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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지분변동표란 주주지분의 변동내역을 하나의 표에 모아 전체 변동액의 크기 및 변동의 각 요인들

을 일목요연하게 표시하는 재무보고서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기업들은 복잡한 소유구조특성을 반

하여 주요 재무제표의 하나로 부분 정형화된 주주지분변동표를 작성∙공시하고 있다. 최근 들어 주

주지분의 변동원인으로 주주간 거래와 손익계산서를 통한 당기순손익 외에 이른바 미실현손익의 종류와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주주지분변동표는 단순히 재무제표의 연계성을 제고한다는 수단 외에 주주지분에

발생한 전체 경 성과를 요약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부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기

업들은 별도의 주주지분변동표를 공시하지 않고 있는데 회계기준제정기구에서는 우리나라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의 일환으로 주주지분변동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본고는 우리나라에서 주주지분변동 정보 공시의 의의와 주요 이슈를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회계

기준을 비교하여 검토하 다.

주주지분변동표가 도입되고 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준제정기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한 충분한 의견수렴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정책기관은 관련 법령과의 조화를 고려하되 과도한 제도

적 경직성을 탈피하여야 하며, 작성기업과 이용자들은 재무제표 형식의 통일성에 한 집착보다는 기업

의 특성을 반 하는 방식을 우선 고려하는 유연성이 요구된다.

I. 연구의 목적

주주지분변동표(Statement of Changes in Owners’ Equity)1)란 주주지분의 변동내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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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제표의 명칭과 관련하여 주주지분변동표, 주주지분변동서, 주주지분변동보고서, 자본변



하나의 표에 모아 전체 변동액의 크기 및 변동의 각 요인들을 일목요연하게 표시하는

보고서로서, 주주들의 최 관심사인 지분변동내역에 한 정보욕구를 충족시켜 주

기 위한 표를 말한다. 

전통적으로 주주지분의 증감변동을 가져오는 항목으로는 당기순손익 외에도 주식

의 발행, 배당지급, 투자유가증권의 시가변동액 등이 있었으며, 이들은 재무제표에

본문이나 주석으로 분산되어 보고되고 있다. 기업의 규모가 작고 소유구조가 상 적

으로 단순하던 시절에는 주주지분에 발생하는 변동내역이 단순하 으므로 별도의 주

주지분변동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차 조표 자본항목에 한 주기나 주석, 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의 기재를 통하여 주주지분의 변동내역을 간단히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 다. 그러나 기업규모의 확 에 따라 기업의 소유구조가 복잡해지는 한

편, 주식분할, 주식병합, 주식배당, 스톡옵션 부여 등과 같은 다양한 거래들이 기업과

주주들간에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제 더 이상 기존의 재무제표만에 의하여 주주지

분 변동내역을 간단히 전달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기업들은 복잡한 소유구조특성을 반 하여 주요 재무제표

의 하나로 부분 정형화된 주주지분변동표를 작성∙공시하고 있다. 최근 들어 주주

지분의 변동원인으로 주주간 거래와 손익계산서를 통한 당기순손익 외에 이른바 미

실현손익(unrealized gains or losses)의 종류와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주주지분변동표는

단순히 재무제표의 연계성을 제고한다는 수단 외에 주주지분에 발생한 전체 경 성

과를 요약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별도의 주주지분변동표를 공시하지 않아 주주지분 변동내역이

여러 보고서에 흩어져 분산기재 되는 한편, 기업간에 정보제공 양식 및 내용이 상이

하여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당기순손익은 손익계산서에, 투자

유가증권의 시가변동액 등은 차 조표 본문의 자본조정란에, 증자나 감자 등의 상

세한 변동내역은 차 조표 주석란에, 배당지급과 같은 것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에 기재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증자∙감자를 표현하는 주석들은 기업마다 양

식 및 내용이 상이하여 정보이용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익잉여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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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표, 자본변동서, 자본변동보고서 등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 현재 한국회계연구원의 공개

초안에서는 자본변동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초 연구에서의 취지를

살려서 주주지분변동표를 사용하기로 하 다. 



분계산서는 핵심이 되는 배당가능잉여금 및 배당 정보 외에도 세법 목적에 따른 다양

한 잉여금처분사항들이 모두 나열되는 등 너무 복잡하고 장황하다는 문제점이 지적

되고 있다.2)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회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라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민간

회계기준제정기구인 한국회계연구원 및 회계기준위원회는 회계정보 전달의 기본 수

단인 재무제표의 구조 및 표시를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하 으며, 그 일환으로 주주지

분변동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목적의 자본변동표를 새롭게 도입할 것을 적극

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본고는 주주지분변동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3) 주주지분변동표

의 도입과 관련한 주요한 논점을 정리하고 도입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이에

한 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논의 과정은 주주지분변동표

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다. 즉, 주요한 논점 정리를 통하여 새롭게 도

입될 예정인 재무제표에 한 이해도를 높이며 예상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한

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수용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제2장에서는 주주지분변동표의 의의 및 주주지분변동정보 공시의 발전 현황을 정

리하 으며,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각국의 주주지분 변동정보 공시 실태

를 조사하며 주요한 논점을 정리하 다. 제4장에서는 본고의 결론으로 주주지분변동

표의 도입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에 한 응방안을 논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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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결재무제표준칙」에서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신 연결자본변동표를 주요 재무제표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에서는 유사한 형식의 결합자본변동표를 부속

명세서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이며 개별재무제표에서는 자본변동표

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보고서의 위상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3) 주주지분변동표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 및 근거는 한국회계연구원 토론서 제15호“주주

지분변동표의 구조”에서 수행한 우리나라 기업의 주주지분변동 실태조사 및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찾을 수 있다.



II. 주주지분변동표의 의의 및 주주지분변동 정보 공시의 발전

1. 주주지분변동표의 의의

주주지분변동표는 차 조표에 나타난 주주지분 혹은 자본항목의 기초잔액과 기

말잔액의 차이 즉, 주주지분의 변동상황을 설명하는 보고서이다. 차 조표의 주주

지분항목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주주

지분변동표는 증자, 감자, 배당, 당기순이익, 자본조정증감 등 각 항목의 변동내역을

보여주게 된다. 이러한 주주지분변동표의 유용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주주 및 잠재 주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한다. 주주들은 기업의 수익

성 및 안정성 외에 배당성향이나 지분의 희석화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주주지

분변동표는 배당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신규공모, 주식매입선택권행사, 전환

사채의 전환,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증가 등 주주들의 지분 희석화정도를 파악할 수 있

는 정보도 제공한다. 

