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11

1. 

2002년에사베인-옥슬리법(Sarbanes-Oxley Act)의시행

이후 PCAOB(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의 역할이 부각되었으며 회계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감사인의 질 인 향상이 실하고 경 자의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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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계감독  PCAOB(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는 PCAOB 등  계 에 해 

직  해당 가에 문하여 해당 에 한 감리  수행한다. 내 계  PCAOB에 해당 감사  등 할 경

우에 내뿐만 아니라  계감독  직  품질 리 감리   가능  므  신  감사  

 품질시스  보다  심하게 리하게  것 다. 본 연 는 감사보수  감사품질  용  하여 실

 수행하 다. 본 연  가 검  하여 귀  실시한 결과, 계  무, 업규 , 험

산, 채 리지, ROA, 그리고 주식시  변수  통 한 후에도 PCAOB 등  가  변수  감사보

수에 미한  보 다. 러한 결과는 계감독  PCAOB에 등 한 감사  그 지 않  감사

들 보다 양 한 감사품질  공할 것 라는 본 연 가  지지하  향후 감사품질 리  한 도에 시사  

다고 하겠다.

주 어 : 계 , 감사보수, 감사품질, 재량  생액, 계감독

Abstract  PCAOB conducts the direct supervision for the PCAOB registered accounting firm. Therefore, if an 

accounting firm is registered with the PCAOB, it will thoroughly manage for their quality management systems. 

The registered auditor can be expected to have better quality of the audit. This study carried out the analysis 

using the audit fee which proxies for audit quality.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After controlling for 

foreign accounting firms affiliated status, company size, risky assets, leverage, ROA, and market-related 

variables, PCAOB is a significant explanatory variable for the audit fe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pport the 

hypothesis that PCAOB-registered auditors will provide a good audit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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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선택에 한 강력한 회계감독기능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감사인의 문성 등 감사 련 품질을 향상시키

기 해 체계 인 품질 리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에 부

응하여 국내의 회계법인들은 외국회계법인과 제휴를 통

해서 그리고 외국회계감독기구인 PCAOB에의 등록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인 등록제도의

핵심 목 은 국외와 국내의 모든 감사인을 포함하여 등

록한 감사인에 해 등록 회계감독기구가 직 감사와

련된 품질 리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PCAOB의 경우 해당 국가에 직 방문하여 해당 법인의

감사 련 감리를 실행한다. 그래서 내국의 감사인이

PCAOB에 감사인 등록을 하면 해당 감사인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회계감독기구의 직 인 감사 련 품질

리에 한 감리를 받게 될수 있으므로 당해 내국회계법

인은 자신의 회계품질 련 시스템을 더욱 세심하게 통

제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PCAOB에 등록을 한 회계법

인은 그 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감사품질이 더 양호할

것으로 측된다. 따라서 외국회계감독기구에 등록한 감

사인의 피감사기업의 재량 발생액이 그 지않은 기업

에 비해 낮음을 발견하 고 이를근거로 외국회계감독기

구에 등록여부를 감사품질의 용치로 이용가능하다고

주장도 있다. 감사품질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는 감사

주체가 감사 련 능력과 지식을 이용하여재무제표의 왜

곡표시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과 발견한 왜곡표시를 독

립성을 유지하면서 보고할 확률로 구성된다[1].

본 연구는 이 의 선행연구들[2,3]에서 밝 진 감사보

수의 설명변수들에 추가하여 외국회계감독기구인 PCAOB

에의 등록유무가 감사보수의 결정에 추가 인 향을 주

는지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감사보수란 감사인이 재

무제표 감사에 투입한 인 /물 투입물에 한 가로

서 일반 으로 감사투입에 한 증가함수이다. 한 감

사인은 자신의 명성을 지속시키고 향후의 감사시장에서

의 포지션을 유지하고 차별 혹은 정한 노력에 한

보상을 획득하기 해 지속 인 문지식과 감사기술을

유지하고 한 피감사인에 한 독립성 유지를 해 힘

쓴다. PCAOB에 등록 역시 이러한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다. 한, 감사인은 본인의 감사품질의 유지/증진을

한 노력과 비용을 감사보수에 반 하게 된다.

