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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2009년 법인세율 인하 및 2018년 법인세율 인상 시점을 전·후한 기업의 회계이익, 과세소득, 

BTD의 연도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연도별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등분산 검증 후 사후검

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율 인하시의 회계이익은 과세소득보다 많았으며 2008년도

의 BTD가 다른 연도와 유의적으로 달랐다. 둘째, 법인세율 인상시의 회계이익은 과세소득보다 적었으며 2017년도

의 BTD 역시 다른 연도와 유의적으로 달랐다. 즉, 법인세율 변화 시 기업은 세부담 경감을 위한 적절한 이익조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법인세율 변화 직전 연도의 BTD는 다른 연도들과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법인세율 인상, 법인세율 인하, 회계이익, 과세소득.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annual difference of firm's book income, taxable income and BTD 

that before and after the 2009 corporate tax rate cut and 2018 corporate tax rate increase. ANOVA 

analysis was performed for each item by year, and post hoc was performed after homogeneity test 

of variance.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book income at corporate tax rate cut 

was higher than taxable income, and BTD in 2008 wa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other years. 

Second, the book income at corporate tax rate increase was less than taxable income, and BTD 

in 2017 was also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other years. In other words, the firm is performing 

appropriate profit adjustments to reduce of tax burden when the corporate tax rate changes. 

Because of this, the BTD in the year immediately before the corporate tax rate change is different 

from other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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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법인세율 인하의 경향은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들이 법

인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2009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p 

인하하였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인하를 실시하였다.

그로부터 10년 후, 2018년 현 정부에서는 기존 

22%인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하였다. 1990년대 이후 

인상된 적이 없는 법인세율의 인상이 경제적으로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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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을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지

켜보아야 할 것이다.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집단이다. 지속적인 연구개

발과 전략적인 경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지속가

능성(기업의 영속성)을 추구한다. 기업에게 법인세율 변

화는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환경의 변화이며, 이러

한 변화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업이 내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이익조정이 수행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법인세율 변화와 관련하여 이익조정을 수행한

다면 단순히 회계이익만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

소득도 조정이 되어야 하므로,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

는 회계이익의 조정이 수행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법인세율 변화 전·후의  연

도별 회계이익, 과세소득, 회계이익-과세소득차이(이하 

BTD)를 비교분석하여 법인세율 변화에 따른 연도별 차

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지를 검증한다.

이를 통하여 법인세율이 변화할 때 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의 이익조정 수행 여부를 알 수 있고 법인세율 

인상·인하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기업의 법인세 부

담 완화에 대한 전략을 파악함으로써 법인세율 개편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다수인 반면,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

된 선행연구는 희소하며, 특히 국내 선행연구는 전무하

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차별성이 존재한다.

2. 선행연구

기업의 경영자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하여 회계이익

은 증가시키면서도, 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과세소득은 

증가시키지 않거나 감소시키려 한다. 이러한 경영자의 

의사결정이 BTD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9-11].

Manzon and Plesko[8]에 의하면 1993년 까지는 

과세소득이 당기순이익보다 컸으나, 1994년부터는 당

기순이익 과세소득을 급격하게 초과한 것을 발견하였

다. 유사한 연구로 Mills et al.[12]은 세전 순이익이 음

(-)인 기업들이 BTD가 더 작다고 주장하였다.

Hanlon et al.[1]은 1985∼2003년 까지 미국 기업

들의 BTD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당기순이익 과세

소득보다 큰 것을 발견하였다. 국내에서는 정운오 등

[3]이 Hanlon과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우리나

라의 경우 과세소득이 당기순이익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정가치 지향 회계기준과 법인세법과

의 괴리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주인기 등[6]과 정미화 등[2]의 연구에서는 BTD가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를 감지할 수 있는 유용한 대용

치가 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한다. 법인세율 인

하와 이익조정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들은 대부분 발

생액 관련 변수를 이익조정 대리변수로 사용하였으나

[13-15], 근래에는 BTD가 유용한 이익조정의 대용치

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익조정의 탐지에서 발생액 변수

보다 더 높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4-7]. 따

라서 법인세율 변화 전년도에 기업의 회계이익 변경 여

부를 파악하는데 BTD가 발생액 대용치보다 적합한 면

이 있다.

