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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이익조정을 연구주제로 국내 회계학 관련 논문들의 세부 연구 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한국학술지인용
색인(KCI)의 회계학 또는 경영학에 속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초록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익조정 관련 회계학 논문들이 감사 및 감사보고서, 법인세 및 부채비율,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전략, 재무제
표와 회계기준의 4가지 연구 영역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재무제표와 회계기준이 주된 토픽일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감사가 가장 많이 연구된 토픽으로 분석되었다. 이어 토픽별 논문 수를 기준으로 토픽 트렌드를 확인하고 
특이사항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K-IFRS의 도입이 이익조정 연구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익조
정에 대한 자세한 연구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회계학 문헌분석 연구방법으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책결정자 및 기업 실무 담당자가 이익조정 관련하여 회계기준 외에 감사 등 4개 토픽별로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야 할 사항과 그 추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제어 : 빅데이터, 텍스트마이닝, 토픽모델링, 연구동향, 회계학, 이익조정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s the trend of Korean accounting researches on profit adjustment. We 
analyzed the abstract of accounting research articles published in Korean Citation Index (KCI) by using 
text mining technique. Among papers whose themes were profit adjustment, topics were divided into 
4 parts: (i) Auditing and audit reports, (ii) corporate taxes and debt ratios, (iii) general management 
strategy of companies, and (iv) financial statements and accounting principles. Unlike the prediction 
that financial statements and accounting principles would be the main topic, auditing was analyzed as 
the most studied area. We analyzed topic trends based on the number of papers by topic, and could 
figure out the impact of K-IFRS introduction on profit adjustment research. By using Big Data method, 
this study enabled the division of research themes that have not been available in the past studies. This 
study enables the policy makers and business managers to learn about additional considerations in 
addition to accounting principles related to profit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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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분야의 LDA 토픽모델

링(Topic Modeling) 기법을 적용하여 '이익조정'이라는 
회계학의 특정 연구주제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해당 연
구주제 내에서의 연도별 토픽 트렌드를 분석하였다. 

연구주제는 회계학이라는 학문의 연구 대상이 무엇인
가, 그리고 회계학이 다른 학문과 차별화되는 점이 무엇
인가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 국내 회계학 논문들은 연구
주제의 편중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1], 그 중에
서 '이익조정' 관련 연구는 지속적으로 높은 관심을 가져
온 주제이다. 국내 회계학 연구에 대해 40여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분석한 최원석 등(2015)의 연구에 
의하면, '이익조정'은 재무회계 중 1위(66건, 20.50%), 
세무회계 중 2위(7건, 8.4%), 회계감사 중 2위(6건, 
8.2%)로 회계학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높은 빈도로 연구
되었다[2]. 권선국과 조성표(1997), 권수영과 정종욱
(1999)의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이익조정이 회계학의 
주요 주제로 연구되고 있음을 분석한 바 있다[3,4]. 회계
기준 위반으로 규제당국에 의해 적발될 경우에는 기업에 
막대한 소송비용과 추가적인 감시비용을 야기할 뿐만 아
니라 규제기관의 지속적인 감시로 인해 기업 활동이 제
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5], 이익조정은 정책적, 실무
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주제이다. 

그러나 선행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이익조정은 국내 
회계학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초점을 맞추어 독립적으로 분석되지 않았다. 특히, 이익
조정이 어떠한 토픽으로 세부적으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그 흐름이 어떠한지에 대해 파악하는 시도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종수와 송민섭(2018)의 견해에 따
르면, 이익조정은 매우 중요한 회계적 사안임에 누구나 
동의하나 많은 논문들이 ‘경영자가 기회주의적 유인에 의
하여 이익조정을 한다’는 사실 이외의 어떠한 추가적인 
사실을 밝혔는지는 의문시된다고 하였다[1].

경영자는 자신에게 허용된 회계 재량권을 이용하여 보
고이익 수치를 필요에 따라 조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5]. 오래 전부터 회계변경을 이용한 이익
조정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며[6], 주로 회계이익에 포함
된 이익조정액의 측정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7]. 그러나 이익조정은 회계분야에서 매우 광범위하
게 연구가 진행되어 온 주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재무제
표나 회계기준에 한정’되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고 단정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익조정은 회계기준 뿐만 아니라 

감사품질, 경영정책, 법인세 효과 등 여러 측면에서 복합
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회계학 연구에서 ‘이익조정’을 키워드로 어떻게 
토픽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밝히는 연구논문은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의 회계학 분야에서 이루어
져 온 이익조정에 대한 연구들을 심층탐색을 통해 종합
적으로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
의가 있다. 

한편, 회계학 연구에서 ‘이익조정’에 대한 관련 토픽 
분석이 종합적으로 수행되지 못한 이유는 연구자가 수작
업으로 진행하는 문헌분석 방법의 한계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기존의 회계학 분야 연구 동향 분석
은 수작업을 통한 문헌분석 방식이 주를 이룬다. 먼저 회
계학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지 1∼2개를 선택하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 회계학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들을 대상
으로 하여 이들의 연구주제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이 때 
1차적으로 재무회계나 세무회계와 같이 넓은 연구분야로 
구분하고, 2차적으로 각 연구분야에서 주로 어떠한 주제
가 연구되었는지 분석하였다. 이익조정, 정보내용 등은 
이렇게 분석된 연구주제에 해당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익조정 등 특정 연구주제 내에서의 연
구 흐름에 대해서는 기존의 문헌분석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회계학의 문헌분석 연구에서 한계점으로 자주 언급되
는 부분은 첫째, 일부 학술지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는 
점[3,8,9], 둘째, 분석 대상 기간을 특정하였다는 점[8,9], 
셋째,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수작업으로 하였다는 점
[10], 넷째, 위의 한계점들과 관련하여 분석대상 포함 여
부에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된다는 점이다
[3,8,9].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회계학 분야 문헌분석 연구에서 
한계점으로 언급되었던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빅데
이터 분석 기법을 사용한다. 빅데이터 분석은 방대한 양
의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여러 가지 사용
방식에 따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도구이다
[11]. 특히 빅데이터 분석 기법 중 하나인 텍스트 마이닝
(Text-mining)은 인간의 언어로 쓰인 비정형 텍스트에
서 자연어 처리기술을 이용하여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으로 비정형 텍스트의 연계성을 파악하여 분류 혹은 
군집화하거나 요약하는 등 빅데이터 속에 숨겨진 의미 
있는 정보를 발견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12].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연구 동향 분석은 기존의 연구자 
중심의 문헌분석의 한계와 연구자의 주관이 반영되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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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극복할 수 있다[11]. 

