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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에 촉발된 금융위기는 한국회계제도의 개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3여 년간에 걸

친 개혁은 그 폭과 범위에 있어서 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며 그 결과로 한국의 회계제도는 이제 국제적 수

준에 비해서도 크게 손색이 없는 면모를 갖추기에 이르 다. 제도개혁에 있어서 특히 주목을 요하는 사

실은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이 국제회계기준에 크게 접근하게 되었다는 점, 주된 회계기준제정기구로서 민

간기구인 한국회계연구원이 설립된 점, 그리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마

련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개혁에도 불구하고 실무차원에 있어서는 여전히 개혁의

성과에 하여 회의적인 시선이 남아있음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한국사회의 다양한 측면은 서로

긴 하게 연계를 이루고 있어 단순히 회계제도의 개혁만으로 기업과 경제의 투명성이 근본적으로 제고되

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위기 이후의 회계제도개혁의 성과를 중간 평가하는

의미에서 회계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공인회계사들을 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에서는 금융위기가 회계제도에 초래한 변화와 이에 따른 실질적인 회계실무의 개선여부에 한 평가

를 부탁하 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제도의 획기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한국회계실무의 배경을 이루는 제

반구조는 체로 불변이며 이에 따라 실무적 개선에 해서도 회의적인 평가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회계개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제도개선에 못지 않게 회

계의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의식, 관행, 패러다임의 변화가 동반되어야만 함을 시사하며 이것은 개혁의

노력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유지될 때에만 가능할 것임을 웅변하고 있다. 

I. 

1997년 말에 시작된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국의 회계제도는 큰 변혁을 맞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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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의 전문가들은 위기를 초래한 원인 중의 하나가 기업경 투명성의 결여와 그

로 인한 신뢰의 상실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 다. 이에 따라 기업경 의 투명성 제

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다각도로 경주되는 가운데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회계제도 개혁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위기이후 3년여가 경과한 현시점에서 그간의

제도개혁의 성과에 해 체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도개혁이 완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향후의 방향에 해서는 여전히 많은 불확

실성이 남아 있음도 사실이다. 따라서 그간의 회계제도개혁의 성과를 점검하고 한국

의 회계관행이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었는지를 진단해 보는 것은 향후의 지속적인 개

혁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외환위기는 외환유동성의 부족에 의하여 촉발되었으며, 외환유동성의 부족

은 직접적으로는 기업, 금융부실의 표출에 따른 외신인도의 급격한 하락, 금융감독

의 소홀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30여년간 압축성장을 통한 경제성장의 추진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

성이 누적되었고, 시장경제체제가 제 로 정착되지 못하 으며, 환경변화에 처하

기 위한 개혁정책이 실패한 데 있었다. 한국의 경제는 60년 초부터 정부주도형, 

외지향형 성장전략을 채택하여 불과 30여년만에 경제규모 세계 11위의 국가로 부상

하 다. 경제규모가 작고 그 구조가 단순했던 시기에는 정부가 배후에서 보증을 하고

경제활동을 조직적으로 감독함에 따라 기업들은 의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었으며 이

를 통해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구조가 복잡해지

면서 이러한 성장전략은 한계를 드러내어 한국경제 전반에 구조적인 문제점을 누적

시키기 시작하 다.

즉, 한국경제는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진 기술수준으로 인해 부분의 핵심기술과

부품, 자본재를 해외에 의존함에 따라 수출이나 생산이 늘면 수입도 함께 느는 취약

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기업도 자기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자금을 차입하고 이

를 바탕으로 시장점유율 확 를 위한 외형 불리기에 치중하여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

었다. 금융기관도 철저한 출심사를 거쳐 우량기업에 출하기보다는 담보가 있거

나 규모가 커서 도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기업에 집중적으로 출하는 관행에

집착하 다. 그 결과 스스로 금융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보다 큰 문제점은 이러한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현상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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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이다. 일부 기업들은 공정한 규칙에 따라 정당한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기보다

는 규칙을 위반하거나 바꿔서라도 자기이익을 확 하고자 하 다. 자기책임과 자유

경쟁이라는 시장경제원칙을 확실히 정착시키지 못함으로써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지

않고, 보상받아야 할 사람이 보상받지 못하는 현상이 사회 각 부문에 만연하 다. 일

부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잘 되면 크게 벌고 안 되면 정부가 도와 줄 것이라는 믿음 하

에 무모한 투자와 방만한 출을 자행하 다. 

이러한 경제구조상의 문제점들 못지 않게 금융위기 이전의 부실한 한국의 회계제

도가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국내외 투자자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이것이 외환위기를 초래하게 된 동인의 하나로 작용하 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히 IMF 차관도입과 관련하여 한국정부와 IMF는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

여 한국의 회계기준과 공시규정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는 일반원칙에

합의하 다. 또한 세계은행은 IBRD 차관도입과 관련하여 회계∙감사기준을 국제적

최상의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1999회계년도부터 금융기관, 상장회사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그 밖의 회사에 해 개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 다. 이러한 외적인 요구와 더불어 한국 금융감독

위원회 내부에서도 회계제도의 개선에 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한국회계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1998년도 초에 회계제도특별위원회를 구성하 다. 동 위원

회는 회계변경, 외화자산∙부채의 환산, 해외사업장 재무제표의 환산, 기업결합 및

관계회사 투자주식의 회계처리, 연결회계, 채권∙채무재조정, 차 조표일 이후의

사건, 연구개발비에 관한 회계기준을 국제적 수준에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

로 지적하 다. 또한 부문별 보고, 중단된 사업부문에 한 보고, 분기별 보고,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 기업의 회계정책 및 우발채무 등을 공시수준의 확 가 필요한 부분

으로 지적하 다. 

IMF, IBRD 및 회계제도특별위원회 등의 제시사항을 기초로 금융감독위원회는

1998년 한국회계기준의 전면적인 개정에 착수하 다. 1998년 7월 22일 개정된 리스

회계처리준칙을 시작으로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 기업회계기준, 금융업종별 회

계처리준칙,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및 파생상품회계를 비롯한 기

업회계기준에 한 해석 등이 국제적 수준에 따라 제∙개정되었으며 연결재무제표준

칙도 개정 상이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제∙개정으로 그 동안 IMF, IBRD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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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특별위원회 등에서 제시한 모든 중요 항목들이 국제회계기준이나 미국회계기준

에 따라 개선되었다.  

한 국가의 회계제도 투명성을 좌우하는 요인들은 크게 네 가지의 축을 중심으로 하

여 검토될 수 있다. 첫째는 회계규제의 측면으로서 이는 회계정보의 측정과 공시에

한 규제를 의미한다. 이 기능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그 고유기능을 가지지만 효율적

으로 기능하기 위하여 회계기준의 제정은 민간부문에 위임하는 것이 합리적인 구조

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둘째는 실무의 측면으로서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

한 기업의 제반노력을 고려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 제 로 기능하

기 위해서는 경 자가 신뢰성 있고 투명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고 개별기업 차원에서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

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감사의 측면으로서 이는 주로 독립성을 갖춘 전문가에 의하

여 기업회계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문제를 의미한다. 즉,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

감사가 제 로 작동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의 질을 보

장하기 위한 감리제도의 효율성 문제도 고려할 수 있다. 네 번째는 회계정보 이용의

측면으로서 이는 주요 회계정보 이용자인 투자자와 채권자들이 회계정보를 투자와

신용제공 의사결정에 적절히 이용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금융위기 이전의 한국 회계제도는 이러한 네 가지 축의 모두가 제 로 기능하지 못

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며 회계제도의 개혁이 상당히 진행된 현 시점에 있어서

도 이러한 요인들이 충분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에 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남아있

다. 특히 그간 진행되어 온 회계제도의 개혁이 회계기준의 정비, 기업에 의한 감사위

원회제도 도입의 의무화 등과 같이 주로 하드웨어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 왔음에 비하

여 현장에서의 회계실무의 체감투명도는 여전히 그리 높지 않음을 고려할 때 경 자,

외부감사인 및 정보이용자의 의식수준을 바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아직

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이 성립한다. 회계정보는 궁극적으로 경

자가 작성하는 것이고 정보의 가치가 질적 측면에서 제고되기 위해서는 정보이용

자에 의한 수용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각 당사자들의 인식전환이 뒷받침되지

않는 외형적 제도만의 개선은 자칫 또 하나의 부실구조를 조성하는데 지나지 않을 수

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 3년간에 걸친 회계제도개혁의 성과를 점검해 보는 것

은 지금까지의 개혁방향의 타당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향후의 개혁방향에 한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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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얻기 위해서도 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1997년 말에 시작된 한국의 금융

위기에 한 회계적 측면에 있어서의 원인을 재검토해보고 지금까지 추진되어 나온

회계제도 개혁 방향의 적절성 여부, 회계의 신뢰성 회복 및 기업의 투명성 제고라는

측면에 있어서의 개혁성과를 점검하고자 한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

서는 한국 금융위기의 회계적 원인을 규제, 실무, 감사, 이용이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의 부실이라는 관점에서 개관한다. 제3장에서는 그간 추진되어 나온 회계제도 개혁

의 주요내용을 개관한다. 제4장에서는 회계제도 개혁의 성과에 한 서술적 논평과

더불어 성과진단에 시사점을 주는 실태분석의 결과를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금융위

기 전후 기간에 걸친 한국 기업들의 회계관행의 변화를 진단하면서 회계제도 개혁의

성과에 한 공인회계사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한다. 마지

막으로 제5장에서는 연구의 주요논점을 요약함과 아울러 향후의 개혁방향에 한 시

사점을 제시한다.

II. � 機의 計

한국의 기업들이 제공하는 회계정보는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어 있음이 자주 지적

되어 왔다. IMF 개입체제의 시작과 더불어 국내외의 전문가들이 한국의 회계정보에

하여 표명한 일관된 의견은 회계정보의 불투명성이었다.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추진되어 나온 회계제도 개선의 내용도 궁극적으로는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함으

로써 정보이용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에 다름 아니었다. 이하에서는 금

융위기의 발생 이전부터 일반적으로 논의되어 오던 회계보고서의 불투명성을 둘러싼

제반요인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1. 計規 의

1) 機關의 規

과거 한국정부와 감독기관은 필요 이상의 간섭과 규제를 일삼아 왔고 그 결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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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발적인 규제기능이 약화되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국의 기업들은 정부의

감독과 지시가 너무 일반적이고 광범위하여 자율적 기능을 담당하는 사업자 단체들

이 사실상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정부의 눈치를 살피는 타성을 자주 드러내어

왔다. 특히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은 그 동안 정부부문에 의하여 제정되어 왔으며 충분

한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졸속으로 개정된 경우가 허다하 다. 특히 경제계의 과도한

정치적 과정의 결과로서 비합리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경우도 많았다.1) 비합리적인

회계기준을 시정하고자 하는 학계 등의 요구에 의하여 일부가 개선되기도 하 으나

전반적으로 개선과 개악이 반복되어 온 역사를 갖고 있다. 

