투자자들의 외면으로 2001년 12월 4일 공식적으로 파 

산을 선언하게 된 것이다. 미 연방 파산법원은 스위스의 금융기관인 UBS워버그 

를 엔론의 에너지 거래 사업부문 인수자로 결정하면서 인수에 따른 대금을 치르 

지 않는 대신 엔론과 채권자들에게 사업상 벌어들이는 로열티를 지불하며 연차적 

으로 로열티를 받을 권한을 사들이도록 하였는데 로열티와 연차별 로열티 권한 

매입가격은 총 20억 달러로 추산되었다. 부채를 인수하지 않는 자산인수 방식으 

로 초기에 자금 부담없이 사업부문을 인수한 뒤 정상화해 벌어들인 돈 가운데 일 

부를 로열티로 지급하는 것으로 UBS입장에서는 회사를 경영하는 대가로 새로운 

회사를 얻는 셈이 되었다. 

2 , 월드콤(Worldcom)의 부침 

1983년 장거리 전화회사로 설립된 이 회사는 대형 인수 · 합병을 통해 사세를 

확장해 온 기업으로 1990년대 하이테크 열풍을 배경으로 70여건의 인수 · 합병 

윌- 통해 기업규모를 키워온 결과 파산전에는 자산규모가 1. 040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내 두 번째 통신회사의 지위를 굳혔던 기업이다. 특히 1999년 Sprint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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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합병을 합의했을 때의 주가는 최고치 ($64)를 기록하였으며， 기업가치는 

1.150억 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이 계약은 독점금지조항에 위배되어 성사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02년 들어 증권거래위원회가 이 회사의 회계처리절차와 경영진에 대 

한 대출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였다. 회 

사는 주가를 떠받치기 위해 최고경영자인 Bernie Ebbers에게 자사주 매입자금 

으로 4억달러 이상을 대출하였는데 이는 본인 2천7백만주， 이사회 이사 및 경영 

진 5천만주， 감사위원회 의장 50만 주의 주식보유량을 감안할 때 불법 대출혐의 

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2002년 4월 Ebbers사임 후 내부감사에서 2001년 

부터 2002년 1/4분기까지 38억 달러의 수익적지출이 자본적지출로 회계처리되 

어 이익이 과대 계상되었음이 밝혀지게 되었다. 수익적지출은 당해년도에 모두 

비용으로 계상되는 반면 자본적지출은 몇 년에 걸쳐 일정금액씩 비용화하므로 현 

금흐름과 당기순이익이 과다계상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월드컴은 2001년도 

당기 순이 익 이 14억 달러 . 2002년도 1/4분기 당기 순이 익 이 1 억 3천만 달러 인 

것으로 발표하였는데 이는 모두 허구인 것이 들어나고 말았다. 이와같은 경영상 

태의 시장노출과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하향조정 . S&P 500 Index 지수에 

서의 탈락 등으로 채무협상이 무산되어 결국 2002년 6월 27일 파산을 선언하기 

에 이르렀다‘ 

주요인수·합병내용 

연도 피 인수 합병기업 二C그}QJj 비고 

1995 Williams Telecommunications 25억 달러 
회사명 변경 

LDDS• Worldcom 

1잃8 MCI Communications Corp. 400억 닮러 당시까지 사상 최대금액 

Brooks Fiber Properties Inc. 12억 달러 

CompuServe Corp. 13억 달러 

2001 Intermedia Communications Inc. 1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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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lI. 분식회계의 배경 및 주요원인 

1 . 신경제의 후유증과 금융자본주의의 확산 

신경제 활황은 경영자에게 단기간에 고성장을 달성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 

을 주었다 인터넷기업과 전통기업간의 시장가치 역전현상이 경영자들의 가치관 

을 혼란케하고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CEO들이 단기간에 고성장과 고수익 

을 기대하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려는 분위가 팽배하였다. 예를 들면 천연 

가스 업체였던 엔론은 광대역통신， 재보험， 파생금융상품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 

여. 2000년에는 「포윤」 선정 매출순위 7위로 도약하는 기염을 토했던 것이다. 

그러나 신경제가 급격히 붕괴되자 분식회계를 통해 적자를 감추거나 실적을 과장 

함으로써 시장가치를 왜곡하려고 했다. 신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통신관련 

산업의 경우 과잉투자와 실적악화가 두드러져 부실은폐의 유혹이 가장 컸던 산업 

이라 여겨진다- 한편 ’신경제의 침체없는 지속 성장이라는 신화에 빠져있던 증시 

는 시장기대치라는 이름으로 기업들에게 계속 고수익을 요구하였는데 시장가치 

가 최고경영자에 대한 평가로 직결되기 때문에 회계조작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신경제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산업과 기업에 대한 월스트리트의 지배력이 지속 

적으로 강화되었다. 기업을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취급하고， 적대적 인수 · 합병 

및 매각을 추구하는 월스트리트식 기업관이 확산되면서 기업의 장기적 내재가치 

보다는 회계가치의 증대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압도하였다. 분식회계가 해당 기업 

과 월스트리트 관계자들이 유착하여 저지른 부정행위라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조지 소로스는 ”법규를 피해가도록 서로 돕는 산업이 지나치게 발달되어 있다”고 

비판할 정도였다. 기업들은 자사의 회계기준과 경영시스템을 월스트리트의 요구 

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구축하고 제품， 고객， 경쟁자보다는 월가의 요구에 충실하 

게 부응함으로써 기업 본연의 경쟁력 강화에는 소홀 하였다. 더구나 투자은행과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은 자신의 예상수익률에 맞추어 기업의 분기별 실적을 수 

정 발표하도록 요구할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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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감사 둥의 제도적 취약성 노정 

기업들이 회계제도의 허점올 악용하고 회계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계속 방치되 

어 온데도 그 원인이 있다 하겠다. 미국 회계규정인 「일반회계원칙 (GAAP)J 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를 보면， 엔론의 경우 지주회사가 특수목적회사의 지분을 

50%이상 소유하지 않을 경우 특수목적회사의 실적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아 

