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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의 최초 도입시점에 발생한 회계수치의 전환조정이 그 이후 기간에 
K-IFRS에 근거하여 작성된 보고이익의 미래이익예측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표본기간 동안 총 2,557개의 표본을 이용하여 K-IFRS 도입과정에서 경영자가 재량적으로 전환
조정을 수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집단에서 K-IFRS에 따라 작성된 보고이익의 질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는가를 이익예
측모형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K-IFRS 도입 시점에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전환조정수치를 나타낸 기업집단에서 
그 이후  K-IFRS에 근거하여 보고한 이익의 차기 이익 예측능력이 대응집단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 이러한 결과가 다양한 추가분석을 통해서도 강건하게 지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모두 K-IFRS 
도입 시점에 경영자가 자신이 지닌 회계적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오용하였을 경우 향후 보고이익의 미래이익 예측능력 즉, 
재무보고의 목적적합성이 저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조정, 보고이익, 이익예측력, 회계적 재량권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predictab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from mandatory K-IFRS adoption 
using the K-IFRS reconciliations information. We use the sample of 2,557 firm-year Korea listed companies 
belonging to non-financial corporate sector during 2010-2016. Specifically, we examine whether K-IFS 
reconciliation would improve or reduce the predicting power for future earnings after K-IFRS adoption.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es show that reconciliation information from discretionary judgement tend to reduce 
the predicting power of K-IFRS based accounting earnings for future earnings. This result indicates that 
managers are likely to use the adjustments process to reconcile K-GAAP accounting numbers with 
corresponding K-IFRS as means to realize the various private utility.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by suggesting the need for more rigid screening schemes for the K-IFRS reconciliation process and 
also for adequate measures to be taken to ensure that the interests of the outside investors are properly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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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는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11년 준거회

계기준 변경과정에서 수반된 회계수치의 조정액이 재무

제표의유용성에어떠한영향을초래하였는가를미래이

익의 예측력 관점에서 검증하고자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은 우리나라는 재무제표의 국제적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한 회계기준으로 거론되어 온 국제회계기준

(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을

2011년부터 준거회계기준으로 의무 도입하였다. 회계기

준 변경에 따른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 저하 등과 같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K-IFRS 제1101호에서는 2010년

재무제표를 K-GAAP과 K-IFRS에 근거하여 모두 작성

하도록요구하여회계기준변경에따른효과를투자자들

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회계기준변경에따른재무제표의차이금액은경영성

과와 같은 기업의 경제적 실질과는 무관하며 오직 기준

변경에 따른 회계정책 및 추정의 변경에서 기인한다. 이

러한점에기초할때K-IFRS에근거한최초재무제표는

기업의 경제적 실질과 함께 경영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

른 전환조정액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시 말해, K-IFRS에 근거한 최초 재무제표에는 기업

실체에 대한 진실한 정보뿐만 아니라 기준 변경에 따른

경영자의 회계정책 선택 효과와 추정 변경효과가 모두

반영되어있을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 따라서 K-IFRS

에 따른 재무제표의 유용성은 준거회계기준의 변경과정

에서 경영자가 회계선택을 어떠한 목적에서 수행하였는

가에의해영향을받을것으로예측가능하다. 이는특히,

K-IFRS가 과거 K-GAAP과 달리 원칙중심을 표방하여

경영자에게보다많은회계적재량권을부여하고있다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1, 2, 3].

