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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세시 의 회계기술들은 그 당시 상황이나 여건의 산물로서 오늘날의 그것보다 단순하 지만,

그 기능면에서는 오늘날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유용한 결과를 가져왔었다. 특히, 회계기능 중에서도 중세

의 내부통제와 회계감사가 현 의 그것과 가장 유사하며, 또 직접적으로 현 의 실무에 가장 큰 향을

미쳤다. 

본 논문은 중세시 에 독특한 회계기술을 발생시켰던 사회∙경제적 배경을 살펴보고, 이어서 국중

세회계를 특징지울 수 있는 회계시스템인 책임수탁 및 이행보고회계(charge and discharge accounting)를
장원회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국중세의 내부통제를 구조적인 측면과 구체적인 수

단으로 나누어 내부통제구조는 장원회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내부통제수단은 할부( , tally stick)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국중세의 회계감사를 장원회계와 정부회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중세시 국의 회계기술 중 특히 내부통제와 회계감사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형식상, 기

술상, 개념상으로 많은 회계적 유산을 남겨 놓았음을 특별히 강조하고자 한다.

I. 서 론

이탈리아 이외 지역에서의 중세시 회계실무는 복식부기의 주류에서 벗어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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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무시되든가, 아니면 단순히 역사적 관심을 갖는 정도에서 다루어졌다. 그

러나 국의 회계기술은 몇 가지 이유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현존하는 최고

의 문으로 쓰여진 문서 중에서 정부의 과세 장과 장원의 회계장부가 발견되었는

데, 당시의 방법들은 현 의 방법들과 비교해 볼 때 특정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

어 분명히 많은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중세의 리인회계는 오늘

날의 수탁책임 및 보수주의 원칙의 기초가 되어 르네상스시 에 이루어진 회계기술

상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여러 환경을 조성하 다[Chatfield, 이정호(역), 1985]. 

국중세시 의 회계기술들은 그 당시 상황이나 여건의 산물로서 오늘날의 그것보

다 단순하지만, 그 기능면에서는 오늘날과 거의 같은 유용한 결과를 가져왔었다. 특

히, 중세의 모든 회계기능 중에서도 내부통제와 회계감사가 현 의 그것과 가장 유사

하며, 또 직접적으로 현 의 실무에 가장 큰 향을 미친 것이었다. 본 논문은 중세시

국의 회계기술 중 특히 내부통제와 회계감사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형식상, 기

술상, 개념상으로 많은 회계적 유산을 남겨 놓았음을 밝힘으로써 그 중요성을 강조하

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중세시 에 독특한 회계기술을 발생시

켰던 사회∙경제적 배경을 살펴보고, 이어서 국중세회계를 특징지울 수 있는 회계

시스템인 책임수탁 및 이행보고회계(charge and discharge accounting)를 장원회계를 중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국중세의 내부통제를 구조적인 측면과 구체

적인 수단으로 나누어 내부통제구조는 장원회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내부통제수단

은 할부( , tally stick)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국중세의 회

계감사를 장원회계와 정부회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중세회계의 사회∙경제적 배경

1. 중세사회의 성격

국을 포함한 유럽중세시 의 시 구분문제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토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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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기를 전후하여 중세에 접어들었다고 보는 것이 다수 학자의 견해인 것 같다. 서구

는 8세기 말부터 완전히 농경상태로 퇴락하 음이 분명하다. 토지만이 생계의 유일

한 원천이었으며, 부의 유일한 조건이었다. 전 인구는 각자가 소유한 토지로부터 나

오는 것 외에는 다른 재원이 없었다. 모든 사회생활의 위가 토지소유에 입각하고

있어서, 국가의 군사제도와 행정체제도 토지를 기반으로 유지되었다. 즉, 군 는 단

지 토지의 소유자들로만 모집되었으며 관리들도 지주 출신들이었다.

모든 사람이 각자가 보유한 토지의 생산물로 생계를 위하 으므로 누구도 외부

로부터 식료품을 구입해 오는 성가신 일을 하지 않으려 하 으며, 절 수요가 부족하

으므로 지주들은 자신의 생산물을 스스로 소비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각 지는

일종의 폐쇄적 토지경제체제로 운 된다고 할 수 있고 시장 없는 경제체제라고도 볼

수 있다.

9세기 이래의 서구는 상품의 교환과 유통이 최저수준으로까지 쇠퇴하여 근본적으

로 농촌사회의 색채를 띠었다. 한 인간의 조건은 토지에 한 관계에서 결정되었는

데, 토지는 소수의 세속 및 교회 주들에 의하여 점유되었으며 이들의 하부에 토지를

분할 경작하 던 다수의 소작인들이 있었다. 토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자유와 권력을

소유하는 것이었다. 즉, 토지소유자가 주 으므로 토지를 상실한다는 것은 농노계

층으로의 전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예농( 農)은 지에 거주하는 농민들과 농노

들을 가리키는데, 농촌인구 가운데 소수의 개인들만 이곳 저곳에서 그들의 토지를 보

존할 수 있었고 농노신분이 농촌 중의 정상적인 조건이었다. 농노신분에도 많은 등

급이 있었는데, 이에는 고 의 노예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자들과 그들 자신을 자발

적으로 주들에게 탁신( )한 소작농민의 후예들이 병존하고 있었다. 사회적으

로 주의 토지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예속민이었고, 이들은 착취와 보호를

동시에 받고 있었다[고려 학교 서양중세사 연구실(편역), 1982].

