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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과 바다가 사랑한 섬

눈부시게 반짝이는 ‘제주’의 겨울
글_홍혜주 기자(hong.hyejoo@joins.com)  사진_김경빈 기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이자 국내 유일의 

특별자치도 ‘제주’는 대한민국 

최남단에서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휴양섬이다. 

덕분에 유네스코가 인증하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3관왕을 달성했다.

제주는 겨울 경관도 일품이다. 눈 덮인 

한라산 윗세오름, 비양도가 떠 있는 

협재해수욕장부터 애월 해변까지 숨은 

명소가 많다. 애월한담해안산책로를 

걷다보면 용암이 굳어진 바위와 

아름다운 일몰까지 감상할 수 

있다. 해변을 감상한 뒤 인근 애월 

카페거리에서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다. 

식물의 보고라는 별명답게 이곳에선 

한 겨울에도 만개한 꽃을 감상할 

수 있다. 곶자왈이나 위미마을의 

동백군락지에 가면 동백꽃들의 

매혹적인 자태를 감상할 수 있다. 

동백꽃은 보통 1월에 만개하지만, 

12월에 가도 이른 꽃봉오리를 볼 수 

있다. 이외에 귤피를 대규모로 널어놓은 

신천목장, 겨울 유채꽃 명소로 꼽히는 

광치기해변에서도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진다. 

제주를 빛내는 또 다른 명소로 

손꼽히는 곳은 바로 지난 2018년 문을 

연 라이트아트플래시(LAF) 박물관이다. 

빛을 매개로 한 세계 아티스트들의 

작품들은 어둠이 깔리면 그 진가가 

드러난다. 그밖에 오설록 티 뮤지엄, 

세계자동차·피아노박물관, 본태박물관 

등 가족단위 여행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박물관들도 곳곳에 자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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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호 괴테는 회계(복식부기)가 인간의 창조물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상

찬했다. 한때 바이마르 공국의 재상으로 일하며 

차원 높은 회계업무를 다뤄본 뒤의 소감이었다.

회계에 대한 괴테의 이런 생각에 무릎을 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엄정한 팩트 확인과 

빈틈없는 논리 전개를 거쳐 단 한 줄의 바텀 라

인에 이르는 회계장부의 정치(精緻)함은 볼 때마

다 감탄을 자아낸다. 그 놀라움은 숫자의 힘이

기도 하다. 삼성전자의 거대한 비즈니스와 복잡

한 거래의 가치도 예외 없이 몇 개의 숫자로 간명

하게 표시된다. 회계가 없다면 천지분간 안 되는 

캄캄한 세상일 테니, 마법과도 같은 일이다.

회계사들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작업했을 

뿐”이라며 멋쩍어할지 모른다. 하지만 결과적으

로 한국 경제를 진단하고 전망하는 데 필요한 기

초적이고 핵심적인 데이터를 쉼 없이 양산해내

는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공동체가 지나

온 과거, 살고 있는 현재, 앞으로 만날 미래를 조

망하는 커다란 창(窓)을 제공하고 있어서다.

역사 속에서 드러난 회계의 가치

회계의 가치에 주목한 이는 괴테만이 아니다. 애

덤 스미스에서 칼 마르크스에 이르기까지 많은 

근대 사상 창시자들이 회계를 경제발전의 필수 

요소로 꼽았다. 베버는 “회계에 담긴 경제적 합

리주의가 곧 자본주의 정신”이라 했고, 슘페터

도 “회계가 자본주의의 핵심”이라는 찬사를 남

겼다. ‘근대정치학의 선구자’ 홉스는 「리바이어

던」에서 논리적 이성의 탄생 자체를 회계의 공

(功)으로 돌리기도 했다.

회계 역사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탈리아 수도사 루카 파치올리(1445~1517)의 

1494년 「산술, 기하, 비율 및 비례 총론」(이하 총

론) 출판이다. ‘과학’으로 불러도 손색없을 정도

로 회계를 업그레이드한 복식부기법을 세계 최

‘영혼 장사꾼’이 될 것인가, 
 세계사 중심에 설 것인가

    백광엽_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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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로 소개했기 때문이다. “베네치아 피렌체 등을 

부유하게 만든 발명품”으로 불린 복식 부기는 

현대의 회계시스템과도 크게 다르지 않는 ‘질서

정연한 회계장부’였다. 하지만 귀족적 인문주의

에 탐닉했던 당시 이탈리아 지배층은 이를 저속

한 상업적 기술로 치부했다. 피렌체에서 은행업

을 영위하며 15세기 한때 유럽최고 부자로 등극

한 메디치 가문의 몰락도 귀족 취향의 ‘플라톤주

의’에 경도돼 회계를 등한시한 점이 주요 요인으

로 거론된다. 

출판 이후 약 100년간 홀대받던 「총론」의 가

치를 알아본 나라는 네덜란드였다. 네덜란드는 

파치올리의 복식부기법을 확산시키는 ‘회계혁명’

을 통해 세계 해상무역의 중심지이자 패권국 지

위에 올랐다. 1602년에는 세계최초의 주식회사

로 꼽히는 ‘동인도회사’도 세웠다. 그러나 주식회

사에 적합한 재무관리, 금융 조달, 기업지배구조 

확립에 어려움을 겪다 17세기 짧은 전성기를 마

감하고, 영국으로 주도권을 넘겨주고 말았다.

증기기관 발명으로 대규모 철도회사가 등장

한 영국은 재무회계, 관리회계를 발전시키며 산

업혁명의 진원지가 됐다. 학생들은 회계를 배웠

고, 지배계급에서도 통치하려면 회계를 알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됐다. 수백 곳의 회계아카

데미가 생겨 신사 · 학자 · 사업가들에게 항해술, 측

량술, 계측술, 군사학과 함께 회계를 가르쳤다.

영국의 회계 열풍은 대서양 건너 미국으로 옮

겨 갔다. 철도 건설 바람이 불자 영국과 유럽의 

투자자금이 미국으로 유입됐고, 위험 회피를 위

한 회계장부 판독력이 필수가 됐다. 대형 철도 

상장사들을 감시하기 위해 뉴욕증권거래소는 

감사요건을 강화했고,1887년에는 미국 공인회

계사협회가 출범했다.

회계부정에 맞선 회계개혁, 그럼에도…

그런 가운데 미국은 1920년대 ‘재즈의 시대’를 맞

았다. 당시 경제상황이 막 인기를 얻기 시작한 

재즈선율의 경쾌함과 들뜬 분위기를 닮았다 해

서 붙은 이름이다. 주가는 1921년 9월께부터 8년 

동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하지만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 갑작스럽게 폭락이 찾

아왔다. 대공황의 출발이었다. 그제야 사람들은 

상장사 회계장부가 썩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차

렸다. 프라이스워터하우스 같은 대형 회계감사

법인들이 속속 출현한 상태였지만, 합리적인 감

사가 이뤄지기는커녕 많은 회계사들이 분식의 

숙련된 조력자였음이 드러났다.

대공황의 정점인 1933년 대통령에 당선된 프

랭클린 루스벨트에게 ‘회계개혁’은 정해진 수순

이었을 것이다.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신설됐

회계사들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작업했을 뿐”이라며 멋쩍어할지 모른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를 진단하고 

전망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데이터를 쉼 없이 양산해내는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공동체가 지나온 과거, 살고 

있는 현재, 앞으로 만날 미래를 조망하는 

커다란 창(窓)을 제공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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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공개회사 회계제도의 근간이 제정됐다. △규

칙대로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 받은 뒤 △디

스클로저(정보 공개)하라는 세 가지 의무가 부

과됐다. 이를 계기로 미국은 가장 뛰어난 회계기

준과 감사제도를 갖춘 국가로 자리매김했고, 월

스트리트는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됐다.

‘공개혁명’으로 불리는 이런 회계개혁은 미국

을 패권국으로 부상시켰지만, 이후로도 회계부

정은 끊임없이 터졌다. 엔론, 월드컴 등의 대규모 

분식은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대공황 이

래 최악’이라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회계

부정과 떼놓을 수 없는 사건이다. 포춘이 2006년 

‘가장 위대한 발전’을 이룬 기업으로 꼽았던 리

먼 브러더스의 성공은 회계장부 조작에 불과했

다. SEC도, 대형 회계법인들도 리먼의 장부 조작

을 외면하는 사이 부실은 눈덩이처럼 부풀었고, 

결과는 댐이 터진 것 같은 쓰나미였다. 그래도 

감옥에 간 회계관련자가 없다는 데서 미국 자본

주의에 드리운 깊은 그늘을 읽을 수 있다.

디지털시대, 회계가치 곱씹어야

한국에서도 회계 이미지가 썩 좋지만은 않다. 고

속성장 과정에서 많은 사건이 목격됐기 때문이

다. 대우그룹은 세계 최대 규모로도 불리는 회계

부정이 적발돼 공중분해 됐고, SK그룹은 분식으

로 총수가 옥살이를 했다. 많은 단죄에도 사기

적 행태는 현재진행형이다. 회계사기에 눈감고 

‘적정’의견을 써주는 대가로 수억원 뇌물을 받은 

회계법인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바로 지

난달에도 발생했다. “어떻게든 클라이언트가 원

하는 숫자를 만들어 낸다”며 “회계사는 영혼을 

팔아먹는 직업”이라고 자조하는 현장의 목소리

도 만만찮다. “회계가 자본주의 핵심”이라던 슘

페터의 시선으로 보면 한국 자본주의의 심장에

서 전해지는 이상신호임이 분명하다.

역사에서 입증돼온 회계의 힘은 디지털 시대

를 맞아 더욱 각광받을 것이다. 군더더기 없는 

숫자로 말하는 회계학의 방법론은 ‘비트’로 정보

가 흐르는 디지털의 속성과 부합한다. 빅데이터 

확보에서 승패가 갈리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도 

기회다. 정기적으로 양산되는 회계장부의 엄선

된 정보 축적이야말로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진

단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데 더없이 유용

한 빅데이터다. 신적인 세계관이 지배한 중세를 

살다간 ‘회계의 아버지’ 파치올리는 “모든 장부

기록자는 모든 회계장부에 십자가를 그려 넣고, 

예수의 이름으로 임할 것”을 주문했다. 개인의 

신념과 사회적 가치를 곱씹어보는 회계인이 많

아질 때 한국 자본주의는 세계사의 중심으로 성

큼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신적인 세계관이 지배한 중세를 

살다간 ‘회계의 아버지’ 

파치올리는 “모든 장부기록자는 

모든 회계장부에 십자가를 

그려 넣고, 예수의 이름으로 

임할 것”을 주문했다. 개인의 

신념과 사회적 가치를 

곱씹어보는 회계인이 

많아질 때 한국 자본주의는 

세계사의 중심으로 성큼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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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회사 220곳과 ‘직권지정’ 회사 

635곳 등 총 855곳을 선정해 감사인을 사전통지 한 바 

있다. 금융감독당국에선 ‘직권지정’ 기업들의 무더기 

재지정 신청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는 얘기가 나왔다. 

‘직권지정’은 부채비율이 과도하게 높거나 상장 예

정인 기업 또는 관리종목, 횡령배임 발생 기업 등에 대

해 지정된 감사인을 배치하는 것이다. 직권지정 사유

는 내년부터 확대돼 3년 연속 영업손실이거나 최대주

주 또는 대표이사가 자주 바뀌는 기업 등도 포함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은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

로 내년에 처음 시행된다.

이번 재신청의 대다수는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빅4’에 배치된 직권지정 기업들이 차지했다. 대형 회

계법인의 감사가 깐깐한 데다 감사 보수가 상대적으

‘감사인 지정 시즌’의 복병은 직권지정이었다. 회계개

혁에 따라 내년 처음 시행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의 우려에 바짝 긴장했던 금융감독당국은 오히려 직

권지정에 따른 혼란에 뒤통수를 맞아야 했다. 정부로

부터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직권지정 받은 기업들

이 “등급이 낮은 중소회계법인으로 바꿔달라”고 무

더기 재지정 신청에 나섰기 때문이다. 감사인 지정제

도를 연착륙하기 위해 제도를 정밀하게 손질해야 한

다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빅4 감사 기피하는 중소기업들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인 지난 

10월 말,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재지정 신청 건수는 

300건을 넘어섰다. 내년 감사인 지정 대상의 40%에 달

하는 수치다. 금감원은 2020년 감사인 지정을 위해 ‘주

“오뚜기 너마저…” 너도나도 감사인 
하향신청에 커지는 혼란

    하수정_한국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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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따라 감사보수가 급등할 것을 우려해 기업들의 

협상권을 조금이라도 만들어주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기업들

이 아닌 직권지정 기업들이 무더기로 하향 신청을 해

버린 것이다. 직권지정을 받는 상당수는 재무구조가 

좋지 않거나 심지어 위법행위에 따른 제재를 받은 기

업들이다. 감사보수 상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규제 

완화의 취지가 퇴색되고 오히려 패널티를 받아야 할 

기업들을 지원하는 셈이 돼버렸다.

이에 따라 감사인 지정대상 기업들이 너도나도 등

급 하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 외부감사인 등급

하향 신청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

다. 금융위와 금감원도 외부감사인 등급하향 신청제

를 도입한 지 한 달 만에 제도 손질을 고민하게 됐다. 

당국은 외부감사인 등급하향 신청제의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횡령·배임,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또는 감리조치를 받는 등 제재의 일환

으로 감사인을 지정받게 된 기업은 이 제도를 활용하

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땜질식 대응보다는 보다 

정밀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로 높을 것을 우려해 대거 등급 하향 신청을 한 것이

다. 감사인 등급 하향 신청기업은 중소기업뿐만이 아

니었다. 중견기업인 오뚜기마저 감사인 등급 하향을 

신청했다. 오뚜기는 그동안 중형급 회계법인으로 등

록된 성도이현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아오다 내년에 

대형 회계법인인 삼정KPMG로 지정받자, 다시 중소

형 회계법인에 감사를 받겠다고 재지정 신청을 한 것

이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2017년 청와대에 초청될 정

도로 모범기업으로 꼽힌 오뚜기까지 등급 하향을 신

청했다는 것에 놀랐다”면서 “이런 식이라면 지정대상 

기업들의 빅4 회피 현상이 갈수록 확산될 수밖에 없

다”고 말했다. 

“등급 하향 신청제도 손질해야” 

기업과 회계법인은 각각 가~마로 등급이 나뉜다. 작

년까지는 기업보다 높은 등급의 회계법인에만 재지

정 요청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지난 

10월 초 규정을 개정해 등급이 낮은 회계법인으로도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있게 선택지를 넓혀줬다. 금융위

가 이 같이 규정을 개정한 배경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금융위와 금감원도 외부감사인 

등급하향 신청제를 도입한 지 한 달 

만에 제도 손질을 고민하게 됐다. 당국은 

외부감사인 등급하향 신청제의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횡령·배임,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또는 감리조치를 받는 

등 제재의 일환으로 감사인을 

지정받게 된 기업은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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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가 놀란 개성회계의 비밀』“2019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

최근 발표된 ‘2019 세종도서 교양부문(사회과학 세부 분야)’에 우리 회가 지난해 11

월 기획·발간한 『세계가 놀란 개성회계의 비밀』이 회계 관련 도서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다. 책은 내년 초 전국 공공도서관에 보급된다.

