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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미국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확 되고 있는 회계정보의 신뢰성 문제로 더욱 악화되

고 있는 세계의 경제상황과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측면에서 많은 시

사점을 주고 있는 1930년 의 미국의 공황을 중심으로 회계정보의 신뢰성 및 재무정보의 공시와 관련

하여 현 재무보고와 회계원칙의 생성 및 발달과정을 살펴본다. 현 적 재무보고에 한 시 적 배경

및 발달과정에 해 미국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검토한 후, 실질적으로 현 적 재무보고를 초래한 경제

적 사건인 공황의 배경 및 원인, 그리고 공황이 재무보고와 회계원칙에 미친 향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부적절한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의 문제점으로 인해 야기된 회계

정보의 투명성문제해결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한다. 

미국에서 많은 기업들의 부적절한 재무보고관행은 1929년 공황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인하여 회계

정보공시에 관련된 모든 누적된 문제점이 한꺼번에 폭발 하 다. 이로 인해 회계정보의 신뢰성은 크게

손상을 입게 되었다. 추락한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미국연방정부는 1933년 증

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투자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이들 법률는 재무보고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 자의 부정이나 오류에 한 처벌을 폭 강화시켰다. 증권법과 증권거래법을 토

로 하여 증권거래위원회와 미국공인회계사회는 사례별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재무보고의 질적 향상을 현

저하게 도모하는 일련의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지침을 발달시켰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비로소 오늘날 정

보이용자중심의 현 적 의미의 재무보고가 나타나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러한 현 적 의미의 재무

보고가 제 로 이루어 지고 있다고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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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동기

현재 우리나라는 1997년 말 시작된 IMF 위기를 겪으면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어느 정도 IMF 위기체제에서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불안정한 국제적 경제환

경 속에서 경제 회복의 주역을 담당하 던 벤쳐기업들의 침체와 이에 따른 량실업

의 가능성 그리고 불안정한 주식시장의 침체 등 잠재된 경제적 문제들이 언제라도 다

시 재현될 가능성이 지니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경제적 위기

가 초래되었고, 아직도 제 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배경 및 원인에는 여

러 가지 요인이 있으나, 가장 주된 원인 중의 하나는 최근에 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한 회계정보의 투명성부족에 따른 투자자들의 기업에

한 신뢰성상실이라고 할 수 있다. 회계정보가 신뢰성을 잃었을 때 자본시장에서는

경제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오는 투기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최악의 경우에는 주식

시장의 붕괴를 가져오게 되어 경제적 공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댜. 따라서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측

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 1930년 의 미국의 공황을 중심으로 회계정보의

신뢰성 및 재무정보의 공시와 관련하여 현 재무보고와 회계원칙의 생성 및 발달과

정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논문에서는 현 적 재무보고에 한 시 적 배경 및 발달과정에 해 미국을 중

심으로 개괄적으로 검토한 후, 실질적으로 현 적 재무보고를 초래한 경제적 사건

인 공황의 배경 및 원인, 그리고 공황이 재무보고와 회계원칙에 미친 향을 구

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부적절한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의

문제점으로 인해 야기된 회계정보의 투명성문제해결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

사점을 발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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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에 있어서 19세기에 나타난 상공업의 급속한 성장과 발전은

회계의 사고의 발전에 많은 향을 주었다. 즉 19세기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진행된

산업혁명의 결과 경제사회가 복잡해 짐에 따라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재무

정보에 한 요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1930년부터 이러한 회계정보의 공시와 회계

원칙의 발전에 전기를 이루는 사건이 발생하 다. 즉 1930년에 뉴욕증권거래소와 미

국회계사협회간에 회계원칙에 관한 토의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권위있는 회계단체에

서 회계원칙에 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한 것은 1930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이러한 회계원칙의 발달을 초래한 경제적 사건인 공황을

중심으로 배경과 원인을 살펴본 후, 이로 인해서 1930년 에 현 적 의미에서의 재무

보고와 회계원칙의 생성과 발달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에 해 고찰하기로 한다.

II. 공황의 역사적 배경

1. 자유방임주의(Laissez Faire)

Laissez Faire는 원래 유럽에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가로 막는 검열에 한 반발에

서 출발하 으나, 아맘스미스, 리카르도, 등의 연구업적의 결과 단순한 규제철폐이

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즉 자유시장경제이론과 의회민주주주의를 결합시켜 오

늘날 자유주의(Liberalism)라는 보다 확 된 개념으로 발전하면서 철학적인 차원까지

상승되었다. 

이러한 Laissez Faire는 19세기에 경제활동의 기본적인 사고를 이루고 있었으나, 경

제에 한 정부의 간섭의 부재라는 의미에서는 결코 순수한 자유방임주의는 아니었

다. 미국에서는 초기 식민지시 에서 19세기 후반에 이르는 경제발전과정에서 정부

의 역할이 단히 중요하 다. 이러한 정부의 간섭은 20세기에도 계속되었고, 루즈벨

트와 윌슨 행정부는 정부의 간섭을 보다 확 하 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의 강화로

the Federal Reserve Act(1913), the Clayton Antitrust Act(1914), the Federal Trade

Commission(1914)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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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에 의한 모든 간섭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통제가 없는 지유경제체

제의 이상과 괴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수용되었고 사람들은 회의적인

태도를 보 다. 즉 정부의 간섭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간섭이 가장 좋다는

사고가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정부의 힘의 행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힘이 연방정부

에 집중되는 것보다는 주정부에 분산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되었다. 

그 당시에 미국을 지배하던 철학은 기업을 통한 사적 부의 추구 으며 국가의 역할

도 이러한 맥락속에서 인식되었다. 미국의 독립정신과 권력집중에 한 혐오에 기반

을 두고 사회적 다윈주의에 의해 발전된 이와 같은 철학은 카아네기나 포드같은 기업

가를 웅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철학은 미국의 모든 경제활동을 계속

적으로 지배할 것처럼 보 다.

따라서 이러한 자유방임주의의 향으로 1920년 의 회계실무는 직접적인 규제를

받기보다는 자유롭고 방만한 회계실무가 지배적이었다.

2. 주식시장의 호황

1929년에 발생한 심각한 경제적 도전이 없었더라도 그 당시 풍미했던 자유방임주

의 철학은 5년 이내에 후퇴하기 시작하여 15년 정도면 쇠퇴했을 것이다. 여기에 한

원인은 Laissez Faire에 의해 찬양되었던 자유방임주의 경제체제의 실질적인 붕괴에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붕괴는 서서히 진행되었고, 이에 한 인식조차도 늦게 나타

났다. 즉 공황(The Great Depression)은 1929년 이전에 이미 존재하 고, 붕괴

(The Great Crash)가 1929년보다 이미 9개월 전에 존재하 던 것이다. 그리고 붕괴

이전에 호황(The Great Boom)이 선행되었다.