2. 봉건제도의 의의

봉건제도란 매우 두드러진 특징들을 지닌 하나의 사회형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①

전문화된 군 조직이 사회계층의 상부를 점하고 있는 사회로서 개인적 예속관계라는

요인이 극단적으로 발전되어 있다는 점, ② 토지들에 한 권리가 극단적으로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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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고 토지에 한 권리에 차등적인 체계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체로 개인

적 의존관계의 차등과 일치하고 있는 점, ③ 정상적으로 국가에 귀속되어 있으나 실

제로는 국가권력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행사하고 있던 개인들의 계층적 구조 속에

정치적 권위가 분산되어 있다는 점 등을 주요한 특징으로 열거할 수 있다. 이러한 광

의의 개념에 해 봉건제도를 협의로 해석하면, 한 자유인(家 )의 다른 자유인(

君)에 한 복종과 봉사(주로 군사적 봉사)의 의무와 주군의 가신에 한 보호와 부

양의 의무를 창출하고 규제하는 일단의 제도들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부양의 의

무는 보통 주군이 가신에게 봉( )이라는 명칭으로 알려진 토지들을 양여하는 형식

으로 이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의미의 봉건제도는 앞에서 언급된 것보다 더 한정적이

고 기술적임이 분명하다. 광의의 봉건제도가 주로 사회적, 정치적 의미들을 포괄하는

데 반하여, 협의의 봉건제도는 법적 의미를 지닌다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봉건제도의 이러한 두 가지 의미가 서로 무관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앞서 기술한

사회를 봉건사회라고 부르는 이유는, 봉( )이 그 사회의 초석은 아니라 하더라도 최

소한 그 사회형에 포함되어 있던 토지의 차등적 권리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

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봉건제도의 주( )와 봉신( )이라는 두 집단의 의무사이에는 불공평이 있

었어도 그 의무는 상호적인 것이었다. 즉, 봉신의 복종은 그의 주가 계약을 얼마나

견실하게 이행하느냐에 따라 조건적인 것이었다. 불평등한 의무에 있어서 이러한 상

호성은 매우 강력하게 나타났으며, 유럽 봉건제도 종속관계의 매우 뚜렷한 특징이었

다[고려 학교 서양중세사 연구실(편역), 1982].

3. 장원제도의 본질

장원은 가장 강력하고 보편적으로 중세의 경제와 사회를 뚜렷하게 특징짓는 제도

로 일컬어지고 있다. 장원은 경제적 기능으로 볼 때 주의 지 다. 장원의 땅은

주관 부지와 주의 자 지 뿐만 아니라 농민에게 부여된 농민의 보유지들도 있었다.

지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 으므로 주의 수입원도 자 지 생산물과 차지인이

납부하는 지 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여기서 차지인은 부자유한 또는 반쯤만 자유로

운 신분인 예속적인 신분이었는데 이것은 장원의 규칙과 관습에 의해 규정되었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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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이 주장할 수 있는 다양한 권리를 주의 허락 없이는 행사할 수 없었으며 주

의 허락은 개의 경우 벌금을 내고 얻어지는 것이었다. 따라서 장원에는 차지인에

한 다양한 행정적∙사법적 권한들이 부여되었다. 이러한 예속민에 의한 경작과 그

뒤에 놓인 주의 권력은 당시에 지배적이었던 체제를 아주 뚜렷하게 특징짓고 비중

세적인 유형의 다른 농촌사회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것이었으므로, 이들을 장원

체제의 본질적인 특징을 이루는 두드러진 경제적∙사회적 측면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사회계층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11세기의 문서인“각 계층의

권리(Rectitudines Singularum Personarum)”에는 완전히 장원화된 사회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피라미드의 정점에는 봉건 주, 중간에는 기사와 평민자유인, 바닥에는

준예속적인 예농으로 계층화되어 있던 그 사회를 묘사하고 있다[Postan, 이연규(역),

1989]. 

중세의 장원들은 그 규모의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방 한 것이어서 토지들이

한 장소에 전부 다 집중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산재해 있었다. 장원의 중심은 토지소

유자의 평상시 저택, 사원, 수도원 혹은 요새화된 성벽이든 간에 토지소유자가

관습적으로 거주하는 곳이었다. 소유지전체는 많은 관구로 분할되어 있었고, 각 관구

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촌락을 포함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농가건물, 헛간, 가축우

리, 외양간뿐만 아니라 이 시설들을 돌보는데 종사하는 가내농노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었다. 또한 그곳에는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리인(steward)이 있었는데, 이들은

주의 집에서 신임할 수 있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농노들 가운데서 선발되었다[고

려 학교 서양중세사 연구실(편역), 1982].

