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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정부기금의 대손충당금비율 차이에 대한 연구이다. 특히 기금을 관리

주체별로 분류하여 회계보수주의 및 이익조정에 따라 대손충당금비율을 달리 설정

하는지를 살펴본다.

회계보수주의는 장부작성주체에 대한 감시에서 비롯된다. 즉 장부작성주체에 대

한 내 외적 통제가 큰 경우, 자산의 과다계상으로 인한 감시비용을 줄이기 위해 보

수적 회계처리를 하게 된다. 보수주의와는 별개로 준정부기관인 민간관리기금은 인

센티브 및 높은 평판을 위해 대손충당금비율을 이용해 이익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

우선, 기금관리주체에 따른 보수주의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금에 대한 통제의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기금은 관리주체별로 정부관리기금과 민간관

리기금으로 구분된다. 민간관리기금은 외부회계법인의 회계감사, 기획재정부의 공공

기관경영실적평가, ‘알리오’를 통한 정보공시, 기금운용심의회의 필수적 설치, 기금이

발생한 한국적 상황에 따라 정부관리기금에 비해 보다 큰 감시 하에 있다. 이에 따

라 정부관리기금에 비해 높은 감시 하에 있는 민간관리기금이, 회계보수주의에 근

거하여 대손충당금비율을 더 높게 설정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나아가 정부기금은 중앙관서의 감시 하에 놓인다. 중앙관서의 장은 본인이 소관

하는 기금의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중앙관서의 재무제표를 만들게 되므로 간접적으

로 기금을 통제할 여지가 있다. 만일 민간관리기금이 정부대상부처가 아닌 대민부

처의 소관 하에 있다면, 민간관리기금은 대민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여지가 크므

로 높은 국민의 관심과 접근성으로 인해 대손충당금비율을 높게 설정할 유인이 있

다. 따라서 정부부처에 소속된 경우에 비해, 민간관리기금은 대민부처에 소속된 경

우 대손충당금비율을 보다 높게 설정할 여지가 있다. 나아가 준정부기관인 민간관

리기금은 기획재정부의 고객만족도 조사의 대상으로써 고객만족도 조사를 받는다는

점에서 정부관리기금에 비해 국민으로부터 보다 큰 감시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관리기금에 비해, 민간관리기금은 대민부처에 소속되어있는 경우 대손

충당금비율을 보다 높게 설정할 여지가 클 것이다.

준정부기관인 민간관리기금은 이익조정의 유인이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공공기

관의 경우 전기당기순손실의 보고여부, 기관의 차기예산, 전년 대비 이익감소의 회

피, 정치적 요인 등이 이익조정의 유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근거하면 전기당기순

손실은 기금의 전기재정운영결과를 의미하므로 공공기관이 전기당기순손실이 발생

한 경우 이익을 상향조정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간관리기금이 전기재정운영결과



가 순손실인 경우 양(+)의 이익조정을 할 여지가 크다. 나아가 자산운용평가결과에

따라 기관의 차기예산이 영향을 받으므로 이익을 상향조정 할 유인이 있다. 즉 자

산운용평가결과가 낮아 발생한 패널티로 인해 삭감된 운영비를 상쇄하기 위해, 양

(+)의 이익조정으로 재정건전성을 높여 공공기관경영실적평가를 좋게 하려할 수 있

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은 전년 대비 이익감소를 회피하기 위해 이익을 상향조정 하

게 된다. 이에 기금은 전기재정운영순원가가 높거나 전기재정운영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 전년대비 이익감소를 회피하기 위해 양(+)의 이익조정을 할 여지가 있다. 또한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이익조정을 할 수 있다. 국가재무제표의 자산 과다계상이나

비용과소계상으로 인한 보상의 가능성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

으나, 국가재무제표의 결과에 따른 정치적인 압박이나 임기의 연장 가능성은 여전

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관리기금에 비해 준정부기관인 민간관

리기금은 공공기관 인센티브와 평판 등으로 인해 이익조정을 할 여지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보수주의 정도는 대손충당금비율로 판단한다. 즉 보수적 성향이 높

은 경우 대손충당금을 높인다는 전제 하에 분석을 진행하였다. 나아가 이익조정의

정도 역시 대손충당금비율로 판단한다. 즉 이익조정 성향이 높은 기금의 경우 대손

당금비율을 낮춘다는 가정 하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보수주의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시가 높을수록 보수적인 회계

처리를 한다는 가설과 일치하게, 내·외부 감시가 높은 민간관리기금의 단기미수채권

대손충당금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정부관리기금에 비해 민간관리기금은 대민

부처에 소속된 경우 대손충당금비율을 높이는 경향을 보였다. 민간관리기금이 대민

부처의 소관 하에 있는 경우에는 대민과 관련된 업무를 할 여지가 크므로 높은 국

민의 관심 하에 있고, 나아가 고객만족도 조사를 받는다는 점에서도 정부관리기금

에 비해 보다 큰 감시 하에 있기 때문이다.

이익조정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관리기금에 비해 민간관리기

금은 전기재정운영성과가 낮은 경우 당기대손충당금비율을 낮추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전기재정운영성과가 민간관리기금의 이익조정의 유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정부산하기관인 민간관리기금은 공공기관 인센티브 하에서, 재정운영결과를 양

호하게 하여 수익을 냄과 동시에 순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평판을 위해라도 이

익조정을 할 유인이 있다.

둘째, 연도를 통제한 경우, 통제 전후에 있어 주요 회귀계수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연도가 각 기금의 대손충당금비율에 큰 영향이 없음을 의미한다. 기금의 특성

상 단년도회계로 운영되지 않고 독자적 재원으로 다년간 이루어지는 사업이 대부분



이라는 점에서, 시계열상의 경기의 변동 등에 영향을 받을 여지가 예산에 비해 크

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셋째, 부처를 통제한 경우, 전기재정운영순원가만이 일관적으로 민간관리기금의

이익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기금관리주체가 전기재정운영결과를 통제

하기보다 전기재정운영순원가를 통제하는 것이 더 용이하기 때문일 것이다.

넷째, 민간관리기금이 이익조정을 함과 동시에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보수주의와 이익조정이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민간관리기금이 보수주의 하에서 최대한 본인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정부기금회계에서 보수주의와 이익조정이 나타난다는 결론은 기금관리주체

와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보수주의와 관련하여, 첫째, 정부관리기

금보다 민간관리기금이 더 큰 감시 하에 있다는 것이다. 명칭상 민간이라고 한 것

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지 않아서 붙여진 이름에 불과하고 실제적으로 정부산하

기관에 의해 기금이 운용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큰 감시를 받는다. 따라서 기금

의 독자적 운영을 원한다면, 실제적으로 독립된 관리주체를 찾아서 기금을 운용해

야 할 것이다. 둘째, 기금관리주체에 대해 감시를 할 경우, 재무제표 상의 대손충당

금과 같은 재량적 지표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검토 후, 재무제표에 보수적

성향이 나타나거나 이익조정이 일어난다면 재무제표 작성이 적절한지 판단할 필요

가 있다. 보수주의는 궁극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좋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지

나친 보수주의는 이익의 감소를 유발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과도한 보수주적 회계처

리를 판단하여 조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만일 이익조정의 성향이 나타난다면 재무제표를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

가 있다. 이익조정은 재량적 지표를 조정하여 재무제표를 왜곡시킬 여지가 있으므

로, 재량지표에 대한 감시를 통해 재정건전성과 회계처리의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

이다. 넷째, 전기재정운영결과나 전기재정운영평가보다는, 전기재정운영순원가가 이

익조정의 유인으로써 대손충당금비율에 일관된 영향을 미치므로 재정운영결과 뿐만

아니라 재정운영순원가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끝으로, 기금의 대손충당금비율의 적정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기금의 대손충당금은 설정방법만을 고시할 뿐이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일부 선행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간의 대손충당금비율에 큰 차이가 있어

정부가 충당금비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의 경우 업무가 다양하며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매출

채권의 회수정도는 정부정책에 영향을 받을 여지가 있다. 따라서 구체적 가이드라



인을 제시하는 것은 통합적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오히려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

서 기금업무를 정확히 분석하기 전에는, 대손충당금비율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제

시하기 보다는 충당금비율을 과도하게 높이 설정하거나 애초에 충당금을 인식하지

않은 기금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손충당금비율을 지나치게 높게 설

정한 경우는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의지가 낮은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대손충당금

을 인식하지 않은 경우는 미래에 대한 예측부족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표본의 극단치에 있는 기금의 대손충당금비율을 우선적으로 검토한 이후 타 기금

에 대한 대손충당금비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손충당금비율이 적절한지를 판단

하기 위해 무엇보다 대손충당금인식의 회계처리를 살펴봐야 한다. 현재 생산되는

재무제표의 주석 등을 통해서는 충당금인식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민간관리기금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상에서도 인식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내용

을 찾을 수 없다. 대손충당금인식에 대한 근거는 합리성 판단의 중요한 지표가 되

므로 면밀한 근거가 재무제표의 주석 등이나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상으로 제시되어

야 할 것이다. 재정분석 지표에 대손충당율이나 전기대비 대손충당율 증감지표를

추가하여 재정분석의 지표나 참고지표 등으로 활용하여 대손충당금의 효율적인 관

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현재의 회계감사수준을 보다 상향할 필요가 있으

며 정부관리기금에도 외부회계감사를 적용하여 명실상부한 외부통제기제로 정착시

킬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장부작성주체에 대한 교육을 통해 회계처리의 중요성

을 인식시키고 궁극적으로 재무제표작성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

다.

주요어: 정부기금, 대손충당금비율, 보수주의, 이익조정, 정부관리기금, 민간관리기금

학 번: 2009-2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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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정부기금의 대손충당금비율 차이에 대한 연구이다. 특히 기금을 관리

주체별로 분류하여 회계보수주의 및 이익조정에 따라 대손충당금비율을 달리 설정

하는지를 살펴본다. 본 연구를 통해 정부기금의 대손충당금비율 설정의 특성을 알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합리적인 대손충당금비율 설정에 대한 기초를 마련하

여 기금회계처리의 신뢰성과 재무제표를 통한 기금평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

다.

발생주의 및 복식부기회계는 2007년 지방자치단체를 시작으로 하여 2011년에는

중앙정부에 전면 도입되었다. 현재 각 중앙관서 등은 국가회계법 등에 근거하여 매

회계기간 국가회계실체(national government accounting entity)의 재무제표를 작성

하여 감사원의 결산을 거친 후 국회의 심사를 받는다. 발생주의 및 복식부기회계를

이용한 재무제표 작성은 기존의 단식부기 및 현금주의의 회계처리에서 할 수 없었

던 신뢰성 있고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여 정부회계의 투명성과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자의 결정에도 도움을 줄 뿐만 아

니라 국가의 재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감시기제로도 이용될 수 있으므로 정부, 지

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생성하는 재무정보는 많은 가치를 지닌다.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기존의 단식부기 및 현금주의와 별도의 특징적

인 회계처리가 있다. 그 중 대손충당금은 비용의 적절한 기간배분을 통해 정확한

기간손익을 결정하는 제도적 장치로써 발생주의 회계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제

도중의 하나이다(김봉환, 2013b). 중앙부처는 미수채권의 대손예상액이나 대손추정

방법을 해당부처의 재량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며(김봉환, 2013a), 지방자치단체

역시 과거의 경험률 등에 근거하여 미수세금과 미수세외수입금을 자율적으로 추산

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다(정창훈·유갑열, 2015). 이러한 점에서 각 회계실체

의 대손충당금비율 설정에는 재무제표 작성주체의 재량이 반영된다.

대손충당금비율 설정에 재량이 인정될 경우 순자산 및 수익 등의 재무정보는 재

무제표 작성자의 의도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나아가 대손상각비설정은 비용에 반

영되어 재정운영순원가 및 재정운영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대손충당금비

율 설정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합리적인 충당금비율 설정의 기초가 될 뿐만이 아

니라 회계처리의 신뢰성과 재정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정확한 회

계정보 산출을 통해 미래 세대들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

게 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허웅·윤성식,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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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을 인식하는 것은 미래 손실을 예측하고 현재에 그 비용을 미리 반영

한다는 점에서 회계보수주의의 적용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회계원칙인 회

계보수주의가 대손충당금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회

계보수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대손충당금비율 설정에 유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국회, 감사원, 시민단체, 혹은 일반 국민의 감시 하에 있는 재무제표

작성주체는 자산이나 수익의 과다계상으로 인한 감시를 회피하기 위해 보수적 회계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손충당금비율을 높이는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

(김봉환, 2013a, 2013b).

회계보수주의와는 별개로, 대손충당금비율이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선

행연구가 있다. 주로 기업과 은행을 대상으로 한 연구(문현주, 2004; 지현미 박홍조,

2006; 강태호 양규혁 이문식, 2009; 최서연·박해영, 2009; 강태호, 2010; 배수현·김종

두, 2012)가 많으나 최근에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도

볼 수 있다(이수연 이호영 이민정, 2009; 금병욱·문두철, 2010; 차진화·김완희, 2010;

윤성만, 2013; 정성호, 2017). 공공기관은 공익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사업성도 추구

해야한다. 정부회계에 있어 행정형 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에 비해 사업형 회

계(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포함)와 기금)와 기업회계는 관련 규정상 사

업성을 강조하고 있으며1) 특히 기금의 경우 자산운용수익률이 매년 공시되고 중 소

형 기금은 연기금풀을 통해 수익성을 추구하고 있다. 나아가 기금관리주체가 준정

부기관인 민간관리기금은 공공기관경영실적평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공공성 못지않

게 수익성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기금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운영되므로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기금이 운영될 경우에는 일반회

계로 통합될 여지가 크므로 통합이나 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성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기금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국정감사 및 각종 언론의 지적대상이 된다는

점에서도 기금에 있어 수익성은 관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2)

1) 국가회계실체를 행정형 회계와 사업형 회계로 나누기도 하는데 행정형 회계란 징수한 세금 등을 재원으
로 하여 공공재를 공급하는 국가의 일반적이고 고유한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회계실체를 말하며 일반회
계와 기타특별회계가 여기에 속한다. 이에 반해 사업형 회계란 개별적인 보상관계가 적용되는 독립적인
수익 창출활동을 수행하는 회계실체를 말하는데,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포함)와 기금이 여
기에 속한다. 이러한 행정형 회계와 사업형 회계의 구분은 비교환수익의 처리에 있어서도 나타난다.
행정형 회계의 경우 비교환수익은 해당 중앙관서의 성과로 보기 어렵고 모든 세입을 기획재정부의
국고계정에 불입 후 예산배정을 통해 지원받기 때문에 순자산변동표에 표시한다. 반면 사업형 회계
는 비교환수익에 대해 국고계정에 불입절차 없이 자체적인 사업수행원가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
문에 자체적인 수익거래 개념으로 보아 『재정운영표』에 표시한다(신현걸 최창규 김현식, 2017).

2) 정부가 지난해 운용한 기금 637조원의 운용 수익률이 1.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수익률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
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기금여유자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65개 정부 기금 중 수익률을
공개하지 않는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한 64개 기금 여유자금 637조원의 평균 수익이 1.66%에 그치
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6개 기금 여유자금인 2,131억원은 아예 수익을 내지 못하는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기금운용 주체들이 목표수익률을 낮게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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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으로도 재무건전성이 불량한 상태에 비해 양호한 상태에서는 정치적 반대

없이 사업을 수행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순자산 및 수익을 조정할 유인이 있을 것이

다. 특히 순자산이나 수익이 음(-)인 경우 미래세대의 부채가 늘었다는 것을 의미하

므로 청장년층의 정치적 비판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기금재무제표나 감사원의

결산검사보고서에는 재정운영순원가와 재정운영결과가 공시되는데 특히 감사원의

결산검사보고서의 경우 재정운영순원가와 재정운영결과의 상위 1∼5위, 하위 1∼5

위를 기재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재정운영주체의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재정운

영순원가가 높거나 재정운영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 이익조정의 유인이 될 수 있다.

현재 정부회계의 대손충당금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드물다. 회계보수주의 측면에

서 김봉환(2013b)은 지방자치단체의 대손충당금비율 분석을 통해 회계정보사용자의

정보공개에 대한 요구가 높을수록 보수적 회계처리를 하게 되어 대손충당금을 높게

설정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추가적으로 대손충당금을 통해 장부작성주체가 이익

조정을 하는 지를 살펴보았으나 유의한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또한 중앙부처의

대손충당금비율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순원가가 클수록 감사원과 국민의 감시가 높

아짐에 따라 자산 등의 과다 계상으로 인한 감시를 회피하기 위해 대손충당금비율

을 높인다는 것을 입증하였다(김봉환, 2013a). 본 연구는 최초로 정부회계를 대상으

로 대손충당금비율을 실증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상당하다.

하지만 위 연구를 포함한 정부회계의 대손충당금비율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정부

회계를 행정형 회계와 사업형 회계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된 회계의 재무제표

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즉 정부회계 내에서도 재정운영의 신축성과

목적 등에 따라 예산과 기금 등으로 구분되어 각각의 특성 하에서 재정이 운영되므

로 회계를 세분화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정부기금은 2017년 현재 22개 부처에서

67개를 설치·운용 중이며 운용규모 총계는 615.3조원으로 일반회계 총계(275조원)의

약 2.2배이다(대한민국재정, 2017). 특히 각 기금은 평균적으로 380억 가량의 단기미

수채권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그 수치가 상당함에도 정부기금의 대손충당금에 대한

별도의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논문은 기금의 대손충당금비율에 대한 초

기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기금을 관리주체별로 분류하여 각기 다른 감시와 유인 하에서

회계보수주의 및 이익조정에 따라 대손충당금비율을 달리 설정하는지를 살펴본다.

즉 감시를 크게 받는 기금관리주체의 경우 대손충당금비율을 높여 보수적 회계처리

를 하는지, 전기재정운영성과(전기재정운영순원가, 전기자산운용평가결과, 전기재정

고 그에 맞춰 자산을 지나치게 안정적으로 배분해 실현수익률도 낮아지고 있다”며 “기금운용 평가
때 목표수익률을 제대로 잡았는지에 점수를 많이 배정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http://www.sedaily.com/NewsView/1OMIN5ZI13, 서울경제,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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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결과 등)가 좋지 않은 경우 대손충당금비율을 낮추어 이익조정을 하는지를 살

펴볼 것이다. 본 논문을 통해 기금의 대손충당금비율 설정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

을 것이며 향후 기금관리주체의 충당금비율 설정에 대한 비판의 근거를 얻을 수 있

을 것이다. 나아가 기금관리주체의 합리적 대손충당금비율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6년 회계연도까지의 기금의 재무제표를 대상

으로 기금관리주체와 단기미수채권대손충당금비율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

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정부기금과 정부기금의 회계,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에 대해 알아본다. 구체적으로 기금에 적용되는 통제기제

를 살펴본 후 민간관리기금에만 적용되는 감시기제를 살펴본다. 이후 회계보수주의

와 이익조정을 알아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 후 정부기금과 대손충당금비율

설정에 대한 선행연구를 알아본다. 제3장에서는 이론과 선행연구에 근거한 연구문

제를 수립하고 연구방법을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실증분석결과를 해석하고 제5장

에서 결론과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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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절. 이론적 논의

1. 정부기금

1) 정부기금의 의의 및 법적근거

정부기금은 복잡다기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정부의 특수한 정책 목적을 실현하

기 위해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이라 할 수

있다(원구환, 2014).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치하는 것으로 일반

적 재정활동을 위한 일반회계와 다르며 별도의 자금을 조성하여 운용하는 점에서

조세수입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와 다르다. 나아가 기금은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데 「국가재정법」제70조

에서는 금융성 기금의 경우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30%, 그 외의 기금의 경우는

20%이내의 범위에서 국회의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금의 현행 법적근거는 「국가재정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가재정법」은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예산회계

법」상 기금의 설치규정과 「기금관리기본법」의 기금설치의 제한규정을 통합하였

다. 「국가재정법」제4장에서는 기금관리·운용의 원칙과 기금의 편성·집행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동법 제5조는,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

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

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

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정부기금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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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비해 운용주체의 자율성이 보장된다. 과거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경우는 중앙예산기관(기획예산처 예산실)과 국회의 엄격한

통제와 감시의 대상이 되었지만 기금의 경우는 중앙예산기관이나 국회의 통제보다

는 기금운용 주체인 주무부처의 재량을 우선시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추구하였

다(김태일·김상헌, 2003). 현재는 기금운영의 계획단계에서부터 기금운영기관, 기획

재정부, 대통령 등이 관여하고 결산과정에서는 감사원, 기획재정부, 국회 등이 관여

하고 있으므로 과거와 같은 재량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기금은 국가예산인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는 상이한 수지체계를 가지고

있다. 정부예산은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나 기금은 일정시점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조성」과 일정기간의 운영상황

을 나타내는 「운용」으로 나누어 처리하고 있다. 정부예산의 주요재원인 조세는

그 종목과 세율이 법률에 규정되나 기금은 재원징수기준이 개별기금법의 시행령·시

행규칙에 의거하므로 훨씬 자율적·탄력적으로 징수된다. 일반적으로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차입금, 운용수입 등의 주된 재원으로 특정목적의 사업을 추진하므로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게 나타난다(국회예산정책처, 2014).

예산의 경우 지출과목이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으로 나뉘어 상당한 통제가 있으나

기금의 경우는 신축적인 집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 또는 주무부처 장의 승

인을 받으면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예산은 국고통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은행의 국고계정에서 통합·관리하고 지출은 지출원인행위에 의해 재정정

보시스템 등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금은 수입을 국고계정에

계상 후 운용을 위해 기금관리주체의 승인을 득한 후에 인출하여 금융기관 등에 예

치하고 있다(문광민, 2012).

<표 1> 예산과 기금의 비교

구 분
예 산

기 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치

사유

국가고유의

일반적 재정 활동

특정사업운영

특정자금운용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충당

특정목적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

일정자금을 활용해

특정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

운용 공권력에 의한 일반회계와 기금의 혼용 출연금, 부담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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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원구환, 재무행정론, 2014.

<표 1>은 예산과 기금을 비교한 것이다. 설치사유에 있어 특별회계와 기금은 특

정목적을 위해 설치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다만 다양한 재원으로 융자사업 등을

수행하므로 예산에 비해 사업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수입과 지출이 연계된

다는 점에서 독립채산제로써의 책임성 평가가 용이하다. 나아가 20%(금융성 기금의

경우 30%)미만의 범위에서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신축적으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운용의 신축성이 높다. 하지만 기금 역시 국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되며 결산심의승

인을 받아야 된다는 점에서 국회통제의 측면에서는 예산과 같은 정도의 통제를 받

는다고 볼 수 있다.

행태 조세수입과 무상급부원칙
다양한 재원으로

융자사업 등을 수행

예산 세입 = 세출예산 세입 = 세출예산 조성 > 운용

확정

절차

부처 예산요구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국회 심의의결확정

좌 동

기금관리주체

운영계획(안)수립

기획재정부장관 협의조정

국회 심의의결확정

집행

절차

합법성에 입각해 통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좌 동

합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

수입

지출
특정수입과 지출연계배제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

계획

변경
추가경정예산 편성 좌 동

주요항목지출금액의

20%이상 변경시

국회의결필요

(금융성 기금의 경우

30%)

결산 국회 결산심의승인 좌 동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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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기금의 현황 및 분류

정부기금은 2017년 현재 22개 부처에서 67개를 설치·운용 중이며 사업성 기금 48

개, 사회보험성 기금 6개, 계정성 기금 5개, 금융성 기금 8개로 구성되어 있다. 2017

년도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615.3조원으로 2016년도 변경계획 대비 9.8조원(1.6%)

감소하였다. 수입은 자체수입 155.4조원, 정부내부수입 167.6조원, 차입금 127.0조원,

여유자금 회수 등 165.3조원으로 구성된다. 지출은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 117.7조원,

정부내부지출 등 292.3조원, 여유자금운용 205.2조원 규모이다. 사업비 및 기금운영

비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대한민국재정, 2017).

구체적으로 사업성 기금은 특정한 재정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관리·

운영하는 기금으로 48개의 기금이 설치·운용되고 있다. 사업성 기금의 경우 주로

‘진흥’, ‘발전’이라는 용어가 기금의 명칭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업형 기금이 특정한

분야를 지원하거나 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김태일 김상헌

은 특정한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형 기금의 경우 특정한 이익집단과 관계를 가

지게 되므로 기금의 효율적 운영이 어렵다고 하였다(김태일 김상헌, 2003).

사회보험성 기금은 연금지출과 보험지출에 대비해 기여금과 보험료 등의 자금을

운용하는 기금으로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

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등 6개이다. 금융성 기금은 특

정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보험 등을 제공함으로써 순수 재정활동

이라기보다는 금융활동에 가까운 역할을 하는 기금으로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

금채권상환기금 등을 비롯하여 총 8개이다. 금융성 기금의 경우 과거 타유형의 기

금에 비해 신축적 운영을 위해 국회감시가 낮았으나 현재에는 타기금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동일한 수준의 국회통제가 적용된다.

끝으로 계정성 기금은 특정자금을 모아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기금으로 공적자금상환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복권

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등 5개이다. 계정성 기금의 경우 실제 사업을 수행하기 보

다는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므로 여유자산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

이 어려워 자산운용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래 <표 2>는 기금을 성격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 9 -

<표 2> 기금의 성격별 분류

구 분 기 금 명

사업성 기금

(48)

과학기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국제교류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군인복지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남북협력기금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농지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재보호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보훈기금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사학진흥기금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수산발전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언론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영화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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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기금

응급의료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주택도시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축산발전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사회보험성 기금

(6)

고용보험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계정성 기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복권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금융성 기금

(8)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무역보험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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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관리기금과 민간관리기금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의 주체로서, 각 기금의 설치 근거법에 명시

되어 있다. 기금관리주체는 크게 중앙관서의 장, 각종 공단, 재단 또는 위원회 등으

로 구성된다(국회예산정책처, 2014).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기금을 정부관리기

금과 민간관리기금으로 구분하였다. 정부관리기금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

금이며, 민간관리기금은 주로 정부산하기관이 관리하는 기금인데 후자의 경우 직원

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이라는 명칭이 부여되었다. 이들은 기금재원과 사

업 내용상 공공성을 기준으로 분류되었는데 기금재원 대부분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민간부담금으로 조성되고 사업 내용상 공공성이 적으면 민간관리기금으로, 기금재

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출연하고 사업내용상 공공성이 크면 정부관리기금으

로 분류하였다(옥동석, 2005). 하지만 이러한 분류는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이원희

(1991)와 강인재(1994)는 정부관리기금과 민간관리기금의 구분에 명확한 기준이 없

어 구분 자체가 모호하여 자의적으로 분류되었다고 하였다. 나아가 민간기금 중에

서도 정부출연에 크게 의존하는 것이 많았고 정부기금 중에서도 민간출연에 의존하

는 것이 많았고 지출의 성격 측면에서도 명확한 구분이 없었다. 예를 들어 군인연

금기금은 정부관리기금인데 비해 공무원연금기금은 민간관리기금으로 되어 있는 등

구분성에 불합리성을 보였다(이원희, 1991). 이후 정부관리기금과 민간관리기금이라

는 명칭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전자를 공공기금으로 후자를 기타기금으로 정의하였

으나 이 역시 뚜렷한 원칙하에 분류된 것은 아니었다.(이만우 황성현 전형준, 2001).

