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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IMF관리체제 이래 시행된 공정가액 중심의 회계기준 국제화작업 가운데 필연적으로 부각

된 기업회계기준과 상법상 계산규정과의 조화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에 외국인투자지분이

부쩍 높아진 상황아래 상장법인과 코스닥법인이 특히 관심을 가지는 배당가능이익의 계산문제를 포함한

배당회계를 문헌조사 및 실증분석방법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당가능이익의 계산시 미실현평가이익과 기타법정적립금을 공제하고 창업비 등 일부 자산∙부

채를 조정하는 조항을 상법에 신설함이 요청된다.

둘째, 시세있는 주식을 주식배당으로 교부하는 기업의 회계처리는 무조건 시가법이 아니라 경제적 실

질에 따라 액면가액법과 시가법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그 구분기준을 제시하도록 하며, 또 주식배당

으로 인한 납입자본의 증가시점을 기말(배당기준)이 아닌 배당선언일로 기업회계기준에 명시한다. 

셋째, 중간배당관련 정보를 재무제표 주석에 추가로 기재하며, 인식시기는 반기 차 조표일이 아닌

이사회결의일(배당선언일)로 하고, 중간배당의 한도 계산시 현행 상법 제462조의 제2항 제3호는 이중

공제사항이므로 삭제한다.

I. 서론: 연구동기와 선행연구

최근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12월 결산 상장법인을 상으로 2001사업연도 결산 실

적을 조사ㆍ분석한 결과를 보면 상장회사의 배당금 지급총액은 3조4천8백6십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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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1년 10월 한국증권학회 추계학술발표 회에서 발표된 후 동년 12월 27일 공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6호( 차 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의 미지급배당금 인식시기 개정내용과

2002년 5월의 상장협 통계를 참조하여 폭 수정한 것임.

**아주 학교 경 학 교수, 경 학박사



원으로 전기 비 1.5%가 감소하 으나, 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 배당금의 비율)은

52.1%로서 전기의 51.2%에 비해 0.9%포인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상장, 2002.

5, 36-37면).1)

이러한 배당성향의 증가 현상은 IMF체제 이후 외국인 투자자의 증 와 기업지배

구조 개선책의 일환으로 강화된 소액주주의 권익보호 등에 편승한 배당압력 확 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1998년 이래 도입된 중간배당액을 추가로 고려하면 배당의 경

제적 의미는 더 커졌다.

2001년 7월 13일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작업을 진행중인 한국회계연구원

이 개최한「상법상 계산규정과 기업회계기준과의 조화」주제의 포럼에서 상법의 원

가주의원칙과 기업회계기준의 시가주의(공정가액평가)원칙간의 상충에 따른 실무상

의 문제점으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위법배당이 우려되고 이에 따라 회사 또는 채

권자의 반환청구소송 사태가 예상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한국회계연구원, 2001.

7, 29].

이와 관련하여 이미 일본에서는 1999년의 상법 개정 시 금융환경의 변화를 반 하

여 시장가격이 있는 금전채권, 유가증권(주식∙사채) 등에 하여 시가주의평가를

허용하되 채권자보호를 위한 보완책으로 배당가능이익 계산 시에는 미실현평가이익

을 공제하도록 한 입법례가 있고[권종호, 1999. 11, 21면], 선행연구결과 1999사업연

도의 상장법인 배당현황으로 볼 때 배당금을 지급한 333개 기업 중 당기순이익보다

배당금이 큰 기업은 16개 사에 불과했으나, 당기순이익에 평가손익을 가감한 수정 후

당기순이익과 비교한 결과 해당기업수가 40개 사로 증가됨으로써, 일부기업의 경우

미실현평가이익이 배당의 형태로 사외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황인

태, 2000. 9, 54면].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첫째, 상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배당가능이익의 계산 시 고려사

항을 고찰한다. 

둘째, 주식배당과 중간배당의 회계처리상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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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월 법인 총 574개 사 중 사업보고서 미제출, 공인회계사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60개 사를

제외한 514개 사를 상으로 결산 재무제표를 분석한 것으로서 유배당회사 294개 사와 관련

된 자료임.



