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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세혜택이 큰 기업의 미래이익 정보효과는 조세혜택이 낮은 기업의 미래이익 정보효과보다

클 것이라는 가설을 실증분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가설은 조세혜택이 커질 경우, 보수주의 회계

처리는 증가하고, 정보비대칭 수준은 감소한다는 남혜정 외(2013)와 정현욱 외(2016)의 연구에 근거하여 설

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증분석 모형은 Tucker and Zarowin(2006)의 미래이익반응계수 모형(FERC,

Future Earnings Response Coefficient)을 바탕으로 설정하였으며, 조세혜택 측정치는 남혜정 외(2013), 선

은정 외(2015) 및 정현욱 외(2016)의 방법론에 근거하여 측정하였다. 2002부터 2009년까지 유가증권시장 상

장법인(금융업 제외)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 한 결과, 조세혜택 측정치와 미래이익 간의 교호변수 사

이에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익의 변동성, 기업의 성장성(MB비율), 기업의 규모, 기업지배구조 및 감사품질을

실증분석 모형에 포함하여 추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일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

르면, 조세혜택이 큰 기업의 미래이익 정보효과는 조세혜택이 작은 기업의 미래이익 정보효과보다 높은 것

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는 조세혜택이 커질수록 미래이익의 정보효과는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

되며, 또한 조세부담이 커질 경우, 미래이익의 정보효과는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다.

미래이익의 정보효과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업특성변수를 이용하여 미래이익의 정보효과를 분

석하고 있지만,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조세와 미래이익의 정보효과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조세전략이 미래이익의 정보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는 투자자들이 기업의 조세특성에 따라 의사결

정이 달라 질 수 있다는 자료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함의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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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금융업을

제외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조세

혜택이 큰 기업의 미래이익 정보효과는 조세혜

택이 작은 기업의 미래이익 정보효과보다 클 것

이라는 가설을 실증분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가설은 조세혜택이 증가할수록 보수주의

회계처리는 증가하고 정보비대칭 수준은 감소한

다는 연구에 근거하여 설정하였다.

남혜정 외(2013)와 선은정 외(2015)는 조세혜

택이 커질수록 경영자는 보고이익에 대한 압박

이 낮아지므로, 보수주의 회계처리와 하향 이익

조정 수준은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김태완·전하성(2011)에 따르면, 보수주의 회계처

리는 이익의 변동성을 줄여 불확실성을 감소시

키는 신중한 회계처리인 동시에 수익비용대응

수준을 왜곡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점

에서 선은정 외(2015) 및 최종욱·김철환(2010)은

조세혜택이 커질수록 발생액의 질은 낮아지지만,

이익의 지속성은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에, Das et al.(1998)은 이익의 지속성이

높아질수록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편의는 감소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조세혜택이 재무분

석가의 이익예측편의를 감소시키는 유인으로 작

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현욱 외

(2016)는 조세혜택과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편의

간에는 음(-)의 관계를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그

리고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정현욱 외(2016)는

조세혜택이 정보비대칭 수준을 감소시키는 유인

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미래이익의 정보효과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는 Tucker and Zarowin(2006)의 미래이익반응계

수에 관한 모형을 바탕으로 기업특성변수가 미

래이익의 정보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

는 지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미래이익의 정보

효과는 수익비용대응 수준, 발생액의 질 및 이익

유연화가 높아질수록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최

종서·송동건 2004; Tucker and Zarowin 2006;

권수영 외 2012; 이현주·정현욱 2014). 또한, 회

계이익의 보수성과 정보비대칭 수준(자율공시수

준, 경영자의 이익예측, 재무공시, 언론을 통한

기업정보 보급)이 높아질수록 미래이익의 정보효

과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elb and

Zarowin 2002; Choi et al. 2011; Haw et al.

2012; 김도연·김정옥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조세전략이 미래이

익의 정보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국내 연

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과세, 감면, 이연, 세액공제(감면) 및 조세정책

등으로 나타난 조세혜택이 미래이익의 정보효과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분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에 사용된 조세혜택

측정치를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하였으며,

Tucker and Zarowin(2006)의 모형을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조세혜택

측정치와 미래이익 간의 교호변수는 유의한 양

(+)의 값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이익의 변

동성, 기업의 성장성(MB 비율), 기업의 규모, 기

업지배구조 및 감사품질을 통제하더라도 일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조세혜

택이 큰 기업의 미래이익 정보효과는 조세혜택

이 작은 기업의 미래이익 정보효과보다 높은 것

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투자자

의 경우 조세혜택을 투자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미래이익의 정보효과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다

양한 기업특성변수를 이용하여 미래이익의 정보

효과를 분석하고 있지만,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조세가 미래이익의 정보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국내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

는 조세전략이 미래이익의 정보효과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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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수 있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는 투

자자들이 기업의 조세특성에 따라 의사결정이

달라 질 수 있다는 자료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Ⅱ. 선행연구의 검토 및 가설설정

1. 조세혜택과 관련된 선행연구

조세혜택은 비과세, 감면, 이연, 세액공제(감

면) 및 조세정책 등에 의해 발생하여 기업이 납

부해야할 세금(유효세액 또는 법인세비용)을 감

소시킨다(남혜정 외 2013; 선은정 외 2015). 이러

한 점에서 조세혜택은 회계이익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즉, 이는 조세혜택이 보고이

익에 대한 경영자의 압박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조세혜택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는 조세혜택이 경영자의 압박을 감소시

키는 유인으로 작용할 경우, 조세혜택이 보수주

의 회계처리, 이익조정(재량발생), 발생액의 질,

이익지속성 및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편의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박종일 외

2002; Kelly 2005; 최종욱․김철환 2010; 남혜정

외 2013; 박상봉·라기례 2013; 선은정 외 2015;

정현욱 외 2016).