또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는 경우 이익조정 
관련 토픽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동하는지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시대별로 어떤 토픽이 주된 
연구 주제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2011년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K-IFRS) 도입으로 회계정책 및 회계처리방법
의 선택권이 경영자에게 상당 부분 부여되었는데[13], 이
에 따라 K-IFRS 도입 후 회계학 연구에서 이익조정 관
련 토픽들의 변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진행되
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 가능하다.

본 연구는 ‘이익조정’이라는 주제에 대해 기존 문헌분
석에 의한 연구동향 분석에서 한계로 지적된 점을 텍스
트 마이닝 기법을 도입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회계학 분
야의 ‘이익조정’ 관련 토픽들을 구조화 하여 분석하고, 시
간의 흐름에 따라 토픽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종
합적으로 연구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 차별되는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1장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선행연구를 살
펴본다. 3장은 토픽모델링 기법을 설명하고, 4장에서는 
이 기법을 사용하여 이익조정의 토픽별 키워드와 연도별 
토픽 트렌드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연구결
과를 요약하고 시사점과 기대효과를 제안하였다.

2. 선행연구 검토
2.1 회계학분야 이익조정 선행연구

이익조정(earnings management)이란 좁은 의미에
서는 경영자의 재량권에 따라 법과 회계기준의 테두리 
안에서 수행되는 정당한 행위를 의미하지만[14], 넓은 의
미에서는 기업회계기준을 어겨가면서까지 수행되는 분식
회계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15]. 이익조정은 경영
자가 재량적 회계선택을 통해 이익을 상향하여 보고함으
로써 기업의 신용등급을 높이거나[14] 적자보고를 회피
하는 수단 등으로 사용되며[15], 일반적으로 경영자의 기
회주의적 유인에 의한 도덕적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이익조정은 1970년대 들어 정성적 연구 대신 실증연
구가 주요 회계학 연구방법이 된 이후 수십 년 동안 회계 
연구의 주요 주제로 다루어져 왔는데[1], 이는 회계학 분
야의 연구동향에 대한 문헌분석을 수행한 권선국과 조성
표(1997), 서은경과 한인구(1998), 권수영과 정종욱
(1999), 최원석 등(2015)의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그동

안의 회계학 분야의 연구동향에 대한 분석은 대부분 재
무회계로의 집중화 현상을 보이며, 수십 년 동안 회계연
구의 주요 주제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다
[1]. 그리고 이익조정, 가치관련성, 자본비용 등 특정 주
제에 연구가 집중되어 다양한 회계적 사안이 논의되고 
있지 못하다는 단점이 지적된다[1]. 

권선국과 조성표(1997)는 한국회계학회의 학술지인 
『회계학연구』에 1977년부터 1996년까지 20년 동안 게
재된 225편의 논문들을 대상으로 연구분야 및 연구 분야
별 주제와 연구방법에 대하여 고찰하였다[3]. 재무회계가 
54%로 회계학 연구의 주된 연구 분야이며, 이익조정은 
재무회계 분야에서 주요 연구주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은경과 한인구(1998)는 1990년부터 1996년까지 
한국회계학회의 학술지인 『회계학연구』 및 『회계저널』에 
수록된 모든 논문과 한국경영학회의 학술지인 『경영학연
구』에 실린 회계학 주제의 논문을 분석하였다[10]. 214
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저자유형, 저자 소속기관 유형, 연
구주제, 연구방법론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재
무회계, 관리회계 및 회계감사 분야가 주된 연구 영역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무회계의 연구 비중이 52%로 가장 
많은 것으로 검토되었다. 

권수영과 정종욱(1999)은 『회계학연구』,『회계저널』,
『경영학연구』의 창간호부터 1998년 12월까지 발표된 
424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시대별, 학술지별로 연구 
분야와 연구방법론을 검토하였다[4]. 분석 결과 재무회계
가 분석대상 논문의 51.89%로 가장 많은 비중의 논문이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익조정은 재무회계 분야에
서 주요 연구 주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원석 등(2015)은 한국회계학회가 발간하는 『회계학
연구』와 『회계저널』의 창간호부터 2013년 12월까지 약 
40여년간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내용분석, 저자
분석, 심사기간 및 인용분석 등을 수행하였다[2].『회계학
연구』에서는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 회계감사의 
순서로 연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이익조
정이 재무회계 분야에서 많이 연구된 주제로 확인되었다. 
『회계저널』에서는 재무회계, 관리회계, 회계감사, 세무회
계의 순서로 연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역시 이익조정과 IFRS가 재무회계 분야에서 많이 연구된 
주제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물들의 연구방법론은 대
부분 실증연구가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회계학 분야 연구동향에 대한 앞선 문헌연구들
은 1977년부터 최근 2015년까지 중 특정 기간에 진행된 
연구 자료를 분석하였고, 그 숫자는 손에 꼽을 정도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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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적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적용된 연구방법론은 수작업
을 통한 문헌연구 방식이라는 점에서 체계적이지 않은 
방법들이 동원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익조정을 주요 주제로 다룬 개별 연구 논문들을 살
펴보면, 대부분 이익조정의 동기와 그로 인한 이익조정 
현상의 존재 여부를 실증하는데 집중해 온 경향이 있다
[5]. 국내외 많은 연구들은 이익조정 동기가 존재하는 기
업에서 경영자의 재량 및 의도에 따라서 기업의 회계이
익이 조정되고 있음을 검증하고 있다[16]. 이러한 이익조
정은 감사품질이 높은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을 
경우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어, 높은 
감사품질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이익조정 행위를 제한
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17]. K-IFRS도 이익조정 연구
에서 종종 등장하는 주제이다. 상장회사 및 비상장 금융
회사는 2011년부터 K-IFRS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데, 
이로 인해 경영 및 회계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를 수반하
였기 때문이다[13]. 또한 주관적 판단의 개입 여지가 큰 
K-IFRS 하에서 경영자들은 명확하지 않은 회계기준을 
통해 이익조정을 시도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경
영자가 주어진 재량권을 기회주의적으로 이용하여 기업
의 회계이익을 조정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연결하여 
논의되었다[16,18].  

