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Ⅳ. 이익조정의 유인

1. 이익유연화(Income Smoothing)

이익유연화는 이익평준화라고도 불리며 기업이 순이익의 변동을 감소시켜 목표이

익이나 표준이익으로 근접하게 조정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좋은 

해는 지급준비금을 상향조정하고 반대로 당기순이익이 안 좋은 해는 지급준비금을 하

향조정하여 이익을 유연화 시키는 요인이 작용한다. 기업이 너무 높은 이익을 보고하

게 되면 규제산업이나 임금협상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Burgstabler & Dicbev(1997)는 기업이 이익을 상향 그리고 하향조정함으로써 이익

이 유연화 됨을 찾아냈고, Weiss(1985)는 미국의 자동차 손해보험회사들이 이익을 안

정화시키기 위해 평준화 시키고 있음을 밝혔다. 기업의 3년 치 평균 이익을 사용하여 

Grace(1990)는 과소계상과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론 및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

하였다. 우리나라의 많은 논문들도 역시 이익유연화에 대해 다루고 있다(이용호･송인

만 1997; 최종서･곽영민 2010). 

2. 적자보고 회피(Financial Weakness)

기업의 경영자는 적자를 보고하는 것을 꺼리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여러 이해관계

자와의 계약조건이 불리해져서 많은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선행연

구들이 재무상태가 취약한 기업들이 이익조정을 함으로써 적자를 회피하려 함을 밝혀

왔다(Petroni 1992; Petroni & Beasley 1996; Gaver & Paterson 1999;2004; Beaver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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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3; Grace & Leverty 2012). 

Petroni(1992)는 미국의 손해보험회사들을 통해 재무상태가 취약한 회사가 지급준

비금을 약 4.7% 하향조정함으로써 재무상태가 양호해 보이도록 이익을 과대계상한다

고 밝혔다. 특히 기업 중 이익이 영(0)에 미달하여 적자를 기록하는 기업들이 이익을 

상향조정하여 흑자로 보고하고 있음을 Burgstahler & Dichev(1997)는 찾아냈다. 비슷

하게 Beaver et al.(2003)은 이익의 분포도를 세분화하여 관찰하였는데, 미국의 손해보

험회사를 이용하여 영(0)보다 큰 이익을 보고하는 기업은 적립금발생액을 증가시키고 

작은 이익을 보고하는 기업은 적립금발생액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한다. 김호중･이석영

(2000)은 국내 자동차 손해보험회사들이 재무상태가 양호할 때 지급준비금을 상향조

정하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재무상태가 취약한 회사는 지급준비금을 과소계상하는 경

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3. 빅배스(Big Bath)

빅배스는 기업의 당기이익이 목표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전기 대비 크게 감소

했을 때 당기의 손실을 미리 인식시킴으로써 차기 보고 성과를 개선시키는 행위이다

(Healy 1985; Kothari et al. 2009). 기업이 적자보고 회피의 목적으로 이익을 상향조정

하는 유인이 있다면 반대의 경우인 빅배스 유인도 존재할 것이다. 즉, 기업의 이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일 때 오히려 당해 연도 비용을 최대화 시키고 미래 성과를 

개선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Kirschenheiter & Melumad(2002)는 기업이 손상차

손을 조기 인식하여 당기 및 차기에 보고되는 회계정보를 훼손시킨다고 말하고 있다.

4. 세금 회피(Tax)

이익조정의 가장 큰 유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세금은 기업의 회계이익이 증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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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과세소득이 증가되어 추가적인 과세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만일 과세대상액이 전년

도에 비해 현저하게 높거나 낮으면 조세당국이 해당기업을 조사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당기 실적이 좋을 때 세금 회피의 목적으로 지급준비금을 과대적립하는 유인

이 발생하게 된다(Petroni 1992; Penalva 1998).6) Petroni(1992)와 Eckels & Halek(2010)

은 보험회사가 세금을 늦추거나 나중에 내기 위해 지급준비금을 상향조정함을 밝혀냈

다. 권수영 외(2004)는 기업이 법인세를 최소화하려고 이익조정을 한다고 제시한다.

5. 지급여력비율 및 자본관리(Insolvency, RBC(Risk-Based 

Capital) Ratio)

기업들은 여러 가지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기업의 재무건정성을 평가한다. 일반적으

로 보험회사들은 보험감독정보시스템7)(IRIS: Insurance Regulatory Information System)

과 위험기준자기자본(RBC: Risk Based Capital)을 사용한다.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경

우에도 2009년 지급여력비율인 위험기준자기자본 RBC 비율을8) 도입하였다. 이 비율

은 보험회사가 보유하는 리스크에 비례하여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하는 양으로 금융감

독원은 기준 150%를 권고치로9) 두고 있다. 

