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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업은 이익유연화를 통해 보고이익의 변동성과 자본비용을 관리함으로써 경영성과 측정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행위들을 수행한다. 기업의 경영성과는 경영자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관계를 체계적으
로 규명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분석결과에서도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emerjian et al.(2012)에서 제시된 경영자 능력의 측정치를 사용하여 경영자 능력과 이익유연화의 관련성에 초점을 
두고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영자 능력과 이익유연화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경영자가 이익유연화를 하는 경우 우수한 능력의 경영자가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해 더 이익유연화를 잘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수한 능력을 가진 경영자는 보다 정확한 예측을 통해 
이익의 변동성을 감소시키는 이익유연화를 할 유인이 높다는 본 연구의 기대와 동일한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수
한 능력을 가진 경영자가 이익유연화 전략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함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데 연구의 공헌도가 존재
한다.
주제어 : 경영자능력, 이익유연화, 경영성과, 이익관리, 경영자 능력가설

Abstract  Firms perform various actions that affect management performance measurement by 
managing the volatility and capital cost of reported income through income smoothing.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with a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nagerial competence and income 
smoothing.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and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nagerial competency and profit softening using a measure of managerial competency presented in 
Demerjian et al. (2012).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manager ability and income smoothing at the 1% level. When 
managers make income, it can be interpreted that managers with superior ability can make profits 
better by accurately predicting the future. It is the same result as the expectation of this study that 
managers with excellent ability have high incentives to soften profits by reducing profit volatility 
through more accurate forecasting. Therefore,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at managers with 
excellent abilities are more effective in implementing income smoothing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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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동기

경영자로부터 보고되는 기업의 이익은 경영성과에 대
한 대표적인 성과측정치로서 이해관계자들이 경영자의 
경영성과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보
고이익에 대해 기업에서는 발생주의 회계 및 경영자의 
재량권을 통해 투자와 비용지출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업가치 극대화 혹은 경영자 효용 극대화를 위해 이익
을 조정한다는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제시되었다[1-6].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경영자의 이익조정행위의 
동기로 이익유연화 동기, 경영자 보너스 제도가설, 부채
비율 가설, 정치적 비용가설, 법인세 절감 등이 다양하게 
존재하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익유연화 동기와 경영자 
보너스 제도 가설이다. 먼저 경영자가 수행하는 이익관리
를 이익유연화 가설에서 찾고자 하는 선행연구들은 이익
유연화가 가지는 세금효과, 기업가치 향상 등의 다양한 
효익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이익유연화를 선호하고 있으
며, 이러한 이유로 경영자 역시 이익유연화를 한다고 제
시하였다. 경영자 보너스 제도가설은 경영자가 자신의 보
상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이익을 조정한다는 가설로, 이익
조정을 사적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이익을 왜
곡하는 행위로 간주하였다. 

경영자의 보고이익 전략 중 하나인 이익유연화에 대하
여‘회사의 실현된 이익을 의도적으로 변동(fluctuation)
시켜 위험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경영자가 재량적으로 재
무보고를 사용하려는 시도’로 정의하고 있다[7]. 

이익유연화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미래 이익에 대한 
사적 정보(private information)를 이해관계자에게 알
리기 위한 경영자의 전략의 일환이며, 이해관계자에게 미
래이익 및 영업현금흐름의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 정보효과가 있다[3, 8]. 그러나 이익유연
화가 당기에 실현된 이익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미래 
이익을 왜곡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선행연구도 존재한다
[9-11]. 경영자는 자신의 사적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재량적으로 이익유연화 전략을 수행 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경영자는 과다한 이익을 축소인식(reserve)하여 불확
실한 미래에 대비함으로서 자신의 직위 및 경영자 보상
의 극대화를 노릴 유인이 있다[4]. 이러한 경우 이익유연
화는 이익의 질을 감소시켜 이해관계자에게 잘못된 정보
를 제공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처럼 경영자의 이익관리 전략으로 수행되는 이익유

