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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품질이 경영자 보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품질
과 경영자 보상 사이의 관계가 기업지배구조의 효율성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6,343개의 기업-연(firm-year)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품질이 낮은 기업에서는 경영자에 대한 패널티로 보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과 경영자 보상 사이의 음(-)의 관련성이 기업지배구조가 효율적일 때 더욱 강화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품질에 대한 정보가 기업 내 경영자 보상 정책을 합리적으로 규명하
기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기업지배구조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품질, 취약점, 경영자 보상, 패널티, 기업지배구조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quality of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IACS) on Executive compensation, and to determine whether this relationship depends 
on the effectiveness of corporate governance. For the analysis, 6,343 firm-year data listed on the Korea 
Exchange from 2011 to 2016 were us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Executive compensation was 
decreased in companies with low quality of IACS to provide a penalty for management. Second,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weaknesses of IACS and Executive compensation was found to be 
strengthened when the corporate governance was effectively operated.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formation about the quality of the IACS can be usefully used to reasonably identify the executive 
compensation policy, and that corporate governance needs to be operated more effic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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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alty, Corporate governance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the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 2019.
*Corresponding Author : Woo-Sung Jung(wsjung@bufs.ac.kr)
Received December 10, 2019
Accepted February 20, 2020

Revised   January 22, 2020
Published February 28, 2020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1. No. 2, pp. 207-214, 2020

ISSN 2233-4890 / eISSN 2713-6353
https://doi.org/10.15207/JKCS.2020.11.2.207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1권 제2호208

1. 서론

자본시장에서의 신뢰성 제고를 목표로 미국에서는 
2002년 사베인즈-옥슬리법(SOX)을 제정하여 내부통제
에 대한 경영자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우리나라에
서도 2005년부터 외감법에 의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의
무적으로 시행한 이래 최근에는 그 중요성을 부각하여 
외부감사인을 통해 감사 받도록 규정하였다. 

기업의 투명성․재무보고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
정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계부정이 발생하는 주된 요
인이 비효율적인 내부통제에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운
영책임을 경영자에게 부여함에 따라, 경영자는 내부통제
제도를 확립하여 매년마다 그 효과성을 평가한 후 중요
한 취약점이 발견되는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내부통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가의 여부가 경영
자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내부회
계관리제도의 품질이 경영자 보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존재하며, 기업의 지배구조를 이루는 이사회나 보상위
원회에서 경영자의 업적을 평가하여 보상을 제공할 때 
내부통제의 효과성을 충분히 고려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품질과 경영자 보
상 사이의 관련성을 제시한 연구는 저조하다. Hoitash의 
연구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품질이 낮은 기업에서 
최고재무책임자(CFO)의 보상이 감소함을 제시하고 있다
[1]. 정우성의 연구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낮은 품질
이 경영자 보상을 감소시킴을 제시하고 있으나, 경영자 
보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지배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2].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기업의 재경부분을 통
합․관리하는 자로, 기업을 대표하여 비전과 전략을 수립
하고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최고경영자(CEO)와는 다른 
위치에 있으며, 이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품질에 대
한 권한 및 책임부여도 다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경영
자를 대상으로 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품질이 경영자 
보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며, 이러한 관련성이 
경영자에게 보상을 제공할 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지배구조의 효율적인 운영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확
인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념 및 검토보고현황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
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 합
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로, 재
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 내 경영진, 
이사회 등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이다.1) 

