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 연 금회계 기준의 변천 과 ERISA

1. 연금 회계 의 초 점과 회계 처리 개요

가. 연금원가(비용)와 연금채무

역사적으로 연금회계는 연금제도(pension plan)가 연금후원자

(sp onsor)인 기업의 수익과 재정상태에 주는 영향을 측정하는데 관

심을 두어 왔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연금급부의 원가를 측정,

기록하고 연금제에서 미적립된 연금채무(actuarial liability)16)와 당기

의 연금비용을 인식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왔었다17). 따라서 기업이

연금기금에 지급하는 갹출액, 즉 연금의 순기간원가(net periodic

p ension cost) 또는 연금비용18)을 어떻게 얼마나 인식할 것이며, 연

16) 계리적 연금채무(actu arial liability)란 계리인이 적립된 연금자산에 대

응하여 해당 연금기금의 계산기초와 기금적립방식을 이용하여 산정한

바람직한 수준의 부채를 말한다. 이렇게 산정된 부채를 연금수리에서

는 표준부채 라고도 한다. 생명보험의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과 유사

한 개념이다. 연금채무에서 계리적 또는 보험수리적(actu rial) 이란 의

미는 위험요소를 반영한다는 의미이며, 현재가치(p resent valu e) 란

이자율로 할인된 가액(d icou nted valu e)으로서 화폐의 시간가치(tim e
valu e of m on ey)를 반영하였다는 의미이다. 본문에서 언급되는 모든

연금채무 는 계리적 연금채무 를, 연금채무의 현재가치 는 연금채

무의 계리적 현재가치 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성주호·김진억

(1998), p .92., OECD (1998), p .80.
17) D on McGill et al.(1996), p 621. 다르게 표현하면, 연금자산(기금)을 조

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fin an cin g) 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당기의 연금비용과 연금채무를 얼마나 재무제표에 표시하느

냐가 기업의 주 관심사이다.
18) H on gren은 원가를 Cost is the m onetary v alu e of resou rces

sacrificed or foregone to achieve a sp ecific object"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원가는 다시 수익창출력 유무에 따라 잠재적 수익창출력을 지

닌 자산(asset)과 일정기간의 수익창출과정에서 소모되어 더 이상 수

익창출력이 없는(또는 수익창출에 기여하지 않은) 비용(exp en se, 또는

손실(loss))으로 나뉜다. 이 개념에 따르면, 연금비용 과 연금원가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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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채무를 얼마나 어떻게 인식19)할 것인가가 연금회계의 주된 내용

이 되고 있다.

나. 확정갹출형(DC) 연금회계

확정갹출형 연금제(DC)에서 근로자는 연금기금의 자산운용의 이

득 뿐만 아니라 손실의 위험도 감수하는 반면, 기업은 갹출금 산출

공식에 근거하여 매년 일정 갹출액을 납입하기만 하면 된다. 기금투

자위험에 의한 투자손실을 기업이 부담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확

정갹출형 연금의 회계처리는 매우 간단하다.

확정갹출형 연금제는 특정 회계기간동안에 기업이 부담하는 비

용은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당 기간동안 기업이 얼

마의 갹출액을 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공식이 있거나, 기

업에게 완전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재량이 부여된 경우에도 재무

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갹출액을 지급했거나 최소한 확정되어 있다.

기업이 해당 기간에 비용화할 부담액은 그 기간동안 연금기금에 납

입한 실제 금액이다. 따라서 필요한 갹출액 중에서 기간말까지 지급

이 안된 부분은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미지급금(account p ayable)이

라는 부채로, 필요액 이상이 갹출된 경우에는 자산으로 기록된다.

기업은 급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았으므로 기업의

대차대조표에는 미지급금 이외의 연금채무에 대한 어떤 기록도 나

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다만, 연금비용 외에 연금가입대상 근로

차이가 있다. 본문에서는 되도록 연금원가 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H on gren (1994), J. G . Siegel(1995), [부록Ⅴ]의 순기간원가(net
p eriod ic p en sion cost): 연금비용 참조.

19) 회계에서 인식(recogn ition )이란 회계주체(기업)가 어떤 사항을 계정에

기록하고 재무제표에 포함시키는 공식적인 과정으로서 이에는 글과 수

치로 표현되는 것이 포함되며, 자산과 부채에 있어서는 그 취득·발생

뿐만 아니라 이전에 인식되었던 것을 제거하는 것을 포함한 취득·발

생 이후의 변동을 기록하는 것이다. Kieso & Weygan dt (1998), p 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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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군, 갹출액 결정근거, 기간별 비교에 영향을 주는 중요사항들의

특성 및 효과 등을 포함한 연금제도의 개요 등은 통상적으로 재무

제표에 공시되어야 한다20).