우리 회는 고려 개성상인의 복식부기로 서양보다 200년 앞선 우리나라 회계유산

의 우수성 부각과, 회계의 대중화 차원에서 이 책을 발간하였다. ‘세종도서’는 국민 

독서율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양질의 도서를 선정하여 보급하는 사업으로, 문화체

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해 매년 선정하고 있다. 한

국출판문화진흥원은 지난달 25일, 10개 분야 550종의 도서를 2019년 교양부문 세

종도서로 선정하고 발표했다. 이번 선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

지 출간된 도서를 대상으로 접수된 10개 세부 분야, 8,112종의 도서를 3단계에 걸쳐 

엄격하게 심사해 이뤄졌다. 또, 우리 회는 지난달, 우리나라 경제·산업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분석과 전망을 다룬 『CPA BSI』 

Vol.4, 자영업자와 창업자를 위한 회계입문서 『사업을 하십니까?-회계부터 챙기세요』를 발간했다.(본지 ‘회계이슈 Ⅰ·Ⅱ’)

◈  부동산 신탁 세무, 유의사항 확인하세요

지난달 21일, 본회 대강의장에서 「제11회 조세실무세미나」(사진)를 열었다. 최근 

관심이 높아진 부동산 신탁에 의한 토지개발과 관련, 세무업무는 계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이에, 부동산 신탁과 관련한 세무상 이슈를 명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올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본회 지방세연구위원회의 「부동산 신탁 세무연구」를 토

대로 실무에서 문제되고 있는 신탁관련 국세, 지방세 이슈를 공유하고, 업무수행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본지 ‘Tax Issues’)

◈  안영균 상근연구부회장, 세계회계사연맹 이사에 선임돼

안영균 본회 상근연구부회장(사진)이 지난달 13일 캐나다 벤쿠버에서 열린 세계회계사연맹(IFAC: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 대표자 회의(Council meeting)에서 이사(Board member)로 선출되었다. 임기는 3

년이다. 세계회계사연맹(IFAC)은 전 세계 300만 회계사를 대표하는 국제기구로, 130여 나라 170여 회계전문가단

체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국제감사인증기준, 국제윤리기준 등 회계감사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준의 제정을 

지원한다. 안 부회장은 삼일회계법인과 PwC 토론토 오피스 등에서 30여 년 동안 회계감사 경력을 쌓아 온 회계

전문가다. 2014년부터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연구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회계, 감사, 세무 분야 연구를 총괄하

고 있다. 국제활동으로는 아시아태평양회계사연맹(CAPA: Confederation of Asia Pacific Accountants) 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15년 CAPA 서울 총회를 총괄 지휘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한국 최초로 국제 회계 관련 기준 제정 기구인 

세계회계교육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Education Standards Board) 위원으로 선임(임기 5년)되어 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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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등록 갱신 및 등록사항 변경, 이렇게 하세요!

공인회계사 등록증은 유효기간 5년으로,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등록갱신을 해야 하며, 등록갱신 미필 시에는 등록이 소멸됩니다.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등록사항변경신고’를 작성하여 본회 회원서비스팀(02-3149-0172)으로 신고 바랍니다.

   네이버 지식iN 전문가 답변에 참여하세요!

우리 회는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통해, 회계·감사·세무 전문자격사로서 사회적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네이버 지식iN 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습니

다. 답변에 참여하는 회원에게는 프로필에 공인회계사 자격을 노출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며, 전문가 인증을 받은 회원의 답변이 우선적으로 게시됩니

다. 일반의 회계·세무 문의에 답변하여 공익에 기여하고, 공인회계사의 사회적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이번 서비스에 회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전문가 인증방법 : 네이버 ⇒ 지식iN ⇒ 마이지식 ⇒ 취득자격 ⇒ 관리 ⇒ 취득자격 불러오기

◈  KICPA 대학생 서포터즈 “YP” 3기 

- 3개월 활동 마무리  

KICPA 대학생 서포터즈 ‘YP(Young Professionals)’ 3기가 

지난달 29일 본회 대강의장에서 해단식(사진)을 가졌다. 대

학생 31명으로 구성된 YP 3기는 9월 3일 발대식 후 3개월간 

온-오프라인에서 서포터즈 활동을 했다. 이 중 길민지 YP(대

상)를 비롯, 우수한 활동을 펼친 서포터즈에게는 상장과 상

금이 수여됐다.

◈  “한국여성공인회계사! 우리 함께 JUMP!”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회장 김재신)

는 지난달 26일 본회 대강의장에서, 

「한국여성공인회계사 확대정책 토론

회 “한국여성공인회계사! 우리 함께 

JUMP!”」(사진)를 열었다. 토론회는 

지난달 12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전

체 한국여성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기초로 하였다.

송원자 수원대 경영학과 교수(여성공인회계사회 부회장)의 설문조사 분석 

발표와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확대 전체 토론, 여성세무사회와 여성변

호사회에서 대표로 참석한 실무임원진의 자체 단체 현황 소개가 이어졌다. 

이후 5개 주제(여성공인회계사회 운영과 발전, 조직 내 회계사의 자기계발

과 경력관리, 한공회 내 여성권익 및 연계활동, 개업(감사반 및 중소회계법

인) 네트워크, 회원의 자원봉사 및 공익활동지원)로 나누어 집중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여성공인회계사회는 이달 13일 역삼동 ADM 커뮤니티 

갤러리에서, ‘2019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 송년모임’을 갖는다.

◈  최중경 회장 ‘납세자권익상’ 수상 

- 공익분야 회계투명성 제고 공로 인정받아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납세자연합회 2019년 제3차 납세자

포럼 및 제8회 납세자권익상 시상식」이 열렸다.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최

원석)가 주최한 이 행사에서, 최중경 본회 회장은 기업뿐 아니라 국민의 일상

생활과 직접 연결되고 혈세가 투입되는 비영리, 공익부문의 회계 투명성 제

고를 위해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세무조력부문 납세자권익상’을 수상

했다. 또, 입법부문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세제부문은 고광효 기획재정

부 소득법인세정책관, 세정부문은 강민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수상했다.

▲ 최원석 납세자연합회장(왼쪽)과 최중경 본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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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31일까지  

연수 모두 이수하세요!

2017년 10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

법」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관리자

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 본회에 감사인 추천 의뢰 후 추천된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2018.5.1. 이후 개시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 이와 관련해, 

우리 회는 감사공영제 대규모점포 감사인 Pool에 등록하여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감사인을 대상으로 추천을 시행한다. 이달 2, 4, 10일 세 차례에 걸쳐 700여명의 감

사인이 대규모점포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

* 대규모점포 감사제도 관련 문의 : 02-3149-0181 / 등록 문의 : 02-3149-0179 / 교육 문의 : 02-3149-0317

또, 지난달 7일에는 ‘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강사: 신재준 공인회계사)’, ‘독립성 훼

손사례 및 상담사례(정준희 본회 윤리연구팀장)’, 22일에는 ‘K-IFRS 전환금융상품 

회계 실무이슈(김성훈 공인회계사)’ 회원연수가 열렸다.

 
금융위원회 www.fsc.go.kr

新외부감사법 공포 2년, 「회계개혁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손병두 부위원장은 회계개혁을 상징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본 통지일인 지난달 12일, 「회계개혁 간담회」를 코

스닥협회에서 열었다.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 학계,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회계법인 소속 총 

11명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회계개혁과 관련한 의견을 공유하고 그간 제기된 회계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회계개혁 정착지원

단’을 통해 제기된 기업·회계법인 요청사항에 대해 제도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통해 회계개혁과 관련한 어려움·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개혁조치의 연착륙을 지원한다.

연수규정 개정에 따라 2018년부터 매년 연수의무 이수기한이 12월 말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이버회계연수원에서 

본인의 이수현황을 확인하셔서 12월 31일까지 잔여 연수시간을 모두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황 확인방법 : 사이버회계연수원 로그인 → 나의 강의실 → 나의 이수현황)

※ 사이버연수원 신규등록 강좌

연수분야 과정명

직업윤리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실무지침 해설

독립성 훼손사례 및 상담사례(2019 업데이트)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국제뇌물방지법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회계

K-IFRS 제1115호 수익기준서 - 체계잡기

K-IFRS 제1115호 수익기준서 - 사례잡기

K-IFRS 제1109호 위험회피회계 실무 이슈 및 
구기준(제1039호)과의 비교

전환금융상품 회계 및 평가 실무 이슈

감사 2019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무 설명회

세무

경비지출증빙 세무 실무(2019)

업무용차량 세무 실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및 임대소득 과세 실무

제10회 조세실무세미나 : 디지털 과세의 
국제적 동향과 대응과제

법규 회생사건 조사 실무 및 통합도산법

기타능력개발 2019 핵심 인사노무

➊     (감사인선임위원회) 법상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 → 법취지를 감안, 3년에 1번 개최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 제공

➋     (감사인 지정) 현 지정시기(11월)는 감사준비시간 부족문제 야기 → 내년부터 감사인 지정시기를 현재보다 단축 (예: 11월→8월) 

➌     (상장사 감사인 등록) 감사계약 영업을 위해 등록방법 변경 요청 → 등록 방법 변경 (現 일괄 등록→수시 등록)

➍     (전·당기감사인 의견 차이) 실무지침이 불명확하여 감사인간 의사소통 내용이 감사보고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례 발생 → 감사인간 의사소통 내용을 반드시  

기재토록 실무지침 개정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10개 회계법인 추가 등록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의 2차 등록 회계법인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요건을 충족한 회계법인부터 ‘수시’ 

등록할 예정(기존에는 일괄 등록)이다.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현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달 말 보도자료를 통해 추가로 안내된다.

※ 2차 추가 등록법인 (총 10개)

중형법인 (60~120명*) 소형법인 (40~59명)

1개

(정진세림)

9개

(세일원, 동아송강, 대현, 서우, 선일**, 

정동, 한미, 이정지율, 광교)

* 등록신청일 기준 감사 실무 수습을 완료한 감사 가능 등록 회계사수

** 등록회계사가 40명 미만이나 지방회계법인 특례요건(등록회계사 20인 이상)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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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 회계,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성과 발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공시·회계, 자본시장 인프라 등 분야 규제입증책임

제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담당공무원이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

증실패 시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올해 1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총 1,100여건의 명시적·비명시적 규제를 전수 점검 중이며, 명시적 

규제(789건)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를 통해 정비한다.

기존규제정비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체회의에서 공시·회계·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136건의 규제에 대해 심의하였다. 

이 중 업계가 규제로 인식하지 않거나 존치이유가 명백한 규정은 선행심의(97

건)로 분류하고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사전 수렴했으며, 존치 필요성 외에 적정성·개선방안까지 집중 심사가 필요한 규제는 심층심의 대상으로 

선정(39건)해 이날 회의에서 중점 논의한 결과, 총 30건(공시·회계분야 17건, 자본시장 인프라 등 분야 13건)을 개선(76.9%)하기로 심의·의결하

였다. 개선 과제는 내년 상반기 중 개정(안)을 통해 입법예고 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지난달 28, 29일 양일간 금감원 대강당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2019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는, 회계실무자와 외부감사인 등이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新리스기준서(K-IFRS 제1116호) 등 K-IFRS 주요 

제·개정 내용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유의사항 등을 통해, 변경되는 회계기준 및 제도 등에 대비하도록 마련되었다. 

이날 금융감독원 담당자들과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본회 황근식 연구위원이 발표자로 참여했다.

  금융감독원 www.fss.or.kr

「2019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열어

2020년도 공인회계사 1,100명 이상 선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8일, 내년도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을 ‘1,100명 이상’으로 발표했다. ‘공인회계사자

격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는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20년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예정인원을 1,100명으로 의결했다. 이는 전년대비 100명 늘어난 수치다. 

△ 수요 측면으로는 경제성장률, 과거 10년간 외부감사 대상회사 증가 추이, 新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인

한 외부감사 업무량 증가, 일반기업, 공공기관 등의 수요도 지속 증가 추세 등을, △ 공급 측면으로는, 

등록회계사 수 증가 속 회계법인 · 감사반 소속 인력 비중 감소 추세에서 2019년 소폭 증가로 전환, 장

래인구 추계(만 18~19세), 대학입학자 수 추이에 따른 응시자 수 감소 전망 등을 증원 이유로 밝혔다.

※ 최근 연도별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최소선발예정인원 750 800 850 1,000

실제선발인원 830 1,040 936 953 961 998 904 886 917 909 915 9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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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회계학회와 ‘회계감사제도 개혁 효과와  

문제점’ 논의

한국회계학회(학회장 정석우)와 아시아회계학회(4A, Asian Academic 

Accounting Association)가 공동으로, 지난달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19th 

Annual Conference」(사진)를 열었다. Plenary session에서 본회 최중경 회장

이 한국 회계감사제도 개혁에 대한 기조연설을 하였고, 이어 국내외 학자들의 제도 개혁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미래성장 동력 확보 위한 조세정책 방향’ 모색한다 

「제14회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가 이달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학

술대회는 한국국제조세협회(주관, 이사장 이경근),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이 함께 주최한다.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을 주제로, 1부

에는 총괄·쟁점 발표, 2부에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쟁점 발표로는 ‘R&D 조세지원제도 개선방

안’,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산업 조세지원방안’,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 ‘4차 산업 

시대에 있어서 조세법의 역할’, ‘친환경 성장동력 확보방안’이 차례로 이어진다.

한국회계학회 www.kaa-edu.or.kr

 
한국국제조세협회 www.ifakorea.org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은 지난달 21일, ‘위험회피회계 예외규정 신설(개

정)’을 발표했다. 이자율지표 1 ) 개혁2 )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회피

회계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

상품: 인식과 측정’ 및 제1107호 ‘금융상품 : 공시’를 개정한다. 이자율지표 개

혁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동안에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조기 적용이 가능하다. 공

개초안은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 ‘ 이자율지표’란 금융상품이나 파생상품 계약 등 각종 금융거래에서 수취·지급·교환

해야 하는 금액이나 상품 및 계약 등의 가치를 결정할 때 준거가 되는 금리(LIBOR, EURIBOR, CD금리 등)

2 )     LIBOR 조작 사태(2012년 6월) 등을 계기로 이자율 지표의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관리를 위해 2013년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각국의 이자율 지표를 개

혁하고 새로운 무위험 지표금리 개발을 권고

  한국회계기준원 www.kasb.or.kr

K-IFRS 위험회피회계 예외규정 신설



외부감사Ⅰ

AUDITING

시작됐다. 김 사장은 “지난 2017년 10월 31일 회계개

혁법이 공포돼 회계에 대한 인식이 획기적으로 높아

졌다”며 “지난해 11월 개정 외부감사법(주식회사 등

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으며, 올해 표준

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되는 

등 민간부문의 회계개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

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진정한 회계개혁의 완성을 위해서는 

비영리·공공부문의 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연결되고,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포럼이 비영리·공공부문 외부 회계

감사의 운영 방안을 도출해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 주최한 

제11회 국제회계포럼이 ‘비영리·공공부문, 회계개혁

이 시급하다’를 주제로 11월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최근 코

레일 부실회계 논란 등 비영리·공공부문 회계개혁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회계법인·비영리법인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전문가들

은 비영리·공공부문에서 감사공영제를 도입해 감사

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엄격한 감사를 수

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Ⅰ 감사공영제로 감사인 독립성 확보 가능

이날 행사는 김주현 파이낸셜뉴스 사장의 개회사로 

“비영리·공공부문 감사공영제 
도입돼야 회계개혁 완성”

-  「제11회 국제회계포럼」, 비영리·공공부문 회계개혁 논의 공론의 장 마련

김미정_파이낸셜뉴스 기자



“비영리·공공부문 감사공영제 도입돼야 회계개혁 완성” - 「제11회 국제회계포럼」, 비영리·공공부문 회계개혁 논의 공론의 장 마련   13

계 감사인을 PSAA(공공감사협약기구)에서 지정해 

사실상 감사인 지정제를 시행 중이고, 뉴질랜드는 

4,000여개 공공기관에 대해 2003년부터 감사인 지정

제를 도입했다”면서, “이는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사공영제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 설

명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현재 재건축·재개발조합, 

사회복지법인 등 42개 비영리·공공분문에서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민권익위 청렴사회 민간협의회

가 공익법인, 사립학교,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공영제 

도입을 각 부처에 권고했다. 또한 국회에는 지난해부

터 올해까지 공익법인, 대규모 점포, 사립학교, 지방

공사, 지자체 직영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감사공

영제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통한 비영리 공익법인

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국회에서 올해 도입

하기로 합의했으며, 정부도 정책추진과제로 확정 발

표했다.

최 회장은 “비영리·공공부문의 회계감사 계약과 

감사보수를 독립적인 기관에서 결정하거나, 회계감

사가 공공재임을 고려해 국세청 등 공적기관에서 수

행하는 방안 등이 최근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면

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직접 기조연설

을 맡았다. 최 회장은 ‘감사공영제(감사인 지정제)’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비영리·공공부문에서 감

사공영제를 도입해 외부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확보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감사공영제란 국가가 정한 외

부감사인(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제도다.

