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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accounting)는‘기업의 언어’(the language of business)라고 일컬어진다. 언어(기호)는 의미를 가지

고 있고 의미를 가지지 않으면 언어가 아니라는 명제는 언어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공통의

인식이다.

그렇다면 과연‘의미’란 무엇인가? 즉, 문제는‘의미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있다. ‘의미의 의미’에

해서는 언어학계에 있어서도 견해가 분분한데, ‘의미실체론’과‘의미관계론’으로 별된다. 언어학사

분야에서 전자는 천동설( ), 후자는 지동설( )에 비유되곤 한다.

회계에 한 언어관에도 의미실체론과 의미관계론 간에 립이 존재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의미실체

론에 입각하는 관점이 압도적으로 지배적이다. 회계를 일종의 언어로 자각하는 회계인이라도 의미관계론

에 입각하여 회계를 파악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존재하더라도 지극히 예외에 속한다. 하물며, 회계를 언

어로 자각하지 않는 회계인의 경우에는 거의 전원이 의미실체론을 암흑의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인다.

천체를 빌려서 말하면 우리들의 눈에는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질 뿐이기 때문에 외견상 천동설의 현상이 관찰된다. 그러나 지동설의 원리는 천문학자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이해하기조차 힘들다. 천동설과 지동설의 이러한 비는 의미의 의미에 한 2개
의 언어관과 그 로 겹친다. 상식적으로 의미실체론이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지고, 의미관계론의 원리는

언어학자에게서 배우지 않으면 이해하기조차 힘들다.

따라서, 본고는 천동설이 지배하던 시 에 지동설의 진리를 발견해 내는 마음으로, 현재의 회계학계∙

실무계에 만연한 언어이론적인 큰‘착각’을 찾아내고자 한다. 특히, 스위스의 언어학자 소쉬르

(Ferdinand de Saussure)의 이론을 원용하여 국제회계기준(IAS and/or IFRS) 책정에 한 예증을 보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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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 리 말

회계는‘기업의 언어’(the language of business)라 일컬어진다.1) 한국인이 한국어로

의사소통하고, 미국인이 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처럼,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사람들

은 <회계(accounting)>로 의사소통을 한다. 그와 같은 아날로지(analogy)이다.

회계를‘기업의 언어’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복식부기에 의한 분개(회계언어)의

의미가 비즈니스맨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상언어 외에 언어라

불리는 것은 회계 만이 아니다. 흔히‘스포츠는 세계공통의 언어’라든가‘음악은 세

계의 공통어’로 일컬어진다. 언어(기호)로서 스포츠나 음악의 의미가, 국경(지역언

어)을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또 감동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런 의미

에서 붙여진 말인 것이다. 

현하, 경제의 세계화(globalization)에 발맞추어 상장 기업의 회계 기준이 세계적 규

모로 획일화의 방향을 향해가고 있다. 각국간의 서로 다른 회계 기준은, ‘국제회계기

준(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이라는 이름의 규칙을 기반으로 통합되고 가

고 있다. 그 통합도 이제까지의 조화(harmonisation)의 레벨을 넘어서, 바야흐로 수

렴∙통일(convergence)의 단계로 나아가고자 한다. 그러한 견해가 점차 유력해 지고

있다.2)

회계가 기업의 언어라면, 그러한 통일적인 국제회계기준3) 규정은 비즈니스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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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국간에서 상이하는 회계기준의 차이에 따라, 동일 기업의 동일 회계기간의 업적이지만, 결

산은 흑자가 되기도 하고 적자가 되기도 한다. 예로, 일본에서 자스코(2001년 8월 이후는‘이

온’으로 사명 변경)의 사례를 소개하자. 이는 일본의 회계학계∙실무계에 커다란 충격을 준

케이스이다. 2000년 2월기에 있어서의 자스코 연결결산을 보면, 일본기준에서는 151억엔이라

는 최종 흑자 다. 그러나 미국 회계기준으로는 28억엔으로 최종 적자 다. 자스코가 발행하

는 해외 투자가 상 의 문 애뉴얼∙리포트(연차보고서)에서, 그 사실이 분명해졌다. 연결

손익의 일∙미 격차는, 도합 179억엔에까지 달했다.

3) 본고에서 말하는‘국제회계기준’이란 가토우(加 ) 등의 어법에 따라, 종래의 IAS와 국제회

계기준이사회(IASB)에 의해 이후 작성될 IFRS(국제재무보고기준)의 양방을 포함하는 광의

이다.

加 , 「IASBが す“ 計基 の 界 ”と の 」, 『 計』, , 161卷
3 , 2002年 3 , p. 13.



에 있어서, 이른바‘세계 통일어’구축의 시도이다. 만약에 그러한 시도가 성공했으

면 비즈니스맨(businessmen)에게는 꿈의 실현이라 하겠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꿈의 실현은 용이하지 않다. 언어라는 것의 특성(구성원리)에

비추어 그럴 수밖에 없다. 일상 언어의 차원에서 세계 공통어를 만들고자 했던 자멘

호프(L.L. Zamenhof)의 에스페란토어가 상기된다. 그러나 어도 포함시켜서, 에스

페란토어 역시‘세계 통일어’라 할 수 있을 만큼의 보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에 반해‘세계 통일어’시도는 오히려 유해하다는 미국 언어학자 워프(B.L.

Whorf)의 소견도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미래 세계에는 어, 독일

어 또는 그 외의 어떤 언어든지, 단 하나의 언어가 사용될 거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은 잘못된 이상을 품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인간 정신의 발전에 엄청난 장해를 주게

될 것이다.”4)

회계언어나 일상언어나, 세계통일어의 구축은 과연 유익한 것일까? 본 원고는

소쉬르 언어학을 원용하여 이 점에 해 언급하고자 한다.

II. 언어관의 두 가지 유형

일상언어든 회계언어든, 넓은 의미로는‘기호(sign)’에 속한다. 모름지기 기호는

‘의미(meaning)’를 지닌다. 다시 말하면, 의미를 지니지 않으면 언어(기호)라 할 수

없다. 언어라 하면, 우리들은 통상, 음성이나 문자를 떠올린다. 물론 그것들도 언어임

엔 분명하지만, 승리의 포즈나 윙크 등, 의사표시를 하는 인간의 행위(행동)도 역시

언어에 포함된다.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언어(기호)에 해당되는 것들의 범위는 넓

고 다양하다.

즉, 의미를 가지면, 그것은 언어(기호)인 것이다. 그렇다면‘의미’란 무엇인가? 실

은‘의미의 의미’야말로 문제인 것이다. 의미의 의미에 해서는, 언어학계에서도 견

해가 나뉘어져 있으며 크게‘의미실체론(the theory of meaning as substance)’과‘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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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ベンジャミン∙リ－∙ウォ－フ, 「 と 」, E. サピア, B.L. ウォ－フ ( 嘉 ),

『 と 』 , , 1970年, p. 81.



관계론(the theory of meaning as rel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언어학에서는, 전자를

‘언어사상론( )’, 후자를‘언어상 론( )’이라 부르고 있다. 또

한 전자는 폴-로와이얄 논리학(logique de Port-Royal)으로 표되고, 후자는 소쉬르

언어학(linguistique de Saussure)으로 표된다.

의미의 의미에 해서, 의미실체론은 기호의 의미를 자존적인 실체(entity)로 본다.

이것에 비해, 의미관계론은 기호의 의미를 기호들 사이의 상 적인 관계(relation)로

본다.

의미실체론에서는 기호와 의미는‘일 일 응’(one-to-one correspondence)을 이

룬다고 본다. 한국어에서는 어떤 실체에 하여는‘책상’, 그리고 또 다른 실체에

해서는‘의자’등으로 부르고 있다. 이러한 경우, 언어(기호)란, 실체에 붙여진‘이

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언어명칭목록관(nomenclaturism)’이

라 칭하기도 한다. 

이에 반해‘말은 사물의 명칭목록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현 언어학의 창시자인

페르디낭 드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의 출발점이었다.5) 그에 따르면, 위 <도표

1>의 사고방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6)

한편, 의미관계론에서는 기호의 의미는 다른 기호와의 <관계>에 의해 정해지는 것

으로 본다. 예를 들어 음계. ‘도’의 음은, 그 자체에서는 의미가 없다. ‘레’의 음도,

그 자체에서는 의미가 없다. 그러나‘도’와‘레’의 차이에 의해서, 양자의 음은 함께

처음으로 의미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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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 圭 ∙ソシュ－ル∙ 』」, 圭 , 『 とは か』 , 

, 1994年, pp. 148~9.
6) H.A. スリュサレヴア（谷口 ), 『 とソシュ－ル 』(改 ), , 1989

年, pp. 113~4.

<도표 1> 상과 명칭의 관계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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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쉬르에 의하면, 관계의 세계에서 언어가 가진 의미는 차이(différence)일 뿐이

다.7) 즉, “관계적 존재라는 것은, ‘~가 아니다’라는 부정적인(negative) 요소에 의해

서만 정의할 수 있지, ‘~이다’라는 실정적인(positive) 요소에 의해서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8) 요컨 언어의 성립에 있어서, 원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차이뿐

이라고 볼 수 있다. 기호의 상(signifiant) 및 기호의 의미(signifié)로서 존재하는 것

은, 실체가 아니라 차이뿐이다. ‘A와 non A’뿐이다.9)

이것은 특히 아이가 말을10) 학습하기 시작할 때를 상기하면 명백할 것이다. 이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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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배우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

서 말의 동일성은 네거티브한 형태로 밖에 파악 될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어떤 기

호의 의미란, 그 밖의 다른 여러 가지 기호의 의미와의 <차이>이다. 이것이 의미관계

론에 있어서의‘의미의 의미’이다.

마루야마( )는 의미관계론에 있어서‘의미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도표 2>를

제시하고 있다. <도표 2>에서‘I négativité(關係)’의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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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フェルディナン∙ド∙ソシュ－ル( ), 『 講 』, , 1972年, p. 168.
8) 圭 , 『ソシュ－ルを む』, , 1983年, p. 71.
9) 圭 , 『 ＝記 のブラックホ－ル』, 館 , 1987年, pp. 31~2.