3. 호황기의 배경

1920년 의 호황기 동안 주식은 다양한 이유로 계속해서 상승하 다. 한가지 이유

로는 제조부분의 기업들의 이익이 상승하 다는 점이다. 1916년과 1925년 사이에

규모제조기업의 연평균 이익은 7억 3천만 불에 달했다. 또한 1926년부터 1929년까

지 기업들의 연평균이익은 14억 불에 달했다. 즉 1929년의 기업의 평균 이익은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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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비해 실제로 세 배 이상 상승하 다. 따라서 주식투자의 주된 한가지 이유는 배

당이 증가하리라는 기 에서 비롯되었으며, 실제로 배당도 증가하 다. 두 번째 이유

로는 은행이나 증권회사들이 잠재적 투자자에게 규모의 자금을 빌려주면서 주식투

자를 권장했다는 점이다. 이 당시에 주식투자자는 150만 명에 달했고, 뉴욕증권거래

소의 주식거래량은 1923년 236백만 주에서 1100백만 주로 증가하 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허황된 방법의 유혹이 존재하고 있었다. 많은 미국인

들은 사회적으로 신뢰할수 있는 사람의 충고에 따라 호황을 누리던 주식시장에 참가

하도록 유도되었다. 이를 반 하는 표적인 기사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만약 어떤 사랍이 일주일에 15불을 절약하여 주식에 투자하면, 20년 후에 그는 적

어도 8만불을 갖게 되고 매달 400불 정도의 투자소득을 얻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는

부자가 될 것이다.”1)

그 당시 주가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속에서 부유층을 중심으로한 낭비와 사치풍

조와 함께 일확천금을 노리는 과도한 주식투기로 인하여 천정부지로 상승하 다. 

4. 주식시장의 붕괴

주식시장의 호황으로 인하여 1920년 에 소득은 경이적으로 증가되었으나 결국 장

부상의 이익에 불과하 다. 즉 1920년 후반에는 규모의 투기가 지속되었다.2)

1929년 한 해 동안에만 뉴욕증권거래소에서 1,124,800,400주가 거래되었다. 1928년

초에서 1929년 9월까지 다우존스 산업평균수치가 191에서 381로 상승하 다. 이 정

도의 수익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단히 매력적이었고,높은 수익를 보장해줄 만큼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동안에는 기업의 이익은 관심사가 되지 못했다. 

주식시장에서의 과도한 투자수익은 주식시장을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몰고 갔으

며, 1929년 중반까지 주식투자를 위한 차입금규모가 70억 불을 상회하 다. 주식투

자차입금에 한 이자도 치솟아 1929년 3월에는 20%에 달하 다. 

1929년 9월 3일 이후 주가는 내림세로 돌아서기 시작하 으나 일반적으로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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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낙관적이었다. 투기자들은 주식시장으로 계속해서 몰려 들었으나, 1929년 10월

21일 월요일에 주식가격은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하 다. 투자자들은 두려움을 느끼

게 되었으며, 주가가 하락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어느 정도까지 하락할 지 몰

랐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분하기 시작하 다. 따라서 이러한 투자자들의 행동은 주식

시장의 붕괴를 더욱 빨리 촉진시키게 되었다. 주가는 화요일과 수요일에 약간 안정세

를 보 으나 1929년 10월24일 검은 목요일(Black Thursday)에는 모든 종목에서 하락

하 다. 다수의 투자자들은 시장에 한 확신을 상실하 다. 

즉 1929년 10월 24일에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채 어떠한 사전 경고도 없이 주식시

장은 갑자기 곤두박질 하 다. 주식시장의 붕괴란 의미는 모든 주식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자의 주가가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팔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

떠한 사람도 한 종목이라도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없었다. 

주식시장의 호황이 끝났다고 다수의 투자자들이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정말로

주식시장의 호황은 끝나버렸다. 주요 은행을 중심으로 주가붕괴를 막기위해 개입했

던 금요일과 토요일에 부분적인 회복세를 보 으나, 10월 28일 월요일에 주가는 다

시 하락하기 시작해서 하루동안 13%까지 하락하 다. 다음날인 검은 화요일(Black

Tuesday)에는 사상유래없이 16.4백만 주가 처분되었고 주가는 더욱 하락하여 어떠한

가격에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 다.3)

과열된 주식투기와 결과적으로 발생한 주식시장의 붕괴는 이미 불안정한 상태에

있던 미국경제에 화약고로 작용하 다.

5. 주식시장붕괴의 배경

그러면 이러한 주식시장 붕괴를 가져온 배경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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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恐 의 심각성은 다음과 같은 1929년부터 1932년 사이의 價급락으로 생생하게 설명될

수 있다. American Telephone & Telegraph 는 恐 이전인 1929년에 310¼불이었던 것이

1932년에는 69¾까지 하락했으며, Electric Bond and Share 는 189불에서 5불까지 하락했

다. 또한 General Electric 는 403불에서 8½불로, General Motors 는 91¾에서 7⅝불로,

Radio Corporation of America 는 114¾불에서 2½불로, Remington Rand 는 54¾불에서 1
불로, 그리고 United States Steel 는 261¾불에서 21¼불로 각기 하락했다.



현재까지도 어떤 종류의 기사와 소문 또는 특정 사건이 붕괴를 초래하 는 지는 정

확하게 알 수 없으나, 당시 수많은 투자자들 사이에 잠재되어 있었던 분명히 주식가

격이 곧 하락하리라는 불안감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 음은 틀림없다.

더욱이 신용으로 주식을 구매한 투자자들이 자금을 상환하기위해 주식을 처분해야

만 했기 때문에 더욱 악화되었던 것이다. 결국 1929년 10월 24일에 시작된 주식시장

의 붕괴도 17세기의 네덜란드의 튜립투기사건이나 1720년 유명한 남해포말사건 주

식투기와 같은 역사적 사건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 공황의 경제적 배경

주식시장의 붕괴는 결과적으로 경제적 공황을 초래 하 다. 공황을 분석하

기에 앞서 공황이 발생하게된 경제적 배경을 살펴 보면, 미국의 경제적 번 이 흔

들릴 수 있었던 세 가지 원인을 들 수 있다.

1) 주식시장의 붕괴에 약한 경제

1920년 를 지배하 던 빨리 부자가 되자는 철학은 중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

라 기업 전체에도 향을 미쳤다. 재무적인 조작이나 투기성 사업, 무모한 주식 투자

등은 기업들이 상호 주식을 보유하는 피라미드형 기업구조를 초래하 다. 그러나 이

러한 피라미드형 기업구조는 한 기업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문제점이 있다. 따

라서 경제가 근적으로 건전하다는 기업가들의 계속적인 확신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경제는 근본적으로 건전하지 못했던 것이다. 은행들은 주식구매를 위한 자금을 빌려

주는 불건전한 사업에 열중하 으므로 주식시장이 악화되면 출해 준 은행도 따라

서 악화되었다. 그러므로 주식시장의 붕괴는 은행의 붕괴를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다

른 사업들도 무너졌다. 1929년과 1933년에 9백만 불 이상의 예금이 손실을 입었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은행에서 자금을 구하지 못해 도산하 던 것이다.