오태형･정홍주(2005)는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을 통해 지급여력비율과 지급준비금의 

6) 세금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음. 첫째, Grace(1990)는 텍스쉴드(Tax Shield)

라 하여 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과 경과된 지급금의 합을 자산으로 나눠줌. 둘째, 다른 연구
들은(Petroni 1992; Nelson 2000) 과세소득이 높은 회사면 1, 아닌 회사는 0인 가변수를 사
용함

7) 1972년에 미국감독자협의회(NAIC)에서 제시한 보험감독정보시스템(IRIS) 비율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과 유동성을 측정함

8) 총 요구자본 = 보험위험액 금리위험액신용위험액 시장위험액 + 운영위험액에 대한 
가용자본(Available Capital)임. 가용자본은 보험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항목으로 
각종 리스크로 인한 손실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자본량이며, 요구자본은 보험회사에 내재
된 각종 리스크가 현실화될 때의 손실금액임. 2022년 IFRS 17의 도입으로 현행 RBC는 신
지급여력(K-ICS: Korean-Insurance Capital Standard)비율로 개선될 예정임

9) 지급여력별 제재조치로는 경영개선권고(50~100%), 경영개선요구(0~50%), 경영개선명령(0% 미만)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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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적 적립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지급여력제도 도입 후 지급여력비율을 높이기 위

해 지급준비금을 하향조정하였고 전년 대비 지급여력비율이 감소한 회사는 지급준비

금을 이용해 당해 연도 지급여력비율을 조절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중소형 손해보험

회사에서 더욱 강조되었다. 서정화･이호영(2012) 또한 RBC 비율을 높이기 위한 이익

조정이 손해보험회사 및 생명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지 검증하였다. 분석결

과, 감독당국의 권고치인 RBC 비율 150%를 상회하는 구간의 기업들에게서 이익조정

을 발견하여 이 구간에 속해 있는 회사에 대한 규제당국의 주의 깊은 관찰이 요구되었

다. 보험료 규제와 관련하여 Nelson(2000)은 특히 요율 규제가 엄격한 주에 속한 보험

회사들이 이익을 과소계상 함으로써 계속해서 낮은 보험요율을 부과할 수 있음을 나

타내려 한다는 유인도 있음을 밝혔다.

6. 레버리지(Leverage) 및 부채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외부 자금조달비용이 높아지고 부채약정계상상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그리고 부채계약 위반가능성을 회피하게 위해 이익조정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많은 선행연구는 밝히고 있다(DeAngelo et al. 1994; Dechow et al. 1995; 

Jaggi & Lee 2002). Duke & Hunt(1990)는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부채계약을 위반할 가

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영자들의 이익조정행위가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부채계약가설

(Debt-covenants Hypothesis)에 따르면 채권시장에서 기업이 낮은 차입이자율로 부채 

차입을 하려는 동기가 존재하며(곽수근･박종일 2011), 부채를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

로 이익을 조정할 수 있다고 나타난다(최종서･곽영민 2010). 이러한 현상은 약속한 계

약 시기에 가까워질수록 도드라지게 나타난다고 밝혀졌다(Healy & Palepu 1990; 

DeAngelo et al. 1994)

이와는 달리, 부채비율이 높으면 계약의 재협상을 위해 이익을 감소시키는 음의 발

생액을 보인다는 연구결과(DeAngelo et al. 1994; Becker et al. 1998; 권수영 외 2004)

도 존재한다. 권수영 외(2004)는 부채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부채의 조기상환이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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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이자율이 높아져 계약비용이 증가한다고 말하고 있다. 

비교적 최근에 송인정･양용준(2019)은 미국손해보험회사를 이용하여 레버리지 비

율이 높은 보험회사의 급변하는 순이익 변동성에 따라 이익조정이 활발히 일어났음을 

찾아냈다. 금융위기 이후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회사에게 더 또렷하게 나타났는데 이

는 규제당국의 규제 강화 및 투명한 회계처리 요구에 의한 것으로 규제비율을 맞추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7. 외부감사(External Monitoring) 및 감사품질

기업이 받는 외부감사와 그 품질에 따라 이익조정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 미국의 

대형회계법인 Big 6로10) 불리는 회사들을 이용하여 Becker et al.(1998)은 이들이 대형

회계법인을 외부감사로 쓰지 않은 Non-Big 6 회사보다 이익조정이 덜 함을 찾아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대형회계법인 Big 4는 삼일(PricewaterhouseCoopers), 삼정

(KPMG), 안진(Deloitte), 한영(Ernst & Young)으로 정의되며 이들의 선진화된 감사시

스템과 우수한 인재들로 기업의 이익조정이 낮아질 수 있다고 보인다. 감사인의 규모

가 큰 Big 회사들이 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가 존재하며(Becker et 

al. 1998; Francis et al. 2008), 또한 동일한 감사인이 지속적으로 감사를 하는 경우, 계

속감사기간(Tenure)을 통해서도 발생액이 감소함을 나타낸다(Myers et al. 2003).