3. 연구방법

법인세율 인하 시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는 이익조

정의 탐지에서 높은 설명력을 가진다(전규안·박종일

2002; 정미화·노현섭 2007). 보편적으로 경영자에게 

장부이익은 높게 보고하고, 과세소득은 낮게 보고하여 

세부담을 경감 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한다면 법인세

율 인하 시 BTD는 더 커질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율 

인상시에는 법인세율이 인상되는 차기로의 이익의 이

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이 낮은 당기에 이익을 

조기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행위는 주주에게 

보고되는 장부이익 과대 계상 목적에 부합되므로 법인

세율 인상 시 BTD는 작아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한다.

[가설] 기업의 BTD는 법인세율 변화에 따라 연도별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은 회계이익, 과세소득, 

BTD 각 항목에 대하여 One-way anova를 수행하고, 

등분산의 가정 기각 여부에 따라 다중비교 및 사후검증

을 실시한다. BTD에 대한 계산은 송호신·전봉걸[16]의 

연구방법을 따르며 계산 식은 다음과 같다.

‘t'년도 추정 법인세부담액

= ‘t'년도 법인세비용

- [‘t'년도 이연법인세부채 - ’t-1'년도 이연법인세부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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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년도 이연법인세자산 - ’t-1'년도 이연법인세자산]

‘t'년도 지방소득세 제외 법인세부담액 ( NW,t(2))

= 't'년도 추정 법인세 부담액× 

                (2)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에는 통상적으로 지방소득

세 10%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를 제외하

는 과정이 식 (2)라고 할 수 있다. ‘t'년도 추정 법인세 

납부액은 실제 법인세 납부액보다 과소 또는 과대 추정

될 수 있으며, 마이너스 값으로 추정될 수도 있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정 법인세 납부액은 다음

과 같이 정의한다.

 = max(0,  NW,t(2))                        (3)

상기와 같이 계산된 추정 법인세 납부액을 이용하여 

과세소득을 추정한다. 법인세는 기준 과세소득을 중심

으로 2개의 세율체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2억 원 이하 

구간을 kL%, 2억 원 초과 구간을  kH% 라고 할 경우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min 

   





 


 


   (4) 
  

여기서, I(•)는 지시함수, E는 세액공제·감면세액 등

이다. 실제 재무자료에는 세액공제 등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E=0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과세소득은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i f  ≤ 

  × 

i f   ≤ 

(8)

상기의 방법으로 추정된 과세소득을 회계이익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두 금액간의 차액을 계산한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BTDt =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t - 과세소득 추정액t 

(9)

4. 실증분석

본 연구에서의 집단은 각 연도이며, 독립변수는 과세

소득, 회계이익, BTD이다. 먼저 2005년에서 2009년까

지 각 연도를 집단으로 구분하여 연도별 과세소득에 차

이가 존재하는지를 일원분산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으

며,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먼저 <Table 1>

의 <Panel A>는 각 연도별 평균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를 나타내며, 유의수준 1%내에서 연도별 평균의 차이

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도별 과세소득의 차이를 확인하였으므로,  과세

소득의 과소 계상이 예상되는 2008년을 기준으로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Table 1의 Panel 

B를 보면 2008년의 과세소득이 2007년, 2009년의 과

세소득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1% 유의수준에서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검정의 전제는 각 연도 간

의 분산이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

는데, Table 1의 Panel A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Levene‘s test가 1%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어 ‘각 집단 

간 등분산에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따라서 집단간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는 Tamhane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1의 Panel C

에 제시한다. 집단간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은 경우, 

2008년도의 과세소득이 2007년 및 2009년의 과세소

득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1% 유의수준에서 더 적은 

것을 발견하였다.