남혜정 외(2013)는 다양한 보수주의 측정치

(Basu(1997), Givoly and Hyan(2000), Ball and

Shivakumar(2008) 및 Khan and Watts(2009))를

사용하여 조세혜택과 보수주의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조세혜택과 보수주의 회

계처리 간에는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밝

혀졌다. 이 결과는 Kelly(2005)의 연구에서도 일

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백원선·이수로(2004)는 보수주의 회계처

리의 경우 순이익과 순자산을 과소계상하게 만

든다고 설명하고 있다.1) 이는 조세혜택이 커질수

록 하향 이익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선은정 외(2015)는 조

세혜택과 이익조정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조세혜택이 커질수록 경영자의 하향 이

익조정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조세혜택과 재량발생 간의 관련성을 분석

한 박종일 외(2002)의 연구에서도 드러났으며,

조세혜택과 재량발생 간에는 음(-)의 관계가 있

는 것으로 밝혔다.

이러한 경영자의 이익조정은 영업현금흐름과

발생액 간의 관련성을 왜곡시킬 수 있다. 즉, 이

는 조세혜택이 발생액의 질에는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선은정 외

(2015)는 조세혜택은 발생액의 질과 음(-)의 관

계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선은정 외

(2015)는 조세혜택과 이익지속성 간에는 양(+)의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최종욱·

김철환(2010)은 조세혜택의 값이 음(-)인 그룹과

양(+)인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 별로 이익의 지속

성에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조세혜택의 값이 음(-)인 그룹보다 양(+)인 그룹

에서 이익의 지속성이 높은 것다는 것을 밝혔다.

발생액의 질과 이익지속성은 회계이익의 질에

대한 대용변수(proxy)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사용

되고 있다(손성규 외 2009; 김영철․고종권

2011; 백원선 2011)이다. 하지만, 조세혜택이 발

생액의 질과 이익지속성에 상이하게 영향을 미

치는 이유는 보수주의 회계처리로 나타난 것으

1) 이와 다른맥락에서, 박상섭·이현주(2015)는 세무조사와 기업가치간의관련성을분석하고있다. 분석결과, 세무조사가기업의가

치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보고하고있다. 최헌섭(2009)은 정부정책의투명성이높아질수록조세순응(tax compliance) 수준

이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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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된다.

김태완·전하성(2011)의 연구에 따르면, 보수주

의 회계처리는 이익의 변동성을 감소시켜 불확

실성을 줄이는 신중한 회계처리이기도 하지만,

수익비용대응 수준을 왜곡시킨다고 설명하고 있

다. 이러한 유인으로 조세혜택이 회계이익의 질

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Das et al.(1998)에 따르면, 이익지속성

이 높아질수록 재무분석가는 공적정보에 근거하

여 이익예측치를 발표하므로, 이익지속성과 재무

분석가의 이익예측편의 간에는 음(-)의 관계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리를 근거로, 정

현욱 외(2016)는 조세혜택과 재무분석가의 이익

예측편의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조세혜택이 커질수록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편

의는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것은 조세

혜택이 커질수록 정보비대칭 수준을 감소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

이상의 조세혜택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조세혜택은 보고이익에 대한 경영자의 압박을

낮추어 보수주의 회계처리와 하향 이익조정 수

준은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조세혜택은 정보비대칭 수준을 감소시키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조세혜택은 발생액의

질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이익의

지속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2. 미래이익의 정보효과(미래이익 반응  
   계수)와 관련된 선행연구
미래이익의 정보효과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는 미래이익의 정보효과를 미래이익반응계수

(Future Earnings Response Coefficient, FERC)

모형을 통하여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래

이익의 정보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이익유연

화, 발생액의 질, 회계보수성, 자율공시수준, 재무

공시, 언론을 통한 기업정보 보급 그리고 경영자

의 이익예측이 미래이익의 정보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분석하고 있다(Gelb

and Zarowin 2002; 최종서․송동건 2004;

Tucker and Zarowin 2006; Choi et al. 2011;

Haw et al. 2012; 권수영 외 2012; 이현주·정현욱

2014; 김도연·김정옥 2015).

김도연․김정옥(2015)은 Ball and Shivakumar

(2005), Khan and Watts(2009)의 모형을 이용하

여 회계이익의 보수성을 측정한 후, 회계이익의

보수성이 미래이익의 정보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회계이익의 보수성이 높

아질수록 미래이익의 정보효과는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최종서·송동건(2004),

Tucker and Zarowin(2006) 그리고 권수영 외

(2012)는 이익유연화와 발생액의 질이 미래이익

의 정보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이익유연

화 및 발생액의 질이 높아질수록 미래이익의 정

보효과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회계이익의 질이 미래이익의 정보효과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백원선(2011)은 수익비용대응 수준이 올라

갈수록 회계이익의 질이 개선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현주·정현욱(2014)은 수익비용대응

수준이 높아질수록 미래이익의 정보효과가 제고

된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Francis et al.(2008)에 따르면, 회계이익