2) 농업 부문의 문제점

미국의 3천만 명의 농업인구중 90%가 경제적 변 에 따른 문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으며, 평균적인 소득이 낮을 뿐만 아니라 상 적으로 더욱 빈곤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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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910년 농부의 평균 소득은 도시근로자의 약 40% 으며, 1930년 에는 30%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상당히 산업부문의 성공에 기인하고 있었다. 산업화의 결과

농부의 일은 점차 기계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농작물 생산은 증가하 으나 농작물 가

격은 하락 하 기 때문이다.4)

3) 심각한 소득분배의 불균등

마지막으로 경제적 번 의 원동력인 산업구조자체에 약점이 있었다.

즉 임금과 이윤의 문제 다. 1920년 노동자의 생산성은 놀랄 정도로 증가했으나,

임금은 생산성과 비례하지 않았으며, 생산성향상에 따른 이익은 주로 기업의 증가된

이익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이익이 주시시장의 호황을 가져온 이익의 근원이 되었

다. 1923년과 1929년 사이의 기업의 이익은 62% 정도 증가하 다. 그러나 이러한 이

익의 증가에 따른 경제적 번 은 매우 불평등하게 향유되고 있었다.5)

III. 공 황

비록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공황은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닥친

생생한 현실이었다. 무엇보다도 실업이 과거의 어떤 시기보다도 폭발적으로 증가하

다. 일반적으로 산업화과정에서 실업문제는 주기적으로 발생하 으나 그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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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방정부는 제1차 세계 전중에는 전쟁으로 황폐화된 유럽을 먹여 살리기위해서 농부들에게

더 많은 토지를 구입하고 최신의 농기술을 사용하여 더욱더 많은 식량생산을 장려하기 위

해, 턱없이 높은 가격을 과 다른 농작물에 해 지급하 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자마자 미

국정부는 농부를 지원하던 정책을 갑자기 중단하 으므로, 농민들은 빗더미에 앉게 되었고

농장가격과 곡물가격은 폭락하 다.

5) 급속한 경제적 번 의 가는 미국민들 사이에 균등하게 공유되지 않았다. 한 연구조사에 의

하면 1929년에 상위 0.1%에 속하는 미국인의 소득이 하위 42%까지 속하는 미국인의 소득과

맞먹었고, 80%의 미국인들이 전혀 저축을 하고 있지 못한 반면에 상위 0.1%에 속하는 미국

인들은 모든 저축의 34%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소득의 불균등분배는 1920년 를 통하

여 더욱 심화되어 갔다. 



비교적 짧았고, 성장이 다시 시작되면 다시 일자리를 원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일

할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나 공황의 경우에는 사정이 매우 달랐다. 1933년에 실업률은 24.9%에 달하

으며, 이러한 실업률은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공황은

단지 실업만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성장의 종말을 가져왔다. 미국 전체적으

로 주거용 건설은 90% 이상 하락 하 으며, 82,000개의 기업들이 도산하 고, 생존

한 기업들의 생산은 1920년 의 생산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 다. 또한 임금은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 다. 사무원인 경우 3분의 2 수준으로, 가게 점원의 경

우 2분의 1 수준으로 임금이 하락한 것이다. 따라서 주식시장의 붕괴는 미국인들의

벼락부자에 한 환상을 무너뜨린 반면에, 공황은 훨씬 더 근본적으로 모든 미국인

의 삶을 위협하 다. 경제체제에 한 근본적인 미국인의 믿음에 문제가 생긴 것이

다. 즉 경제체제는 더 이상 제 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 다. 

1. 정치적 상황

1930년 5월에 미국의 후버 통령이“우리는 이제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다. 일 년 후에 그는 공황이 끝났다고 선언했고, 기업가

들은 모든 상황들이 근본적으로 건전하다고 계속해서 주장하 다. 

그러나 상황은 스스로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점차 비관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실업자들 사이에서는 좌절과 분노가 터져 나왔다. 도시와 농촌에서는 후버 정부에

한 반 시위가 연일 계속 되었다. 그중에서 가장 최악의 사실은 기업가들이 새로운

번 에 한 새로운 처방을 제시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기업가들의 충고와 자유방임

주의철학에 기초한 후버정부는 경제가 그냥 놔두면 스스로 회복되리라고 믿었다. 후

버정부는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과거의 어떤 정부보다도 많은 노력을 하 으나, 급

진적인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느꼈다. 1932년에 후버 통령은 의회를 설득하여 the

Reconstruction Finance Corporation을 설립하고, 정부의 자금을 은행, 생명보험회사,

철도, 부동산업 등에 여해 주었다. 그 해 하반기에는 부도위험에 처한 금융기관들

을 지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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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의 미온적 책

이러한 모든 노력은 어느정도 도움을 주었으나, 놀라운 사실은 정부가 가장 자금을

필요로하는 실업자들에게 성의를 보이지 않았던 점이다. 1932년 전에 연방정부는 실

업자들에게 직접적인 보조를 위한 아무런 자금도 지불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1932년 7월에 이르러서 각 주에 한 출금의 형태로 실업연금을 분배하기 시작했

다. 그러나 1932년 말까지 정부는 단지 $30,000,000만을 연금으로 지불하 다. 

이와 같은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던 실업자들에 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최악

의 도덕적 죄악이었다. 미국경제체제가 근본적으로 건전하며, 공황은 유럽경제로부

터의 수입품이라는 믿음위에 후버는 1930년에 역사상 수입품에 해 가장 높은 관세

를 부과한 The Smoot-Hawley Tariff Act에 서명하 다. 이 법률은 상당한 역효과를 가

져 왔다. 외국의 국가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미국에 판매하기 어렵게 만들어서, 미국

의 제품과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수익의 주된 원천을 세금을 통해 봉쇄하 기 때

문이다.6)

정부는 세금과 지출에 해서도 신중하지 못했다. 균형재정이 건전한 국가경제를

위한 주요한 요건 중의 한 가지라고 주장하면서, 1932년에 정부는 지출을 감소시켰

고, 세금를 가장 증가시켰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the Federal Reserve Board의 무책임

한 행동이었다. 20년 의 투기상태의 기간에 금융당국은 할인율을 인상시키거나, 다

른 조치를 취함으로써 스스로 불건전한 은행 출의 확 를 점검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공황이 일어나서 은행이 자금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출을 통해 지원

