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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지배구조와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활동이 이익조정과 부채조달비용의 관
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경영자의 이익조정은 투자자와 채권자 등 시장
의 이해관계자와 경영자 간 정보비대칭에 따른 위험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시장의 합리적인
투자자들이 증가한 정보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을 요구하면서 경영자의 부채조달비용은 증가할 것이
다. 한편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의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경영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기
능을 담당하므로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할수록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대한 정보위험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재무분석가는 이익예측 활동을 통해 시장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 참여자의 의
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따라서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활동 또한 경영자의 이익조
정에 대한 정보위험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량적 발생액과 부채조달비용은 유의한 양(+)의 관계로 나

타났다. 경영자의 이익조정이 증가할수록 부채조달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최대주
주지분율과 재량적 발생액의 상호작용변수는 부채조달비용과 유의한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소유 집중도가 높을수록 경영자가 자신들의 사적 효용을 추구하기 위해 기회주의적 행동을 수행한
다는 이익침해가설(Expropriation of minority shareholder hypothesis)을 지지한다. 한편 외국인지분
율과 재량적 발생액의 상호작용변수는 부채조달비용과 유의한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
인 주주 비중이 높은 기업지배구조가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대한 정보위험을 완화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 셋째,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빈도와 재량적 발생액의 상호작용변수, 이익예측정확성과 재량적
발생액의 상호작용변수는 각각 부채조달비용과 유의한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활동이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대한 정보위험을 완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기업
지배구조와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활동의 감독․감시 기능에 대한 수준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관련분야 연구에 유의미한 시사점 및 추가 연구 방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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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지배구조와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활동이 이익조정과 부채조

달비용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있다. 이익조정(Earnings Management)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대하여 투자자나 채권자를 오도하거나 회계수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계약관계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경영자가 재무보고나 회계처리과정

에 개입하여 공시되는 재무정보를 변경시키는 것(Healy and Walen, 1999), 또는 어떤

사적인 이득을 얻을 의도를 가지고 외부에 재무보고를 하는 과정에 의도적으로 개입

하는 것(Schipper, 1989)으로 정의할 수 있다. 부채계약가설(Debt Hypothesis)은 부채

계약의 위반이 예상되는 경우 위반 시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이를 위반하지 않게

하는 다른 회계절차를 선택한다는 가설이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부채비율이 크면

클수록 경영자는 보고이익을 미래로부터 당기로 이전하거나 증가시키는 방법을 선택

하려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영자는 부채계약을 위반하지 않으려고 보고이익을 상

향조정 할 유인이 있으며, 부채조달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익조정을 수행

하려고 할 것이다.

이익조정과 부채조달비용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이익조정의 수단과 자본비용

의 종류, 그리고 분석대상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박연희 등(2011)과 이세철과 고영우(2012)는 경영자의 이익조정 수단 중 하나인 재량

적 발생액(Discretionary Accruals, DA)과 부채조달비용 간 양(+)의 관계를 검증하였

다. 경영자가 부채계약 위반을 회피하거나 부채조달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이익을 상향조정한다면 채권자, 투자자 등 시장의 이해관계자들이

이익조정을 인지하여 대출이자율에 반영하면서 기업이 부담하는 부채조달비용은 증가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박종일과 윤소라(2014)는 재량적 발생액과 부채조달비용 간

유의한 음(-)의 관계를 발견하였다. 채권자, 투자자 등이 경영자의 이익조정을 인지하

기 위해서는 재량적 발생액에 대한 효과적인 탐지(detecting)가 가능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만약 시장의 이해관계자들이 경영자의 이익조정을 인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경영자는 재량적 발생액을 통해 이익조정하지 않을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기업지배구조는 경영자의 경영활동을 감독 및 감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는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이익조정을 사전에 인지하여 정보위험을 감소시

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기업지배구조가 좋을수록 이익조정이

감소하여 회계정보의 질이 향상된다고 하면서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가치는 양(+)의 상

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곽종민과 정재권, 2015). 우수한 기업지배구조는 경영자

의 이익조정을 모니터링하고 시장에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경영자가 이익조정을

통해 부채조달비용을 증가시키는 위험을 완화시킬 것이다. 재무분석가는 이익예측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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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통해 자본시장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영자와 투자자 간의 정보비대칭

(Information Asymmetry)을 완화하고 시장 참여자의 투자의사결정이 효율적으로 이

루어지도록 한다(Asquith et al., 2005).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 활동이 경영자의 이익

조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면 경영자는 이익조정으로 인한 정보위험을 완화하

여 부채조달비용을 감소시킬 것이다.

K-IFRS 도입 이후 기간인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익조정과 부채조달비용은 유의한 양(+)

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최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부채조달비용은 증가하였으며, 외

국인지분율이 높을수록 부채조달비용은 감소하였다.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빈도와 이

익예측정확성은 부채조달비용과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최대주주 중

심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효율성과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 효율성과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활동이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대한 정보위험을 완화시키는지를 검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

와 차별점을 갖는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Ⅲ장은 선행

연구에 대한 실증적 의문사항과 이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방법을 제시한다. 제Ⅳ장에

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Ⅱ. 선행연구

1. 이익조정과 자본비용

경영자의 이익조정은 기업과 투자자사이의 정보비대칭을 증가시켜 재무정보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합리적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정보위험 증가에 대한 프리미엄을 요

구하므로 경영자의 이익조정이 증가할수록 기업이 부담하는 자본비용이 증가할 수 있

다. 지금까지 이익조정의 대용치로는 주로 재량적 발생액(Discretionary Accrual, DA)

을 활용하였다. 발생액 이익조정은 감사인이나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발견될 가능성

이 높고 감시가 심해서 제재를 받기 쉽기 때문에 경영자들은 발생액 이익조정 뿐 아

니라 실제 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을 수행한다는 실증적 결과가 제시되었다

(Roychowdhury, 2006).

Francis et al.(2005)은 당기 유동발생액과 전기, 당기, 차기의 영업현금흐름과의 관

계를 분석한 결과, 발생액의 질이 낮을수록 정보위험은 높아지며 채권자, 투자자 등

시장의 이해관계자들이 이를 인지하여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업의 자본비용은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revost et al.(2008)은 재량적 발생액과 부채조달비용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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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분석한 결과, 재량적 발생액과 부채조달비용은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재량적 발생액이 증가할수록 채권자들이 정보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을 요구하여 회사

채수익률 스프레드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박종일과 남혜정(2011)은 코스피 기업에서는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 모두

가중평균자본비용과 10%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냈으나, 코스닥 기업에

서는 실제이익조정과 발생액 이익조정 모두 가중평균자본비용과 유의한 음(-)의 결과

를 나타내었다. 분석 대상기업이 속한 시장의 특성에 따라 결과는 일관되지 않았다.