의 질과 자율공시수준 간에는 보완적인

(complementary) 관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자율공시수준이 높아질수록 미래이익

의 정보효과가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

한 관점에서 Gelb and Zarowin(2002)의 논문에

서 자율공시수준이 미래이익의 정보효과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자율공시수준

과 미래이익의 정보효과 간에는 양(+)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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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 만 아니라, 기업의

자율공시수준이 높다는 것은 기업과 투자자 사

이의 정보비대칭 수준이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Gelb and Zarowin

(2002) 연구결과는 정보비대칭 수준이 낮아질수

록 미래이익의 정보효과는 증가할 수 있음을 나

타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Haw et al.(2012)는 재

무공시와 언론을 통한 기업정보 보급이 미래이

익의 정보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

석결과, 재무공시와 언론을 통한 정보 보급이 높

아질수록 미래이익의 정보효과는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Choi et al.(2011)는 경영자의 이익

예측이 미래이익의 정보효과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 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영자의 이

익예측이 정확하고 빈번할수록 미래이익의 정보

효과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정현욱·이현주(2015)는 지배구조가 우

수하지 못할수록 정보비대칭 수준은 높아지므로

(고대영 외 2012), 지업지배구조(지분율괴리도)가

우수할수록(낮아질수록) 미래이익의 정보효과는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Choi et al.(2011),

Haw et al.(2012) 및 정현욱·이현주(2015)의 연구

결과는 Gelb and Zarowin(2002)와 일관된 결과

로, 높은 정보비대칭 수준이 미래이익의 정보효

과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외에도, 미래이익의 정보효과와 관련된 선행연

구에서는 사적부채의 비중 및 비정상감사시간이

낮고, 산업 내 경쟁정도가 높아질수록 미래이익

의 정보효과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현욱·이강일 2014; 정현욱 2015; 정현욱 2016).

3. 가설설정
조세혜택과 관련된 기존연구에서 조세혜택이

있을 경우, 경영자는 보고이익에 대한 압박이 낮

아져, 보수주의 회계처리는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보수주의 회계처리는 이익의 변동성을 감

소시켜 불확실성을 줄이는 신중한 회계처리이기

도 하지만, 수익비용대응 수준을 왜곡시킬 수 있

다(김태완․전하성 2011). 이러한 유인으로 조세

혜택은 발생액의 질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지만, 이익의 지속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현욱 외(2016)은 조세혜택이 이익지속

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조세혜택과 재

무분석가의 이익예측편의 간에는 음(-)의 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조세혜택이 정보

비대칭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에서 조세혜택

은 미래이익의 정보효과를 증가시킬 것으로 판

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

하였다.

가설: 조세혜택이 큰 기업의 미래이익 정보효과

는 조세혜택이 작은 기업의 미래이익 정보

효과보다 클 것이다.

Ⅲ. 연구방법론

1. 미래이익반응계수(Future Earnings   
   Response Coefficient, FERC)

Haw et al.(2012)은 당기의 주가수익률은 미래

이익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

명하고 있다. 이러한 논점에서, Collins et

al.(1994)은 아래 식(1)과 같은 주가-이익 관련성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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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t   UX t 
k  



k ∆E t X t  k t

식(1)

Rt : t기 주가수익률

UXt : 당기의 비기대이익(t기 이익-(t-1기에
예상한)t기 기대이익)

∆EtX tk: t기 기간(기초와 기말 기간) 동안 미래
이익에 대한 시장기대 변화

위, 식(1)은 당기의 주가수익률은 당기의 비기

대이익과 미래이익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하지

만, 위 식(1)에서 사용된 변수들은 측정할 수 없

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측정상의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Tucker and Zarowin(2006)은 아

래 식(2)와 같은 미래이익반응계수 모형을 제시

하였다.

R i t   X i t   X i t

X i t R i t  t

식(2)

Ri,t : t기 주가수익률

Xi,t-1 : t-1기 주당순이익/ t기 기초주가

Xi,t : t기 주당순이익/ t기 기초주가

Xi,t3 :
t+1기부터 t+3기까지의 주당순이익 합계/t기 기

초주가

Ri,t3 :
복리로 계산한 3년간(t+1기부터 t+3기까지) 미

래 주가수익률

위 식(2)의 Xt-1과 Xt는 식(1)의 UXt의 대용변

수이다. 특히, Xt의 회귀계수는 이익반응계수

(earnings response coefficient, ERC)로, Tucker

and Zarowin(2006)의 연구에서는 Xt의 회귀계수

는 양(+)의 부호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Tucker and Zarowin(2006)은 Xt-1

의 회귀계수가 음(-)의 부호를 제시하여야 한다

고 설명하고 있다. 이럴 경우, Lundholm and

Myers(2002)은 회계이익은 랜덤워크(random

walk)를 따른다고 설명하고 있다.

Tucker and Zarowin(2006)은 식(1)의 미래기

대이익에 대한 시장기대 변화(∆E t X t  k)의

대용변수로 Xt3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Tucker

and Zarowin(2006)은 Xt3의 회귀계수를 미래이익

반응계수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Xt3의 회귀

계수는 양(+)의 부호를 가져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Tucker and Zarowin(2006)은 미래이

익반응계수의 모형(식(2))에서 미래이익반응계수

(Xt3의 회귀계수)는 이익반응계수(Xt의 회귀계수)

보다 작아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Lundholm and Myers(2002)은 미래기

대이익에 대한 시장기대 변화(∆E t X t  k)를

나타내는 Xt3에는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

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식(1)의

‘(∆E t X t  k )’은 미래 기대이익의 정보만을 의

미하는데, Xt3에는 미래 기대이익과 미래 비기대

이익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

한 점에서 Tucker and Zarowin(2006)은 미래 비

기대이익이 당기 주가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Rt3을 모형에 포함하였고, Rt3의

회귀계수는 음(-)의 부호를 가져야 한다고 설명

하고 있다.