과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금융기관 회계기준의 예외적인 제정∙운 을 허용하

다. 이에 따라 금융업 회계기준은 감독정책에 종속되었고 감독 목적의 회계규정에 의

해 일반투자자들이 이용하는 일반목적 재무제표가 작성됨에 따라 기간별 혹은 산업

간 비교가능성이 훼손되는 등 정보의 유용성이 저하되어 왔다. 예컨 1996년 기업회

계기준에서는 유가증권에 한 시가법 평가를 도입하 음에도 불구하고 기업회계기

준 부칙에서 금융기관에 한 회계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각 감독기관에서 매 회계

년도 말에 시달되는 지침에 따라 유가증권평가손실이나 손상각비의 반 규모를 결

정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이 극히 저조하 다.2) 외화환산에 관한 회계처리는 1990년

이후 1998년 말까지 4번이나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화가치가 하락하면 외화환산

손실을 자산 또는 자본조정으로 처리하고 원화가치가 상승하면 외화환산손익을 손익

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인정함으로써 기업들의 기회주의적인 손익보고를 허용하

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세법 위주의 회계처리 사고가 팽배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취지가 제 로 반 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상당수의 기업들이

세법에 따라 마련된 장부를 이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

다. 그 동안 회계기준과 세법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경주되어 왔으나 최근 세법 쪽

에서 회계기준의 준수를 포기하고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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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컨 ‘증이’로 알려져 온 회계규제, 특별상각, 자산재평가특례, 외화환산손실의 이연처리,

전기손익처리, 금융권의 유가증권평가손실 및 손상각비 등이 그 표적인 사례이다.

2) 은행과 종금사의 경우 1997 회계연도말 현재 약 7조 8천 7백억원에 달하는 유가증권평가손

실을 절반 이내로 반 하고도 회계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았다.



계기준과 세법 및 상법은 본질적으로 상호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 회계기준

은 일관성 있는 개념체계와 국제환경의 변화에 응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 간다. 반

면 세법은 조세정책에 따라 변경되기 때문에 상 적으로 이론적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다. 세법과 더불어 기업을 직접 규제하는 법규로서 가장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상

법의 경우에도 체로 보수적인 입장을 따르고 있어 환경변화에 신속히 처하지 못

하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보다 세법이나 상법 위주의 회계처리 사고

가 팽배한 상태에서 회계정보의 투명성은 상 적으로 저해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2) 企 內 의 構

상술한 외적 제도의 측면 뿐 아니라 복잡한 지배구조, 최 주주의 전횡, 자율적 감

시∙감독기능의 부재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 기업 내부적 규제시스템의 부실도 회계

정보의 불투명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지적된다. 한국의 재벌기업들이 한국 경제성

장에 기여한 공로는 인정하면서도 한국의 경제를 파행으로 이끈 주범 중의 하나로 매

도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복잡한 상호출자

또는 순환출자로 인하여 계열기업간의 상호출자관계, 금전 차거래, 상품 및 용역거

래, 상호지급보증, 재벌소유금융회사에 의한 계열회사의 편법지원 등이 그 폐해로 거

론되고 있다. 

그간 한국의 기업들은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산다는 말이 일상적으로 받아들여

졌던 문화를 지녀 왔으며, 최 주주는 사실상 기업 또는 재벌그룹 내에서 절 적인

권력을 행사하여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았다. 법률상의 견제 또는 감독기관이 없는

것은 아니고 주주총회, 이사회, 상법상의 감사, 외부감사인 등 최 주주에 한 견제

및 감독기관은 형식적으로는 잘 정비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사실상 모두

최 주주에 복속되어 있으며 그 고유의 기능을 발휘한 경우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

다. 심지어 최 주주 중에는 상법상의 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등기상 이사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실권을 발휘하는 이른바 shadow director도 많았다.

회사의 경 은 모든 주주를 위한 공평한 경 이 되기보다는 내부의 최 주주의 이

익을 추구하는 경 이 되기 쉬우며 이 과정에서 외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는 소외되

거나 침해되기 마련이었다. 외부 주주의 이해는 최 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고 감독하

는 기능이 제 로 발휘되었을 때 보호된다. 불행히도 이와 같은 목적으로 제도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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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이사회, 상법상의 감사, 외부감사 등은 모두 제 기능을 발휘하기보다는 최

주주의 전횡을 합법화시켜주는 도구로 전락해 왔다. 즉, 최 주주의 의견이 아무

견제나 감독을 받지 않고 그 로 이사회, 주주총회에서 통과되고 이들 기관은 형식

요건의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상법상의 감사도 최 주주에 의하여 임

명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실질에 있어서는 운 기

능을 담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2. 計 의

1) 計의

한국 기업의 회계보고서는 투명성이 낮은 것으로 자주 지적되어 왔는데 이는 자산

의 과 계상, 부외금융, 이익관리 등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일맥상

통한다. 더욱이 상호출자 관계로 인한 재벌기업의 복잡한 자본구조는 재무제표의 실

상 파악을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는 형식에

그칠 뿐 투자주식과 자본의 상계, 내부거래의 제거 및 상호지급보증 등에 한 정보

를 제 로 제공하지 못하여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었다. 가장 심각한 회계정보의 투명

성 문제는 사실상 설정된 회계기준을 고의로 위반하는 분식회계로 인하여 발생한다.

한국에서의 분식회계 실태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 금융감독원 산하의 증권

선물위원회의 감리, 화의 및 기업개선작업시의 실사 등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3)

여러 실증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기업들은 다양한 이유에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회계수치를 조정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회계수치 조정의 주된 동기로

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부채비율 및 이익수치의 조정,

과세당국을 의식한 과세소득수치의 유연화 등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거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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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컨 97 회계년도 외부감사 상회사에 한 감사결과 한정의견을 받은 회사의 수는 881사

인데 그 중 638사가 이익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회계분식을 하여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

는 외부감사제도가 회계정보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외부감사를

통한 분식회계 적발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한국 기업의 분식회계가 적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

다. 또 98년도에 실시한 상장회사 일반감리의 결과 27.3%의 회사가 분식회계처리 및 부실감

사로 지적을 받았음을 고려할 때 분식회계의 문제는 만성화된 문제로 보여진다.



다. 예컨 강길환(1988), 황교선(1990), 송인만∙최관(1992)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기업이 이익을 유연화시킬 목적으로 회계방법의 선택 및 변경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 또 주현기(1993), 정규언(1993) 및 이용호(1995)의 연구에서는 한국

기업이 법인세 부담을 유연화시킬 목적으로 이익관리를 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

다. 장휘용(1997)은 한국의 부실기업이 부실전 1, 2년에 걸쳐 이익을 증가시키는

이익관리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고하 고, 최관∙김문철(1997)은 경 자의 이익관리

가 기업의 신규상장과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 다. 권 도(1997)는 추가적인 차입자

금조달 직전년도에 이익의 상향조정 경향이 있음을 제시하 으며, 윤순석(1998)은

업현금흐름이 부(-)인 기업의 경우 이익증가적인 조정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

하 다. 또 백원선, 최관(1999)은 법인세부담이 큰 기업들이 이익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고하 고 최종서(1998)는 재량적 발생조정이 큰 기업의 경우 회계정보의 정보효과

가 감소함을 보고하 다. 

2) 計 의

반드시 기업의 이익관리 혹은 분식 때문에 재무제표의 투명성이 저하되는 것만은

아니다. 상당수의 한국 기업들은 재무보고의 강제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동적

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해 온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속의 경제성장을 구가하여 오던

지난 30여년간 정부주도로 경제개발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일부기업들은 정치권력과

의 유 를 통하여 단기간에 막 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이는 정당한 방법에 의한

부의 획득이 경시되는 기업풍토를 조성하 다. 정치권과의 유 를 통하여 단기적 이

권을 확보하는 것이 시장경쟁을 통한 점진적이고도 건실한 기업발전보다 더욱 효과

적인 것으로 인식되면서 많은 기업들은 가능한 한 경 상태를 은폐하여 정치적 로비

활동을 위한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회계는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회계수치에 의한 기업성과의 보고는 전략적으로 충분히

조정될 수 있는 것이라는 믿음이 만연하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매년의 결산작업은

소유경 자인 최 주주가 사전에 정해 둔 결과수치에 맞추어 장부를 조정하는 형태

로 이루어지고 회계보고를 통하여 진실을 전달하기보다는 보고서의 모양을 그럴 듯

하게 꾸미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 때 흑자의 보고는 납세액의 증

가로 이어지고 적자의 보고는 출의 제약을 초래한다는 의식이 장부조정상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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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기업집단의 계열사들은 법적으로는 별도의 회사임에도 특정 개인 주주의

지분소유방식에 의하여 경제적으로는 단일 실체로 경 되어 왔다. 따라서 기존의 개

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체계로는 그 재무적 실상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업들은 부채비율의 형식적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회계처리를 구사한 것으로도 지적되고 있다. 이의 표적인 예가 각종 부외금융, 자

산재평가, 현물출자, 순환출자 등이다. 부외금융은 장부상의 고의적인 누락, 회계절

차의 미비 등 다양한 이유로 나타날 수 있다. 여기에는 퇴직급여충당금 미설정, 실질

적인 금융리스를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매출채권의 할인과 양도, 그리고 타

회사에 한 지급보증 등이 포함된다. 자산재평가는 자산의 장부가액과 자본잉여금

을 증가시켜 형식적으로 부채비율을 개선시킨다. 또 과 평가된 비업무용 부동산의

현물출자는 사업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면서 형식적인 재무구조만을 개선시킨

다. 마지막으로 계열기업들간의 순환출자를 통한 재무구조의 개선도 형식적 개선에

그치고 있어서 논란의 상이 된다.4)

이상의 논의가 시사하는 바는 자본시장에서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회계제도가 운용되어야 한다는 회계제도의 근본취지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한국의 회계실무는 주로 소유경 자의 경 권과 이익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운 되어 온 측면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 회계의 불투명성을 논의함

에 있어서 부각되는 하나의 특징은 소유경 자의 사익추구 및 경 권보호의 동기가

근원적인 요인으로서 작용해 왔던 것으로 추론된다. 

3. 計監 의

회계규제당국에서 양호한 회계기준을 작성하여 기업체들이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

정보를 산출하면 이를 독립적인 공인회계사가 전문적 지식과 직업윤리에 따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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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컨 동일한 그룹 내에 A, B, C의 3개 계열사가 있을 때 A사의 B사에 한 출자를 통하여

B사의 자본금이 증가되고, B사는 조달된 자금을 통하여 C사에 출자하고, 다시 C사는 동일

금액을 A사에 출자함으로써 A사, B사, C사 모두의 자본금은 증가하나 실질적인 현금흐름은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 



함으로써 기업의 회계정보에 신뢰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또 최종적으로는 공인회계

사의 회계감사가 제 로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는 감리기능이 확보되어야 회계보고

과정이 완결된다고 할 수 있다. 감사와 감리기능은 회계정보 이용자가 회계정보를 신

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종단계의 보증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감사 및 감리기능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에는 크게 미흡하 던 것이 사실

이다. 

