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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에서 상법은 기업회계와 관련된 규범 중 기본법이자 일반법이다. 그

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수권을 

받아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은 외감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영역에서는 특별법

으로서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외감법 적용대상이 아닌 기업들

의 경우는 상법이 그 준거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상법상 회계 규정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고, 은행이 여신심사를 하거

나 과세관청이 세금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

성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법이 규율하여야 하는 영역에서도 기

업회계기준이 상법을 대신하여 그 준거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그 현실적인 필요성은 불문하고 상법이 적용되어야 할 영역에 기업회계기

준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은 한국 법체계를 흔드는 행위로 바람직하지 않

다. 한편 현대 사회는 점점 더 국제화, 세계화 되고 있어 한 국가 내에서만 

타당하고 통용될 수 있는 회계기준은 높이 평가될 수 없다. 따라서 상법이 

한국 법체계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추세에 반하

거나 경제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규정들은 개선되어

야 함이 분명하다. 본 논문은 상법의 규범성을 유지하되 국제적으로 인정받

는 회계기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더 나아가 기업 및 회계의 투명성을 

고양하기 위하여 상법을 중심으로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를 통하여 회계규

정의 문제점,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상법상 회계규정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한국은 기업회계기준과의 조

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대응책으로 상법을 개정하면서 구체적인 

계산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회계에 필요한 조직법적 절차 및 회사재산보전

을 위한 규정만을 남겼으며, 회계처리규정 및 적용범위를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기업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되나 여전히 상법상 개선이 필요한 규정들이 존재

하고, 그 해결책의 도입이 시급하다. 

  다음으로 국제회계기준과 관련하여 이를 단순 번역하여 도입한 것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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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법규성이 인정되는지, 국제회계기준을 도

입하면서 자산, 부채는 공정가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국에는 이와 

관련한 아무런 지침이나 제도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상법에서 회계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부분 기업회계기준

으로 이양하면서 회계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규정 중 하나는 배당가능이익 

산정과 관련한 규정이다. 기업은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모두 투자자에게 

분배하지 않고 재투자 등을 이유로 회사에 일정한 금원을 유보하는데, 그 

방식은 나라마다 다르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영국 등 다른 나라의 입법례

를 통하여 한국에서의 배당가능이익의 산정방법의 타당성에 관하여 살펴보

았다. 또한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게 됨에 따라 상법에서 배당가

능이익 산정시 미실현이익을 공제하는 규정을 두었는데, 미실현이익이란 개

념은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고, 상법에도 미실현이익을 판단

하는 근거가 되는 규정이 없으며, 다만 상법 시행령에서 미실현이익이란 

‘법 제446조의 2의 회계원칙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라는 규정이 있을 뿐이다. 그 외에도 상

법이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미실현이익과 달리 미실현손실은 가산하지 않는 

점, 상계금지 예외 규정에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과 유사한 외화환산이익

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위

와 같은 문제들에 대하여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법상 회계규정,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를 

한 후 회계규정에 현존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

식으로 서술되었다. 

........................................................

주요어 : 상법, 회계규정, 배당가능이익, 미실현이익, 국제회계기준, 기업회

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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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상법에서 회사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회사가 사업에서 생긴 이익을 사원에게 귀속

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 주식회사란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인 주주의 투자로 이루어진 회사로 주주는 주식회사를 통해 이윤을 추

구하므로 주식회사의 모든 재무관계는 주주의 이해관계를 위하여 중요하다.

하지만 현대 경제사회에서 회사에는 그 구성원들인 주주에서 더 나아가 채

권자,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의

정보 제공은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 거래를 기록, 분류, 요약, 해석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회계라 한다. 즉, 회계란 회사가 주체가 되어 일정한

기간(결산기)을 단위로 하여 회사의 재산상태와 손익을 인식·평가하고, 이

익 또는 손실을 처리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회사의 회계는 재산상태와 손익을 인식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기업회계와

뜻을 같이 하지만 인식되는 이익이나 손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별도

의 의사결정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기업회계와는 상이한 개념이다1). 최근에

는 의사결정의 유용성이라는 측면을 강조하여 회계란 정보이용자가 합리적

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2). 기업회계법3) 중 상법은 회사로부

터 채권회수의 가능성을 판단하고, 장래의 재무위험을 예측하는 등 회사의

1)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22판, 2014), 923～924면.

2) 김영덕, IFRS 중급회계 (상), (제5판, 2014), 15면.

3) 기업회계법이란 광의로는 기업회계를 규제하는 법을 총칭하지만 협의로는 기업회계를 규제하는 실

질적인 상법을 말한다. 후자에 속하는 제정법으로는 상법, 외감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이라 한다) 등이 있다. 한국의 기업회계법은 하나의 법률로서 실재하지

않고 다른 목적이 부여된 각종 법률 속에 산재해 있다. 왕순모, “기업회계법의 구축과 전망(1)”, 상

사법연구 제21권 제4호 (2003), 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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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가 의사를 결정하는데 전제가 되는 정보를 회사로 하여금 공시

하게 할 필요성, 유한책임에 대한 제도적 반면으로서 이익배당한도를 정하

는 수단의 필요성 등으로 여러 회계규정을 두어 이를 규율하여 왔다. 하지

만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

법’이라 한다)의 회계규정은 기업회계기준과의 용어, 회계처리 기준 및 방

법, 자산의 평가방법, 배당가능이익의 산정방법 등에서 상이한 부분이 많았

고, 기업들이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 상법상 규정을 따르지 않아 그 규범력

을 상실하였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또한 한국의 기업 및 회계정보의 투명

성에 관한 외부평가는 상당히 낮은 상태였고, 이는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여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를 얻고, 더 나아가 경제

회복, 성장을 위하여 2006년 2월에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단을 구성하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 IASB)가

제정한 국제적으로 단일·통합된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 IFRS)을 도입하기로 하는 로드맵을 마련하였으며,

2011년부터 주권상장법인과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

준(K-IFRS)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은 2005년 7월부터

상법 회사편의 전면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상법개정안이 2011년 3월 11일

본회의를 통과, 2011년 4월 14일 공포,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개

정의 주요내용은 상법과 기업회계기준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회계규범이 이

원화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구 상법상 구체적인 계산 규정을 삭제하고, 포

괄규정으로 상법 제29조 제2항(상업장부) 외에도 상법 제287조의 32(유한책

임회사), 상법 제446조의 2(주식회사)를 신설하여 회사의 회계를 일반적으

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르도록 하였다4). 그러나 위와 같은 노력

에도 불구하고 상법에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 남아 있고, 한국은 국

4) 상법은 크게 새로운 기업형태의 도입, 기업지배구조분야, 기업재무분야, 기업구조조정분야에서 개정

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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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회계기준을 도입하면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회계기준의 정립을 위하

여 노력하였으나 기존에 존재하던 법체계와의 괴리로 인하여 새로운 문제

들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회계는 법률, 정치제도, 재무보고의 동기 등에 의

한 영향을 받고 나라마다 법적, 정치적 환경이 모두 달라서 국제적으로 완

전히 단일한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설령 동일한 기준을 적

용하더라도 그 결과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5). 그러나 회계기준의 통일

노력은 수익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을 줄이고, 유사한 회계제도 하에서 투자

자들에게 기업 간, 국가 간 재무보고의 질을 용이하게 비교·평가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상법에 대한 개정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

고,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 의무 적용된 지 4년여가 지난 지금, 회계규정

들에 관하여 검토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이하에서는 상법을 중심으로 회계규정들에 관하여 검토하고 국제회계기

준의 도입으로 한국 상법이 반영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

는지 살핀다. 또한 상법에서 실질적으로 그 중요성 및 존재의의가 있는 배

당가능이익 관련 규정이 실무상 적용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과 비교하여

타당한지, 그렇지 않다면 현행 상법상 배당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여러 법 규정들, 관계 기관의 해석서, 법학, 경영학,

회계학 분야의 여러 저서 및 학술문헌, 각계의 연구발표자료, 정부의 상법

관련한 해설 등을 참고하여 연구한다.

본 논문은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Naomi S. Soderstrom & Kevin Jialin Sun, “IFRS Adoption and Accounting Quality : A

Review”, European Accounting Review, (2007), 687～6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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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에서는 본 논문의 주제에 대한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그 범위에 관

하여 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상법상 회계규정들의 내용 및 개선이 필요한 조항들에 관하

여 살펴보았다. 즉, 상법에는 포괄규정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고 기업회계

기준과의 관계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해석이 문제되는데, 기업

회계기준은 포괄규정상의 회계관행으로 추정되고, 그러한 경우 법규성 역시

인정되어야 함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준비금제도와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이

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한국의 경제 현실을 반영하여 제도를 존치

하는 경우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의 구분을 폐지하고, 그 용어 역시 일반

기업회계기준상의 적립금이나 잉여금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연

결재무제표는 그 국제적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서 이를 주재무제표화 하고 있음에도, 상법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작성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정의, 요건 등에 대한 입법상 보

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상법이 회계에 관한 기본법이 되어야 함에도 외

감법의 수권을 받은 기업회계기준이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기업에 회계기준

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법체계상 옳지 않으므로 상법이 기업회계기준

의 수권규범이 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한국은 국제회계기준을 단순 번역하여 도입하였는데, 이러한

도입방식이 회계 주권을 포기한 것이 아닌지 문제된다. 그러나 국제회계기

준의 우수성이 판명된 바 있고 많은 국가들이 국제회계기준을 따르고 있는

이상, 한국의 수용방식에 문제는 없어 보인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이 상법이

나 외감법 등 법률에 근거하여서, 회계관행으로서, 또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사용되는 경우 그 법규성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한국의 회계

에서 익숙하지 않은 개념인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하여서도 법률 제정 등

체제를 구축하여야 함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한국은 기업들의 배당성향이 매우 낮음에도 그 제한이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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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기업회계기준과의 괴리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장기적으로 준비금제도

를 폐지하여 잉여금 전부에서 배당이 가능하게 하되 기업의 계속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급불능기준이나 대차대조표 기준 등을 추가로 도입하고,

준비금제도를 존치시키는 경우에는 준비금의 구분을 없애며 그 적립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배당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일

반기업회계기준은 미실현이익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이익잉여금처분계산

서상 당기이익에 미실현이익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산

정시 어려움이 예상되나 미실현이익의 경우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이 다수

의 입법례이며 이를 배당하는 경우 회사를 부실화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를 공제하는 상법의 태도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법에서 미실

현이익에 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기업들이 미실현이

익을 판단함에 있어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미실현손실의 상계금지와 관련하여서도 미실현손

실을 가산하지 않는 것에 관하여 회계에 관한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타당하

고, 상계금지 예외로 외환환산이익을 명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하였다.

제5장에서는 본 논문의 주요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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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상법상 회계규정의 규범성 제고

제1절. 문제의 제기

현대 기업 활동에는 주주, 채권자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고, 그

활동 영역 또한 국제화되면서 투명하고 유용한 회계장부의 작성 및 회계정

보를 시의 적절하고 신뢰성 있게 평가하기 위한 회계기준의 마련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회계를 규율하는 방식은 미국과 같이 민간기관에 회

계기준의 제정을 맡기고 개별 법률에서 이를 따를 것을 규정하는 방식과

독일과 같이 기업회계에 대한 규제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는 방식으로 대별

할 수 있다6). 기업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현행 규제체계는 상법,

기업회계기준, 자본시장통합법, 세법 등 다층 규제로 되어 있는데, 그 중 기

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법규범은 크게 상법, 외감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으

로 이원화되어 있다고 평가된다7). 한국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고 상법을

개정하면서 기존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모두 삭제하

고 포괄규정을 둠으로써 실질적인 회계기준의 제정을 기업회계기준8)에 위

임하였다. 이는 상법이 상사와 관련한 기본법이자 핵심법으로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그동안 상법상 회계

규정은 기업회계 실무 및 급변하는 회계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고, 실무상으로도 상법의 회계규정이 아닌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연성, 변동성을 본질로

하는 회계와 안정성을 중시하는 상법은 친화되기 어렵지만 회계는 세무당

6) 송양수, “기업회계관련법의 조화에 관한 연구”, 세무학논집 제14권 제1호 (2001), 553～554면.

7) 자본시장통합법은 상장법인의 경우 회계정보의 공시에 관한 특별법이고, 금융업 등 정부의 규제를

받는 경우에도 특별법에 따른 규제가 이루어진다.

8) 현재는 그 적용대상에 따라 회계기준을 일반기업회계기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특수분야회계기

준, 중소기업회계기준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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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상업장부의 종류·작성원칙)

① 상인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상업장부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

정·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한다.

국, 주주, 은행, 관리자 등 이해관계인, 정치적·법적인 제도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9) 적어도 배당가능이익의 한도를 산정할 때에는 상법의 회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상법이

기업회계기준에 관하여 상당 부분 그 권한을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그 역할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상법에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들, 구체적으로 포괄규정, 준비금제도, 연결재무제표, 상법, 외감법, 기

업회계기준의 관계에 관한 고찰은 의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2절. 상법상 회계규정 및 문제점

이하에서는 상법상 회계규정 중 본 논문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규정을 중

심으로 살핀다.

Ⅰ. 상법상 회계규정

1. 상업장부에 관한 규정

9) 예를 들어 보통법에서는 왕권에서 사법권을 독립시키기 위하여 계속하여 노력하여 왔고, 법원의 판

결이 법을 형성하여 왔으며 정부가 아닌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회계의 가장 주요한 목적으로

성문법 국가들에 비하여 회계기준의 법적인 강제력이 있고, 회계정보의 질이 높으며 주주의 보호

를 우선으로 한다. 반면 성문법 국가들은 정부가 법의 해석이나 제정을 통제하여 왔고 기업회계는

법원에 의하여 실행되는 상법의 부분으로서 작용하였으며 회계기준은 정부의 영향을 받아 왔다.

즉 회계기준은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제공보다는 세금의 확보, 배당, 이익, 봉급 등을 측정하는 기

준으로 사용되어 왔다. Naomi S. Soderstrom & Kevin Jialin Sun, 전게논문 (각주 5), 687～6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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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조의 32(회계 원칙)

유한책임회사의 회계는 이 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일반적으로 공

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

제287조의 33(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존)

업무집행자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밖에 유한책임회사의 재

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야 한다.

제287조의 35(자본금의 액)

사원이 출자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을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으로 한

다.

제287조의 36(자본금의 감소)

① 유한책임회사는 정관 변경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감소 후의 자본금의 액이 순자

산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7조의 37(잉여금의 분배)

① 유한책임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을 뺀 액(이

하 이 조에서 "잉여금"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잉여금을 분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잉여금을 분배한 경우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는 그 

잉여금을 분배받은 자에 대하여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상업장부란 기업의 재산상태를 명확하게 하여 영업성과의 평가와 장래의

영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원에 대한 이익배당의 기초를 제공하며 일반 공중

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인이 법률상의 의무로서 작성하는 장부로, 자

본금이 1,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소상인을 제외한 상인은 거래와 기타

영업상의 재산에 영향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상업장부를 작성할 의무가 있

다.

2.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

유한책임회사의 회계규정에는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포괄규정이 존재하

나 배당가능이익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주식회사와 달리 대차대조표상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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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6조의 2(회계의 원칙)

회사의 회계는 이 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

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

상법 시행령 제15조(회계 원칙)

법 제446조의 2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 : 같

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같은 법에 따른 공

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 원칙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 외의 회사 등 : 회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금융위원회 및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회계기

준

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회사는 정관에 회

사의 경영에 기여한 제공된 know-how나 기술 및 비상한 발상에 대하여도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음을 규정할 수 있다10).

3.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

가. 회계의 원칙

1) 개정이유 및 적용 범위

상법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기업회계기준과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 상법 제452조(자산의 평가방법), 제453조(창업비의 계상), 제453조의 2

(개업비의 계상), 제454조(신주발행비용의 계상), 제455조(액면미달금액의

계상), 제456조(사채차액의 계상), 제457조(배당건설이자의 계상), 제457조의

2(연구개발비의 계상)의 구체적인 계산 규정을 삭제하고, 회계의 원칙 규정

10) 최기원, 기업법개설 (제14판, 2011), 412～4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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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14)

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을 두었다. 외감법의 규정을 고려하면 상법상 회계의 원칙이 적용되는 주

식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20억 원 미만인 주권비상장법인으

로 제한된다11).

2) 상법 제446조의 2의 필요성에 관한 견해 대립

이에 대하여 ① 상법 제446조의 2는 상법 제29조 제2항에서 이미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정이라는 견해12), ② 상법 제

446조의 2는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회계의 원칙을 강조하기 위한 상법 제29

조 제2항의 특별규정으로,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원칙적인 사항만을 규정

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견

해, ③ 상법 제446조의 2는 상법 제29조 제2항의 특별규정으로 주식회사에

는 상법 제29조 제2항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13)가 있다. 살피건

대, 상법 제446조의 2는 상법 제29조 제2항과 달리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이라는 문구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고 상법 시행령 제15조는 이에 따라

회계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446조의 2는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의 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근거 규정으로서 독

자적인 의의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나. 재무제표

11)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과 비상장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고, 직

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인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된

다.

12) 이철송, 전게서 (각주 1), 925면.

13) 권재열, 노혁준, 양기진, 이재호,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상법 회계제도 정비를 위한 개선연구”,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2011), 15～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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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서류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상법 시행령 제16조(주식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등)

① 법 제44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 현

금흐름표 및 주석을 말한다.

1. 자본변동표

2.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② 법 제44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 중 같은 법 제1조의 

2 제2호에 규정된 지배회사를 말한다.

1) 개정이유(연결재무제표)

지배・종속회사의 경우는 개별재무제표가 아니라 연결재무제표15)가 경제

적 실질을 충실하게 반영한다고 평가되고, 회계정보는 주주・투자자 등 이

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또한 회계정보를 연결재무제표로 공

시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기도 하고16)(국제회계기준에서는 연결재무제표

를 주재무제표화 하고 있다), 특히 지주회사를 이용한 기업결합이 증가하면

서 개별 회사의 재무제표로는 당해 회사의 진정한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것

이 어렵다는 이유로, 상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14) 일본은 재무제표의 종류에 대하여 회사법에서 계산서류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주식회사의 재

산 및 손익상황을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 적당한 것으로 법무성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는데, 상법은 일본의 회사법을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15) 이창우,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회계신인도의 재고”, 상장 8월호 (2008), 5면.

16) 법무부, 상법 회사편 해설 (2012), 3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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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2) 재무제표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

가) 재무제표의 의의

재무제표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재무보고

서이고 기업의 경영활동의 결과를 화폐금액으로 표시한 회계보고서로 위탁

받은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책임결과를 나타내기도 한다17).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를

체계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고, 광범위한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와 재무상태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

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의 목적).

나) 종류

상법에 의하면 재무제표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가 있고, 자본변동표

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을 허용

하고 있다. 또한 외감법 제1조의 2 제2호에 규정된 지배회사의 이사는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은 기말 재무상태표, 기간 손익과 기타포괄손익계

산서, 기간 자본변동표, 기간 현금흐름표, 주석 등(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17) 최근의 회계는 전통적인 재무제표의 작성에만 국한하지 않고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반 재무정보를 포괄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더 광범위한 용어로서 재

무보고(financial reporting)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는 영업보고서, 세부명세서, 분석보고서

등과 같이 계량화하기 어려운 질적인 정보까지 서술적 형태로 필요시마다 수시로 전달하는 광범위

한 보고수단과 영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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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10) 및 기업이 하나 이상의 다른 기업을 지배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1, 2). 국제회계기준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재무제표에 포함시키고 있

지 않으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은 상법 등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

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와 이익잉여

금(또는 결손금)에 대한 보충정보로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

리계산서)를 주석으로 공시한다고 규정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한18)138.1).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

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이 포함되고(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문단 2.4), 지배

기업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요구된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문단

4.2).

(1)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는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19)라고도 하는

데, 이는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

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20).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의하면, 재무상태표에는 ① 유형자산, ② 투자

부동산, ③ 무형자산, ④ 금융자산(단, ⑤, ⑧, ⑨ 제외), ⑤ 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투자자산, ⑥ 생물자산, ⑦ 재고자산, ⑧ 매출채권 및 기타 채

권, ⑨ 현금 및 현금성 자산, ⑩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

으로 분류된 자산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자산의

18) 국제회계기준에는 없으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추가된 문단에는 ‘한’이라는 문구를 부가한다

(기업회계기준 전문 문단 28).

