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 있어서 현 재무공시의 기원*

이 정 호**

이 에서는 그 동안 발표된 문헌을 통해서 현 적 의미의 보고제도로 생성발전하기 이전의 회계실무

를 개관하는 한편 1920년 의 미국에 만연되었던 회계상의 각종 비리와 문제점이 무엇이고 공황을 극

복하려는 노력이 회계개혁의 차원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반 되었는가를 역사적으로 검토해보았다. 19세

기까지의 기업경 은 철저한 비 주의에 가려져 기업활동에 한 외부공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에 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20세기에 진입하면서부터 미국에서는 공적주식회사

(publicly owned corporations)를 선두로 전통적인 기업비 주의로부터 탈피하여 신뢰할만한 기업의 재무

보고실무가 서서히 싹트기 시작하 다. 경 자 이외의 이해관계자 그룹의 점증하는 비판과 경 자의 사

회적 책임에 한 새로운 인식이 기업의 회계 및 보고문제에 한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한 것이다. 여기

에 회계보고실무를 한층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의 구체적인 발전을 가능케 한 것은 1930년 의 공황에

그 공을 돌릴 수 있다. 경제적 위기를 경제발전의 좋은 기회로 전환시킨 것이 오늘날의 재무보고실무이

다.

우리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야만했던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기업과 관련된 근

본적인 문제점들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이들 문제점들을 치유하지 않으면 또 다른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기업의 경제활동 내용을 숨김없이 보고하여 기업의 활동내용

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계정보에 한 신뢰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

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한국의 회계개혁작업에 시사하는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I. 서 언

회계가 하나의 사회적 제도로 등장한 것은 1673년 프랑스의 상업조례( ,

Ordonnance de Commerce)를 그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 적 의미의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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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제도(financial reporting system)는 20세기에 들어와 새로운 경제사회를 배경으로

꽃피운 사회시스템의 하나이다.

20세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기업의 경 자들은 회계자료를 공표할 것인가의

여부는 전적으로 경 자의 판단에 속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기업은 일반 중

에게 회사의 정보를 제공할 아무런 의무가 없으며 투자자들은 기업에 자료를 요구할

아무런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경 자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투자자들은 오로

지 자기의 판단과 책임하에 증권을 구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매수자위험부담(caveat

emptor or let the buyer beware)의 사고가 전 산업에 흐르는 지배적인 사상이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업의 경 자들은 자기가 의도한 바에 따라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할 수 있었으며 기업의 비 을 유지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Hawkins, 1971: 18].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미국의 제조기업들은 19세기까지 굳건히 유지되어오던 기업

의 비 주의( )의 전통으로부터 서서히 해방되어 회계는 보다 신뢰할만한 재

무공시실무(financial disclosure practices)로 공공적인 방향으로 이행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정치∙경제∙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점진적으로 나타나 재무적 공

시문제를 가속화시켜 나아갔다. 기업의 경제활동내용을 일반 중에게 있는 그 로

보고하여야한다는 사고는 20세기 초반부터 미국에서 발달하기 시작하여 1930년 의

경제공황을 경험한 뒤 전세계로 전파되어 나아갔다. 오늘날 보는 미국기업의 공개제

도는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고 민간기관, 학자, 그리고 연방정부의 끈질긴 노

력의 결과 나타난 산물이다. 

1900년까지 미국의 공공적인 제조기업이 주주들에게 공시하는 재무정보(financial

information)는 그 질적인 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양적인 측면에서도 빈약하기 짝이

없었다. 1900년 이후에 와서야 경 자에 의한 재무제표 공시의 수준과 빈도가 점차로

증 하게 되었으며 그의 신뢰성이 점차 개선되기 시작하 다. 이와 같이 재무보고의

질과 양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은 략 다음과 같은 4가지 원인에 기인한바

가 크다. (1) 일부 경 자들이 그들의 공공적 책임을 점차 인식하기 시작하 다는

점, (2) 기업의 경 자계층 이외의 많은 향력 있는 인사들과 개인들로부터 회계 및

보고 실무에 한 비판이 증 하 다는 점, (3) 1933년의 증권법 및 1934년의 증권

거래법과 같은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규제가 가해졌다는 점, (4) 보편적 회계 및 보고

114 經 � , 35 卷 1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회계직업인의 의식의 전환과 이에 한 산업계의 동조가 있

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Hawkins, 1971: 16].

이 같은 변화에 한 요구는 소액투자자의 증가, 형기업의 출현, 적절치 못한 상

업실천을 개혁해야한다는 일반 중의 요구 등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여러 요인이 결

부되어 정부로 하여금 부적절한 회계실무를 개혁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나

아갔다. 그러면 미국에서 오늘날 보는바와 같은 공시제도가 나타나기까지의 과정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II. 1900년 이전의 회사공시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는 19세기의 지배적인 정치철학이었다. 이러한 환경을

배경으로 기업인들은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고, 사기업가들의 주도하에 각종의 많은

기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경 자들은 조직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과 자신들이

활동하고 있는 비규제적 제약 하에서, 가장 효용성이 높은 일련의 회계원칙과 실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Edwards, 1989: 109].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미국의 제조기업이 공표하는 재무적 자료는 전적으로 경