외감법에 의해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외부감사 
대상기업에 대해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구축하기 위한 내
부회계관리규정을 마련토록 하고 있으며, 상근이사 중에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 운영상황을 감사 및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구축 및 운영 책임
을 경영진에게 부여함에 따라, 기업에서 사업보고서를 제
출할 때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운영실태보고서」를 
첨부하여 경영자로 하여금 내부통제의 효율성을 직접 평
가·인증한 후 내부통제에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면 이
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2) 책임은 외부감사인에
게 있으며, 이들로 하여금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를 입증
하도록 함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경영자가 작
성한 보고서를 검토하여「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를 첨부해야한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
점이 발견되지 않고, 통제미비에 대해 중요한 범위 제한
이 없을 때,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내
용을 검토보고서 내 검토 결과 표시문단에 기재하는데, 
이를 표준보고라고 한다3).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표준보고 기업을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지 않는 정상 기업으로 
정의하였으며, 그 외 기업은 취약점을 보고하는 기업으로 
정의하였다. Table 1은 표본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
제도 검토보고서의 일반현황을 나타낸다. 표본기업의 약 
97%가 표준보고가 제시되고 있으며, 중요한 취약점 보고
기업은 약 1.0%인 65개로 나타났다. 1.6%에 해당하는 
103개 기업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운영
실태보고서 미제출로 의견표명이 거절되었고, 0.4%를 차
지하는 22개 기업은 감사인의 검토 시 필요한 자료에 대
한 미비로 의견표명이 거절되었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문단 8
2) 2019년부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내부

회계관리제도 감사로 변경되었다.
3) 표준보고기업 외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을 상세히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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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2012 2013 2014 2015 2016 total

Standard
Report 1,285 1,257 1,236 1,243 1,132 6,153

(97%)

Reporting 
Weakness 10 10 15 17 13 65

(1%)

disclaimer
of review
opinion

14 14 29 23 23 103 
(1.6%)

inadequate
data 8 6 4 2 2 22 (0.4%)

total 1,317 1,287 1,284 1,285 1,172 6,343

Table 1. Analysis of Review Reports on Internal Control 
Systems 

신현걸의 연구에서는 검토자료 미제출로 의견 표명이 
거절된 기업에 대해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된 기업 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여기고 있는데, 그 이유는 중요한 
취약점이 많이 존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취약
점을 굳이 제시하는 것보다 감사인에게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의견 표명을 거절당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기 때문
이다[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요한 취약점을 보고하
는 기업에 검토의견 표명이 거절된 기업들을 포함시켜 
연구를 수행하였다.

2.2 선행연구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기존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내

부회계관리제도의 품질과 이익조정, 기업 특성, 기업지배
구조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Doyle는 기업의 내부통제제도와 발생액의 질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내부통제의 취약점을 공시한 기업이 
하지 않은 기업보다 발생액의 질이 낮음을 제시하였고
[4], 이러한 결과는 국내에서도 김정교의 연구를 통해 동
일하게 지지되고 있다[5].

Doyle는 내부통제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
증한 결과, 작은 기업규모, 재무적 취약성, 적은 사업연
수, 복잡한 영업구조, 빠른 성장속도, 구조조정의 단행등
이 내부통제 취약점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제시
하였다[6]. 또한 국내에서 신현걸은 작은 기업규모, 높은 
부채비율, 낮은 수익성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 발
생을 높일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3]. 

Krishnan은 경영자의 재무전문성이 높을수록, 감사
위원회의 재무전문성과 독립성이 높을수록 내부통제의 
취약점 공시 가능성이 낮아짐을 제시하고 있으며[7], 국
내에서는 김용식의 연구에서 지배주주와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 공시 

가능성이 낮아짐을 보고하고 있다[8]. 
  

3. 연구설계

3.1 연구가설
3.1.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품질과 경영자 보상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품질이 낮은 기업에서는 내부통

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경영자를 감시․
감독하는 내부통제기능에 있어서 취약점이 나타나게 되
어, 기업 내 대리문제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
어, 경영자가 기업 가치를 증진시키는 의사결정을 수행하
기보다 자신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면, 복잡한 내부규정 등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
며, 기업의 자원을 사적 부를 제고하기 위해 사용함에 따
라 효율적인 자원의 사용 측면에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
다[9].