19) 외감법 부칙(법률 제3408호) 제8조에서는 “재무상태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는 각각 상법 제447조

에 따른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로 본다”는 간주규정을 두고 있다.

20) 김영덕, 전게서 (각주 2), 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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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⑪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 ⑫ 충당부채, ⑬ 금융부채(단, ⑪, ⑫ 제

외), ⑭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서 정의된 당기 법인세와 관련한 부채와

자산, ⑮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서 정의된 이연법인세 부채 및 이연법

인세 자산, ⑯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

자산집단에 포함된 부채, ⑰ 자본에 표시된 비지배 지분, ⑱ 지배기업의 소

유주에게 귀속되는 납입자본과 적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타내는 항

목(연결재무상태표가 아닌 경우에는 ⑱의 내용만 표시하면 됨)을 표시하여

야 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54).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무상태표를 일정 시점의 기업이 현재 보유하

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로서, 정보이용자들이 기업의 유동성, 재무적 탄

력성, 수익성과 위험 등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라

고 정의하고 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문단 2.17).

(2)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한 재무제표

로 순이익, 매출액, 매출원가 등의 정보와 수익력에 관한 내용을 제공한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는 포괄손익계산서(statement of profit or loss

and other comprehensive income)의 작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일정

기간 동안 소유주와의 거래 이외의 모든 원천에서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

한 정도와 그 내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로서, 당기손익 부분

과 기타포괄손익21) 부분에 추가하여 당기순손익, 총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

과 기타포괄손익을 합한 당기포괄손익을 표시한다. 별개의 손익계산서를 표

21) 기타포괄손익은 다른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

은 수익과 비용항목을 말하고, 재분류조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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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경우,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는 당기손익 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81A).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는 재무보고서로서 손익계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데, 이는 당해 회계기

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과 수익창출능

력 등의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일반기업

회계기준 제2장 문단 2.44). 손익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매출액, 매출원가, 매

출총손익,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손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법인세비용

차감전계속사업손익,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계속사업손익, 법인세효과 차

감 후 중단사업손익,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일반기업회

계기준 제2장 문단 2.45～2.57).

(3) 현금흐름표

현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채무를 상환하며 자금제공자에게 투

자수익으로서 배당금이나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지속가능기업의 기

본전제가 되는 필수자원이다. 현금흐름표는 기업의 영업, 투자 및 자금조달

활동과 관련한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관련된 정보제공 기능을 담당하는 기

업의 기본재무제표 중 하나로 기업의 활동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으로 나누고 각 활동에서 현금흐름을 표시한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는 현금흐름표의 현금흐름정보는 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창출능력과 기업의 현금흐름 사용 필요성에 대한 평가의 기

초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111).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현금흐름표는 기업의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표로서 현금의 변동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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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일반기업회계

기준 제2장 문단 2.58). 현금흐름표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

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

고, 이에 기초의 현금을 가산하여 기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다. 현금흐름표에서 현금이라 함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말한다(일반기업

회계기준 제2장 문단 2.59).

(4)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는 한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소유주지분의 변동내역을 주주

(투자자)의 입장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한 재무제표이다. 즉, 자본변동

표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 각각의 변동을 상세히 보여준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자본변동표는 ①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

지배지분에 각 귀속되는 금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한 해당 기간의 총포괄손

익, ② 자본의 각 구성요소별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인식된

소급적용이나 소급재작성의 영향, ③ 자본의 각 구성요소별로 당기순이익,

기타포괄손익,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소유주에 의

한 출자와 소유주에 대한 배분, 그리고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을 구분하여 표시)에 따른 변동액을 구분하여, 기초시

점과 기말시점의 장부금액 조정내역을 표시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106).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자본변동표는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로서,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자본금, 자본잉여

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의 변동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문단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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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석

주석은 재무제표 전반 또는 재무제표상의 해당과목에 기호를 붙이고 별

지에 동일한 기호를 표시하여 그 내용의 세부적 사항을 서술적으로 기재한

것이다. 주석은 재무제표 본문을 강조하거나 더욱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보

충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은 주석은 ① 재무제표의 작성근거와 문단 117～

124에 따라 구체적인 회계정책에 대한 정보, ②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정보이지만 재무제표 어느 곳에도 표시되지 않는 정보, ③ 재무제

표 어느 곳에도 표시되지 않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목적이 적합한 정

보를 제공한다고 규정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112).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주석은 ① 재무제표 작성근거, 유의적인 거래

와 회계사건의 회계처리에 적용한 회계정책, ②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주석

공시를 요구하는 사항, ③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자본변동

표의 본문에 표시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추

가 정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문단 2.82), 재무상

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자본변동표에 인식되어 본문에 표시되는

항목에 관한 설명이나 금액의 세부내역뿐만 아니라 우발상황 또는 약정사

항과 같이 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추가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문단 2.83～2.85).

(6)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자본변동표에 이익잉여금(결손금)에 대한

정보가 표시된다는 이유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재무제표에서 제외하되, 상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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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작성된 경우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한138.1).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이

익잉여금의 처분사항(또는 결손금의 처리사항)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한 재

무보고서라고 규정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2장 문단 실2.12). 상법 등 관

련 법규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작성을 요구

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에 대한 보충정보로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주석으로 공시한다(일반기

업회계기준서 제2장 문단 2.89).

(7) 연결재무제표

(가) 의의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와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

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하는 회사(주식

회사만을 말함. 이하 ‘지배회사’라 한다)가 작성하는 연결재무상태표, 연결

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주

석을 말한다(외감법 제1조의 2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2항). 즉,

연결재무제표는 정보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회사들을 단일의 경제적 실체를 형성하는 하나의 회계단위로

하여 작성되는 것이다. 상법은 연결재무제표도 재무제표와 동일하게 이사가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데(상법 제447조 제2항),

상법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의 승인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역시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이 가능하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는 피투자기업의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지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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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 피

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투자자의 이

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종속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 피투자자를 지배한다고 규정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

1110호 문단 6, 7). 또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국제회

계기준에 의해 임의 적용되는 별도(개별)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에 추가하

여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문단 6).

(나) 작성 실태

2013년 회계연도 말 결산 상장법인 1,594사 중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한 법인은

전체의 76.2%인 1,214사{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12월 결산 상장법인 총

1,739사 중 금융회사(65사), 특수목적법인(48사), 외국회사(10사), 상장폐지(3사),

사업보고서 미제출(1사),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한정(18사) 등 145사

제외}인데, 2012년 회계연도 말에 1,595사 중 73.4%인 1,171사가 연결재무

제표를 공시하여 전년 대비 43사(2.8%)가 증가한 수준이다. 이러한 증가 추

세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2011년(1,145사, 72.1%) 이후 지속되

고 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80.6%, 코스닥시장 73.1%가 연결재무제표

를 공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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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① 제449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22)

2. 감사(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말한다)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의 내

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표 1> 상장법인의 연결재무제표 작성현황

(단위 : 사, % %p)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전

체
연결

전

체
연결

전

체
연결

전
기
대
비

유가증

권
653 524 650 518 645 52080.

2 
79.
7 

80.
6

+0.
9

코스닥 935 621 945 653 949 69466.

4 
69.
1 

73.
1

+4.
0

합계
1,5

88

1,1

45
1,5
95

1,1
71

1,5
94

1,2

14
72.

1 
73.
4 

76.
2

+2.
8

* 점선안 수치는 전체 대비 연결재무제표 제출회사

비중

<그림 1> 

연결재무제표 작성비율

(단위 : %)

 

다. 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22) 재무제표의 승인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하기 위하여는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이 있어야 하므로, 이

사회가 재무제표 승인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사실상 외감법의 적용대상인 회사로 제한될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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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재무제표의 승인을 이사회의 결의로 가능하게 한 이유는 ①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계산에 기초하여 작성된 재무제표 등을 주주총회에서 승인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 승인은 매우 형식적이기 때문이라는 견해23), ② 사업연

도 말일부터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배당액이 확정되지 않고 실질적인 주식

가치를 시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우며, 회사의 투자, 주식 및 사채의 발행, 여

유자금의 반환 등 회사의 자금조달을 결정하는 기관이 배당도 결정하는 것

이 논리적으로 일관되므로, 회사의 재무관리의 기동성 또는 유연성의 확보

를 위한 것이라는 견해, ③ 이익배당의 의사결정이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

는 경우 배당받을 주주의 특정에 관한 기준일에는 아직 배당금액이 정해지

지 않아 배당에 관한 정보가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사회가 결산시

배당금을 정하도록 하여 배당락24)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

라는 견해25)가 있다.

2) 재무제표의 승인 주체 및 효과

이사는 정기총회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주주총회는 승인을 거부하거나 수정하여 승인을 할 수 있

다. 다만, 상법 제449조의 2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 주주총회는 이사

회의 결의를 수정하여 승인할 수 없고 상법 제462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의 수정은

23) 최준선, “2011 상법 회사편 해설”, 상장협 실무전집 43권 (2011), 169면.

24) 배당락이란 결산기말이 지나서 당기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주가의 상태를 의미한다. 당해 회

사가 지정한 날짜에 배당수령 권리확정을 위한 명의개서 정리를 하는데, 이 날을 지나서 주주가

된 자는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고, 결산일 다음날의 주가는 전날보다 배당에 상당한 몫만큼 하

락한다.

25) 송옥렬, “2011년 개정 회사법의 해석상 주요쟁점 : 기업재무 분야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

127호 (2011), 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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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

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461조의 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

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불가능하다.

승인이 있으면 그 연도의 재무제표는 확정되고,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구

체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한다. 정기총회가 재무제표의 승인을 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가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보지만,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가 승인한 서

류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책임은 해제되지 않는다.

라. 법정준비금 제도의 개선

상법 제460조에서는 법정준비금 제도의 운영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해

결손전보에 있어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

다고 보고 그 사용 순서를 삭제하였다. 한편 한국에서 준비금제도는 회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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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사외유출을 억제하고 자본유지의 원칙을 실현하는데 의의가 있으나

준비금은 회계상의 수치에 불과하고, 한국은 금융기관들이 대출시 기업의

자본이나 준비금의 적립상황을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익준비금의

적립한도가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준비금이 결손보

전과 자본전입에 한정하여 매우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고 준비금이 과다하

게 적립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자기주식취득이나 배당과 같은 주주에 대

한 분배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하여 상법 제461조의 2에서 법정준비금의 적립 한도를 정하여 이를

초과한 잉여자금을 이익준비금인지 자본준비금인지를 불문하고 감소시켜

주주에 대한 배당이나 회사의 다른 투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Ⅱ. 문제점

1. 포괄규정과 관련한 문제

가. 상법에서 실질적인 회계기준을 정하지 않고 기업회계기준에 위임한

문제

상법은 구체적인 회계규정을 대부분 삭제하고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

한 회계관행에 따를 것을 규정하면서 실질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구체적인

회계기준의 제정을 위임하였는데, 이러한 입법태도가 옳은지 문제가 된다.

나.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의 해석과 관련한 문제

상법이 구체적인 회계처리기준을 기업회계기준에 위임한 채 상업장부, 유

한책임회사, 주식회사에 대하여 포괄규정을 두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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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상법은 포괄규정상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이 무

엇인지, 이를 위반한 경우의 효과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으면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이익배당을 한 때는 징역 또는 1천 5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625조는 제3호). 또한

외감법은 상법 제401조의 2 및 제635조 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

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

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외감법 제20조 제1

항). 포괄규정과 관련한 문제는 한국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면서 더욱 심

화되고 있고, 그 해석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2. 준비금과 관련한 문제

  회사의 자본금은 상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

액으로 하고(상법 제451조 제1항),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

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상법 제458조),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상법 제459조 제1항). 그런데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자본을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

계액,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으로 구분하면서 자본잉여금을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을,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을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과 다른 자본항목에서 이입된 금

액의 합계액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 자본금으로 전입 및 자본조정 항목의

상각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이익

잉여금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또는 미처분결손)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데, 이익잉여금 중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의 세부 내용

및 법령 등에 따라 이익배당이 제한되어 있는 이익잉여금의 내용을 주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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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재한다고 규정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문단 2.18, 2.30, 2.33,

2.40).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은 재무상태표에 자본에 관한 정보로 자본에

표시된 비지배지분,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납입자본과 적립금을

표시할 것을 규정하고(기업회계기준서 제100호 문단 54)26), 자본의 구성요

소는 각 분류별 납입자본, 각 분류별 기타포괄손익의 누계액과 이익잉여금

의 누계액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호 문단

108). 위와 같이 준비금은 상법상의 용어일 뿐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다.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적

으로 자본제도27)의 채권자 보호 기능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고 있고 미국

내에서는 자본제도를 폐지한 주들이 다수 있으며, 최근 유럽에서도 자본제

도 폐지 여부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8).

이러한 상황에서 상법은 무액면주식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발행회사는 주

식발행가의 2분의 1 이상을 자본금으로 적립한 후에는 자본구성에 재량이

있어 준비금제도의 필요성은 낮아진 것으로 보이고, 한국의 준비금 적립이

과다하며 배당성향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준비금제도의 존재 의의에 대하

여 의문이 든다. 더욱이 상법은 준비금을 자본결손에 충당하는 순서를 삭제

하였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종류와 무관하게 준비금을 감소하는 제도

를 도입하면서 준비금의 구분을 무색하게 하였다29).

따라서 준비금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매

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26) 자본 및 준비금제도는 미국의 영향을 받은 국가와 대륙법계의 영향을 국가 간에 차이가 커서 국

제회계기준에서 자본의 구성항목에 대한 별다른 규정 없이 개별국가의 기업들에게 자율성을 부여

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윤우영, 이병화, 정원일, “K-IFRS 도입 이후 상장기업의 자본공시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회계학회지 통권 제39호 (2014), 5면.

27) 자본금과 준비금을 포함한다.

28) John Armour, Legal Capital: an outdated Concept?, European Business Organization Law

Review 참조

29) 김희준, “상법 회계 관련 규정과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규정의 비교연구”, 상사법연구 제30권 제2

호 (2011), 2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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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재무제표와 관련한 문제

연결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에서 주제무제표이고 한국에서도 일정한 요

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작성의무가 부과됨에도, 상법에는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정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감사보고서의 기재대상

에서도 누락되어 있다. 또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 별도(개

별)재무제표와의 관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고, 배당가능이익 산정시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에 관하여도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기업결합이

증가하고 국제거래가 빈번해지면서 앞으로 연결재무제표의 중요성은 날로

커질 것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보완은 필수적이다.

4. 상법, 외감법, 기업회계기준 사이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

상법이 회계기준을 실질적으로 위임한 기업회계기준은 외감법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즉, 외감법은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

제회계기준, 그 밖에 외감법이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정하고(외감법 제13조),

금융위원회는 민간법인이나 단체에게 제정의 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동조 제4항), 동법 시행령은 외감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회계처리기준에 관한 해

석, 질의 회신 등 관련 업무를 포함한다)를 민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

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

시행령 제7조의 3 제1항). 그러나 외감법의 적용 대상은 일정한 주식회사에

한정되고 그 목적 역시 외부감사를 위한 것인데, 외감대상인지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30)이 외감법의 수권을 받아 제정된

30) 일반기업회계기준 자체에도 “외감법의 적용대상 기업 중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이 기준은 외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기업의 회계처

리에 준용할 수 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1장 문단 1.3)”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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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법체계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 독일 상법은 회계기준 제정과 관련

하여 연방 법무부가 회계기준위원회를 승인하고 계약을 통해 동 위원회에

회계기준에 관한 일정한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

342조 제1항)31).

제3절. 해결방안

Ⅰ. 포괄규정과 관련한 문제

상법은 구체적인 계산 규정을 삭제하고, “상업장부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의

한다(제29조 제2항)”, “유한책임회사의 회계는 이 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

한 것 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제287조의

32)”, “회사의 회계는 이 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일반적

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제446조의 2)”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상법은 상법상 회계규정과 기업회계기준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과 차이가 나는 여러 계산 규정을 삭제하는 대

신 포괄규정을 두면서 회계기준에 대한 제정권을 사실상 기업회계기준에

위임하고 있는 실정이다32).

1. 입법례

31) 김건식 외 6인, 21세기 회사법 개정의 논리, (제1판, 2007), 222면. 다만 이들 기관은 연결회계에

관한 기준초안만을 만들 수 있고 개별 기업의 회계기준 제정에 대한 공식적인 권한이 주어진 것은

아니며 결국 상법의 하위규범이므로, 그 자체로는 규범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무부가 이

를 공포한 경우에만 회계원칙으로 간주된다.

32) 오수근, “회계에 대한 법적 규율체계”, 상사법연구 제18권 제3호 (2000), 21～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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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국

미국의 각 주 회사법에는 별도의 회계처리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개정

모범회사법(Revised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 RMBCA) 에서 회

사는 주주에게 연차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

함으로써(RMBCA 제16.20조), 회사는 재량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권한

이 있다.

한편 현행 모범회사법(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 MBCA)은 부

채의 평가에 대하여 ⅰ) 당해 상황에서 합리적인 회계관행과 원칙에 기초

하여 산정하거나, ⅱ) 공정한 가액 또는 당해 상황에서 합리적인 회계방법

과 원칙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MBCA 6.40조 d항). 따라서

US-GAAP의 사용은 공개회사를 제외하고 강제되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기초하여 작성된 경우 당해 연

차재무제표도 그에 기초하여야 하고(동법 제16.20조), US-GAAP은 위 조항

상 당해 상황에서 합리적인 회계방법과 원칙이라고 일컬어진다33).

나. 영국

영국은 전통적으로 회사의 계산과 회계를 법에서 규율하기 보다는 시장

이나 전문종사자의 의견으로 처리하여 왔으나, EU 제4지침과 제7지침을 채

택하면서 법에 회계처리방법과 서식을 규정하였다. 영국은 재무제표 작성의

무와 함께 개별기업의 경우 Schedule 4에 기하여 서류를 작성하고(회사법

제226조 제1항), 재무제표는 회사의 재무상태에 관하여 진실하고 공정하게

서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동조 제2항),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개

별기업은 제1항의 의무에서 벗어난다. 다만 회사법은 ‘진실하고 공정하게’라

33) 김건식 외 6인, 전게서 (각주 31), 2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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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의를 두지 않고 있어 회계기준위원회(Accounting Standards Boards)

가 작성한 재무보고기준(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이 이에 해당한다

고 해석된다. 기업집단의 경우 Schedule 4A에 기하여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동법 제227조)34).

다. 일본

상법은 2002년 개정에서 상인의 회계는 공정한 회계관행을 참작한다는

규정을 제외하고 구체적인 것은 모두 법무성령으로 위임하였고(상법 제281

조 제1항), 공개기업의 경우 공정한 회계관행은 일반적으로 기업회계심의회

가 공표하는 기업회계기준과 일치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회사법은 주식회사의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관행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회사법 제431조).

라. 독일

독일의 경우는 기업회계와 관련하여 상법에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고

주식법에서도 일부 회계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 상법은 평가에 관한 일반규

정을 두고 있고(상법 제252조), 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원가주의를 기조로

한 저가주의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동법 제253조 1항).

2. 상법에서 실질적인 회계기준을 정하지 않고 기업회계기준에 위임한

문제

구 상법은 자산·부채의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위 규정들은 기업회계기준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았고, 배당가능이익 산정에

34) 김건식 외 6인, 전게서 (각주 31), 219～2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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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안 : 현재와 같이 상법에 회계에 관한 규정을 유지하고 기업회계기준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안.

  ○ 제2안 : 상법에서 필요 최소한도로 규율하고 회계처리에 관한 상세규정들은 시행

령으로 규정하는 방안. 

  ○ 제3안 : 상법에서 회계에 관한 원칙규정만 남기고 기업회계에 관한 사항을 모두 

삭제하는 방안. 

도 영향을 주게 되면서 문제가 되었다. 이에 상법을 개정하면서는 상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이원적 규범체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제1안은 상법에 상세한 규정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회계기준이 변화에 신

속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3안은 배당가능이익의 계산 목

적상 특칙을 인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배제되고 제2안이

채택되었다35).

① 위와 같은 상법의 개정 과정과 많은 선진국들이 회계의 기동성을 위

하여 법에서 회계에 관한 규정을 직접 규율하는 경우는 드문 점, ② 포괄규

정은 재산상태와 손익을 인식하는 때 필요한 회계기준이 재산의 종류나 손

익거래의 유형에 따라 내용을 달리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기준이

개발되므로, 이를 상법에서 모두 규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기업회계관행

을 원용함으로써 탄력성과 실용성을 부여한다는 장점이 있는 점36) 등을 고

려하면, 상법에서 회계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다.