박종일과 박찬웅(2011)은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재량적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이

회계이익과 타인자본비용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재량적 발

생액과 부채조달비용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회계이익의 대용치인 총자산이

익률과 재량적 발생액의 상호작용변수도 부채조달비용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

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이익과 부채조달비용은 음(-)의 관계이지만 재량적 발생액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관계가 약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김정교 등(2012)는 발생액 이

익조정과 체계적 위험, 시장가치 대비 장부가치 비율 등 기업 고유 위험요인을 통제

한 후 분석한 결과, 실제 이익조정은 자기자본비용 뿐만 아니라 타인자본비용도 증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박종일과 윤소라(2014)는 채권자, 투자자 등이 경영자의 이익조정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재량적 발생액에 대한 효과적인 탐지(detecting)가 가능해야 한다는 전제 조

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시장의 이해관계자들이 경영자의 이익조정

을 인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경영자는 재량적 발생액을 통해 이익조정하

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연구결과 재량적 발생액과 부채조달비용 간 유의한 음

(-)의 관계를 발견하였다.

지금까지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대한 정보위험이 자본비용에 반영되는지에 대한 선

행연구 결과는 일관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익조정과 부채조달비용에 대한 관

계를 재검증한다.

2.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조정

우수한 기업지배구조는 경영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때문에

높은 회계투명성과 경영성과의 신뢰도 제고를 가져올 수 있으며, 경영자의 기회주의

적 이익조정을 감소시킬 수 있다.1) 이해관계자간 이해일치가설(Convergence of

interest hypothesis)은 소유지분이 집중된 기업일수록 지배주주는 경영자에 대한 감

시, 감독기능 수행이 보다 수월하기 때문에 경영자의 이익조정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

1) 이익의 질이 높을수록 정보비대칭을 감소시켜 자본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Dianmond and Verrecchia, 1991;
Verrecchia,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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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 지배주주와 외부 소액주주 간 대리인 문제로 인해 소유지배

구조가 외부주주의 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익침해가설(Expropriation of

minority shareholder hypothesis)은 소유지분이 집중된 기업일수록 경영자나 지배주

주가 자신들의 사적 효용 추구를 위한 기회주의적 행동을 수행하여 외부주주에 대한

이익침해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곽수근 등, 2004).

박종일(2003)은 최대주주 지분율에 따라 경영자의 이익조정행위는 체계적인 관련성

이 있다는 가설 하에 최대주주 지분율과 재량적 발생액 사이에 유의한 양(+)의 관계

를 제시하였다. 이는 이익침해가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최종서 등(2005)의 연구에서

는 최대주주 지분율과 재량적 발생액은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기업지

배구조가 효율적일수록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대한 탐지가 용이하기 때문에 재량적 발

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이 줄어든 것으로 해석하여 이해일치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Cornett et al.(2009)은 이사회의 독립성이 우수할수록 경영자의 이익조정은 감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 Wang et al.(2011)은 사베인-옥슬리법(Sarbaes-Oxley Act)이 시행된

이후 경영자의 이익조정이 감소하였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배한수와 김경화(2012)는 기업지배구조가 양호할수록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 이익

조정을 모두 유의하게 감소시켜 경영자의 이익조정 유인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 매커

니즘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현민 등(2015)는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할수록

이익조정의 부정적 효과가 완화될 수 있으며, 경영자의 기회주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오현민과 전흥주(2016)은 유상증자를 실시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이익투명성이 낮고, 양호한 기업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의 경

우 경영자가 기회주의적인 이익조정을 통해 이익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차진화와 김태석(2016)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업지배구조

지수를 활용하여 기업지배구조가 재량적 발생액과 실제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하였다. 연구 결과,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할수록 재량적 발생액에 기반을 둔 이익조

정은 감소하였다.

지금까지 기업지배구조와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는 일관되지 않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지배구조의 효율성이 이익조정과 부채조달비용에 미치

는 영향을 검증한다.

3.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활동과 이익조정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 활동은 경영활동과 재무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토대로 투자자나 채권자 대신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간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재무분석가는 이익예측 활동을 통해 자본시장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경영자와 투자자 간의 정보비대칭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재무분석가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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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합리적인 분석정보는 시장 참여자의 투자의사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안윤영 등(2006)은 재무분석가의 특성이 이익예측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많은 기업에 대한 분석을 담당하는 재무분석가일수록 이익예측오차가 높았으며

재무분석가의 분석기업 수가 늘어날수록 분석업무의 복잡성이 증가하여 이익예측이

어려워짐을 발견하였다. Fang(2008)은 재무분석가의 해당 기업 또는 산업에 대한 경

험이 많을수록 해당 재무분석가가 분석을 담당하는 기업은 이익조정이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박지혜와 조중석(2011)은 정보비대칭이 큰 기업일수록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며 재무분석가가 사적정보를 활용하여 이익예측치의 정확성을

제고시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시장에 제공한다고 하였다.

김지홍 등(2014)은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 이익조정이 재무분석가 예측의 불확실

성과 정보 제공 유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상이한 이익조정 수단의 차별적 영향

력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두 가지 이익조정 모두 재무분석가의 예측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유의하게 낮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무분석가의 이익예

측활동이 이익조정과 부채조달비용의 관계를 완화시키는지를 검증한다.

Ⅲ. 연구 설계

1. 가설 설정

박연희 등(2011)과 이세철과 고영우(2012)는 재량적 발생액과 부채조달비용 간 양

(+)의 관계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영자가 이익조정을 수행하면 채권자들이

이를 위험으로 인식하여 대출이자율이 증가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박종

일과 윤소라(2014)는 채권자들이 기업의 재량적 발생액 수준을 효과적으로 탐지한다

면 경영자는 재량적 발생액을 활용한 이익조정을 수행하지 않을 것이므로 재량적 발

생액과 부채조달비용은 음(-)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박종일과 남혜정(2011)은 코스피

기업은 이익조정 측정치와 자본비용이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으나 코스닥 기업

은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와 같이 이익조정과 자본비용에 관한 선행연구

는 일관되지 않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의 이익조정이 시장에 정보비대칭을 증

가시키고 채권자들이 이를 위험으로 인식하여 부채조달비용이 증가한다는 관점에서

기업지배구조와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활동이 경영자의 이익조정으로 인한 부정적 영

향을 완화시키는 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재량적 발생액과 부채

조달비용의 관계를 재검증하기 위한 가설 1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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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 재량적 발생액은 부채조달비용과 양(+)의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경영자의 경영활동을

감독 및 감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소유지분이 집중된 기업일수록 지배주주는 경영

자에 대한 감독 및 감시 기능을 보다 수월하게 수행하여 경영자의 이익조정은 감소할

것이다. 기업지배구조가 강할수록 경영자의 경영활동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

익투명성의 훼손을 예방하거나 정보비대칭을 감소시켜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대한 정

보위험을 완화하였다(최종서 등, 2005; 오현민 등, 2015; 오현민과 전흥주, 2016 등).