최 회장은 “2017년 외부감사법 전부 개정으로 상

장법인과 금융기관 등 주요 법인은 내년부터 ‘6+3 주

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전면 도입된다”면서 “민간부

문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돼 회계개혁의 완

성 단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6년간 외부감사인이 자유

선임을 한 회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해주는 제도다.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해 공정

하고 엄격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

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최 회장은 “비영리·공공부문은 더 높은 회계 투명

성이 요구되는 현실을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그는 “최근 코레일의 부실회계 논란도 동일 회

계법인이 재무제표 작성과 회계감사를 동시 수행하

는 ‘셀프(Self)감사’를 수행해 재무제표상의 오류를 발

견 또는 지적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됐다”며 “자유수

임제 하에서는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 셀프감사의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익 목적으로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

는 비영리·공공부문은 감사공영제를 도입해 감사인

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영국과 뉴질랜드 등 해외에서도 공익

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시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영국은 지방정부 등 공익

성이 많이 요구되는 96개 분야 1만1,000개 기관의 회 △ 포럼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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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영리·공공부문의 법과 제도의 정비는 우리나라 

회계개혁의 화룡점정(畵龍點睛)이 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최운열 바른민주당 의원도 “비영리·공공부문에서 

적정 수준의 회계감사 품질이 확보돼야 한다. 이 분야

의 회계제도 개혁도 시급한 과제”라며 “비영리·공공

부문의 회계감사는 공공재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감사공영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Ⅱ PQP·감사배정제 도입 제안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국제공공부문회계기

준위원회 위원)는 비영리·공공부문의 감사품질을 높

이기 위해 비영리 공익법인의 감사공영제, 공공부문

의 감사배정제 도입을 각각 제안했다.

정 교수는 ‘비영리·공공부문 회계개혁’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비영리법인의 경우 회계법인과 자유롭

게 계약하는 자유수임제가 아닌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에서 외부감사인을 제정하는 감사공영제를 도입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회계전문 공적기관이 비영리법인에 대

한 감사인을 추천하기 위해 사전에 일정한 자격을 갖

춘 회계사군인 사전자격회계사풀(PQP)을 구성·운영

할 것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PQP 운영을 통해 비영리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뿐 아니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비영리조직의 외부감사인 풀을 육성할 수도 있

다”면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감사인을 지정·감

독하기에는 회계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는 현실도 감

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사공영제를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추진하고, 이를 운영하지 않는 비영

리법인은 감사위원회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 

하다”고 부연했다.

정 교수는 또 공공부문의 감사배정제 도입을 제안

했다. 감사배정제는 감사인 지정제와 달리 일정 자격

조건을 갖춘 회계사는 모두 비상장 공공기관의 외부

감사인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비상장 공

공기관의 업종과 규모에 부합되는 외부감사인을 집

단 내에서 순번제로 무작위 배정하고, 해당 집단의 외

부감사인이 모두 배정된 후 재배정되도록 운영된다. 

즉, 형평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다.

그는 “비상장 공공기관은 일반 영리기업보다 상대

적으로 의도적인 이익조정이나 회계분식의 유인은 

낮은 반면, 생산되는 회계정보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

과 회계전문성 부족으로 단순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

다”며 “상장 공공기관의 규모와 업종에 부합되는 외

부감사인을 집단별로 대응시켜 순번제로 배정하고, 

해당 집단의 외부감사인이 모두 배정된 후 재배정되

도록 운영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했다.

최호윤 삼화회계법인 이사는 ‘비영리 회계·재무정

보는 유용한가’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비영리 공익법

인의 회계·재무정보가 규제기관의 통제 편의에 초점

이 맞춰져있다고 지적했다. 

최 이사는 “현재 비영리법인의 재무제표는 재무상

태표와 운영성과표, 주석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는 영

리법인의 정보와 유사하다”며 “자원조달, 제공목적, 

성과 등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 재무정보의 목적적

합성이 매우 낮게 충족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2017년 10월 31일 회계개혁법이 

공포돼 회계에 대한 인식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며 “지난해 11월 개정 

외부감사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으며, 올해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되는 등 민간부문의 

회계개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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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영리조직은 외부에 정보를 

제공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정보를 제공할수록 노하

우가 유출되고 이를 학습한 경쟁업체의 성장이 따르

기 때문”이라며 “반대로 비영리법인은 정보를 많이 

공개할수록 후원자들이 계속 지원해 지속가능성이 

확보된다. 영리조직과 다르게 유사 조직이 늘어나면 

단체 목적에 부합하는 셈”이라고 부연했다.

최 이사에 따르면 비영리법인들은 홈페이지 상에 

후원활동에 대한 설명 위주로 알리고 있을 뿐 후원금

을 통해 법인이 만들어낸 변화 혹은 결과에 대한 정보

는 싣지 않고 있다.

그는 “비영리법인이 제공하는 정보는 ‘당신이 낸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했고, 어떤 결과를 냈으며, 사회

가 바뀌기 위해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까지 가야 한

다”며 “비영리법인이 제공하는 재무정보가 기부에 따

른 구체적 변화 등 정보이용자의 목적적합성에 부합

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적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비영리법인의 감사와 

관련된 별도의 기준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놓

았다. 최 이사는 “주식회사는 상법 중심의 단일법이 

적용되나 비영리법인은 각기 다른 설립 근거 법률과 

감독규정이 적용된다”며 “특정한 부분이 아니라 비영

리법인의 전반적 운영, 목적을 따지는 감사 관련 기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Ⅲ 상당한 준비와 교육 필요

 패널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이제 발걸음을 뗀 비영리·

공공부문 회계개혁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토

로했다. 사실상 이번 포럼이 ‘출발점’이라며 차츰 개

선돼야 한다는 뜻을 한목소리로 밝혔다.

패널토론은 김완희 가천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

운데 배원기 홍익대 교수, 변영선 삼일회계법인 상무, 

성지숙 세이브더칠드런 재무기획실장, 이현우 기획재

정부 재산세제과 사무관 등이 의견을 주고받았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최근 급격하게 진행되는 비

영리·공공법인에 대한 회계감사 환경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논의하면서도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 포럼  발제자와 토론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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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영선 상무는 “비영리법인 회계 환경은 최근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영리법인이 30~40년 동안 만들어온 

것이 비영리법인에서는 3~4년 만에 아주 급격히 이뤄

졌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

에 감사인 지정제·공영제가 논의되고 있어서 비영리·

공공부문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을 겪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원기 교수도 “미국에서 이에 관심 가진 것이 1970

년대 후반인 반면, 우리나라는 도입된 지 2년 밖에 안 

됐다”고 지적하면서 “회계보수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회계감사 보수가 낮다는 점에서 자칫 지정제가 된다면 

감사보수 상승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성지숙 실장은 사회복지법인의 입장에서 상황을 

생생하게 설명했다. 그는 “기부자들이 ‘내가 낸 기부

금에서 직원들 월급 주지 마세요’라고 요구하는 상

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외부환경은 급변하고, 만

족해야 할 회계기준도 많아지고, 보고해야 할 기관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이브더칠드런은 굉장히 큰 법인이고 국제

적인 법인이다 보니 열악한 비영리법인과는 다른 부

분이 있다”면서도 “감사를 받기 위한 외부감사 수임

이 얼마나 힘든지, 그 비용에 대해 얘기할 때 후원자

들이 얼마나 납득할 수 있을지, 또 그렇게 모신 외부

감사인이 얼마나 저희를 잘 이해해주고 도움주며 함

께 나아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우려된다”고 털어

놨다.

김완희 교수도 “비영리법인 자체가 워낙 운용하는 

방식과 유형도 다양하고 봐야할 감사의 속성 범위도 

복잡해서 이것들을 현재 시행하려면 상당한 준비와 

치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비영리법인의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를 결합하는 

방안을 두고는 전문가들의 갑론을박이 있었다.

최호윤 이사는 “과거 감사했던 한 단체는 지정 후

원금을 금지하고 기부 목적의 자금만 받아 운용했다. 

반면 어떤 단체는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목적별로 후

원금 계좌를 설정했다”면서 “결국 사업결과가 숫자

로 표현된 감사보고서로 나와야 하고 이와 연관돼 연

차보고서와 매칭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성지숙 실장은 “비영리법인에서 감사보고서

와 연차보고서를 결합한다면 후원자들을 이해시키

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대부분의 후원자들

이 재무제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

차보고서 내용까지 포함된다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

다”고 지적했다.

비영리법인의 재무정보가 결국 일반 대중의 이해

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완희 교수는 “정부의 연차보고서를 보면 성과보

고서가 나온다. 경찰청이 범죄를 얼마나 줄였는지, 소

방차가 얼마 만에 출동했는지 등의 비재무정보가 나

오는데 재무정보를 결합하면 조금 더 다른 해석이 가

능할 것”이라며 “감사공영제의 실행에 앞서 비영리법

인의 재무정보가 어떻게 효용 있게 쓰일지 개발하는 

게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

이에 오택영 공인회계사회 연구위원은 “비영리법

인의 경우 컴플라이언스 역할이 필요하고, 내부 부정 

적발에 대한 정보이용자 수요도 많다”며 “영리법인 

감사는 재무제표 적정성,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크지

만 비영리법인은 감사를 통해 얻으려는 수요(니즈)부

터가 다르다. 이에 맞는 감사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

다”고 제언했다. 

 패널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이제 

발걸음을 뗀 비영리·공공부문 회계개혁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 

사실상 이번 포럼이 ‘출발점’이라며 차츰 개선돼야 

한다는 뜻을 한목소리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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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과정에서 회사의 회계처리위반 동기를 ‘고의’로 

지적하는 경우, 감사인이 일반적인 감사절차를 적절

히 수행한다면 조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지

만, 부정·오류관련 특이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특이사항을 확인하였음에도 추가 감사절

차 수행 등을 소홀히 한 경우 조치대상에 해당하게 

되므로 특이한 거래, 경영진의 부정 등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된 경우 감사인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본고에서는 회사에 대해 ‘고의’로 지적하면서 

감사인이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

다고 판단하여 ‘중과실’로 조치한 지적사례를 소개

하고자 한다. 

 Ⅰ 매도가능증권 관련 손상차손 과소 계상

 <C사의 사례>

1. 회사의 회계처리

C사(회사)는 해외거래처 D사에 대한 매출채권(100

※     [사례 이용 시 유의사항] 아래 회계감리 지적사례는 금융감독원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치한 것으로 사례에 언급된 내용 중 일부는 

이해제고 등을 위해 각색하였으며, 세부적인 사실관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모든 사례에 일반화하여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최근 회계감리 
지적사례와 시사점

- 감사인 ‘중과실’ 조치 지적사례

김시림_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선임

억원)이 장기간 회수되지 않아 매출채권에 대한 손

상차손을 추가 인식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D사 및 

E사와 협의하여 E사(해외소재)의 매도가능증권

(전환사채)을 이용하여 회사의 매출채권이 정상적

으로 상환된 것으로 회계처리하기로 계획하였다. 

계획대로 20X0년 회사는 E사가 발행한 매도가

능증권(100억원)을 취득하였고, E사는 동 자금으

로 D사의 사업부를 100억원에 인수하였으며, D사

는 사업부 양도로 생긴 100억원을 회사의 매출채

권 상환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 C사(회사)와 D사, E사의 거래 개요 >

사업부인수 
(100억원)

매출채권 상환
(100억원)

매도가능증권
(100억원)

D사
(해외소재)

E사
(해외소재)

C사



최근 회계감리 지적사례와 시사점 - 감사인 ‘중과실’ 조치 지적사례  19

② 상기 회계기준과 거래실질 등을 고려하여 금융

감독원은 회사가 20X0년말 매도가능증권 취득 시 

공정가치를 적절하게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으

며, 이후 20X1년부터 20X3년까지 동 매도가능증

권에 대한 손상징후가 있었음에도 손상검사를 면밀

히 수행하지 않았고, 허위로 매도가능증권이 일부 

회수된 것으로 가장하여 매도가능증권을 과대계

상했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540(공정가치 등 회계추정치와 관

련 공시에 대한 감사)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경영진 

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이해하고, 관련 경영진

주장에 대한 감사증거로서 경영진 측 전문가가 수

행한 업무의 적합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경영진 측 

전문가의 발견사항이나 결론의 관련성·합리성, 다

른 감사증거와의 일관성, 그리고 이들이 재무제표

에 적합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해당 전문가가 유

의적 가정과 방법을 사용한 경우 그러한 가정과 방

법의 관련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이미 연체가 발생

한 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특이한 거래 구조를 파악

하였음에도, 외부평가전문가가 사용한 가정과 전

제 등이 회계기준에 부합하는지, 그 측정방법이 재

무·시장상황에 비추어 적합한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회사가 제시한 평가금액을 그대로 

회사가 E사의 매도가능증권에 투자한 시점에 E

사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으며, E사가 인수한 D사

의 사업부 또한 지속적으로 손실을 기록하고 있었음

에도, 회사는 사업부 인수로 향후 E사의 매출이 급등

하는 것으로 추정한 외부평가보고서를 기초로 E사 

매도가능증권을 100억원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D사 매출채권이 모두 회수된 것으로 처리하면서 기

존에 설정한 대손충당금을 환입(30억원)하였다.

한편, 외부평가 보고서에서는 20X1년 매출을 60

억원으로, 20X2년 매출을 200억원 수준으로 추정

하였으나, 실제 20X1년과 20X2년 매출액은 1억원 

미만으로 평가시 추정한 매출액의 1% 미만인 수준

이었으며 지속된 당기순손실로 20X3년에는 완전 자

본잠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회사는 20X2년까

지 동 매도가능증권에 대해 손상을 거의 인식하지 

않았으며, 20X4.2월에는 선급금 등 명목으로 회사자

금을 인출한 후 동 자금을 E사에 송금하여 매도가

능증권이 정상 상환된 것으로 가장하기도 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 장기 연체된 D사 매출채권 회수를 위하여 

취득한 E사 매도가능증권에 대해, 비합리적인 매

출 추정을 기초로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하였고, 이

후 손상검사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았으며, 허위로 

일부 자금이 회수된 것으로 가장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

정) 문단 5에 따르면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 공정가

치로 측정해야 하며,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

가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

거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한다. 

특이한 거래, 경영진의 부정 등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된 경우 감사인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회사에 대해 

‘고의’로 지적하면서 감사인이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판단하여 

‘중과실’로 조치한 지적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외부감사Ⅱ

AUDITING

인용하여 취득가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감사인은 매도가능증권 취득 첫해에 당기 취득

한 자산임을 이유로 손상이 없다고 판단한 후 향후 

‘평가 시 매출 추정 금액’과 ‘실제 매출 금액’을 비교

하겠다고 감사조서에 기재하였음에도 취득 이후 

이러한 절차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며, ‘해외발행 증

권에 대해서는 평가가 불가하다’는 평가회사의 자

료만을 근거로 손상검토를 생략하거나, 회사가 완

전자본잠식 상태에서 임의로 설정하여 제시한 손

상비율(30%)에 대해 별도의 검토 없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등 손상검토를 소홀히 수행하였다. 