3.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의 해석과 관련한 문제

기업회계의 유동적인 속성으로 많은 국가들이 포괄규정을 두고 있는데,

35) 김건식 외 6인, 전게서 (각주 31), 209～214면.

36) 송양수, 전게논문 (각주 6), 5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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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예로 독일의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상법 제243조)’, 영국의 ‘자산, 부채, 손익

의 상황에 관하여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회사법 393

조)’, 미국의 ‘이사회는 회계관행의 기초 및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배당결의를 할 수 있다는 규정

(MBCA 제6.40조 (d))’, 일본의 ‘상인의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른다(상법 제19조 제1항)’는 규정을 들 수 있다. 그

중 특히 일본은 포괄규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그 필요성, 기업회계원칙과

포괄규정의 관계, 기업회계기준의 법규성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고, 미

국의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으로 인정되는 US-GAAP은 국

제회계기준과 더불어 국제적으로 중요한 지위 및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위

두 국가의 포괄규정과 관련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한국 상법상

포괄규정을 해석해 보기로 한다.

가. 일본

일본은 1974년에 상법을 개정하면서 "상업장부의 작성에 관한 규정을 해

석함에 있어서는 공정한 회계관행을 짐작(斟酌)해야 한다(구 상법 제32조

제2항)"는 규정을 도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논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에서는 포괄규정의 도입 필요성이 1958년에 제기된 이후, 대장성 대

신의 자문기관인 기업회계심의회 제3부는 1968년 「감사제도의 개선에 관

한 상법개정시안에 관해서」라는 의견서에서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하여 ‘본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

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는 취지의 포괄규정을 설정함으로써, 상법에 명

문의 규정이 없어서 양자가 일치하는가에 대해 의문이 발생한 경우, 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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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안 : 주식회사는 공정·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 제2안 : 감사보고서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공정·타당한 기업회계

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도 기재되어야 한다.

○ 제3안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괄규정에 따른 법률해석의 지침을 명백히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포괄규정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었다. 다만 동 위원회의 의견은

기업회계기준이란 바로 기업회계원칙을 가리키는 것이고, 기업회계원칙을

법령으로서의 지위까지 높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되었다. 이에 대하여

① 기업회계원칙은 회계의 이상형이라는 점, ② 회계관행과 기업회계원칙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 ③ 기업회계제도는 탄력성을 본래 가지고

있는데 법령으로서 이를 강제해서는 안 되고 기업회계기준이 규율하고 있

는 범위가 넓은 것을 고려하면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점, ④ 기

업회계원칙이 수정될 때마다 상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기업의

안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큰 점, ⑤ 자문기관에 불과한 기업회계심의회가 작

성한 기업회계기준은 의견보고에 불과함에도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경우

기업회계에 대한 입법권을 백지위임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을 이유로 기업회계원칙의 법규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포괄규정이 제정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기업회계심의회 제1부에서는 전술

한 바와 같은 포괄규정 설정 여부를 둘러싼 각계의 견해의 차이를 고려하

여, 1969년 12월 6일에 「기업회계원칙 수정안」을 공포하였는데, 그 전문

에서 기업회계원칙은 기업회계의 실무를 통하여 관습으로 발달해 온 것 중

에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상

법계산규정의 해석지침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사항을 반영하

여 포괄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개의 방안이 검토되었다.

법제심의회는 위의 세 안을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하였는데, 포괄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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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총칙 편에 둘 것과 설정방식은 해석규정의 형태로 하기로 하였다. 구

체적으로 제3안의 표현을 받아들이고, 해석규정 속에 제2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짐작(斟酌)규정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여기

서의 "짐작"이란 용어의 의미에 관해서 통설에 의하면, "참작"보다는 강하

고, "의한다" 내지는 "따른다"는 표현보다는 약한 어감을 가진다고 한다. 따

라서 상법상의 회계규정을 해석하는 경우, 그 소재로서 어떠한 것을 취할

것인가라는 판단작용은 임의적이지만, 반드시 판단의 소재로서 공정한 회계

관행이 채택되어야 한다37).

현재 일본 상법은 제5장(상업장부)에서 “상인의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른다(상법 제19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어, 최초 도입 당시와 문언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기업

회계기준은 해석지침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미국

1) 1984년 모범회사법(MBCA)

모범회사법은 이사회는 회계관행의 기초 및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작성

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배당할 수 있고(MBCA 제6.40

조 (d)), 재무제표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GAAP)에 의하여 작성

할 경우 연결재무제표도 같은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MBCA 제16.20조). 미국에서는 위 규정상 ‘회계관행의 기초 및 합리적

인 원칙’과 US-GAAP을 동일시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특별한 사

정이 없는 경우는 US-GAAP을 준수하면 위 요건을 충족한 것이 된다.

37) 왕순모,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의 법적 의미”, 판례연구, (2000), 88～1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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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법

캘리포니아 주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산, 부채, 수익,

이익잉여금 및 기업의 유사한 회계 항목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

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회사법 114조), US-GAAP을 회계기준으

로서 법정한 입법례라고 평가된다38).

3)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 GAAP)

US-GAAP은 미국재무회계기준위원회(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 FASB)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SEC)의 위임을 받아 제정한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 2003

년 4월 25일자 정책진술에 의하면, US-GAAP의 법적성격을 행정법규

(agency rule)가 아닌 정책진술(statement of policy)이라고 하고 있다. 하지

만 US-GAAP은 미국재무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권한을 갖는 회계기준으로

사실상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는 준법규성을 가진다고 평가된다39).

US-GAAP은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이 적용되는 공개회사에

대하여만 관할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자본시장

에 대한 규제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기업의 회계처리 관

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 문제의 해결

38) 황남석, “미국기업회계기준(US-GAAP)에 관한 고찰-규범적 특성과 최근동향을 중심으로”, 선진상

사법률연구 통권 제60호 (2012), 22～23면. 이는 회계기준의 제정을 법률가들에게 맡기는 것은 부

적당하고, 회계수요에 유연성을 주기 위해서라고 평가된다.

39) 황남석, 전게논문 (각주 38), 19～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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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회계기준이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인지 여부

가) 긍정설

기업회계기준은 기업회계의 실무에서 관습으로 발달한 것 가운데 공정하

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바를 요약한 것이므로, 기업회계기준 형식으로 명

백하게 구체화되어 있고 상관습법처럼 그 존부나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기업회

계기준의 준용규정을 통하여 외감대상 이외의 회사에도 기업회계기준이 적

용되어 모든 기업에 통용될 수 있으므로 회계관행성을 인정함이 타당하

다40).

나) 부정설

기업회계기준 자체에서 이와 다른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은

기업의 형태, 규모, 영업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41), 인적회사

의 경우는 기업회계기준 외의 회계관행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42). 기업회계

기준은 위임입법상의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제·개정 주체가 민간기구이고,

규제영역 또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있으므로 회계관행성을 인정하

기 어렵다43).

2) 기업회계기준의 법규성

40) 손주찬, 상법개설 (제4판, 2000), 66면.

41) 송양수, 전게논문 (각주 6), 545면.

42) 이기수, 상법총칙·상행위법학 (제4판, 1998), 175면.

43) 왕순모, 전게논문 (각주 37), 1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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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긍정설

기업회계기준은 외감법 제13조의 수권을 받아 회사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한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이므

로, 외감법의 하위규범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44). 법문 상으로 회계관

행은 재판규범성, 행위규범성을 인정할 수 있고, 회계관행으로 인정되는 기

업회계기준 역시 법규성을 갖는다. 기업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은 외감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범이다45).

나) 부정설

기업회계기준 그 자체는 법이 아니고 기업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획일

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이상적인 지침에 불과하다46).

관행을 법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기업회계기준이 외감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도 그 법규성을 인정함은 위헌성의 문제가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은 수

시로 변화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법적안정성을 기본 개념으로 하는 법조

문과는 친해지기 어려운 개념이므로, 기업회계기준은 하나의 해석기준 내지

해석지침으로 봄이 타당하다47).

라. 소결론

우선 기업회계기준의 회계관행성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은

외감법의 위임에 따라 당시 존재하던 회계관행을 집대성한 것이고, 민간기

44) 박정우, “한국 기업회계법의 재구성에 관한 연구-상법, 기업회계기준, 세법을 중심으로”, 학위논문

(2000), 146면.

45) 이철송, 전게서 (각주 1), 925면.

46) 왕순모, 전게논문 (각주 3), 137면.

47) 이상신, “기업회계기준의 법규성에 관한 고찰”, 법학논고 제34집 (2010), 3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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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이기도 하므로, 기업회계기

준은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의 하나로서 추정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기업들이 이와 다른 회계관행이 있음을

주장·입증하는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은 더 이상 회계관행으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하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역시 기업회계기준이 일반적으

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이라고 판시하고 있다48).

다음으로 기업회계기준의 법규성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우선, 상법 시행

령 제15조, 외감법에 의하면, 기업회계기준은 외감대상 회사에게는 적어도

법적인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들이 기업회계기준을 임의로

적용하고 그 회계관행성이 인정될 경우 그 법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

제가 될 수 있다. 상법은 법문에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한다”라고 단정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회계에 가능한 재량을 부여하는 것

이 국제적인 추세라 하더라도 한국은 미국과 달리 기업회계기준이 사실상

의 강제력을 갖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법적 강제력이 없는 경우 유명

무실한 기준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므로, 명문에 반하여 기업회계기준을 해

석기준이라든지 지침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대법원

도 기업회계기준 위반 여부로 민사책임49)이나 형사책임50)을 판단하고 있

고,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2011. 12. 23. 개정되어 적용되는 기업회계처

리기준’이라고 판단한 바도 있는데51), 기업회계기준의 법규성을 인정하여

온 판례에 따르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법규성 역시 인정될 것으로 보

인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

가 없음을 증명하여 민사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고, 법령이 기업회계기

48)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782 판결.

49)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86709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다14633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7549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57521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다5378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26131 판결.

50)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09다5935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3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도9615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9051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도3131 판결.

51)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13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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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위반한 모든 경우에 형사처벌이나 행정상 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법규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회계처리기준 중 사소한 형식 위반을 이유로 하는 경우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반 사항이 중대하다거

나 그 위반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상 중요한 차이가 발생한다거나 기업, 이해

관계인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등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이에 해당하는 지는 결국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이

다. 또한 회계기준위원회를 통과한 기업회계기준은 금융위원회에 보고되고

금융위원회의 이의가 없으면 회계기준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 등으로 공표

되는데52), 기업회계기준의 법규성을 인정한다면 기업회계기준의 경우에도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식의 공표절차를 거치

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된다.

Ⅱ. 준비금과 관련한 문제

1. 한국의 준비금제도

한국은 주주의 유한책임에 대응하여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정자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준비금은 영업연도 말에 회사가 보유하는 순자산액

중 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회사가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적

립하는 금액이다. 준비금은 자본금과 같이 대차대조표의 부채 및 자본의 부

에 표시되어 배당가능이익 산출시 공제되므로, 재산의 사외유출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고 필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되기도 하므로, 보충자본 또는 부

가자본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준비금은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계산상의 수액

52)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http://www.kasb.or.kr) 2015. 6. 17.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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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나지 않으므로, 준비금에 의하여 회사에 유보되는 자산이 특정되는 것

이 아니고 별도로 예치, 보관되는 것도 아니며, 준비금을 사용하거나 폐지

한 때에도 공제항목으로 준비금액을 감소시키는 계산상의 처리 외에 금전

의 현실적 사용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53). 따라서 회사의 적자가 누적되면

장부상으로 준비금이나 납입자본금을 잠식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도 어떠한 규제가 가해지지는 않는다.54)

상법은 법정준비금으로 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의 적립의무를 지우고 있

고, 자본결손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자본금에의 전입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

나 법정준비금의 합계가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감액할 수 있다.

2. 외국의 입법례

가. 독일

독일은 한국과 같이 엄격한 자본제도와 준비금제도55)를 두고 있다. 법정

준비금은 연도잉여금의 20분의 1 이상이 적립되어야 하고, 적립한도는 자본

준비금과 법정준비금의 합계액이 기본자본의 10분의 1까지 또는 정관에서

더 높은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주

식법 150조 2항). 이사회나 감사회는 이익준비금을 연도잉여금의 2분의 1까

지 적립할 수 있는데 정관에 의하여 적립한도를 2분의 1보다 증가 혹은 감

소할 수 있다. 이익준비금이 기본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위 정관

53) 이철송, 전게서 (각주 1), 941～942면, 김건식 외 6인, 전게서 (각주 31), 403면.

54) 김희준, “상법상 준비금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 제21권 제4호 (2013), 237～238면.

55) 독일은 준비금을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으로 대별한다. 자본준비금은 주식발행초과금, 전환권대

가, 신주인수권 대가, 사원이 자기지분에 대하여 부여된 특별이익에 대하여 행하는 급부, 사원이

자기자본에 대하여 행하는 기타의 지급으로 이루어지고(상법 제272조 제2항), 이익잉여금은 이익준

비금, 법정준비금, 자기 지분에 관한 준비금, 정관규정에 의한 준비금, 기타의 이익준비금으로 구성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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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권에 의하여 기타의 이익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수권할 수 없다(주식법

제58조 2항).

나. 영국

엄격한 자본제도를 유지하되 이익준비금 제도는 없고 자본잉여금 제도가

존재하는데, 납입잉여금(share premium), 자본상환적립금(capital

redemption) 등이 있다. 납입잉여금의 경우 회사 경영에 사용되지 못하나

(회사법 264조 2항),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법원의 인가가 있는 경우 감소할

수 있다(동법 130조 3항). 공개회사의 경우는 순자산액이 자본, 분배금지적

립금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배당이 가능한데, 분배금지적립금이란 납

입잉여금, 자본상환적립금, 재평가적립금, 기타 회사가 정관에 의하여 분배

를 금지시킨 적립금이 있다.

다. 프랑스

준비금은 법정준비금, 정관상 준비금, 임의준비금으로 구분되는데 법정준

비금은 이익에서 적립하는 것으로 연도이익금에서 이월손해금의 20분의 1

을 적립하여야 하고, 자본의 10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상법

제232-10조). 정관상 준비금은 정관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준비금이고 법정준비금 외에 고용인참여특별준비금(노동법 제442-4조), 자

기주식취득준비금(상법 제225-210조)이 적립되어야 한다.

라. EU

제2지침에 의하면 회사의 연도결산서상 순자산이 직전 영업연도말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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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본액과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하여 분배될 수 없는 준비금의 합계에 미

달하거나 배당으로 인하여 그 합계에 미달하는 경우 이익배당을 할 수 없

다고 함으로써 준비금제도를 두고 있다56). 유럽공동체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위촉에 의하여 구성된 고위회사법전문가위원회(High Level

Group of Company Law Experts)는 2002년 이익배당에 대하여 지급불능기

준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였고57), 유럽공동체위원회는 장기적으로 제2지침에

의한 자본유지원칙 대신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제도에 관하여 검토를

진행 중이다58).

마. 일본

2001년 개정된 상법은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을 합하여 자본의 4분의

1에 달할 때까지만 적립한다고 규정하였다(구 일본 상법 제288조, 제498조

제1항 제21호). 또한 준비금이 자본금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액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통하여 법정준비금을 감소할 수

있고(동법 제289조 제4항), 법정준비금의 사용용도나 사용순서에 대한 제한

도 폐지하였다.

2005년 회사법에 의하면 주식회사는 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 법무성령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잉여금의 배당으로 감소되는 잉여금의 액에 10

분의 1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하고(회사법 제445조 제4항), 준비금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감소할

수 있다(동법 제448조). 즉, ‘자본금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액’이란 제한을

폐지하였고, 이에 따라 일본은 제한 없이 준비금을 잉여금으로 전환시켜 배

당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56) 김건식 외 6인, 전게서 (각주 31), 407면.

57) 김건식 외 6인, 전게서 (각주 31), 407면.

58) 윤영신, “법정자본제도 입법례와 자본개념 폐지 입법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비교사법 제13권 3

호 (2006), 3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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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미국

1) 델라웨어 주, 뉴욕 주

자본제도를 유지하면서 자본을 액면 총액 또는 이사회가 자본으로 할 것

으로 정한 금액으로 정의한다.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의 개념은 존재하나

이익준비금의 개념은 없다.

2) 캘리포니아 주, RMBC

배당과 자기주식취득, 주식의 상환 등을 분배(distribution)라는 개념 하에

포괄하였고, 자본제도, 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순자산 등의 개념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주주 납입금이나 회사가 유보이익으로 보유하는 금액이

모두 분배에 활용될 수 있다59).

사. 캐나다

1975년 제정된 캐나다 회사법(Canada Business Corporation Acts ;

CBCA)은 자본개념을 유지하면서 무액면주식의 발행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

문에 자본금 및 주식납입잉여금의 구분이 없다. 다만 표시자본은 원칙적으

로 주식발행대가 전액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CBCA 제26조 2항).

3. 한국의 준비금 적립 현황

한국은 적립한도를 이익준비금의 경우 자본의 2분의 1로 하고 있고, 자본

59) 김건식 외 6인, (각주 31), 4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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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국
자본금대비

적립률
일본

자본금대비

적립률

자본금 54조 7,962억 원 51조 엔

법정자본금 82조 6,015억 원 150.7% 55조 엔 107.8%

자본준비금 81조 9,336억 원 149.5%

이익준비금 6,679억 원 1.2%

준비금의 경우 제한이 없어 준비금이 과다하게 적립되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60). 상법의 준비금 적립한도는 앞서 본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상

당히 높은 수준이고, 아래 표와 같이 일본과 적립현황을 비교하여 보아도

과도함이 극명하다61).

 <표 2>

* 한국 : 2003년 말 거래소 상장법인 616개사 사업보고서 기준

* 일본 : 2003년 3월 상장회사 기준

4. 해결방안

준비금제도는 채권자 보호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회사의 회계

처리 절차를 번거롭게 하고, 재무구조를 경직시키며 전문가의 평가나 법률

자문 등을 이유로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단점이 지적된다62). 자본금이나 준

비금의 개념은 회사의 자금사정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금융기

관들이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그 회사의 자본이나 준비금 적립상황

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대출계약상의 재무제한조항, 신용평가기관

의 평가나 자기자본비율, 담보력, 사업전망 등을 중시한다63). 국제적으로도

자본제도 기능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이에 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고 있

60) 2003년 증권거래소 상장법인 616개사의 자본이 54조 7,962원임에 비하여 자본준비금이 81조 9,336

억 원, 이익준비금이 6,679억 원임(김건식, 2006년 상법(회사법) 개정 주제발표(제2소위원회), 37～

38면).

61) 김건식 외 6인, 전게서 (각주 31), 390면.

62) 김순석, “주식회사 법정자본제도의 재검토”, 상사법연구 제23권 제3호 (2004), 105면.

63) 김건식 외 6인, 전게서 (각주 31), 3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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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자본제도 자체를 폐지한 나라도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한국은 상

법을 개정하면서 자본제도의 유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한 바 있으나, 당시

시간적인 문제로 자본제도 및 준비금제도는 유지하고, 준비금 사용순서의

폐지와 준비금 감소절차를 마련하되 자본금 제도 자체에 대한 폐지론이 국

제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에 비추어 향후 자본금제도의 폐지를 검토 사항

으로 유보하였다64).

먼저 자본제도 자체의 폐지의 타당성에 관하여 보면, 미국의 경우 오랫동

안 민간의 주도로 경제가 발전하여 왔고, 이에 따라 민간투자자의 투자가

중요하며 별도의 법적인 제도 없이 사인 간의 계약에 의하여 채권자 보호

기능을 담당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은 정부의 주도로 경제가

급성장 하였고, 회사의 자금조달도 주로 은행에 의지하여 이루어졌다. 물론

일부 대기업들의 경제적 지위는 상당하여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는 것

으로 보이나 중소기업들의 경우 시장의 자율기능에만 맡길 만큼 성장하였

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자본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

인 듯하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본금은 유지하되 준비금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보완 차원에서 미국의 지급불능기준이나 대차대조표 기준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결국 준비금의 존재 의의는

배당가능이익을 줄임으로써 회사의 재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채권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 기업

들의 배당성향은 매우 낮아 준비금제도를 유지할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

다. 한편 뉴질랜드는 과거 영국의 영향을 받았으나(자본제도, 자본잉여금

제도 존재), 현재는 미국 MBCA(자본제도, 준비금제도 폐지)를 따르고 있다

고 평가되는데, 이러한 시도는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65)

따라서 준비금제도를 개선하는 경우 뉴질랜드의 개정과정을 참고하여 이를

64) 김건식, 전게발표문 (각주 60), 28면.

