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Ⅵ. 미래 연구 주제 제시

1. 경영자 스타일(Managerial Style) 및 외부기업지배구조

기업의 이익조정 행위는 경영진의 다양한 스타일로 하여금 행동재무학적(Behavior 

Finance) 관점에서 유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별, 나이, 회계나 재무의 교육적 배경, 

자격증 및 전문성, 정･관계 관련 인사, 분위기나 톤23) 등이다.

Roll(1986)은 경영자의 과신성향(Overconfidence) 을 언급하며 기업의사결정에 영

향을 미친다고 밝혔는데 이익조정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과신성향(Overconfidence) 

이 높은 경영자는 기업의 자산을 과대평가하고 부채를 과소평가할 수 있을 우려가 있

다. 또한 기업지배구조에 있어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경영

자가 공격적인 회계처리를 행할 수 있으므로 이사회의 독립성이 경영자의 이익조정도 

통제 가능할지를 알아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증시에 외국인 투자

자들의 비중이 증가되어 왔으며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은 외부

기업지배구조로써 기업의 이익조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감시와 견제 역할이 기업에 대리인문제와 정보비대칭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되어 경영자들의 이익조정 유인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배

당 확대 요구로 인해 배당수준이나 배당률을 유지하기 위해 이익조정을 범할 수도 있

을 것이다.

23) Dyreng, Hanlon, and Maydew(2010)은 “Tone at the top”이라는 용어를 소개하며 최고경
영자(CEO)들의 분위기 조성과 톤이 기업에 영향이 끼친다고 밝혀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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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사 재무제표(Affiliated-level Financial Statement) 및 

내부자본시장(Internal Capital Market)

회계적 측면에서 기업의 이익조정 형태의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은 개별재무제표와 

별도의 연결재무제표뿐만 아니라 계열사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나 우리나라

는 재벌(Chaebol)이라는 특유의 기업형태가 존재하므로 이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특유의 계열사나 외부자거래 등을 통해 

이익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산업은 재보험(Reinsurance)이라는 

내부자본시장(Internal Capital Market)이 존재한다(Eckles et al. 2008). 이는 보험회사 

계열사 내 재보험을 인수 및 전가함으로써 외부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비용을 최소화

하여 자본관리를 하는 것으로 이익조정을 통한 자본관리가 덜 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3. 영업주기(Underwriting Cycle)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영업주기는 하드마켓(Hard Market)과 소프트마켓(Soft Market)

으로 분리가 된다. 하드마켓은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이 엄격해져 보험이 드물게 판매

되고 높은 보험료를 경험하며 반대로 소프트마켓은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이 비교적 

자유로워져 보험을 쉽게 그리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게 된다. Berger(1988)는 이계 미

분방정식(Second-Order Differential Equation)을 통해 보통 보험회사의 영업주기는 

6년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보험회사의 영업주기는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

요한 요소이다. 영업주기가 긴 기업은 운전자본 수준 안에 큰 변화를 필요로 하여서 회

계이익을 조절한 유인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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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치적 비용(Political Cost)

정치적 비용이란 잠재적인 역 정치적 행동 즉 세금, 독과점 금지, 정부보조금 등으

로부터 기업에게 부과되는 기대비용이다. Watts & Zimmerman(1978)은 정치적 비용

가설을 세워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정치적 비용에 커져 보고이익을 감소시키는 회계

처리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치적 노출정도를 측정하여 찾아 재무적 요인들, 즉 부채비율과 영업이익율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규모가 큰 기업들이 세금부담 등 정치적 비용

이 크고 자기자본비율이 낮으며 주로 정부의 정책금융이나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의존

하는 기업일 것이다. 높은 보험회사의 부채비율에 따른 정치적 비용과 자본집약도 간

의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5.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최근 들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며 지역사회, 소비자, 종업원 

등 각종 이해관계자 및 사회의 이익에 기여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언급되고 있다. 

McGuire et al.(1988)은 사회적 책임이 큰 기업들의 주당가치가 높아짐을 보여주며 이 

기업들이 공시하는 회계정보가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

는 회계투명성(Transparency)과 관련이 있으며 CSR의 성과가 우수한 기업이 이익조

정의 유인이 낮음을 제시한다(Kim et al. 2012).

6. 비상장 중소형 기업(Privately Held Small/Medium Sized Companies)

그동안의 연구가 공개상장기업(Publicly Traded Company)을 다루었지만 사실상 대

부분의 종속기업의 상당수는 비상장 중소형 기업이다. 이해관계자가 많은 상장 지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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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개별재무제표에서는 이익조정이 감소할 수 있어도 비상장 종속기업의 재무제표

에서의 이익조정은 증가할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비상장 중소형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회계가 투명하지 못하고 회계정보 수준도 낮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의 이

익조정의 현상에 더욱 주목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7. 국가별･시대별 측면

전 세계･각 국가 간의 경제적 환경, 규제, 문화적 차이, 자본시장의 규모 등은 회계

상 이익조정이 이루어질 때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다. IFRS 17의 도입으로 글로벌 비

교가능성이 확보되면 국내에(Domestic) 국한되지 않고 국외로(International) 범위를 

넓혀 시대별로 업계별로 추이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나 AIG(American International 

Group Inc.) 보험회사와 같이 전 세계 80개국 이상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는 

여러 국가들을 동시에 공정하게 비교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