현행 제도상 상장법인은 감사인선임 위원회의 제청으로 주주총회에서 감사인을 선

임하고 있으나 동 위원회의 위원인 채권자나 주주의 표자가 감사인을 선임함에 있

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 사실상 실효성없는 제도로 전락하

고 감사인은 소유경 자의 의도 로 선임될 위험성이 있었다. 또한 비상장법인의 경

우에는 감사의 제청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계속감사의 경우에는 회사가 감사인

을 선임하도록 하여 회사의 경 자가 사실상 임의로 감사인을 선정할 수 있었다. 따

라서 감사인이 독립성을 확보하고 경 자에 한 감시기능을 제 로 수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감사인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채택된 감사인 지정제도,

수임한도의 규제 및 감사보수규정 등 경쟁제한적인 제도의 축소 및 폐지로 말미암아

수임경쟁이 치열해 짐으로써 감사의견구매(opinion shopping)나 감사보수의 덤핑에

따른 부실감사 등의 문제점도 자주 거론되었다. 회사의 분식회계 및 감사인의 부실감

사에 따른 제재조치가 행정당국의 행정조치 위주로 이루어져 분식회계나 부실감사를

막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점도 지적된다. 

한편 한국의 회계시장은 규모가 작고 회계법인의 인원수나 자산규모도 세하여

경쟁력이 취약한 편이다. 회계법인 사원의 자격이 공인회계사로 제한되어 있고, 외국

공인회계사에 하여 국내 회계법인의 근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운 형

태가 폐쇄적이어서 국제경쟁력의 강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외국 회

계법인과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선진 감사기법을 습득할 기회가 제한될 뿐

아니라 전반적인 감사의 수준도 국제적 수준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공인회계

사의 수가 부족하여 부분의 회계사가 감사, 경 자문, 세무조정, 장부기장 행 등

모든 업무에 종사하여 공인회계사의 전문화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요컨 회계감사

인의 독립성 부족, 의견구매현상, 공인회계사의 전문적∙윤리적 책임의식의 부족 등

을 회계정보 투명성 부족에 한 또 다른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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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

한국의 증권투자자들은 증권시장을 주식에 한 단기투자를 통한 부의 증 수단으

로만 인식하고 증권시장의 순기능은 관심 밖의 일인 것처럼 행동하여 왔다. 특히 주

식투자에 따른 손익은 투자자 스스로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손해에 한 책임을 정

부 등 타인에게서 배상 받고자 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은 주식투

자를 투기의 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개별기업에 한 회계정보를 이용하

여 투자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주식가격의 움직임은 이

와 같은 투자자들의 투자행태에 따라 개별회사의 수익성 및 재무상태와는 무관하게

형성되는 일이 많았다. 이러한 투자 관행 하에서 회계정보의 유용성, 특히 목적적합

성이 도전을 받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편 관치금융으로 변되어 왔던 한국의 금융관행은 한국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IMF 개입체제를 촉진시킨 근본적 원인을 제공하 다. 한국의 금융기관은 기업의 실

상을 분석하는 일은 도외시하고 담보 및 보증위주의 출을 해 왔을 뿐 아니라 상

기업의 부도 가능성이 높더라도 권력기관의 압력에 굴복하거나 부정한 사례금을 받

기 위하여 부실 출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금융기관

에 의하여 왜곡되고 있는 측면이 있었다. 금융기관이 출 상기업의 재무분석을 도

외시하고, 형식적인 출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분식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출

을 하여 왔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재무정보는 신뢰성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 기업이

자금조달을 할 때 신뢰성있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지만, 자

금을 공급하는 쪽에서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재무정보의 투명

성은 제고될 수 없다. 실제로 한국 금융기관의 출담당자, 투자담당자, 조사분석 담

당자들이 재무제표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 경우도 많으며 전문가가 있는

경우도 드물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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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計 改 의 經過

금융위기 이후 한국금융감독위원회를 중심으로 일련의 회계제도 개혁이 추진되었

다. 98년 1월과 4월에 외감법 및 동법률시행령이 각각 개정되어 기업회계정보의 투

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 기업회계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반절차를 담당할 전문심의기구로서 회계기준 심의위원회와 감리위원회를 금융감독

원에 설치하 으며,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하

다. 또 금융감독위원회는 98년 3월 26일, 민간 회계전문가로 이루어진 회계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차례의 회의를 거쳐 한국의 회계∙감사제도 전반에 걸친 문

제점과 개혁방향을 제시하 다. 99년 9월에는 민간회계기준제정기구로서 한국 회계

연구원이 개원되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제도개혁의 경과와 그 구체적 내용을 중심

으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規 의 改

1) 計基 機構의

역 한국정부와 감독기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경제의

운용이 저해를 받았고 이로 말미암아 취약해진 금융제도 기반이 금융위기를 초래한

한 원인이었다라는 인식에 따라 정부와 감독기관의 규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되었다. 특히 독립 민간회계기준제정기구 설립의 필요성은 한국에서의

기존의 관주도형 회계기준제정기구나 절차에 한 비판에서 비롯된다.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재정경제부(이하 재경부)나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 등 관주도로 회

계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의 의견이 반 되지 못하고 정부에

한 로비력이 강한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편의와 보호 측면에서 기준이 제정되는 경

향이 많았다. 관주도로 회계기준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기업보호라는 정책적인 차원

에서 기준이 만들어지며 기준 제정과정에서 전문성과 유연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절차를 기 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정부주도의 회계기

준 제정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강력한 권한을 가진 정부가 부적절한 회계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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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하는 것에 한 사전적∙사후적 견제장치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1997년 6월 재경부는 회계 및 세무서비스산업의 개방에 적극 처하며 한국 회계

기준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전문연구기관의 설립을 적극 검토한 바 있다. IMF 구제금

융 이후 금감위는 회계제도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 하여 한국회계제도의 개혁

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 다. 이 보고서에서 민간주도의 독립회계기준 설정기구에

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1998년 10월 한국정부는 IBRD의 구조조정자금 차입조건

으로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간주도의 독립회계기준 제정기구를

1999년 6월말까지 설립할 것을 약속하 다. 이를 위해 IBRD 기술지원차관 연구진은

1994년 4월 민간회계기준제정기구 설립에 관한 보고서를 재경부와 IBRD에 제출하

다. 연구진의 연구보고서를 토 로 재경부는 1999년 4월 27일 민간회계기준제정기

구 설립계획추진안을 발표하 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민간회계기준제정기구 설립위

원회를 발족하 다. 1999년 6월 30일 회계연구원 발기인 회 및 설립총회를 개최하

여 정관을 확정하고 원장과 이사를 선임하는 등 회계연구원의 실체를 구성하 으며

1999년 9월 1일에 연구원이 개원되었다. 

회계연구원은 13개 관련기관을 회원으로 하여 금감위에 등록한 사단법인의 형태로

발족되었다. 연구원은 이사회, 회계기준위원회, 조사연구실 및 회계기준자문위원회

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원의 각 회원은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회원총회에서 이사회

의 이사, 감사, 회계연구원의 원장 및 상임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다. 총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회원의 분담금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사회는 11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회계연구원의 원장은 회계기준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상임위원과 함께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회원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는

공인회계사회,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와 회계학회에서 추천하는 4인(임기 3년)과,

나머지 회원들인 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회, 상장회사협의회, 은

행연합회, 증권업협회, 투신협회,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가 추천하는 5인(임

기 1년)이다. 이사회에서는 기준위원회의 비상임이사를 선임하고 기준위원회와 자문

위원회의 운 전반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며 조사연구실의 구성과 운 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회계연구원의 핵심업무인 회계기준설정임무를 수행하는 기준위원회는 7명의 위원

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과 1명의 상임위원은 상근직으로 회원총회에서 선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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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5명의 비상임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다른 법인

의 임직원이 되거나 리사업을 위할 수 없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기준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기준위원회의 의결에 찬성

하지 않은 위원의 의견은 회의록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여 기준설정과정의 투명성

을 제고하고자 하 다. 

기준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사연구실을 두고 있다. 조사

연구실은 회계기준 제∙개정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기준위원회의 업무를 보

조하는 등 기준위원회의 원활한 운 을 위한 핵심기능을 담당한다. 조사연구실은 2

개의 팀이 있으며 박사급 연구원이 팀장을 맡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기준위원회의 자

문기구로서 기준위원회의 상임위원이 겸임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된다.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하고 기준위원회 위원장이 위

촉하며 비상임으로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2) 企 計基 의 改

회계연구원의 개원과는 별도로 금감원에서는 IMF, IBRD 및 회계제도특별위원회

등의 제시사항을 기초로 1998년 한국회계기준의 전면적인 개정에 착수하 다. 1998

년 7월 22일에 개정된 리스회계처리준칙을 시작으로 적인 제∙개정작업을 통하

여 그 동안 불합리하거나 미비했던 부분을 폭적으로 정비하 다. 이에 따라 기준자

체만을 보면 이제는 국제수준의 회계기준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 현행 한

국회계기준은 최상위기준인 기업회계기준, 13개의 회계처리준칙 및 54건의 해석으로

구성되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13개 준칙에는 8개의 업종별 준칙, 3개의 기업결합

관련준칙 및 그 밖의 원가계산준칙 및 분기∙반기재무제표준칙이 포함된다. 최근에

는 재무회계개념체계도 제정됨으로써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이나 재무제표의 구성요

소의 정의 등 기본개념을 정리하여 회계기준의 제정 및 해석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

보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회계기준의 제∙개정내용 중 특히 주목되는 것으로는 결합재무제표작성기준을

제정한 것과 금융기관의 회계제도를 개선한 것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한국의 기업집

단은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자금 차, 계열회사간의 상호의존

적인 거래 등을 통하여 경제적 운명공동체를 형성하여 왔다. 그러나 기존의 개별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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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는 기업집단 전체에 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

다. 즉 계열회사간의 내부거래로 인하여 개별재무제표의 자산∙부채 및 매출액 등의

외형과 당기순이익이 과 계상될 소지가 있었다. 또한 연결재무제표의 범위는 회사

간 지배관계에 의해 결정되어 동일한 기업집단 내에서 여러 개의 연결재무제표가 작

성되거나, 금융업을 위하는 계열회사 및 지배∙종속관계에 속하지 않는 계열회사

들이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되었다. 개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업집단 전체의 재무상태, 경 성과, 현금흐름 및 관계회

사간 거래 등에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결합재무제표의 필요성에 한 논의는

80년 초부터 제기되어 왔다. 그 도입여부에 한 찬반론이 엇갈려오다가 1990년

중반에 접어들어 기업의 부도가 잦아지면서 일부 계열회사의 부도가 기업집단 전체

의 부실로 이어지는 등 계열기업과 기업집단의 위험이 접하게 관련됨에 따라 기업

집단 전체에 한 정보요구가 높아지게 되었다.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의 필요성에 한 사회적 공감 가 형성되어 1998년 1월 8

일 개정∙공표된 외감법을 통하여 기업집단에 한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이 의무화되

었다. 1998년 2월 24일 개정된 외감법에서는 결합재무제표제도의 시행시기를 1999

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로 앞당겼다. 또한 1998년 4월 24일 공표된 외감

법 시행령에서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기업집단을 30 규모기업집단으로,

결합 상 계열회사의 범위를 금융업계열회사 및 해외계열회사를 포함하여 기업집단

에 속하는 모든 계열회사로 정하 다. 이처럼 외감법과 그 시행령을 통하여 규모기

업집단에 한 결합재무제표작성 의무가 법제화됨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제도

의 시행을 위하여 동 재무제표의 작성 및 회계처리절차에 필요한 기업집단결합재무

제표준칙을 1998년 10월 21일 제정하게 되었다.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한 일반원칙으로 중요성의 원칙과 충분성의 원칙간에 적

절한 조화를 이룰 것이 요구된다. 계열회사간의 투자거래에서 발생한 투자계정과 자

본계정은 모두 상계제거하여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며, 이 때 피투자계열회사의 자

본 중 외부주주지분은 별도의 과목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또 계열회사간의 내부거래

로 인한 채권∙채무의 기말잔액과 수익∙비용계상액 및 미실현손익은 원칙적으로 전

액 상계제거하여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결합재무제표에 따른 주석공시사항에는

계열회사의 상호, 업종, 투자비율, 소재지, 결산일 등의 일반적 사항과 결합 상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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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회계처리방법, 그리고 내부지분율현황, 계열회사간 상호지급

보증 현황, 결합 상 계열회사간 상호자금 차관계, 매출∙매입거래 현황 등을 포함

한 계열회사간의 주요거래 내역, 결합 상회사의 부문별 정보로서 업종별 결합 차

조표, 결합손익계산서 및 산업별, 지역별 업현황이 포함된다.

