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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비상장기업과 도입하지 않은 비상장기업간의 감사보수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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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수에 대한 분석결과,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비상장기업의 감사보수가 도입하지 않
은 비상장기업에 비해 이전과 이후에 모두 유의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K-IFRS를 자
발적으로 도입한 비상장기업의 감사보수가 도입하기 이전보다 이후에 유의하게 증가하는 결과를 보
였으나, 도입하지 않은 비상장기업은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대응표본을 이용한 추가분석의 결과에
서 K-IFRS 도입 이전인 2009년에 자발적으로 도입한 비상장기업과 도입하지 않은 비상장기업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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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는 회계법인, 피감사기업, 감독당국에게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지만, 비상장기업
에 대한 제한적인 자료의 접근과 K-IFRS 도입 전･후 각각 1개 연도만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결과의
해석 및 적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비상장기업, 감사보수

Ⅰ. 서 론

우리나라 회계정보의 대외 신인도 회복을 위해 2007년 3월에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하기로 하고 로드맵을 발표하게 되었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7.3.16.). 이에 따라
국내 상장기업들은 2009년부터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을 조기도입하였고, 2011
년부터 K-IFRS를 의무적으로 도입하였다. IFRS의 도입으로 우리나라 회계기준체계가
이원화되어 상장기업은 K-IFRS를 적용하고, 비상장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을 적용하되 K-IFRS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종전의 K-GAAP이 구체적이고 규정중심적(rule-based)인 회계처리방법을 제시하였다면,
IFRS는 일반적이고 원칙중심적(principle-based)인 회계처리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IFRS의 도입과 적용은 재무제표 작성 및 감사업무에 더 많은 전문가적 판단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IFRS는 금융상품 및 금융부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투자부동
산, 확정급여채무 등에 대하여 공정가치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
히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인의 감사 범위가 더 넓
어지고 감사 복잡성이 높아짐에 따라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가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Griffin et al.(2009), Vieru and Schadewitz(2010), 그리고 Kim et al.(2012)은 IFRS의 도입

으로 감사보수가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Griffin et al.(2009)은 IFRS의 도입에
따른 감사보수의 증가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법규의 개정에 따른 감사보수의 증가보
다 더 크다고 하였고, Vieru and Schadewitz(2010)은 IFRS의 도입이 감사보수뿐만 아니라
자문용역 수행으로 비감사보수도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명곤 등(2012)은 IFRS 도입 이
후에 이전보다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모두 증가하지만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경우에는
감사보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투입한 감사시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
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기업 입장에서는 IFRS를 도입함에 따라 감사보수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IFRS을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이유
는 그에 따른 경제적 효익이 비용을 초과하기 때문이다(이우재 등 2011). IFRS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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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다양한 경제적 효익을 적절하게 증명한 Daske et al.(2008)의 연구결과에 따르
면, IFRS를 도입함으로써 정보비대칭이 개선되고 시장유동성이 증가됨에 따라 자본비용
이 감소된다. IFRS 도입에 대한 효익을 주가반응으로 살펴본 결과에서도 국내에 IFRS
의 도입가능성이 증가하는 사건에 대하여 투자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전영순･
정도진 2009), 유럽의 IFRS 도입관련 16개 사건에 대하여 IFRS 도입 이전에 낮은 정보
의 질과 높은 정보비대칭으로 대표되는 유럽기업의 주가가 더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
하였다(Armstrong et al. 2010). 이러한 IFRS 도입과 주가반응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의
결과는 신규상장기업이나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IFRS를 자발적으로 도
입한다는 결과(Ashbaugh 2001; Gassen and Sellhorn 2006)와 일맥상통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비상장기업의 자발적인 K-IFRS 도입이 감사보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비상장기업이 자발적으로 K-IFRS를 도입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K-IFRS 도입 이전(2009년)과 도입 이후(2011년)에 감사보수를 분석하
여 K-IFRS 도입 비상장기업의 감사보수가 도입 이전보다 증가하는지 검증한다. 아울러
K-IFRS 도입 비상장기업과 K-GAAP 적용 비상장기업(K-IFRS 미도입기업)의 감사보수를
K-IFRS 이전과 이후에 각각 분석하여 K-IFRS 도입 비상장기업과 미도입 비상장기업의

감사보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비상장기업이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요인을 분석하여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비상장기업의 특성을 살펴보
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K-IFRS 도입이 감사보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비상장기업의 감사보수가 도입하지 않은 비상장
기업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다만 물가상승률을 통제한 분석결과
를 함께 고려한다면, K-IFRS의 도입에 따른 감사보수의 증가가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비상장기업이 자발적으로 K-IFRS를 도입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의 종속기업인 경우, 향후 상장이 예정되어 있
는 경우, 그리고 재무구조가 건전할수록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하였다.
선행연구들은 IFRS 의무적용 대상인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도입비용을 분석하거나(이
우재 등 2011), 감사투입시간과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이명곤 등 2012).
또한 자발적으로 IFRS를 도입한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특성과 이익조정을 분
석하였다(김정애･최종서 2014). 그러나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K-IFRS 도입 전･후에 감
사보수의 변화를 연구한 사례는 없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주제를 다루는 것은 시의적
절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의 유용성을 제공한다. 우선 자발적 K-IFRS 도입 비상장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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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K-GAAP 적용 비상장기업간 감사보수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K-IFRS
도입이 비상장기업의 감사보수에 미친 영향에 대한 결과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어떠한
비상장기업들이 자발적으로 K-IFRS를 도입하는지 그 도입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K-IFRS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장기업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K-IFRS 자발적 도입 비상장기업과 미도입 비상장기업간
감사보수의 차이 여부와 자발적 도입 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비상장기업의
적정한 감사수임료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 IFRS 의무적용의 필요성 등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제1장의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IFRS 도입과 감사보수 및 자발적 도입
기업의 특성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가설을 설정한다. 제3장에서는 자료수
집과 표본선정을 설명하고,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설계한다. 제4장에서 실
증분석결과와 추가분석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결론과 연구의 한계점
을 기술한다.

Ⅱ. 이론적 배경과 가설 도출
1. IFRS 도입과 감사보수 관련 이론적 배경

IFRS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이라는 점이다. 회계처리방법

에 대한 선택범위가 넓어지고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하는 항목이 증가한 상황에서, 감사
인은 피감사기업의 회계처리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종전의 규정중심의
회계기준보다 더욱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야 하고 개별 기업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 감사인은 IFRS 도입 이후에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욱 많은 감사시간과 감사절차를 투입할 것이고, 이에 따라 감사보수가 증가한
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Griffin et al.(2009)은 IFRS의 도입과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법규의 개정(예를 들어,
Sarbanes-Oxley Act 등)이 뉴질랜드의 감사환경에 가져온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법규의 개정으로 감사보수가 증가하는 부분보다 IFRS의 도입으로
감사보수가 증가하는 부분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ig 4 피감사기업과 Non-big
4 피감사기업을 분리해서 분석한 결과에서 IFRS 도입 이후에 Big 4 피감사기업에서 감

사시간의 증가에 따른 감사보수가 증가하였으나, Non-big 4 피감사기업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IFRS 도입 이후의 감사보수의 증가가 Big 4 피감사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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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Vieru and Schadewitz(2010)는 핀란드의 회계
기준이 IFRS로 변경됨에 따라 감사환경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IFRS의 도입으로 감사보수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IFRS의 도입과 관련한
자문용역의 수행으로 인해 비감사보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im et al.(2012) 역
시 2005년 EU 국가 기업의 IFRS 의무적용으로 감사보수가 증가하였다는 결과를 제시
하였다. 또한 IFRS 적용에 따른 복잡성의 증가는 IFRS 관련 감사보수 프리미엄을 증가
시키지만, 재무보고 질의 향상은 IFRS 관련 감사보수 프리미엄을 감소시킨다는 추가적
인 결과를 제시하였다.
Goncharov et al.(2011)은 선행 연구의 방법론을 벗어나 IFRS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가

감사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유럽의 부동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정가치 평가가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 기업이 공정가
치 평가를 수행할수록 감사보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이것을 공정가치
평가로 인해 기업과 이해관계자들간의 정보비대칭이 감소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하였으나, 부동산업에 속하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연구결
과를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이명곤 등(2012)은 2011년부터 국내에 K-IFRS가 전면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상장기업의 감사인이 추가적으로 감사시간을 투입하고 이에 대한 감사
보수를 청구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 감사인은 K-IFRS 도입 이후 감사시간을 추가
로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사시간과 동일하게 K-IFRS 도입 이후 감사보수
도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였으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경우 감사시간 추가 투입에 대한
적정한 보상은 받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K-IFRS 도입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
향이 미미한 이유는 자유수임제 이후 감사인 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서 감사보수에 대한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정영기(2012)는
K-IFRS 의무 적용시기보다 앞선 2009년과 2010년에 K-IFRS를 조기에 도입한 58개 기업

을 대상으로 K-IFRS 도입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서
K-IFRS의 적용에 따른 조정금액과 조정지수는 모두 감사보수와 유의적인 관계를 보이

지 않았지만, 감사시간은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감사기업이
K-IFRS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됨에 따라 감사절차의 복잡성이 증가하더라도