따라서 아래와 같이 가설 2를 설정하였다.

가설 2 : 기업지배구조(최대주주지분율, 외국인지분율)가 강할수록 이익조정이 부채

조달비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완화될 것이다.

재무분석가는 채권자,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해당 기

업 또는 산업에 대한 합리적 분석정보를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재

무분석가는 이익예측 활동을 통해 자본시장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영자와

투자자 간의 정보비대칭을 감소시켜 경영자의 이익조정으로 인한 정보위험을 완화하

였다(Asquith et al., 2005 등). 따라서 아래와 같이 가설 3을 설정하였다.

가설 3 :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활동(이익예측빈도, 이익예측정확성)은 이익조정이

부채조달비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2. 변수의 측정

가. 이익조정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관심변수인 이익조정의 대용치로 Kothari et al.(2005)가 사용한 성과

통제 재량적 발생액을 사용하였다. 이는 Jones 모형(1991)의 방법에서 기업성과를 통

제함으로써 재량적 발생액 추정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측정오차를 완화시킨 모형이

다. Kothari et al.(2005)의 재량적 발생액 추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재량적 발생액은

총 발생액에서 비재량적 발생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였다.

 TAt/At-1 = β0 + β1(1/At-1) + β2((△REVt - △RECt)/At-1) + β3(PPEt/At-1) 

          + β4ROAt-1 + εt  

 (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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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A = t기 총발생액(= t기 당기순이익 - t기 영업활동현금흐름)
    A = t기 기초총자산
    △REV = t기 매출액의 변화분

    △REC = t기 매출채권의 변화분

    PPE = t기 유형자산(토지와 건설중인 자산은 제외)
    ROA = t-1기 총자산이익률

    ε = 잔차항   

나. 부채조달비용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부채조달비용의 대용치로 박종일과 윤소라(2014)가 사용

한 부채차입이자율 스프레드(YSt+1)를 사용한다. 부채차입이자율은 총금융비용을 평균

이자발생부채로 나누어서 측정하였으며 기준 이자율은 국고채 3년 만기 이자율을 활

용하였다.2)

부채차입이자율 스프레드(YSt+1) = 부채차입이자율 - 기준이자율

(식 2)

여기서

부채차입이자율 = 총금융비용/평균이자발생부채

기준이자율 = 국고채 3년 만기 이자율

부채차입이자율 스프레드는 소수 순위등급변수(Fractional ranks variable)로 계산하

여 분석하였다. 소수의 순위등급 변수로 활용하면 개별기업 간 상대적 비중 차이에

따른 극단치(Outlier) 문제를 보다 완화시킬 수 있다(박종일과 윤소라, 2014).

다. 통제 변수

통제변수는 부채조달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구

체적으로 기업신용등급(CRD), 상장시장(MKT), 기업규모(SIZE), 유동비율(LIQ), 부

채비율(LEV), 매출액성장률(GRW), Big4 제휴법인(Big4), 감사인교체(AUD), 유상증

자(ISSUE), 회사채발행(BOND), 영업현금흐름(CFO), 과거 3년간 손실발행빈도

2) 총금융비용은 (이자비용 + 사채이자 + 사채상환손실 - 사채상환이익 + 건설자금이자)로 측정하며, 평균이자발생부
채는 (단기차입금 + 유동성장기부채 - 기타유동성장기부채 + 단기사채 + 장기사채 + 장기차입금 + 단독 표시된
금융리스부채 + 장기미지급금중의 금융리스부채 + 정리채무중장기차입금등 정리채무 + 장단기유동화채무)로 산정
된 이자발생부채의 전기와 당기의 평균값으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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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S), 스톡옵션행사(SO), 시장위험(BETA), 주식수익률변동성(STOCK), 기업연령

(AGE), 기업집단(GROUP )을 사용하였다.

기업신용등급(CRD)은 등급에 따라 부채조달비용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포함하였다(Prevost et al., 2008; 박연희 등, 2011). 상장시장(MKT)은 코스닥시장에

속한 기업들이 유가증권시장에 속한 기업들에 비해 기업의 안정성이 낮을 수 있으므

로 코스닥상장기업이면 1, 유가증권상장기업이면 0으로 포함하였다(박종일과 윤소라,

2014). 기업규모(SIZE)는 기업의 규모에 따른 효과와 생략된 변수에 대한 효과를 통

제하기 위해 포함하였으며 총자산에 로그 값을 취하였다(Francis et al., 2005). 유동비

율(LIQ)과 부채비율(LEV)은 재무안정성을 나타내며 유동비율이 낮거나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부채조달비용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Prevost et al., 2008).

매출액성장률(GRW)은 고성장 기업일수록 시장의 투자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경영자의 이익조정 유인이 높을 수 있어서 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종일과 윤소라, 2014). Big4 제휴법인(Big4)은 시장에서 non-Big4 제

휴법인에 비해 재무보고의 신뢰성이 높다고 인지되므로 Big4 감사인에게 감사받은 기

업의 재무제표는 경영자의 이익조정으로 인한 정보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기

대된다. 감사인교체(AUD)는 감사인 교체 기업은 교체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상대적

으로 경영자의 이익조정으로 인한 정보위험이 높을 것이다(박종일과 곽수근, 2007).

유상증자(ISSUE)와 회사채발행(BOND)은 기업의 자본조달과 관련된 변수들로 유

상증자를 실시한 기업은 경영자의 이익조정 유인이 더 높을 수 있으며, 회사채발행기

업은 미래 기업의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보이려는 이익조정 유인이 높을 수 있다(박종

일과 윤소라, 2014). 영업현금흐름(CFO)이 낮을수록, 과거손실발생빈도(LOSS)가 많을

수록 부채조달비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박연희 등, 2011), 스톡옵션(SO)을 행사한

기업이 경영자의 이익조정 유인이 높을 것이다(김유찬과 변윤정, 2010). 또한 개별기

업의 체계적위험(BETA)이 클수록, 주식수익률의 변동성이 클수록 부채조달비용이 높

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연령(AGE)이 길수록 안정성이 높을 것이며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일수록 정보비대칭 문제가 더 심하여 부채조달비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Prevost et al., 2008; 박종일과 남혜정, 2011; 박종일과 윤소라, 2014).

3. 연구 모형

가. 연구 모형

연구 모형 (1)에서는 재량적 발생액과 부채조달비용 간의 관계(가설 1)를 검증한다.