을 해야 할 시점에서,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두려워하여 갑자기 자금의 흐름을 막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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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국의 높은 수입관세정책으로 인하여 유럽국가들은 자신들의 제품을 미국에 합리적인 수량

만큼 판매할 수 없었다. 따라서 유럽의 미국상품에 한 구매력은 감소하게 되었다. 즉 1920
년 에 미국은 세계의 은행, 식량공급자, 생산자가 되고자 했던 반면에 외부로부터는 가능한

한 적게 구매하려고 노력하 다. 계속적인 무역수지흑자를 유지기위해서 . 미국은 미국산업

을 보호하기위해 높은 무역장벽을 유지하 다. 그러나 미국이 유럽의 동맹국가들로부터 제품

을 사주지 않는다면 유럽국가들은 미국의 제품을 살 능력이 없으며 미국의 출금에 한 이

자까지도 제 로 지불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국제경제의 취약성은 공황이 초래되

는데 확실한 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고,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자금지원을 막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잘못된 경제 정책에 해 후버정부를 비난하기 전에, 우리가 관

심을 갖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부분의 사람들은 공황이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 것

인가에 해 그리고 왜 공황이 스스로 치유될 수 없는가에 해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시간이 흘러가도 경제가 회복되지 못하면, 경제학자들 뿐만 아니라 기업가들

도 당혹감을 느끼게 된다. 공황에 관해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국가가 공황에 응하는 정책적 처리에 있어서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응하기

위한 경제적 사고에 있어서도 도산 했다는 사실이다. 

IV. 공황의 원인 분석

1929년 말 시작되어 약 10년 동안 지속된 공황을 초래한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주된 원인은 1920년 의 전반적으로 심각한 부의 불균등분배와 1920년 후반기에

일어났던 과도한 주식시장의 투기 다고 할 수 있다. 1920년 부의 왜곡된 분배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존재하 다. 지금이 중산층과 부유층, 미국 내의 공업과 농업, 미

국과 유럽 사이에 불균형적으로 분배되었으며, 이러한 부의 불균형은 불안정한 경제

상태를 야기시켰다. 1920년 후반의 과도한 주식투기는 주식시장을 인위적으로 과

평가하게 만들었으며, 결국 규모의 시장붕괴상태를 초래하 다. 이러한 시장붕괴

는 부의 왜곡된 분배문제와 결합되어서 미국경제를 총체적으로 마비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공황의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해 오랫동안 명확한 답변이

제시되지 못했다. 실제로 지난 몇 십년동안에 단지 공황에 한 일반적인 이해수준이

높아졌을 말이다. 공황은 미국역사상 최악의 경제적 침체기로 실질적으로는 모든

산업화된 국가들까지 확산되었다. 공황에 관한 이해의 부분은 1936년에 출간된

케인즈의 저서에서 기인하고 있다. 그 당시에는 논란이 많았던 케인즈의 기본적인 이

론들은 이제는 전세계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공황에 한 케인즈 이론의 핵심은 시장경제에 한 근본적인 사실, 즉 모든 고용

의 원천은 소비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만일 돈이 소비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을 것

이다. 즉 소비를 고용과 소득의 창출을 위한 핵심적인 요인으로 파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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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로서의 가계와 기업

케인즈에 의하면 소비자는 가계와 기업으로 나누어 지는데, 소비자는 자신들이 소

비하는 재화와 용역을 위해 돈을 소비한다. 그러나 소비자만이 경제에서 유일한 소비

자는 아니다. 기업도 업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공장과 설비라는 자

본적 지출을 위해 역시 돈을 소비한다. 이와 같은 기업의 소비를 투자라고 하는데, 이

러한 사실은 1930년 에도 잘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케인즈는 소비자의 소비와 기업

의 소비사이에 중요한 구분을 강조하 다. 그에 의하면 소비자의 소비는 소득이 과거

에 변화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신속하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

하면 소비자는 자신의 소득중 비교적 일정한 부분만을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다. 따라서 공황처럼 소득이 감소하면 자연스럽게 소비를 줄이게 된다.

그러나 기업의 투자를 위한 소비는 다르다. 기업은 현재 수익이 높다고 해서 새로

운 투자에 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즉 기업의 투자는 미래 판매에 한 기

업가의 기 에 달려 있다. 만일 기업이 판매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면, 비록 현재

소득이 낮을 지라도 공장확 를 위한 투자를 늘릴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의 소비인 투자는 경제적 상황에 따라 훨씬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불

안정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공황에 직면하는 경우 기업의 투자는 급격하게

줄어들게 된다. 

2. 투자의 중요성

기업의 투자의 중요성에 한 이해를 통해 공황의 실제적인 의미에 한 첫 번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모든 공황이나 경기침체는 경제가 높은 수준의 고용이나 소득을 창출하기에 충분

할 정도로 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보통 소비는 미래가 불확실

하거나 투자가 위험하다고 믿을 때 위축된다. 이것이 바로 공황 때 실제로 일어났

던 것이다. 공황시기에 국민소득이 추락한 주된 원인은 투자의 감소에서 비롯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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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과 1933년 사이에 모든 투자는 88% 감소하 다. 실업자의 3분의 1은 자본

재를 생산하는 산업들의 생산축소에서 직접적으로 생성되었다. 다음으로 실업은 투

자의 위축으로인해 경제전체로 확산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투자의 급속한 감소는 전

산업으로 번져서 연쇄적인 반응으로 나타났다. 

3. 공황의 지속성과 정부의 새로운 역할

케인즈의 공황에 한 설명은 매우 명쾌하 고, 지나친 논쟁거리는 되지 않았으나,

분석속에는 경제계와 학계에 충격을 주었던 보다 심오한 메시지가 숨어 있다. 첫 번

째 메시지는 공황에 해서는 자동적인 치유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투자를 중심

으로한 소비의 재생만이 공황의 연쇄효과를 멈출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업이

충분한 투자를 수행하지 않으면, 공황은 한없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고, 경제는 계

속적으로 상당한 실업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메시지는 주로 케인즈의 지

지자들이 제안했던 것으로 훨씬 충격적이었다. 만일 기업의 투자가 완전고용을 달성

하기에 필요한 소비수준을 창출하는데 불확실한 수단이라면, 정부를 필요한 소비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되는 가 라는 질문이었다. 즉 정부가 도로나 댐건설

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거나, 실업자들에게 실업수당을 지불함으로써 가계의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주장이 그다지 혁명적으로 들리지 않지만, 1930년 에는 이와

같은 정부주도적 사업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자유방임주의가 우세하던 그 당시 경

제사회적 분위기는 정부의 지출에 해 단히 적 적이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케인

즈의 사고는 생소하 고 위협적으로 생가되었다. 따라서 케인즈의 사고를 구체적으

로 실천한 New Deal정책은 사적인 투자소비를 감소시킨 기업가들에 한 위협을 통

해서만이 성공을 거둘수 있었다. 