도 되는 GAAP의 규정을 악용하여 49%의 지분만을 보유한 특수목적회사를 설 

립하여 손실을 은폐하였다. 또한. GAAP이 다양한 금융상품과 거래기법을 적절 

하게 규정하지 못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엔론이 순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사용한 

부채의 주식전환 기법은 GAAP에 위반되지 않는 기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회계기준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회계감사 체제였다. 이번 사태를 계기 

로 회계업계의 자율규제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었다. 회계감 

사인이 경영진에 의하여 실무적 목적에 의해 선택되고 회계감사인들은 그들의 이 

익단체 (AICPA)가 설정한 룰에 의해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동료에 의해 감리를 

받고 있는 환경에서 감사실패의 소지가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또한 자율규제 

체제하에서는 책임소재가 불투명한 면이 있었다. 감사인의 이익단체인 전미공인 

회계사회에 의해 운영되는 일련의 조직들이 감사인의 독립성과 회계품질에 대한 

감시를 하고 있었으나 실효성이 없었다. 공공감시위원회 (Public Oversight 
Board) 는 감사인에 대한 감리를 통해 공공의 이익이 확보되도록 하는 데에 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었으나， 재정적으로 전미공인회계사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한 

편， 조사， 압수 및 처벌에 관한 권한이 없었다. 이에 이 위원회는 엔론사태로 인 

한 자율규제의 문제점 제기와 새로운 규제기구 설립 움직임에 따라 증권거래위원 

회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2002년 3월말에 해산하게 된다. 

더욱더 우려되는 사항은 피감사기업과 회계감사인과의 유착관계의 골이 깊어 

져 이해상충의 문제가 커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회계법인이 피감사기업에 대해 컨 

설팅업무도 같이 수행함에 따라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가적 의심을 감소시키는 요 

인으로 작용하였고 연속적인 감사업무 수입관계 지속으로 감사기업과의 유착은 

물론 ‘새로운 시각’을 결여케 하였다. 또한 회계감사인이 피감사기업에 근무하면 

서 감사까지도 병행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증권거래위원회 

는 1999년 Blue Ribbon Committee (BRC)의 권고안을 토대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제안 하였으나 실행은 유명무실화 하였다. BRC의 권고안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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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는 전적으로 독립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하되， 이사들은 재 

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특히 이들 중 최소한 1인은 회계 또는 재무에 대 

하여 정통하여하 한다고 하였다. 증권거래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하여 뉴욕증권거 

래소는 상장기업 감사위원회에 이를 적용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기업으로부터 보 

수를 지급 받는 이사， 직원 및 가족에 대하여도 이사회 구성원 포함을 허용하는 

등 운영형태가 변질되었다. 증권거래위원회의 권고안이 그대로 실행되었을 경우 

6인으로 구성된 엔론사의 감사위원회 구성원 중 3인은 해당자격이 상실되는 것 

으로 파악된다 

또한， 경영실적과 연계된 최고경영자의 보상시스템이 오히려 기업회계의 투명 

성을 저해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스톡옵션이 원래 취지와는 달리 최고경영층 

의 부도덕성을 조장하는 촉매로 작용한 일면이 있었던 것이다. 미국기업 발행주 

식 중 15%정도가 스톡옵션으로 지급된 것이며， 경영진 보수 중 약 75%가 스톡 

옵션이 차지하고 있다. 이 스톡옵션은 회계기준상 경영자보수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아 이익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시스코시스템사는 최고경영 

자인 Chambers에게 2001년 연봉을 1달러로 정하면서 그 대신 스톡옵션 6백만 

주를 수여하였다 이 경우 당기의 손익계산서에 비용은 1달러만 계산될 뿐이다 

이에 따라 「비지니스위크」 는 2002년 4월 15일자 기사에서 스톡옵션을 .돈을 찍 

어내는 면허 Oicense to print money)‘라고 쓰고 있다， 

2001 년 미국 최고경영자들의 보수 
(단위 : 백만 달러) 

긴 ~~I 회사명 급여 및 상여 스톡옵션행사이득 총보수 

Oracle 0.0 706.1 706.1 

2 JDS Uniphase 0.5 150.3 150.8 

3 Forrest Labs 1.2 147.3 148.5 

4 Captial One Financial 0.0 142.2 142.2 

5 IBM 10.1 117.3 127.4 

6 Computer Associate 1.0 118.1 113.1 

7 Lehman 8rothers 4.8 100.4 105.2 

8 Scientific Atlanta 2.1 84.7 86.8 

9 Apple Computer 43.5 40.5 84.0 

10 Yahoo! 0.2 64.4 64.6 

자료 businessweek. "Executive Pay". 2002.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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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의 보상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은 2002년 

8월 상장기업에 대해 두 가지 사항을 요구하였다. 첫 번째는 보상위원회의 구성 

원은 독립적인 이사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경영진에 대한 스 

톡옵션 수여는 주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사들이 전문성 취약으로 인해 집행부에 대해 견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점도 분식회계의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이사들의 전 

문지식 부족으로 첨단사업 관련 의사결정을 평가하지 못했고 회계장부 조작을 간 

과한 바. 기업재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사설펀드를 통한 부외금융， 파생상품 

등을 통한 부정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영스랩이 최고 

경영자의 보좌역에 불과하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할 뿐 아니라 스랩들이 최고경영 

자를 견제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것이다. 엔론과 월드컴 

의 경우. 재무담담 임원 (CFO) 이 주주가치 증대라는 병분하에 회계부정에 직접 

간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금융시스템의 감시 기능 소흘 

금융당사자들이 이해상충으로 인해 자신의 역할을 방치함에 따라 기업의 불투 

명한 거래가 은폐된 면도 있었다. 글라스-스티걸법 폐지에 따라 상업은행 및 투 

자은행의 업무 겸업이 허용되면서 이에 따른 이해상층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대 

형은행은 주식에 대한 인수 업무와 인수합병 조언 둥 투자은행으로서의 업무와 

대출 등의 상업은행 업무를 병행할 수 있게되었다. 일부 대형은행은 보다 수익성 

이 높은 투자은행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손해를 보면서도 위험도가 높은 대출 