연구의 방법으로는 이익배당에 관한 상법과 회계학에 한 학제적 문헌연구를 중

심으로 하되 통계자료의 검토를 병행하도록 한다. 연구의 범위는 상법상 이익배당금

의 주주∙채권자 등 외부 이해관계자를 상으로 하는 재무회계적 관점에서 최근 문

제가 되고 있는 주요쟁점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하고, 그 순서는 제2장 배당가능이익

의 계산, 제3장 주식배당의 회계문제와 제4장 중간배당의 회계문제의 순서로 하여

각각 현황,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기술한 뒤 제5장에서 결론을 맺는 순서로 하 다.

II. 배당가능이익의 계산

1. 현 황

회사의 배당금은 기본재무제표 중 하나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기재되며, 배당

성향은 기업회계기준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석으로 기재되고 있다.

12월 결산 상장회사의 2001사업연도 배당실적을 2000사업연도와 비교하여 제시하

면 <표 II-1> 내지 <표 II-3>과 같다.2)

위 세 표를 간략히 분석하면 배당회사의 수는 2001사업연도에 294개 사로 전기에

비해 17개 사 감소했으나, 배당금 규모에서는 2001년도에 3조 4868억 원으로 전기

비 1.5% 감소에 그쳤다.그 결과 주당배당금은 2001년도에 748.0원(액면배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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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상장협의회, 상장, 2002년 5월, 36-37의 조사표를 적절히 발췌 인용하되 불비한 점은 필

자가 일부 수정하 음.

<표 II-1> 배당회사 현황

(단위: 개사) 

구 분 2001연도 2000연도 증감

유배당회사 294 311 △17
무배당회사 220 203 17

전 체 514 514



14.96%)으로 전기 비 65.4원 증가하 고, 배당성향은 2001연도에 52.1%로 전기

비 0.9%포인트만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하여 외부감

사를 받는 기업의 경우 재무제표 주석(2000년 전에는 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에 배

당가능이익의 산정내역이 기재되고 있으며, 증권거래법과 이에 위임받은 금융감독위

원회의「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라 감사인의 감사

결과 수정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배당하도록 하고 있다.

2. 문제점

1) 미실현 이익의 포함문제

주식회사제도아래 주주는 고유권리로서 이익배당청구권을 가지지만, 이 권리는 주

주가 유한책임을 누리는 이상 회사 채권자의 권리에 우선할 수는 없다[이태로∙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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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2> 배당금 규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1년도 2000년도 증감율

제조업 2,224,463 2,409,550 -7.7
비제조업 1,067,306 1,051,000 1.6
금융업 194,994 78,422 148.6

전 체 3,486,763 3,538,972 -1.5

<표 II-3> 주당배당금과 배당성향

(단위: 원, %)

구 분 2001년도 2000년도 증 감

주당배당금 배당성향 주당배당금 배당성향 주당배당금 배당성향

제조업 772.5 231.0 698.7 24.9 73.8 10.5
비제조업 700.8 35.3 631.5 80.5 69.3 250.5
금융업 350.0 7.2 466.0 -1.9 16.0 9.1

전 체 748.0 52.1 682.6 51.2 65.4 0.9

주: 소액주주의 보통주배당금(주식배당포함)을 유배사기준, 액면가 5,000원으로 환산함.



송, 1997, 834]. 즉 이익배당은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이 확보된 상태에서만 가능하

며 소위 자본충실의 원칙 아래「이익 없으면 배당 없다」는 법언( )이 지켜져야 한

다. 여기서 이익은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이 아니고 배당가능이익을 말하는데, 상법

제462조 제1항에 의하면 회사는 차 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① 자본의 이익,

② 그 결산시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 그 결산기에 적립

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의 합계를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으며 또 동조 제2항에서 위 규정에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즉 위 조항은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채권자보호와 회사존속의 기초유지를 선

행시키고 있으며, 기업회계상 재산법적 사고를 적용하여 순자산 즉「자산-부채」를 계

산의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상장기업 및 외부감사 상기업의 기업실무가 상법 아닌 기업회계기준(현