연화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양립한다고 볼 
수 있다[11]. 이익유연화 전략이 발생주의 회계시스템의 
산출물로서 발생주의 하에서의 이익은 기업에 유입되는 
현금흐름에 대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역할이 존재하지만, 이익유연화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발
생액(accrual)은 기업의 실제 성과를 과대계상 혹은 과
소계상시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업의 회계선택방법이
나 이익관리 등의 전략을 고려할 때 이익유연화는 정보
의 유용성(decision usefulness)이나 이익의 질이 우수
한 측정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경영자
가 재량적으로 보고한 이익이 항상 비정보적 역할을 한
다고 간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수한 능력의 경영자는 회계기간 내에 발생할 수 있
는 예측할 수 있는 여유 및 부족한 양을 더 잘 평가할 수 
있으며, 낮은 능력의 경영자보다 효과적으로 전략을 이행
할 수 있다.

기업은 높은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투자자를 신
규 주주로 확보하고 주주들로부터 더 많은 투자를 이끌
어내기 위해 보다 우수한 능력을 가진 경영자에게 경영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임하게 된다. 따라서 경영자의 
중요한 자질 중 하나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경영자는 경영성과에 따라 자신의 
의사결정에 대한 결과를 평가받으며 명성 및 평판을 구
축하게 되므로 경영자는 자신의 노력을 투입하여 경영성
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행하며 경영자의 의사결
정에 따른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높은 경영성과는 전문경
영인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경영자의 의도이
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영성과를 향상시키는 경영
자의 능력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 능력이 이익유연화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기업은 이익유연화를 통해 보고이익의 변동성과 자본

비용을 관리함으로써 경영성과 측정에 영향을 주는 다양
한 행위들을 수행한다. 경영성과와 관련된 다양한 현상들
은 경영자의 능력과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
고, 이들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매우 부족
한 실정이며, 실증결과 역시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자 능력에 대한 보다 정확한 측정
치가 개발되면서 경영자 능력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13]. 이에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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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영자 능력과 이익유연화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경영자 능력이 이익유연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익유연화는 보고
이익의 변동성, 자본비용, 그리고 파산가능성을 감소시킴
으로써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익유연
화의 경우 현재 및 미래이익의 관계를 통해 보고이익을 
지속적이고 일관된 방향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경
영자의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14]. 또
한 우수한 경영자일수록 경영자 고용시장에서 유리한 위
치를 선점하기 위해 자신의 명성 및 경력 유지가 중요할 
것이다. 이 경우 유연화 된 이익이 자본시장에서 호의적
인 반응을 가져온다면 경영자 능력이 높을수록 자신의 
명성효과를 위해 보고이익을 유연화 할 것이다. 마지막으
로 경영자 능력이 높을수록 경영자의 자기과신 성향이 
증가하며 과대투자(가치파괴적인 인수 및 합병 등)를 초
래할 것이라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15]. 이 경우 
경영자 능력이 높을수록 과대투자를 수행한다면 그 투자 
안에 대한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보고이익을 
유연화 할 유인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2.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이익유연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서 이익유연화

에 많은 동기와 이익유연화가 이해관계자에게 이익이 되
기도 하지만, 다른 이해관계자를 희생시켜 경영자에게 이
익을 주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다. 반복적 또는 영구적 이
익에 대한 이익유연화는 복잡한 이익 보고전략이다. 미래 
이익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예측에 대한 보고된 이익
을 조정하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선행연구
[14]에서는 이익유연화가 현재의 기간을 원활하게하기 
위해 현재의 수익을 늘리거나 줄이고, 미래의 이익을 유
연하게하기 위해 여유분을 쌓을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이익유연화는 경영자의 상당한 선견지명을 필요로 
하며, 미래에 기업이 직면할 상황을 예측하고 이익유연화
로 인한 보고의 영향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우수한 경영자가 미래이익을 더 잘 예측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익유연화에 대한 적절한 추세를 판단함을 주장
하였다[16,17]. 또한, 우수한 능력의 경영자는 낮은 능력
의 경영자보다 선택된 전략을 구현하는데 더 효과적임을 
주장하는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18-21]. 이들은 우수한 
능력을 가진 경영자는 의사결정에 있어 보다 나은 전략

을 수립하며, 이익을 재공시할 가능성이 낮음을 확인하였다. 
시장의 기대에 보다 근접한 보고이익은 이익유연화의 

많은 이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시장의 기대이익을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시장 프리미엄이 존
재함을 다수의 연구에서 제시하였다[22, 23]. 