이익조정은 회계학의 중요한 연구주제이나[1], 이처럼 
이익조정을 주제로 하는 개별 연구들은 이익조정의 동기
와 현상의 관계, 감사와 이익조정의 관계, 회계적 사건과 
이익조정의 관계와 같이 단편적인 독립적 실증연구에 한
정하여 분석이 수행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 
주제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가능하게 하는 연구의 필
요성이 제기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익조정’을 주제로 하여 관련 토픽
들을 탐색하여 구조화 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러한 
토픽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회계학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2011년 K-IFRS 도입이 실제로 이익조정 관련 
연구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회계학의 문헌연구 분석에 텍스
트 마이닝을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도입하
였다. 다음에서는 토픽모델링 분석 기법에 대해 알아보
고, 이 기법을 통한 분석 절차와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2.2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연구 동향 분석
토픽모델링은 데이터 마이닝의 기법 중 하나로서 비구

조화된 텍스트 자료들의 뭉치로부터 의미있는 주제(토픽)

들을 추출해주는 확률모델 알고리즘이다[19]. 초기에는 
확률적 잠재의미분석(pLSA) 기법이 사용되었으나, Blei
가 잠재 주제의 확률적 분포에 대한 잠재의미분석의 한
계점을 보완한 모델로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알고리즘을 발표한 이후로는 주로 LDA 기법이 사용되고 
있다[19]. 토픽에 따라 문서 집합을 재구성할 수 있으며, 
유전(gene) 데이터, 이미지 및 소셜 네트워크에서 패턴
을 찾는 데에도 사용된다[20]. 특히 인터넷 리뷰, 신문기
사, 논문, 특허 데이터 분석에 있어 동향파악과 잠재 주제
를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며, 학계에서도 축적된 연
구 자료를 바탕으로 토픽모델링을 사용하여 분야별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1]. 회계
학에서 토픽모델링 기법을 사용한 연구동향 연구는 아직
까지 찾아보기 힘들다.

논문의 초록을 분석하여 주제들을 추출하고 저자를 식
별하거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주제 분포의 변화를 통해 
해당 학문분야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연구들에서 토픽
모델링 기법이 활발하게 적용된다[19].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학술지나 박사학위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논
문의 초록에서 10개 이내의 토픽을 추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에는 R이나 파이썬
(Python)과 같은 프로그램이 사용되며, 결과의 해석에는 키
워드 빈도 분석, 토픽 트렌드 분석 등의 방법이 이용된다. 

문서 집합을 구성하는 단어들을 분석하는 키워드 빈도 
분석은 토픽모델링 기법을 사용하는 연구에서 공통적으
로 수행되는 부분이다. 수집한 초록 데이터에서 단어들을 
추출하여 각 단어의 출현 빈도를 파악한다. 이 단계에서 
문서 간의 차이를 구별해 주는 단어의 가중치를 반영한 
TF-IDF (Term Frequency - Inverse Document 
Frequency)를 이용하여 단어의 중요도를 평가하기도 하
고[22], 워드클라우드(Word Cloud)를 이용하여 단어의 
출현 빈도를 시각화하기도 한다[21,23]. 워드클라우드란 
단어의 출현 빈도에 가중치를 두어 글자의 크기 등을 다
르게 나타냄으로써 텍스트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
는 방법으로, 특정 주제를 직관적으로 설명하는데 유용하
다.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거
나[23,24], 데이터를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실행함으로써
[21] 시각적인 비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토픽이 변동하는 경향을 파악하는 
토픽 트렌드 분석은 시대별로 어떤 토픽이 주된 연구주
제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연구에서 
결과의 분석 방법으로 사용된다. 황은희 등(2019)은 자
유학기제 연구를 정책의 도입, 실행, 안정화 및 확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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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누어 각 시기에 따른 토픽의 등장 확률을 분석하고 
시기별 연구의 변화 동향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시행되는 추진 과정 및 시기별 쟁점에 
따라 관련 연구의 주요 관심사도 함께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22]. 조경원 등(2019)은 4차 산업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토픽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초창기에 활발했던 인문학적인 논의는 연구 측면에서 감
소 추세이고 사물인터넷(IoT)에 대한 논의는 2019년에 
크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23].

그 외에 빈도 분석에서 파악된 단어들로 상호간의 연
관 관계를 파악하는 키워드 연관성 분석이나[11,25], 토
픽의 비중과 토픽 간 거리를 나타내는 그림을 통해 토픽 
간의 연관성과 유사도를 파악하는 방법도 결과의 해석 
방법으로 사용된다[23]. 