주식회사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함)에 따라 회계처리하므로 순자산의

구성요소인 자산을 상법상의 계산규정에 규정된 원가법이나 저가법이 아닌 시가법

(공정가액법) 또는 지분법으로 하도록 된 항목(예, 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 파생금

융상품,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등)의 경우 평가손익만큼 상법과 재무회계간에 차이

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기업회계상 반 된 미실현평가손익의 규모를 보면 <표 II-4>와

같았다.3)

즉 4가지 평가손익 모두 규모가 적지 아니한데 그 중에서도 외화환산손익이 가장

규모가 크고 그 다음이 1999년 회계연도부터 회계기준개정으로 손익에 반 하게 된

지분법평가손익임을 알 수 있다. 금액으로 볼 때 두 항목의 평균값은 비슷한 규모이

나(이익 58억 원-손실 7억 원 vs. 이익 50억 원-손실 25억 원), 중앙값의 경우 외화환

산이익과 손실은 각각 231백만 원, 773백만 원인 반면 지분법평가이익과 손실은 각

각 0원으로 나타나 지분법평가손익의 경우 분포가 상위기업들에 보다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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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발표한 2000사업연도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연도말 미환율의

인상(1999년 말 1,145,4원→1,259,7원)으로 외화환산손익이 4조 355억 원(1사당 평균 81억

2천만원)의 손실로 나타나 1999사업연도의 자료(황인태, 2000)를 이용하 음. 



2) 기타법정적립금의 공제여부 불명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실무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 모

두 배당가능이익을 <표 II-5>에 따라 계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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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4> 상장기업의 개별 미실현평가손익 규모

(단위: 백만원)

외화환산 유가증권 지분법 파생상품 외화환산 유가증권 지분법 파생상품

이익 평가이익 평가이익 평가이익 손실 평가손실 평가손실 평가손실

평균값 5,797 805 5,017 153 2,747 555 2,557 228
중앙값 231 0 0 0 773 0 0 0
최 값 344,413 54,688 298,242 27,231 270,995 97,474 326,654 57,326
최소값 0 0 0 0 0 0 0 0
기업수 561개사 561개사 561개사 561개사 561개사 561개사 561개사 561개사

주: 1. 황인태(2000)에 의한 1999사업연도 결산자료에 근거함.

2. 금융업과 재무제표 미제출 기업을 제외한 모든 상장회사가 상임.

<표Ⅱ-5> 배당가능이익의 계산명세

구 분 금 액

당 기 전 기

Ⅰ. 처분 전 이익잉여금

1.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 처분전 이익잉여금

2. 장부미반 외부감사인 수정손익

3. 외부감사인 수정사항 반 후 처분전 이익잉여금

Ⅱ. 임의 적립금 이입액

Ⅲ. 법령에 의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1. 이익준비금

2. 재무구조개선 적립금

3. 기업합리화적립금

4. 기업발전적립금

Ⅳ. 기타이익잉여금 처분액(정관에 의한)

Ⅴ.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상각 등

Ⅵ. 배당가능이익(Ⅰ+Ⅱ-Ⅲ-Ⅳ-Ⅴ)

Ⅶ. 배당액



이 표는 기본적으로 처분전 이익잉여금(당기순이익+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시

작하는 기업회계기준상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양식에 의하면서 외부감사인의 수정

사항을 반 한 것으로서 전술한 상법의 차 조표상 순자산액으로부터 시작하는 산

식과는 발상이 다르나 배당이익계산 결과는 같아야 될 것이다. 특히 위 산식 중「Ⅲ.

법령에 의한 이익잉여금 처분액」에서 이익준비금(당기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타법정적립금으로서 처분용도가 각 특별법에서 이월결손금의 보전과 자본전입으

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배당금으로 사외유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한편 최근 미국의 개정 모범회사법(MBCA)에서는 자본을 액면자본금(납입자본),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채권자보호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비판하

면서 분배 후에 지급불능되지 않는지(insolvency test)와 총 자산이 부채와 우선주청구

권의 합계를 초과하는지(B/S test)를 모두 만족시키면 당기에 이익이 없어도 주주에

게 분배 가능하다는 획기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3) 일부 자산∙부채항목의 조정문제