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다. 어떤 회계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도 전적으로 경

자에게 위임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든 기업 스스로가 원하는 정보만을 제

출하고 또 보고내용을 수정하고 있었다. 기업에 따라서는 불규칙적으로 또는 기업의

회계기간이 종료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도 있었

으며 주주에 하여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은 기업도 많았다. 예를 들면 1897년부터

1905년 사이에 미국의 Westing Electric and Manufacturing Co.는 주주를 위한 연차 재

무보고서(annual financial report)를 공표하지 아니하 을 뿐만 아니라 한번의 연차총

회도 개최하지 않았다[Edwards, 1989: 17; Hawkins, 1963: 135]. 이와 같이 제조기업

의 공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무관심하 으나 보험

회사, 은행, 철도회사 등 공익기업은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는 회계실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당시에는 공표재무제표(公 )에 오늘날 보는 바와 같은 독립감사인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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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명서를 첨부하는 관습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보고되는 얼마 안 되는

정보까지도 경 자의 의사에 따라 분식( )되는 것이 다반사 다. 회사에 따라서

는 비 주의( )로 악평이 나 있는 기업도 많았다. 이와 같은 경향은 개인소유

의 소규모기업에서 현저하게 나타났지만 규모의 독점기업도 회계분식을 하고 기업

의 비 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마찬가지 다. 외부로부터 많은 자본을 조달한

회사와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 있는 기업은 종종 상세한 회계보고서를 공표하는 경

우도 있었으나 재무공시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경 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

다.

이와 같이 기업이 재무공시를 게을리 하고 또 비 주의가 일반화되었던 것은 20세

기 이전에 미국기업의 형태가 어떠했느냐 하는 점을 잘 말해 주고 있다. 미국의 산업

발달초기의 기업은 부분 소규모이고 개인소유인데다 지방의 시장에서만 활동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는 부분의 기업형태가 개인기업, 조합기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

기 때문에 개인기업의 소유주, 조합기업의 조합원, 가족회사의 소유주 등에게 기업의

재무정보를 공시하라는 요구가 없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회계공시와 관련된 관습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 다. 후에는 기업의 재무정보

를 공시한다는 것은 본의와는 달리 사업상의 경쟁자를 이롭게 한다는 우려가 있어 비

록 소유가 분산되어있는 기업에서까지도 매출액과 이익을 은폐하려는 경향이 나타나

기 시작하 다. 미국에서 규모의 제조기업이 형성되기 시작한 1880년 까지는 주

식의 공모를 통하여 자본을 조달한 기업은 그리 많지 않았다[Littleton & Zimmerman,

1962: 109-112]. 기업의 자금조달은 단기적인 은행차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

통이었기 때문에 기업이 일반 중과 접촉할 필요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유가증권의

처분을 회사와 투자자간의 사적인 문제로 간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 다. 

회사정관에서도 경 자의 보고의무에 관해서 아무런 명시규정이 없는 것이 보통이

었다. 1900년까지 미국 전체 주( )의 약 과반수의 회사법에서 주주에 한 어떤 유

형의 보고를 규정하고는 있었으나 그 내용을 명기하거나 또는 보고서를 회사의 연차

주주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주주에게 우송할 것을 의무화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당

시에 이같은 점을 개탄한 나머지 미국 공인회계사들은 여러 차례 연방공시법(federal

disclosure legislation)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 으나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Carey,

1969-1970: 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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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1920년 의 미국회계의 문제점

제1차 세계 전후 미국은 1920년 초기의 단기에 걸친 불황을 제외하고는 1929

년 증권시장이 붕괴될 때까지 번 의 상승가도를 달려왔다. 경제가 번창하는 상황에

서 자금에 한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전례 없는 규모의 신주발행이 성행하고 있었

다. 당시의 업계는 자유방임적인 경제활동을 향유하는 한편 회계문제에 해서 직접

적으로 규제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증권시장

에 한 아무런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작용도 극심하 다. S.E. Morison

은 이 시기를‘1720년의 남해포말회사사건(the South Sea Bubble) 이후 투기와 지나친

낙관주의가 가장 만연되었던 아수라장의 시기’[Carey, 1984: 24]라고 설명하고 있다.

Littleton 및 Zimmerman은 이같이 규제를 좋아하지 않는 재무회계의 관행에 따라

1920년 의 자유로운 또는 방만한 회계가 촉진되었다고 인식하고 당시의 상황을 다

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기업은 자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보고할 재무적 정보를 작성하고,

자산을 평가하며, 또 다른 회사를 합병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자유회계는 1920년

와 1930년 에 보급된 상황이 기업에 미친 향과 더불어 미국회계의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 시 의 어떤 행동에 한 환경을 형성하 다[Littleton & Zimmerman,

1962: 94]”

이와 같이 Littleton과 Zimmerman은 1920년 의 회계를‘자유회계의 시 ’

(freedom accounting era)라고 명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자유회계란 말이 상징하고 있