이익조정이 클수록 부채조달비용은 증가할 것이므로 β1은 양(+)의 관계를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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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t+1 = β0 + β1 DAt + β2 CRDt+1 + β3 MKTt + β4 SIZEt + β5 LIQt + β6 LEVt 

     + β7 GRWt + β8 BIG4t + β9 AUDt + β10 ISSUEt + β11 BONDt + β12 CFOt 
       + β13 LOSSt  + β14 SOt + β15 BETAt + β16 STOCKt + β17 AGEt 

     + β18 GROUPt + Σ INDt + Σ YDt + εt                            (모형 1)

여기서

    YSt+1 = t+1년도 부채차입이자율 스프레드
    DAt = Kothari et al.(2005)에 의해 계산된 성과통제 재량적 발생액

    CRDt+1 = t+1년도 기업신용등급
    MKTt = t년도 코스닥 상장기업이면 1, 유가증권 상장기업이면 0
    SIZEt = t년도 기업규모(총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LIQt = t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LEVt = t년도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GRWt = t년도 매출액성장률((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기초총자산))
    BIG4t = t년도 BIG4 제휴법인이면 1, 아니면 0
    AUDt = t년도 감사인 교체법인이면 1, 아니면 0
    ISSUEt = t년도 유상증자를 실시한 기업이면 1, 아니면 0
    BONDt = t년도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이면 1, 아니면 0
    CFOt = t년도 영업현금흐름(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기초총자산)
    LOSSt = t년도 과거 3년간 손실발생빈도

    SOt = t년도 스톡옵션을 행사한 기업이면 1, 아니면 0
    BETAt = t년도 체계적 위험(시장모형으로 측정)
    STOCKt = t년도 1년간의 주식수익률의 변동성
    AGEt = t년도 기업연령(기업연수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GROUPt = t년도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면 1, 아니면 0      
    ΣIND = 산업별 더미변수

    ΣYD = 연도별 더미변수
    ε = 잔차

연구 모형 (2)에서는 기업지배구조의 효율성이 이익조정과 부채조달비용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가설 2)을 검증한다. 관심변수인 기업지배구조 변수는 배기수와 정설희

(2013)에서 사용한 최대주주지분율(LARGE t)과 외국인지분율(FORNt)을 사용한다. 최

대주주지분율(외국인지분율)이 클수록 이익조정과 부채조달비용의 관계가 완화될 것

이므로 모형(2)의 β3는 음(-)의 관계가 예상된다.

YSt+1 = β0 + β1 DAt + β2 LARGE(FORN)t + β3 DAt*LARGE(FORN)t + β4 CRDt+1 

       + β5 MKTt + β6 SIZEt + β7 LIQt + β8 LEVt + β9 GRWt + β10 BIG4t 
       + β11 AUDt + β12 ISSUEt + β13 BONDt + β14 CFOt + β15 LOS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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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β16 SOt + β17 BETAt + β18 STOCKt + β19 AGEt + β20 GROUPt 

       + Σ INDt + Σ YDt + εt                                          (모형 2)

여기서

    LARGEt = t년도 최대주주지분율(특수관계인 포함)
    FORNt = t년도 외국인지분율
    DAt*LARGE(FORN)t = 재량적 발생액과 기업지배구조의 상호작용변수

연구 모형 (3)에서는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 활동이 경영자의 이익조정과 부채조달

비용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가설 3)을 검증한다.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 활동에 관한

변수는 이세용과 노밝은(2011)에서 사용한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빈도(AN t+1)와 이익

예측정확성(AFE t+1)을 활용한다.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정확성(AFE t+1)은 t+1기에 대

하여 재무분석가가 예측한 주당순이익에서 t+1기 실제 발생한 주당순이익을 차감한

값을 t기의 기말 주가로 나눈 후 절대 값을 적용하여 산출한다(정석우와 임태균,

2005). 해당 값이 클수록 이익예측정확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가설 검증 과정에

서는 상수 -1을 곱하여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정확성을 측정한다. 따라서 β3는 음(-)

의 관계로 예측한다. 그 외 기타 통제변수는 모형 (1)과 동일하다.

YSt+1 = β0 + β1 DAt + β2 AN(AFE)t+1 + β3 DAt*AN(AFE)t+1 + β4 CRDt+1 

       + β5 MKTt + β6 SIZEt + β7 LIQt + β8 LEVt + β9 GRWt + β10 BIG4t 
       + β11 AUDt + β12 ISSUEt + β13 BONDt + β14 CFOt + β15 LOSSt  
       + β16 SOt + β17 BETAt + β18 STOCKt + β19 AGEt + β20 GROUPt

       + Σ INDt + Σ YDt + εt                                          (모형 3)

여기서

    ANt+1 = t+1년도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빈도

    AFEt+1 = t+1년도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정확성

    DAt*AN(AFE)t+1 = 재량적 발생액과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활동의 상호작용변수

나. 표본 선정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되

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1) 금융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

(2) 결산월이 12월이 아닌 기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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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적정 감사의견인 기업은 제외

(4) 자본잠식 기업은 제외

(5) (주)NICE신용평가정보의 KIS-VALUE와 (주)에프앤가이드의 FN-Dataguide를

통해 재무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기업

<표 1> 표본 선정

표본선정기준 표본 수
2011 - 2017년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 17,689
금융업에 속한 기업 및 결산월이 12월이 아닌 기업 제외 3,042
비적정 감사의견 기업 및 자본잠식 기업 제외 1,738
그 외 재무자료를 입수할 수 없는 기업 제외 3,532
최종표본 수 9.377

<표 1>은 표본 선정에 대한 설명이다. 표본 선정기준에서 금융업에 속하는 기업과

결산월이 12월이 아닌 기업을 제외한 이유는 해당 기업들의 재무제표 양식과 계정과

목이 일반 업종과 비교할 때 상이하여 표본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한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나 자본잠식에 있는 기업이면 정상적인 기업들과

비교할 때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들 기업은 표본에서 제외

하였다.

그리고 (주)NICE신용평가정보의 KIS-VALUE에서 부채조달비용 측정을 위한 자료

와 기업신용등급, 그리고 기타 분석에 필요한 자료들을 추출하였다. 분석대상기업에

대한 재무분석가의 연간 이익예측빈도와 이익예측정확성 등은 ㈜에프앤가이드의

FN-Dataguide를 통해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의 분포 하위 1% 이하와

상위 99% 이상의 값을 갖는 관측치를 이상치로 판단하여 조정(winsorization)하였다.