65) 윤영신, 전게 논문 (각주 58), 3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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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만약 준비금제도를 유지하는 경우라면,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의 구분

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은 그 재원

이 다르다는 것 외에 회사 채권자 보호기능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66)

별도의 적립의무를 지움으로써 준비금의 과다적립 및 회계처리의 복잡성을

야기하고 있고, 입법담당자의 의견에 따르더라도 상법상 자본준비금은 자본

잉여금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상법을 개정하면서 준비금의 사용

순서를 없애고 양자의 구분 없이 준비금을 감소하는 절차를 마련한 상황에

서 준비금의 구분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양자를 구분하고 있는 입법례

역시 매우 드물다. 한편 준비금이란 용어와 관련하여서는 기업회계기준의

잉여금 혹은 적립금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질이 같은 항목

을 서로 다른 용어로 사용함은 회사가 회계를 처리함에 있어 불필요한 혼

란만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Ⅲ. 연결재무제표와 관련한 문제

1. 정의 규정

상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를 부과하

면서도 이에 관한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연결재무제

표가 가지는 국제적인 중요성이 큰 점, 정의 규정은 해석의 기준이 되고 법

적분쟁을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법에서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정의규정을 명시적으로 두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감사보고서

66) 김건식, 상법(회사편) 개정 공청회 발표자료, 법무부 (2006), 4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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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재무제표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서류가 있고(상법 제447조 제1항), 지배·종속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연

결재무제표가 작성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또한 상법은 감사는 상법

제447조 및 상법 제447조의 2의 서류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상법 제447조의 4 제1항), 감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야 할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같은 조 제2항),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그 중 하나로 들고 있다. 그런데 상법에서 대차대조표, 손

익계산서라고 할 때에는 연결재무제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석되므로,

감사보고서 기재사항에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3. 감사의 권한

상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지배회사는 상법 제447조 제2항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를 지고, 이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책임

이 확대되므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지배회사의 감사의 종속회사

에 대한 재무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외감법 제6

조의 2의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권 등’, 상법 제412조의 5의 ‘모회사의 감사의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권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외감법상 지배회사란 보통 대표이사를 의미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상법상 모회사-자회사와의 관계와 지배회사-종속회

사의 관계는 차이가 있으므로, 감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회계정보요구권권,

자료제출 권한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67).

67) 이에 대하여 더 나아가 지배회사의 대표이사가 종속회사의 회계정보시스템 및 내부통제구조를 실

질적으로 통제하고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종속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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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사 및 확정절차

상법은 이사는 연결재무제표를 별도(개별)재무제표와 동일하게 ‘정기총회

6주 전’에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이를 받은 날부터 ‘4주 이내’에 감사

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하도록 규정한다(상법 제447조의 4)68). 하지만 연결재

무제표의 작성에는 별도(개별)재무제표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

이므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시기나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69). 외감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

항 제2호 가목, 나목은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및 외부감사 절차에 대하여 상

장회사인지 여부, 기업규모에 따라 세분화 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상법에서

도 참고할 만하다.

5. 지배·종속관계 판단기준과 관련한 문제

상법에는 지배·종속관계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외감법상의

판단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상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70), 상법

에서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기본적인 사항은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71).

이를 거부하는 경우 증명책임을 종속회사에 부여하는 규정을 두자는 견해도 있다.

68)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정기총회일 1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상법 제542

조의 12 제6항).

69) 일본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절차를 회사법에서 규정하면서도 감사는 외부감사가 이루어진

후 외부감사의견에 대하여 단순히 검토만 하면 되고(일본 회사계산규칙 제153조), 연결계산서류는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 없이 보고만 하면 된다(일본 회사법 제444조 제7항).

70) 외감법 시행령 제1조의 3 제1항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71) 박선종, “국제회계기준의 채택과 기업법제의 대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 통권 제32집 (2011), 47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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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법, 외감법, 기업회계기준 사이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

법률은 본질적으로 그 고유의 목적과 이념을 가지고 있고 규제영역 역시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외감법은 외부감사에 관한 법이고 회계처리의 적

정성 도모는 효율적인 외부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얻어지는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하며, 상법은 회계에 관한 기본법으로 기업회계의 목적은 배당규제와

개시규제72)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는데 있으므로, 기업회계기

준의 제정 주체, 권한에 관하여는 상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73). 일

본은 한국의 외감법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의 감사 등에 관한 상법의 특례

에 관한 법률(1974년 4월 2일 법률 제22호)」에서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어떠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74). 기업회계기준은 원칙적으로 외감대상 회

사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여야 함에도 스스로 외감대상 이외의 회사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기업회계기준이 외감법의 위임범

위를 초과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상법에서 기업회계기준의 제정

기구, 제정권한, 제정절차 등을 직접 규율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이 적용

대상의 외연을 위헌의 위험을 무릅쓰고 확장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 제

정기반 역시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된다75).

72) ‘배당규제’란 배당가능이익의 산정방법을 정하는 요건을 적정히 제시하여 현재 및 장래의 주주 간

의 이해조정을 꾀하고 현재 및 장래의 주주와 현재의 채권자 간의 이해조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을

의미한다. ‘개시규제’란 현재의 주주 및 장래의 잠재주주, 현재의 채권자 및 장래의 잠재채권자에

대해서 각자의 이해와 관련된 판단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요건을 정하는 것이다. 왕순모, 전게논문

(각주 3), 113면.

73) 독일은 상법에서 민간회계기구를 제도화하고 있다. 안경봉, “상법의 관점에서 본 상법 회계규정과

기업회계기준의 조화”, 법학논총 제18집 (2006), 182～183면.

74) 왕순모, 전게논문 (각주 3), 129～130면.

75) 이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제정을 금융감독원에 위임하되 그 적법절차는 상법에서 직접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이준봉, “상법상 계산규정과 기업회계기준 사이의 모순 및 조정방안

연구보고서”, 한국증권법학회 (2003), 90～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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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상법상 회계규정

제1절. 문제의 제기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회계정보의 국제적 정합성과 투명성 재고

를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IBRD)과 사이에 1998년 10월 독립된 민간 회계기준 제정기

구 설립에 대한 합의를 하고, 1999년 9월 한국회계기준원을 설립하였다. 이

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00년 7월 회계처리기준의 제·개정업무를 한국회계

기준원에 위탁하였고, 한국회계기준원은 회계기준을 국제회계기준에 합치시

키라는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 IMF)과 국제부흥개발

은행의 요구에 따라 28개의 기업회계기준서를 제정하였으나, 일부 내용 및

기준형식을 국내현실에 맞게 수정ㆍ반영76)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국제회

계기준과 다른 기준을 사용하는 나라로 분류되어, 한국 기업이 작성한 재무

제표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 세계적인

회계기준의 단일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회계기준에 존재하던 미흡

요소들을 제거하여 회계투명성에 대한 신뢰도의 제고, 국내법규에 의한 재

무제표를 국제자본시장에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이중으로 회계장부를 작성

하는 부담의 경감 등을 이유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06년 2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기업대

표,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등으로 도입준비단을 구성하고, 2007년 3월 15일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번역하여 도입)77)을 발표

76) 공정가치 평가의 제한적 도입, 개별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로의 운용, 독자적 규정(배열)체제 등

77) 로드맵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적용대상 및 수용시기 :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을 상장기업으

로 하고, 수용시기는 2009년부터 선택적용을 허용하되, 2011년에는 전면 적용(비상장금융회사는 해

당권역에서 적용여부 결정) - 선택적용 (2009년) : 희망기업(금융회사 제외), - 의무적용 (2011년) :

모든 상장기업, ② 분ㆍ반기 연결 재무제표 작성시기 : - 1단계(2009년) 국제회계기준 적용기업, -

2단계(2011년) 자산 2조원 이상, - 3단계(2013년) 모든 상장기업, ③ 연결 범위 : 지배회사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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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위 로드맵에 따라 2007년 11월 23일 한국채택 국

제회계기준을 제정·의결한 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였고, 금융감독위원

회는 2007년 12월 21일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한

후 이를 확정·공표하였다. 한국은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수용시기를 2단계로

구분하여 2009년에 위 기준의 적용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선택적으로 조

기 도입하고, 2011년에 주권상장법인과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이를 일괄

도입하였다78). 상법의 개정으로 국제회계기준은 법이 인정하는 회계기준으

로 자리매김 한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규율 대신 원칙만을 제시하고 있

어 그 적용상의 불명확성이 있고, 현행 법체계나 일반기업회계기준과의 괴

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이 마련

되었더라도 회계기준은 각국의 법적, 정치적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

고79), 실제 이를 적용하는 나라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다른 회

계규정들과 마찬가지로 국제회계기준을 위반한 경우 위법행위가 될 수 있

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고찰해 볼 필

요가 있다.

제2절. 국제회계기준의 특성 및 도입으로 인한 문제점

Ⅰ.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

1. 국제회계기준의 제정경과 및 연혁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종속회사의 범위를 국제회계기준과 일치, ④ 비재무적 사항 연결공시 : 사업

보고서 등의 비재무에 관한 사항도 연결기준으로 공시,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의 주요 경영사항 및

합병ㆍ영업양수도 등 중요한 공시사항에 대하여 포괄하여 공시, ⑤ 비상장기업용 회계기준 운용 :

비상장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별도의 간명한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하여 적용(2011년부터

적용), ⑥ K-IFRS 제정 : 제정업무를 2007년 하반기까지 완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 2015. 1. 23. 방문.

78)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는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회계기준으로 특별한 예외의 언급이 없

는 경우,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면,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79) Naomi S. Soderstrom & Kevin Jialin Sun, 전게 논문 (각주 5), 6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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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10개 국가(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멕시코, 네덜

란드, 아일랜드)의 회계관련 기관이 IASC(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설립 - 국제회계기준서 IAS(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공표(권고성격) 

1995년 EC(European Commission), EU의 다국적기업에 IAS 사용권고 

2001년 IOSCO, 전세계 다국적기업에 IAS 사용권고 

기업 활동이 국제화되고, 자본시장의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회계정보의 국

제적 정합성과 신뢰성의 제고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또한 자본시장이 원

활하게 운영되기 위하여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

한데, 제무제표는 정보획득의 기본적인 수단 중 하나로 그 신뢰성을 높이고

국가 간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단일・통합된 회계처리기준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80)가 1973년 설립되었고, 동 위

원회는 각국 회계기준을 수렴하여 고품질의 이해가능하고 실행가능하며 세

계적으로 인정되는 단일한 회계보고기준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였다.

국제회계기준이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기업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에 대

한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표한 회계기준으로, 재무제표의 작성

절차, 공시시스템, 재무정보시스템, 경영성과지표, 경영의사결정 등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보고 시스템과 회계 및 자본 시장의 감독, 법규, 실무 등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국제회계기준서(standards) 및 국제회계

기준해석서(interpretations)를 통칭한다.

국제회계기준의 연혁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

80) 세계 각국 회계 전문가들이 1973년 런던에 설립한 민간단체로, 유럽연합,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조기구로서 SAC(Standards Advisory Council),

IFRIC(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Interpretations Committee) 등이 있다. 위원장인 Hans

Hoogervorst(네덜란드), 부위원장인 Ian Mackintosh(호주)와 14명의 위원(한국 1명 포함) 등 총 16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제회계기준 이사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 IASB)에

서 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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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국제회계기준 제정기구 명칭 변경

IASC →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 IASB 설치 이후 국제회계기준서 명칭을 IAS에서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로 변경 

2005년

호주, 남아공 IFRS 도입, 유럽연합은 소속 국가의 상장기업들에게 국제

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회원국가가 이를 준수하

도록 함

2009년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의 정상들이 IFRS 사용에 합의 

2010년 브라질 IFRS 도입 

2011년 한국, 캐나다 IFRS도입 

81)

2. 국제회계기준의 장·단점

가. 장점

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정보를 정확하고 이해가능하며 시의적절하게 제공함

으로써 정보 비대칭성을 해결하는데 효과적이다. 이러한 시장정보 전달기능

으로 인하여 투자자들의 위험이 감소하고 일반 투자자들이 전문가 집단과

경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국제회계기준은 자본시장 내에 존재하는

위험이 보다 정확히 평가·공시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회계기준 위반을 억제

하기 위한 사전적인 예방조치를 실시하는 등으로 회계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국내기업이 해외증시에 상장할 경우 해당 국가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고 외부감사도 받게 되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데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으로써 회계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부담이 경감되고, 시장의 효율성이 증대되어 투자자들에 대한 추가적

인 이익을 제공하며 국가 간 장벽이 제거된다.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국

81)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2015. 1. 23. 방문.



- 53 -

가의 회계는 국제적 정합성이 현실화 되고 신뢰성이 제고되며, 궁극적으로

국제 자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82).

이외에도 국제회계기준의 사용으로 인하여 회사는 자기자본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에 따라 주식의 가치는 올라가며 투자자들의 회사에 대한 투자

를 증대시킨다. 증대된 투명성은 회사 경영자들이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

동하게 만들고, 회사와 경영자 사이의 계약, 부채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키

며, 이는 투자자의 이익과 직결된다83).

나. 단점

투자자들은 국제회계기준이라는 단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믿음으로 보

고의 질에 관한 국가 간 차이나 집행과정에서 경제적, 정치적 환경에 영향

을 받아서 발생하는 적용상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착오에 빠질 수 있

다. 이는 기준 위반을 판단하는 감독제도가 국가마다 다르다는 점에서 더욱

심화된다. 또한 통일된 국제기준은 체제 간의 경쟁을 둔화시킬 수 있고, 국

제적으로 통일화된 기준이란 개념은 경험이나 학문적인 결과에 의하여 증

명되지 않았음에도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신뢰를 부여할 수 있다. 즉, 경제

적으로 낙후된 국가들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정보제공의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폐해가 있

다84).

3. 외국의 국제회계기준의 도입방식

82) 김예경,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현황과 기업의 대응전략”, 국제회계연구 제26집 (2009), 25～

26면.

83) Ray Ball,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 pros and cons for investors”,

Accounting and Business Research (2006), 11～12면.

84) Ray Ball, 전게논문 (각주 83), 1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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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100개 이상의 국가들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였고, 도입방식은 국

가마다 다른데 크게 수용(adoption)하는 방식과 수렴(convergence)하는 방

식으로 나눌 수 있다85).

수용이란 국내의 재무보고기준을 대체하여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는 것

으로 기존의 자국 회계기준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국제회계기준을 그대

로 혹은 자국의 언어로 단순 번역·도입하여 자국의 새로운 회계기준으로

채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국제회계기준의 내용은 그 나라의 모든

기업 혹은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법에 의한 강제나 사실상의

강제도 가능하다. 법에 의하여 수용된 대표적인 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인

데, 이 나라에서는 국제회계기준의 적용대상으로 열거된 회사에 대하여 더

이상 국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수용한 나라로는

스위스를 들 수 있는데, 국제회계기준의 적용대상으로 열거된 회사는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국제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반면 수렴은 국제회계기준과 별도로 국내기준을 인정하되 양자의 차이점

을 좁혀나가는 것을 의미한다86). 따라서 수렴의 과정에서 국제회계기준의

변경이 일어나기도 한다. 하나로의 수렴은 다른 것으로부터는 차이를 가져

오므로 다자간 수렴은 불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US-GAAP이 국제적으로

국제회계기준과 동일한 지위를 인정받기 때문에 수렴은 양 기준 모두를 향

하여 이루어진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07년에 외국 상장법인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허용하기로 하였고, US-GAAP과의 조정의무를 면

제하였다87). 일본은 2005년 최초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기로 합의한 후 2007년 도쿄의정서(Tokyo Agreement)에서 1) EU와

주요하게 차이가 있는 26가지 항목에 대하여 2008년까지 제거하고, 2) 나머

85) Ray Ball, 전게논문 (각주 83), 9면.

86) 박홍조, 정태범,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과정에 대한 평가 및 정착방안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제21권 제4호 (2008), 1752면.

87) Christopher W. Nobes, Stephen A. Zeff, “Adoption of IFRS around the World and the Lack of

Clear Audit Reports on the Issue”, Accounting perspectives(forthcoming) (20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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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차이는 2011. 6. 30.까지 제거하며, 3) 2011. 6. 30. 이후 효력이 발생하는

회계기준의 경우 이를 수용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

였다88). 그러나 일본은 미국과 달리 국제회계기준으로의 한 방향으로 수렴

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중국은 2007년부터 열거된 회사들에게 국제회계기준

이 적용되는데 일본과 마찬가지로 국제회계기준을 향하여 수렴이 이루어지

고 있다.

EU의 경우 2005년부터 대부분의 상장기업들에게 국제회계기준이 도입

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EU 의회 및 법정에 제소될 수 있는 등

법적 구속력이 있다. 또한 2007년부터는 가입국 외의 국가에 대하여도 국제

회계기준 혹은 이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 회계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의 제

출을 의무화 하였다. 그러나 EU에서 말하는 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

위원회에 의하여 작성된 국제회계기준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프

랑스의 경우 EU에 의하여 특정 시점에 지지된 국제회계기준을 프랑스어로

해석한 것을 국제회계기준으로 보고 국제회계기준 적용대상으로 열거된 회

사들에게 연결재무제표의 보고기준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독

일 상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콘체른의 연결재무제표에 관해서만 상법의

회계기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를 의무를

부담하거나 이를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315a조). 연방금융

감독청(BaFin)은 연결재무제표가 회계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는지를 심

사하도록 하고 있다(DCGK 7.1.1.).

호주는 법에서 재무보고를 함에 있어 그 나라의 기준에 따를 것을 규정

하고 있고 호주 회계기준위원회(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s Board ;

AASB)는 국제회계기준을 변경시켜 호주의 회계기준화 하였으나 2007년부

터는 공공기업을 제외하고 변경하지 않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며, 새로운

88) Council, Business Accounting, "Opinion on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IFRS) in Japan(Internal Report)" (2009), 3면. 이에 따라 EC(European Commission)는

2008. 12.부터 일본의 GAAP은 IFRS와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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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이 제정된 경우 이를 별도로 국내기준화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회계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89).

캐나다 역시 호주와 마찬가지로 국제회계기준을 캐나다 회계법화 하였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을 국내기준화 하는 데 따르는 시간적인 차이로 인하

여 외국 기업들에게 국제회계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혼란을 가져온다

는 비판이 있었고, 이에 국제회계기준을 직접 도입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

다. 국제회계기준을 국내기준화 한 나라로는 캐나다, 호주 외에도 싱가포르

등이 있다.

4. 국제회계기준의 특징

가. 원칙중심(Principle-based standards)

국제회계기준은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원칙과 근거만을

제시한다. 이는 다양하고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기업활동에 대하여 세부 규

정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자구해석에 치중하는 경우 규제회피가 가

능하므로, 회계기준 당국은 회계처리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원칙

및 근거를 제시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따른 것이다90).

나. 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의 주재무제표화

연결재무제표란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단일 경제적 실체의 것으로 표시하는 연결실체의 재무제표

를 의미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부록 A). 즉, 기업이 다른 기업과 사

89) Christopher W. Nobes, Stephen A. Zeff, 전게논문 (각주 87), 8～11면.

90) 이에 대하여는 원칙중심의 기준체계에서는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개별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게 되

므로, 기업 간 비교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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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경우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예외 사유는 기

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4(1)에서 알 수 있다)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상

태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등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연결재무제표

는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된 ‘경제적 실체(economic entity)’라는 개념을 바

탕으로 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

배력을 가지고 있다면 종속회사를 단일의 경제적 동일체로 가정하고 작성

하는 재무제표를 의미한다91). 지배력의 판단기준은 기업회계기준서 1110호

문단 7, 10-14, 15-16, 17-18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다. 공정가치 평가(Fair value accounting)

예전에는 공정가치 평가에 관하여 국제회계기준과 미국회계기준 사이에

차이가 있었으나 2006년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미국의 회계기준제정기구인

재무회계기준위원회와 공동으로 고품질의 국제적인 회계기준을 만들기 위

한 노력의 기반이 되는 양해각서(MoU)를 발표하였고, 양해각서 및 국제회

계기준위원회와 재무회계기준위원회의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확약에

따라 현재는 양 기준 간에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한 동일한 내용을 제시하

고 있으며, 국제회계기준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로 이

를 규정하고 있다.