감사인에게 감사보수를 추가적으로 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명곤 등
(2012)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감사투입시간의 증가는 감사업무의 원가를 증가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감사보수의
증가로 이어지지만, 선행연구에 따르면 회계법인간의 경쟁 심화로 인하여 초도감사의

6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 제57권 제1호(통권 제62호, 2015년 3월)

경우 감사보수 할인현상이 나타나거나(이상철 등 2011), 감사시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감사보수 증가가 유의적이지 못하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이명곤 등 2012; 정영기
2012). 하지만 IFRS의 도입은 감사인 변경이나 일부 특성을 지닌 일부 상장회사에 적용

되는 사안이 아니라 전체 상장회사에 동시에 적용되는 사건이며, IFRS의 도입으로 감사
시간과 감사보수가 증가될 것이라는 의식이 사전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
할 때, 회계법인의 경쟁 정도가 완화됨으로써 감사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임석
식 등 2009).
감사보수 이외에 IFRS 도입과 감사인 선임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로 김용식･강선아
(2012)는 IFRS 도입 계획이 감사인 선임과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분석결과에서 IFRS 도입 계획 이후에 Big4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는 비율이 유
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IFRS 도입 계획 이전과 이후에 재량적 발생액
의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IFRS 도입 계획 이후 Big4 회계법인을 감
사인으로 선임하는 추세가 감사품질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2. IFRS 자발적 도입기업의 특성 관련 이론적 배경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제정된 IFRS에 따른 회계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업일수
록 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할 것이다. 하지만 IFRS 도입에 따른 효익만 있는 것이 아
니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이 효익과 비용은 기업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날 것이다. 예를 들어, IFRS를 적용하기 전에 이미 우수한 품질의 회계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비대칭 및 자본조달비용이 낮은 기업의 경우에는 IFRS의 도입으로 얻는 추가적인
효익보다 신회계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이 더 크다(Hail et al. 2010). 따
라서 회계정보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일수록 IFRS를 보다 적극적
으로 도입할 것이다.
Ashbaugh(2001)는 런던 증권시장에 상장한 비미국기업을 대상으로 IFRS 또는 US-GAAP

을 적용한 기업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러 나라의 자본시장에서 주
식이 거래되고, 자국회계기준보다 표준화된 회계정보가 필요한 기업일수록, 또는 주식
을 발행하여 추가적인 자본을 조달하려고 하는 기업일수록 자국회계기준보다 IFRS나
US-GAAP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상증자가 필요한 기업은
US-GAAP 보다 IFRS를 선호했고 표준화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IFRS를 선택하는 것이

재무제표 작성 관련 비용을 덜 부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Tarca(2004), Cuijpers and Buijink(2005), 그리고 Gassen and Sellhorn(2006)의 연구도
Ashbaugh(2001)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Tarca(2004)는 영국, 프랑스,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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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일본, 그리고 호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IFRS 또는 US-GAAP을 도입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서 해외매출이 많고 외국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일수록 IFRS 또는
US-GAAP을 도입하였다. Cuijpers and Buijink(2005)는 EU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IFRS 또

는 US-GAAP을 도입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지리적으로 영업부문이 분산되
어 있고, 자국회계기준의 품질이 낮으며, 미국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일수록 IFRS 또는
US-GAAP을 도입하였다. Gassen and Sellhorn(2006)은 EU에서 IFRS를 의무적용한 시기

이전인 1998년부터 2004년까지 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독일 상장기업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에서 기업규모가 크거나 외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소유지분의 분산이
작으며 최근에 신규 상장한 기업일수록 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하였다.

한편,

Christensen et al.(2008)도 마찬가지로 EU에서 IFRS를 의무적용한 2005년 이전 독일 상

장기업들을 대상으로 IFRS의 자발적 도입을 지연시키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내부자지분율이 높고, 증자빈도가 낮은 기업은 IFRS를 도입할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김용식･강선아(2010)는 2009년 K-IFRS를 조기에 도입한 13개
상장기업의 조기도입 유인을 분석하였다. 조기 도입 유인은 재무제표의 신뢰도 향상,
조기도입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혜택 향유, 재무구조 개선, 마지막으로 주된 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로 전환하기 위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기도입에 따른 자본시장에서
초과주가수익률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았으나, 이러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김정애･
최종서(2014)는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자발적 K-IFRS 도입 유인을 분석하였으며, 기업
집단 소속여부, 기업지배구조, 기업의 법적실체, Big 4 감사인, 기업연령 및 성장성이
자발적으로 K-IFRS를 도입하도록 하는 유인임을 확인하였다.
이우재 등(2011)은 K-IFRS 도입에 따른 준비 비용을 분석함으로써 어떤 특성을 갖는
기업이 더 많은 수혜를 받게 되는지 예측하였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K-IFRS 도입
준비 비용을 보고한 152개 기업-연도를 대상으로 기업특성을 분석한 결과에서 부채비율
이 높은 기업일수록, 자금조달의 수요가 많은 기업일수록, 시가총액이 큰 기업일수록
K-IFRS 도입비용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의 경제적 특

성상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K-IFRS를 도입함으로써 해외의 거래처와 투자자로부터 높
은 신뢰도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K-IFRS 도입은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켜 국내 기업에 대한
정보위험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높거나 해외투자자로부터 자
금조달이 필요한 기업일수록 K-IFRS의 도입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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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도입에 대한 효익을 주가반응으로 살펴본 연구도 있다. Armstrong et al.(2010)은
EU의 IFRS 도입과 관련된 16개 사건에 대한 공시가 18개 EU 국가의 개별 기업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IFRS 도입 이전에 회계정보의 질이 낮
았던 은행업에서 더 높은 양(+)의 주가반응을 보였으며, 정보비대칭이 심한 기업일수록
더 높은 양(+)의 주가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투자자들이 회계정보의 질이 낮고
정보비대칭이 심한 기업의 IFRS 도입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영
순･정도진(2009)은 국내의 IFRS 도입과 관련된 8개 사건의 공시가 개별 기업 주가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IFRS 도입은 개별 기업의 회계정보의 질
적 수준과 정보비대칭에 따라 차별적으로 반응하였고, 회계정보의 질적 수준이 낮거나
정보비대칭이 심한 기업일수록 IFRS 도입가능성이 증가하는 사건에 대하여 양(+)의 주
가반응을 보여 Armstrong et al.(2010) 연구와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3. 가설 설정
가. 감사보수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기업은 새로운 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익

이 비용보다 크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이우재 등 2011). 김용식･강선아(2010)의 연구에
서 재무제표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K-IFRS를 조기에
도입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고, 이러한 연구 결과는 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기업
은 도입하기 이전부터 재무제표의 신뢰도 향상에 관심이 많은 기업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Hung and Subramanyam(2007)의 연구에서 기업규모가 크고 ROA가
높고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일수록 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다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IFRS 도입 이전에도 재무구조가 안정적이고 건실한 기업일수록 IFRS를 자발적으로 도

입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비상장기업은 회계시스
템의 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재무구조가 건실한 기업으로 재무
제표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높은 수준의 감사품질을 중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으로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비상장기업은 도입하지 않은 비상장기업에 비해 K-IFRS

도입 이전부터 높은 수준의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사인에게 더 많은 감사보수
를 지급하였을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1] K-IFRS 자발적 도입 비상장기업의 도입 이전연도의 감사보수는 미도입 비상장기업의 감사
보수보다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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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의 가장 큰 특징은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회계처리방법

에 대한 경영자의 선택범위가 넓어지고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하는 항목이 증가하기 때
문에 감사인은 피감사기업의 회계처리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종전보다
더욱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감사절차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감사인은
IFRS 도입 이후에 보다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하여 감사절차를 수행해야 할 것이며, 감

사업무의 증가는 감사보수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Griffin et al.(2009)은 기업지배구조
에 대한 법규의 개정으로 감사보수가 증가하는 부분보다 IFRS의 도입으로 감사보수가
증가하는 부분이 더 크다는 결과를 제시하였고, Vieru and Schadewitz(2010)는 IFRS의 도
입으로 감사보수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IFRS의 도입과 관련한 자문용역의 수행으
로 인해 비감사보수도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Kim et al.(2012)은 IFRS 적용에
따른 복잡성의 증가는 IFRS 관련 감사보수 프리미엄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이명
곤 등(2012)은 K-IFRS 도입 이후 감사인이 감사시간을 추가로 투입함에 따라 감사보수
도 추가로 증가하였으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경우 감사시간 추가 투입에 대한 적정한
보상은 받지 못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비상장기업은 도입
이후에 도입하지 않은 비상장기업에 비해 더 많은 감사보수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비상장기업은 도입 이전에 비해 더 많은 감사보수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2] K-IFRS 자발적 도입 비상장기업의 도입 이후연도의 감사보수는 미도입 비상장기업의 감사
보수보다 높을 것이다.
[가설3] K-IFRS 자발적 도입 비상장기업의 도입 이후연도의 감사보수는 도입 이전연도의 감사보수
보다 높을 것이다.