우수한 경영자의 우수한 예측과 판단은 높은 이익의 
질에 반영됨을 주장하였으며[20], 후속연구[24]에서는 
경영자 능력이 이익유연화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수한 능력을 가진 경영자가 우수한 예측능
력과 판단을 바탕으로 이익유연화를 하거나 이익조정을 
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많은 연구들에서 이익유연화는 회계이익의 유용성을 
증가시키며 기업 및 이해관계자에게 순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익유연
화는 보고이익의 정보내용을 향상시키고[13, 25] 지속적
으로 시장의 기대이익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기업의 주식
가치와 양(+)의 관련성을 가진다는 실증적 증거들이 제
시되고 있다[22, 23]. 즉, 선행연구에 따르면 미래의 불
확실한 상황에 대응한 이익관리를 통한 이익유연화 전략
은 이익의 변동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주주들의 부를 증가
시키며 기업의 미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의 질을 높일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3]. 

반복적이거나 영구적 이익에 대한 이익유연화를 위해
서는 경영자의 보다 높은 미래 예측 능력이 요구된다. 가
령 경영자는 사전적으로 미래이익을 예측하고, 그 예측에 
따라 사후적으로 보고이익을 조정하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영자의 이익유연화는 당기 
및 미래성과에 대한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
다[14]. 구체적으로, 당기성과가 나쁘고 미래성과가 좋을 
경우 경영자는 미래 회계이익 중 일부를 당기성과에 반
영하여 양(+) 재량적 발생액을 증가시키는 반면, 당기 성
과가 높고 미래성과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음(-)
의 재량적 발생액을 통하여 당기 성과 중 일부를 미래로 
이연한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이익
유연화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미래 상황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보고이익의 영향을 예측해야 하므로 경영자의 
높은 예측 능력이 요구된다.

우수한 능력의 경영자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정보력
과 진보적인 예측력으로 양(+)의 순현재가치를 가지는 
투자 안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26].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이익유연화에 대한 유용성의 경우 경영
자 능력이 높을수록 증가한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
다[27]. 뿐만 아니라 또한 우수한 경영자가 이익을 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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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할 수 있고, 경영자의 능력에 따라 이익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적절한 추세를 식별할 수 있다고 주장하
였다[16, 17]. 이와 같이 상기 언급한 선행연구들에 따르
면 우수한 능력의 경영자는 낮은 능력의 경영자보다 이
익유연화 전략을 구현하는데 더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이
는 우수한 능력의 경영자는 낮은 능력의 경영자보다 미
래 불확실성에 대한 예측력이 뛰어나며, 결과적으로 더 
나은 재무 및 투자 의사결정을 수행하여 향후 보고이익
을 수정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18-20].