한편,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업종별 회계처리기준이 제정될

때까지는 각 감독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기업회계기준과 다르게

회계처리되는 사항에 해서는 주석사항으로 기재하도록 하 다. IMF 사태 이전까

지 제정된 업종별 회계처리기준은 리스회계처리기준 뿐이었으며 금융기관은 각 업종

별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 다. 그러나 각 금융기

관은 정보이용자보다는 피감독업체의 감독목적으로 회계기준을 제정함으로써 금융기

관이 작성하는 재무제표가 회계정보로서의 신뢰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

히 각 감독기관은 결산조정사항에 하여 매 결산기마다 결산지침을 시달하 는데

이러한 결산지침은 국내주식시장이나 경제환경변화에 따라 변하여 회계기준으로서의

계속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또한 동일한 사항에 해서도 감독기관에 따라 상이한 결

산지침이 시달되어 업종간 비교가능성이 상실되었다. 예컨 유가증권의 평가에 있

어서 유가증권의 분류 및 평가방법이 금융업종별로 다르고 평가손실도 결산지침에

의하여 일부만 반 되어 왔다. 매출채권에 한 손충당금 적립에 있어서도 회수불

확실채권에 한 분류기준 및 손설정율이 업종별로 상이하 다. IMF 사태 이후 이

러한 문제점들은 금융기관 재무제표의 신뢰성 상실을 초래한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

되었고,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재무정보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는 국제적 수준의 금

융업 회계기준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내∙외적으로 두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기업

회계기준의 틀 안에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을 제정하게 되었다. 제정된 금융업종별

회계처리준칙에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 증권업회계처리준칙, 보험업회계처리준칙,

증권투자신탁업회계처리준칙, 종합금융업회계처리준칙, 및 상호신용금고업회계처리

준칙이 포함된다. 세부 금융업회계처리준칙은 기업회계기준 및 국제적 수준의 회계

기준과 일치하도록 하며 업종별 기준간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제정목적으로 하

다. 특히 중요한 내용으로는 (투자)유가증권에 한 평가 및 감액손실의 인식을 개

정된 기업회계기준과 일치시켜 시가평가하도록 한 것과 손충당금의 설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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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과 마찬가지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손율을 정하되 사유

가 없는 한 계속 적용하도록 한 점을 들 수 있다. 

2. 企 構 의 改

1) 監 의

기업의 회계문화와 관련하여 IMF 개입체제 하에서 IMF와 IBRD로부터 강력하게

도입을 권고 받은 것 중의 하나가 감사위원회제도이다. 감사위원회는 회사 자체 내에

서 최 주주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제도로 인정되어 개정상법 제

451조의 2항에 의한 임의규정 및 2000년 1월 21일 개정된 증권거래법 제54조의 6항

의 강제규정에 의거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기업에 해서 도입이 의무화되었다.

감사위원회의 일반적인 형태는 독립적인 사외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이사회를

비롯한 경 권의 감시를 그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다. 최 주주가 경 자를 겸하고

있는 경우가 부분인 한국의 기업에 있어서는 소수의 외부주주보다는 내부의 최

주주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경 활동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감

사위원회가 외부주주를 보호하고 최 주주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전문성, 책

임성 등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인물로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

서 감사위원회에 소속될 사외이사의 선임 절차 자체가 투명해야 할 것은 두말할 필요

가 없다.

감사위원회가 담당할 주된 기능은 경 진에 한 감시 및 감독으로 볼 수 있다. 구

체적으로는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 외부감사보고서의 검토 및 외부감사인과의

의견교환, 내부감사실의 감독 및 통제, 이사회를 포함한 경 진에 한 감시 및 수정

요구 등을 들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감독을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가장 큰 기능으로 삼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이 제도에 한 수용성이 증진된

이후에는 내부감사실의 감독 및 통제, 경 진에 한 감시 및 감독기능으로 그 역할

이 증 되어야 할 것이다. 경 의 투명성은 경 진에 한 감시 및 감독기능까지 확

되어 경 진에 의한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 문제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때 확보

될 것이다. 감사위원회제도가 정착됨으로써 경 에 실패하거나 부정한 경 자는 여

론재판에 의하여 퇴출되기 보다는 감사위원회에 의해 문책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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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하고 있다.5)

2) 의 改

1998년 12월 28일 공포, 시행된 개정상법은 IMF측의 직접적인 요구사항 혹은 금

융위기의 극복을 위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의 일환으로서 기업

의 구조조정에 한 제도적 지원, 기업 자본조달의 편의제고 및 기업경 자의 책임강

화 내지 기업경 의 투명성보장을 중요한 입법취지로 삼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기

업의 원활하고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회사 합병절차의 간

소화와 회사의 분할제도 도입, 자본조달 및 운용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주식최저액면의 인하, 주식분할제도 및 중간배당제도의 도입, 기업경 에 한 감시

및 경 자의 책임강화와 기업경 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사항으로서 소수주주권의

강화와 집중투표제의 도입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특히 주주제안권을 신설하고 표

소송제기권, 회계장부열람권 등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필요한 요건을 폭 완화함으

로서 소유경 자의 전횡에 의한 소액주주의 권리침해를 방지하도록 하 다.

주주제안제도(상법 제363조 2)는 주주의 적극적인 경 참여와 경 감시를 강화하

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된 것인데 증권거래법(제191조의 14)에서도 동일한 제도를 규

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으로 일정사항을 주주총회

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이사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한 것과 회의의 목적사항에 추

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주주총회 소집 내지 공고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사는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제안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 한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으로 하여야 하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으면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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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편 개정된 외감법에서는 1998년 4월 1일 이후부터 모든 상장기업과 결합재무제표 작성

상에 포함되는 일부 기업은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가 외부감사인 선임을

제청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최 주주를 제외한 주요주주와 채권자 표 등으로

구성되며 외부감사인의 공정한 선정으로 회계감사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

러나 이 위원회는 감사인의 선임만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구성되는 임시기구이고 위원구성의

어려움을 포함한 많은 운 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그 실효성에 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감사위원회가 도입된 기업의 경우 감사인인선임위원회는 불필요한 기구가 된다.



명할 기회를 주도록 하 다. 

또 집중투표제도란 2인 이상 이사의 선임시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각 주주에게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그 의결권을 이사후보자 1인에게 집중

하여 행사하거나 또는 2인 이상에게 분산하여 투표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사를 선임

하는 제도이다. 집중투표실시청구는 회의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사

의 선임결정은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선임되도록 하 다. 집중투

표제도는 상법상 자본다수결원칙이 적용되는 결과, 이사의 선임이 지배주주의 일방

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이사회가 주주 전체의 이익보다 지배주

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고 있으므로 이사선임에 있어 소수주주의 의사가 반 되

도록 하여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경 의 투명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도입된 것이다.6)

또 종전에는 주주 표소송의 주식보유요건이 5% 이상이었던 것을 완화하여 1%

이상으로 낮추면서 일단 제소시 1%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변론종결전에 일부주주

의 이탈이 있더라도 제소에 향을 주지 않도록 하 다. 이는 증권거래법 개정에 따

라 완화된 주주 표소송의 주식보유요건이 주권상장법인에게만 적용되고 있어 비상

장법인과 현격한 차별이 나타나고 있고 주주의 회유에 따라 변론 종결전에 일부주

주가 이탈하여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목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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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러나 개정상법은 회사가 정관규정에 의하여 이사선임에 관한 집중투표제도를 전면 배제할

수 있도록 하 을 뿐만 아니라, 이사선임에 시차를 두고 각 1인씩 행하도록 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한 입법의 실익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일단 집중투표에 의하여 소수주주

측을 표하는 자가 이사로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그 해임은 지배주주의 의사 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사이의 반목이 심화될 우려도 있다. 다만 임기 중에 있는 이사

를 해임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도입취지를 살릴 수 있다

고 본다.



3. 監 件의

1) 規 의 强

한국 정부에서는 기업의 재무구조 투명성 향상 방안의 하나로서 피감사업체의 도

산가능성을 감사보고서에 명기하는 방안을 고려하 으나 한국 상황에서의 부도가능

성의 예측은 불가능하며 이를 수용할 경우 다수의 감사인이 소송에 연루될 가능성

이 커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개정된 회

계감사준칙에서는 감사인이 피감사회사에 하여 차 조표일로부터 최소한 1년 이

상의 기간동안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것인지를 평가하고 이를 감사의견에 반 할

것을 의무화하 다(제570조). 단 계속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에 의거하여 기업의 존

속능력을 평가하고 공시하기 위한 업무는 1차적으로 경 자가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 다. 감사인의 책임은 감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불확실성 관련사건이나

상황에 한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근거하여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

한 의문을 가져오는 사건 및 상황에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는지를 고려하고 경

자의 계속기업 존속의문에 한 책을 평가하며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의 여부에 관해 감사보고서 상에 결론을 내리는 것에 국한된다.

부실감사에 한 제도적 처벌도 폭 강화되었다. 현행 외감법에서는 증권선물위

원회의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에 감사인 조직, 공인회계사

및 회사에 부과되는 조치가 규정되어 있다. 이 중에는 재무제표의 왜곡표시와 직접적

으로 관련된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고 임∙직원을 사직당국에 고발하며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한 과징금제도의 도

입도 고려되었다.