계약을 감행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엔론에 각각 30억 달러. 21 억 달러를 대출한 

시티그룹과 JP모건 체이스은행은 증권발행 및 인수합병 등을 통한 수익을 높이 

고자 대출기준을 완화하고 대출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엔론의 무분별한 차입경영 

을 조장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엔론은 투자 자문료로 2000년 한해에만 2 
억 5천만 달러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자문은행의 최대 고객이었던 것이다. 투자은 

행은 엔론이 복잡한 부외거래를 통해 채무를 은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 

간여하였으며， 파트너십을 이용한 분식회계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이 핵심적 역할 

을 한 혐의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엔론의 위기 대웅과정에서 채권자로 

서의 이해 그리고 조언자로서의 이해관계가 파산을 촉발하는 간접적 이유로 대두 

한 바， 채권자로서 은행은 엔론 자산을 회수하려는 이해를 갖고 있으며 조언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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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엔론이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4. 단기실적 위주와 최고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기업의 여러 이해관계자들 중에서 주주에 대한 배려가 최우선임은 「이코노미 

스트」 의 최근 조사결과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잡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경영자의 90%이상이 경영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종업원을 해고하더라도 주주 배 

당금올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분기별 실적발표를 통한 

시장 평가가 최고경영자들로 하여금 경영자 본연의 활동을 소홀히 하고 언론플레 

이나 외부활동에 치중하는 등 장기적인 수익과 경쟁력 강화보다는 단기실적 위주 

의 경영을 통해 자리를 보전하려는 심리를 유발시킨다는 것이다. 

한편， 최고경영자들이 이사회 등의 견제기능 미홉을 틈타서 개인적 부를 축적 

하는 사례도 늘게 되었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와 회사자금 유용， 세금 포 

탈 등의 부도덕한 행동이 횡행하였다. 그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경영 

자의 탐욕이 전염병처럼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할 정도였다 최고경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에 지나치고 있음을 개탄한 것이다. 

아울러 , 정치권과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획득한 사례도 볼 수 있는 

데 부시 행정부 주요 인사들의 부 축적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정 

치권과 민간기업간 유착이 사태흘 악화시킨 면이 있는데， 미국 공직자청렴 센터 

(Center [or Public Integrity)는 현 미국정부 고위공직자의 42%가 현재 또는 과 

거에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CEO의 비리 및 부정혐의 

1 회사명 당시 CEO 비리 및 부정혐의 내용 
엔론제스스 ，파산보호 신청이 g Al 기저 ~ 3년동안 주식매각으로 1 억 

스킬링 달러 수익 

월 E 킴 버나드 ，퇴임하기 전 3년 동안 주식매각으로 3억 달러 수익 
l - { 에버스 ’호|사로부터 4억 달러이상을 불법대출 
} 타이코 j 데니스 
! 인터내셔널 I 코즐로프스키 ’1CU만 달러 이상의 세금포탈 혐의로 기소 1 

I of덜피아 j 존 리사스 ’회사자금 2억5천만 달러 유용 

임클론 j 1 샘 확실 • I ~자사가 개발한 항암제가 FDA에서 기각될 것이라는 j 

L- j 정보를 사전 입수하고 주식 5만주 매각 l 
자료 각종 언론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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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규제기관별 대응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분식회계는 자율규제기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가운데 회계감사법인의 이해상충문제가 이에 가세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도 견제 

와 균형의 원리하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데 큰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규제기관들의 개혁방향도 대체로 강력한 기업회계감시기구 설립， 회계 

감사인들에 대한 규제，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에 초점이 맞추어 졌다. 

1. 상원 민주당의 개혁안 

미국에서 공화당보다 개혁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민주당 상원이 엔론사건 이후 

첫 반응으로 ’공공부분 회계에서의 투자자 신뢰회복 법안(The Investor 

Confidence In Public Accounting Act) 을 제안하였다. 이 법안은 제목이 암 

시하듯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감시를 강화하고 이해상충올 방지하는데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바， 부문별로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독립적인 공공규제기관(Independent Public Accounting Board)을 설립 

하여 감사품질， 감사기준 및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의 심사기능 

담당 

• 동일한 감사인에 의한 비회계감사업무 제한 

• 회계법인 근무자의 2년이내 피감사기업 취업 제한 

• 증권거래위원회는 비연결기업과의 거래 및 관계로 인하여 유동성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하고 적정한 공사기준 제정 

• 스톡옵션처리 및 특수목적회사 연결기준 등에 관해 증권거래위원회의 회계제 

정기관(FASB)앞 권고안 제시 

• 기업의 지배구조 기준 및 관행에 대한 자율규제기구의 심사 및 보고 의무화 

2. 하원 공화당의 개혁안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 공화당은 ·기업 및 감사업무의 적정성. 책임 

및 투명성 강화법안(Corporate and Auditing Accountability. 



70 증권 · 금융저널 

Responsibility and Transparency Act) ’을 제안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다(2002.2.13) : 

• 감사인에 대한 특정의 컨설팅 업무를 제한하는 등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 

• 새로운 공적규제기구(Public Regulatory Organization) 의 설립을 통한 규 

제 강화 

• 부외자산과 관련된 거래내역의 완전 공시 의무화 

• 기업지배구조 규약이 투자자 보호에 충분한지의 여부 등 에 관한 증권거래위 

원회의 연구 의무화 

• 거대기업 및 주식 대량거래 기업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의 심사업무 강화 

3. 하원 민주당의 개혁안 

위 “기업 및 감사업무의 적정성， 책임 및 투명성 강화법안” 제안과정에서 공화 

당과의 의견차이가 해결되지 않아 민주당 하원 금융위원회 위원인 John LaFalce 

의 주도로 ‘포괄적 투자자 보호법 안(Comprehenxive Investor Protection 

Act)’이 제출되었다(2002.2.28) . 이 법안은 엔론사건 이후 등장한 개혁법안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이해당자자인 전미공인회계사협회 (AICPA)에서는 은밀히 