둘째, 주주지분 변동내역에 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주주지분 변동내역

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등에 모두 존재할 수 있다. 주주지분변

동표를 이용하면 각 변동사항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보고할 수 있기 때

문에 산재되어 있고 통일된 양식도 없는 주석공시에 비하여 주주지분 변동내역에

한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셋째, 재무제표간 연계성(articulation) 제고 및 이에 수반하는 재무제표의 이해가능

성을 높인다. 차 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는 서로 연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손익은 차 조표의 자본(이익잉여금) 증감항목이며, 차 조

표의 유상 증∙감자는 현금흐름표의 증감항목으로 연결된다. 주주지분변동표에서 제

시하는 주주지분변동정보에는 이러한 연계항목들이 모두 집합되어 있으므로 주주지

분변동표는 재무제표간 연계성을 제고시키고 정보이용자들은 재무제표간의 관계를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주주지분변동표는 기업의 전체 재무성과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최근

들어 손익계산서와 차 조표간의 연계성을 깨는 거래 및 회계처리들이 속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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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처럼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에 반 되지 않은 채 차

조표의 자본항목에 직접 조정되는 거래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항목들은 미실현손

익이지만 기업의 재무성과의 일부이고 주주지분변동표는 이들로 인한 재무성과를 전

달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다. 

주주지분변동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제회계기준, 미국, 국 등 여러 나라들은

주주지분변동표를 기본 재무제표의 하나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IFAD(the

International Forum on Accountancy Development)의 조사에 의하면 다음의 <표 1>과

같이 2000년 12월 현재 조사 상 53개국 중 20개국이 주주지분변동표를 기본 재무

제표(primary financial statement)로 작성하고 있다.5)

2. 주주지분변동 정보 공시의 발전

주주지분 변동정보를 공시할 수 있는 수단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주기 및 주석

등이 있고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에 표시하는 내용 및 형식도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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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 1>은 www.ifad.net에서 재구성하 다.

5)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주주지분변동표가 기본 재무제표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

고 IFAD의 조사에서는 주주지분변동표 작성국가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IFAD는 설

문의 응답요령에서 조사 상국가에 다양한 회계기준이 존재할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

계기준에 근거하여 응답할 것을 요구하 고 우리나라는 연결재무제표준칙에서 연결자본변동

표를 기본재무제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1> 국가별 주주지분변동표 작성 현황4)

주주지분변동표 작성 국가 주주지분변동표 미작성 국가

아르헨티나, 벨기에, 브라질, 사이프러스, 홍콩,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칠레, 중국**, 체코슬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스라엘, 한민국, 말 로바키아, 덴마크, 이집트, 에스토니아, 핀란드, 

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파키스탄, 페루,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남아프리 도, 이란,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모로코, 

카공화국, 타이완, 타이랜드, 국, 미국, 베네 네덜란드, 노르웨이, 필리핀, 포르투갈, 러시아, 

수엘라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폴란드는 비상장 기업에 하여는 주주지분변동표 작성을 강제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joint stock limited enterprises의 경우에만 주주지분변동표를 작성한다.



으며 적합한 공시수단은 주주지분 변동정보의 중요성, 복잡성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

다.

이하에서는 주주지분변동정보를 재무제표에 반 하는 몇 가지 사례를 정리하 다. 

1) 손익계산서에 부기

주주지분의 구성이 단순한 소규모 기업은 주주지분 변동사항 중 이익잉여금의 변

동사항을 보고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표 2>에 예시하는 것과 같이 손익계산서에 이익잉여금 변동사항

을 부기하여 보고하고 있다. 이 때 유상증자 등의 사항은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표시

한다. 미국의 경우 1983년의 Accounting Trends & Techniques에 의하면 조사 상 600개

기업 중 94개가 이러한 형식으로 주주지분변동 정보를 공시하 다.

2) 이익잉여금계산서 작성

현금배당 외에 주식배당 등 이익잉여금처분사항이 복잡해짐에 따라 이러한 사항을

손익계산서에 부기하면 손익계산서가 전달하고자 하는 업성과에 한 정보의 중요

성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들은 <표 3>과 같이 별도의 이익잉여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이익잉여금 증감 외의 주주지분변화는 단순하여 주석으

로 처리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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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손익 및 이익잉여금계산서

손익 및 이익잉여금계산서(Statement of Income and Retained Earnings)
2001 2000

매출 및 기타수익 xxx xxx
비용 (xxx) (xxx) 
당기순이익 xxx xxx 

전기이월이익잉여금 xxx xxx 
계 xxx xxx 
배당금 (xxx) (xxx) 
차기이월이익잉여금 xxx xxx 

6) 만일 법정적립금 등 각종 적립금의 이입 및 처분사항을 여기에 포함시키면 현재 우리나라 기



1983년의 Accounting Trends & Techniques에 의하면 조사 상 600개 기업 중 125개가

이러한 형식으로 주주지분 변동정보를 작성하 다. 

3) 주주지분변동표 작성

자본구성이 복잡해지고 당기순손익과 배당 외에도 주주지분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

건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익잉여금계산서로는 주주지분변동정보의 충실한 전달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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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이익잉여금계산서

이익잉여금계산서(Statement of Retained Earnings)
2001 2000

전기이월이익잉여금 xxx xxx
전기손익수정 (xxx) xxx 
수정후이월이익잉여금 xxx xxx 
당기순이익 xxx xxx 
현금배당 (xxx) (xxx) 
주식배당 (xxx) (xxx) 
차기이월이익잉여금 xxx xxx

<표 4> 주주지분변동표

주주지분변동표(Statement of Changes in Owners’ Equity)
계 보통주 우선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기주식 미실현손익

2000. 1. 1 xx xx xx xx xx
유상증자 xx xx xx
당기순이익 xx xx
배당 (xx) (xx)
자기주식(취득) (xx) (xx)
투자주식평가손익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xx)  

2000. 12. 31 xx xx xx xx xx (xx) (xx)
보통주전환 xx (xx) xx
당기순이익 xx xx
배당 (xx) (xx)
자기주식(매각) xx xx
미실현손익변동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xx__

2001. 12. 31 xx xx xx xx xx (xx) (xx)



가능해진다. 따라서 일부 기업들은 <표 4>와 같은 형식의 주주지분변동표를 작성하

고 있다. 