Ⅱ.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한 문제점

1. 도입방식과 관련하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

91) 강선민, 한봉희, 황인태, “IFRS 적용이 한국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학회 학술연구

발표회 논문집 제1권 (2010), 29～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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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준을 채택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로 구성하기로 한 정책에 따라 이

를 단순 번역하여 전면 수용하였다92).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단순

한 회계기준의 변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구조, 내부시스템 등 기업

경영에 변화를 초래하고, 금융·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

하면 이러한 도입방식이 타당한지 문제된다.

2.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해당하는지

국제회계기준은 외국의 민간단체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고 관행이란 일정

기간 동안의 반복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어서 국제회계기준을 단순 번역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회계관행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3.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법규성에 관한 논의

종래부터 기업회계기준에 법적인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이 외감법의 수권을 받아 그 제정근거가

있으나, 제정주체가 민간기구인 점과 회계기준이 가지는 유동성이 법과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외국의 민간단체에 의하여 제정된

국제회계기준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논의된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의 특징 중

하나가 원칙중심인데 이에 따르면 국가마다, 기업마다 다른 회계기준을 적

용할 여지가 있어 국제회계기준의 법규성에 관한 논의는 중요하다.

92) 다만 한국의 법률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부분이 제한적으로 수정되었다. 이러

한 수정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추가한 문단은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문단번호에 ‘한’이라는

내용의 접두어를 붙여 구분표시 하였고, 삭제한 경우에는 국제회계기준 문단번호 옆에 ‘[한국회계

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이라고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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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정가치 평가

자산과 부채의 가치를 평가하는 측정치로 검증가능성 측면에서 오랫동안

역사적 원가(historical cost)가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으나, 새로운 금융상

품의 등장, 국제화, 기업의 인수합병 등 시의적절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역사적 원가를 대체할 가치 측정기준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또한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은

자산·부채의 평가를 공정가치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공정가치 평가는

중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한국에는 공정가치 평가방법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특히 활성시장(active market)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가치 산정의 어려움이 있으며, 스스로 공정가치를 평가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외부평가기관에 공정가치 평가를 맡기는 경우 그 신뢰성,

독립성,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더욱이 한국은 미국을 비롯

한 선진국들에 비하여 경제가 발전되지 않았고, 오랫동안 역사적 원가에 의

하여 자산을 평가하여 와 기업들이 공정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난관이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영자는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외부평가기관을 선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외부평가기관이 잘못된 평가를 하는 경우 재무보

고의 신뢰성이 떨어지며, 평가수수료의 지출로 재무보고비용이 증가하게 된

다. 외부평가기관이 기업과 특수관계인이거나 오랫동안 평가업무를 맡는 경

우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기업에 외부평가와 관련한 내부통제절차가 마

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평가과정에 부정이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감사

인은 공정가치 평가방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입수하기 어려우며, 감사 보수와 시간의 제약으로 검증절차가 부실화될 수

있고, 외부평가기관에 감사를 의뢰하지 않는 경우 자기검토의 위험이 발생

한다는 문제가 있다. 외부평가기관은 자격요건에 대한 지침, 재무보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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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치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감독절차, 책

임, 제재기준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며,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정보이용자는 기업들이 공시하는 재무정보에 공정가치 평가대상별로 적용

한 기초가정, 평가방법, 평가결과에 대한 상세한 주석 공시가 없어 개략적

인 정보만을 제공받게 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책임 주체를 누

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93).

제3절. 개선방안

Ⅰ. 도입방식

국제회계기준의 제정에 주요한 역할을 한 유럽국가들에서도 국제회계기

준을 단순 번역하는 방식으로 전면 수용한 나라는 찾아보기 힘드나, 국제회

계기준 도입 당시 한국 기업은 회계 투명성에 관하여 상당히 평가를 받고

있었고, 신뢰도 역시 낮은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이를 전면 도입한 방식

은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회복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불

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회계기준의 우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독

일에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회계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 문

화, 정치 환경 등 외부요인을 고정시키고 US-GAAP, 국제회계기준, 독일

GAAP94)을 각각 적용한 결과, 주주나 투자자를 위한 모델(shareholder

model), 예를 들어 US-GAAP과 국제회계기준,의 경우는 이해관계자들을

93) 박종성, 이은철, 오명전, “K-IFRS 하에서 공정가치 평가의 신뢰성 확보방안”, 대한경영학회지 제

26권 제9호 (2013), 2433～2437면.

94) US-GAAP, 국제회계기준은 먼저 사적인 영역에서 회계관습이 형성되어 온 환경에서 발전하였다.

회계기준은 세법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본은 대개 공공시장에서 조달되었으며 위 기준들은 신뢰성

있는 정보를 주주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반면에 독일은 정치적인 환경에서 세금을 수

취하는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회계가 발전되어 왔다. 한국은 독일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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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모델(stakeholder model)보다 정보 제공에 있어 뛰어났고 이윤의 가치

관련성이 뛰어남이 관찰되었다95). 이와 같이 우수성이 입증된 국제회계기준

의 전면 도입은 초기에는 한국 고유의 정치, 경제, 문화 환경과의 차이로

인하여 마찰을 일으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회계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된다.

Ⅱ.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해당하는지

① 국제회계기준 제정의 주체, 기준의 내용, 국제적인 채택상황, 적용대상

등을 감안하면 국제회계기준이 다른 회계기준에 비하여 열등한 점이 없다

는 이유로 회계관행임을 긍정하는 견해와 ② 회사법상 분배가능액 규정에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검토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회계관행으로 취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국제회계기준은 그 제정주체가

국제적인 민간단체라는 점에서 일반기업회계기준보다 더 심각한 위헌의 문

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회계관행성을 부정하는 견해가 존재한다96).

살피건대, 기업의 활동에 국가 간 장벽이 허물어지고, 회계기준 역시 통

일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회계관행의 성립을 국내에 한정하여서 볼 필요

는 없는 것 같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의 제정주체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적인 지위는 높고 다양한 나라들이 국제회계기준의 제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상법이나 외감법에서 국제회계기준의 법규성까지 인정하고 있는 이

상 국제회계기준의 회계관행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95) Eli Bartov, Stephen R. Goldberg, myungsun Kim, “Comparative Value Relevance Among

German, U.S., and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 A German Stock Market Perspective”,

Journal of ACCOUNTING, AUDITING & FINANCE (2005), 96, 117～118면.

96) 코오리야 다이스케(송미정 역),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도입 및 적용과 관련된 회사법상의 논의”,

EWHA LAW REVIEW 제1권 제2호 (2011), 8, 1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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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법규성

1. 법규성을 인정하는 의견

① 상법 제446조의 2는 회계원칙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구체적인 회계

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국제회계기준은 기업회계기

준 중 하나이다97). ② 경제 환경의 급변으로 기업회계 관련 규정의 제정은

상법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워 기업회계와 관련된 지위에 있어 회계

규정의 제정권한을 위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기업회계 관련 규정은 전문

적인 회계규정 기관에서 제정하고 있는데, 국제회계기준 역시 그러한 요건

을 충족한다98). ③ 회계기준 제정에 관한 민간위탁은 세계적인 추세인데 외

감법은 회계기준을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고, 한국회계연구원은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제정하였으므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 국제회계기준을 단순히

번역한 것이더라도 법적 지위에는 차이가 없다. ④ 국제회계기준은 외감법

에 근거하여 제정작업을 마친 법규범이다99).

2. 법규성을 인정하지 않는 의견

①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한국회계기준원에 위임되어 있던 회계기준

제정권을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위탁한 것과 다름이 없고, 이런 조치는 회

계주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다100). ② 관행은 어떤 행위가 오랫동안 계속되

고 사회적으로 수용되어야 할 것인데,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

97) 김광윤, “최근 상법상 회계규정의 개정시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회계저널 제15권 제4호 (2006),

32면.

98) 곽수근, 황이석, “IFRS 시대, 한국회계의 미래”, 한국회계기준 연구보고서 제26호 (2009), 21～22면.

99) 이철송, 전게서 (각주 1), 925면.

100) 곽수근, 황이석, 전게 연구보고서 (각주 98), 6면.



- 63 -

준을 번역하여 그대로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으로 수용한 것으로 관행으로

볼 수 없다. ③ 한국은 민간단체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

기준을 번역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채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외감법에서

는 제정을 위임하였는데, 단순 번역에 대해 회계기준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을 거쳐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다101). ④ 국제회

계기준은 개별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과 절차를 세밀하게 규

정하지 않고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기업과 감사인의 판단에 맡기고 있어 기

업 간 회계처리가 다를 수 있으며, 회계실무자나 공인회계사 등에 의한 광

범위한 전문가적 지식에 따른 판단이 중시되고 있으므로, 국제회계기준을

법규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102).

3. 기타의견

①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관행이라고 볼 수 없지만,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의 관습

내지는 관행이라고 볼 수도 있다103). ② 국제회계기준은 이를 사용하는 국

가에 의해 법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으로서 사용되고 있

으므로, 구속적인 규범성보다는 탄력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소결론

국제회계기준이 민간단체에 의하여 제정되는 형식을 갖춘 것이기는 하지

만 회계기준의 민간단체로의 위임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회계의 특성상 정

부기구보다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가 그 기준을 제정하는 것이 정확성, 신

101) 이상신, 전게 논문 (각주 47), 177면.

102) 김희준, 전게논문 (각주 29), 597～598면.

103) 최준선, 전게자료 (각주 23), 13면, 최준선 교수 발언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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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전문성의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세계화, 국제화가 가속화되

고 있고 기업 간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회계기준을 반드시

국내 기구가 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관행을

한 국가 내로 제한하기보다는 국제적인 관행의 성립도 가능하다고 봄이 상

당한데, 국제회계기준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회계관행이므로 국내에서 어떠

한 행위의 반복과 사회적 수용이 없었다는 이유로 국제회계기준의 관행성

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국제회계기준은 개별사안에 대하여 구체

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문제는 사례의 집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회계기준이 제정된 이래 많은 나라에서 이를 회

계기준으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고, 그 우수성이 인정되는 이상 국제회계

기준의 법규성을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 상법, 외감법 등 실

정법에서는 회계기준의 하나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므

로, 국제회계기준의 법규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Ⅳ. 공정가치 평가

1. 일반적인 내용

가. 정의

국제회계기준은 공정가치를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한다. 이는 미국회계기준과 동일한 내용으로 국제회계기준에서도 공정

가치는 유출가격104)을 의미하게 되었다.

104) 유출가격이란 자산을 판매하여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에 반

하여 유입가격이란 자산을 취득하는데 지급하거나 부채를 부담하며 받을 금액으로 거래가격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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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정가치 평가의 장·단점

1) 장점

투자자들은 원가가 아닌 현재의 가치를 중요시하는데 공정가치는 기업의

실질가치(intrinsic value)에 대한 평가를 올바르게 하여 재무보고의 목적적

합성(relevance)을 증가시킬 수 있다.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

어지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손익과 보유손익을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실질자본유지개념으로 화폐자본유지개념보다 우수하다. 공정가치는 자산 또

는 부채의 특성에 따라 결정될 뿐이지 개별 기업의 특성에 좌우되지 않으

므로 비교가능성이 높다. 공정가치는 매 기간 동일한 유형의 정보를 반영하

기 때문에 역사적 원가보다 일관성이 높고, 경제적 조건이 바뀔 때마다 그

변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역사적 원가보다 시의적절하며105), 공정가치에 기

초한 재무제표는 처분을 가정한 자산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역사적 원가

보다 경영자의 성과평가에 유용하다106).

2) 단점

경영자 입장에서 공정가치 평가는 전문가의 부재로 인해 신뢰할 만한 평

가결과를 얻을 수 없고, 공정가치 평가를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재무보

고비용이 증가한다는 위험이 있다. 감사인의 경우 감사보수와 시간이 제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정가치 평가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어렵고, 자

체적인 전문성이 부족하여 공정가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정보이용

자는 공정가치 평가 수행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재무

105) Christian Laux, “The crisis of fair-value accounting : Making sense of the recent debate”,

Acconnting, Organization and Society (2009), 827면.

106) 고승의, “국제회계기준(IFRS)의 공정가치 회계와 가치평가 전문가제도에 대한 전망”, 부동산연구

제19집 제2호 (2009), 1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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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표를 이용하여 잘못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충분한 주석공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해가능성이 낮다107). 일시적인 경기호황 있거나 경

기침체가 있는 경우 시장가치는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못하고, 정상가격보다

낮게 물품을 판매하는 등으로 거래가격을 조작하여 공정가치를 왜곡하는

것이 가능하다108).

다. 자산별 공정가치 평가

1) 유형자산

인식하는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한다.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인식시점의 현금가격 상당액이고, 유

형자산의 처분대가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2) 무형자산

무형자산의 처분대가는 최초에는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3) 투자부동산

예외를 제외하고 공정가치모형과 원가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모든 투

자부동산에 적용한다.

107) 박종성, 이은철, 오명전, 전게논문 (각주 93), 2013, 2430면.

108) Christian Laux, 전게논문 (각주 105), 8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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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자산, 부채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라. 가치평가기법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치평가기법은 관련된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

화한다.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세 가지 가치평가기법은 시장접근법, 원가접

근법, 이익접근법이다.

마. 공정가치 서열체계

공정가치 측정 및 관련 공시에서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

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치평가기법에의 투입변수를

3가지 수준으로 분류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를 정한다. 공정가치 서열체계

는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수

준 1 투입변수)에 가장 높은 순위를 부여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수준 3 투입변수)에 가장 낮은 순위를 부여한다. 수준 1 투입변수는 측정

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

은) 공시가격이다. 수준 2의 투입변수는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

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이다. 수

준 3의 투입변수는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72～90).

하지만 급격한 가격변동이 있는 경우(예를 들어 급매가), 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았거나 거래가가 더 이상 활용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장가격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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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공정가치로 평가될 수 없다109). 즉, 관측가능한 시장이 왜곡된 경우에

까지 수준 1을 공정가치로 보는 것은 아니다. 국제회계기준은 정상적 시장

활동과 비교하여 해당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거래 규모나 거래 빈도가 유

의적으로 감소한 경우 거래나 공시사격을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경우 조정이 필요하다고 규정하나 그 구체적인 방법은 규

정하고 있지 않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B37∼B42).

2. 입법례

가. 호주

국제회계기준의 공정가치 평가 개념이 도입·시행되고 있다.

나. 프랑스

법적 형식을 중요시하고,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에 관하여 포괄

적 재평가의 일환으로 공정가치 평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재평

가이익은 직접 자본항목으로 처리한다. 공정가치 평가 이후 기간의 재평가

에 관한 규정은 없다.

다. 독일

엄격한 원가평가를 유지하고 있고,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을 구

분하고 있지 않으며, 손익계산서는 실현이익만이 인식된다.

109) Christian Laux, 전게논문 (각주 105), 20～21면.



- 69 -

라. 스페인

엄격한 원가평가를 유지하고 있고, 정부가 요구한 경우에만 자산재평가가

이루어지며 이후 다시 공정가치로 재평가되지는 않는다.

마. 영국

국제회계기준과 일치시키고 있고,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경우 원가평가와

공정가치 평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투자부동산의 경우 공정가치 평가만을

하여야 한다. 공정가치 선택 시 주기적으로 재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110).

3. 해결방안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

정한다고 규정하고(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 6.12),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으로 그러한 시장이 없는 경우 평가

기법이 사용된다고 규정하면서 평가기법을 예시하고 있다(일반기업회계기

준 제6장 문단 6.15). 이외에도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일반기업회계

기준 제6장 문단 6.30), 파생상품(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 6.39) 등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할 것을 규정한다. 이와 같이 공정가치

평가는 비단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는 영역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기업회계 처리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2007년 10월 ‘Valuation Resource Group’을 설치해 공정가치 추정치

측정을 위한 실무지침을 연구하고 있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2008년 6월

‘Expert Advisory Panel’을 설치해 비활성시장에서 정확한 공정가치 추정에

110) 지현미,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과 공정가치 회계”, 회계정보리뷰 제17호 (2012), 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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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모형 및 기법을 개발하고 있다111). 한국은 아직 공정가치 측정을 위

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데 미국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연구를 참고하여 이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공정가치 평가는 특히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문제되는데 국

제회계기준은 평가기관이나 중개인과 같은 제3자가 제공한 공시가격이 이

기준서에 따라 산출되었다고 기업이 결정한 경우 그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

다고 규정하고 있어(기업회계기준서 제1113조 B45), 전문기관의 공시가격은

공정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방법 중 하나로 보인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자는 공정가치를 평가할 외부평가기관이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

부, 객관성이나 독립성을 훼손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

로 외부평가기관을 올바르게 선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12). 또한 상법에서

공정가치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먼저 감사업무로

공정가치 평가업무를 규정하거나113)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

이다114). 한국에서 외부평가기관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자들로는 회계법

인, 감정평가법인, 신용평가회사 등이 있는데, 공정가치 평가대상의 증가 및

111) 고승의, 전게논문 (각주 106), 205면.

112) 참고로 미국공인회계사회(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 AICPA)는 가치

평가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은 경영진의 결정과 책임이고, 그 적격성에 대하여 미리 감사인과 상의

할 것을 추천한다.

113) 미국의 경우 공정가치 감사 관련 기준(AU section 328 “Auditing Fair Value Measurements and

Disclosure”)은 감사인이 공정가치 측정과 공시에 관하여 취해야 할 조치를 규정하고 있고,

PCAOB(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는 2007년 12월 감사실무지침을 발표하여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하여 감사인이 취해야 할 절차와 외부전문가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에 관하

여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참고하면 될 것이다. 임승연 외 4인,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공정가

치 측정과 공정가치 평가기관의 품질제고에 대한 연구”,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제47권 (2008), 77

〜78면.

114) 참고로 미국의 경우 미국공인회계사회(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

AICPA), 미국가치평가사협회(American Society of Appraisers ; ASA), 기업가치평가사협회(The

Institute of Business Appraisers ; IBA), 공인가치분석사전국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Certified Valuation Analysts ; NACVA) 등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평가 전문가 자격증을 수여하

고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고승의, 전게논문 (각주 106), 205면. 또한 유럽국가에서는 민간 가

치평가 전문기관에서 각 평가기준을 제정하고 평가기관이나 평가사들로 하여금 평가기준을 실무지

침으로 활용하고 있다. 영국의 RICS와 미국의 AI는 1981년 국제가치기준위원회(International

Valuation Standards Committee ; IVSC)를 만들어 국제적으로 통일되고 일관된 가치평가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제가치평가기준(International Valuation Standards ; IVS)을 제정하였다. 임승

연 외 4인, 전게 논문 (각주 113), 76면.



- 71 -

중요성을 고려하면 공정가치 평가 업무에 관한 특화된 기관의 도입도 고려

해 볼 만하다. 참고적으로 미국의 경우 평가대상 자산의 성격과 평가 목적

에 따른 기업가치 평가전문가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의 기

업가치 평가기관은 평가대상 자산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평가지침을 만들

고, 자격증 제도를 두어 전문가를 기르고 있다. 다음으로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평가기관은 평가과정에서 사용한 기초적 평가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 조서 화하고 이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며 일정기간 보존할 의

무115)를 부과하는 규정의 마련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선진국들

은 공정가치 평가를 민간의 자율성에 맡기고 있으나 한국의 경제상황을 고

려하면 적어도 초기단계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감독하고, 부실평가에 대한

책임과 제재기준을 정하여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15) 외감법 제14조의 2에는 감사조서의 보관기간을 8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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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배당가능이익 규정과 기업회계의 조화방안

제1절. 문제의 제기

배당은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은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주식회사의 이익은 궁극적으로 주주에게 귀

속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전제하고 있다. 배당의 결정은 배당금 분배의 문제

뿐만 아니라 투자결정이나 자본조달결정 등과 관련한 재무의사결정을 필요

로 하는 것이므로, 배당은 미래의 자금수요, 투자기회, 기업의 현금흐름 수

준 등 기업의 내부적인 요인의 분석과 경제환경, 정부규제, 경쟁기업과의

관계 등 외부적인 요인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결정되어야 하는 중요한 기

업의 의사결정이라 할 수 있다. 배당은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과 투자활동의

결과를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수단으로 기업의 성과를 알려주는 신호 장치

이자 경영자에게 배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압력수단으로 작용하고, 수익성

이 없는 사업에 투자하기보다는 그 지급을 통해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

며116), 기업의 성장속도를 조절하여 무리한 투자를 저지하는 기능을 한다.

