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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회계정보의 질 리변수로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을 활용하여 감사품질이 회계정

보의 질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 다. 연구표본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유가증권 상장기업으로, 총 2,412 기업

-연도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 감사품질을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과 음(-)의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품질

이 우수할수록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이 낮은 것으로, 감사품질이 우수할수록 회계정보의 질이 높음을 의

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의하면 우수한 감사품질은 회계정보의 질 제고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본 연구는 변하는 감사환경에서 감사품질에 한 논란이 큰 이슈가 되는  시 에서, 수  높은 외부감사

의 효용을 제시함으로써 시의 하며 외부감사가 자본시장의 수꾼 역할을 하는 데에도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된다.

• 주제어 : 감사품질. 감사보수, 비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인규모,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

Abstract   We examined the effect of Audit Quality on Accounting Policy by using Book-Tax Difference 

Variability as the proxy of Accounting Information Quality. We used 2,412 sample data from 2010 to 2014. 

In short, the result of this study's is as followed. Audit Quality have a negative relevance with Book-Tax 

Difference Variability. Therefore we can support that the firm has a good Audit Quality shows the better 

Accounting Information Quality according to this study. 

  This study contributes as follow. we can confirm how does Audit Quality affect Accounting Policy by 

this study’s result. We hope that this study can be helped development of capital market and give a good 

news to investors on firms that has a good Audit Quality

• Key Words : Audit Quality, Audit Fee, Non-Audit Fee, Audit Time, Audit Size, Book-Tax Difference 

Var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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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회계감사(監査)는 감시(監視)와 조사(調査)행 이다.1) 

리·비 리 조직 모두 회계기 에 따라 지난 1년 간의 

운 실 과 시 의 재무상태를 재무제표로 작성해야 

하며 이러한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회계감사를 통해 인증 

받는다. 그러나 부분의 기업들이 투명공개를 그다지 

선호하지 않으며, 각자의 상황과 여건에 맞추어 기업입

맛 로 최소한만 알리려는 것이 실이다.[3] 이로 인해 

공익보호를 해 투명 공개하는 방법으로 외부회계감사

가 외부감사에 한 법률(이하 외감법)로 강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외부감사인이 공익보호를 한 자본시장의 

수꾼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은 자본시장에 있

어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13].

그러나 최근 변하는 감사환경에서 외부감사인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에 한 의문은 여 하다. 특히 2016

년 3월 29일 우조선해양의 외부감사법인인 딜로이트 

안진은 우조선해양의 2015년 추정 업손실 5조 5천억 

 약 2조원을 2013년과 2014년 재무제표에 나눠 반 해

야 한다며 이를 정정할 것을 우조선해양에 요구했다. 

이와 같이 수정하면 우조선은 2013년 4,409억 흑자로 

보고한 업이익이 7,700억 자로 바 며, 2014년 4,711

억 흑자로 보고한 업이익이 7,430억 자로 바 다. 이

처럼 우조선해양의 외부감사법인인 딜로이트 안진이 

뒤늦게 이와 같은 회계오류를 발견하고 회사 측에 수정

을 요청하 으나, 이와는 별개로 여 히 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과 안진회계법인의 부실감사 책임론이 제

기되고 있다[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부감사법인의 감사품질에 다시 

주목하 다. 외부감사품질 련 선행연구([5])에서는 감

사품질이 높을수록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가 낮음을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확장하여 감사품질과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 간의 련성을 검증하

다. [15]는 매 회계연도의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의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정보가 

경 자의 재량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가늠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그 기업의 회계이익정보에 불확실성

이 높음을 알려주는 신호(sign)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

다. 한 [11]은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과 재량

1) [8]은 감사품질을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의 오류를 적절하
게 발견할 가능성과 이를 독립적으로 보고할 가능성의 결합
확률의 기대치로 정의하였다. 

 발생액 간의 련성을 통해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 정보가 회계정보의 질 측정치로서 그 신뢰성이 

있음을 보고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회계이익-과세

소득 차이 변동성 정보를 회계정보 신뢰성의 리변수로 

활용하 다.