10) , 『構 科 の 』, , 1990年, p. 55.
인용문 중의 방점은 원문 로이다.

<도표 2> 말의 의미는 관계이다.

(關係)

( )

I négativité

Il positivité



다. 예를 들어‘늑 ’라는 말이 없어지면, 지금까지 우리가‘늑 ’라고 생각하고 있

던 것에 해, 그 다음부터는‘승냥이’또는‘개’또는‘들개’라는 말을 사용할 거라

는 것이다.

단 이 도표는 신중하게 간취되어야만 한다. ‘늑 ’라는 말이 없어지면, 그때까지

‘늑 ’라고 불리던 것이 모두‘승냥이’라는 말에 포함된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 도

표2를 잘 살펴보면 알겠지만, ‘승냥이’, ‘개’, ‘들개’의 의미 공간(가치)이 I와 I′에

서 전부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개개의 말(기호)의 의미는 체계(전체)에 의존하고 있다. 인간에게 특유한

언어기호의 경우, 고립된 기호(말)란 없는 것이다. 그리고 해당체계(전체) 속에서는

개개 단위의 크기나 의미(가치)는 네거티브로만 규정된다. 이 점에 관련해서 마루야

마( )의 해설을 조금 더 살펴 소개해 두자.

조금 엉뚱한 예일지도 모르겠지만, 상자 안에 들어있는 만두와, 같은 크기의 상자 안

에 어 넣어져 있는 같은 수의 풍선 이미지를 생각해보자( [도표 2: 작자 부가] 참

조). 그 풍선은 단순한 풍선이 아니라, 압착공기가 들어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만두의

경우는, 그 속에서 하나를 꺼내어 상자 밖에 두어도, 당연 거기엔 빈틈만 생길 뿐으로

상자 안의 다른 관계는 변함이 없다. 상자 밖으로 꺼낸 만두자체도 일정한 크기, 일정한

실체를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의 여부는 일단 제쳐두고,

압착공기를 채운 풍선의 경우는, 상자 속에서만 또는 다른 풍선과의 압력관계에서만 그

크기가 존재한다. 만약 상자 속의 풍선 하나를 밖으로 꺼내면, 당연하게도 터져서 존재

하지 않게 된다. 또 풍선이 남긴 빈공간도 그 로일 리가 없으며,  긴장관계 속에서 북

적 고 있던 다른 풍선들이 모두 부풀어 올라서 순식간에 빈틈이 메워져 버릴 것이다.

이것이 소쉬르가 생각한 체계이며, 개개 항의 크기나 실체성이라는 것은, 원래 존재하

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인접하는 모든 항과의 사이에 유지되는 관계일 뿐으로, 네거

티브라는 것도 이런 의미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단어를 부정적 혹은 소극적

으로 번역하기 어려운 이유도 거기에 있으며, 네거티브라는 것은, ‘…가 아니다’라는

규정만이 가능하며, ‘…이다’라고 규정할 수 없는 존재에 해서 사용되는 것이다.11)

거듭 말하자면, 의미관계론에 있어서는, 어떤 말(기호)의 의미는, 그 밖의 여러 가

지 말(기호)의 의미와의 <차이>에서만 존재한다. <도표 2>의 I에 해서 말하자면, 좌

86 經 � , 38 卷 2∙3

11) 圭 , 『ソシュ－ルの 』, , 1981年, pp. 96~7.



측의‘늑 ’라는 말이 있는 언어체계 사회에서, ‘늑 ’는 무엇인가 자존적인 실체(동

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늑 ’란, ‘개’도 아니고, ‘승냥이’도 아니며, ‘들개’도

아닌 동물이란 뜻이다. 또한‘승냥이’란‘늑 ’도, ‘개’도, ‘들개’도 아닌 동물이란

뜻이며‘들개’는‘늑 ’도, ‘개’도, ‘승냥이’도 아닌 동물이란 뜻이다.

마루야마에 따르면, 일본과 프랑스 양 언어의 비교에 의해 의미실체론이 성립되지

않음은 간단하게 예증된다고 한다. “일본어의‘ ’는 책상 등을 만드는 재료를 나타

내기도 하고, 정원의 푸른 수목이 되기도 하지만, 불어에서는 전자가 bois, 후자가

arbre이라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목)’의 의미인‘ ’와 bois가 딱

맞게 일치하는가 하면,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bois에는‘ (숲)’이라는 의미도 포

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봐도, ‘말에 의존하지 않는 개념도 사물도 없

다’는 소쉬르의 사고방식을 증명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12)

인간의 말은, 원래 그것이 지향하는 상(사물)과 일 일로 응하는 것이 아니다.

그 때문에 의미실체론은 성립되지 않는다. 예로 프랑스인은‘개’와‘너구리’를 구별

할 수 없다. 한국인과 일본인은 구별할 수 있는 이 두 종류의 동물에 해 그들은

“chien”이라는 한 단어밖에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 프랑스인은‘나비’와‘나방’역

시 구별 할 수 없다. 양자 모두“papillon”한 단어로 호칭되기 때문이다.

“chien”과“papillon”의 예는, 불어가 한국어나 일본어보다 그물코( )가 성긴 케

이스이다. 반 로, 시제(tense)에서는 한국어나 일본어가 불어보다도 그물코가 훨씬

성기다. 예를 들어 한국어나 일본어에서의 단순한 과거형이, 불어에서는 복잡과거형

(순간적인 과거시제)과 반과거형(계속∙반복을 내포하는 과거시제)으로 세분되어 있

다.

도 체 현재형인가 과거형인가? 우리들이 중학교 어수업시간에‘현재 완료형’

을 처음으로 배웠을 때 받았던 기이한 인상, 이런 것들도 시제측면에서 한국어∙일본

어의 그물코의 성김을 엿보게 한다.

덧붙여서 한국어와 일본어는 언어구조가 닮아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양자모

두 같은 알타이어족에 속한다고 하는 설도 있을 정도이다.13) 그렇긴 하지만 말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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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揭『 とは か』, pp. 92~4.
13) 구 소련의 투르크 어학자 바스카코흐(N.A. Baskakov)에 의한다.

� ( ), 『 國 』, , 2003年, pp. 325~6.



물의 관계에 있어서의 한일 양 언어의 비교에 의해서도‘일 일 응’이 성립하지 않

음은 명백하다. 위의 일∙불어간의 관계와 유사한 예를, 한국어와 일본어 사이에서

구한다면, 다음의 <도표 3>과 같다.14)

<도표 3> 상의 세 번째 예시에 주목하자. 마루야마가 위에서 예로 든 불어의

‘arbre’, ‘bois’는 각기 <도표 3>에서 일본어의「うわき( 氣)」, 「( )かぜ( )」에

겹친다. 또 위에서 마루야마가 예시로 든 일본어의‘ (재목)’, ‘ (숲)’은, 각기 도

표3에서 한국어의‘바람’, ‘감기’와 겹친다. 즉 한국어와 일본어의 사이에도‘말에

의존하지 않는 개념도 사물도 없다’라는 사실이 간단히 증명된다.

언어학에서‘언어’는 가끔‘말’이라고도 기재된다. 어, 일본어, 한국어, 전 세계

에 많은 언어, 즉 많은 말이 있다. 말이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인 사실은 지극한 상식이

다. 그러나 이 상식은 피상적인 이해에 지나지 않는다. 말이 지닌 위력을 오인하고 있

다. 말에는 더 커다란 기능이 있다. 이것이 소쉬르의 주장이다.

소쉬르에 따르면, 말은 우리들의 인식∙사고뿐만 아니라, 행동까지도 구속하고 있

다. 간단히 말하자면, 말이 다르면 보이는 세계도 다르다는 뜻이다. 같은 시각, 같은

장소의 같은 사물을 바라보고 있어도, 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과 한국어를 모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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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3> 언어와 사물의 관계(일한 비)

14) 본고의‘<도표 3> 언어와 사물의 관계(일한 비)’는, 마루야마의 이하의 부분(일∙불 비)

을 어렌지한 것이다.

, 揭『 とは か』, p. 93.



로 하는 사람에게는 다르게 보인다.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런 터무니없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걸까?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무지개(rainbow)는 몇 가지 색인가? 일곱 가지

색으로 보이는 것은, 일본인∙한국인∙중국인∙프랑스인이다. 어권 사람들은 여섯

가지 색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15) 쇼나어(짐바브웨)를 쓰는 아프리카인에게는 세

가지 색, 밧사어(라이베리아)를 쓰는 아프리카인에게는 두 가지 색.16) 아메리카의 주

니인디언들에게는 다섯 가지 색으로 보인다고 한다.17) 인도네시아 유아들의 인식도

다섯 가지 색이라고 한다.18) 무지개는 몇 가지 색인가? 그것은 인위적인 구분, 다시

말해서 자의적인 분절( , articulation)의 문제인 것이다.

태양의 색도 마찬가지다. 그림 도구를 들고 도화지로 옮겨가 보자. 일본어로 키운

아이들은‘붉고’둥 게 그린다. 어로 키운 아이들은‘노랗고’둥 게 그린다. 그

리고 타이완=중화민국의 국기를‘청천백일기( 旗)’라 하는데, 다시 말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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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무지개의 일곱 색이란, 빨강(red),주황(orange), 노랑(yellow), 초록(green), 파랑(blue), 남색

(blue), 보라(purlple)이다. 어권에서 무지개가 여섯 색이라는 것은, 일본어의 일곱 가지 색

중에서 남색과 파란색 둘 다 blue라는 말의 의미에 포함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 『はじめて む Ⅰ∙ 』, , 1995年, p. 108.
16) 예를 들어, 다음을 보자.

克 , 『 とは か』, , 1993年, p. 121.
, 「ことばと 」, , , , 菅 , 『 と のことば 』

, ミネルヴァ , 1998年, p. 87.
, 揭 , pp. 58�9.