5. 시사점

평가전문가를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적절한 평가기법

이나 가정을 사용해야 하는 회사 경영진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감사인은 비정상적인 거래가 발

생하는 경우 부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왜곡표시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

사증거를 확보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Ⅱ 선급금 등 과대계상 관련 회계처리 위반 

 <F사의 사례>

1. 회사의 회계처리

F사(회사)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A는 F사의 구

매팀을 없애는 대신, 차명으로 G사를 설립하여 G

사가 회사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일체를 구매

하여 제공하도록 하였다. 회사의 구매팀 인력은 G

사로 이동하여 과거와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였

고, 회사 회계시스템에도 접속하여 직접 구매 관련 

회계전표를 입력하기도 하였다. 회사는 G사와 원

재료 구입 전 구매금액의 30%를 미리 지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고, 대표이사 A는 이러한 계약을 

기초로 원재료 등 구입명목으로 G사에 자금을 지

급한 후 이 중 일부(50억원)를 횡령하였다. 이 외에

도 회사 대표이사 A는 유형자산 등 취득 시에도 거

래상대방과 합의하여 취득가액을 부풀려 돌려받

는 방식으로 자금(30억원)을 횡령하기도 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 전 대표이사가 허위 거래나 가격을 부풀린 

거래 등을 통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선

급금 등을 과대 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재무회계개념체계에 따르면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효익이 기

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② 금융감독원은 주문 생산을 하는 F사가 고객으

로부터 제품 주문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원재료 매

입을 가장하여 특수관계자인 G사에 자금을 선급

하였고, 대표이사 등이 이를 일부 횡령하였으므로 

선급금이 과대계상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31(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해야 하며, 유의적위험이 존재한다고 

결정한 경우 통제활동 등 해당 위험과 관련된 기업

의 통제를 이해해야 한다. 위험평가절차로 수행되는 

분석적절차는 감사인이 알지 못한 기업의 측면들을 

식별하게 할 수 있고, 위험평가에 대한 대응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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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실행하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중요한 왜곡표

시 위험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②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분석적 검토과정

에서 20X1년도 선급금이 전기 대비 60% 이상 급

증한 특이사항을 확인하여 선급금에 대한 추가검

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선급금과 관련된 매입 

내역, 계약서 확인 등의 추가 감사절차는 수행하지 

않고 감사절차를 종결하였다. 또한, G사에 대한 대

여금(20억원)이 선급금 지급 후 상환된 특이사항 

등이 있었음에도 선급금 원장 등을 확인하지 않아 

이를 감사과정에서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장기간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었음에도 

회사의 구매 관련 업무가 외주로 변경된 사실도 파

악하지 못한 채 과거와 동일한 내용으로 내부통제

검토를 수행하고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유형자산 등 취득과 관련하여 회사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금을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인이 유형자산 취득 관련 계약서와 지급내역 등

을 적절히 확인하였고, 감사인이 일반적인 감사절차

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판단되어 감사인 조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5. 시사점

회사는 선급금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거나 급증한 경우, 선급금에 대해실재성 및 회수

가능가액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계정재분류 필요

성, 유동·비유동 분류 및 영업현금흐름 해당 여부도 

꼼꼼히 따져 회계처리 해야 한다.

감사인의 경우 감사대상 회사의 선급금 규모가 비

정상적으로 급증하였거나 선급금 수령처가 회사의 

업무와 큰 관련이 없는 등 특이사항이 확인되는 경

우, 자금 및 구매 관련 내부통제를 확인하고 선급금 

원장 검토 및 매출·매입 내역 대사, 관련 계약서 확인 

<참고> 감리결과 조치시 감사인에 대한 

           동기 판단 기준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별표 7] 조치등의 기준)

1. 위반동기 

가.    고의적인 위법행위란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

고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를 말하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에는 고의가 있다고 본다. 다

만, 피조사자가 고의가 없음을 합리적으로 소명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회사 및 임직원 (중략)

2)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묵인하거나 회사와 공

모(共謀)하여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

제표를 작성하게 한 경우

나)    위법행위가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이익에 직접

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    그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

반한 경우

나.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과실에 따른 위법

행위로 본다. 다만, 위법행위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행위에 중과실(重過失)이 있다고 본다.

1 )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缺)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

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 또

는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명

백하게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한 경우

다)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

저히 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정보

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금액이 중요성 금액을 4배 

이상 초과한 경우

나)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전반에 대하여 

핵심적으로 감사해야 할 항목으로 선정하여 감사보

고서에 별도로 작성한 내용인 경우

다)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가 회계정보이

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거나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통해 선급금의 실재성 및 자산성을 면밀히 검

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사인은 분석적 검토 등 감

사과정에서 파악한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

가감사절차를 수행하고 추가 테스트 내용 등을 충분

히 검토한 후 감사보고서를 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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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이하 ‘기준원’)은 외화 계약자산1) 에 

적용하는 환율과 계약자산이 화폐성항목에 해당

하는지에 대해 실무에서 여러 견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기준원에 접수된 질

의를 바탕으로 이러한 실무쟁점사항에 K-IFRS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

를 통해 재무제표 작성자와 이용자가 K-IFRS 관련 

문단을 실무쟁점사항에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황

회사의 기능통화와 표시통화는 원화이며, 외화로 

수주계약을 체결하였다. 회사는 동 수주계약을 기

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에 해당한다고 판단

하였으며, 매 보고기간말 투입법으로 진행률을 산

출하여 수익을 인식하였다. 이 거래에 비현금대가

는 존재하지 않는다.

 쟁점사항

⑴ 외화 계약자산에 적용할 환율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경

우, 보고기간말에 외화계약금액에 진행률을 곱하

여 외화매출을 인식한다. 이 때, 외화 계약자산을 최

초로 인식하게 되는 경우 적용해야 하는 환율에 대

해 실무에서는 다음의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였다.

[견해 1] 수행의무가 수행된 기간의 평균환율을 적용한다

주1_    계약자산이란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

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로 그 권리에 시간의 경과 외의 조건(예: 기

업의 미래 수행)이 있는 자산이다.(K-IFRS 제1115호 용어의 정의) 

외화 계약자산의 적용환율 결정과 
화폐성자산 여부 판단

유하은_한국회계기준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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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의무가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관련 계약자

산의 거래일은 수행의무가 이행된 기간에 해당한

다. 따라서 계약자산에 대한 거래일의 환율은 수행

의무가 수행된 기간 동안의 평균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견해 2] 보고기간말의 환율을 적용한다

K-IFRS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 

문단 8에 따르면, 자산, 비용, 수익의 최초 인식에 적

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

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

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이다. 동 해석서 문단 BC23

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기업이 거래를 재

무제표에 일정한 가치로 처음 인식하는 날을 거래일

로 보았다. 따라서 계약자산의 경우 거래가 재무제

표에 일정한 가치로 처음 인식되는 날인 보고기간말

이 거래일이고, 이때의 환율을 사용해야 한다. 

동 쟁점사항의 핵심은 외화 계약자산의 ‘거래일’

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있다.

(2) 계약자산은 화폐성자산에 해당하는가?

K-IFRS 제1115호 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계약자산

은 기업의 미래 수행의무 이행이라는 조건부 권리인

데, 이와 달리 K-IFRS 제1021호의 화폐성항목 정의

에서 화폐성자산은 조건부 권리가 아니다. 이에 실

무에서는 조건부 권리이더라도 화폐성자산의 정의

를 충족한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존재

하였다.

[견해 1] 계약자산은 화폐성자산이다

화폐성자산은 확정되었거나 결정할 수 있는 화폐단

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 항목이다. 계약자

산은 기업의 미래 수행의무 이행이라는 조건부 권리

이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고객에게서 화폐단위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화폐성항목이다.

[견해 2] 계약자산은 비화폐성자산이다

K-IFRS 제1021호 문단 16에 따르면, 비화폐성자산은 

확정되었거나 결정할 수 있는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가 없는 항목이다. 투입법으로 산출한 계약

자산은 고객에게서 대가를 받을 권리이기는 하지만 

화폐단위로 받을 수 있도록 확정되었거나 결정된 것

은 아니다. 이는 수익회계처리를 위해 단순히 그 금액

을 추정한 것이다. 따라서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함

에 있어 산출된 계약자산은 비화폐성자산이다.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

⑴ 외화 계약자산에 적용할 환율

①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가 이행될 때의 거래일

계약자산은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로 그 권리에 시

간의 경과 외의 조건(예: 기업의 미래 수행)이 있는 

이번 기고문에서는 기준원에 접수된 

질의를 바탕으로 이러한 실무쟁점사항에 

K-IFRS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재무제표 작성자와 

이용자가 K-IFRS 관련 문단을 실무쟁점사항에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2_    K-IFRS 제1115호 부록 A.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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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5) , 수익인식요건이 충족된다. 기간에 걸쳐 이

행하는 수행의무는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거

나,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더라도 원가

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발생원가 범

위에서는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진행률은 매 보고기간말 다시 측정하여야 

하는데6) , 이는 최소한의 후속측정 주기를 설명하기 

위한 규정일 뿐, 보고기간말 전이라도 진행률을 합

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면 수익의 인식요건을 충

족할 수 있다.

한편 변동대가 추정에 제약이 존재한다면,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

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수익을 추

정할 때 거래가격에 반영한다. 그러므로 변동대가

가 있는 거래에서 거래일은 변동대가의 제약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서,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시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고, 변

동대가의 추정에 제약이 없다면 K-IFRS 제1115호

에 따라 수익인식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인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적용한다.

③ 실무에서의 적용환율

다만, 실무적으로 특정 기간에 거래가 빈번한 경우, 

거래일의 실제 환율에 근접한 환율(예: 기간 평균환

율)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환율이 유의적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평균환율을 사용하

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7)

(2) 계약자산이 화폐성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화폐성항목의 특징

K-IFRS 제1021호 문단 8에 따르면, 화폐성항목은 

자산2) 을 말한다.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

우에는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

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며3) , 거래일은 K-IFRS에 

따라 거래의 인식요건을 최초로 충족하는 날이다. 

K-IFRS 제1115호에 따라 수익이 인식되는 경우에 

거래일은 회사가 수행의무를 이행하여 거래의 인식

요건을 최초로 충족하는 날이다.4)

따라서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가 이행될 때 외화 

계약자산의 거래일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수행의무

를 이행하여, K-IFRS 제1115호의 인식요건을 최초

로 충족하는 각각의 날이다. 이를 그림으로 설명하

면 다음과 같다.

  

금액

누적수익

수행의무 이행

= K-IFRS 제1115호의 인식요건을       
   최초로 충족하는 각각의 날
= 거래일

② K-IFRS 제1115호에 따른 수익인식 요건과 적용환율

수행의무가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경우, 수익인식 

요건은 K-IFRS 제1115호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

다. K-IFRS 제1115호 문단 31에 따르면, 고객에게 약

속한 재화나 용역이 이전되어 고객이 자산을 통제

주3_    K-IFRS 제1021호 문단 21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

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

에 적용하여 기록한다.

주4_    K-IFRS 제1021호 문단 22 거래일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인식요건을 최초로 충족하는 날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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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는 화폐단위들과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fixed or determinable) 화폐단위 수량으로 회수하거

나 지급하는 자산·부채이다. 따라서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나 지

급할 의무가 화폐성항목의 본질적 특징이므로 이러

주5_       K-IFRS 제1115호 문단 31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 즉 자산

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

로) 수익을 인식한다. 자산은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할 때(또는 기

간에 걸쳐 통제하게 되는 대로) 이전된다.

주6_       K-IFRS 제1115호 문단 40 ...(전략)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

무의 진행률은 보고기간 말마다 다시 측정한다.

주7_       K-IFRS 제1021호 문단 22 ...(전략) 실무적으로는 거래일의 실제 

환율에 근접한 환율을 자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일주일이나 한 

달 동안 발생하는 모든 외화거래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평균환율

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환율이 유의적으로 변동된 경우에 해

당기간의 평균환율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한 권리나 의무가 없다면 비화폐성항목이다.

② 계약자산의 성격과 화폐성항목과의 관련성

K-IFRS 제1115호 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계약자산

은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조건부(시간의 경과 외)권리

이다.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

무에 조건부 대가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K-IFRS 제1021호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수익 및 계약자산을 인식할 때, 변동대가의 

추정에 제약이 있더라도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

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

우 높은 정도까지만 거래가격에 반영한다. 

따라서 비현금대가가 없다면, 이미 인식된 계약

자산은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회수될 가능성이 매

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계약자산은 조건부 권리

이지만 결정 가능한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

리에 해당하므로 화폐성항목으로 볼 수 있다.

 결론

변동대가의 추정에 제약이 없고, 수행의무의 진행

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기간에 걸쳐 수

익을 인식하면서 발생한 외화 계약자산의 거래일은 

원칙적으로 수행의무가 이행되어 K-IFRS 제1115호

에 따라 수익인식요건을 최초로 충족한 각각의 날

이다. 따라서 해당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

의 현물환율을 적용한다. 다만, 환율이 유의적으로 

변동되지 않았다면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 동안 거

래일의 실제환율에 근접한 환율, 예를 들면, 해당 기

간의 평균환율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거래에 비현금대가가 없고, 이미 인식한 계약

자산을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것이라고 예상한

다면, 이 계약자산은 화폐성항목으로 볼 수 있다.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면서 발생한 

외화 계약자산의 거래일은 원칙적으로 

수행의무가 이행되어 K-IFRS 제1115호에 따라 

수익인식요건을 최초로 충족하는 각각의 날이며, 

계약자산은 화폐성 자산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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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1116 도입으로 리스이용자는 소액자산리스, 

단기리스를 제외하고 모든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

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게 된다. 새로이 자산과 부채

가 인식됨으로써 자산손상검사 시 장부금액과 회수

가능 산정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Ⅰ 자산손상 회계의 개요

기준서 1036호 자산손상은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

가능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손실로 인식하

기 위한 과정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자산을 

감액, 즉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① 자산 손상 검사를 수행할 수준을 결정한다

손상검사, 즉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 비교를 위해, 개

별자산 수준에서 비교할지, 여러 자산의 묶음 수준에

서 비교할지를 결정한다.

원칙적으로 개별 자산 수준에서 비교해야 하지만, 

개별자산이 다른 자산과 독립적으로 현금유입을 창

        리스이용자의 
현금창출단위 손상검사
- 기준서 1116호 리스의 영향 

현승임_삼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하지 못한다면 개별 자산 수준의 회수가능액 산정

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독립적인 현금유입

을 창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산의 묶음(현금창출

단위) 수준에서 손상 검사를 하게 되는데, 실무적으

로는 대부분 현금창출단위 수준에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게 된다.

② 자산 손상 검사의 시기를 결정한다

영업권과 일부 무형자산은 매년 손상검사가 요구되

며, 그 외 자산은 손상징후가 있을 때에만 손상검사

가 요구된다.

③ 회수가능액을 결정한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

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한다. 통상 자산이나 현금

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

의 현재가치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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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장부금액을 결정한다

회수가능액 결정방식과 일관되게 장부금액을 결정한

다. 예를 들어, 부채상환금액이 회수가능액 산정 시 

차감되었다면, 장부금액에도 부채를 반영한다.

⑤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은 개별 자산에 안

분하여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는데, 영업권에 우선 배

분하고, 나머지 자산에 비례적으로 배분한다. 다만, 개

별자산의 장부금액을 그 자산의 회수가능액 미만으

로 감액하지는 않는다.

 Ⅱ 기준서 1116호 리스가 미치는 영향

기준서 1116호 도입시 자산손상 관련 기준서인 기준서 

1036호가 개정되지는 않았다. 현금창출단위와 관련

된 부채를 장부금액 또는 회수가능액 산정시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1036호의 기존 규정으로 인

해, 1116호 도입으로 인식되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

채가 손상검사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1. 현금창출단위 장부금액 산정

사용권자산이 독립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지 않는 

이상 현금창출단위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 현금창출

단위 수준에서 손상검사를 수행한다. 따라서 기존 현

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에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

을 추가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부채는 일반적으로 현

금창출단위 장부금액에 반영하지 않으나 기준서 1036

호 문단78에 따라 현금창출단위 처분 거래에서 구매

자가 부채를 넘겨받는 경우에는 현금창출단위 장부

금액에 부채도 반영한다. 

실무적으로는 현금창출단위를 구매하는 구매자

는 리스계약을 넘겨받아서 리스료 납부의무도 넘겨받

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에서 리스부채 장부금액을 

차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리스계약에서 계

약의 이전을 금지하는 등의 이유로 구매자가 리스부

채를 넘겨받지 않게 될 상황에서는 현금창출단위 장

부금액 산정 시 리스부채를 반영하지 않는다.

2. 현금창출단위 회수가능액 산정

현금창출단위 처분거래에서 구매자가 리스부채를 넘

겨받게 하는 경우, 장부금액에 리스부채를 반영한다면 

회수가능액 산정 시에도 리스부채를 반영해야 한다. 

-    회수가능액을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로 산정

하는 경우에는 리스부채상환액이 공정가치에 반영

될 것이다.

-    회수가능액을 사용가치로 산정하는 경우, 기준서 

1036호 문단78에 따라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에

서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을 차감한다.

Ⅲ 회수가능액 산정 방법

1.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로 회수가능액을 산정

할 때 미래 리스부채상환액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리

스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하거나, 당초 영업현금흐름 

추정에 리스부채 상환액을 현금유출액으로 반영하

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방법 1

영업현금흐름에 리스부채 상환액을 반영하지 않고 

할인한 금액에 리스부채를 차감하는 방법이다. 