분석결과, 감사품질이 높을수록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품

질이 높은 기업일수록 상 으로 신뢰할 수 있는 회계

정책을 보유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의하면, 기

업들은 높은 수 의 감사품질을 유지함으로써 회계정보

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시장참여자들에

게 좋은 신호(good news)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

구배경  연구목 을 간략히 제시하 다. 제2장 이론  

배경  선행연구에서는 기업설명회  재무지표 련 

이론  배경  련 선행연구를 논의한다. 제3장 연구설

계에서는 연구가설  이를 검증하기 한 연구모형을 

제시한다. 한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조작  정

의를 제시하고, 연구표본 선정과정을 제시한다. 제4장 실

증분석에서는 본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를 제시한다. 

제5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한다. 

한 본 연구의 한계   미래 방향에 해 논의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1 감사품질

회계감사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 실 을 외부인에

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행 로, 감사인의 문성과 독립

성이 감사품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엄격한 회계 

문 능력시험을 통해 검증된 공인회계사는 그 자체로 

기본 인 문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나, 모든 감사

인이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게 실이다. 

감사인이 독립성을 갖추기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 , 외감법 제4조는 “회계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

다”고 명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래나 계약이라는 표

이 아니고 선임·지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

러나 피감 상기업이 감사인을 마음 로 선임할 수 있고, 

회계감사인 선임보수에 한 어떤 규정도 두지 않아 피

감사기업이 으로 감사인을 선택·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객  투명회계정보의 공개를 원하

지 않거나 극단 으로 주  분식회계자료를 외부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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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려 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자기 이익에 반하여 완

히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회계감사인을 선택하지 않을 여

지가 있다[13]. 

한 기업은 내부 회계정보의 공시자로, 외부회계감사

의 실질 수혜자는 기업이 아니고 외부의 이해 계자이다. 

그러나 기업의 외부이해 계자가 감사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받는 (투명공개를 꺼리는) 기업이 감사

비용을 신 지불한다. 따라서 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감사인이 자신의 서비스를 구입하는 고객의 요구를 

거 하기란 쉽지 않은 게 실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실을 반 하여 감사품질 련 연

구도 많이 진행되었다. 감사품질 련 연구는 크게 다음

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감사품질에 향을 

미치는 기업특성요인에 한 연구([11] 등)이다. 둘째, 감

사품질의 리변수(proxy variables)에 한 연구([16])

이다. 셋째, 감사품질이 기업의 회계처리에 미치는 연구

([5] 등)이다. 여기서 본 연구는 감사품질이 기업의 회계

정책에 미치는 선행연구를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

동성 변수를 활용하여 확장하고자 한다.

1.2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

[15]에서는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정보의 한계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첫째, 경 자의 의사결정이나 

경 활동은 매년 다를 수 있는데 반해, 회계이익-과세소

득 차이는 특정 연도의 상황을 반 하는 한정된 정보이

다. 둘째,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는 (경 자의 재량  

회계처리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나) 회계와 세법 간의 기

계  차이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회계이익-

과세소득 차이 정보에는 이러한 회계-세법 간의 기계  

차이 정보가 혼재되어 포함되어 있다. 

이에 [1,4]에서는 다음과 같은 에서 회계이익-과세

소득 차이 변동성 정보의 유용성을 제시하 다. 첫째, 회

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은 매 기간 다를 수 있는 

경 자의 의사결정에 한 시계열  속성을 반 하므로, 

특정 회계연도의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보다 미래 경

자 행동과 기업가치를 상하는 데 있어 한층 더 유용

할 수 있다. 둘째, 만약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가 주로 

이익조정에 의해서 발생되었다면 이는 반 상을 수반

하게 되고, 따라서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이 높

게 나타날 것이다. 즉, 매 회계기간의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의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정보가 경 자의 재량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가늠할 수 있으며 이는 곧 해당 기업 이익정보의 불확실

성이 높음을 알려주는 시그 (signal)이 될 수 있을 것이

다[6].