17) , 揭 , p. 58.
18) 도쿄의 인도네시아 학교에 문의한 결과, 빨간색, 노란색, 녹색, 파란색, 보라색의 다섯 색이

라고 한다(2002년 10월 15일). 단, 중학생 교과서에서는 일곱 가지 색으로 배우고 있다는 것

이다. 스즈키( )에 따르면, 백과사전 등 학문분야, 또는 국 학교교육분야등에서는 어

권에서도 일곱 가지 색으로 되어 있다 한다. 그들 학문분야ㆍ학교교육분야에 관계 안하는 생

활분야에서는 여섯 가지 색이 주류를 이룬다고 한다. 동일 언어권내에서도, 연구 ∙ 교육 분

야에 있어서의 언어체계와, 생활분야에 있어서의 언어체계 사이에, 갭이 존재함을 알 수 있

다. 다만 양쪽 언어체계 간에 선천적(a priori)인 우열은 존재하지 않는다.

, 『 と 國 』, , p. 74, p. 66, p. 91.
마찬가지로 일본 국내의 제도회계에 해서도, 증권거래법 회계에의 언어체계와, 상법회계에

의 언어체계사이에서 갭이 존재한다. 양 언어체계 간에, 이것 역시 선천적(a priori)인 우열은

존재하지 않는다.



상당수의 중국인은 태양색을‘흰색’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회화도 회계도 모두 인간에 의한 언어 행위이다. 우선, 양자모두 어떤 상을 표현

하고 있는 점에서 공통된다. 또 상은 동일해도, 언어체계가 다르면 표현내용도 달

라진다. 이것역시 공통되고 있다.

회화의 경우, <도표 4>( )에 있는 로 무지개( 상)는 동일하다 해도 민족 언

어에 있어서의 체계성의 차이로 색의 개수(표현)는 7색, 6색, 5색, 3색, 2색으로 갈라

진다. 또 태양( 상)은 같다고 해도 민족 언어에 있어서의 체계성의 차이 때문에 그

색채(표현)는 빨간색, 노란색, 흰색으로 바뀌게 된다.

회계의 경우( )도, 재무상태( 상)나 경 성과( 상)는 동일하다 해도 언어체

계로서의 자산부채관(the asset and liability view, 미국∙한국)에 따른 것인가, 수익비용

관(the revenue and expense view, 일본)에 따른 것인가로, 차 조표나 손익계산서에

서 표현되는 내용은 달라진다. 회계인에게는 주지하는 바와 같다.

III. 언어제국주의

말이 없다면 지각도 없다. 소쉬르나 마루야마에 따르면, 기호, 즉 말이 없다면 우리

눈앞의 세계는 카오스, 곧 혼돈이라고 할 수 있다.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눈앞

의 세계는 원래 형태도 없고 원근도 없다. 예를 들어 심야에 문득 깨어서 정신 차렸을

때, 때마침 전원 끄는 걸 잊어버린 텔레비전 화상(sandstorm=모래폭풍)에서 쏴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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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표 현(색 수 or 색채）

무지개(rainbow) 7   vs.   6   vs.   5   vs.   3   vs.   2

태 양(sun) 빨간색 vs. 노란색 vs. 흰색

상 표 현 (B/S  or  P/L)

재 무 상 태 자산부채관(USA, KOR) vs. 수익비용관(JPN)

경 성 과 자산부채관(USA, KOR) vs. 수익비용관(JPN)

<도표 4> 상과 표현(회화와 회계의 유의성)



는 잡음이 나는 정도라는 것이다. 혹은 카메라로 설명하자면, 필름에 빛이 들어가서

강한 헐레이션(halation)이 일어나 빛과 색의 소용돌이로 변한 스냅사진과 같은 광경

이라는 것이다.

처음으로 들은 사람에게는 당장은 믿기 힘든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소쉬

르=마루야마의 기술은 생리학∙심리학에서의 실험결과와도 부합하고 있다. 예를 들

어 선천적 맹인이거나 조기실명자 중에서, 후에 개안수술로 시력을 회복한 사람들(개

안자)의 시각체험은 우리 일반인(상식인)의 확신과는 차이가 있다.

우메즈 하치조우( )의 실험∙고찰(1952년)에 의해, 선천적 맹인 또는 조기

실명자중 개안자의 경우에, 체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판명되었다.

① 수술 직후는 단순히 눈부신 정도로 아무것도 식별할 수 없다.

②‘명암’, ‘색조’의 변별은 비교적 빨리 습득한다. 그러나

③ 사물의‘형태’, ‘원근’의 변별은 매우 어렵다.

우메즈( )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개안 후의 초기 단계 ── 의 특징

을 알지 못 하고, 형상을 표시하도록 변별훈련을 강행하면, 개안자는 나아지기는커녕

눈을 닫고 수술 전의 맹인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다. …‘… 간단한 부분부

터 순서에 따라 분화( ) 공작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19)

명암∙색조∙형태∙원근에 해서의‘분화 공작’이란, 다른 말과의 관계적 차이로

서의‘말의 학습’과 다름없다.20) 야마우치( 內)도 말한 바와 같이 바로“인간의 문
�

화
�
란, 먼저 언어에 의해서 세계를 분

�
화
�

해 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방점 원문

로: 본고 주)는 것이다.21)

다시 말해서, 개안자는 우선‘�’를 보고‘동그라미’, ‘△’를 보고‘세모’, ‘�’를

보고‘네모’라는 말을 듣도록 해서 배운다. 그리고‘동그라미(�)’나‘세모(△)’라고

부르는 다른 말과의 관계적 차이를 이해한 후에, 이미 배워서 기억하고 있는‘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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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居 ∙ , 『 覺の １』, 館, 1992年, p. 25.
居 , 「 が めて『見た』 界」, 『科 』, 1987年7 , pp. 25~9.참조.

20) 언어학자인 이케가미( )는, ‘분화’를‘분절’의 의미로 쓰고 있다.

嘉 , 『記 への 』, , 1984年, p. 8.
21) 內 , 『タブ－の を く ─ と の 』, , 1996年, p. 135.



라는 말의 도움을 얻어, 처음으로 눈앞의 네모난 물체가 네모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

이다. 바꿔 말해‘동그라미’나‘세모’와의 차이를 알고 나서의‘네모’라는 말을 사전

에 알지 못하면, 네모난 것도 네모나게 보이지 않은 것이다. 이와같이 관계적 차이가

이해된 단어(말) 없이는 어떠한 지각도 인식도 판단도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들은 무의식중에도 기지(旣 )의 말을 할당하면서, 외계의 사물을 인

식할 수 있게 된다. 말없이는 인식도 없다. 따라서 우리들의 눈에 비치는 외계사물은

모두, 이미 언어(기호)인 것이다. 말이란 사물의 명칭이 아니고, 반 로 사물이 말의

산물인 셈이다. “태초에 말이 있었다”라는 성서의 말이 있다. 너무나 지당한 말이다.

말은 언제나 <독립변수>로 움직여서 우리들의 인식을 결정짓는다.

언어체계와 언어의 지향 상(카오스)과의 관계에 해서 마루야마는 옐름슬레우

(Louis Hjelmslev)를 참조하고 있다. 그리고 <도표 5>를 들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언어는 해변의 모래땅 위에 펼쳐져 있는 그물로도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 그

물코가 조 하면 모래땅에는 가늘게 구분된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을 것이고, 엉성하

다면 성기게 구분된 그림자가 비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치워버리면, 모래사장

은 원래 로 한 면의 연속체로 되돌아 가버립니다. 언어의 그물에 따라서 모래땅에는

다양한 모양이 그려지는 것입니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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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揭『 とは か』, pp. 129~30.
<도표 5>의 출전은 다음과 같다.

圭 ∙ , 『記 /〈 〉の根據』, , 1985年, p. 78.

<도표 5> 형상(언어)과 카오스(연속체)의 관계



소쉬르에 따르면 말은 랑그(langue)와 파롤(parole)로 식별된다. 전자는 개개 언어

공동체에서 언어 사용상 규칙의 총체(사회제도)라는 뜻이다. 그리고 후자는 랑그에

비추어 사람들이 언어화하는 구체적인 메시지라는 뜻이다. 랑그에 해 부언하자면,

화자와 청자 사이의‘공통 코드’(이를 테면‘암호표’같은 것)가 한국인에게는 한국

어, 프랑스인에게는 불어라는 랑그가 된다.

즉 각국의 언어는 랑그의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 언어의 차이가 문화의 다양

성에 관계된다. 그래서 문화 내부의 언어는 실체의 반 이기 이전에, 해당 특정 문화

권에 속하는 사람들의 공동 가치관을 품은 것이 된다. 곧 말의 의미는 어디서도 객관

적인 실체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동시에 그들 문화 속의 모든 언어는 각각의 공동 가

치관을 기초로 차이(différence)를 립화시킨 만큼의, <공동주관(공동환상(共

))>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소쉬르=마루야마의 주장이다.23)

각국의 언어는 말할 것도 없고, 회계 역시 기본적으로는 언어기호로부터 이루어진

다. 언어기호는 일차적으로는, 선천적(a priori)으로 잘려서 질서 정연한 <무엇>을 가

리키는 것이 아니다. 연속체로서의 마그마에 압력을 가해서 그것을 비연속화하여 개

념화한 것이다. 상기의 <도표 5>는 언어로서의 회계에도 해당된다.

<도표 5>를 토 로 해서, 함께 공동환상(共 )으로 있는 각국언어(예로, 일

본∙미국∙프랑스∙한국 4개국의 언어) 간의 차이 혹은 회계 시스템간의 차이를 가

상적인 이미지로써 도식화해보자. 언어체계를‘관계의 그물’이라고 본다면, 4개국 언

어간의 차이 내지 회계 시스템간의 차이를, 예를 들어서 <도표 6>과 같이 나타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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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도표는 Hjelmslev의 뜻을 받들어 마루야마가 작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단지 이 도표

에 해서는 모래땅 위에 펼쳐진 그물은 4행 3열의 칸수인데, 모래땅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3행 3열로 되어 있다. 불가해한 투 도라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 점은 여기서는 불가해

하다는 지적에 그치고, 그 이상은 문제 삼지 않는다. Hjelmslev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명백하기 때문이다.

