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이익조정

이익조정(Earnings Management)은 기업의 여러 가지 유인에 의해 경영자가 재무보

고나 회계처리 과정에 개입하여 의도적으로 비정상적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일컫

는다. 이익조정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Accrual 

Earnings Management)과 실제활동(Real Activity Earnings Management)을 통한 이익

조정이다. 간단하게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은 회계처리방법을 바꾸어 현금흐름에 부

가되는 이익을 조정하는 것이고, 실제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은 기업이 실질적인 자원의 

현금흐름을 조정하여 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방법, 재고자

산의 단가산정방법, 불량채권의 대손상각비 추정, 그리고 유형자산의 잔존가액이나 내

용연수 추정 등이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이라면 연구개발비 혹은 광고선전비 조정, 

연말 매출시기 조정, 유가증권의 처분 등이 실제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이라고 볼 수 

있다.

1.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AEM: Accrual Earnings Management)

가. Jones Model(1991)5)

발생액에 기초한 이익조정은 Jones(1991) 모형을 사용한다. 기업의 실제 발생액과 

5) Jones(1991) 모형이 있기 전 총 발생액의 평균을 사용한 Healy(1985), 직전연도의 발생액을 
사용한 DeAngelo(1986), 동일 산업에 속한 타 기업의 발생액 중위수를 사용한 Dechow 

and Sloan(1991)이 있음. Jones(1991)모형 이후 Dechow et al.(1995)은 매출액의 변화에 있
어 비신용매출액만이 경영자의 재량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아 수정 Jones 모형을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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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수준 발생액과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총 발생액에서 비재량적 발생액을 추정하

게 된다. 총 발생액을 구하는 회귀모형을 다음과 같이 도출한다.

식 (1)에서 Accruals는 총 발생액, 즉 당기순이익에서 영업현금흐름을 차감한 것이

고, Asset은 자산, REV는 매출액의 변화, 즉 당기 매출액에서 전기 매출액을 차감한 값, 

AR은 매출채권의 변화, 즉 당기 매출채권에서 전기 매출채권을 차감한 값, 그리고 PPE

는 유형자산의 합계를 나타낸다. 추정된 잔차()가 재량적 발생액이다. 즉, 비재량적 

발생액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이익조정을 위한 재량적 발생액으로 해석되는 것

이다.

Jones 모형을 기초하여 매년 산업별로 횡단면적 회귀분석을 통해 회귀계수를 추정

한다. 회귀분석에서 추정된 계수를 사용하여 재량적 발생액을 계산한 후 총 발생액에

서 추정된 계수를 다음 식에 대입해 재량적 발생액을 측정한다.

식 (2)에서 DA는 재량적 발생액, 즉 위에 Jones 모형의 잔차이다. 재량적 발생액이 

증가하면 양의 값을 가지고 감소하면 음의 값을 가진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나. 장점과 단점

현존하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발생액을 기업의 이익조정 대용치로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발생액으로 매출을 조정하게 되면 장부상의 이익으로만 반영될 뿐 실

제 기업의 경영 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세무이



8 연구보고서 2019-12

익보다 상대적으로 조정이 쉬운 회계이익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발생액 조정은 외부 

감사나 정부 기관으로부터 집중적으로 재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외부감사인을 둔 기

업들은 발생액 이익조정에 대한 제약이 높아 실제이익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은 정보이용자들에게 쉽게 발견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회계연도 말에 현금흐름이 확정된 상태에서 발생액을 조정하게 되어 발생액만

으로 이익조정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이를 무리하게 해결하다가 대형 회계부정사

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2. 실제활동을 통한 이익조정(REM: Real Activity Earning Management)

발생액에 의한 이익조정뿐만 아니라 실제활동을 통해 이익을 왜곡시킨다는 주장도 

있다(Burgstahler and Dichev 1997). 여기서 실제활동이란 연구 개발 비용, 광고비용, 

가격할인, 신용매출의 증가, 과잉생산으로 인한 매출원가 감소, 주식 재구매, 수익성 

자산 매각 등을 의미한다.

가. Roychowdhury Model(2006)

Roychowdhury(2006)은 기업의 영업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은 실제활동을 통해 이루

어진다고 제시했다.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실제활동을 구분하여 비정상적 경영활동을 

살펴보았다. 이는 영업현금흐름(Cash Flow From Operations), 제조원가(Production 

Cost), 그리고 재량적비용(Discretionary Expenses)이다. 제조원가는 더 나아가 매출원

가(Cost of Goods Sold)와 재고자산 증가분으로(Inventory)으로 나뉜다.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금액을 측정 후 정상적 영업활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

분을 실제 이익조정의 결과로 측정했다. 추정모형은 각 변수가 매출액과 매출액의 변

화분에 비례해서 발생하며 각 항목의 지출 정상 수준을 다음과 같이 매년 산업별로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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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적을 측정하고 비정상수준은 식의 잔차()로 측정된다. 