V. 현 재무보고의 기원과 회계원칙의 성립

미국의 공황은 미국의 정치 사회 경제의 거의 모든 분야에 큰 변혁을 초래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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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되었다. 경제적 측면에서 사회적 제도로서 기업을 인식하기 시작하 으며, 회계

적인 측면에서는 무분별하게 남용되던 회계실무를 배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재무보고의 목적이 전환되어야 했다. 일반 중에 의해 주식이 분산되어 소

유되는 증권민주주의를 법적으로 구체화시키기 위한 정책은 루즈벨트 통령의 뉴우

딜 정책의 일환으로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현

적인 의미의 재무보고와 회계원칙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

적인 의미의 재무보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공황이 초래된 당시에 이루어졌던

회계실무의 남용이 투자자들에게 미친 향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공인회계사회

와 증권거래위원회의 노력과 활동에 해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1. 재무보고의 현황

오랫 동안 경 자들은 재무보고를 하는 유일한 목적은 아니더라도 근본적인 이유

는 주주들에게 전년도 기업활동의 성과를 보고하기위한 것이라고 당연시 하 다. 따

라서 주주의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재무보고서가 정말로 정보를 누락시킴이 없이 제

로 사명을 다했는가에 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적었다.7)

1920년 에 일상적으로 행해졌던 주주에 제공되는 정보의 질을 살펴볼 때 정기적

인 연차보고서가 주주의 투자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 다기보다는 주주의 이기

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회계가 주주의 투자의욕을 재확신시키기 위한 도구로써 사

용되었음이 분명하다.

SEC가 재무제표형식을 규정하기 전에 재무보고서의 또 다른 목적은 재무분석가에

게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많은 기업들은 재무보고의 목적으로 주주와

재무분석가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존의 목적이외에 적어도 두가지 이상의 목적을

첨가시켰다. 따라서 한 가지 보고서를 이용하여 주주, 종업원, 일반 중이라는 세 집

단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임무가 제 로 수행될수 있는가는 토론의 여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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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업규모가 확 되고 주식의 소유가 분산되면서 기업에 한 일반 중의 비판과

아울러 기업에 관한 재무정보의 공개를 요청하는 압력이 증 되어갔다.



재무보고서의 목적을 확 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기업들은 재무보고서를 준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접근방법으로부터 이탈하 다. 즉 재무보고서는 이해할 수 용어

로 실제의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충실하지 않고, 지나치게

재무보고서를 기업을 위한 선전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다른 기업들은 재무보고

서를 정부의 규제와 높은 세금, 그리고 중요한 다른 문제들에 관한 자신들의 입장을

표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

재무보고서의 변화와 발전을 살펴볼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은 표적인 기업을 상

으로 매년 재무보고서를 검토해 보는 것이다. 

미국의 표적인 기업인 US STEEL은 1939년에 재무보고의 방향에 하여 새로운

목표를 수립하 다. 이 회사는 37년 동안“주주들에게“라는 인사말로 시작하 으나,

1939년 보고서는 첫 장에“주주와 종업원을 위한 검토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시작되

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 재무보고서가 주주뿐만아니라 종업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

도록 고안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39년의 보고서의 용어는 더욱 이해하기 쉽게 사용

되었으며, 주주와 종업원 모두 관심을 가졌던 문제가 재무보고서에 포함되었다. US

STEEL사의 보고서는 최초의 보고서가 공표된 이래로 오직 한번 두드러진 변화를 경

험하 다. 1939년에 일어난 변화는 재무보고의 목표와 강조점의 변화와 동시에 일어

났던 것이다. 

아마도 이전까지는 재무보고서는 경 자에게 부담이 었을뿐 경 에 관한 보고를

하는 수단으로 간주되지 않았던 것 같다. 즉 재무보고의 상이 통계학자나 재무분석

가들로 한정되어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1939년에 US STEEL사의 보고서들은 크기와 페이지수에서 상당히 축소되었으며,

이러한 축소가 가능했던 것은 일반 중이나 주주들에게 특별한 관계가 없는 세부적

인 정보를 제거하 기 때문이었다. 1939년의 US STEEL사의 보고서에서 나타난 가

장 두드러진 변화는 보다 생생한 정보 제시를 위한 노력이다. 통계표의 사용을 줄이

고 보다 많은 그림과 설명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려는 이러한 움직은 1939년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그러나 재무보고서를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변화시키려는 회사의 명백

한 노력을 고려할 때, 재무정보와 생산정보가 그 당시까지도 정해진 형식이나 통계적

인 형태로 제공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약간은 당혹스럽게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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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보고서의 변화와 발전

현 적인 재무보고의 발달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감사인에 의한 감사보고서의 변화

와 발전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19세기 후반부에 국의 회계사들에 의해 하나의 전문직로서의 회계사가 미국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국의 감사절차와 감사보고서들은 미국에서 초기에 전문적인 회

계사들에 의해 수용되었다.

미국의 국가적 특성상 기업은 각 주정부의 법률에 따라 조직되었으며, 부분의 회

사법들은 감사를 요구하지 않았다. 회계 감사에 한 요구는 일반적으로 SEC의 규제

및 주식거래 때문에 나타났다. 따라서 전문적인 회계사의 감사책임은 강제적인 법률

조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로서의 윤리적 책임이나 회계사회와 SEC의 기준에

의존하 다. 그러나 주주에 해서 감사된 재무보고서의 발행을 요구한 법률적 조항

이 없었기 때문에 다양한 감사결과를 초래하 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감사인은 기업의 경 자들과 계약을 맺고 감사보고서를 전달하

다. 개인 투자자들의 급속한 증가로 감사보고서를 수반하는 재무보고서의 역을

상당히 확 시켰다. 결과적으로 재무보고의 중요성 알지도 못하면서 재무보고서를

수령하는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불균형적으로 증가되었던 것이다. 

또한 감사인의 업무의 목표에 해서도 일반 중뿐만 아니라 은행이나 기업가들에

게 잘못 이해되어 있었다.

따라서 재무제표에 포함된 수치가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상당히 정확하며, 감사인

이 이를 보증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FTC(Federal Trade Commission)의 요청에 따라 AIA에서 준비된“A memorandom on

balanced sheet audit”라는 소책자를 1917년에 FRB에서 출간하 으며, “Uniform

Accounting”이라는 명칭으로 재발간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배부되었다. 감사

인의 조사를 회계장부와 계정에 한 감사로서 기술하고 보증합니다(certify)라는 문

구의 사용은 국의 감사보고서형식의 향 때문이었다.