기업의 차 조표상 자산에는 자산성이 다소 미약한 창업비, 개발비, 이연법인세

차가 있고 또 부채에는 부채성이 다소 미약한 이연법인세 가 포함되어 있는 바, 이

들은 배당가능이익 산출을 위한 순자산액의 계산 시에 각각 자산과 부채에서 차감됨

이 바람직하지만(일본상법 제290조 제2항-김두환(1999) 136에서 재인용) 현행 상법

에서는 이에 관한 언급이 없다. 미국 California주 회사법에서는 이들 항목 외에 업

권까지 공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4) 따라서 개선방안으로 우리 나라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별호를 신설하여「원가법 또는 저가법 이외의 방법으로 자산을 평

가함으로써 증가된 순자산액」을 추가함이 바람직하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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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al. Corporation Code, Sec.500(b)-김재문(1995) p. 252에서 재인용함.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Annotatod), §6.40(Distributions to Shareholders)(s)
5) 박정우(2001. 2) 박사논문 193면에 의하면「증가된 순자산액」이 아닌「증가된 이익」을 제시

하고 있으나, 이것은 미실현평가이익 중 외화환산이익처럼 과세소득에 산입되는 항목의 경우

관련세금효과를 차감한 순액만이 공제되어야 하므로 부적절하고, 자산증가와 함께 관련 부채

(미지급법인세 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차감하는 의미의「증가된 순자산액」이라는 표현이

더 낫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3. 개선방안

1) 미실현이익의 공제

위에서 지적된 미실현손익항목들을 배당가능이익계산시에 제거하지 않을 경우 이

들은 자산증가를 통해 순자산액을 증가시킴으로서 배당재원이 되고 결국 사외유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본래 재무회계에서 시가법 또는 지분법에 의해 신뢰할만한 시

세가 형성되는 자산의 실태를 반 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피투자회사의 경 성과를

실질적으로 반 한다는 취지의 회계정보제공에는 부합되지만, 회사자산을 유일한 담

보로 하는 채권자보호의 상법적 명제에는 어긋나는 것이므로 상법에서 명시적으로

조정방안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산평가조항에서 시장가격이 있는 금전채권,

사채, 주식,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의 시가평가를 허용하되 미실현이익의 배당을 제한

하는 보완책을 동시에 규정하는 방법이다. 즉 자산의 시가총액이 취득가격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시가평가에 의해 증가한 차 조표상의 순자산액을 배당가능이익 계

산시에 순자산액으로부터 공제하도록 한 규정[일본상법 제290조 제6항, 권종호,

2000, 50면에서 재인용]이 필요하다.

2) 기타법정적립금의 공제

상술한 바와 같이 배당가능계산의 방식여하에 불구하고 증권거래법(제192조)상의

재무구조개선적립금과 조세특례제한법(제145조)상의 기업합리화적립금, 법인세법

(제56조)상의 기업발전적립금 등(구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적립금 포함)은 그 처분

이 이월결손금의 보전과 자본 전입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익배당의 재원으로 사

용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들을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순자산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기타배당처분이 제한된 법정적립금」도 위 제462조 제1항에 명시적인 별호로 추가

함이 바람직하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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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외에도 손주찬(2001), 969-970면에 의하면「정관으로 정한 임의적립(준비)금」도 그것의

사용에는 정관변경절차가 필요하므로 동 절차가 없는 이상 이익배당이 불가한 점을 고려하여

이를 추가로 공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임의

적립금이입액」으로 환입하여 배당재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정관변경결의를 주주총회



3) 일부 자산∙부채항목의 조정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차 조표상 순자산액의 구성요소(자산-부채)에서 현재 무

형자산에 포함되는 창업비와 개발비, 그리고 투자자산에 포함되는 이연법인세차를

공제하고, 반면에 부채 중 고정부채에 포함되는 이연법인세 를 공제(순자산액의 결

과치에는 가산되는 셈)하는 규정이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별도로 추가되는 것이 바

람직하다.