전 회원에게 펀지를 보내는 등 조직적으로 반발하였는데 이 법안에서 회계법인들 

이 가장 반발하고 있는 분야는 소위 ’3가지 긴급처방안’으로 불리우는 i )감사인 

교체 의무화. ii)감사인의 취업제한. iii)비감사서비스 제한이었다. 이 법안은 다 

음 절에서 설명할 기업개혁법안의 모태가 된 법안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 

다: 

• 감사인에게 장부기재， 재무정보시스템 설계， 이사 또는 임원 등 경영자 업무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함으로써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 매 4년마다 감사인 교체 의무화， 감사위원회에 감사인 선출 및 해임 권한 부 

여， 기업이 감사인 출신을 채용할 경우 2년간의 대기기간(cooling off 

periods)설정 등 지배구조 개선 

• 공적회계기구(Public Accounting Board)를 구성하여 감사인에 대한 규제 

강화 

• 증권거래위원회에 특수목적회사 처리방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에 대한 공 

시강화 규칙 제정권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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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인에게 회계감사와 컨설팅업무를 동시에 수행한 기업에 문제가 발생활 경 

우 연대책임 부여 

• 감사인은 감사관련 서류를 7년간 의무적으로 보관 

4. 대통령으I 10대 회계개혁안 

엔론사건 이후 증권거래위원회 · 입법부 • 회계업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과 관련하여 행정부의 포괄적 견해를 밝히는 방식으로 개혁 

을 촉구하였는데 그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2002.3.8) : 

• 투자자가 기업의 재무상태， 조건 및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도록 투자자의 분 

기보고서에 대한 접근성 보장 

• 기업의 중요한 정보에 대한 투자자의 즉각적인 접근성 보장 

• 재무제표를 포함한 기업공시 내용의 진실성. 적시성， 및 공정성에 대한 최고 

경영자의 보장 의무 

• 재무제표 오류를 이용한 최고경영자 및 임원의 사익추구 금지 

• 권한을 남용한 최고경영자 및 임원의 공개기업 리더지위 박탈 

• 기업 경영진이 주식매매를 사익목적에서 행할 경우 즉시 보고 의무화 

• 투자자들의 감사인에 대한 독립성과 완벽성에 대한 완전한 신뢰 확보 

• 독립적 규제기구의 역할 제고를 통해 회계업계가 최고의 윤리적 기준 유지 

• 투자자의 요구에 대하여 회계기준 제정권자는 이를 즉시 반영 

• 기업 회계시스템상 비교기준의 준거는 최소한의 회계원칙이 아닌 모범규약 

(best practice) 에 의존 

5. 전미공인회계사협회 (AICPA) 

회계사기에 기인한 재무제표의 중대한 오류사항 적발을 위한 감사기준은 과거 

에도 존채 (Statement on Auditing Standards. SAS NO.82)하였으나 초점 

은 과실에 근거한 오류 적발에 있었다. 그러나 엔론사건 등 일련의 사건으로 인하 

여 감사인의 역할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됨으로써 회계사기 사건올 적발할 수 있 

는 새로운 감사기준을 제시하였다. 제안서는 감사수행시 사기와 관련된 내용의 

적발을 위해 그 범위를 사기와 관련될 수 있는 모든 관계자(경영진， 감사위원회. 

규제당국)로 감사의 초점을 확대한 것이다. 또한 감사수행 목적을 기존 S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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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82에서는 사기행위로 인한 재무제표 오류를 적발하는데 두었으나 제안서에 

서는 ‘예방(preven ti on) ’ 및 ‘억제 (deterrence)’까지 확대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 

은 다음과 같다: 

• 기업 내부의 사기로 기인한 재무제표 오류가능성에 대한 토론 의무화 

• 감사인의 경영진. 감사위원회， 내부감사인에 대한 사기 리스크의 문의 의무화 

와 함께 경영진에 대하여는 사기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직원들에 대 

한 영업관행 및 윤리에 대한 대화 포함)과 사기인식 여부에 대한 문의 의무화 

• 감사인은 상장기업의 감사와 관련하여 경영진의 의견무시 (override) 리스크 

에 대응하여 후속절차로 입증테스트 강화 

• 회계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계정에 대한 검토의 경우 입증테스트 강화 

6. 기업 및 감독기관 등 

이사회의 견제기능을 보강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최고경영자를 견제하기 위해 수 

석이사제 Oead director)를 도입하려는 웅직임이 있다. 수석이사제는 대부분 최 

고경영자들이 이사회 의장까지 겸직하는 미국식 기업지배구조의 견제장치로서 컴 

퓨터어소시에이츠 등 10여개 기업이 수석이사를 이미 선임하였고.E트레이 등은 

도입을 계획 중이다. 한편 최고경영자의 이사회 의장 겸직을 금지하자는 견해도 

대두되었다 인텔의 앤드루 그로브 회장은 “이번 파문이 ‘견제와 균형’의 미비에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권한 분산을 통한 시스랩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직업윤리와 기업윤리를 강화하려는 노력이다. 투자자들의 불신을 해 

소하기 위한 민간기관들이 자정운동을 전개하였다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를 

중심으로 기업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강화에 착수한 바， 뉴욕증권거래소와 나 

스닥은 기업공개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애널리스트들이 기업공개를 의뢰한 고객과 

미팅에 참석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증권업협회는 증권사들이 리서치 활동과 투 

자은행 업무를 분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민간단체인 컨퍼런스보드는 경영진 

보수 및 스톡옵션 회계처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대학은 MBA출신 최고경영자들의 부정과 비리가 윤리의식 부재 때문이라 

고 진단하고 기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각 대학은 기업윤리 교육의 전면적 

인 개정작업에 착수하였는데， 노스웨스턴 켈로그스쿨은 경영학 과목에 기업윤리 

사례들을 포함시킬 계획이며， 슬로운스쿨(MIT) . 하버드 비즈니스스쿨， 와튼스쿨 

(펜실베니아대) 등은 기업윤리를 이미 MBA과정의 필수과목에 포함하였다. 