예를 들어, 경영자가 K-IFRS 도입에 따라 확대된 회

계적재량권을회계정보의유용성을제고하기위한목적

에서활용할경우전환과정에서보다적합한회계선택을

하였을것이며이러한경우에따라서는전환과정에서발

생한 전환조정 정보가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증대시키는

매개체가될것으로예상할수있다. 이에반해경영자가

사적이득을 추구할 목적으로 회계적 재량권을 남용하거

나오용할경우준거회계기준의변경과정에서자의적판

단에기초하여회계선택을하였을것이며이에따라서는

전환조정정보가왜곡된회계수치를반영함으로인해회

계정보의 유용성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상황인식을바탕으로본연구에서는준거회계

기준의 변경과정에서 관찰되는 보고이익의 전환조정액

이 K-IFRS에 따라 작성된 당기순이익의 미래이익에 대

해예측력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를실증적으로검증

하고자 한다. 특히, 그러한 전환조정액이 회계기준 변경

에 따른 요소와 경영자의 자의적 회계선택에 따른 요소

가 결합되어 구성되어 있음을 염두에 두고 곽영민과 백

정한(2016)의 연구를 원용하여 재량적으로 전환조정 손

익을 조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집단을 식별한 후 이

러한 집단에서의 보고이익의 미래이익 예측력이 대응집

단에비해차별적인형태를보이는가를검증하는데초점

을 둔다[4]. 또, 전환조정액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2

단계 방정식을 이용한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연

구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K-IFRS 도입 시점의 전환조정액 정보의

유용성을 검토함을 통해 현행 준거회계기준 체계에서의

회계정보유용성이기준도입시점의경영자의회계선택

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실증함으로써 K-IFRS

도입에 따른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검증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즉, 단순히준거회계기준변경전·후의회계

정보 유용성의 변화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본 연구는

K-IFRS 도입 초기 경영자의 회계선택에 따라 K-IFRS

도입 후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특히, 본 연구는 전환조정액의 가치관련성을

검증한기존연구의결과가재량적전환조정이미래이익

예측력에 미치는 영향 즉, 재무제표의 근본적 질적 특성

중하나인목적적합성초래하는영향에의해견인되었음

을입증하는등관련연구를확장하는의미도지닐것으

로 판단된다.

이하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

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고, 가설을 도출하며 3장에서는

연구방법과표본, 그리고주요변수들에대하여설명하고,

4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연구의 결론을 기술한다.

2.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회계기준 변경과정에서 관찰되는 전환조정액을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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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변수로활용한연구는크게전환조정액의회계적유

용성을검증한연구와전환조정액이경영자에의해재량

적으로 조정되고 있는가를 검증한 연구로 양분할 수 있

다. 먼저, 전환조정액의 가치관련성을 검증한 연구의 결

과를 살펴보면, 표본과 연구방법론에 따라 분석결과가

혼재된것으로확인된다. 구체적으로, 일부의연구들에서

는전환조정액정보가추가적인가치관련성을가지는것

으로 관찰되는[5, 6]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오히려 가치

관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확인되기도 하였다[7]. 또,

몇몇연구에서는전환조정정보가가치관련성과어떤한

관련성도 없거나[8, 9] 혹은 증분 가치관련성이 순자산

전환정보와순이익전환정보에따라상이한것으로확인

되기도 하였다[10].

다음으로, 전환조정이경영자의자의적회계선택에의

해 영향을 받는가를 검증한 연구로 Capkun et al.(2008)

은 IFRS 도입 시점에경영자가전환조정을 통해 보고이

익을높이는경향이있음을보고한바있다[11]. 이와 유

사하게 최성호 등(2011)은 K-IFRS 조기도입 기업을 대

상으로 K-GAAP 상 ROA가 낮은 기업일수록 전환조정

을 통해 K-IFRS 상 이익을 높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음

을 보고하였다[12]. 또, 일부 연구에서는 경영자 보상이

보고이익에연동되어있을경우경영자가보고이익의증

가시키는 방향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회계기준의 변경과

정에개입하여전환조정을수행하는경향이있음을제시

하였다[13]. 이외에도 다수의 연구에서 경영자가 자의적

으로회계기준의변경과정에개입하는경향이있음을보

고하였다[14, 15].

이와 같이회계기준의변경과정에경영자가사적이득

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

환조정액에서경영자의자의적개입여부를식별하지않

고 전환조정액 총액을 이용하여 이에 대한 유용성을 검

증할 경우 관련 분석결과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전환조정액의 가치관련성을 검증한 기존 연구의 결과가

아직까지혼재되어있는것은전환조정액의유용성을검

증함에있어전환조정액에내포되어있는경영자의재량

적 조정 요소와 순수한 기준변화에 따른 요소를 구분하

지 못함에 따라서 견인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환조정액의 구성

요소를 회계기준 변경효과와 경영자의 자의적 회계선택

에따른요소로식별하여전환조정액의정보유용성을검

증하고자 한다.