1983년의 Accounting Trends & Techniques에 의하면 조사 상 600개 기업 중 354개가

이러한 형식으로 주주지분 변동정보를 작성하 다.7)

III. 각국의 주주지분 변동회계 및 공시 실태

1. 우리나라의 주주지분 변동회계 및 공시실태

1) 재무회계개념체계

증권선물위원회가 설치한 회계기준심의위원회는 1999년 12월 21일 재무회계개념

체계를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을 지도하는 상위 개념으로 발표하 다. 개념체계에서

기업이 작성할 주요 재무제표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차 조표, 손

익계산서, 현금흐름표와 주기 및 주석으로 한정하고 있다.8)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에 한 항목에서 자본의 세분화는 지분의 분배나 잉여금

사용에 한 법적 제한이나 기타 사용목적을 표시함으로써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

결정에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배당금 수령이나 자본환급과 관련하여

주주들간에 상이한 권리를 갖는 경우 이에 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9)는 언급을

함으로써 자본세분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의 변동 즉, 주주지분 변

동정보의 유용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회계기준심의위원회는 현「기업회계기준」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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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들이 작성하고 있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동일한 형식이 된다. 

7) 1979년의 조사에서는 277개사가 이러한 형식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시간이 흐

를수록 기업의 자본구성이 복잡해짐을 의미하는 것이며, 현재는 부분의 기업들이 이상과

같은 주주지분변동표를 작성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연결재무제표준칙」은 지배회사에

하여 이와 유사한 형식의 연결자본변동표를 기본재무제표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에서는 결합자본변동표를 부속명세서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8) 재무회계개념체계 7, 회계기준심의위원회.

9) 재무회계개념체계 67, 회계기준심의위원회.



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재무제표에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무제표의

범위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포함시키자는 의견도 있었

으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이익잉여금 처분(또는 결손

금처리)에 관한 보고서의 한 종류로서 개념체계에서 이러한 명칭을 명시적으로 사용

하는 것은 향후 그 적용범위를 제한시킬 수 있으며 또한 국제적으로 이익잉여금 처분

(또는 결손금처리)에 관한 보고서보다는 오히려 자본변동표라는 개념을 더 많이 사

용하고 있으므로 개념체계에서 이를 재무제표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 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10)

2) 기업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은 주요 재무제표를 차 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

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주기와 주석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잉여

금명세서∙제조원가명세서 기타 필요한 명세서는 부속명세서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

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또는

결손금의 처리사항)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이월이익잉여금(또는 이월결손금)의

총변동사항을 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처분전이익잉

여금,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이익잉여금처분액, 차기이월이익잉여금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처리전결손금, 결손금처리액, 차기이월결손

금의 순서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표의 명칭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주주지분의 변

동내역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며 주주지분 중 이익잉여금 항목의 변동내역만을 보여

주는 보고서이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이익잉여금 전체의 변동내역을 보여

주는 것도 아니다. 기준에서도 명시한 바와 같이 모든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이월이익

잉여금의 총변동사항을 표시하고 있다. 이익잉여금 총계의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의

차이는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당기순손실, 배당(중간배당), 무상증자에 의한 법정준

비금의 자본전입 등이 해당될 것이다. 또한 이익잉여금의 세부구성항목인 이익준비

금, 기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의 변동사항은 이들 항목간의 체인 이입과 처분에

이택수∙김완희 589

10) 재무회계개념체계 부록 재무회계개념체계에 한 주요 토의내용 3, 회계기준심의위원회.



의하여 설명된다. 물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는 이러한 정보들이 모두 나타나 있

다. 

그러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기본 목적이 이월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을 정리하

는 것이므로 모든 이익잉여금의 변동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준에서는 잉여금변동명세서를 필수적 부속명세

서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 중 부분의 명세서들은

기업내부의 참고자료로 보관하고 있으므로 외부이용자의 이용이 실질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할 수 있다.11)

문제는 현행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제공하는 정보가 얼마나 유용한가 하는 점이

다. 배당과 관련한 정보는 주주 및 잠재 주주에게 투자수익성 지표로 매우 유용할 것

이다. 회계변경의 누적효과와 전기오류수정항목은 이전 재무제표 및 기업의 회계시

스템에 한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유용할 것이다. 이외의 각종 적립금과 관련

된 정보의 유용성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각종 적립금은 상법에 의한 이익준비금, 상장법인재무관리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

선적립금,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 등 법정적립금과 정관 또는 주

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임의로 적립하는 사업확장적립금, 감채적립금, 배당평균적립

금, 결손보전적립금, 조감법상 세금이연목적의 각종 준비금 등 임의적립금으로 구성

된다. 이들 적립금들은 법규에 따라 혹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배당을 제한할 목적으

로 설정되고 있으므로 총액으로 표기하여도 무방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부항목별로

변동사항을 보여줌으로써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복잡성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

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적립금간 체를 보여주는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 및 처분은 세법규정에 따른

기장을 그 로 반 한 것이 부분이므로 세법에 익숙치 않은 부분의 정보이용자

에게는 혼란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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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사업보고서가 전자공시되므로 외부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표

적인 정보원천이 되고 있다. 사업보고서 표준서식에 포함되어 있는 부속명세서는 제조원가명

세서, 예금등명세서, 유가증권명세서, 재고자산명세서, 주요채권명세서, 단기차입금명세서,

주요채무명세서, 장기차입금명세서, 사채명세서, 감가상각비등명세서, 법인세등명세서 등 11
가지이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외에 주주지분정보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주석사항의 기재를 요구하고 있다.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및 발행한 주식의 수와 당해 회계연도

중에 증자, 감자, 주식배당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본금이 변동한 경우 그 내용

