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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벤처기업들이 내부통제운영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회계정보에 긍정 혹은 부정적인 영향
과 같은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GEM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홍콩의 GEM상장기업은
한국의 KOSDAQ시장과 유사한 상장기업으로 한국의 기업들도 상장을 진행하고 있는 증권 시장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
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영을 평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지수와 회계정보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재량적 발생액을
통해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익의 조정은 재량적 발생액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이 인위적으로 미래의 이익
을 실현하기 위해 경영자가 의도적으로 변형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정된 존스(Jones)모형을 이용하였다. 실증 분석
에서는 내부통제지수와 회계정보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재량적 발생액과의 관계정도를 분석 하였으며 상호관련성은
매우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향후 벤처기업의 이익조정 형태와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지침을 제공
할 수 있으며, 신흥 벤처기업들의 재무적 환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벤처기업, 내부통제시스템, 상장기업, 재량적 발생액, 회계정보 질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rough GEM-listed companies for verifying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impacts on accounting information GEM-listed companies, whether venture firms 
operate the internal control operation system stably. Hong Kong's GEM listed company is a securities 
market similar to Korea's KOSDAQ market. To analyzing this study, used regression analysis method 
through internal control index to evaluate the operation of internal control system and discretionary 
accruals to evaluate the qua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In this study, because profit adjustments 
used to realize through discretionary accruals, so analyzed using the modified Jones model to check 
whether the management deliberately transformed the company to realize future profits. In the 
empirical analysi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internal control index and the discretionary accruals to 
assess the qua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was able to find highly correlated. This study can provide 
useful guidance for evaluating the form and value of profit management of venture firms in the future, 
also would expect to help understand the financial environment of emerging venture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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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자본시장의 변동성 등
의 불안정한 경영환경은 벤처기업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도 어려운 자본운영환경에 직면하도록 요구 받고 있다. 
특히 중소규모의 기업들에게는 금융 및 주식시장에서 자
본을 조달하거나 운용하는데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은 경영위험은 
매우 높은 반면 성공가능성이나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
하는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며, 국가경제의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중견 기업과 대기업의 취약점을 보완 및  
지원할 수 있는 기업으로 정의되고 있다. 또한 창조적 사
업 활동과 기술적 혁신성을 주요 기반으로 하여 보통 5∼7
년 이내의 기업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기술적 우월성과 잠
재적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도 벤처기업을 육성하
기 위해 제 2의 주식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시아의 
대표적 자본시장인 GEM(Growth Enterprise Market)
은 제 2부 스톡마켓으로 홍콩의 기업과 외국기업에 상장
이 열려져 있는 시장이다[1]. GEM시장에 상장된 한국 
기업으로는 드림인터네셔널(2002), 코웰이홀딩스(2015), 
퓨처데이터(2015), 글로벌텔레콤(2016) 등의 기업이 있
다. GEM시장은 한국의 KOSDAQ(Korea Securities 
Dealers Association)과 그 자본시장 환경과 특성이 유
사하다고 볼 수 있다. 홍콩의 자본자장 규모는 아시아에
서 도쿄, 상해에 이어 3번째, 세계에서는 7번째로 큰 규
모를 가지고 있으며, 크게 메인보드(Main Board) 시장
과 GEM시장으로 구분된다. 메인보드 시장은 한국의 
KRX(Korea Stock Exchange)[2]와 그 성격이 같다고 
볼 수 있다. GEM 시장의 업종별 구성형태는 2019년 현
재 금융업이 약 32%, 정보기술 약 22%, 에너지 산업 및 
건설 각 각 약 10% 기타 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5년 이내의 GEM에 상장되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과 동시에 내부통제 시스템을 운영하
는 기업을 중심으로 회계정보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 하였다. 내부통제 시스템은 2001년 미국공인회계사
회(AICPA)는 회계감사기준서(SAS, No.94)에 따르면, 재
무제표 감사와 내부통제에 관한 감사 그리고 정보기술에 
평가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내부통제의 주요 
요소로는 통제환경(Control Environment), 위험관리
(Risk Management), 통제활동(Control Activities), 
정보 및 의사소통(Information & Communication), 
모니터링(Monitoring) 등의 5개 범주로 분류하여 통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의 
적절한 운영은 기업에서 발표되는 많은 회계정보의 신뢰
성을 확보해줄 뿐만 아니라 외부에 전달되는 회계정보의 
정확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적합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영은 회계정보의 질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적절한 내부통제제도는 정확
하고 검증가능한 회계정보를 산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해 줄 수 있다[3]. 회계정보의 질은 기업 혹은 경영자가 
외부로 보고하고 있는 각종 회계 및 재무보고서의 내용
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회계정보의 질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방법으로, 대용변수인 재량적 발생액을 주로 이용하고 있
다. 즉 재량적 발생액은 기업 및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대
한 행위로 볼 수 있으며, 경영자의 이익조정은 사적인 이
익을 실현하거나 미래에 있을 이익을 변형하기 위한 절
차로 볼 수 있다[4].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내부통제시스템이 종속변
수인 회계정보 질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분석하
기 위해 홍콩 GEM관련 자료를 통해 각 변수로 투입하였
다. 또한 이론 및 선행연구를 통해 본 연구 모형에 맞게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모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분석은 
통계 패키지인 SPSS 21을 이용하여 기술분석과, 상관분
석 그리고 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2. 이론과 선행연구 검토