III. 주식배당의 회계

1. 현 황

주식배당은 1984년 4월의 개정상법에서 도입된 것으로서 상법 제462조의 2에 의

하면 회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배당총액의 1/2을 초과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서(권면액 기준) 할 수 있다. 그러나

주권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할인발행이 아닌 한 이익배당총액을 모두 주

식으로 배당(시가기준)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된다(증권거래법 제191조의 3).

또한 주권상장법인 등이 주식배당을 하고자 아는 경우에는 그 예정내용을 이사회

의 결의를 거쳐 당해사업연도 말 15일 전까지 서류(모사전송(Fax)을 포함)로 금융감

독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2항). 이때의 주식배당에 해서는 이익준비금의 적립의무가 없다.

최근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2000~2001년 중 전체 상장회사를 상으로 주식배당

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7)

요컨 2001년에 주식배당을 실시한 회사의 수는 전체 상장회사의 4% 정도이고

주식배당금액의 규모는 1,378억 원을 상회하며 배당금 총액의 61%를 초과하고 있다.

또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한 주식배당률은 4.7%(업종별로 4~5%) 정도이며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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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에 의할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7)「상장」2002년5월호 pp. 28-35의 표에서 필자가 적의 발췌하 음.



라의 액면배당률은 9.26%로 비교적 낮았지만 시가(주식배당신주의 주총일 종가)를

고려한 실효배당률은 30.85%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2. 문제점

현행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배당금부분에 현금배당과 주

식배당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주당배당금과 액면배당률을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누

어 각각 주기하도록 하고 있다(기준 제77조제3호 라목). 그리고 주식배당액은 배당

선언일에 미교부주식배당금(자본조정항목)으로 계상한 뒤 추후 주식교부 시에 자본

항목으로 치한다(기준 제33조 제4호).

한편 주식배당을 받는 기업(recipient)입장에서는 보수주의 관점에서 주식배당을 수

령할 때 수익(배당금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또 잉여금의 자본전입(주식

배당을 포함)에 의한 주식 및 출자의 취득은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기준 제47조, 제61조).

그리고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입장(issuer)에서는 주식배당액 만큼을 이익잉여

금으로부터 자본과목으로 재분류하는 회계처리가 필요한데 상술한 바와 같이 주식의

시세가 없는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액면가액법으로 처리하지만 주식의

시세가 있는 주권상장법인 등에게는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시가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해목적으로 두 가지 방법의 회계처리를 비교표로 제시하면 <표 III-2>와 같다.

이 중 주식배당실시기업의 회계처리에는 다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특례기업, 즉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의 경

우 주식배당으로 발행되는 주식수의 다과에 불문하고 무조건 시가법으로 처리할 것

이냐의 문제이다.

상법이론에 의하면 주식배당의 성질을 제한 없이 주식분할이 아닌 이익배당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라 하지만[이태로∙이철송, 1997, 847면], 회계이론에서는 경제적

실질의 관점에서 주식배당으로 발행예정인 주식수가 주식배당 전 발행주식총수의

25% 미만이면 소규모주식배당, 그 이상이면 규모주식배당으로 구분하고 전자의

경우는 이익배당설을 취해 시가법으로 회계처리하고, 후자의 경우는 주식분할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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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여 액면가액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SEC, ASR No. 124, 1972].8) 이것은 우리

증권거래법의 시가법 일변도와 차이가 있다.

둘째, 납입자본의 인식시점 문제인데 우리의 회계처리는 액면가액법이든 시가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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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1> 주식배당 실시현황

구 분 2000 2001 2000년의 내역

제조업 비제조업 금융∙보험업

상장회사수(개) 691(100%) 679(100%) — — —

주식배당회사수(개) 53(7.67%) 27(3.98%) 20 5 2
주식배당금액(억원) 2,119(57.44%) 1,378.6(61.9%) 174.8 42.6 1,161.2
총배당금(억원) 3,689.1(100%) 2,226.7(100%) 377.5 95.1 1,754.1
액면당 주식배당률 5.40% 4.70% 4.69% 4.63% 5.00%
(액면)배당률* 11.09% 9.26% 9.55% 8.63% 8.00%
실효배당률** 28.50% 30.85% 31.52% 22.18% 45.84%

주: 1. (  ) 내는 구성비율임. 