3. 연구방법
3.1 데이터의 수집과 전처리

본 연구의 분석대상 논문은 KCI[26]에서 대분류 사회
과학, 중분류 회계학 또는 경영학으로 분류되는 학술지에 
2001년부터 2019년까지 게재된 논문 중 “이익”과 “조
정”의 키워드를 이용해 AND 조건으로 검색되면서 한국
어 초록이 존재하는 1,454건의 논문이다. 파이썬의 웹스
크래핑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대상 논문의 고유 URL에 
대응되는 서지정보를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한국어 초록
을 읽어오도록 프로그래밍 하였으며, 그 결과 1,454건의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분석도구로는 파이썬 3.6을 이용
하였다. 

Step 1: Data preprocessing and stopwords selection

↓
Step 2: Determine the number of topics and execute topic 

modeling
↓

Step 3: Interpret the topic modeling result
-Keyword frequency analysis
-Topic contents analysis (including Network analysis)
-Topic relationship analysis
-Topic trend analysis

Fig. 1. Research Process

본 연구는 파이썬을 이용하여 수집된 초록 데이터에 
대해, 데이터의 전처리와 불용어의 설정, 토픽 수의 결정
과 토픽모델링의 실행, 결과 해석까지 총 3단계에 걸쳐 연
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전체 흐름은 Fig. 1과 같다. 

전처리란 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 전에 데이터를 분석
하기 좋은 형태로 만드는 과정이다. 데이터 분석 과정에
서 데이터 전처리가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아무리 좋
은 분석 기법이나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품질이 낮은 데
이터로는 좋은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27].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정제한 뒤 전처리하여 
명사만을 추출하였고, 그 결과 4,901개 단어가 중복을 
포함하여 총 262,400회 등장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뒤 최빈도 단어 200개에 대해 IDF분석을 실행하여 IDF 
값이 1 미만인 28개 단어를 불용어로 설정하였다. 
IDF(Inverse Document Frequency)는 특정 단어가 전
체 문서 중 몇 개의 문서에 등장하는지(Document 
Frequency)를 측정하는 개념이다. 상대적으로 많은 문
서에 출현한 단어의 IDF 값은 작아지고, 반대로 특정 문
서에 편중하여 나타난 단어의 IDF 값은 커진다[28]. 최
빈도 200개에 속하지만 IDF 값이 낮은 단어는 문서집합 
전체에 자주 출현하지만 동시에 많은 개별 문서에도 등
장하는 단어로, 문서집합 전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파악한 이러한 단
어에는 문서집합의 주제가 이익조정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이익’, ‘조정’의 단어가 포함되었으며, 데
이터의 원천이 논문임을 추측할 수 있게 해 주는 ‘연구’, 
‘결과’, ‘분석’, ‘실증’ 등의 단어도 포함되었다. 논문을 작
성할 때 논리적인 전개를 위해 많이 사용하는 ‘첫째’, ‘둘
째’, ‘또한’ 등의 단어도 여러 문서 걸쳐 자주 등장하는 단
어로 확인되었다. 불용어 설정 후 단어 집합에는 4,873
개 단어가 남았으며 이 단어들의 출현 횟수는 중복을 포
함하여 총 185,058회이다. 

3.2 데이터의 분석과 결과해석
연구의 두 번째 단계는 토픽 수의 결정과 토픽모델링

의 실행 단계이다. 토픽모델링을 위해서는 모델을 실행하
기에 앞서 토픽 개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적절한 토
픽 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통계적인 해법은 없으며 도출
된 토픽들의 해석가능성과 타당도 및 연구 질문에 따라 
좌우되므로, 토픽 수는 연구자들이 토픽모델링을 통해 유
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 숫자
로 결정된다[19]. 선행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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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이내의 토픽 수를 결정하여 토픽모델링을 실행하였
으나, 본 연구에서는 토픽 수 결정에 연구자의 주관이 개
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토픽 일관성 값(Topic 
Coherence Value)을 기반으로 토픽 수를 도출하였다. 
토픽 개수가 2개에서 20개까지 하나씩 변화할 때마다 각
각의 토픽 수에서 토픽 일관성 값을 측정하는 함수를 파
이썬에서 구현하였으며, 그 결과 Fig. 2와 같이 토픽 수
가 4개일 때의 모델에서 토픽 일관성 값이 0.2966로 가
장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2. Coherence value as a function 
of number of topics

토픽모델링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코퍼스(corpus), 사
전(id2word) 그리고 토픽 개수(num_topics)를 지정하
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코퍼스는 185,058회의 단어 출
현이고 사전은 4,873개의 유니크한 단어이다. 모델에 적
용된 토픽 수는 4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설정한 
정보를 바탕으로 Fig. 3과 같이 반복 횟수가 1,000회인 
LDA 토픽모델링을 실행하였다. 

model = models.ldamodel.LdaModel(corpus, id2word=id2word, 
num_topics=4, random_state=100, iterations=1000)

Fig. 3. LDA topic modeling code in Python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키워드 빈도 분
석, 토픽의 내용 분석, 토픽 간의 관계 분석, 토픽 트렌드 
분석의 방법을 이용하여 토픽모델링 결과를 해석하였다. 
우선 키워드 빈도 분석에서는 토픽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4,873개의 단어에 대해 출현 빈도가 높은 키워드 20개
를 추출하고 각각의 빈도수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단어 
전체에 대해 워드클라우드를 실행하여 단어의 출현 빈도
를 시각적으로 확인하였다. 이후 4개의 토픽에 대해 각 
토픽별로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고 토픽별로 배분된 논문
의 내용을 검토하여 각 토픽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는

지를 확인하는 토픽 내용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
서 각 토픽에 대해 지지도를 0.08로 하는 네트워크 분석
을 추가로 수행하여 단어들 간의 연관성 분석에 참고하
였다. 토픽 간의 관계는 파이썬 pyLDAvis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시각화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토픽이 변화하는 내용을 확인하여 
토픽 트렌드의 특이사항에 대해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4. 연구결과
4.1 키워드 빈도 분석