이후 2001년 말 개정된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국회통제의 정도에 따라 일반기

금과 금융성 기금으로 구분되었으나 2003년 동법이 개정되어 모든 기금이 통합·관

리되고 있다.

현재 기금은 기금관리주체에 따라 정부관리기금과 민간관리기금으로 구분될 수

있다. 윤광진(2010)은 한국과 미국의 복권기금의 효율성 차이의 원인을 기금관리주

체 간의 독립성의 차이로 보았다. 동일한 기금이라도 기금관리주체의 상황과 이해

관계 등에 따라 기금운영이 달라 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독립성 통제의 측면

에서 기금주체를 분류하여 기금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3> 기금의 관리주체 및 소관중앙관서별 분류

구분
기금명 근거법류 소관중앙관서

관리



- 12 -

주체

정부

관리

기금

(45)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법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기금 임금채권보장법

장애인고용촉진직업재활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법

보건복지부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건강증진법

응급의료기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군인연금기금 군인연금법
국방부

군인복지기금 군인복지기금법

공공자금관리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복권기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외국환평형기금 외국환거래법

국유재산관리기금 국유재산법

공적자금상환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금융위원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정기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진흥법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원자력법

정보통신진흥기금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농수산물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농작물재해재보험법

농지관리기금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업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양곡증권정리기금 양곡관리법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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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축산발전기금 축산법

양성평등기금 양성평등기본법
여성가족부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기본법

전력산업기반기금 전기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보훈기금 보훈기금법

국가보훈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민주택기금 주택법 국토교통부

수산발전기금 수산업법 해양수산부

남북협력기금 남북협력기금법 통일부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보호기금법 문화재청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법무부

석면피해구제기금 석면피해구제법 환경부

국제질병퇴치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외교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중소기업청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공탁법 대법원

민간

관리

기금

(22)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법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예금자보호법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법

언론진흥기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발전기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관리기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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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허웅 윤성식, 정부회계학-국가회계와 지방회계, 2014, 수정.

<표 3>은 기금을 관리주체에 따라 정부관리기금과 민간관리기금으로 구분하고

소관중앙관서를 표시한 것이다. 각 기금은 개별법에 근거를 두며 총 22개의 중앙관

서가 기금을 소관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금융위원회가 가장 많은 기금을 두

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군인연금기금과 국민연금은 정부관리기금에 속해있

는 반면 공무원연금기금은 민간관리기금으로 분류되어 있어 기금의 구분에 불합리

성을 보이고 있다. 기금의 성격이나 기금재원, 공공성에 따라 기금관리주체가 결정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5) 정부기금 근거법의 변화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회계법」이 제정되면서 기금제도가 최초로 도입되었다.

동법 제89조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는 별도로 특별기금설치를 규정하고 있었

으며, 세입세출예산과는 달리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중앙관서 장의 재량 하에

운영되도록 하였다. 1973년에 동법이 개정되어 기금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다. 각

부처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게 되었으며 기금결산보고

서를 재무부에 제출하도록 법제화 하였다. 그럼에도 정부의 각 부처에서 기금의 설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관리기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사학진흥기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무역보험기금 수출보험법 산업통상자원부

국제교류기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외교부

공무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법 안전행정부

근로복지진흥기금 근로자복지기본법 고용노동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기획재정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창업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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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확대하여 그 수가 100개 이상으로 늘어났다. 1991년의 「기금관리기본법」제

정을 통해 기금에 대한 통제를 보다 강화하였다. 동법에서는 기금운용계획을 경제

기획원 장관과 협의하게 하였으며 기금을 이용한 주식 부동산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 나아가 기금운용에 있어 국회보고나 질의 및 답변을 의무화하는 등 운

용의 전반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였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재정투융자특별회

계에 예탁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 2014).

1999년에는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당시 75개 기금을 55개로 통합하였

다. 재형저축장려기금 등 설치목적을 달성한 4개 기금을 폐지하였고 과학교육기금

등 7개 기금을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흡수하여 총 11개 기금을 폐지하였다. 국

립대병원기금, 방송문화진흥기금, 새마을국민기금 등 3개 기금은 재원의 대부분이

민간에 의해 조성되거나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민간기금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과학기술진흥기금, 한국과학재단기금, 과학기술문

화진흥기금 등 10개의 유사기금을 4개로 통합하였고 22개 기타기금을 정비해 기타

기금의 수를 38개에서 16개로 줄였다. 9개의 기타기금을 폐지하고 3개의 기타기금

을 통폐합하여 공공기금으로 정비하였으며 기타기금 중 재원의 대부분이 법정부담

금이나 정부출연에 의하여 조성되고 사업내용상 공공성이 큰 10개 기금 역시 공공

기금으로 정비하였다. 그리고 기금운용에 대한 점검·평가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금

정책심의회를 설치하였으며 기금운용평가단을 운용하여 정례적으로 기금의 운용실

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금정책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2001년의 「기금관리기본

법」개정으로 기금이 국회심의의 대상이 되어 기금과 예산에 대한 국회통제의 차이

가 없어졌다. 나아가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의 구분을 폐지하고 금융성 기금만을 동

법의 주요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기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

인, 국회제출 등에 대한 업무담당 주체를 주무부처에서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변경하

였으며 기획예산처는 법개정에 따라 기금정책국을 신설하였다. 2003년 동법의 개정

으로 금융성 기금 대해서도 국회의 결산심의를 받도록 하여 모든 기금에 대한 국회

의 통제를 강화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 2014).

2004년의 「기금관리기본법」개정을 통해 기금설치의 제한규정으로 [별표 2]를

추가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예산회계법」및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폐합하여

「국가재정법」을 제정함으로써 기금도 국가재정체계 내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하

였다. 동법에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을 상호 전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기금운용계획의 자율변경범위도 30%에서 20%로(금융성 기금은

50%에서 30%로) 축소하였다. 결과적으로 기금이 도입된 이래로 기금관련법은 기금

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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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부기금에 대한 통제

「국가재정법」제62조에서는 기금관리주체로 하여금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운

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금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관리 및 운용되어야 하며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 등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아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은 법률이 정한 설치목적으로 제한되며 목적에 적합하더

라도 공익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동법 제62조의 기금

관리·운용원칙은 기금이 공적 자산으로써 어떻게 관리 및 운용되어야 하는지를 명

시하고 있으며 공익을 위해 통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국회예산정책처, 2014). 기

금에 대한 통제는 국회에 의한 통제, 감사원에 의한 통제, 기획재정부에 의한 통제,

소관중앙관서에 의한 통제, 외부감사인 및 국민에 의한 통제가 있다.

(1) 국회에 의한 통제

정부기금은 국회결산을 통해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제60

조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결산보고서는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그 결

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상임위 예비심사는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소위원

회 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순으로 이루어진다. 의장은 결산에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결산을 종합심사하고 본회의에 상정한다. 종합심사는 제안설명, 전

문위원 검토보고, 종합정책질의, 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 보고, 찬반토론, 의결의 순

서로 이루어진다(국회예산정책처, 2014). 「국회법」제84조제2항에 따른 결산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

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나아가 기금은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를 통해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 각 부처는

기금의 성과계획서를 5월 말일까지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획재정부는

7월 말일까지 검토하여 각 부처에 보완요청을 한다. 각 부처는 이를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 각 부

처는 예산을 집행한 이후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획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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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이를 검토한 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한다. 감사원은 5월 20일까지 성

과보고서를 검사한 후 기획재정부에 송부하며 각 부처는 5월 31일까지 감사원의 의

견을 반영하여 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평가를 받게 된다. <표 4>는

「결산보고서」에 대한 구성 및 작성방법을 나타낸다.

<표 4> 결산보고서의 구성 및 작성방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재정, 2017.

「결산보고서」는 「국가회계법」 제14조에 따라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

표, 성과보고서로 구성된다. 『결산개요』는 「국가회계법」결산의 내용을 요약하여

예산 및 기금의 집행 결과, 재정의 운영 내용과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되어야 하고, 『세입세출결산』은 동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집행 결과를 종합하

여 작성되어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재정

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되는 『재무제표』는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해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고, 『성과보고서』는 동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국가재정법」제8조의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그에 대한 실적을 대

비해 작성되어야 한다. 「결산보고서」는 『세입세출결산』의 현금주의와 『재무제

표』의 발생주의가 함께 반영된 보고서이며, 『성과보고서』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재정운영의 투명성, 책임성 및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표 5>는

결산보고서에 부속되는 서류이다.

구 성 작성방법

결산개요
결산내용을 요약하여 예산 및 기금의 집행결과, 재정운용과 재무

상태를 파악하도록 작성

세입세출결산

(기금: 수입지출결산)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과 동일한 구분에 따라 그 집행결

과를 종합하여 작성

재무제표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성과보고서 성과계획서상의 목표와 그에 대한 실적을 대비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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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결산보고서 부속서류 종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재정, 2017.

「결산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인 『통합재정수지표』 등을 통해 재정을 통합적으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재무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국가채무관리보고서』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국가회계법」제14조

(결산보고서의 구성)

「국가회계법」제15조의2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결산

(기금: 수입지출결산)

3. 재무제표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변동표

4. 성과보고서

<세입세출결산>

1. 계속비 결산명세서

1의2. 세입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2. 총액계상 사업집행명세서

3.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4. 이월명세서

5.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

6. 정부기업특별회계 회전자금운용명세서

7. 성인지 결산서

8. 예비금 사용명세서

9. 현물출자명세서

10. 재정증권의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의 운용명세서

11.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

<기금의 수입지출결산>

1. 재원조성실적표

2. 성인지 기금결산서

3. 기금운용계획의 변경내용설명서

<국가결산보고서의 세입세출결산>

1. 통합재정수지표

2. 통합계정자금 운용 및 수익금사용명세서

<재무제표>

1. 국가채무관리보고서

2.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

3.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4. 물품관리운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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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기초자료를 얻을 수 있다. 나아가 『성인지 결산서』를 통해 재정운영이 양성

평등 제고에 기여하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나아가 기금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 각 부처는 기금

을 포괄한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전망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

해야 한다. 기존의 법규와 달리「국가재정법」에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및

국회제출이 의무사항이 되어 그 중요성이 증가하였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정부가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해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상의 거시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본 계획은 재정운용의 기본 방향

과 목표, 중·장기 재정전망,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통합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에 대한 전망 등 대부분 중기적인 기간을 단위로 하는 전

망이나 예측 등을 포함하고 있다(강태혁, 2013). 특히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모두 포괄하는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전망을 포함하므로 회계와 기금 간 내부 거래,

차입 및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실질적 의미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부처를 비롯한 정부의 단년도 예산이 중장기 국가비전과 정

책우선순위를 고려한 중기적 시계에서 편성될 수 있게 되었다(국회예산정책처,

2014). <표 6>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되는 사항과 첨부되는 서류이다.

<표 6>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포함사항 및 첨부서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재정, 2017.

포함사항 첨부서류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중·장기 재정전망 및 그 근거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재정규모증가율 및 그 근거

의무지출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재량지출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

과 근거 및 관리계획

세입·세외수입·기금수입 등 재정수입의

증가율 및 그 근거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전망과 근거 및 관

리계획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

분석보고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 20 -

「국가재정법」제83조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관리주체는 「국정감사 및 조

사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근거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 2017년 기준 「국가

재정법」상의 기금관리주체는 정부가 관리주체가 되는 45개 기금과 민간이 관리주

체가 되는 26개 기금으로 구성된다. 45개의 정부관리기금은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

방부 등의 부처가 관리주체가 되며, 22개의 민간관리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학

연금공단, 기술보증기금 등의 준정부기관이 관리주체가 된다.

끝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2조의2에 따라 준정부기관이 관리주

체인 민간관리기금은 감사나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감사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아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처분요구사항 및 그

에 대한 조치 계획과 감사나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역시 국회에 제출

하게 하여 민간관리기금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2) 기획재정부에 의한 통제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운용을 평가한다. 「국가재정법」제82조에 의거하여 기획

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이상의 기금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기금운용평가는 기금운용의 효

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2000년부터

사업운영부문과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누어 시행해오고 있다. 기금운용평가는 성격이

유사한 기금을 동일 그룹으로 분류하여 비교 평가하며, 경영개선 사업운영 부분에

서는 경영혁신 노력과 개별사업의 타당성 성과 효율성을, 자산운용 부분에서는 운

용시스템의 효율성 및 자금 관리의 적정성에 대해 비교 평가한다. 2008년부터는 사

업운영부문은 기획재정부(성과관리과)에서 직접 평가하고 자산운영부문은 민간전문

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에서 실시하고 있다. 기금평가단은 기금관리주체가 매

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 기금운용실적을 토대로 매년 3∼5월에

기금운용평가를 실시하고, 기금운용평가 결과는 매년 5월말까지 국무회의 보고 후

국회에 제출된다. 사업운영부문의 평가대상은 부처별로 매년 전체 재정사업의 1/3씩

실시하고 있으며, 자산운용부문 평가는 경영평가대상기금과 여유자금 1조원이상인

기금은 매년 평가하고 그 외 계정성 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은 2년을 주기로 평

가한다(국회예산정책처, 2014).

나아가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한다. 「국가재정법」제82조에

의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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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평가하여야 한다. 2004년 처음으로 기금존치평가가 시행되었고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에 평가를 위탁하여

실시되고 있다. 평가지표는 개별사업의 적정성, 재원구조의 적정성, 기금존치의 타

당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8개 세부지표별로 설정된 각 평가기준에 평가대상기금

이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각 지표별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① 존

치 ② 조건부존치 ③ 통합 ④ 폐지 등 4개 유형 중 하나로 의견을 제시한다(국회예

산정책처, 2014).

「국가재정법」제66조제1항에서는 기금관리주체로 하여금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

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중기사업계획서는 중장기적인 시

각에서 기금을 운용 및 관련재원을 배분하며 국가의 중장기적인 재정부담과 재정위

험요인을 사전에 예측하기 위한 장치로써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을 위한 지출한도 설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다음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은 자문회의의 자문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익년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기금관리주체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

정운용계획과 기금운용계획을 연계하기 위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기금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한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

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한 것은 기

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기금운용계획 수립 초기 단계에서부터

국회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설명할 수 있다. 기금관리주체가 작성한 기금

운용계획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된다.

「국가재정법」에서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심의 및 국회 제출에 대한 절차를 규정

하고 있는 것은 예산과 함께 국가재정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기금운용계획안

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립되고 기금이 전체 국가재정운용의 틀 속에서 운용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안을 조정함에 있어 과도한 여유재원이 운용되고 있는 기금(구조적인 요인을

지닌 연금성 기금은 제외)에 대해 예산상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당해 기금수입의 원

천이 되는 부담금 등의 감소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금관리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는 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국회예산정책처, 2014).

「국가재정법」제14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한 기금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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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신설에 관한 계획서를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

이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

며 만일 심사결과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끝으로 「국가재정법」제99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또는 결산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운용을 확인·점검하

게 해야 한다. 나아가 필요시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

하거나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

행과 결산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는 감사원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결산 검사와는 별개의 제도로써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도개선요구 및 지시권을

부여하여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결산에 대한 감독권의 실효성을 보장하

기 위한 제도이다(국회예산정책처, 2014).

추가적으로 정부관리기금에 비해 민간관리기금은 다음과 같은 별도의 감시를 받

는다. 「국가재정법」제74조에 따라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를 설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하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르면 기금관리형준정부

기관인 민간관리기금은 「국가재정법」제74조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예외없이 기금

운용심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 심의회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주요항목 지출

금액의 변경,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기금의 관리·운

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과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한다는 점에서 기금관리·운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기금운용심의회는 민간관리기금에 대한 효과적인 내부통제장치가 될

수 있다.

나아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에 의거하여 준정부기관인 민간관

리기금은 공공기관경영실적평가를 받는다. 경영실적평가 시 평가자들은 「국가재정

법」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평가결과를 활용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금운

용평가결과인 “기금운용관리성과”가 경영실적평가 계량지표에 포함되어 기금관리

운용은 이중적으로 평가받게 된다. 나아가 준정부기관인 민간관리기금의 경우 알리

오를 통해 재무정보 등이 공시되어 이해관계자들에 의한 기금감시가 용이하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6조는 준정부기관의 회계업무를 담당하

는 자가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발생주의로 처리하지 않는 등, 회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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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원칙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여 회계처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다. 나아

가 준정부기관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회계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

사가 감사의견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

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민

간관리기금에 대한 별도의 통제는 민간관리기금의 보수적 회계처리의 유인이 된다.

(3) 감사원에 의한 통제

감사원은 「헌법」제99조 및 「감사원법」제21조에 따라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

산을 검사·확인한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제22조에 따라 국가의 회계, 지방자치단

체의 회계 등을 필수적으로 검사하며 동법 제23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 검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감사원법」제31조·

제32조·제33조 내지 제35조에 의해 감사결과에 따른 변상책임을 묻거나 징계를 요

구할 수 있고, 시정·주의·개선 등을 요구하거나 권고·통보·고발 등을 할 수 있다.

「감사원법」제21조에 따른 결산감사는 종래 정확성·합법성을 점검하는 회계검사만

을 의미하였으나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부터 결산확인 및 검사뿐만 아니라 성과보

고서에 대한 검사도 실시하여 감사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4) 소관중앙관서에 의한 통제

민간관리기금은 「국가재정법」제98조에 따라 내부통제의 일환으로 기금의 전반

적인 사항에 대해 소관중앙관서의 감시를 받는다. 중앙관서의 장은 기금의 재정관

리·재원사용의 적정여부와 집행과정에서 보고된 자료의 신빙성을 분석·평가하기 위

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에 관해 내부통제를 하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각 부처의 예산집행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고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둠과

동시에 예산집행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국회예산정책처,

2014).

나아가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금의 정관을 인가 변경하

며 기금운영위원회에 소속 공무원을 포함시키고 운영위원을 지명한다. 특히 기금의

업무계획은 매 사업연도마다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으며 이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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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경우 역시 동일하다. 나아가 총수입과 총지출 편성 후 중앙관서의 장의 승

인을 받아야 하며 결산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기본재산계산서도 동일하

다. 업무운영에 필요한 자금 외의 여유금의 운용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나아가 정부관리기금은 중앙관서의 장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지만 민간관리기

금은 공사나 공단 등의 기금관리주체가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데, 정부관리기금

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이 수립하는 경우에 상급부처나 타부처가 간

섭할 여지는 크지 않다. 반면 민간관리기금은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한 후 필히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득해야 하므로, 기금운용에 있어서 중앙관서

장의 강한 통제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준정부기관인 민간관리기금의 장

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

통령령이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준정부기관인 민간관리기금의 장의

임명에 있어 임명권자나 제청권자가 중앙관서의 장이 됨으로써 소관중앙관서로 부

터 간접적 통제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5) 국민과 외부회계감사에 의한 통제

「국가재정법」제100조에 따르면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

원을 받는 자, 각 중앙관서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기금관리주체

와 계약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정요구를 받은 중앙관

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시정요

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2항의 규

정에 따른 처리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 규정은

「부패방지법」이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등에서 부패행위 신고제도와 국민

고충처리 제도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예산이나 기금의 지출행위에 대한 외부통제 장

치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지 않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규정되었다(국회예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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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2014).

나아가 기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감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각종 정보가 공시

되고 있다. 「국가재정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구 「예산회계법」상에 규정된 재정

정보의 공표 범위는 “예산, 전년도 결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 현재액”으로 되

어 있어 공표대상의 범위가 협소하였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재

정법」상에서는 재정정보의 공표범위를 “예산, 기금, 결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

현재액, 통합재정수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

한 사항”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구 「예산회계법」상에 규정된 재정정보의 공표 방

식도 “인쇄물” 방식이었지만 「국가재정법」에서는 “정보통신매체·인쇄물”로 규정함

으로써 공표방식에 있어서도 확대를 가져왔다. 아울러 구 「예산회계법」상에서는

규정하지 않았던 재정정보의 공표 횟수도 “매년 1회 이상”으로 규정하여 재정정보

의 공표주기를 명확히 하고 있다. 본 조항은 일반국민들의 재정정보에 대한 접근가

능성을 확대해 재정투명성을 제고하고 그에 따른 재정운용의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

한 것이다(국회예산정책처, 2014).

끝으로 「국가재정법」제73조제1항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

천억 이상인 민간관리기금은 결산 시에 외부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정부관리기금은 첨부 대상에서 제외되어 외부감시의 측면에서 민간관리기금

이 보다 높은 통제 하에 있다.

2. 정부기금의 회계

1) 국가회계 및 국가회계실체

국가회계(national government accounting)란 국가(중앙정부)의 재정활동에서 발

생하는 경제적 거래를 통한 자원의 변동을 화폐의 흐름으로 측정하여 이를 기록하

고 보고하는 일련의 시스템을 말한다. 국가회계는 한국의 중앙정부인 「국가재정

법」상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중앙관서 및 국가(통합)에서 적용되는 회계시스

템으로 협의의 관점에서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제도만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의 일련의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고 보

는 것이 더 타당하다. 따라서 단식부기와 현금주의 방식에 의한 예산 및 결산 과정

역시 국가회계의 범주에 당연히 포함된다(허웅 윤성식,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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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는 국가회계실체(national government

accounting entity)를 「국가재정법」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서

중앙관서별로 구분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국가회계기준에서는 국가

회계실체에는 중앙관서나 국가(통합)단위는 제외하고 각 중앙관서 소관 회계·기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회계·기금은 중앙관서별로 구분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

반회계의 경우 모든 중앙관서(단, 일반회계가 없는 조달청과 특허청 제외)에 1개씩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일부 기타특별회계의 경우도 여러 중앙관서에서 관리되

고 있는데, 이 역시 각각의 1개 회계로 간주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재

정(중앙정부)과 관련하여 일반회계1개, 기타특별회계 13개, 기업특별회계 5개, 기금

64개라고 이야기할 때와 실제 국가회계실체의 개수는 차이가 난다. 국가회계실체와

유사한 용어인 국가보고실체는 국가회계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

는 국가회계실체를 의미한다. 「국가회계법 제13조」에 따르면 국가보고실체는 중

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지 않는 기금, 중앙관서, 국가(통합)를 말하므로 앞서 언급한

국가회계실체보다 그 범위가 다소 작다. 이들이 작성하는 보고서를 각각 「기금결

산보고서」, 「중앙관서결산보고서」, 「국가결산보고서」라고 하며 각 결산보고서

에는 재무제표가 포함된다(허웅 윤성식, 2014).

「국가회계법」제4조는 국가회계란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

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재정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

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단·명료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회계제도는 결산보고서의 구성, 내용 및 작성방법 등을 규정한 「국가회계법」, 각

종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결산절차 등을 규정한 「국가회계법 시행령」,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를 적용한 재무제표의 구성 및 작성원칙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과 「세부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지침」을 포함한다(국회예산정책처, 2017). 아래 <표

7>은 국가회계관련법령을 나타낸 것이다.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국

가재정법시행령」과 「국가회계법시행령」, 「국가재정법시행규칙」과 「국가회계

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예규」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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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국가회계관련법령

국가회계관련법령 법체계 주요내용

국가재정법
법

시행령

-국가재정운용에 대한 기본내용 규정

-예산, 결산절차, 기금운용, 국가채무관리 등

국가회계법
법

시행령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

-결산서류, 내부통제, 회계책임관 등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규칙

-재무제표의 구성 및 작성 기준 규정

-회계의 일반원칙 및 재무제표 작성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인식기준, 자산·부채

평가기준, 원가정보 산출

-주석 및 필수보충정보의 작성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

기획재정부예규

제190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제54

조, 제56조 등에 따라 재무제표와 부속서류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

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

기획재정부예규

제191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중앙관서 재무제표와 국가 재무제표 작성

에 관한 세부사항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기획재정부예규

제192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기획재정부예규

제193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제38

조의2, 제57조 등에 따라 일반유형자산과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

기획재정부예규

제194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무형자산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

항

기타의 자산과

기타의 부채

회계처리지침

기획재정부예규

제195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기타의 자산과 기타의 부채에 대한 회계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

리스 회계처리지침
기획재정부예규

제196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리스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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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상황

회계처리지침

기획재정부예규

제197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우발상황에서 발생하는 우발부채와 우발

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

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기획재정부예규

제198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교환수익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

항

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기획재정부예규

제199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비교환수익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

비용 회계처리지침
기획재정부예규

제200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

연금 회계처리지침
기획재정부예규

제201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제44

조, 제54조 등에 따라 연금충당부채의 평가 등

연금사업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

보험 회계처리지침
기획재정부예규

제202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제44

조, 제54조 등에 따라 보험충당부채의 평가 등

보험사업과 사회보험사업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

보증 회계처리지침
기획재정부예규

제203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제45

조 등에 따라 보증충당부채의 평가 등 보증사

업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

융자 회계처리지침
기획재정부예규

제204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제45

조 등에 따라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의 평가 등

융자사업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

민간투자사업(BTO·B

TL) 회계처리지침

기획재정부예규

제205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

부사항

국유재산위탁개발사

업 회계처리지침

기획재정부예규

제206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위탁개발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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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편람, 2014, 수정.

2) 재무제표와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

「재무제표」란 거래를 측정·기록·분류·요약하여 작성하는 회계보고서로써 「국가

회계법」제14조제3호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

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의 재

무제표 작성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규칙 제5조에 따른 부속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재정상태표』는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해당하며 자산과 부채 등의 재정상태

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표』는 기업

의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며 회계연도 동안의 사업 및 재정운영의 원가와 원가의 회

수명세 등을 포함하여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낸다. 『순자산변동표』는 회계연도 동

안 순자산의 변동명세를 표시한다(국회예산정책처, 2014).