본연구는이러한 에따라 PCAOB 등록유무를연

구의 핵심 검증변수로 사용하여 감사보수에미치는 향

을 다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다[4,5]. 감사보수와 련

된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밝 진 감사보수의 설명변수

를 통제한 경우에도 PCAOB 등록유무가 유의한 회귀계

수를 가지는지를 분석한다. 연구결과의 강건성을 더하기

해 감사품질의 용치로 재량 발생액을 추가하 다.

실증분석결과, 외국회계법인제휴유무, 기업규모, 험자

산, 부채 버리지, ROA, 그리고 주식시장 련변수를 통

제한 후에도 추가 으로 종속변수인 감사보수(재량 발

생액)에 유의미한 양(+)의 설명력을 보 다. 이러한 결과

는 외국회계감독기구인 PCAOB에 등록한 감사인[6]은

그 지 않은 감사인들 보다 양호한 감사품질을 제공할

것이라는 본 연구가설을 지지하며 향후 감사품질 리와

련한 제도에 시사 을 다고 하겠다.

2. 행연  검  

2.1 감사보수  감사시간  연

본 연구와 련하여 우선 감사보수와 한 선행연구

를 살펴보고자 한다. [7]은 이익조정을 종속변수로하고

비감사서비스를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 감사보수

가 재량 발생액에 음(－)의 향을 미침을 보고하

다. 이에 근거하여 감사보수가 큰 기업이 그 지 않은 기

업보다 이익조정을 억제한다고주장하 다. 하지만, 이와

련하여 [8]은 [7]의 연구를 보다 세 하게 재분석한 결

과, 감사보수는 재량 발생액과 통계 으로 유의 인

계가 없어 상반된 결과를 보 다.

한편 [9]는 과 지 된 감사에 한 보수를 측정하고

이 보수와 재량 발생액 사이의 인과 계를 모형화 하

다. 실증 분석결과, 감사에 한 보수가 기 보다 많

이 지 된 경우에는 감사보수와 재량 발생액의 값

사이에는 유의한 양(＋)의 련성이 존재함을 밝혔으나

재량 발생액의 값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감사보

수와 유의한 인과 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감사보수가 기 이상으로 높은 경우에는 감사법인과 피

감사인 사이에 경제 유착 계가 존재하게 되어 독립

인 감사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 다.

[10]은 감사보수, 감사시간과 재량 발생사이의 계

를 분석하 다. 특히 비정상 으로 높거나 낮은 감사보

수 감사시간이 재량 발생액에 어떠한 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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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분석하 다. 분석결과, 감사보수가 정상수 보다

낮을 때에는 재량 발생액이 상 으로높게 나타났고

감사시간이 정상수 보다 많이 사용된 때에는재량 발

생액에 음의 향을 미쳤다.

[11]은 피감사인의 회계연도의 결산일이 차별 일 경

우에 감사보수와 감사품질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 다. 분석결과, 그 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12월

결산법인에 한 감사보수가 더 많이 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투입된 감사시간과 재량 발생

액 사이에 유의한 련성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12]는 재량 발생액 신에 회계이익과 과세

소득의 차이로 정의한 이익조정의 측정치를사용하여 감

사보수, 감사시간, 비정상 감사보수와 비정상 감사시간이

종속변수인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미치는 향

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감사시간이나 감사보수 비

정상감사보수는 종속변수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음

을 알 수 있었다.

[13]은 해외에 상장되지 않은 기업에 비해 해외상장기

업이 감사보수가 할증됨을 보 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

으로 해외상장기업이 그 지 않은 기업에비해 감사 련

배상책임의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 다.

2.2 타 감사품질  연

감사품질의 리변수로 주요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감

사인 규모나 명성 등을 사용하 다. [14]는 BIG6 감사인

과 Non-BIG6 감사인으로감사인의 유형을 두범주로 구

분하고 감사인 규모가 재량 발생액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실증 결과 Non-BIG6 감사인의 종속변수가

BIG6 감사인의 종속변수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를 근

거로 Non-BIG6 감사인보다 BIG6 감사인의 감사품질이

더 우수하다고 주장하 다. [15]는 감사품질이 높으면 계

속기업 확실성과 연 된 감사보고 오류가 낮을 것이라

상하고 감사인 규모와 계속기업 확실성과연 된 감사

보고 정확성 사이의 연 성을 분석하 다. 그 결과

Non-BIG4 감사인보다 BIG4 감사인의 감사보고 오류율

이 더 낮게 나타났다.