세전 당기순이익의 연도별 차이 역시 동일한 방식으

로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

다. 세전 당기순이익의 일원분산분석 결과 역시 과세소

득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법인세율이 인하되기 전년도

인 2008년이 일부 다른 연도들에 비하여 세전 당기순

이익이 낮은 것을 확인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과세소득과 세전 당기순이익의 일원분산분석 

결과의 의미는 법인세율이 인하되기 직전 연도에 과세

소득의 금액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적다는 것이다. 

이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로서 경영자가 법인세 부담

의 경감을 위하여 법인세율 인하 전년도 이익의 일부를 

법인세율 인하 연도로 이연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세전 당기순이익의 경우에는 과세소득에 비하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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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tax 

NI
Mean

Std.

Err.
F-value

Levene's 

test

2005 0.0522 0.0041

3.510*** 5.060***

2006 0.0350 0.0071

2007 0.0502 0.0039

2008 0.0417 0.0048

2009 0.0225 0.0062

명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경영자가 세부담

의 경감을 위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되는 장부이

익을 과소 계상하는 것에는 조심스러운 판단을 내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차기 연도로 이익을 이연시킬 

수 있는 재량권이 경영자에게 있다 하더라도 정미화·노

현섭(2007)의 연구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경영자가 방

부이익을 낮게 보고하는 경우, 자본시장으로부터 이익

조정 유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세금비용의 부담이 커

지므로 장부이익을 높게 보고하려 하는 것과 같은 맥락

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3은 BTD 일원분산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연

도별 BTD의 평균값은 전체 음수로 세전 당기순이익에

서 과세소득을 차감한 값으로 계산되는 BTD가 음수라

는 의미는 기업들이 보고한 장부이익보다 세무조정을 

통하여 계산된 과세소득이 모든 연도에서 더 많다는 것

이다. 이러한 BTD는 각 연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

재하였으며, 법인세율 인하 전년도(2008년)와 법인세

율 인하 연도(2009년)의 BTD가 유의수준 1% 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 Results of one-way ANOVA of tax bases for 

each year : 2005∼2009

Panel A. Average difference analysis by year

TAX 

BASE
Mean

Std.

Err.
F-value

Levene's 

test

2005 0.0638 0.0034

7.793*** 11.901***

2006 0.0771 0.0035

2007 0.0820 0.0037

2008 0.0631 0.0030

2009 0.0843 0.0040

*, ** and *** denote significance at the 10%, 5% and 1% levels, 

respecbively(Two-tailed tests).

Panel B. Scheffe's multiple comparisons by year

TAX BASE Mean-difference 

(I)-(J)
P-value

year(I) year(J)

2008

2005 -0.0007 1.000

2006 -0.0140 0.109

2007 -0.0189 0.007

2009 -0.0212 0.001

Panel C. Tamhane's post hoc test by year

TAX BASE Mean-difference

(I)-(J)
P-value

year(I) year(J)

2008

2005 -0.0007 1.000

2006 -0.0140 0.028

2007 -0.0189 0.001

2009 -0.0212 0.000

Table 2. Results of one-way ANOVA of Pre-tax net 

income for each year : 2005∼2009

Panel A. Average difference analysis by year

*, ** and *** denote significance at the 10%, 5% and 1% levels, 

respecbively(Two-tailed tests).

Panel B. Scheffe's multiple comparisons by year

Pre-tax NI Mean-difference 

(I)-(J)
P-value

year(I) year(J)

2008

2005 -0.0105 0.754

2006 0.0066 0.943

2007 -0.0085 0.865

2009 0.0191 0.169

Panel C. Tamhane's post hoc test by year

Pre-tax NI Mean-difference 

(I)-(J)
P-value

year(I) year(J)

2008

2005 -0.0105 0.634

2006 0.0066 0.997

2007 -0.0085 0.841

2009 0.0191 0.139

Table 3. Results of one-way ANOVA of BTD for each 

year : 2005∼2009

Panel A. Average difference analysis by year

BTD Mean
Std.