듯이 20년 의 회계는 아무런 규제나 제약을 받지 않고 경 자나 회계담당자가 원하

는 바에 따라 회계실무를 수행하는 무법의 시 (unregulated era) 다[Littleton &

Zimmerman, 1962: 130]. 기업은 주식배당(stock dividend), 주식분할(stock split), 차

환(refinancing), 준 갱생(quasi-reorganization) 등을 하는가 하면 고정자산에 한 재

평가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무액면주식제도 등이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는 회계실

무가 난무하고 유행하던 시기 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기업이 작성하는 재무제표

는 다양한 방법으로 작성되어 공표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당시에 수행된 회계실무

중 가장 심하게 남용된 회계분야가 있었다면 그것은 고정자산 재평가와 무액면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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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관련하여 나타난 잉여금에 관한 회계실무라고 할 수있다. 당시 기업에서 자행

되었던 회계의 남용에 관해서 Littleton과 Zimmerman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이 무법의 시 에 고정자산의 분야만큼 기업의 자료를 그럴듯하게 보이게끔 한 회

계실무의 남용은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1920년 의 전반적으로 양호한 경제형태는

널리 전파된 낙관주의를 특히 경 자 층으로 하여금 갖도록 하 다. 고정자산의 시장

가치가 원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실현된 것으로 한다는 사고가 고정자산의

평가액을 계정에 기록하는 회계실무로 발전되었다. 그리하여 그와 같은 경우의 변

차감액을 보통의 방법이나 남용의 방법으로 잉여금계정에 기입하 던 것이다. 

다른 향은 사회적으로 중요성을 갖는 회계실무에 탄력성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즉, 자산 재평가잉여금에 한 법률상의 배당처분가능성에 관한 주식회사법에 있어

서의 여러가지 불일치와 결함은, 다시 새로운 무액면주식제도를 낳아 그 시 를 주식

투기열 과잉의 무 로 만들었다. 강력한 낙관적 확신, 생각한 로 그리고 독단적으

로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회계절차 ─ 그리하여 배당과 주식거래에 관해서

명백히 법적으로 찬미된 자유 ─ 이들 요인은 주식회사의 경 자를 무모하고도 비극

적으로 격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잉여금의 남용 ─ 이것은 업이익과 비 업이익 및 평가이익의 난잡한 혼합에 의

해서 충분히 가능하 다 ─ 은 직접 차변기입이나 변기입을 통해서 기간의 이익액

을 독단적으로 변경시키기 위해서 잉여금계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ittleton

& Zimmerman, 1962: 130-131]”

또한 Littleton과 Zimmerman은 1920년 의 미국회계에 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

고 있다. 

“1921년의 가격추세의 역전이 있은 후 번 의 시기가 도래하 다. 돌이켜 보면 그

것은 상당한 가격 인플레와 크게 변화하는 심리적 반작용의 시기라고 볼 수있다. 기

업의 장래에 한 견해의 변화는, 상승경향에 있는 주식시장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진

주식배당과 주식분할과 회사의 차환 및 준 갱생에 의해서 명확하게 증명할 수있다.

이들 당시의 두뇌적인 방법과 재무행위는 고정자산에 한 빈번한 재평가와 그에 따

르는 일반 잉여금에의 계상형식으로 재무제표에 반 되었다[Littleton & Zimmerman,

1962: 97].”

1920년 의 회계실무에 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략 이상에서 설명한 것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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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법으로 당시의 회계실무를 비판하고 있다[Hawkins, 1971: 30].

기업이 규모화되고 생산량이 증 하게 되면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향을 간과

할 수 없게 되어 기업이 공적(公 )조직으로서의 특성보다는 사회적 특성을 강하게

갖게된다. 그렇게되면 회계 역시 기업의 단순한 사적( ) 관리도구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성격을 갖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920년 의 미국 회계는

기업의 사적 관리도구로만 이용되는데 그치고 사회적 도구로서 발전시키지는 못하

다. 이와 같이 되게된 이유는 당시 업계에 만연되어 있던 자유방임주의(laissez faire)

사상에 기반을 두고 기업활동을 위하 기 때문에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어떠한 규제도 일반 중이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그 당시에 미국을 지배하

던 사상의 흐름은 기업을 통한 사적인 부를 추구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국가

의 역할도 이러한 맥락에서 인식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독립정신과 권력집중에 한

혐오에 기반을 두고 사회적 다윈주의에 의해 발전된 이와 같은 철학은 Carnegie나

Ford같은 기업가를 웅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철학은 미국의 모든 경

제활동을 계속적으로 지배할 것처럼 보 다. 따라서 이러한 자유방임주의의 향으

로 1920년 의 회계실무는 직접적인 규제를 받기보다는 자유롭고 방만한 회계실무가

지배적이었다.