특히, 상술한연구들에비추어볼때전환조정액중경

영자의재량에의해견인된부분은분명 K-IFRS에따른

보고이익을기업의경제적실질과다르게왜곡할가능성

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조정액은 보고이익이 지니는 미

래이익의예측능력을저해하는요소로작용할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전환조정액 중 경영자의 재량 요소가 경영

자의 합리적 회계선택 즉, 기업실체를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견인된 것이라면, 그러한 조정액은 보고

이익이지니는미래이익의예측력을더욱증가시킬 것

으로 기대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재량적 전환조정액의

정보효과를 사전에 예단하기는 어려우며 이는 실증적으

로확인할필요가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아래와같은

귀무가설을 설정하여 상술한 논의를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K-IFRS 도입 과정에서 수반된 재량적 전환조

정액은 보고이익이 지니는 미래 이익의 예측력

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3. 연구방법과 표본
3.1 연구방법
3.1.1 재량적 전환조정의 식별
본 연구에서는 K-IFRS로 준거회계기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발생한전환조정을회계기준변경에따른효과

와 경영자의 재량적 회계선택에 의해 견인된 요소로 구

분하고자한다. 이를위해먼저, 2010년 K-GAAP에따라

작성된 당기순이익과 K-IFRS 제1101호의 요구에 따라

K-IFRS를 적용하여 재작성된 2010년 당기순이익의 차

이를 통해 전환조정 손익 총액(NI_Diff)을 산출한다. 이

후 곽영민과 백정한(2016)의 연구를 원용하여 전환조정

손익을 재량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집단을

식별한다. 구체적으로, NI_Diff의 절댓값이 소속 산업의

중위수보다클경우 1, 아니면 0의값을지니는더미변수

를 구성하여 이를 경영자가 회계적 재량권을 이용하여

전환조정손익을조정한것으로의심되는기업집단에대

한 대용변수(DNI_Diff)로 활용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회

계기준의 변경효과가 산업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산업효

과를 고려할 경우 전환조정 손익에서 비재량적 요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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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통제될 수 있다는 연구들에 기초한다[4, 16, 17].

상술한 재량적 전환조정 의심집단의 식별을 위한 변수

정의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DNI_Diff: 전환조정 손익을 경영자가 재량적으로 조

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집단을 나타내

는 더미변수( = 순이익의 전환조정액의 절

댓값이소속산업의중위수보다크면 1, 아

니면 0의 값을 가짐.)

3.1.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K-GAAP에서 K-IFRS로 준거회계기

준이변경되는과정에서발생한경영자의재량적전환조

정 여부가 K-IFRS에 따라 보고된 당기순이익의 미래이

익예측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확인

하고자한다. 이를위한기본적인검증모형은아래와같다.

NIt+1 = α0+α1NIt+α2DNI_Diff+α3NIt×DNI_Diff+εt

여기서,

NIt+1 = 차기 순이익 / 당기총자산

NIt = 당기 순이익 / 전기 총자산

DNI_Diff = 재량적전환조정의심집단을식별하는더

미변수

모형의 종속변수는 차기 이익이며 주요 검증변수는

당기순이익과 전환조정을 재량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의

심되는 기업집단 변수의 교차항이다. 만약, 경영자가

K-IFRS 도입시점에사적이득을추구하는방향으로회

계기준의 전환과정에 개입하여 하여 회계선택을 하였다

면 K-IFRS 적용최초재무제표의순이익정보는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러한 효과가 소멸될 때까지 당기 보

고이익의 미래이익예측력은 현저히 저하될 것으로 예상

된다. 이러한경우에따라서는위식의주검증변수의회

귀계수인 α3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지닐 것

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K-IFRS로 전환과정에서 수반되는 회계선택이 보다 목

적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의 생산에 근거하였다면,

재량적 회계선택을 수행한 기업집단에서 당기 보고이익

의미래이익예측력은보다증가할수도있다. 이경우 α3

는 유의미한 양(+)의 값을 지닐 것으로 예측 가능하다.

3.2 표본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6년 말까지의 기간 동

안 유가증권시장에 지속적으로 상장된 기업 중 아래의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을 선정하였다. 이 때 실증분석을

위해 필요한 2010년 말 기준 전환조정액 정보는

Fn-Guide에서, 그 외의 재무정보는 TS-2000 데이터베

이스에서 추출하였다1).

(1) 결산일이 12월 31일인 비금융기업

(2) K-IFRS를 조기에 도입하지 않은 기업

(3) 자본잠식 기업

(4)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입수가 가능한 기업

(5) 2010년의연도별-산업별관찰치수가 10건이상인

업종에 속하는 기업

표본선정 기준 (1)∼(3)은 표본의 비교가능성을 위해

(4)는 자료의 입수가능성을 고려하여 표본 선정기준에

포함하였다. 또, (5)는 본연구의주요검증변수인재량적

전환조정의심집단의구분이 2010년 산업별중위수를기

준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산업 내 충분한 표본이 존재하

지 않을 경우 이에 기초한 변수정의가 타당성을 확보하

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표본 선정기준에 포함하였다.