Err.
F-value

Levene's 

test

2005 -0.0115 0.0040

13.553*** 2.769**

2006 -0.0419 0.0072

2007 -0.0317 0.0034

2008 -0.0213 0.0047

2009 -0.0617 0.0058

*, ** and *** denote significance at the 10%, 5% and 1% levels, 

respecbively(Two-tailed tests).

Panel B. Scheffe's multiple comparisons by year

BTD Mean-difference 

(I)-(J)
P-value

year(I) year(J)

2008

2005 -0.0098 0.783

2006 0.0205 0.105

2007 0.0103 0.742

2009 0.0403 0.000

Panel C. Tamhane's post hoc test by year

BTD Mean-difference 

(I)-(J)
P-value

year(I) year(J)

2008

2005 -0.0098 0.702

2006 0.0205 0.169

2007 0.0103 0.560

2009 0.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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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D Mean-difference 

(I)-(J)
P-value

year(I) year(J)

2017

2014 0.1776 0.975

2015 0.3065 0.162

2016 0.3207 0.109

2018 0.3329 0.085

다음으로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하여 과세소득 및 세

전 당기순이익의 차이 존재 여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

였다. Table 4의 Panel A는 법인세율 인상 전년도 및 

이전 3년과 인하 직후 연도의 과세소득 평균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전체적인 평균값에서 법

인세율 인상 전년도인 2017년도가 다른 연도들에 비하

여 경미하게 높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다. Panel B에서 Scheffe의 사후검증

을 수행하여 2017년과 각각의 연도들을 비교하였을 때

에도 집단 간의 차이는 특이점이 없었다. Levene의 등

분산 검정에서 5개 집단간의 등분산 가정이 기각되지 

않아 추가적인 사후검정은 수행하지 않았다.

Table 4. Results of one-way ANOVA of tax bases for 

each year : 2014∼2018

Panel A. Average difference analysis by year

TAX 

BASE
Mean

Std.

Err.
F-value

Levene's 

test

2014 0.0586 0.0068

0.432 1.010

2015 0.0614 0.0107

2016 0.0541 0.0112

2017 0.0718 0.0100

2018 0.0663 0.0124

*, ** and *** denote significance at the 10%, 5% and 1% levels, 

respecbively(Two-tailed tests).

Panel B. Scheffe's multiple comparisons by year

TAX BASE Mean-difference 

(I)-(J)
P-value

year(I) year(J)

2017

2014 0.0132 0.938

2015 0.0104 0.974

2016 0.0177 0.836

2018 0.0055 0.998

Table 5. Results of one-way ANOVA of Pre-tax net 

income for each year : 2014∼2018

Panel A. Average difference analysis by year

Pre-tax 

NI
Mean

Std.

Err.
F-value

Levene's 

test

2014 0.2149 0.1224

3.230** 10.244***

2015 0.8888 0.0262

2016 0.0673 0.0078

2017 0.3899 0.1196

2018 0.0672 0.0101

Panel B. Scheffe's multiple comparisons by year

Pre-tax NI Mean-difference 

(I)-(J)
P-value

year(I) year(J)

2017

2014 0.1749 0.638

2015 0.3010 0.114

2016 0.3226 0.073

2018 0.3226 0.073

Panel C. Tamhane's post hoc test by year

Pre-tax NI Mean-difference 

(I)-(J)
P-value

year(I) year(J)

2017

2014 0.1749 0.975

2015 0.3010 0.149

2016 0.3226 0.084

2018 0.3226 0.084

Table 6. Results of one-way ANOVA of BTD for each 

year : 2014∼2018

Panel A. Average difference analysis by year

BTD Mean
Std.