② 신주청약증거금에 하여 신주의 발행주식수, 주금납입기일과 자본잉여금으로

적립될 금액

③ 1주당 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의 산출근거

④ 배당수익률, 배당성향 및 배당액의 산정내역

⑤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이외에 법령에 의하여 이익배당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

⑥ 발행주식 중 상호주식 등 법령에 의하여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

⑦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 전 2년내에 결손보전을 한 경우 결손보전에 충당된 자본

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의 명칭과 금액 및 결손보전을 승인한 연월

3) 연결재무제표준칙

「연결재무제표준칙」에서는「기업회계기준」에서와 달리 기본재무제표로 이익잉여

금처분계산서 신 연결자본변동표의 작성을 규정하고 있다. 개별재무제표에서와 달

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규정하지 않는 이유는 연결실체는 법적실체가 아니기에

배당처분을 포함한 이익처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또한

연결실체라는 큰 조직단위에서 보면 주주지분 구성항목의 변동거래가 개별기업보다

다양할 것이고 금액면에서도 중요할 것이므로 이익잉여금에 한정하는 것보다는 전체

자본의 변동을 보여주는 자본변동표가 보다 더 유용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

이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결자본변동표는 자본항목을 자본금, 연결자본잉여

금, 연결이익잉여금, 연결자본조정, 외부주주지분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의 변동사항

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4) 결합재무제표준칙

결합재무제표준칙에서는 재무제표를 결합 차 조표, 결합손익계산서, 결합현금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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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표의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석공시 사항으로 <표 6>과 같은 결합자본

변동표를 작성하고 국내 내부지분율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결합자본변동표의 자본구분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등 차

조표의 항목구분과 동일하다. 연결자본변동표와 비교할 때 결합자본변동표는 자본

항목의 구체적인 변동내역을 증자, 감자, 당기순손익, 배당 등 자본의 증감을 초래한

직접적인 사건별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 결합실체에 포함하는 계열사의 증감의 관점

에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것은 결합재무제표의 작성목적 및 한계와 관

련이 있다고 본다. 결합재무제표는 규모기업집단의 재무상태 및 경 성과를 파악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들의 재무제

표를 결합하는 것이 핵심사안이다. 

따라서 결합자본변동표는 차 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연계성 제고, 배당 및 주주

지분구성의 변화 등 주주지분변동표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고 단순히 결합 차 조

표상 자본의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의 차이를 보여주는 명세서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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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결자본변동표

과 목 자본금 연 결 연 결 연 결 외부주주 총 계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지 분

19×1. 1. 1(전기초) ××× ××× ××× ××× ××× ×××

유상 증자(감자) ××× ××× ×××

연결당기순이익(손실) ××× ×××

외부주주지분초과손실액(환입) (×××) (×××)

배당금 (×××) (×××)

자기주식 취득 (×××) (×××)

연결자본조정의 변동 ××× ×××

외부주주지분 변동 ××× ×××

…………………… ×××

기타 ×××

19×1. 12. 31(전기말) ××× ××× ××× ××× ××× ×××



5) 신탁재산회계처리 및 감사기준

「신탁재산회계리 및 감사기준」은 투자신탁회사, 투자신탁운용회사, 종금사 등 증권

투자 등에 운용할 목적으로 투자자로부터 모집하여 운용하고 있는 재산인 신탁재산

의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이다.

이 기준은 재무제표로 차 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주기와 주석포함)의 세

가지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신탁재산 운 의 성과뿐만 아니라 그

결과인 분배금 및 재투자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자본변동표는 이러한 목적

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작성한다. 즉, 자본변동표는 신탁재산의 자본변동을 나타내는

표로서, 자본의 변동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자본

의 증가와 감소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도록 작성하는데 원본, 신탁안정조정금, 처분

가능잉여금, 분배금, 차기이월잉여금으로 항목을 구분한다. 

자본변동표의 양식은 <표 7>과 같다. 신탁재산에 한 자본변동표는 연결자본변동

표 및 결합자본변동표와 상당히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외형상 연결자본변

동표와 결합자본변동표는 복수칼럼형식인데 반하여 신탁재산에 한 자본변동표는

단일칼럼형식을 취하고 있다. 

둘째, 내용면에서도 신탁재산에 한 자본변동표는 자본의 주요 구성항목의 변동

사항을 정리함과 동시에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까지도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변동표는 신탁재산의 특성상 이익잉여금의 처분과정을 지나치

게 강조하여 일반 업종의 자본변동표 양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개선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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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결합자본변동표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총계

19×1. 1. 1(기초) ××× ××× ××× ××× ×××

계열회사의 증가로 인한 금액 ××× ××× ××× ××× ×××

계열회사의 감소로 인한 금액 (×××) (×××) (×××) (×××) (×××)

결합으로 인한 자산평가액 중

계열회사이외의 지분 해당분 ××× ×××

지분율 변동으로 인한 금액 ××× ×××

19×1. 12. 31(기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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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신탁재산자본변동표

과 목 제×(당)기 제×(당)기

금 액 금 액

I. 원 본

(1) 기초원본 ××× ×××

(2) 증가

1. 추가모집 ××× ×××

2. 분배금재투자 ××× ××× ××× ×××

(3) 감소

1. 해지환급 ××× ×××

2. 결손보전 ××× ××× ××× ×××

원 본 계 ××× ×××

II. 신탁안정조정금

(1) 기초잔액 ××× ×××

(2) 증가

1. 당기적립액 ××× ××× ××× ×××

(3) 감소

1. 처분가능잉여금이입액 ××× ×××

2. --------- ××× ××× ××× ×××

신탁안정조정금계 ××× ×××

III. 처분가능잉여금

(1) 전기이월잉여금 ××× ×××

(2) 증가

1. 당기순이익 ××× ×××

2. 설정조정금 ××× ×××

3. 해지조정금 ××× ×××

4. 신탁안정조정금이입액 ××× ×××

5. 원본이입액 ××× ××× ×××

(3) 감소

1. 당기순손실 ××× ×××

2. 설정조정금 ××× ×××

3. 해지조정금 ××× ×××

4. 신탁안정조정금적립액 ××× ××× ××× ×××

처분가능잉여금계 ××× ×××

IV. 분배금 ××× ×××

V. 차기이월잉여금(III-IV) ××× ×××

VI. 기말자본(I+II+V) ××× ×××



요하다. 