회계는 거래를 인식하는 시점에 따라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로 구분한다. 현금주의

는 현금이 유입되면 수입으로 인식하고 현금이 유출되면 지출로 인식한다. 즉 재화

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현금으로 회수가 되지 않는 동안은 수익으로 계

상하지 않으며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현금으로 지급되기 전에는 비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기획재정부예규

제207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제31

조 등에 따라 원가계산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

한 세부사항

국고금 회계처리지침
기획재정부예규

제208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국고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

세입·세출외거래

회계처리지침

기획재정부예규

제209호

「국가재정법」,「국고금 관리법」,「정부기업예

산법」등 각종 법령에서 규정한 국가회계실체

의 세입·세출외거래에 관한 세부사항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

기획재정부예규

제210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한 회계처리

에 관한 세부사항

정부조직개편

회계처리지침

기획재정부예규

제211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



- 30 -

용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발생주의는 현금의 수수와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된 시점

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거래는 발생하였으나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이루

어지기 이전 시점에 인식되는 미수채권, 미수수익, 미지급금, 선수수익, 선급비용 등

의 발생주의계정을 사용한다(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 실무

해설13).

발생주의는 현금주의에서 인식하지 못했던 거래를 인식할 수 있어 국가의 자산상

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재정운영표』에 나타난 프로그램 순원가를 바탕으

로 프로그램 예산을 편성·심의하고 성과를 측정하는 기초가 된다. 따라서 재무제표

의 작성을 통한 부채와 자산의 인식은 국가의 재정건전성관리를 가능케 하며, 정확

한 원가산출과 적절한 재무·원가정보의 제공은 결산과 예산의 연계를 강화시키고

성과관리를 실효성 있게 하여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더욱 제고시킬 것이

다(허웅·윤성식, 2014). <표 8>은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차이점을 나타낸다.

<표 8>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차이점

자료: 허웅 윤성식, 정부회계학-국가회계와 지방회계, 2014.

현금주의 발생주의

기록

시점
현금의 유출이나 유입 거래발생시점(재화나 서비스의 이동)

부기

방식

1. 단식부기

-현금출납이 있어야 기록

2. 취득당시 가치로 기록 후 금액 불변

1. 복식부기

-현금출납이 없더라도 거래발생시 기록

2. 실제 가치로 자산·부채 표시

적용

법률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장점
1. 이해와 통제가 용이

2. 작성이 용이하고 절차가 간편

1. 재정성과 파악이 용이

2. 자산가치의 증감에 관한 정보제공

3. 부채규모 파악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단점

1. 재정성과 파악 곤란

2. 단식부기에 의한 조작 가능성 존재

3. 거래의 실질이나 원가 반영 불가

1. 절차가 복잡하여 숙련된 인력 필요

2. 현금의 재정활동 영향 파악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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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현금주의는 이해와 통제가 용이한 반면 현금으로 측정되지 않는 미래

효익의 증가나 감소를 반영해주기 못하여 재정성과와 자산 및 부채의 측정에 한계

가 있다. 따라서 결산서에는 현금주의에 근거한 「세입세출결산표」와 발생주의에

근거한 「재무제표」가 함께 포함된다. <표 9>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인식차이의 예를 나타낸다.

<표 9>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인식차이의 예

자료: 기획재정부,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실무해설, 2014.

회계는 기장방식에 따라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로 구분된다. 단식부기는 현금, 채권

과 채무 등을 대상으로 발생된 거래의 한쪽 면만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전통적으로

정부회계에서 사용하여 온 기록방식이다. 복식부기는 하나의 거래를 둘 이상 계정

(account)의 왼쪽(차변)과 오른쪽(대변)에 이중 기록하는 기록방식이다. 복식부기에

서는 모든 거래의 차변금액 합계와 대변금액 합계가 항상 일치하도록 기록하는데

이를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한다(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

실무해설13).

복식부기에서 각 계정의 잔액을 합산하는 경우 “자산 = 부채 + 순자산”의 등식이

성립되는데 이를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한다. 복식부기를 도입할 경우 항상 최근의

총량 데이터를 확보하여 적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대차평균 원리를

통해 자동검증이 가능하다. 또한 자동이월기능이 있으며 결산과 회계검사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높여 회계정보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허웅 윤성식, 2014).

구 분 현금주의 발생주의

선급비용 비용인식 자산인식

선수수익 수익인식 부채인식

감가상각, 대손상각 인식하지 않음 비용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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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

1) 대손충당과 대손상각비의 의의

대손충당금이란 회수가 불확실한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추산액을 의미한다. 외상

매출이나 어음 등의 매출채권 중 기말까지 회수하지 못한 미수채권 중에서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계정이다. 구

체적으로 대손충당금은 미수채권,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과 대여금 등의 회수가

능성을 평가한 금액과 채권의 액면금액과의 차이를 말하는데 이는 실제 회수가 불

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금액이라기보다는 회수불가능에 대한 확률적인 개념이다. 이

에 비해 불납결손은 소멸시효 등 회수불가능 상황이 확정되어 실제 채권잔액을 장

부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하며 회계적으로 “대손처리”라고 한다(허웅 윤성식, 2014).

미수채권대손충당금은 미수채권의 차감계정으로 「재정상태표」에 표시된다. 합

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한다. 결산전 대손충당금잔액이 대손예상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분은 추가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반대로 결산전 대손충당금잔

액이 대손예상액보다 많은 경우는 그 초과분을 대손충당금환입이라는 계정과목으로

하여 환입한다(계정과목 해설서, 2014). <표 10>은 대손상각비가 중분류와 회계과

목으로 인식되는 계정을 나타낸다. 중분류(Ⅱ)에서 대손상각비는 프로그램총원가,

관리운영비 및 비배분비용으로 인식되며 회계과목(Ⅲ)에서 대손상각비로 인식된다.

<표 10> 대손상각비의 인식

자료: 기획재정부, 계정과목 해설서, 2014.

2) 대손충당금의 평가방법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프로그램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대손상각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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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에 따라 장부작성주체는 미수채권, 장기대여

금 또는 단기대여금을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에 근

거하여 평가한다. 「계정과목 해설서」에 따라 대손충당금은 기말 결산시점에 기말

채권잔액 중 기간경과분석, 거래처별 신용 및 재무상태분석, 과거경험율을 토대로

대손예상액을 추산하여 대손충당금 잔액을 결정해야 한다. 기말 채권잔액에 대한

대손예상액을 추정할 시에는 연령분석법, 채권잔액비례법 및 대손실적률법을 적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령분석법은 기말 채권잔액을 경과일수에 따라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별로 상이한 대손률을 적용하여 대손예상액을 추산하는

방법이며, 채권잔액비례법은 기말 채권잔액 전체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회수불능채

권예상액으로 추정하고 이를 기말 대손충당금잔액으로 인식하는 방법이다. 대손실

적률법은 채권에 대한 과거 대손률을 산정하여 대손예상액을 추산하는 방법이다.

다만 그 이외에도 기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중앙부처의 대손설정율은 표준편차가 21.1%에 달하고 0%에서 88.75%의 범

위에 분포되어 있어 중앙부처별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역시 미수세금에 대한 대손충당금비율이 2%에서 31%의 범위

에 놓여있어 자치단체들 역시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상

활, 2010, 2011; 김봉환, 2013b).

3)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의 인식

대손충당금은 『재무상태표』에 인식된다. 『재무상태표』의 자산은 「국가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

시설,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여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 기장된다.

이 중에서 대손충당금은 유동자산의 차감계정으로 미수채권대손충당금으로 인식된

다.

대손상각비는 그 성격에 따라 프로그램순원가, 관리운영비 및 비배분비용으로 구

분되어 『재정운영표』에 인식된다.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르면 프로그램순원가는 각 개별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경상적

으로 소요되는 순원가를 말한다. 관리운영비는 인건비와 경비로 구분되는 데 인건

비는 급여 및 퇴직급여를 말하며 경비는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인쇄비,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연구개발비, 세금과공과, 수도광열비, 피복비와급량비, 지급임차료, 유류

비, 수선유지비, 여비교통비, 업무추진비, 감가상각비, 기타비용 등을 말한다. 동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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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제20조에 따르면 비배분비용은 평가손실, 자산감액손실, 자산처분손실, 이자비용,

기타비용 등을 말하며, 동 지침 제21조에 따르면 비배분수익은 이자수익, 평가이익,

감액손실환입, 자산처분이익 등을 말한다. <표 11>은 『재정운영표』의 구조를 나

타낸다.

<표 11> 재정운영표의 구조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편람, 2014, 수정.

『재정운영표』는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와 달리 원가에서 수익이 차감되는 구조

이다. 이는 정부회계의 특성상 순수익에 비해 원가에 대한 정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운영결과가 양(+)이면 적자를 의미

하며 재정운영결과가 음(-)이면 흑자를 의미한다.

3) 비교환 수익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법령에 따라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의미한
다. 대표적인 비교환 수익으로는 부담금수익(환경개선부담금·물이용부담금·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제재금수익(벌금·몰수금·위약금·가산금 등), 사회보험수익(산재보험수익·고용보험수익 등), 무상이전
수입(전입금·자산수증·기부금 등), 채무면제이익, 기타재원조달 등이 있다(허웅 윤성식, 2014).

프로그램총원가

·프로그램총원가

-프로그램과관련하여프로그램별로배부가가능한원가

-직접원가와간접원가로구성

·프로그램수익

-교환수익으로서특정프로그램에직접적인추적이가능한수익
(-) 프로그램수익

= Ⅰ. 프로그램순원가

(+) Ⅱ. 관리운영비 ·프로그램수행을지원하는비용

(+) Ⅲ. 비배분비용 ·프로그램에직접적으로대응하기어려운비용

(-) Ⅳ. 비배분수익 ·프로그램에직접적으로대응하기어려운수익

= Ⅴ.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 Ⅵ. 비교환수익3) 등
·직접적반대급부없이발생하는수익등

(기금및특별회계에서만발생)

=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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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계보수주의

1) 회계보수주의의 의의

회계보수주의는 기업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사건에 대해 불확실성

이 개재된 경우 비용이나 손실은 즉각적으로 반영하고 수익은 지연하여 인식하는

회계처리라고 볼 수 있다. 보수주의는 중립적인 회계처리가 아니라는 비판에도 불

구하고 재무회계 분야에서 오래 전부터 자산평가와 이익결정에 큰 영향을 끼쳐 왔

다.

Basu(1997)는 악재와 호재를 재무제표에 반영함에 있어서 감사인이 악재보다는

호재를 보다 엄격하게 반영하는 경향을 보수주의로 보았다. 즉 회계보수주의를 이

익의 비대칭적 적시성(asymmetric timeliness of earnings)으로 보고 불리한 사건

(bad news)으로 발생한 손실보다 유리한 사건(good news)으로 인한 이익을 더 엄

격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회계실무에서는 미실현이익보다 미실현손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보수주의를 적용하고 있으며「기업회계기

준」에서는 “회계처리는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라

고 하여 보수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보수주의의 정의를 요약하면 보수주의는 수익과 비용의 비대칭적인 적시

성을 의미하며 불확실한 경제적 사건에 대해 비용은 조기에 인식하고 수익은 이연

하여 엄격하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회계보수주의는 「기업회계기준」

의 가장 오래된 회계 원칙의 하나이며 「국가회계기준」에서 이를 명시적인 기본원

칙으로 채택하고 있지는 않으나 각종 회계처리를 볼 때 「국가회계기준」의 기본원

칙으로 인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김봉환, 2013b).

Watts(2003)는 회계에서 보수주의의 중요성을 계약기능(contracting), 주주소송

(shareholderlitigation) 및 회계규제(accounting regulation)의 세 가지 측면에서 설

명하였다. 첫째, 계약기능에서 보수주의는 여러 가지 계약을 함에 있어 경영자의 이

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산 이익을 과대계상하고 부채 비용을 과소 계상하여 기회

주의적 행위를 감소시켜준다. 둘째, 주주소송에서 보수주의는 경제적 손실을 우선적

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정보의 누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의 위험

과 잠재적 소송비용을 감소시킨다. 회계규제에서 보수주의는 자산의 과대계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손실을 감소시키므로 규제기관에 의해 선호된다.

이에 반해 최관·김문철(2003)은 보수주의가 이익의 과대예측오류 가능성을 줄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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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익의 질을 높이는 데는 기여하나 과도할 경우 기업의 실상을 왜곡한다고 하였

다. 보수적 회계처리는 기업의 이익과 자본을 과소 계상할 수 있어서 기업의 수익

성과 재무구조 및 배당가능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경영자와 채권자 및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보수주의의 추세와

그 정도를 재무제표 분석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보수주의는 정

치적비용을 절감하고 경영자 보상을 증가시키는 등의 기회주의적 이익조정에 이용

될 수도 있고 자본시장의 주가반응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백원

선 이수로(2004)는 보수주주의가 순자산과 순이익을 과소평가하므로 수익과 비용의

대응을 왜곡시켜 이익지속성의 개념에 상충된다고 하였다. 김봉환(2013a)은 보수적

인 회계원칙의 채택은 중앙관서의 재정운영결과를 악화시킬 수 있으나 부정적인 정

보를 공개함으로써 외부의 정보공개요구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감시로

부터 생기는 정치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2) 회계보수주의에 대한 영향요인

김정옥·배길수(2006)는 1986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간에 상장 및 비상장된 12월

결산법인 중 비금융업에 속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보수주의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

로 본 연구를 통해 일반부채비율과 금융기관차입금의 비율, 기관투자자지분율 및

외국인투자지분율, 상장여부가 보수주의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 지를 실증 분석하

였다. 그 결과 일반부채비율은 보수주의와 양(+)의 관계를 가졌지만, 금융기관차입

금의 비율은 보수주의와 음(-)의 관계를 가졌다. 외국인투자지분율은 보수주의와 유

의한 관계가 있었으나, 기관투자자지분율은 보수주의와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또한

비상장기업에 비해 상장기업의 보수주의가 높았다. 이에 대해 일반채권자들은 직접

적으로 기업의 정보를 얻기 힘들 뿐만 아니라 기업에 미칠 수 있는 개별적 영향력

이 높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공시하는 재무제표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더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요구한다고 하였다. 기관투자자 지분이 높을수록 회계가

덜 보수적이라는 결과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나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 기관

투자자들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이들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다양한

규제가 존재하였던 것을 감안하면 그다지 놀라운 결과가 아니라고 하였다. 외국인

투자지분율이 높을수록 보수주의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잘 정

립된 국가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수적인 회계처리가 대리인 비용을 줄여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임을 숙지하여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요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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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라고 하였다. 비상장기업에 비해 상장기업이 더 보수적인 것에 대해서는 소수

의 특정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기업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비상장기업에

비해, 불특정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여 정보비대칭 문제가 심각한 상장기업의

이해관계자가 보다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최현돌·윤재원(2006)은 2002년과 2003년까지의 기간에 한국기업지배구조지원센터

로부터 기업지배구조평가 설문자료를 입수한 기업 중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보수

주의를 연구하였다. 기업지배구조를 주주의 권리보호, 이사회, 경영투명성(또는 공

시), 감사기구, 과실배분의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배주주에 의한 기업

소유구조와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이 보수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기

업지배구조 수준이 높을수록 회계정보의 보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지배구조의 각 부문별(주주권 보호, 이사회, 공시, 감사기구, 과실배분) 분석결과에

서는 공시수준이 높을수록 보수주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부문은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았다. 이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사외이사, 감사위원

회 등과 같은 선진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운영결과를 외부 이해

관계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할 때 그 효과가 더욱 증대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지배주주지분율과 회계정보의 보수성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없었으

나 외국인 투자자지분율과 회계정보의 보수성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지배주주지분율은 회계정보의 보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 반

면, 외국인 투자자는 지배주주의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보수주의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승태·이윤원(2008)은 1996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

되어 있는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보수주의를 분석하였다. 기업의 소유구조와 보수

주의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구체적으로 대주주지분율, 외국인지분율 및 부채비율

이 높아짐에 따라 보수주의가 높아지는 지를 살펴보았다. 예상과 달리 대주주지분

율이 높은 기업이 보수주의와 양(+)의 관련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주주의

경우 기업내부의 정보 독점자로서의 지위를 누리기 때문에 기업내 외부로부터 기업

운영에 대한 견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동일 업종의 회계처리기준과 유사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

이라고 하였다. 외국인지분율이 높을수록 보수주의 경향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외국인투자가가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에 대한 간접적인 견제수단으로

써 회계처리의 보수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기관투자자와 관련해서는 보

수주의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감시기능을 충실히

하는 경우 기관투자자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보수주의와의 관계가 크게 나타날 것이



- 38 -

지만, 기업의 경영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에는 보수주의와의 관련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김새로나 양동훈 조광희(2011)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유가증권에 상

장된 12월 결산법인 중 비금융기업에 속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보수주의를 살펴보았

다. 구체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재벌기업과 비재벌기업으로 구분하여 대리인비

용과 보수적 회계처리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과 재벌기업에서 대리인비

용에 대해 보다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하였다. 나아가 기업의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신용상태가 좋은 기업에 비해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서 대리인

비용에 대해 더 보수적인 회계처리 하였다. 끝으로 기업지배구조 특성 변수인 대주

주지분율을 이용하여 대리인비용이 보수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기업이 대리인비용에 대해 보다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하였다. 위와

같은 결과에 대해 대리인문제가 큰 상황에서 대리인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투자자

들이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요구한 결과로 해석하였다.

김태완 전하성 권영도(2011)는 2000년부터 2010년 3월말까지의 기간에 한국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비금융업 기업을 대상으로 보수주의를 분석하였다. 외국대형회계

법인과 업무제휴를 맺은 감사인을 높은 감사품질을 가진 감사인으로 보고, 감사품

질이 보수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감사품질이 높은 경우에 보다 보수적

인 회계처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해석으로 감사품질이 낮은 감사인에 비해 높은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보다 신중히 감사하므로 후자에 의해 산출된 회계정보가 더

보수적이라고 하였다. 즉 감사의 질이 높을수록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이익조정행위

를 탐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감사절차를 취하게 되고 회계원칙의 적용이나 해석에

있어서도 더 보수적인 태도를 가진다고 하였다.

정성환·유승원(2012)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중 비금융업에 속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보수주의를 살펴보았다. 구

체적으로 악재성 정보의 자율공시와 보수주의간의 상호작용이 자기자본비용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악재성 정보의 자율공시 빈도가

증가할수록 보수주의의 자기자본비용 감소효과가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악재성 정보의 자율공시가 기업의 보수적 정책을 알리는 사전정보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나아가 이것이 기업의 보수적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여 정보비대칭을

완화시켰다고 하였다.

김명종·하승화·김진우(2014)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에 상장사 협의회에

수록된 12월 결산법인 중 비금융기업에 속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보수주의를 분석하

였다. 그 결과 정보비대칭 측정치인 PIN(Probability of information-based tr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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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을수록 보수주의가 높아 정보비대칭과 보수주의 사이에 양(+)의 관계가 있음

을 확인하였다. 기업의 재무적 상태와 성과에 대한 사적 정보를 보유한 경영자에

비해 외부 투자자들은 기업의 각종 공시정책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대한 모든 정보

를 알 수 없어 경영자와 외부 투자자 사이에는 정보비대칭 현상이 존재한다. 정보

비대칭 문제는 기업 가치를 감소시키는 대리인 문제와 외부 자본조달제약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기업은 외부 투자자들로부터 이러한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요구받게 되며, 이에 대해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하게 된다고 하였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대손충당금비율에 대한 선행연구도 있다. 김봉환(2013b)은

지방자치단체의 대손충당금비율 분석을 통해 회계정보사용자의 정보공개에 대한 요

구가 높을수록 보수적 회계처리를 하게 되며 이 결과 보수적 회계처리의 일환인 대

손충당금비율을 높게 설정한다고 하였다. 추가적으로 중앙부처의 대손충당금비율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순원가가 클수록 감사원과 국민의 통제가 더욱 높아져 대손충

당금비율을 높게 설정한다는 것을 실증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높은 일반부채비율과 외국인투자지분율, 상장여부, 우수한 기업지배구

조 및 공시수준은 장부작성주체에 대한 감시를 증가시켜 보수적 회계처리를 강화하

였다. 나아가 정보비대칭 하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보수주의에 대한 요구 역시 보수

적 회계처리의 유인이 되었다. 다만, 지배주주지분율은 예상과 달리 보수적 회계처

리와 일관된 관계가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이익조정

이익조정(earnings management)은 경영자가 사적이익 또는 기업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 보고이익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익조정에 대

한 연구는 일반기업과 금융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 대변되어 왔는데 일반기

업의 경우 주로 발생액(accruals) 조정을 통해 이익조정여부를 확인하였다. 반면 금

융기업은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이 쉽지 않아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와 유가

증권처분손익 등의 개별 손익항목들의 변화를 추적해 이익조정여부를 확인하고 있

다(강태호 양규혁 이문식, 2009).

기업의 이익조정 동기에 대한 이론 중 보너스제도가설(Bonus plan hypothesis)에

따르면 경영자가 자신의 보상(compensation)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익을 조정하게

된다. Healy(1985)는 경영성과가 보상계약을 벗어나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

문에 경영성과에 따라 이익을 조정할 동기가 있다고 하였다. 부채계약가설(D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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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nant hypothesis)은 기업이 회계수치에 근거한 부채계약을 위반할 여지가 있는

경우 부채비용이 증가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이익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정치

적 비용가설(Political cost hypothesis)은 현재의 이익에 대해 높은 정치적 비용을

지불할 여지가 있는 경우 이익을 미래로 이연시키는 조정을 한다는 것이다. 법인세

유연화가설(Tax management hypothesis)은 법인세를 부담하는 기업이 법인세액의

기간간 차이나 동일 업종의 타기업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이익조정을 한다는 것

이다. 이외에도 주식 발행가격 조정, 시장기대치 초과달성 등을 위해 이익조정을

한다는 연구가 있다

일반기업과 금융기업에 대한 이익조정의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강태호·양규혁·

이문식(2009)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지역농협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

로 금융기업으로 분류되는 지역농협이 대손충당금설정액의 조정으로 이익평준화와

순자본비율을 관리하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순자본비율이 낮은 기업은

대손충당금설정액을 감소시키고, 조정전 보고이익이 높(낮)은 기업은 대손충당금비

율을 증가(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지역농협들이 대손충당금설정

액의 재량적 조정을 통해 순자본비율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이익평준화도 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최서연·박해영(2009)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행사기간이 도래한 스톡옵션을

보유한 경영자가 속한 은행을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재량적인 대손충당금설정액

을 중심으로 국내은행의 경영자 스톡옵션 보상과 이익조정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

다. 경영자의 스톡옵션 행사가능시점을 분석시점으로 하여 부여받은 스톡옵션의 종

류를 구분한 후 이익조정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나아가 경영자의 감시정도

를 나타내는 소유분산정도에 따라 이익조정에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재량

적 대손충당금 설정액과 경영자가 행사할 수 있는 스톡옵션의 크기는 유의한 음(-)

의 관계를 가졌는데, 이에 대해 행사 가능한 스톡옵션 크기가 클수록 행사차익을

높이기 위해 보고이익을 상향 조정한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소유가 집중된 은행

보다 소유가 분산되어 감시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은행의 행사 가능한 스톡

옵션의 크기가 대손충당금설정액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즉 소유가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 비해 소유가 분산되어 감시감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행사 가능한

스톡옵션의 크기가 이익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문현주(2004)는 1995년부터 2001년 사이의 국내은행의 이익조정을 실증 분석하였

다. 대손상각비와 “대손상각비 조정전 이익의 산업평균치와의 차이”와의 관계를 분

석한 결과, 두 변수 사이에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었다. 이는 조정전 이익이 산

업평균치보다 높(낮)은 은행일수록 기말에 더 많(적)은 대손상각비를 추가로 인식하



- 41 -

고 있음을 의미하며, 국내은행들이 개별항목인 대손상각비를 이용해 이익관리를 행

하고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대손상각충당금 설정의 기준이 되는 대출채권을 기업

대출금, 가계대출금 및 기타대출금으로 구분하여 기말추가인식 대손상각비의 재량

적 활용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기업대출금에 대한 대손의 활용정도가 가계대출금보

다 더 높아, 가계대출에 비해 기업대출에서 더 높은 재량적 활용도를 보인다고 하

였다.

지현미 박홍조(2006)는 2002년에서 2005년 사이의 상호저축은행의 자료를 분석하

여 경영자가 대손충당금을 이용해 위험가중자산의 자기자본비율을 조정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상호저축은행의 조정 전 자기자본비율이 전기에 감독당국에 보고했던

수준보다 감소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비율을 조정할 유인이 있다고 보고, 이러한

유인이 발생한 경우 대손충당금을 이용하여 자기자본 비용을 조정하였는지를 살펴

보았다. 분석결과 조정 전 자기자본비율이 목표했던 수준에 미달하는 정도가 클수

록 대손충당금비율이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상호저축은행들이

자기자본비율을 관리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조정한다고 하였다.

공공기관에 대한 이익조정의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수연 이호영 이민정

(2009)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이익과 경영평가점수 등의 성과가 기관장의 보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착안하여,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공공기관 재무

및 경영정보를 바탕으로 이익조정 측정치와 당기의 기관장 보상과의 상관관계를 분

석하였다. 그 결과 기관장의 기본급은 이익조정 측정치인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

(PDA)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 반면 성과급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이에 대해 기관장의 경우 성과급 보다는 이사회에서 결정될 기본급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익조정을 한다고 하였다. 경영평가로 인한 성과급이 이익조정과 유의하지

않은 것은 성과급을 결정하는 경영실적평가 점수가 계량지표인 재무성과뿐만 아니

라 독립적인 평가위원단에 의해 결정된 비계량지표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어

계량지표에만 반영되는 이익조정만으로는 성과급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익조정 측정치와 기관장이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비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간접보상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유의한 양(+)의 관계

가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익조정이 기관장의 간접보상의 극대화에도 사용될 수 있

다고 하였다.

