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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이 회계투명성과 정보비대칭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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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2015년 대우조선해양이 대규모 미청구공사를 일시에 비용으로 전환하여 손실을 보고하는 사건이 있었다. 외부 정보이용자는 투자위험
을 줄이기 위해 건설계약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비롯한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에 규제기관은 2016년 회계기간부터 회계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시행하였다. 제고방안을 통해 회계처리의 자의성을 엄격히 규제하였고, 감사 및
감독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정보비대칭을 줄이고자 공시를 확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정상 미청구공사를 수주산업의 회계투명성의 대
용치로 사용하여 수주산업 제고방안 시행이전에 비해 시행이후 회계투명성이 향상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비정상 미청구공사가 정
보비대칭에 미치는 영향이 제고방안 시행전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제고방안 시행이전에 비해 시행이
후 비정상 미청구공사가 유의하게 감소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고방안 시행이전에 비해 제고방안 시행이후 비정상 미청구공사가 정보비대칭
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제고방안의 시행에 따른 효과성이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중 회
계처리 규제 및 공시 확대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본 연구는 제고방안 중 외부감사의 효과성을 분석한 선행연구에 추가적인 공헌점이
있다.
한글색인어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비정상 미청구공사, 정보비대칭

ABSTRACT Information users requested improvement of the system related to construction contracts to reduce investment risk. Since 2016, Korea regulator
has implemented the Accounting Transparency Improvement Plan in the order-made production industry to provide completed and comprehensible
information on construction contracts to information users. In particular, it sought to provide transparent accounting information by strictly regulating the
arbitrariness of accounting and reinforcing audit and supervision. Moreover, the disclosures were expanded to reduce information asymmetry. This study
verified the effectiveness of tightening accounting and disclosures in the order-made production industry. To this end, the decrement of abnormal unbilled
construction receivable after implementing the improvement plan was analyzed. Whether there were any significant changes in the effectiveness of abnormal
unbilled construction receivable on information asymmetry after implementing the improvement plan was investigated. The results revealed that abnormal
unbilled construction receivable after implementing the improvement plan did not decrease significantly compared to the pre-implementation. Furthermore,
the effect of abnormal unbilled construction receivable on information asymmetry increase significantly after implementing the improvement plan compared
to the pre-implementation. In summary, the effectiveness of the improvement plan was insignificant, contrary to expectations.

KEYWORDS accounting transparency improvement plan, abnormal unbilled construction receivable, information asymmetry