주의 수입원은 체로 직 지 수입에서 지 로 바뀌고 있었는데, 이러한 일반적

인 추세에 가장 강력한 요인은 경 상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직 지 경제를 효율

적으로 운 하는데 감독과 통제라는 문제가 뒤따랐다. 장원 지들은 많은 경우 주

의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이들 지의 관리는 지방의 리인에게 맡겨졌

다. 이러한 지 관리인들은 회계감사나 주의 방문을 통해 통제되었으나, 그 통제

의 효과는 그리 크지 못하 다. 따라서 주들은 직 지를 임 하거나 직 지를 농민

보유지로 분할, 해체함으로써 경 상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 다. 

장원제도는 13세기에 접어들면서 현실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

한 요소는 회계의 도입이었다. 장원관리인의 정형화된 회계보고서가 규모를 불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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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부분의 지에서 채택되기에 이르 다. 지방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긴 했지만,

남아있는 회계문서들은 체로 같은 틀을 따르고 있었으며, 이렇게 회계절차가 동일

했다는 사실은 장원경 자들이 서로 상 방으로부터 배움을 얻으려고 얼마나 애썼고

경 기법이 얼마나 빠르게 지들에 확산되었는가를 잘 보여준다[Postan, 이연규

(역), 1989].

4. 중세의 주요한 회계문제

앞에서 언급한 사회∙경제적 배경 하에서 주요한 회계문제는 주인(본인)과 리인

사이의 수직적인 의사전달문제와 검증에 관한 문제 다. 국의 장원회계에서는 장

원의 수탁자가 주를 신하여 책임수탁 및 이행보고서를 작성하고, 정부회계에서

는 징세액을 기록∙검증하는 납입제도가 나타나게 되었다[Chatfield, 이정호(역),

1985].

11세기까지 국에서는 재무적 자료가 거의 구두(口 )로 전달되고 검증되었으며,

기록된 문서는 구두로 전해진 중요한 사항을 보충하는 것으로만 사용되었다. 이렇게

구두에 의한 회계활동이 일반화했던 이유는 그 당시 국에서는 귀족들조차도 문맹

률이 높았으므로 장부의 문서화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기록된 문서에 해 변조

가능성이 있었으며,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을 필요로 하는 구두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III. 국중세회계의 특징

앞에서 살펴본 사회∙경제적 배경 하에서 나타나게 된 회계기술을 한마디로 표현

하면 책임수탁 및 이행보고회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단식부기를 기초로 운 되는

다양한 회계시스템을 포괄하는 일반적 용어로서 ① 하급자( 리인)의 주인(본인)에

한 책임을 강조하면, 리인회계(agency accounting) 또는 수탁책임회계(stewardship

accounting)라 불리고, ② 회계실체에 중점을 두면, 부동산회계(estate accounting) 또

는 장원회계(manorial accounting)라 불린다[Edwards,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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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수탁 및 이행보고회계의 공통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Edwards, 1989].

① 책임수탁 및 이행보고회계는 조직이 아닌 한 개인의 계정서 다.

② 책임수탁 및 이행보고회계는 높은 신분의 사람들에게 제출되었다.

③ 책임수탁 및 이행보고회계는 한 기간 동안의 재화흐름을 포함하고 있었다.

④ 책임수탁 및 이행보고회계는 자본거래와 수익거래를 구분하지 않았다. 

⑤ 책임수탁 및 이행보고회계는 계정서의 목적이 주인(본인)의 관점에서는 리인

의 성실성과 신뢰성을 조사하 고, 리인 관점에서는 자신의 정직성을 입증하

다.

⑥ 경제활동이 반복적이고 계절적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책임수탁 및 이행보

고회계에서는 성과평가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⑦ 책임수탁 및 이행보고회계에서는 리인이 결손을 자신의 재산에서 보상해야

했다.

⑧ 책임수탁 및 이행보고회계에서 감사제도는 통상 책임수탁 및 이행보고서를 주

인(본인)에게 발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

책임수탁 및 이행보고회계를 Jensen and Meckling(1976)이 지적한 계약에 관한 리

관계를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다. 리인이론에서 본인은 리인에 해 적절한 유인

구조를 설계하거나, 리인이 본인의 목표에 벗어난 행동을 제한하기 위해 감시비용

(monitoring costs)을 들여서 본인의 이익에서 벗어나는 리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

다. 또한, 리인은 본인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자신의 행위로 본인이

보상받는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자원을 사용1)하는 것이 유리하다. 장원에서 주

와 장원관리인간의 관계는 본인과 리인 관계로 볼 수 있다. 장원관리인의 의사결정

에 종종 여러 제한이 가해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제한을 장원관리인 관점에서 확증비

용의 예로 볼 수 있다. 주가 부딪히는 경 문제는 장원관리인으로 하여금 주의

이익에 부합되게 행동하도록 보증하기 위한 계약조건을 결정하는 것이었다[Noke,

1994]. 