2001년부터 2019년까지의 이익조정 관련 1,454편의 
연구에서,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불용어를 설정한 후 최종
적으로 선정된 4,873개의 단어는 중복을 포함하여 총 
185,058회 출현한다. 등장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1위부
터 20위까지를 확인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Rank Word Freq. Rank Word Freq.
1 Auditing 4,142 11 Introduction 1,020
2 Finance 1,195 12 Measure 1,008
3 At one’s will 1,192 13 Value 1,006
4 Reduction 1,174 14 Market 1,001
5 Operation 1,152 15 Prediction 954
6 Effect 1,139 16 Asset 950
7 Relevance 1,119 17 Variable 948
8 Cost 1,113 18 Existence 945
9 Level 1,077 19 Possibility 932
10 Evaluation 1,076 20 Definition 907

Table 1. Top 20 keywords by frequency

Table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감사’가 4,142회로 가
장 많이 등장하였으며, ‘재무’가 1,195번, ‘자의’가 1,192
번, ‘감소’가 1,174번으로 그 뒤를 이었다. 키워드 빈도 
분석을 통해 이익조정 관련 연구가 전반적으로 감사와 
연관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회사가 자의적으로 
재무나 영업과 관련된 비용을 감소시키거나 어떤 것의 
도입을 통해 시장에서의 가치를 변화시키고 무엇인가를 
예측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익조정 연구에서 논의되고 있
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전체 단어에 대해 워드클라우드를 실행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이를 통해 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감사’가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재무’, ‘자의’ 등의 단어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임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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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sult of word cloud 

4.2 토픽의 내용 분석
Table 2는 토픽모델링 실행 결과 4개의 토픽에서 각

각 주요 키워드로 도출된 10개의 단어를 출현 빈도순으
로 나열한 것이다. 

Rank Topic 1 Topic 2 Topic 3 Topic 4
1 Auditing Corporate 

Tax Auditing Variable
2 Operation Transaction Finance Asset
3 At one’s will Prediction Introduction Investment
4 Effect Cost Relevance Debt
5 Quality Debt Reduction Auditing
6 Fee Ratio Cost Market
7 Existence Market Evaluation Cost
8 Activity Value Prediction Effect
9 Introduction Auditing Level Evaluation
10 Level Income Model Financial 

Statements

Table 2. Top 10 keywords by topic

Fig. 5. Number of papers by topic 

Fig. 5는 분석대상 논문이 각 토픽에 배분된 결과이
다. 분석대상 논문 1,454건 중 494건(33.98%)이 토픽1

로 분류되었으며, 439건(30.19%)은 토픽2로, 334건
(22.97%)은 토픽3으로, 187건(12.86%)은 토픽4로 분류
되었다. 

토픽1로 분류된 문서들은 감사 보수, 감사인 교체, 감
사 시간, 감사보고서 감리, 감사보고서 발행, 감사 의견 
표명 등과 관련된 이익조정 연구가 주를 이룬다. 주요 단
어 30개 중에는 ‘감사’, ‘품질’, ‘교체’, ‘보수’가 토픽1에 편
중되어 배분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중 ‘품질’은 ‘감사 
품질’에서, ‘교체’는 ‘감사인 교체’에서 주로 등장하며, ‘보
수’는 ‘감사 보수’를 명사별로 토큰화 하는 과정에서 분리
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 토픽1의 
단어들은 Fig. 6과 같이 ‘감사’를 중심으로 강하게 응집되
는 모습을 보인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볼 때 토픽1
은 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토픽인 것
으로 해석된다. 

토픽2로 분류된 문서들은 타인자본과 자기자본 비율
에 따른 이자비용 차이의 법인세 효과,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와 관련된 이익조정, 법인세율 변동에 따른 이익
조정 등을 연구 주제로 다루고 있다. 주요 단어 30개 중
에는 ‘법인세’, ‘거래’, ‘소득’, ‘특수’, ‘관계자’ 등의 단어가 
토픽2에 편중되어 배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중 ‘특수’
와 ‘관계자’로 구성된 ‘특수관계자’는 세무 분야에서 일반
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며 특히 법인세 분야의 부
당행위계산부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단어이다. 이
러한 이유로 ‘특수’와 ‘관계자’가 ‘법인세’를 주요 키워드
로 하는 토픽2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토픽2에 포함된 
문서 및 단어를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토픽2는 기업의 
부채비율이나 법인세 등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및 
이를 이용한 경영전략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토픽인 것
으로 해석된다. 

토픽3으로 분류된 문서들은 원가구조, 기업지배구조, 
기업의 국제다각화, 투자기간, 예측정보, 기업 전략 등과 
관련된 이익조정 연구를 다루고 있다. 토픽3의 주요 단어 
30개에는 다른 토픽의 키워드로 등장하지 않은 ‘모형’, 
‘미래’, ‘매출’, ‘수익’ 등의 단어가 포함되었는데, 그 중 ‘미
래’와 ‘매출’의 토픽3 편중도가 다른 단어에 비해 높은 편
이다.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검토한 결과 ‘미래’의 경우 
‘예측’, ‘추정’, ‘성과’, ‘수익’ 등의 단어와, ‘매출’은 ‘현금’, 
‘예측’, ‘감소’ 등의 단어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어들을 조합해 보면, 미래의 성과 또는 미래의 수익을 예
측하거나 추정하는 내용이 토픽3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
이며 매출 증감에 대한 부분도 토픽3에서 다루어지고 있
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할 때, 토픽3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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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미래의 영향을 추
정하고 그것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기업의 경영전략과 관련된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토
픽인 것으로 분석된다. 