Hjelmslev의 뜻이 나타나 있는 원전 부분은 다음과 같다.

Louis Hjelmslev, Prolégomènes à une théorie du langage, trad. par Una Canger (Paris: Les editions de
minuit, 1968-1971), p. 75.
ルイ∙イェルムスレウ( 內 ), 『 の をめぐって』, , 1985年, p. 69.
ルイス∙イェルムスレウ( ), 『 』, ゆまに , 1998年, p. 40.

23) 圭 , 「 という記 」, 『 の 』, 閣, 344 , 1985年 5 , p. 20.
圭 , 『ソシュ－ル 』, 館, 1985年, p. 69, p. 70, p. 77.



자. 행나눔선, 열나눔선 그리고 그물 전체의 면적(공간)은, 현실성과는 전혀 관계없

이 각각 의도적으로 다르게 해서 차이를 만들었다. 여기에서는 언어체계 본래의‘자

의성’만 이해된다면 충분하고, 그 이외는 연관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때로 국제화 또는 세계화 된 언어는‘국제공통어’나‘세계공통어’로 부르는 게 익

숙해져 있다. 이 경우의‘공통어’에는 두 가지의 방향이 판별될 수 있다. 하나는‘통

일어’라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보조어’라는 방향이다.

일상언어의 경우로 말하면, 통일어는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을, 스페인어 또는

어 등으로 일체화하려는 것이다. 즉 단일언어(monolingual)를 지향한다. 한편 보조

어란, 각 나라 각 지역간의 서로 다른 국어는 계속 그 로 사용하고, 그것과는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공통어를 쓰고자 하는 것이며 이것은 이중언어병용(bilingual)

을 전제로 한다.

일찍이 프랑스가 아프리카나 인도차이나 같은 구식민지에서 불어를 공용어로 한

케이스, 일본제국이 식민지 던 조선에서 일본어∙일본이름을 강제로 사용하게 한

케이스,24) 이 모두는 종주국의 일상언어를‘통일어’화 시키려는 목적이었다. 이런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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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6> 언어(문화)의 다양성 이미지

24) 剛, 『 と 』, , 1993年, p. 210.



류의 정책을‘언어제국주의(Linguistic Imperialism)’라 부른다.25) 경제제국주의는 언

어제국주의와 일체 던 것이다.

한편‘바야흐로 어가 세계의 공통어’로 일컬어진다. 이 경우, 일반적인 전제로

평소의 일상언어는 각국 ∙ 각지역에서 쓰이고 있는 말이 그 로 사용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비즈니스나 학술 등의 특정한 역에 한해서, 어를 공통된 보조어로 하

려는 것이다. 즉‘잉 리쉬 온리(English Only)’가 아니라, ‘잉 리쉬 플러스(English

Plus)’라는 사고방식이다.26)

일상언어의 역사에서‘통일어’로서의 언어제국주의는 비극적인 소수의 예외를 제

외하고27) 이제까지 모두 실패로 끝이 났다. 프랑스와 일본에 한하지 않는다. 최근

(1950년 )에도, 캐나다 정부는 자국 내의 이누잇족(에스키모)의 언어를 폐지하고

공용어( 어∙불어)사용을 강요하려고 했다. 그러나 캐나다의 공용어는 규칙 위반자

에 한 처벌에 엄격한 언어체계 기에 그것은 이누잇족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예를 들면 이누잇족에게는 어나 불어로‘금고’(정역없이 구치만 하는 형)에 해당

되는 말이 없다. 형무소에의 수용은, 극단적으로 무거운 범죄 이외에는, 간단히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 즉 그들의 생활지침을 이루는 언어체제는 규칙위반자에 해 처벌

보다는 본인 스스로의 사회복귀노력(자력갱생)을 중요시하는 체계 던 것이다. 캐나

다 정부와 이누잇족 쌍방의 언어체계=가치관의 차이가 넘으려야 넘을 수 없는 강이

었던 셈이다.28)

그것은 그렇다 치고, 통일어로서의 국제공통어 또는 세계 공통어의 구축은 용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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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健 , 『ポストナショナリズムの 』, 館, 2000年, pp. 178~9.
26) 모토나( )에 따르면 미합중국만 해도 English Only는 사상적∙현실적으로 벽에 부딪혔음

을 보이고 있는 수구적 반동이다. 오히려‘English Plus’가 바야흐로 다문화주의를 추진하는

방법이다.

, 「アメリカの多 」, , 『多 とは か』 , , 1997
年, p. 63.

27) 에트루리아(Etruria)인의 에트루리아어에서 라틴어로의 체, 현재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갈

리아 지역 주민의 갈리아어에서 라틴어로의 체 등이 있다. 에트루리아어나 갈리아어는 라

틴어에 통일되어 소멸되었다.

健, 『 が まれるとき∙ ぬとき』, 館, 2001年, pp. 167~168.
28) ミシェル∙テリアン( ), 「イヌイットと近 の 」, , 谷啓介共 ,

『 國 とは か』 , , 2000年, pp. 242~3.



게 실현되지 못했다. 민족간의 다른 일상언어는 각기 개별민족문화의 차이와 직결되

기 때문이다. 세계 공통어로의 통일로 민족간의 다른 언어를 배제하려고 한 것은, 개

별민족문화의 부정에 관련된다. 그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종류의 언어제국주의의 실패는 제2차 세계 전 후에 독립한 아시아∙아프

리카 여러 국가의 상황을 보면 명백하다. 그들 신흥독립국의 사람들로서도 독립 전에

는 고생해서 배워 익혔던(배워 익혔다기보다‘배워 익힐 수밖에 없었던’) 종주국의

일상언어이다. 그래서 독립 후에도 그것을 그 로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편리한 경

우도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메리트를 포기하고, 그들은 모두 민족고유의 일상

언어로 회귀했다. 바로 민족고유문화의 강인함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에스페란토어가 여전히 세계적으로 보급될 수 없는 것도, 문화적 아이덴티티가 불

충분한 까닭일 것이다. 에스페란토어를 음식으로 비유한다면, 이를테면‘병원식’과

같다고 할까? 칼로리 계산에 의해 딱 필요한 양소로만 이루어져 있어 환자에게는

유익하나, 건강한 일반인에게는 미각적인 면(문화적 가치)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런 이유에서 인기가 없다. 

에스페란토어는 국제공통어로서의 인공 언어 중에는 최 의 성공적인 예로 일컬어

지고 있다. 그런데도 열성적인 활동가는 전 세계에 고작 10만 명 정도라 한다.29) 이

점에서는 아직 어도 에스페란토어를 신 할 수30)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실제로 세

계인구(약 58.49억 명)중에서 차지하는 어사용자의 비율은 매년 저하되어가고 있

다. 과거 30년 이상(1958~92년)을 상으로 한 자료에서도 9.8%에서 7.6%로 감소

되고 있다. 즉 세계인구의 92%가 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언어가 세계 공

통어일 수는 없다.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은 어의 본가이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연방 단

위에서, 어는 아직 공용어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1998년 4월, 애리조나주 최

고재판소는‘ 어공용어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음해 1월, 미연방최고재판

소는 그 판결을 지지하는 최종판단을 내렸다.31) 애리조나주의 과달루페(Guadalupe)

라는 지역(인구 5,500명)에는, 주민의 95%를 라티노(멕시코 등 중남미 출신자)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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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エスペラント」, , 『 界 科 』, 3卷, , 1988年, p. 549.
30) サミュエル∙ハンチントン( ), 『 の 』, , 1998年, pp. 82~3.
31)『 』, 1999年 1 13 , 2 .



지한다. 만일 연방최고재판소가 정반 의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면, 그들은 매일 법률

위반을 해야만 했다.

IV. 국제회계기준(IAS)

이제야 IASB(국제회계기준이사회)의‘국제회계기준’에 해서 검토해 보자. IASB

의 국제회계기준은‘통일어’를 목표로 하는 걸까? ‘보조어’로서의 그것을 구상하는

것일까? 전자라는 것은 정관( 款)(최종개정 2002년 7월31일)32)에 기재된 재단목적

(c)으로 명백하다. “질 높은 해결을 위하여 각국의 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 및 국제

재무보고 기준의 통일(convergence)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명문화되어 있다.

이‘통일(convergence)’의 의미에 해서 IASB 의장인 데이빗 트웨디(David

Tweedie)가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최저한의 공분모적 회계기준’의 체계를 발행하는

것에 따른 느슨한 의미의 통일이 아니다. 좀 더 깊이 접근한 의미에서의 통일이다. 그

러한 통일을 위해서, 각국의 기준설정자는 다수결(majority)에 따르는 것, 만일 다수

결의 내용이 만족되지 못하다 해도 IASB를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결의의 잘못

된 점을 다른 멤버에게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

하고 있다.33)

또한 동( )재단 목적(a)으로서‘공익을 위해서 질 높고 이해하기 쉽고 강제력 있

는 한 세트의 전 세계적인 회계기준을 개발하는 것. 그 기준은 재무제표 및 그 외의

재무보고에 있어, 세계의 자본시장에의 참가자 및 그
�

외
�
의
�

이
�
용
�
자
�
(6자 방점: 본고 부

가)가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이루는 경우에 도움이 되도록, 질 높고 투명하며 비교 가

능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이 명문화 되어 있다

다시 말해, 국제회계기준은 전 세계적인 통일기준으로서 바야흐로 보더리스

(borderless)한 자본시장 참여자뿐만 아니라 그 외의 각국 회계정보이용자에 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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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http://www.iasc.org.uk/cmt/0001.asp?s=1380364&sc={9C2A0F8C-48B8-436A-80
7A-9A8EAECC10AC}&sd=522949439&n=3268

33) David Tweedie, “Convergence is the Aim,” IASB Insight (The Newsletter of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March 2001, p. 1.