기업 내 이러한 대리 문제는 효율적인 경영자 보상 제
도로 완화될 수 있다. Lambert와 황성준의 연구에서는 
성과에 근거하여 대리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
이 기업의 대리문제를 줄이고, 주주와 대리인의 목표를 
일치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
고 있다[10,11].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품질이 낮은 
기업에서는 내부통제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해서 
발생하게 되는 기업 내 여러 형태의 대리 문제를 올바른 
경영자 보상 제도로 감소시켜, 주주와의 이해관계가 일치
되는 방향으로 경영자의 투입노력을 유인하고자 할 것이
다. 주주와의 이해관계일치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내
부회계관리제도의 품질이 낮은 기업에서는 자원을 효율
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경영자의 능력이 중요하게 작용되
어 기업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경영자의 의사결
정을 수행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성이 높아지며, 
비효율적인 내부통제제도를 개선시키려는 경영자의 투입
노력 및 업무활동이 확대되어 경영자 보상은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기업지배구조가 약한 기
업일수록 경영자 보상이 대체적으로 증가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기업지배구조가 약할수록 경영자에게 보상
에 대한 협상 권한이 강하게 부여된다는, 경영자 기회주
의 가설에 기인한 것이다[12].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의 품질이 낮은 기업의 경우, 내부통제제도가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경영자는 자신의 영향력이 높아진 틈을 이용하
여 기회주의적으로 보상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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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Hoitash의 연구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품
질이 낮은 기업의 경우 비효율적인 내부통제로 인해 재
무제표에 대한 왜곡표시위험이 높아져서 이에 대한 신뢰
성이 낮아지며[4], 감사수임이 높아지고[13], 기업의 자
본비용이 증가하며[14], 채권등급이 하락하는[15]등 기
업 내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일종의 
패널티(penalty)로 재무책임자(CFO)의 보상이 감소함을 
제시하고 있다[1]. 이러한 논리는 기업을 대표해서 최종 
의사결정 및 결론을 수립하는 최고경영자(CEO)에게 유
사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CFO와 CEO는 업무범위나 권
한이 다르므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품질이 경영자 보상
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것이다.

상기 내용을 반영하여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품질은 경영자 보상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3.1.2 기업지배구조의 조절효과
현대 기업에서 지배구조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은 주

주-경영자 사이에 상반되는 이해관계나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통
제하여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그들의 이익이 아닌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다[10]. 경영
자의 행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감시․통제자로서의 기
업지배구조의 역할은 대리이론(agency theory)에 기초
하여 다양한 연구를 통해 규명되었다. 먼저 경영진을 견
제하는 도구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이사회는 
상법에 따라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 구분되는데, 특히 사
외이사는 경영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
인 입장에서 회사의 경영상태를 감독하고 조언하기가 용
이하다. 이러한 사외이사는 주주-경영자 사이에 발생하
는 대리문제를 완화시키는데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므
로, 이사회를 구성할 때 독립적인 사외이사 비율을 높이
는 것이 경영자에 대한 이사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함으
로써 기업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요하다[16,17].

또한 주식 소유자별로 주식소유분포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에 따라 기업 경영의 감시․통제기능에  미치는 영
향은 달라진다. 특히 기업에 대해 상당한 정보를 보유하
고 있으면서 전문적인 분석 능력을 갖추고 있는 외부 대
주주가 존재하는 기업이나 외국인들의 보유 지분이 높은 
기업일수록 기업의 경영의사결정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
사하면서 경영자를 적극적으로 감시․통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18]. 

이러한 기업지배구조의 특성은 경영자 보상을 결정할 때 
큰 영향을 미치므로[1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품질과 경
영자 보상 사이의 관련성은 기업지배구조의 효율성에 따
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상기 내용을 반영하여 아래 
가설을 설정하였다.

H2: 외국인 지분율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품질과 경
영자 보상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외부대주주 지분율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품질
과 경영자 보상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
다.