토픽4로 분류된 문서들은 재무제표의 표시, 보고양식
의 선택, 회계정보의 조정, 감사인 지정 등과 관련된 이익
조정 연구를 다루고 있다. 토픽4에 편중되어 배분된 것으
로 확인되는 단어는 ‘지정’이며,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검
토한 결과 ‘지정’의 연관 단어는 ‘감사’, ‘부실’, ‘관리종목’, 
‘잠재’, ‘해제’ 등이다. 또한 토픽4는 ‘재무제표’라는 키워
드가 상위 10개 단어에 포함되었는데, 이는 재무제표를 
토대로 잠재적으로 부실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판단하여 
이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거나 감사인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토픽4에 포함된 문서 및 
단어를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토픽4는 재무제표와 회계
기준을 주로 연구하는 토픽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
해 기업의 재무정보를 이용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
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
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토픽의 이름을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Topic name
Topic 1 Auditing and audit reports
Topic 2 Corporate taxes and debt ratios
Topic 3 General management strategy
Topic 4 Financial statements and accounting principles

Table 3. Topic name 

4.3 토픽간의 관계 분석
토픽모델링 결과는 파이썬 pyLDAvis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시각화 할 수 있다. pyLDAvis에서 각 원은 토
픽을 나타낸다. 원의 크기는 총 단어 등장 횟수 중 해당 
토픽에 배분된 단어의 등장 횟수를 의미하며, 원이 클수
록 그 토픽이 연구자들에 의해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주
제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익조정 연구의 토픽모델링 결
과를 시각화 한 것은 Fig. 7과 같다. 

Fig. 7에 의하면 토픽1의 크기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Fig. 6. Network analysis by using the word set belongs to each 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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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2이다. 토픽1과 토픽2의 원 크기는 비슷하다. 이것
은 이익조정을 연구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의 주된 관심
사가 토픽1과 토픽2임을 나타낸다. 토픽3과 토픽4는 상
대적으로 원이 작다. 그러나 그 크기를 pyLDAvis 차트 
하단의 한계 토픽 분포(Marginal Topic Distribution) 
기준선과 비교해볼 때 두 토픽의 절대적인 비중은 각각 
전체 연구의 1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 해석하
면 토픽3과 토픽4의 경우 토픽1과 토픽2에 비해 상대적
으로 적게 다루어지기는 하나, 해당 토픽 역시 이익조정
의 세부 주제로 연구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연구되고 있
는 주제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4개의 원은 겹치는 부
분 없이 서로 간에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는데, 이처럼 
토픽들 간의 겹치는 영역이 없거나 작을 경우 각 토픽들
이 비교적 명확한 연구 영역으로 구분되고 있음을 의미
한다[23].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이익조정과 관련된 연
구는 토픽1과 토픽2가 세부 연구 주제로 많이 다루어지
고 있으나, 특정 토픽에 치우치지 않고 4개의 세부 주제
가 고유의 영역에서 연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4 토픽 트렌드 분석
4.4.1 논문 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토픽 트렌드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이익조정 관련 논문의 연도

별 토픽 트렌드를 논문 수(단위: 건) 기준으로 그래프로 

나타낸 것은 Fig. 8과 같다. 이익조정과 관련된 연구에서 
분석대상 기간 전체에 걸쳐 연구자들의 가장 많은 관심
을 받은 주제는 ‘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연구하는 토픽1
이며, 대상 기간 동안 가장 적은 관심을 받은 주제는 ‘재
무제표와 회계기준’을 연구하는 토픽4인 것으로 확인된
다. 분석대상 기간을 논문 수의 흐름이 변동되는 기준으
로 다음과 같이 4개의 기간으로 나누었다. 

(기간 1) 2001년부터 2007년까지: KCI가 정식으로 
운영되기 전의 기간

(기간 2)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각 토픽의 연도별 
흐름이 안정화되는 기간

(기간 3)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지배적인 연구 주
제를 특정하기 어려운 기간

(기간 4)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토픽1이 다시 주
된 연구 주제가 되는 기간

Fig. 7. LDA topic modeling result visualization by topic 

Fig. 8. Topic trend from 2001 to 2019 based on the 
number of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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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1)은 토픽 트렌드를 분석하기에 데이터가 충분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기간의 토픽 트렌드는 
향후 별도의 연구를 통해 보완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간 2)로 구분한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각 토
픽의 연도별 흐름이 안정되는 기간으로, 대부분의 토픽에
서 대체적으로 논문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이익조정 관련된 연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과정에서 
연구자들의 관심이 특정 토픽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전 토픽에 걸쳐 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기
간에 논문 수가 크게 변동한 토픽은 토픽1과 토픽4인데 
토픽1은 2012년에, 토픽4는 2013년에 급격히 논문 수
가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에 토픽1의 논문 수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를 원인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의 개정이다. 내
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이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는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기업내부에 설치하는 회계통제시스템이다
[2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 
따라 상장기업과 자산 1,000억 원 이상인 비상장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2005년부터 외부감사인의 검
토를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외감법 제8조). 금융당국은 
2012년 12월에 한국상장회사협의회내에 설치된 내부회
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
규준」등을 개정하고 이를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
는데[30],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외부감사인과 밀접한 연
관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개정에 대한 관심이 감사를 
주요 키워드로 하는 토픽1의 논문 수 증가로 연결된 것
으로 보인다. 

둘째, 감사인의 품질관리제도에 대한 감리실시 도입 5
년을 맞아 그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었다. 금
융감독원은 2013년 1월 언론을 대상으로 한 정례브리핑
에서 2007년부터 도입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제도에 대
한 감리실시 5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에 대하여 분석한 
자료(제목: 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제도 도입 5년의 성과 
및 과제)를 배포한 바 있다[31]. 2012년에는 품질관리감
리 도입 5년을 맞아 해당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점검하
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연구가 증
가하여 2012년의 토픽1 논문 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전면 도입에 