2. 연구모형
본 연구는 Tucker and Zarowin(2006)의 미래

이익반응계수 모형(식(2))을 바탕으로, 조세혜택

이 미래이익의 정보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실증분석

모형은 아래 식(3)과 같다.

R i t   X t   X t X t R t

TSt TSt ×X t   TSt ×X t

TSt ×X t TSt ×R t YD
IND  t

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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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 조세혜택

(‘3. 조세혜택(TS)의 측정’참조)

TS1 : 조세혜택1

TS2 : 조세혜택2

그 외 변수는 식(2) 참조.

본 연구의 가설 검증계수는 위 식(3)의 이

다. 의 값이 음(-)의 부호를 제시할 경우, 조

세혜택이 커질수록 보수주의 회계처리가 높아져,

미래이익의 정보효과가 감소하는 해석할 수 있

을 것이다. 하지만, 의 값이 양(+)의 부호를

제시할 경우, 조세혜택이 정보비대칭 수준을 감

소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미래이익의 정보효

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3. 조세혜택(TS)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조세혜택을 아래 식(4)와 같이

한계세율(각 회계연도 최고세율)과 유효세율(납

부세율) 간의 차이(식(4))로 정의(남혜정 외

2013; 정현욱 외 2016)한 후, 아래 식(5)와 같이

조세혜택1(TS1)을 측정하였다.

조세혜택=(법인세차감전순이익×한계세율)

-(법인세차감전순이익×유효세율)

=법인세차감전순이익(한계세율-유효세율)

식(4)

조세혜택1(TS1)={(법인세차감전순이익

×법정최고세율)-(손익계산서상법인세비용

(법인세차감전순이익×유효세율))}/t기 자본총액

식(5)

구체적으로, 조세혜택1(TS1(식(5)))은 한계세

율과 유효세율 간의 차이에 법인세차감전순이익

을 곱한 후, 자본총액으로 나누어 측정한 것이다.

이럴 경우,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경영자의 기회

주의적인 이익조정의 방향에 따라 변동하게 되

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하여, 선은정 외(2015)의 방법론

에 근거하여 조세혜택2(TS2(식(6)))를 측정하였

다.

선은정 외(2015)는 Desai and Dharmapala

(2006)의 방법론에 근거하여 아래 식(6)과 같이

조세혜택을 측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식(6)은

당기순이익과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차

감한 총발생을 통제한 후,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산출된 잔차()를 이용하여 조세혜택을 측정한

것이다. 따라서 아래 식(6)을 통하여 산출된 잔

차()는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이익조정에 통제

된 조세혜택 측정치(조세혜택2(TS2))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산업더미(IND)와 연도더

미(YD)는 산업효과와 연도효과를 통제하기 위하

여 식(6)에 포함하였다.

TSi t  TAC i t IND i t YD i t  i t

식(6)

TAC : 총발생(당기순이익-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IND : 산업더미

YD : 연도더미

 : 잔차(조세혜택2(TS2))

4. 표본의 선정

본 연구의 표본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이다.

Tucker and Zarowin(2006)의 미래이익반응계수

모형을 통하여 본 연구의 가설을 분석하기 위해

서는 t+3기의 회계이익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본기간을 2009년까지로 한정하여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업으로 표본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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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표본기업의 산업-연도별 분포
산업명(중분류)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1차 금속 제조업 16 22 29 34 36 37 37 39 250

가구 제조업 2 2 2 2 3 5 5 5 2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3 2 3 3 3 4 4 2 2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2 1 2 2 2 2 2 1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2 12 13 13 13 14 14 12 103

교육 서비스업 　 1 1 1 1 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4 4 5 5 5 6 6 6 4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1 16 19 19 23 25 26 25 164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 4 3 5 5 5 5 6 35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1 1 1 1 1 1 7

기타 제품 제조업 　 1 1 1 1 1 1 6

담배 제조업 1 1 1 1 1 1 1 1 8

도매 및 상품중개업 14 15 14 23 26 26 28 26 17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2 2 2 2 3 3 3 3 20

부동산업 　 1 1 1 1 1 1 6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3 15 17 15 16 19 20 18 133

사업지원 서비스업 1 1 1 2 2 3 4 5 19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1 1 1 1 1 1 1 1 8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6 6 7 9 9 8 8 8 61

소매업; 자동차 제외 3 4 6 7 7 7 8 8 50

수상 운송업 1 2 3 3 3 3 3 4 22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1 1 1 1 1 2 2 3 12

식료품 제조업 19 21 21 25 26 26 25 25 188

정하였다.