중세장원회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장원계정과 그에 관한 고찰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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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그 당시에도 다양한 회계방법이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계정에 공통

적인 어떤 특징이 있었고, 이런 특징들을 요약하는 것과 계정자체에 특성을 부여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연구방법론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특정

한 한 장원에서 사용되는 회계시스템에 관한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한 가지 형태의

계정이상의 표준계정에 관한 연구인데, 후자는 표준양식을 제공하고 한 가지 형태의

계정이상이 존재함을 입증한다[Oschinsky, 1956]. 

이러한 방법론에 따라 국중세의 장원회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의 장원회계는 자급자족하는 경제실체의 수입∙지출을 기록하 으며, 외부인

과의 거래의 결과는 계정서에 특별히‘외무(foreign)’라고 기록하고 있었다. 장원의

특징은 리인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주가 기장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이들 수탁자(steward)의 성실성과 신뢰성을 조사하고, 손실 및 절도를 예

방하며 또한 일반적으로는 효율을 높이기 위한 필요성에서 다. 한편, 수탁자의 입장

에서 볼 때, 회계기록은 자기가 정직하고 훌륭하게 의무를 이행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었다. 장원회계를 역사적으로 보면, 3단계로 발전하 고 각 단계는 독특한

회계문제와 이에 응하기 위한 회계기술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각 단계마다

상당부분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새로운 형식이 도입된 이후에도 어떤 장원은

전 단계의 실무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원회계의 단계를 볼 때, 서로간

의 동일성과 차이점을 인식할 수 있는데, 이것은 13세기부터 16세기까지 어디서나

같은 표준적인 형태 안에서 이루어졌다. 장원계정은 보통 1년 단위로 작성되었고, 책

임수탁 및 이행보고계정이었다[Harvey, 1994]. 

각 단계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Harvey, 1994]. 

1단계에서는 ① 계정이 장원 주가 동의하는 계정이었다. 계정에 기록된 비용이

실제 지출된 비용이 아니고 단지 주가 장원관리인에게 허락한 비용이었다. 즉, 여

기서의 계정은 오직 주관점임을 보여준다. ② 계정은 장원과 가계계정의 접한 관

련을 보여준다. 장원계정은 장원의 소득창출부분을 보여주고, 가계계정은 지출부분

을 보여준다. ③ 장원간 계정에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외적 특징이나 그

러한 차이는 내부 계정에도 일어난다. 약간씩 다른 방법이었지만 최종계정은 같았다.

2단계에서는 ① 장원계정의 빠른 확산이라는 관점에서 통일성이 발달되었다. 즉,

계정은 외적 형태나 회계사무방법에서 단일한 형태를 따르고 있었다. ② 계정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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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로 작성되었는데 장원관리인의 주장에 기초하여 감사에 제공되었다. 계정은 단

일관점의 계정서가 아니고 장원관리인과 감사인간의 화 내지 토론의 결과 다.

3단계에서는 장원이 임 되면서 변화하 는데, 장원임 차계약의 많은 다른 형태

와 조건이 장원계정의 다양한 변화를 야기하 다. 형태와 내용의 다양성에도 불구하

고 책임수탁 및 이행보고계정의 기본구조는 유지되었다.

장원회계에서 책임수탁 및 이행보고서를 기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Edwards,

1989].

(1) 재화의 수량과 금액을 적절히 언급하면서 문단 형태로 자료를 표시하는 방법.

(2) 금액을 기록하지는 않지만 각종 수입과 지출을 별개의 난에 기록하는 방법.

(3) 금액을 기록하면서 각종 수입과 지출을 별개의 난에 기록하는 방법.

책임수탁 및 이행보고서를 작성하는 장원에서 보고서양식은 방법 (1)에서 방법 (3)

으로 점차 변화하 는데, 장원에 적합한 발달된 형태의 보고서는 아래 <표 1>과 같다.

아래 보고서는 아라비아 숫자로 체되기 전에는 부분적으로 라틴어와 로마숫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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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화폐 책임수탁 및 이행계정 보고서

책임수탁 금액

1. 장원의 주에게 지불할 기초금액

2. 주로부터 수령한 현금과 기타자산

3. 지 수입

4. 생산물과 가축판매 수입

5. 세금과 벌과금 수입

6. 총 수입 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

이행보고

1. 주에 한 현금 및 기타자산의 지급

2. 장원운 과 관련된 비용

3. 장원운 과 관련 없는 비용

( 주 및 주의 가신을 위한 접 비) 

4. 총지출 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

5. 주에게 지불할 기말금액 _______________

출처: Edwards, 1989, p. 35.



기록되었다. 국에서 아라비아 숫자로 체된 것은 16세기 다. 그리고, 위 보고서

는 보통 현금기준으로 기록되었다. 

책임수탁 및 이행보고서의 기본형태는 책임수탁 및 이행보고서에 포함되는 항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거의 변하지 않았다. Noke(1994)는 아래에 기술된 회계보고서가

13세기경부터 책임수탁 및 이행보고서에 첨부되기 시작했다고 보고하 다. 이 보고

서들의 목적은 기타자산에 한 통제력을 확 하는 것이었다

① 수량이 기록된 곡물과 가축계정서(전통적인 책임수탁 및 이행보고서형태로 작

성됨).