보험회사를 살펴본 Gaver & Patterson(1999) 연구는 외부감사인들 뿐만 아니라 외

부계리사들의(Actuaries)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이 둘 모두 Big 6 소

속일 때 더 이익조정의 현상이 덜 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10) 미국의 대형 회계법인 Big 6는 Deloitte, Pricewaterhouse, Ernst & Young(EY), KPMG, Coopers 

& Lybrand, Arthur Andersen이며, 1998년 Pricewaterhouse와 Coopers & Lybrand가 합
병하고 2002년 엔론사태와 연관된 Arthur Andersen이 제외되어 현재 Big 4는 Deloitte, 

PricewaterhouseCoopers(PwC), Ernst & Young(EY), and KPMG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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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영자 보상(Executive Compensation) 및 기업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

경영자에 대한 감시기능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감독기능은 기업의 회계투명성

과 신뢰성을 요구하며 궁극적으로 이익조정을 줄일 수 있다(Healy 1985; Holthausen 

et al. 1995; Shuto 2007; Browne et al. 2009; Eckles & Halek 2010). Gaver et 

al.(1995)은 보너스를 받기 직전에 성과를 낸 매니저는 이익을 상향조정하여 보너스를 

챙긴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빅배스와11) 상반되는 가설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보험

회사를 사용하여 Browne et al.(2009)은 주식과 연계된 경영자 보상을 위해 이익을 조

정한다고 밝혔고 Eckles & Halek(2010)은 경영진이 보너스 보상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급준비금을 과소계상 함으로써 순이익을 극대화 시킨다고 말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 또한 이익조정에 영향이 있다고 밝혀졌는데 Beasley(1999)는 기업들

의 사외이사 비율이 높을수록 이익조정이 더 감소한다고 주장하였고, Klein(2002)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이익조정은 음의 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국내 기업을 대상

으로 이효익･문상혁(2004)은 이사회 내의 사외이사의 특성을 자세히 분석하여 독립성, 

전문성, 그리고 활동성이 강한 기업의 보고이익 질이 높음을 나타냈다. 더 나아가 기관

투자자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이익조정이 감소함을 전홍민 외(2011)는 밝혔다. 재벌계

열 기업이 더 높은 수준의 이익조정을 하는데 이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있어 더 유연성

이 있다고 사료된다(Achleitner et al. 2014).

9. 주식시장(Capital Markets), 배당 및 자본비용

금융시장 내에서 신규상장 또는 유상증자를 실시한 기업들의 이익조정을 할 유인이 

11) 빅배스(Big Bath)는 기업의 당기이익이 목표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전기 대비 크게 감
소했을 때 당기의 손실을 미리 인식시킴으로써 차기 보고 성과를 개선시키는 행위임
(Healy 1985; Kothari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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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할 수 있다. Cohen & Zarowin(2010)은 기업들이 신주를 발행하기 전에 이익을 증가

시킴을 발견했고, Teoh et al.(1998)은 기업이 유상증자 시 주식가격을 높이기 위해 이

익조정을 한다고 밝혔다. 또한 Mikhail et al.(1999)과 Ball & Shivakumar(2005)는 정

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공개기업보다 비공개기업들의 이익조정 유인이 더 클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 손해보험회사를 이용한 Beaver et al.(2003)은 주식회사보다 상호보험

회사가(Mutual Insurer)12) 손실을 피하기 위해 이익을 조정함을 알아냈다.

또한 재량적 발생액과 자기자본비용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

석한 연구들도 존재한다(Francis et al. 2008; Lambert et al. 2007). 이는 재무제표 왜

곡 및 질의 저하로 인한 정보위험이 원인일 수 있다. 국내에서도 조중석･조문희(2010)

는 발생액의 변동이 큰 경우 이익의 질이 낮아지고 따라서 투자자와 경영자 사이의 정

보 비대칭이 확대되어 자기자본비용이 증가함을 밝혀냈다. 

배당에 있어서는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먼저 투자자의 입장에서 배당금의 증

가는 수익의 신호로 인식되므로 기업은 배당 수준 및 배당성향을 유지하기 위해 이익

조정의 유인이 생긴다고 밝혔다(Liu & Espahbodi 2014). 반대로 기업은 미래 수익이 

불확실할 때 배당금을 급격하게 증가 또는 감소시키지 않으려고 한다. Tong & 

Miao(2011)는 무배당기업보다 배당기업 이익의 질이 더 좋음을 찾아냈고 이는 사내유

보금이 배당을 지급함으로써 최소화되어 대리인비용이 감소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12) 보험회사는 크게 주식회사(Stock Insurer)와 상호보험회사(Mutual Insurer)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됨. 주식회사는 주식소유자(Stockholder)가 주인이며 상호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Policyholder)

가 주인임. 주식회사는 이익을 목적으로 경영기능이 완전히 분리되어있으며, 영업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어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피보험자를 보호함. 반면, 상호보험회사는 보험계
약자 상호 간의 보험을 목적으로 한 소유주, 경영자, 계약자가 동일함. 보험회사 이윤은 
구성원들에게 분배되며 보험모집인이 없어 시장 확대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