이 때 산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기준 중분류

에따른다. 끝으로, 극단치가분석결과에미칠수있는영

향을 고려하여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 값이 평균±(3표

준편차)을 벗어나면 표본에서 제거하였다. 이러한 과정

을 거쳐 구성된 최종 17개 산업의 2,557개 기업-연도 자

료를 분석에 이용한다.

4. 실증분석결과
4.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1) K-IFRS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주요재무제표로 규정하고 있
지만, K-GAAP과 K-IFRS 간에 연결범위에 대한 규정이 상
이하여 2010년 두 기준에 따라 작성된 연결재무제표의 회계
수치를 단순 비교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4]. 이러한 점을 고
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별(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구한 
전환조정액과 보고이익 등의 재무제표 수치를 분석에 이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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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에서는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을 나타내

고있다. 표를살펴보면, 종속변수와검증변수에모두활

용되는 보고이익의 경우 평균과 중위수가 큰 차이를 보

이지 않으며 표준편차 또한 비교적 작은 값으로 나타나

해당변수의분포가정규분포에근접함을알수있다. 또,

주요 검증변수인 DNI_Diff의평균이 0.483으로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재량적 전환조정 여부를 소속 산업의 전환

조정액중위수를기준으로판별하고있음에따른결과이다.

Variable Mean Min Q1 Med Q3 Max Std.

NI 0.015 -0.424 0.000 0.019 0.052 0.215 0.149

DNI_Diff 0.483 0 0 0 1 1 0.500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다음으로 <Table 2>에서는 주요 검증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Pearson 상관계수를나타내고있다. 결과를살

펴보면, 전체표본의당기이익(NIt) 그리고 K-IFRS 도입

시점에 재량적으로 전환조정을 수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집단의 당기이익(NIt×DNI_Diff) 모두 차기이익

(NIt+1)과 유의한양(+)의 상관관계를지니고있는것으로

관찰된다. 그러나상관관계의크기는재량적으로전환조

정을 수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낮은것으로확인된다. 이는 K-IFRS 도입과정에서경영

자가 자신이 지닌 회계적 재량권을 보다 많이 활용하여

전환조정을 수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집단에서

K-IFRS 도입후작성된재무제표상당기순손익의미래

이익 예측력이 보다 약화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1)Nit+1 (2)NIt (3)DNI_Diff (4)NIt×DNI_Diff
(1) 0.51*** -0.02 0.38***

(2) 0.14* 0.27**

(3) 0.09
(4)
1) ***, **, * represent significance levels at 1%, 5%, 10%,
respectively.

<Table 2> Pearson Correlation Statistics

4.2 다변량 회귀분석 결과
<Table 3>에서는본연구의가설을다변량분석체계

에서 검증한 결과를 제시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K-IFRS 도입과정에서 경영자가 보다 높은 수준의 재량

적회계선택을통해전환조정을수행한것으로의심되는

기업집단에 관한 더미변수와 당기순손익의 교차항이 차

기순손익과 유의한 음(-)의 기울기 계수를 지니는 것으

로 확인된다. 이는 K-IFRS 도입 과정에서 동종 산업에

속한 다른 기업에 비해 과도하게 전환조정액을 인식한

기업에서 K-IFRS 도입 이후 보고된 순손익의 미래이익

예측력이 대응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음

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K-IFRS로의 전환과정에서

관찰되는 상대적으로 과도한 전환조정액은 K-IFRS 적

용재무제표의목적적합성을개선하기위한목적에서수

반된결과물이기보다는경영자가사적이득을위해자의

적으로회계선택을수행함에따라나타난결과물임을보

여주는것으로해석가능하다. 즉, <Table 3>의분석결과

는 준거회계기준의 변경과정에서 관찰되는 상대적으로

과도한전환조정손익은경영자가자신의사적효용을극

대화하는 방향으로 회계적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오용한

결과물이며 이러한 경향을 가진 기업들이 작성한

K-IFRS 적용재무제표상보고이익은보다낮은미래이

익예측력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한다.

Variables Coef. t-value
Intercept 0.242 2.10 *

NIt 0.734 11.58 ***

DNI_Diff -0.043 -0.42
NIt×DNI_Diff -0.293 -2.43 ***

No. of Obs. 2,557
Adj R-square 0.387***

1) ***, **, * represent significance levels at 1%, 5%, 10%,
respectively.