*(액면)배당률은 현금배당률과 주식배당률을 합한 수치임.

**주식배당금액을 시가(주총일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배당액과 합한 후 액면가액으로 나눈 수치

임.

<표 III-2>

구 분 상법적용기업-액면가액법 증권거래법적용기업-시가법

1. 배당선언일 (차) 이월이익잉여금 ×× (차) 이월이익잉여금 ××

(현금배당 및 주식 ( ) 미지급배당금 ×× ( ) 미지급배당금 ××

배당의 확정) 미교부주식배당금 ×× 미교부주식배당금 ××

(액면가액) (시가)

2. 배당금 지급 (차) 미지급배당금 ×× (차) 미지급배당금 ××

및 주식교부시 미교부주식배당금 ×× 미교부주식배당금 ××

( ) 현 금 ×× ( ) 현 금 ××

보통주자본금 ×× 보통주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8)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ICPA), Accounting Research Bulletin No. 43,
1953. 6. Chapter 7. para. 13에서는 20% 또는 25%로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든 모두 회계연도말에 주식배당금총액을 미교부주식배당금의 과목으로 자본조정구분

에 기재하는데 비해, 미국의 GAAP에 의하면 배당선언일(또는 회계연도말)에 주식배

당금 중 액면가액 상당액을 미배당보통주(납입자본금)로, 액면초과액은 주식발행초

과금(자본잉여금)으로 각각 확정하여 구분 처리하는 차이가 있다[송인만∙윤순석,

2001, 650-651면]. 이것은 같은 자본 내에서 어정쩡한 자본조정항목의 축소여부와

관련되는 문제이다.

3. 개선방안

주식배당의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추가로 발행되는 주식수의 비율을 나타내

는 액면당 주식배당률이 4~8%인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주식배당은 소규모주

식배당(small scale stock dividend)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익배당설에 따라 시가법에 의

한 회계처리가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하여 위에서 제기된 두 가지 문제점에 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세가 있는 주식을 주식배당으로 교부하는 기업의 경우 무조건 시가법을 적

용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이 규모 주식발행으로 주식분할에 가까우면 액면가

액법, 소규모주식발행으로 경제적 실질이 이익배당에 해당되면 시가법을 적용하게

하고 그 구분기준을 추가적 발행주식수의 비율(예, 25%)로 기업회계기준서에 규정

하도록 한다.

둘째, 주식배당으로 인한 납입자본의 인식시점을 기말(배당기준일)아닌 배당선언

일(한국의 경우 주주총회일)로 회계기준에 명시하고, 과목명은 현행기업회계기준 제

30조의 신주청약증거금과목을 참조하여 미배당보통주자본금으로 제시한다. 이것은

특정연도말 현재의 납입자본금과 자본전입 상인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을 늘

리고 혼합계정성격의 자본조정항목이 한 과목(미교부주식배당금)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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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중간배당의 회계

1. 현 황

상법 제462조의 3에 의하면 중간배당(interim dividend)이란 연 1회의 결산기를 정

한 회사는 업연도중 1회에 한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

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하여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중간배당)할 수 있다.

이러한 중간배당제도는 주주중시 경 풍토의 정착, 결산말기의 일시 정기배당으로

인한 기업의 자금난 완화, 배당의 관행정착을 통한 증권시장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일찍이 일본의 제도를 본따면서 1997년 12월 증권거래법에 도입된 것인데, 1년 뒤인

1998년 12월 상법 개정시에도 그 로 반 한 것이다[손주찬, 2001, 973-974면].

중간배당의 법적 성질에 하여는 전기이익후급설과 당기이익선급설(일명 사전가

지급설)이 있는데, 전자는 직전연도말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가능하고 당해연도

의 반기순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중간배당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며, 후자는 전

기이월이익잉여금 뿐만 아니라 당해연도의 반기순이익도 중간배당의 재원으로 보는

견해이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전자이다[경익수, 2000, 29면]. 한편 중간배

당으로 인한 수익의 주체가 직전사업연도가 아닌 기준일(당연도 반기말) 현재의 주

주이며, 상법상 당해 결산기에 손실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중간배당을 해서는 아

니 되며, 위법으로 인한 이사의 연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제462조의 3 ③, ④) 후자의 견해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하겠다[같은 뜻: 손주

찬, 2001, 976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1999연도 중간배당 실적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조사자료

(1999)에 의할 때 <표 IV-1>과 같다.    