따라 감사보고서감리 방식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기존의 규정중심
(rule-based) 접근방법에서 원칙중심(principles- 
based) 접근방법으로 회계처리와 공시에 근본적인 변화
를 초래하므로 재무제표 정보에 대한 감사 및 감사와 관
련된 감리제도 역시 이에 맞춘 개정과 개선이 필요하다
[32].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는 2012년에 K-IFRS제
도 하에서의 감사보고서 감리제도 운영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33,34]. 요약하자면 
2011년 K-IFRS 전면도입으로 인해 감사보고서 감리 개
선 방안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관심이 2012년 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주요 키워드로 하
는 토픽1의 논문 수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2013년에 토픽4의 논문 수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는 K-IFRS의 전면 도입 이후 변경된 회계기준을 적용하
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슈사항 및 재무보고 오류 등이 
2013년경에 많이 논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
다. 금융감독원은 K-IFRS 도입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동안의 성과 등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추진과제 등 감독방향을 안내하고자, 2013년 7월 언론
을 대상으로 한 정례브리핑에서 K-IFRS의 도입 현황, 2
년간의 정착 노력, K-IFRS 도입에 대한 평가, 향후 과제 
등에 대한 분석 내용을 담은 자료(제목: 한국채택국제회
계기준(K-IFRS) 도입 2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를 배포하
였다[35]. 또한 회계정보 작성자와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IFRS 적용 관련 이슈사항 등을 설명하고, 재무제표 
작성ㆍ이용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IFRS 적용 이
슈사항 간담회」를 2013년 7월 16일 개최하고, 간담회에
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언론에 배포(제목: IFRS 
적용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및 이슈사항 등 
안내)한 바 있다[36]. K-IFRS의 전면 도입은 2011년이
나 이 주제가 이익조정의 연구 대상으로 많이 다루어진 
것은 도입 2년 뒤인 2013년인데, 이는 해당 주제 관련하
여 연구에 사용될 만한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는데 일
정 기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2013년
은 K-IFRS 적용과정에서 발견된 회계처리 이슈들을 공
유하는 시기이고, 이러한 이슈 해결에 참고할 수 있는 통
일된 해석 사례는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다. 즉, K-IFRS 
이슈 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
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들을 이용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2013년
에 토픽4의 논문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기간 3)으로 구분한 2014년부터 2015년까지는 지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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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연구주제를 특정하기 어려운 기간으로, 토픽1, 토픽2, 토
픽3은 이 기간 동안 논문 수에서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지
배적인 연구주제를 특정하기 어려우며, 해당 기간 동안 회계
학에서 연구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만한 사건들이 두드러
지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기간 4)로 구분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토픽1
이 다시 주된 연구주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원인으로는 해당 기간에 잇달아 이슈가 된 분식회계 
논란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6년 대우조선해양 사태[37]
에서 시작하여 2017년 한국항공우주산업(KAI)[38]과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39]까지 이어진 일련의 분식
회계 논란이 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키워드로 하는 토픽1
의 논문 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았다. 

4.4.2 논문 비중을 기준으로 분석한 토픽 트렌드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이익조정 관련 논문의 연도

별 토픽 트렌드를, 해당 연도의 전체 논문 대비 각 토픽
의 논문 비중(단위: %)으로 그래프로 나타낸 것은 Fig. 9
과 같다. 

Fig. 9. Topic trend from 2001 to 2019 based on the 
percentage of papers

논문 비중을 기준으로 한 토픽 트렌드(Fig. 9)는 논문 
수를 기준으로 한 토픽 트렌드(Fig. 8)와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기간1은 토픽의 연구 비중이 일관되지 못하고, 
기간2는 토픽의 연도별 흐름이 안정화되면서 토픽1이 주
된 연구주제로 나타난다. 기간3은 지배적인 연구 주제를 
특정하기 어려우며, 기간4는 다시 토픽1이 주된 연구주
제가 된다. 

기간1을 제외하고 2008년부터 2019년까지(기간2부
터 기간4까지)의 논문 비중 추이를 살펴볼 경우 4개의 토
픽이 2개씩 매칭된다. 토픽1과 토픽4, 그리고 토픽2와 
토픽3이 2014년을 제외하고 반비례 관계이다. 이는 Fig. 
10 및 Fig. 11과 같이 토픽 비중 추이를 두 개씩 묶어서 
비교할 경우 더 뚜렷하게 확인 가능하다. 

Fig. 10. Relationship between topic 
1 and topic 4

Fig. 11. Relationship between topic 
2 and topic 3 

본 연구자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이익
조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이라고 추측하였다. 첫 번째는 토픽1과 토픽4 관련
된 이익조정을 주로 연구하는 그룹이고, 두 번째는 토픽2
와 토픽3 관련된 이익조정을 주로 연구하는 그룹이다. 다
만, 이 추정이 타당한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익조정을 
키워드로 하는 논문을 저자 기준으로 면밀히 분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은 향후 별도의 주제로 연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5 연구결과에 대한 토의
본 연구에서는 이전 회계학 분야 연구동향에 대한 권

선국과 조성표(1997), 서은경과 한인구(1998), 권수영과 
정종욱(1999), 최원석 등(2015)의 연구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이익조정 연구의 주된 토픽은 재무제표와 회계기준
일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실제 분석 결과 분석대상 기간 
전반에 걸쳐 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연구하는 토픽1이 주
된 연구주제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해석
이 기능하다. 

첫째, 감사가 이익조정의 통상적인 방지책으로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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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언급되고 있다. 이익조정행위는 감사의 품질 향상과 
범위 확대로 인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외부이해
관계자는 기업 가치 평가 시에 감사품질을 중요한 요소
로 고려한다[17]. 그러므로 이익조정과 관련된 연구에서 
이익조정을 억제 또는 방지하려는 방안으로 감사가 많이 
언급되었고, 그 결과 토픽1이 이익조정의 주된 주제로 도
출되었을 수 있다. 둘째, 재무제표와 회계기준이 감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
이다. 회계기준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의 경우 이에 대한 
재무적인 적절성을 검증하는 회계 감사도 변화에 맞추어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012년 토픽1의 논문 수 증
가 요인으로 “K-IFRS의 전면 도입으로 인한 감사보고서
감리 방식에 대한 변화 논의”가 분석된 것에서 그 간접적
인 영향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논문 수 기준의 토픽 트렌드 분석에서 2011년부
터 2013년까지 토픽1에서 토픽4까지 전반적으로 논문 
수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1년 K-IFRS가 전면 도입
이 된 효과로 분석된다. 이익조정에서 재무제표와 회계기
준 관련 토픽4의 논문이 가장 많이 생성된 시기는 
K-IFRS가 전면 도입된 2011년일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해당 토픽에서 실제로 논문 수가 증가한 연도는 예상보
다 2년 뒤인 2013년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새로운 회계
기준 적용과정에서 발생한 회계처리 이슈들이 실제로 연
구자들에 의해 발견되고 공유되는데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되며, 이로 인해 연구에 사용될 만한 데이
터가 확보된 시기가 2013년이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 중 LDA 토픽모델