 아직까지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에 한 연

구는 많지 않다. 먼  [15]는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

동성이 클수록 내재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이 증가함

을 보고하 다. [6]은 외국인투자자의 비 이 높을수록 

해당 기업의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이 낮음을 

보고하 다. [11]은 내부 회계공시 문인력을 보유한 기

업이 그 지 않은 기업에 비해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이 낮음을 보고하 다. 

3. 연구설계
3.1 가설설정

지 까지 감사품질 련 선행연구에서는 높은 감사품

질을 가진 감사인은 그들 본연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궁극 으로는 기업의 회계정보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7] 그러나 최근 감사환경이 

변하고 있으며, 감사실패에 한 보고들이 이어지고 

있는 을 고려하면 이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여 한 의문에 한 실

증  답을 구하고자 새로운 회계정책의 질 리변수를 

활용하여 외부감사인 감사품질의 효과  유용성을 검증

하고자 한다. 이를 해 [15]에서 제시한 회계이익-과세

소득 차이 변동성을 본 연구의 회계정책의 질 리변수

로 활용한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일부가 이익조정에 의해서 발생되었다면 이는 

곧 반 상을 수반하므로 매 회계연도의 회계이익-과

세소득 차이의 변동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즉 매 

회계연도의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경 자의 기회주의  행동으로 인해 그 차이가 발

생한 것으로 가늠할 수 있으며 이는 곧 해당 기업의 회계

이익의 질이 낮음을 나타내는 신호(signal)로 간주 할 수 

있을 것이다[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사품질과 기업의 회계정책의 

질 간의 련성을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 정보

를 활용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외감법의 취지 로 높은 

감사품질을 가진 외부감사인이 경 자의 압박과 통제에

도 불구하고 그들 본연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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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재무제표의 신뢰도를 높인다면, 감사품질이 높은 

기업이 그 지 않은 기업에 비해 상 으로 회계이익-

과세소득 차이 변동성이 낮을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이

에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연구가설) 감사품질이 높은 기업이 그 지 않은 기업

에 비해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

이 낮을 것이다. 

3.2 연구표본

본 연구에서는 2010년-2014년까지 한국증권거래소 상

장기업  융업을 제외한 12월 결산법인을 상으로 

연구표본을 선정하 다. 총 3,013개 표본  결측치를 포

함한 139개 표본을 제외하고, 평균±3(표 편차) 범 를 

벗어나는 극단치 462개 표본을 제외하 다. 따라서 총 연

구표본 수는 2,412개이다. 

3.3 연구모형

3.3.1 가설검증 연구모형

std-BTDt 

= α1 + β1(AF, Non-AF, AT, BIG4)t 

 + β2SIZEt + β3LEVt + β4ROAt + β5LPt + β6OWNt 

 + β7FORt + β8LOSSt + β9∑IND + β10∑YEAR

선행연구에서는 체로 감사보수(AF), 비감사보수

(Non-AF), 감사시간(AT), 그리고 감사법인규모(BIG4) 

수 이 높을수록 감사품질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 다. 

따라서  연구모형에서 감사품질 독립변수의 계수값 β1

이 음(-)의 값을 나타낸다면 본 연구가설이 지지된다고 

할 수 있다.

3.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모형 변수의 조작  정의는 다음과 같다. 먼  

종속변수인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std-BTD)

은 3년간 법인세차감 손익-실질법인세부담액의 표 편

차로 측정하 다. 한 독립변수  감사보수(AF), 비감

사보수(Non-AF), 그리고 감사시간(AT)은 실 측정치에 

자연로그 취한 값으로 산출하 다. 한 독립변수  감

사인규모(BIG4)는 감사법인이 BIG4 감사법인2)이면 1, 

2) 2016년 현재 국내 회계법인 중 Big4 감사법인은 삼일회계법인, 
삼정KPMG, 딜로이트안진, 그리고 EY한영이다.