또한 동 협의회가 2001. 4. 24일 현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12월 결산 상장법인

573개사 중 사업보고서 미제출사 4개사를 제외한 569개사를 상으로 실시한「상장

회사정관기재유형 조사」에 의하면 정관에 중간배당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회사가 78

개사로서 2000년의 57개사에 비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장협,

2001, 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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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1) 배당금 정보의 불완전

현행 기업회계기준 제77조(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과목과 범위)제1호에 의하면

처분전이익잉여금을「전기이월이익잉여금±회계변경누적효과±전기오류수정손익-중

간배당액±당기순이익」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간배당이 이익의 배당이기는

하나 정규의 결산결과(예, 이익잉여금의 처분승인)없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이루어

지므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에는 결산(정기)배당과는 달리 이익잉여금 처분액

(Ⅲ) 구분이 아닌 처분전이익잉여금(Ⅰ)의 차감항목으로 따로 기재됨을 의미한다.

그 결과 기업의 배당금 정보가 현재의 정기배당중심의 주석(기준 제77조 제3호 과

목)만으로는 불완전하게 되고 연간 2회의 분산 배당으로 투자의욕을 고취하고자 하

는 중간배당의 도입취지가 구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2) 중간배당의 한도상 문제

상법 제462조의 3 제2항에 의하면 직전결산기의 차 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4

개호《①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②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

비금의 합계액, ③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

로 정한 금액, ④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를 공제

한 금액을 중간배당의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현행의 기업실무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행해지는 실정을 고려할 때 순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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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1> 중간배당 실적

(단위: 원, %, 주)

구 분 회사명 중간배당금 1주의 금액 중간배당률 발행총주식수 기준일 이사회 결의일

주권상장 삼성전자 500원 5,000원 10% 173,647,060 6.30 7.28
법인 한국쉘석유 450원 5,000원 9% 1,400,000 6.30 7.29

협회등록법인 삼정신역 1,000원 5,000원 20% 492,000 6.30 7.14

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조사부(이진욱), 1999, 116면에서 발췌∙수정한 것임.



액의 구성요소인 부채에 이미 미지급배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제3호(직전 결

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가 이중 공제

되는 측면이 있다.

둘째, 엄격한 자구해석에 의할 경우 법정준비금(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에 국한

하여 공제하고 있으나 이월결손금보전과 자본전입 외에 사용이 불가하도록 규정된

기업회계상의 기타 법정적립금(기업합리화적립금, 재무구조개선적립금, 기업발전적

립금 등)은 물론,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임의적립금(단, 중간배당적립금

과 배당평균적립금은 제외)을 정관변경절차 등의 주총결의 없이 이사회결의만으로

중간배당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9)

셋째, 자산∙부채의 평가로 인한 미실현이익과 자산성이 약한 창업비∙개발비를

중간배당재원에 포함시킬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있다(논거는 전술한「Ⅱ. 배당가능

이익의 계산」부분 참조).

3. 개선방안

위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배당금 정보의 주석 등 기재 보완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결산(정기)배당에 해서만 주식의 종류별 주당배당

금액, 액면배당률을 주기하고 배당수익률, 배당성향 및 배당액의 산정내역을 주석으

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중간배당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하도록 하고 외

신용정보로서 양자를 합산하여 제공하도록 한다.

2) 중간배당금의 한도계산식의 수정

첫째, 현행의 법정준비금 외에 기타 법정적립금과 배당관련적립금을 제외한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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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외에 이진욱(1999, 121쪽)은 자본조정항목 중 차감되는 항목(예, 자기주식)도 중간배당재

원에서 공제할 것을 일본 상법 제293조의 5 제3항을 인용하며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겨우 자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자본에서 차감되는 자본조정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가

적으로 공제할 필요가 없다.