금병욱·문두철(2010)은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4년동안 108개의 기업-연도 표

본을 대상으로 이익조정을 연구하였다. 공공기관경영실적평가의 평가지표 중 재무

적 지표의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을 기초로 설정되는 것에 착안하여, 전년 대비 이

익감소를 회피하기 위해 이익을 상향조정하는 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즉 공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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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경영실적평가는 임직원 평가와 해임, 기관의 차기예산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전년대비 이익감소 회피를 통해 경영실적평가를 좋게 한다고 하였다. 분석결과 이

익감소회피 구간의 공기업들은 전년대비 이익이 감소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이익

을 상향조정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일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 이익공유

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반면, 공공기관 경영자의

임기는 1∼4년으로 짧은 편이며 연임 가능성이 낮아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이 인

센티브의 전부이므로 공공기관 경영자가 단기간의 가시적인 경영성과를 통해 높은

등급의 경영평가를 받아 성과급을 최대한 받고자 한다고 하였다. 이익조정의 궁극

적 목적이 임직원 평가와 해임, 기관의 차기예산에 있다는 점에서, 임직원 해임과

평가, 기관의 차기예산이 이익조정의 유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민간관리기금

의 경우, 기금의 재무건전성이 민간관리기금에 대한 공공기관경영실적평가 상의 평

가지표라는 점에서, 민간관리기금은 이익조정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높여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를 개선할 여지가 있다.

차진화·김완희(2010)는 횡단면적 이익분포도상의 증거부호변화율을 이용하여 국내

공공기관들의 이익조정여부를 분석하였다. 공기업여부,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여부, 최고경영자의 교체, 부채비율, 전기에 당기순손실의 보고여부에 대한 변수를

토대로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공기업여부, 부채비율, 전기

당기순손실의 보고여부에 대해 설명력을 가졌으며 이 중 전기 당기순손실의 보고여

부가 다른 변수들에 비해 가장 큰 설명력을 가졌다. 최고경영자의 교체변수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일반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의 최고경영자의 교체

사유가 이익에 있기 보다는 정권의 교체나 임기와 같은 다른 요인에 있기 때문이라

고 하였다.

윤성만(2013)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알리오(Alio)시스템에서 추출한 공공기관

을 대상으로 이익조정에 대해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의 이익조정행위에

경영성과보상유인과 세금유인이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경영평가 성과급의 크기

와 적자 회피적 이익조정은 양(+)의 관련성이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

영성과가 소폭 적자수준일 경우 소폭 흑자상태로 이익조정 함으로써 성과보상을 높

인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조세부담 수준이 높은 공공기관일수록 적자 회피적 이익

조정을 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흑자수준으로 이익조정 할

경우 추가적인 조세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조세부담수준이 높은 기관은 오히려 적

자회피를 위한 이익조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공공기관은 경영실적평가를 높이기 위해 이익조정을 하고 있으며 부채비율, 전기

당기순손실의 보고여부, 공공기관의 차기예산, 전년 대비 이익감소의 회피, 기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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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간접보상, 성과급 등이 이익조정의 유인이 된다. 차진화·김완희(2010)에 따르면

전기당기순손실의 보고여부가 이익조정의 유인이 된다. 이에 전기당기순손실이 발

생한 경우 공공기관이 양(+)의 이익조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기재정운영결과

가 순손실인 경우 민간관리기금이 양(+)의 이익조정을 할 수 있다. 나아가 금병욱·

문두철(2010)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차기예산도 이익조정의 유인이 된다. 현재 기금

의 자산규모별 자산운용평가결과에 따라, 상위 1/3기금은 기금운영비를 0.5%p증액

하며 하위 1/3기금은 기금운영비를 0.5%p 삭감하게 되어 있다. 즉 자산운용평가결

과에 따라 공공기관인 민간관리기금의 차기예산이 영향을 받게 되므로 양(+)의 이

익조정을 할 여지가 있다. 나아가 민간관리기금은 자산운용평가결과로 낮아진 운영

비를 상쇄하기 위해 양(+)의 이익조정을 통해 공공기관경영실적평가를 높일 유인이

있다. 이와 더불어 금병욱·문두철(2010)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전년 대비 이익감소를

회피하기 위해 양(+)의 이익조정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민간관리기금의 경우 전기

재정운영순원가가 높거나 전기재정운영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 전년대비 이익감소를

회피하기 위해 양(+)의 이익조정을 할 여지가 있다.

6. 이익조정과 보수주의의 관계

회계보수주의와 이익조정은 회계분야의 실무 및 학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 받고

있는 연구주제이다. 회계보수주의와 이익조정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연

구가 수행되었으나, 이들에 대한 개념적 차이와 선행연구들의 혼재된 실증결과로

인해 이익조정과 보수주의 간의 명확한 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다소 제한적이다(박

상봉 라기례, 2013). 하지만 일부 선행연구는 보수주의와 이익조정 사이에는 음(-)

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우용상(2009)은 법인세가 많은 기간에는

보수적 회계처리를 통해 이익을 줄이므로 보수주의와 이익조정이 음(-)의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정도진 정아름(2017)은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

환으로 시행된 공기업의 부채감축정책을 정책시행 전후로 분석하여 공기업의 회계

보수성과 이익조정행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시행한 이

후, 부채비율의 수준과 상관없이 공기업의 이익조정이 증가하고 부채비율이 높은

공기업일수록 보수적 회계처리 회피를 통한 이익조정을 한다고 하여, 보수주의와

이익조정을 상반된 관계로 보고 있다.

하지만 양 개념이 음(-)의 관계를 가져야 할 이유는 명확치 않으며 오히려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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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개념임을 상기하면 공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박상봉 라기례, 2013). 배

길수·김정옥(2006)은 1980년부터 2004년까지 상장된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

구에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회계수치의 보수성이 높았지만 이익조정 크기도 높

음을 보였다. 경영자의 임기를 고려한 결과도 유사하였는데 임기가 후반기로 갈수

록 회계의 보수성도 높아짐과 동시에 성과를 높이는 이익조정을 하였다. 김창범·최

종서(2008) 역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거래소 및 코스닥에 계속 등록된 제조업

중 스톡옵션을 발행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수주의와 이익조정의 관계를 분석하여

스톡옵션 부여전과 행사 전에 보수적 회계처리의 상대적인 수준을 이용한 이익조정

행위는 나타나지 않아 보수주의와 이익조정이 서로 대체되는 개념으로 볼 수 없다

고 하였다.

이익조정은 경영자가 사적이익 추구를 위해 회계정보에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것

으로 정의되나, 보수주의는 대리비용을 통제하여 투자자 및 채권자를 보호하고 이

를 통해 자본비용을 낮추는 역할을 담당하는 회계 관행이므로 양자는 개념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박상봉 라기례, 2013).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로 회계의 보수성을 높이지만, 경영자들은 제약 범위 내에서의 재량을 통해 성

과를 높이는 이익조정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균봉 이미화, 2007).

결과적으로 보수주의와 이익조정의 관계는 실증적으로 확인될 수밖에 없을 것이

다.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 정부기금관리주체에 따른 기금효과성 연구

정부기금에 대한 정부회계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기금관리주체에 따른 기금의

효과성 연구는 드물지만 찾을 수 있다. 본 논문은 기금관리주체에 따른 대손충당금

비율 차이에 대한 연구이므로 선행연구를 통해 기금관리주체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

가 있다. 김태일·김상헌(2003)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이루어진 기금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기금의 차이에 따른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첫째, 연금/금융성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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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업부문 평가점수가 사업성 기금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업성

기금의 경우 연금/금융성 기금에 비해 방만한 사업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둘째, 연금/금융성 기금에 비해 사업성 기금의 운영성과의 연도

별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업성 기금이 상대적으로 기금운영에 있어

서 재량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사업성 기금이 연금/금융성 기금에 비해

평가점수가 낮을 뿐만 아니라 운영에서 재량의 여지가 많으므로 연금/금융성 기금

에 비해 사업성 기금이 경영 효율화의 여지가 크다고 하였다. 셋째, 위탁운영이 직

접운영에 비해 평가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위탁운영의 경우 직접운

영에 비해 전담인력이 많거나 전문성이 높아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

문이라고 하였다. 넷째, 규모가 큰 기금의 사업부문 성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기금규모가 클수록 운영인력이 많거나 전문성 있는 인력의 채용이 가능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강신범(2005)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기금운용평가를 받은 83개 기금을 표본으

로 기금운용평가 전후 총자산운영이익률차이와 운영주체, 관리방식, 통제변수(자산

규모와 고유목적 사업비비율)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기금운용평가 전 후의

총자산운용이익률 차이와 운영주체, 관리방식, 기금의 자산규모 및 고유목적 사업비

비율 간에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운영주체 및 관리방식의 계수가 유의함을 보였

다. 구체적으로 정부운영기금에 비해 민간운영기금의 성과 향상이 크며 민간운영기

금 중에서는 직접관리기금의 성과향상이 더 컸다. 나아가 위탁관리기금에 비해 직

접관리기금의 성과향상이 더 컸다. 끝으로 규모가 큰 기금일수록, 고유목적 사업비

비율이 높은 기금일수록 기금운용평가에 따른 재무성과 향상이 더 컸다.

김정학(2010)은 기금운영규모, 기금설치목적, 기금운영방식, 기금성격 및 전년도

평가여부를 독립변수로 하여, 이와 같은 변수가 기금평가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연

구하였다. 첫째, 기금운영규모는 기금평가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이에

대해 규모가 큰 기금은 관리 인력이나 관리경험이 축적되어 있어 좋은 평가점수를

받는다고 하였다. 둘째, 기금설치목적에서는 사업성 기금에 비해 연금/금융성 기금

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는 사업성 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셋째, 전년도에 평가받은 기금은 그렇지 않은 기금보다 더 높은 평가점수를

받았는데, 이를 통해 기금운용평가제가 부분적인 효과가 있다고 해석하였다. 하지만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달리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윤광진(2010)은 복권기금을 대상으로 한국과 미국 간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비교

하였다. 한국의 경우는 복권기금을 운용하는 주체가 기획재정부에 속해있는 복권위

원회로써 미국에 비해 독립성이 낮으며 기금운용 및 관리에 있어서도 기획재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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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정한 규정을 따르므로 위원회의 재량이 상당 부분 제한되어 있다고 하였다.

반면 미국의 경우는 복권위원회가 독립적인 기관으로 분리되어 있어 독립성이 보장

되며, 이러한 차이가 복권기금수익률 차이의 원인이 된다고 하여 기금관리주체에

따라 기금의 효과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기금의 특성이 기금의 대손충당금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기금의 효과성에 일관된 영향을 미친 변수인 기금운영규모와 기금설치목

적 등을 통제하여 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2. 정부회계의 대손충당금 설정에 대한 연구

정부회계에서 대손충당금 설정에 대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우선 보수주의에 대

한 선행연구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봉환(2013b)은 2010년, 2011회계연도의 39

개 중앙관서의 단기미수채권대손충당금비율을 회귀분석 하였다. 프로그램 순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프로그램 순원가가 높을수록 단기미수채권대손충당금비율이 높은지

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프로그램 순원가가 높은 중앙관서일수록 단기미수채권대

손충당금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외부의 감시에 따른 회계보수주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하였다. 다음으로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부처인지, 국민을 대

상으로 하는 부처인지를 기준으로 하여,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부처가 대손충당금

비율이 높은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부처가 단기미수채권

대손충당금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정부비대칭에 따른 회계보수주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로 보았다. 끝으로 경제부처인지, 비경제부처인지를 기준으로 하여,

경제부처가 대손충당금비율이 높은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제부처가 단기미수

채권대손충당금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국가회계 전문지식과 국민적 감시에

따른 회계보수주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하였다.

이상활(2011)은 2008회계연도의 서울시, 부산시 및 대구시 data를 중심으로 미수

세금과 미수세외수입금의충당금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후, 합리적인 충당금 설정에

관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실태조사에 의하면 동일한 경제권(광역시)에 위치한 자치

단체 간에도 미수세금이나 미수세외수입금의 대손추정율에 많은 차이가 있어 동일

한 경제권에서는 비슷한 추정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대손추정에 대

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손추정이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

으며, 담당자들은 대손설정율을 높게 잡아 미수채권회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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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미수채권에 대한 채권회수율(지방세체납율)이 지방재정분

석에 포함되므로 미수채권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김봉환(2013a)은 2007회계연도부터 2011회계연도까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미수세

금 대손충당금비율을 실증 분석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1인당 지역총생산이 낮아

미수세금에 대한 미래 결손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될수록 대손충당금비율을 높게 설

정하였다. 나아가 지역주민들의 학력수준 및 도시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주민들의

정보요구와 재무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대손충당금비율을 높게 설정하였는데,

이를 정보공개요구에 의한 회계보수주의를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하였다. 추가적으

로 지방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대손충당금비율을

높게 설정하였는데, 이를 중요한 자산일수록 더 자세하고 정확한 회계정보를 제공

한 다는 보수주의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로 해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대손충당금비율을 이용하여 재정운영결과를 좋게 하는지를 검증하였으나 유효한 결

과를 얻지 못하였다.

정창운·유갑열(2015)은 2007회계연도부터 2014회계연도까지 광역시·도의 미수세

금, 미수취득세, 미수지방교육세, 미수자동차세 및 미수세외수입금 대손설정율을 분

석하여 자치단체의 대손충당금 설정추세, 특징 및 행태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미수세금 대손설정율이 미수세외수입금 대손설정율 보다 높다는 기존

연구 결과(이상활, 2010, 2011; 김봉환, 2013a)를 확인하였고 미수세외수입금의 경우

미수세금보다 평균 대손설정율이 낮고 표준편차도 낮음을 보였다. 나아가 기존연구

와 같이 미수세금이나 미수세외수입금 대손설정율이 자치단체마다 상당한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이 수행하지 않은 미수취득세 대

손설정율도 살펴보았는데, 미수취득세 대손설정율은 미수세금 대손설정율 보다 높

았다. 이를 취득세 징수율이 경기침체 등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것으로 해

석하였다. 미수지방교육세와 미수자동차세의 경우도 전체 미수세금이나 취득세보다

대손설정율이 낮았으며 지방세 항목마다 대손설정율에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몇 가지 함의를 제시하였는데 우선 각 자치단체마다 대손설정율 차이가 크고

대손설정율을 결정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자치단체 담당자의 재량이 개입될 가능성

이 크므로, 향후 행자부에서는 미수세금과 미수세금 대손설정율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손충당금설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나

아가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담당자들이 대손설정율을 높이 설정하여 미수채권회수에

적극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자치단체에서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입의 확보

를 도모하기 위해 대손설정율 지표와 전년대비 대손설정율 증감지표 등을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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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지방자치단체회계에서 대손충당금을 통해 이익조정을 하는 지를 살펴본 선행연구

가 있다. 정성호(2017a)는 지방자치단체(특·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하여, 부채비율에

따라 대손충당금비율을 이용하여 이익조정을 하는 지를 연구하였다. 나아가 부채비

율로 인한 대손충당금의 증가 또는 감소가 차기 대손충당금환입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미수세금과 세외

수입 대손충당금이 낮아지는 것을 발견하여 양 변수 간에 음(-)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여 재정건전성

을 좋게 하려는 회계선택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부채비율의 증가는 차기연도 대손

충당금 환입의 감소로 이어졌는데, 이를 대손충당금이 임의 조정되는 결과로 해석

하였다.

정성호(2017b)는 대손충당금 규모가 재정운영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여 재정운영결과를 좋게 보이

려는 유인이 있다는 전제하에 2008회계연도부터 2015회계연도의 지방자치단체를 분

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대손충당금 규모가 커질수록 재정운영결과지표값이 “0”

또는 “-”에 가까워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대손충당금 규모 조정을 통해 재정

운영결과값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손충당금을 통해 재정운영결과를

좋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통해 정부회계에도 보수주의와 이익조정의 회계처리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회계와 지방자치단체회계 역시 기업과 마찬

가지로 감시, 정보비대칭 및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큰 경우 보수적 회계처리를 통해

대손충당금비율을 높였으며, 소수의 연구에서 대손충당금을 통한 이익조정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정부회계에 대한 보수주의와 이익조정에 대한 선행연구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를 통해 대손충당금비율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상당하다. 다만 이 같은 함의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는 중앙부처나 지방자

치단체의 통합된 회계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세분된 회계를 고려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 49 -

제 3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 1절. 연구문제

본 연구는 정부기금의 대손충당금비율의 차이에 대한 연구이다. 구체적으로 이러

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에서 보았듯이 대

손충당금비율은 보수주의와 이익조정에 따라 달리 설정된다. 기금에서도 보수주의

와 이익조정에 의해 대손충당금비율을 달리 설정하는 지를 파악하여 충당금비율설

정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향후 대손충당금설정에 합리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회

계보수주의는 장부작성주체에 대한 감시에서 비롯된다. 즉 장부작성주체에 대한 내

외적 통제가 큰 경우, 자산의 과다계상으로 인한 감시비용을 줄이기 위해 보수적

인 회계처리를 하게 된다. 이와 별개로 준정부기관인 민간관리기금은 인센티브를

위해 대손충당금비율을 이용해 이익조정을 할 여지가 있다.

우선, 기금관리주체에 따른 보수주의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금에 대한 통제의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기금은 관리주체별로 정부관리기금과 민간관

리기금으로 구분된다. 과거에는 국회감시 측면에서 양자 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었

으나 모든 기금이 국회심의의 대상이 된 현행법규정 하에서는 더 이상 국회통제의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현행 법규에 근거할 때 민간관리기금은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통제를 받는다.

첫째, 「국가재정법」에 따라 민간관리기금만이 외부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다. 자산 5000억 이상이 되는 민간관리기금은 필수적으로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김

태완 전하성 권영도(2011)에 따르면 감사와 감사의 질은 보수적 회계처리의 유인이

된다.

둘째, 정부관리기금에 비해 정부산하기관인 민간관리기금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

관경영실적평가를 받는다. 경영실적평가의 계량지표 중 “부채감축달성도” 지표는 기

금의 재정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으며,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지표

는 자산운용결과를 측정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즉 민간관리기금은 구조상 정부

의 산하기관이므로 기금의 존치·운용평가와는 별도로 기금의 운영 대해 기획재정부

로부터 이중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감시 및 평가는 보

수적 회계처리의 주요 유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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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정부산하기관인 민간관리기금은 구체적인 정보가 ‘알리오’를 통해 공시되어

이해관계자의 감시를 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경영실적평가에서 “경영정보

공시”지표를 통해 공시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어 보다 적극적으로 공시할 여지가

있으며,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정보에 접근할 여지가 커지므로 기금을 감시하기

가 보다 용이하다. 최현돌·윤재원(2006)은 공시수준이 보수주의와 양(+)의 관련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넷째, 「국가재정법」제74조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되 예외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의 경우 필수적으로 기금운

용심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예외 없이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토록 한 것은 기금

관리·운용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라고 할 수 있다. 최현돌·윤재원

(2006)은 건전한 지배구조는 보수성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다섯째, 기금이 발생한 상황이다. 한국의 기금의 출현과정4)에서 볼 때 민간관리기

금은 소관중앙관서의 장의 감시 아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민간관리기금은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후, 필히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득해야

하므로 중앙관서의 장이 민간관리기금에 대해 강한 통제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문인수(1998) 역시 민간이 주체인 기타기금의 경우, 인사, 예산 및 기금운영의 실질

적인 권한이 주무부처에 집중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공공기금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민간관리기금은 비록 민간이 기금운용주체이기는 하나 기금

의 전반적인 사항에 있어 소관중앙관서의 장의 감시 아래에 놓이게 된다. 구체적으

로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금의 정관을 인가하며 운영위원

회에 소속 공무원을 포함시키고 운영위원들을 지명한다. 민간관리기금의 이사장과

감사, 이사 역시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하며 일정한 사안에 대해 임원을 해임할 수

도 있다. 특히 업무계획은 매 사업연도마다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으며, 이는 업무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역시 동일하다.

4) 기금문제가 부각되고 국민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석유사업기금에서 출발하였다. 당시 석유사업
기금은 정치자금의 파이프라인이었고, 국민들은 기금이란 눈먼 돈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더군
다나 1970년대 각종 정책금융이 기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금을 이용한다는 것은
당시의 경제상황에서 일정부분 부패와도 연계되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는 각종 사업성 기금이 증
가하기 시작하였다. 예산과 달리 기금은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고, 더군다나 민간기금으로 분류
되면 국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금은 부처의 권력으로 비쳐지기도 하였다. 1980년
대 이후 각종 기금들이 경쟁적으로 설치된 배경에서는 조직직할의 ‘부처의 여유자금’을 확보하려는
관련부처들의 병리적 행태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각종 기금에 대한 통합관리의 필
요성이 대두되어 1980년대 초부터 「기금관리법」의 제정이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부처 간 기득권
유지경쟁으로 변질되어 이와 관련된 논의가 구체화되지 못하였다. 정부도 자체적으로 기금통폐합계
획을 추진하였으나 자기 몫을 놓치지 않으려는 각 부처의 강력한 반발로 전혀 진척되지 못한 바
있다. (이원희,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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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과 총지출 역시 예산으로 편성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관서의 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산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기본재산계산서도

동일하다.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외의 여유금의 운용방법에 있어서도 중앙관

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민간관리기금은 정부관리기금에 비해 내·외부적으로 더 많은 감시 하

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김봉환(2013a)은 중앙부처의 대손충당금비율 분석을 통해 프

로그램순원가가 클수록 감사원의 감시나 국민의 감시는 더욱 높아져 대손충당금비

율을 높게 설정한다는 것을 실증 분석하였다. 김태완 전하성 권영도(2011)은 감사의

질이 높을수록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이익조정행위를 탐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감사

절차를 취하고 회계원칙의 적용이나 해석에 있어서도 더 보수적인 태도를 가져, 감

사품질과 보수주의는 양(+)의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최현돌·윤재원(2006)은

공시수준이 보수주의와 양(+)의 관련성을 가진다고 하였으며, 이명곤 이세철(2009)

역시 다양한 감시 및 견제장치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회계보수주

의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정부관리기금에 비해 높은

감시 하에 있는 민간관리기금이, 회계보수주의에 따라 대손충당금비율을 더 높게

설정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1-1>은 다음과 같다,

<가설 1-1>

정부관리기금에 비해, 민간관리기금의 대손충당금비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일 것이

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기금은 중앙정부의 감시 하에 놓인다. 중앙관서의 장은 소

관기금의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중앙관서의 재무제표를 만들게 되므로 간접적으로

기금을 통제할 여지가 있다. 김봉환(2013b)은 정부부처를 대민부처와 정부대상부처

로 나누어 보수주의에 따른 대손충당금비율차이를 연구하였다. 만일 민간관리기금

이 정부대상부처가 아닌 대민부처의 소관 하에 있다면 민간관리기금은 대민과 관련

된 업무를 할 여지가 크므로, 이들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접근성이 높아 보다 큰

국민의 감시 하에 있을 것이다. 나아가 준정부기관인 민간관리기금은 기획재정부의

고객만족도 조사의 대상이다. 고객만족도 조사를 받는 민간관리기금은 정부관리기

금에 비해 국민으로부터 보다 큰 감시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간관리기

금이 정부부처에 소속된 경우에 비해 대민부처에 소속된 경우에 대손충당금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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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높게 설정할 것이다. 나아가 같은 대민부처에 소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고객만

족도 조사를 받는 민간관리기금이 정부관리기금에 비해 대손충당금비율을 보다 높

게 설정할 것이다. 따라서 <가설 1-2>는 다음과 같다.

<가설 1-2>

정부관리기금에 비해, 민간관리기금은 대민부처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대손충당금

비율을 높이는 경향이 클 것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 역시 이익조정의 유인이 있다. 윤성만(2013)은 공

공기관의 경영성과보상유인과 세금유인이 적자회피적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

구한 결과, 공공기관은 경영실적 평가를 높이기 위해 성과를 조정할 유인이 있다고

하였다. 이수연 이호영 이민정(2009)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점수와 이익 등의 성과

가 임원들의 연임, 해임 및 보수의 결정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들이 사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이익조정의 유인을 가진다고

하였다. 금병욱·문두철(2010)은 일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 이익공유제 등 다양한 인

센티브 제도가 있는 반면 공공기관 경영자의 임기는 1∼4년으로 짧은 편이며 연임

가능성이 낮아 공공기관의 경영자는 단기간의 가시적인 경영성과를 통해 높은 등급

의 경영평가를 받고 성과급을 최대한 받고자 하는 이익조정의 동기가 있다고 하였

다.

나아가 공공기관의 대리인 구조는 일반기업과 달리 국민-정부-공공기관이라는 복

대리 구조로 되어 있어 있다. 정부는 국민을 대신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구성

하고 개별 공공기관에 대해 기관장 및 이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임된 기관장에게

경영을 위임함으로써 다단계적인 주인-대리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

와 국민의 이해가 반드시 합치되는 것이 아니며 행위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

여 결과에 대한 완벽한 평가도 어렵다(이수연 이호영 이민정, 2009). 일반기업은 이

러한 구조 하에서 다양한 보상형태를 통해 대리인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려

고 하나 공공기관의 보상은 기본급의 인상이 경직적이고 다양한 보상체계가 구성되

어 있지 않아 기관장은 편법적으로 수당을 신설하여 기본급을 증액하거나 성과급을

최대한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간접보상을 통해 사익을 증대하려는 유인이 발

생하게 된다(박영범, 1997; 이수연 이호영 이민정, 2009).

선행연구에서 공공기관의 경우 전기당기순손실의 보고여부, 기관의 차기예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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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대비 이익감소의 회피가 이익조정의 유인임을 보았다. 이에 근거하면 전기당기

순손실은 기금의 전기재정운영결과를 의미하므로 공공기관이 전기당기순손실이 발

생한 경우 이익을 상향조정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간관리기금이 전기재정운영결

과가 순손실인 경우 양(+)의 이익조정을 할 여지가 크다. 나아가 금병욱·문두철

(2010)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차기예산은 해당기관의 이해관계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현재 기금은 자산규모별 자산운용평가결과에 따라 상위 1/3기금은 기금운영

비를 0.5%p증액하며 하위 1/3기금은 기금운영비를 0.5%p 삭감하게 되어 있다. 즉

자산운용평가결과에 따라 기관의 차기예산이 영향을 받으므로 이익을 상향조정 할

유인이 있다. 나아가 금병욱·문두철(2010)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전년 대비 이익감소

를 회피하기 위해 이익을 상향조정 하게 된다. 이에 기금은 전기재정운영순원가가

높거나 전기재정운영결과가 낮은 경우 전년대비 이익감소를 회피하기 위해 양(+)의

이익조정을 할 여지가 있다.