Ⅰ. 서 론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건설 계약은 그동안 수주산업의 특성상 영업기밀이 외부
에 노출되면 대외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업계의 주장이 받아 들어져 불완전한 형태로 공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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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왔다. 특히 대부분의 기업들은 전체 미청구공사를 순액으로 공시하였으며, 개별 공사장이나 영
업부문별로는 구분하지 않았다. 이에 중간정보제공자인 신용평가기관은 미청구공사 관련 정보를
추정하여 건설 계약의 잠재적 위험을 판단해 왔다(한국신용평가 2015). 그러나 2015년 대우조선해
양이 미청구공사를 일시에 비용으로 전환하여 대규모 손실을 보고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외부 이
해관계자는 공사 진행률 산정 및 미청구공사와 관련된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건
설계약”1)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강하게 요구하였고,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은 2015년 말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2)을 통해 2016년 회계기간부터 회
계처리, 감사, 감독 및 공시분야의 제도를 개선하였다.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은 미청구공사 총액, 손상차손누계액, 미청구공사 순액을 모두 공
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업부문별로 그리고 개별 공사장별로도 공시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도록 하
였다. 또한 재량적 회계처리를 최소화하고, 외부감사와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회계투명성을 제고하
고자 하였다.
그러나 기업들 중에는 영업부문별로 미청구공사 총액과 순액을 선택적으로 보고하는 기업들이
있으며, 민감한 건설공사장은 예외조항을 이용하여 비공개하고 있어 제고방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외부 정보이용자는 건설계약의 잠재적 위험을 정확히 식별하거나 평가하기 어렵다.3)
재무보고의 목적은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더욱이 재무정보는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 기업의 경제적 자
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책임을 평가하는데 유용해야 한다(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
단 1.22). 특히 회계정보의 공시는 경영자와 외부 정보이용자간의 정보불균형을 감소시키고 자원
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게 한다(Healy and Palepu 2001). 따라서 정책기관은 자의적인 회계처리를 규
제하고, 감사와 감독을 강화하며 공시를 확대하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통해 투명한
회계정보가 공시되어 정보비대칭이 감소할 것을 기대하였다.
만약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통해 외부감사 및 감리가 강화되고 기업들의 자의적인 회
계처리가 감소하였다면, 비정상 미청구공사는 감소할 것이다. 또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의 제공과 공시를 확대하여 투자자와 채권자에게 적시에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면 제고방안 시행이
후 비정상 미청구공사가 정보비대칭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할 것이다. 하지만 제고방안의 시행이후
에도 여전히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미청구공사가 이용되고 있다면 비정상 미청구공사는 감
소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외부정보비용자들은 제고방안이 시행된 이후 시행사와의 계약구조 등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인해 주요 공사장의 건설계약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영업부문별로 미청
구공사 순액만을 보고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건설계약의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기 어렵다.
1)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건설계약”과 “건설계약”을 혼용하여 사용한다.
2)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과 “제고방안”을 병행해서 사용한다.
3) 조세일 보. 2016.01.29. “건설⋅조선업 공시의무 강화 예외조항 둬 효과 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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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들 기업이 공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면 제고방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비정상 미청
구공사가 정보비대칭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제고방안 시행 전과
비교하여 시행 이후에 비정상 미청구공사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는지를 검증하였다. 또한 비정상 미
청구공사가 정보비대칭에 미치는 영향이 제고방안 시행 전후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미청구공사는 시공사가 비용으로 지출하였지만 시행사가 인정하지 않아 청구하지 못한 채권이
다. 마일스톤이나 헤비테일과 같은 계약구조에서는 시공사의 정상적인 지출이었음에도 시행사와
의 계약으로 인해 미청구공사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면 현금으로 회수될 수 있다.
그러나 경영자가 자의적인 회계처리로 인해 발생한 미청구공사는 시행사가 인정할 가능성이 낮아
현금회수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이재은(2017)과 배홍기 등(2018)도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여 정
상 미청구공사와 비정상 미청구공사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의 방법
론을 활용하여 비정상 미청구공사를 추정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정보비대칭은 Lang and
Lunfholm(1993), Leuz and Verrecchia(2000), 김미숙과 임학빈(2020)등이 사용한 1년간 일별 주식
율의 표준편차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제고방안 시행이전에 비해 제고방안 시행이후 비정상 미청구공사는 유의하게 변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규제기관의 의도와는 다르게 제고방안 시행 이전에 비해 시행 이후 자의적
인 회계처리가 감소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제고방안 시행이전에 비해 제고방안 시행이후
비정상 미청구공사가 정보비대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
면, 회계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정보비대칭을 감소시키고자 시행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의 효과성은 크지 않다.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중 회계처리 규제 및 공시 확대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본 연구는 제고방안 중 외부감사의 효과성을 분석한 선행연구에 추가적인 공헌점이 있으며, 관련
정책 및 감독기관의 향후 정책수립 및 관련법령 개정에 실무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하
였다. 제3장에서는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표본선정절차를 기술하였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주요가
설검증결과와 함께 강건성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결론과 공헌점을 제시하
였다.

Ⅱ. 선행연구와 가설설정
2.1 선행연구검토
수주산업은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영업수익을 인식한다. 진행기준은 크게
– 177 –