리스부채 상환액을 차감하지 않은 현금흐름을 추정

하므로, 이 현금유입액은 리스제공자, 채권자, 주주에

게 귀속될 현금흐름(OCFL+D+E)이며, 이에 대응하는 할

인율은 리스, 부채, 자본에 대한 요구수익률을 모두 

가중 평균하여 산출(WACCL+D+E)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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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에서는 리스기간 만료시점의 사용권자산 

대체 시 신규 자산의 취득(CAPEX)을 가정하여 현금

흐름추정에 반영한다. 리스기간 만료 시 대체되는 신

규 계약 하의 리스료는 현재 시점에 부채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새로운 리스계약 하의 리스료를 회

수가능액 산정에 고려하기 위하여 영업현금흐름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방법은 리스료

를 현금흐름에서 차감하지 않는 접근법이므로 적절

치 않다. 따라서 신규 자산 취득을 가정하고 현금흐름

에 반영하는 것이다.

다만, 리스제공자, 채권자, 주주에게 귀속될 현금흐

름에 대응되는 할인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리스부채, 

그 외의 부채, 자기자본 구성의 최적 자본구조를 산정

해야 하는데, 기준서 1116호 도입 초기에는 최적 리스

부채 규모 등 데이터 부족으로 최적 자본구조 산정이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할인율 산정의 어려움으로 이 

방법을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방법 2

영업현금흐름에 리스부채 상환액을 반영하는 방법이다. 

리스부채 상환액을 차감한 현금흐름을 추정하므로, 

이 현금흐름은 채권자, 주주에게 귀속될 현금흐름

(OCFD+E)이며, 이에 대응하는 할인율은 부채(리스부

채 제외), 자본에 대한 요구수익률을 모두 가중 평균

하여 산출(WACCD+E)한다.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 산정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개념적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방법 2

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측정 사례

현금창출단위 X는 향후 8년간 현금유입이 기대되는 

현금창출단위다. 이 현금창출단위에는 잔여 리스기

간이 3년인 사용권자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리스

료는 25이다. 리스기간 만료 시에 연간 리스료 30의 새

로운 리스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자산

을 직접 취득할 경우 130(내용연수는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정현금흐름>

연도 1 2 3 4 5 6 7 8

리스료 반영 전 
영업현금흐름

100 105 110 115 120 125 130 135

리스료 -25 -25 -25      

<기타정보>

리스부채의 
공정가치

69
리스부채 상환액을 리스부채의  
시장이자율(4%)로 할인한 금액

리스부채 
장부금액

68
리스부채 상환액을 리스개시시점의 
증분차입이자율 또는 
내재이자율(5%)로 할인한 금액

WACCL+D+E 6%
리스제공자, 채권자, 
주주의 요구수익률을 반영한 WACC

WACCD+E 8%
채권자, 주주의 요구수익률을 
반영한 WACC

⑴ 방법 1에 의한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

Free cash f low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리스료를 현

금흐름 추정치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리스계약 만

료 시에는 자산의 취득으로 사용권자산을 

리스제공자, 채권자, 주주에게 귀속될 

현금흐름에 대응되는 할인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리스부채, 그 외의 부채, 자기자본 구성의 

최적 자본구조를 산정해야 하는데, 기준서 1116호 

도입 초기에는 최적 리스부채 규모 등 데이터 

부족으로 최적 자본구조 산정이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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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연도 1 2 3 4 5 6 7 8

영업현금흐름 100 105 110 115 120 125 130 135

리스료 0 0 0 0 0 0 0 0

ROU 자산 대체    -130     

Free cash 
flows

100 105 110 -15 120 125 130 135

상기 Free cash f lows를 리스이용자, 채권자, 주주의 요

구수익률을 반영하는 WACCL+D+E(6%)로 할인하며,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 산정을 위해서 리스부

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

OCFL+D+E ÷ WACCL+D+E  617

(-)리스부채의 공정가치 (69)

회수가능액 548

⑵ 방법 2에 의한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

Free cash f low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리스료를 현

금흐름 추정치에서 차감하며, 리스계약 만료 시에는 

계속하여 리스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연도 1 2 3 4 5 6 7 8

영업현금흐름 100 105 110 115 120 125 130 135

리스료 -25 -25 -25 0 0 0 0 0

리스계약 갱신 -30 -30 -30 -30 -30

Free cash 
flows

75  80 85 85 90 95 100 105

상기 Free cash f lows를 채권자, 주주의 요구수익률을 

반영하는 WACCD+E(8%)로 할인한다.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

OCFD+E ÷ WACCD+E  504

회수가능액 504

한편, 이 사례에서는 현금창출단위 핵심자산의 최

장 내용연수를 8년으로 보고 유한한 기간의 현금흐

름을 통해 손상검사를 하는 사례이나, 영구현금흐름

을 가정하는 것이 적절한 상황에서는 Terminal value

를 추정하고, 일정한 성장률을 적용하여 가치를 산정

한다. 이 때 Terminal value는 사업이 안정된 상태를 반

영하는 것이므로, 사업의 안정상태에서 사용권자산

을 대체하는 지출을 반영하여야 한다.

위의 사례에서 5년차 현금흐름으로 Terminal value

를 산정할 때, 5년차에 리스계약이 만료되는 것이 아

니지만, 감가상각비만큼 CAPEX 지출이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26(130/5)의 ROU 자산 대체 원가를 반영할 

것이다.

2. 사용가치

사용가치의 경우에는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의 

방법 1은 그대로 적용 가능하지만, 방법 2를 적용하면, 

구매자가 부채를 넘겨받는 상황에서 사용가치 산정

시에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을 차감하라는 기준서 

1036호 문단78의 요구사항에 배치되는 문제점이 있

다. 방법 2에서는 리스부채 상환액을 현금흐름유출액

에 이미 반영하였기 때문에, 리스부채를 다시 차감하

면 부채상환액이 이중으로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준서 1116호 도입 초기에는 최적자본구조 산정의 

어려움 등으로 방법 1 적용이 어려워 방법 2가 현실적

인 대안임을 고려할 때, 사용가치 산정 시에 방법 2를 

적용할 수 없다면 실무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을 차감하기 위해, 방

법 2로 계산된 사용가치에 리스부채의 현재가치를 가

산 후 장부금액을 차감하는 아이디어 등이 제시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회수가능액에 중요한 왜

곡이 발생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검토

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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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창간된 「CPA BSI」의 Vol.4

를 출간하였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CPA BSI」 발간은 공인회계사가 보유

하고 있는 경제와 산업에 관한 객관적

이고 전문적인 통찰을 집단자산화 하

여 사회에 전달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

이다. 경제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여러 

지표 중 하나인 경기실사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는 경제 주체들의 체감 경기를 조사해 

지수화한 것이다.1) 전반적인 경제흐름을 신속하게 파

악하고 대응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2018년 6월(창간호), 2018년 11월(Vol.2), 2019년 5

월(Vol.3)에 발표된 CPA BSI(공인회계사가 본 경기실

사지수)는 국내 유수기관의 BSI 대비, 선제적으로 경

기를 정확히 예측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인회

계사들이 기업현장에 가장 가까이 자리하고 있는 산

업전문가이자 경제실무전문가라는 점에서 주목받는 

것이다.

2019년 11월에 발간한 「CPA BSI」 Vol.4는 공인회

계사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경제·산업 전망에 대한 설

문조사 분석 결과와 더불어, ‘금융투자 수익과 산업

효율성 증가의 조화’라는 주제 하에 자본시장 및 

Industry 발전을 위한 PEF의 현재, 미래와 향후 과제

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 자본시장연구원 박영

석 원장, 중소기업중앙회 서승원 상근

부회장의 특별기고 △ JKL파트너스와 

IMM Private Equity 등 국내 주력 2개 

PEF와 삼일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 

Deal 전문가들이 쓴 4편의 기고문을 

수록하였다. 이 글에서는 「CPA BSI」 

Vol.4에 실린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의 

2019년 하반기 현황과 2020년 상반기 전

망에 관한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2) 

 Ⅰ 설문조사의 개요

CPA BSI 산출을 위해 지난 10월 공인회계사 290여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 전망에 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의 내용은 크게 1) 우리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경기와 2) 주요 산업별 경기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된다. 

주1_    BSI는 응답자들이 평가한 경제와 산업 경기를 3점 척도(호전, 비

슷, 악화)로 측정하고 이를 0~200 범위의 값으로 변환하여 산정

하였다.

 

 
BSI = ×100+100

(긍정적인 응답 수 - 부정적인 응답 수)

전체 응답 수

이렇게 측정된 BSI는 100을 기준으로 100을 초과하면 긍정적인 

응답 수가 부정적인 응답 수보다 많음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

를 의미한다. 

주2_    설문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CPA BSI」 Vol.4(2019년 11월)의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의 2019년 하반기 현황과 2020년 상반기 

전망에 관한 설문조사”를 참고하기 바란다. 

공인회계사, 국내 경기 부진 심화…
내년 상반기 다소 호전 전망
- 『CPA BSI』 Vol.4, 공인회계사가 본 우리 경제와 산업 전망

이정헌_본회 기획·조사본부장, 공인회계사

박성원_본회 기획·조사본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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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

1) 경제 BSI

이번 호 경제 BSI 설문조사 결과, 2019년 하반기 현황 

58, 2020년 상반기 전망 63으로, 창간호에서 이번 호에

까지 BSI는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구분 창간호(Vol.1) Vol.2 Vol.3 Vol.4

현황
89 

(2018년 상반기)
64 

(2018년 하반기)
61 

(2019년 상반기)
58 

(2019년 하반기)

전망
82 

(2018년 하반기)
69 

(2019년 상반기)
64 

(2019년 하반기)
63 

(2020년 상반기)

공인회계사들은 경기 부진 국면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2019년 하반기를 경기바

닥으로 인식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과 

반도체 시장의 회복 등을 기반으로 2020년 상반기 경

기는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

제의 주요 침체 요인으로 수출 부진, 내수 침체 및 정부

정책의 3가지 요인이 꼽혔다. 이는 Vol.3과 동일한 결과

이다. 주목할 점은 2019년 하반기 현황 및 2020년 상반

기 전망 공히 대외 여건 요인인 수출이 내수 침체 및 정

부정책 등 대내 요인의 응답비율을 압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세부 요

인으로는 세계 경기 둔화, 보호무역주의 추세 확대로 

인한 세계교역 위축, 정부의 노동정책, 기업의 투자심

리 개선 여부가 선정되었다. 특히 세계 경기 둔화와 보

호무역주의 추세 확대로 인한 세계교역 위축 등의 대

외 경제 여건이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

석되었다. 이는 대외 요인인 수출을 경기 전망 최우선 

요인으로 꼽은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미중 무역분쟁 타결 가능성, 한일 외교 갈등 해

결 불투명 및 홍콩 정세 등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은 대

외 여건의 영향력을 더 크게 만들 가능성이 있음을 유

의해야 한다.

2) 산업 BSI

우리 경제를 구성하는 주요 산업의 경기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 이전 호에 비해 거의 모든 산업 BSI가 하락

하였다. 경기둔화와 내수침체 여건을 반영한 유통산

업, 임상실험 실패 등 요인이 반영된 제약·바이오산업 

BSI 하락이 두드러진다. 최근 수주가 활발한 조선 산

업과 신형 스마트폰 출시효과가 큰 전자산업은 2019

년 하반기에 이어 2020년 상반기에도 다른 산업에 비

해 양호한 실적이 예상되었으나, 정부정책의 영향력이 

확대된 가운데 부동산 규제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건

설 산업은 2019년 하반기 평가와 2020년 상반기 전망 

공히 부진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2020년부터 그동안 반기마다 발표하던 CPA 

BSI 지수를 분기마다 발표하여 정부와 기업, 국민들의 

경기 예측 정확도를 더욱 높이도록 할 예정이다.  

공인회계사가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회계감사와 

세무, 다양한 경영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한 기

업과 산업, 나아가 경제에 관한 현장감 있고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 경기 전망분석을 담은 CPA BSI가 경제 주

체들의 미래 전략 수립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Vol.3 Vol.4

2019년 
상반기 현황

2019년 
하반기 전망

2019년 
하반기 현황

2020년 
상반기 전망

정보통신 131 126 124 115

조선 90 96 111 110

전자 84 91 105 114

식음료 93 93 92 91

제약·바이오 127 126 85 91

금융 104 98 83 73

정유 99 98 83 84

석유화학 96 96 80 84

유통 89 88 68 73

섬유·의류 67 71 68 67

기계 67 68 65 66

자동차 25 33 65 68

철강 57 61 57 60

건설 37 44 40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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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이슈Ⅱ

1. 회계 지식의 중요성

우리 경제의 한 축인 자영업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

리가 높다. 회사를 정년퇴직했거나, 학교를 졸업했지

만 직장을 구하지 못했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퇴사한 

사람들이 창업 현장에 뛰어든 경우가 많다. 그러나 창

업에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철저한 학습과 훈련

이 동반되지 않은 창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

다면 창업에 필요한 준비사항은 무엇일까? 돈,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원대한 사업 계획, 치밀한 시장 

분석… 이 모두가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

한 것은 회계에 대한 지식이다.

기업 경영은 수많은 의사결정의 연속이며, 이 의사

결정은 회계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회계 데이터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경영학의 아버지’

라 불리는 미국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는 

“기업의 상태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면 제대로 경영

할 수 없다”는 말을 남겼다. 기업의 상태를 정확히 측

정하려면 기업의 언어인 회계를 알아야 한다. 회계는 

기업이 얼마나 이익을 내고(경영성과), 또 얼마나 건전

한 상태에 있는지(재무상태)에 대한 객관적이면서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회계에 대한 지식이 왜 중요한지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매출을 다 더하면 국민총생산이 된다. 따라서 

회계는 거시 통계데이터를 위한 기초데이터를 제공함

으로써 거시경제 전체와 연계되어 있다. 

둘째, 회계는 구조조정의 적절한 타이밍을 포착하

게 해준다. 어느 기업의 매출액과 손익추이를 들여다

보고 있으면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즉, 회사가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또 이상 상황을 감지할 수 있다. 

셋째, 회계학은 경제학의 한 부분으로부터 출발했

다. 경제학은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학

문이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회계정보는 자원 배분의 

기초 판단자료이며, 자원 배분이 잘못되면 경제가 잘

못된다는 이야기다.

2. 회계는 한 나라의 경제·윤리·문화 지탱하는 

시스템의 일부

이탈리아 피렌체의 핵심 가문인 메디치가는 메디치 은

사업을 하십니까? 
   회계부터 챙기세요

- 회계 지식이 부족한 자영업자 · 

창업자를 위한 회계 입문서

배소영_한울엠플러스(주)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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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경영하며 막대한 부를 쌓았다. 그 바탕에는 엄격

한 회계 원칙이 존재했다. 그렇지만 메디치가는 신플

라톤주의에 빠져들면서 점차 상업과 회계를 멀리하게 

되었고, 결국 메디치 은행은 파산에 이른다. 스페인 제

국도 마찬가지였다. 해가 지지 않는 스페인 제국은 막

대한 영토와 명성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했다. 회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재무상

태가 엉망이 된 것이 주된 이유였다

16세기 상업의 중심은 이탈리아에서 네덜란드로 이

동했다. 회계는 네덜란드 교육의 중심이었고, 회계를 

중요시한 네덜란드는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네덜란

드에는 세계 최초의 상장 주식회사인 동인도회사가 

등장할 정도로 자본 시장이 발달했다. 동인도회사에 

대한 투자는 내부 회계에 대한 신뢰에 기반을 둔 것이

었다. 그러나 영국과 네덜란드의 전쟁으로 동인도회

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었고 손실이 지속되었다. 이

후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아 세워진 바타비아 공화

국에 의해 해산되면서 200여 년간의 영업을 끝마쳐야 

했다. 정치적 문제로 해산되었지만, 이미 동인도회사 

내부에는 엄격하지 못한 회계 기록, 높은 배당, 차입금 

의존, 부정에 대한 감시 기능 미비로 인해 몰락의 기운

이 팽배해 있었다.

역사적으로 회계는 한 나라의 경제는 물론, 윤리와 

문화를 지탱하는 시스템의 일부였다. 따라서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정도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던 것이다. 역사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금융위기

를 촉발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생각해보라. 