한편, 국내 자료를 이용한 [16]은 경 자의 기손익

수정항목에 한 의사결정이 감사품질에 의해 향을 받

는지를 분석하기 하여 감사인 유형을 BIG6,

Non-BIG6(국내 형 회계법인, 합동회계사무소)의 두

범주로 나 어 분석하 다. 회귀분석 결과, BIG6와

Non-BIG6 사이에 감사품질의 유의 인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BIG6와 합동회계사무소, 국내 형 회계법인과

합동회계사무소 간에는 감사품질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 다. [17]은 감사인 유형을 BIG6와

Non-BIG6로 두 범주로 나 어 종속변수인 이익조정

용치인 재량 발생액에 차이가 존재하지 분석하 다.

분석결과 두 범주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17]을 확장한 [18]의 연구에서도 여 히 감사인 유형

에 따라 재량 발생액에는 통계 으로 유의 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고 한 이익반응계수와 주가반응계수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감사인 유형에 따

라 감사품질에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고 주식시장 투자자

한 차별 으로 반응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19]의연구

는 다양한 보수주의 측정치를 사용하여 감사인 유형과

보수주의 사이의 계를 조사하 다. 조사 결과, 그 지

않은 기업에 비해 BIG4 제휴법인이 감사한 재무제표는

보수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은 감사인 품질

리감리제도에 향을 미치는 요소인 융감독원 품질

리감리 상, 외국회계감독기구 등록 여부, 회계법인

운 방식 등이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품질에 향을 미치

는지 조사하 다. 분석결과 그 지 않은 기업에 비해

감원 품질 리감리 상 외국회계감독기구에 등록한

감사인의 피감사기업의 종속변수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

났다. 한편 One-firm유형과 독립채산제로 구분한 경우,

One-firm 유형이면서 Non-BIG4 감사인의 피감사기업

은 독립채산제로 운 되는 Non-BIG4보다 재량 발생

액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체 인 결과에 따라 감사보

수를 감사품질의 용변수로 보고 이에 외국회계감독기

구인 PCAOB에 등록한 감사인은 그 지 않은 감사인들

보다양호한감사품질을제공할것이라는가설을검증한다.

3. 연 계

3.1 가  

감사품질은 감사인의 개별 감사업무단 의 품질 리

역시 필요하지만 회계법인의 사 품질 리 기능도 감

사품질에 추가 인 공헌을 할 것으로 기 된다. 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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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사 품리 리 기능은 감사인독립성 배가능성

방의 제도화/감사인차원의 회계자문/감사의견에 한

회계법인의 자체 심리/감사기법의 용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있다. PCAOB 등회계감독기구의품질 리감리를

받거나 PCAOB에 등록한 회계법인은 엄격한 감리 수감

가능성에 응하기 해 사 으로 감사품질에 한 통

제를 제고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 지 않은 감사인들

보다 PCAOB라는 회계감독기구에 등록한 감사인은 감

사품질이 양호할 것이며 따라서 감사보수도증가할 것으

로 측된다. [6]은 그 지 않은 기업에 비해 감원 품질

리감리 상 외국회계감독기구에 등록한 회계법인

이 감사한 기업의 재량 발생액이 낮음을밝혔다. 이를

근거로 외국회계감독기구에 등록여부를 감사품질의

용치로 이용가능하다고 주장하 다. 감사인의 등록제도

의 핵심 취지는 해외 감사인을 포함한 모든 상장기업 감

사인에 해 해당 국가의 회계감독기구가직 품질 리

를 감독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PCAOB의 경우 지

국가를 방문하여 직 품질 리감리를 실시하고 있다.

