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 會計 의 基本 理 論

1 . 會計의 意義

現代 資本主義 經濟體制에서의 企業은 財貨를 生産하고 생산된 재화를 販賣

하는 연속적인 經濟活動에 의하여 維持, 成長해 나가며 이러한 기업의 경제활동

을 위하여는 經營資金을 필요로 한다. 경영자금은 調達과 運用의 特性에 따라

資産, 負債, 資本으로 분류되고 이들은 기업의 經營成果와 經濟狀態, 혹은 自然

現象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增加와 減少를 반복하게 된다.

회계는 전통적으로 이러한 자금의 흐름과 增減變化를 일정한 原理와 規則에

따라서 體系的으로 記錄하고, 計算, 分析하여 그 결과를 報告하는 실무적인 技術

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의 회계는 특정 會計實體에 관한 情報

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識別, 測定, 傳達함으로서 회계정보 이용자의

합리적 判斷이나 경제적 意思決定에 필요한 유용한 情報를 提供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회계에 대하여 美國公認會計士會의 會計用語公報 (AT B : A ccount in g

T erm inology Bullet in s ) No.1에서는 “회계란 財務的 성격을 가진 去來나 事件

을 특정한 방법에 의하여 貨幣額으로 記錄, 分析, 要約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技術”로 정의하고 있다.

즉, 회계를 기록적·분석적 학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공인회계사회의

會計原則審議會 (AP B : A ccount in g Prin ciples Board ) 보고서 No.4에서는 “회계

란 合理的인 경제적 意思決定을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주체에 관

한 計量的 情報를 제공하는 하나의 서비스 活動이다.”라고 定義하고 있어 회계

를 일종의 서비스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美國會計學會 (AAA )는 基礎的 會計理論에 관한 報告書(A Stat em 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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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 sic A ccount in g T heory : A S OBAT )에서 회계의 本質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회계는 정보이용자가 합리적 判斷이나 경제적 意思決定을 하는데 필요

한 經濟的 情報를 識別, 測定, 傳達해 주는 過程이다.”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회계학회의 定義는 회계의 본질에 관한 다른 어떤 정의보다도 회

계를 廣義로 해석하고 있으며, 회계를 情報의 處理過程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

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미국회계학회의 정의는 회계를 計算技術로서 觀察

하려는 종래의 사고방식에 커다란 變化를 주었으며, 회계를 정보처리과정 혹은

정보처리시스템으로 觀察하는 契機를 마련하였다.

2 . 會計의 目的과 會計基準

가. 會計의 目的

위에서 언급한 美國會計學會가 발표한 기초적 會計理論에 관한 연구보고서의

會計에 관한 定義에 따르면 일차적인 會計情報의 利用目的은 經濟的 意思決定

(econ om ic decision m akin g ) 으로 정의되며 그에 따라 구체적 용도를 다음과 같

이 분류하고 있다.1)

1) 限定된 資源의 利用에 관한 意思決定

회계정보는 한정된 자원의 이용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각 意思決定

者에게 經濟的 現象을 화폐적인 용어로 표현해 주므로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한다. 개인의 효과적인 意思決定은 과거의 성공적

1) A AA , A S tatem en t of B as ic A ccoun ting T heory , 1966, pp .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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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결정사례로부터 얻어진 경험을 토대로 일정한 목적이나 표준이 설정되고 실

제로 내린 결정의 결과를 비교하여 그 차이의 原因分析을 통하여 意思決定의 效

率性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의사결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목적과

표준의 설정을 위하여 이용되는 會計情報의 중요성도 간과될 수 없는 것이다.