Maher et al.(1992)은 미국에서 회계법인 간의 고객유치경쟁에 제한을 두던 규정이 완

화되어 감사인 간의 경쟁이 심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기간인 1977년부터 1981년까지
의 감사보수를 비교･분석한 결과에서 실제로 해당 기간동안 현저한 감사보수의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들은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감사시장의 경쟁 심화
가 감사보수를 하락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국내에서도 감사보수 자율화 이후에
감사서비스에 대한 자발적 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한 상황에서 회계법인 간의 과당경쟁
을 초래하여 감사보수의 할인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감사인이 변경되는 첫 해에
는 감사보수 할인현상이 나타난다(이상철 등 2011). 마찬가지로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도
회계법인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보수 할인 등의 현상이 나타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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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고, 감사 투입시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
문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4] K-IFRS 미도입 비상장기업의 감사보수는 K-IFRS 시행 전･후 시기 간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나. 자발적 도입기업 특성

IFRS를 도입하게 되면 감사보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회계시스템을 구축하

는 등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비상장기업이 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하기 위
해서는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인 효익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보다 높아야 할 것이다.
다양한 효익 중에서 지배회사가 K-IFRS를 도입하게 되면 종속기업을 포함하여 연결재
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의 종속기업인 경우 재무제표의 중
복작성을 피하기 위해서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1) 다만, 기존의
K-GAAP에서는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 연결대상에 포함되었으나
K-IFRS에서는 지분율 기준으로 50%를 초과해야 연결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지배

력2)이 없다면 연결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연결재무제표작성 대상 종속기업은 아니지
만, 실질적 지배력에 포함되는 비상장기업이 종속기업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연결재무
제표의 작성 편의상 K-IFRS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K-IFRS
의 자발적 도입 가능성이 높은 비상장기업의 범위에 상호출자제한기업3)도 포함하여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5]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의 종속기업이면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선행연구에서 주식시장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이 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Ashbaugh(2001)는 유상증자가 필요한 기업일수록 IFRS
를 자발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확인시켜주었고, Gassen and Sellhorn(2006)
은 최근에 신규 상장한 기업일수록 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1) K-IFRS 제1110호 B87에 의하면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일치하도록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K-IFRS 제1110호 6에서 지배력 판단기준을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
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자를 지배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받은 기업집단 소속 기업으로 계열회사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이 금
지되고,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또한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규모기업집단 공시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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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또한 Cuijpers and Buijink(2005)은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일수록 IFRS
를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한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서는 상장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사
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의 경우 K-IFRS 도입
을 의무화하고 있어,4) 주식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K-IFRS를 자발적으로 도
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6] 비상장기업이 상장 예정기업이면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Ⅲ. 연구 설계
1. 자료수집과 표본선정

본 연구는 2009년 및 2011년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하여 감사보고
서 및 감사계약체결보고서를 제출한 외부감사 의무적용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 최종표본을 선정하였다. <표 1>은 표본 기업의 선정절차를 요약한 것
이다.
1) 금융업 및 보험업 제외
2)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기업 제외
3) 2009년 및 2010년에 K-IFRS를 도입한 기업 제외
4) 감사보수 및 감사인관련 자료를 입수할 수 없는 기업 제외
5) 양 연도의 재무자료를 입수할 수 없는 기업 제외

마지막으로 이상치로 인한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더미변수를 제외한 종속변수와 독
립변수 전체의 상위 1% 및 하위 1%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하는 값을 원저화(winsorization)
기법으로 처리하였다.

4) 외감법 시행령 제7조 2(회계기준처리의 적용)에서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는
K-IFRS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상장예정인 해의 직전년도에는 K-IFRS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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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표본 기업의 선정절차
구분

전체 표본
1)금융업 및 보험업
제 2)12월 결산법인이 아닌 기업
외
3)2009년, 2010년 K-IFRS 도입기업
기
업 4)감사보수 및 감사인 관련 자료를 입수할 수 없는 기업
5)양 연도의 재무자료를 입수할 수 없는 기업
최종 표본

도입기업

미도입기업

합계

1,036

17,723

18,759

57

723

780

3

681

684

0

91

91

0

1,403

1,403

263

4,291

4,554

713

10,534

11,247

2. 연구모형과 변수의 조작적 정의
가. 감사보수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 (가설1, 가설2, 가설3, 그리고 가설4)

본 연구에서는 K-IFRS 도입이 감사보수에 미친 영향에 대한 가설1, 가설2, 가설3, 및
가설4를 검증하기 위하여 식(1)을 설정하였다.
(1)




                     
                                
                             
변수정의


=

 

=

기업 i의 t년도 감사보수의 자연로그 값
<가설 1>과 <가설 2>를 검증할 때 기업 i가 2011년에 K-IFRS 도입기업이면 1, 미도입
기업이면 0으로 하였으며, <가설 3>과 <가설 4>를 검증할 때 기업 i의 t년이 2011년이

   =

면 1, 2009년이면 0
기업 i의 t-1년도 자산총액에 자연로그 값
기업 i의 t-1년도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

  

=

{(매출채권+재고자산)/총자산}
기업 i의 t-1년도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값 (유동자산/유동부채)

  

=

기업 i의 t-1년도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눈 값 (총부채/총자산)

  

=

기업 i의 t-1년도 당기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 (당기순이익/총자산)

   

=

기업 i의 t-1년도 당기순손실 기업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

기업 i의 t년도 총자산 성장률 (t년도말 자산 - t-1년도말 자산) / t-1년도말 자산)

  

=

    =

기업 i의 t-1년도 해외매출액을 총매출액으로 나눈 값

 

=

기업 i의 t년도에 감사인이 Big 4(삼일, 안진, 삼정, 한영)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

기업 i의 t년도에 감사인이 초도감사 기업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

기업 i의 t년도 감사의견이 비적정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

기업 i의 t년도 대분류기준 해당산업에 속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



=

잔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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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1을 검증할 때는 2009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2009년 감사보수 계약을 보고한
기업중 2011년에 IFRS를 도입한 기업이면  를 1로 하고, 도입하지 않은 기업은 0
으로 한다. 가설2를 검증할 때는 2011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2011년 감사보수 계약을
보고한 기업중 2011년에 K-IFRS를 도입한 기업이면  를 1로 하고 도입하지 않은
기업은 0으로 한다. 가설3을 검증할 때는 2011년에 K-IFRS를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2009년과 2011년 감사보수를 비교하였으며 해당 연도가 2011년이면  를 1로 하

고, 2009년이면 0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설4를 검증할 때는 K-IFRS를 도입하지 않
은 기업을 대상으로 2009년과 2011년 감사보수를 비교하였으며 해당 연도가 2011년이
면  를 1로 하고, 2009년이면 0으로 하였다.
종속변수인  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계약체결보고서에 명시된 감사보수
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으로 측정하였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는 피감사기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피감사
기업의 총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측정하였다. 기업규모가 커지면 영업내용이 복잡해
지고 이에 따라 감사인이 제공하는 감사서비스의 양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감사보수
는 증가할 것이다(이세용･송혁준 2005).    는 총자산에서 매출채권과 재고자산
이 차지하는 비율로 매출채권이나 재고자산이 많은 경우 감사인의 감사범위가 커지고
피감사기업에 내재하는 감사위험을 측정하는 변수로 사용하였다. 매출채권과 재고자산
은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감사위험을 반영한다(최
관･백원선 1998). 유동비율이 낮을수록,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감사위험은 커지므로 유동
비율(    )과 부채비율(    )을 감사위험 측정변수로 반영한다(Francis 1984; 강
내철･김길훈 2005; 우용상･이호영 2009). 또한, 수익성이 낮을 경우 감사인은 감사위험
을 더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노준화 등 2004) 자산수익률(    )과 순손실여부
(    )를 감사위험에 대한 측정치로 추가하였다. 물가상승에 따른 감사보수의 상승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총자산 성장률(  )을 추가하였다(박상훈 등 2011). 해외투
자가 활발해지면서 감사에서 차지하는 해외매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권수
영 등 2005) 해외매출비중(    )을 추가하였다.  은 감사의견으로서 비
적정의견이면 1, 적정의견이면 0의 값으로 측정하며, 비적정의견이 표명되는 피감사기
업일수록 추가적인 감사절차 등으로 감사보수가 증가할 것이다(최관･백원선 1998).
  는

감사품질에 대한 측정치로서 Big 4와 제휴된 회계법인이면 1, 아니면 0의 값

을 갖는다. 선행연구들은 대형회계법인일수록 감사보수가 유의적으로 크다는 것을 보이
고 있다(Francis 1984; Palmrose 1986; Francis and Stokes 1986; Francis and Simon 1987;
권수영･김문철 2001).  는 감사인 유지제도에 따라 초도감사시 감사보수가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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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노준화 등(2004)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모형에 포함하였
고, 초도감사에 해당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으로 측정한다.  는 산업별 더미
변수로서 해당 산업에 속하는 경우에는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다. 권수영･김문철(2001)
의 연구에서 산업별로 감사보수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별
특성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를 포함하였다.
나. 자발적 도입기업 특성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 (가설5 및 가설6)

본 연구에서는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기업 특성에 대한 가설5와 가설6을 검증
하기 위하여 식(2)를 설정하였다.
                   