결국 국내 회계법인이 PCAOB에 감사인 등록을 하면 해

당 회계법인은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국의 감독기구로 부

터 직 인 감리를 받을 개연성이 커짐으로 해당 감사

인은 자신의 감사와 련된 품질 리시스템에 해서 더

욱 철 히 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외국 회계감독기

구에 등록한 감사인은 등록하지 않은경우보다 감사품질

이 더 양호할것으로 기 할 수 있다. 따라서 감사보수도

증가할 것으로 기 된다.

따라서 회계법인의 사 품리 리 기능을 리하는

PCAOB가입(외국 회계감독기구에 등록한 감사인)이 그

지 않는 감사인들 보다 감사보수가 증가할 것으로

상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 PCAOB가입(외국 회계감독기구에 등록한 감사

인)이 그 지 않는 감사인들 보다 감사보수가

증가할 것 것이다.

3.2 연 과 변수  

본 연구에서는 감사인의 PCAOB가입여부와 감사보수

간의 련성을 조사하기 해 아래 식(1)과 같은 다 회

귀분석을 실시한다. 종속변수는 피감사기업이 감사인에

게 지 하는 감사보수(FEE)를 사용한다1). 감사보수 결

정요인으로 선행연구에서 밝 진 다양한 통제변수를 설

명변수에 추가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행한다. 통제변수

를 살펴보면, 외국회계법인과의 제휴유무(MEMBER),

기업규모(SIZE), 험자산(RISK), 부채비율(LEV), 수익

성(ROA), 시장변수인주식수익률(RET), 시장 험(BETA),

그리고 고유 험(VOL) 등을 투입한다. 감사보수(FEE)

는 감사보수의 자연로그 값으로 측정하고, 외국 감독기

구 등록여부(PCAOB)는 PCAOB에 등록하 으면 1, 그

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로 측정한다. 기업규모(SIZE)

는 피감사기업의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으로 측정한다.

험자산(RISK)은 성자산과 매출채권을 총

자산으로 나 값이고 부채비율(LEV)은 총부채를 총자

산으로 나 어 측정하며, 수익성(ROA)는 당기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 값으로 측정한다. 한편 시장변수인 주

식수익률(RET)은 일별 주식수익률의 로그수익률로 측

정하고 시장 험(BETA)은 일별수익률을 이용한 시장모

형에서 시장포트폴리오의 회귀계수로 측정하며 고유

험(VOL)은 로그수익률의 표 편차로 측정한다. 추가분

석에서 사용할 재량 발생액의 추정은 다음과 같다.

회계투명성이나 이익조정의 용치로 발생액 혹은 재

량 발생액이 사용된다[20,21,22]. 본 연구는 [23]이 제시

한 방법론에 따라 재량 발생액 추정모형에 총자산순이

익률을 포함한 성과조정 재량 발생액 모형(1)을 사용

한다. 추정된 모형의 회귀계수를 이용한 비재량 발생

액과 실제 보고된 발생액을 차감하여 재량 발생(실제

발생액 - 비재량 발생액추정치)을 계산한다. 그 후 이

게 구해진 성과조정 재량 발생액에 댓값을 취하여

연구모형에 투입할 재량 발생액(DA)을 측정한다. 따

라서 재량 발생액의 댓값이 클수록 감사품질이 낮은

것으로 해석한다.

    ∆  ∆  

   
식(1)

여기서,

TA : 총발생액(당기순이익- 업 흐름),

∆REV : 매출액 변화분,

∆REC : 매출채권 변화분,

1) 가 에  변수  재량  생액  체 하여 

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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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E : 감사상각 상자산,

ROA : 총자산순이익률

모든 변수는 기총자산으로 디 이트 함,

본 연구에서의 수립한 가설을 검증하기 한 다 회

귀모형은 아래의 식(2)과 같다. 추가분석의 식 (3)에서는

종속변수를 재량 발생액(DA)로 체한다.