IV. 1920년 의 회계공시에 한 비판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주주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 다. 1900년에 약 50만

명에 불과하던 주주의 수는 1920년에는 약 200만명으로 증가하 고 이는 1930년에

가서는 1000만명이 넘는 급격한 증가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었다[Chatfield, 1977:

283]. 이것은 30년 동안에 20배가 넘는 엄청난 주주의 수로 증가한 것이다. 이는 한

편으로는 제조기업이 국가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역할이 증가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도 하 다. 이와 같은 경제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기업의 비 주의는 반사회적

이라는 사고와 더불어 개개의 투자가뿐만이 아니라 일반 중도 재무공시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하 다. 1930년까지 차 조표는 보다 표준화되었

으며 약식 손익계산서가 주주를 위한 연차보고서(annual report)에 포함되었고 독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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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에 의한 감사의견서가 원칙적으로 요구되었다. U.S. Steel Corporation과 같이 자

발적으로 완전공시정책을 지지하는 진보적인 회사도 출현하게 되었다. 이 회사는

1902년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연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연차보고서에 포함시킨 선구자적 역할을 한 회사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Greidinger, 1950: 4; Brundage, 1951: 72]. 그러나 1930년까지는 경 자에게 재무적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회사법상의 보고규정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외부의 압력도

별로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경 자는 공시문제에 한 비판이 있더라도 이를

무시할 수 있었다.

1. 회계관련기관의 노력

이런 상황하에서도 다음의 3기관 즉, 미국투자은행협회(Investment Bankers

Association of America),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 NYSE) 그리고 미

국회계사회(American Institute of Accountants: AIA) 등의 기관은 재무보고의 질을 개선

하려는 조직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다. 

우선 미국투자은행협회는 1920년부터 1927년까지 일반 중을 위하여 작성하는 사

업계획서(prospectuses) 및 유가증권 등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에 준수하여야할 최소한

의 공시기준을 규정한 일련의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투자자에

게 제출하는 정보를 표준화하고 부정한 주식을 판매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점증하는

일반 중의 불만을 해소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동 협회는

연결제무제표, 연도별 이익집계표, 재고자산, 운전자본 및 감가상각 등에 관한 표준

적 보고방법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 다. 이와 같은 제안이 있었음에도 투자은행의 명

성( )이 주주에 한 최선의 방어란 구태의연한 태도 때문에 이 권고는 투자은행

또는 주식회사에 의하여 실행되지 못하 다. 또 투자은행은 판매할 주식의 결함을 은

폐하기 위하여 비공개를 고집하는 경우도 있었다[Chatfield, 1977: 275-276].

뉴욕증권거래소 역시 공시문제를 개선하는데 중 한 향을 미친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뉴욕증권거래소는 일찍부터 기업의 비 주의에 반 하고 1869년에는 상장회사

로 하여금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시도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Don, 1961: 6].

1900년까지는 상장을 신청한 모든 회사는 비록 강제적인 규칙은 아니지만 차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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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와 손익계산서를 공표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1910년에는 주식상장위

원회(Committee on Stock List)의 회계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고 회사주식을 매매하

고 있던 비상장부문(Unlisted Department)을 폐지하 다. 1926년까지에는 뉴욕증권거

래소에 상장된 회사주식의 90%가 연차감사를 받게 되었고[May, 1936: 54] 각 상장

회사는 적어도 연차총회 15일 전에 회사 재무제표가 수록된 보고서를 공표하고 또한

주주에게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 다. 또한 뉴욕증권거래소는 감사의 범위와 책임문

제를 해결하고 공인된 재무보고방법을 확립할 목적으로 1930년에는 미국회계사회

(American Institute of Accountants: AIA)와 서신교환을 시작하 다. 

재무보고문제를 발전시키고 개선하는데 기여한 기관으로서 미국회계사회의 공로를

빼놓을 수 없다. 미국 회계사들의 최초의 전국적인 조직은 1886년에 형성되었는데 그

로부터 30년 후에야 그들은 보고실무를 표준화하려는 노력에 본격적으로 참여하

다. 연방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와 연방준비국(Federal Reserve Board)

의 후원을 받아 미국회계사회가 작성한 통일회계(Uniform Accounting, 1917)는 회계의

통일성을 촉진시켜 재무정보의 전달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30년에

이르기까지 공시에 관한 회계사회의 모든 공표는 신용목적을 위하여 재무제표를 작

성하는 중소기업을 상으로 하고 있었다. 

1930 년에 회계사회의 증권거래소 협력 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 for

Cooperation With Stock Exchanges)와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위원회(New York

Exchange’s Stock List Committee)는 회사회계와 보고실무에 관한 공동연구를 시작하

다. 1934년에 회사회계의 감사(Audits of Corporate Accounts)로 공표된 회계사회의 보고

서에서 거래소는 업무상 ① 차 조표는 자산과 부채의 현재가치를 표시한 것이 아

니란 사실을 일반에게 공표할것, ② 차 조표의 역사적 성격을 강조하고 자산평가

에 관한 기준을 명시할 것, ③ 기업의 가치는 이익력에 좌우되며 따라서 손익계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점을 강조할 것, ④ 소수의 포괄적인 회계원칙을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그 원칙의 범위 안에서는 어떤 회계방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제한하지 말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에는 1933년7월 1일 이후 상장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독립된 공공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지 않

으면 안된다는 증권거래소와의 합의사항이 포함되어있었다. 이렇게 됨으로써 오랫동

안 경 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공표되던 재무보고서의 내용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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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자 및 연구자들의 노력

회계공시와 관련된 비판은 학계와 그 밖의 사람들에 의해서도 활발히 제기되었다.