동일하게 도움이 될 거라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회계모델은 종종‘ 륙모델’과‘ 미모델’로 유형화된다. 일본은 독일이나 프랑스

와 함께 전자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34) 가토우(加 )의 보고서에 따르면,

IASB에서는 독일, 프랑스도 구G4+1(미국, 국, 캐나다, 호주[뉴질랜드를 포함한

다]와 IASC)에 동조하는 일이 많아서 일본만 고립되는 케이스가 많다고 한다.35) 그

렇다면 앞서 트웨디 의장의 의견은 아마도 일본을 염두에 두고36) 말한 것이 된다.

무릇‘자유무역’이라든가‘다수결’이라는 것은 강자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겉으로

는 중립으로 보여도 내실은 평등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다수결에 관련해서 말하자

면, ‘일인 일표제’는 공평하게 보인다. 하지만 토플러(Alvin Toffler)는 거기에 숨은 기

만을 꿰뚫어 보았다.

그는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미국 인구의 20%는 비백인( )

인데, 의석수(1976년)는 하원에서 4%, 상원은 1%. 또 인구의 50%인 여성의 경우,

하원에서 4%, 상원에는 한명도 없다. ‘현재의 정치 조직으로는 소수파는 항상 불리

해서, 가난한 자, 약자, 똑똑하지만 목소리 높여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 외 여러 사람

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것은 미국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다수결’이란, 51%의 의견이라도 100%의 의사로 생각하는 제도이다. IASB에 참

가하지 않으면, 세계경제에서 뒤처진다. 참가하려면, 다수결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

다. 일본선출이사의 고충이 눈에 훤하다. 그래도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또다시 언어

제국주의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일상언어가 아닌 회계언어에 있어서도, 단독(일본)만이 아니라 공동(선진 7개국 회

계기준설정주체 선출이사를 포함한 14명의 IASB 멤버들)으로도, 일본은 언어제국주

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시바( )도 말했듯이, ‘역사 속에서’태어난 점에서,

인간은 다른 생물과 다르다.37)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다른 생

물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진다.

의장뿐만이 아니다. IASB 부의장인 존스(Thomas E. Jones)에게서도 문제발언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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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健 , 『 經 』, 1995年 5 13 , 26 .

35) 加 , 揭 , p. 20.
36) アルビン∙トフラ－( 岡 監 ), 『 の 』, 公 庫, 1982年, p. 558.
37) ,『この國のかたち 』, , 1996年, p. 206.



인다. 회계는 문화(가치관)와 무관하다고 그렇게 단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을 방

문하여 참가한 좌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각국의 법률시스템이라는 것은, 각각의 국민성이나 특유의 문화를 반 한 그 나라 고

유의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회계는 법률과는 달리 단순한 기술적인 수법입니다.

판매거래나 생산활동 혹은 리스거래 그 어느 쪽도 경제거래로서의 성격은 전 세계가 같

으므로 그것들의 회계처리방법 역시 전 세계가 동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각국의 문

화 차이가 회계처리 방법에 향을 준다는 것은 본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이렇게

생각하면, 회계기준의 세계통일은 간단하게 달성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많은 투자가 가능하다면, 5년 정도의 기간으로 달성가능 할지도 모릅니다.38)

이상에서 미루어보아, IASB의 지배적인 언어관은 이미 명백하다. 무엇보다도 회계

에 한 언어의 의미로서의‘질 높고 투명한 정보’(high quality, transparent informa-

tion)인 <자존( )적 실체>를 요구하고 있다. 말(기호)의 의미에‘상 적인 관계’

를 찾는 견해는 추호도 엿볼 수 없다. 의미실체론에 입각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게다가 부언하자면, ‘질 높고 투명한 정보’를 강조함으로써 IASB는 회계언어의 비

교가능성 즉,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한편으로, 회계언어가

비즈니스맨의 인식∙사고∙행동을 구속하는 측면의 기능에 해서는 묵과하고 있다.

그 언어관이 의미실체론인 것은, 이 점에서도 방증이 될 것이다.

비즈니스맨은, 구체적인 숫자(기호)로 된 매상고의 증가나 원가절감 또는 그것들에

의한 자신들의 담보(분배)로 연관되지 않는 현상에는 감응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이

익의 계상∙분배의 모양이야말로 기업문화(가치관)의 구심점이라 할 수 있겠다. 비

즈니스맨의 인식∙사고∙행동은 그들이 몸담은 기업문화(가치관)의 함수이다. IASB

는 이 점에 한 지식에 부족하다.

예를 들어 수익비용관인가 자산부채관인가? 쌍방의 이익개념은 상 적이며, 어느

편 한쪽만이 보편적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회계 상의 이익개념도 분명

히 문화의 개념이다. 위에서 서술한 바 로, IASB 부의장은 회계가 기술적인 수법에

지나지 않으며, 문화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즉, 회계에 있어 문화적 속성을 도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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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Thomas E. Jones, , 加 , 「 ／ 近のIASBの について」, 『JICPAジ

ャ－ナル』, 公 計 , 13卷 10 , 2001年 10 , p. 14.



한 IASB 간부의 언급은 회계언어가 비즈니스맨의 인식∙사고∙행동을 구속하는 기능

을 간과한 논의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기업결합 회계에 임해서, IASB의 총의는 매수법(purchase method) 단일화의

방향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 IASB 내에서는 일본만이 지분통합법(pooling-of-

interests method)도 남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미와 달리, 일본에는 문자 그

로의 의미로‘ 등합병’의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매수법으로 단일화하는 것

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39)

국제회계기준이나 미국의 회계기준에는, 매수법으로 한정되어 있다. 한국의 회계

기준이나 일본의 회계기준에는, 합병의‘본질’에 따라서 매수법인지 지분통합법인지

선택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원재료의 확보 또는 판로 확립의 목적을

가지고, 원재료 공급회사 또는 판매회사를 합병하려는 수직적 결합(vertical

combination)이라면, 전자에 속한다. 아니면 시장에 있어 우위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

해 동종업의 두개사가 합병하려는 수평적 결합(horizontal combination)이라면, 후자에

속한다.40)

매수법인가 지분통합법인가? 다시 말해, 흡수합병인가 등합병인가? 기업의 결합

이 항상 전자로 판단될 수 있다면, 우리들도 IASB가 지향하는 방향에 이의는 없다.

그러나 드물다고는 해도, 후자의 케이스가 존재한다면 IASB의 방법에 반 할 사람이

있는 것도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된다. 

덧붙여서 등합병이 있을 수 있다고 해도 실제로는 흡수합병인지 등합병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그레이존(gray zone)의 합병도 많을 것이다. 그레이존의 합병이라

해도 어딘가에 구획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분개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구

획한 위치의 조절로, 흡수합병과 등합병이 식별되는 셈이다.

일찍이 미국에서도 지분통합법을 남용한 역사가 있었다.41) 이러한 남용 역사 그 자

체가 합병에 있어서 그레이존이 존재한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합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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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經 』, 2002年 3 14 , 19 .

기업회계기준위원회, 위원장의 담화

40) , 『 』( 9 ), 經 , 2003年, p. 882.
41) , 「 プ－リング」, 計 究 , 『 計 計 』(改

), , 2001年, p. 1177.



는 말에 해서, 그 의미가 그레이(gray=애매함)라야 다양한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

이다. 말의 의미가 일의적( )이었다면 남용도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매수법인가 지분통합법인가? 자본적 지출인가 수익적 지출인가와 마찬가지로 이것

도 회계인에게는 고민되는 판단 업무일 것이다. 어쨌든 그레이존의 합병에 해 어디

까지를 흡수합병으로 간주하고, 어디서부터 등합병으로 인정할 것인가? 그것은 인

위적인 분절의 문제이다. 구분 짓는 선이 가변적인 분만큼, 기업결합 회계론도 다양

화될 것이다.

즉, 분절여하에 따라 두 종류의 합병이 식별된다면, ‘흡수합병’및‘ 등합병’이라

는 말의 의미는 당연히 상 적이며 관계적이다. 자존적인 실체가 아닌 것은 분명하

다. 원래는 부동일 수 없는 선의 그어진 장소가, 잠시라도 정해졌다고 하자. 그 때 비

로소 합병한 가운데, 흡수합병(A)이 아닌 것이 등합병(non A)이 되고 등합병

(non A)이 아닌 것이 흡수합병(A)이 되는 것이다. 곧 기업결합 회계에 있어 의미 관

계론의 타당성이 뚜렷하게 판단될 수 있는 것이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유형고정자산에 해 취

득 후에 개량 등을 실시한 경우, ‘그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려는 추가적 지출은

개량으로 판단되어, 취득원가에 추가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지출을 자본적 지출이라

한다. 이에 비해 자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은 수선 또는 유지로 판단되어, 수

선비로서 비용처리 된다. 이러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이라 한다. 즉 현실문제로서 자

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엄 하게 구별하는 것은 어려우며, 실무에 있어서는 일정

의 금액을 기준으로 그것들의 구분을 실시하고 있다.’42)

이 경우, 기준이 되는‘일정의 금액’이라는 것은 기업의 규모나 업종 등에 의해 가

변적일 것이다. 상 적 금액이지 일률적(절 적) 금액은 아니다. 바꾸어 말하면, 관

계적이지, 실체적이지 않다. 즉, ‘개량’이냐‘수선’또는‘유지’냐 라는 비용의 의미

가 실체적인 것에서 관계적인 것으로 변화해버리고 있다. 

‘일정의 금액’이라는, 실체적이지 않은 관계적인 기준이 적용된 때에 시작해서 취

득 후에 유형고정자산에 한 지출의 의미가 확정된다. 자본적 지출(A)이 아닌 것이

수익적 지출(non A)이 되고, 수익적 지출(non A)이 아닌 것이 자본적 지출(A)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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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형고정자산 회계에 있어서도, 의미 관계론의 타당성이 현연히 드러난다.