제1차 세계 전이 끝난 후 미국에서는 1920년 초에 국가적인 부의 축적과 더불어

재투자와 주식투기 및 인플레이션이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방법에 의해 조장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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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이러한 잘못된 회계관행을 저지하기위한 노력이 뛰어난 회계사들에 의해

계속적으로 시도되었으나 불행하게도 전문적인 회계사들은 법률이나 공식적인 수용

에 의한 권위를 부여받지 못했다. 기업의 경 자들은 회계자문을 법률적인 조언자들

에개 자주 의뢰하 으며, 회계원칙의 수용을 확립하려는 회계사들의 노력은 회사에

의해 제시된 재무보고가 합법적이라는 법률적 조언에 의해 무산되었다.

많은 주정부의 법률에 따르면 기업이 수용된 회계원칙과 상이한 회계처리결과를

초래하는 거래를 할 수 있었다. 회계원칙은 그 당시까지 잘 정의되어있지 않았고, 오

늘날에는 금지되어있는 많은 회계실무는 그 당시에는 공식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다.

1920년 에 회계사들은 보다 빈번하게 회계실무에 해 반 를 하 으며, 재무보

고에 한 제약을 주장하 다. 1900년부터 1929년까지 감사보고서상 감사인의 의견

문단에는“올바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문장 신에“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진실된

재무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문장을 포함시켰다. 부분의 경우 이 시기에는 오직

차 조표만이 공표되었으며 감사인의 업무도 일반적인“ 차 조표감사”라고 알려

진 조사에 국한되었다. 또한 손익계정은 전년도 잉여금에 가산하는 금액으로써 차

조표상 하나의 수치로 나타냈으며 추가적인 재무제표는 첨부하지 않았다. 

1930년 전에도 일반적으로 재무보고서에는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으나 감사

인의 독립성에 한 언급은 찾기 어렵다. 그러나 공황이후 1930년 중반부터 감사

인의 독립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다. 이 당시부터 감사보고서의 의미가 독립적인

감사인에 의한 확증(certification)이란 개념에서 감사의견표명으로 변화되었다. 

1930년 이전에는 재무보고서에는 감사인이 확증을 표시하는 감사보고서내용에

한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공황으로 인한 수많은 주식투자자들의 손

실과 증권관련법의 제정으로 감사인이 권한과 책임이 확 되었고, 이에 따라 1930년

중반부터 독립적인 감사인의 역할은 재무보고서에 한 확증이 아니라 투자자들

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로써의 감사의견의 제시라는 측면이 강조되기 시

작했다.

3. 1920년 의 회계실무 및 비판

기업이 규모화되고 사회에 미치는 향이 증 함에 따라 사회적 특성을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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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게되므로 회계실무도 이러한 사회적 성격을 반 하여야 한다. 그러나 1920년 에

는 자유방임주의가 지배하던 회계관행에 따라 회계실무가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

다. 이에 따라 기업마다 다양한 회계처리가 수행되었고, 재무보고도 특정한 규정된

형식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 졌다. 이러한 자유로운 회계실무의 문제점은 기업

마다 이를 이익조작을 위해 남용했고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을 오도하 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과도한 주식투기를 유발하 으며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의 붕괴를 초래하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회계실무에 하여 하버드 학의 리플리(William Z. Ripley) 교수는 표적

인 인물로서, 현행재무보고를 포함하여 회계실무에 관하여 신랄하게 비판하는 연설

과 논설을 발표했다. 1927년에 Main Street and Wall Street라는 저서를 출판하여 일반

중의 상당한 관심을 끌었다. 그는 기업주들이 스스로 너무 단순하다는 점을 지적하

고, 특히 공공사업분야에서 주주들이 얼마나 현혹되고 있는지에 해서 역설했는데,

그의 이러한 비판은 특정기업과 관련된 특정사황에 한 것이 부분이었다.

그는 회계사들이 회계수치를 이용하여 상당한 조작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국

의 실무에서 실행되고 있는 독립적 감사에 한 AIA의 제안에 해서 본질적으로 내

부감사와 다를바 없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리플리교수는 기업상황에 관한 완전공

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재무보고실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법령에 해서 회의적 반응을 보이면서, 기존법령하에서는 연방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연방통상위

원회를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회계전문직의 반응

AIA의 메이(George D. May)는 리플리 교수의 독립적인 외부감사에 한 견해에 동

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전에 감사인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확신할 수 없으

나 이제는 감사인들의 책임이 확 되고 그들의 지위가 명백히 정의되어야 할 때가 도

래되었다고 주장하 다.

메이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90% 이상의 기업들이 독립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는 데, 국 회사법하에서 감사인들에게 규정된 권한과 의무가 충분히 만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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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운 결과를 가져왔듯이 미국에서도 회계전문직과 증권거래소, 은행가, 그리고 은행

간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이와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협력을 통해서 차 조표와 손익계산서 작성을 위한 회계기준이 설정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회계기준의 속성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그런 협력이 이루어

지도록 AIA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후 메이는 자신의 이러한 제안의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8)

5. 증권법과 증권거래법의 제정

제1차 세계 전을 겪고 난후 1920년 미국경제는 각종산업분야에서 두드러진 성

장과 발전을 하 고, 특히 주식 시장은 주식투기의 과열로 사상최 의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던 것이 1929년 10월 24일 주식 시장의 붕괴로 시작된 공황을 맞이하

게 되었다. 거의 전국민이 고통을 당한 공황은 1920년 까지 미국경제의 지도이념

이었던 자유방임주의 경제체제에 한 중 한 도전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나타난 표적인 제도적 장치가 바로 1933년의 증권법과 1934년의

증권거래법이다.

다음에 살펴볼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법률들을 감독 관리하고, 법의 목적을 효

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증권법에 의한 규제방법은

공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증권법은 어떤 기업의 증권이 발행될

수 있는 기준이나 증권의 발행가치를 규정함으로써 증권의 발행를 직접적으로 규제

한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다. 증권발행시에 증권에 해서 투자자들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 하 다. 1934년의 증권거래

법은 발행된 유통중인 증권을 상으로 남용을 방지하고, 증권시장의 기능이 원할하

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투자자들에 한 계속적인 정보의 제공을 규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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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메이는 자신의 연설 몇 달 후인 1926년 11월에 Price Waterhouse 회계법인의 표공인회계사

로서의 지위도 포기한 채, 재무 및 기업상황의 보고와 회계원칙에 관한 보다 폭 넓은 연구에

헌신하 다. 메이가 회계실무의 개선을 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었다는 것은 회계의

발전을 위해서 다행한 일이었다.



이와 같은 1934년의 증권거래법에 따라 증권거래에 한 업무는 증권거래위원회가

담당하게 되었다.

6. AIA와 증권거래위원회

연방증권법을 운 하기 위한 기관으로써 나타난 증권거래위원회는 증권법의 관리

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회계적인 측면에서는 재무제표의 양식과 작성절차

및 회계기준을 결정하고 상장회사로 하여금 이 회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 다. 