첫째, 단일칼럼으로 배열한 관계로 동일한 자본변동사항이 미치는 향을 쉽게 파

악하기 곤란하다. 예를 들어 원본의 감소항목인 결손보전은 처분가능이익잉여금의

증가항목인 원본이입액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과목명도 상이하여 신탁재산의 운 에

정통하지 않은 일반 투자자들은 상당한 혼란을 겪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자본변동표

를 복수칼럼형식으로 작성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항목구분 기준이 일관되지 않은 점이 있다. 자본변동표상 III. 처분가능잉여

금과 IV. 분배금은 차기이월잉여금항목의 소분류로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V. 차기이월잉여금은 다시 표시할 필요도 없고 기말자본의 합계가 위에 제시한 모든

항목의 합계가 아니라 일부 항목의 합계로 표시되는 부자연스러움도 피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2. 각국의 주주지분 변동회계 및 공시

주주지분변동정보와 관련하여 국제회계기준, 미국, 국 등 선진국 회계기준에서

최근 가장 큰 논점은 주주지분 변동보고서에 포함시킬 재무성과를 어떻게 표시할 것

인가 하는 표시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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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우리나라 회계기준의 주주지분변동정보 관련 내용

재무회계개념 기업회계기준 연결재무제표 결합재무제표 신탁재산

체계 준칙 준칙 회계처리기준

재무 차 조표, 차 조표, 차 조표, 차 조표, 차 조표, 

제표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처분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계산서,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부속 잉여금변동 자본변동표

명세서 명세서

특징 자본변동표 도입 자본변동상황을 자본증감의 잉여금 처분

필요성 인식 체계적으로 정리 단순조정 절차를 중시



1) 포괄이익보고의 의의

금융시장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최근 들어 회계정보

를 이용한 기업가치평가(valuation)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와 맞물려 금융상품의 평

가기준으로 전통적인 역사적 원가주의를 벗어나 시가평가(mark to market)를 채택하

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시가평가에 의한 평가손익은 본질적으로 보유손익

이며 따라서 상당부분 미실현손익에 해당된다. 투자주식 및 투자채권의 평가손익이

표적인 예에 해당된다. 한편, 유사한 성격의 부채에 하여는 여전히 역사적 원가

를 평가기준으로 채용하면서 평가손익 내지 보유손익의 계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성격의 금융상품에 하여 자산과 부채의 평가기준이 칭적이지 않

으며, 한편 자산의 평가손익이 미실현손익이라는 이유로 손익계산서상의 기간손익

계산에서 제외하고 신 차 조표의 자본에 직접 가감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성

격의 자본조정항목은 차 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연계성을 파괴하는 요소로, 이른바

dirty surplus 혹은 기타포괄이익(other comprehensive income)으로 분류되고 있다. 

Dirty surplus는 미실현항목의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기업전체 재무성과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것임에는 분명하다. 따라서 기존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회계이익만으로

기업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dirty surplus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이른바

포괄이익(comprehensive income)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포괄이익정보의 유용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Linsmeier et al., 1997].

첫째, 포괄이익은 가치배분(value distribution)과는 구별되는 가치창출(value

cre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즉 전통적으로는 주주의 부가 주주에게 배분되는

배당액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았지만, 사실 주주의 부는 기업이 창출한 모든

가치의 합계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포괄이익은 기업이 창출한 모든 가치

의 합계를 보여준다.

둘째, 포괄이익은 기업가치평가에 당기순이익보다 더 유용한 투입변수가 된다. 기

업가치평가모형에 입하여야 할 이익변수로는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과 포괄이

익의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중 이론적으로 더 타당한 회계이익 변수는

기업의 모든 가치변화를 포함하고 있는 포괄이익이라고 보아야 한다. 

셋째, 포괄이익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개선된 관점을 제시한다. 즉,

경 자의 성과평가, 재무분석가의 예측, 회계기준제정자들은 포괄이익을 이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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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의사결정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넷째, 포괄이익은 당기순이익에 비하여 손익계산서, 차 조표, 현금흐름표의 연

계성을 더욱 더 잘 확보할 수 있게 해 준다.

효율적 시장가설의 시사점 중 한 가지는 정보의 제공시기 및 내용이 시장에 향을

미치더라도 정보의 전달수단은 시장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의 손익계산서와 차 조표로부터 정보이용자들은 포괄이익의 크기를 얼마든지 재

구성하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이익을 별도로 분리하여 공시하는 것이 별 의미

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정보의 재구성에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비현

실적인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은

재무제표의 본문 및 주석 그리고 비재무제표 자료에 산재해 있는 유용한 정보를 일목

요연하게 제공하여 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는

포괄이익의 표시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충분히 의미를 갖는다.

포괄이익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손익계산서 구조를 개편하여 발생주의 및 실현주의에 의한 당기순이

익 뿐만 아니라 기타포괄이익을 부기하고 그 합계인 포괄이익을 표시하는 방법이다. 

둘째, 손익계산서 외에 별도의 경 성과보고서를 새로이 도입하여 여기에서 포괄

이익을 표시하는 방법이다. 

셋째, 주주지분변동표의 구조를 개편하여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이익의 합인 포괄

이익을 표시하는 방법이다. 

넷째, 손익계산서의 주석으로 포괄이익을 표시하는 방법이다. 

2) 각국의 주주지분변동 회계기준

(1) 미국

미국 회계기준에서 주주지분변동의 공시에 한 최초의 공식적인 의견 표명은 APB

Opinion No. 12에 나타났다. 이전의 APB Opinion No. 9는 기업은 재무보고를 위하여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표와 일정 기간의 업보고서를 작성하며, 이 때 업결과는 손

익계산서와 이익잉여금계산서(statement of retained earnings)에 의하여 파악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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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의견서에 따라 기업은 차 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계산서를 작성하

는 외에 정보이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자본거래에 의한 주주지분의 변동사항을 다양

한 양식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공시하 다. 