링을 이용하여 ‘이익조정’을 연구주제로 한 회계학 관련 
논문들을 분석하여 해당 연구주제와 관련된 세부 토픽에 
대한 연구동향을 탐색하였다.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KCI에서 대분류 사회과학, 중
분류 회계학 또는 경영학에 속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1,454건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이익조정의 세부 연구주제는 감사 및 감사
보고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토픽1, 법인세 및 부채비율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토픽2,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전
략을 다루는 토픽3, 재무제표와 회계기준을 연구하는 토
픽4로 나누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익조정과 관
련된 연구는 ‘감사’로 대표되는 토픽1과 ‘법인세’로 대표

되는 토픽2가 세부 연구주제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
을 시각적으로 확인하였으며, 4개의 세부 주제가 고유의 
영역에서 연구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논문 수 기준의 토픽 트렌드 분석은 논문 수의 흐름이 
변동되는 기준으로 4가지 기간으로 나누었으며, 각각의 
기간에서 확인되는 트렌드의 특이사항에 대해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2012년에 토픽1의 논문 수가 증가한 이유
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의 개정, 감
사인의 품질관리제도에 대한 감리실시 도입 5년을 맞아 
그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수요의 존재, K-IFRS의 전면 
도입에 따라 감사보고서감리 방식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 
대두를 원인으로 보았다. 2013년에 토픽4의 논문 수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2011년 K-IFRS의 전면 도입 
이후 변경된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슈
사항 및 재무보고 오류 등이 2013년경에 많이 논의되었
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는 해당 기간에 잇달아 이슈가 된 분식회계 논란 때문에 
감사를 주요 키워드로 하는 토픽1의 논문 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어 논문 비중 기준의 토픽 트렌드 
분석에서는 4개의 토픽이 2개씩(토픽1과 토픽4, 토픽2와 
토픽3) 반비례 관계로 매칭되는 것을 발견하고, 저자 기
준의 문헌분석을 향후 연구 과제로 제안하였다. 

회계학분야 연구동향에 대한 과거 선행연구에서 권선
국과 조성표(1997) 등 여러 연구들에 근거하면 이익조정 
관련하여 재무제표와 회계기준이 주된 토픽일 것으로 판
단되나, 실제 분석 결과에서는 감사가 이익조정과 가장 
많이 연관되어 연구된 토픽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토픽 
트렌드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익조정 관련 연
구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K-IFRS 도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무제
표와 회계기준 관련 토픽4에서는 K-IFRS이 도입된 
2011년보다 2년 뒤인 2013년에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
되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술적 기여도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회계학 분야 연구동향에 대한 기존 문헌분석 
연구에서 빈약하게 다루어 온 이익조정에 대해, 자세하게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익조정에 대
한 시대에 따른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여 새로운 연구 분
야를 발견하고 개척할 수 있게 하였다[8]. 둘째, 회계학의 
중요한 연구 주제인 이익조정 관련 주된 토픽은 재무제
표와 회계기준일 것으로 예측하거나 또는 경영자가 기회
주의적 유인에 의하여 이익조정을 한다는 막연한 추측이 
있었으나, 본 연구로 이익조정 관련 주요 토픽은 4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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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되며 토픽1은 감사 및 감사보고서, 토픽2는 법인세 
및 부채비율, 토픽3은 경영전략, 토픽4는 재무제표와 회
계기준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회계학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방법 중 하나로 텍스트 마이닝 기
법을 제시하고, 기존의 문헌분석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
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회계학과 경영학에 속
하는 학술지 전체를 분석대상 학술지로 설정할 수 있었
으며, 분석대상 기간을 KCI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의 
최대 기간으로 넓게 설정할 수 있었다. 또한 데이터의 수
집과 분석에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동화함으로써 인간
의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를 최소화시켰다. 

본 연구는 실무적 측면에서도 다음과 같은 기여도를 
갖는다. 첫째, 이익조정 관련 토픽트렌드를 프로그램을 
통해 수치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실무적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불법적인 이익
조정이 시장참여자에 의해 인지될 경우 기업은 투자자로
부터 신뢰를 잃게 되어 기업가치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5]. 이런 이유로 금융당국은 회계기준 위반으로 인
한 이익조정을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익조
정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책결정자들이 회계기준 외
에 감사 등 4개 토픽별로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
항과 그 추세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기업은 이
익조정 관련 4개의 토픽 유형을 참조하여 실무적인 이익
조정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불용어 설정의 수준이 불명확하다는 연구의 
한계가 있다. 앞서 분석 단계에서 최빈도 단어 200개 중 
IDF 값이 1미만인 단어를 불용어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최적의 분석 결과를 도출해 내는데 부족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그룹1(토픽1과 
토픽4)과 그룹2(토픽2와 토픽3) 내에서 이익조정 논문의 
비중이 반비례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 연구자 기준
의 분석을 향후 연구과제로 제시하였다. 이익조정을 키워
드로 하는 논문들을 저자 기준으로 면밀히 분석할 경우 
연구자들이 두 개의 큰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는지를 확
인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이익조정 연구에 대해 
또 다른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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