그러나 실제로는 SEC가 독자적으로 회계원칙을 작성공표한 것이 아니라 회계원칙

의 제정을 미국공인회계사회에 위임하 다. 미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원칙의 수립이

라는 임무를 부여받아 Accounting Research Bulletin(ARB)와 APB Opinions를 공표하

다. 이와 같이 볼 때 회계원칙의 형성과 현 적인 재무보고가 성립된 것은 증권법과

증권거래법의 제정 및 증권거래위원회가 설치된 이후라고 할 수 있다.9) 그 이전에는

재무보고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공식적이고 권위 있는 회계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한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우선 증권거래위원회의 설립전까지의 미국공

인회계사회와 증권거래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여러 가지 부분적이 노력에 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7. 미국공인회계사회와 증권거래소의 협력관계

AIA에서는 1927년 초에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기업의 재무보고에 한 요구사항

을 상호협조적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하 으나, 결실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1929년

가을에 사상 최악의 주식시장의 붕괴사태를 당하면서, 증권거래소는 갑자기 재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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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회계원칙의 중요성에 한 폭넒은 관심은 미국에서 공황의 시기인 1930년 초기에 처음

나타났다. 1929년 가을의 주식시장의 붕괴로 인해 많은 사랍들이 커다란 손실을 경험하 고,

이로 인해 사람들은 그 원인과 재발방지에 관해서 단히 관심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주식

교환의 행태와 기업의 재무보고정책이 신랄한 비평의 상이 된 것은 당연하 다. 그 결과로

인하여 회계전문가와 뉴욕증권거래소는 진지한 자기평가를 하게 되었고, 1933년에 증권법과

1934년에 증권거래법의 성립을 보게 되었다. 증권거래법에 의해 증권거래위원회가 설립되었

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회계원칙의 발달에 중 한 향을 미쳤다. 



고의 개혁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AIA와 협력할 의사를 보 다. 증권거래

소와 미국공인회계사회는 상호협력을 통해 증권거래소협력특별위원회를 설치하

다.10)

1) AIA의 부분적인 노력.

1930년에 AIA는 서들러서 문제점으로 두되었던 많은 회계처리의 기술적 문제를

다루기 위한 회계절차특별위원회를 설치하 다. 이 위원회의 첫 번째 관심사는 주식

배당에 관한 회계처리 다. 

그러나 회계절차위원회의 주식배당에 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1932년에 제출한 포

괄적인 검토보고서에서는 주로 미국기업의 외환처리규정에 관한 내용이었다. 또한

위원회는 감사보고서에서 표준양식의 사용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하 으나 공식적인

입장은 표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위원회를 통한 부분적인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다양한 회계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철학과 특정회계문제를 일관성있게 취급할 수 있는 개념

적 틀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동위원회에서는 완전한 기업회계기준의 제정에 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

했다. 즉 기업이 합리적으로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하여 공시한다면, 기업의 환경에 적

합한 최선의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표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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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뉴욕증권거래소는 상장된 기업들의 재무보고를 개선하기위해 기업간부들과 the Controllers
Insttitute, 그리고 미국회계사회의 도움과 협조를 요청하 다. 미국회계사회에서는 증권거래

소와의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화를 설치하 다. 이에 따라 1932년부터 1934년까지 회계원칙

의 개발을 위해 정기적인 모임과 상호협력이 이루어졌다. 1934년에 이러한 상호협력의 결과

로 출간된“Audits of corporate Accounts”라는 제목의 소책자는 회계원칙의 발달이라는 장기적

인 과정에서 최초의 이정표가 되었다.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 특별위원회는 6개의 선도적

인 회계법인의 탁월한 자질을 갖춘 회계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더욱이 the Controllers
Institute의 위원회는 회계사들과 증권거래소 사이에서 도달한 결론에 동의를 함으로써 과거

회계에 한 어떤 경우보다도 훨씬 강력한 힘을 부여하 다.



2) 증권거래소의 감사요구

1932년에 증권거래소는 상장기업들의 경우에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협약의 체결을 제안하 다. 증권거래소협력위원회는

이러한 개혁을 통해 감사인들의 주주에 한 책임을 확 시키고, 이에 한 반 급부

로 감사인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시키려고 시도하 다. 

8. 증권관련법제정에 한 압력

투자자보호를 위한 법률제정의 압력은 벌리(Adolf A. Berle Jr.)와 민즈(Gardiner C.

Means) 공저의「현 기업과 사유재산」(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이 1932년 출판됨으로써 더욱 고조되었다. 

벌리와 민즈는 상 적으로 소수인 기업의‘경제력집중’에 관하여 분석했다. 증권

소유가 분산됨으로써 경 자들은 이익배분을 포함한 기업경 을 통제할 수 있게 되

었고, 따라서 투자자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비판하 다.

또한, 벌리와 민즈는 비정상적 이익을 나타내는 회계조작(accounting manipulation)

방법에 해서 지적했다. 즉 재고자산평가, 감가상각,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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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의 기간조정 등을 중요한 회계조작방법으로 지적했다.

저자들은‘고도의 성실성을 갖춘 능력있는 회계사라면 의문시되는 상황을 지적하

여 자신들의 명의로 증명하기 전에 재무제표를 수정하도록 할 것이다. … 회계사의

성실성과 그의 방법상의 건전성이야말로 일반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러나 회계원칙은 아직까지 법률화되지 못했다. … 사실 회계기준이 법률화되지 못

한 것은 회계사들 사이에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미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of America)의 표라 할 수

있는 컬럼비아 학의 사회과학연구협의회의 후원 아래, 이 책은 최초로 현 기업의

사회적 지위, 그리고 현 기업의 주주 및 투자자와의 관계에 해 학문적이고 권위

있는 분석을 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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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회계원칙의 개발 및 AIA의 견해

1933년 증권법이 통과된 후, 회계원칙개발위원회는 감사인의 책임에 한 정의를

내릴 필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되었다.11)

이러한 판단은「현 기업과 사유재산」의 저자인 벌리의‘회계의 공공성’(public

Interest in Accountancy)이라는 논문에 의해서 강화되었다. 그의 논문은 1933년 증권

법 제정 후, 약 네 달 후인 AIA의 1933년 연례회의에서 발표되었다.12)

벌리는 이 논문을 통해 회계의 경제적 중요성을 강조하 으며, 회계의 비교가능성

을 해칠 수 있는 몇 가지 회계실무에 관한 의문을 제시하 다.13) 또한 동종산업내의

기업간 비교가능성에 해서도 강조하며서, 특정 거래뿐만 아니라 공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회계원칙의 일관성있는 개발방법에 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 다.