       
  
  
  

식(2)

여기서,

FEE: 감사보수,

PCAOB: 외국감독기구 등록여부,

MEMBER: 외국회계법인과의 제휴

SIZE: 피감사기업의 규모, RISK: 험자산,

LEV: 피감사기업의 부채비율,

ROA: 피감사기업의 수익성,

RET: 주식수익률, BETA: 시장 험,

VOL: 고유 험

      
  
  
  

식(3)

3.3 료수집과 표본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13년을 연구기간으로 하고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된 제조기업을 분석

상으로 한다. 실증분석에 필요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의 기업재무자료는 Fn-Guide를 통해 입수하 고 회계법

인 자료는 융감독원의 홈페이지의 회계법인 사업보고

서를 통해 수집하 다. 그리고 일부 락된 자료와 오류

로 의심되는 자료는 융감독원의 자공시시스템에서

수집하 다. 한편 재무자료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자

료를 이용할 수 없는 찰치의 경우 표본에서 제거하

고 회귀모형에 투입되는 변수들의 분포에서 상하 1%의

찰치를 조정(winsorizing)하 다.

n

Initial observations 10,875

Data unobtainable observation (1,952)

Dependent variable unobtainable observation (171)

Final samples 8,752

<Table 1> Sample selection

4. 실

4.1 술통계량

아래의 <Table 2>는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에

한 기술통계량을 나타내고 있다. 먼 종속변수인 감사

보수(FEE)의 평균값과 최댓값은 11.119와 11.002으로 나

타나 비교 칭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외국감

독기구 등록여부(PCAOB)의 평균값은 0.693로 나타났는

데, 이는 PCAOB에 등록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

은 기업이 69%에 달하는 것을 의미한다.2) 외국회계법인

과 제휴한 감사인(MEMBER)의 평균값은 0.847로 나타

났는데, 이는 외국회계법인과 제휴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기업이 84%에 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변

수는 다소 꼬리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기타 통제변수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기업규모

(SIZE)의 평균값과 수는 18.879와 18.614로나타났고

부채비율(LEV)과 수익성(ROA)의 평균값은 각각 0.421

과 0.043로 평균 으로 총자산 비 부채와 당기순이익

이 42.1%와 4.3%임을 의미한다. 주가변수인 주식수익률

(RET)과 시장 험(BETA) 고유 험(VOL)의 평균값

은 각각 0.000과 0.843 0.534로 나타났다. 재량 발생인

(DA)은 추정모형의 정의와 유사하게 평균이 0에 근 함

을 알 수 있다.

4.2 상 계  

아래 <Table 3>은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사이

의 상 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감사보수(FEE)와 외국감

독기구 여부(PCAOB)와 1%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

2) 본 연  표본 간 동안 PCAOB에 등 한 계   

14개 고 체  삼 , 안진, 삼 , 도, 안진, 신한, 

주, , , 충 , , 우리, 삼 , 새빛 다. 러한 

PCAOB에 등 한 계  감사   업

들  표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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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나본 연구의 가설과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그

지 않은 기업에 비해 외국감독기구에등록한 회계법인의

피감사기업이 감사보수가 높음을 상할 수 있다. 감사

보수(FEE)와 외국회계법인과 제휴한 감사인(MEMBER)

의 상 계수도 역시 1%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다.

한 재량 발생액(DA)와 감사보수는 역의 계가 성

립하여 선행연구에서의 결과들과 체로 일치한다.

그리고 재량 발생액(DA)는 PCAOB와 감사인

(MEMBER) 모두에 유의한 음(-)의 계를 보이는데 이

는 PCAOB에 등록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기

업과 외국회계법인과 제휴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

은 기업의 재량 발생액이 축소됨을 의미하므로 감사품

질의 향상이 기 된다고 하겠다.

상술한 상 계 분석결과 기 와는 다른 결과가

일부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규모를 비롯

한 기타 피감사기업의 특성이 통제되지 않은 단변량분석

인 상 계 분석의 결과라는 을 감안할 때 이후 제시

하는 주요분석인 다 회귀분석에서 재확인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단된다. 그리고 주요 검증변수와 통제변수

사이에 다소 높은 상 성이 일부 발견되는데, 이는 다

공선성을 유발할 가능성을 있으므로 주요분석 과정에서

공차한계와VIF통계량을통해면 히 찰할필요가있다.