미국기업의 분식회계 배경과 시사점 73 

v. 기업회계개혁법(Sarbanes-Oxley Act of 2'α)2)의 

주요내용 

2001년 12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법정파산을 신청한 대형 에너지그룹 엔론사 

사태 이후 대기업들의 부정회계 사건이 잇따르면서 미국기업 및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감이 붕괴되고 주가가 폭락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이에 미 증권 

거래위원회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감을 회복하고 감사법인들의 불 

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회계감독위원회의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회계감사 

감독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이 개선안은 하원과 상원을 거치면서 기 

업회계개혁법 (Sarbanes-Oxley Act of 2002)으로 수정 · 보완되었고. 부시 대 

통령의 서명을 통해 2002년 7월 30일부터 발효되었다 아래에서는 종전 미국의 

회계감사 감독체제에 대해 우선 살펴본 다음， 기업회계개혁법의 주요내용을 알아 

보는 순서로 기술하고자 한다. 

1 . 종전의 회계감사 감독체제 

미국에서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주별로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 

련 규제도 주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공인회계사는 주별 공인회계사협회에 

소속되며， 연방 차원에서는 전미공인회계사협회 (AICPA)에 소속되어 자율 규제 

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증권법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는 상 

장회사들을 대상으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들을 규제한다. 그러나 현 

실적으로 증권거래위원회는 인적자원이나 예산상 제약으로 인해 그동안 규제권 

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1977년 9월 의 

회에서 공인회계사들의 감사업무에 대한 자율규제체계가 정비되었다. 전미공인 

회계사협회 산하에 증권거래위원회에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상장기업들에 대해 

감사업무를 실시하는 회계법인들을 회원으로 하는 집행부서 (SEC Practice 

Section: SECPS)가 구성되었다. 이 집행부서는 양질의 회계감사를 위해 참가 

회원들에 대해 두가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3년마다 비슷한 규모의 여타 회계법인이나 주공인회계사협회가 회원들의 

감사업무와 법령준수 상황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이를 peer view,*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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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J . 이는 상장회사에 대해 감사업무를 제공하지 않는 중소형 회계법인에 대해서 

도 적용되나， 상장회사에 대해 감사업무를 제공하는 회계법인들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실시된다 그리고 감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혐의가 포착된 회 

계법인에 대해서는 품질관리조사위원회의 감리 (Qua1ity ContI‘ 01 InquÌI‘ Y 

Committee: QCIC Review)가 실시된다. 1979년 전미공인회계사협회 산하에 

설치된 품질관리조사위원회가 조사를 담당하며. 구체적인 문제가 발각되면 윤리 

부(Professiona1 Ethics Di vision) 7]- 정밀검사에 착수한다. 그런데 전미공인회 

계사협회의 자율규제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기관이 공적감시위원회 

(Pub1ic Oversight Board: POB)이다 이 위원회는 전미공인회계사협회의 결 

정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peer view와 QCIC review를 담당하는 집행부서의 감 

독활동을 감시한다. 그러나 운영자금을 전미공인회계사협회에 의존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자체적인 조사활동이나 감독권한이 없어 감독업무에 대한 독립성이 보 

장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후 2001년 2월 정관개정으로 공적감시위원회는 

감사기준위원회 (Auditing Standard Board) 와 집행부서에 대한 감독권한을 

확보하였으나， 독립적인 자금원을 확보하지 못해 조사활동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회계법인에 대한 처분권도 없었다，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이 위원회는 2002년 3월말 해산하였다. 

2. 기업회계개혁법의 주요내용 

이번 기업회계개혁법은 이러한 종전의 회계감사 감독체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을 토대로 회계감독위원회의 설치， 회계감사인의 독립성， 기 

업의 지배구조 개선. 정보공시의 강화 및 피해 주주들의 보상청구권 강화 등을 골 

자로 하고 있다. 

가. 회계감독위원회 (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으| 설치 

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공인회계사는 2명으 

로 제한하고 있으며， 임기는 5년으로 중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장업 

무는 상장기업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회계법인을 동 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 회계법인에 대하여 법규준수여부를 계속하여 감독한다. 이 위원회는 

회계법인의 감사의 수행， 감사보고서 작성 및 해당 기업과 관련된 기타 문제에 대 

해 법의 준수 정도를 지속적으로 조사한다. 조사결과 회계감독위원회나 증권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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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규정 또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정책 등을 위반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하 

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최고 1천5백만 달러의 벌금형에， 관련자에 대해서는 75만 

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위원회에는 등록 회계법 

인이 준수하여야 할 감사인들의 감사실시기준， 감사품질관리기준 및 윤리기준을 

제정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아울러 등록회계법인에 대한 검사권한도 가지고 

있는데 1007" 기업이상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매년 검사를 실시하고 
그 밖의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3년마다 실시한다. 이 위원회의 재정은 증권거래위 

원회에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기업에 수수료를 부과하여 충당하는데， 부과기준은 

전년도 월평균 시장가치총액으로 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 상장한 기업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외국회계법인이 작성한 경우 

당해 회계법인은 미국내 회계법인과 동일한 방식과 수준에서 이 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으며， 직접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감사보고서의 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외국회계법인은 이 위원회의 감독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회계감사인의 독립성 

기업의 분식회계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회계감사인과 피감사기업간의 

유착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 이 법은 회계감사인의 업무영역. 감사기간 등을 제 

한하고 있다. 이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감사업무와 장부기장. 재무정보시스템설계 및 구현 등 비감사업무의 동시 수 

행 금지. 다만. 세무업무 등 이 법이 제한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감사위원회가 

사전승인한 경우 비감사업무 수행도 가능하며， 비감사업무의 수임료가 총수임 

료의 5% 미만일 때는 감사위원회의 승인 불요 

• 효과적인 상호감리 (peer view)를 위해 매 5년마다 감사인 교체: 회계법인이 
아닌 회계법인의 직원을 교체토록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바， 이 법은 회 