다. 확정급부형(DB) 연금회계

확정갹출형과는 대조적으로 확정급부형(DB) 연금회계는 매우 복

잡하다. 기업은 연금제가 지속되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확정급

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확정급부형 연금에서는 급부금

이 근로자의 근무기간과 퇴직시기의 급여수준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퇴직급부금 지급에 대응하여 지금 얼마의 갹출액을 걷

을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갹출액 산정에는 여러 방식이 사용될

수 있으나, 어떤 산정방식을 사용하든 퇴직시에 지급할 확정급부금

에 대하여 충분한 자금을 비축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매 기간별

로 인식되는 연금비용은 기업이 실제로 납입한 현금갹출액과 반드

시 같은 것은 아니다21) . 채무에 있어서도 그 측정과 인식이 장래의

불확실한 변수들과 관련되어 있어 논란이 많은 부분 중의 하나이다.

2. 연금 회계 기준 의 변 천 22)

가. ARB 기준들과 APB 기준의 제정

20) SFAS 87, pars.63-66.
21) 이는 연금회계가 과거의 현금주의(cash basis)에서 벗어나 발생주의

(accru al basis)원칙을 채택한데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현금주의란 현

금입금시 수익으로 인식하고, 현금지출시 비용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

방식이다. 따라서 현금주의는 경영진이 현금지출과 수입을 조절함에

따라 동일한 회계상의 사건도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단점이 있다. 본

문의 다음 절 연금회계기준의 변천 참조.
22) SFAS 87의 부록C(Appendix C: p ars.262-263)와 Don McGill, et al.(1996),

p p .626-6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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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회계기준들이 공표되기 이전의 연금에 관한 최초의 권위있

는 회계기준은 1948년에 공표된 회계연구공보(Accounting Research

Bulletin : ARB) 제36호, 연금제도: 과거근무에 근거한 연금원가 와

이를 그대로 반영한 1953년의 ARB 제43호, ARB 개정 의 제13장이

있었고, 연금회계전반을 다룬 최초의 문건은 1956년에 공표된 ARB

제47호, 연금원가회계(Accounting for Pension Cost)"였다. 1960년대

에 들어서서 연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회계처리의 일원화 필요성

이 제기되면서 회계기준위원회(APB)는 언스트 힉스(E. L. Hicks)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의견서8호(APB Opinion N o.8: 이하 APB 8), 연

금원가에 대한 회계 를 공표함으로써 SFAS 87/ 88이 나오기 전까지

20년간 연금회계의 공식지침이 되어 왔다.

APB 8이 공표되기 전의 연금회계의 일반적인 관행은 특정회계

기간의 갹출액을 그 기간의 연금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었다. 이는

현금주의(cash basis) 회계형태로서 연금기금으로의 갹출액이 회계적

인 고려보다는 현금가용성, 기업의 당기손익 등 연금과는 관련없는

기업의 재무상황이나 세무적인 판단에 좌우됨으로써 비용산정이 자

의적으로 이루어지고, 회계기간별 갹출액을 조정함으로써 손익계산

서에 반영되는 연금비용의 조작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

라서 유사한 상황에 있는 기업들간에도 계산기초, 계리적 원가산정방

식, 또는 기금적립정책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양한 연금비

용이 나타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연금기금에 납입하는 갹출

액을 줄이거나 누락하기만 해도 해당 년도의 당기손익을 개선시킬 수

있었다.

수 년동안 많은 기업들, 그 중에는 유명한 기업들까지도 연금급부

가 정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또는 2년 동안 재무제

표에 한 푼의 연금비용도 계상하지 않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유리한

현금흐름 즉, 세제상의 혜택을 얻을 목적으로 비례적이지 못한 거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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갹출금을 특정년도에 집중시킴으로써 실제 잉여금을 과소하게 만들 수

도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은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과 재무제표에

근거한 분석의 타당성을 저해하는 것이었다.