한편, 경영자의 명성유지 측면에서도 경영자의 능력과 
이익유연화 전략 사이에서 양(+)의 관계를 가질 가능성
이 높다. 우수한 능력을 가진 경영자는 사회적으로 명성
이 뛰어날 것이며 이는 경영자 고용시장에서 기업과의 
고용관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향후 자신의 높은 
보상과 연결되기 때문에 높은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
력할 유인이 존재할 것이다[28]. 따라서 이익유연화가 기
업의 보고이익에 대한 변동성을 감소시켜 보고이익을 적
절한 기대수준으로 유지하여 자본시장의 호의적인 반응
을 이끌기 위한 경영자의 전략인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명성이 높고 우수한 능력을 가진 경영자일수록 자신의 
명성 유지를 위해 이익유연화 전략을 실행할 유인이 높
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영자의 명성 유지 측면에서 경영
자 능력과 이익유연화 전략 간에는 양(+)의 관계가 존재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앞서 경영자 능력에 대한 유
연화의 긍정적인 측면이 아닌 이익유연화 자체가 보고이
익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기업의 경영활동 및 보고이
익에 대한 경영진의 의도적인 개입으로 정의될 수도 있
다[29-32].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능력이 높은 경영자
일수록 자신의 명성유지를 위해 기회주의적인 행위에 대
한 가능성이 증가함을 주장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능력이 
높은 경영자일수록 기업가치 파괴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자신의 명성과 부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회주의적 선택을 
한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15]. 이와 관련하여 경
영자 능력에 따라 과대투자 현상이 증가하며, 이는 경영
자의 자기과신 성향에 기인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능력이 
높은 경영자는 자기과신 성향이 높고, 이는 과대투자를 
초래하며, 이러한 과대투자가 기업가치 파괴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경영자 능력이 높을수록 경영자의 자기과신 
성향에 따라 과대투자 현상이 발생한다면, 경영자는 투자
안에 대한 자금을 보다 유리하게위해 보고이익을 유연화 
할 필요가 있다. 즉, 이익유연화를 통해 이익의 변동성을 

줄임으로써 자본비용을 감소하여 투자안에 대한 자금조
달을 보다 용이하게 할 유인이 존재한다. 이 경우 역시 
경영자 능력은 이익유연화와 양(+)의 관계가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우수한 능력의 경
영자는 그렇지 않은 경영자와 비교하여 불확실한 미래상
황에 대한 예측능력이 뛰어나며, 자신의 명성과 부의 극
대화를 위해 이익을 유연화 할 유인이 존재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을 
설정한다.
H1 : 경영자의 능력이 높을수록 이익유연화와 정(+)의 

관계가 나타날 것이다.

3. 연구설계 및 표본선정
본 연구의 목적은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에 의해 측정된 경영자의 능력이 이익유연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하는데 있다. 본 회귀분석모형은 연
도더미와 산업더미를 사용하여 연도 및 산업고정효과(year 
fixed effect, industry fixed effect)를 반영하고 있으며, 
모든 변수들의 극단치는 1% 수준으로 조정(winsorization)
한다. 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KSIC)의 중분류 기준을 
따라 최근산업으로 분류한다.

본 연구의 가설인 경영자 능력이 이익유연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사용한다.

상기의 연구모형은 경영자 능력이 이익유연화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영
자 능력에 대한 변수인 의 측정을 위해 선행연구
[13]에서 제시된 측정치를 사용한다. 가설에서 언급
하였듯이 이익유연화는 보다 많은 경영자의 능력이 
요구된다. 경영자는 미래이익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
로 보고이익을 조정하므로 이익유연화 전략은 경영자
의 상당한 예측 능력을 필요로 하며,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미래 상황을 예상하고 이익을 보고할 수 있어
야 한다. 따라서 우수한 능력을 가진 경영자는 미래 
기업의 상황을 더 잘 예측할 수 있으며, 미래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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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계획을 바탕으로 이익유연화를 더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경영자 능력과 이익유연화의 
관계는 양(+)의 유의한 관계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
다. 경영자 능력이 이익유연화와 통계적으로 양(+)의 
유의한 관계를 가진다는 본 연구의 가설이 지지된다
면, 경영자 능력을 나타내는 변수()의 계수인 α1
이 통계적으로 양(+)의 유의한 값을 가질 것이다. 반
면에 우수한 능력의 경영자는 그렇지 않은 경영자보
다 더 나은 재무 및 투자 의사결정을 수행하며 보고된 
이익을 수정할 가능성이 낮다. 또한 우수한 능력을 가
진 경영자의 경우 이익유연화로 인해 자신의 명성에 
해를 끼치게 된다면 이익유연화를 피하려는 유인이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경영자 능력과 이익
유연화 사이의 관계는 부(-)의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며, 경영자 능력을 나타내는 변수()의 계
수인 α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질 것
이다.