(1) 2001년부터 2012년까지 금융업을 제외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2) 자본이 양(+)인 기업

(3) NICE(주)의 Kis-Value와 TS-2000 데이터

베이스에서 재무제표자료와 주가자료를 추출할

수 있는 기업

<표 1>은 이상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종표

본에 대한 산업-연도별 분포를 제시하고 있다.2)

<표 1>에서 제시된 기준은 NICE(주)의

Kis-Value 데이터베이스의 산업분류(중분류)에

따라 분류된 것이다. <표 1>을 살펴보면, 최종표

본 3,518개(기업-년도) 중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은 368개(기업-년도), 전문서

비스업은 276개(기업-년도), 1차 금속 제조업은

250개(기업-년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은 235개(기업-년도) 그리고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은 230개(기업-년

도)로 5개 산업이 전체 표본의 약 38%를 초과하

고 있다. <표 1>을 통해 제시된 산업효과의 영

향을 제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산업효과를

모형에 포함하여 통제하였다.

2)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들의 상・하위 1% 범위에 해당되는 표본을 제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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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3 4 4 5 5 5 5 5 36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 1 1 1 4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3 4 4 6 8 9 9 8 51

음료 제조업 1 1 3 4 4 4 4 4 25

음식점 및 주점업 　 1 1 1 1 1 1 1 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 2 3 3 3 3 3 3 22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4 27 28 31 30 30 30 30 230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6 7 7 7 9 10 12 10 6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8 21 19 27 26 27 28 29 19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8 8 8 8 8 8 9 9 66

전기장비 제조업 10 12 12 13 13 13 13 13 99

전문서비스업 31 31 32 36 35 35 37 39 276

전문직별 공사업 　 1 1 1 2 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5 23 26 29 30 31 36 35 235

정보서비스업 　 1 1 1 1 1 5

종합 건설업 18 20 20 28 26 26 25 20 183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2 2 2 2 2 3 3 3 19

출판업 2 2 3 4 5 4 4 6 3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3 3 3 4 3 4 4 4 28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3 3 3 3 4 4 4 4 28

통신업 3 3 3 3 3 3 3 3 2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4 13 16 13 17 17 18 18 126

항공 운송업 2 2 2 2 2 2 2 2 1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33 41 42 44 46 50 56 56 368

합 계 325 364 392 450 471 492 515 509 3,518

Ⅳ. 실증분석결과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
<표 2>는 각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제시하

고 있다. 기술통계량은 각 변수들의 평균, 표준

편차 및 4분위수이다. <표 2>를 살펴보면, Rt의

평균(중위수)은 0.2782(0.1053)이고 표준편차는

0.7534로 나타났다. Tucker and Zarowin(2006)의

연구에서는 Rt의 평균(중위수)은 0.153(0.047), 표

준편차는 0.688로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기

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이현주·정현욱(2014)의 연

구에서는 Rt의 평균(중위수)은 0.2642(0.0860)로

보고하고 있으며, 표준편차는 0.7381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이현주·정현욱(2014)의

분포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Xt-1과 Xt의 평균(중위수)은 각각 0.1136

(0.1024)과 0.1131(0.1005)로 나타나고, Xt3의 평균

(중위수)은 0.3924(0.3182)로 나타났다. 그리고 Rt3

의 평균(중위수)은 0.7344(0.2857)로 나타났다. 이

들 변수들의 평균 및 중위수는 이현주·정현욱

(2014)의 연구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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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이현주·정현욱(2014)의 연구에서는 Xt-1

의 평균(중위수)은 0.1023(0.1028), Xt의 평균(중

위수)은 0.1104(0.1024), Xt3의 평균(중위수)은

0.4099(0.3262) 그리고 Rt3의 평균(중위수)은

0.7918(0.3226)로 보고하고 있다.

조세혜택1(TS1)의 평균 및 중위수는 –0.0047

과 –0.0009로 나타났다. 정현욱 외(2016)의 연구

에서는 조세혜택1의 평균(중위수)을 0.0019

(-0.0005)로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의 조세혜택

1(TS1)의 평균은 정현욱 외(2016)의 연구와 비교

하여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위

수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경영자의

이익조정을 통제하여 측정한 조세혜택2(TS2)의

평균 및 중위수는 –0.0042 및 –0.0027로 나타

났다. 본 연구의 조세혜택 측정치(TS1과 TS2)들

의 중위수는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본 연구의 표본기업 절반이상이 조세부

담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

변수 평 균 표준편차 최솟값 1분위수 중위수 3분위수 최대값

Rt 0.2782 0.7534 -0.9201 -0.1787 0.1053 0.5235 6.0968

Xt-1 0.1136 0.3868 -3.9304 0.0260 0.1024 0.2136 4.2320

Xt 0.1131 0.3151 -2.6875 0.0260 0.1005 0.2038 3.4746

Xt3 0.3924 0.9013 -7.9590 0.0777 0.3182 0.6855 8.8402

Rt3 0.7344 1.4631 -0.9706 -0.1881 0.2857 1.1791 9.9787

TS1 -0.0047 0.0489 -0.7433 -0.0076 -0.0009 0.0060 0.5426

TS2 -0.0042 0.0197 -0.3054 -0.0099 -0.0027 0.0035 0.2060

1) 변수의 설명: Rt는 주가수익률, Xt-1은 (t-1기 주당순이익/t기 기초주가), Xt는 (t기 주당순이익/t기 기초주가),

Xt3은 ((t+1기부터 t+3기까지의 주당순이익 합계)/t기 기초주가), Rt3은 복리로 계산한 3년 간(t+1기부터 t+3기까

지) 미래 주가수익률, TS1은 조세혜택1 그리고 TS2는 조세혜택2.