또한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이익조정을 할 수 있다. 국가재무제표의 자산 과다계

상이나 비용과소계상으로 인한 보상의 가능성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으나, 국가재무제표의 결과에 따른 정치적인 압박이나 임기의 연장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김봉환, 2013a). 최근 이○○ 한국가스공사사장이 3

년 연속 공기업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인 ‘D’를 받아 사퇴압박을 받은 후, 실제로 사

퇴한 사례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기금은 자산운용의 수익률을 매년 공시하고 자

산운용평가를 받으며, 특히 정부산하기관인 민간관리기금은 공공기관경영실적평가

를 받는다는 점에서 이익조정의 여지가 더욱 크다. 나아가 기금은 근본적으로 수익

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운영되므로 일반회계 등의 전입금에 의존한다면 일반회계로

통합될 여지가 있으므로 기금의 통합이나 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수익성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기금재무제표나 감사원의 결산검사보고서에는 재정운영순원가와 재정

운영결과를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감사원의 결산검사보고서에는 재정운영순원가와

재정운영결과의 상위 1∼5위, 하위 1∼5위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는 재정운

영주체의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재정운영순원가가 높거나 재정운영결과가 좋지 않

은 경우 이익조정을 할 유인이 크다.

결과적으로 정부관리기금에 비해 준정부기관인 민간관리기금은 공공기관 인센티

브 등으로 인해 이익조정을 할 여지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기재정운영성과에 따른 기금관리주체의 이익조정여

부를 살펴본다. 실제적으로 재정운영순원가나 재정운영결과, 자산운용평가결과는 당

해회계연도에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산 및 평가과정을 거쳐 익년도에 결과가

나오게 된다. 기업회계와 마찬가지로 회계연도 종료 후 당해 연도의 순자산 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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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추정변경 등의 과정을 거치므로 당년도의 확정된 재무제표는 익년도에 확인할

수 있다. 자산운용평가 결과 역시 익년도 6월경에 나오므로 기금관리주체는 당년도

의 수치로 이익조정을 하기 보다는 전년도의 결과치로 이익조정을 할 여지가 크다.

나아가 기금의 재원은 전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중앙관서로부터 상당부분 영향을 받

게 된다. 『재정운영표』의 항목인 비교환수익 등이 당회계년도 종료 후 확정되므

로 당기재정운영성과를 당년도에 알기 어렵다. 따라서 당기재정운영성과보다 전기

재정운영성과가 당기의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전기재정운영성과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재정운영

표』는 재정운영순원가와 재정운영결과를 동시에 나타내어 준다. 재정운영결과는

기업회계의 순자산변동표상 순이익과 같은 의미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하여

도출하며 독립채산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써 의미가 상당하다. 본 지표상 비용

이 더 크다는 것은 수익성이 떨어진 것을 의미하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익조정을 할

여지가 있다. 정부관리기금에 비해 이익조정의 여지가 큰 민간관리기금의 경우, 전

기재정운영결과에 따라 이익조정을 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다만 재정운영표

의 특성상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하는 구조이므로 재정운영결과가 양(+)이라는 것은

적자를 의미하며, 음(-)이라는 것은 흑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전기재정운영결과를 중간값을 기준으로 전기재정운영결과가 높은 경우 더

미를 1로 하고, 반대의 경우를 0으로 하여 <가설 2-3>을 설정한다.

<가설 2-3>

정부관리기금에 비해, 민간관리기금은 전기재정운영결과가 중간값을 기준으로 높은

경우 대손충당금을 낮게 설정하는 경향이 클 것이다.

다음으로 전기재정운영결과를 0을 기준으로 전기재정운영결과가 양(적자)인 경우

더미를 1로하고, 반대의 경우를 0으로 하여 <가설 2-4>를 설정한다.

<가설 2-4>

정부관리기금에 비해, 민간관리기금은 전기재정운영결과가 양(적자)인 경우 대손충

당금을 낮게 설정하는 경향이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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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표』에서 보았듯이 재정운영결과는 비교환수익에 영향을 받는다. 비교

환수익은 기금관리주체의 노력보다는 기금의 재원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 관리주

체가 재정운영결과를 통제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재정운영결과 뿐만 아니라 기

금관리주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조정 가능한 재정운영순원가에 근거하여 이익조정

을 할 여지가 있다. 『재정운영표』의 목적이 원가의 산출이라는 점에서 비교환수

익을 반영하기 전단계인 재정운영순원가는 재정운영결과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에

감사원의 결산보고서에는 재정운영순원가와 재정운영결과를 동시에 표시하여 순위

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전기재정운영순원가가 높은 경우 더미를 1로 하고, 반대의 경우를 0으로

하여 <가설 2-1>을 설정한다.

<가설 2-1>

정부관리기금에 비해, 민간관리기금은 전기재정운영순원가가 높은 경우 대손충당금

비율을 낮게 설정하는 경향이 클 것이다.

끝으로 전기자산운용평가결과에 따라 이익조정을 할 여지가 있다. 자산운용평가

결과에 따라 자산규모별 상위 1/3기금은 기금운영비를 0.5%p 증액하며 하위 1/3기

금은 기금운영비를 0.5%p 삭감하게 되어, 자산운용평가결과는 기금의 차기예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양(+)의 이익조정을 할 여지가 크다. 나아가 자산운용평

가 결과에 따른 정치적 비판과 낮은 평판을 만회하기 위해 이익조정을 할 유인이

있다.

따라서 전기자산운용평가결과가 낮은 경우 더미를 1로 하고, 반대의 경우를 0으

로 하여 <가설 2-2>를 설정한다.

<가설 2-2>

정부관리기금에 비해, 민간관리기금은 전기자산운용평가결과가 낮은 경우 대손충

당금을 낮게 설정하는 경향이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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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기재정운영순원가, 전기자산운용평가결과 및 전기재

정운영평가결과를 통해 전기재정성과가 좋지 않은 경우, 정부관리기금에 비해 민간

관리기금의 이익조정유인이 더 큰 지를 살펴본다. <가설 2>는 이익조정을 파악하

기 위해 다른 지표를 통해 반복적인 연구를 수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윤

인경·문두철(2016)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가 D나 E등급

을 받은 공기업의 경영자는, 그렇지 않은 공기업의 경영자보다 이익조정을 적게 한

다고 하였다. 즉 공공기관경영실적평가가 좋지 못한 경우, 공기업에 주어지는 패널

티 및 정부의 사후관리 등으로 인해 다음 해의 이익조정을 오히려 적게 한다고 하

였다. 이에 따르면 전기재정운영성과가 좋지 못한 경우, 익년도에 이들에 대한 감시

가 증가하여 보수적 회계처리가 나타날 여지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전기재정운영

성과결과에 따른 이익조정에 대해서는 실증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연구방법

1. 표본선정

본 연구는 정부기금의 단기미수채권 대손충당금비율에 연구이다.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정부기금재무제표』,『자산운용평가보고서』 및 『공공기관경영실적평가

보고서』를 이용하였다. 단기미수채권, 대손충당금, 자산 및 부채 등을 알기 위해

재무제표의 『재정상태표』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재정운영결과를 알기 위해 『재

정운영표』를 이용하였으며, 자산운용평가결과를 알기 위해 『자산운용평가보고

서』를 살펴보았다. 본 자료들은 매 회계연도에 발간되는 자료로써 기획재정부 열

린재정(www.opendata.go.kr)포털에서 『정부기금재무제표』 및 『자산운용평가보고

서』를 수집하였으며, 알리오(www.alio.go.kr)포털에서 『공공기관경영실적평가보고

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연도는 2009년부터 2016년도까지 8회계연도의

자료이다. 실제적으로 2009년도는 전기재정운영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대손충당금비율 등의 주요 수치는 2010년도부터의 2016년도까지 7회계연도 자료에

서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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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된 연구방법론은 계량적 분석(Quantitative Analysis)이다. 기술통계

와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표본의 특성을 분석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기금관리주체와

단기미수채권 대손충당금비율과의 관계를 알아본다. 2009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Panel Data를 구축하여 회귀분석을 함으로써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자료를 함께 고

려하여 최대한 편의(bias)를 제거하며 STATA11.0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2011년부터 현금주의회계에서 발생주의회계가 추가되는 과정에서 충당부채설정으

로 중앙정부회계의 부채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기금의 경우는 과거부터 기업회계기

준을 적용해 왔으므로 2009년도 자료부터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계정성 기

금의 경우는 자산운용평가에서 제외되므로 전기자산운용평가결과로 인한 이익조정

의 검증에는 계정성 기금을 제외하였다.

2. 연구모형

연구모형은 김봉환의 연구모형(2013a, 2013b)을 따른다. 김봉환(2013a, 2013b)은

보수주의의 측정치로 대손충당금비율을 이용하였다. <가설 1>의 경우 김봉환의 모

형에 따라 모형을 설계하되 기금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기금의 여유자산과 기금

의 성격을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다.

<가설 2>의 경우 이익조정의 측정치로 대손충당금비율을 이용하였다. 김봉환

(2013b)은 지방자치단체의 대손충당금비율을 연구하면서 재정운영결과에 따른 이익

조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손충당금비율을 이익조정의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정성호(2017a) 역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채비율에 따른 자본조

정의 측정변수로 대손충당금비율을 사용하였다. 나아가 최근 정성호(2017b)는 재정

운영결과와 대손충당금 규모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대손충당금의 설정 정도

에 따라 재정운영결과가 조정되고 있음을 발견하여 대손충당금이 재정운영결과를

조정하는 기재가 될 수 있음을 보였다. 기업의 경우 재량적 변동액을 통해 이익조

정여부를 판단하게 되나 기금의 경우 재화를 생산하기 보다는 무형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모든 가설의 종속변수는 단기미수채권 대손충당금비율이다. 장기미수채권도 존재

하나 대부분의 기금에서 단기미수채권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단기미수채권만을 대

상으로 한다. 정부회계의 경우 비금융기업이나 금융기업과 같이 대손충당금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예를 들어 금융기업의 경우는 대출채권을 위험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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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분류하고 이에 따라 각기 다른 대손충당금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비금융

기업이나 금융기업에 비해 정부기금의 대손충당금비율에는 보다 큰 재량이 인정된

다고 할 수 있으며 기금관리주체의 의도에 따라 기금간의 대손충당금비율편차가 크

게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가설 1-1>과 <가설 1-2>이다.

<가설 1-1>에서 대손충당금비율은 기금관리주체의 보수주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다. <가설 1-1>을 통해 정부관리기금에 비해 높은 감시 하에 있는 민

간관리기금이, 회계보수주의에 근거하여 대손충당금비율을 더 높게 설정하는 지를

살펴본다. 독립변수는 “기금관리주체더미”이다.

 <연구모형 1-1(가설 1-1)>

Y =  + ·기금관리주체더미 + ·ln(자산) + ·ln(순자산) + ·ln(여유자산) + ·부

채비율 + ·ln(관리운영비) +  기금성격더미 + Ɛit

-Y: 단기매수채권 대손충당금비율

-기금관리주체더미는 정부관리기금이면 0, 민간관리기금이면 1인 더미

-기금성격더미는 기금을 교육문화·복지노동·산업금융·연금금융으로 구분한 더미

-부채비율: 자산대비 부채비율

-Ɛit: 오차항

<연구모형 1-2(가설 1-2)>

Y =  + ·기금관리주체더미 + ·정부부처더미 + ·기금관리주체더미*정부부처더미 +

 ln(자산) + ·ln(순자산) + ·ln(여유자산) + ·부채비율 + ·in(관리운영비) +

 기금성격더미 + Ɛit

-Y: 단기매수채권 대손충당금비율

-기금관리주체더미는 정부관리기금이면 0, 민간관리기금이면 1인 더미

-정부부처더미는 정부대상부처면 0, 대민부처면 1인 더미

-기금성격더미는 기금을 교육문화·복지노동·산업금융·연금금융으로 구분한 더미

-부채비율: 자산대비 부채비율

-Ɛit: 오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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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2>에서 대손충당금비율은 민간관리기금이 대민부처에 소속된 경우에 나

타나는 보수주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다. 같은 대민부처에 소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받는 민간관리기금이, 정부관리기금에 비해 대손충당

금비율을 보다 높게 설정하는 지를 살펴본다. 독립변수는 “기금관리주체더미*정부

부처더미”이다.

기금관리주체의 차이로 인한 대손충당금비율차이가 연구대상이므로 대손충당금비

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인 자산, 순자산, 여유자산, 부채비율, 관리운영비,

기금의 성격을 통제하였으며, 자산, 순자산, 여유자산, 관리운영비는 log화 하였다.

나아가 연도와 기금소관부처의 고정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분석을 하였다.

아래는 <가설 2-1>, <가설 2-2>, <가설 2-3>, <가설 2-4>이다.

<연구모형 2-1(가설 2-1)>

Y =  + ·기금관리주체더미 + ·전기재정운영순원가더미 + ·기금관리주체더미*전기

재정운영순원가더미 +  ln(자산) + ·ln(순자산) + ·ln(여유자산) + ·부채비율

+ ·in(관리운영비) +  기금성격더미 + Ɛit

-Y: 단기미수채권대손충당금비율

-기금관리주체더미는 정부관리기금이면 0, 민간관리기금이면 1인 더미

-전기재정운영순원가더미는 전기재정운영순원가가 중간값보다 낮으면 0, 높으면 1인 더미

-기금성격더미는 기금을 교육문화·복지노동·산업금융·연금금융으로 구분한 더미

-부채비율: 자산대비 부채비율

-Ɛit: 오차항

<연구모형 2-2(가설 2-2)>

Y =  + ·기금관리주체유형더미 + ·재정운영성과더미 + ·기금관리주체더미*전기자

산운용평가결과더미 +  ln(자산) + ·ln(순자산) + ·ln(여유자산) + ·부채비율

+ ·in(관리운영비) +  기금성격더미 + Ɛit

-Y: 단기미수채권대손충당금비율

-기금관리주체더미는 정부관리기금이면 0, 민간관리기금이면 1인 더미

-전기자산운용평가결과더미는 전기자산운용평가결과가 높으면 0, 낮으면 1인 더미

-기금성격더미는 기금을 교육문화·복지노동·산업금융·연금금융으로 구분한 더미

-부채비율: 자산대비 부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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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1>, <가설 2-2>, <가설 2-3>, <가설 2-4>의 종속변수는 단기미수채권

대손충당금비율이다. <가설 2>에서 대손충당금비율은 기금관리주체의 이익조정의

정도를 확인하는 지표이다.

<가설 2>를 통해 전기재정운영순원가, 전기재정운영결과 및 전기자산운용평가결

과로 인해, 기금관리주체의 유형에 따라 대손충당금비율을 어떻게 달리 설정되는지

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기금관리주체에 따른 이익조정의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이

다. 독립변수로서 기금관리주체더미과 재정운영상황더미를 교차하여 교차더미변수

-Ɛit: 오차항

<연구모형 2-3(가설 2-3)>

Y =  + ·기금관리주체유형더미 + ·재정운영성과더미 + ·기금관리주체더미*전기재

정운영결과더미 +  ln(자산) + ·ln(순자산) + ·ln(여유자산) + ·부채비율 +

·in(관리운영비) +  기금성격더미 + Ɛit

-Y: 단기미수채권대손충당금비율

-기금관리주체더미는 정부관리기금이면 0, 민간관리기금이면 1인 더미

-전기재정운영결과더미는 전기재정운영결과가 중간값보다 낮으면 0, 크면 1인 더미

-기금성격더미는 기금을 교육문화·복지노동·산업금융·연금금융으로 구분한 더미임

-부채비율: 자산대비 부채비율

-Ɛit: 오차항

<연구모형 2-4(가설 2-4)>

Y =  + ·기금관리주체유형더미 + ·재정운영성과더미 + ·기금관리주체더미*전기재

정운영결과더미 +  ln(자산) + ·ln(순자산) + ·ln(여유자산) + ·부채비율 +

·ln(관리운영비) +  기금성격더미 + Ɛit

-Y: 단기미수채권대손충당금비율

-기금관리주체더미는 정부관리기금이면 0, 민간관리기금이면 1인 더미

-전기재정운영결과더미는 전기재정운영결과가 음(흑자)이면 0, 양(적자)이면 1인 더미

-기금성격더미는 기금을 교육문화·복지노동·산업금융·연금금융으로 구분한 더미임

-부채비율: 자산대비 부채비율

-Ɛit: 오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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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① 민간관리기금더미*전기재정운영순원가더미가 중간값

기준으로 높은 더미 ② 민간관리기금더미*전기자산운용평가결과가 낮은 더미 ③ 민

간관리기금더미*전기재정운영결과가 중간값 기준으로 높은 더미 ④ 민간관리기금*

전기재정운영결과가 양(적자)인 더미”의 독립변수를 만들었다.

기금관리주체의 차이로 인한 대손충당금비율의 차이가 연구대상이므로 대손충당

금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 순자산, 여유자산, 부채비율, 관리운영비, 기금

의 성격을 통제하였으며 자산, 순자산, 여유자산, 관리운영비는 log화하여 통제하였

다. 나아가 연도와 기금소관부처를 고정변수로 추가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하였다.

다만 계정성 기금의 경우는 자산운용평가에서 제외되므로 전기자산운용평가결과로

인한 이익조정의 검증에는 계정성 기금을 제외하였다.

3. 변수설정

1) 종속변수

<가설 1-1>, <가설 1-2>의 종속변수는 단기미수채권 대손충당금비율이다. <가

설 1-1>. <가설 1-2>에서 대손충당금비율은 기금관리주체의 보수주의 정도를 나타

내는 지표이다.

단기미수채권 대손충당금비율

= 당기말단기미수채권 대손충당금 / 당기말단기미수채권

<가설 2-1>, <가설 2-2>, <가설 2-3>, <가설 2-4>의 종속변수는 단기미수채권

대손충당금비율이다. <가설 2>에서 대손충당금비율은 기금관리주체의 이익조정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단기미수채권 대손충당금비율

= 당기말단기미수채권 대손충당금 / 당기말단기미수채권

2) 독립변수



- 62 -

<가설 1-1>의 독립변수는 “기금관리주체더미”이다. 정부관리기금이 더미 0, 민간

관리기금을 더미 1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기금에 대한 내·외부

감시의 정도에 따라 분류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부관리기금에

비해 민간관리기금이 외부감사인 기획재정부·소관중앙관서·공시의 측면에서 보다

큰 감시 하에 있다는 가정 하에 구분되었다. 이를 통해 보수주의에 따라 정부관리

기금과 민간관리기금의 대손충당금비율이 달라지는 지를 살펴본다. 민간관리기금에

대한 감시가 더 크다면, 정부관리기금에 비해 민간관리기금이 보다 보수적인 회계

처리를 하게 되므로 민간관리기금의 대손충당금비율이 더 높을 것이다. 즉 정부관

리기금의 회귀계수에 비해 민간관리기금의 회귀계수가 더 높을 것이다.

<가설 1-2>의 독립변수는 기금관리주체더미와 정부부처성격더미의 교차로 생성

된, “기금관리주체더미*정부부처성격더미”의 교차더미변수이다. 기금관리주체더미

는 정부관리기금이 더미 0, 민간관리기금이 더미 1이며, 정부부처더미는 정부대상부

처가 더미 0, 대민부처가 더미 1이다. 이를 통해 기금소관부처의 성격에 따라 정부

관리기금과 민간관리기금의 대손충당금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살펴본다. 민

간관리기금이 정부대상부처가 아닌 대민부처의 소관 하에 있다면, 민간관리기금은

대민과 관련된 업무를 할 여지가 크므로 국민의 관심과 접근성이 높아 보다 큰 국

민의 감시 하에 있을 것이다. 나아가 준정부기관인 민간관리기금은 기획재정부의

고객만족도 조사의 대상이다. 고객만족도 조사를 받는 민간관리기금은, 정부관리기

금에 비해 국민으로부터 보다 큰 감시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간관리기

금의 경우, 정부부처에 소속된 경우에 비해 대민부처에 소속된 경우에 대손충당금

비율을 보다 높게 설정할 것이다. 나아가 같은 대민부처에 소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받는 민간관리기금이 정부관리기금에 비해 대손충당금비율을 보

다 높게 설정할 것이다. 즉 대민부처에 소속되어있는지 여부가 민간관리기금의 보

수주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대상부처와 대민부처의 분류는 김봉환(2013a)의

분류를 따른다.

<표 12> 정부부처 유형분류에 따른 정부 대상 중앙관서와 국민 대상 중앙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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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중앙관서(부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관서(부처)

부처

외교통상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행정안

전부, 조달청, 방위사업청, 행복중심복합

도시건설청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립

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여

성가족부, 국토해양부, 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통일부, 국가보훈처, 산림

청, 국세청, 관세청, 농촌진흥청, 중소기

업청, 특허청, 기상청, 경찰청, 공정거래

위원회,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수 9개 28개

자료: 김봉환, 2013a.

<가설 2-1>, <가설 2-2>, <가설 2-3>, <가설 2-4>의 독립변수는 기금관리주체

더미와 전기재정운영상황더미의 교차로 생성된 ‘기금관리주체더미*전기재정운영상

황더미’의 교차더미변수이다. 기금관리주체더미는 정부관리기금이 0, 민간관리기금

이 더미 1이며, 전기재정운영상황더미는 가설에 따라 각기 다르게 설정하였다. 공통

적으로 전기재정운영상황이 좋은 경우 더미를 0으로, 좋지 않은 경우를 더미 1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전기재정운영상황에 따라 민간관리기금이 대손충당금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는 지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가설 2-1>, <가설 2-2>, <가설

2-3>, <가설 2-4>의 더미변수는 다음과 같다.

<각 가설의 전기재정운영성과더미의 해설>

가설 2-1: 전기재정운영순원가가 중간값보다 높은 경우가 1인 더미

가설 2-2: 전기자산운용평가가 하위 3등급에 속하는 경우가 1인 더미

가설 2-3: 전기재정운영결과가 중간값보다 높은 경우가 1인 더미

가설 2-4: 전기재정운영결과가 양(적자)인 경우가 1인 더미

<가설 2-2>의 자산운용평가의 경우, 매년 평가되는 기금이 있는 반면에 2년에

한 번씩 평가되는 기금도 있으며, 계정성 기금은 애초에 평가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직전년도에 자산운용평가결과가 없는 기금이 존재할 수 있다. 우선 계정성 기

금은 평가자체가 불가하므로 <가설 2-2>의 검증대상에서 제외시켰고 2년에 한 번



- 64 -

씩 평가받는 기금의 경우는 최근의 자산운용평가결과를 전기자산운용평가결과로 보

고 분석하였다. 전기(n-1)의 자산운용은 당년도(n)에 평가되며, 평가결과는 공공기

관경영실적평가의 계량지표인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지표”에도 반영된다. 나아가 전

기자산운용평가결과는 익년도(n+1)의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영비 증액·삭감에

영향을 미친다. 전기(n-1)의 자산운용평가결과가 익년도(n+1)에 반영되므로 자산운

용평가결과는 2년에 걸쳐 기금관리주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자산운용결

과는“탁월-우수-양호-보통-미흡-아주미흡”의 6등급으로 구분되며 상위 3등급과 하

위 3등급으로 구분하여 더미화 하였다.

3)　통제변수

보수주의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자산, 순자산, 관리운영비는 주요 통제변수이다

(Khan and Watts, 2007; 김봉환, 2013a, 2013b). 나아가 부채비율 역시 주요 통제변

수이다(Ahmed et. al., 2002; Khan and Watts, 2007; 김봉환, 2013a, 2013b). 본 연

구는 정부기금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기금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통제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라 기금의 효과성에 일관된 영향을 미친 변수인

기금운영규모와 기금설치목적 등을 통제한다(김태일 김상헌, 2003; 김정학, 2010).

나아가 기금의 여유자금은 기금에 대한 주요감시 대상이라는 점에서 보수주의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통제한다.

(1) 자산

자산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보수주의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주요 통제변수이다

(Khan and Watts, 2007; 김봉환, 2013a, 2013b). Watts(2003)는 보수주의는 회계규

제측면에서 이익 또는 자산의 과대계상으로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손실을 감소시

키므로 규제기관에 의해 선호된다고 하였다. 이에 피감기관은 자산의 과대계상으로

인한 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회계처리 할 여지가 있다.

자산은 기업규모의 대응 변수로써 기금의 효과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태

일·김상헌(2003)은 자산규모가 큰 것은 자원이 많아 규모, 설비 및 인력의 확충이

가능하다 것을 암시하며, 이를 토대로 기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규모, 설비 및 인력의 확충이 가능하므로 미수채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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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보다 적극적일 수 있다. 조한석(2015)은 기업규모가 큰 기업은 체계적인 시스

템으로 인해 매출채권에 대한 관리가 우수할 것으로 예상하여 기업규모가 대손충당

금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김태일·김상헌(2003)은

기금규모가 작을 때는 세세한 분야까지 관리가 가능하지만 규모가 커질 때는 세부

적인 관리가 곤란해져 오히려 기금관리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자산변수는 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생성한다.

(2) 순자산

순자산 역시 보수주의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주요 통제변수이다(Khan and Watts,

2007; 김봉환, 2013a, 2013b). 순자산은 기업회계에 있어 자본을 의미하므로 재정의

건전성을 측정할 수 있는 주요지표이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재정건

전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금 역시 중기재정계획이나 중기재정운영계획을 제출하여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있어 순자산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심 변수가 된다.

특히 순자산이 음(-)인 경우에는 미래세대의 부채의 증가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청장년층의 정보요구나 감시가 증가하여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 순

자산변수는 순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생성한다.

(3) 관리운영비

관리운영비 역시 보수주의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통제되는 주요변수이다(Khan

and Watts, 2007; 김봉환, 2013a, 2013b). 관리운영비는 『재정운영표』상의 비배분

비용으로 실제적으로 기금주체가 재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나 프로그

램에 귀속시키기 어려운 비용을 의미한다. 관리운영비가 크면 감시대상이 되므로

보수적 회계처리의 유인이 된다. 특히 국가회계기준 시안의 『재정운영표』에서는

관리운영비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었으나, 현재는 원가정보 활용을

위해 관리운영비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다. 이는 원가정보 활용에 있어서

관리운영비가 주요 관심지표라는 것을 의미한다.

(4) 부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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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t(2003)는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채권자들의 회계보수주의에 대한 요구가 커지

므로 기업들이 더 보수적으로 회계처리를 한다고 하였다. 부채비율은 주요 재정건

전성지표라는 점에서 국회, 감사원, 기획재정부, 언론 등의 주요 감시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이익조정의 측면에서도 부채비율은 주요 통제변수이다. DeFond and

Jiambalvo(1994)는 부채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영자가 부채계약을 위반할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대손충당금을 낮게 설정한다고 하였다.