계법인을 교체하는 문제에 대해 감사원장이 연구 검토하여 2003년 7월까지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section 207) 

• 회계법인 근무후 1년 미경과시 피감사기업 취업금지 
그러나. 이러한 회계감사인의 독립성 제고 방안은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 

는 비판이 있다. Max H. Bazerman 등은 Havard Business Review 2002 
년 11월호에서 ‘왜 회계사들이 부실감사를 하게 되는가?'라는 논문에서 감사부실 

의 근본적인 원인을 회계감사인들의 ‘사리적 편의 <self-serving bias) ’에서 찾고 

있다. 이번 법률에는 회계법인 교체조항이나 피감사기업의 감사인 해고를 금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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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항이 없다. 따라서 감사인들은 계속해서 피감사기업을 만족시켜야하는 강력 

한 유인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편의의 유인올 없애기 위해서는 피감사기 

업에 불리한 감사를 해도 계약기간 동안 감사인의 지위 유지와 아울러 피감사기 

업이 계약기간 만료 후 통일 회계법인과의 계속 수임관계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 

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 기업의 책임 강화 

상장회사는 최소한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보유하 

고 있어야 하고， 감사위원 중 최소한 1명은 재무나 회계전문가 이어야 한다. 또 

한 감사위원회는 감사인(회계법인)의 선임， 보수， 감독에 관한 직접적인 권한을 

갖고 있고， 감사인은 회계감사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한편， 경영자의 책임은 훨씬 무거워졌다. 증권거래소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에 대해 기업의 최고경영자 및 최고재무책임자가 자사의 보고서에 

오류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자신들이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을 지 

고 있음을 인증하도록 하고 있다. 증권거래소에 정기적으로 제출되는 보고서는 

해당 법령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으며， 동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 및 

영업의 상태를 ‘공정하게 표시’ 하고 있음을 인증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경영진에 대하여 상여금 등을 몰수하거나 경영진의 자격을 영구히 박탈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회사가 경영진에 대출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경영진이 보유한 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에는 신속한 공시가 이루어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라. 정보공시의 강화 

재무제표를 포함한 모든 재무정보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등록 

된 회계법인이 확인한 모든 주요 수정 조정내용이 반영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재무정보에는 부외거래 이외에 재무상태의 변화， 경영성과. 유통성， 자본 

적 지출， 주요 수입 및 지출내역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사， 임원 

또는 10%이상 소유주주의 지분 변동이 발생한 경우 2일 이내에 증권거래위원회 

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 작성시 피감사기업의 내부통 

제제도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장기업은 자기회사의 

감사위원회에 공인회계사 등의 재무전문가가 있는지 여부를 공시하여야 하며， 증 

권거래위원회는 상장기업의 재무제표 등 공시사항을 3년에 1회씩 감리하도록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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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다. 

마. 피해 주주들의 보상청구권 강화 

피해주주들의 보상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감사인은 감사완결 시점부터 5 
년간 회계감사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이것을 고의로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나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도록 하고 있다. 증권사기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5년으 

로. 적발 시점부터는 2년으로 연장하는 외에 고용주의 부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 

자를 두럽게 보호해주는 제도도 마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향후 5년간의 연구 

를 검토한 후 시행방안을 수립할 예정이지만 증권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 

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기범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설치도 허용 

하고있다 

3. 쟁점사항 

가. 스톡옵션 문제 

본 기업회계개혁법이 제정되기까지 스톡옵션의 비용화에 관하여 열띤 논의가 

있었지만 이번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에서 스톡옵션 비용을 순이익에서 

차감하도록하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1994년 상원의원이었던 

Carl Levin은 당시 최고경영자의 급여가 일반 노동자의 100배에 달한다는 구체 
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막대한 규모의 비용이 지업의 손익에 보다 적절하게 반 

영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입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본격적인 성장기 

를 맞이한 실리콘밸리를 근거지로 하는 다수 기업들의 거센 반발. 수백명 경영자 

들의 적극적인 로비공세 등으로 입법이 설현되지 못하였다. 10년을 채 지나지 않 

아 다시 제기된 이번 비용화 논쟁이 표면적 혹은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비용화 되 

어야 한다는 주장에 전혀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 

업 현실을 감안한 속내를 들춰보면 비용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무조건 배척하기가 

쉽지는 않다. 

비용화 반대의 첫 번째 논거는 비용화하는 경우 기업순익 감소. 기업가치의 하 

락 등의 심각한 후유증에 대한 우려이다. 지난해 S&P500 기업의 연차보고서에 

나타난 옵션 비용만을 반영하더라도 이들 기업의 순이익은 21%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현금유동성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인건비 비중이 높은 벤 

처기업의 상황은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 미국벤처캐피털협회는 공식적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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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옵션비용화로 대부분의 벤처기업들은 대체보상재원과 투자재원상실의 

악영향으로 고사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두 번째 논거는 현재에도 스톡옵 

션 비용의 내용은 손익계산서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 기본 재무제표의 하 

나인 주석에 충분히 공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자들 및 이해관계자들 

은 이러한 내용을 모두 감안하여 투자의사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정 

보왜곡은 없다는 입장이다. 세 번째 논거는 옵션권리가 실행되지 않은 시점에 비 

용화는 오히려 정확한 기업가치 산정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과 우리나 

라는 모두 스톡옵션의 비용 계산시점을 행사시점이 아닌 부여시점으로 하고 이후 

매기 옵션가치가 변동된 내용을 반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비용화 반대론자 

의 주장은 기업입장에서 아무런 현금유출이 없는 사건을 비용계산하는 것은 타당 

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비용계상을 한다 하더라도 공정가치 방식으로 옵션가 

격결정모형에 따른 불확실한 추정치에 의존하게 되어 오히려 비용화 하지 않는 

것이 정보의 신뢰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스톡옵션의 비용화 논쟁의 직접적인 발단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일련의 분 

식회계 스캔달이다. 기업의 실제 주인이 되는 주주를 중심으로 하는 이해관계자 

에게 매기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경영자. 회계책임 

자， 외부감사인 등에 의해 행해질 수 있는 정보왜곡의 가능성을 일소해 보자는 여 

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상당수의 회계 및 실물경제 이론가들은 정연한 이론적 

근거를 들어 비용화 강제론의 여세를 몰아가고 있다. 