<표 3>은 실증분석에 사용된 변수들 간의 피

어슨(Pearson) 상관계수와 켄달의 타우(Kendall’s

tau) 상관계수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표 3>의

피어슨 상관관계 결과(왼쪽 하단)를 살펴보면, Rt

는 조세혜택 측정치(TS1과 TS2)들과 유의

(p<1%)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조세혜택이 커질수록 주가수익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Rt의 경

우 Xt-1, Xt 및 Xt3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Rt3과는 유의(p<1%)

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켄달의 타우 상관관계 결과(오른쪽 상단)를 살

펴보면, Rt는 조세혜택 측정치(TS1과 TS2), Xt-1,

Xt 및 Xt3과 유의(p<1%)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Rt는 Rt3과 유의

(p<1%)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켄달의 타우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관

계와 달리 순위(order)에 대한 상관관계를 측정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Rt와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결과는 피어슨 상관관계

결과와 일관된 것으로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의 값을 확인하였다. 확인 결과,

VIF의 값이 1.88 이하3)로 나타나 VIF가 10 이

상의 값을 가지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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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

켄달의 타우

피어슨
Rt Xt-1 Xt Xt3 Rt3 TS1 TS2

Rt 0.0788*** 0.2743*** 0.1763*** -0.1536*** 0.0754*** 0.0423***

Xt-1 0.0294* 0.3711*** 0.2556*** 0.0849*** 0.1073*** 0.1090***

Xt 0.2219*** 0.2882*** 0.4096*** 0.1196*** 0.2378*** 0.1644***

Xt3 0.1533*** 0.1771*** 0.4344*** 0.3182*** 0.1010*** 0.0188*

Rt3 -0.1737*** 0.0291* 0.0863*** 0.3497*** 0.0150 -0.0470***

TS1 0.0924*** 0.1859*** 0.4615*** 0.1666*** 0.0014 0.1407***

TS2 0.0436*** 0.0800*** 0.2513*** -0.0055 -0.0859*** 0.3476***

1) ***,** 및 *는 각각 1%, 5% 및 10% 수준에서 유의함 의미함.

2) 변수의 정의는 <표 2>참조.

2. 가설 검증결과
<표 4>의 모형 1은 Tucker and Zarowin

(2006)의 미래이익반응계수 모형을 검증한 결과

이고, 모형 2는 Tucker and Zarowin(2006)의 미

래이익반응계수 기본모형을 근거로, 조세혜택

1(TS1)이 미래이익의 정보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 4는 Tucker and

Zarowin(2006)의 미래이익반응계수 기본모형을

근거로, 조세혜택2(TS2)가 미래이익의 정보효과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그리고 모형

3과 모형 5는 각각의 조세혜택 측정치(TS1과

TS2)가 미래이익의 정보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연도효과와 산업효과를 통제한 결과이다.4)

먼저, <표 4> 모형 1의 결과를 살펴보면, Xt-1

과 Rt3의 회귀계수는 유의(p<1%)한 음(-)의 값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Xt와 Xt3의 회귀계

수는 모두 유의(p<1%)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Tucker and

Zarowin(2006)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과

와 일관된 것으로 보이고 있다. 특히, 의 값이

의 값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래의

이익보다 당기의 이익이 당기의 주가수익률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 계수인 (TS1×Xt3 및

TS2×Xt3의 회귀계수)은 각각의 모형(모형 2, 모

형 3, 모형, 모형 4 및 모형 5)에서 모두 유의한

양(+)의 값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조세혜택이

큰 기업의 당기 주가수익률은 조세혜택이 작은

기업의 당기 주가수익률보다 미래이익에 대한

정보를 많이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는 조세혜택은 미래이익의 정보효

3) 데이터분석시분산확대인자의값은각각개별변수들로제시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개별변수들중가장큰값으로제시되는

분산확대인자의 값만을 제시하였다.

4) 본 연구에서는 1차 자기상관의문제를확인하기위하여 Durbin-Watson 검증을수행하였다. 수행결과, Durbin-Watson 검정통계

량은 1.64로 나타났다. Durbin-Watson의 값이 2로접근하면자기상관이존재하는증거가거의없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자기상관이 존재할경우 해결책으로사용할 수있는 Prais-Wnsten 추정법을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하지만, 그 결

과는 <표 4>와 일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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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증가시키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조세부담이 커질수록 미래이익의

정보효과는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5)

<표 5>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조세혜택이 큰

기업의 당기 주가수익률은 조세혜택이 작은 기

업의 당기 주가수익률보다 미래이익에 대한 정

보를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조세혜택이 커질수록 미

래이익의 정보효과는 증가하지만, 조세부담이 커

질수록 미래이익의 정보효과는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6)

5) Tucker and Zarowin(2006)은 주가에는미래의이익정보보다현재의이익정보가더많이포함되어야된다고설명하고있다. 이러

한 점에서 Tucker and Zarowin(2006)은 Xt의 회귀계수가 Xt3의 회귀계수보다 큰 값을 가져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표 4>의

모형 1을살펴보면, Xt의 회귀계수가 Xt3의 회귀계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Tucker and Zarowin(2006)의 결과와 일관된 것으로

판단된다.