한편 종전의 감리제도는 분식회계에 한 조사업무와 감사보고서에 한 감리업무

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이었으나 금융감독원이 출범하면서 회사의 분식회계조사기

능이 별도로 분리되었다. 감리 중에서도 일반감리는 정상적으로 위되고 있는 기업

을 표본추출하여 공권력에 의해 사전에 분식회계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특별감리

는 부도 등 회계분식관련 사고가 발생한 이후 조사에 착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국

공인회계사회에서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비상장회사에 한 감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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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종전에는 외감법의 취지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한 감리방식으로 기업회

계기준의 이행여부에 한 감독업무가 이루어져 왔다. 증권거래법에 의한 분식회계

조사기능은 별도로 수행되지 않고 감사보고서에 한 감리 시에 함께 수행된다. 감사

보고서의 감리는 그 본질이 감사절차 및 의견형성과정의 적절성에 한 검토이므로

분식회계의 원천적 책임자인 회사에 한 심도있는 조사 및 조치는 외감법에 의해서

는 수행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금융감독원의 출범과 더불어 상장∙등록법인의 분

식회계조사기능을 담당할 공시조사실이 설치되면서 종전의 감리국은 2개팀으로 축소

되어 회계관리국과 통합되었다. 이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회사의 분식회계조사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라 할 수 있다.

2) 件의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회계감사에 한 감사인의 책임을 묻는 소송사건은 회사를

둘러싼 이해집단 중 소액채권단이나 일부투자자가 간헐적으로 제기하는 소액의 손해

배상청구사건으로부터 금융기관에서 제기하는 거액의 소송사건으로 확 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의 소송사건은 피감사업체의 부도로 말미암아 금융

기관이 차입금을 상환받지 못할 경우에 감사인을 상 로 회수불능채권에 한 지급

을 신 요구하는 경향에서 볼 수 있듯이 체로 계속기업의 가정이 무너지는 상황에

서 제기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최근의 판례에서 재판부는 원고인 금융기관이 감사

필 재무제표를 근거로 출을 위한 신용평가를 수행했음을 인정하고 외감법 제172조

제2, 3항,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의 기

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

은 제3자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조항을 인용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다.

미국의 판례규범에 의하면 계약당사자가 아닌 잠재적 채권자에 해서 감사인은 중

과실행위에 한 손해배상책임만을 부담하며 과실행위에 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다. 그러나 최근의 한국의 재판부에서는 감사인의 감사의견은 당해 재무제표의 정확

성에 한 보증이 아니고 재무제표에 한 전문가적 의견에 불과하므로 부실 출의

주요책임은 감사보고서의 이용자인 금융기관에 있다 라는 피고측의 주장을 기각하

다. 또 회계감사는 시간과 비용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표본감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

며 회사경 자와 회계담당자의 공모에 의한 부정행위를 일반적 감사절차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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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라는 감사의 한계 및 정당한 주의의무 주장도 수용하지 않

음으로써 감사에 따른 과실의 책임을 감사인에게 전가하는 경향을 보여 그 형평성을

둘러싼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IV. 計 改 의 果檢

지금까지 IMF 금융위기에 이르게 된 한국회계제도의 문제점과 위기 발발 이후 최

근까지 진행되어 온 회계제도 개혁의 경과를 개관하 다. 위기의 원인에 해서는 여

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나 낙후된 한국의 회계관행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 다는

점에 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즉 88 올림픽 이후 선진화된 국가라는 국제적 인

식을 누리던 한국이 유수한 한국의 표적 기업들이 도산하는 과정에서 보여 준 회계

제도, 회계운용, 회계관습은 선진 자본시장의 관점에서는 납득되기 어려운 점이 많았

고 이에 따른 실망감의 표현이 신용평가기관의 폭적인 등급하향조정으로 이어지면

서 외환위기를 촉발시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회계제도와 관행은 그 동안의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중요한 개선의 상에 포함되었

고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비교적 단기간에 국제적인 수준까지 어느 정도의 접근이 이

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회계관행이란 사회의 요구와 의식수준에 따라

자연발생적이고 진화적으로 형성되는 것인 만큼 문제의 근본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부실이 단시일에 해소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하에서는 한국의 기업회계 관

행의 형성구조와 이러한 구조적 원인의 해소여부를 중심으로 개혁의 성과를 검토한

다.

1. 國 計慣 의 景

한국의 기업은 한국전쟁 이후의 초토화된 바탕에서 시작하여 1960년 의 수출중심

적 성장전략과 불안한 정치적 환경, 급격한 성장에 따른 도시화, 배금주의의 팽배 및

전통적 문화가치의 붕괴와 같은 사회적 모순구조를 공통적으로 경험하여 나왔다. 이

러한 과정을 통하여 한국의 기업들이 생존과 발전, 그리고 이익의 기회를 최 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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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한국적 회계관행이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한국적 회계관행의 형성에 근본적인 향을 초래해 온 것으로 믿어지는

정치적 요인, 기업의 지배구조요인, 부실한 외부감사제도 등에 하여 순차적으로 검

토한 다음 금융위기 이후의 일련의 회계제도 개혁과정에서 이들 요인에 질적 변화가

발생하 다고 볼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1) 圈과 企 의 關係

첫째, 한국의 정치구조는 중앙집권적 형태를 취하여 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

부에서 부분의 권력과 권한을 장악하여 왔다. 이는 한국의 정치사가 비민주적으로

진행된 점과 경제발전의 주도세력이 정부의 리더쉽에 의존해 온 점, 그리고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의 상존과 같은 배경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정부는 현실

적인 타당성이나 구체성이 검증되지 않은 각종 규제나 행정지침을 선진국의 사례로

부터 원용하여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의 통제권한이 소수의 관료에게 위임되어

기업의 현실과는 괴리된 규제들이 양산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업은

규제를 실제로 준수하기보다는 단순히 서류상의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급급하여 사실

로의 객관적인 회계정보를 공시하는데 제약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역 한국

의 정치권에서 기업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수단은 과세제도와 금융

지원이었다. 즉 정부의 지시와 통제를 실현시키는 방편으로서 금융기관을 통한 관치

금융의 조절과 과세당국을 통한 세제혜택 및 세무사찰은 기업에 한 동기부여를 위

한 당근과 채찍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기업과 세무당국간의 상호작용은 절세 내지 탈세의 경향과 세무조사의 회피라는

형태로 기업의 회계관행에 향을 주게 된다. 먼저 한국기업의 탈세경향은 매우 뿌리

가 깊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의 한 가지 원인으로서 세무조사 행정의 불공정

한 집행을 들 수가 있다. 세무조사 기업의 선정에 있어서 정치보복적인 동기가 개입

되는 경우는 차치하고라도 조사기업 선정기준의 불투명성, 조사결과에 한 엄정한

집행의 결여, 세무공무원들의 높은 부정부패도, 외부 로비에 한 타협의 용이성 등

이 탈세의 여건을 제공하여 왔다. 또 세무조사를 위한 인력과 시스템, 정보수집의 부

족으로 인하여 음성탈루 소득에 한 적발이 사실상 어렵고 이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세무조사 사각지 가 발생되고 있는 점도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지하경제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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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건전한 기업의 납세의욕을 저하시키고 탈세를 동기유발하게 한다. 아울러 국민들

의 납세의식에 있어서도 고위층일수록 납세를 회피하려는 풍조가 강하고 가능한 한

기초자료를 발생시키지 않으려는 관행이 이루어져 있으며 일반 국민들의 체감 실효

세율이 매우 높은 점도 납세의욕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의 기업들은 세무조사를 의식하여 회계정보를 조작하는 경향을 보여 오기도 하 다.

기업의 세무조사에는 정규적 조사 이외에 수시조사가 있으며 조사 상의 선정은 일

부의 비재무적 자료를 제외하고는 부분 기업의 매출 비 신고소득 비율의 수준이

전국 평균 혹은 전년도의 신고수준과 비교하여 어떠한가에 따라 결정되어 왔다. 이러

한 세무조사의 관행은 기업으로 하여금 항상 전년도나 산업평균과 큰 차이가 없는 이

익을 보고하게 하려는 이익유연화의 동기를 부여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진실한 회계

정보생산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자리잡아 왔다.

기업이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동기는 정치권과 기업간의 상호작용의

형태 및 기업의 회계관행에 향을 주는 또 다른 주요요인이다. 1960년 이후의 경

제성장기는 항상 자금의 투자수익률이 자본비용을 상회하는 시기 기 때문에 자금에

한 공급보다는 수요가 매우 높은 시기 다. 자금의 초과수요는 금융시장에 있어서

소비자보다는 공급자가 우위를 점하게 하 고 이에 따라 금융과 조세는 한국 정부가

기업을 통제하는 유효한 수단이 되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외부자금

을 확보하고자 노력하 고 그 결과 높은 부채비율이 일반화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자

금 출에 있어서 한국의 금융기관은 만성적인 인플레이션과 부동산의 지가상승을 감

안하여 주로 실물 담보위주로 출을 하는 실무관행을 유지하여 왔기 때문에 재무제

표에 한 의존도는 상 적으로 미미하 다. 특히 비공식적인 로비나 정부로부터의

압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제표의 분석결과를 그다지 구속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았

으며 재무분석의 결과가 출에 향을 주는 경우는 심사 상기업의 경 여건이 극

히 열악한 경우로서 산업합리화조치, 정책금융의 집행과 같은 경우에 한정되었다. 법

정관리, 화의와 같은 기업갱생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도 재무분석의 결과가 중요시되

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반하여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경 분석은 기업에 한 실사나

전문성을 갖춘 분석가의 실질적 평가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형화된 양식

과 규정에 따라 기계적이고 비탄력적인 종합점수법을 적용하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

었다. 이에 따라 가중치가 높은 경 분석 지표를 양호하게 산출하기 위하여 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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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고정부채의 계정과목 분류를 왜곡하거나 부채의 누락 내지는 고정자산과의 임의

상계처리를 하거나 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수가 있었다.

2) 企 의 構

두 번째의 요인으로 한국기업의 지배구조를 지적할 수 있다. 한국 기업은 일반적으

로 유교의 가부장적 가치관에 입각한 소유경 자 지배구조로서 기업의 운명이 최

주주인 소유경 자 개인의 능력과 일신상의 처지에 따라 좌우되는 전근 적 구조를

지녀 왔다. 이러한 기업문화는 지분구조에도 향을 주어 소유경 자의 실질적인 지

분이 절 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상법상의 요건 등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주주를 유지해야 할 경우에는 형식적인 주주들에게 명의신탁하고 있는 경우

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자본금은 상징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고 회계이

익도 자본주 개인에게 귀속되며 배당도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게 된다. 소유경 자가

기업의 자금을 인출하고 유입하는 결과로 주주임원종업원 여금 및 차입금이 매년

수시로 발생하게 되는데 여금에 한 미수이자는 세법에 따라 당좌 월이자율만큼

적용하여 계산하지만 실질적인 이자로 인식되지 않는 관계로 입금이 되지 않으면서

입금이 이루어진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는 수가 있다. 반면 차입금에 한 지급이자

는 소유경 자에게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부담때문에 계상하지 않는 관행을 보인

다. 실질적으로 개인기업과 다름없는 지배구조 하에서 공식적인 이익배당이란 소득

세를 가중시킬 따름이므로 주주는 변태적인 회계처리를 통하여 탈세를 하면서 실

질적인 배당을 해 가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형성된 자금은 소비적인 목적

에 사용되기보다는 많은 경우 신규 사업진출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3) 監 의

세 번째의 요인으로 한국의 부실한 외부감사제도를 지적할 수 있다. 기업이 경 성

적과 재무상태를 완전하고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가 외부감사이나 한국의 외부감사인은 그 동안 사회적 기 에 부응하는 역할을 충실

히 수행해 오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 중론이다. 한국에서는 1990년 에 접어들면서

부실감사와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건수가 급증하 는데 민사소송사례는 피감사기업의

부도후 소액주주로부터 제기되는 손해배상소송이 부분을 이룬다. 예컨 1997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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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액주주들이 한국강관의 감사인을 상 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으로

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냄으로써 소액투자자를 보호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

다. 회계감사가 사회적으로 효용을 갖기 위해서는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감사의 결과

를 신뢰하고 이를 활발히 이용하여야 한다. 이 때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는 감사제도

가 사회적으로 효용을 인정받고 나아가 제도로서 존립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가 된

다.