② 소작농으로부터 제공받을 노동용역과 용역제공방법을 기술한 보고서.

③ 장원소유의 고정자산에 한 보고서(구체적인 평가는 하지 않았으나 자산의 종

류와 상태에 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함).

장원의 부기기술은 장원의 살림살이를 기록할 때도 사용되었다. 가계비는 전체적

으로 장원의 다른 비용과 같은 형태로 기록되었으며, 장원의 다른 계정서의 연차집계

표와 결합될 계산서의 작성을 위하여 기록되고 있었다. 구체적인 예로는 Cromwell계

정이 가계비용과 관련된 부분을 포함한 장원계정 뿐만 아니라 분리된 가계기록의 예

들을 포함하고 있었다[Myatt-Price, 1956]. 

IV. 국중세의 내부통제

내부통제는 기원전부터 경제가 발전된 곳에서는 실무적으로 널리 이용되어 왔는

데, 여기서는 내부통제의 개념에 다음 요소들을 포함하도록 한다.

① 부정 또는 오류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고, ② 경 자가 의사결정시 이용하는 회계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고, ③ 경 효율을 증진시키고 회계와 재무분야가

직접, 간접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분야에서 채택되고 있는 정책의 준수를 제고시키

기 위해 기업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조직계획과 조정절차로 구성된다. 즉 이 개념은

재무와 회계기능에서만 한정되어 사용될 것이며 다음의 두 가지 관련활동을 포함시

키는 것으로 한다[Lee, 1971].

- 내부감사: 규정된 내부통제시스템의 여러 측면을 검사하기 위한 경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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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견제: 횡령 등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절차

위에서 정의한 내부통제개념에 입각하여 국중세의 내부통제를 구조적인 측면과

구체적인 수단으로 나누어, 내부통제구조를 장원회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내부통제

수단에 해서는 할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국중세의 내부통제구조

회계 및 재무와 관련된 내부통제의 개념은 중세에 걸쳐 진보와 퇴행을 반복하면서

발전되어 왔다. 국중세의 경제생활이 장원을 중심으로 위되었으므로 내부통제구

조에 해 장원회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장원의 내부통제구조는 현 기업에 필적할 만하 다. 장원의 감시인은 회사의 이

사와 마찬가지로 회계자료를 사용하여 제 활동을 관리하고 장래의 계획을 세워야만

하 다. 그의 직무에는 예고 없이 현장에 나가 실사를 하여 그 결과의 좋고 그름을

주에게 보고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모든 거래를 기록하고 기장업무와 현금취급

업무를 분리시키는 것이 건전한 실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목재, 육류, 건초 등을 판

매하여 얻은 수입은 비용과 비교하여 분석되고 있었다. 다음해의 식량, 연료, 의류,

기타 재화 등의 필요량을 예상하고, 그 예상필요량에 따라서 수탁자에게 현금을 지불

할 수 있는 날짜를 결정하고 있었다.

중세시 에 장원에서 통제구조로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방법의 하나는 토지소유

자 자신들 또는 그들이 지정한 관리에 의해서 실행되었던 내부감사제도 다. 장원내

의 각 작업장에서 기록된 계정서는 이러한 내부감사제도에 따라 검증되고 있었다. 어

떤 소유지의 하급 감독인은 식탁에 제공된 식사를 기록하여 이를 조리실의 재료사용

량 기록과 비교하 으며, 이를 다시 조리실에 수입되는 양식이나 식품의 목록과 조

하 다. 식품저장 담당자와 빵 제조인의 기록은 배달된 빵과 소비한 빵에 하여 일

치할 것이 요구되고 있었다. 맥주 양조인과 창고관리인은 맥주량을 서로 조∙확인

하고 있었으며, 도살인은 가축가죽에 관해서는 장갑 제조인과 또 육류에 해서는 육

류 저장 담당자와 조하고 있었다.

생산표준이 내부견제를 더욱 강화하 다. 빵제조인, 맥주양조인, 육류저장 담당자

등은 각각 수령한 재료로부터 일정량의 빵, 맥주, 육류를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안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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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매한 재료는 배달된 때에 기록되었으며,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열쇠를 채

워 저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수탁자는 종종 실지재고조사를 하여 조달량과 소비량이

얼마나 예산수준과 일치하는가를 검사할 수 있었다. 조리실, 향료창고, 곡물창고, 기

타 작업장의 서기들은 월간지출액을 집계하고 검사관의 입회 하에 재고조사표를 작

성하 다. 그러면 계산실의 서기가 이러한 보고서를 종합하여 지출보고서와 소유지

전체의 재고자산을 표시하는 잔량명세서(bill of remainders)를 작성하 다[Chatfield,

이정호(역), 1985]. 