6) 아래 <표>는 조세혜택1(TS1)과 조세혜택2(TS2)를 더미변수(중위수 기준)로 측정한후, <표 4>를 재분석한결과이다. 분석결과

를 살펴보면, TSD×Xt3의 회귀계수는 각각의 모형에서 모두 유의한 양(+)의 값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표 4>의 결과와 일관된

것으로 조세혜택이 큰기업일수록 미래이익반응계수가증가하고 있음을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조세혜택이 양(+)인 기업

은 1, 아니면 0으로 측정하여도 일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조세혜택을 더미변수로 측정한 결과

모형1(TS1 더미) 모형2(TS2 더미)

Estimates t-value Estimates t-value

Intercept 0.2736 2.32 ** 0.3099 2.63 ***

Xt-1 -0.0550 -1.13 -0.0677 -1.51

Xt 0.2405 4.07 *** 0.2423 4.25 ***

Xt3 0.1447 6.24 *** 0.1501 7.18 ***

Rt3 -0.1062 -8.59 *** -0.1131 -9.72 ***

TSD -0.0319 -1.08 -0.1091 -3.72 ***

TSD×Xt-1 -0.0015 -0.02 0.0081 0.13

TSD×Xt 0.4750 5.18 *** 0.5264 5.77 ***

TSD×Xt3 0.0790 2.31 ** 0.0895 2.48 ***

TSD×Rt3 -0.0593 -3.44 *** -0.0599 -3.42 **

YD 포함 포함

IND 포함 포함

Adj.R2 0.1753 0.1788

F-Value 13.37*** 13.68***

1) ***, ** 및 *는 각각 1%, 5% 및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변수의 정의: TSD는 TS의 값이 중위수 이상이면 1, 아니면, 0 그리고 그 외 변수는 <표 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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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가설 검증결과

R i t   X t  X t X t Rt TSt  TSt×X t  TSt×X t TSt×X t TSt×R t YD  I ND   t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Estimates t-value Estimates t-value Estimates t-value Estimates t-value Estimates t-value

Intercept 0.2771 19.43 *** 0.2594 17.67 *** 0.0810 0.75 *** 0.2649 18.13 *** 0.1005 0.93 ***

Xt-1 -0.0898 -2.77 *** -0.0889 -2.75 *** -0.0936 -3.27 *** -0.0895 -2.73 *** -0.0976 -3.37 ***

Xt 0.4389 10.05 *** 0.4648 9.68 *** 0.3920 9.27 *** 0.5136 11.21 *** 0.4289 10.65 ***

Xt3 0.1405 8.89 *** 0.1557 9.80 *** 0.1107 7.94 *** 0.1458 9.08 *** 0.1059 7.54 ***

Rt3 -0.1272 -14.47 *** -0.1316 -14.96 *** -0.0644 -7.43 *** -0.1363 -14.86 *** -0.0674 -7.50 ***

TS1 0.3366 1.04 0.4228 1.50

TS1×Xt-1 -0.6341 -2.56 ** -0.3778 -1.76 *

TS1×Xt 1.2441 3.97 *** 1.0723 3.91 ***

TS1×Xt3 1.0029 5.62 *** 0.6871 4.46 ***

TS1×Rt3 -0.4997 -2.47 ** -0.4773 -2.72 ***

TS2 0.2951 0.41 0.2565 0.41

TS2×Xt-1 -0.5967 -0.80 -0.4645 -0.72

TS2×Xt 4.1870 5.39 *** 3.2226 4.79 ***

TS2×Xt3 1.6386 3.28 *** 1.3698 3.18 ***

TS2×Rt3 -1.4218 -3.50 *** -0.9969 -2.83 ***

YD 미포함 미포함 포함 미포함 포함

IND 미포함 미포함 포함 미포함 포함

Adj.R2 0.1070 0.1264 0.3542 0.1195 0.3519

F-Value 106.38*** 56.41*** 32.12*** 54.03*** 31.79***

1) ***, ** 및 *는 각각 1%, 5% 및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변수의 정의는 <표 2>참조.

3. 추가분석
아래, <표 5>는 이현주·정현욱(2014)에서 제시

하는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본 연구의 가설을 재

검증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이현주·정현욱

(2014)은 Tucker and Zarowin(2006)의 연구에서

제시하는 통제변수들(이익의 변동성(stEPS, EPS

표준편차(from t+1 to t+3)), 기업의 성장성(MB

비율), 기업규모(SIZE) 및 기업지배구조(외국인

지분율(FOR)))를 산업-연도로 fractional ranking

한 후, 실증분석 모형에 포함하고 있다.

이 외에, 본 연구에서는 조세혜택이 미래이익

의 정보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감사품질을

통제하기 위하여 산업전문감사인(IA)을 실증분석

모형에 포함하였다. 산업전문감사인(IA)은 박재

환·박수근(2007)의 방법론에 근거하여 감사인의

산업별 시장점유율이 20% 이상이면 1, 아니면 0

으로 측정하였다. 이럴 경우, 산업전문감사인(IA)

의 평균과 중위수는 각각 0.3934와 0.0000으로

나타났다.