   

 

 

  

 경영자 능력의 측정치


이익유연화 (corr(∆재량적발생액, 
∆당기순이익-비재량적 발생액))

 이익유연화 (std(NI)/std(CFO))
 총자산이익률
 주식수익률
≤  부채비율
 기업규모
 기업의 성장성

 산업더미
 연도더미

3.1 경영자능력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의 능력과 이익유연화의 관련성

을 검증하기 위하여 선행연구[13]에서 제시한 경영자 능
력 측정치를 이용한다. 경영자의 능력은 주어진 자원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산출물을 획득하는 효율성에 기반하
며 기업의 경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특성요인들
을 제거한 나머지를 경영자의 능력으로 정의한다. 새로운 
경영자 능력 측정치가 제시된 이후 경영자 능력 점수를 
활용하여 다양한 경영 현상들을 설명하기위한 연구가 다

수 진행되었다. 경영자 능력과 이익의 질 간의 관련성에 
대해 확인하였으며[20], 경영자 능력과 조세회피수준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33]. 경영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경
영자의 경영 효율성을 경영자의 능력으로 보고 1단계에
서 DEA방법을 사용하여 기업의 상대적 효율성 측정치를 
생성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DEA에 의해 측정된 기업의 
전체 효율성에서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는 기업의 고유 
특성을 토빗 회귀분석(Tobit regression)을 통해 제거한 
후 남은 잔차를 경영자의 능력 측정치로 간주하였다.

3.1.1 기업효율성 측정
Demerjian et al.(2012a)은 동일한 경제적 자원을 

활용하여 더 높은 성과를 달성하거나, 동일한 성과를 달
성하는데 투입된 경제적 자원을 최소화하는 효율성 중에
서 경영자가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경영자 능력으로 보았다.

능력이 높은 경영진은 회사 자산 구매결정을 좀 더 효
율적으로 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경영진이 구매 및 매
각결정에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입물에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고려하였다. 또한 매출원가와 판
매 및 일반관리비도 수익의 창출에 기여하므로 투입물에 
포함하였다. 

유형자산(PPE), 무형자산(Intangible asset; Intan), 
매출원가(cost of good sold; CoGS), 판매 및 일반관리
비(Selling, General and Administrative Expenses; 
SG&A)를 투입물로 사용한다. 효율적인 경영자는 자산 
또는 비용 등의 자원에 대비하여 수익을 최대한 창출할 
것이며, 산출물은 매출액(Sales)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국내 기업에 특성에 맞게 
Demerjian et al.(2012a)의 투입자원을 수정한 고창열 
등(2013)의 추정방법을 이용하였으며, 동일 산업에 속한 
기업의 상대적 효율성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max



Sales 매출액
CoGS 매출원가
SGnA 판매비와 관리비
PPE 유형자산(유형자산-토지-건설중인자산)
Intan 무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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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토빗회귀분석을 이용한 경영자 능력의 측정


Ln 

  




FirmEfficiencyi,t DEA방식에 의한 기업 효율성 점수
LnAsseti,t Ln(총자산)

MarketSharei,t 매출액/산업에 속한 기업의 매출액 합
FCFIi,t 잉여현금흐름(=영업이익-∆운전자본-투자금액)이 0보

다 크면 1, 아니면 0
AGEi,t 회사상장 후 경과연수

BSi,t 사업부 수
FCi,t 외화환산계정(외화환산이익, 외화환산손실, 외환차익, 

외환차손)의 절대크기 합/매출액
YD 연도 더미

DEA방법에 의해 측정된 기업효율성 측정치는 기업 
고유의 요인에 의한 효율성과 경영자의 능력을 포함한다. 
경영자에게 귀속되는 효율성을 분리하기 위해 Demerjian 
et al.(2012a)은 기업규모(Assets), 시장점유율(Market 
Share),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 기업수명(Firm 
Age), 사업부분수(Business Segment), 외환계정
(Foreign Currency) 등 6가지의 기업고유요인을 기업의 
총 효율성점수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기업의 효율성을 기업 차원의 효율성과 
경영자 효율성으로 구분하고 다음의 6가지 기업고유요인
을 회귀분석에 포함하여구한 기업 효율성으로 보고 총 
효율성에서 기업 효율성을 차감한 값을 경영자 효율성으
로 측정하였다. 