William Z. Ripley와 J.M.B. Hoxsey 두 사람은 다같이 1920년 의 회계실무에 하여

극렬하게 비판한 인물들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하버드 학의 경제

학교수 던 William Z. Ripley는 주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당시의 재무적 정보의 질

(quality)에 하여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하고 재무보고서를 포함하여 회계실무에 관

하여 신랄하게 비판한 표적인 사람이다. 그는 1915년에 철도업의 회계실무에 관한

연구를 하고[Ripley, 1915] 1926년에는 공업회사의 주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회계정

보가 얼마나 불충분한가 하는 점을 통렬히 비판한 바 있다[Ripley, 1926]. 그리고

1927년에는 Main Street and Wall Street라는 저서를 출판하여 일반 중으로부터 상당한

관심을 집중시킨 적이 있다. 그는 기업이 발간하고 있는 연차보고서를 분석 조사한

뒤, 보고수치의 부분을 마음 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회사의‘애매모호한’

(enigmatic) 회계실무에 당황하고 있다. 그는 기업주들이 스스로 너무 단순하다는 점

을 지적하고, 특히 공공사업 분야에서 주주들이 얼마나 현혹되고 있는지에 해서 역

설한 바 있는데, 그의 이러한 비판은 특정기업과 관련된 특정 상황에 한 것이 그

부분을 차지하 다.

그는 회계사들이 회계수치를 이용하여 상당한 조작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기업

상황에 관한 완전공시(full-disclosure)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재무보고 실

무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 다. 그는 주법령에 해서 회의적 반응을 보

이면서, 기존의 법령 하에서는 연방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가 이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연방통상위원회를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

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 다.

당시의 회계실무에 한 비판은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위원회의 부위원장이었던

J.M.B. Hoxsey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다. 그는 1930년 AIA의 연차총회 개막연설에서

주주에게 제공되는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회계정보는 충분하고도 용이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어야만 된다는 요지의 특별 연설을 한바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회계직업

인에 하여 신랄하게 비판하는 한편 회계정보는 어떤 면에서도 주주들의 판단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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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킬 수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며 그들이 진실한 투자가치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 다. 그는 소규모기업과 은행으로부터의 단

기차입금이 지배적이었던 시 에나 용인될 수 있었던 지나친 보수주의나 그 밖의 회

계관행으로 인하여 회계보고서는 이와 같은 회계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독자의 판

단을 오도할 것이라고 믿고 기업공시의 개선을 주장하 다[Hoxsey, 1930: 251-284].

즉 많은 기업이 매출액을 비 로 하고 있으며 어떤 기업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또

업외수익을 일관성 있게 처리하지 않는 회사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불입자본(paid

in capital)과 유보이익(retained income)을 구별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임의적인 자

산증가( 加)를 공시하지 않는 기업도 있다는 것이다. 

Adolph A. Berle, Jr.와 Gardiner C. Means는 그들의 공동저서『현 기업과 사유재산』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Berlie & Means, 1933]에서 현 의 기업과

그 사회적 지위 그리고 주주와의 관계 등에 관한 이론적이고 권위있는 분석결과를 발

표하 다. 그들은 앞서 설명한 Ripley의 연구를 바탕으로 소수의 기업에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있는 점에 관하여 분석했다. 증권소유가 분산됨으로써 경 자들은

이익배분을 포함한 기업재정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투자자들에게 부정확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비판하 다. 그들의 주제는 현 의 주식회사제도가 미국

경제에 중 한 변혁을 가져왔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

정책에 있어서 현저히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Berle과 Means의 연구

에 의하면 1930년에 은행 이외의 기업 200개 회사가 국가의 은행 이외 회사재산의

반 가까이를 지배하고 또한 국가재산총액의 거의 4분의 1을 지배하고 있었던 점을

지적하고 있다. 무연탄생산량의 반은 4개 회사에 의하여 채굴되고 있었고, 철광업의

4분의 1은 2개 회사의 수중에 있었으며, 알루미늄과 니켈의 생산은 사실상 독점상태

다. 전력산업의 반 이상은 3개의 기업 그룹이 장악하고 있었고, 자동차생산의 거의

3분의2를 2개 회사가, 연초제조의 70%는 3개 회사가, 농업용기계의 반은 1개 회사

가 각각 생산하고 있었다. 그들은 1932년에 미국의 제조용 자산의 65%가 약 600개

회사에 의하여 소유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 는데 이것은 이들 기업의 상근이사

2,000명이 미국의 경제활동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증권법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Berle과 Means의 공동저서가 출판됨으로써 투자

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제정의 압력이 더욱 고조되었다. 382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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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향력은 단하 다. 특히 Berle는 컬럼비아 학의 법학 교수로서 Roosevelt

통령의‘전문고문단’(brain trust)의 일원이었다. 이‘전문고문단’은 불황 극복과 악순

환을 방지하는 방법을 통령에게 자문하는 젊은 진보주의자로 구성된 집단이었다.