2) 組織內의 人的, 物的資源의 效率的 指揮와 統制

조직은 일정한 人的 및 物的 資源을 지배하게 되는데 그 조직이 지배하는 자

원을 활용하여 조직의 목적이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會計가 제공하는 정보는 조직

의 지배하에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經濟的 價値에 관한 것을 표현하여 주므

로서 管理的 決定의 경제적 효과를 기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회

계정보는 조직의 資源活用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통제를 위한 자료가 된다. 즉

조직이 지배하고 있는 자원의 經濟的 價値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그 자원의

活用計劃을 수립할 수 있으며, 그러한 계획을 기초로 실제의 성과를 評價하여

미래에 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管理的 改善과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 ) 資源의 受託責任의 確定 및 報告

회계정보의 세 번째 중요한 용도로서는 자원의 受託者로서 委託者에 대하여

지는 責任에 관한 자료가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어떠한 사회적 조직에 있어

서도 그 조직의 管理者 (cu stodian )는 그 조직의 존립에 공헌하고 있는 사회나 개

인으로부터 그 조직 및 조직의 지배하에 있는 자원을 위탁받은 위치에 서게 된

다. 따라서 관리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수임받은 조직의 운용에 관한 책임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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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며 회계정보는 이러한 관리자의 책임사항을 밝혀주며 또는 受任事項의 수

행에 관한 보고를 가능케 하는 수단이 된다.

4 ) 社會的 機能 및 統制의 促進

회계가 가지는 社會的 機能이라 함은 과세, 각종 부정의 방지, 정부의 공익사

업규제, 상업의 일반적 규제와 촉진을 위한 정부활동, 노사관계 및 이해관계자를

위한 경제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활동은

사회를 조직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를 제공

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이는 사회 전체의 福祉增進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나. 會計情報의 基準

A S OBAT 에서는 상기의 회계목적을 달성하고 정보의 이용자가 관심을 가지

고 있는 실제의 제사태에 관한 不確實性을 경감하는데 기여하는 유용한 회계정

보의 기준으로서 目的適合性 (relev ance), 檢證可能性(v erifiability ), 不偏性

(fr eedom from bias ), 量的表現可能性 (quant ifiability )의 4개의 기준을 정하고 있

다.2) 이들 회계정보의 기준은 회계정보의 妥當性을 판단하는 기초가 되는 것으

로서 이 기준은 다음 두 가지의 목적에 기여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첫째, 이들

제기준은 회계정보의 입장에서 회계방법의 妥當性 또는 適切性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 또는 출발점이 된다. 둘째, 이들 제기준은 특정의 목적과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준의 준수정도를 결정하기 위한 기구를 제공한다.3)

이와 같이 회계정보의 기준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입장에서 현재 채

2) Ibid ., p8
3) Ib id .,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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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고 있는 회계방법의 妥當性 내지 適合性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뿐

만 아니라 특정목적과 관계있는 정보가 그 목적에 알맞도록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초가 되기도 한다.

A S OBAT 에서 주장하고 있는 위의 4가지 기준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가) 目的適合性 (relev ance)

A S OBAT 에서는 目的適合性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目的適合性은

기본적인 기준으로서 정보가 활용되려고 의도된 행동 또는 얻으려고 기대한 결

과와 관련을 갖고 있거나 또는 그것과 유효하게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요청이

다. 잠재적 情報利用者의 요구를 알고 있다든가 또는 그것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은 이 기준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4)

이 目的適合性은 정보이용자의 의도된 행동 또는 그 정보로부터 얻으려고 기

대하는 결과와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문제로서 정

보는 目的適合性을 갖고 있는 경우와 目的適合性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혼합

되어 있으므로 이 때에는 이용자의 목적에 적합하게 하기 위한 구분을 하여야

한다. 물론 이 目的適合性은 단일의 기준으로서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것은 모든 회계정보에 있어 필요한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높은

차원의 기준이다. 그러므로 目的適合性은 회계정보가 유용한 것이 되기 위한

필수요건이 된다.