mean s.d. min Q1 Q2 Q3　 max

FEE 11.119 0.689 8.700 10.698 11.002 11.350 15.483

PCAOB 0.693 0.305 0.000 1.000 1.000 1.000 1.000

MEMBER 0.847 0.229 0.000 1.000 1.000 1.000 1.000

SIZE 18.879 1.402 15.537 17.910 18.614 19.531 25.398

RISK 0.161 0.126 0.014 0.166 0.245 0.336 0.831

LEV 0.421 0.193 0.041 0.268 0.424 0.558 1.520

ROA 0.043 0.085 -1.099 0.012 0.043 0.083 0.455

RET 0.000 0.002 -0.014 -0.001 0.000 0.002 0.015

BETA 0.843 0.392 -0.459 0.554 0.830 1.107 2.397

VOL 0.534 0.184 0.040 0.400 0.505 0.636 1.609

DA 0.039 0.047 0.000 0.018 0.037 0.079 0.312

* Definition of variables

FEE: natural log of audit fee of audited firm

PCAOB: 1 if the audit firm is registered in PCAOB, 0 otherwise

MEMBER : 1 if the audit firm is cooperated with PCAOB, 0 otherwise

SIZE: natural log of total assets of audited firm

RISK : (cash and cash equivalent + receivables) / total assets

LEV: total liabilities / equity

ROA: net earnings / average assets

RET: daily log stock returns

BETA: coefficient of market model using daily stock data

VOL: variability of stock returns

DA: discretionary accruals using Kothari et al.(2005)’ model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PCAOB MEMBER SIZE RISK LEV ROA RET BETA VOL DA

FEE .288** .225** .775** -.096** .193** .045** .021* .104** -.211** -.050**

PCAOB 　 .683** .302** .012 .024* .061** -.005 .016 -.153** -.054**

MEMBER 　 .216** .054** .024* .060** .031** .010 -.126** -.050**

SIZE 　 -.177** .147** .173** .077** .070** -.366** -.100**

RISK 　 　 .025* .167** .040** .074** .049** .116**

LEV 　 　 　 -.259** -.042** .047** .198** .072**

ROA 　 　 　 　 .187** .064** -.224** -.006

RET 　 　 　 　 　 -.055** -.040** -.036**

BETA 　 　 　 　 　 　 .392** .085**

VOL 　 　 　 　 　 　 　 .169**

**: significant level of 1%(both tailed). *: significant level of 5%(both tailed).

<Table 3> Analysis of correlation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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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 검

<Table 4>는 감사보수(FEE)를 종속변수로 이용한

가설검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외국감독기구 등록여부(PCAOB)의 회귀계수는 5%유

의성을 가지면서 0.042로 나타나 그 지 않은 기업에 비

해 외국감독기구 등록한 회계법인의 피감사기업이 감사

보수의 수 이 높게 나타나 상 계분석과동일하게 본

연구의가설을지지한다. 즉, 외국회계감독기구인PCAOB에

등록한 감사인은 지속 이고 엄격한 품질 리감리 수감

가능성에 응하기 해 사 품질 리기능을 강화하

게 될 것이므로 PCAOB라는 회계감독기구에 등록한 감

사인은 그 지 않은 감사인들보다 감사품질이양호할 것

이며 따라서 감사보수도 증가할 것으로 단된다. 외국

회계법인과의 제휴유무(MEMBER)의 회귀계수 역시 양

(+)의 향을 미침을 알 수 있으며 선행연구들과 일치하

는 결과이다. 1%수 의 유의성으로 외국감독기구 등록

여부(PCAOB)보다 유의성이 강하다.

기타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피감사기업의 규모(SIZE)

역시 감사보수에 유의 인 양(+)의 향을 미치며 험

자산(RISK), 부채비율(LEV), 시장 험(BETA) 고유

험(VOL) 한 유의한 양(+)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규모가 클수록, 험자산이 많

을수록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사업 험이 증가할수록 감

사보수를 증가시킨다고 단된다. 수익성(ROA) 주식

수익률(RET)의 회귀계수는 모두 음(-)의 련성을 나타

냈다.