부채계약이 위반될 경우 기업은 부채를 조기상환하거나 이자비용이 증대되기 때문

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이익조정을 하게 된다(정성호외, 2017). 차진화·김완희(2010)

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익조정행태를 분석하면서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이익조정

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5) 여유자산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는 기금의 여유자산운용의 수익성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매년 자산운용평가를 통해 자산운용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있고, 중소

형 기금의 경우 연기금투자풀을 조성하여 운용의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다. 국회 및

언론 역시 수익성을 중시하고 있어 여유자산은 재무제표 이용자의 주요 관심변수라

할 수 있다. 특히 여유자산 규모가 큰 경우 보다 많은 감시를 받게 되므로 여유자

산 규모에 따라 보수적 회계처리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나아가 자산운용평가에

서는 여유자산 규모에 따라 평가를 달리 하고 여유자산 규모에 따라 각기 다른 자

산운용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여유자산 규모가 자산운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

다. 여유자산 변수는 여유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생성한다.

(6) 기금의 성격

기금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에는 기금의 성격(또는 설치목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유사한 성격(또는 설치목적)을 가진 기금은 국가의 정책기조나 국제

정세와 같은 외부영향에 동일한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금은 「국가재정

법」상의 예산과 함께 총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달리 현재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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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 정부의 재정운영 목표에 따라 신축성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복지를 중시하는

경우 복지관련 기금의 지출이 늘어나게 되어 복지관련 미수채권 및 대손충당금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 반면 산업을 중시하는 경우에는 산업관련 기금의 지출이 증가

하게 되어 산업관련 미수채권 및 대손충당금이 증가할 여지가 클 것이다. 기금의

성격에 따른 분류는 다양한데 김태일·김상헌(2003)은 사업성 기금은 연금/금융성 기

금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사업성 기금을 나머지 기금과 구분하여 기금에 대한 연구

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현재 사업형 기금이 과거에 비해 다양해졌으므로 보다 구체

적인 분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금존치평가에서는 기금을 성격별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본 분류는 유사한 유형의 기금을 통합하거나 폐지하는데 목적

이 있으므로, 동일 분류 내에 있는 기금간은 그만큼 상관관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분류에 비해 동 분류에 따라 기금의 성격(또는 설치목적)을 통제하

는 것이 보다 용이할 것이다.

<표 13> 기금의 성격별 분류

분 류 기 금

교육문화

(16)

관광진흥개발기금, 국제교류기금, 남북협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문화재

보호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복권기금, 사학진흥기금, 언론진흥기금, 영화

발전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

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양성평등기금

복지노동

(12)

고용보험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군인복지기금, 보훈기금, 범죄피해자보호

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응급의료기금, 장애인고용

촉진및직업재활기금,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산업과학

(19)

주택도시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농지관리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수산발전기금, 농업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 원자력

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과학

기술진흥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

관리기금, 축산발전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산업진

흥화촉진기금

연금금융

(17)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무역보험기금, 신

용보증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외국환평형기

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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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는 변수를 요약한 표이다.

<표 14> 변수의 요약

구분 변 수 측정지표

종속

변수

단기미수채권

대손충당금비율
단기미수채권대손충당금비율

독립

변수

기금관리

주체더미
가설 1-1

-정부관리기금이면 0인 더미

-민간관리기금이면 1인 더미

기금관리

주체더미

*

정부부처

성격더미

가설 1-2 -민간관리기금더미*대민부처더미

기금관리

주체더미

*

전기재정

운영성과

더미

가설 2-1

가설 2-2

가설 2-3

가설 2-4

-민간관리기금더미*전기재정운영순원가가 중간값보다 높은 더미

-민간관리기금더미*전기자산운용평가결과가 낮은 등급 더미

-민간관리기금더미*전기재정운영결과가 중간값보다 높은 더미

-민간관리기금더미*전기재정운영결과가 음(적자)인 더미

통제

변수

자산 log자산

순자산 log순자산

여유자산 log여유자산

부채비율 부채 / 자산

관리운영비 log관리운영비

기금성격 교육문화·복지노동·산업과학·연금금융으로 구분한 더미

려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주택신용보증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국민연

금기금, 군인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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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실증분석결과

실증분석결과에서는 기술통계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표본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 후, 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한다. <가설 1>은 정부관리기금에

비해 민간관리기금이 회계보수주의로 인해 단기미수채권 대손충당금비율을 높게 설

정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전체표본을 통해 보수주의의 특성을 살펴보고 <가설

1>에 대한 검증결과를 제시한다.

<가설 2>는 준정부기관인 민간관리기금이 전기재정운영성과가 좋지 않은 경우

이익조정을 통해 단기미수채권 대손충당금비율을 낮출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이익조정의 특성을 살펴보고 <가설 2>에 대한 검증결과를 제시한

다.

제 1절.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분석

1. 기술통계분석

<표 15> 기술통계량

(단위: %, 십억원)

변

수
구분

표

본
최소값

제1사

분위수
중위수

제3사

분위수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단

기

미

수

채

권

대

손

충

당

금

전체 411 0 0 0.31 8.34 99.88 10.51 22.06

정

부

관

리

기

금

전체 254 0 0 0 5.67 61.55 6.90 13.31

전기재정운영
순원가

(중간값기준)

낮음 116 0 0 0 1 51.36 5.31 11.75

높음 138 0 0 0.62 13.10 61.55 8.24 14.39

전기자산운용
결과

(등급기준)

높음 133 0 0 3.29 58.61 58.61 6.48 13.18

낮음 121 0 0 0 10.87 61.55 7.36 13.48

전기재정운영 낮음 117 0 0 0.66 6.06 55.12 6.85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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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설 1>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표 15>를 통해 본 논문의 주제인 단기미수채권 대손충당금비율을 살펴본다. 총

비

율

결과
(중간값기준)

높음 137 0 0 0 4.28 61.55 6.94 13.91

전기재정운영
결과(0기준)

낮음 140 0 0 3.00 55.12 55.12 6.09 12.19

높음 114 0 0 0 8.65 61.55 7.90 14.55

민

간

관

리

기

금

전체 157 0 0 1.38 12.95 99.88 16.35 30.59

전기재정운영
순원가

(중간값기준)

낮음 90 0 0 0.86 22.72 99.88 20.02 33.72

높음 67 0 0.24 2.29 6.89 99.60 11.41 25.21

전기자산운용
결과

(등급기준)

낮음 104 0 0 2.03 17.67 99.88 20.73 35.01

높음 53 0 0 0.66 3.56 79.83 7.74 2.24

전기재정운영
결과

(중간값기준)

낮음 86 0 0 1.752 13.78 99.88 18.61 33.57

높음 71 0 0 1.130 11.53 99.24 13.60 26.52

전기재정운영
결과(0기준)

낮음 98 0 0 1.156 10.108 99.88 17.31 32.85

높음 59 0 0 2.210 13.913 99.24 14.75 3.46

단기미수채권 411 0 2.70 11.41 68.58 7,065.33 245.15 733.90

단기미수채권대손충당금 411 0 0 0.02 1.86 1372.17 33.40 169.75

자산 411 0.002 156.17 938.16 3,746.25 559145.00 18,785.09 79,725.01

순자산 411 -629,822.30 46.29 498.34 1738.31 558,299.10 -845.98 84,751.98

여유자산 411 0 47.00 214.00 815.00 515,532.00 8,138.93 52,735.97

부채비율 411 0 0.003 0.07 0.63 735,832.50 1881.35 36,301.45

관리운영비 411 0 0.13 1.64 9.89 310.90 16.45 43.97

단, 부채비율은 백분율로 환산하지 않은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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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개 표본에 대해 대손충당금비율의 평균은 10.51%, 표준편차가 22.06이라는 점에

서 대손충당금비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 대손충당금이 기금회계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표준편차도 크다는 점에서 기금 간의

대손충당금설정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대손충당금비율의 최소값은 0이

며 최대값은 99.88%라는 점에서 비금융기업이나 금융기업에 비해 편차가 매우 커

대손충당금설정에 기금관리주체의 재량이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대

손충당금비율의 중위수는 0.31%, 제3사분위수는 8.34%이지만 최대값은 99.88%에

달한다는 점에서 상위 25% 기금에서 대손충당금비율을 상당히 높게 설정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대손충당금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거나 과소하게 설정하는 것은

미수채권에 대한 예측성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금

에 대해서는 면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가설 1>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본다. 정부관리기금만을 분리하여

정부관리기금의 대손충당금비율을 살펴본 결과 평균이 6.9%임을 알 수 있다. 반면

민간관리기금만을 분리하여 살펴본 결과 평균이 16.35%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술

적 통계치 만으로도 정부관리기금에 비해 민간관리기금이 평균적으로 더 높은 대손

충당금비율을 설정함을 의미한다. 나아가 정부관리기금에 비해 민간관리기금의 대

손충당금비율의 평균·중간값·제3사분위수·최대값이 모두 높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정부관리기금에 비해 민간관리기금이 대손충당금비율을 높게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부관리기금에 비해 민간관리기금의 대손충당금비율이 더 높을 것

이라는 <가설 1-1>을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현재 단기미수채권은 평균 2451억으로 그 수치가 상당하며 중간값은 110억이고 3

사분위의 값은 680억임에도 최대값은 7조 650억이라는 점에서 기금 간의 단기미수

채권설정에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단기미수채권 대손충당금은 평균이 330억,

중간값은 2200만원, 3사분위수는 18억에 불과하나 최대값은 1조 372억원이라는 점

에서 기금 간의 단기미수채권 대손충당금에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산 평균은 18조 7850억이며 중간값이 자산의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기금 간에 규모의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순자산의 경우 음(–)의 평균을 보

인다는 점에서 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공

공서비스로 인해 순자산의 값이 음(-)의 값을 보이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재정운영의 미흡으로 인한 것이라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순

자산이 지나치게 낮아 재정건전성이 불량한 기금은 존치평가를 통해 존치여부를 고

려해야 할 것이다. 여유자산은 평균 8조 1380억으로 그 수치가 상당하여 「국가재

정법」에서 개별규정을 두고 연기금투자풀등을 통해 여유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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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여유자산 역시 중위수가 평균을 밑도는바 기금 간에 여유자산의 편차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부채비율의 경우 3사분위수와 최대값의 차이가 상당하며 상위

25%의 기금에서 높은 부채비율을 보이고 있어 위와 같은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살

펴볼 필요가 있다.

2) <가설 2>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가설 2>를 통해 전기재정운영성과가 민간관리기금의 단기미수채권 대손충당금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전기재정운영성과가 낮은 경우

정부관리기금에 비해 민간관리기금이 이익조정의 일환으로 대손충당금비율을 낮게

설정하는 지를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 전기재정운영성과는 전기재정운영순원가(중간

값기준), 전기자산운용평가결과(등급기준), 전기재정운영결과(중간값기준), 전기재정

운영결과(0기준)로 분류된다.

기술적 통계를 통해 전기재정운영성과로 인해 정부관리기금과 민간관리기금의 대

손충당금비율에 차이가 발생하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가설 1>의 기술

통계분석을 통해 정부관리기금에 비해 민간관리기금이 대손충당금비율을 더 높게

설정하여 보수적 회계처리를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보수주의와 이익조정이

무관하다는 견해에 따르면 비록 <가설 1>과 같이 민간관리기금이 보수적 회계처리

를 보이더라도 이익조정을 할 여지가 있다.

첫째, 전기재정운영순원가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로 더미화

하여 정부관리기금과 민간관리기금의 대손충당금비율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정부관

리기금의 경우 전기재정운영순원가가 낮은 경우에 평균 5.31%의 대손충당금비율을

설정하였으며 높은 경우에는 평균 8.24%의 충당금비율을 설정하였다. 정부관리기금

의 경우 전기재정운영순원가가 높은 경우에도 대손충당금비율을 낮게 설정하지 않

았다. 이를 통해 민간관리기금에 비해 정부관리기금의 이익조정유인이 약하다고 짐

작할 수 있다.

반면 민간관리기금의 경우 전기재정운영순원가가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로 분류

하여 분석한 결과, 전기재정운영순원가가 낮은 경우에 대손충당금비율을 20.02%로

설정하였으나 높은 경우에는 11.41%로 낮게 설정하였다. 이는 <가설 2-1>을 지지

해주는 결과로써 전기재정운영순원가가 높은 경우, 정부관리기금에 비해 민간관리

기금은 대손충당금비율을 낮게 설정하여 이익조정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민간관리기금이 대손충당금비율을 낮게 설정하더라도 정부관리기금의 설정비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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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보다는 낮게 설정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재정운영순원가가 높은 경우 민간관

리기금은 이익조정뿐만 아니라 보수적 회계처리를 동시에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둘째, 전기자산운용평가결과의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로 더

미화하여 대손충당금비율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정부관리기금의 경우 전기자산운용

평가결과가 높은 경우에 대손충당금비율은 6.48%이나 전기자산운용평가결과가 낮

은 경우에는 대손충당금 비율은 7.36%로 대손충당금비율이 오히려 높아졌다. 정부

관리기금의 경우 전기자산운용평가결과가 높은 경우에도 대손충당금비율을 낮게 설

정하지 않아 민간관리기금에 비해 정부관리기금의 이익조정유인이 약하다고 짐작할

수 있다. 반면 민간관리기금의 경우 전기자산운용평가결과가 높은 경우 대손충당금

비율을 20.73%로 설정하였으나 전기자산운용평가결과가 낮은 경우는 대손충당금

비율을 7.74%까지 낮게 설정하였다. 이는 <가설 2-2>를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전

기자산운용평가결과가 낮은 경우 정부관리기금에 비해 민간관리기금은 대손충당금

비율을 낮게 설정하여 이익조정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역시 민간관리기금이

대손충당금비율을 낮게 설정하더라도 정부관리기금의 설정비율인 7.36%보다는 낮

게 설정하지 않았다. 즉 전기자산운용평가결과가 낮은 경우 민간관리기금에서는 이

익조정과 보수적 회계처리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전기재정운영결과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중간값보다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

로 나누어 대손충당금비율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전기재정운영결과가 낮은 경우 정

부관리기금은 대손충당금비율을 6.85%로 설정하였고 전기재정운영결과가 높은 경

우는 6.94%로 설정하였다. 정부관리기금의 경우 전기재정운영순원가가 높은 경우에

도 대손충당금비율을 낮게 설정하지 않았다. 민간관리기금의 경우 전기재정운영결

과가 높은 경우에 18.61%로 대손충당금비율을 설정하였고 전기재정운영결과가 낮

은 경우에는 13.60%로 대손충당금비율을 낮게 설정하였다. 이는 <가설 2-3>을 지

지해주는 결과로써 민간관리기금의 경우 인센티브를 고려하여 이익조정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민간관리기금이 대손충당금비율을 낮게 설정하더라도 정부관리

기금의 설정비율인 6.94% 보다는 낮게 설정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전기재정운영결

과가 낮은 경우에 민간관리기금은 이익조정과 동시에 보수적 회계처리를 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넷째, 전기재정운영결과를 0을 기준으로, 0보다 큰 경우(적자)와 0보다 작은 경우

(흑자)로 구분하여 대손충당금비율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정부관리기금의 경우 전기

재정운영결과가 흑자인 경우 6.09%의 대손충당금비율을 설정하였고 적자인 경우

7.90%의 대손충당금비율을 설정하였다. 정부관리기금의 경우 전기자산운용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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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은 경우에도 대손충당금비율을 낮게 설정하지 않았다. 반면 민간관리기금은

전기재정운영결과가 흑자인 경우 17.31%를 설정하였고 적자인 경우 14.75%를 설정

하였다. 이는 <가설 2-4>를 지지해주는 결과로써 민간관리기금의 경우 공공기관

인센티브를 고려하여 이익조정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익조정을 하더라도 정

부기금의 설정비율인 7.90%보다는 높다는 점에서 전기재정운영결과가 0보다 큰 경

우 민간관리기금에서는 이익조정과 더불어 보수적 회계처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전기재정운영성과가 좋지 않은 모든 상황에서 민간관리기금은 일

관되게 이익조정을 하였다. 다만 예외 없이 정부관리기금의 대손충당금비율보다는

높게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이익조정과 동시에 보수적 회계처리를 하고 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다섯째, 본 기술통계량을 통해 어떠한 지표가 이익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전기자산운용평가결과가 낮은 경우 민간관리기금의

대손충당금비율이 7.74%로 나타나 전기자산운용평가결과가 민간관리기금의 가장

큰 이익조정 유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두번째로 전기재정운영순원가가 높은 경

우 충당금비율을 11.41%로 설정하여, 전기재정운영순원가가 그 다음으로 민간관리

기금의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추가적으로 기술통계량을 살펴본 결과, 대손충당금비율의 편차가 상당하다는 것

을 알 수 있으며 중간값 역시 상당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상위 25%의 기금

에서 대부분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며, 하위 25%의 기금에서는 전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아래 <표 16>은 2016회계연도의 대손충당금비율을

기준으로 상위 및 하위 기금을 나열한 것이다.

<표 16> 2016회계연도의 대손충당금비율 상위기금과 하위기금

상위기금 하위기금

기금명
대손충당금

비율
기금명

대손충당금

비율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99.7%
-공적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국제교류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0%언론진흥기금 99.2%

근로복지진흥기금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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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비율을 30%이상 설정하는 기금을 상위기금으로, 대손충당금비율이 0%

인 기금을 하위기금으로 보았다. 상위기금 중 일부의 기금은 90%가 넘는 대손충당

금비율을 설정하고 있는 반면 상당수의 기금은 대손충당금을 전혀 설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상위기금이 전체 대손충당금비율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하위기금은

전체 대손충당금비율을 낮추게 된다. 상위기금은 주로 복지와 관련된 기금인데, 기

술통계분석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복지와 관련된 기금은 국민의 대다수를 상대로

사업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감시가 커 대손충당금비율을 높일 여지가 있다.

반면 복지사업 자체가 수익성보다는 형평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수익성이 부족한

사업을 수행함에 따른 매출채권의 회수가 용이하지 않아 충당금비율을 높게 설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높게 대손충당금비율을 설정한다는 것은 복지사업이라

는 미명아래 매출채권의 회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결과일 수도 있어 면밀히 살

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언론진흥기금이나 영화발전기금의 대손충당금비율이 상

당히 높다는 점에서 문화 예술과 관련된 사업의 매출채권 회수구조를 살펴볼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대손충당금을 전혀 설정하지 않는 기금의 상당수는 금융성 계정성 기금이다. 본

기금들은 독자적 사업이나 여유자금을 운용하기보다는 재원이 필요한 곳에 정책적

인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는 경우가 많다. 김태일 김상헌(2003)은 사업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55.1%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보훈기금

-복권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원자력기금

-응급의료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축산발전기금

영화발전기금 49.3%

청소년육성기금 43.4%

남북협력기금 40.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38.1%

수산발전기금 33.3%

군인복지기금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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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기금에 비해 연금/금융성 기금은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여 기금의 효과성이 높

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업성 기금에 비해 매출채권의 회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대손충당금비율을 낮게 설정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손충당금을 전혀 설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안정적인 운용으로 매출채권의 회수

가 용이하다는 명목 하에 매출채권회수에 대한 예측을 전혀 하지 않고, 대손충당금

에 대해서도 일체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결과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극단에 있는 사례일지라도 자의적으로 표본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인식하지 않은 것이 장부작성주체의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것인지, 회계처리미숙이나 관심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렵

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손충당금을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설정한 것이 합리적 판단

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대

손충당금 회계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공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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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관관계분석

<표 17> 변수들의 상관관계
대손충당금
비율

민간관리
기금

대민부처
소속기금

복지노동
성격기금

산업과학
성격기금

연금금융
성격기금

전기재정
운영순원가

전기자산
운용평가결과

전기재정
운영결과

전기재정
운영결과(0) 자산 순자산 여유자산 부채비율 관리

운영비

대손충당금비율 1.0000

민간관리기금 0.1891
   1.0000

대민부처
소속기금 0.1593

  

0.1292
  1.0000

복지노동
셩격기금 0.2213

  

-0.2952
  

0.1378
   1.0000

산업과학
성격기금 -0.2429

   -0.0751 0.0237 -0.3396
   1.0000

연금금융
성격기금 -0.0358 0.3410

  

-0.1214
 

-0.2828
  

-0.3669
   1.0000

전기재정
운영순원가 -0.0570 -0.1135

  -0.0535 0.0131 0.1328
   -0.0503 1.0000

전기자산
운용평가결과 -0.0888



-0.0929


0.1010


0.1367
   0.0707 -0.2029

  

0.1204
   1.0000

전기재정
운영결과 -0.0563 -0.09630



-0.1847
   -0.0814 0.0715 -0.1286

  

0.1436
  

0.1052
  1.0000

전기재정
운영결과(0) -0.0131 -0.0760 -0.1963

  

-0.1352
   0.0708 -0.0819 0.2152

   0.0412 0.8561
   1.0000

자산 0.0403 0.0729 0.0854
 -0.0236 -0.1011



0.2913
  

0.1911
  

-0.1936
  

-0.2842
  

-0.1236
  1.0000

순자산 0.0058 -0.1493 0.2599
   0.0404 0.0561 -0.1457

   -0.0815 -0.0050 -0.0717 -0.0839 -0.0263 1.0000

여유자산 0.0327 0.0531 0.0671 0.0399 -0.0458 0.4608
   0.0785 -0.1985

  

-0.2115
  

-0.0951
  

0.7315
   -0.0209 1.0000

부채비율 -0.0254 -0.0507 -0.0390 -0.0449 -0.0262 0.1464
   -0.0199 0.0829 0.0802 0.0911

  

-0.2691
   -0.0602 -0.0765 1.0000

관리운영비 0.1519
  

0.1878
  

0.2975
   0.1029 -0.2539

   0.0295 0.1602
   0.0265 -0.0606 0.0341 0.4456

   -0.0399 0.3046
  

-0.1476
   1.0000

주: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  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 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
자산, 순자산, 여유자산, 관리운영비는 log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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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은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 미수채

권대손충당금비율은 민간관리기금, 대민부처소속기금, 복지노동성격기금, 산업금융

성격기금, 전기자산운용평가결과, 관리운영비와 상관관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민간

관리기금, 대민정부부처소속기금, 복지노동성격기금, 관리운영비와는 양(+)의 상관관

계를 가지고 있으며, 전기자산운용평가결과, 산업금융성격기금과는 음(-)의 상관관

계가 있다. 민간관리기금과 미수채권 대손충당금비율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감시가 높은 경우 대손충당금비율을 높게 설정한다는 <가설 1-1>과 일치한

다. 대민부처소속기금 역시 미수채권 대손충당금비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민간관리기금이 정부대상부처가 아닌 대민부처의 소관 하에

있다면, 민간관리기금은 대민과 관련된 업무를 할 여지가 크므로 국민의 관심과 접

근성이 높아 보다 큰 국민의 감시 하에 있을 것이다. 나아가 준정부기관인 민간관

리기금은 기획재정부의 고객만족도 조사의 대상이다. 정부관리기금에 비해 고객만

족도 조사를 받는 민간관리기금은 국민으로부터 보다 큰 감시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간관리기금의 경우, 정부부처에 소속된 경우에 비해 대민부처에 소

속된 경우에 대손충당금비율을 보다 높게 설정할 것이다. 나아가 같은 대민부처에

소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받는 민간관리기금이 정부관리기금에

비해 대손충당금비율을 보다 높게 설정할 것이다. 복지노동성격기금도 미수채권대

손충당금비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이는 복지노동성격의 기금이 주로 국

민 대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감시로 인한 보수적 회계처리의 결과

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복지노동성격기금의 경우 사업성과 무관히 수혜적으로

지원되는 성격이 강하므로 채권의 회수가 어려워 재정운영 적자 및 미수채권이 발

생할 여지가 큼에 따라 대손충당금비율을 높게 설정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관리운

영비 역시 미수채권대손충당금비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관리운영비가 큰

것은 기금의 규모가 큰 것이라 볼 수 있으며 기금의 규모가 클수록 내 외부 감시가

커진다는 점에서, 감시로 인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보수적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업과학성격기금은 단기미수채권대손충당금과 음(-)의 관계를 가진다. 산업과학

기금은 농업, 수산업, 중소기업, 전력, 원자력, 과학기술, 정보통신 등의 사업을 지원

하기 위한 기금이다. 기금의 성격상 그 대상이 특정이해관계자로 한정적이고 사업

시행자와 특정이해관계자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 유형

의 기금에 비해 국민의 감시가 적을 것이다. 실례로 전기료에 포함되는 전력산업기

금에 대해서 국민대다수가 알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국민의 감시도 작을 수밖에

없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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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비율과 전기자산운용평가결과도 음(-)의 상관관계에 있다. 이는 전기

재정운영성과가 좋지 않은 경우 미수채권 대손충당금비율을 낮게 설정하여 이익조

정을 한다는 <가설 2-2>와 일치한다. 즉 자산운용평가결과가 낮은 경우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상쇄하기 위해 대손충당금비율을 낮

춰 수익과 재정건전성을 높일 여지가 있다. 나아가 전기자산운용평가결과가 낮은

경우 정치적 비판이 높아질 수 있고, 평판에 악영향을 미쳐 기금관리주체의 임기나

보수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이익조정의 유인이 될 것이다. 특히 중앙관서의 장

은 기금뿐만이 아닌 예산을 관리하여 기금관리외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설립목적이 기금관리에 있는 민간관리기금은 기금운영이 핵심적 업무이므로 기금운

영결과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년도에 이어 당년도의 평가 역시 좋지 않

은 경우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전년도의 평가에 비추어 당기의 대

손충당금비율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

나아가 전기자산운영평가결과는 전기재정운영순원가 및 전기재정운영결과(중간값

기준)와 양(+)의 관계가 있으며, 전기재정운영결과(중간값기준)는 전기재정운영결과

(0기준)와 양(+)의 관계가 있다. 이에 더하여 전기재정운영순원가는 모든 전기재정

운영성과변수와 유의한 관계에 있다. 이를 통해 전기재정운영성과를 반영하는 모든

변수들이 상호간에 직 간접적으로 양(+)의 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재정

운영표』상의 비배분수익이, 전기자산운용으로 인한 수익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일

것이다. 즉 전기자산운용으로 인한 수익이 증가하면 전기자산운용평가결과가 높을

수 있으며, 『재정운영표』상의 비배분수익도 증가하게 되므로 재정운영순원가와

재정운영결과 역시 개선되므로 변수 간에 양(+)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보수주의의 측면에서 단기미수채권 대손충당금비율은 민간관리기금,

대민부처소속기금, 복지노동성격기금, 관리운영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

는 내·외부통제 및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는 경우 대손충당금비율을 높게 설정하는

보수적 회계처리가 기금에도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익조정의 측면에서 단기

미수채권 대손충당금비율과 전기자산운용평가결과와 음(-)의 관계가 있었다. 이는

전기자산운용평가가 좋지 않은 경우 당기의 이익을 조정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5) 전력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걷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지난해 1년 동안 1조6637억원에
달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13일 국회예산정
책처의 '2012회계연도 분야별분석' 보고서와 산업통산자원부의 사업내용을 분석한 결과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징수한 부담액 총액은 20조2087억원 이었다. 최 의원은 "모든 가구가 부담금을 납부하
고 있지만 정부가 이 사실을 성실하게 알리지 않아 정작 국민 대다수는 부담금 납부사실 자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그는 "원전 관련 총체적인 비리와 산업통산자원부의 발전
소 관리부실로 국내에 건설된 총 23개 원전 중 26.1%인 6개가 가동 중단된 상황인데 국민들은 매
달 꼬박꼬박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을 징수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5607, 이뉴스투에이, 201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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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을 통해 기금관리주체에 따른 보수주의와 이익조정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하지

않고, 단순히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만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

라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분석하기로 한다.