이러한 현상에 하여 기업들은 자본거래에 의한 주주지분의 변동사항 공시가 의

무사항인지를 질의하게 되었고 APB Opinion No. 12에서는 적어도 직전년도와 당해연

도의 주주지분변동사항(이익잉여금 변동사항 포함) 및 주식수의 변동사항을 공시할

것을 요구하 으며, 그 형식은 별도의 재무보고서로 작성, 기본 재무제표 본문에 반

, 기본 재무제표의 주석사항으로 기재 등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이 후

부분의 기업들은 이익잉여금처분사항과 자본거래에 의한 주주지분 변동사항을 포

괄하는 주주지분변동표(Statement of Changes in Owners’ Equity)를 별도의 재무보고서

로 작성하여 공시하고 있다. 

SFAS(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 115는 투자유가증권을 시가평

가하고 평가손익을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계상에서 제외하여 차 조표의 자본

항목에서 자본조정항목으로 인식하도록 하 다. 그러나 기업들은 주주지분변동표에

서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을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표시하기 보다는 자본잉여금 등 다

른 항목에 일괄하여 표시하는 등 정보를 은폐하는 사례가 속출하 다. 이에

AIMR(Association for Investment Management and Research) 등 투자자단체는 이러한 기

업 공시관행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기에 이르 다[AIMR, 199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6년 FASB(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는 SFAS No. 130 Reporting Comprehensive Income의 공개초안을 발표하면서 포괄이익

을 경 성과보고서에 표시할 것을 제안하 다. 즉, 기타포괄이익은 당기순이익과 마

찬가지로 기업의 성과평가에 적합한 요소이며, 포괄이익을 경 성과보고서에 표시할

때 가시성(visibility)이 제고되고 정보이용자들의 활용도도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 다. 

그러나 기업들의 강력한 반 에 봉착하여 FASB는 주주지분변동표에서 포괄이익을

표시하는 체안도 허용하기에 이르 다.12) 반 의견의 주요 논지는 회계전문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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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개초안에 한 281건의 의견 중 찬성의견은 6%에 불과하 고 4%가 중립, 나머지 90%는

반 의견 이었다. 특히 투자유가증권의 보유비중이 높은 금융업의 반 가 두드러졌는데, 이

들은 기타포괄이익은 기업성과(corporate performance)로 볼 수 없거나 혹은 기업성과로 인정



이미 다른 재무제표 혹은 주석을 통하여 포괄이익정보를 파악하고 있으며, 비전문가

들에게 포괄이익정보를 제공할 경우 이들은 기타포괄이익이 기업의 경 성과평가에

적합한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구별할 수 없어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것이

다. 

SFAS No. 130의 부록에서 제시하는 포괄이익의 보고방법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이

다. 

제1안과 2안은 공개초안에서 제시하 던 로 포괄이익을 경 성과보고서에 반

하는 것이다. 제1안은 기존의 손익계산서를 확장하여 당기순이익에 기타포괄이익을

부기하고 이의 합계인 포괄이익을 표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재무제표의 연

계성을 회복시킬 수 있지만 기존의 손익계산서 및 당기순이익에 익숙한 이용자에게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제2안은 기존의 손익계산서 외에 제2의 경 성과보고서를 만들어서 포괄이익을

보고하는 방식이다. 1안에서와 같은 혼란은 회피할 수 있지만 별도의 재무제표작성

에 따른 추가부담이 예상된다. 아래에서 정리할 국의 경우 현재 이러한 방안을 채

택하고 있다.

제3과 4안은 포괄이익을 주주지분변동표에 표시하는 방법이다. 명칭은 이전의 주

주지분변동표와 동일하나 그 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표 4>의 주주지분변동표

는 차 조표의 주주지분항목의 배열순서 및 해당 항목을 그 로 유지하며 각 항목

의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의 변동상황을 표시하고 있다. 한편 SFAS No. 130에서 제시

하는 주주지분변동표는 명칭은 주주지분변동표이지만 포괄이익의 보고에 초점을 두

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포괄이익을 별도 항목으로 두고 있으며 이를 유보이

익과 기타포괄이익으로 구분하고 기타포괄이익에는 해당항목을 집계하고 있다. 또한

주주지분항목의 배열에 있어서도 차 조표의 배열순서와 달리 포괄이익을 자본거

래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제3안과 4안은 내용은 동일하지만 주주지분변동표의 기본적 구조에 차이가 있다.

제3안은 우리나라의 연결자본변동표와 같은 복수컬럼형식(<표 9> 참조)이며 제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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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할지라도 이자율 변화등 경 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 때문에 경 자의 성과

(management performance)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은 신탁재산의 자본변동표와 같은 단일칼럼형식(<표 10> 참조)이다.

(2) 국제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이하 IASC)는

1997년 기존의 기준서를 개정한 IAS(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No. 1에서 기

본 재무제표의 하나로 당해기간의 당기순손익, 다른 기준서의 규정에 따라 주주지분

에 직접 계상한 손익항목들의 내역 및 소계,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의 효과를 반 하

는 별도의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 다. 이에 추가로 다음의 항목은 위의 재무보

고서 본문 또는 주석사항으로 반 하여야 한다.

① 주주간 자본거래 및 주주에 한 배당

② 기초 누적이익(혹은 누적손실)과 기말 누적이익(혹은 누적손실) 및 증감액

③ 수종 주식의 법정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및 각종 적립금의 기초 및 기말잔액의

변동사항

이러한 규정에 따라 모든 공시요구 사항을 재무제표 본문에 기재하는 주주지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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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주주지분변동표 보고방법 제3안

제3안: 주주지분변동표에 기록하는 방법 1

주주지분변동표

기타포괄이익

합 계 포괄적 이익 유보이익 누적액 보통주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기초잔액 $563,500 $88,500 $25,000 $150,000 $300,000
포괄이익

당기순이익 63,250 $63,250 63,250
기타포괄이익

투자주식평가이익 11,500 11,500 11,500
해외사업환산차 8,000 8,000 8,000
연금부채 (2,500) (2,500) (2,500)
기타포괄이익 17,000 17,000
포괄이익 $80,250