배당이 없으면 투자자는 투자수익상 불이익을 받고 보유주식을 매각하지

않을 수 없어 장래 이익에 참여할 권리, 투자의욕을 상실할 수 있다. 그러

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주식의 가치를 판단하는 일부분이고 이를

회사에 유보하여 새로운 투자를 하는 경우 이익배당을 하는 것보다 미래가

치에 대한 평가 때문에 주식의 가치가 상승될 수도 있다. 또한 합명회사와

합자화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이 직접, 연대, 무한의 책임을 지므로 이들

회사에 대하여는 이익분배에 관한 기준이나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 없으나,

주식회사 등의 물적회사의 경우 주주의 이기심에 의하여 무리한 배당이 강

116) 안수현,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계산제도 해설, 배당가능이익 계산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 (설명

회 자료, 20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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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면 회사에 유보되어야 할 금원이 사외로 유출되어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국은 기업에 존재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

여 배당의 재원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있다117). 상법 역시 자본충실과 채

권자 보호를 위하여 이익배당의 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데118), 그 한도

를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119). 즉, 한국의 배당제도는 주주에 대한 배당의

남용을 억제하여120) 이익금이 배당에 소진되지 않도록 하여 회사의 자본충

실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121).

그러나 한국은 2014년 기준 배당성향이 15.3%로 이탈리아(57.8%), 영국

(53.7%), 프랑스(51%), 미국(33.9%), 일본(28.2%) 등 주요선진국과 비교하였

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세계 평균 배당성향인 40.1%의 절반에도 미치

지 않는다122). 이러한 낮은 배당성향은 국제화 시대에서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여 국제 경쟁력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배당가능이익이란 개념이 기업회계기준에 없고 기업회계

기준이 배당가능이익에 대한 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어 재무

보고서상 배당가능이익을 보고하는 기업은 거의 없으며, 이익잉여금 처분과

관련하여 주석에 일부 내용이 공시되어 있을 뿐이다. 한편 상법은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하면서 미실현이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공제하는 규정을 추가

하였는데,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예전부터 이익에 미실현이익이 포함되어

있었고, 동 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도 당기이익에 미

117)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외국의 경우에도 자국 내 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업회계기

준(GAAP) 또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하도록 하면서도 법에서 별도로 배당규제를 하고 있다.

이는 기업회계처리기준과 상법의 회계처리기준의 조화를 도모하는 경우에도 배당재원에 대한 규제

는 자본충실의 원칙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상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김춘, “주식회사 배당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102～104면.

118) 이철송, 전게서 (각주 1), 952면, 김순석, “자본금 제도상 채권자 보호의 법적 과제”, 기업법연구

제26권 제2호 (2012), 33면.

119) 김광윤, 강경진,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계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제56권 제1호 (2014), 148면.

120) 김건식 외 6인, 전게서 (각주 31), 235면

121) 최도성, 김성민, 한국기업 배당정책의 변화 (제1판, 2005), 12면.

122) 2014년 MSCI 기준, 자료 : 톰슨로이터·NH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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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미실현이익을 일일이 구별해 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배당가능이익은

회계상 이익잉여금을 기준으로 상법이 규정하는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출

되는데, 정보이용자들은 기업의 배당가능이익에 관한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없어 정보이용자들에게 배당가능이익 산정은 용이하지 않다. 더욱이 상법상

배당규정을 위반하여 위법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책임(민법

제741조, 상법 제462조 제3항),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99조, 제414조 제1항,

제401조, 제414조 제2항) 등의 민사적인 책임과 위법배당죄(상법 제625조

제3호)라는 형사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상법에서 배

당가능이익을 산정하는 엄격한 기준을 두면서 채권자를 보호할 실익이 있

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하에서는 현행 배당규정을 중심으로 배당가능이익

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를 한 후 문제점을 파악하고, 각국의 입법례를 참고

하여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제2절. 배당가능이익

Ⅰ. 현행 규정상의 문제점

1. 상법상 이익배당의 요건

가. 배당가능이익의 존재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

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

비금의 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

익배당을 할 수 있다(상법 제4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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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성요소별 검토

1) 배당가능이익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 및 순자산액

가) 기준 재무제표

상법은 지배회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와 별도(개별)재무제표를 모두 작성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배당가능이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가 양

자 중 무엇인지 문제가 된다.

(1) 연결재무제표라는 견해

분배가능액 규정을 채권회수라는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

하므로 연결에 기초한 분배가능액을 검토하는 경우 종속회사의 처분가능성,

집행가능성은 중요하지 않다는 점, 종속회사에게 포함된 이익이 있는 경우

당해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에 배당하면 포함된 이익의 문제는 해결되고 지

배회사가 종속회사를 실제 지배하는 이상 언제든지 지배회사의 의사결정에

의해 배당은 실시될 수 있다는 점, 단일계산서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종

속회사가 배당을 실시하면 자금은 지배회사에 집중되는데 지배회사가 이를

통제할 수 있으므로 분배가능액 마련을 위하여 종속회사에 대한 이전을 강

요할 수 있는 종속회사의 배당은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는

무의미한 거래이고 종속회사로부터 배당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 등 불

필요한 비용이 지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배당가능이익의 산정이

기초가 되는 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123).

123) 코오리야 다이스케(송미정 역), 전게논문 (각주 96), 199～2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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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도(개별)재무제표라는 견해

연결재무제표가 작성된 경우에도 회사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

아야 하나, 연결재무제표의 목적은 연결실체를 단일의 경제적 실체로 파악

하기 위함이므로, 하나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개별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하는데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배당가능이익은 별도(개별)재무제표에 따

라 산정하여야 한다124).

(3) 소결론

종속회사는 지배회사와 법인격이 다르므로 지배회사의 채권자에게는 종

속회사 자산의 처분가능성, 집행가능성이 없다는 점, 상법에서 구체적인 계

산 규정을 모두 삭제하면서 배당가능이익에 관하여만 별도로 규정하고 있

는 이유는 채권자 보호라는 상법의 기본 원리를 지키려는데 있는 점, 따라

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나 집행가능성은 중요한 부분인 점, 한국은 연결재

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별도(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가 있으므로

장부 작성의 번거로움 없이 별도(개별)재무제표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수 있는 점, 상법 제462조 제1항을 보면, 배당가능이익 계산의 출발

점이 되는 순자산액의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를 대차대조표로 규정하고 있

는데, ‘연결’이란 용어가 부가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의 재무제표는 별도

(개별)재무제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배당가

능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별도(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해

보인다.

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

124) 심영, “주식회사의 배당가능이익 계산과 미실현이익”, 상사법연구 33권 3호 (2014), 6면.



- 77 -

순자산액은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재무상

태 측정요소 중 자본총액에 해당한다.

○ 자산 :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미래 경제적 이익이 기

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 부채 :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 의무

○ 자본금 : 회사가 보유하여야 할 순자산액의 최소기준으로, 원칙적으로

불변적인 계산상의 수액으로서 추상적이고 규범적인 개념125). 액면주식의

경우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의미하고 무액면주식의 경우 주식발행가액

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가 자본금으로 계상하기

로 한 금액의 총액을 의미함(상법 제451조).

○ 자본준비금 : 영업상의 손익거래가 아닌 자본거래에 따라 발생한 것으

로,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함(상법 제459조).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은 자

본준비금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음.

○ 이익준비금 : 회사는 주식배당을 제외하고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126)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하여야 함(상법 제458조). 이익준비금은 재산의 유출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금전배당과 현물배당의 경우에 적립하지만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

립한도까지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고 한도를 초과한 경우는 임의준비

금127)의 성질임.

125) 홍복기 외 4인, 회사법 : 사례와 이론 (제3판, 2014), 66면.

126) 특별법의 적용을 받은 경우 그 법에 따라 적립률과 적립한도가 상향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은행

법 제40조에 의하면, 은행의 경우 적립금이 자본금의 총액이 될 때까지 결산 순이익금을 배당할

때마다 그 순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27) 임의준비금은 배당가능이익의 재원이 될 수 있으나 사용, 폐지, 변경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

의에 따르고 실질적으로 사용목적에 제한이 있다. 한편 상법 이외의 법령에 의하여 적립이 강제되

는 경우(보험법에 따른 책임준비금, 은행업감독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이나 대손준비금) 그 성질은

상법상 임의준비금이나,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하므로, 배당가능이익

산정시 이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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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항목

(1) 자기주식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그런데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하면

서 차감항목으로 계상된 자기주식에 대한 별도의 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

취득한 자기주식의 액면금 합계액만큼 자본금으로서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순자산에서 차감되고, 자기주식으로 이중 차감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자기

주식의 액면금액 합계액만큼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순자산액에 가산하는 조

정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본준비금으로서 배당가

능이익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와 반대의 거래인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

손, 자기주식처분손실의 경우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명확한 규정은 없

다. 다만,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금융감독원, 한국회계기준원의 해석 및 질

의회신에 따르면, 이들 금액은 원칙적으로 자본의 차감형식으로 계상하고

동일한 유형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부의 자본조정과 자본잉여금을 발생순

서에 무관하게 상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재평가잉여금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제1101호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에

의하면, 과거 기업회계기준서상 자본잉여금에 계상되었던 유형자산 관련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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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변경된다. 그런데 유형자산 재평가잉여금은

미실현이익의 정의에 부합하는 항목으로, 대차대조표상 위치가 자본잉여금

혹은 이익잉여금임에도 불구하고 배당가능이익 계산 시 원칙적으로 순자산

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다만 상법 시행령 부칙 제6조의 예외가 적용

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는 보험수리적 손익도 동일하다. 한편

재평가잉여금이 「자산재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생한 것인 경우,

2000년 12월까지 재평가한 자산의 재평가 적립금의 용도가 제한되고 있으

므로(자본전입, 결손보전 등), 위 상법 시행령 경과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법

률에 따라 적립된 재평가잉여금은 일종의 법정적립금으로 보아 배당재원에

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전환권대가 및 신주인수권대가

전환권대가 및 신주인수권대가는 발행금액에서 전환권 등만 없고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한 일반사채의 가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한

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전환권대가 및 신주인수권대가는 자본항목으로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잠재적 소유주와의 거래에서 계상된 것임을 감

안하면, 상법상으로도 전환권대가 및 신주인수권대가를 자본잉여금의 한 항

목으로 보아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주식기준 보상거래에 따라 인식된 보상원가

주식기준 보상거래에 따라 인식된 보상원가는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으

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은 주식기준 보상거래를 ‘주식결

제형 주식기준 보상거래128)’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 보상거래129)’로 구분한

128) 가득기간 중 인식한 보상원가는 주식보상비용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부여한

지분상품이 주식인 경우는 미가득주식의 과목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인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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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금액은 권리행사로

납입되는 금액과 주식매수선택권의 장부금액의 합계액으로, 주식매수선택권

계상액도 상법상 자본잉여금의 성격을 갖춘 금액으로 보아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순자산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

(6) 대손준비금

은행 및 보험회사 등 금융업종에 속한 기업의 경우, 예상손실이나 자산관

리감독 규정상 최저적립액 중 큰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 온 반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은 발생손실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기 때

문에 금융감독당국은 대손준비금을 별도로 적립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대손

준비금은 이익잉여금에 대한 임의적립금의 성격으로,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한다.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환입가능하고, 대손준비금은 상법상 법정적립금은 아니나 규정

의 취지상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차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세무상 준비금

법인세 산출시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 산입하는 세무상 준비금을 이익잉

여금 처분을 통해 별도로 적립하는 금액은 법정준비금에는 해당하지 않지

만, 세법의 규정에 따라 환입하는 금액에 한해 배당가능이익 산정시 제외함

이 타당하다130).

과목으로 하여 각 자본항목에 계상한다.

129) 장기미지급비용, 부채로 계상한다.

130) 김광윤, 강경진, 전게논문 (각주 119), 154～1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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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

재무제표의 승인은 일반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나, 정관에 의하여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

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또는 감

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도 승인이 가능하다

(상법 제449조의 2).

2. 한국 상장회사의 배당현황의 주요특징

최근 12년간의 순이익과 배당사수의 관계를 보면 2006년도 중 유가증권

시장 12월 결산법인 분석 대상사의 74.44%인 402개사가 배당을 실시하여

가장 많았다. 배당금총액은 대체적으로 순이익의 증감과 동조현상을 보이면

서 연도별 배당성향131)은 2003년 이후 20%∼24%대를 유지하다가 국제적으

로 금융위기를 맞은 2008년 이후 3년간은 16∼19%대까지 낮아진 후, 2010

년 다시 20%대로 증가하였다. 시가와 비교수치인 시가 배당률은 계속 감소

하는 추세이다.

     
    

131) 기업의 당기순이익 가운데 주주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세금을 뺀 이익금에 대

한 배당금 총액의 백분율로 나타낸다(현금배당금총액/당기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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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년)

회사 수 순이익

(억 원)

배당금

총액

(억 원)

배당성

향(%)

시가배

당률(%)대상사 배당사 비중

2002 495 306 61.82 270,994 49,686 18.33 4.91

2003 507 335 66.07 268,675 62,824 23.38 4.64

2004 521 373 71.59 425,507 87,177 20.49 4.70

2005 525 384 73.14 428,609 88,532 20.66 2.60

2006 540 402 74.44 426,083 102,934 24.16 2.57

2007 545 398 73.03 469,924 106,123 22.58 2.08

2008 638 413 64.73 451,412 88,800 19.67 2.80

2009 643 443 68.90 584,592 108,254 18.52 2.30

2010 657 478 72.75 828,360 134,576 16.25 2.16

2011 668 467 69.91 661,413 132,397 20.02 2.34

2012 691 448 64.83 667,773 114,495 17.15 2.10

2013 691 440 63.67 551,019 116,232 21.09 1.82

<표 4>132)

3. 문제점

채권자보호를 위한 자본제도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의 실정이고 기업의 과도한 법정준비금의 적립은 재무관리의 유

연성에 문제를 가져오며 한국은 배당성향이 매우 낮음에도 상법상 배당규

정은 너무 엄격하므로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배당규정을 개선할

방법에 대하여 모색하여 보기로 한다.

132) 강경진,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계산에 관한 소고”,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62호 (2013), 224～

225면, 2014. 4. 25.자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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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입법례

1. 미국

가. 이익배당의 요건

모든 주의 제정법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변제에 충분한 자금

을 사내유보 하지 않고서는 회사에 이익이 발생하였어도 이를 주주에게 배

당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규제방식은 제정법에 따라 다르다.

기본적으로 법정자본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주의 배당재원의 규제는 지급불

능기준(insolvency)에다가 대차대조표기준(B/S, Balance Sheet)을 혼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1) 지급불능기준

지급불능기준에는 ① 회사가 이익배당 후 총자산이 총부채를 초과하여도

현금이 부족하면 변제기에 이른 채무를 변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지급불능

으로 보는 ‘형평법상 기준(equitable test)’과 ② 회사가 이익배당 후 대차대

조표상의 총자산의 시장가치(market value)가 총부채보다 작으면 지급불능

으로 보는 ‘파산법상의 기준(bankruptcy test)’ 또는 ‘대차대조표 기준

(balance sheet test)’이 있다. 형평법상 기준에 의하면, 회사가 이익배당(분

배) 후 변제기에 이른 채무를 변제할 수 있어야 하므로, 회사의 총자산이

총부채를 초과하여도 현금흐름(cash flow)이 없으면 지급불능이 되고, 즉시

현금화가 어려운 부동산 등을 소유하여 형평법상 기준에 의하여 지급불능

인 회사도 파산법상 기준에 의하면 지급불능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모

범회사법은 형평법상 기준과 파산법상 기준을 모두 구비하도록 요구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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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A 6.40조 (c)), 두 기준에 의한 지급불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

도 이익배당이 금지된다.

2) 순자산기준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범위 내에서 분배를 허용하는 기준이

다. 회사에 유보하여야 할 액수를 정함에 있어 자본금이 얼마인가는 의미가

없으므로 자본개념과 무관한 기준이다.

3) 잉여금 기준

델라웨어 주 회사법(DGCL), 뉴욕 주 회사법(NYBCL)을 포함한 많은 주

의 제정법은 이익배당 요건으로 이익잉여금 기준 보다 완화하여 법정자본

금으로부터의 이익배당은 허용하지 않지만 순자산이 법정자본금을 초과하

는 범위에서는 모든 잉여금에 의한 이익배당을 허용하는데, 이를 잉여금 기

준이라 한다. 여기서 자본잉여금은 주주가 주식을 인수하여 납입한 금액과

표시자본금의 차액인 납입잉여금, 회사가 자산을 재평가한 결과 발생한 재

평가 잉여금, 그리고 회사의 법정자본금을 줄임으로써 발생하는 감자잉여금

등을 포함하여 이익잉여금 기준에 따른 경우보다 더 많은 배당이 가능하게

된다.

4) 이익잉여금 기준

이익잉여금(earned surplus)이란 회사의 사업활동으로 인한 이익 중 아직

주주에게 분배하지 않은 금액으로, 순자산에서 자본금, 자본잉여금을 제외

한 것이다. 그러나 종래 일부 제정법은 이익잉여금에 의한 배당만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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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기본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는 경우 이익잉여금

이 아닌 재원에서 배당을 인정하기도 하여(준 갱생 ; quasi-reorganization),

자본결손을 초래하지 않는 한 배당을 허용하는 제정법과 실제로 큰 차이가

없었다. 텍사스 주 회사법(Texas Business Corporation Act ; TBCA)은 이

익배당 후에 회사가 지급불능이 되거나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이익배당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잉여금을 기준으로 배당가능

이익을 산정하고 있다.

5) 재무비율기준

자본개념을 폐지한 입법례에서 채택하는 기준으로 순자산에서 일정한 재

무비율에 따라 가변적인 액수를 공제한 나머지를 배당할 수 있다.

나. 구체적인 입법례

1) DGCL(델라웨어 주 회사법 :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자본개념을 유지하고, 잉여금(surplus)으로부터 이익배당을 허용하는데

{Del. Gen. Cor. Law §170(a)(1)}, 잉여금은 회사의 순자산(net assets)에서

발행주식액면총액(aggregate par value of shares), 즉 법정자본액(stated

capital)을 공제한 금액이다(동법 §154). 잉여금이 없는 경우에도 이익배당

을 하는 회계연도 및 그 직전 회계연도의 순이익으로부터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동법 §170(a)(2)}. 적자가 누적되어 배당을 할 수 없는데도 당기이

익배당을 허용하고 있고(nimble dividend), 회사가 지급불능으로 되지 않으

면 이익잉여금이 없을 때에도 회사의 부채상환능력이 충분하다면, 이사회

결의로 자본을 환급하여 자기주식취득이나 상환 등을 할 수 있다(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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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2) NYBCL(뉴욕 주 회사법 : New York Business Corporation Law)

지급불능 기준 외에 잉여금 기준을 동시에 충족할 것을 요구한다. 즉, 이

익배당 후 적어도 순자산이 법정자본금과 같도록 잉여금으로부터만(out of

surplus only)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차대조표상 잉

여금(balance sheet surplus), 즉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배당이 가능

하다.

3) CCC(신캘리포니아 주 회사법전, California Corporation Code, 1975

년 개정, 1977년 시행)

자본개념을 폐지한 최초의 입법례이다. 자산 유출의 성격인 이익배당, 자

기주식의 취득과 주식의 상환 등을 모두 분배(distribution)라는 개념의 단

일한 기준으로 규제하고, 지급불능기준과 유보이익(retained earnings)으로

만 배당이 가능하며, 그 외에 일정한 재무상태 요소를 충족한 경우에만 배

당이 가능하다.

가) 재무비율

액면주식과 법정자본금제도를 폐지하여 이익배당과 자기주식취득을 구별

하지 않고 분배(distribution)라는 개념을 도입하였고, 재무비율(financial

ratio)에 따라 분배 허용 여부를 규정하고 있다. 지급불능기준을 전제로 당

기순손실 여부를 불문하고, 유보이익(retained earnings, CCC는 법정자본금

개념의 폐지로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이라는 개념이 없으므로, 유보이

익을 분배의 기준으로 규정한다)에 의한 분배와 분배 후를 기준으로, 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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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총자산이 총부채의 125% 이상이고(자기자본비율 20% 이상), ② 유동

비율(current ratio)이 100% 이상이면 분배를 허용한다. CCC는 DGCL 보다

폭넓게 이익배당(분배)을 허용하고, 자산을 평가할 때 영업권(goodwill)과

이연자산(deferred charges, deferred assets)인 연구개발비는 포함하지 않는

다. 재무비율기준은 가장 제한적인 기준으로 자기자본비율이나 기타 재무제

표에 의한 재무기준을 충족하여야 배당이 가능하다.