IASB는 기업의 합병을 하나의 흡수만으로 보려 하고 있다. 다시 말해, 기업의 여러

합병들을 똑같이 흡수로 보는 사고방식이다. 일본이나 한국에서 지분통합법 지지자

는, 합병을 흡수와 등의 두 가지로 본다. 즉 기업의 합병을 두 가지로(그러나 구분

선의 가변성을 인정한다면, 다양하게) 보는 사고방식이다.

기업의 합병을 한가지로 보는 것은, 색으로 말하자면 상을 한 가지 색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두 가지 내지 다양한(본 건의 경우는 두 가지 관점의 변형

(variation)) 견해가 있을 수 있는 이상, 상을 한 가지(하나의 색)로 보는 견해는 자

연스럽지도 보편적이지도 않다. 즉 한 가지(하나의 색)라는 견해는 말하자면, 상을

‘구분이 없는 분절(무분절)’로 보는 사고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것도‘분절’의

한 형태로 간주할 수 있다.

차 조표 차변(자산)의 분류에 해서도, 동종의 현상이 보인다. 수익비용관으로

는 3개로 분할(유동자산∙고정자산∙이연자산)되는데, 자산부채관으로는 2개로 분할

(유동자산∙고정자산)된다. 분할 수를 색깔별 수로 환언하면 수익비용관은 자산을

세 가지 색으로 보는 사고방식이며, 자산부채관은 자산을 두 가지 색으로 보는 사고

방식이다.43)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의 회계기준은 수익비용관에 입각한다. 국제회

계기준이나 미국 및 한국의 회계기준은 자산부채관에 입각한다.

또한 차 조표 변(부채∙자본)의 분류에 해서도, 마찬가지다. 도쿠가( )

에 따르면, 부채와 자본의 구분에 관해서는 다섯 개의 설이 있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

다. ① 자본확정 접근(2색 = 2 구분 + 부채에 해 2개로 소구분), ② 부채확정

접근(2색 = 2 구분 + 자본에 해 2개로 소구분), ③ 혼합 접근(2색 = 2 구분

+ 부채 및 자본에 해 각각 2개로 소구분), ④ 중간 역설정 접근(3색 = 3구분),

⑤ 무구분 접근(1색)이다. 각각은 무지개를 몇 개의 색으로 보는가라는 논의와 겹친

다.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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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그래서 수익비용관을 기본으로 한‘유동자산’은 자산부채관을 기본으로 한‘유동자산’과는

의미가 다르다. ‘고정자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들 두 종류의 재무회계관이, 서로 언어체

계를 달리 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확실히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44) , 「 と の區 ─ アプロ－チの考 」, 『企 計』, 經 , 2003年
7 , 55卷 7 , pp. 18~22.



확실히, 기업결합 회계의 여하, 차 조표 차변 및 변의 분류여하, 그것들은 무

지개를 몇 개의 색으로 보는가와 닮은 꼴을 이루고 있다. 어느 쪽이든 분절(문화)의

문제이다. 회계처리(언어체계)의 차이로 인해 회계용어(기호)와 그 의미가 일 일

로 응하고 있지 않다. 이것 역시 의미실체론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연구개발비(기호)는 일본 회계기준에서는 이연자산(의미 1)으로 볼 수 있지

만, 국제회계기준 및 미국의 회계기준에서는 기간비용(의미 2)으로 본다. 또 한국의

회계기준에서는 무형자산(의미 3)으로 보고 있다. 창업비(기호)도 일본 회계기준에

서는 이연자산(의미 1)으로 취급되지만, 국제회계기준 및 미국의 회계기준에서는 무

형고정자산(의미 2)으로 취급된다. 또 한국의 회계기준에서는 기간비용(의미 3)으로

보고 있다. 이것들은 태양 색을 무슨 색으로 보는가와 닮은 꼴을 이루고 있다. ‘연구

개발비’나‘창업비’라는 회계용어(기호)와 그것들의 의미가 일 일로 응하지 않고

있다. 모두 의미실체론을 반증하는 사례이다.

매수법인가 지분통합법인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계상되는 이익은 서로

달라진다. 이익의 액수가 달라지면, 각종 이해관계자에 한 분배도 연동하여 변화시

킬 수밖에 없다. 매수법인가 지분통합법인가라는 어느 한쪽의 선택은, 단순한 회계처

리의 차이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해조정 문제와 직결하고 있다. 

이상은, 회계가 기업문화의 문제와 불가분하다는 증거가 아닐까? ‘집단주의’는 일

본기업에 있어 특징적인 문화(가치관)가 되어 있다.45) 흡수합병인가 등합병인가,

그것은 합병 후 직원들의 사기에도 크게 향을 줄 것이다. 지분통합법의 부정( )

이 기업문화에 깊이 저촉될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46) 회계처리의 차이가 일본에서

비즈니스맨의 인식∙사고∙행동을 바꾸는 일례일 것이다.

그 외에도, 기업문화의 차이가 회계처리의 차이에 연관되는 사례는 많다. 예를 들

면, 업권의 상각법( 却 )이나 장기공사계약에 한 수익계상기준을 들 수 있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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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高 , 『 經 』, 公 , 1984年, pp. 100~1.
G.G. ミュ－ラ－, H. M. ガ－ノン, G.K. ミ－ク( 健 ， 監 ), 『國 計

』《 4 》, 經 , 1999年, pp. 12~3.
46)‘화( )의 정신’을 중시하는 일본에서는, 등합병(지분통합법)을 해야 경 도 잘 되어간다.

오쿠야마( )는, 일본문화의 특색과 회계와의 관계에 해서 그와 같이 강조하고 있다.

Jones, , 加 , 揭 , p. 15.



다. 미국회계기준이나 국제회계기준에는 업권에 해서는 감손회계를 채택하는 방

향으로 진행되는 중이다. 공사수익에 해서는 공사진행기준에 따른다. 한편 일본기

준으로는, 전자에 해서는 무형고정자산으로 한 경우에 5년 이내에 매시기 균등액

이상의 상각, 후자에 해서는 공사진행기준 또는 공사완성기준의 어느 쪽인가를 선

택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47) 구미기업의 단기이익지향, 일본기업의 장기이

익지향이라는 기업문화의 차이를 간취할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도저히 존스 부의

장의 의견에 찬동할 수 없는 것이다.

V. 회계문화의 상 성

최근, 쇠고기 위장사건 등이 계기가 되어, 일본 국내기업에 한 사회적 제재에는

엄격한 부분이 있다. 유키지루시 식품( )은 해체의 쓰라림까지 맛보았다. 요

즈음 다시, 니혼햄( ハム)이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할 게 없는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에서도 월드콤사나 엔론사의 회계부정이 적발되고 있다. 그들 기업의

불상사는 일상언어의 가치관(소비자의 안전)보다도 회계언어의 가치관(회사의 업적

향상)을 우선시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48) 회계언어가 비즈니스맨의 인식∙사고∙행

동을 구속하고 있는 비근한 예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 해도, 유키지루시 식품사( )나 니혼햄사( ハム )에 한 사

회적 제재는 어딘가 끝이 없는‘두더지잡기 게임’과 닮아있다. 도로에 차가 사라지지

않는 한, 교통사고는 없어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기업에서 회계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런 유의 불상사 역시 없어질 것 같지 않다. 이것이 문제의 근원이다.

104 經 � , 38 卷 2∙3

47) 한국의 회계기준에서는, 무형고정자산은 상각설에 입각한다고 하지만, 상각년수∙금액에

해서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기업회계기준 제63조). 그리고 장기계약공사에 해서는, 공사진

행기준 또는 공사완성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기업회계기준부칙 제10조).

48) 유키지루시 식품사( )의 모 회사=유키지루시 유업사( )는, 2000년 6월
저지방유로 식중독 사건을 일으켰다. 이런 것은, 명백하게‘소비자의 안전’에 실수를 저지른

경우이다. 한편 위장쇠고기는, 직접적으로‘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쇠

고기의 위장도, 일상언어 보다 기업에 의한 회계언어의 가치관(회사의 업적향상)을 우선시한

행동이다. 그 때문에 본고에서는 같은 예로 다루고 있다.



세상에서 살펴지는 사회적 제재는, 서민(일상언어인)들에 의한 일시적인 정신적 위

안일뿐 발본적인 해결은 될 수 없다. 스트레스에서 오는 복통에, 진통 주사를 여러 번

되풀이해서 놓은들, 병은 낫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즉 이런 종류의 불상사는 엄격한

사회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반복해서 재발생 될 것이다. 우리들이 이제 와

서 자동차도 회계도 없애 버릴 수 없다면, 결국은 회계도 가위와 마찬가지다. 그 공죄

(功 )를 충분히 염두에 두고, ‘사용법’을 궁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좋고 나쁨, 아름다움이나 추함 또는 맛있거나 맛없는 것을 인식한다. 일상

에서 그러한 인식의 기반이 되는 것이‘가치관’이다. 가치관은 미국, 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중국 등, 각국∙각 민족에 따라서 다르다.

국가, 민족, 기업 등, 집단 레벨에서의 인간의 가치관을‘문화’라 한다. ‘문화

(culture)’란, 자연(nature)의 개념( 槪念)이다. 자연이란, 인간이‘발견하는 구조’

이다. 문화란, 인간이‘창조하는 구조’이다.49) 가치관이 각국∙각 민족에 따라 다른

것은 각국∙각 민족에 의한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다. 각국∙각 민족에 따른 문화가

다른 것은, 각국∙각 민족에 의한 말, 즉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듯 말(언어)은‘자신에게 외재( )하는 현실을 통지하거나 지시하거나 하는

표상’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제도 즉 규범으로서의 랑그차원의 기호성밖에 안

된다. 가치체계 즉 형상( )으로서의 랑그차원으로 말한다면, 말(언어)은 복수의

기호체계(제문화)를 창조해 내는 창조주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문화란 기호(=

말)에 의해 발생되며, 이것 역시 또 하나의 기호(=공동환상)다. 그 기호성은 스스로

도 일절의 근거를 가지지 않는 비실체적 관계라는 뜻이다.50)

위에서 문제 삼은 기업의 불상사는, 모두 서민과 기업간의‘감각에 있어서의 어긋

남’에서 야기된 것이라 말할 수 있겠다. ‘어긋남’이라면‘충돌’이다. 요컨 ‘불상

사’의 내용은‘서민의 가치관과 기업의 가치관의 충돌’이라 하는 셈이다. ‘가치관의

문제’라면‘선호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해당 문제의 진위는 추궁할 수 없

다. 다수의견 즉 다수가치관이, 일시적으로 그 자리를 지배하는 일은 자주 있다. 그러

나 그것은 다수가치관이‘진리’라는 것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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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揭, 『ソシュ－ルの 』, pp. 291~2.
50) , 揭, 「 という記 」, p. 20.