3.2 이익유연화
3.2.1 수정 Jones 모형
이익유연화는 회계기준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

익의 비정상적인 변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기업의 경영자
가 시도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정의될 수 있다[7]. 먼저 이
러한 기초적인 개념을 기초로 재량적 발생액 대리변수 
변동(∆DA)과 당기순이익-비재량적 발생액 변동(∆PDI)
간의 음(-)의 값을 이익유연화의 대리변수로 사용한다
[9]. 이 측정치는 경영자로부터 보고된 이익을 유연하게 
하기위해 재량적 발생액을 사용하여 사전에 보고이익을 
관리한다는 이익관리의 시계열을 기본으로 가정한다. 보
다 많은 이익유연화는 ∆DA와 ∆PDI는 음의 상관관계
가 있다고 전제한다. 

재량적 발생액은 신용정책에 따른 매출채권의 증가, 

대손충담금 및 평가손실 등의 과소계상, 연구개발비, 정
액법, 원가법 등의 자산에 대한 회계 기준의 적용과 해석
을 바탕으로 의도적으로 조정된 금액이라 할 수 있다. 따
라서 재량적 발생액은 실제 발생액에서 비재량적 발생액
을 차감한 것이 재량적 발생액으로 정의된다. 영업활동으
로 인한 현금흐름과 실제 발생액의 합계액을 순이익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실제 발생액은 재고자산 증가 등 영업
활동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재량적 발생액과 경영
자가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재량적 발생액의 합계
액을 의미한다. 

재량적 발생액을 측정하기 위하여 수정 Jones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한다[34]. 추정모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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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년도 총발생액(당기순이익-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t년도 매출액 변화분

∆ t년도 매출채권 변화분
 t년도 설비자산(유형자산-토지-건설중인자산)
   t-1년도 총자산

위 모형을 추정하기 매년 동일 산업 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횡단면 회귀분석을 한다. 비재량적 발생액
(NDA)은 위 식에서 추정된 값이며 재량적 발생액(DA)는 
NDA에서 실제 발생액 간의 잔차를 나타낸다. 사전에 계
산된 재량적 이익(PDI)은 당기순이익(NI)에서 비재량적 
발생액(NDA)을 차감하여 계산된다. 이러한 방법을 기초
로 이익의 유연성에 대한 척도는 재량적 발생액 변동(Δ
DA)과 사전-재량적 이익변동(ΔPDI)간의 상관관계로 측
정된다. 즉 Corr(ΔDA, ΔPDI)이며 , 당기부터 과거 5년
간의 관측치로부터 측정된다. 여기서 보다 높은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이익유연화를 보다 많이하는 기업
으로 해석된다.

둘째, 이익유연화의 측정치로서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현금흐름의 변동 분산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분산비율(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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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σCFO)이 사용된다. 이 측정치는 영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현금흐름(CFO)의 변동에 대한 이익유연화의 영
향에 초점을 맞춘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변동성에 비하
여 당기순이익 변동성이 낮으면 경영자는 보다 더 많이 
이익유연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재량적 발생액 변동과 조정전 순이익변동의 상관계수
인 은 음(-)의 상관계수 수치가 높을수록 더 많은 이익유
연화를 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해석상의 편의를 위해 
(-1)을 곱하여 사용한다. 당기순이익의 표준편차와 영업
현금흐름의 표준편차의 비율로 측정된 의 값은 비율이 
높을수록 이익유연화를 덜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역시 
(-1)을 곱하여 변수 값이 클수록 이익유연화의 수준이 높
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이익유연화 측
정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corr(∆재량적발생액, 
∆당기순이익-비재량적 발생액) 
* (-1)