비용화 지지자들의 첫 번째 논거는 스톡옵션 비용화가 분식회계 사태의 재발방 

지책의 핵심적인 부분이 된다는 것이다. 분식회계 스캔달은 경영진에 의한 스톡 

옵션 보상액의 극대화 의도에 상당 부분 기인하며 따라서 현재와 같은 주석공시 

방식으로는 적절한 경영자 통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주석의 내용은 

손익계산서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일종의 편법적 공시로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정보획득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 막대한 규모의 옹션보 

상액이 적절하게 공시되변 경영자의 보상액이 정확하게 노출되어 이사회 및 주주 

들의 통제력이 강화되고 궁극적으로는 분식회계를 통해 주가부양을 꾀하려는 경 

영자의 의도를 근본에서부터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용화의 두 번째 근거는 

기본적인 회계이론으로서 비용-수익의 기간별 대응이다. 비용화 반대론자들 일부 

는 이른바 현금주의 이론을 근거로 스톡옵션 비용화를 반대하고 있다. 현금유출 

이 없는 경우는 보상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를 비용화 할 이유가 없다고 본 

다 이에 대한 찬성논자들은 현대 회계의 기본개념인 발생주의에 따르면 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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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도 없는 것으로 일축한다. 스톡옵션의 비용은 일종의 이연비용으로 해당 비 

용을 지출함으로써 기업이 얻게 되는 수익. 즉 경영자 및 임직원의 노력 제공이 

발생하는 기간에 대웅하여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게 된다. 옵션비용화의 세 번째 

필요성은 기업가치의 적정성과 거시경제체질의 안정화라는 보다 큰 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옵션비용을 계상하지 않음으로 인한 영향은 해당 기업의 순이익이나 

주가왜곡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미국경제 전체의 실질을 과대하게 포장하는 역 

효과를 준다는 것이다. 

스톡옵션 비용화의 문제는 단순히 회계보고 만의 문제가 아니며 기업과 경제 

전반의 재무적 안정성과 상관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회계이론적 근거나 경제실 

질의 정확한 반영올 생각하면 스톡옵션 비용은 권리부여 시점부터 비용화하는 방 

식이 타당할 것이다. 더구나 기업의 존재 목적의 하나가 기업가치 극대화를 통한 

주주부의 극대화하고 할 때， 주주입장에서 정보의 이해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 

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나. 외국기업에의 법률적용 문제 

이번 법안이 미국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기업에도 적용됨 

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에는 470개의 외국기업 

이 상장되어 있는데 이들의 시장가치는 3조 8천억 달러에 이르며， 총 거래액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은 i )재무제표 인증， ii)독립된 

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설치 iii )경영진에 대한 대출 금지 등으로 다른 나라의 

법률 및 관습과 충돌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감사위원회에는 종업원 대표를 포항 

하여야 하는데 이 법률조항은 이번 제정된 미국법과 배치된다 그리고 독립된 감 

사위원회라는 것이 유럽과 아시아의 많은 나라에 아직 도입되지 않은 제도일 뿐 

아니라 외부감사인 선임도 감사위원회가 하지 않고 주주들이 결정하고 있는 것이 

다. 

이에 따라 독일과 일본기업의 로비스트들이 그틀 기업이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바라고 있으나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결국 현재로서는 풍 

요로운 미국의 자본시장을 이용하려면 미국의 법에 맞춰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다. 시행방안의 구체화 문제 

이번 기업회계개혁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감독기관. 



80 증권 · 금융저널 

감사인 및 기업간에 격심한 논쟁이 일고 있다. 감사인은 기업의 장부를 감사할 때 

구체적인 지침에 의한다. 이번 법은 회계감독위원회가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회계업계는 기존의 감사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새로 지 

명된 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체적으로 기준을 새로 만들려 하고 있어 이의 임 

명을 반대하고 있다. 이번 법은 감사인이 피감사기업에 8가지 종류의 서비스제공 

을 금하고 있는데，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들 8가지 종류의 서비스를 구체화하는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많은 예외가 허용될 수 있도록 감사인들에 의한 

치열한 로비전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증권거래위원회는 독립적인 감사위원회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기업 

을 상장폐지 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는데 소규모 기업이나 외국기업중 

상당수가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은 감사위원회의 

자리가 너무 책임이 커 선임을 바라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러한 사정들은 예외조항을 두도록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VI. 시사점 

1 . 미국식 경영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 

미국기업의 분식회계 사태는 미국식 경영이 만능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경 

영환경이 나빠지자 미국식 경영도 시스템 자체의 결함이나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를 노정하게 된 것이다. “회계부정과 같은 기업범죄는 품질이 나쁜 제품과 마찬가 

지로 시스템 전체의 문제”라고 인텔의 최고경영자였던 앤드루 그로브는 말하였 

다.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전문경영자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건의 

하나의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사회나 감독당국이 단기실적 치중， 스톡옵션 

남발， 이해관계자들과의 결탁 등을 제어하지 못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한편 미국 

식 경영은 최근 유럽에서도 실패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 비방디 그룹과 

독일 도이체텔레콤이 미국식 경영을 도입한 이후 경영위기를 맞았고. 결국 최고 

경영자들이 사임하게 된 것이다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미국식 경영을 급속하게 도입 모방해 왔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재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향후 10년간 6%대의 고성장을 유지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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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운용 틀은 미국의 그것과는 차별화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단기실적 

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자칫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금융， 

서비스 등 3차 산업이 중심인 미국과 제조업이 주력인 한국기업이 동일한 기업시 

스템을 추구하는 것은 곤란하다. 미국식 경영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은 보완하면 

서 우리 고유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미국식 경영의 수용여부는 「선악 

의 문제」 가 아니라 실용성을 감안한 「선택의 문제」 인 것이다. 선택과 집중， 

과감하고도 신속한 의사결정. 세계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중시등이 한국기업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다. 