덧붙여‘불상사’가‘상이하는 가치관의 충돌’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상이하는

문화의 충돌’과 다를 바 없다. 여기서의‘상이하는 문화의 충돌’이란, ‘일상문화와

기업문화의 충돌’을 의미한다. ‘상이하는 문화의 충돌’이란, 결국‘상이하는 언어체

계의 충돌’이다.51) 태초에 말이 있었다. 언어 없이는 인식∙사고∙행동도 없다. 그렇

다면 상술한‘불상사’가 일어나는 원인은, ‘상이하는 언어체계의 충돌’곧‘일상언어

와 회계언어와의 충돌’이었다는 것이 된다.

일본국내의 상황을 되짚어보자. 금융청이나 기업회계기준위원회(ASBJ)가 국제회

계기준 책정에 관여하는 과정과 병행해서, 종래 국내의 트라이앵 체제가 무너져 가

고 있다. 트라이앵 체제란, 세 가지의 회계 관계법령(상법∙법인세법∙증권거래

법)에 의한 유기적 기업회계제도의 형성상황을 말하는 것이다.52) 요컨 3자 회계 관

계법령의‘조화’인 것이다.53) 그런데 그 조화가 무너져 가고 있다.

각국 회계기준 간의 국제적인 조화∙통일의 과정에서, 국내 회계기준 간에 유리(

)∙분열이 병행하여 생기고 있는 것이다. 아이러니한 현상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

다. 구체적 예를 들면, 세효과회계( 果 計)가 도입되어, 증권거래법과 법인세법

과의 회계적 연관이 희박해 졌다. 예를 들어 손충당금 등의 설정에 임하여 증권거

래법 회계에 있어서 이른바‘확정결산주의’에 얽매이지 않는 회계처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 일본의 증권거래법회계가 국제회계기준과 보조를 맞춰서 공시 강화를 해 나가

면 나갈수록 증권거래법회계와 상법회계와의 현격한 차도 벌어질 수밖에 없다.54) 상

법이라는 법령은 모든 상인에게 적용된다. 상장 회사 뿐만이 아니라 비상장 회사에도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숫자로는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개인사업자에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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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ほか, 『 』, 京 , 1996年, p. 72.
52) 加古 , 「グロ－バルスタンダ－ドとトライアングル 」, 『企 計』, 經 , 2002

年1 , 54卷 1 , p. 19.
53) , 「 が がると が減る？」, JUSCPA國 計基 , 『よくわかる

國 計基 』( 2 ), 經 , 2000年, p. 180.
54) IAS의 도입에 따라, 증권거래법회계와 상법회계가 유리하고 국내회계가 이중표준이 될 염려

가 있다. 기쿠야(菊谷)의 비평의 말이다.

菊谷 , 「わが國における 計基 の國 」, 『BUSINESS INSIGHT(ビジネス∙イ

ンサイト)』, 經 , 2000年3 , 8卷 1 , p. 20.



도 적용된다. 그 개인 사업자들의 경우, 복식부기가 아니라 아직 단식부기(체계의 정

교함이 단식부기에도 미치지 않는 비망 수준의 메모도 포함한다)에 의한 상인이 90%

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55)

그 동안 일본의 조세특별조치법(소득세)은 녹색신고 특별공제제도를 통해서, 복식

부기보급에 힘써왔다. 거기에 해당하는 국내사업자(부동산소득자도 포함)에 해서

는 45만엔의 특별공제를 인정했다. 단, 시간이 걸리는 복식부기가 정착할 때까지의

‘경과적 조치’로서, 2002년도까지는 간단한 단식부기로 기록하고 있는 경우라도

차 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첨부를 조건으로 45만엔의 공제를 인정했다. 그리고 그 후

는 10만엔만이 공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부분의 사업자가 계속 간단한 단식부기를 선택하여 복식부기는 조금도

정착되지 못했다.56) 이 때문에 경과적 조치의 기한만료전인 2000년도 세제개정에서

복식부기로 기록하고 있는 경우의 공제액을 55만엔으로 인상하는 한편, 단식부기에

해서도 45만엔 공제의 상으로서‘정식( )’으로 인정하기에 이르 다.57)

이 한 가지 경우만 보더라도, 복식부기실무의 보급은 용이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복식부기실무의 보급은‘용이하지 않다’기 보다는 오히려 소

세 기업에는‘필요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요컨 ‘가치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으

로 보는 것이, 우리의 회계 연사( )관계론이다.

단식부기인가 복식부기인가? 그것은 회계에 있어서 연사 관계의 차이이다. 도박에

있어서의 연사 관계에서 유례를 구한다면, 이른바 마작이냐 포커냐 화투냐의 차이이

다. 어느 종류의 도박이 가장 흥미를 자아내는가, 그것은 사람(민족문화)에 따라 가

지각색 일 것이다. 이미 선택사항은 다수인데, 도박의 종류를 하나로 통일하는 등, 강

요 없이 가능할 것인가? 회계에서 연사관계의 현실도 규모의 소로부터, 기업이 놓

인 상황 나름이다. 단식부기 아니면 복식부기 어느 쪽인가로 굳이 통일하는 것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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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오사카 국세국 세무상담실에 한 알아 듣기로부터의 추정이다(2002년 7월). 단식부기라 해

도 매일의 거래 기입장에 있어서 등식이 기초가 된다. 예를 들어‘현금수입-현금지출=현금

잔고’이다. ‘비망 수준의 메모’란, 그러한 등식조차도 제 로 되어 있지 않은 비망록 수준의

기입장을 가리킨다. 이 상담실에 의하면, 개인사업자에 있어서 복식부기 및 단식 부기의 채

용 상황에 한 전반적인 통계는,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56) www.mjsclub.ne.jp/info_service/management/useful/tax_amend_h12/data.06.html
57) www.tax-adachi.gr.jp/htm/kaisei/2000/2000kaisei1a.htm#4



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다시 말해 연사관계∙연합관계를 통합한 회계기준에 해서는 국내에서의 통일조

차 뜻 로 되지 않는데, 세계통일은 도저히‘기 하기 어렵다’고 밖에 할 수 없지 않

을까?

전술한 바와 같이, 일상언어에 있어서의 언어제국주의는 파탄되어 왔다. 이것을 교

훈으로 우리 회계인들도 경직된 일원적인 회계기준의 책정이나 강요에는,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언어는 그것을 말하는 지역사회의 문화를 반 한다. 다국적 기업의 경우는 어떠한

종류의 국제적인 회계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국 내외 모든 기업에 받아들여지

는 통일적인 국제회계기준의 달성 등은 바랄 수 없다. 회계 언어론자인 매쿨루어의

의견이다.58) 경청할만한 가치가 있다.

물론 기업 활동의 국제화∙경제의 세계화 때문에 보더리스한 자본시장의 존재는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재무제표의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일적

인 국제회계기준은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 주장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

만 그렇다 해도, ‘국제회계기준 Only’가 아니라‘국제회계기준 Plus’가 현실적인 방

향이라고 생각된다. 국제회계기준은‘세계 통일어로서’가 아니라, ‘국제 보조어로

서’책정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다만 이 점의 인식을 흐리게 하는 논의가 언제나 우리들을 쫓아다닌다. ‘국제회계

기준의 책정은『비용 삭감』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 표적인 예는, 카스버그

(Bryan Carsberg) 국제회계기준 위원회의 사무총장(1998년 1월 당시)의 견해로, 다음

과 같다.

우리들 최 의 목표는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회계기준과 각국의 국내에서 사용되는 회

계기준을 통일하는 것이다. 세계에서 자금조달을 하는 기업과,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

이 다른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면, 투자가는 기업업적을 비교할 수 없다

…… 다국적기업이 진출한 각각 나라의 회계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면, 막

한 비용이 든다.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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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Malcolm M. McClure, Accounting as Language: A Linguistic Approach to Accounting, (Ann Arbor:
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 1983), p. 159.

59)『 � 』, 1998年 10 28 , 17 .



국제회계기준의 의의에 관해서‘비교가능성 획득’이라는 논의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비용 삭감’이라는 논의에는 찬성할 수 없다. 비교가능성 획득과 함께 비용

삭감까지 도모하려는 생각, 이것이 바로 국제 회계론에서의 언어제국주의의 시발점

이다.

일찍이 미국 근 회계학의 거성이 이야기한 데서 나온 경고가 상기된다. 우리들은

다시 한번 메이(George O. May)의 선견적 통찰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다음의 경

고이다. 다시 한번 숙독하고 싶다.

통일에의 바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생의 복잡함이나 불확실함을 어내려고 하는

(또는 적어도, 모호하게 하는) 규칙을 정하자는 막연한 보편적인 바람을 나타내고 있다.