H4: 사외이사 비율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품질과 경
영자 보상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식 1>

    
    
     
    

    <식 2>

    
     
    
     

  <식 3>

    
    
     
    

 <식 4>

: 경영자 현금보상의 LN값, :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취약점 보고여부, : 외국인 
지분율, : 5%이상 주식을 소유한 외
부대주주 비율, : 사외이사 비율

 : 부채비율(부채총계/총자산), : 기업규모
{Ln(총자산)}, : 총자산이익률(당기순
이익/총자산), : 성장성 {부채의 장부가
치+자본의 시장가치)/총자산}, : 손실
기업여부(손실기업이면 1, 아니면 0), : 
시장더미(KOSPI기업이면 1, 아니면 0),   : 
산업더미,  : 연도더미,  : 잔차

<식 1>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품질이 경영자 보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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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점 보고여부로 측정되는 품질은 취약점을 보고하는 기
업일수록 낮아지게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부회
계관리제도의 품질이 낮은 기업에서 경영자에게 주주와
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기업가치를 극대화시키는데 적
합한 의사결정과 투입노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유인을 제
공한다면, 경영자 보상수준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부통제제도가 비효율적인 기업에서 기회주의적인 
경영자는 보상에 대해 자신의 강력한 권한을 이용하여 
사적 부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일치가설
이든 경영자 기회주의가설이든 경영자 보상은 증가할 것
이므로 이러한 주장이 지지된다면, <식 1>의 의 
계수는 양(+)의 부호를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1]의 연구
와 같이 비효과적인 내부통제로 기업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남에 따라 경영자에게 패널티(penalty)를 제공한다
면, <식 1>의 의 계수는 음(-)의 부호를 나타낼 것
이다.

<식 2>부터 <식 4>까지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품질과 
경영자 보상사이의 관계에 기업지배구조가 미치는 영향
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이며, 주요 검증변수는 내부회계관
리제도의 품질과 외국인 지분율, 5%이상 주식을 소유한 
외부대주주 비율, 사외이사 비율과의 상호작용항인 이
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품질이 경영자 보상에 미치
는 영향을 보다 명백하게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통제변수들을 추가하였다. 일반적으로 부채비
율이 높을수록 채권자의 감시가 강화되므로 경영자에 대
한 유인보상의 필요성이 감소하며[19], 기업규모가 커질
수록 경영자의 업무량 및 복잡성이 증대하므로 경영자 
보상은 증가한다[20]. 경영성과가 보상수준에 미치는 영
향을 통제하기 위해 ROA를 포함하였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정보불균형으로 대리문제가 심각하므로, 경
영자 보상이 높아진다[21]. 또한 손실기업 및 거래시장의 
형태에 따라 경영자 보상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
으므로 이를 통제하고자 하였다[22].

3.2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
표본은 2011년에서 2016년까지 금융업을 제외한 상

장기업 중 재무자료 수집이 가능하고, 경영자 1인당 평균
현금보상 자료를 공시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검
토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으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확정된 최종표본은 총 6.343개의 기업-연(firm-year)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 재무관련 자료는 FnGuide, TS2000을 

통해 추출하였고, 경영자 보상 관련 자료와 내부회계관리
제도 관련 검토 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통해 입수하였다.

4. 실증분석결과

4.1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분석
변수들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기술통계량

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종
속변수인 경영자 1인당 현금보상(COMP)의 평균은 
18.15로 중앙값인 18.26과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
다. 이는 표본 분포에 대한 비대칭성이 낮음을 나타내므
로 자료의 정규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 보고(MWD)의 평균은 0.03으로 
취약점을 보고하는 기업이 적음을 알 수 있다. 기존 선행
연구에서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 보고에 
대한 평균값이 대부분 0.05이하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본연의 목적이 전반적으로 잘 수행
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하
고 있다[23].