2.1 내부통제 운영 
내부 통체시스템의 운영은 일반적 기준과 특정기준 그

리고 내부통제시스템의 결함을 분석하고 감사절차를 통
해 내부통제 지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피드백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베인스 옥슬리법(SOX)에 
내부통제의 운영에 대한 세부 지침과 원칙을 바탕으로 대
부분의 국가에서는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5].  

중국의 경우 2011년에 처음 출시된 심천 DIB Risk 
Management Technology Co, Ltd.가 발행 한 "DIB- 
China 상장회사 내부통제 지수"가 있으며,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 내부통제시스템은 정착단계에 있으며, 내부통제시
스템의 도입과 운영은 일반적으로 회계정보의 산출과 보
고 과정에서 투명성이 유지될 수 있으며, 특히 외부보고
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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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10]. 내부통제에 대한 Li(2007)[11]의 연구에서는 
내부통제 구성 요소를 2개, 3개 5개, 8개 요인으로 분석
을 진행한바 있으며, 각 요인은 내부 통제의 효율성과 긍
정적인 측면에서 제시 되었다. 또한 Fan Xingjian, 
Xiao Xianhong (2014)[12]의 연구에서는 기업의 특수
한 관리 활동에 의해 기업경영의 목표와 필요성을 충족
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Hammersley(2008)[13] 등 의 연구에서는 사베인스 
옥슬리법 (Sarbanes-Oxley Act)에 따라 주식 가격과 
연동하여 경영진의 내부적 운영시스템과의 관계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여 상호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즉, 주식 가
격과 내부통제 시스템간의 관계가 유의하다는 결론을 제
시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의 주요 내용은 내부통제가 원
활하게 작동되는 경우 기업은 재무적 위험에 대해 효과
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14].

Hoitash 등 (2009)은 기업의 이사회와 독립적인 감사
위원회의 기능과 더불러 관련 금융 전문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의 비율이 높을수록 내부통제시스템 하에서 보고
되는 회계정보의 품질은 높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
시하고 있다[15]. 내부통제와 관련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주로 내부통제의 구축과 유지, 평가, 기본 정
책 이론, 영향 요인, 경제적 결과, 제공정보에 대한 질의 
측정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정
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운영은 기업의 주가에 반영되거나 
가치 창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내부
통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은 자본조
달, 비용 절감, 위험에 대한 예측과 대응이 보다 효율적으
로 통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2.2 회계정보의 특성과 평가기법
회계정보는 조직의 활동을 통해 산출되는 재무적 정보

에 해당되며 경영성과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내부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정보와 재무제표와 같은 외부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회계정보는 
재무적 상태를 중심으로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의 
가치가 반영될 수 있으며 이러한 회계정보는 기업에 있
어서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의 준거가 될 수 있다. 또한 
회계정보의 질이 높은 경우 미래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
영할 수 있으며, 보다 예측 가능한 정보로 기업 경영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회계정보의 질에 대한 평가는 경영자가 이익조정을 인
위적으로 조정하였는지에 대해 대용변수인 재량적 발생