한편, Oschinsky(1956)는 그 시 에 회계전문가들에 의해 쓰여진 몇몇 논문들에

해서 기술하고 있는데 그 논문들에는 내부감사의 이용과 감사인이 각종 재무기록들

이 허위로 기재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예를 들면, 감사인은 어떤 특정량의 고기를 절이는데 필요한 소금의 양에 해서 교

육받는다든지, 1년 동안 죽은 동물의 가죽과 털의 양을 조사한다든지, 의 생산량과

뿌린 씨의 양 또는 재배면적을 비교한다든지 하는 업무를 수행하 다. 

2. 국중세의 내부통제수단

중세의 내부통제수단으로서 장원회계와 정부회계에 걸쳐 폭넓게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할부인데, 12세기경부터 할부라는 것이 쓰이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보통 8인치

(20.32cm)에서 9인치(22.86cm)길이의 가느다란 개암나무조각으로서 여기에 눈금을

그어 수령금액을 표시하 다. 어떤 특정거래가 완성되고 금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에

따라 할부에 눈금을 새겼다. 그 할부를 반으로 쪼개서 하나는 채권자가 갖고 하나는

채무자가 보관하 다. 이것은 수증으로 사용되었으며, 거래에 한 내부통제의 수

단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할부는 오랫동안 보관이 용이했고 알아보기도 쉬웠기 때

문에 널리 사용되었다. 즉, 할부는 문맹인 사람들이 차입하거나 출해 준 금액을 정

확히 파악할 수 있는 비교적 쉬운 방법이 되었다. 할부의 사용은 당시 사람들이 부정

또는 오류의 가능성을 감소시킬 필요성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행정이 분산되었을 때 정부수입과 지출에 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식도 갖고 있었

음을 보여준다[Lee, 1971].

할부는 종이가 알려지지 않고 비싸며, 화폐가 드물고 좋지 않으며, 거의 모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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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문맹일 때에 계정이 어떻게 유지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할부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다. 

① 나무 조각에 눈금을 긋거나, 석판(slate)에 표시를 하여 숫자를 단순하게 기록하

는 것, ②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일체(identity)임을 증명하는 것, ③ 위의 두 가지의

결합으로 채권, 채무 관계에서 두 당사자에게 기록을 제공함. 그 당시에 이 세 가지

모두는 업을 지원하고 있었다. 특히, 세 번째의 경우(the split tally, 분할된 할부)가

가장 유용하 다.

나무로 만든 할부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비용이 실질적으로 거의 들

지 않았고 기록하기가 용이하 다. 을 아는 사람이나 을 모르는 사람 모두에게

한번에 알기 쉬웠다. 더우기 종이나 양피지보다 부식이나 쥐들에 해 더 잘 견뎌냈

다. 할부는 또한 경 에 한 기록(스웨덴), 메시지 전달 수단(고 그리이스, 호주

원주민), 계산도구로서 사용되었고, 분할되지 않은 할부(the unsplit tally, 위의 ① 의

미)는 물리적 수량이나 화폐금액을 기록하는 쉬운 수단이 되었다. 예로서 국 수도

원에서는 우유생산량을 할부로 나타내었다. 다른 예로서는 할부에의 표시는 임금이

나 조세납부액을 나타내기도 하고 여관이나 가게에서 신용판매를 나타내기도 하

다. 이렇게 할부는 때때로 신용거래를 의미하기도 하 다[Baxter, 1994].

중세 국에서 분할된 할부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즉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할

부는 잘 익은 개암나무나 버드나무로 만드는데,2) 횡적으로 사각형이었다. 기본적으

로 가늘며, 길이는 6~9인치 사이 다. 전형적으로 중세할부는 길이가 다른 두 부분

으로 나뉘어 진다. 긴 쪽(stock이라 부름)은 상품이나 돈을 준 사람(채권자)이 갖게

되는 수증이고, 짧은 쪽(foil이나 leaf라고 부름)은 수령한 사람(채무자)이 갖게 된

다. 할부의 크기는 표시되는 눈금의 너비나 수에 따라 다양하게 변할 수 있었다. 시간

이 지남에 따라 물가가 오르게 되자 할부의 크기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Baxter,

1994].

국 중세의 정부회계에서 할부는 기본적으로 채권, 채무관계의 증서로서 사용되

었으나 실제로는 그런 한정된 당사자를 넘어서 즉 단순한 수증 이상의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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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할부를 잘 익은 개암나무나 버드나무로 만들었던 이유는, 나무에 표시를 하기 용이하고 나무

가 쉽게 잘라지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고 있었다. 일례로 할부는 정부발행 환어음이나 지참인 수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

다. 정부관리들은 상품이 급히 필요하나 바로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 자신의 할부

를 발행하 다. 중세 왕들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보다 더 많은 현금이 필요했고, 왕실

수입이 즉시 들어오지 않는 관계로 할부를 이용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

력하 다. 따라서 정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상인들과 거래할 수 있었고 현금 없이도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었다. 또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주 장관들을 통제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도 되었다[Baxter, 1994].

사적 역에서 사용된 많은 할부는 환어음을 기 하고 할인되어 사람들 사이에서

유통되었다. 요컨 , 국 중세경제는 할부에 기초하고 있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화폐가 일반적으로 유통되기 전에는 할부가 신용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었다.