 std(NI)/std(CFO) * (-1)
상술한 주요 변수를 포함하여 본 연구에 사용된 통제 

변수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Variable Definition
 t기 경영자 능력


corr(∆재량적발생액, 
∆당기순이익-비재량적 발생액)

 std(N)I/std(CFO)
 총자산  

당기순이익  

   년도 종가
  년도 종가      년도 종가 

≤  총자산  

총부채  

 ln총자산  

 자산의 장부가치  

자산의 시장가치  

 표본이 j산업이면 IDj=1, 아니면 0
 표본이 t연도이면 YDt=1, 아니면 0

3.3 표본 선정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목적은 경영자 능력이 이익유연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경영자 능력에 따라 
이익유연화 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 능력에 관한 대리변수로, 선행
연구[13]에서 개발된 점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을 대상으로 연구표본을 구성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한 실
제 분석대상 기간은 2004년부터 2017년이지만 분석에 
사용될 변수 중 일부는 5년 전 자료를 필요로 하므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에 상
장된 기업들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① 2000년 - 2017년 기간동안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
된 기업

② 금융업을 제외한 12월 결산법인
③ TS-2000, Fn-Guide 및 DART에서 재무제표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기업
④ 자본잠식기업 제외

4. 연구결과
4.1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서 사용된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량은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 능력에 대한 대리변수로 선행연
구[13]에서 개발된 MA점수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표
본 수는 11,139개 기업-연도이다.

실증분석에 앞서 본 연구의 회귀모형에 사용된 변수들
을 대상으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Table2에 제시되어 있으며 전체표
본에 대한 Pearson 및 Spearman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경영자 1인당 현금보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되어 통제변수로 고려한 경영성과, 수익률, 부채비율, 기
업규모, 성장성 모두 경영자능력 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
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N Mean Min Median Max
(1) 11,139 0.009 -0.609 0.050 0.352
(2a) 11,139 -0.191 -0.994 -0.287 0.980
(2b) 11,139 -1.094 -7.136 -0.746 -0.062
(3) 11,139 0.017 -0.484 0.029 0.273
(4) 11,139 0.195 -0.721 0.022 3.397
(5) 11,139 0.401 0.032 0.402 0.867
(6) 11,139 18.778 16.497 18.558 22.833
(7) 11,139 1.478 0.211 1.013 8.769

Table 1. Descript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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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독립변수들 사
이의 상관계수 값이 대부분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경영자 능력과 이
익유연화 변수의 상관관계에서 1%수준으로 유의한 양
(+)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경영자 능력과 이익유연화가 
정(+)의 관게를 가질 것이라는 본 연구의 기대를 지지하
는 상관관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
공선성이 존재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지
수(Variance Inflation Factor : VIF） 검증을 실시한 
결과 변수들이 대부분 2 이하의 값이 나타나 다중공선성
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1) (2a) (2b) (3) (4) (5) (6) (7)
(1) 1 0.114 0.257 0.242 0.072 0.133 0.020 -0.16

(0.00) (0.00) (0.00) (0.00) (0.00) (0.03) (0.00)
(2a) 0.114 1 0.379 0.083 0.009 -0.02 0.005 -0.03

(0.00) (0.00) (0.00) (0.33) (0.09) (0.57) (0.00)
(2b) 0.257 0.379 1 0.204 0.075 -0.04 0.143 -0.1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 0.242 0.083 0.204 1 0.275 -0.32 0.143 0.07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4) 0.072 0.009 0.075 0.275 1 -0.06 0.030 0.268

(0.00) (0.33) (0.00) (0.00) (0.00) (0.00) (0.00)
(5) 0.133 -0.02 -0.04 -0.32 -0.06 1 0.147 0.021

(0.00) (0.09) (0.00) (0.00) (0.00) (0.00) (0.02)
(6) 0.020 0.005 0.143 0.143 0.030 0.147 1 -0.17