나) 연결재무제표

CCC §114는 1977년 법정자본금과 금고주의 개념을 폐지하고, 일반적으

로 인정된 회계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 GAAP)에

의하여 작성된 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에 의하여

자산과 부채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는 배당가능이익의 최

고한도액을 연결재무제표에 의하여 정한다는 것이고, 배당 가능한 재원은

개별회사에 의하여야 한다.

4) 개정 모범회사법133)

1984년 개정된 모범회사법은 CCC와 같이 이익배당과 자기주식취득을 구

별하지 않고 분배(distribution)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액면주식제도, 법정자

본금, 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순자산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삭제

하였다. 동법에 의하면 분배란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주주에 대하여 또는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금전 기타 재산(회사의 자기주식 제외)의 직접․간접

의 이전 또는 채무부담을 의미한다. 분배는 이익배당금의 선언이나 지급,

주식의 매수, 상환 또는 기타 주식 취득, 채무의 분배 또는 기타 방법으로

133) 미국변호사협회의 산물로서 주 회사법의 입법과 주 법원의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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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해질 수 있다(RMBCA 1.40조 (6)). 모범회사법에서는 (1) 영업의 일상과

정에 있어 지불기가 도래할 때 회사가 그 부채를 지불할 수 없게 될 경우,

(2) 회사의 총자산이 그 총부채 및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가 분

배 시에 해산하며 분배를 수령할 권리보다 우선하는 우선권을 가진 주주의

해산으로 인한 우선권을 만족시키기 위한 경우에는 필요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는 분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RMBCA 6.40조(c)). 다만

이사회는 분배가 제c항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정황

상 합리적인 회계 및 원칙에 기초하여 작성된 재무제표 또는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공정한 평가 내지 기타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RMBCA 6.40

조 (d)).

2. 영국

영국회사법(Companies Act 2006 : CA 2006) 제830조 내지 제831조에서

는 이익배당을 위한 일반 원칙으로 배당가능이익(실현된 이익, realized

profit test)이 존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공개회사에 대하여는

순자산을 기준으로 이익배당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가. 폐쇄회사의 경우

영국회사법은 모든 회사는 목적에 적합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익배

당을 할 수 있고, 배당가능이익은 배당이나 자본전입에 사용되지 않은 누적

실현이익에서 자본감소나 상각되지 않은 누적실현손실을 차감하여 산정한

다고 규정한다(회사법 제380조). 영국에서는 미실현이익이 배당가능이익에

서 원천적으로 공제되고, 순자산보다는 수익이라는 측면에서 배당규제를 하

고 있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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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개회사의 경우

공개회사가 이익을 배당하기 위해서는 ① 순자산이 최고 후 발행이 완료

된 주식자본과 배당할 수 없는 준비금의 합계액 이상이어야 하고, ② 이익

을 배당한 후 남은 자산이 최고 후 발행이 완료된 주식자본(called-up

share capital)과 배당할 수 없는 준비금(undistributable reserves)의 합계액

이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최고된 자본금이란 최고는 없었지만 주식

대금이 납입된 경우와 주식 발행 시 부가된 조건이나 개별 약정에 의해 장

래의 일정시점에 납입이 예정된 주식대금이 포함된다. 순자산이란 총자산에

서 총부채를 차감한 것을 의미하고, 회사의 배당할 수 없는 준비금은 주식

발행초과금(share premium account), 자본상환준비금(capital redemption

reserve), 자본 전입되지 않은 누적미실현이익이 적법한 자본감소 또는 자

본재편에 의해 전보되지 않은 누적 미실현손실을 초과하는 액수, 법령 또는

정관에 이익배당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기타 준비금 등을 의미한다(회사

법 제831조).

3. 독일

독일 주식법상(Aktiengesetz : Aktg) 배당가능이익은 대차대조표상의 이

익을 기준으로 하는데(Aktg 제58조), 대차대조표상의 이익이란 당해 연도

이익잉여금에서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 한국 배당제도와 가

장 유사하다.

4.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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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2005년(평성 17년) 6월 29일 제정된 회사법에서 주주에 대한

회사재산의 환급행위(이익배당, 중간배당, 자본 또는 준비금의 감소에 따른

환급, 자기주식의 유상취득 등)를 잉여금 분배로 정리하여 통일적인 재원규

제를 하고 있다(회사법 제461조, 제166조 제1항 단서, 제170조 제5항), 즉,

잉여금 개념과 분배가능액 개념을 별개의 개념으로 구성하여 기본적으로

잉여금을 전제로 분배가능액을 산출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주주에게 배당

및 기타 잉여금의 분배를 할 수 있게 되었다(회사법 제441조).

가. 잉여금에 기초한 규제

배당가능이익은 잉여금에 임시계산 서류에 대하여 주주총회 등의 승인

(제441조 4항 단서의 경우는 제441조 3항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의

이익금으로서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각 계정과목에 계상한 금액의 합계액

(계산규칙 제184조)과 그 기간 내에 자기주식을 처분한 경우 그 대금을 가

산하고, 자기주식의 장부가액, 최종사업연도의 말일 후에 자기주식을 처분

한 경우 그 대금, 그 기간의 손실액으로서 법무성령에서 정하는 각 계정과

목에 계상한 금액의 합계액(계산규칙 185조), 법무성령에서 정한 각 계정과

목에 계상한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회사법 제461조).

잉여금은 ① 자산의 액에 대하여 자기주식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가산하

고 부채의 액, 자본금 및 준비금의 합계액, 기타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각

계산과목에 계상한 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 ② 최종 사업연

도의 말일 후에 자기주식을 처분한 경우 당해 자기주식의 대가 액에서 당

해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을 공제하고서 얻은 금액, ③ 최종 사업연도의 말일

후에 자본금의 감소를 한 경우 당해 감소액(감소하는 자본금액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준비금으로 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준비금으로 할 액을 제외한

다), ④ 최종 사업연도의 말일 후에 준비금액의 감소를 한 경우에 당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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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감소하는 준비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으로 할 때에는 그 취

지 및 자본금으로 할 액을 제외한다) 등을 가산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⑤

최종 사업연도의 말일 후에 제17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주식을 소각

한 경우에 당해 자기주식의 장부가액, ⑥ 최종 사업연도의 말일 후에 잉여

금의 배당을 한 경우 ⒜ 제454조 제1항 제1호의 배당재산의 장부가액의 총

액(동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금전분배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배당

한 당해 배당재산의 장부가액을 제외한다), ⒝ 제45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규정하는 금전분배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교부한 금전 액의 합계액, ⒞

제456조에 규정하는 기준 미만 주식의 주주에게 지불한 금액의 합계액 등

을 가산한 금액, ⑦ 기타 법무성령에서 정하는 각 계산과목에 계상한 금액

의 합계액 등을 가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134).

나. 순자산액 규제

일본의 주식회사는 당해 주식회사를 제외한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자본금에 상관없이 순자산액이 삼백만 엔 미만인

경우에는 이익배당이 불가하다(회사법 제458조).

5. 중국

이익이란 회사의 일정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의미하는데, 수입에서 비용

을 차감한 손익과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득과 손실이 포함된다.

당기에 실현한 이익에 미처분이익잉여금(또는 이전연도결손보전)과 기타전

입135)을 가산한 잔액을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

134) 丸山秀平, やさしい會社法 (第10版), 155, 156면.

135) 이익배당 계정 하의 당해 연도 차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잉여금으로 결손 보전한 것 또는 이전

연도 손익조정 등의 항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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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당해 연도의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이윤을 배당할 때 이윤의

10%를 인출하여 회사의 법정적립금에 산입해야 한다. 회사의 법정적립금이

누계로 회사 등록 자본금의 50%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는 인출하지 않을

수 있다. 회사의 법정적립금으로 전 연도의 결손을 보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금을 인출하기 전에 먼저 당해 연도의 이윤으

로 결손을 보완하여야 한다. 회사는 납세 후의 이윤에서 법정적립금을 인출

한 후 주주회의 또는 주주총회 의결에 의하여 납세 후의 이윤에서 임의 적

립금을 인출할 수 있다. 회사가 결손을 보완하고 법정적립금을 인출한 후

납세 후의 이윤은 유한책임회사는 본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하고

주식회사는 주주가 소지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당하되 정관에 소

지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회사

가 소지하고 있는 본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이윤을 배당하지 못한다(상

법 제167조)136).

6. 유럽연합(EU)

유럽연합은 순자산에서 법정자본액과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분배할

수 없는 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분배가능이익으로 삼고 있고(제2지침137)

제15조 제4항), 순자산에서 법정자본액과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분배할

수 없는 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배당할 수 있도록 한다(동조 1항).

7. 캐나다(Canada Business Corporation Act ; CBCA)

136) 중국은 이익배당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이익배당재원의 계산방식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137) 유럽회사법이란 학문적인 연구대상으로서 유럽공동체의 회사법의 조정과 통일작업을 통하여 생

성되는 새로운 분야의 회사법을 말한다. 이에는 EU 설립조약, EU와 제3국(또는 타 국제기구) 간의

국제협정, 규칙(Regulation), 지침(Directive), 공동체법 일반원칙(판례를 통하여 확립)이 있다. 지침

이란 규칙과 달리 회원국에 대하여 바로 직접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이 지침을

국제법화 하는 조치를 취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박덕영, EU법 강의 (제2판, 2012), 425, 4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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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회사가 현재 또는 배당을 지급한 후에 지급기일이 된 부채에

대한 변제를 할 수 없거나 회사 자산의 실현가능한 가액(realizable value)

이 부채와 모든 종류 주식의 표시자본의 합계액 미만이라고 믿을 만한 합

리적인 근거(reasonable ground for believing)가 있는 경우 배당을 선언하

거나 지급할 수 없다(CBCA 제42조).

8. 뉴질랜드(Companies Act 1993)

분배 직후 지급기일이 된 부채에 대하여 영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변제를

할 수 있고 회사자산의 가치가 우발채무를 포함한 회사부채의 가치를 초과

한다고 이사회가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분배가

가능하다(회사법 제52조, 제4조 제1항).

Ⅲ. 개선방안

한국은 순자산액에서 법에서 규정하는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를 배당가능

이익으로 산정하는 재산계산주의138)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가 소

규모라서 변제 불능, 재산은닉 등의 폐해가 염려되고 회사 채권자가 주로

소액·단기의 채권을 가질 때에는 재산계산주의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주식회사의 규모가 거대해진 상태에서는 무수한 재산을 일정 시기에 평가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자본의 조달에서 일반 투자자의 이익보호가 강조

되므로, 재산계산주의를 택하기 어렵다. 투자자의 관심은 회사재산의 담보

138) 이익계산방식에서 ‘재산계산주의’란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을 기초로 그 증가분을 배당가능 한도

액으로 하는 방식으로 자본유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채권자보호에 중점을 두는 반면, ‘손익계산주의’

란 비용, 수익의 대응계산에 따라 산정된 손익계산서상의 기간이익을 배당가능이익으로 파악하는

방법으로 전기이월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손익계산서상 당기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배당이 가능하

다. 왕순모, “기업회계법상의 이익배당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경성법학 8호 (1999), 1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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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보다는 기업의 손익거래의 성과를 나타내는 수익성이고, 장기채권자 역

시 회사 재산의 담보가치 못지않게 수익력의 유지·향상을 채권의 안정성의

기준으로 삼는다139). 또한 배당가능이익이란 용어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배당의 재원은 이익이고 한국은 상법의 개정을 통하여 포괄규정을 도입함

으로써 구체적인 회계처리기준에 대하여는 손익계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준비금제도의 존재 자체에 의문이 있고 한국 기업

들의 배당성향이 매우 낮음에도 배당을 하지 않거나 무배당에 가깝게 배당

하는 경우는 아무런 제재 수단이 없는 현 시점에서 상법에서 배당가능이익

을 엄격히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입법

례 중에서는 EU 지침과 영국의 공개회사만이 순자산을 배당가능이익 산정

의 기준으로 삼고 있고 일본에서는 규제한도로만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따

라서 배당은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여기서 이익은 손익계산서에 따라

파악된 잉여금으로 하고, 채권자보호를 위하여 법정자본은 대차대조표 방식

(대차대조표에서 법정자본을 초과하는 순자산의 잉여금을 산출하는 방식)에

따르는 것으로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제3절. 미실현이익 및 미실현손실

Ⅰ. 현행 규정상의 문제점

1. 상법상 미실현이익 및 미실현손실

가. 규정

미실현이익이란 상법 제446조의 2의 회계 원칙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139) 이철송, 전게서 (각주 1), 9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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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상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다만 파생결합

증권, 파생상품은 각각의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다(동조

제2항).

나. 미실현이익

1) 정의

미실현이익이란 지배·종속회사 간의 채권과 채무, 수익과 비용, 이득과

손실 등의 내부거래 시 발생주의 회계 채택으로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

을 의미한다140). 미국 재무회계개념보고서에 의하면 실현이란 비현금자산이

나 권리를 금전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고, 회계에서는 현금이나 외상으로

자산을 판매하는 것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실현과 대조적인 표현이 미실현

이며, 실현은 자산이 판매된 것을, 미실현은 아직 판매되지 않은 것을 의미

한다.

2) 중요성 및 공제이유

미실현이익은 배당가능이익 계산이라는 회사계산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익배당 한도에 영향을 미쳐 위법배당과 관련한 이사의 책임, 회사

채권자의 위법배당에 대한 반환청구권과도 연결되어 법적인 문제를 가져오

는 등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미실현이익은 현실적으로 자산이 처분되어

실제 이익으로 실현되기 전에 미리 회계상 이익으로 계상될 수 있어 그 상

태에서 주주들에게 배당된다면 추후 실제 자산이 처분될 당시 시가의 하락

140) 회계·세무 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용어해설(www.naver.com), 2015. 4. 20. 방문



- 96 -

으로 인하여 실현이익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미실현이익을 공제하는 규정을

도입하게 되었다141).

3)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서 수익과 비용의 표시방법과 미실현이익

상법의 미실현이익에 부합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수익(이익) 항목

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익과 비용의 분류(표시)방법과 관련된 한국채택 국

제회계기준의 규정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은 수익과 비용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되 일부 국제회계기준서는 특정항목을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는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두 가지 상황으로서 오류의 수정과

회계정책의 변경 효과를 규정하고 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다른 국

제회계기준서에서는 개념체계의 수익 또는 비용에 대한 정의를 충족하는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를 당기손익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거나 허용한

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89)142).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은 위와

같이 수익과 비용의 표시방법을 ‘당기순손익으로 처리하는 방법143)’과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방법144)’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상법은 이러한 구분

141) 박준하, “기업의 위험회피거래에 따른 배당가능제도의 법적 문제 - 미실현이익의 범위를 중심으

로-”, 한양법학 제25권 제1집 (2014), 39면.

142)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여 당기손익을 인식하지 않은 수익과 비용항목(기

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7), 재평가잉여금의 변동,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손익,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재측정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위험회피수단

의 평가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을 의미한다.

143) 이익잉여금 형태로 순자산에 반영되는 것으로는 외화환산이익, 지분법이익, 파생상품평가이익, 단

기매매증권평가이익이 있다. 당기순손익으로 반영된 미실현이익은 이익잉여금 마감절차를 통해 순

자산에 반영되므로, 관련 자산의 최초 인식시점 이후 후속 평가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실현이익의

증감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그러한 관리 없이 특정 시점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이익잉

여금 중 미실현이익 누계 액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상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서 당기

순손익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에 반영된 미실현이익 누계액 관리는 상법 시행일이 속하는 다음 사업

연도부터 신규로 발생하는 미실현이익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44) 유형자산재평가이익,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보험수리적이익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항목은 당

기순손익에 반영되지 않고 대차대조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직접 계상되어, 관련 자산이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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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법상 미실현이익의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 이를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미실현이익 범위에 관한 견해 대립

앞서 본 바와 같이 미실현이익에는 이익잉여금에 포함되는 것과 기타포

괄손익누계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고, 후자를 미실현이익으로

보아 배당가능이익 산정시 공제하여야 함에는 견해 대립이 없으나, 전자의

경우 미실현이익으로 보아 공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견

해 대립이 있다.

①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타포괄손익에 반영된 미실현이익과 당기

손익에 반영된 미실현이익을 구별할 필요가 없고,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법

정준비금은 감소절차를 거쳐 배당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준

완화에 대하여 미실현이익의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함을 이

유로 배당가능이익 산정시 공제하자는 견해145), ② 이익잉여금에 반영되는

미실현이익은 단기간에 실현될 이익으로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실현이익과

구분할 실익이 없으므로, 실현주의를 확대하여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이유로 배당가능이익 산정시 공제하지 말자는 견해146), ③ 이익잉여

금에 포함된 미실현이익은 기본적으로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그 중 지분법평가이익의 경우는 지배회사의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경우

실현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이익이라면 배당재원에 포함시키자는 견해가 있

다147).

살피건대, 상법은 기타포괄손익과 당기손익을 구분하고 있지 않을 뿐만

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언제나 동 시점의 현재 관련 항목 누계액으로 표시되어 관리

를 위한 별도의 절차가 불필요하다.

145) 심영, “한국 회사회계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상사법연구 제28권 제3호 (2009), 56면.

146) 최영성, 홍복기, 박정우,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산정에 관한 연구”, 상장협연구 (2002), 67면.

147) 김춘, “주식회사 배당가능이익 산정방법에 관한 소고-상법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상

장 (2010), 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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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당기손익에 반영된 미실현이익을 배당가능이익 산정시 공제하지 않

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채권자 보호라는 배당제도의 취지, 회

계처리의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당기손익에 반영된 미실현이익의 경우도 배

당가능이익 산정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 미실현손실

1) 원칙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미실현이익은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한다(상법 제46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다만 이는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없다는 의미로, 동일 종목 내에서 기간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증감내역

을 반영하여 기말시점의 최종 미실현이익을 기준으로 함이 합리적이다148).

2) 예외

2014. 2. 24. 개정 이전의 상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배당가능이익 산정시

공제될 미실현이익에서 미실현손실을 상계하지 못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었

고, 이러한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때 대부분의 평가이익이 배당재

148)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의하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

과 부채,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하고(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32), 투자자산 및 영업

용자산을 포함한 비유동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금에서 그 자산의 장부금액과 관련처분비용을 차

감하여 표시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인식한 충당

부채와 관련된 지출을 제3자와의 계약관계(예 : 공급자의 보증약정)에 따라 보전 받는 경우, 당해

지출과 보전 받는 금액은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외환손익 또는 단기매매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같이 유사한 거래의 집합에서 발생하는 차익과 차손은 순액으로 표시하지만 그러

한 차익과 차손이 중요한 경우에는 구분하여 표시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34, 35). 따

라서 상법의 상계금지 규정을 따르기 위해서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의해 작성한 재무제표의

표시방법에 관계없이 총액기준에 의하여 상계 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미실현이익만을 순자산

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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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제외되어 자본건전성 유지 차원에서는 바람직할 수 있지만 특정 업

종의 경우는 경제적 실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즉, 장래에

발생 가능한 환위험 등을 회피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미실현이익

과 미실현손실을 상쇄하는 거래를 빈번히 실시하고 있는 수출기업과 금융

기관 등의 경우 배당가능이익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

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보면,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한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상황에 대비하여 고객과 체결

한 계약과 반대 구조의 연계 계약을 제3자와 체결하는 것이 상례인데, 이러

한 경우 파생결합증권 거래와 연계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

실을 상계하여 위험을 회피하는 구조임에도 그 상계를 금지하고 미실현이

익만을 배당재원에서 제외하여 배당재원이 축소되는 문제가 있었고, 수출기

업,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외환거래의 경우 환율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

해 파생상품 거래를 광범위하게 수행하여 파생상품거래와 연계거래에서 발

생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하여 위험을 회피하는 구조임에도, 그

상계를 금지하고 미실현이익 전부를 배당재원에서 제외하여 배당재원이 축

소되는 문제가 있었다149).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법무부는 관련 분야의 학자들과 금융위원회

소속 정부위원 및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배당제도 개선

T/F'를 발족하고 2013. 12. 18.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2014. 2. 24.