그 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Dummy Variables)

이다. 통제변수로, 기업규모(SIZE)는 총자산을 자연로그

한 취한 값으로 산출하 으며, 부채비율(LEV)은 총자산 

비 총부채로 측정하 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은 연

평균총자산 비 당기순이익으로 측정하 으며, 상장기

간(LP)은 해당 기업의 상장기간을 자연로그 취한 값으로 

산출하 다. 한 주주지분율(OWN)은 보통주 발행 

총주식수 비 주주1인  특수 계자의 지분율로 측

정하 으며, 외국인지분율(FOR)은 보통주 발행 총주식

수 비 외국인투자자 지분율로 측정하 다. 기손실여

부(Loss)는 해당 기업이 기손실기업이면 1, 그 지 않

으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그 외 연도  산업별 

차이를 통제하기 해 연도더미(YEAR)와 산업더미

(IND)를 통제변수에 포함하 다.     

4. 실증분석
4.1 기술통계량

다음 <Table 1>은 기술통계량 분석결과이다. 본 연구

표본의 감사보수(AF)는 평균 1억 300만원 수 이며 비

감사서비스보수(Non-AF)는 평균 3천 2백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한 감사시간(AT)은 평균 1,320시간 정도이

며, 약 69%의 기업들이 BIG4 회계법인에서 감사 받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술통계량을 살펴본 결과 다수 

변수들의 평균값과 수 간의 차이가 표 편차를 고려 

시 크지 않으므로, 본 연구표본이 정규분포를 가정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단된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3) 

Mean Median Std.
Deviation MIN MAX

AF 11.35 11.26 1.008 .654 13.37

Non-AF 3.205 0.000 4.950 -11.30 17.64

AT 6.882 6.847 .836 .714 9.054

BIG4 .697 1.000 .471 -.686 2.078

std-BTD .031 0.023 .027 -.050 .140

SIZE 25.84 25.68 2.312 1.519 30.53

LEV 1.162 0.973 .895 -1.469 3.808

ROA .026 0.028 .071 -.189 .233

LP 2.913 2.996 .649 .624 4.794

OWN .397 0.393 .170 -.101 .900

FOR .085 0.043 .103 -.216 .400

loss .117 0.000 .327 -.840 1.067

3) 감사품질 대리변수의 기술통계량은 실제 값이 아니라 표준화
한 값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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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regression

std-BTD
Coef t p

AF6) -.002 -1.637 .102

SIZE -.001 -.465 .642

LEV .000 .152 .879

ROA .048 2.257 .025

LP .007 3.105 .002

OWN -.002 -.238 .812

FOR -.010 -.694 .488

loss .028 6.105 .000

F 7.120

adjusted R2 .121

std-BTD
Coef t p

Non-AF -.001 .441 .659

SIZE -.001 -.089 .929

LEV .001 .326 .744

ROA .047 2.240 .026

LP .007 3.141 .002

OWN -.002 -.224 .823

FOR -.009 -.587 .558

loss .028 6.101 .000

F 7.119

adjusted R2 .121

std-BTD

Coef t p

AT -.007 2.219 .027

SIZE -.002 -1.823 .069

LEV -.001 -.395 .693

ROA .049 2.320 .021

LP .007 2.975 .003

OWN -.002 -.237 .813

FOR -.016 -1.135 .257

loss .028 6.147 .000

F 7.806

adjusted R2 .133

4.2 상관관계 분석

다음 <Table 2>는 가설검증에 앞서 주요 변수들 간의 

Pearson 상 계 분석결과로, 다른 실험변수 는 통제

변수 등의 향을 고려하지 않은 이변량 상 계수를 나

타낸다.4) 분석결과, 감사품질 변수인 감사보수(AF), 비

감사보수(Non-AF), 감사시간(AT), 감사인규모(BIG4)는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std-BTD)과 음(-)의 상

계를 나타냈다. 한편, 이러한 상 계 분석결과는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std-BTD)에 향을 미

칠 것으로 상되는 통제변수를 미포함한 상태에서의 결

과이므로 그 해석이 매우 제한 이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통제변수를 고려한 후에 감사품질과 회계이익-과

세소득 차이 변동성(std-BTD) 간의 련성을 검증하고

자 한다.