2. 투명한 회계기준 및 관행 확립 

한국의 경영현실을 감안하여 기업 회계기준과 관행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 

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식 규정을 성급하게 도입하는 것은 회계의 일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뿐 만아니라 형식적으로 규정만을 지키게 만들고 일부 편법을 조장 

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적 사실을 충실히 전 

달할 수 있도록 회계기준을 보완하고 다양한 구조조정 활동과 복잡한 금융자산 

및 무형자산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특히 경영자의 자의적 판단 

이 개입될 수 있는 계정에 대해서는 경제적 사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매출의 인식과 측정， 재고자산의 진부화， 부실채권의 처 

리， 제품리콜에 따른 손실， 감가상각， 내부거래와 인수 · 합병 등의 회계기준이 

적절한지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회계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대내외적인 견제와 균형 장 

치를 확립하기 위해 최고경영자와 최고재무책임자는 회계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공유하는 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업과 회계법인， 기업분석가 

와 금융기관간의 유착이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하여 회계감사와 컨설팅을 분 

리하여 도덕적 해이 발생의 소지를 제거할 필요도 있다. 또한 기업분석가와 투자 

기관이 서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부정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격하게 제재하 

는 제도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에 회계처리상 문제 

의 소지를 발견한 경우 경영진에 대한 확인 · 토론(forensic auditing) 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인이 추가적인 절차를 미수 

립 또는 미실시하는 경우에 감사실패 사례가 집중되고 있으며. 과거 감사실패 사 

례중 이러한 절차를 계속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문제점을 충분히 발견할 수 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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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부 기업의 경우 장부기재는 컴퓨터상으로 이루어지 

고 있음에도 연말에 일어나는 비정상적 거래가 수기로 기록된 경우도 있었으나 

감사인은 이에 대한 경영진앞 질의를 생략하여 감사에 실패한 사례도 있었다- 감 

사실패의 대표적 영역인 수익인식 문제와 재고자산 관리문제에 대하여 forensic 

auditing을 도입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겠다. 우리나라도 지난 11월 7일 분식 

회계 근절， 재무제표공시 강화 및 회계법인 감독강화 등을 골자로 한 ‘회계제도 

개혁안’을 마련한 바.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회계제도 개혁안의 주요내용 

분야 주요내용 시행시기 

2004년 

· 분식회계 적발시 대주주 등 업무지시자도 민사책임 2003호|계년도 

분식회계 
· 주요 주주 임원에게 회사자금 또는 담보제공 때 이사회 2α)3년 상반기 

그절 
승인 의무화. 차입이자율 시중금리와 비교공시 

· 기업감사(위원) 전문성 요건 강화 2003년 하반기 

· 내부회계 관리제도 항구적 법제화 11 

· 분식회계 내부고발자 해고 등 보복조치 금지 ” 
· 결산실적 주총대신 이사회에서 확정해 신속 공시 2004년 

· 분기 반기보고서도 연결 재무제표로 작성 의무화 ” 
· 연결재무제표 제출 결산기 종료 후 3개월 ” 

재무제표 · 합병 등 비정기 재무제표에도 감사의견 첨부 의무화 ” 
곰시강화 · 감사보고서를 사업보고서 본문에 첨부 ” 

1 • 회계 사 감정 인 등 전 문가 의견 인용 때 서 명 첨 부 ” 
· 상장 등록사 회계공시 범위 확대 2α)3년 상반기 

스톡옵션 비용 공정가치법 평가 의무화 2004년 

회계법인 
· 회계법인이 동일기업 컨설팅 및 외부감사 병행 금지 2003년 하반기 

· 감사조서 훼 손 파기 때 처 벌 규정 신설 ” 감독강화 
· 회계법인을 감독하기 이한 증선위， 금감위 기능 조직 확대 때3년 상반71 I 

자료 금융감독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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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장기성과를 추구 

저성장 시대로 진입할수록 수익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성장의 추구는 위험하다. 

고성장 전망을 토대로 설정된 선순환적 경영시스댐은 환경이 급변할 경우 헤어나 

기 어려운 악순환 루프로 돌변할 수 있음을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수익성을 

동반하지 않은 차입위주의 경영은 매출부진， 경쟁격화， 자금시장 불안 등이 도래 

하면 즉시 위기에 직면하게 됨은 자명한 이치이다. 

또한 기업내재가치의 핵심인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회계부정 

으로 인한 미국기업의 연쇄파산은 기업 경쟁력보다 외형적 가치를 과도하게 추구 

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주가상승만을 목표로 삼거나 단기적이고 명목적인 기업가 

치 증대에 집착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활력을 살리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야 하고 경쟁력 강화와 무관한 가치판단적 이슈들에 의해 

기업역량이 과도하게 소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채비율， 기업지배구조 등은 

경쟁력과 관계가 약한 것으로 큰 가이드라인 하에서 기업의 선택을 존중하여야 

하며 경영의 투명성. 과실의 배분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공감대를 조성하고 

원칙을 설정할 수 있게 제도 보완에 힘써야 한다. 

4. 최고경영자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기업에 대한 신뢰라는 측면에서 최고경영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대되었 

다. 미국 최고경영자들의 해이된 윤리의식이 기업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 엔 

론의 파산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주체는 연금자산의 60%를 엔론주식에 투자 

하고 있던 엔론의 근로자들이었다. 최고경영자는 「고귀한 신분에 따른 의무(노 

블리스 오블리제) J 의 정신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기업을 둘러싼 다 

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공정하게 조정하며 그 과정이 투명하여야 한다. 주 

주， 종업원，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소명의식이 과거 보다 한충 더 

요구된다 하겠다. 성과에 합당한 최고경영자의 보수체계로 조직계층간 위화감을 

최소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한다‘경영자들이 종업원을 마 

구 해고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막대한 소득을 올리는 것은 사회적 • 도덕적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는 피터 드러커의 비판을 귀기울여 들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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