나) 檢證可能性 (v erifiability )

4) Ib id .,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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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 OBAT 에서는 두 번째 회계기준으로서 檢證可能性을 제시하고 이것을 다

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檢證可能性은 두사람 이상의 適格者 (qu alified

per son s )가 동일한 자료를 조사한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유사한 수치 또는 결론

을 얻어야 한다. 이것은 회계정보의 이용자가 原資料에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

기 때문에 중요하다. 자료에의 접근이 곤란하면 할수록 檢證可能性에의 요망의

정도는 크게된다. 또한 때에 따라서는 會計情報의 이용자가 서로 상반되는 이

해관계를 갖기 때문에 검증가능성이 중요한 것이 되기도 한다 .5)

A S OBAT 에 의하면 "회계의 기본적 특징의 하나는 서로 대립되어 있는 利害

關係者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회계는 판매자와 구

입자, 납세자와 징세자, 채무자와 채권자 쌍방에 정보를 제공한다. 이 떄 정보

는 利害를 달리하는 당사자의 쌍방에 다같이 이용되므로 利害를 달리하는 이용

자가 그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信賴할 수

있다고 확신시켜야 한다"6)라고 하면서 檢證可能性의 基準 (the st an dard of

v erifiability )을 다른 3개의 기준과 더불어 가장 기본적인 기준의 하나로 내세우

고 있다. 또한 동 보고서는 檢證可能性은 2인 이상의 適格者라고 하면 각각 독

립적으로 일을 하더라도 동일한 증거자료 및 기록을 검토하여 본질적으로는 유

사한 수치 또는 결론이 얻어지는 정보의 속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

기서 주의할 것은 檢證可能性의 기준이 완전히 일치되는 결과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한정된 범위에서의 차이는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 不偏性 (fr eedom from bias )

5) Ib id ., p7
6) Ib id .,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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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 OBAT 는 회계기준의 세 번째 항목으로서 不偏性의 基準 (th e st an dard of

fr eedom from bia s )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不偏性은 사실을 비편파적

으로 결정하여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자료를 처리하

는데 사용되는 기술은 偏向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偏向된 情報는 내

부적으로 아주 有用하고 또 허용된다 하더라도 外部報告를 위해서는 거의 용납

되지 않는다 .7)

會計情報는 고도의 目的適合性과 檢證可能性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利害

關係者에게는 유리하고 어떤 利害關係者에게는 불리한 偏向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偏向은 A S OBAT 에 의하면 한편으로는 부적절한 技術을 사용

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고 (統計的 偏見), 다른 한편으로는 個人的 性格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기도 한다 (個人的 偏見)고 한다. 그러나 통계적 편견과 개인적

편견은 배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 보완적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경우

가 많다.

라) 量的表現可能性(quant ifiability )

A S OBAT 에서는 마지막 회계기준으로서 量的表現可能性을 다음과 같이 표현

하고 있다. 量的表現可能性은 보고하는 정보에 數値를 부여하는 것과 관련을

갖고 있다. 貨幣는 회계담당자가 사용하는 數量的 尺度로서는 가장 일반적이나

유일한 것은 아니다. 만일 회계담당자가 다른 제기준에 의하여 비수량적 정보

를 제공한 때에는 그 정보의 測定可能性을 암시하여서는 안된다. 이와 반대로

어떤 주의를 하지 않고 數量的 情報가 보고된 경우에는 회계담당자는 그 정보의

測定可能性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8)

7) A AA , A S tatem en t of B as ic A ccoun ting T heory , op . cit ., p7
8) A AA , A S tatem en t of B as ic A ccoun ting T heory , op . cit .,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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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는 전통적으로 貨幣單位에 의해 경제활동내용을 표현하여 왔다. 美國公

認會計士會(Am erican In stitut e of Cert ified Public A ccountant s , AICPA )가 회

계는 재무적 성격을 가진 去來나 事象을 화폐에 의해서 (in term s of m on ey ), 일

정한 방법에 따라 記錄·分類·要約하며 그 결과를 해석하는 技術 이라고 밝히

고 있듯이 회계는 貨幣에 의하여 經濟活動을 표현한다. 그러나 貨幣單位만이

회계의 量的表現可能性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會計情報는 화폐단위뿐만

아니라 물량단위 또는 그 밖의 계량가능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經濟的 意思決定