특히 Ripley 교수는‘이 분야를 개척한 선구자’로서 그의 공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또한, Berle과 Means는 당시 실무계에서 사용하던 회계상 비정상적인 이익조작방법

을 지적하기도 하 다. 즉 재고자산평가, 감가상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자산

의 과 평가, 손익항목을 자본항목으로 처리, 손익계정에서 비경상적 비용의 제거,

매출의 기간조정 등을 통한 각종의 회계조작방법이 난무하고 있음을 지적한바 있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기업에 한 비판가들이 1920년 에는 우세하긴 하

으나 그들의 직접적인 향은 별로 크지 않았다. 그러나 공황을 경험하고 증권시장

이 붕괴되면서 이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 다. 

V. 증권관계의 여러 법률

1. 1933년의 증권법 제정

1932년에 민주당 후보 Franklin D. Roosevelt가 제32 통령으로 당선된 후, 미연

방의회의 상원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증권행정의 기본 방향에 하여 두 가지 법안

을 놓고 심의하게 되었다. 상정된 첫번째 법안은 주식을 상장함에 있어서 연방정부가

발행회사의 내용을 심사하여 상장할 수 있는 회사와 상장할 수 없는 회사를 판단하는

권한을 연방정부에 부여하자는 법안이었다. 이것은 투자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주식을 증권시장으로부터 배제하려는 의도에서 제안된 것이었

다. 이에 하여 두 번째 법안은 연방정부가 주식의 상장적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것

을 피하고 주식에 한 투자상의 판단은 각 투자자에게 일임하는 한편, 정부로서는

상장회사가 투자자에게 정보의 공개, 특히 회계내용을 공시(disclosure)하도록 하자는

법안이었다. 논의한 결과 첫 번째 법안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논과 연방정부의 개

입을 경계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논의의 초점은 두번째 법안에 집중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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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1933년 3월 29일 Roosevelt 통령의 입법요청서한과 더불어 상하 양원에 제

출되었다. 위원회에 의한 공청, 심의, 수정조정을 거친 뒤에 같은 해 5월 27일에

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증권법이 제정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제정된 것이 그

유명한 1933년의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이다.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서 증권법

이 연방법으로 제정된 헌법상의 근거는 합중국에 이양된 권한사항인 주제상업 및 우

편과 관계가 있다는 점에 근거를 둔 것이다. 즉, 증권의 발행과 교부는 주제( )상

업 이나 우편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방법으로서의 증권법에 따라 규제

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방법으로서의 증권법은 1887년에 제정된 주제상업

법(Interstate Commerce Act)의 흐름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 

증권법에 의한 규제방법은 공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으로 되어 있다.

증권법은,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증권의 발행을 직접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회사의 증권이 발행될 수 있는가 하는 기준이나 발행증권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

준을 제시하는데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증권을 발행할 때 그것이 어떤 증권인가 하

는 것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정확하게 투자자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그에

한 판단은 투자자 자신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개주의를 전제로 하고있는 것이다. 

이같은 기본적 성격을 갖고 있는 1933년의 증권법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특수한 증권에 관한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증권의 발행회사는 증권거래위

원회에 등록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를 제출함과 아울러 증권의 구입자에게 사업

설명서(prospectus)의 교부를 의무화하 다. 그렇지 않고서는 새로운 증권을 각 주

( )에 걸친 방법(interstate commerce)으로 또는 우편으로 매출할 수 없도록 하 다.

또한 등록할 때에는 독립 공공회계사에 의하여 증명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공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2) 만일 등록신고서에 중요한 사실을 잘못 기술하 다든가 또는 그것을 생략한 경

우에 그 증권을 취득한 사람은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를 고소할 수 있도록 하 다. 

(3) 연방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는1) 등록신고서가 적절치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등록신고서의 효력정지명령을 하여 신고효력의 발생과 그 증권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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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 다.

2. 1934년의 증권거래법 제정

1933년의 증권법이 통과된 후 얼마 되지 않아 미국의 연방의회는 증권을 발행한 후

에 증권거래에 수반하여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하

려는 움직임을 보 고 이와 아울러 증권관계법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기구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의도 하에 제정된 것이 1934년의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이다. 그리고 위의 두 법률의 준수 여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행정기관이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이다. 1933년의 증권법과 1934년의 증권거래법이 갖는 각각의 특

징은, 전자가 증권발행시의 공개제도를 규정한 것이라면 후자는 등록후의 유통증권

을 상으로 하여 투자자에 한 계속적인 정보공개를 규정하 다는 점에 차이가 있

다. 

증권거래법의 핵심 내용은 략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신규 및 이미 발행한 증권의 거래를 상으로 하며 발행자는 그 거래소와 증권

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서는 상장할 수 없다. 

(2) 모든 증권거래소는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그

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3) 거래소에서의 거래방법에 해서도 증권거래위원회가 감독규제의 권한을 갖는

다. 

(4) 증권의 발행자는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및 그 밖의 것을 증권거래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 최근의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5) 점두거래회사(over-the-counter transaction corporation)의 경우도 증권거래위원

회에 등록하고 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6) 증권거래금융에 해서는 연방준비은행이 이에 상응하는 규칙을 제정하고, 증

권거래위원회가 그것을 지시하고 감독해야 한다.