유상증자 150,000 50,000 100,000
배당 (10,000) (10,000)
기말잔액 $783,750 $141,750 $42,000 $200,000 $400,000



동표의 양식은 다음의 <표 11>과 같다. 국제회계기준에서 규정하는 주주지분변동표

의 주요 목적은 미국의 SFAS No. 130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주지분변동표의 목적과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단순히 모든 주주지분변동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경 성

과의 전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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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주주지분변동표 보고방법 제4안

제4안: 주주지분변동표에 기록하는 방법 2

주주지분변동표

유보이익

기초잔액 $88,500
당기순이익 63,250 $63,250
배당 (10,000)
기말잔액 141,750

기타포괄이익누적액

기초잔액 25,000
투자주식평가이익 11,500
해외사업환산차익 8,000
연금부채 (2,500)
기타포괄이익 17,000 17,000
포괄이익 $80,250

기말잔액 42,000
자본금

기초잔액 150,000
유상증자 50,000
기말잔액 200,000

주식발행초과금

기초잔액 300,000
유상증자 100,000
기말잔액 400,000

자본합계 $783,750

15) IAS No. 1은 당기순손익과 미실현손익의 합계, 즉 포괄이익을 별도로 구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는 포괄이익의 별도 구분표시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3) 국

국의 회계기준은 기본재무제표로 손익계산서, 이득 및 손실보고서, 차 조표,

현금흐름표의 작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주지분변동정보는 주석사항으로 공시하는데

부분의 기업들은 우리나라의 잉여금변동명세서와 유사한 형식을 주로 이용하고 있

다. 이득 및 손실보고서(Statement of Total Recognised Gains and Losses)는 세계에서 최

초로 포괄이익개념을 채택한 경 성과서이다. 1992년 FRS(Financial Reporting

Standard) No. 3를 개정하여 실현주의에 의한 당기순손익뿐만 아니라 자산재평가손

익, 해외사업환산손익 등 자본의 조정항목으로 처리하던 미실현손익을 포괄하는 다

음 <표 12>와 같은 경 성과서의 작성을 요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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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국제회계기준의 주주지분변동표

주주지분 변동표

자본금 자본잉여금 재평가적립금 외화환산적립금 이익잉여금 계

기초 100 30 50 (20) 300 460
회계변경효과 (60) (60)
소 계 100 30 50 (20) 240 400

재평가손익 30 30
투자주식평가손익 (10) (10)
해외사업환산차 (30) (30)
미실현이득(손실) 20 (30) (10)

당기순손익 200 200

배당금 (80) (80)
유상증자 20 10 30
기말 120 40 70 (50) 360 540

<표 12> 국의 이득 및 손실보고서

이득 및 손실보고서(Statement of Total Recognised Gains and Losses)

계 계속사업 중단사업

당기순손익 ××× ××× ×××

재평가손익 ××× ×××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총이득 및 손실 ××× ××× ×××



FRS No. 3의 개정을 위한 최근의 공개초안 FRED(Financial Reporting Exposure

Draft) No. 22에서는 주주지분변동정보를 기본재무제표에서 표시할 것을 제안하여 향

후 주주지분변동표를 기본재무제표로 추가할 예정이다. 

(4)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회계기준 FRS No. 2는 기본재무제표로 손익계산서, 주주지분변동표,

차 조표, 현금흐름표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주지분변동표는 배당, 증자, 그리고 총

수익 및 비용(total recognised revenues and expenses), 외부주주지분을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총수익 및 비용은 당기순이익, 재

평가적립금의 증감액, 해외사업환산손익으로 구성되는데 미국의 포괄이익에 해당하

는 개념이다. FRS No. 2 부록에서 제시하는 주주지분변동표의 양식사례는 <표 13>과

같다. 

(5) G4+1

G4+1은 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를 중심으로 연방국가의 회계제도 조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미국이 회원국으로 추가되었으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옵저버로 참가하고 있다. 

위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회원국간에 재무성과의 보고방법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

다. 이러한 차이를 조정하여 바람직한 재무성과 보고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G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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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뉴질랜드의 주주지분변동표

주주지분변동표 (Statement of Movement in Equity)

기초자본 ×××

당기순손익 ×××

재평가손익 ×××

해외사업환산손익 ×××

총수익 및 비용 ×××

외부주주지분증감 ×××

유상증자 ×××

배당금 (×××) 

기말자본 ×××



은 연구에 착수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과제를 도출하 다. 

① 모든 재무성과를 재무성과보고서(statement of financial performance)에 보고하여

야 할 것인가?

② 모든 재무성과는 단일의 재무제표에 보고하여야 하는가?

③ 재무성과를 구분하여 보고하여야 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하여야 하며 어

떠한 순서로 배열하여 보고하여야 하는가?

첫 번째 과제는 포괄이익을 주주지분변동표에 표시하는 것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

하는 것이 핵심사안이다. 주주지분변동표는 주주지분의 기초 및 기말잔액을 조정하

는 표로서 손익계산서와 차 조표의 산술적 연계 확보를 주목적으로 하는 재무제

표로 재무성과의 보고가 주주지분변동표의 주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주주

지분변동표에는 재무성과가 아닌 증자, 배당 등 주주간 거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를 재무성과와 구별되도록 표기하는 것이 무리이며 재무성과는 간과되거나 혹은 곡

해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무성과를 주주지분변동표에 보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

다는 결론을 내렸다. 

두 번째 과제와 관련하여, 국과 같이 기존의 손익계산서 외에 제2의 새로운 재무

성과보고서를 도입하는 방안은 정보이용자의 관심 분산 및 두 개의 보고서의 비교에

추가적인 비용이 예상되므로 기존의 손익계산서 형식 변화가 정보이용자를 오도하거

나 추가비용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없다면 기존의 손익계산서를 확장하는 형식이 바

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세 번째 과제는 단일의 재무성과보고서의 바람직한 양식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에

하여 G4+1의 잠정 결론은 다음과 같다. 재무성과는 업활동, 재무활동, 기타 이

득 및 손실로 구분하되 각각을 계속활동과 중단활동별로 보고한다. 미실현손익의 재

분류(recycling)는 허용하지 않는다. 특별항목구분을 폐지하며 비경상항목을 별도 표

시하지 않는다. 