<Table 3> Regression Results of Abnormal 
           reconciliations information on Future 
           Earnings

그런데, 상술한결과는K-IFRS 도입시점의전환조정

의 효과가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줄어들 가능성을 고려

할때도입초기연도의효과에의해크게견인되었을가

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의 결과가 특정 연도에 의해 견인된 제한적인

것인지아니면기간의경과에도불구하고지속되고있는

결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연도별 회귀분석을 진행하였

으며 그 결과는 아래 <Table 4>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표에제시되고있는바와같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전체 표본 기간에 걸쳐 재량적으로 전환조정을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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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집단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와 순이

익의 교차항에 대한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

(-)의 값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는 앞선 분

석결과가 K-IFRS 도입 초기에만 관찰되는 제한적인 현

상이 아니라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K-IFRS 도입 시점에 경영자가 자의적으로 회계전환 과

정에개입한것으로간주되는기업집단의경우최근까지

도재무제표상보고이익의이익예측력이저하되는다시

말해 회계정보의 목적적합성이 상대적으로 결여되어 있

을 가능성이 크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2011 2012 2013 2014 2015

Variables
Coef.
(t-stat.)

Coef.
(t-stat.)

Coef.
(t-stat.)

Coef.
(t-stat.)

Coef.
(t-stat.)

Intercept
0.28
(1.13)

0.42*

(1.93)
0.12
(1.42)

0.60*

(2.01)
0.82***

(2.91)

NIt
0.86***

(9.17)
0.64***

(7.41)
0.73***

(8.16)
0.77***

(7.29)
0.81***

(8.52)

DNI_Diff
0.07
(0.18)

0.03
(0.09)

0.12
(0.11)

0.10
(0.13)

0.09
(0.24)

NIt×DNI_Diff
-0.32***

(-2.63)
-0.27***

(-2.81)
-0.19***

(-2.39)
-0.14**

(-2.20)
-0.11*

(-1.81)
No. of Obs. 504 494 511 523 525
Adj R-square 0.35 0.31 0.39 0.41 0.43
1) ***, **, * represent significance levels at 1%, 5%, 10%,
respectively.

<Table 4> Regression Results of Abnormal 
           reconciliations information on Future 

Earnings using annual sample

4.3 강건성 검증
본소절에서는선행연구[18, 19]의 방법론을원용하여

아래와같은 2단계방정식추정함을통해앞선결과의강

건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제1방정식:

DNI_Diff=β0+β1SIZE+β2ROE+β3LEV+β4PPE&I

+β5SEC+ΣIND

제2방정식:

NIt+1=α0+α1NIt+α2DNI_Diff+α3NIt×DNI_Diff+α4IMR+εt

이는본연구의주요검증변수인 DNI_Diff가외생변수

가 아니라 기업의 자산구성과 재무성과 등에 따라 견인

된내생변수일가능성이존재하며이러한내생성을사전

에 통제하지 못할 경우 분석결과에 편의(bias)가 초래될

수있음에서기인한다. 구체적으로, 1단계식에서는재량

적전환조정여부를식별하기위한더미변수를종속변수

로 한 프로빗 모형을 추정하여 재량적 전환조정의 동인

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추정된 계수를 기반으로 하여

표본기업에 대한 IMR(Inverse Mills’ Ratio)을 도출한다.

이 때전환조정크기에영향을미칠것으로기대한동인

변수로는 곽영민과 백정한(2016)의 연구를 참조하여

2010년 K-GAAP에 따른 기업규모(SIZE=총자산의 자연

로그 값), 자기자본비율(ROE=순이익 / 자기자본의 장부

가), 부채비율(LEV=부채총액 / 자기자본의 장부가), 유·

무형자산의 비중(PPE&I=유·무형자산 총액 / 자산총액),

종속및관계기업투자주식비중(SEC=종속및관계기업

주식의 장부가 / 자산총액)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2단계

식에서는 1단계에서구한 IMR를이익예측모형의통제변

수로 포함하여 재량적 전환조정 여부에 따라 K-IFRS에

근거한 보고이익의 이익예측력이 어떠한 차별적 행태를

보이는가를 재검증한다.

Variables Coef. t-value
Intercept 0.138 1.23
NIt 0.629 10.06 ***

DNI_Diff -0.008 -0.63
NIt×DNI_Diff -0.148 -2.25 **

IMR 0.377 2.56 ***

No. of Obs. 2,557
Adj R-square 0.328***

1) ***, **, * represent significance levels at 1%, 5%, 10%,
respectively.