<표 5>의 결과를 살펴보면, TS1×Xt3과

TS2×Xt3의 회귀계수는 각각의 모형(모형 1과 모

형 2) 모두 유의한 양(+)의 값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표 5>의 결과와 일관된 것으로, 조세혜택

이 커질수록 미래이익의 정보효과가 제고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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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추가분석: 통제변수 포함
Ri t   X t  

X t
X t

Rt TSt TSt×X t  
TSt×X t

TSt×X t

TSt×Rt stEPStstEPSt×X t MBtMBt×X t

SIZEtSIZEt×X t FORtFORt×X t IAtIAt×X t

YDINDt

모형1 모형2

Estimates t-value Estimates t-value

Intercept -0.5034 -4.48 *** -0.5070 -4.53 ***

Xt-1 -0.0860 -3.21 *** -0.0877 -3.24 ***

Xt 0.3656 9.30 *** 0.4156 11.18 ***

Xt3 0.6315 11.38 *** 0.6170 11.15 ***

Rt3 -0.0572 -6.81 *** -0.0599 -6.91 ***

TS1 0.6689 2.53 **

TS1×Xt-1 -0.1024 -0.51

TS1×Xt 0.8633 3.36 ***

TS1×Xt3 0.3807 2.60 ***

TS1×Rt3 -0.3694 -2.27 **

TS2 0.7475 1.28

TS2×Xt-1 -0.8146 -1.35

TS2×Xt 3.0717 4.92 ***

TS2×Xt3 1.6807 4.19 ***

TS2×Rt3 -0.9592 -2.94 ***

stEPS 0.1359 3.37 *** 0.1344 3.37 ***

stEPS×Xt3 -0.7229 -15.13 *** -0.7227 -15.30 ***

MB 0.6048 14.73 *** 0.6168 15.19 ***

MB×Xt3 -0.0498 -1.35 -0.0346 -0.94

SIZE 0.1161 2.48 ** 0.1143 2.47 **

SIZE×Xt3 0.0550 1.23 0.0783 1.78 *

FOR -0.3444 -7.36 *** -0.3605 -7.73 ***

FOR×Xt3 0.1099 2.27 ** 0.0944 1.96 *

IA -0.0302 -1.23 -0.0362 -1.48

IA×Xt3 0.0464 1.97 ** 0.0639 2.71 ***

YD Included Included

IND Included Included

Adj.R2 0.1070 0.1264

F-Value 106.38*** 56.41***

1) ***, ** 및 *는 각각 1%, 5% 및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변수의 정의는 <표 2>참조.

Ⅴ. 결  론
본 연구는 조세혜택이 큰 기업의 미래이익 정

보효과는 조세혜택이 작은 기업의 미래이익 정

보효과보다 클 것이라는 가설을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조세혜택 측정치는 남혜정

외(2013), 선은정 외(2015) 및 정현욱 외(2016)의

방법론에 근거하여 측정하였으며, 실증분석에 사

용된 모형은 Tucker and Zarowin(2006)의 미래

이익반응계수 모형을 이용하였다.

남혜정 외(2013)와 선은정 외(2015)는 조세혜

택이 커질수록 경영자는 보고이익에 대한 압박

이 낮아지므로, 보수주의 회계처리와 하향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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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수준은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선은정 외(2015) 및 최종욱·김철환(2010)은 조세

혜택이 커질수록 발생액의 질은 낮아지지만, 이

익의 지속성은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정현욱 외(2016)은 조세혜택이 커질수록 이익지

속성이 증가하므로 조세혜택과 정보비대칭 수준

간에는 음(-)의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고하고 있

다.

한편, 미래이익의 정보효과와 관련된 선행연구

에서는 회계이익의 보수성이 높아질수록 미래이

익의 정보효과는 감소하지만, 정보비대칭 수준이

감소할수록 미래이익의 정보효과는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조세혜택이 미래

이익의 정보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실증의 문제

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ucker and

Zarowin(2006)의 미래이익반응계수 모형을 이용

하여, 조세혜택이 미래이익의 정보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세혜택 측정치와 미래이익 간의

교호변수는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제변수를 추가하여 실증분석하

여도 일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

르면, 조세혜택이 큰 기업의 당기 주가수익률은

조세혜택이 작은 기업의 당기 주가수익률보다

미래이익에 대한 정보를 많이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조세부담이

커질수록 미래이익의 정보효과는 감소하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이익의 정보효과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다

양한 기업특성변수를 이용하여 미래이익의 정보

효과를 분석하고 있지만,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조세가 미래이익의 정보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조세전략이 미래이익

의 정보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증결과

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고 판단된

다.

또한, 본 연구는 투자자들이 기업의 조세특성

에 따라 의사결정이 달라 질 수 있다는 자료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조세혜택을 측정함에 있

어, 묵시적 조세혜택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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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ax Subsidy and Information Effect of Future Earnings†

Byun, Sun-Young
*
․Kim, Jin-Wook

**
․Jung, Hyun-Uk

***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ax subsidy is associated with the information effect of future

earnings (Future Earnings Response Coefficient, hereafter ‘FERC’). Prior studies related with tax

subsidy suggest that high- tax subsidy is associated with high-Conservatism. And high-tax

subsidy is associated with low-information asymmetry.

The hypothesis is tested by using sample firms listed on the Korean Stock Exchange from the

year of 2002 to the year of 2009 inclusively. We followed methodology of Tucker and Zarowin

(2006). We find that the regression coefficient for tax subsidy×Xt3 shows a significant positive sign.

Also, we performed additional test after controlling for variables related with FERC. The regression

coefficient for tax subsidy×Xt3 is consistent with main results.

This result means that the changes in the current stock price of higher-tax subsidy contain

more information about their future earnings than the changes in the stock price of lower-abnormal

audit hours. The evidence suggests that investors positively understand high-tax subsidy.

Key Words: tax subsidy, information effect of future earnings, future earnings response

coefficien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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