법적으로는 채권자가 상품 공급 금이나 채무상환을 요구할 때, 그의 stock은 적어도

그의 권리를 보호하고 단지 증거로서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채권∙채무관계를 발

생시킨다. 할부의 사용은 14세기에 그 절정에 이르 으나 그 이후로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3) 이것은 아마도 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고 종이의 사용 때문이었

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감소정도는 느렸고 여러 세기에 걸쳐 이루어졌다. 결국,

1834년에 수 백년 동안 보관된 할부를 없애도록 하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할부는 의

사당내의 화로에서 소각되었는데, 이것이 화재로 번져 10월 15일과 16일에 걸쳐 의

사당이 전소되었다[Edwards, 1989].

V. 국중세의 회계감사

중세의 회계감사를 고찰할 때 흔히 장원회계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는 장원회계 뿐만 아니라 정부회계4)에 있어서 감사의 문제도 살펴보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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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론 정부부분에서는 왕실수입의 안정적인 유지와 오랜 관습에 따라 할부가 계속 사용되었

다.

4) 국 중세의 정부회계에 있어서는 내부통제와 회계감사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혼재

되어 있었다. 따라서 여기서 다룰 정부회계에도 내부통제문제와 회계감사문제가 혼재되어 있

다.



다. 

거의 모든 장원의 계정서는 주 및 장원의 위원회 또는 특별히 선출된 감사인이

매년 검사하고 있었다. 한 지내에 여러 개의 장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들

장원을 일괄하여 감사하든가 또는 감사인이 각 농장을 순회하면서 감사하 다. 이 경

우의 감사 역시 수탁자의 회계책임을 검사하는 것이었다. 감사는 내부통제를 촉진하

고 재무제표의 신뢰도를 높이며, 최종적으로는 현금을 취급하는 부문책임자의 책임

을 해제시켜 주었다.

감사인은 반기별로 경 능률의 평가를 포함한 예비감사 또는 점검(view)을 실시하

다. 그들은 전답을 검사하고, 파종상황, 성장상태를 감사하 다. 또, 가축과 가축의

증가수를 검사하고, 가축의 폐사 및 분만상태를 조사하며, 곡물창고의 재고조사를 실

시하고, 비품을 점검하며, 필요한 지출과 임시적 업무의 유무를 조사하고 각 관리의

중간계정서를 평가하 다.

이렇게 하여 계정서의 점검은 감사인과 수탁자 사이에 미묘한 립을 생기게 하

다. 수탁자는, 손실은 과 하게 그리고 수입이나 자연증가는 과소하게 추정하여 자기

에게 유리한 계정서를 제출하고자 하 다. 이에 해서 감사인의 직무는 부정, 태만

또는 그릇된 판단에 의하여 주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미카엘절에

많은 지에서는 감사인이 수탁자에게 당해년도에 과해진 부과액을 말해 주었다. 그

러면 수탁자는 자기가 부담한 비용과 장원의 수입책임자에게 지불한 금액의 수증

을 제출하고, 감사인이 그것을 인정하면 그 금액을 계정서에 기입하고 그만큼을 부과

액에서 차감시켰다. 그리고 수탁자가 잔액을 감사인에게 지불하면, 감사인은 이행증

을 주거나 또는 책임이행을 인정하고 그 금액을 수입책임자에게 인도하 다. 마지막

으로 감사인은 이들 개개의 계정서에 소계를 기입하고 최종잔액의 아래에“하기서명

한 감사인이 청취하 음(heard by the auditors undersigned)”이라는 감사증명을 의미하

는 말을 쓰고 그것을 지전체의 책임수탁∙이행보고서에 결합시켰다. 

마지막 단계는 연차감사선언이었다. 그것은 감사인에 의하여 증명된 책임수탁∙이

행보고서를 직무이행에 해서 정 조사를 받고 있는 주와 수탁자들의 면전에서

낭독하는 것이었다. 각 수탁자가 질문에 답하도록 호명되었고, 이들은 자기의 지식

을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 다. 이때 계정을 구두로 요약하게 된 이유는 다

음과 같다. 즉, 장원은 부분이 문맹인 사회 다는 현실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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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또한 공청회는 모든 사람들의 면전에서 기록누락이나 오류를 발견할 수 있

도록 하여 부정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원감사는 질문에 의하여

총괄적 관리를 하는 수단으로서 가장 훌륭한 것이었다[Chatfield, 이정호(역), 1985]. 

중앙정부회계에 있어, 국에서 현존하는 최고의 회계기록은 Pipe Roll 또는 Great

Roll of the Exchequer인데 이것은 토지 장의 평가액과 주 장관(sheriffs) 및 기타 관리

가 국고에 입금할 때 제출하는 계정서를 모아 놓은 것이다. 각각의 계정서는 겹쳐서

붙인 여러 장의 양피지로 구성되고, 1130년부터 700년간 국왕에게 지급될 지 , 벌

금, 세금 및 기타 일정한 부과금의 내용과 징수상황 및 징수관련비용을 집계한 것이

다. 국고에 직접 입금할 수 있는 성격의 것도 있었으나 체로 주 장관이 지방의 징수

관으로서 역할을 행하 다.