분식(회사의 실적을 낫게 보이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

는 것)으로 회사의 재무상태를 속이지 않았다면 위험

을 조기에 발견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장부를 

조작했고, 그 피해는 기업과 국가를 넘어 전 세계에 영

향을 미쳤다. 우리나라도 1999년 대우 사태 등을 생각

해보면, 회계의 실패가 한 국가와 사회에 얼마나 큰 영

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3.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쉽지만 알찬 회계 입문서’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인구 중 기업 근무자, 공무원과 

프리랜서 등을 제외하면 나머지 국민은 자영업자이

다. 자영업자가 잘 되고 성공해야 그 나라의 경제 기초

가 안정을 이루고 보다 높은 단계로 성장해갈 수 있다. 

하지만 회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재무제표만 

봐도 머리가 아프고 회계 용어만 들어도 어려움에 사

로잡힌다. 또 회계 원리를 충분히 이해했다고 하더라

도 구체적인 현실에 이를 어떻게 적용하고 해결해야 

할지 난감할 수 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회계제도 개

혁을 주도하며,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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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에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철저한 학습과 훈련이 동반되지 않은 

창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창업에 

필요한 준비사항은 무엇일까? 돈,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원대한 사업 계획, 치밀한 시장 

분석… 이 모두가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회계에 대한 지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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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 책은 최 회장의 이런 행보와 결을 같이하는 

또 하나의 결과물이다.

창업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마인드를 토대로 

공인회계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집단자산을 

사회공헌 차원에서 제공하고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이 책을 기획했으며, 사업을 막 시작하거나 계획 중인 

자영업자와 창업자를 위해 회계의 중요성과 그들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회계·세무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썼다. 그 결과 일반 국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회계 입문서가 탄생했다.

 

4. 책의 구성

이 책은 자영업자와 창업자에게 필요한 회계·세무의 

주요 이슈를 망라해,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1장 ‘회계 역사로부터 본 복식부기’는 국내·외 회계 

역사를 짚어보면서 회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한편, 7

가지 사례를 통해 회계의 기본 원리를 간단하게 익힌다. 

사례 1, 2, 3에서는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인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정의를 살펴본다. 사례 4에서는 복식

부기와 단식부기를 알아보고, 사례 5에서는 재무상태

표의 구조를 익히고, 사례 6에서는 손익계산서 읽기를 

접하며, 사례 7에서는 현금흐름표 읽기를 알아본다.

2장 ‘알쏭달쏭한 회계 이슈를 풀어보자’는 회계 계

정 과목별 주요 이슈를 다룬다. 자산으로 처리되는 지

출인 자본적 지출과 비용으로 처리되는 수익적 지출

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할 뿐만 아니라, 부채가 많은 

것보다 적은 것이 좋다는 일반적인 생각, 그리고 비용

을 지출했는데 왜 한꺼번에 인식하지 않고 기간에 따

라 배분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포함, 재무제표의 각 

계정별 알쏭달쏭한 측면을 살펴본다.

3장 ‘세금, 얼마나 어떻게 내야 하나?’에서는 자영

업자와 창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 상식을 다룬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세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 세금

을 잘 이해해서 절세를 하면 경영에 큰 도움이 되지만 

이해가 부족해서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을 계속 낸다

면 경영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4장 ‘경영 의사결정에 필요한 원가에 대해 알아보

자’에서는 원가 계산 방법과 원가 정보를 이용한 의사

결정에 대해 살펴본다. 사례 1~4에서는 원가의 기본 

개념을 익힌다. 원가의 정의를 알아보고, 원가를 구성

하는 변동비(변동원가)와 고정비(고정원가)를 분류하

며,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를 구분해본다. 사례 5~10에

서는 이러한 원가 개념들을 어떻게 의사결정에 활용

하는지 살펴본다.

5장 ‘회계 숫자를 통한 경영분석’은 기업의 경영상

태를 알려주는 신호등 기능을 하는 재무비율분석 방

법을 담고 있다. 회계는 돈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적기

에 바른 의사결정을 내리며 회사가 안전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부록에서는 자영업자와 창업자를 위한 정부지원

제도를 소개한다. 소규모(상시 근로자 5~10인 미만) 

자영업자 ·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자금 및 인건비 지원 

중심으로 기술했다. 

창업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마인드를 토대로 

공인회계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집단자산을 사회공헌 차원에서 

제공하고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이 책을 기획했으며, 사업을 막 

시작하거나 계획 중인 자영업자와 

창업자를 위해 회계의 중요성과 그들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회계·세무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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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주 후면 어느덧 2020년이네요. 어릴 적 읽었던 SF공

상과학소설에나 등장하던 2020년이 벌써라는 사실

보다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이 점점 무덤덤해지는 제 

자신이 더 무서워지는 요즘입니다. 갑작스럽게 다가온 

2020년 새해의 감상에 젖을 겨를 없이 본격적인 감사

시즌에 정신이 없으실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분투를 

기원합니다. 이번 호에는 작년 공포된 개정세법 중 

2019 사업연도에 적용될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법인세법

⑴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 

    차등화(법인법 §18의2)

[개정] 종전 익금불산입율 80% 구간(상장 자회사 지

분율 20~40%, 비상장 지분율 40~80%)을 90%(상

장 자회사 지분율 30~40%, 비상장 지분율 50~80%)

구간과 80%(상장 자회사 지분율 20~30%, 비상장 지

분율 40~50%)구간으로 세분화하면서 자회사에 대

한 지주회사의 지분율이 높은 경우 익금불산입율이 

10% 인상된 것, 2019.1.1. 이후 지급받는 수입배당금 

분부터 적용

⑵ 적격 물적분할·현물출자시 감가상각 방법 개선 

    (법인령 §29의2)

[개정] 분할신설법인(피출자법인)의 경우 분할(현물출

자)로 승계된 자산을 시가로 장부상 계상하여 감가

상각을 하던 것을 기존 분할(출자)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상각하도록 개정하여 감가상각을 통한 절

세효과를 배제, 2019.2.12. 이후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

자하는 분부터 적용

⑶ 합병교부주식 처분 순서 규정 개선(법인령 §80의2)

[개정] 지배주주가 합병을 통해 교부받은 주식은 사

후관리기간 동안 50%이상 보유 의무가 있는데, 이 때 

합병 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합병 과정에서 교부받

은 주식 외의 합병법인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의

제하는 규정이 합병법인이 선택한 주식으로 자율적

으로 정하도록 개정, 2019.2.12. 이후 주식 등을 처분하

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 (합병하는 분부터가 아님)

⑷ 포괄적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명확화 

    (법인령 §88① 8의2)

[개정] 다양한 자본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특

수관계인에게 분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

용하기 위하여 기존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

소시키는 거래”를 “자본거래”로 포괄적으로 규정하

여 과세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

2019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조상기_본회 조세연구본부 책임연구위원·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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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조세특례제한법

⑴ R&D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비 범위 조정

   (조특령 §8, §9, 별표6)

[개정] 콘텐츠 산업의 전담부서 서체, 음원 등 재료비

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퇴직연금보험료를 전

담연구원 인건비에서 제외

⑵ 중소 · 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9의3)

[개정]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등이 6개월 이상 육

아휴직 후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1년간 지급하는 인

건비의 10%(중견기업 5%)를 세액공제하는 규정 신설, 

2019.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⑶ 비농업인이 지배하는 농업회사법인 감면 소득 조정  

   (조특령 §65, 조특칙 §26 신설)

[개정] 자본금 80억원 초과하고, 비농업인 지분율이 

50% 이상 시에는 농업생산과 관계없는 유통·서비스 

관련 소득은 50% 법인세 감면 배제, 2019.2.12. 이후 신

설되는 농업회사법인부터 적용

⑷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조특법 §96의2)

[개정] 동일한 개인사업자에게 5년을 초과하여 상가

건물을 임대하되, 임대료를 법정인상률인 5%보다 낮

은 수준(3%)으로 인상하는 경우 5년 초과기간에 대

한 소득세, 법인세의 5% 세액감면, 2019.1.1. 이후 개시

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Ⅲ  소득세법(사업소득)

⑴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

    (소득법 §12, 소득령 §17의3, §18②)

[개정]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기존 300만원

에서 500만원으로 확대

⑵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개정]  

① 주택임대소득 사업자등록 및 사업소득 계산방법신설

2019.1.1. 이후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2천만원이

하 분리과세 신청가능)에 따라 소득세법상 사업자등

록 의무를 신설하고, 다만 미등록가산세(면세 공급가

액의 0.2%)는 1년간 유예. 과세대상 주택임대 사업소

득금액은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60%, 

50%) 및 공제금액(400만원, 200만원)의 차등을 두

어 사업자등록을 유도하되, 등록만 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도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소득법 

§64의2)을 적용(4년 임대 시 세액의 30%, 8년 임대 시 

세액의 75%)하도록 개정

② 주택임대보증금 과세 강화(소득법 §25)

3주택 이상 소유하고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원 초과

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있으며, 이때 3주

택수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축소하여 과세 강화 

(면적) 60㎡ -> 40㎡ 이하   (기준시가) 3억원 → 2억원 이하

⑶ 중간예납 추계신고 의무 부담 완화

    (소득법 §65)

[개정]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

예납기준액의 30% 미달하거나 중간예납기준액이 없

는 경우 중간예납신고·납부 의무 배제, 2019.1.1. 이후 

중간예납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019.1.1. 이후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2천만원이하 분리과세 신청가능)에 따라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를 신설하고, 다만 

미등록가산세(면세 공급가액의 0.2%)는 1년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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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논단 1 
※ 이 논단은  「세무학연구」 제36권 제3호(2019년 9월)에 실린 논문[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시 

순자산가치 산정의 문제점 및 개선책 - 입회금 부채의 평가를 중심으로 - (임현지, 강민조)]의 요약본입니다.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만기상환액만을 현재가치

로 할인하여 평가하는 것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요컨대 결합채무의 일부로 존재하는 입회금

의 시장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로서 상쇄된 이자지급액이 적절히 반영되어야 한다. 

경제적 실질의 관점에서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쟁

점 선수수익의 존재 자체가 부정된 근본적인 이유로 

현행 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는 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극히 제한된 규정만이 존재할 뿐 별도의 구체

적 평가기준이나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하지 않고 있

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에 포함되어 있는 입회금·보증금 부채의 평가

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에서 직접 위임하지 않은 부분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모법에도 상증세법상 입회금 

등의 평가 방법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부

채의 평가원칙에 관한 입법체계의 보완이 필요

하다.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별

도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부채의 

인식과 측정에 대해서는 법인세

법 또는 기업회계의 시가평가 원

칙을 준수할 것을 상위

법(상증세법 제55조)

에 명시해야 한다.

세무논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시
순자산가치 산정의 
문제점 및 개선책
- 입회금 부채의 평가를 중심으로-

임현지_연세대학교 경영학 박사

현행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에 

포함되어 있는 입회금 · 보증금 

부채의 평가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에서 직접 

위임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모법에도 상증세법상 입회금 등의 평가 방법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규정하

는 입회금 관련 부채 평가규정의 문제점과 보완책을 

논의하고자 한다. 회원권 분양의 대가로 수령하는 입

회금에는 회원들에게 약정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용역채무”)와 약정기간이 만료하면 당초 납입

한 입회금을 변제할 의무(“금전채무”)가 결합되어 있

다. 그런데 현행 상증세법은 보증금 상환의무에 대한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할 뿐, 용역채무

의 평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근거하여 과세당국은 금전채무인 예수보증금만

을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 산정 시 포함되는 부채로 

인정하고, 용역채무에 해당하는 선수수익은 상증세

법상 부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관련 규정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는 대부금·외

상매출금 등의 채권가액의 현재가치 평가에 대한 규

정이었으나, 입회금도 현재가치 평가 적용대상에 포

함되는 것으로 하여 2010년에 개정되었다. 금전채권

뿐 아니라 금전채무의 평가에도 현재가치 평가를 확

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합리적이나, 별도

로 식별 가능한 두 개의 채무가 결합된 채무의 본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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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논단 2
※ 이 논단은  「세무와회계저널」 제20권 제4호(2019년 8월)에 실린 논문[K-IFRS 제1116호가 기업회계 및 세무에 미치는 영향 

- 자동차 렌털 거래를 중심으로 - (황선필, 조형태, 최승로)]의 요약본입니다.

는 이자비용의 비율은 0.02%이며, 100대를 가정하면 

2.34%, 500대는 11.68%, 1,000대는 23.35% 수준으로 부

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기의 분석 결과는 K-IFRS 제1116호의 시행이 많

은 차량을 리스하고 있는 회사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며, 여타의 잠재적인 리스 거

래(e.g. 사무실 임차)의 자산 및 부채인식까지 

고려한다면 새로운 회계기준 적용 대상 기업

에 적지 않은 재무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카셰어링과 같이 공유경제에 기반

한 신종 거래 또는 동일 차종에 대하여 단기로 

계약하는 사례가 있을 때 이를 K-IFRS 제1116호 기준 

하에서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

요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현행 세법의 검토도 필요하

다.  납세자의 혼란,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불필요

한 논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과거의 금융리스 및 운용

리스의 구분에 기반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

의 규정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K-IFRS를 

적용하는 리스이용자는 리스거래를 운용리스 또는 금

융리스로 구분하지 않고 통제모형을 적용하여 사용권

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회계기준의 변화가 리스이용자의 재무제표와 

세무처리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를 분석하였다.

자동차 렌털업계 종사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

된 표본 승용차 렌털 거래(차량가격: 35,950,000원, 

렌털기간: 4년)를 일정한 가정(할인율 등)에 

따라 신 기준서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1대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 렌털 거래를 한

다면 유가증권 상장기업의 부채비율은 약 

0.02%point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100대

의 자동차의 경우 1.5%point, 500대의 자동차는 

7%point, 1,000대는 약 15%point 상승할 것으로 예상

된다. 

세무적으로 리스제공자는 위험과 보상모형에 따

라 운용리스로, 리스이용자는 통제모형에 따라 사용

권자산을 인식하는 경우 현행 세법의 해석 문제로 이

자비용이 영구적 차이로 세무상 부인될 수 있다. 이럴 

경우 1대를 계약할 경우 영업이익 대비 세무상 부인되

세무논단 2

K-IFRS 제1116호가 
기업회계 및 세무에 
미치는 영향 
- 자동차 렌털 거래를 중심으로 -

황선필_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조형태_홍익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최승로_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K-IFRS 제1116호의 시행이 많은 차량을 

리스하고 있는 회사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며, 여타의 잠재적인 리스 

거래(e.g. 사무실 임차)의 자산 및 부채인식까지 

고려한다면 새로운 회계기준 적용 대상 기업에 

적지 않은 재무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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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는 지난달 21일 본회 대강의장에서 ‘2019 

제11회 조세실무 세미나-부동산 신탁의 세무상 

이슈와 유의사항’을 개최했다. 이날 지방세 전문

가인 김명섭 공인회계사·변호사, 박광현 공인회

계사, 양인병 공인회계사가 각각 부동산 신탁과 

관련한 ‘신탁법 개요’, ‘지방세 이슈’, ‘국세 이슈’

에 대해 발표했다.

Ⅰ  신탁법 개요

- 김명섭 공인회계사·변호사(본회 지방세연구위원회 

위원장,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신탁법」 상의 신탁은 신탁을 설

정하는 자인 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인 수탁자 사이의 

특별한 신임관계를 기초로 하여 위탁자가 신탁

행위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

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

탁자로 하여금 그 재산을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

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신탁재산의 관

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이다.

「신탁법」 상의 신탁의 성질에 관하여는 채권

설, 실질적 법주체성설 등 다양한 학설이 제기되

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신탁법」 체계 하에서는 재

산권이 위탁자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이전된 이

상 수탁자는 신탁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외형상·형식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신탁재산

을 수탁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수탁자가 신탁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그 소유권은 신탁목적에 따른 

제약을 받게 된다. 

대법원은 신탁의 효력에 대하여 “「신탁법」 상

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

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

여금 신탁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

부동산 신탁의 세무상 이슈와 유의사항
- 제11회 조세실무 세미나  

박시은_본회 조세연구본부 심리역·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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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

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

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

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

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

하여 채권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신탁법」과 세법의 조화측면에서는 조세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위해 실질과세원칙, 이중과

세 방지, 조세회피방지, 조세징수권의 확보라는 

세법 고유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신탁

관련 과세제도는 신탁업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

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Ⅱ  지방세 이슈

- 박광현 공인회계사(한국지방세협회 회장, 

우리회계법인 부대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규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2015.12.31.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신탁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므로 이를 

위탁법인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대법원 2014누

36266, 2014.9.4.)하였다.