그는 회계사들의 조직인 AIA만을 통한 문제해결의 경우 공명정 하고 독립적인 해결

책이 될 수 있는 가에 한 의문을 표시하고, 이를 위하여 정부산하의 독립적인 기관

을 창설하여 다양한 산업의 회계원칙을 표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위에서 언급한 로 메이는 AIA의 1934년 연례회의에서 증권거래소 협력위원회 뿐

만 아니라 회계원칙개발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으로 보고했다. 후자 위원회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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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증권거래법에 따라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가 법정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법정감사의 결과는 재무제표와 함께 감사보고서에 요약되어 재무제표의 이용자에게 널리 공

표되었다. 이 감사보고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계속적으로 준수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 성과를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이

표명되어야 했다. 그러므로 미국회계사회가 제안한 새로운 양식의 감사보고서는 모든 공인회

계사가 통일적으로 사용하 다. 그러나 이 경우 감사의견을 표명할 때 그 핵심이 되는 일반

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 무엇이며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해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바로 이것이 1930년 이후 미국에서 본격적인 회계원칙에 한

연구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12) 벌리는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AIA 연례회의에 직접 참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논문은 뉴

욕의 스터브(Walier A. Staub)에 의해 독되었다. 논문에서 벌리는 計의 경제적 중요성을

강조하여‘모든 의미에서 計가 더 이상 사적인 문제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라고 지적하 다.

13)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임의성, 손익계산서상의 비경상적 항목 포함여부, 기간별 회계처리방법

의 변경.



고로서, 다음과 같은 6가지 상황이 지적되었다.

1. 회계원칙은 완전히 추론에 의해서만 도출되어서는 안되며, 실무와 연관시켜 정

당성을 발견해야 한다.

2. AIA는 다양한 회계처리방법중에서 회계원칙으로 인정될만한 회계처리방법을 선

택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3. AIA, 법원, 규정권한을 가진 독립적인 단체에 의해서 주장된 규칙이나 원칙이

수용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AIA와 NYSE 사이에 합의한 재무제표나 감사 범위에 한 정의와 회계원칙들은

연방준비국과 연방통상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는 데 이것들은 가능한 한 따르도록

해야 한다.

5. 증권법하에서 SEC는 회계처리방법을 규정하는 데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

으므로 AIA와 SEC간의 접한 협력은 바람직하다.

6. 증권거래소는 AIA의 증권거래소협력위원회가 제출한 5개의 일반원칙을 승인했

으므로, AIA도 이 규칙 또는 원칙을 승인해야 한다(협의회는 공식적으로 이 원

칙들을 승인했으며 1934년 연례회의에서 회원들은 협의회 결의를 승인했다).

그 후에 회계절차위원회(committee on accounting procedure)가 조직되었고 그 위원

회를 연구부장(research director)이 임명되었다. 이 위원회는 간행물인「회계연구공

보」(Accounting Research Bulletins)를 발행했다. 1959년에 이 위원회는 회계원칙심의

회(Accounting Principles Board)로 계승되었는데, 회계원칙심의회의견서(APB

Opinions)는 권위있는 발표로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 재무제표 작성시 일반적으로

준수하는 기준이 되었다.

VI.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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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량에 달려 있었다. 따라서 기업은 마음 로 회계정보를 보고하고 또한 수정하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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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게 아무런 재무보고도 하지 않는 기업도 많았다. 이러한 재무보고의 관행은 당

시까지 부분의 제조기업들이 소규모이고 개인 소유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00년 이후부터 제조기업은 규모화되기 시작하 고, 국가경제에서 중요

한 경제적 역활를 수행하 다. 그리고 급격한 주주 수의 증가는 기업의 사적 소유를

반사회적인 현상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중

도 기업의 재무보고를 요구하기 시작 하 다.

그러나 미국의 제조기업들은 재무보고의 비공시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주로 실무

적인 측면에서 재무보고서를 개선시켜 나갔다. 1930년까지 차 조표는 보다 표준

화 되었고, 간결한 손익계산서가 연차보고서에 포함되었으며, 독립적인 감사인에 의

한 감사의견서가 원칙적으로 요구되었다. 하지만 다수의 경 자는 재무보고의 중

요성을 제 로 인식하지 않았고 주요 기업중에서도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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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 하 다. 이로 인해 회계정보의 신뢰성은 크게 손상을

입게 되었다. 추락한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회복시키기위한 노력으로 미국연방정부는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투자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이들 법률는 재무보고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 자의 부정이나 오류에 한 처벌

을 폭 강화시켰다. 증권법과 증권거래법을 토 로 하여 증권거래위원회와 미국공

인회계사회는 사례별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재무보고의 질적 향상을 현저하게 도모하

는 일련의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지침을 발달시켰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비로소 오늘

날 정보이용자중심의 현 적 의미의 재무보고가 나타나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이

러한 현 적 의미의 재무보고가 제 로 이루어 지고 있다고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

에 있다. 

국제적으로 미국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에서 현재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가장 주된 원인으로는

바로 부적절한 회계처리와 공시된 회계정보의 투명성의 결여에 따른 신뢰성 상실이

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세계 경제의 불안과 위기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회

계정보의 신뢰성 결여로 인한 자본 시장 기능의 약화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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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제공자로서의 회계의 역할이 제 로 수행되는 것이 가장 중

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총체적인 회계의 방향 정립과 이를 위한 구체

적인 실천 안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002년 미국의 엔론사태에서 촉발

된 회계의 신뢰성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미국의 1930년 공황

이 시사하는 바는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 예상되는 이와 유사한 경제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제공을 위한 적절한 재무보

고와 회계원칙의 개발과 발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더 나아가 부적절한 회계관행이

나 부실한 회계정보의 공시에 해서는 정책적으로 강력한 규제 및 처벌을 통해 선량

한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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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ing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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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of establishing reliab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and

the development of modern financial disclosure policy, especially focused on the Great

Depression(1929) in US and finds the policy implication for securing the credibility and

transpancy of accounting information and disclosure policy in Korea. In this paper, we review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accounting practices with other economic reasons causing the

Great Depression and then explain the procedures and efforts done by government and

accounting institutions and professions to solve the economic crisis. Economic crisis

following the Great Depression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reliab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and disclosure policy in US. A lot of efforts to procure the credibility and

transparancy of accounting information and disclosure were made through the enactment of

related laws such as the Security Law and the Security Act Law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accounting principles. These related laws emphasized on the penalty and punishment in case

of accounting manipulation and injustice by management misleading investors. 

곽수근∙송혁준 49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Ph. D. Condidate,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a results of various efforts as above, the modern accounting disclosure practice focusing

on users of accounting information came to appear. However, until now it is not certain and

assured that modern accounting practice and disclosure in the true sense for users of

information are prevalent and widespread when we face frequent problems with the

reliability and transpancy of accounting information today. 

Keyword: Great Depression, the reliab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disclosure policy,

Security Law, Security Ac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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