Var Min Max Mean Median
COMP 14.02 22.62 18.15 18.26
MWD 0 1 0.03 0
FOR 0 0.68 0.09 0.03

5%BH 0 0.64 0.04 0
OUT 0 0.75 0.20 0.20
LEV 0.03 5.96 0.46 0.46
SIZE 19.22 29.99 26.10 25.84
ROA -6.41 2 -0.01 0
MTB 0.25 24.85 1.75 1.11
LOSS 0 1 0.24 0
MKT 0 1 0.44 0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Table 3은 상관관계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내부회
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을 보고하는 기업과 경영자 보상 사
이에는 유의적인 음(-)의 관계가 나타나, 취약점 보고와 
경영자 보상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수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업지배구조 관
련 변수인 외국인 지분율과 외부대주주 비율은 경영자 
보상과 양(+)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와는 
유의적인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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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이 일부 제시되어 연구에서 사
용된 모든 변수들에 대해 다중공선성의 존재 여부를 확
인하고자 분산확대인자(VIF)를 수행한 결과, 대부분 2이
하의 값을 보여 변수들 사이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 A B C D E F G H I J K
A 1

B -0.09
*** 1

C 0.20
***

-0.09
*** 1

D 0.07
***

 0.12
***

 0.19
*** 1

E -0.00  0.04
***

 0.00 0.02
* 1

F -0.02
*

 0.34
***

-0.12
***

-0.00 0.07
*** 1

G  0.32
***

-0.17
***

 0.44
***

0.16
***

-0.01 0.09
*** 1

H 0.03
**

-0.21
***

0.02 -0.04
***

-0.03
***

-0.26
***

0.07
*** 1

I -0.01
***

0.05
***

0.08
***

-0.01 0.05
***

0.03
**

-0.16
***

-0.08
*** 1

J -0.10
***

0.02 -0.13
***

-0.09
***

0.05
***

0.18
***

-0.11
***

-0.01 0.04
*** 1

K 0.18
***

-0.08
***

0.24
***

0.14
***

-0.02 0.06
***

0.55
***

0.02 -0.10
***

-0.06
*** 1

 A: COMP, B: MWD, C: FOR, D: 5%BH, E: OUT,  F: LEV, 
 G: SIZE, H: ROA, I: MTB, J: LOSS, K: MKT

Table 3. Correlation matrix

4.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품질이 경영자 보상에 미치
는 영향 검증 

Table 4는 H1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된 회귀분석결과
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품질이 경영자 보상에 미치는 영
향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취약점 보고 기업에 대한 계수 값은 -0.19로 
10%수준에서 유의적인 음(-)의 관계가 미약하게 나타나
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품질이 낮은 
기업일수록 경영자 보상은 감소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
효율적인 내부통제로 인해 기업에서는 재무제표의 신뢰
성이 낮아지고, 자본비용이 증가되며, 감사수임이 높아지
고, 채권등급이 낮아지는 등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해 전반적인 책임이 부
여되어 있는 경영자에게 일종의 패널티(penalty)를 제공
하기 위해 보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Variables Model 1
Coef. t

Const. 11.14 34.77***
MWD -0.19 -1.94*
LEV -0.15 -2.51**
SIZE 0.27 21.56***
ROA -0.03 -0.42
MTB 0.02 3.54***
LOSS -0.18 -5.01***
MKT 0.00 0.12

F 111.29***

 0.11
Results accept

Table 4. Regression Analysis for testing H1

  

4.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품질과 경영자 보상 사이의 
관계에 기업지배구조가 미치는 영향 검증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품질과 경영자 보상 사이의 관련
성이 기업지배구조의 효율적인 감시․감독으로 인해 달라
지는지를 실증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
였다. 가설 검증을 위한 주요 설명변수는 내부회계관리제
도의 중요한 취약점 보고와 외국인 지분율의 상호작용항
(MF), 외부대주주 지분율의 상호작용항(MBH), 사외이사 
비율의 상호작용항(MOUT)이다. 