            ∆    
 

= 기업 i가 t년도에 K-IFRS를 도입하였으면 1, 아니면 0



= 기업 i가 종속기업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이면 1, 아니면 0



= 기업 i가 t년도에 향후 상장예정하고 있으면 1, 아니면 0

  

= 기업 i의 t-1년도 자산총액에 자연로그 값

  

= 기업 i의 t-1년도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눈 값 (총부채/총자산)

  

=

(2)

기업 i의 t-1년도 당기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



(당기순이익/총자산)
= 기업 i의 t-1년도 당기순손실 기업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기업 i의 t년도 총자산 성장률
=
(t년도말 자산 - t-1년도말 자산) / t-1년도말 자산)
= 기업 i의 t-1년도 해외매출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
기업 i의 t년도 감사인이 Big4로 변경되었으면 1, 변경되지 않았으면 0, non-Big4로
=
변경되었으면 -1
= 기업 i의 t년도 대분류기준 해당산업에 속하면 1, 아니면 0



= 잔차항

   

   
∆ 

종속변수  는 비상장기업이 2011년에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하였으면 1,
도입하지 않았으면 0의 값으로 측정한다.
식(2)에서 주요 관심 변수는  와  이다.  는 가설5를 검증하기 위한
변수이며,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의 종속기업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시한 상호출
자제한기업인 경우에는 1,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의 값으로 측정한다.  는 가설6을
검증하기 위한 변수이며, 비상장기업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부여한다. 단, 본 연구에서는 자료 접근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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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으로 인하여 비상장기업 중에서 2013년 11월까지 실제로 상장하였으면 1, 그렇지 않
으면 0의 값으로 측정한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Hung and Subramanyam(2007)의 연구에서 ROA가 높고 부채비
율이 낮으며 기업규모가 클수록 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따
라서 식(2)에 통제변수로    ,    ,    , 그리고    를 포함하였다.
그리고 성장률이 높은 기업일수록 높은 품질의 회계정보를 요구하거나 상장할 가능성
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를 통제변수에 포함하였으며, 해외매출이 많을수록
IFRS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 연구결과에 따라서(Tarca 2004; Gassen and Sellhorn
2006) 해외매출비중(    )을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변수에 대한 설명은 식(1)과

동일하다. 또한 IFRS는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이기 때문에 이전 K-GAAP보다 전문가적인
판단을 요구하기 때문에 K-IFRS를 도입할 경우에 기업들이 감사인을 Big 4 회계법인으
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김용식･강선아 2012). 이에 따라 ∆  를 포함하여 감사인
이 Non-big 4에서 Big 4로 상향교체하였으면 1의 값을, Big 4에서 Non-big 4로 하향교체
하였으면 -1의 값을, 그 이외의 경우에는 0의 값을 부여한다.

Ⅳ. 실증분석
1.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분석
가. 기술통계량

다음 <표 2>는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을 제시하고 있다. Panel A는 가설1부터 가설4
까지 분석을 위한 총 표본의 기술통계량이며, Panel B는 가설5와 가설6의 분석을 위한
총 표본의 기술통계량이다.
Panel A를 기준으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    , 그리고    는

대칭적인 분포를 보인다.    의 평균은 0.294이고 중위수는 0.250으로 평균이
중위수에 비해 다소 높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최소값은 0임에 비하여 최대값이 0.953으
로 최대값이 평균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의 평균은 2.712이고 중위
수는 1.061로 평균이 중위수에 비해 높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최소값(0.014)에 비해 최
대값(64.713)이 평균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의 평균이 0.668이고 중위
수는 0.664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최대값이 1.763으로 일부 비상장기업의
부채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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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 변수의 기술 통계량
Panel A : 총 표본의 기술통계량 (가설1부터 가설4까지, n=11,247*2)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중위수

최대값



16.706

0.588

15.425

16.649

18.407

  

24.181

0.925

23.026

23.941

27.401

   

0.294

0.254

0.000

0.250

0.953

  

2.712

7.768

0.014

1.061

64.713

  

0.668

0.328

0.029

0.664

1.763

  

0.014

0.111

-0.483

0.019

0.313

  

0.309

0.462

0.000

0.000

1.000



0.078

0.263

-0.614

0.041

1.210

  

0.009

0.073

0.000

0.000

1.000

 

0.224

0.417

0.000

0.000

1.000



0.159

0.365

0.000

0.000

1.000



0.062

0.240

0.000

0.000

1.000

Panel B : 총 표본의 기술통계량 (가설5와 가설6, n=11,247)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중위수

최대값



0.063

0.244

0.000

0.000

1.000

 

0.196

0.397

0.000

0.000

1.000

 

0.001

0.028

0.000

0.000

1.000

  

24.245

0.930

23.026

24.018

27.401

  

0.667

0.345

0.029

0.654

1.763

  

0.017

0.111

-0.483

0.023

0.313

  

0.280

0.449

0.000

0.000

1.000



0.055

0.253

-0.614

0.033

1.210

  

0.012

0.087

0.000

0.000

1.000

∆ 

0.002

0.168

-1.000

0.000

1.000

    의

평균은 0.309로 당기순손실 기업이 약 31%이다.  의 평균은 0.078이

고 중위수는 0.041로 평균이 중위수에 비해 높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최소값(-0.614)에
비해 최대값(1.210)이 평균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의 평균은 0.009
이고 중위수는 0.000으로 표본 중 절반 이상의 비상장기업이 해외매출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의 평균은 0.224이므로 표본 중에서 약 22%가 Big4 회계법인과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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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 평균은 0.159이므로 표본 중에서 약
16%가 초도감사임을 알 수 있다.  의 평균은 0.062이므로 표본 중 약 6%가 비

적정 감사의견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Panel B를 기준으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국제회계기준을 자발적으로 도입한 비상

장기업(  )의 평균은 0.063으로 표본 중에서 2011년에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
한 비상장기업이 약 6% 임을 알 수 있다.  의 평균이 0.196으로 표본 중에서 상
장기업의 종속회사이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인 비상장기업이 약 20% 임을 의미한다.
 의

평균이 0.001로 표본 중에서 실제로 2013년 11월까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

닥시장에 상장한 비상장기업은 0.1%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나. 상관관계분석

다음 <표 3>은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Panel A는 가설1부
터 가설4까지 분석을 위한 총 표본의 상관관계분석이며, Panel B는 가설5와 가설6의 분
석을 위한 총 표본의 상관관계분석이다.
Panel A에서  와  간에 1% 이내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

다. 따라서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비상장기업의 감사보수가 도입하지 않은 비상
장기업의 감사보수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와 기타의 통제변수간의 상관관
계를 살펴보면, 감사보수( )와 기업규모(   )간의 상관계수는 0.594이고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기업규모변수는 선행연구와 동

일하게 통제변수 중 감사보수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감사보수를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감사위험의 대응변수인 재고자산과 매출채권
비중(    )은 유의한 양(+)의 부호를 보이고 유동비율(   )은 유의한 음(-)
의 부호를 보임으로써 예측과 일치하는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부채비율(    )은
예측과 달리 유의한 음(-)의 부호를 나타냈다. 자산수익률(    ), 성장률(  ), 그
리고 해외매출비중(   )은 기대부호와 일치하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
이고, 순손실여부(    )는 기대부호와 일치하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감사인 관련 변수에서 감사인이 Big 4 회계법인인 경우(   ) 예측과 동일하게 유의
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초도감사여부(  )는 예측과 동일하게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감사의견(  )은 예측과 달리 유의한 음(-)의 부호를 나
타냈다. 따라서 기업규모가 크고 감사위험이 높을수록, BIG 4와 제휴된 회계법인일수록
감사보수는 높은 반면, 초도감사이거나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경우에는 감사보수가 낮다
는 것을 의미한다.

0.161***
(0.000)

0.428***
(0.000)
-0.663***
(0.000)
1

0.012*
(0.074)
-0.492***
(0.000)
1

0.163***
(0.000)
-0.213***
(0.000)
1

0.009
(0.188)
-0.045***
(0.000)
1

(0.226)
-0.006
(0.389)
1

(0.000)
1

[9]

(0.804)

0.002

(0.000)

(0.000)

(0.000)

0.029***

(0.000)

-0.067***

(0.000)

(0.006)

0.018***

(0.760)

0.002

(0.000)

0.027***

(0.000)

(0.000)

0.042***

(0.000)

-0.050***

(0.000)

0.039***

(0.006)

-0.018***

[10]

[11]

0.055***
(0.000)

0.014**
(0.035)
1

1

[12]

[13]

-0.079***
(0.000)
0.089***

-0.034***
(0.000)
1

1

-0.007

1

(0.000)

(0.304)

-0.004
(0.545)

(0.000)

-0.143***

(0.000)

0.179***

(0.000)

-0.201***

(0.000)

0.272***

(0.002)

-0.020***

(0.000)

0.047***

(0.124)

-0.010

(0.000)

-0.033***

(0.000)

-0.096***

(0.000)

(0.000)

0.046***

(0.000)

0.114***

(0.000)

-0.103***

(0.000)

0.093***

(0.000)

0.024***

(0.000)

-0.049***

(0.000)

-0.046***

(0.003)

0.020***

(0.000)

-0.112***

0.067***

(0.000)

-0.035***

-0.010
(0.116)

(0.000)

0.065***

(0.000)

-0.138***

(0.054)

0.013*

(0.034)

-0.014**

(0.000)

0.313***

(0.000)

0.207***

(0.000)

0.393***

(0.000)

(0.266)

-0.007

(0.000)

-0.028***

(0.031)

-0.014**

(0.163)

0.009

(0.000)

0.108***

(0.094)

0.011*

(0.000)