<Table 2> Pearson Correlation5)

std
-BTD AF Non

-AF AT BIG4

AF
-.194**

.000

Non-AF
-.856** .329**

.000 .000

AT
-.235** .237** .405**

.000 .000 .000

BIG4
-.017 -.010 .011 .012

.753 .853 .830 .821

SIZE
-.907** .195** .806** .278** .015

.000 .000 .000 .000 .777

Notes) ** and * is significant level at the 1% and 5% 
respectively (two-tailed)

4.3 다중회귀분석

다음 <Table 3>은 다 회귀분석을 통해 본 연구가설

을 검증한 결과로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품질 변수  

감사보수(AF)는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std-BTD)

과 음(-)의 련성을 나타냈으나, 유의수 이 10% 정도

로 나타났다. 둘째, 감사품질 변수  비감사보수(AF)는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std-BTD)과 음(-)의 

련성을 나타냈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감사품질 변수  감사시간(AT)은 회계

4) 지면 상의 제약으로 인해 상관관계 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 결과만을 제시한다.

5) 두 변수간 선형적인 상관관계의 크기를 모수적(parametric) 
방법으로 나타내는 경우 피어슨 상관관계를 분석하며 이 경
우 오른쪽 위쪽에 표시하나, 본 연구에서는 가독성의 이유로 
왼쪽 아래에 표시하였다. 

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std-BTD)과 5% 유의수

에서 음(-)의 련성을 나타냈다. 넷째, 감사품질 변수  

감사인규모(BIG4)는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

(std-BTD)과 5% 유의수 에서 음(-)의 련성을 나타

냈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높은 수 의 감사품질은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std-BTD)에 일정 부분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된다. 즉, 기업이 높

은 수 의 감사품질을 갖춘다면, 이는 기업이 작성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 향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된다. 

따라서, 감사품질이 높은 기업이 그 지 않은 기업에 비

해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이 낮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은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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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d-BTD
Coef t p

BIG4 -.003 -2.440 .015

SIZE -.001 -.321 .749

LEV .000 .249 .804

ROA .043 2.010 .045

LP .007 3.122 .002

OWN -.002 -.304 .761

FOR -.013 -.914 .361

loss .027 6.075 .000

F 7.223

adjusted R2 .123

5. 결론
공인회계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공포돼 2016년 9월

말부터 외부감사인은 감사계약 체결 인 피감사기업에 

해서는 회계기록, 재무제표 작성, 그리고 내부감사업무 

행뿐만 아니라 자산 등에 한 실사, 자문 업무도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기업과 외부감사인의 유착 가능성을 

사 에 차단함으로써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다. 한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의 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어 표이사의 공인회계사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강경 제재 법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7) 

이는 최근 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계기로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와 도덕  헤이를 지탄하는 비난여

론이 높아지자 애  과잉규제로 철회 권고를 받았던 부

실감사 회계법인 표의 자격박탈 제재 법안이 수정 상

정되었고 이를 규제개 원회에서 승인되면서 이 지

고 있다.

외부감사는 특성상 부실감사가 발생할 경우 기업은 

물론 상장법인의 경우 투자자에게까지 피해가 범 하

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외부감사

품질이 기업의 회계정책에 미치는 향을 회계이익-과

세소득 차이 변동성 정보를 리변수로 활용하여 검증하

다. 분석결과, 체로 감사품질 수 이 높은 기업일수

록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 수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수 의 감사품질이 피감사기업 회

계정보의 신뢰성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6) 감사보수는 기업규모와 다중공선성이 높게 나타나, 그 해석에 
있어 매우 제한적이다.

7)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안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6년 6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2016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최근 변하는 외부감사환경에서 감사품질

의 요성  그 유용성을 실증 으로 제시하 다는 

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회계감사의 부

실 한 최근 우조선해양 기의 한 요인으로 지 되

고 있는  시 에서 매우 시의 한 연구로 기 된

다.8) 한편, 감사품질 련 연구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은 감사품질의 리변수에 한 것으로, 아직까지 련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감사품질의 리변수에 한 의

문이 있는 것도 여 하다. 따라서 추후 좀 더 정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감사품질의 리변수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한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정보를 활용함에 있어 다양한 과세소득의 측정방법이 있

으며 일부의 경우 이들 측정치에 따라 분석결과에 다소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통일된 과세소득 측정치

에 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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