4.4 가

본 연구의 주된 심사는 감사보수에 미치는 향이

다. 한편 감사보수가 감사품질의 용변수가 될 수 있음

은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기반을 둔다. 선행연구의 감사

품질의 표 인 용치가 재량 발생액이므로 <Table

5>에서의 가설검증결과에 강건성을 추가하고자 종속변

수를 여러 선행연구에서 감사품질로 채택한 재량 발생

액을 투입하여 추가 인 분석을 수행하 다.

외국감독기구 등록여부(PCAOB)의 회귀계수는 한계

이지만 (10%유의수 임) -0.042로 나타나 외국감독기

구 등록한 회계법인의 피감사기업이 그 지 않은 기업에

비해 재량 발생액수 (DA)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즉,

외국회계감독기구인 PCAOB에 등록한 감사인은 계속

인 품질 리감리 수감 가능성에 응하기 해 사

품질 리 기능을 강화하게 될 것이므로 PCAOB라는 회

계감독기구에 등록한 감사인은 그 지 않은 감사인들보

       
       

............. model (2)

variables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value p-value
collinearity statistics

B s.e. beta tolerance VIF

intercept 2.964 .109 27.116 .000

PCAOB .042 .018 .025 2.346 .019 .728 1.374

MEMBER .118 .031 .039 3.844 .000 .770 1.299

SIZE .413 .005 .840 76.132 .000 .655 1.527

RISK .256 .052 .047 4.941 .000 .893 1.119

LEV .120 .036 .034 3.380 .001 .804 1.243

ROA -.377 .081 -.047 -4.640 .000 .792 1.262

RET -8.645 2.720 -.029 -3.178 .001 .935 1.069

BETA .058 .018 .033 3.120 .002 .723 1.384

VOL .114 .044 .030 2.623 .009 .591 1.693

F-statistic 231.02***

adjust R2 0.187

FEE: audit fee, PCAOB: dummy variable whether the audit firm is registered in PCAOB

MEMBER: dummy variable whether the audit firm is cooperated with PCAOB

SIZE: size of audited firm , RISK; risky assets, LEV: leverage, ROA: return on assets,

RET: stock return, BETA: market risk, VOL: inherent risk

<Table 4>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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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사품질이 양호할 것으로 단된다. 외국회계법인과

의 제휴유무(MEMBER)의 회귀계수 역시 음(-)의 향

을 미침을 알 수 있으며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

다. 10%수 의유의성으로외국감독기구등록여부(PCAOB)

과 유사한 한계 향을 보인다.

기타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피감사기업의 규모(SIZE)

역시 재량 발생액수 (DA)에 유의 인 음(-)의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ROA)의 회귀계수도

음(-)의 련성을 나타냈다. 험자산(RISK), 부채비율

(LEV), 시장 험(BETA) 고유 험(VOL) 한 양(+)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Table 4>의 결과와

다소 상반된다. 이러한 일부 상반된 결과는 종속변수인

측정치가 <Table 4>와 <Table 5>에서 서로 다름에 기

인한 것으로 단된다.

5. 결

[1]은 감사품질을 감사인이재무제표의 왜곡표시를

발할 확률과 이를 경 자에게 보고할확률의 결합확률로

정의하 다. 즉, 감사품질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는 감

사인이 발능력( 격성)을 이용하여 재무제표의 왜곡표

시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과 발견한 왜곡표시를 독립성

을 유지하면서 보고할 확률로 구성된다.

감사인은 자신의 감사품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한 노력에 한 가인 감사보수를 요구할 것이며 감사

보수의 결정에 많은 변수들이 고려될 것이다. 본 연구는

주요 선행연구들[2,3]을 통해 확인된 감사보수의 결정요

인들에 추가하여 외국회계감독기구인 PCAOB에의 등록

유무가 감사보수의 결정에 향을 주는지에 해 알아보

고자하 다. 2002년에사베인-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의시행이후 미국의 PCAOB의 역할이 부각되었으며 회

계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감사인의 질 인 향상이 실

하고 경 자의 재량 회계선택에 한 강력한 회계감독

기능이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감사인의 문성 등 감사

련 품질을 향상시키기 해 체계 인 품질 리시스템

이 필요하고 이에 부응하여 국내의 여러 회계법인들은

외국회계법인과 제휴를 통해서 그리고 외국회계감독기

구인 PCAOB에의 등록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실

정이다.