한편 2015.12.31.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탁재

산은 위탁법인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였다. 

하지만 신탁자산을 수탁자가 아닌 위

탁자의 소유로 본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위탁법인이 소유하지

도 않은 신탁재산을 위탁법인의 과점

주주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형평성과 일관성이 결여되고, 

2015년 말 이전 규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

와도 상치되는 문제가 있다.

대도시 내 본점 신·증축에 따른 중과세 적용

규정은 비록 신탁으로 인해 소유권이 수탁자 명

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탁자가 사용하는 

경우 중과세가 배제되지 않는다고 별도로 규

정하고 있다. 반면, 취득세 중 구 등록세

분 중과규정은 신탁 부동산에 대해 별

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무상 

논란이 되어왔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과 조세심판원은 법령에 명확한 규정

이 없음에도 유권해석으로 신탁계약상

의 위탁자를 기준으로 중과세를 적용하는 

대법원은 신탁의 효력에 대하여 “「신탁법」 

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채권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발표하는 김명섭 공인회계사·변호사(왼쪽)와 박광현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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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수탁자 명

의로 신축한 건물은 중과세 여부도 수탁자를 기

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한편, 취득세 구 등록세분 중과대상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신탁법」에 따른 수

탁자가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라는 문구를 추

가하는 개정안이 국회 발의 중에 있으며, 이 규정

이 시행되면 위탁자가 수도권 내 본 · 지점 설립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수도권 내 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취득하여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하

는 것이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Ⅲ  국세 이슈

- 양인병 공인회계사(삼일회계법인 파트너)

신탁설정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

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

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에게 부가가치

세 납세의무가 존재하는지 문제가 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

이 이전된 이후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

할 때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

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에서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

약 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하므로 수탁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라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 이후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 2018. 

1.1. 이후 담보신탁 처분 시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고, 수탁자에게 물적 납세의무

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매매거래 외의 용역거래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

를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로 볼 것인지 또한 

예외적으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담보

신탁의 경우 부동산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야하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다는 것이 실무상 

문제로 남아 있다.

한편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조합을 대신하여 사

업시행자로서 주택 등의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세법상 사업자가 누구인지가 문제

될 수 있으나, 현행 법령상 규정이 미비하다. 기존 

조합을 대신하여 신탁업자가 위탁자(조합원 또

는 조합)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

하는 것이므로 기존 조합방식 정비사업의 과세 

체계와 유사하게 적용될 것으로 이해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이전된 이후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할 때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에서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 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하므로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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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쟁점 

쟁점 납세자 과세관청

분리과세
대상 및 
감면적용 
여부

전체 토지의 실질 소유
자는 ㈜DHT이고, 산업
단지 개발 및 조성을 촉
진하고 조성된 산업단지
의 임대 및 분양을 장려
하기 위한 감면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담보신탁의 수탁자가 아
니라 그 토지의 실질소
유자인 위탁자를 기준으
로 산업단지 조성 중인 
토지인지 여부 즉, 분리
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감면규정 적용 대상을 
판단하여야 함.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은 
해당 조세의 납세의무자
에게 적용되는 것을 전제
로 하는 점, 감면요건 규
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
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은 엄격해석하는 것이 조
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
는 점 등을 감안하면, 분
리과세대상에 관한 지방
세법 규정이나 감면조항
이 그 적용대상을 ‘사업
시행자’로 한정하여 명시
하고 있는 이상 ‘사업시
행자가 납세의무자인 경
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
함이 타당함.

Ⅲ 판결요지 1)

이 사건 사업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감면

조항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그 판단 

신탁된 사업토지의 분리과세 
및 감면적용 대상여부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이태규_본회 조세연구본부장·공인회계사

주1_      대법원은 2심판결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2심판결의 판단내

용을 기재함

울산지방법원 2016년 4월 28일 선고 (납세자 패소) (2015구합6778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년 8월 19일 선고 (납세자 패소) (2016누21077판결)

대    법    원 2019년 10월 31일 선고 (납세자 패소) (2016두50754판결)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6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Ⅰ 사실관계

㈜DHT는 양산시 어곡동 소재 이 사건 사업토지 위

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입지법」 상 산업

단지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았다. ㈜DHT는 동 

사업을 위한 자금 대출을 위해 2014.6.30. 원고(AA신

탁회사) 간에 전체 토지를 신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

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12.30. 동 토지에 대한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BB시 시장)는 2015.9.16. 원고에게, 전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

항 감면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토지임을 전제로, 위 전

체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106,179,260원을 부과·고지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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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반적으로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은 해당 조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 감

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

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분리과세대상에 

관한 지방세법 규정이나 이 사건 감면조항이 그 적

용대상을 ‘사업시행자’로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만 적용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④  원고는 과세에는 형식이 아닌 실질을 적용해야 하

고, 등록이나 서류 등이 아닌 과세대상물의 현황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탁법상의 신

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

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

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업토지의 소

유자는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원고이다.

Ⅳ 해설

「신탁법」 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계약 등 신탁행위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

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

금 그 재산을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

이 사건 감면조항은 ‘산업입지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하여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의 재산세를 경감한다’라는 의미로 귀결된다.

기준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이상 이 사건 사업 토

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호 제5항 제18호가 정하는 분리과세대

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감면조항도 적용되

지 아니한다. 

①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위임을 받

아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구체화한 지방세

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8호는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하나로 ‘산업입지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

지개발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를 규정

하고 있는데, 그 문언상 위 토지는 ‘산업단지개발

의 시행자’가 소유하여야 하고 또 산업단지조성공

사가 시행되고 있어야 한다.

②  이 사건 감면조항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

의 취득세,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의 재산

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항과 같은 

조 내에 규정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

항, 제3항, 제6항은 모두 특정한 사업시행자가 소

유하는 사업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

감하는 규정이고, 나아가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산

업입지법상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내 부

동산을 소유하는 경우를 대비한 지방세 경감규정

을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현행법은 위 제4항이 사

업시행자 외의 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임을 더욱 분

명히 하였다), 이 사건 감면조항은 ‘산업입지법 제

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취득

하여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의 

재산세를 경감한다’라는 의미로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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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위하여 그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신탁법」 §2)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신탁법상의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

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1.2.10. 선

고 2010다84246 판결 등 참조), 신탁재산의 소유자는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수탁자라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신탁법」은 신탁법리에 따라 수탁자를 

신탁재산의 소유자로 보고 있지만, 조세법률 관계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기

도 하고,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기도 하여 실무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세목 납세의무자 등 관련조문

부가가치세 위탁자 부가세법 §10⑧

부가가치세(담보목적 
신탁재산 처분 시)

수탁자 부가세법 §10⑧

취득세 수탁자 지방세법 §9③1

간주취득세(지목변경) 수탁자 지방세법 §7①

간주취득세(과점주주)
위탁자 

재산으로 보아 과세
지방세법 §7⑤

취득세 중과세(신·증축 
본점용 부동산)

수탁자
(위탁자 사용 시도 중과)

지방세법 §13①

취득세 중과세
(구 등록세분)

수탁자 지방세법 §13②

취득세 감면 수탁자 지특법 §78

재산세 수탁자 지방세법 §107①3

재산세(분리과세, 감면) 수탁자 지방세법 §106①3

종합부동산세 수탁자 종부세법 §7①

상속세 수익자(위탁자) 상증법 §13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① 산업입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이어야 하고, ②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

아야 하며, ③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

지이어야 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과세기준일 현재 

수탁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지 않은 이상, 사업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없어 분리과세

를 적용할 수 없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지방세운영과-381, 2014.12.24.).

종전에 조세심판원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여부(재

산세 분리과세 적용 시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지 아

니함)에 대해 위탁자인 시행법인이 산업단지개발실

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회사에 

신탁된 토지에 위탁자인 시행법인이 산업단지조성공

사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한 적이 있었다(조심2017서1182, 

2017.11.3.). 그러나 최근 다시 수탁자가 재산세 분리

과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종합합산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과거 입장을 변경하였고(조심

2019서0298, 2019.04.08.), 대법원도 분리과세 및 감면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변경된 심판원 입장과 같

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8두59427, 대법

원 2016두52248, 대법원 2016두42481 등 참조). 

결론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사업시행자

가 되는 경우에만 사업시행에 따른 분리과세 및 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위탁자가 사업시행자로 그

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수탁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실무적으로 신탁으로 인하여 특례요건을 충

족하지 못해 분리과세 및 특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

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결론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만 사업시행에 

따른 분리과세 및 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위탁자가 사업시행자로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수탁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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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Y한영 포렌식팀, 전통을 바탕으로 미래를 본다

EY한영의 포렌식(forensic)팀은 역사가 길다. EY한영

은 빅4 회계법인 중 가장 ‘원 펌(one firm)’에 가까운 특

성을 가지고 있기에, EY한영 포렌식팀은 EY 글로벌 

포렌식 조직과 손잡고 지난 10여 년 동안 국내 기업과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투 법인에 대한 조사 업

무를 비롯한 다양한 포렌식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회

계 부정에 대한 조사를 비롯하여 비즈니스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업무와 부정 위

험 및 Compliance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EY한영 포렌식팀은 전통 있는 팀이지만, 서비스 

EY한영 감사본부 

포렌식팀 구성원들

내용은 ‘미래지향적’이며 구성원은 젊다. 조사 업무를 

비롯한 포렌식 서비스는 아직까지 한국에 비해 서구 

회계 법인이 앞서 있다. 국내 포렌식 시장이 활성화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에 비해, 서구권에서는 투명한 

거버넌스를 중시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

왔기 때문이다. EY한영의 젊은 포렌식 팀원들은 EY 

글로벌과의 협업을 통해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포렌

식 업무의 최신 트렌드를 빠르게 흡수한다. 연간 1회 

이상 직급별로 EY의 전 세계 포렌식 담당자들이 모여 

교육을 받으며 정보를 교환한다.

기업 부정의 조그만 단서도 놓치지 않는다
- EY한영 감사본부 포렌식팀

정대형_EY한영 감사본부 포렌식팀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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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션 하고 있는지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과거에 

발생한 사실에 최대한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 

4. 회계감사 과정의 회계 부정에 대한 조사

작년 11월 시행된 개정 외감법 제22조에 따르면, 외부

감사인이 부정 등으로 인한 회계처리 위반 사실을 발

견한 경우 회사의 내부감시기구에 통보하고 회사의 

내부감시기구는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

하도록 규정돼 있다. 부정행위자 및 관련자가 부정 

사건의 증거를 숨기려고 하는 부정 사건의 특성상 일

반적인 감사 기법을 활용하여서는 효과적으로 조사

를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회계부정 조사

에서 디지털 포렌식 기법은 이슈 관련자들의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를 분석하고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하

2. 포렌식이란?

포렌식팀이 하는 일을 이해하려면, 먼저 포렌식이 무

엇인지 알아야 한다. 포렌식이란 말은 본래, 고대 로

마 시대에 공개적으로 범죄 혐의에 대해 논의하는 포

럼에 앞서 면밀하게 준비하는 사전 작업을 의미하는 

라틴어 ‘forensis’에서 유래했다. 현대의 포렌식이라는 

용어는 미국 드라마 ‘CSI 과학수사대’와 같이 범죄 현

장에 남겨진 혈흔, 지문, 머리카락 등에서 범죄의 증거

를 수집하기 위한 모든 과학적 수단이나 방법이다. 포

렌식은 다양한 형태의 증거를 수집하여 부정 등 특정

한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업무이다. 또

한 이렇게 수집한 증거는 누가 동일한 절차를 수행하

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검증 가능하여야 

한다. 특히 그 중에서 전자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디지

털 증거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기

법이 디지털 포렌식이다.

3. 디지털 포렌식은 왜 지금 주목받는가?

최근 주목 받는 것은 디지털 포렌식이다. 비즈니스와 

일상생활에서 전자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됐

기 때문에, 부정사건 등의 증거도 전자 기기에 남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따라서 컴퓨터, 휴대전화, 외부 

저장 장치, 자동차 내비게이션 등 각종 저장매체에 존

재하는 전자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거나 검토

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전자기기는 내부 메모리에 사용 흔적을 남긴다. 디

지털 포렌식은 디지털 기기에서 이러한 흔적을 찾아

내는 과정이다. 즉, PC, 휴대폰 등의 디지털 기기에 저

장된 수많은 데이터들을 검색해 필요한 정보를 찾아

낼 수 있다. 또, 삭제된 정보를 복원하고 사진 등 이미

지에 저장된 텍스트도 추출 및 분석이 가능하다. 디지

털 기기의 사용자가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 누구와 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가장 많이 커뮤니

OEY한영의 젊은 포렌식 팀원들은  

EY 글로벌과의 협업을 통해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포렌식 업무의 최신 트렌드를  

빠르게 흡수한다. 연간 1회 이상 직급별로  

EY의 전 세계 포렌식 담당자들이 모여 교육을 

받으며 정보를 교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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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서 해결해 무형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6. 전자 증거 개시 제도에서는 포렌식 활용이 필수

법정 공방에서도 증거를 찾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중 미국 민사 소송 제

도 중 하나인 eDiscovery1) 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의 활

용이 필수다. 국내 기업들도 영미법의 적용을 받는 국

가에서 사업을 영위할 때 특허 분쟁, 지적 재산권 침

해, 담합 등에 대한 집단소송 등에 휘말릴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을 적극적으로 활

용하고 있다.

거액의 배상금과 법정 비용이 걸린 소송에 대비하

려면 당사자는 소송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해 제

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증거 수집 과정에서 발생하

는 법률적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기에 디지털 포렌식

고 부정의혹이 있는 문서들을 추출 및 검토하여 부정

의 증거를 확보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5. 포렌식 최대 활용처는 내부 부정 및 

컴플라이언스 위반 조사

포렌식팀이 가장 많이 활약하는 분야는 기업 내부 부

정 및 컴플라이언스 위반 조사이다. 기업 내부 감사 

부서는 부정 및 컴플라이언스 위반의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고, 발생한 경우에도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하

기 위해 내부 통제 강화,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 방

법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방법만으로는 부

정, 혹은 컴플라이언스 위반 등 이슈 발생의 정황, 간

접 증거는 확보할 수 있어도,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슈 발생의 정황을 인지한 시점에서는 포

렌식 기법을 활용해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확

보한 증거를 근거로 환수 조치 등을 통해 기업의 손

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기업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부정적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주1_    eDiscovery(전자 증거개시절차)는 영미 소송법 상의 제도로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미 연방민사소송규칙) 26조 

‘전자 공시에 관련한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 재판 전 당사자 서

로가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전자증거자료를 공개해 법률적 분쟁의 

쟁점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EY한영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공정거래위원회 규정 및 한국형사 정책 연구원의 기본 원칙들에 충실히 기반한 안전하고 신속한 정보 수집을 실시하며 
회사 영업활동 및 임직원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eDiscovery 절차 개요>

▶  데이터 보존 절차 진행 
▶  대상 인물 및 기기 선정
▶  수집 일정 및 방법 논의
▶  IT 인프라 시스템 파악
▶  보안 및 암호화 시스템 파악
▶  데이터 저장위치 파악
▶  담당자 인터뷰
▶  최적의 수집 방안 마련

▶  대상 데이터 수집
▶  수집 데이터 완전성 검증
▶  개인정보 제공 동의 확보
▶  증거 인수 인계 및 증빙 작성
▶  상세 정보 서류 및 사진 작성
▶  전자 증거 백업 생성
▶  데이터 암호화 및 이동

▶  검토 대상 파일 분류 
▶  전자증거 인덱싱
▶  암호화된 문서의 복호화
▶  불필요 파일 정리 구분
▶  그림 문서 광학 판독 (OCR)
▶  그룹내 중복 파일 제거
▶  전자 문서 추출 및 번호 부여
▶  데이터 삭제, 유출, 비인가 행동 등
  포렌식 분석 정보 추출

▶  문서의 검토 플랫폼 호스팅
▶  글로벌(전체) 중복 파일 제거
▶  검색어 및 기간 필터 등 적용
▶  전자 문서 검토 및 분류/색인
▶  포렌식 분석 결과 활용 
▶  통계 분석 및 이상 패턴 파악
▶  전자 증거 생산 및 제공

사전 절차 데이터 수집 데이터 처리 데이터 호스팅 / 생산

다방면 다경험 
전문가적 진단

글로벌 수집 절차 
선도적 도입

3중 암호화를 통한 
고강도 보안 시스템

최신 장비로 데이터 
생산 효율화 및 최적화

EY Key Point

수집 
결정

증거 
인계

증거 
생산
증거 
생산

검토 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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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집된 전자 정보 중 소송에 필요한 데이터만을 추

출해 법률 검토 비용을 최소화하고 증거 인멸과 같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파악해 의뢰인의 소송에 기여

할 수 있다. 특히 징벌적 배상 제도가 엄격하고 고의

적인 증거 인멸과 같은 불공정 행위에 민감한 미국 법

원의 특성을 고려하면 eDiscovery에서 디지털 포렌식

을 활용한 수집, 처리, 분석 등의 절차는 소송 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7. 각 분야 전문가를 고루 갖춘 EY한영 포렌식팀

EY한영 포렌식팀을 이끌고 있는 필자(정대형 파트너)

는 회계법인의 내부감사 및 포렌식 부서에서 오랜 기

간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왔

다. 국내 유수 기업에 대한 내부통제 자문 및 포렌식 

조사, 국내 상장사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조사 검토 등의 업무를 수

행하면서 크리덴셜(Credential)을 쌓아왔다. 또,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산업의 외국계 기

업을 대상으로도 포렌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승훈 상무는 eDiscovery 및 글로벌 업무를 맡고 

있다. 15년 전 기업 리스크 컨설팅을 시작으로 한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 인재 등의 

기업 자산을 보호하는 다양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해 

왔다. 또, 다국적 기업들의 한국 지사에 대한 부정 조사, 

부정 예방 자문, eDiscovery 서비스 등을 제공해왔다.