위와 같은 1934년의 증권거래법에 따라 증권거래 행정은 종래의 연방통상위원회로

부터 증권거래위원회로 이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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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권거래위원회

미국의 연방의회는 이상에서 설명한 증권법과 증권거래법의 준수 여부를 집행 감

독 관리하기 위하여 증권행정기관을 설립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1934년의 증권거래법

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 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초당적(

)인 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상원의 동의를 얻어 통령이 임명하는 5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정당에 속하는 위원이 3명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 위원회는 행정기관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서도 간단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형사법의 효력을 갖는 규칙을 채용하는 준입법기능

과 행정소송심판관을 통해서 심판절차를 수행하는 준사법기능까지 갖고 있어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을 모두 갖고 있는 강력한 기관으로서의 특징이 있다. 

따라서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되는 재무제표의 양식 및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 권

한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사용하는 회계기록방법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증권거래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와 같

은 엄청난 권한의 사용을 스스로 제한하고 오히려 독립감사인의 지위를 높이는 방향

으로 선회하 다. 환언하면 증권거래위원회 신 미국회계사회(AIA)로 하여금 회계

원칙의 발전과 재무보고절차를 개선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승인하 다.

그렇지만 증권거래위원회는 여전히 다른 어떤 회계전문가단체보다 강력한 기관으로

서의 위치를 확립하고, 만일의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할 것이라는 위협과 함께 증권거

래위원회 공보 및 규제를 통하여 공인회계사가 최소한 지켜야할 자신의 직업기준을

명확히 하 던 것이다. 감사에 한 증권거래위원회의 향은 진보적인 것이었다. 공

정성의 검사를 촉진하고 공시를 요구하며 손익계산서를 중시하고 차 조표감사의

범위를 새로운 분야까지 확 하도록 하 다. 감사의 중심은 출을 받으려는 종래의

중소기업에서 국가적인 기업에로 전환되었다. 처음에 증권법은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된 회사에만 적용되었으나 얼마 되지 않아서 등록되어있지 않은 회사의 감사보

고서와 재무보고서도 증권거래위원회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 부적당한 것이

라고 간주하게 되었다[Chatfield, 1977: 13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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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권제법 이전의 청공법

이상과 같은 증권과 관련된 제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미국에 있어서 증권거래에 관

한 법률상의 규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1933년 증권법에 의한 증권규제가 있기

전에는 소위 청공법(Blue Sky Law)이라는 주법( )이 있어 이에 따라 어느 정도의

증권규제가 이루어졌다.

청공법은 1911년 캔자스주에서 처음 제정되어 그 후 급속히 각주에 파급되어, 1921

년에는 38주가 제정하 고 1933년에는 네바다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어떠한 형태

로든 청공법을 채용하고 있었다[Hawkins, 1962: 140]. 이것은 증권, 투자은행가, 증

권의 판매자에게 적용되는 반사기( 欺)의 법률로서 이 법이 적용되는 범위와 방

법은 주에 따라 일정치 않았다. 그러나 이 법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점, 즉 사기를

의도하고 있는 사람(fraudulent promoter)으로부터 증권의 구입자를 보호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다 마찬가지 다[Hawkins, 1962: 139].

청공법의 내용으로는 최초로 제정된 캔자스주법이 가장 엄격한 것으로서, 사기를

의도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빈약한 사업계획에 현명치 않은 투자를 하는 시민을

보호할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이 법률은 모든 증권발행자로 하여금 여러 가지

자료와 더불어 재무상태에 관한 계산서(an account of its financial condition)를 Bank

Commissioner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 던 것이다. 따라서“회사의 재무상태에 한

부정표시는 벌금이나 투옥에 의하여 처벌된다[Hawkins, 1962: 145].”고 하는 엄격한

규정을 갖고 있었다. 또한 스튜어트(A. Stewart)에 의하면 많은 주의 청공법은 증권발

행회사의 재무제표에 해서 독립회계사에 의한 감사를 요구하 다고도 한다

[Stewart, 1938: 156].

청공법의 주관계 규정은 그의 엄격성에 있어서 주마다 큰 차이가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통일되지 못한 점이 많아, 여러 주에 걸쳐 증권에 한 매출절차

를 밟는 경우에 도피처가 되어 투자가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하여 연방법규에 따라 증권거래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찍부터 시도된 바 있었

으나,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여 법률로서 제정을 보지 못하다가 1930년 에 들어와

공황을 경험하고서야 비로소 연방법으로 제정을 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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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 언

1900년 이전에 미국에서는 회사가 공표하는 재무적 자료는 전적으로 경 자의 재

량에 달려 있었다. 회사는 경 자가 마음먹은 로 회계정보를 보고하고 또한 수정하

으며, 주주에게 아무런 재무보고도 하지 않는 기업도 많았다. 이러한 재무보고의

관행은 당시까지 부분의 제조기업들이 소규모이고 개인 소유 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00년 이후부터 제조기업은 규모화되기 시작하 고, 국가경제에서 중요

한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한편 자본시장의 성장 등은 기업내부 및 외부에

한 재무보고 절차의 발전을 자극했다. 또한 급격한 주주 수의 증가는 기업의 비

주의와 사적 소유를 반사회적인 현상으로까지 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

들뿐만 아니라 일반 중도 기업의 재무보고를 요구하기 시작하 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미국의 제조기업들은 여전히 재무보고의 비공시를 포