국, 뉴질랜드, IASC, 캐나다는 G4+1의 연구결과를 상당부분 수용하는 방향으

로 관련 회계기준을 개정 중에 있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표 14>와 같다. 뉴질랜드, 미국, 국제회계기준에서 현재

규정하고 있는 주주지분변동표는 순수한 주주지분변동표라기 보다는 포괄이익이 표

시되는 재무성과서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미국의 경우 포괄이익을 손익계산서나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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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과보고서에 표시하면 주주지분변동표는 순수한 주주지분변동표가 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포괄이익을 재무성과서에 반 하는 안이 이론적으로 우수함을 인정하

고 있으며, 또한 G4+1의 결론도 이와 동일하므로 향후 각국의 주주지분변동표는 순

수한 주주지분의 변동사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자리매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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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각국의 포괄이익 및 주주지분변동정보 공시 현황

국 뉴질랜드 미국 국제회계기준 G4+1

시행시기 1992년 1994년 1997년 6월 1997년 8월

포괄 손익계산서 0 0
이익 포괄이익보고서 0 0 0
보고서 주주지분변동표 0 0 0

재무제표명칭 statement of statement of statement of statement of statement of 
total recognis- movements comprehensive changes in financial 
ed gains and in equity income owners’ equity performance
losses

비 고 손익계산서외 손익계산서외 손익계산서, 포 주주지분변동 기존의 손익계

에 별도의 재 에 별도의 재무 괄이익보고서, 표에 자본거래 산서를 체할

무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 요 주주지분변동 및 포괄이익 혹 새로운 개념의

요구 구, 주주지분변 표중 택일하여 은 포괄이익만 재무성과서를

동표에 자본거 포괄이익 보고 반 제시

래 및 포괄이익

반

구분표시 포괄이익 포괄이익 포괄이익 기타포괄이익의 업활동, 재무

구분표시 요구구분표시 요구 구분표시 요구 합계표시, 당기 활동, 기타활동

순이익+기타 으로 구분하고

포괄이익의 합 당기순이익은

계는 반드시 요 별도 표시하지

구하지 않음. 않으며 포괄이

익만 표시



IV. 결 어

우리나라 기업들은 선진국 기업들과 다름없이 주주지분과 관련하여 다양한 종류의

주식, 전환증권, 주식매입선택권, 자기주식, 주식배당 등의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또

한 외국의 회계기준 중 투자유가증권평가, 해외사업환산, 파생상품평가 등 손익계산

서와 차 조표간의 연계성을 파괴하는 내용들도 거의 부분 수용하고 있다. 이러

한 제도상의 유사성에 근거할 때 우리나라 기업들도 주주지분변동표를 작성하고 공

시할 필요성이 상당할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주주지분변동표의 도입이 작성자인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혹은

기업의 자발적인 의지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기준제정기관의 의지에 근거하고 있

다는 것이다. 기존의 재무제표의 도입과정의 특성도 유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회

계기준제정기구의 특성을 살려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

의 기준제정과정에서 제정기구의 의견은 이용자의 요구 및 국가정책의 요구를 잘 반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관행에 따라 우리의 현실을 충

분히 반 하지 못하는 기준이 제정되기도 하 다. 따라서 민간제정기구는 그 전문성

과 더불어 기준제정과정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유지하여 의견수렴과정에서 이해관계

자의 다양한 의견을 공정하게 반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주주지분변동표의 도입과 관련하여 실행과정상에 예상되는 문제는 회계기준

의 제도적 경직성이다. 특정 거래와 관련한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의 제정과 달리 새

로운 재무제표의 도입 및 명칭 변경 등의 문제는 재무제표의 종류를 명시한 각종 관

계 법령의 개정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주지분변동표를 재무제표의

일부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과의 조화 방안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제도적 경직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새로운 제

도의 도입 취지를 무시하고 법률 형식상의 문제만에 집착하는 공공기관의 보수적 자

세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의 본질이 혹은 이에 한 해

석이 한편으로는 GAAP 다른 한편으로는 법령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한 향후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당분간 제도의 도입에는 융통성을 발휘하여 GAAP의 특성을 강조하

되, 실행의 측면에서는 경우에 따라 강제성을 강조하는 법령적 성격을 강조하는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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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묘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작성자 및 이용자들의 경직성 역시 새로운 회계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주지분변동표와 관련하여 명칭, 양식 등 형식요건을 일정한

범위에서 통일하는 것이 초기의 도입 비용을 최소화하고 회계정보의 기업간 비교가

능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형식요건의 통일성에 한 집착은 기업의

특성을 반 하는 것에 한 제약요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 기업

들의 재무제표에 한 가장 주요한 비판 중의 하나가 표준양식에 얽매여 지나치게 복

잡하게 작성되어 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재무제표의 형식보다는 전달되는 정보의 내

용과 질에 비중을 두는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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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ortance and Issues of Disclosure of Changes in
Owners’ Equity Information

Taik-Soo Lee**
Wan-Hee Kim**

ABSTRACT

The statement of changes in owners’ equity is a financial report to provide information on

changes in owners’ equity, including increase or decrease in paid-in capital, dividend, treasury

stock transactions during accounting period. 

US GAAP and IAS require to prepare Statement of Changes in Owners’ Equity as a

primary financial statement. As breaking the articulation of financial statement becomes

further and the ownership structure and wealth distribution methods become more complex,

this statement is more useful. So, preparing this statement as a primary financial statement is

a world wide practice. Korean firms do not prepare Statement of Changes in Owners’ Equity

and provide related information in other various financial reports. Korea accounting standard

setting body plans to introduce this statement as a primary financial statement. 

This paper examines the importance and main issues in disclosure of changes in owners’

equity information, comparing various accounting standards, including Korean GAAP, US

GAAP, IAS, UK GAAP and G4+1. 

For effective introduction of this statement in Korea, it is required that the standard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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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provide due process for collecting various opinions, that governmental authorities try to

outgrow the convention of institutional inflexibility and that firms and users try to place more

weigh on content rather than format.

Keywords: Articulation of Financial Statement, Comprehensive Income, Statement of

Changes in Owners’ Eq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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