감사인 등록제도의 주요 목 은 해외 감사인을 포함

한 모든 감사인에 하여 해당 국가의 회계감독기구가

직 으로 감사 련 품질 리를 감독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PCAOB의 경우 지 국가를 방문하여 직

품질 리감리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회계법인이

PCAOB에 등록을 하면 해당 감사인은 국내 뿐만 아니

라 외국의 회계감독기구의 직 품질 리감리를 받을 개

        
     

model (3)

variables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value p-value
collinearity statistics

B standard error beta tolerance VIF

intercept .053 .018 2.902 .004

PCAOB -.005 .003 -.024 -1.901 .062 .580 1.725

MEMBER -.006 .003 -.025 -1.822 .069 .733 1.364

SIZE -.003 .001 -.040 -3.208 .001 .596 1.679

RISK .074 .008 .096 9.079 .000 .543 1.841

LEV .028 .005 .058 5.215 .000 .896 1.116

ROA .041 .013 .036 3.215 .001 .810 1.235

RET -1.315 .398 -.034 -3.303 .001 .933 1.072

BETA .005 .003 .023 1.977 .048 .656 1.524

VOL .065 .006 .131 10.232 .000 .694 1.441

F statistic 109.52***

adjust R2 0.112

DA: discretionary accruals, PCAOB: dummy variable whether the audit firm is registered in PCAOB

MEMBER: dummy variable whether the audit firm is cooperated with PCAOB

SIZE: size of audited firm , RISK; risky assets, LEV: leverage, ROA: return on assets,

RET: stock return, BETA: market risk, VOL: inherent risk

<Table 5>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using discretionary accruals as dependent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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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이 있으므로 자신의 품질 리시스템에 해서 더욱

엄격하게 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PCAOB에 등록한

회계법인은 그 지 않은 경우보다 감사품질이더 양호할

것으로 상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에따라 PCAOB

등록유무를 연구의 핵심 검증변수로 사용하여 감사보수

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다. 감사보수와 련된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밝 진 감사보수의 설명변수를 통제한

경우에도 PCAOB 등록유무가 유의한 회귀계수를 가지

는지를 분석한다. 연구결과의 강건성을 더하기 해 감

사품질의 용치로 재량 발생액을 추가하 다. 실증분

석결과, 외국회계법인제휴유무, 기업규모, 험자산, 부

채 버리지, ROA, 그리고 주식시장 련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추가 으로 종속변수인 감사보수(재량 발생액)

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 다.

이러한결과는 외국회계감독기구인 PCAOB에 등록한

감사인은 그 지 않은 감사인들 보다 높은 감사보수를

받고 양호한 감사품질을 제공할 것이라는본 연구가설을

지지하며 향후 감사품질 리와 련한 제도에 시사 을

다고 하겠다. 재무회계의 본질 인 목 은 정보이용자

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기업의

재무제표에 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표명은 재무제표이

용자들에 한 정보제공에 신뢰성을 부여한다[24,25]. 감

사인이 실시하는 감사업무가 격성과 독립성을 견지하

게 되면 신뢰성이 제고된다. 감사인이 감사품질향상은

이러한 신뢰성의 핵심요소가 된다. 이와 련하여 본 연

구의 결론은 회계와 감사 련 제도나 정책입안자, 감독

기구, 정보이용자, 기업실무자, 학계의 연구자에게 시사

을 다.

그러나 피감사 기업에 투입된 감사노력에 한 정보

를 개별 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실 제약으로 인해

회계법인의 제한 인 감사제공 능력을 측정하여 분석하

다는 과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자료의 불완 성으로

인한 생략변수의 문제와 측정오차의 문제가 본 연구의

한계 이라 할 수 있다[26]. 그리고 회계법인 특성변수

(그리고 피감사인의 재무특성)와 일부 감사품질의 용

치인 종속변수 사이의 련성을 분석한 것만으로 본 연

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부족함이 존재한다는 에서

향후 개선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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