나. APB 기준

APB 8은 연금원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기업이 재량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원가는 기금적립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인식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수립했다. 기본적인 회계방법에 대한 요소들을 설정하

고, 연금원가결정에 필요한 계리적 원가산정방법들을 열거함은 물론

계리상 손익에 대한 회계처리를 정하고, 원가계산에 포함되어야 할 근

로자들의 자격기준을 정하였다. 또한 연금제도의 중요한 사항들을 주

석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공시사항에는 연금제의 주요 특

징, 적립기준, 연금원가의 연간 비용계상액 및 그 결정근거, 그리고 연

금제의 수정에 대한 사항들이 포함되고 있다.

원가의 산정방식과 관련하여 APB 823)에서는 연금원가가 합리적

인 계산기초에 근거하여 계산되도록 하고, 계리적 원가산정방식이

합리적이라면 특별히 그 사용을 금지하지 않았다. 다만, 후일시금방

식(terminal funding)24)과 비적립방식(p ay-as-you-go: unfunded pen-

23) APB 위원들간에 급부의 원가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 차

이가 심하였다. 따라서 의견차를 좁히려는 의도에서 발생원가의 최소

와 최대범위를 정하여 기존의 자의적인 원가산출관행을 줄이고자 했

다. Don McGill, et al.(1996), p .626.
24) APB 8이전에 인정되었던 기금적립방식으로서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기업은 근로자에게 퇴직이후에 매월 지급할 급부를 일시금(lu m p su m )
으로 따로 준비해 놓는 방식이다. 생존여명, 매월 약속된 급부, 준비금

에 붙는 예상(이자)소득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결정하며, 이 일시금은

신탁기금에 맡기거나 연금채를 구매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근로자

퇴직소득보장법(ERISA of 1974)에서는 더 이상 비적립방식(p ay-as-you
-go, or cu rren t d isbu rsem ent)과 후일시금방식(term in al fu n d in g)을 적

격연금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H arvey W . Ru bi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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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on plan)25)은 금지하였다. 이는 APB 8이 산정방식의 신축성을 원

하는 계리인 및 기업의 바램과 비교가능성을 바라는 회계사의 요구

에 대하여 타협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손익(actuarial gains and losses)은 근로자들의 미래근무기간에

걸쳐서 자동적으로 안분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년에서 20년간 상각하거나 미적립 채무에 가감하

도록 했다. 그러나 발생한 손익이 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이 없고,

기업의 사업활동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회성인 경우

에는 그 전체 손익을 즉시 인식하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미적립 채무는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지 않았다. 그

러나 기업이 연금급부를 제공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지니고 있고,

발생급부의 가치가 지급액 또는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

을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나타내도록 하였다. 또한 실제 갹출액이 그

해에 계상할 연금의 순기간원가(연금비용)보다 적다면, 그 차이를 발

생연금원가(accru ed pension cost)라는 부채계정으로 나타내도록 하

고, 비용보다 크다면 그 초과분을 선급연금원가(prep aid pension

cost)라는 자산계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두 가지 예외를 두었다.

다. ERISA와 현행 회계기준들

미국공인회계사회(AICPA)를 비롯한 회계기준 제정기구들은 연금

원가와 연금채무에 대한 회계처리에 있어서 계리인들에게 지침이

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들(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25) 비적립(일종의 세대간 부담이전, p ay-as-you -go or cu rrent d isbu rse-
m en t) 또는 부과방식은 연금제도가 자금조달을 신규로 참가하는 근로

자들의 갹출액에 의존하는 방식으로서 이들의 갹출액을 퇴직한 사람들

의 급부지급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성장이 둔화되거나 성숙기 또

는 쇠퇴기에 들어선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퇴직근로자들에게는 충분한

급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H arvey W . Ru bi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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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s: GAAP)을 개발하고, 현실에 있어서 통일성을 기하려는

노력을 경주해 왔다. 1974년 제정된 연금개혁법(ERISA)에서는 연금

기금들이 일정한 보고와 공시를 하도록 하였으며, 회계사들에게는

보고서의 재무정보에 대한 적정성 및 정확성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

였다.