통일은 목표로서 보여서는 안 되고, 회계를 해서 한층 가치 있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수

단으로, 특히 사람들의 요구에 이제는 고려해야 함을 일반적으로 알기 시작하여 회계에

합법적 이해( )를 가지면서 회계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에 해서, 더욱 회계를 가치

있게 하기 위한 도움으로 보게끔 해야 한다.60)

통일은 그것 자체가‘목표로서 보여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통일을 위한 통일’

은 우리에게는 목표가 아니 된다. 통일적 국제회계기준의 구축은‘합법적 이해( )

를 가지면서 회계에 익숙하지 않는 독자’즉 세계 자본시장에의 기업 외 참가자(투자

가 등의 회계정보 이용자)를 위해 이뤄져야 하는 과제이다. 다국적 기업 사이드의 비

용 삭감 운운하는 등, 비당사자에게는‘정곡을 빗나가고’, ‘성가신’논의인 것이다.

즉 보더리스한 자본시장이 필요한 상장기업은 추가 비용 부담을 각오해야만 한다.

그리고 국내 상과 국외 상, 두 종류의 재무제표를 작성해야만 한다. 소수의 국제

적 상장 기업의 비용 삭감을 위해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비국제적 기업의 가치관

을 억압하는 것은 본말전도( )의 상황이다.

전술에서와 같이, IASB에 있어서 국제회계기준 통일(수렴)의 목적(동기)은 두 가

지로 정리될 수 있다. 각국 재무제표 사이의 비교가능성 획득과 다국적 기업의 비용

절감이다. IASB의 트웨디 의장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은 원칙에 입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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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George O. May, “Uniformity in Accounting,”Harvard Business Review, Vol. XVII, No. 1(Autumn
1938), p. 7.



것이고 미국 회계기준과 같이 세세한 규칙에 입각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61) 세부의

회계처리에 해서는 각국 기준의 독자성을 용인한다는 암시의 말이다.

그러나 각국 기준의 독자성을 용인하면 할수록, 각국 재무제표간의 비교가능성은

저하된다. 이것 역시 명백하다. 그래서 IASB가‘국제회계기준 Only’에 구애 받는 한

은 상기의 두 가지 통일 목적은 일정한 <장치>로서 작동한다. 즉 원래 다수 있어서 마

땅한 회계처리법을, 언제나 소수로, 더 나아가서는 단일의 회계처리법책정으로 향시

키는 구동장치(drive)가 된다는 것이다.

그 일례가, 기업결합회계에서 지분통합법의 기각, 매수법 한정화의 움직임이다.

IASB의‘국제회계기준 Only’에 해서 특히 걱정되는 것은, 이 장치이다. 그러기에

그러한 통일적 회계기준 책정법을 우리는 강하게 저지할 필요가 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책정된 회계기준이 강권발동(강제) 한들, 오래 지속될 것 같지

않다. 설령 증권감독자국제기구(IOSCO)의 승인이 있다 해도 말이다.62) 거기다 사후

결과는 단지‘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식민지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원하지도 않았음에도 강제당한 사업자나 기업, 그 외 회계정보의 이용자

들에게 오래 회복되기 힘든 데미지를 남길 것이다.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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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David Tweedie, , , , 加 , , , 「パネルディス

カッション/國 計基 (IASB)の 近の 」,『JICPAジャ－ナル』, 公

計 , 14卷 3 , 2002年 3 , p. 48.
62) 그와 같은 회계기준은 명문화되었다 한들, 무리가 있는 한은, 시행 면에서‘빈껍데기’와 같을

것이다. 예로, 일본에서는 모든 주식회사는 차 조표나 또는 그 요지를‘공고’하도록 되어

있다(상법 283조 4항).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관련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지에서 행하도

록 되어 있다(상법 166조 3항). 그러나‘중소기업 등은 이 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실태이

며, 결산공고는 현상으로는 유명무실화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이와타 야스히로

( )[사단법인 일본신문협회 광고위원회 위원장], 「상법의 일부개정에 관한 일본신문

협회 광고위원회의 의견」, 법제심의회의 다케시타 모리오( )의장수신 의견서, 2001
년, 8월 30일.」공고를 소홀히 한 경우, 100만엔 이하의 과료가 벌칙으로 정해져 있다(상법

498조 1항). 그런데도 현상은 이렇다. 본문에서 말하는‘오래 지속될 것 같지 않다’라는 것

은, 이와 같은 사태도 내포하고 있다. 덧붙여서, 2002년 4월 1일 실행된 개정상법에 따라, 종

래의 관보나 신문에 의한 공고에 추가해서, 회사 자사 홈페이지에 의한 인터넷 공개도 인정

받을 수 있게 되었다(상법 283조 4항∙5항).

63) 그 데미지의 크기는 일률적으로는 말할 수 없다. 해당 회계기준이 요구하는 통일적인 구속의

넓이(범위), 깊이(강도), 속도(성급도)등과 상관관계에 있을 것이다.



각국의 서로 다른 회계기준의 국제적‘조화’및‘통일’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바야

흐로 학계의 세계적 통설이라 불러도 좋다. 그러나 현하, 국제회계기준 책정 작업이

귀추 할 바는 회계기준의 조화(harmonisation)에도 통일(convergence)에도 없을 것이

다. 오로지 보더리스한 자본시장이 필요한 일부 상장기업을 위한 별개의 새 언어체계

(새 문화)의 창조(creation)일 것이며, 오히려 회계기준의 다양화(diversification)이다.

이상이 본고의 국제회계론이다.

VI. 맺 음 말

이상의 考에 관하여, 나름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회화나 회계나 모두 인간에 의한 언어 행위이다. 양자모두 상을 다양하게 표

현한다. 회화의 경우, 상(무지개∙태양)은 같아도 민족 언어에 있어서의 체계성의

차이에서 표현(색개수∙색채)은 분기했다. 회계의 경우도, 재무상태( 상)나 경 성

과( 상)는 같아도 언어체계로서의 자산부채관(미국∙한국)에 따르는지 수익비용관

(일본)에 따르는지에 의해 차 조표나 손익계산서에 표현되는 내용은 달라진다.

(2) 일상언어 차원에 있어서의 언어제국주의의 실패, 에스페란토어 보급의 지체 등

에서 분명한 것처럼 회계에 있어서도‘세계 통일어’로서의 실현은 이루어지기 어렵

다. 기 할 수 있다 해도, 겨우‘국제보조어’로서의 통일어로 머문다. 언어는 커뮤니

케이션의 수단에 그치지 않고,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가치관)와 일체

되기 때문이다.

(3) 최근 기업의‘회계 부정’에 한 엄격한 사회적 제재를 세계적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일상언어의 가치관(일반 중의 이익)과 회계언어의 가치관(기업의 업적)과

의‘이( )문화 충돌’에 다를 바 없다. 회계언어가 기업인의 인식∙사고∙행동을 구

속하고 있는 비근한 예이기도 하다. 도로에 자동차가 사라지지 않는 한, 교통사고는

없어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기업에 회계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런 종류의 불상사

역시 없어질 것 같지 않다.

(4) 국제회계론에 있어서의 언어제국주의는 비교가능성 획득에 그치지 않고, 비용

삭감까지도 의도하는 점에서 출발된다. 그렇기에 그런 회계기준 책정법을 강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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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할 필요가 있다. ‘국제회계기준 Only’가 아니라‘국제회계기준 Plus’가 현실적인

방향이다. 보더리스한 자본시장이 필요한 일부 상장 기업은, 추가비용의 부담을 각오

해야 할 것이며, 국내 상과 국외 상의 두 종류의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5) 각국 회계기준의 국제적‘조화’또는‘통일’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바야흐로

학계의 세계적 통설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통일적인 국제회계기준은 강권발동(강

제) 되어도 오래 지속되지 않겠다. 따라서 현하, 국제회계기준 책정 작업이 귀추 할

바는, 회계기준의‘조화’에도‘통일’에도 없다. 오로지 보더리스한 일부 기업을 위한

별개의 새 언어체계(문화)의‘창조’이며, 오히려 회계기준의‘다양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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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ization of Accounting and 
Linguistic Imperialism

Jae-Moon Chun*

ABSTRACT

The conclusions reached in this paper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We should distinguish meta-language from object language. Our thoughts become

confused and lost in a maze when the ranks of the language are confused, which is the

problem that often arises when addressing linguistic significance in international accounting.

In order to think clearly, the distinction between the meta-language for control (accounting

standards) and that for description (language for standards and language for disclosure) must

be made clear.  All three meta-languages mentioned above can be designed as uniform

language or as auxiliary language.

(2) There is very little chance that each of the above three meta-languages will ever be

transformed into a world-wide uniform language in accounting, as suggested by the failure of

linguistic imperialism and the delay in the popularization of Esperanto. The meta-languages

may become the international auxiliary language, at most, because language is not only a

means of communication but is also at one with the culture (values) to which the language

speakers be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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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 recent years, accounting fraud has been severely punished in many developed

countries. This fact can unmistakably be attributed to intercultural conflicts, or conflicts

between the values of everyday language (benefit of the general public) and the values of

accounting language (performance of the corporation). Such conflicts arise because the

perception, thought, and behavior of the businessmen are strongly bound by the accounting

language. In other words, corporate scandals will arise as long as there is an accounting

system in the company, just as traffic accidents will occur as long as there are vehicles on the

road.

(4) Linguistic imperialism in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AS) arises when

companies try to seek comparability and at the same time reduce cost. We must resist such

imperialism. We cannot expect IAS to be accepted as the only accounting system in all

countries (IAS Only). Instead, IAS should be adopted as an additional accounting system (IAS

Plus). In short, listed companies should make two kinds of financial statements, i.e., one for

domestic and the other for international stakeholders, because additional costs are inevitable

when companies compete in a borderlesscapital market.  

(5) Each country has its own accounting standards. The international consensus is that

there needs to be common accounting standards that can be applied to companies worldwide.

However, no company should be forced to adopt such common standards exclusively. After

all, the effort to promote the harmonisation and convergence of various accounting standards

could only benefit a selected few borderless companies. Furthermore, it is likely that such an

effort would result in the diversification of accounting standards. In other words, the

development of common standards may be equivalent to the creation of another new

language (another new culture).  

Key Words: syntagmatic relation, paradigmatic relation, double-entry bookkeeping,

accounting fraud, linguistic imperialism,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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