을 함에 있어서 즉, 代替的 諸手段으로부터 선택함에 있어 행동과 결과를 정확

히 관련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 9)이라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검토해 본 바와 같이 A S OBAT 는 會計情報基準으로서 네 개의 基

本的 基準을 제창하고 이어서 情報傳達을 위한 5가지 指針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고 있다.10)

① 豫想되는 用途에 대한 適合性(appropriatenes s to ex pect ed u se )

② 重大한 關係의 明示 (disclosure of significant r elat ion ship )

③ 環境的 情報의 附記 (inclu sion of environm ental inform at ion )

④ 實體內 및 實體間의 會計實務의 統一性 (uniform ity of practice w ithin

and am on g entities )

⑤ 會計實務의 繼續性 (con sistency of practices through tim e)

첫째, 예상되는 用途에 대한 適合性 의 지침은 회계정보가 예상되는 利用者

의 필요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目的適合性과 같은 관계를 가

9) M aurice M oonitz, 「T he Ba sic P ostu lat es of A ccount in g」, A ccoun ting

R es earch S tudy N o.1, p52
10) AA A , A S tatem en t of B as ic A ccoun ting T heory , op , cit .,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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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는 지침이다.

둘째, 重大한 關係의 明示 의 지침은 회계보고서는 기업의 財務活動 및 經營

活動을 충분히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보고되는 數値 또는 項目간의 관계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어떻게 情報內容을 요약하고 집약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경우의 지침이 된다.

셋째, 環境的 情報의 附記 의 지침은 보고되는 會計方法의 背景 또는 附帶條

件, 예를 들면 회계방법이나 보고서의 作成目的 또는 用途 등을 會計情報에 표

시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이용자가 會計報告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實體內 및 實體間의 會計實務의 統一性 의 지침은 회계실무에 있어

통일성을 기해야 한다고 하는 것으로서 經濟活動을 측정하는 각종의 대체적 방

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통일적으로 사용하여야 한

다는 것이다. 이 統一性은 동일기업 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상이한 기업간에서

도 채택이 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상이한 산업간에도 통일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지침은 상이한 부문, 상이한 기업 및 상이한 산업의 經營

成績이나 財務狀態를 비교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전달의 지침이다.

다섯째, 會計實務의 繼續性 의 지침은 측정 및 보고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회계실무는 매기 계속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회계실무의 繼續性은 회

계상의 측정이 유용한 기간적 분석을 가능케 하는 지표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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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 1> A S OBAT 의 회계기준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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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會計의 分類

회계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하여 분류될 수 있으나 가장 일반적이고 중요한

분류는 회계주체의 性格, 회계정보 利用者, 회계정보의 利用目的을 기준으로 하

는 분류라 고 할 수 있다.11)

11) 조성하, 『회계정보의 이론』, 서울 : 무역경영사, 1983, pp 126 ∼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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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會計主體의 性格에 의한 分類

會計는 會計主體의 性格에 따라 企業會計 (account ing for bu sin ess

enterprise )와 非營利會計 (accounting for n on - profit org anizat ion )로 구분된다.

기업은 營利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사회의 다른 조직과 구별되

며, 그러한 기업의 성격으로부터 企業會計는 다른 조직을 위한 非營利會計와 구

별된다. 기업의 목적은 利益을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으로서의 기업의

산출물 (output )도 貨幣額으로 측정되어야 하는데 반해서 비영리조직의 목적은 貨

幣額으로 표현될 수 없거나 또는 客觀的으로 명확히 측정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따라서 企業會計에 있어서는 投入價値 뿐만 아니라 産出의 價値도 貨幣額으로

나타내어야 하나 비영리회계에 있어서는 산출된 성과는 貨幣額으로 표현될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投入價値만을 측정하고 기록·보고할 뿐이다.