한국의 외부감사제도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1980년 초

이전에는 상장법인이나 여신관리업체를 상으로 배정방식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외

감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외부회계감사가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주식회사에 적용되게

되었으며 감사계약의 체결은 감사인과 피감사법인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도록 하

다. 배정제 하에서는 감사인의 독립성과 관련된 문제가 덜 심각하 으나 자유수임

제도 하에서는 감사계약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인들간의 과당경쟁, 피감사인이 감사

인의 교체권을 보유함에 따른 독립성 훼손의 여지가 훨씬 높아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신규감사계약의 수주나 기존 감사계약의 유지를 위한 의견구매 등 외부감

사인에 의한 도덕적 해이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의한 감리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사회적인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매년 감리결과 지적되는 분식결산에 한 공인회계사의 책임과 관련된 징

계, 손해배상청구의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이 피감사기업과 지나

치게 유착되어 재무제표의 작성, 주석사항의 공시, 연말결산에 한 의사결정 과정에

이르기까지 개입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計慣 의

1) � 機 의

금융위기 이후 한국 정부는 외환보유고의 확 와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총력을 기울 다. 그 결과 수출확 ,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 부채비율의 축소, 부실기업의 정리 등에 관한 많은 입법 및 행정조치가 시행되

었다. 이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세무조사가 폭 축소되었으며 특히 생산적 기업의 경

우에는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것을 조세행정의 시행지침으로 제시하기도 하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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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심각한 부동산 경기의 침체 및 증권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매물이

출회되었다. 한국정부의 외환보유고 확보노력의 결과 해외투자자금이 유입되고 기업

의 투자자금수요가 급감함으로써 위기발생 이전보다 자본비용이 더 낮은 수준으로

안정화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한편 상당수의 한국 기업은 금융위기 초기의 고도의 금융비용 부담률을 감소시키

고자 부채를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 음에도 불구하고 보유부동산과 유가증

권, 고정자산 등 자산을 처분할 시장이 침체에 빠짐에 따라 진행 중인 사업의 중단,

축소, 정리해고 등을 감행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기업이 도산에 직

면하게 되었다. 기업의 외부이해관계자 중에서 금융위기 발생 이전에 기업의 재무정

보에 가장 큰 관심을 지녔던 집단은 채권자집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기 이

후 재벌의 폐해가 지적되면서 소수주주들의 권리인식에 한 사회적 요구도 증 되

었다. 금융기관은 외환위기에 따라 합병과 구조조정, 감원 등 외부요인에 의해 강제

로 내실경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누적된 악성채권의 정리를 위하여 새로운 금융

업 회계처리 준칙이 마련되었다. 외환위기 이후에 안정적인 자금의 운 을 기 한 민

간저축과 해외투자자금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투자의욕 상실로 인하여 자금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초과되는 시장상황이 전개되었다. 

2) 近 의

외환위기 발생 이후 약 3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한국의 경제구조에 한 평가는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외환보유고, 수출, 경기지표, 금리와 물가수준 등의 외

관상의 지표는 분명히 개선된 것으로 보이며 아직도 재벌을 위시한 많은 기업들의 구

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부실기업의 법정관리나 화의절차가 법원

에서 기각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세무조사도 다시금 빈번해진 점을 고려할 때 한

국 정부의 조세, 금융정책은 외환위기 이전으로 복귀하는 경향마저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외환위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부분의 기업이 매출부진, 높은 금융비용, 외환

평가손실과 외환차손, 고정자산 처분 및 평가손실, 그리고 높은 손상각의 발생으로

인하여 당기순손실을 시현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업은 세무당국으로부터의 세무조사를 의식하여 전년도 혹은 산업평균 비 낮은

554 經 � , 35 卷 2 3



신고소득의 보고를 회피해야 할 필요성이 낮아지게 되었다. 이는 생산적인 기업에

해서는 세무조사를 최 한 억제하겠다는 세무당국의 행정의지와도 일치하여 기업의

회계관행에도 일시적인 향을 주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결손신고기업이 폭적으로

증가하 으며 상당한 손상각비용이 계상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현재 세무서의 기능을 조사위주로 편성하고 납세자의 신고접수는 모두 리인을

통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지향하는 점, 조사인력의 확 , 조사를 위한 데이타 강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점 등은 한국의 세무행정의 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아직도 조사 상의 선정기준이 실질적 내용의 분석결과에 의존하지 않고 신고실

적에 좌우된다든지 조사 담당공무원이 1회 조사기간 중 매출 비 얼마 이상의 적출

실적을 올려야 한다든지 하는 등의 성과위주의 조사관행은 그다지 개선될 여지가 없

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무당국의 조사담당직원이 과거의 사고방식을 여전히 답습

하고 있고, 그 동안 불경기로 인하여 세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와 관련하

여 상급기관 혹은 조사 상기업 등으로부터의 압력과 로비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

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국의 기업은 세무회계 위주의 회계관행을 근본적으로 탈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무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기업들은 그간 금융차입을 위한 목적으로 이익을 과

계상하고 경 분석비율을 양호하게 꾸미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금융위기 이후

자금의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이러한 유인은 줄어들게 되었다.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내부적인 구조조정과 경 개선의 증거는 발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심사의

경우와 같이 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있어서 기업의 실질적 경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전문성이 확보되었다는 증거는 그다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내

부지침이 다소 달라진 것에 불과하고 출관행은 여전히 담보를 위주로 한 전근 적

인 수준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업의 재무정보분석에 입각

한 신용평가의 관행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회계정보의 이용은 여전히 형식적인 차원

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외환위기와 함께 규모의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치가 발생하 으며 외자를

유치한 기업의 경우에는 지배구조에도 어느 정도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아울러

외부주주들의 경 참여에 한 관심도 증 되어 주주의 자의적인 경 활동에 해

표소송을 진행하는 등의 시민운동이 전개되기도 하 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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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제외하고는 지배적 주주의 일방적 의사결정에 질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구

조변화가 진행되었다거나 혹은 주주의 지분율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지배

구조의 변질을 초래할 정도의 상황이 진전되었다는 증거는 그리 발견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외환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실업자가 양산되어 노조의 활동이 상 적으로 위

축되었으며 기업에 한 관심이 지배구조보다는 생존문제에 더 기울여졌기 때문에

폐쇄적 지배구조가 오히려 강화된 경우도 없지 않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기업회계

가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일반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작성되기보다는 최 지배주주를 중심으로 한 유력한 이해관계자 집단의 관점에서 운

용될 여지가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회계 감사인들은 감사 상기업의 계속기업가정의 타당성 여

부와 감사오류가 감리에서 지적될 경우의 처벌 및 소송의 가능성에 하여 단히 민

감한 경향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의 본문에는 특기사항이 추가되었으

며 체로 보수적인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는 공인회계사의 수에 비하여 외부감사 상 법인의 수는 한정되어 있

고 회계감사보수의 자율화 조치로 인하여 회계감사 시장의 양극화 혹은 감사서비스

의 덤핑화 등이 전망된다. 따라서 감사보수가 높고 금융감독원의 직접감리를 받는 상

장법인의 경우와 감사보수가 낮고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를 받으나 규모가 작아

감리를 받을 확률이 상 적으로 낮은 비상장기업간에 시장이 양분되어 회계정보의

질이 차별화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에 빈발하고 있는 감사인에 한 금융기관 및 주

주들의 소송 등은 간접적으로 회계감사인에 하여 성실성을 동기부여 할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수요자 우위의 감사시장여건으로 인한 감사인의 시장결정력 부족과 기

술적 한계 등의 구조적 제약으로 인하여 회계감사의 관행에 획기적이고도 근본적인

변화가 초래되기는 아직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3. 計 家 의

1) 의 景

공인회계사 집단은 현장에서 기업의 회계실무를 감시하고 회계정보의 생산과정에

직접 관여하기도 하며 실질적인 회계관행의 변화추세를 가장 근거리에서 감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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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회계제도의 개선성과에 해서도 적절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IMF 금융위기 이후 추진되어 나온 지

난 3년간의 한국에서의 회계제도 개혁이 실효성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한 평가작업

의 일환으로서 개혁의 성과에 한 공인회계사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 다. 이러

한 목적을 위하여 주로 서울과 부산에서 회계감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들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7) 표본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원명부로

부터 전자우편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회원들로부터 추출하 으며 2000년 7월에서 8

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무작위로 설문을 송부하여 8월 말까지 회신을 보내 온 84인의

응답에 하여 분석을 진행하 다. 조사 상 공인회계사의 연령과 경력, 소속법인 및

활동지역을 확인한 결과 다양한 계층에 걸친 분포를 보이고 있어 한국의 평균적인 공

인회계사집단을 체로 표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응답자 중 77인은 회계감

사를 주된 업무 역으로 지적하 으며 나머지는 세무상담, 경 진단 등으로 답하

다. 또 36인은 부산지역을 활동무 로 하고 있고 40인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속법인은 삼일, 안건, 안진, 산동, 화 등의 소위 빅 5에 해당하는 경

우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 고 나머지는 기타법인, 합동사무소 및 개인사무소에

소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은 7구간 등간척도의 방식을 채택하 으며 설문의 내용에 찬성 혹은 반 하는

정도에 따라 1에서 7까지의 수치로 의견을 나타내도록 하 다. 1은 극단적인 반

를, 7은 극단적인 찬성을 나타내며 4는 중립적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하 다. 설문

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의 종류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첫째는 IMF 금융위기가 한국

의 회계제도의 개선에 미친 향에 관한 인식을 묻는 질문이다. 질문은 회계제도의

변화, 기업회계실무의 변화, 감사실무의 변화 및 사회전반의 회계에 한 인식변화와

관련한 총 12개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두 번째의 범주는 금융위기 이후의 실질적인

회계관행의 변화에 한 공인회계사들의 인식을 묻는 질문으로서 세무조사의 회피경

향,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출고려, 소유경 자의 변칙회계처리 경향 및 외부감사제

도의 여건변화를 묻는 총 12개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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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본 연구에서는 애당초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하는데 주목적을 둔 것은 아니었다. 설문조사

는 단지 개혁성과에 한 평가를 다소나마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할 의도에서 보조적

으로 수행된 것일 뿐이며 분석결과도 단순한 기술통계치를 제시하는데 그친다.