CFO는 영업현금흐름, COGS는 매출원가, INV는 재고자산, PROD는 제조원가, 

DISEXP는 재량적 비용이다. Sales는 매출액, Asset은 자산, 는 잔차를 나타낸다. 

Jones(1991) 모형인 재량적 발생액을 추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비정상 실제활동 척

도로 비정상영업현금흐름(CFO: Abnormal Cash Flow From Operation), 비정상제조원가

(PROD: Abnormal Production), 비정상재량적지출(DISEXP: Abnormal Discretionary 

Expenditures)을 합하여 계산한다. Roychowdhury 모형들에 기초하여 매년 산업별로 

횡단면적 회귀분석을 통해 회귀계수를 추정한 후 그 계수를 사용하여 비정상 실제활

동액을 구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비정상영업현금흐름은 가격할인, 판촉행사, 신용매출의 증가를 

나타내고 정상적 매출이 가격할인 등으로 인해 그 크기가 작으므로 이익을 상향조정하

게 되고 이러한 기업은 음의 값을 가지게 된다. 비정상재량적비용 즉 연구개발비, 광고

선전비, 교육훈련비 및 복리후생비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기업에 의해 음의 값을 가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익을 상향조정하려는 기업은 생산량을 판매량에 비해 확대할 것

이므로 비정상제조원가는 양의 값을 보이게 될 것이다. 해석의 편의성을 위해 비정상

현금흐름과 비정상재량적비용에 음의 기호를 붙여 양의 부호를 만들고 뜻을 동일화 

하였다. 즉, 실제활동을 통한 이익조정 측정값이 양의 값을 가지면 이익조정하는 수준

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음의 값을 가지면 감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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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점과 단점

비교적 최근에 시작된 실제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닌다. 첫

째, 발생액을 통한 회계적 이익조정이 이뤄지기 전 실제 영업활동을 조정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자원흐름을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둘째, 외부 감사와 감독기관의 재제

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발생액보다 안전하다고 인식되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실제활동이 이익조정의 

목적이 아닌 경영전략상의 변화로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에서 가격할인

을 통해 순수한 마케팅 캠페인 전략을 펼친 것인지 의도적인 이익조정을 위해 비정상

적 이익조정이 이루어졌는지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연구개발이나 고정

자산처분 등 영업의 현금흐름과 무관한 투자 활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

익조정과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둘째, 기업의 입장에서 실제활동을 통해 이익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단기적인 

회계이익은 높아질 수 있으나 궁극적인 자원 배분의 왜곡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기

업의 가치가 하락될 수 있다. Gunny(2010)는 실제활동을 통한 이익조정 이후 기업의 

장기 영업성과에 악영향을 미쳐 경영 성과가 악화될 수 있다고 말한다. 김지홍 등

(2009)은 상향적 이익조정과 하향적 이익조정으로 구분하여 상향적 이익조정이 차기

보다 차기 이후에 더 부정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신용매출을 증

가시키면 향후 부실채권 등의 발생으로 미래 매출채권의 회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연구개발비나 교육훈련비를 줄이면 개발 역량이 후퇴되고 인재들 이탈을 범할 

수 있으며 생산량의 증가는 재고보유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셋째, 기업의 실제

활동 비용이 동일하다고 가정되어있다. 하지만 실제로 상대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일시적으로 가격할인이나 신용공여를 통해 매출조정을 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판매량을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단위당 판매마진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대

적으로 매출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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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외 이익조정

가. 발생액과 실제활동 동시비교

최근에는 두 이익조정을 동시에 비교 분석하는 연구들이 생겨났다. Liu et al.(2008), 

Badertscher(2011)은 기업들이 발생액 이익조정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실제활동이익

조정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 둘의 상대적 비용을 고려하여 기업은 실제활동 이익조정

의 결과가 높을 경우 발생액 이익조정의 크기가 감소하고, 실제활동 이익조정의 결과

가 낮을 경우 발생액 이익조정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고 김병호(2015)는 말하고 있

다. Cohen et al.(2008), Cohen and Zarowin(2010), 그리고 Zang(2011)은 발생액을 통

한 이익조정과 실제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이 서로 대체재임을 밝혀냈다.

나. 그 외 이익조정

발생액과 실제활동을 통한 이익조정 이외에도 다른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Phillips 

et al.(2003)은 기업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차이로 세무상의 이연법인세비용을 

통해 이익조정을 한다고 말하고 있다. 주인기 외(2005)는 발생액과 더불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유용한 이익조정의 측정치임을 밝혀냈다. 또한 Ⅳ에서 살펴볼 보험

회사의 지급준비금을 통한(Grace and Leverty 2012; Eckles et al. 2014) 이익조정의 

편의도 자주 언급되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