부활절과 미카엘절에 각 주 장관은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에 소집되었다. 부활

절 모임의 목적은 국왕의 현금수입을 제고하는 것이었다. 주 장관은 자기 주에 부과

된 부과액의 약 절반을 납입하 고, 재무관(treasurer)은 지불의 증거로 할부에 기입

하도록 명하 다. 할부는 전체 길이의 3/4을 자르고 foil이라고 불리우는 짧은 조각은

주 장관에게 납입의 수증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stock이라고 불리우는 조각은 재무

관이 보관하 다. 

주 장관은 미카엘절에 다시 참석하여 왕실세입의 잔액을 지불하고 국가의 지도자

로 구성된 재무성(Exchequer)에서 시행되는 감사를 받았다. 재무관은 주 장관에게 설

명준비가 되었는지를 공식적으로 질문하고, 준비가 되었다면 재무관은 Pipe Roll에

기록된 부과금액을 읽어주고 주 장관의 경상비가 전년도와 동일한가를 묻는다. 동일

하지 않다면 비경상적 지출의 증거를 제공해야 했다. 예를 들면, 성곽의 보수는 공사

의 완성상황 및 비용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왕실검사관에 의해 입증되지 않으면 안 되

었다. 이 때 주 장관은 국왕의 호의를 얻기 위한 자발적인 헌금, 살인자를 체포하지

못한 경우에 부과되는 벌과금, 중죄인과 도망자로부터 몰수한 재산과 같은 잡수익에

한 내용을 제출하 다. 최종적인 정산은 바둑판 무늬의 천을 펴놓은 책상을 사이에

두고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 Exchequer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 테이블의 한 편

에는 주 장관이 징수금, 할부 및 경비지출 증빙을 가지고 앉고 반 편에는 계산관이

앉아 있다가 국왕에게 납입해야 할 금액을 바둑판 무늬의 정방형 계산판에 늘어 놓는

다. 주 장관의 할부는 재무성이 소유하고 있는 할부와 비교된다. 이 절차는 foil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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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적인 눈금을 기입하여 부족액을 감추려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예정 납입액과

실제 납입액을 비교하여 일치하는지를 살펴보고, 주 장관이 재무성에 하여 양심에

따라 합법적인 계산을 행하 음을 서약함으로써 감사가 완료되었다[Edwards, 1989].

V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국중세회계의 여러 측면을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향을 미치고 있는 내부통제와 회계감사에 중점을 두었다. 중세봉건시

의 회계에 해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은 옛날에 존재했던 것에 한 역사적인 의

의 정도로 생각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볼 때, 이러

한 생각은 지극히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임을 알 수 있다.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좋은

회계제도는 가장 낮은 비용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

는 것이다. 아무리 정교한 회계제도라도 비용을 합리화할 수 있을 정도로 나은 의사

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면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 중세봉건시 에

사용된 회계제도는 동시 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책임

수탁 및 이행보고 회계는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한동안 사용되었는

데, 이는 간단한 방법이 유용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

한, 이 제도 하에서는 이익측정이 중요하지 않았는데 이는 자본거래와 수익거래의 구

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익이 고정적이고 지출은 불가피하다는데 기인한다. 따라

서, 여기서는 내부통제와 회계감사가 강조되었고 회계제도 또한 이에 적합하 다.

간과하기 쉬웠던 국중세 봉건시 의 회계에서 우리는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오늘날 거의 부분의 사회제도가 본인- 리인 관계(principal-agent

relationship)로 설명될 수 있으며, 여기서는 역선택문제(adverse selection problem)나

도덕적 해이문제(moral hazard problem)가 나타날 수 있고, 여기에 책임수탁 및 이행

보고 회계의 개념체계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당

시의 내부통제나 회계감사의 개념체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하며, 그러한 개념

적인 바탕 하에서 오늘날 정교한 내부통제제도와 회계감사제도가 구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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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 Significance of British Medieval Accounting
- Focusing on Internal Control and Audit -

Su-Keun Kwak**
Won-Seok Choi**

ABSTRACT

Accounting techniques in the British medieval times had equally useful functions although

those were much simpler than today. Especially internal control and audit among accounting

techniques in the medieval times resembled those of today closely and had a direct influence

on modern accounting practices. 

First we surveyed the socioeconomic background of the medieval times which had

deveoped specific accounting techniques. Also we examined charge and discharge accounting

characterizing British medieval accounting. Next we investigated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n manorial accounting and the tally stick as internal control device in the British medieval

accounting. Finally we examined the audit functions in medieval manorial accounting and

government accounting. 

We examined internal control and audit techniques in the British medieval accounting and

found some functional and conceptual similarities in internal control and audit functions

between the British medieval accounting and modern accounting.

Keywords: British Medieval Accounting, Internal Control, Audit, Charge and Discharge

Accounting, Manorial Accounting, Tally St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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