2) 改 과 關 한 結果

첫째의 범주에 속하는 설문항목의 내용 및 응답의 분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Q1. IMF 위기는 한국의 회계제도 변화에 큰 향을 초래하 다.

Q11.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은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Q12. 금융감독원을 위시하여 한국의 회계규제시스템은 선진적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Q2. IMF 위기는 한국의 기업경 자들의 회계의식과 관행에 향을 주었다.

Q21. 한국의 경 자의 회계투명성에 한 의식은 개선되었다.

Q22. 한국 기업의 분식회계 내지 장부조작경향은 감소하 다.

Q3. IMF 위기는 한국 감사인의 태도와 의식에 향을 주었다.

Q31. 한국 공인회계사의 감사실무상의 책임의식은 개선되었다.

Q32. 감사실무에 있어서 감사인의 독립성은 향상되었다.

Q4. IMF 위기는 한국 사회전반의 회계에 한 인식을 변화시켰다.

Q41. 한국의 기업은 회계정보공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Q42. 회계에 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은 개선되었다.

질문의 내용은 금융위기가 한국 회계제도 및 경 자, 감사인, 사회전반의 회계에

한 인식에 향을 미쳤는지를 묻는 네 개의 주 질문(Q1, Q2, Q3, Q4), 그리고 보

다 구체적으로 그러한 향이 회계기준이나 경 자, 공인회계사 등의 의식을 개선시

키는 순기능의 향을 초래하 는지(Q11, Q21, Q31, Q41),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규제시스템의 선진화, 분식회계의 감소, 감사인 독립성의 향상, 전반적 인식의 개선

(Q12, Q22, Q32, Q42)과 같은 변화가 있었는지를 묻는 8개의 보조질문으로 구성되

었다. 

응답의 분포를 보면 우선 Q1 질문과 관련하여 절 다수의 응답자들은 IMF 위기가

한국 회계제도에 변화를 초래했다는 사실과 회계기준이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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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동의하고 있으나 규제기구의 선진화 여부에 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의견을 지

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경 자의 의식과 관행을 묻는 Q2 질문에 해서는

체로 회의적인 응답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분식회계의 경향이 여전히 감

소하지 않고 있다는 견해가 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 다소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Q3 질문에 한 응답에서 공인회계사들은 감사인의 책임의식이 제고되었다는 점에

해서는 강한 찬성의 경향을 보 으나 독립성이 향상되었다는 점에는 체로 부정

적이었다. 또 한국사회 전반적으로 회계에 한 인식이 개선되었다는 데 해서는

체로 찬성하는 견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慣 의 改 과 關 한 結果

두 번째의 범주에 속하는 설문항목의 내용과 응답의 분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Q5. 과거 한국의 회계실무는 절세 및 세무조사의 회피경향으로 인한 향을 크게

받아왔다.

Q51. IMF 이후 기업이 당기순손실을 보고하는 것이 인정되면서 일시적으로 세

무조사의 위험을 의식한 회계수치 조작동기는 감소하 다.

559

<표 1> 한국 회계제도의 개선정도에 한 공인회계사의 인식

문항\척도 1 2 3 4 5 6 7 계

Q1 0(0.0) 0(0.0) 1(1.3) 5(6.6) 28(36.8) 33(43.4) 9(11.8) 76(100.0)
Q11 0(0.0) 0(0.0) 3(3.6) 9(10.7) 37(44.0) 29(34.5) 6(7.1) 84(100.0)
Q12 2(2.4) 9(10.7) 14(16.7) 28(33.3) 26(31.0) 5(6.0) 0(0.0) 84(100.0)
Q2 6(7.9) 6(7.9) 8(10.5) 12(15.8) 30(39.5) 12(15.8) 2(2.6) 76(100.0)
Q21 8(9.5) 7(8.3) 13(15.5) 19(22.6) 27(32.1) 9(10.7) 1(1.2) 84(100.0)
Q22 4(4.8) 14(16.7) 20(23.8) 26(31.0) 17(20.2) 3(3.6) 0(0.0) 84(100.0)
Q3 1(1.3) 0(0.0) 1(1.3) 4(5.3) 28(36.8) 36(47.4) 6(7.9) 76(100.0)
Q31 1(1.2) 0(0.0) 1(1.2) 4(4.8) 24(28.6) 44(52.4) 10(11.9) 84(100.0)
Q32 7(8.3) 8(9.5) 14(16.7) 27(32.1) 20(23.8) 7(8.3) 1(1.2) 84(100.0)
Q4 1(1.3) 2(2.6) 5(6.5) 12(15.6) 29(37.7) 26(33.8) 2(2.6) 77(100.0)
Q41 2(2.4) 4(4.8) 6(7.2) 16(19.3) 27(32.5) 22(26.5) 6(7.2) 83(100.0)
Q42 2(2.4) 3(3.6) 7(8.4) 26(31.3) 27(32.5) 17(20.5) 1(1.2) 83(100.0)



Q52. 최근 세무행정이 IMF 이전의 상태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세무적 고

려에 의한 회계조작경향도 부활되고 있다.

Q6. 과거 한국의 경 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여신심사 등에 향을 주기 위해

변칙적 회계처리를 지시하는 사례가 많았다.

Q61. IMF 이후 기업의 자금수요가 격감함에 따라 금융차입을 목적으로 한 회계

조작의 동기는 감소하 다.

Q62. 최근 기업의 경 여건이 개선되면서 자금차입을 고려한 변칙적 회계처리

도 되살아나는 경향이 있다.

Q7. 과거 한국기업의 소유경 자는 사업확장을 위한 자금조성 및 경 권보호의 관

점에서 변칙적 회계처리를 지시하는 사례가 많았다.

Q71. IMF 이후 폭적인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치가 이루어지고 외부주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소유경 자의 분식회계동기는 감소하 다.

Q72. 다수의 한국기업에 있어서 지배적 주주의 의사결정에 향을 줄 정도

의 지배구조변화는 없었기 때문에 폐쇄적 지배구조로부터 야기되는 변칙

적 회계처리의 경향은 여전히 존재한다.

Q8. 과거 한국의 외부감사인은 자유수임제의 환경 속에서 신규감사계약의 수주 및

기존 감사계약의 유지를 위하여 변칙적 회계처리를 묵인할 수밖에 없는 사례

가 많았다. 

Q81. IMF 이후 회계감사인들은 계속기업의 가정에 한 불확실성, 감리 및 소

송의 확률증 와 같은 변화 속에서 감사의견의 작성에 있어서 보수적인 경

향을 띠게 되었다.

Q82. 회계감사의 기술적 한계와 감사계약 체결시 감사인의 시장결정력 부족과

같은 구조적 한계로 말미암아 한국의 회계감사실무의 근본적 개선은 아직

도 요원하다.

질문의 내용은 과거 한국의 회계관행이 세무적 고려, 금융차입의 고려, 폐쇄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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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조, 감사인의 독립성결여 등의 구조적 요인들에 의해 향을 받아 왔다는 사실에

한 확인을 구하는 네 개의 주 질문(Q5, Q6, Q7, Q8)과 IMF 이후 일시적으로나마

이러한 환경요인이 제거됨으로써 회계관행이 개선되었는지를 묻는 네 개의 질문

(Q51, Q61, Q71, Q81), 그리고 최근 위기의식의 둔화와 더불어 과거의 관행으로 복

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네 개의 질문(Q52, Q62, Q72, Q82)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Q5, Q6, Q7, Q8에 한 응답의 분포는 크게 찬성하는 쪽으로 치우쳐 있어

세무적 고려, 금융차입의 고려, 폐쇄적 지배구조 및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로 말미암

은 변칙적 회계관행이 존재하 다는 사실을 재확인해 주고 있다. IMF 위기 직후의

여건 변화로 일시적인 회계관행의 개선이 있었는지에 한 질문에 해서는 체로

불분명하나 세무적 고려, 금융차입의 고려, 소유경 자의 분식동기의 감소 등에 해

부정적인 견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부감사의 여건이 변하여 감사인들

이 보수적 성향을 띠게 되었다는 데 해서는 찬성의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충격적인

것은 최근에 이르러 과거의 부실한 회계관행이 되살아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하여 다수의 응답자들이 찬성하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폐쇄적 지배

구조에서 비롯되는 기업경 자의 분식동기와 한국 감사시장의 구조적 한계로 말미암

은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에 해서는 각 89%와 약 87%에 이르는 절 다수의 응

답자들이 찬성하는 견해를 표명하여 한국적 회계관행의 구조적 결정요인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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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국의 회계관행의 개선여부에 한 공인회계사의 인식

문항\척도 1 2 3 4 5 6 7 계

Q5 0(0.0) 1(1.3) 2(2.6) 4(5.2) 13(16.9) 33(42.9) 24(31.2) 77(100.0)
Q51 4(4.8) 7(8.3) 20(23.8) 26(31.0) 20(23.8) 6(7.1) 1(1.2) 84(100.0)
Q52 1(1.2) 1(1.2) 6(7.3) 36(43.9) 20(24.4) 17(20.7) 1(1.2) 82(100.0)
Q6 0(0.0) 1(1.3) 3(3.8) 5(6.3) 14(17.7) 38(48.1) 18(22.8) 79(100.0)
Q61 4(4.9) 14(17.1) 24(29.3) 24(29.3) 8(9.8) 8(9.8) 0(0.0) 82(100.0)
Q62 0(0.0) 0(0.0) 8(9.8) 26(31.7) 24(29.3) 18(22.0) 6(7.3) 82(100.0)
Q7 0(0.0) 0(0.0) 2(2.5) 2(2.5) 25(31.6) 30(38.0) 20(25.3) 79(100.0)
Q71 2(2.4) 7(8.3) 14(16.7) 24(28.6) 23(27.4) 12(14.3) 2(2.4) 84(100.0)
Q72 1(1.2) 0(0.0) 2(2.4) 6(7.3) 27(32.9) 28(34.1) 18(22.0) 82(100.0)
Q8 0(0.0) 1(1.3) 1(1.3) 3(3.8) 24(30.4) 25(31.6) 25(31.6) 79(100.0)
Q81 0(0.0) 2(2.4) 4(4.8) 3(3.6) 30(35.7) 36(42.9) 9(10.7) 84(100.0)
Q82 0(0.0) 1(1.2) 8(9.6) 2(2.4) 16(19.3) 35(42.2) 21(25.3) 83(100.0)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結果에 한

공인회계사 집단은 한 나라의 회계실무를 담당하고 이끌어 나가는 한 축을 형성한

다. 공인회계사들의 현실인식이 반드시 특정한 시간적, 공간적 환경 속에서의 회계현

상의 참모습을 정확히 반 한다고는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것은 공인회계사 역시