최종 표본은 기업-연도 기준으로 9,377개이다.3)

<표 2>의 Panel A는 표본의 연도별 분포를 나타낸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기간인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표본수는 연도별로 유사하게 분포되어 있다. <표 2>의 Panel

B는 표본의 산업별 분포를 나타낸다. 전체 표본은 16개 산업으로 분류되며, 제조업에

해당하는 표본이 전체 표본의 68.17% 수준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3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7.56%, 도

매 및 소매업 7.2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3) 총 9,377개의 표본에서 유가증권시장은 5,336개, 코스닥시장은 4,041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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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표본의 연도별․산업별 분포

Panel A： 연도별 분포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표본수 1,289 1,320 1,341 1,372 1,388 1,319 1,348 9,377
백분율(%) 13.7 14.1 14.3 14.6 14.8 14.1 14.4 100

Panel B： 산업별 분포

구분 산업 표본수 백분율(%)
1 농업, 임업 및 어업 38 0.41
2 광업 19 0.20
3 제조업 6,392 68.17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60 0.64
5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22 0.23
6 건설업 307 3.27
7 도매 및 소매업 679 7.24
8 운수업 131 1.40
9 숙박 및 음식점업 11 0.12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709 7.56
11 부동산업 및 임대업 32 0.34
1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87 8.39
1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2 0.87
14 교육 서비스업 43 0.47
1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0 0.64
1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 0.05

합 계 9,377 100

Ⅳ. 연구 설계

1. 기술 통계

<표 3>은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나타낸 것이다. 부채조

달비용의 대용치인 YS는 소수의 순위등급변수로 측정하였으며 평균은 0.532이고 최소

값과 최대값은 각각 0과 1이다. 재량적 발생액의 대용치인 DA의 평균과 중위수는

-0.005과 0.002로 나타났다. 기업지배구조 변수인 LARGE(최대주주지분율)와 FORN

(외국인지분율)의 평균은 25.214와 7.004로 나타났다.

한편 LARGE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90.428과 0.052이며, FORN의 최대값과 최소값

은 89.695과 0.000으로 표본기업 간 최대주주지분율 및 외국인지분율의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 활동을 나타내는 변수 중 하나인 AN

(이익예측빈도)의 평균은 5.372이나 최소값과 최대값이 1.000과 146.000으로 나타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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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기업에 대한 이익예측치를 발표하는 재무분석가의 수에도 기업마다 큰 차이를 보

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 활동 변수 AFE(이익예측정

확성)의 평균은 10.042이며 최소값과 최대값이 5.535와 19.501로 나타나 이익예측정확

성은 표본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CRD의 평균은 4.895로 표본에서 기업들의 평균적인 신용등급은 4-5등급 사이임을

알 수 있다. MKT의 평균은 0.442로 상대적으로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이 더 적음을 알

수 있다. SIZE는 자연로그를 취한 값으로 평균과 중위수가 25.878과 25.589로 유사하

게 나타났으며, LIQ의 평균과 중위수는 3.821과 1.612로 평균이 중위수보다 높고,

LEV는 각각 0.398과 0.392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Big4의 평균은 0.584로 표

본의 절반 이상이 Big4 감사인을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AUD의 평균은 0.311로

표본의 31% 정도가 신규 감사인으로 교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ISSUE와 BOND의 평균은 0.239와 0.161으로 나타났으며, 표본에서 유상증자를 실

시한 기업은 평균 24%이며,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은 평균 16% 수준임을 알 수 있다.

CFO의 평균은 0.061로 양(+)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과거 3년간 손실발생빈도를 나타

내는 LOSS의 평균은 0.624로 나타났다. SO의 평균은 0.167로 표본에서 스톡옵션을

행사한 기업은 약 17%로 나타났으며, BETA의 평균과 중위수는 0.803과 0.807로 체계

적위험이 기대치인 1보다 낮게 나타났다. STOCK의 평균과 중위수는 0.791과 0.734로

연간 주식수익률의 변동성은 약 79%로 나타났으며, AGE의 평균과 중위수는 3.523과

3.313으로 각각을 자연로그 값을 취하기 전으로 환산하면 대략 34년과 28년이다.

GROUP의 평균은 0.751로 나타나 국내 상장기업의 경우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가 많

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3>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N = 9,377)

변수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중위수 최대값
YS 0.532 0.284 0.000 0.575 1.000
DA -0.005 0.068 -0.308 0.002 0.374

LARGE 25.214 2.467 0.052 22.490 90.428
FORN 7.004 1.518 0.000 1.510 89.695

AN 5.372 1.734 1.000 3.000 146.000
AFE 10.042 1.925 5.535 9.325 19.501
CRD 4.895 1.899 1.000 5.000 10.000
MKT 0.442 0.389 0.000 0.000 1.000
SIZE 25.878 1.441 21.716 25.589 32.795
LIQ 3.821 3.522 0.002 1.612 19.324
LEV 0.398 0.201 0.001 0.392 0.991
GRW 0.152 0.317 -1.556 0.021 4.338
BIG4 0.584 0.368 0.000 0.000 1.000
AUD 0.311 0.459 0.000 0.000 1.000

ISSUE 0.239 0.463 0.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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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속변수
  YSt+1 = t+1년도 부채차입이자율 스프레드
2) 관심변수
  DAt = Kothari et al.(2005)에 의해 계산된 성과통제 재량적 발생액
  LARGEt = t년도 최대주주지분율(특수관계인 포함)
  FORNt = t년도 외국인지분율
  ANt+1 = t+1년도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 빈도
  AFEt+1 = t+1년도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 정확성
3) 통제변수
  CRDt+1 = t+1년도 기업신용등급
  MKTt = t년도 코스닥 상장기업이면 1, 유가증권 상장기업이면 0
  SIZEt = t년도 기업규모(총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LIQt = t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LEVt = t년도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GRWt = t년도 매출액성장률((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기초총자산))
  BIG4t = t년도 BIG4 제휴법인이면 1, 아니면 0
  AUDt = t년도 감사인 교체법인이면 1, 아니면 0
  ISSUEt = t년도 유상증자를 실시한 기업이면 1, 아니면 0
  BONDt = t년도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이면 1, 아니면 0
  CFOt = t년도 영업현금흐름(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기초총자산)
  LOSSt = t년도 과거 3년간 손실발생빈도
  SOt = t년도 스톡옵션을 행사한 기업이면 1, 아니면 0
  BETAt = t년도 체계적 위험(시장모형으로 측정)
  STOCKt = t년도 1년간의 주식수익률의 변동성
  AGEt = t년도 기업연령(기업연수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GROUPt = t년도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면 1, 아니면 0      
  ΣIND = 산업별 더미변수
  ΣYD = 연도별 더미변수
  ε = 잔차

2. 상관관계분석

<표 4>는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4) 부채차입이자율 스프레드(YS)