제 2절. 회귀분석

회귀분석의 목적은 기술통계분석과 상관관계분석를 통해 확인한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보다 구체화 하여 인과관계를 살펴보는데 있다. <가설 1>의 경우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정부관리기금에 비해 민간관리기금이 대손충당금비율을 높게

설정하여 보수적 회계처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상관관계분석를 통

해서도 보수적 회계처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설 1>의 회귀분석을 통해

기금관리주체에 따라 대손충당금비율을 달리 설정하는 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나아가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대민부처와 대손충당금비율간에 양(+)의 관계가 있

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설 1-2>의 회귀분석을 통해 민간관리기금의 대민

부처소속여부가 민간관리기금의 보수적 회계처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다.

<가설 2>를 통해 기금회계에서 이익조정이 나타나는 가를 살펴본다. 기술통계분

석을 통해 민간관리기금의 경우 전기재정운영상황에 따라 대손충당금비율을 낮추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전기자산운용평가결과와 대손충당금

비율 간에 음(-)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설 2>의 회귀분석을

통해 전기재정운영성과에 따라, 기금관리주체 별로 대손충당금비율을 달리 설정하

는 지를 살펴본다.

대손충당금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회귀모형의 통제변수를 자산, 순자산, 부채비

율 등으로 설정하였으며 기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제변수에 기금성격과 여유자산

을 추가하였다. 기금성격은 기금존치평가의 성격분류를 사용하였다. 나아가 시계열

자료의 특성상 연도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 추가적으로 연도를 고정해서 분석하

였다. 나아가 기금은 소속중앙관서의 통제를 받으므로 중앙관서의 특성이 대손충당

금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속중앙관서도 통제해서 살펴보았다.

모든 경우 『분석모형 1』은 연도와 부처통제를 하지 않은 경우, 『분석모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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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도통제를 한 경우, 『분석모형 3』은 부처통제를 한 경우, 『분석모형 4』는

연도와 부처를 모두 통제한 경우를 의미한다.

1. <가설 1>에 대한 회귀분석

<표 18> 가설 1-1의 회귀분석결과표

단위: 십억 원

종속변수: 당기미수채권 대손충당금비율

분석모형 1 분석모형 2 분석모형 3 분석모형 4

독립변수 회귀계수(β) t-stat 회귀계수(β) t-stat 회귀계수(β) t-stat 회귀계수(β) t-stat

기금관리

주체더미

12.21678

(2.31405)

5.28

  

12.40820

(2.32604)

5.33

  

22.73458

(2.95418)

7.70

  

23.06242

(2.96661)

7.77

  

복지노동
9.56559

(3.13032)

3.06

  

9.66730

(3.14441)

3.07

  

-8.80646

(6.63989)
-1.33

-8.28459

(6.66738)
-1.24

산업금융
-10.09550

(2.76423)

-3.65

  

-10.04789

(2.77604)

-3.62

  

1.57089

(4.65247)
0.34

1.64547

(4.66542)
0.35

연금금융
-7.47401

(3.17143)

-2.36

 

-7.42855

(3.18700)

-2.33

 

-5.18826

(4.56983)
-1.14

-5.24557

(4.58325)
1.14

자산

(log변환값)

0.16750

(0.60059)
0.28

0.16659

(0.60423)
0.28

1.09849

(0.63979)

1.72



1.08079

(0.64234)

1.68



순자산

(log변환값)

2.81908

(4.21597)
0.67

3.29319

(4.24624)
0.78

-2.88373

(6.17223)
-0.47

-1.35010

(6.24819)
-0.22

여유자산

(log변환값)

-0.06905

(0.61618)
-0.11

-0.08436

(0.62174)
-0.14

-1.61816

(0.61291)

0.009

  

-1.67970

(0.61866)

-2.72

  

부채비율
0.0000000226

(0.000000288)
0.03

-0.00000000547

(0.000000291)
-0.02

0.000000107

(0.000000258)
0.41

0.0000000772

(0.000000261)
0.30

관리운영비

(log변환값)

0.24373

(0.16747)
1.46

0.24764

(0.16835)
1.47

0.04449

(0.19091)
0.23

0.06060

(0.19166)
0.32

절편
-94.82258

(143.94390)
-0.66

-112.00140

(145.09920)
-0.77

113.18570

(208.94470)
0.54

61.20552

(211.57810)
0.29

fixed

effects
- 연도 부처 연도 / 부처

표본수 411 411 411 411

R-squared 0.1436 0.1370 0.3283 0.3251

기금관리주체더미는 정부관리기금이면 0, 민간관리기금이면 1인 더미.

부채비율은 자산대비 부채비율임.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 **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 *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

( ) 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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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에서 관심 회귀계수는 “기금관리주체더미변수”의 계수이다. 『분석모형

1』에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정부관리기금에 비해 민간관리기금이 12.21678%p

만큼 대손충당금비율을 더 높게 설정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1%수준에서 유

의하다. 이 결과는 정부관리기금에 비해 내·외적으로 더 큰 감시를 받는 민간관리기

금이 회계보수주의에 따라 대손충당금비율을 더 높게 설정한다는 <가설 1-1>과 일

치한다. 이는 기술통계분석과 상관관계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나아가

상관관계분석과 일치하게 기금의 성격더미변수도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복지

노동성격더미변수는 회귀계수가 9.56559으로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복

지노동성격의 기금은 주로 국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므로 다른 유형의 기금에

비해 국민의 관심을 크게 받는다고 할 수 있어 타 유형의 기금에 비해 대손충당금

비율을 높게 설정하는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산업과학성격더미변수는 회귀계수가

-10.09550으로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산업과학성격의 기금은 사업의 대

상이 특정 이해관계자로 한정적이고, 사업시행자인 기금관리주체와 특정 이해관계

자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므로 타 유형의 기금에 비해 국민의 관심

을 적게 받아 대손충당금비율을 낮게 설정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연금금융성격더미

변수는 –7.47401로 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김태일 김상헌(2003)에 따르

면 연금금융성격의 기금은 사업형 기금과 달리 주로 안정적인 사업에 기금이 운용

되며, 이에 따라 위험성이 큰 사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기금에 비해 매출채권의 회

수가 상대적으로 손쉬워 대손충당금비율을 낮게 설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모형 2』에서 정부관리기금에 비해 민간관리기금이 12.40820%p만큼 대손

충당금비율을 더 높게 설정하였으며 이는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연도를

통제하기 전 “기금관리주체더미변수”의 회귀계수가 12.21678이었다는 점에서 연도를

통제하더라도 회귀계수에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연도가 기금의 대손

충당금비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금의 특성상 단년도 회

계로 운영되지 않고 독자적 재원으로 다년간 이루어지는 사업이 대부분이라는 점에

서, 예산에 비해 시계열상의 경기변동 등에 영향을 받을 여지가 크지 않은 결과로

해석된다. 복지노동성격더미변수는 회귀계수가 9.66730으로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산업과학성격더미변수와 연금금융성격더미변수는 각각 –10.04789과

-7.42855로써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분석모형 3』의 경우 회귀계수는 22.73458로 1%수준에서 유의하다. 이는 통제

전 회귀계수인 12.21678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로써 소속중앙관서가 대손충당금비율

에 영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기금성격더미변수는 유의하지 못하였으나 자산의 회귀

계수는 1.09849로 10%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는 자산규모가 큰 경우 대손충당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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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높여 보수적 회계처리를 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여유

자산은 회귀계수가 –1.61816로 1%수준에서 유의하였는데, 이는 예측한 경우와 다

소 상반된 결과이다. 『분석모형 4』의 경우 회귀계수는 23.06242로 1%수준에서 유

의하였다. 연도를 통제하기 전 기금관리주체더미의 회귀계수가 22.7.458이었다는 점

에서 『분석모형 2』와 마찬가지로 연도가 기금의 대손충당금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작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회귀계수는 『분석모형 3』과 유사하다. 기금

성격더미변수는 유의하지 못하였으나 자산의 회귀계수는 1.08079로 10%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여유자산의 회귀계수는 -1.67970로 1%수준에서 유의하였다. 한편, 부

처가 통제된『분석모형 3』과 『분석모형 4』의 해석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

다. 하나의 부처에 여러 기금이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며 대부분의 기금이 하

나의 부처에만 소속되어 있어, 부처가 통제될 시에 도출되는 회귀계수는 보수주의

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6)

6) 김태일 김상헌(2003)은 기금의 소속부처도 독립변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논의에 대해 소속부처를
독립변수로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중회귀모형에서 개별 독립변수의
효과는 다른 독립변수의 효과가 통제된 상태에서 해당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보여 주는데, 독립변수
로 소속부처를 포함하면 다른 독립변수들의 효과는 소속부처의 차이가 통제된 상태에서 기금간 점
수 차이에 미치는 영향력,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동일한 부처 내에서 기금간 점수 차이에 미치는 영
향력을 나타낸다. 하나의 부처에서 하나의 기금만 운용하는 경우가 많은 데, 동일한 부처 내에 하
나의 .기금만 존재하므로 기금간 점수 차이에 미치는 영향은 계수값에 반영되지 않는다. 연구의 목
적은 동일한 부처 내에서 운영하는 기금끼리 왜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속
부처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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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가설 1-2의 회귀분석결과표

단위: 십억 원

종속변수: 당기미수채권 대손충당금비율

분석모형 1 분석모형 2 분석모형 3 분석모형 4

독립변수 회귀계수(β) t-stat 회귀계수(β) t-stat 회귀계수(β) t-stat 회귀계수(β) t-stat

기금관리
주체더미

-1.78279
(5.63343)

-0.32
-1.43655
(5.66376)

-0.25
3.67933
(8.27547)

0.44
4.09784
(8.30005)

0.49

정부부처
더미

0.86052
(3.03749)

1.13
0.83668
(3.05055)

0.27
-0.18311
(16.22028)

-0.01
-1.56549
(16.29104)

-0.10

기금관리
주체더미
*

정부부처
더미

15.68855
(6.08296)

2.58
  

15.50664
(6.11183)

2.54
 

21.84773
(8.87154)

2.46
 

21.74114
(8.89522)

2.44
 

복지노동
8.90645
(3.14578)

2.83
  

9.01026
(3.16103)

2.85
  

-6.86105
(6.64333)

-1.03
-6.86105
(6.64333)

-1.03

산업과학
-10.99900
(2.75750)

-3.99
  

-10.93610
(2.76990)

-3.95
  

3.25412
(4.67212)

0.70
3.25412
(4.67212)

0.70

연금금융
-7.68557
(3.14819)

-2.44
  

-7.65421
(3.16453)

-2.42
  

-2.39666
(4.67914)

-0.51
-2.39666
(4.67914)

-0.51

자산
(log변환값)

0.169805
(0.60458)

0.28
0.16423
(0.60831)

0.27
0.98079
(0.63738)

1.54
0.96232
(0.63996)

1.50

순자산
(log변환값)

-3.32911
(0.62139)

-0.72
-2.82055
(4.68162)

-0.60
-2.86867
(6.13161)

-0.47
-1.35049
(6.20717)

-0.22

여유자산
(log변환값)

0.11079
(0.59604)

0.18
0.10132
(0.62719)

0.16
-1.59016
(0.60898)

-2.61
  

-1.64943
(0.61473)

-2.68
  

부채비율
0.000000843
(0.0000285)

0.03
-0.0000017
(0.0000285)

-0.06
0.0000115
(0.0000257)

0.45
0.0000257
(0.0000257)

0.33

관리운영비
(log변환값)

0.14222
(0.17052)

0.83
0.14645
(0.17154)

0.85
-0.02863
(0.19196)

-0.15
-.012454
(0.19273)

-0.06

절편
111.86280
(158.01700)

0.71
93.81063
(159.48720)

0.59
115.48270
(198.86420)

0.58
115.48270
(198.86420)

0.58

fixed
effects

- 연도 부처 연도/부처

표본수 411 411 411 411

R-squared 0.1588 0.1518 0.3371 0.3339

기금관리주체더미는 정부관리기금이면 0, 민간관리기금이면 1인 더미.

정부부처더미는 정부대상부처면 0, 대민부처면 1인 더미.

부채비율은 자산대비 부채비율임.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 **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 *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

( ) 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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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에서 중요한 회귀계수는 “민간관리기금더미과 대민부처더미의 교차더미

변수”의 계수이다. 『분석모형 1』에서 “민간관리기금더미*대민부처더미”의 회귀계

수는 15.688로 1%수준에서 유의하다. 이는 민간관리기금이 본인이 속한 부처의 성

격에 따라서 보수적 회계처리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정

부대상부처에 비해 대민부처에 민간관리기금이 속한 경우에, 보다 보수적인 회계처

리를 하였다. 이는 민간관리기금이 대민부처소속인 경우, 국민의 관심과 감시를 많

이 받아 대손충당금비율을 높게 설정한다는 <가설 1-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민

간관리기금이 정부대상부처가 아닌 대민부처의 소관 하에 있다면, 민간관리기금은

대민과 관련된 업무를 할 여지가 크므로 국민의 관심과 접근성이 높다. 나아가 준

정부기관인 민간관리기금은 기획재정부의 고객만족도 조사의 대상으로 정부관리기

금에 비해 국민으로부터 보다 큰 감시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복지노동성격더미변

수는 회귀계수가 8.90645로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산업과학성격더미변

수와 연금금융성격더미변수는 각각 –10.99900과 -7.68557로써 1%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다.

『분석모형 2』에서 “민간관리기금더미과 대민부처더미”의 교차더미변수의 회귀

계수는 15.506으로 1%내에서 유의미하다. 연도통제 전의 회귀계수가 15.688이라는

점에서 통제 전후에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설 1-1>의 회귀분석에

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도는 기금의 대손충당금비율에 큰 영향이 없음을 의미한다.

복지노동성격더미변수는 회귀계수가 9.01026로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산업과학성격더미변수와 연금금융성격더미변수는 각각 –10.93610과 -7.65421로써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분석모형 3』의 경우 회귀계수는 21.847로 5%내에서 유의하다. 이는 통제 전

회귀계수인 15.666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로써 소관중앙관서가 대손충당금비율에 영

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기금성격더미변수는 유의하지 못하였으나 여유자산은 회귀

계수가 –1.59016으로 1%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분석모형 4』의 경우 회귀계수는

21.74114로 5%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연도를 통제하기 전 기금관리주체더미의 회귀

계수가 21.84773이었다는 점에서 연도가 기금의 대손충당금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모형 2』와 같이 미미함을 알 수 있다. 기금성격더미변수는 유의하지 못하였

으나, 여유자산의 회귀계수는 -1.67970로 1%수준에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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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 2>에 대한 회귀분석

<표 20> 가설 2-1의 회귀분석결과표
단위: 십억 원

종속변수: 당기미수채권 대손충당금비율

분석모형 1 분석모형 2 분석모형 3 분석모형 4

독립변수 회귀계수(β) t-stat 회귀계수(β) t-stat 회귀계수(β) t-stat 회귀계수(β) t-stat

기금관리
주체더미

16.13704
(2.98393)

5.41
  

16.29483
(3.00085)

5.43
  

25.66973
(3.55268)

7.23
  

25.99488
(0.65087)

1.63

전기재정운영
순원가높은더미

3.25461
(2.60020)

1.25
3.23734
(2.61348)

1.24
2.11720
(2.82669)

0.75
2.141051
(2.839055)

0.75

기금관리
주체더미
*

전기재정운영
순원가높은더미

-8.89672
(4.21548)

-2.11
 

-8.81475
(4.24100)

-2.08
 

-7.69084
(4.41481)

-1.74


-7.65519
(4.43722)

-1.73


복지노동
9.31195
(3.12466)

2.98
  

9.41581
(3.13904)

3.00
  

-9.19477
(6.63317)

-1.39
-8.66077
(6.66083)

-1.30

산업과학
-9.72677
(2.79557)

-3.48
  

-9.68763
(2.80779)

0.70
  

1.45824
(4.70820)

0.31
1.54905
(4.72252)

0.33

연금금융
-6.93912
(3.18787)

-2.18
  

-6.89454
(3.20383)

-2.15
 

-5.15909
(4.56382)

1.13
-5.21072
(4.57745)

-1.14

자산
(log변환값)

0.20865
(0.60203)

0.35
0.20902
(0.60572)

0.35
1.08031
(0.64840)

1.67


1.06193
(0.63996)

1.50

순자산
(log변환값)

2.67557
(4.22406)

0.63
3.15662
(4.25524)

0.74
-1.09860
(6.276745)

-0.18
0.44439
(6.35603)

0.07

여유자산
(log변환값)

-0.13957
(0.61583)

-0.23
-0.15670
(0.62147)

-0.25
-1.64943
(6.27674)

-2.68
  

-1.62554
(0.61867)

-2.63
  

부채비율
-0.0000000317
(0.0000288)

-0.00
-0.00000286
(0.0000291)

-0.10
0.00000864
(0.0000259)

0.33
0.00000557
(0.0000262)

0.21

관리운영비
(log변환값)

0.26820
(0.16803)

1.60
0.27181
(0.16892)

1.61
0.07596
(0.19190)

0.40
0.09204
(0.19269)

0.48

절편
-91.53921
(144.18480)

-0.63
-109.01490
(145.37250)

-0.75
48.91087
(212.86730)

0.23
-3.381822
(215.6198)

-0.02

fixed effects - 연도 부처 연도/부처

표본수 411 411 411 411

R-squared 0.1488 0.1420 0.3305 0.3272
기금관리주체더미는 정부관리기금이면 0, 민간관리기금이면 1인 더미.

전기재정운영순원가더미는 전기재정운영순원가가 낮으면 0, 높으면 1인 더미.

부채비율은 자산대비 부채비율임.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 **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 *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

( ) 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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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에서 관심회귀계수는 “민간관리기금더미와 전기재정운영순원가가 높은

더미의 교차더미변수”의 계수이다. 『분석모형 1』에서 “민간관리기금더미*전기재정

운영순원가가 높은 더미”의 회귀계수는 -8.89672로 5%수준에서 유의하다. 이는 전

기재정운영순원가가 높은 경우 정부관리기금에 비해 민간관리기금이 이익조정을 통

해 대손충당금비율을 낮게 설정한다는 <가설 2-1>과 일치한다.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주체인 정부관리기금에 비해, 정부산하기관이 관리주체인 민간관리기금이 공공

기관 인센티브와 평판 등을 위해 이익조정을 할 여지가 있다. 복지노동성격더미변

수는 회귀계수가 9.31195로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산업과학성격더미변

수와 연금금융성격더미변수는 각각 -9.72677과 -6.93912로써 1%수준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다.

연도를 통제한 『분석모형 2』의 경우, 회귀계수가 -8.81475로 5%수준에서 유의

하였다. 이는 『분석모형 1』의 –8.89672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연도를 통제한 경

우, <가설 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회귀계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복지노

동성격더미변수는 회귀계수가 9.41581로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산업

과학성격더미변수와 연금금융성격더미변수는 각각 -9.68763과 –6.8945로써 각각

1%, 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다음으로 부처를 통제한 『분석모형 3』의 경우, 회귀계수가 -7.69084로 10%수준

에서 유의하였다. 다만 <가설 1-1>과 <가설 1-2>와는 달리, 부처를 통제한 경우

오히려 회귀계수가 –7.69084로 감소하였으므로 부처가 이익조정에 부(-)의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산은 회귀계수가 1.08031로 10%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여유

자산의 회귀계수는 -1.64943으로 1%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연도와 부처를 함께 통제

한 『분석모형 4』의 경우 회귀계수가 -7.65519로 10%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분

석모형 3』의 회귀계수와 큰 차이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분석모형 1, 2, 3, 4』에

서 전기재정운영순원가가 높은 경우, 정부관리기금에 비해 민간관리기금이 대손충

당금비율을 낮게 설정하여 이익조정을 하였다. 하지만 민간관리기금이 아무리 대손

충당금비율을 낮게 설정하더라도 “기금관리주체더미”의 회귀계수와 “기금관리주체

더미*전기재정운영순원가가 높은 더미”의 회귀계수의 합이 양(+)이 라는 점에서, 정

부관리기금의 회귀계수가 민간관리기금의 회귀계수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민간관리기금이 이익조정과 동시에 보수적 회계처리도 하고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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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가설 2-2의 회귀분석결과표

단위: 십억 원

종속변수: 당기미수채권 대손충당금비율

분석모형 1 분석모형 2 분석모형 3 분석모형 4

독립변수 회귀계수(β) t-stat 회귀계수(β) t-stat 회귀계수(β) t-stat 회귀계수(β) t-stat

기금관리
주체더미

17.07486
(3.15722)

5.41
  

17.13306
(3.18130)

5.39
  

25.18992
(3.98906)

6.31
  

25.51113
(6.39225)

6.33
  

전기자산운용
평가하위더미

-1.28242
(2.90848)

-0.44
-0.84024
(3.03638)

1.24
-4.84863
(2.82684)

-1.72


-4.09590
(2.96127)

-1.38

기금관리
주체더미
*

전기자산운용
평가하위더미

-11.02030
(4.94110)

-2.23
 

-10.87636
(4.99104)

-2.18
 

-3.25643
(4.80822)

-0.68
-2.89708
(4.86107)

-0.60

복지노동
10.04831
(3.31953)

3.03
  

10.01706
(3.34367)

3.00
  

-12.64805
(7.49667)

-1.69
-12.47433
(7.55690)

-1.65

산업과학
-9.24588
(2.86574)

-3.23
  

-9.23153
(2.88731)

-3.20
  

3.424358
(4.98905)

0.69
3.45580
(5.02213)

0.69

연금금융
-10.49623
(3.66697)

-2.86
  

-10.48323
(3.70517)

-2.83
 

-11.38994
(5.57228)

-2.04
 

-11.52253
(5.61479)

-2.05
 

자산
(log변환값)

0.09020
(0.73805)

0.12
0.09258
(0.74563)

0.12
0.97656
(0.78710)

1.24
0.99441
(0.20178)

1.25

순자산
(log변환값)

2.97927
(4.29858)

0.69
3.14521
(4.34789)

0.72
-1.61374
(6.28298)

-0.26
-0.88025
(0.64840)

-0.14

여유자산
(log변환값)

0.010
(0.015)

0.71
0.010
(0.015)

0.66
0.008
(0.013)

0.58
0.007
(0.014)

0.53

부채비율
-0.18012
(0.66875)

-0.27
-0.15342
(0.67794)

-0.23
-1.84635
(0.66532)

-2.78
  

-1.84864
(0.67495)

-2.74
  

관리운영비
(log변환값)

0.25624
(0.17949)

1.43
0.25530
(0.18093)

1.41
0.12197
(0.20016)

0.61
0.13011
(0.19190)

0.40

절편
-95.00364
(147.30390)

-0.64
-101.25340
(149.24450)

-0.68
53.86070
(216.93380)

0.25
80.64375
(212.93590)

0.38

fixed effects - 연도 부처 연도/부처

표본수 382 382 382 382

R-squared 0.1606 0.1486 0.3467 0.3382

기금관리주체더미는 정부관리기금이면 0, 민간관리기금이면 1인 더미.

전기자산운용평가결과더미는 전기자산운용평가결과가 높으면 0, 낮으면 1인 더미.

부채비율은 자산대비 부채비율임.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 **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 *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

( ) 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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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에서 관심회귀계수는 “민간관리기금더미와 전기자산운용평가결과가 낮은

더미의 교차더미변수”의 회귀계수이다. 『분석모형 1』에서 “민간관리기금더미*전기

자산운용평가결과가 낮은 더미”의 회귀계수는 -11.02030로 5%수준에서 유의하다.