강민우 상무는 부정 조사 업무를 맡고 있다. 그는 

국내 최초로 회계부정 조사 업무를 시작한, 회계부정

조사 분야에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실무 경험을 보유

한 전문가다. 다양한 산업 분야의 여러 가지 유형의 

회계 부정에 대한 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데

이터 분석 분야에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그의 역량

은 부정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에도 다수 적용된 사례

가 있다.

Technology Lab 이재원 이사는 국내 포렌식 시장의 

초창기부터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이다. 다양한 산업

군의 고객들이 연관된 담합, 특허, 영업기밀 유출 등

을 다룬 대형 소송에서 eDiscovery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디지털 포렌식 분야의 기술적 전문성뿐 아니라 

eDiscovery 절차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련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자리매김해왔다.

EY한영은 EDRM(Electronic Discovery Reference Model) 절차를 토대로 방대한 전자정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법무법인 및 고객사 등에서 효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적화된 증거를 개시하는 
것을 당면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eDiscovery란?(전자증거 개시절차)>

영미소송법상 제도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제 16조 및 
26조에 의거 미국내 의무

1
전자 공시 관한 규정으로 
재판 전 소송 당사자 간 
전자 증거 공개 필요

2
제조물 책임법,  
특허 침해, 기술 유출 등 다양
한 소송에 대비

3
미국과 사업 진행 시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전문가 필요

4

증거 개시
Presentation

증거 관리
Information
Governance

증거 식별
Identification

증거 보존
Preservation

증거 수집
Collection

증거 처리
Processing

증거 검토
Preview

증거 분석
Analysis

증거 생산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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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 TREND

법률라운지

 Ⅰ 들어가며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

에 관한 법률(이하 “신외부감사법”)은 과징금의 도입, 

주기적 감사인지정제 등 회사에 큰 영향을 미칠 제도

들이 다수 포함되면서 시행 당시부터 회사 및 감사인

들로부터 관심을 모았다. 신외부감사법이 시행된 지 1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실무상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는 상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

위 등의 보고를 규정한 신외부감사법 제22조이다.

구외부감사법에도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지

만 적용 사례가 극히 드물었던 반면, 신외부감사법은 

회계처리위반 발생 시 내부감사가 의무적으로 수행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하여 내부감사의 실질

적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면서 적용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만, 입법과정에서 구외부감사법에 규정된 조문

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전부터 제기된 문제점들이 

시정되지 않고 남게 된 부분은 아쉬움이 있으며 향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외부감사법 제22조
(부정행위 등의 

보고)에 대한 소고   
최재영_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Ⅱ 구외부감사법과 신외부감사법의 차이

구외부감사법 신외부감사법

제10조(부정행위 등의 보고)

① 감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
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
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에 통보하고 주주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
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2조(부정행위 등의 보고) 

① 감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
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
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에 통보하고 주주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
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사의 회계
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
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외
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
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④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
3항에 따른 조사 및 시정조치 
결과를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
3항 및 제4항의 직무를 수행
할 때 회사의 대표자에 대해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 
필요한 자금을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회사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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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외부감사법은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할 경우 회사 감사에게 통보하고, 회

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등을 발견할 경우 감사인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 하지만 신외부감사법은 제

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구체화 하고 있는

데, 우선 감사인으로부터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회사 감사는 회사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 후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는 증권선물위원회 및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감사인이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를 적발하거나 통보받은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보

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즉 구외부감사법과 차이

가 나는 부분은 조사를 위한 외부전문가 선임 및 증

권선물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한 점이다. 

Ⅲ 외부전문가 선임 

1. 감사인의 통보 

신외부감사법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회사 내부감사

가 조사를 위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제

2항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

반사실을 통보받아야만 한다. 따라서 회사가 자발적

으로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적용이 없으며, 감사인

의 통보 형식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으므로 반

드시 요식행위를 갖출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경우 회사의 비용이 집행되고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므

로 감사인은 가급적 공식적인 통보를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할 것이다. 

2. 조사방법

외부전문가 조사 방법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하나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등

과 관련하여 2019.3.12.에 금융위원회에서 감독지침

을 배포한 적이 있다. 이에 따르면 외부 감사인은 발

견된 회계부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내부감사기구에 통보

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인이 회계처리위반 정도가 중

요한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그 후 경영진의 자진시정을 우선 유도하도록 한 

다음 경영진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 회사가 자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조

사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이 조사 목적에 적합한지, 

경영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는 감사

인이 경영진과 사전에 협의한 후 관련 내용을 문서화 

③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
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
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
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
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감사인은 제1항 또는 제6항
에 따른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
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
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
거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외부감사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실무상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는 상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 등의 보고를 규정한 신외부감사법 

제22조이다. 구외부감사법에도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지만 적용 사례가 극히 드물었던 

반면, 신외부감사법은 회계처리위반 발생 시 

내부감사가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하여 내부감사의 실질적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면서 적용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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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감독지침을 서둘러 만들어 발표한 

취지가 회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나 법문언상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

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기만 하면 회사 감사

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해석상 중요성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과거와 같이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

용될 우려도 있다. 

3. 증권선물위원회 조사결과 제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구외부감사법과 신외부감사

법의 차이점은 증권선물위원회에 조사결과를 제출

하도록 의무화한 점이다. 구외부감사법은 이러한 내

용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유명무실

하게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신외부감사

법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제출한 이

후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

현재까지 실무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에 조사

결과가 제출될 경우 사안에 따라 상장사는 금융감독

원으로, 비상장사의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자료

가 전달되어 회계감리 실시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다.

만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조사 결과 및 시정

조치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엔 처벌할 수 있는 것인가? 벌칙을 규정한 신외부감

사법 제41조 제3호에는 ‘제22조에 따른 이사의 부정

행위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라고만 규정되어 있

는바 이사의 부정행위와 관련이 없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신외부감사법 제22조 제2항부터 제5항

까지의 위반은 처벌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는 구

외부감사법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발생한 입법 미비

로 보인다.

Ⅳ 규정 체계상의 문제점 

구외부감사법에 규정된 사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이 

추가되면서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여

전히 남아있게 되었다. 제22조 제1항은 이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회계처리위반 관련 내용을, 다시 제6항, 제7항은 이사

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규정함으로써 해

석상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데 당초 입법의 의도를 알

기는 어려우나 부정행위 등의 보고라는 제목 하에 회

계처리기준 위반사실과 이사의 부정행위를 별개의 

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제1항 및 제6항은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

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에는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정을 좀 더 

명확히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 전까지는 이사의 

부정행위와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라는 두 가지 사안으

로 구분되어 적용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제1항 및 제6항은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에는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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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먼트 타네자, 케빈 매이니 지음

김태훈 옮김

청림출판 펴냄

18,000원

지금으로부터 30년 전만 해도 대다수 기업들은 사업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구축해야 했다. 제

품 개발 연구소나 부품 생산공장, 완제품 조립공장, 운송망, 심지어 유통매장까지 보유했다. 

구축하고 나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야 했다. 때문에 더 큰 기업, 더 큰 병원, 더 큰 정부, 더 큰 학교와 은행, 에너지원과 미디어를 만

들어 자신의 몸집을 키워갔다. 

30년이 지난 지금은 반대의 상황이 됐다. 플랫폼이 등장하면서다. 플랫폼 등장으로 기존에 

기업들이 고가의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것들을 이제는 쉽고 싸게 빌릴 수 있다. 또 규모가 작은 

기업이라도 필요한 서비스를 아웃소싱 해 거대한 규모의 기업들과 얼마든지 경쟁을 할 수 있

게 됐다. 플랫폼 덕분에 우리의 일과 삶의 많은 부분이 온라인으로 옮겨갔고 데이터 양도 폭증

했다. 데이터가 늘면서 빅데이터(Big Data)라는 이름도 등장했다.  

탈규모화 시대, 소유에서 서비스 이용으로의 변화 

이렇게 우리는 대형화, 규모화된 서비스 환경에서 점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로 변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제는 규모화의 반대인 ‘탈규모화’ 사회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의 

대량 생산과 대량 유통, 매스마케팅은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작고 민첩한 

기업들은 소비자의 기호 변화를 빠르게 알아차려 틈새시장을 창출해내고 있다. 이 책은 디지

털 세상의 에너지, 의료, 교육, 금융, 미디어, 소비자제품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탈규모화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한다. 플랫폼과 기술이라는 두 가지 힘의 등장과 함께 우리가 무엇을 어떻

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저자인 헤먼트 타네자(인도 출신의 벤처 투자자)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이끄는 

경제에서는 기술 플랫폼을 활용해 대기업과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다고 말한다. 소셜네트

워크서비스(SNS)에서 소비자로의 접근 경로를 임차할 수 있고, 전 세계 외주업체로부터 제조 

능력을 임차할 수도 있다. 또한 과거 설비와 인력에 상당한 투자가 필요했던 많은 일들을 AI로 

자동화할 수 있다. 탈규모화는 산업 시대의 ‘소유’를 탈피하고 ‘서비스 이용’이라는 변화를 수

반한다. 예컨대 자동차는 필요할 때만 사용하게 되고, 교육은 단기적 교육에서 평생 교육으로 

형태를 바꿔갈 수도 있다. 또 의료산업은 치료가 아닌 예방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전

통적인 고용 방식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자신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늘어갈 것으

『언스케일』  

살아남기 
위해선 
몸집을 
줄여라 
김성희_이코노미스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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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망한다. 이 책에선 의료시장을 탈규모화 시대에 두드러질 수 있는 산업 중 하나로 꼽는다. 탈

규모화된 데이터 주도 의료 시스템은 환자를 개인에 맞춰 치료하고, 만약 데이터에 문제가 생기면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탈규모 시대에서 현명하게 살아남는 법

과거 산업혁명과 정보혁명이 만들어낸  시대는 끝나고, 지금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시대가 열리

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디서 살든, 탈규모화와 AI 기술 덕분에 과거 세대와 다른 

삶을 살 것이다. 모든 사물에서 데이터를 얻고,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되는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저자는 탈규모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대기업들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먼저 플랫폼 역할을 맡는 것이다. 제너럴일렉트릭(GE) 프리딕스가 대표적인 예다. 프리딕스는 기

계, 데이터, 사람을 연결하는 표준화된 방법을 제공, 전체 시스템의 최적화를 가능하게 하는 산업 플

랫폼이다. GE는 기관차, 항공기 엔진 등 많은 산업을 뒷받침하는 산업재를 만들었지만 2010년대 자

사의 산업재 중 다수에 센서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사물인터넷 기술을 본격적으로 개발했

다. GE는 프리딕스를 개발 후 자신들만 활용하지 않고 프리딕스를 개방해 다른 기업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프리딕스를 공장용 애플리케이션(앱) 스토어를 운영하기 위한 클라우드 기

반 컴퓨팅, 개발 툴, 앱 제조업체들에게 임대하는 것이다. GE는 기업들에게 프리딕스를 임대하고 기

업으로부터 사용료를 받는다. 업계에 따르면 GE는 사용료로 2020년 150억 달러(17조6,700억원)를 거

둬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는 제품에 집중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커지면 대개 절차, 관료체제, 사내정치, 

주가에 대한 고려 등 좋은 제품을 만드는 일과 아무 관련 없는 요소로 사업의 초점이 희미해지는 경

우가 많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어필하는 제품을 만들려 노력한다. 그러나 

탈규모의 시대에는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제품이 오히려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이에 기업들은 네

트워크 서비스를 더 선호한다. 각 사업부는 틈새시장에 완벽하게 맞는 제품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다른 모든 사업 활동은 임차한다. 애플이나 나이키가 중국 기업에 생산을 맡기고, 넷플릭스가 데이

터 센터를 짓는 대신 아마존 웹 서비스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처럼 말이다.  

마지막으로 역동적 리번들링(rebundling · 재조합)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만약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고객을 찾게 되면 다른 제품들도 그 고객들에게 판매할 수 있다. 

각 고객의 니즈에 맞는 제품들을 묶어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제품에 집중하고, 포트폴리오를 

활용해 개별고객에 대한 매출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이 책은 독자 부류를 개인과 기업인, 사업가로 

구분해 탈규모를 대비하는 자세에 대해 들려준다.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탈기업화된 

기업에 재투자하고, AI와 가상현실이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탈규모

화가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과 다양한 산업 분야의 미래에 대해 설파하고 있다. 여기에 저자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앞으로 유망한 산업과 그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까지 제시해준다. 

탈규모화 시대를 살아가야 할 기업과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침서가 될 듯하다. 

이 책은 독자 

부류를 개인과 

기업인, 사업가로 

구분해 탈규모를 

대비하는 자세에 

대해 들려준다.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탈기업화된 

기업에 재투자하고, 

AI와 가상현실이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탈규모화가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과 

다양한 산업 분야의 

미래에 대해 

설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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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흔히 재미없고 고리타분하게 느끼는 회계에 대해 쉽게 풀어쓴 경리 · 회계 

· 총무 실무서다. 서식을 활용해 독자가 기억하고 실행하기 쉽게 정리하였고, 현

장에서의 생생한 회계 처리 사례들을 바탕으로 했다. 저자는 30년 경력의 공인회

계사로서, 회계 관련 담당자나 창업자들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소개하

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안내한다.

책은 회계 실무에서 실제 접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1일차부터 10일차까

지 단계적으로 소개하는데, 가장 처음 강조하는 건 ‘회계 담당자의 마음자세’다. 

저자는 “회계 업무가 숫자를 다루는 단순한 업무라는 생각을 버리고, 회계가 회

사를 살릴 수도 위험에 빠트릴 수도 있는 막중한 영향력을 가졌음을 인지하라”

고 말한다. 또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업무 처리 방법도 소개한다. 전표 작성법, 각

종 장부를 관리에 활용하는 법도 예를 들어 설명한다. 증빙, 어음, 세무 업무 등을 

실제 서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회계 실무에서 

실제 접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1일차부터 10일차까지 

단계적으로 소개하는데, 

가장 처음 강조하는 건 

‘회계 담당자의 

마음자세’다. 저자는 

“회계 업무가 숫자를 

다루는 단순한 업무라는 

생각을 버리고, 회계가 

회사를 살릴 수도 

위험에 빠트릴 수도 

있는 막중한 영향력을 

가졌음을 인지하라”고 

말한다.

『한번 읽으면 절대로 잊지 않는 
경리·회계·총무』

이종민 지음

메이트북스 펴냄

388쪽

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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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맘때쯤의 제주는 

보물을 숨긴 듯 반짝반짝 빛난다. 

거센 바람을 맞으며 에메랄드 빛 바다와 

눈이 덮인 경관을 보고 있노라면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