액을 통해 회계정보의 질을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도 재량적 발생을 통해 회계정보의 질을 평가하고자 한
다. 회계정보는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회계처리 여부를 통
해 분석되기도 한다. 즉, 거래가 발생되면 이익을 낮게 보
고하고, 자산은 적게, 부채는 가능한 많게 기록하거나, 수
익과 비용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을 하게 된
다. 그러나 보수수의가 무조건 이익을 과소 계상하는 방법
의 선택이 아니며, 선택 가능한 산정방법이 있다면 이익을 
낮게 보고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회계정보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또 다른 방법은 회계
투명성으로 볼 수 있다. 회계투명성은 회계정보이용자가 
기업의 경영상태와 위험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적시에 
제공되는 공개 정보로 볼 수 있다. 즉, 회계투명성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정보전달에 대한 적시성, 완결성, 일관성, 
위험관리, 감사와 통제활동 등의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영
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회계투명성은 2가지 방법
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소득 침투, 과잉 평활도 
및 손실 회피 등의 세 가지를 통해 평가되고 있다. 두 번째 방
법은 추상적일 수 있는 회계투명성을 PwC(Pricewaterhouse 
Coopers), CIFAR(Center for International Financial 
Analysis and Research), CLSA(Credit Lyonnaise 
Securities Asia), AIMR(Association for Investment 
Management and Research)에서 제공되는 지표로 측
정되기도 한다[16].

Sissy(2017)[17], Pravdyuk(2016)[18] 등의 연구에
서 기업이 회계정보를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재무정보, 경
영성과, 현금흐름과 부채 등의 내·외부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며, 기업의 내부 회계정보시스템과 외부보고 시스템
이 적정하게 결합되면 주요한 유형의 회계정보를 산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이러한 연구는 정보가 왜곡되는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정보의 접근과 보고 비대칭적인 요
인을 줄일수 있다. 또한 Shil(2017)[19],  Fan(2007)[20] 
등의 연구에서도 중국의 상장기업 자료를 통해 정보비대칭
에 대한 회계정보의 질과 정보전달과정에 대하 연구를 진
행한바 있으며, 기업의 CEO가 자주 이직한 기업의 경우 
정보 비대칭은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한바 있다.  

Zhiying(2012)[21]의 연구에서 회계정보의 질은 일
반 제품의 품질과 다르므로 일반적으로 일반 제품의 품
질은 특정 기술적 방법으로 가능하지만 회계정보의 질은 
기술적인 방법으로는 측정이 어렵다고 주장 한바 있다. 
또한 Chen(2014)[22]은 감사와 통제활동의 투명성이 회
계정보의 질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지표로 회계정보를 측
정할 수 있는 정량적 지표로 보았다. Yang(2012)[2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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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에서도 정보공개의 투명성 정도를 통해 회계정보
의 질을 측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Yang(2013)[24] 등의 
연구에서도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 상하이 및 심
천 주식 시장의 자료를 분석하여 회계정보의 유출 위반 
비율과 감사 자격을 갖춘 상장기업의 회계정보 유출 위
반의 비율로 회계정보를 측정할 것을 제시 하였다. 이러
한 연구의 공통점은 정성적인 회계정보를 계량화 및 정
량화하는 방법과 관련된 연구로 회계정보의 품질을 보다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연구
로 볼 수 있다. 

2.3 내부통제 운영과 회계정보의 특성
내부통제와 회계정보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 되어 왔다. Bangsa(2018)[25], ACFE(Association 
of Certified Fraud Examiners)는 전문 사기와 권한 
남용보고서에서 건전하고 효과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은 
재무 보고체계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정의한바 있다. 이러한 보고서는 기
업의 내부통제와 회계정보 품질 유지에 대한 내부통제시
스템을 감독 및 관리 기능을 강조하는 일련의 지침으로 
볼 수 있다. Donaldson(2005)은 건전하고 완전한 내부
통제 메커니즘의 수립은 상장기업의 회계정보 품질을 유
지하는데 보다 효과적이며 내부통제운영을 위한 관리감
독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바 있다. 