企業會計에 있어서 投入과 産出을 모두 同質的 用語 (hom og eneou s term s )인

화페액으로 표시하는 것은 投入價値와 産出價値를 직접 비교될 수 있게 하므로

써 會計情報의 有用性을 보다 증대시키게 된다. 이에 반하여 非營利會計에 있

어서는 회계가 나타내 줄 수 있는 貨幣額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것에 한정되므로

성과계산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조직의 목적을 위하여 투입되는 經濟的 價値와

努力의 결과로 얻어진 성과는 직접 비교할 수 없다. 따라서 비영리회계에 있어

서 회계정보의 有用性은 기업회계의 경우에 비하여 적다고 할 수 있다.

나. 情報利用者에 의한 分類

회계에 의하여 情報의 欲求(inform at ional needs )를 충족받는 사람은 여러 가

지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회계는 이들 다양한 情報利用者를 몇 가지 중요

한 집단으로 구별하여 서로 구별되는 會計情報를 마련해 주게 된다. 회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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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중요한 정보이용자 집단에 의하여 회계를 구분하면 일반적으로 財務會計

(finan cial accounting ), 管理會計 (m anag erial account ing ) 및 稅務會計 (t ax

account in g )로 분류할 수 있다.

1) 財務會計

財務會計는 기본적으로 조직의 존립에 공헌하고 있는 또는 공헌하게 될 조직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조직에 관한 자신의 利益을 보호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財務情報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企業會計의 경우 재무회계는

주로 기업의 資金調達의 목적을 위하여 기업의 자금조달에 공헌한 사람들의 의

사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財務情報를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재무회계는 기업 (또는 조직)이 利害關係者들의 자금조달에 관련된 의

사결정에 이용될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이들 공헌자들의 자원을 수탁받는

조직의 管理者 (cu st odian )들의 책임을 밝혀 주고, 그 이행에 관한 報告機能도 함

께 수행한다. 즉 조직의 관리자는 외부에 있는 조직성립의 자원을 위임해 준

사람들에게 수탁받은 책임과 그 이행결과를 財務會計의 수단을 통하여 밝히고

보고하게 된다.

2) 管理會計

管理會計는 조직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리상의 의사결정

(m anag erial decision m akin g )에 필요한 財務情報를 제공하여 주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조직의 管理者는 조직의 지배하에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야 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의 외부에 있는 다른 利害關係者에 비하여

조직내의 자원의 상태에 관하여 보다 정밀하고 보다 충분한 정보를 필요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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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들 관리자의 意思決定은 또한 조직의 가치를 極大化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개인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보호하여야 하는

외부의 다른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과 다르며, 따라서 이러한 관리자의 意思決

定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會計情報의 성격도 다르게 된다. 그러나 회계정

보의 주종을 이루는 것은 財務會計로부터 형성되는 것이고 管理會計는 재무회계

정보를 기초로 관리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그에 필요하고 적합한 것으로 수정하

고 보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 稅務會計

稅務會計는 租稅權을 가진 稅務當局 (tax auth ority )이 조직에 대하여 과세하

는데 필요한 財務情報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세는 법치국가에 있

어서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원칙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당국의

課稅目的을 위하여 특수한 형태, 즉 課稅에 관한 법령 및 원칙에 의해 稅額을

계산하는데 적합하도록 정보가 마련되어야 한다. 課稅를 위한 법령은 일반적으

로 공평한 부담, 경제 및 사회정책상의 고려, 과세 및 징세상의 편의의 확보 등

다른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목적과는 상이하기 때문에 어느 사회에 있어서나 稅

務會計는 특수한 형태의 회계로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세무회계도 다른 회계

와 완전히 개별의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회계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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