0.138***

-0.108***

(0.000)

-0.119***

(0.000)

0.047***

(0.241)

-0.008

(0.000)

-0.037***

(0.000)

0.050***

(0.000)

0.036***

-0.008

(0.000)

[8]

-0.149***

(0.000)

[7]

0.089***

0.139***

[6]

-0.156***

1

[5]

-0.084***

(0.000)

[4]

0.096***

[3]

0.594***

[2]

0.160***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 식(1) 참조
2) 상관계수 값은 Pearson 상관관계를 통해 계산된 값이며, 괄호안의 수치는 양측검증에 대한 P값이다.(* : P < 0.1 ** : P < 0.05, *** : P < 0.01)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구분

Panel A : 식(1)의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분석 (가설 1, 가설 2, 가설 3, 그리고 가설 4, n=11,247*2)

<표 3> 상관관계분석

0.238***
(0.000)

(0.000)
0.041***
(0.000)
1

(0.000)

1

[4]

[5]

[6]

0.046***
(0.000)
0.000

-0.022**
(0.019)
0.039***
(0.000)
1

0.235***
(0.000)
-0.209***
(0.000)
1

0.446***
(0.000)
-0.660***
(0.000)
1

(0.000)
-0.493***
(0.000)
1

1

0.016*
(0.096)

0.024**

(0.000)

-0.189***

(0.012)

(0.187)

0.012

(0.000)

-0.033***

(0.000)

0.090***

1

(0.995)

(0.049)

-0.019**

(0.082)

0.016*

(0.043)

-0.019**

(0.859)

0.002

(0.051)

0.037***

(0.199)

0.018*

(0.280)

0.010

(0.000)

0.008

(0.000)

0.012

(0.000)

0.050***

(0.828)

[10]

0.078***

(0.407)

(0.062)

0.036***

(0.000)

0.085***

(0.000)

[9]

0.002

1

(0.086)

-0.018*

(0.006)

0.026***

(0.288)

[8]

0.098***

-0.010

0.016*

[7]

-0.010

(0.307)

(0.094)

0.016*

(0.001)

0.030***

0.011

(0.164)

-0.013

(0.000)

-0.090***

(0.252)

(0.000)

0.181***

[3]

0.057***

[2]

0.199***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 식(2) 참조
2) 상관계수 값은 Pearson 상관관계를 통해 계산된 값이며, 괄호안의 수치는 양측검증에 대한 P값이다.(* : P < 0.1 ** : P < 0.05, *** : P < 0.01)

[10]∆ 

[9]  

[8]

[7]  

[6]  

[5]  

[4]  

[3] 

[2] 

[1] 

구분

Panel B : 식(2)의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분석 (가설 5 및 가설 6, n=1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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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B에서  와 종속기업 여부(  ) 및 상장예정기업 여부( )간에 모

두 1% 이내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상장기업의 종속기업 또는 상
호출자제한기업일수록, 향후 상장예정기업일수록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할 가능성
이 높다. 또한  와 기타 통제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    ,
 ,

그리고 ∆  와 모두 1% 이내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와

1% 이내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기업규모와 자

산수익률, 성장률이 높을수록, Big 4 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교체할수록, 그리고 부채비
율이 낮을수록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및    는  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한편,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0.6 이하이고, 분산팽창지수(VIF) 값이 2 이
하이기 때문에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실증분석결과
가. 감사보수에 대한 검증 결과

다음 <표 4>는 감사보수에 대한 선형회귀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모형 1은 2009
년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며,  가 5% 이내에서 유의한 양(+)의 부호를 나
타냄으로써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비상장기업의 도입 이전 감사보수가 도입하지
않은 비상장기업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한 가설 1을 지지한다. 모형 2는 2011년 표본
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며,  가 1% 이내에서 유의한 양(+)의 부호를 나타냄으로
써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비상장기업의 도입 이후 감사보수가 도입하지 않은 비
상장기업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한 가설 2를 지지한다. 모형 3은 K-IFRS를 자발적으
로 도입한 비상장기업만의 2009년과 2011년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며,  가
1% 이내에서 유의한 양(+)의 부호를 나타냄으로써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비상장

기업의 감사보수가 도입 이전보다 이후에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 가설 3을 지지한다.
모형 4는 K-IFRS를 도입하지 않은 비상장기업만의 2009년과 2011년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며,  가 1% 이내에서 유의한 음(-)의 부호를 나타냄으로써 K-IFRS를
도입하지 않은 비상장기업의 2009년과 2011년 감사보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을 것이라
고 예상한 가설 4를 지지하지 않는다.5)
5) 표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K-IFRS를 도입하지 않은 비상장기업의 2009년과 2011년의 감사보수에 대한 단변량분석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 2009년 감사보수보다 2011년 감사보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모형 4에서    
가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이는 이유는 통제변수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자산규모(     )가 증가한 것만큼
감사보수(     )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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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감사보수 검증 결과
             
                 
              식
모형 1

예상

종속변수

부호

모형 2

모형 3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모형 4
계수

t-통계량



(+/-)

8.043

72.508***

8.294

73.819***

9.220

32.140***

8.075

98.244***



(+)

0.040

2.434**

0.144

8.264***

0.057

2.437**

-0.045

-7.792***

  

(+)

0.358

77.846***

0.347

74.902***

0.308

26.681***

0.358

105.056***

   

(+)

0.177

10.862***

0.177

10.177***

0.385

6.467***

0.166

13.678***

  

(-)

-0.006

-13.006***

-0.007

-12.498***

-0.012

-7.639***

-0.006

-16.371***

  

(+)

-0.208

-13.065***

-0.235

-15.420***

-0.111

-2.367**

-0.231

-20.473***

  

(-)

-0.385

-7.684***

-0.594

-11.659***

-0.236

-1.653*

-0.509

-13.820***

  

(-)

-0.136

-12.140***

-0.170

-13.679***

-0.158

-4.536***

-0.152

-17.732***



(+)

0.040

2.733***

0.053

3.175***

-0.031

-0.757

0.053

4.675***

  

(+)

0.573

8.313***

0.273

5.852***

0.432

2.824***

0.359

9.078***

 

(+)

0.258

25.530***

0.272

25.440***

0.288

10.992***

0.261

34.027***



(-)

-0.081

-8.066***

-0.103

-8.512***

-0.088

-2.971***

-0.090

-11.277***



(+)

-0.053

-2.992***

-0.048

-2.810***

0.362

3.485***

-0.055

-4.507***



포함

포함

포함

포함

값

742.830***

749.403***

106.748***

1279.680***

0.497

0.500

0.527

0.477

11,247

11,247

713*2

10,534*2

 





주1) 변수의 조작적 정의 : (식1) 참조
주2)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양측검증)

모형 1부터 모형 4까지 기타 통제변수에 대한 결과는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는

모두 유의한 양(+)의 부호를 나타내고 t 통계량도 매우 높기 때문에 비상

장기업도 상장기업과 마찬가지로 기업규모가 감사보수의 주요한 설명변수임을 의미한
다.    도 모두 유의한 양(+)의 부호를 나타냄으로써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이 많
을수록 감사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 감사보수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는 모두
유의한 음(-)의 부호를 나타내고 유동비율이 낮을수록 유동성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감사보수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는 모두 유의한 음(-)의 부호를 나타남으로써 예
상과 다른 부호를 보였다. 따라서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부채비율이 단순히 감사위험
의 대용치 이외에 재무구조의 적정성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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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는 모두 유의한 음(-)의 부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용상･이호영(2009)의
연구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산수익률은 다른 통제변수들에 비해 감사보수를 설명하는
강건한 설명변수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는 모두 유의한 음(-)의 부호를 나타냄
으로써 순손실 기업일수록 감사보수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는 모형 1, 모형
2, 그리고 모형 4에서 유의한 양(+)의 부호를 나타냈다. 따라서 기업의 성장은 감사업무

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것이 감사보수에 반영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는 모
두 유의한 양(+)의 부호를 나타냄으로써 해외매출이 많을수록 감사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 감사보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감사인과 관련된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는 모두 유의한 양(+)의 부호를 나타냄
으로써 상장기업과 마찬가지로 비상장기업의 경우도 Big 4 회계법인의 감사보수가
Non-big 4 회계법인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는 모두 유의한 음(-)의 부호

를 나타냄으로써 상장기업과 마찬가지로 비상장기업의 경우도 초도감사에 대한 감사보
수 할인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은 모형 1, 모형 2, 그
리고 모형 4에서 유의한 음(-)의 부호를 나타내지만, 모형 3에서는 유의한 양(+)의 부호
를 나타남으로써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비상장
기업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일수록 감사보수가 낮지만, K-IFRS 도입 비상장기업의 경
우는 한정의견일수록 감사보수가 높으며, K-IFRS 도입 비상장기업일수록 감사의견에
더욱 민감함을 의미한다.
나. 자발적 도입기업 특성에 대한 검증 결과

다음 <표 5>는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비상장기업의 특성에 대한 로지스틱 회
귀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모형 5는  변수만을 포함하여 분석한 것이며, 1%
이내에서 유의한 양(+)의 부호를 나타냄으로써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의 종속기업인 경
우에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예상한 가설 5를 지지한다. 모형 6은 
변수만을 포함하여 분석한 것이며, 1% 이내에서 유의한 양(+)의 부호를 나타냄으로써
비상장기업이 상장예정인 경우에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예상한 가설 6
을 지지한다. 모형 7은  와  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한 것이며, 결과는 모형
5와 모형 6과 동일하다. 따라서 상장기업의 종속기업인 경우 지배회사가 국제회계기준