상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을 개정한 후 공포·시행하였는데, 개정안 시행 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하는 경우 위 규정을 바로 적

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르면, 투기거래를 제외한 파생결합증권 및 파

생상품150)의 거래의 경우 발생한 미실현이익과 위험회피를 위하여 이와 연

149) 한국상장협의회, “배당가능이익 계산제도의 개선과 기업의 대응”, 상장협 ISSUE PAPER 23권

(2014), 3면.

150)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상 파생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면서, ① 가

치가 특정이자율, 주식가격, 상품가격, 환율, 물가지수, 신용지수 등의 기초변수 혹은 유사한 기초변

수에 의해 변하고, ② 최초 계약 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의 변동에 유사한 영

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며, ③ 미래에 결제가



- 100 -

계된 거래151)에서 발생한 미실현손실은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예외적으로

상계가 가능하다.

3) 종류

가) 시가(공정가액) 평가에 따른 미실현손실

○ 당기순손익에 반영되는 미실현손실 :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외화환산

손실, 유형자산재평가손실, 파생상품평가손실, 지분법손실

○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반영되는 미실현손실 : 부의 지분법 기타포괄손

익,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부의 해외사업환산손익, 공정가액위험회피 평가

손익

나) 저가법 평가 및 자산의 손상에 따른 미실현손실(당기순손익에만 반

영)

○ 재고자산평가손실, 재고자산감액손실, 대손충당금전입액, 투자자산감액

손실, 유형 및 무형자산 감액손실

2. 문제점

가. 범위의 불명확성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모두 가지는 금융상품 또는 계약을 의미한다. 최재영,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이해-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중심으로-“, BFL 제44호 (2010), 58～59면.

151) 연계된 거래의 의미에 관하여 법규정상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위험회피대상과 위험회피수단 간

의 연계범위를 1:1로 매칭 되는 항목 간의 거래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기업의 위험회피 수요에

대응하여 집합적으로 반대포지션(포지션이란 금리, 환율 등 위험에 노출된 다량의 거래집합을 의미

하고, 이러한 포지션을 대상으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파생상품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포지

션관리 거래’라 한다)을 제공하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거래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국상장협의회, 전게자료 (각주 14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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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상 배당가능이익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무엇을 배당

가능이익으로 할 것인지는 결국 상법에 의하여 정해진다. 또한 기업회계기

준에는 미실현이익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고 당기이익 속에 미실현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업이 작

성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미실현이익을 찾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계

정과목 중 무엇을 자산이나 부채의 평가과정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인지를

판단하기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나. 미실현손실과 관련한 문제점

1) 상계금지에 관하여

미실현손실의 경우 미실현이익과 반대 거래임에도 미실현이익만을 배당가

능이익 산정시 공제하고 미실현손실을 가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

가 된다.

2) 상계예외 규정에 관하여

은행업의 경우 미실현이익인 외화환산이익은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과 같

은 구조임에도 상계금지와 관련한 특례 도입을 하지 않은 것이 타당하지

문제가 된다.

Ⅱ.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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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가. 배당 금지를 명문화한 경우

캘리포니아 주 회사법에서는 자산의 미실현평가이익으로부터 배당하는

것을 금지하고(Cal. Cor. Code. 제502조), 회사의 자산액은 장부가액을 기초

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미실현평가이익의 배당을 금지하고 있다.

나. 배당을 명문으로 허용하는 경우

N. C. Gen. Stat 회사법은 적절한 근거에 의하여 성실하게 한 자산의 재

평가로부터 발생한 자본잉여금은 배당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N. C.

Gen. Stat 회사법 §55-49(e)).

다. 기타

나머지 주들은 대부분 법원의 판결에 따르고 있다. 뉴욕법원은 Randall

판결152)에서 미실현평가이익으로부터의 배당을 허용한 바 있으나 원가주의

자들의 비판이 있었고, 이에 따라 명문으로 미실현이익의 배당을 금지하는

규정을 둔 바도 있으나153), 현재 위 규정은 삭제되었다. 델라웨어 주에서는

Moris 판결154)에서 미실현이익으로부터의 배당을 긍정한 바 있다.

152) Randall v. Bailey, 23 NYS2d 173 (NY Sup. Ct. 1940), aff'd mem., 262 App. Div. 844, 29

NYS2d 512 (1st Dep't 1941). 이 판결은 재평가잉여금에 의한 이익배당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이사가 이익배당 당시에 충분한 정보에 기한 합리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판단한

경우 자산을 재평가하여 배당할 수 있다고 하면서, 파산관재인이 장부가 150만 달러의 부동산을

870만 달러로 평가하여 이를 배당한 이사에 대하여 위법배당에 기초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

153) (9) "Net assets" means the amount by which the total assets exceed the total liabilities.

Stated capital and surplus are not liabilities.

154) Moris v. Standard Gas and Elec. Co., 31 Del. Ch. 20, 63 A. 2d 577(1949), 순자산액에 유가증권

평가이익의 포함을 인정하였다. 안수현, 전게자료 (각주 116), 2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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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가. 상법

구 상법(1999년 개정)은 시가의 총액이 취득가액의 총액을 초과한 때에는

순자산액으로부터 시가로 산정한 것에 의하여 증가된 순자산액을 공제하도

록 규정한다(구 상법 제290조 제1항 제6호, 동법 시행규칙 제124조 제3호,

제125조 제3항 제3호). 한편 기업회계기준은 매매목적의 유가증권의 경우

미실현손실을 당기의 손실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기업회계기준 3.2.1.).

나. 회사법

회사법은 잉여금에서 법무성령에서 정한 각 계정과목에 계상된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고(회사법 제461조), 회사계산규칙은 최종사업

연도의 말일에 대차대조표상의 기타 유가증권평가차액금의 항목에 계상된

금액을 분배가능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회사계산규칙 제

186조 제2항), 미실현이익을 공제하고 있다155).

3. 영국

영국은 실현이익기준을 채택하고 있어 미실현이익을 분배재원에서 제외

하되 미실현손실과의 상계는 허용하고 있다156). 고정자산의 재평가로 인한

155) 김건식 외 6인, 전게서 (각주 31) 259～261면. 다만 미실현이익 중 매매목적 유가증권의 평가이

익, 만기보유 목적 채권의 평가차익 등은 분배가능액에 포함될 수 있다.

156) 영국공인회계사협회에서 작성한 ‘GUIDANCE ON THE DETERMINATION OF REALIZED

PROFITS AND LOSSES IN THE CONTEXT OF DISTRIBUTIONS UNDER THE

COMPANIES ACT 2006’ 'Principles of realization 3.3’에서는 실현된 이익 뿐 아니라 시장에서 쉽

게 처분 또는 거래 등이 가능한 자산의 미실현이익도 실현이익으로 구분하고 있고, 공정가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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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현이익이 발생한 경우 원래 가액에 대한 감가상각액과 재평가된 가액

에 따른 상각 액의 차액은 실현이익으로 규정하고(회사법 제275조 제2항),

현물배당하는 경우는 실현이익으로 취급하며(회사법 제276조), 감가상각의

경우 실현손실로 개발비용이 자산으로 기재되는 경우 실현손실로 취급한다

(회사법 263조).

4. 호주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판례와 회계기준에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지지하고 있다157).

Ⅲ. 개선방안

1. 범위와 관련하여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배당하는 것은 채권자를 해할 수 있고 회사의 부

실을 가져와 결국에는 주주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으며, 배당이 자본 투자

에 대한 이익의 향유라는 점을 고려하면 발생하지도 않은 이익을 이익으로

간주하고 배당하는 것은 배당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미실현이

익을 배당가능이익 산정시 공제함은 타당해 보인다. 또한 기업회계는 회사

의 재산상태와 손익을 인식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고 회사의 회계는 더

나아가 그러한 이익이나 손실을 처리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것이며, 주주에

게 배당을 얼마 정도 할 것이냐는 후자의 영역으로서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미실현이익을 별도로 선별해야 하

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실현이익과 손실도 실현이익으로 인식하여 배당가능이익이 될 수 있다고 규

정한다.

157) 김건식 외 6인, 전게서 (각주 31), 3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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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보아서는 안 된다. 다만 현행 상법 규

정만으로 미실현이익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는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이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미실현이익을 배당하였을 때 초래

될 위험성, 위법배당의 경우 민사적, 형사적 책임 및 행정적인 불이익이 가

해질 수 있다는 점, 공정가치 평가가 국제적으로도 역사적 원가에 비하여

우수성을 인정받아 앞으로 그 사용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을 고려하면, 상법에서 미실현이익 및 손실, 그 상계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미실현손실과 관련하여

가. 상계금지에 관하여

배당가능이익에서 미실현손실을 가산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① 가산긍

정설은 기업들이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미실현손실을 가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배당가능이익의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기

업 가정 하에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계산의 실

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실현손익 기준으로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하

는 것이 채권자 보호정신에 부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미실현손실을 가산

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② 가산 부정설은 미실현손실을 자산의 보유에 따라

발생한 손실이라는 이유로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시키면 미실현손실만큼

사외유출이 발생하게 되고, 회사의 담보력 하락으로 이어져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며, 장래의 투자재원 부족으로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하게 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고, 회사채권자

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미실현손실을 가산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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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58).

살피건대, 채권자 보호가 한국 상법의 주된 목적인 점, 자본제도가 존재

하는 한 자본충실의 원칙은 여전히 중요한 점, 미실현이익을 공제하는 이유

가 배당 시점에서는 실현 여부가 불분명한 이익을 배당하였는데 향후 이익

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 회사 자산의 충실을 해하고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배당가능이익 산정시 모든

미실현손실을 가산하기보다는 상법처럼 원칙적으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

실의 상계를 금지하되, 필요한 경우 상계를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두어 해결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나. 상계의 예외 규정에 관하여(외화환산손익)

상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파생결합증권이나 파생상품 등 헤지거래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는 외환거래로 인한 외화환산이익과 외화환산손실159)

의 상계 여부에 관하여도 ‘배당제도 개선 T/F’에서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배당제도 개선 T/F’는 그 동안 은행의 외환거래는 실무적으로

외화환산이익과 외환차익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외환거래이익으로 인

식하여 왔고,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도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

여 은행의 외환관련 미실현이익을 모두 실현이익으로 처리하여 배당재원을

계산하여 온 실무 관행이 있으며, 상법은 회계원칙과 관행을 인정하고 있으

므로, 은행의 외환거래 관련 회계관행은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은행의 외환거래 관련하여서는 상계금지 예외 조항을 규정

하지 않았다160).

158) 박정우, “상법상 계산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세무회계연구 통권 제10호 (2002), 16면.

159) 외화환산손익이란 기말에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를 적절한 환율로 평가하였을 때 원화금액과

장부상에 기입되어 있는 원화금액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차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실현이익과 미

실현손실의 개념에 부합한다. 실현이익 및 손실인 외환차익, 차손과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160) 2013. 12. 17.자 법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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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회계기준은 외화환산이익을 영업외 수익으로(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실 2.48), 외환환산손실을 영업외 비용으로 보고 있고(일반기업회계기

준 제2장 실 2.49), 화폐성 항목의 결제시점에 발생하는 외환차손익 또는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

은 그 외환차이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 문단 23.10)161). 위 규정에다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의 회계관행성을 인정한다면, 외화환산손익은 미실

현손익이 아닌 당기손익으로 취급되어 조정 자체가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

기는 한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 자체의 회계관행성에 대한 견해대립이 있

고, 포괄규정은 해석상 불명확성이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이 회계관행으로

인정되지 않는 회사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지,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외화환산손익은 상계되지 않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외환환산손익의 경우에도 상계금지의 예외를 명문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161) 한편 파생상품의 경우 계약별 평가손실과 평가이익도 총액으로 표시하고 이를 상계하지 않는다

고 규정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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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본 논문은 상법의 회계 규정과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상법상 회계 관련한 규정 중 포괄규정 관련한 문제, 준비금 관련한

문제, 연결재무제표 관련한 문제, 상법, 외감법, 기업회계기준의 관계에 관

한 문제이다.

둘째,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법규성에 관한 문제, 공정가치 평가와 관

련한 문제이다.

셋째, 배당가능이익의 산정방식에 관한 문제, 상법과 기업회계기준이 미

실현이익을 달리 취급하는 문제, 상법상 미실현이익의 범위의 불명확성과

관련한 문제,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미실현손실을 가산하지 않은

문제, 미실현손실과 미실현이익의 상계를 허용하는 예외규정에 관한 문제이

다.

이에 대하여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상법이 포괄규정을 두면서 실질적으로 회계기준을 기업회계기준에 위임

한 것은 회계의 유동성, 급변성, 기업회계기준과 상법의 조화라는 목적에

비추어 올바른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법은 포괄규정의 내용을 정의

하고 있지 않지만 기업회계기준은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

의 집약체로서 당사자의 다른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기업회계기준을 따른

경우 회계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기업

회계기준의 법규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또한 준비금과 관련하여서는 국제

적으로 자본제도의 채권자 보호 기능에 회의가 제기되고 있고, 실제로 미국

의 일부 주들은 자본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기업

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준비금은 배당가능이익에서 공제되는데 한국에서

준비금은 과다하게 적립되고 있고 배당성향도 국제적으로 봤을 때 매우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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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준이다. 따라서 자본제도 자체의 폐지 여부를 고려해 볼 만하나 아직

한국 경제는 자본금의 완충 작용 없이 채권자 보호에 충분할 만큼 경제적

으로 성숙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므로, 자본제도 자체의 폐지는 아직 시기상

조인 듯하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준비금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보인다. 설령 준비금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이익준비금과 자본준

비금의 구분을 없애고 잉여금 혹은 적립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기업회

계기준과 용어를 통일하며, 그 적립한도 역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상법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감사

보고서의 기재사항에서 이를 누락하고 있고 연결재무제표 관련한 감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재무자료 접근권 등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며, 연결재무

제표 작성은 별도(개별)재무제표에 비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감사 및 그 확정절차에서 별도(개별)재무제표와 아무런 차

이를 두고 있지 않고 지배, 종속관계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상법상 보완이 필요하다. 상법, 외감법, 기업회계기

준의 관계에 있어서도 외감법은 외부감사를 위한 제도이고 그 대상도 일정

한 요건을 갖춘 주식회사로 한정됨에도 실질적으로 외감법의 수권을 받은

기업회계기준은 외감대상 이외의 회사에도 적용되고 있으므로, 기업회계기

준의 제정권을 외감법이 아닌 상법에 두는 것이 상법 및 기업회계기준 모

두의 규범력 확보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은 외감법이나 상법에 근거하는 것이

고, 회계기준의 민간기구로의 위임은 이미 국제적인 추세이며, 국제회계기

준위원회의 국제적 위상이 높고 국제회계기준의 우수성이 인정되고 있으므

로, 그 법규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

로 인하여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평가는 중요하고 앞으로 그 활용도가 더

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측됨에도 상법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문제이다. 물론 주요 선진국들은 공정가치 평가를 자율에 맡기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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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는 하지만 아직 한국이 그와 같은 수준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들 국가와 달리 공정가치 평가의 역사도 매우 짧다. 따라서 공정가치 평

가와 관련한 규정, 평가과정의 조서화 및 보존과 관련한 규정, 감독과 관련

한 규정 등을 제정하고 정부의 주도로 공정가치 평가업무를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배당제도는 순자산접근법에 의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입법례와 비교하였을 때나 회계기준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과도 배치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이익을 기준으로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그 범위와 관련하여서도 장기적으로 준비금제도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잉여

금 전부를 배당가능이익으로 하되 회사 재산의 과도한 유출을 방지하고 채

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의 지급불능기준이나 대차대조표 기준 등을

보완책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준비금제도를 존치하는 경우에는 준비

금의 구분을 없애고 적립한도를 축소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미실현이익

과 관련하여서는 기업회계기준은 미실현이익을 당기이익에서 별도로 구분

하고 있지 않지만 미실현이익이 실제로 실현될지 불분명한 이익이라는 점,

미실현이익을 배당하는 것은 채권자의 이익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주주의

이익 역시 해할 수 있다는 점,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에서 오는 번거로움은

미실현이익을 배당하는 경우 발생할 위험성에 비추어 감수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법에서 배당가능이익 산정시 미실현이익을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다. 다만 상법이 미실현이익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

고 있지 않은 것은 문제이므로 상법에서 직접 미실현이익을 판단할 수 있

는 근거를 제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함을 살펴보았다. 한편 배당가능

이익 계산시 미실현손실을 가산하지 않은 것은 배당제도의 취지를 고려하

면 부당하지 않고, 외화환산손익에 상계금지 예외 규정을 두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하였다.

기업회계는 상법을 중심으로 한 법률과 회계의 교차영역에 있으면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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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영향을 미쳐왔다. 오늘날 기업의 이해관계는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 활

동이 국제화되고 있으며, 회계의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법률을 위반

하여 활동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기업의 국제적 경쟁력 향상,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기업회계법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한국

은 과거 기업회계에 관한 법적 규제가 통일화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있었

고 기업회계법제의 일원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그에 따른 성과

도 있었다고 보인다. 하지만 상법상 회계규정이 전면 개정되고 국제회계기

준을 도입한 지 상당기간 지난 현재 여전히 회계규정에 문제가 있음을 살

펴보았다.

글을 마치면서 회계와 친하지 않은 법학자의 관점에서 회계 관련 법규에

관하여 고찰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한 본 논문이 적어도 법적인 관점에서

회계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일조하였기를 기대하며 본 논문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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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armonization Methods of Accounting rules in Commercial

law and Accounting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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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law is a general and basic law related to corporation

accounting in Korea. However, Korean GAAP established under

「External inspection of a corporation law」 (hereinafter referred to as

'oegambeop') should be applied in preference to Commercial law as a

special law in the areas subject to oegambeop. Therefore, if a company

is not subject to oegambeop, it should do the accounting procedures

based on Commercial law. However, accounting rules in Commercial law

did not reflect the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Moreover when banks

are evaluating the company's credibility or tax authorities calculate

taxes, they require companies to create financial statements in

accordance with Korean GAAP in the areas that should be applied

Commercial law. That is, Korean GAAP has been served as a basic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instead of Commercial law. Despite of the

practical necessity, the phenomenon that Korean GAAP is applied in the

area should be subject to Commercial law, is undesirable as it can

shake the Korean legal system. But as the modern society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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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ingly becoming globalized and internationalized,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that can be valid and accepted only in one country may not

be appreciated. Therefore, despite the important position of the

Commercial law in Korea, if Commercial law is not suitable for

international trend, or does not properly reflect the economic

environment, it is clear that those provisions should be improv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problems and solutions of Commercial

law through comparison to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n order to

enhance the transparency of accounting and companies, to maintain the

power of Commercial law as a standard of accounting rules and to be

internationally recognized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of the Commercial

law.

First I looked at accounting rules in Commercial law. Korea deleted

all the specific calculation rules in Commercial law to be in harmony

with Korean GAAP and to introduce counter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IFRS, and left only organization and procedural provisions and

preservation of property rules. Commercial law delegates Korean GAAP

to rights to make specific rules and to determine a range of application.

This change is very encouraging because it reflects the reality of

businesses, but I think there are still some problems in Commercial law

and the suggestion of solutions is urgently needed.

Next, with regard to the introduction of IFRS, these are the problems

that the instruction method, simply translating IFRS, is reasonable or

not and IFRS has the legal power or not. Also, assets and liabilities

should be calculated by the fair value, but in Korea there are no

guidelines or institutions related to evaluation of the fair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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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ly, one of the most important and specific details of the

accounting rules in Commercial law is about distributable profits,

transferring most of accounting rules to Korean GAAP. Companies

reserve profits rather than distribute them among investors for

reinvestment, but the scheme varies from country to country.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validity of the calculating method of distributable

profits in Korea through the comparison to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so on. In addition, assets and

liabilities should be calculated by the fair value, there are problems

related to unrealized gains. The concept of unrealized gains is not used

in Korean GAAP and Commercial law has no provisions about the way

of measuring unrealized gains, and only has a definition provision that

‘unrealized profits are increasing net assets on the balance sheet due to

evaluation of assets and liabilities in Act of 446 Section 2 in

Commercial law’. Also, the distributable profits should be calculated

without balancing unrealized gains and unrealized losses in principle, but

in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it is needed to offset unrealized gains

and unrealized losses, so the introduction of the exception provision is

worth consideration like financial derivatives and derivatives.

In this paper, after a general discussion about accounting rules in

Commercial law, Korean GAAP, I identified existing problems and

offered the solutions.

........................................................

Key words: Commercial law, accounting rules, dividend income,

unrealized profit, IFRS, Korean G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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