이에 따라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26)는 두 가지 프로젝

트에 착수하였는데, 그 하나가 연금기금을 위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을 개발하는 것이었고27), 나머지 하나가 연금기금의 가입자

인 기업과 비영리법인을 위한 회계원칙을 개발하는 것이었다28). 그

결과로 연금기금의 회계기준인 SFAS 35와 기업의 연금회계기준인

26) FASB는 미국 (기업)재무회계기준의 제정기관이다 . 다양한 분야의 7
명의 전임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위원의 선임은 FA SB를 지

원하는 재무회계재단(FA F)에서 행사하고 있다 . 대공황을 계기로

1933년 연방증권법, 1934년 연방증권거래법이 제정된 이후, 당시 회

계기준의 제정주체인 미국공인회계사회(AICP A)는 뉴욕증권거래소와

의 협력을 위하여 A ICPA 산하의 CAP (Com m ittee on A ccou n tin g
Proced u re, 1939-1959)를 통하여 A RB (A ccou n tin g Research
Bu lletin )를 공표하기 시작하였다 . 이후 CAP보다 권한이 강화된

AICPA의 Senior Com m ittee인 A PB(A ccou n tin g Pr in cip les Board ,
1953-1973)에서 O p in ion s 를 공표하여 오다가, 1973년 재무회계기

준위원회(FASB)가 A ICPA와 별개로 설립되면서 SFA S 를 현재까지

제정해오고 있다 . Kieso(h ttp :/ / w w w . w iley .com / college / k ieso) . 본

문의 연금회계를 논의하면서 계속 언급될 이들 회계기준들을 A RB,
A PB (O p in ion ), SFA S로 약칭하기로 한다 . 이들 세 가지 기준들간의

적용우선순위는 동일하다 (미국 회계감사기준(GA A S) SA S 69,
A U411).

27) 연금기금에 대한 회계기준은 위에서 언급한 FASB의 두 가지 프로젝트

중 하나의 결과로서 1980년 3월에 SFAS 35, "확정급부형 연금기금의

회계보고기준 이 공표되었고, ERISA에서는 기업 또는 연금관리자에게

일정한 양식의 보고서들을 노동부(DOL), 연금급부보장공사(PBGC), 국

세청(IRS)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자세한 논의는 제Ⅳ장에서 하기로

하고, 본 장에서는 기업에 대한 연금회계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로 SFAS 35는 그 표제에서 나타나듯이 확정갹출형 연금기금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8) SFAS 87, p ar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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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AS 87 과 SFAS 88이 공표되었다.

3. ERISA와 PBGC

가. 1974년의 연금개혁법(ERISA)

미 의회는 근로자 퇴직급부제도의 문제점, 특히 연금제도의 운영

과 관련된 근로자에 대한 정보와 충분한 안전장치의 결여 등을 개

선하려는 의도로 사적연금에 대한 규제법으로서 1974년 근로자퇴직

급부소득보장법(ERISA) 을 제정하였다. 이로써 연금제도의 재무건전

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29) . ERISA는

최저기금적립요건(minimum funding requirem ents) 등의 기금적립

체계, 수급권 획득기준(vesting requirements)과 연금에 대한 일반적

인 설계 등에 대한 최소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

연금과 같이 관련법령 및 세법에 민감한 제도에 대한 ERISA

의 영향은 매우 크다. 이 법의 시행으로 기업은 그 이전과 달리

자의적인 기금적립이 불가능해졌으며, 기금이 적절하게 적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벌금부과와 함께 기금적립에 따른 세금공제혜

택30)이 없어지는 등의 불이익 조치가 뒤따른다.

ERISA에서는 기업이 연금기금을 반드시 설립할 것을 요구하

29) Steven H . Gills(1998).
30) 연금제에 가입한 기업이 납부하는 갹출액에 대한 세금공제액은 확정급

부형(DB)의 경우 계리적으로 산출된 갹출액이나, ERISA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적립요건이 세금공제액으로 적용된다. 한편 확정갹출형(D C)
의 경우에는 연금기금에 납입된 갹출액 중 연금참여 근로자들의 당해

연도 지급 또는 발생 급여의 15 %를 상한으로 하여 공제가 가능하고,
이를 초과한 갹출액은 그 이후 연도들의 세금공제액에 합산되지만

(carr ied forw ard), 이 경우에도 각 연도의 합산공제액의 상한은 당해

연도 급여의 15 %까지만이다. P . R. Delan ey (199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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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연금기금을 설립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1) 근로자가 낸 갹출액에 대한 연금수급권은 일반적으로 즉시

인정하여야 하고,

(2) 기업이 갹출액을 부담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5년의 근무기

간을 채우면 수급권을 인정하여야 한다31). 또한,

(3)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하면 연금기금으로의 가입 지연을 금지

하고 있으며,

(4) 기금운용의 적정성을 위하여 기금의 투자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5) 기금내 근로자들에게 연차보고서를 공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32) . 따라서 연금기금은 포괄적인 연금제도의 개요와 연

금요약서 및 상세한 연차보고서와 부속명세서들을 공시하여

야 하고, ERISA에서 정한 서류들에 대해서는 독립 공인회계

사의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33).