을 적용함에 따라 종속기업인 비상장기업도 회계기준의 충족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 편
의를 위하여 K-IFRS를 도입한 것으로 해석되며, 상장 예정기업인 경우 당해 연도 또는
직전 사업연도에는 K-IFRS를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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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 자발적 도입기업 특성 검증 결과
                   
            ∆    식 
모형 5

예상

종속변수

모형 6

모형 7

부호

계수

Wald 통계량

계수

Wald 통계량

계수

Wald 통계량



(+/-)

-15.105

260.035***

-18.393

418.322***

-15.145

261.015***

 

(+)

1.162

181.028***

-

-

1.152

177.282***

 

(+)

-

-

2.420

10.750***

1.898

6.515**

  

(+)

0.523

186.019***

0.672

337.292***

0.525

186.911***

  

(-)

-1.410

89.123***

-1.477

101.000***

-1.415

89.485***

  

(+)

-0.918

2.977*

-0.897

2.819*

-0.923

3.005*

  

(-)

0.318

6.398**

0.338

7.404***

0.324

6.637***



(+)

1.105

54.216***

1.255

72.958***

1.091

52.602***

  

(+)

-1.318

7.291***

-1.088

5.097**

-1.348

7.479***

∆ 

(+)

1.433

55.078***

1.367

51.629***

1.410

53.137***



포함

포함

포함

   

4,515.813

4,678.789

4,509.391

Chi  

797.050***

634.074***

803.472***



11,247

11,247

11,247

주1) 변수의 조작적 정의 : 식(2) 참조
주2)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양측검증)

모형 5부터 모형 7까지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기타의 변수
를 살펴보면,    은 모두 유의한 양(+)의 부호를 나타내어 자산규모가 클수록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은 모두 유의한 음(-)의 부호

를 나타냄으로써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는

모두 유의한 양(+)의 부호를 나타내어 성장률이 높을수록 K-IFRS를 자발적으

로 도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  는 모두 유의한 양(+)의 부호를 나타
냄으로써 K-IFRS를 도입하는 경우 감사인을 Big 4 회계법인으로 교체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러한 결과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한 Hung and Subramanyam(2007)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그들은 자산규모가 크고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이 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K-IFRS가 도입되면 Big4 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한 김용식･강선아(20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과    는 모두 유의한 음(-)의 부호를 나타내고,    는 모두
유의한 양(+)의 부호를 나타냄으로써 기존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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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분석
가. 대응표본에 의한 분석

감사보수를 결정하는 요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기업규모이다. 따라서
자산규모에 따른 대응표본을 선정하고 추가분석하였다. 모형 1-1과 모형 1-2는 2009년
을 기준으로 하고 모형 1-2와 모형 2-2는 2011년을 기준으로 하여 K-IFRS 도입 비상장
기업과 산업별로 자산규모가 유사한 비상장기업을 2개씩 선정하였다. 대응표본에 의한
분석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 대응 표본에 의한 분석
             
                 
              식
예상

종속변수

부호

2009년 대응표본
모형 1-1

2011년 대응표본

모형 2-1

모형 1-2

모형 2-2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

8.234

35.960***

8.250

34.169***

8.163

36.698***

8.476

35.568***

 

(+)

0.011

0.554

0.104

4.557***

0.002

0.092

0.071

3.129***

기타 통제변수

포함

포함

포함

포함

값

176.234***

170.561***

187.087***

169.317***

 




0.551

0.543

0.566

0.541

713*3

713*3

713*3

713*3

주1) 변수의 조작적 정의 : 식(1) 참조
주2)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양측검증)
주3) 대응표본 : 자산규모를 중심으로 2011년 자산규모가 가장 유사한 기업(산업표준분류 대분류 기준으로)을 각각 2개 기업을
선정함으로써 713*3 = 2,139개 이다.

모형 1-1과 모형 1-2는 2009년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며,  의 부호는 다
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비상장기업과
도입하지 않은 비상장기업의 도입 이전 감사보수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
한다. 모형 2-1과 모형 2-2는 2011년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며,  가 유의한
양(+)의 부호를 나타냄으로써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비상장기업의 도입 이후 감

6) K-IFRS 도입 비상장기업과 미도입 비상장기업간 t-test 결과, K-IFRS를 도입한 비상장기업의 자산수익률(     )이 미
도입한 비상장기업보다 높다. 그리고 순손실여부(     )와 해외매출비중(     )은 K-IFRS를 도입한 비상장기업
과 미도입한 비상장기업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통제변수간의 상호관계에 의해 나타난 결과로 해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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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수가 도입하지 않은 비상장기업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본
분석의 결과와 달리 대응표본으로 분석하는 경우에 K-IFRS 도입 이전에는 도입한 비상
장기업과 미도입한 비상장기업간에 감사보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지만, K-IFRS를 도입
한 비상장기업의 감사보수가 미도입한 비상장기업에 비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도입
이후에는 감사보수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K-IFRS의
도입이 감사보수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타 통제변수에 대한 결
과도 <표 4>의 결과와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분석

본 연구의 결과에서 K-IFRS를 도입한 비상장기업의 감사보수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으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왜곡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물가수준을 통제한 상황에서 K-IFRS 도입으로 인해 감사보수가 증가
하였는지 분석하고 그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분석
             
                 
              식
종속변수

예상부호




모형 3-1

모형 4-1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

9.445

32.746***

8.305

101.937***

(+)

0.007

0.313

-0.092

-15.823***

기타 통제변수

포함

포함

값

104.695***

1283.356***

0.522

0.477

713*2

10,534*2

 




주1) 변수의 조작적 정의 : 식(1) 참조
주2)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양측검증)

물가수준 통제를 위하여 K-IFRS 도입 이전과 이후인 2009년과 2011년의 감사보수를
2010년의 물가수준으로 조정한 후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감사보수뿐만 아니라

선행연구에서 감사보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기업의 총자산에 대해
서도 물가수준을 조정한 후 추가분석하였다.7) 모형 3-1은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7) 이명곤 등(2012)과 동일하게 한국은행의 2009년과 2011년의 소비자물가지수를 각각 97.129와 104로 보고 각 연도의 소비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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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기업만의 2009년과 2011년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며,  가 양(+)의
부호를 나타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따라서 <표 4>의 모형 3의 결과와 달리
물가수준을 통제한 후에는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도 감사보
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형 4-1은 K-IFRS를 도입하지 않
은 비상장기업만의 2009년과 2011년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며,  가 1% 이
내에서 유의한 음(-)의 부호를 나타냄으로써 <표 4>의 모형 4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기타 통제변수에 대한 결과도 <표 4>의 결과와 전반적으로 유사하다.
다. K-IFRS 도입 직전연도(2010년)와의 비교･분석

추가적으로 2009년을 제외하고 2010년과 2011년을 대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
구의 대상인 2009년도는 금융위기 직후이기 때문에 금융위기 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2010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표 4>의 결과와

동일하며, 모형 1, 모형 2, 그리고 모형 3에서  가 모두 1% 이내에서 유의한 양
(+)의 부호를 나타냄으로써 가설 1, 가설 2, 그리고 가설 3을 지지하는 본 연구의 결과

를 강건하게 한다. 단, 모형 4에서  가 5% 이내에서 유의한 음(-)의 부호를 나타
내어 본 연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가설 4를 지지하지 않는다. 기타 통제변수에 대한
결과도 <표 4>의 결과와 전반적으로 유사하다.
라. 업종별 분석

추가적으로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기타 업종으로 구분하여 <표 4>의 모형 3과 같
이 K-IFRS를 도입한 비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선형회귀 분석하였다. 표로 제시하지 않
았지만,  가 제조업은 1% 이내에서 유의한 양(+)의 값은 나타내고, 도소매업은
10% 이내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냈다. 건설업과 기타 업종에서는 모두 양(+)의

부호를 나타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따라서 K-IFRS를 도입한 비상장기업 중
에서 제조업에 속한 기업의 감사보수가 다른 업종에 속한 기업에 비해 더 많이 증가하
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지수로 2009년과 2011년의 감사보수와 총자산을 나누고 100을 곱하여 각 연도의 감사보수와 총자산을 2010년의 물가수준
으로 표준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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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감사인별 분석

추가적으로 감사인을 Big 4와 Non-big 4 그룹으로 구분하여 그룹별로 <표 4>와 동일
하게 선형회귀 분석하였다. 표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다음을 제외한 분석결과는 본 연
구 결과와 동일하였다. Big 4 그룹의 경우 모형 1에서  가 양(+)의 부호를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Non-big 4 그룹의 경우 모형 3에서  가 양(+)의 부
호를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Big 4 그룹의 경
우 K-IFRS 도입 이전에는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보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IFRS 도입 이후에는 도입한 기업의 감사보수가 미도입한 기업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