적립금(정관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것도 포함)도 추가적인 공제사항으로

반 되어야 한다.

둘째, 자본유지의 원칙과 채권자보호차원에서 원가법이나 저가법이외의 방법으로

자산과 부채를 평가함으로써 인식된 미실현이익과 자산성이 약한 창업비∙개발비(구

이연자산)은 중간배당의 한도계산시 순자산액에서 공제하도록 보완한다.

V. 결론: 요약과 한계

최근 한국회계연구원에서 추진중인 기업회계기준의 폭적인 개정작업에 한 관

심이 실무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매우 높다. 1997년 말 편입된 IMF관리체제 이래 우

리나라에 경제위기가 초래된 원인 중 하나로 기업경 의 투명성 부족이 지적되면서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와 함께 회계정보의 신뢰성제고가 그 하부구조(infrastructure)

로 논의되고 혁명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중 회계정보의 신뢰성제고는 회계기

준의 국제화와 외부회계감사의 강화에 의해 가능하게 되는데 전자인 회계기준의 국

제화는 선진국 그룹인 OECD에의 가입과 외개방세 를 맞아 국제적 정합성을 갖

춘 회계기준으로 우리의 기업회계기준을 개선∙보완하는 일이다.

본 논문은 공정가액중심의 회계기준 국제화작업 가운데 필연적으로 부각된 기업회

계기준(주식회사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과 상법상 계산규정과의 조화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에서 외국인투자지분이 부쩍 커진 상황아래 상장기업 등

이 특히 관심을 가지는 배당가능이익의 계산문제를 포함한 배당금의 회계처리를 문

헌조사 및 통계자료에 의한 실증조사방법에 의하여 집중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당가능이익의 계산과 관련하여 시가법이나 지분법에 의한 미실현평가이익

과 상법상 법정준비금 아닌 기타법정적립금(기업합리화적립금∙재무구조개선적립금

등)을 공제하도록 상법 제462조 제1항을 개정한다.

둘째, 주식배당의 회계와 관하여 시세가 있는 주식은 주식배당으로 교부하는 기업

의 경우 무조건 시가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액면가액법과 시가

법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그 구분기준을 추가적 발행주식의 비율(예, 25%)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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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도록 하며, 또 주식배당으로 인한 납입자본의 증가시점을 기말(배당기준)이 아

닌 배당선언일(주주총회일)로 명시한다. 

셋째, 중간배당의 회계와 관련하여 배당 후 정보의 주석 기재시 정기결산배당뿐 아

니라 중간배당도 포함시키도록 하며, 중간배당금의 한도계산시 기타법정적립금과 임

의적립금(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에 의해 적립한 금액), 그리고 미실현평가이익과 창

업비∙개발비를 공제사항으로 추가하도록 한다.

끝으로 향후 연구를 위하여 본 연구의 한계점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상법상 계산규정 전체를 다루지 아니하 으며, 또한 기업회계관련

규정의 체계화 문제도 다루지 아니하 다.

둘째, 본 연구는 배당금의 세무회계적 측면(예, 의제배당,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조

정 등)을 다루지 아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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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itical Review of Accounting for Income Dividends
in Korean Commercial Code

Kwang-Yoon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review critically current accounting for corporate dividends

in Korea by the way of empirical method as well as archival method, focusing on income

available for dividend, timing for recognition of income dividends payable, stock dividend,

and interim dividend, which were picked up as crucial matters of concern in the course of

accounting transparency project under IMF supervisio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unrealized evaluation gains and other legal reserves such as business rationalization

reserve should be eliminated from net assets for calculating income available for dividend,

which will lead to foreseeable revision of the Commercial Code.

Second, the company rendering stock dividend should choose between par value method

and market method for accounting treatment of stock dividend depending upon its economic

substance, whose criteria should be enumerated explicitly.

Third, additional information regarding to interim dividend should be provided in the note

to financial statements in the same manner as regular dividend, while the timing for

recognition of interim dividend should be the date of Board of Directors Meeting rather 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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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m balance sheet date.

Keyword: income dividend payable, income available for dividend, stock dividend, interim

dividend.

126 經 � , 36 卷 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