그러나 Hogan (2005)과 Bedard (2006)[24] 등은 상
장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을 내부 통제의 결함 여부를 중
심으로 표본을 세분화 하여, 내부통제의 결함 정도와 회
계정보의 신뢰성과의 관계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
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즉, 상장기업은 내부통제 시스템
이 이미 운영 및 안정화되거나 제도적으로 적용되어 단순
한 내부통제의 결함이 회계정보에 영향을 유의미하게 미
치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Ashbaugh-Skaife 
et al. (2006)[25] 등의 연구에서 재량적 발생 항목의 품
질 측면에서 회계정보의 질이 내부통제 시스템의 영향을 
받는 정도를 연구 분석하였다. 즉, 내부통제 결함이 없는 
상장회사는 내부통제 결함이 있는 상장회사보다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어 Hogan의 연구와는 의미적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연구에서는 내부통제가 적절하면 회계품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회계 법인이 상장회사의 내부통제 결함을 평가할 때 회
계 감사원의 내부통제 품질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 의견

이 자주 변경된 경우에는 회계정보의 질은 다소 부정적
이라는 연구도 존재한다. 

Albert L. Nagy (2010)[26] 등은 재무 재조정 시스템
의 관점에서 제도화된 내부통제 기능과 통제에 대한 요
구사항을 준수하는 기업은 제도와 되지 못한 기업과의 
재무제표 비교평가에서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보다 낮
은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그리고 Altamuro 등 (2010)은 
FDICIA (Federal Depository Insurance Corporation 
Improvement Act)에서 SOX에 기반한 내부 통제안을 
은행에 제안하고 은행 회계정보의 질에 대한 내부통제 조
항의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조례를 운영한 은행은 
내·외부 회계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할 때 보다 자료의 가
공과 원칙이 보다 더 엄격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따라서 
내부통제시스템은 산업과 기업의 규모, 상장여부 등 다양
한 경영분영지표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
시에 미칠 수 있는 핵심 요인으로 해석이 가능하다[27]. 

본 연구는 이론 및 선행연구에서 논의한 연구를 종합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통해 내부통제운영 시스템
과 회계정보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내부통제
시스템을 연구하기 위해 많은 연구에서 대용변수인 재량
적 발생액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재량적 
발생액은 기업의 경영자가 이익조정을 통해 사적인 이익
이나 미래에 있을 이익을 조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
기 때문에, 내부통제시스템은 이러한 행위를 어느 정도 통
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회계정보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수정된 다음가 같이 Jones모형에 의하여 재량적 발
생액을 추정하여 내부통제의 유용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TAit⁄Ait-1= ɑ1i⁄Ait-1 + ɑ2i(△REVit-△RECit)⁄Ait-1 + 
ɑ3iFAit⁄Ait-1 + ɑ4iIAit⁄Ait-1 +εt   ----(1)

TAit(Total Accruals): i기업 t기 발생액
/Ait-1(Assets): i기업 t기초 자산/ a1i~a4i: 모형의 계수/ 
△REVit(Revenue): i기업 t기와 t-1기의 격차/ △
RECit(Receivables): 외상매출금 격차/ FAit(Fixed 
Assets): 고정 자산/ IAit(Intangible Assets): 무형 자산

[연구가설] 내부통제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는 GEM 상장
기업은 재량적 발생액이 낮고 회계정보의 질은 상대적으
로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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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Me-Item  No. Mean St.Devi.

DA 150 .0752 .201

Icre 150 7.510 .610

Icop 150 18.125 .801

Table 1. Statistical Analysis 

Siz 150 25.031 .972

Los 150 .731 .375

3. 실증분석

3.1 분석 설계 
본 연구는 홍콩 GEM에 상장되어 사업을 5년 이내에 

있는 기업 중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을 중심으
로 회계정보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연구범
위를 제한하는 주요한 이유는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내부통제 시스템에 이미 제도화 되어 운영되고 있
는 벤처기업의 경우, 비교적 회계정보의 질은 평균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연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장되어 5년 이내의 기업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기
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주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으며, 
초기에 보고되는 회계정보는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예측
할 수 있는 지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GEM에 상장된 기업 중 2013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이
내에 상장된 기업을 중심으로 내부통제 자료가 미비한 
기업을 제외하고 150개의 표본을 통해 분석하였다. 