였다. Non-big 4 그룹의 경우 K-IFRS 도입 이전부터 도입기업과 미도입기업간의 감사보
수에 차이를 보이며 그 차이가 K-IFRS 도입 이후에 더욱 커졌으나(모형 1보다 모형 2
의 통계적 유의성이 더 커짐), K-IFRS 도입 기업만의 도입 전･후 감사보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
바. 상호작용 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발적으로 K-IFRS를 도입한 비상장기업과 미도입한 비상장기업간 비
교･분석과 K-IFRS 도입 이전과 이후에 대한 비교･분석을 분리하여 실시하였다. Kim et
al.(2012)은 두 변수를 하나의 모형에 포함하고 두 변수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도 Kim et al.(2012)이 제시한 모형을 이용하여 추가분석하
고, 그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관심변수인  ×  가 유의한 양(+)의 부
호를 나타냈다. 이것은 K-IFRS 도입 이후에 자발적으로 K-IFRS를 도입한 비상장기업의
감사보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와 일관된 결과이다. 단,  가 예상과
달리 유의한 음(-)의 부호를 나타냈다. <표 4>의 모형 4에서  가 유의한 음(-)의
부호를 보인 것처럼, K-IFRS를 미도입한 비상장기업의 표본수가 도입한 비상장기업의
표본수의 14배를 넘기 때문에  계수의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
다. 표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추가분석 (가)에서 실시한 대응표본을 이용한 분석에서 역
시  ×  가 유의한 양(+)의 부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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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상호작용 분석
          ×  
        
                 
              식
모형 8

예상

종속변수

부호

계수

t-통계량



(+/-)

8.399

108.035***

 

(+)

0.040

2.456**

 

(+)

-0.045

-7.743***

 ×  

(+)

0.103

4.495***

기타 통제변수

포함

값

1314.070***

  

0.498



22,494

주1) 변수의 조작적 정의 : (식1) 참조
단,   : i 기업이 K-IFRS를 도입한 기업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 t 년도가 2011년이면 1, 2009년도이면 0
주2)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양측검증)

Ⅴ. 결 론
IFRS는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으로서 피감사기업이 구체적인 회계처리를 선택하여 적

용하도록 한 규정중심의 과거 K-GAAP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IFRS 환경하에서는 기업
이 수행한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감사인이 판단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적 회계지식
과 감사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감사투입시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K-IFRS의 도입 이전과 이후인 2009년과 2011년에 비상장기업의 감사보수
자료를 이용하여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비상장기업과 도입하지 않은 비상장기업
간의 감사보수에 차이가 있는지와 각각의 비상장기업의 도입 이전과 이후간의 감사보
수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감사보수에 대한 분석결과,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비상장기업의 감사보수가
도입하지 않은 비상장기업에 비해 이전과 이후 모두 유의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또한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비상장기업의 감사보수가 도입하기 이전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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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유의하게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으나, 도입하지 않은 비상장기업은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대응표본을 이용한 추가분석의 결과에서 K-IFRS 도입 이전인 2009년에 자발적
으로 도입한 비상장기업과 도입하지 않은 비상장기업간의 감사보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결과를 보였으나, K-IFRS 도입 이후인 2011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나타냄으로써 K-IFRS를 도입한 비상장기업의 감사보수가 미도입한 비상장기업에 비해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추가분석의 결과에서 K-IFRS
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비상장기업의 도입 이전과 이후의 감사보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
다는 결과를 보였으나, 도입하지 않은 기업의 도입 이전과 이후의 감사보수는 유의한
음(-)의 부호를 보였다. 본 분석의 결과와 달리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비상장기
업의 감사보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보였으나, 도입하지 않은 비상장
기업의 감사보수가 유의하게 감소한 결과와 비교한다면 K-IFRS 도입 이후에 Big 4 회
계법인으로 감사인을 교체하고 감사절차가 증가하는 등의 이유로 감사보수가 추가적으
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미도입한 비상장기업의 감사보수처럼 음(-)의 부호를 보이지 않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발적 도입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 상장기업의 종속기업인 비상장기업과 상장 예정
인 비상장기업이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배회
사가 K-IFRS를 적용함에 따라 종속기업인 비상장기업도 회계기준의 충족 및 연결재무
제표 작성 편의를 위하여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하고, 상장 예정기업인 경우 당해
연도 또는 직전 사업연도에는 K-IFRS를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도입한 것으
로 해석된다. 또한 자산규모가 크고, 부채비율이 낮고, 성장률이 높은 비상장기업일수록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다는 결과를 보여 재무구조의 안정성과 건전성이 K-IFRS의

도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비상
장법인일수록 감사인을 Big 4 회계법인으로 교체함으로써 K-IFRS를 도입하는 기업이
Big 4 회계법인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한 비상장기업 감사시장 및 감사보수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비상장기업 감사보수의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
이 큰 문제점이다. 감사보수의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비상장기업 입장에서 적정수
준의 감사보수를 지불할 이유나 근거가 없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감사보수의 가이드라
인을 제시하는 등 비상장기업의 감사수임료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감사보수가
하락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회계법인간의 과당경쟁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외부감사대상
기준금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외부감사대상 기업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반대로 감
사인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감사수임경쟁의 정도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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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외부감사가 필요한 대상을 비영리단체에까지 확대하여 회계법인간의 과당경
쟁을 완화시키고, 회계법인이 주체적으로 적정수준의 감사보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비상장기업은 K-IFRS 도입 이후 물가상승률 정도의
감사보수가 증가하지만 K-IFRS를 미도입한 비상장기업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기 전에
도 감사보수가 하락하는 악순환에 처해 있다. 따라서 현재 2원화 되어있는 회계기준체
계를 단일화하여 비상장기업도 의무적으로 K-IFRS를 도입하도록 한다면 비상장기업이
적정한 감사보수를 지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피감사기업의 개별적인 특성이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거나 K-IFRS의 의무 도입 대상인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K-IFRS의 도입이 감
사보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는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경우 비
상장기업의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본 연구의 결과는 회계법인, 피감사기업, 감독당국에게 다음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
선,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비상장기업에 대해 감사품질
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적정 수준의 감사보수 청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비상장기업의 맞춤형 IFRS 전문가의 양성 및 지속적인 감사품질
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피감사기업인 비상장기업 입장에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정 수준의 감사보수를 부담함으로써
감사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비상장기업의 경우는 자발적 도입 의도와 합치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회계정보를 생
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감사인의 감사보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회계법인간 과당경쟁으로 감사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적정한 감사수임료를 받
을 수 있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오광욱 등(2009) 비상장기업 중 한정의견을 받은 기
업의 감사보수가 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의 감사보수보다 더 낮게 형성되는 연구 결과에
대해 감사계약 협상력이 감사인보다 비상장기업에게 집중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상장기업에 비해 월등히 낮은 감사보수를 지불하는 비상장기업의 경우 감사보수가 높
을수록 감사품질이 향상된다는 박종일･박정호(2013)의 연구결과는 비상장기업의 감사수
임료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마지막으로 외감법에서 정하고 있
는 외부감사의 대상을 120억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의무적으로 감사를 받아야하는
비상장기업의 수가 2천여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비상장기업의 회계투
명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전달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외부
감사 의무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가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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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비상장기업의 경우 감사시간의 공시의무가 없어 감사시간을 비교하여 분석하지
못하여 감사시간당 감사보수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없었다. 둘째, K-IFRS의 도입 효과를
살펴봄에 있어 2009년과 2011년의 표본만을 선정하여 도입 전･후 각각 1개 연도만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결과의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향후 비상장기업의 다양하고 장
기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감사보수 관련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K-IFRS
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비상장기업의 감사보수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경우에는 도입
이전과 이후에 유의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기업의 어떤
요인들이 감사보수를 증가시키고, 다른 어떤 요인들이 감사보수를 감소시키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논문편집위원회가 제정･공표한 ｢학술지 연구윤리

규정｣을 엄정히 준수하였습니다.”

32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 제57권 제1호(통권 제62호, 2015년 3월)

【 참 고 문 헌 】

강내철･김길훈, “기업실패위험이 감사보수결정에 미치는 영향”, ｢회계와 감사연구｣ 제41
권, 2005, pp. 219-239.
권수영･김문철, “감사보수의 결정요인과 감사보수체계 변화로 인한 효과분석”, ｢회계학
연구｣ 제26권 제2호, 2001, pp. 115-143.
권수영･손성규･이영한, “한국 감사시장의 적정감사보수 산정에 관한 연구”, ｢회계와 감
사연구｣ 제41호, 2005, pp. 27-64.
금융감독원,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발표, 2007, (보도자료, 2007.3.16.).
김용식･강선아, “K-IFRS 조기도입 유인과 성과 분석”, ｢회계저널｣ 제19권 제2호, 2010,
pp. 89-115.

김용식･강선아, “국제회계기준 도입계획이 감사인 선임과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회
계정보연구｣ 제30권 제2호, 2012, pp. 147-173.
김정애･최종서, “비상장기업의 자발적 K-IFRS 채택행위와 이익조정의 관련성”, ｢회계학
연구｣ 제39권 제4호, 2014, pp. 77-129.
노준화･배길수･조성하, “감사인 유지제도가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
29권 제1호, 2001, pp. 207-230.