(0.03) (0.57) (0.00) (0.00) (0.00) (0.00) (0.00)
(7) -0.16 -0.03 -0.18 0.073 0.268 0.021 -0.17 1(0.00) (0.00) (0.00) (0.00) (0.00) (0.02) (0.00)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4.2 실증분석결과
본 연구의 가설은 경영자 능력과 이익유연화의 관계에 

대해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영자가 수행하는 
이익유연화 전략에는 많은 동기가 존재하며 경영자는 이
익유연화의 효익을 얻기위해 이익유연화를 실행할 유인
이 있고, 따라서 우수한 능력을 가진 경영자와 이익유연
화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 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Table3은 경영자 능력이 이익유연화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에 대해 이익유연화 변수 
을 사용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분석결과, 이
익유연화 변수 중 재량적 발생액 변화분(△DA)과 당
기순이익-비재량적발생액 변화분(△PDI)의 상관계
수로 측정한 에 대한 경영자 능력()의 계수 α1은 

0.187로 1% 수준(t값 5.90)에서 유의한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의 표준편차를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표준
편차로 나눈 이익유연화의 측정변수인 의 
분석결과는 Table 4에 제시되어있다. 경영자 능력
()의 계수 값이 0.807로 1% 수준(t값 13.25)에
서 유의한 양의 값이 나타났으며, 가설에 대한 분석결
과 우수한 능력을 가진 경영자가 기회주의적인 목적
에서 이익유연화 전략을 시행한다는 본 가설을 지지
하는 결과이다.

과 로 측정된 두 개의 이익유연
화 변수에서 경영자 능력()과 유의한 양(+)의 관
계가 나타남에 따라 경영자 능력이 높을수록 이익유
연화의 수준이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1)
Variable  Smooth1i,t

coff t-value
a -0.112 -0.58

 0.187 5.90***
 0.288 4.96***
 -0.025 -2.66***
≤  -0.099 -3.21***
 -0.017 -3.52***
 -0.001 -0.23
 

 

Adj. R2 0.026
F-value 10.12***

Obs. 11,139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유의적임을 의미함.

Table 3. Regression Analysis (hypothesis)

    

  
  

 (1)
Variable  Smooth2i,t

coff t-value
a -3.151 -8.42***

Table 4. Regression Analysis (hypo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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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경영자 능력과 이익유연화의 관련성

에 초점을 두고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영
자 능력에 따라 경영자의 이익유연화 전략에 차별성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본다. 분석을 위해 경영자 능력을 측정
하기 위한 변수로 DEA를 사용하여 측정된 변수를 사용
하였으며[13], 이익유연화를 측정하기 위해 수정 Jones
모형의 재량적 발생액과 비재량적발생액의 상관계수, 당
기순이익과 영업현금흐름의 표준편차를 각각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상기의 연구목적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영
자 능력과 이익유연화 간의 관계에 관한 가설을 설정하
고,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
장에 상장된 기업을 바탕으로 실증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영자 능력과 이
익유연화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경영자가 이익유연화를 하는 경우 우
수한 능력의 경영자가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해 
더 이익유연화를 잘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영자 
능력가설에 따라, 우수한 능력의 경영자는 자신의 능력을 
시장에 알리기를 원하며, 주주 및 외부이해관계자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를 원한다. 우수한 능력을 가진 
경영자는 보다 정확한 예측을 통해 이익의 변동성을 감
소시키는 이익유연화를 할 유인이 높다는 본 연구의 기
대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기업의 입장에서 이익의 변동성 
감소는 다양한 효익이 존재하므로 우수한 능력을 가진 
경영자와의 계약을 통해 이익 유연화의 효익을 얻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수한 능력을 가진 경영자
가 이익유연화 전략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함을 실증적으

로 분석하였다는데 연구의 공헌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우수한 능력을 가진 경영자가 이익유연화를 더 
잘 수행함에 있어 추가적인 제약요건들은 고려하지 못하
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른 조건들을 고려하였을 때 차
별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며 향후 연구에서 
연구주제가 확장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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