기하지 않았으며, 주로 실무적인 측면에서만 재무보고서를 개선시켜 나갔다. 1930년

까지 차 조표는 보다 표준화되었고, 간결한 손익계산서가 연차보고서에 포함되었

으며, 독립적인 감사인에 의한 감사의견서가 원칙적으로 요구되었다. 하지만 다수

의 경 자는 재무보고의 중요성을 제 로 인식하지 않았고 주요 기업 중에서도 어떠

한 형태의 재무보고도 하지 않는 기업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일반 중의 재무보고에 한 태도변화와 많은 기업들의 이러한 부적절한 재무보

고관행은 1929년 공황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인하여 회계정보공시에 관련된 모든

누적된 문제점이 한꺼번에 폭발하고 말았다. 이로 인하여 회계정보의 신뢰성은 크게

손상을 입게 되었다. 추락한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미국의

연방정부는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을 제정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

를 설립되게 되었다. 투자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이들 법률은 재무보고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 자의 부정이나 오류에 한 처벌을 폭 강화시켰다. 증권법과 증권거

래법을 토 로 하여 증권거래위원회와 미국공인회계사회는 사례별 접근방법(case-by-

case approach)을 사용하여 재무보고의 질적 향상을 현저하게 도모하는 일련의 회계처

리 및 재무보고 지침을 발달시켰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비로소 정보이용자중심의 현

적 의미의 재무보고를 논의하게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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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1월말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에 구제금융

을 요청하 다. 6∙25 이후 최 의 국난이란 어려움을 맞게된 것이다. IMF는 구제

금융의 가로서 우리 경제의 모든 관행과 행태를 바꾸어야 할 정도의 강도 높은 포

괄적 구조조정을 이행조건으로 내세운 것이다. 기업경 및 지배구조의 투명성 요구,

노동시장의 유연성 촉구, 경제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등 한국경제의 모든 부문에

걸친 구조개혁을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다. 유동성부족에서 비롯된 한국

경제의 외환위기를 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로 달리 표출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 초

래된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되어 나타난 것이지만, 가장 주된 원인으로

두된 것이 바로 부적절한 회계처리와 공시된 회계정보의 투명성의 결여에 따른 신뢰

성상실에서 비롯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의 금융위기, 외환위기에 따른 총체

적인 경제적 위기의 근본적인 이유는 회계정보의 신뢰성 결여로 인한 시장 기능의 약

화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정보제공자로서의 회계의 역할이 제 로 수행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하여 총체적인 회계의 방향정립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안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미

국의 1930년 공황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와 유사한 경제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신뢰성있는 회계정보의 제공을 위한 적절한 재무보고와 회계원칙의 개발과

발전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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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Origin of the Financial Disclosure 
in the United States 

Jhong Ho Lee*

ABSTRACT

Due partly to the dominant political philosophy Laissez-faire, the amount as well as the

quality of financial information disclosed by most publicly owned corporations in the United

States were left almost entirely to the discretion of management until the end of the 19th

century. Accounting abuses were inevitable due to the absence of any regulation of the

securities markets. Although US manufacturers began to move slowly toward more publicly

credible financial disclosure practice, the notorious ‘corporate secrecy’tradition continued

throughout the nineteenth century, and it was not until 1929 that people realized the need for

strong regulations regarding financial disclosure systems. The stock market crash in the fall

of 1929 became the direct moment to enact many federal government regulations including

the famous Securities Acts of 1933 and 1934.

The current financial disclosure system in the United States is a result of the government’s

efforts, and the financial reports published by US industrial corporations are considered to be

the most detailed and comprehensive in the world, with many countries consciously

following recently.

Since the financial crisis of late 1997 in Korea, the Korean accounting systems have been

criticized from the standpoint of its quality, reliability,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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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of this study is, by reviewing US experience, to provide an insight into the way the

Korean accounting systems should head towards.

This study is a literature survey examining the development of the modern financial

disclosure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In particular, this study analyzes the principal causes

of the changes in the US financial reporting practices from the following perspectives.

1. Accounting abuses were pervasive in 1920s due to no effective regulations in practice.

This period is referred to as ‘freedom accounting era’or ‘unregulated era’. This period is

also described as ‘the great orgy of speculation and overoptimism since the South Sea Bubble

of 1720’.

2. The rapidly increasing individual investors produced a widespread feeling that

‘corporate secrecy’ was anti-social, and the more publicly credible disclosure systems were

required.

3. The criticisms on the managements’ accounting and reporting practices by a number of

influential groups and individuals as well have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disclosure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Among others, the assertions of William Z. Ripley

and J.M.B. Hoxsey, were analyzed from their points of view. Also, the work by Adolph A.

Berle, Jr. and Gardiner C. Means explained the situation of those days and has been known as

a blueprint for the Securities Acts.

4. The enactment process of federal government regul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disclosure systems in the accounting professions. 

Keywords: corporate secrecy, accounting abuses, financial disclosure, stock market crash,

Securities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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