는 성과통제 재량적 발생액(DA)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

BOND 0.161 0.485 0.000 1.000 1.000
CFO 0.061 0.317 -5.436 0.021 7.338
LOSS 0.624 0.936 0.000 0.000 3.000

SO 0.167 0.345 0.000 1.000 1.000
BETA 0.803 0.594 -0.367 0.807 2.153

STOCK 0.791 0.230 0.286 0.734 1.825
AGE 3.523 0.654 1.215 3.313 6.126

GROUP 0.751 0.373 0.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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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경영자의 이익조정이 증가할수록 투자자나 채권자들이 정보 위험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여 부채조달비용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업지배구조

의 효율성 대용치인 최대주주지분율(LARGE)과 외국인지분율(FORN)과는 유의한 양

(+)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 활동 대용치인 연간 이익예측 빈도(AN)와는 양(+)

의 관계를 나타냈으나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익예측 정확성(AFE)는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부채조달비용에 미치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여러 통제변수들을 포함하여 다변량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 주요 변수의 피어슨 상관관계분석 (N = 9,377)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 YS 0.13*** 0.11** 0.10** 0.01 -0.03* 0.36*** 0.09*** 0.07*** -0.15*** 0.47*** -0.03* 0.00 0.05*** -0.17*** -0.34*** -0.08*** 0.43*** -0.01 0.02 0.04*** -0.07*** -0.00

2 DA 1 -0.07*** -0.02** 0.02* -0.00 -0.09*** 0.01* 0.02** 0.01 -0.04*** 0.10*** 0.01 -0.00 -0.00 0.05*** -0.30*** -0.10*** 0.02** -0.03*** -0.00 -0.00 -0.01

3 LARGE 1 0.16*** 0.08*** -0.00 -0.12*** 0.17*** 0.20*** 0.04*** -0.11*** -0.07*** -0.00 -0.05*** -0.01* 0.08*** 0.00 -0.08*** 0.08*** 0.13*** 0.02** 0.05*** 0.13***

4 FORN 1 0.49*** -0.00 -0.22*** 0.28*** 0.49*** 0.01 -0.12*** -0.02** 0.08*** -0.06*** -0.06*** -0.04*** 0.11*** -0.15*** 0.02** 0.03*** -0.02*** 0.11*** 0.08***

5 AN 1 0.02 -0.12*** 0.25*** 0.66*** -0.03*** 0.01 0.01 0.02** -0.02** -0.07*** -0.20*** 0.10*** -0.13*** 0.01 0.12*** -0.02** 0.04*** 0.14***

6 AFE 1 0.02* 0.01 0.04*** -0.00 0.04*** -0.02* -0.00 0.02 -0.00 -0.02* -0.00 0.02* 0.00 0.00 0.00 0.01 0.01

7 CRD 1 -0.00 0.00 -0.11*** 0.75*** -0.07*** 0.01 0.05*** -0.10*** -0.38*** -0.37*** 0.51*** -0.04*** 0.05*** 0.06*** 0.02 0.00

8 MKT 1 0.59*** 0.02 0.09*** -0.04*** 0.09*** -0.05*** -0.29*** -0.04*** -0.02** -0.07*** 0.18*** -0.08*** -0.01 0.38*** 0.22***

9 SIZE 1 -0.02** 0.16*** -0.04*** 0.13*** -0.08*** -0.13*** -0.23*** 0.04*** -0.17*** 0.13*** 0.08*** -0.03*** 0.29*** 0.27***

10 LIQ 1 -0.20*** -0.02** -0.01 -0.01 0.02* 0.07*** -0.02* -0.04*** 0.01 -0.00 -0.00 -0.03** 0.00

11 LEV 1 0.08*** 0.06*** 0.05*** -0.08*** -0.34*** -0.11*** 0.25*** 0.05*** -0.04*** 0.03*** 0.01 -0.00

12 GRW 1 0.04*** 0.01 -0.02** 0.00 0.30*** -0.00 -0.06*** -0.07*** -0.02** -0.09*** -0.04***

13 BIG4 1 -0.17*** -0.04*** -0.04*** 0.03** -0.08*** -0.01 -0.03*** 0.02* -0.06*** 0.07***

14 AUD 1 0.00 -0.02** 0.02** 0.02* -0.02* -0.05*** 0.01 -0.04*** -0.02**

15 ISSUE 1 0.13*** 0.04*** -0.11*** 0.05*** -0.01 -0.01 -0.05*** -0.05***

16 BOND 1 0.13*** -0.23*** 0.09*** -0.08*** -0.03*** 0.02* -0.03***

17 CFO 1 -0.23*** 0.00 -0.08*** -0.04*** -0.09*** -0.01

18 LOSS 1 -0.11*** 0.08*** 0.06*** -0.02** -0.01

19 SO 1 -0.08*** -0.01 0.18*** 0.04***

20 BETA 1 0.25*** -0.00 0.05***

21 STOCK 1 0.01 0.00

22 AGE 1 0.06***

23 GROUP 1

1) 변수설명은 <표 3>을 참조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3. 가설검증결과5)

가. 재량적 발생액과 부채조달비용의 관계 (가설 1)

4)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의 분산팽창지수(VIF)는 2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5)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구분해서 분석하는 경우에도 각각 전체 표본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와 유사하게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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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는 재량적 발생액과 부채조달비용과의 관계를 재검증하기 위한 모형 1의 회

귀분석 결과이다. 연구모형의 Adj-R2는 29.45%이며 F값은 118.33(p<0.001)로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어 연구모형은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 결과, 관

심변수인 재량적 발생액과 부채차입이자율 스프레드의 관계를 의미하는 회귀계수 β1

은 0.164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량적 발생액을 통

한 경영자의 이익조정이 증가할수록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위험이 증가하고 합리적인

투자자들은 증가한 정보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을 요구하기 때문에 경영자의 부채조달

비용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는 재량적 발생액과 부채조달비용은 양(+)의 관계를 나

타낼 것이라는 가설 1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기존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Prevost

et al., 2008; 박종일과 박찬웅, 2011).