<Table 5> Summary of Estimation Results from 
           2Stage Model

이러한 2단계분석을통한주요분석결과즉, 제2방정

식의추정결과는 <Table 5>를통해확인할수있다. 분

석결과를살펴보면, 주요 검증변수인 NIt×DNI_Diff의 회

귀계수가 음(-)의 차별적 기울기 계수를 지니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는 앞선 분석결과 즉, 경영자가 K-IFRS 도

입시점에재량적으로전환조정을수행한것으로의심되

는 기업집단에서 K-IFRS 상 보고이익이 지니는 미래이

익 예측력이 대응집단에 비해 다소 저하되고 있는 현상

이재량적전환조정변수가지닐수있는내생성을통제

한이후에도다시금지지되고있음을시사한다. 또, IMR

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값을 지니

는것으로관찰되는데이는전환조정액을다루는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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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전환조정액이기업규모나자산구성등에따라내생적

으로 견인될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5. 결론
본 연구는 K-GAAP에서 K-IFRS로 준거회계기준이

변경되는 과정에 의해 수반된 회계변경의 효과 즉, 전환

조정액이 K-IFRS 체제에서 보고된 당기순이익의 미래

이익예측력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를검토함을목적

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016년 까지 유가증권

시장에지속적으로상장된 2,557개 기업-연도표본을이

용하여다변량분석을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준거회계

기준변경에따른산업효과를고려하여재량적으로전환

조정을 수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집단을 식별한 후

동집단의보고이익이지니는미래이익예측력이대응집

단에비해어떠한차별적행태를보이는가를검증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전체

표본을대상으로이익예측모형을추정한결과본연구의

주요관심변수인 전환조정을 재량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집단에서 K-IFRS 도입 이후 보고이익이

지니는미래이익에대한예측력이대응집단에비해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K-IFRS로 준거회계기

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경영자가 자신이 지닌 회계적

재량권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전환조정을 수

행하였을경우재무제표의수치가왜곡되고그러한왜곡

표시가 K-IFRS 도입 이후 기간의 재무제표에도 영향을

미쳐보고이익의미래이익예측력즉, 재무제표의근본적

질적 특성 중 하나인 목적적합성이 약화된 경향이 있음

을 의미한다. 둘째, 연도별로 이익예측모형을 추정한 결

과 표본기간 전체에 걸쳐 상술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관

찰되었는데이는 K-IFRS 도입시점의경영자에의한왜

곡표시가 K-IFRS 도입 초기 재무제표에만 영향을 미치

는것이아니라상당한기간동안재무제표의질을악화

시키고있음을보여준다. 셋째, 전환조정수준변수가지

닐수있는잠재적인내생성을통제하고자 2단계방정식

을 통한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앞선 연구의 결과

가 강건하게 지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의 결과는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과회계투명성에대한신뢰도를제고하기위해 2011년부

터 의무 도입한 K-IFRS의 도입효과가 경영자의 재량적

회계선택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K-IFRS 도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서는 회계기준의 우수성과 더불어 경영자가 K-IFRS

체제에서확대된회계적재량권을기업실체에어떻게활

용하는가 아주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

는 또한, 잠재적 투자자를 포함한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K-IFRS 도입 과정에서 수반된 경영자의 재량적 전환조

정행위를면밀히확인하지못할경우기업의경제직실

질을 왜곡한 정보에 기초하여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결과는

K-IFRS 도입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에 있어 전환조정의

재량성 여부를 식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과 재량적 전

환조정에따른회계정보의유용성저하가재량적전환조

정으로 인하 보고이익의 예측력 경감 즉, 목적적합성의

악화에서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관

련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순이익전환조정이값이산업중위수를초과할

경우 재량적 전환조정 집단으로 구분하였는데, 재량적

전환조정의경우순이익효과뿐만아니라순자산의변동

에도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이러한 효과를 충분히 고려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전환조정에 따른

순자산의 변동 효과를 적절히 식별하지 못함에 따라 분

석결과의의미가제한될수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표

본기간을 2015년까지로 삼고 있어 K-IFRS 도입과정에

서의재량적전환조정이어느정도의회계기간까지이익

예측력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식별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재량적 전환조정 여부를 식별하는 방법을 보다

정밀히 설계하고 K-IFRS를 적용한 재무제표가 충분히

축적된다음회계기준변경과정에서발생한재량적전환

조정이 K-IFRS 체계의 회계정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가를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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