Err.
F-value

Levene's 

test

2014 0.1562 0.1220

3.228** 11.025***

2015 0.0273 0.0265

2016 0.0132 0.0092

2017 0.3339 0.1236

2018 0.0009 0.0098

*, ** and *** denote significance at the 10%, 5% and 1% 

levels, respecbively(Two-tailed tests).

Panel B. Scheffe's multiple comparisons by year

BTD Mean-difference 

(I)-(J)
P-value

year(I) year(J)

2017

2014 0.1776 0.638

2015 0.3065 0.112

2016 0.3207 0.084

2018 0.3329 0.065

Panel C. Tamhane's post hoc test by year

Table 5는 세전 당기순이익의 일원분산분석 결과이

다. <Panel A>는 각 연도 간에 세전 당기순이익의 평균

에 대한 차이 유무를 검증한 결과이며 유의수준 1% 내

에서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

도별 상세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Panel B>에서 

2017년을 기준으로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으

며, 2017년이 2016년 및 2018년도에 비하여 10% 유

의수준에서 세전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 되었음을 확인

하였다. <Panel A>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Levene의 등

분산 검정이 1%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어 등분산을 가정

하지 않는 Tamhane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결과

는 <Panel C>에 제시하였다. 등분산의 가정하는 

<Panel B>의 분석결과와 동일하게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은 <Panel C>에서도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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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세율이 인상되는 차기로의 이익의 이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이 인상되기 전년도에 세전 당기순이익

을 과대 계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6은 BTD의 일원분산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법인세율 인상 전년도인 2017년이 

다른 연도들에 비하여 과세소득의 평균이 높은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분석결과 각 연도들 사이에 BTD 평균에 

대한 통계적인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집단 간 등분산을 

고려하지 않은 Tamhane의 사후분석에서 법인세율 인

상 전년도가 법인세율 인상 적용 연도에 비하여 BTD

의 차이가 더 큰 것을 확인하였다.

5. 결론

전제적인 분석결과 법인세율 인하 기간을 전·후하여

서는 평균적으로 회계이익이 과세소득에 비하여 그 금

액이 더 적었고, 법인세율 인상 기간을 전·후하여서는 

평균적으로 회계이익이 과세소득에 비하여 그 금액이 

더 많았다. 

이는 법인세율 인하 시, 세율이 인하되는 차기로의 

이익의 이연을 위하여 회계이익을 축소하는 하향 이익

조정의 수행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이익조정으로 

인하여 과세소득과 회계이익의 차이는 더 커지게 되고 

결국 법인세율 인하 직전 연도의 BTD가 다른 연도의 

BTD와 비교하여 통계적 차이를 갖게 된다.

법인세율 인상 시에는, 세율이 인상되는 차기로의 이

익의 이연을 방지하고 이익을 조기인식하기 위한 상향 

이익조정의 수행 가능성이 나타났으며, 법인세율 인상 

직전 연도의 BTD는 다른 연의 BTD와 통계적으로 차

이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법인세율 변화 시점의 BTD가 법인세율 

적용 시점의 BTD와 차이를 갖는다는 것을 실증분석 

함으로써, 법인세율 변화에 대응하는 기업의 상반적인 

이익조정 수행 가능성을 시사 하였다는 점에 공헌점이 

있다. 또한 국내에 선행연구가 전무한 법인세율 인상시 

BTD의 현상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기

업이 법인세율 변화시에 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

익조정을 수행한다는 것을 연도별 차이를 통하여 밝힘

으로써, 향후 정부가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할 때 

단순히 법인세율의 조정이 아닌 세부적인 공제혜택으

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다. 본 연구는 BTD의 연도별 차이를 통하여 법인세율 

변화시 기업의 연도별 BTD도 다르다는 것을 ANOVA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법인세율 변화와 BTD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하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한 연구의 계기

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다양한 이익

조정 대리변수와 통제변수를 추가하여 법인세율 변화

와 이익조정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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