이는 전기자산운용평가결과가 낮은 경우 정부관리기금에 비해 민간관리기금이 이익

조정을 통해 대손충당금비율을 낮게 설정한다는 <가설 2-2>와 일치한다. <가설

2-1>과 마찬가지로 정부관리기금에 비해, 정부산하기관인 민간관리기금이 인센티브

등을 목적으로 이익조정을 할 여지가 강할 것이다. 복지노동성격더미변수는 회귀계

수가 10.04831로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산업과학성격더미변수와 연금금

융성격더미변수는 각각 -9.24588과 -10.49623으로써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연도를 통제한 『분석모형 2』의 경우, 회귀계수가 -10.87636으로 5%내에서 유의

하였다. 이는 『분석모형1』의 -11.02030과 유사하여 연도를 통제하는 것은 회귀계

수에 큰 영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복지노동성격더미변수는 회귀계수가 10.01706으

로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산업과학성격더미변수와 연금금융성격더미

변수는 각각 -9.23153과 –10.48323으로써 각각 1%, 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다음으로 부처를 통제한 『분석모형 3』의 경우, 회귀계수가 유의하지 않았다. 다

만 연금금융성격더미변수는 –11.38994로 5%수준에서 유의하였고, 부채비율도 –

1.84635로써 1%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연도와 부처를 함께 통제한 『분석모형 4』의

경우 회귀계수가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연금금융성격더미변수는 -11.52253로 5%수

준에서 유의하였으며, 부채비율도 -1.84864로써 1%수준에서 유의하였다. 결과적으

로 『분석모형 1, 2』에서 전기자산운용평가결과가 낮은 경우, 정부관리기금에 비해

민간관리기금이 대손충당금비율을 낮게 설정하여 이익조정을 하였다. 하지만 민간

관리기금이 대손충당금비율을 낮게 설정하더라도 “기금관리주체더미”의 회귀계수와

“기금관리주체더미*전기자산운용평가하위더미”의 회귀계수의 합이 양(+)이 라는 점

에서, 정부관리기금의 회귀계수가 민간관리기금의 회귀계수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민간관리기금이 이익조정과 동시에 보수적 회계처리도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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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가설 2-3의 회귀분석결과표

단위: 십억 원

종속변수: 당기미수채권 대손충당금비율

분석모형 1 분석모형 2 분석모형 3 분석모형 4

독립변수 회귀계수(β) t-stat 회귀계수(β) t-stat 회귀계수(β) t-stat 회귀계수(β) t-stat

기금관리
주체더미

16.29198
(3.15611)

5.16
  

16.21856
(3.17908)

5.10
  

25.46827
(3.52857)

7.22
  

25.47609
(3.54764)

7.18
  

전기재정운영
결과하위더미

2.53372
(2.72380)

0.93
2.36507
(2.74594)

0.86
1.21496
(2.74943)

0.44
0.89362
(2.77151)

0.32

기금관리
주체더미
*

전기재정운영
결과하위더미

-8.31697
(4.24222)

-1.96


-7.81163
(4.29620)

-1.82


-6.06159
(4.22590)

-0.68
-5.39219
(4.28057)

-1.26

복지노동
9.41273
(3.15067)

2.99
  

9.50802
(3.16718)

3.00
  

-8.85989
(6.64584)

-1.33
-8.39341
(6.67690)

-1.26

산업금융
-10.23812
(2.75920)

-3.71
  

-10.18923
(2.77290)

-3.67
  

1.02796
(4.66221)

0.22
1.14757
(4.67814)

0.25

연금금융
-8.39947
(3.19765)

-2.63
  

-8.30273
(3.21626)

-2.58
  

-5.57355
(4.57383)

-1.22
-5.58967
(4.58994)

-1.22

자산
(log변환값)

0.22382
(0.61848)

0.36
0.22126
(0.62301)

0.36
1.11471
(0.66545)

1.68


1.08338
(0.66906)

1.62

순자산
(log변환값)

2.59786
(4.22495)

0.61
3.04581
(4.25883)

0.72
-2.688702
6.18010

-0.44
-1.27137
(6.25759)

-0.20

여유자산
(log변환값)

-0.05994
(0.61469)

-0.10
-0.07607
(0.62065)

-0.12
-1.64388
(0.61275)

-2.68
  

-1.70215
(0.61886)

-2.75
  

부채비율
0.0000023
(0.000028)

0.08
-0.0000002
(0.000029)

-0.01
0.0000109
(0.000025)

0.42
0.0000080
(0.000026)

0.31

관리운영비
(log변환값)

0.25558
(0.16836)

0.36
0.25842
(0.16933)

1.53
0.05482
(0.19182)

0.29
0.07077
(0.19271)

0.37

절편x
-90.37865
(144.77900)

-0.62
-106.45840
(146.06010)

-0.73
106.12500
(209.81480)

0.51
58.70584
(212.47140)

0.28

fixed effects - 연도 부처 연도/부처

표본수 411 411 411 411

R-squared 0.1478 0.1486 0.3292 0.3252

기금관리주체더미는 정부관리기금이면 0, 민간관리기금이면 1인 더미.

전기재정운영결과더미는 전기재정운영결과가 중간값보다 낮으면 0, 크면 1인 더미.

부채비율은 자산대비 부채비율임.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 **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 *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

( ) 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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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에서 관심회귀계수는 “민간관리기금더미와 “전기재정운영결과가 낮은 더

미(중간값기준)의 교차더미변수”의 회귀계수이다. 『분석모형 1』에서 “민간관리기

금더미*전기재정운영결과가 낮은 더미(중간값기준)”의 회귀계수는 -8.31697로 10%

수준에서 유의하다. 이는 전기재정운영결과가 낮은 경우 정부관리기금에 비해 민간

관리기금이 이익조정을 통해 대손충당금비율을 낮게 설정한다는 <가설 2-3>과 일

치한다. 민간관리기금이 인센티브 등을 얻기 위해 이익조정을 할 여지가 클 것이다.

복지노동성격더미변수는 회귀계수가 9.41273으로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산업과학성격더미변수와 연금금융성격더미변수는 각각 -10.23812와 -8.39947로써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연도를 통제한 『분석모형 2』의 경우, 회귀계수가 -7.81163으로 10%수준에서 유

의하였다. 이는 『분석모형 1』의 -8.31697과 유사하여 연도통제는 회귀계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복지노동성격더미변수는 회귀계수가 9.50802로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산업과학성격더미변수와 연금금융성격더미변수는

각각 -10.18923과 –8.30273으로써 각각 1%, 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다음으로 부처를 통제한 『분석모형 3』의 경우, 회귀계수가 유의하지 않았다. 다

만 자산은 회귀계수가 1.11471로 10%수준에서 유의하였고, 여유자산의 회귀계수는

-1.64388로 1%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연도와 부처를 함께 통제한 『분석모형 4』의

경우, 회귀계수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여유자산의 회귀계수는 -1.64388로 1%수준에

서 유의하였다. 결과적으로 『분석모형 1, 2』에서만 전기재정운영결과가 낮은 경

우, 민간관리기금이 대손충당금비율을 낮게 설정하여 이익조정을 하였다. 하지만 민

간관리기금이 대손충당금비율을 낮게 설정하더라도 “기금관리주체더미”의 회귀계수

와 “기금관리주체더미*전기재정운영결과하위더미”의 회귀계수의 합이 양(+)이 라는

점에서 정부관리기금의 회귀계수가 민간관리기금의 회귀계수보다 높다고 할 수 있

다. 이는 민간관리기금이 이익조정과 동시에 보수적 회계처리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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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가설 2-4의 회귀분석결과표

단위: 십억 원

종속변수: 당기미수채권 대손충당금비율

분석모형 1 분석모형 2 분석모형 3 분석모형 4

독립변수 회귀계수(β) t-stat 회귀계수(β) t-stat 회귀계수(β) t-stat 회귀계수(β) t-stat

기금관리
주체더미

15.7709
(2.94595)

5.35
  

15.74925
(2.96159)

5.32
  

24.42746
(3.31516)

7.37
  

24.50460
(3.32861)

7.36
  

전기재정운영
결과적자더미

4.67029
(2.67547)

1.75


4.48734
(2.69602)

1.66


3.02170
(2.68061)

1.13
2.65736
(2.70260)

0.98

기금관리
주체더미
*

전기재정운영
결과적자더미

-7.79485
(4.26354)

-1.83


-7.32145
(4.30473)

-1.70


-4.66029
(4.21116)

-1.11
-4.00585
(4.24876)

-0.94

복지노동
10.48120
(3.19131)

3.28
  

10.55004
(3.20835)

3.29
  

-8.04305
(6.67398)

-1.21
-7.63296
(6.70406)

-1.14

산업금융
-9.96385
(2.75956)

-3.61
  

-9.92583
(2.77272)

-3.58
  

1.339545
(4.67259)

0.29
1.45149
(4.68875)

0.31

연금금융
-7.60256
(3.17068)

-2.40
 

-7.53924
(3.18856)

-2.36
  

-4.99194
(4.57696)

-1.09
-5.06419
(4.59328)

-1.10

자산
(log변환값)

0.32088
(0.60663)

0.53
0.31585
(0.610813)

0.52
1.25848
(0.65706)

1.92


1.22323
(0.66050)

1.85


순자산
(log변환값)

2.99075
(4.22947)

0.71
3.45095
(4.26381)

0.81
-2.45341
(6.18877)

-0.40
-1.02069
(6.26646)

-0.16

여유자산
(log변환값)

-0.10658
(0.61496)

-0.17
-0.12117
(0.62087)

-0.12
-1.64938
(0.61386)

-2.69
  

-1.70589
(0.61992)

-2.75
  

부채비율
0.000000955
(0.0000287)

0.03
-0.0000017
(0.000029)

-0.06
0.0000102
(0.0000259)

0.40
0.00000739
(0.0000261)

0.28

관리운영비
(log변환값)

0.21971
(0.16925)

1.30
0.22370
(0.17018)

1.31
0.01013
(0.19472)

0.05
0.02948
(0.19566)

0.15

절편
-105.82330
(144.67530)

-0.73
-122.31310
(145.97430)

-0.84
92.63157
(209.94130)

0.44
44.74537
(212.61450)

0.21

fixed effects - 연도 부처 연도/부처

표본수/ 411 411 411 411

R-squared 0.1478 0.1759 0.3274 0.3235

기금관리주체더미는 정부관리기금이면 0, 민간관리기금이면 1인 더미.

전기재정운영결과더미는 전기재정운영결과가 흑자면 0, 적자면 1인 더미.

부채비율은 자산대비 부채비율임.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 **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 *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

( ) 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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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에서 관심회귀계수는 “민간관리기금더미와 전기재정운영결과가 낮은 더

미(0기준)의 교차더미변수”의 회귀계수이다. 『분석모형 1』에서 “민간관리기금더미

*전기재정운영결과가 낮은 더미(0기준)”의 회귀계수는 -7.79485로 10%수준에서 유

의하다. 이는 전기재정운영결과가 낮은 경우 민간관리기금이 이익조정을 통해 대손

충당금비율을 낮게 설정한다는 <가설 2-4>와 일치한다. 복지노동성격더미변수는

회귀계수가 10.48120으로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산업과학성격더미변수

와 연금금융성격더미변수는 각각 –9.96385와 –7.60256으로써 각각 1%와 5%수준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연도를 통제한 『분석모형 2』의 경우 역시, 회귀계수가 -7.32145로 10%내에서

유의하였다. 이는 『분석모형 1』 의 -8.31697과 유사하여 연도통제는 회귀계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복지노동성격더미변수는 회귀계수가 10.55004로 1%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산업과학성격더미변수와 연금금융성격더미변수는

각각 -9.92583과 -7.53924로써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부처를 통제한 『분석모형 3』의 경우 회귀계수가 유의하지 않았다. 다

만 자산은 회귀계수가 1.25848로 10%수준에서 유의하였고, 여유자산의 회귀계수는

-1.64938으로 1%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연도와 부처를 함께 통제한 『분석모형 4』

의 경우 회귀계수가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자산변수가 1.22323으로 10%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여유자산의 회귀계수는 -1.70589로 1%수준에서 유의하였다. 결과적

으로 『분석모형 1, 2』의 경우만 전기재정운영결과가 낮은 경우, 민간관리기금이

이익조정을 하였다. 하지만 민간관리기금이 대손충당금비율을 낮게 설정하더라도

“기금관리주체더미”의 회귀계수와 “기금관리주체더미*전기재정운영결과하위더미”의

회귀계수의 합이 양(+)이 라는 점에서 민간관리기금이 이익조정과 동시에 보수적

회계처리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회귀분석결과

회귀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수주의에 대한 가설인 <가설 1-1>과 <가

설 1-2>가 모두 지지되었다. 정부관리기금에 비해 내·외적으로 더 큰 감시를 받는

민간관리기금이 회계보수주의에 따라 대손충당금비율을 더 높게 설정하였다. 나아

가 민간관리기금이 대민부처에 소속된 경우, 민간관리기금은 대민업무처리 및 고객

만족도 조사로 인해 높은 국민의 감시와 관심을 받게 되어 높은 보수적 성향을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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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익조정에 대한 가설인 <가설 2-1>과 <가설 2-2>, <가설 2-3>과 <가설

2-4>는 모두 지지되었다. 즉 전기재정운영성과(전기재정운영순원가, 전기자산운용

평가결과, 전기재정운영결과)가 낮은 경우 민간관리기금은 이익조정을 통해 대손충

당금비율을 낮게 설정하였다.

셋째, <가설 2-1>의 이익조정유인 변수인 전기재정운영순원가만이 모든 분석모

형에서 민간관리기금의 이익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부처를 통제한 경우,

나머지 전기재정운영성과(전기자산운용평가결과, 전기재정운영결과)는 이익조정과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이는 실제로 회귀관계가 없어서 일수도 있으나, 김태일 김상

헌(2003)이 지적한 바와 같이 대부분 하나의 부처에 하나의 기금만이 소속되어 있

어, 부처를 통제한 경우에는 회귀분석결과가 변수간의 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해서 일수도 있다. 이에 부처고정효과 없이 회귀분석한 결과, 전기자산운용평가결과

가 이익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다음으로 전기재정운영순원가, 전기재

정운영결과(중간값기준), 전기재정운영결과(0기준)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다만, 전

기자산운용평가결과는 총표본에서 계정성 기금이 제외된 분석결과라는 점에서 비교

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넷째, 전기재정운영결과나 전기자산운용평가결과 뿐만이 아니라 전기재정운영순

원가도 이익조정의 유인이 된다는 점에서 전기재정운영순원가에도 관심을 가질 필

요가 있다.

다섯째, 민간관리기금이 이익조정을 함과 동시에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는 보수주의와 이익조정이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민간관리기금이 보수주의 하에서도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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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및 향후과제,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를 통해 정부기금의 대손충당금비율의 차이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기금관리주체를 기준으로 그 차이를 살펴본 결과, 기업회계와 마찬가지

로 회계의 일반원칙인 보수주의가 나타났다.

보수주의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시가 높을수록 보수적인 회계

처리를 한다는 가설과 일치하게, 내·외부 감시가 높은 민간관리기금의 단기미수채권

대손충당금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정부관리기금에 비해 민간관리기금은 대민

부처에 소속된 경우 대손충당금비율을 높이는 경향을 보였다. 민간관리기금이 정부

대상부처가 아닌 대민부처의 소관 하에 있다면, 민간관리기금은 대민과 관련된 업

무를 할 여지가 크므로 높은 국민의 관심 하에 있다. 나아가 준정부기관으로써 고

객만족도 조사를 받는 민간관리기금은, 정부관리기금에 비해 국민으로부터 보다 큰

감시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간관리기금이 대민부처에 소속된 경우, 대

손충당금비율을 보다 높게 설정하였다.

이익조정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관리기금에 비해 민간관리기

금은 전기재정운영성과가 낮은 경우 당기대손충당금비율을 낮추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전기재정운영성과가 민간관리기금의 이익조정의 유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정부산하기관인 민간관리기금은 공공기관 인센티브 및 평판을 위해 재정운영결

과를 양호하게 하여 수익을 냄과 동시에 순자산을 증가시킬 유인이 있다.

둘째, 연도를 통제한 경우, 통제 전후에 있어 주요 회귀계수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연도가 각 기금의 대손충당금비율에 큰 영향이 없음을 의미한다. 기금의 특성

상 단년도회계로 운영되지 않고 독자적 재원으로 다년간 이루어지는 사업이 대부분

이라는 점에서, 시계열상의 경기변동 등에 영향을 받을 여지가 예산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셋째, 부처를 통제한 경우, 전기재정운영순원가만이 일관적으로 민간관리기금의

이익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기금관리주체가 전기재정운영결과를 통제

하기보다 전기재정운영순원가를 통제하는 것이 더 용이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수연

이호영 이민정(2009) 역시 성과급과 이익조정의 관계가 유의적이지 않은 원인을

설명하면서, 성과급을 결정하는 경영실적평가 점수가 계량지표인 재무성과뿐만 아

니라, 독립적인 평가위원단이 결정하는 비계량지표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음으로써

이익조정의 영향력이 상쇄된다고 하였다. 부처를 통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전기재정운영성과가 유의하였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의 부처에 하나의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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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운영하는 부처가 많다는 점에서 부처의 통제는 정확한 회귀관계를 보여주지

못할 수도 있다.

넷째, 민간관리기금이 이익조정을 함과 동시에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보수주의와 이익조정이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민간관리기금이 보수주의 하에서 최대한 본인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정부기금회계에서 보수주의와 이익조정이 나타난다는 결론은 기금관리주체

와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보수주의와 관련하여, 첫째, 정부관리기

금보다 민간관리기금이 더 큰 감시 하에 있다는 것이다. 명칭상 민간이라고 한 것

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지 않아서 붙여진 이름에 불과하고 실제적으로 정부산하

기관에 의해 기금이 운용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큰 감시를 받는다. 따라서 독립

성과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금관리주체를 민간관리기금으로 하는 것

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 기금의 독자적 운영을 원한다면, 실제적으로 독립된 관리

주체를 찾아서 기금을 운용해야 할 것이다. 다만 기금의 출연이 행정부에서 시작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기금이라는 재원을 독립적인 제3자에게 부여하기란 쉽지 않

을 것이다. 둘째, 기금관리주체에 대한 감시에 있어서 재무제표 상의 대손충당금과

같은 재량적 지표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결과 재무제표에 보수적 성향

이 나타나거나 이익조정이 일어난다면 재무제표 작성이 적절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

다. 보수주의는 궁극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좋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지나친

보수주의는 이익감소를 유발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과도한 보수적 회계처리를 판단

하여 조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만일 이익조정의 성향이 나타난다면 재무제표를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

가 있다. 이익조정은 재무제표를 왜곡시킬 여지가 있으므로, 재량지표에 대한 감시

를 통해 재정건전성과 회계처리의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전기재정운영

결과나 전기재정운영평가보다는, 전기재정운영순원가가 이익조정의 유인으로써 일

관되게 대손충당금비율에 영향을 미치므로 재정운영결과 뿐만 아니라 재정운영순원

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끝으로, 기금의 대손충당금비율의 적정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기금의 대손충당금은 설정 방법만을 고시할 뿐이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상활(2010)은 지방자치단체간의 대손충당금비율에 큰 차이가 있어

정부가 충당금비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정

창훈 유갑열(2015) 역시 동일한 경제권 내에서도 대손충당율의 차이가 큰 바, 가능

하면 동일한 경제권에서는 비슷한 추정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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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였다. 금융기업의 경우 대출채권의 위험성에 따라 대손충당금비율을 분류하

고 있으며, 비금융기업의 경우 GAPP이나 국제회계기준에서 대손충당금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규정은 찾아보기 어려우나 많은 선행연구가 존재하고 세법상으로는

1%rule 등을 적용하고 있어 대손충당금비율이 직 간접적으로 통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기금의 경우도 직 간접적인 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

부의 경우 업무가 다양하며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매출채

권의 회수정도는 정부정책에 영향을 받을 여지가 있다. 따라서 구체적 가이드라인

을 제시하는 것은 통합적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오히려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금업무에 대한 정확한 분석 전에는 대손충당금비율에 대해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보다는 충당금비율을 과도하게 높이 설정하거나 애초에 충당금을 인식하

지 않은 기금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손충당금비율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 경우는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의지가 낮은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대손충당

금을 인식하지 않은 경우는 미래에 대한 예측부족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

다. 김봉환(2013)은 지방자치단체간의 차이가 보수주의에 대한 요구에 의한 차이나

미래의 예상결손율에 의한 차이라면 이러한 차이를 규제를 통해 일률적으로 제거하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다. 다만, 회계담당자의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이나

업무상 오류에 의한 차이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의 회계기준 제시는 필요하다고 하

였다.

따라서 대손충당금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규정하기보다 표본의 극단

치에 있는 기금의 충당금비율을 우선적으로 검토한 이후 타 기금에 대한 대손충당

금비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손충당금비율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무엇보

다 대손충당금인식의 회계처리를 살펴봐야 한다. 현재 생산되는 재무제표의 주석

등을 통해서는 충당금인식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민간관리기금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상에서도 인식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내용을 찾을 수 없

다. 대손충당금인식에 대한 근거는 합리성 판단의 중요한 지표가 되므로 면밀한 근

거가 재무제표의 주석 등이나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창훈 유갑열(2015)이 말한 바와 같이 재정분석 지표에 대손충당율이나 전

기대비 대손충당율 증감지표를 추가하여 재정분석의 지표나 참고지표 등으로 활용

하여 대손충당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정보 몇 개만을 현행 재정분석지표로 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손충당율 등

을 추가적인 지표로 활용하여 발생주의 및 복식부기 유용성을 더 높일 필요가 있

다. 나아가 현재의 회계감사수준을 보다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관리기금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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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회계감사를 적용하여 명실상부한 외부통제기제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고 무엇보

다 장부작성주체에 대한 교육을 통해 회계처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궁극적으로

재무제표작성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논문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시정도를 기준으로 기금관리주체

를 분류한 것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제도적인 규정 등에 근거하여 기

금에 대한 감시정도를 구분하였는바, 실제로도 민간관리기금이 더 큰 감시를 받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추가적인 감시기제를 찾아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민간관리기금에 대한 통제에 있어 지배구조나 기관장의 선임 등이 영향

을 미친다면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기금의 성격에 대한 통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존치평가의 기금분류를 통해

기금의 성격을 통제하였으나 대손충당금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성격변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성격요인을 찾아서 통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논문은 기금의 개개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과

거부터 존치여부가 문제되어 온 기금들이 있다. 농어가목돈마련기금과 같은 경우는

현재 자산규모도 작으며 국민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음에도 불구하

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타기금에 비해 이러한 기금은 관리주체나 국민의 관

심이 적을 수 있어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정부는 기

금뿐만이 아니라 예산도 집행하므로 예산에 비해 기금행위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는 관리주체의 관심이 높지 않고 매출채권 회수 및 대손충당금 예측에도 적극적이

지 않을 수 있다. 본 논문은 기금의 구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기금을

통계 표본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는바, 향후 연구에서는 기금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

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금의 사업이 다양하고, 가외성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유효성을 기준으로 기금을 선별하여 연구의 표본에서 제외시키는 것

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어떠한 기금을 제외하고 분석을 진행해야하

는 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기술통계량에서 알 수 있듯이 대략적으로 상위 50%이상의 기금에서만 대

손충당금비율을 설정하며 하위 50%에서는 대손충당금자체를 인식하지 않은 기금이

상당수 있다. 본 논문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기금도 통계 표본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는데, 이는 전체 대손충당금비율의 평균을 낮추는 주요 원인이 된다. 하지

만 대손충당금을 인식하지 않은 것이 장부작성주체의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것인

지, 회계처리미숙이나 관심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는 대

손충당금 회계처리의 근거를 자세히 살펴보고, 작성주체 및 실무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므로, 향후 대손충당금 회계처리의 근거에 대한 면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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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대손충당금분석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연도의 통제가 회귀계수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회귀분석의 결과에

대해, 그 원인을 기금이 다년도회계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물론 이러한 특

성이 반영된 것임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장부작성주체가 대손충당금에 대한 이해

없이 전임자의 회계처리를 그대로 답습한 결과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정부기금회계의 재무제표 요소에 대한 실증분석이라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나아가 정부기금의 대손충당금비율 설정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어

향후 합리적인 대손충당금비율 설정 및 감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기금 회계처리의 정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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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ause of the difference in allowance

for doubtful accounts among government funds. In particular, we classify the

funds according to the government fund manager and examine whether

allowance for doubtful accounts varies depending on conservatism and profit

adjustments. This study will be able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government fund's allowance for doubtful accounts and ultimately provide a

basis for establishing reasonable allowance for doubtful accounts, which will

increase the credibility of the fund accounting process and can help to evaluate

funds.

As a result, conservatism appeared in government accounting.

The analysis of conservatism is as follows.

First, because the monitoring for the private management fund was stronger

than that for the government management fund, allowance for doubtful accounts

of the private management fund was higher than that of the government

management fund.

Second, private management funds tend to increase allowance for doubtful

accounts when they belong to the civil service department.

The private management fund belonging to the civil service department hand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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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related to the people and is subject to customer satisfaction survey.

Therefore, because they are under high monitoring from the public, private

management funds will increase allowance for doubtful account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n profit adjustments are as follows.

First, compared to the government fund, the private management fund tends

to lower allowance for doubtful accounts when the financial performance is low.

This implies that the financial performance can be an incentive for profit

adjustments of the private management fund. Private management funds can

increase profits and net assets by adjusting the outcome of financial operations.

Furthermore, the head of the private management fund can adjust the profit for

reputation.

Second, the year variable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allowance for

doubtful accounts. It is because that most funding projects do not end in a

single year but take many years, so allowance for doubtful accounts is not

significantly affected by fluctuations in the time series.

Third, in the case of controlling the ministry, only the net operating cost of

the financial management consistently affected the profit adjustments of the

private management fund. This may be because it is easier for the fund

manager to control the net operating cost of the financial operation than to

control the outcome of financial operations.

Fourth, it can be seen that the private management fund conducts

conservative accounting while making profit adjustments.

On the other hand, the conclusion that conservatism and profit adjustments

appear in government fund accounting provides many implications for fund

management research.

Regarding conservatism, first, the private management fund is under greater

control than the government fund. The name "private" refers only to the fact

that director of government departments do not manage it. Actually, the private

management fund, which is a government affiliated organization, is under

greater control. Therefore, in order to operate the fund independently, it is

necessary to find a practically independent fund manager.

Second, it is necessary to closely examine discretionary indicators such as

allowance for doubtful accounts in the financial statements in order to monitor

the fund. After review, if conservatism and profit adjustments appear in the

financial statements, it is necessary to judge whether the financial statements

are appropriate. Conservatism can improve financial soundness, but excessive

conservatism can lead to a decrease in profits. Therefore, if there is exces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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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rvative accounting, it will be necessary to take action.

Thirdly, if the tendency of profit adjustments appears, it is essential to

examine financial statements more closely. Since profit adjustments can distort

financial statements by adjusting discretionary indicators, it is needed to monitor

the discretionary indicators to ensure the accuracy of financial soundness and

accounting.

Fourth, As the net operating cost of finance has a consistent effect on the

allowance for bad debts as the incentive for profit adjustments, it is required to

pay attention to the net operating cost of the financial operation as well as the

outcome of financial operations.

Finally,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adequacy of the fund's allowance for

doubtful accounts. There is no specific numerical guideline about the current

fund's allowance for doubtful accounts. Some studies suggest that guidelines for

specific figures should be presented. However, in the case of the government,

because the services are diverse and provided considering social equity, the

degree of recovery of receivables may be affected by government policies.

Therefore, presenting specific guidelines may hinder the efficiency of integrated

financial operations. Therefore, before presenting specific figures, it is essential

to look at funds that set excessively high allowance for doubtful accounts and

do not recognize it. If allowance for doubtful accounts is set too high, it may be

considered that there is a lack of willingness to collect sales receivables. If

allowance for doubtful accounts is not recognized, it may be judged that there is

insufficient forecast for the future.

There is no clear evidence for the process of recognition of allowance for loan

loss in the comments of the financial statements that are currently produced,

and no specific report about the recognition process can be found in the external

audit report of the private management fund. The specific basis for the

recognition of allowance for loan losses is an important indicator of reasonable

judgment and should be included in the annotations of the financial statements

and in the external audit report.

On the other hand, it is necessary to induce efficient management of

allowance for doubtful accounts by adding allowance for doubtful accounts

indicator to the financial analysis index. Furthermore, the current level of

auditing needs to be strengthened. And it is also essential to conduct external

auditing in the government management fund and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accounting for the bookkee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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