<표 5> 재량적 발생액과 부채조달비용의 관계

YSt+1 = β0 + β1 DAt + β2 CRDt+1 + β3 MKTt + β4 SIZEt + β5 LIQt + β6 LEVt 

       + β7 GRWt + β8 BIG4t + β9 AUDt + β10 ISSUEt + β11 BONDt + β12 CFOt 
       + β13 LOSSt + β14 SOt + β15 BETAt + β16 STOCKt + β17 AGEt 

       + β18 GROUP + Σ INDt + Σ YDt + εt                             (모형 1)

변수 예상부호 회귀계수 t-값
Intercept (?) 0.821 11.53***

DA (+) 0.164 3.35***

CRD (+) 0.022 7.33***

MKT (+) 0.047 6.45***

SIZE (-) -0.027 -7.36***

LIQ (-) -0.004 -3.19***

LEV (+) 0.275 13.04***

GRW (-) -0.022 -1.97***

BIG4 (+) 0.039 2.65***

AUD (+) 0.019 1.99**

ISSUE (-) -0.045 -3.41***

BOND (-) -0.151 -22.45***

CFO (-) -0.199 -4.87***

LOSS (+) 0.045 11.37***

SO (+) 0.020 2.34*

BETA (-) -0.007 -1.39
STOCK (+) 0.006 0.21*

AGE (-) -0.026 -5.01***

GROUP (-) -0.003 -0.31
N 9,377

F value 118.33***

Adj-R2 0.2945

1) 변수설명은 <표 3>을 참조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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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변수들을 살펴보면, 신용등급(CRD)과 부채조달비용은 유의한 양(+)의 관계로

나타났으며 이는 신용등급이 나쁠수록 부채조달비용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코스닥시장(MKT)일수록, 기업규모(SIZE)가 작을수록, 유동비율(LIQ)이 낮을수

록, 부채비율(LEV)이 높을수록, 매출액성장률(GRW)이 낮을수록 부채조달비용이 높게

나타났다.

감사인(BIG4)이 Big4 제휴법인 일수록, 감사인 교체기업(AUD)일수록 부채조달비용

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상증자(ISSUE)나 사채발행(BOND)을 한 기업일수록 부채조

달비용이 낮게 나타났다. 영업현금흐름(CFO)이 적을수록, 과거 3년 손실발생빈도

(LOSS)가 많을수록, 스톡옵션(SO)을 행사한 기업일수록, 설립된 지 오래되지 않은 기

업(AGE)일수록,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GROUP )일수록 부채조달비용이 높게 나타났

다.

나. 기업지배구조가 이익조정과 부채조달비용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가설 2)

<표 6> 기업지배구조가 이익조정과 부채조달비용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YSt+1 = β0 + β1 DAt + β2 LARGE(FORN)t + β3 DAt*LARGE(FORN)t + β4 CRDt+1 

       + β5 MKTt + β6 SIZEt + β7 LIQt + β8 LEVt + β9 GRWt + β10 BIG4t 
       + β11 AUDt + β12 ISSUEt + β13 BONDt + β14 CFOt + β15 LOSSt  
       + β16 SOt + β17 BETAt + β18 STOCKt + β19 AGEt + β20 GROUPt

       + Σ INDt + Σ YDt + εt                                          (모형 2)

변수 예상부호
Panel A (LARGE) Panel B (FORN)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Intercept (?) 0.878 10.34*** 0.755 8.44***

DA (+) 0.173 2.52*** 0.199 3.45***

LARGE (-) -0.012 -1.88** - -
FORN (-) - - -0.038 -5.34***

DA*LARGE (-) 0.011 1.99* - -
DA*FORN (-) - - -0.021 -2.42***

CRD (+) 0.023 6.12*** 0.020 5.99***

MKT (+) 0.051 6.70*** 0.053 6.45***

SIZE (-) -0.022 -5.87*** -0.014 -4.38**

LIQ (-) -0.005 -4.26*** -0.002 -3.92***

LEV (+) 0.103 3.96*** 0.195 7.25***

GRW (-) -0.012 -0.95 -0.011 -0.94
BIG4 (+) 0.033 3.04*** 0.043 2.95***

AUD (+) 0.016 1.15 0.015 1.52
ISSUE (-) -0.033 -2.89*** -0.037 -2.91***

BOND (-) -0.164 -23.25*** -0.150 -22.39***

CFO (-) -0.235 -5.72*** -0.254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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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수설명은 <표 3>을 참조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Panel A는 기업지배구조의 대용치로 LARGE(최대주주지분율)을 사용하였으며,

Panel B는 FORN(외국인지분율)을 사용하였다. 연구모형의 Adj-R2는 Panel A

31.1%, Panel B 33.4%이며, F값은 각각 103.84(p<0.001), 114.69(p<0.001)로 연구모형

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 결과, Panel A에서는 DA와 LARGE의 상호작용변수인 DA*LARGE의 회귀계

수 β3는 0.011로 10%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지배구조가

강할수록 경영자의 이익조정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보위험을 완화시킬 것이라

는 가설 2를 기각하는 결과이다. 이는 기업지배구조의 감독․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

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최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해당 기업의 경영자나

지배주주가 자신들의 사적 효용을 추구하기 위해 기회주의적 행동을 수행한다는 이익

침해가설(Expropriation of minority shareholder hypothesis)을 지지하는 결과이다(박

종일, 2003).

한편 Panel B에서는 DA와 FORN의 상호작용변수인 DA*FORN의 회귀계수 β3는

-0.021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주주들은 기업지

배구조 관점에서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대한 감독․감시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외국인지분율이 높을수록 이익조정과 부채조달비용 간의 부정적 영향이 완화

될 것이라는 가설 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나머지 통제변수들의 결과는 <표 5>의 분

석 결과와 유사하였다.

다.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활동이 이익조정과 부채조달비용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가

설 3)

<표 7>은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활동이 이익조정과 부채조달비용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 3의 회귀분석 결과이다. Panel A는 재무분석가의 이익예

측활동 대용치로 AN(이익예측빈도)을 사용하였고, Panel B는 AFE(이익예측정확성)

LOSS (+) 0.036 9.82*** 0.032 8.38***

SO (+) 0.034 4.17*** 0.039 3.26***

BETA (-) -0.005 -0.82 -0.003 -0.74
STOCK (+) 0.026 2.29** 0.029 2.31**

AGE (-) -0.025 -3.41*** -0.025 -4.14***

GROUP (-) -0.013 -1.12 -0.018 -1.39
N 7,922 7,922

F value 103.84*** 114.69***

Adj-R2 0.3105 0.3341



商業敎育硏究 제32권 제6호68

을 사용하였다. 연구모형의 Adj-R2는 Panel A는 30.4%, Panel B는 31.1% 수준이며,

F값은 각각 68.73(p<0.001)과 70.02(p<0.001)로 통계적으로 연구모형이 적합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분석 결과, Panel A에서는 DA와 AN의 상호작용변수인 DA*AN의 회귀계수 β3는

-0.017로 5%에서 유의한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기업의 이

익을 예측하는 재무분석가의 수가 많다고 채권자에게 합리적인 분석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재무분석가가 분석하는 기업의 수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분석업무의 복

잡성이 증가하여 이익예측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안윤영 등(2006)의 연구와 상이한 결

과이다. 즉 기업의 이익을 예측하는 재무분석가들은 이익예측활동을 통해 자본시장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영자의 이익조정으로 인한 정보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Panel B에서는 DA와 AFE의 상호작용변수인 DA*AFE의 회귀계수 β3는

-0.018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

활동이 경영자의 경영활동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대한 정

보위험을 완화시킬 것이라는 가설 3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

활동이 빈번할수록, 이익예측의 정확성이 높을수록 경영자의 이익조정을 효과적으로

감독․감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머지 통제변수들의 결과는 <표 5>의 분석 결과

와 유사하였다.