먼저 [H2]에 대한 실증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 보고와 외국인 지분율의 상호
작용항(MF)에 대한 계수 값은 -0.07로 1% 수준에서 매
우 유의적인 음(-)의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H3]
에 대한 실증분석결과도 [H2]에 대한 결과와 유사하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 보고와 외부대주주 
지분율의 상호작용항(MBH)에 대한 계수 값이 -0.02로 
5% 수준에서 유의적인 음(-)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 보고와 경영자 보상 사
이의 약한 음(-)의 관련성이 경영자에 대한 외국인과 외
부대주주의 감시․통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수록 더욱 
강화되어 경영자에게 보다 강한 패널티를 제공함을 의미
한다. 그러나 [H4]에 대한결과인 사외이사 비율과의 상
호작용항(MOUT)은 양(+)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유의적이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Crystal의 연구에
서는 이사회의 효율성 즉 사외이사 비율과 경영자 보상 
사이에 양(+)의 관련성을 주장하면서 사외이사 제도가 
경영자를 견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보다 사외이사 
선임 및 해고에 경영자가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보
상을 높이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는데[24],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영향이 반영되었을 수 있다. 

분석결과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품질이 낮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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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서는 경영자에게 책임을 부과하여 보상 감소로 최소
한의 패널티를 제공하며, 이러한 관계는 기업지배구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더욱 강화됨을 알 수 있다.  

V Model 2 Model 3 Model 4
Coef t Coef t Coef t

Const. 11.62 33.43*** 11.22 34.81*** 11.14 34.69***
MWD -0.11 -1.11 -0.11 -1.01 -0.20 -1.29
FOR 0.01 4.32*** - - - -
MF -0.07 -2.90*** - - - -

5%BH - - 0.01 2.30** - -
MBH - - -0.02 -2.10** - -
OUT - - - - 0.02 0.20

MOUT - - - - 0.07 0.12
LEV -0.12 -1.90* -0.14 -2.39** -0.15 -2.52**
SIZE 0.25 18.17*** 0.27 21.04*** 0.27 21.56***
ROA -0.01 -0.11 -0.03 -0.45 -0.03 -0.40
MTB 0.02 2.70*** 0.02 3.48*** 0.02 3.53***
LOSS -0.16 -4.55*** -0.18 -4.90*** -0.18 -5.02***
MKT 0.00 0.10 -0.00 -0.04 0.01 0.13

F  89.88*** 87.39*** 86.54***

 0.11 0.11 0.11
Results accept accept reject

Table 5. Regression Analysis for testing H2, H3, H4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품질이 경영자 보
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관련성
이 기업지배구조의 효율적인 운영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2011년에서 2016년까지 금융업 외 한국거
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코스닥 상장 기업을 대상
으로 총 6,343개의 기업-년(firm-year)자료를 선정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품질이 낮은 기업에서 경영자 보
상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내부회계관리제
도의 중요한 취약점 보고로 인해 기업에 나타나는 부정
적인 결과에 따라 경영자에게 패널티(penalty)를 제공하
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
약점 보고와 경영자 보상 사이의 음(-)의 관련성은 외국
인 지분율과 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외부대주주 비율
이 높을수록 더욱 강화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내부회계관
리제도의 품질이 낮은 기업에서 기업지배구조가 효율적
으로 운영될수록 경영자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품질에 대한 정보가 기
업 내 경영자 보상 정책을 합리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유
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

도의 시행으로 내부통제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경영자 보상에 반영할 것이라는 판단과 제도에 대해 검
토 수준에 머무르던 것이 현재 감사로 변경되었다는 점
을 미루어 볼 때, 경영자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프로세스 구축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더불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품질이 낮은 기업에서 
기업지배구조가 경영자를 견제하기 위한 기능을 효과적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운영 및 구성에 집중적인 노력
을 기울일 필요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기업 내 보상위원회의 운영과 같이 실제 경영자 
보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가 추가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한계로 포함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
약점을 공시한 기업에 대한 자료는 3%에 불과하여 전체 
표본 수에 비해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기존 선행연구
에서 지적하는 한계점을 벗어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연
구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다면 
경영자로 하여금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품질을 높이기 위
해 더욱 노력을 투입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보상구조를 
설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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