규제당국, 금융기관, 투자자, 기업경 자 등과 마찬가지로 여러 이해집단들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회계제도의 변화로부터 파생되는 이해관계의 향을 받는 집단의 일부

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회계사들은 현실의 회계실무를 비교적 근거

리에서 관찰하면서 실제의 회계관행을 전문적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

고 있을 뿐 아니라, 금융위기 이후 한국에서 진행되어 온 일련의 회계제도 개혁과정

에서 규제당국, 기업경 자, 정보이용자의 어느 집단에 비해서도 비교적 중립적인 위

치에서 상황전개를 주시해 올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공인회계사들의 견해에 의하면 한국의 회계실무는 지난 약 3년에 걸친 구조

조정과 개혁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유동

성위기가 비교적 단기간에 봉합되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회계실무적 차원에서는 오

히려 구습으로 복귀하는 경향을 보이는 측면마저 있다. 회계관행이 이처럼 자기회귀

적 경향을 보이는 것은 배경을 이루는 구조적 요인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여전히 정부 주도적인 규제환경, 기업의 폐쇄적 지배구조, 취약한 외부

감사제도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도 기업경 자의 건전한 회계관의 정립이야말로

한국의 회계실무를 개선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몇

해전 모 그룹의 회장은 회계담당자를 곳간지기로 표현하면서 그룹부도의 원인을 적

절한 장부조작을 하지 못한 회계담당자의 실수로 돌렸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가 있다. 이는 기업인, 특히 소유경 자들의 회계에 한 무지와 왜곡된 시각을 단적

으로 보여주는 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회계담당자를 주인이 시키는 로 창고 문이나

지키는 꼭두각시로 인식하는 현실에 해 사회적 거부반응이 없는 한 회계관행의 실

질적인 개선은 요원한 과제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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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結

한국에서 금융위기가 초래된 원인에 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나 한국의

취약한 회계제도가 위기의 발생에 일조하 다는데 해서는 체로 견해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즉 한국경제가 위기를 맞게 된 중요한 원인의 일단은 회계제도의 부실

과 이로 말미암은 경 투명성의 결여가 투자자들의 신뢰의 상실을 초래하 고 이것

이 위기를 촉발한 하나의 계기를 제공하 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지금까지의 기업

회계기준이 주로 정부의 경제정책을 옹호하고 금융기관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정∙

운 되어 회계가 경제나 기업의 실상을 제 로 알려주지 못했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금융위기 발생이후 기업회계기준을 국제 수준까지 획기적으로 개선

하고 기업경 의 투명성과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제반 제도를 정비하는데

회계제도 개혁의 초점이 기울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의 한국 회계제도개혁의 경위를 회계규제 시스템, 기업의 회계

실무, 외부감사제도 및 회계정보이용 문화라는 4가지 측면에서 정리하고 개혁의 성

과를 중간 점검해 보는데 의의를 두었다. 회계제도가 기업경 의 투명성과 이에 따른

이해관계자 집단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개선되기 위해서는 하드

웨어적인 시스템의 정비 못지 않게 실제로 회계실무를 위해 나가는 당사자들의 의

식개혁에 바탕을 둔 소프트웨어의 질적 변화도 이루어져야만 한다. 지금까지의 한국

에서의 회계제도 개혁은 주로 외형의 정비에 치우쳐져 온 것으로 평가되며 진정한 의

미의 개혁은 한국적 회계관행의 근원적 배경요인의 점진적 치유에 수반한 회계적 패

러다임의 전환으로부터 시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종전의 한국 회계환경의 특징을 요약하면 법령에 의한 통제, 통일성, 보수주의, 그

리고 비 주의로 변된다. 기업회계기준이 기업의 단기적 경 성과와 재무상태에

미치는 향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회계기준이 기업의 건전한 의사결정을 오

히려 저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전문적인 정보이용자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고 있어

서 회계기준의 설정과정에서 정보작성자인 기업에 비해 정보이용자의 견해가 상 적

으로 적게 반 되고 있다는 문제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인 결함에 못지 않

게 중요한 것은 단기적, 기회주의적 동기에 입각한 회계정보의 왜곡이 관용되는 사회

563



적 풍토와 왜곡된 정보로 투자자나 채권자를 오도해서라도 사적 이익을 추구하겠다

는 경 자의 태도가 상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

다. 한국의 경우 분식결산에 의한 회계정보의 왜곡은 고질적 병폐의 하나로 지적되어

왔으며 이는 선의의 정보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데 그치지 않고 기업회계와 외

부감사제도를 비롯한 회계제도 자체의 위상과 이에 한 사회적 신뢰를 침식하는 원

인이 되어 왔다. 이는 궁극적으로 경 자의 도덕성 문제로 귀착된다.

기업문화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공유가치, 규범, 사고방식, 행동방식이나 규범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이러한 기업문화의 상위에 따라 기업은 서로 다른 정신적, 행동

적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기업문화는 조직구성원의 가치의식, 행동방식, 관행과 상

징적 특징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공유가치가 조직구성원의 활동에 결

정적 향을 미치게 된다. 기업의 공유가치는 최고경 자의 경 철학과 직결되어 있

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경 활동의 위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경

자의 경 철학이나 경 이념에 도덕성이 핵심적인 요소로서 자리잡고 있어야 하며

또 이것이 조직구성원의 공유가치로 뿌리내릴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최고경 자가 수

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윤을 추구하거나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을 묵인하

거나 조장할 경우에는 윤리적 제도와 규정을 마련하더라도 이는 사문화될 수밖에 없

다. 과거 30여 년간 한국의 기업경 자들은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강조하지도 제시하지

도 않았다. 이는 한국의 기업경 자들이 특별히 부도덕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한국

사회전체의 윤리적 기준이 낮았던 것과 관련이 있다. 아직도 한국의 다수 기업들의

기업문화 속에는 윤리적 요소들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러한 사실은 정보의 왜

곡이 만연하고 있는 기업회계 풍토에도 그 로 반 되고 있다. 

고속경제성장을 구가해 오던 지난 30여 년간 정부의 주도로 경제개발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일부 기업들은 정치권력과의 유 를 통하여 단기간에 막 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이는 정당한 방법에 의한 부의 획득이 경시되는 기업풍토를 조성하 다.

정치권과의 유 를 통하여 단기적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시장경쟁을 통한 점진적이

고 건실한 기업발전보다도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되면서 많은 기업들은 가능한

한 경 실적을 은폐하고 정치적 로비활동을 위한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관심을 기울

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회계는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며 회계수치에 의한 기업의

성과보고는 전략적 차원에서 충분히 조정될 수 있는 것이라는 믿음이 만연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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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컨 결산작업은 소유경 자가 사전에 정해 둔 결과수치에 맞추어 장부를 조정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회계보고를 통하여 진실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의 외

관을 그럴 듯하게 꾸미는 것이 더욱 중시되었다. 이 때 흑자의 보고는 납세액의 증가

로 이어지고 적자의 보고는 출의 제약을 초래한다는 인식만이 장부조정의 주된 제

약조건으로 작용하 다.

기존의 한국의 회계제도를 불투명형 구조로 규정할 때 가장 현저히 부각되는 특징

은 소유경 자에 의한 이익추구, 사업확장 및 경 권보호 등의 동기가 불투명성의 근

저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주도의 관료주의적 회계규제와 외부감사제

도의 취약성과 결합하여 회계제도의 전반적인 부실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 소유

주 지배형의 폐쇄적인 기업구조는 정치논리를 우선시하는 정치∙경제적 풍토와 접목

되어 정경유착의 고리를 형성하 고 정치권력은 이 과정에서 기업을 통제하는 수단

으로 과세제도와 관치금융을 활용하 다. 정치권과의 상호작용이 기업의 존망을 좌

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의 하나가 되므로 기업은 자연히 이를 의식한 회계정

책의 구사에 주력하게 되었다. 즉, 과세당국에 해서는 절세 및 법인세유연화의 관

점에서 이익관리를 하게 되고 금융기관에 해서는 차입 및 어음할인이 용이하도록

하는 관점에서 신용조작을 하게 되었다. 회계제도의 골격을 이루어야 할 기업회계기

준은 정부의 경제정책 변화에 따라 제∙개정을 빈번히 되풀이함으로써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오히려 회계의 제도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한 가지 요

인이 되었다. 또 회계실무의 적정성을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검증하여야 할 외부감사

제도는 경 자가 감사인지정권을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정성과 신뢰성이 저하되

고 있다. 규제당국으로부터의 감리압력과 일반투자가로부터의 점증하는 소송압력에

처한 한국의 외부감사인의 입지는 극히 제한적인 것이 되고 있다. 회계정보의 신뢰성

이 전반적으로 결여된 상황에서 자본시장에서의 정보공시 또한 기업의 이미지 관리

에만 치우치는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하고 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추진된 일련의 제도개혁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불투

명형 회계문화를 창출해 왔던 배경요인이 근본적으로 해소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다. 회계는 단순한 기장기술로 그치지 않는다. 회계는 기업의 활동에 하여 양적, 화

폐적 정보를 제공하여 경 계획의 수립에 도움을 주고 경 자의 업적평가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업 외부의 정보이용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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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도움을 주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구이다. 회계가 경제적 실상

을 제 로 전달하지 못할 경우 자원의 배분은 왜곡되고 원활한 경제의 운용도 기 하

기 어려울 것이다. 회계가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다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상

을 충실히 전달하려는 정보제공자, 즉 경 자의 의지가 근본적인 관건이라 할 수 있

다. 따라서 향후의 한국 회계제도 개혁의 성패는 사회전체의 의식수준의 제고와 더불

어 회계에 한 기업경 자의 의식변화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제도의 개혁도

단순히 현실관행과 동떨어진 선진외관을 갖추는 데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회계의 중

요성에 한 사회적 인식과 경 자 윤리의식의 제고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나갈 때에만 비로소 실질적인 성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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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the Accounting Reform in Korea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Successful?

Jong-Seo Choi*

ABSTRACT

The December 1997 financial crisis in Korea triggered an accounting reform on an

unprecedented scale. The reform process that followed the crisis placed a top priority on

restructuring the accounting system including the revision of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changes in accounting standards setting procedure, revision of regulatory stipulations among

others. However, a country’s accounting practice is a product of a natural, evolutionary

process whereby business practice and societal demands interact. To that extent, there is a

limit to the reform of the Korean accounting system. As some critics argue, demanding

transparency from accounting sector alone would be meaningless unless the entire society is

made transparent. Whether the reform has brought about more than cosmetic changes thus

remains questionable. I ran questionnaires among a group of CPAs to see whether the reform

of accounting practice for the past three years have had any tangible effect. According to the

views of the Korean accounting practitioners, the accounting practice in Korea has not

improved significantly despite the reform efforts over the past three years. Rather, there is a

tendency for regressing back to the past practice, presumably because lots of structural

problems still remain at large. Even though it is still too early to conclude whether the reform

was a success or a failure, the evaluation based on the survey clearly shows that a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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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orm (hardware) not accompanied by subsequent changes in paradigm (software) is only

fragile and that the improvements in practice could have a long way t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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