<표 7>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활동이 이익조정과 부채조달비용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YSt+1 = β0 + β1 DAt + β2 AN(AFE)t+1 + β3 DAt*AN(AFE)t+1 + β4 CRDt+1 

       + β5 MKTt + β6 SIZEt + β7 LIQt + β8 LEVt + β9 GRWt + β10 BIG4t 
       + β11 AUDt + β12 ISSUEt + β13 BONDt + β14 CFOt + β15 LOSSt  
       + β16 SOt + β17 BETAt + β18 STOCKt + β19 AGEt + β20 GROUPt

       + Σ INDt + Σ YDt + εt                                          (모형 3)

변수 예상부호
Panel A (AN) Panel B (AFE)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Intercept (?) 0.878 10.34*** 0.755 8.44***

DA (+) 0.158 2.14*** 0.182 3.13***

AN (-) -0.033 -3.06*** - -
AFE (-) - - -0.032 -5.78***

DA*AN (-) -0.017 -1.78** - -
DA*AFE (-) - - -0.018 -2.89***

CRD (+) 0.028 6.52*** 0.019 5.82***

MKT (+) 0.053 6.77*** 0.051 6.41***

SIZE (-) -0.027 -5.89*** -0.022 -5.08**

LIQ (-) -0.006 -4.66*** -0.004 -5.22***

LEV (+) 0.094 3.13*** 0.165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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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수설명은 <표 3>을 참조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Ⅴ. 결 론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7년에 걸쳐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

된 9,377개의 기업-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지배구조와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활동

이 이익조정과 부채조달비용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익조정의 측정은

성과통제 재량적 발생액을 활용하였고, 부채조달비용은 부채차입이자율 스프레드를

활용하였다. 기업지배구조의 효율성 측정치는 최대주주지분율과 외국인지분율, 재무분

석가의 이익예측활동 측정치는 이익예측빈도와 이익예측정확성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량적 발생액과 부채조달비용은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냈다. 경영자의 이익조정은 기업정보에 대한 비대칭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합리적인 투자자들은 증가한 정보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을 요구하기 때문에

경영자의 이익조정이 증가할수록 부채조달비용은 증가하였다. 재량적 발생액과 대주

주지분율은 부채조달비용과 양(+)의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대주주

중심의 기업지배구조는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대한 정보위험을 완화하지 못하고 시장

의 압력과는 상관없이 자기 자신만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익조정을 더 크게 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한편 재량적 발생액과 외국인지분율은 부채조달비용과 음(-)의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 주주 비중이 높은 기업지배구조는 상대적으

로 경영자의 경영활동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보비대칭을 감소시켜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대한 정보위험을 완화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재량적 발생액과 재무분석

가의 이익예측활동은 부채조달비용과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GRW (-) -0.011 -0.94 -0.010 -0.92
BIG4 (+) 0.033 3.04*** 0.043 2.95***

AUD (+) 0.017 1.27 0.015 1.44
ISSUE (-) -0.031 -2.69*** -0.041 -3.19***

BOND (-) -0.160 -22.95*** -0.139 -20.49***

CFO (-) -0.232 -5.47*** -0.245 -5.39***

LOSS (+) 0.034 9.77*** 0.031 8.33***

SO (+) 0.030 3.79*** 0.038 3.04***

BETA (-) -0.004 -0.73 -0.003 -0.72
STOCK (+) 0.027 2.31** 0.026 2.11**

AGE (-) -0.030 -3.84*** -0.032 -4.71***

GROUP (-) -0.014 -1.25 -0.019 -1.44
N 4,352 4,258

F value 68.73*** 70.02***

Adj-R2 0.3045 0.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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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합리적인 분석정보를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는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활동

이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대한 정보위험을 완화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 및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활동과 경영자의 이익조정의 관

계만을 검증한 과거 선행연구와 다르게 기업지배구조와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활동이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따른 정보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으며 기업지배

구조의 효율성과 재무분석가가 이익예측활동을 통해 제공하는 분석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수준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기업지배구조와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활동

의 모니터링 기능에 대한 수준을 실증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관련 분야 연구에 추가적

인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량적 발생

액은 이익조정의 대용치로써 추정오차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기업지배구조의

객관적인 대용치로 알려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기업지배구조변수와 이사회 규모,

사외이사비율 등 다양한 변수를 모두 고려하지 못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외국인지분

율과 부채조달비용 간에 존재할 수 있는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t년도의 외국

인 지분율을 t+1년도의 부채조달비용에 대해 회귀하였으나, 내생성 문제에 대한 추가

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이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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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Corporate Governance and Analysts' Earnings Forecasting Activities
on Earnings Management and Cost of Debt Financing

Cho, Ju Hyun*․Shin, Ho Young**

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corporate governance and

analysts' earnings forecasting activities on earnings management and cost of debt

financing. In general, earnings management increases the risk of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managers and stakeholders such as investors and creditors in

the market. When rational investors demand a premium for increased information

risk, managers' debt financing costs will increase. Since corporate governance

monitors activities of managers in order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stakeholders, more effective corporate governance, can mitigate information risk of

earnings management. Analysts have earnings forecasting activities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so that market participants can make efficient decisions. Thus,

analysts' forecasting will play a role in mitigating information risk of earnings

manage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discretionary accruals and debt

financing costs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meaning earnings management

increases firm's information asymmetry. Thus, rational investors demand a

premium on information risk, which increases the debt financing costs. Second,

interaction variable between major shareholder ownership and discretionary

accruals is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correlated with debt financing costs, which

does not mitigate information risk of earnings management under corporate

governance which is dominated by major shareholders. This is consistent with the

expropriation hypothesis of shareholder ownership, in which executives perform

opportunistic behaviors to pursue their own private utility as the ownership

concentration increases. On the other hand, interaction variable between foreign

ownership and discretionary accruals is significantly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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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t financing costs. This implies that the corporate governance, which has a high

share of foreign shareholders, mitigates the information risk of earnings

management. Third, interaction between analysts' earnings forecasting accuracy

and discretionary accruals is negatively correlated with debt financing costs. This

implies that analysts 'earnings forecasting activities also mitigate the information

risk of earnings management.

This study empirically verified supervision and monitoring functions of corporate

governance and analysts' forecasting activities. It will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and further research directions for related areas.

Keywords: Earnings Management, Discretionary Accrual, Cost of Debt Financing,

Corporate Governance, Analys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