박상훈･김용식･홍용식,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회계연구｣ 제16
권 제4호, 2011, pp. 245-272.
박종일･박정호, “비정상 감사보수와 이익조정: 비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세무와 회계저
널｣ 제14권 제3호, 2013, pp. 73-121.
오광욱･정석우･유승원, “비상장기업의 전기 한정의견, 감사의견개선 및 감사보수와의
관련성”, ｢회계학연구｣ 제34권 제3호, 2009, pp. 21-51.
우용상･이호영, “지급보증이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회계와 감사연구｣
제49권, 2009, pp. 43-74.
이명곤･장석진･조상민,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과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 ｢회계와
감사연구｣ 제54권 제2호, 2012, pp. 473-504.
이상철･박재완･정갑수, “초도감사의 감사보수 할인 현상에 대한 실증연구”, ｢회계와 감
사연구｣ 제53권 제2호, 2011, pp. 501-534.
이세용･송혁준, “감사보수 자율화 이후 감사보수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회계학연
구｣ 제30권 특별호, 2005, pp. 239-271.
이우재･오광욱･정석우,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비용과 기업특성”, ｢회계저널｣ 제20권

K-IFRS 자발적 도입 비상장기업의 감사보수 및 특성에 관한 연구❘김윤진･김용식･홍용식

33

제3호, 2011, pp. 297-327.
임석식･김경태･이영한, “K-IFRS 적용의 실무적 문제점과 대책”, ｢회계저널｣ 제18권 제4
호, 2009, pp. 127-159.
전영순･정도진,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대한 주가반응”, ｢회계와 감사연구｣ 제49권,
2009, pp. 241-282.

정영기, “국제회계기준 조기적용기업의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관한 연구”, ｢국제회계
연구, 제41권, 2012, pp. 293-322.
최관･백원선, “감사인의 유형과 감사품질 :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을 중심으로”, ｢회계학
연구｣ 제23권 제2호, 1998, pp. 49-75.
Armstrong C., M. Barth, A. Jagolinzer, and E. Riedl, “Market Reaction to the Adoption of
IFRS in Europe”, The Accounting Review Vol. 85 No. 1, 2010, pp. 31-61.
Ashbaugh, H., “Non-US Firms’ Accounting Standard Choices”,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Vol. 20 No. 2, 2001, pp. 129-153.
Christensen, H., E. Lee, and M. Walker, “Incentives or Standards: What Determines
Accounting Quality Changes around IFRS Adoption?”, Working Paper, AAA 2008
Financial Accounting and Reporting Section.
Cuijpers, R. and W. Buijink, “Voluntary Adoption of Non-Local GAAP in the European
Union: A Study of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European Accounting Review
Vol. 14 No. 3, 2005, pp. 487-524.
Daske, H., L. Hail, C. Leuz, and R. Verdi, “Mandatory IFRS Reporting Around the World:
Early Evidence on the Economic Consequence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46 No. 5, 2008, pp. 1085-1142.
Francis, J., “The Effect of Audit Firm Size on Audit Prices: A Study of the Australian
Market”,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6 No. 2, 1984, pp. 133-151.
Francis, J. and D. Stokes, “Audit Prices, Product Differentiation, and Scale Economies;
Further Evidence from the Australian Market”,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24 No. 2, 1986, pp. 383-393.
Francis, J. and D. Simon, “Test of Audit Pricing in the Small Client Segment of the U.S.
Audit Market”, The Accounting Review Vol. 62 No. 1, 1987, pp. 145-157.
Gassen. J. and T. Sellhorn, “Applying IFRS in Germany: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2006, Working Paper, Humboldt University of Berlin.
Griffin, P. D. Lont, and Y. Sun, “Governance Regulatory Changes, International Financial

34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 제57권 제1호(통권 제62호, 2015년 3월)

Reporting Standards Adoption, and New Zealand Audit and Non-Audit Fees:
Empirical Evidence”, Accounting and Finance Vol. 49 No. 4, 2009, pp. 697-724.
Goncharov, I. E. Riedl, and T. Sellhorn, “Fair Value and Audit Fees”, 2011, Working
Paper.
Hail, L, C. Leuz, and P. Wysocki, “Global Accounting Convergence and the Potential
Adoption of IFRS by the U.S.(Part Ⅰ): Conceptual Underpinnings and Economic
Analysis”, Accounting Horizons Vol. 24 No. 3, 2010, pp. 355-394.
Hung, M. and K. Subramanyam, “Financial Statement Effects of Adopting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The Case of Germany”, Review of Accounting Studies Vol.
12 No. 4, 2007. pp. 623-657.
Kim, J. B., X. Liu, and L. Zheng, “The Impact of Mandatory IFRS Adoption on Audit
Fees: Theory and Evidence”, The Accounting Review Vol. 87 No. 6, 2012, pp.
2061-2094.
Maher, M. W., P. Tiessen, R. Colson, and A. Broman, “Competition and Audit Fees”, The
Accounting Review Vol. 67 No. 1, 1992, pp. 199-211.
Palmrose, Z., “Audit Fee and Auditor Size : Further Evi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24 No. 1, 1986, pp. 97-110.
Tarca, A., “International Convergence of Accounting Practices: Choosing between IAS and
US GAAP”, Journal of Inter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 Accounting Vol. 15
No. 1, 2004, pp. 60-91.
Vieru, M. and H. J. Schadewitz, “Impact of IFRS Transition on Audit and Non-Audit Fees
: Evidence from Small and Medium-Sized Listed Companies in Finland”, The
Finnish Journal of Business Economics Vol. 59 No. 1, 2010, pp. 11-41.

K-IFRS 자발적 도입 비상장기업의 감사보수 및 특성에 관한 연구❘김윤진･김용식･홍용식

35

A Study on Audit Fee and Characteristics of
Unlisted K-IFRS Voluntary Adopters
Yoon-Jin Kim* / Yong-Shik Kim** / Yong-Sik Hong***

ABSTRACT
We investigate whether the audit fees in the pre (FY 2009) and the post (FY 2011) of K-IFRS
adoption between unlisted adopters and unlisted non-adopters are different, and which characteristics
make unlisted companies adopt K-IFRS voluntarily.
According to the result of audit fees, the level of audit fees of unlisted adopters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unlisted non-adopters in both of the pre and the post of K-IFRS adoption. In case of unlisted
adopters, the level of audit fees of the post of K-IFRS adoption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pre of K-IFRS adoption. In case of unlisted non-adopters, however, the opposite result is shown. With
matching sample, the level of audit fees between unlisted adopters and non-adopters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in the pre (FY 2009) of K-IFRS adoption, but the level of audit fees of unlisted adopters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unlisted non-adopters in the post (FY 2011) of K-IFRS adoption.
Additionally, the level of audit fees of unlisted adopters between the pre (FY 2009) and the post (FY
2011) of K-IFRS adoption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fter adjusting with inflation.
From the result of characteristics of voluntary adoption, unlisted companies adopt K-IFRS voluntarily
if they are the subsidiaries of listed companies or they prepare IPO (initial public offering). They also
adopt K-IFRS more voluntarily as the assets are greater, the liability ratio lower, and the growth rate
higher. And voluntary unlisted K-IFRS adopters are likely to change auditor to Big 4.
Th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about audit market and audit fees of unlisted companies are as
follows. First, the supervisory authority has to make a guideline of audit fees for unlisted companies to
regulate the excessively low audit fees. Second, accounting firms need not to unnecessarily compete with
one another, which means that accounting firms need to compete by audit quality not by audit fees to
maintain proper audit fees. Third, unlisted companies need to adopt K-IFRS mandatorily because
accounting comparability among unlisted companies is likely to drop if the supervisory authority permit
two GAAP system as current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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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of our study provide some implications to auditors, unlisted companies, and regulators.
First, auditors have to input sufficient audit time and effort and charge proper audit fees to improve
audit-quality. Second, unlisted companies have to do their best to increase the credibility and the
transparency of their financial information. Especially, voluntary unlisted K-IFRS adopters have to make
an effort to provide high-quality financial information to keep up with the goal of K-IFRS adoption.
Third, the supervisory authority has to monitor unnecessary competition among audit firms to maintain
proper audit fees and to improve audit quality. The regulator also has to make a policy to mitigate the
concentration of auditors to Big 4 because this phenomenon is getting obvious after the adoption of
K-IFRS. Finally, the number of unlisted companies that should be audited by independent auditors is
expected to reduce by 2,000 because the limit of assets whose companies should be audited revised from
10 billion won to 12 billion won according to the regulation about audi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mandatory auditees to increase accounting transparency and credibility.
Oh et al.(2009) document that unlisted companies with qualified audit opinion pay lower audit fee
while listed companies with qualified audit opinion pay higher audit fees. They interpret the result that
auditors are likely to require compensation of the increased audit risk for listed companies with qualified
audit opinion while auditors are likely to burden the risk of auditor switch for unlisted companies with
qualified audit opinion because auditees have more audit bargaining power than incumbent auditors in
case of unlisted companies. Park and Park(2013) document that the level of earnings management (both
of real and accrual-based) of unlisted companies are lower as abnormal audit fees are much higher. They
interpret the result that excessively low audit fees would deteriorate audit quality, and their result support
to regulate excessively low audit fees and to make unlisted companies pay proper audit fees.
Even though this study provides various implications to auditors, unlisted companies, and regulators, it
has some limitations about shortage and short-window data of unlisted compan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use or apply the results of this study.
Key Words : IFRS, K-IFRS, audit fee, unlisted compan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