3.2 가설분석 
본 연구를 분석하기 위해 설정된 가설에 따라 연구모

형을 통해 내부통제시스템과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DAit= ɑ0+ɑ1Icre + ɑ2+Icop + ɑ3It + ɑ5+Los + 
ɑ6+Siz + ɑ7+ROA+εt      ---------(2)

DAit: 회계정보의 질(재량적 발생액)/ ICsr: 내부통제
보고서/ ICar: 내부통제 공개/ LOSS: 기업손실/ SIZE: 
기업규모/ ROA: 수익률 

본 연구의 기업자료는 Table 1과 같이 각 변수에 대
한 기술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150개 기업에 대한 각각
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기초분석
에서 나타난 분석치의 범위가 크지 않고 선행연구와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모집단을 추정하는데 
편차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Var. DA Icre Icop Siz Los

DA 1

Icre -.134* 1

Icop -.290*** .398** 1

Siz -.280*** -.160** -.109* 1

Los -.092 -.082 -.069 -.061 1

* p<0.05, **p<0.01, *** p<0.001

Table 2.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Table 2는 각 투입변수에 대한 피어슨 상관관계분석
을 동해 나타난 결과 값으로 각 변수간의 관계는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즉, 내부통제시스템을 
분석하기 위해 투입된  회계정보와 관련된 대용변수인 
재량적 발생액에는 음(-)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내부통제보고서, 내부통제 공개, 기업규모도 각각 
-.134, -.290, -.280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 손실, 독
립이사 비율도 각각 음(-)의 관계로 -.092, -3.05 등으로 
분석되었다. 투입된 전체변수간의 관계도 대부분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내부통제 시스
템이 적정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경우 재량적 
발생액이 증가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Independent 
variables

Non-standardiz
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

nts t p

B Beta

Constant -.398 -6.602*** .001

Icre(DA) -.023 -.045 -3.021*** .001

Icop(DA) -.031 -.102 -.978*** .001

Siz(DA) .027 -.021 3.763*** .001

Los(DA) -.007 .010 -.021 -

ROA(DA) .004 .002 .007 -

R²=0.307, F=38.012(p=0.001)

* p<0.05, **p<0.01, *** p<0.001

Table 3. Regression of Hypothesis 2

가설검증을 위해 Table 3과 같이 내부통제시스템을 
대별할 수 있는 내부통제 보고서 및 외부 보고 그리고 독
립이사 비율과 기업의 재무적 요인을 통해 회계정보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재량적발생과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설명력을 알아볼 수 있는 R²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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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낮은 값으로 볼 수 있지만 선행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
고 F값의 경우 38(p<.001)로 분석되어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각 변수와 회계정보의 질을 측정하는 대용변수인 재량적 
발생액과의 관계에서 t값이 –6.602, -3.021, -.978, 
-3.763로 분석되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은 지지될 
수 있다고 볼수 있다. 즉, 내부통제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
는 GEM 상장기업은 재량적 발생액이 낮고 회계정보의 
질은 상대적으로 높다는 가설은 기각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GEM 벤처기업의 경우 5년 이내에 
상장된 대부분의 기업의 경우 내부통제시스템을 적극적
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경우, 내부 회계정보의 보고체계
가 투명하거나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기업의 이익을 조정
하려는 의도가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재량적 발생액이 저
하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내부통제시스
템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기업과 비교할 때 상대
적으로 회계정보의 질은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4.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홍콩의 GEM에 상장된 이후 5년 이
내의 신생 기업을 대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의 적극적인 
운영 회계정보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은 신생벤처기업의 
경우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을 도약하기 위해 재무적 지
표를 조정하는 사례가 많으며, 또한 5년 이내에 사업의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업이 재량적 발
생액을 통해 기업의 재무적 지표를 조정하는 경우 부정
적인 요인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내부통제시스템과 회계정보의 질
과의 관련성을 규명하였으며, 분석결과에서와 같이 내부
통제시스템을 적정하게 운영하는 벤처기업의 경우 그렇
지 않은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재량적 발생액이 증가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회계정보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결
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통
제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과 내부통제 시스템을 감사하
여 보고하는 기업은 재량적 발생액이 증가되지 않고 있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독립이사의 비율과 기
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 재량적 발생액의 조정
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

다. 본 연구의 결과는 홍콩의 GEM에 상장하는 외국기업
과 국내 기업에 외부에 전달되는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기업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벤처기업의 
이익조정 형태와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데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유의미한 결과에도 불
구하고 연구에 투입된 변수의 통제와 투입 기업의 정확
한 관리실태 등에 대한 자료 등의 내재적인 요인으로 인
해 분석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적인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연구방법 등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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