31) 1974년 ERISA에서는 연급수급권에 대하여 (1) 근속기간이 10년이상

이면 수급권을 얻는 Cliff Vestin g (10-year ru le), (2) 근로자의 나

이와 근속년수를 합하여 45에 달하면 50 %의 수급권이 주어지고, 이

후 매년 10%가 추가되는 Ru le of 45 , (3) 근속년수 5년말에 최소

한 25 %, 그 다음 5년에는 매년 5 %, 그 다음 5년에는 매년 10 %씩이

가산되는 Five to Fifteen Ru le 을 제시하고 있었으나, 세제개혁법

(Tax Reform Act of 1986)에 따라 1989년 1월 1일부터는 위의 3가

지 대신 두 가지 수급권을 제시하고 있다 . (1)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5년이상이면 100 % 수급권을 인정하는 fu ll vestin g," (2) 근무기간이

3년이 지나면 20 %, 그 이후에는 매년 20 %씩 인정되어 7년차에

100 %인정되는 방식이다 . H arvey W . Ru bin (1995). 이와 관련된 예시

와 미·일 비교자료는 보험개발원(1997), p p .127-130., 류건식·손성

동(1998), p p .215-217. 참조 .
32) P . R . Delan ey (1998b ).
33) 100인 이상의 근로자가 가입한 연금기금에 해당. ERISA 103(a)(3). 본문

의 제Ⅳ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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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BGC

ERISA의 또 하나의 중요한 조항이 연금급부보장공사(PBGC)에

관한 사항이다. PBGC의 목적은 활동이 중단된 연금기금들

(terminated plans)34)을 관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PBGC는 연금의

미적립된 부분에 대하여 해당 기업의 자산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기업이 연금제를 중단하는 경우 PBGC의 담보권은 세법상

의 담보권에 해당하여 기업에 대한 대부분의 채권에 우선하도록 되

어 있다35).

그러나 ERISA에서는 PBGC가 기업의 자산에 대한 담보권을 설

정할 수 있는 한도를 기업 순가치의 30%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ERISA는 PBGC에게 기업의 순가치가 연금급부채무를 충당

하기에 충분한가를 늘 감시하도록 하고, 연금채무의 지급불능위험이

매우 큰 경우에는 해당 연금기금에 대한 중단을 명할 수 있는 권한

을 부여하고 있다36). PBGC의 재원조달은 연금기금이 내는 연금대

34) 초기에 ERISA는 통합관리 복수기업 연금제(m u lti-em p loyer p lan s)에서

자금곤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우 벌칙을 받지 않고 그 연금채무를

PBGC에게 이전시키도록 하였다. 그러나 상당 수 기업이 연금제를 빠

져나가 복수기업 연금제 자체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이 나타나자 의회에

서는 1980년에 통합관리 복수기업 연금개정법(Mu lti-em p loyer Pen sion
Plan Am en dm ent Act of 1980)을 제정하여 ERISA를 수정하였는데,
PBGC의 관리대상을 지급불능(in solvent) 연금기금으로 한정하고, 탈퇴

기업에게는 해당 연금기금의 확정급부 중 미적립된 부분의 일부를 책

임지게 하는 벌칙을 부과하였다. Kieso & Wey gan dt (1998), p .1123. 복

수기업 연금제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제Ⅲ장 제5절 참조.
35) 이 경우 PBGC에서 보장하는 연금은 세제적격 확정급부형 연금들

(Qu alified Defined Ben efit Pen sion Plan s)만이다. H arvey W .
Ru bin (1995).

36)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담보권의 설정권한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

점이 나타났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Pan Am 의 경우이다. 팬암은

1991년 파산신청을 냈는데, 이 때 9억달러의 연금채무를 지고 있었고,
막상 연금이 중단되었을 때는 PBGC가 담보권을 설정할 대상 자산의

순가치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Kieso & Weygan dt (1998), p 11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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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근로자 1인당 연간 보험료로 충당하고 있다37). 연금채무의 지급

불능위험과 관련된 연금회계상의 문제는 연금제도의 중단 가능성에

따른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y)를 언제 재무제표에 공시하느냐의

문제이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는

못하다38).

37)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1인당 보험료가 산정되고, 연금기금의 재정상태에

따라 추가 보험료가 더해진다. 보험개발원(1997), p .123.
38) Kieso & Wey gan dt (1998), p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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