회계학연구

Vol. 47, No. 2, 2022

투입법과 산출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산출법이 투입법에 비해 공사의 진행정도를 잘 반영하는
수익인식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IFRS를 적용하는 유럽의 대형 건설사들도 대부분 산출법으로 진
행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건설사와 조선사들은 과거부터 원가 투입법을 이용하여
진행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다. 원가 투입법은 총 계약원가 중 계약 기간에 발생한 투입원가를 계산
하여 영업수익을 인식하는데, 설계변경, 원가변동 등이 있으면 경영진의 추정과 판단이 필요하여
영업환경이 급변하는 경우 공사 진행 정도를 수익에 잘 반영하기 어렵다(K-IFRS 제1115호 한
BC361.2).
원가 투입법은 경영자의 판단 및 추정 등 회계적 요인에 의해서 진행률을 과대산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익을 과대계상할 수 있다. 이로 말미암아 기업들은 누적된 미청구공사를 회수 불가능
한 시기에 일시에 비용으로 전환하고 있다.4) 따라서 규제기관은 이러한 취약한 재무보고에 대해서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건설계약”에 대해서 공시와 감독을 강화하는 등 회계처리
의 투명성을 향상하고자 2016년에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시행하였다.5)
선행연구는 크게 건설계약과 관련된 공시의 정보효과를 살펴본 연구, 그리고 감사인 노력이 수
주산업의 이익조정을 억제하는지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6) 건설계약과 관련된 주석 공시사항에 대
한 정보효과를 분석한 황인태(1996)는 공사잔액 변동률이 높을수록 주식수익률이 높았다. 또한 이
양식과 박종찬(2017b), 하순금(2018), 김영훈과 박성욱(2019)은 미청구공사가 클수록 가치관련성
이 높았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미청구공사의 리스크가 언론에서 회자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에
는 미청구공사가 클수록 가치관련성이 낮았으며(김영훈과 박성욱 2019), 미청구공사의 회수 가능
성이 낮을수록 가치관련성은 더 낮았다(하순금 2018). 또한 이재은(2017)은 비정상 미청구공사가
클수록 투자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제고방안이 발표된(2016년 회계기간부터 시행)
2015년의 미청구공사에 대한 투자자와 감사인의 부정적 인식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보고하
였다. 그리고 최성호와 최정호(2017)는 미청구공사가 클수록 그리고 증가추세에 있을수록 타인자
본비용이 더 높았으며, 최성호(2019)는 미청구공사 손상차손누계액이 클수록 자기자본비용이 더
크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건설계약에 대한 감사인의 노력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수주산업의 (할증)감사보수가 많을수
록 이익조정을 억제하며(신상훈과 김선미 2018), 미청구공사가 클수록 감사인이 감사노력을 더 많
이 하였다(이양식과 박종찬 2017a). 하지만 파트너와 등록공인회계사의 감사시간과 미청구공사의
4)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는 미청구공사 대신 좀 더 포괄적인 용어인 계약자산이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 계약자산은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기일 전에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의
이전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계약에 대해 수취채권으로 표시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계약자산으로 표시한다.
계약자산은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그 대가를 받을 권리이다(문단 107). 그에 비해 수취채권은
기업이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이다(문단 108).
5) 금융위원회. 2015.10.28.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6) IFRS을 도입함에 따라 수주산업이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는 김한수 등(2010), 유순미와 김현진(2010)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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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와는 관련성이 없다는 상반된 결과도 있다(배홍기 등 2018). 특히 신혜정과 김수인(2019)은 핵
심감사제도가 미청구공사의 가치관련성과 관련성이 없으며, 핵심감사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할
수록 미청구공사의 가치관련성은 더 낮아진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첫째, 제고방안의 시행목적에 부합하게 회계
투명성이 향상되고 정보비대칭이 감소하였는지를 시행 전과 비교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체계적으
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신혜정과 김수인(2019)는 제고방안 중 외부감사 강화의 일한으로 시행
된 핵심감사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하였으며, 최성호(2019)는 미래에 비용전환 가능성이 높은 미청
구공사의 손상차손누계액에 대한 시장반응을 검증하여 제고방안 중 공시의 확대에 대한 효과를 부
분적으로 검증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제고방안 시행 전과 비교하여 시행이후 비정상 미청구공
사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는지를 검증함으로써 제고방안 중 회계처리의 개선효과를 검증하였으며,
비정상 미청구공사가 정보비대칭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였는지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
구와 차이가 있다.
특히 대부분의 연구는 제고방안 시행이전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이양식과 박종찬
2017b; 이재은 2017; 하순금 2018; 최성호와 최정호 2017; 신상훈과 김선미 2018; 김영훈과 박성욱
2019), 배홍기 등(2018)과 최성호(2019)은 분석기간이 제고방안 시행 전⋅후 기간을 포괄하여 분석
을 수행하고 있으나 제고방안 전⋅후를 비교 분석하지는 않았다.
둘째, 이재은(2017)은 비정상 미청구공사와 재량적 발생액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으며, 비정상
미청구공사에 대한 투자자와 감사인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또한 배홍기 등(2018)은 감사노력이 비
정상 미청구공사를 억제하는지를 검증하였으며, 신상훈과 김선미(2018)은 감사노력이 수주산업의
이익조정을 억제하는지를 검증하였다. 하지만 선행연구는 제고방안 시행으로 인해 회계투명성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는지를 비교 검증하지는 않아 제고방안 중 회계처리 개선의 효과성을 검증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셋째, 제고방안에서 공시를 확대한 목적은 투자자간 정보비대칭을 줄여 투자자가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선행연구는 미청구공사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을 분석하였지만,
제고방안 시행전과 비교하여 시행이후 정보비대칭이 감소하였는지를 분석하지는 않았다. 특히 신
혜정과 김수인(2019)은 핵심감사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미청구공사에 대한 가치관련성은 유의하지
않으며, 핵심감사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할수록 미청구공사의 가치관련성은 오히려 하락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하지만 핵심감사제도는 제고방안 시행으로 인해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구조
적으로 제고방안 시행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더욱이 이재은(2017)은 제고방안
시행이후 비정상 미청구공사에 대한 투자자와 감사인의 인식을 분석하였으나, 제고방안(회계처리,
공시, 감독)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5년에 산출된 회계정보에 대한 투자자의 반응을 살펴보았기 때
문에 제고방안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하지만 본 연구는 제고방안 시행이전에 비
해 시행이후 비정상 미청구공사가 정보비대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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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

2.2 연구가설 설정
수주산업의 계약기간은 장기간이며, 계약 규모가 크다. 과거부터 우리나라는 투입된 원가에 비
례하여 공사진행이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원가 투입법으로 진행률을 산정해 왔다. 하지만 원가법
은 영업환경이 변하거나 설계변경이 발생하면 경영진의 추정과 판단이 필요해 공사 진행률을 정확
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K-IFRS 제1115호 한BC361.2).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유가가 하락하고 세계 경제가 침체하면서 건설사와 조선사들은 경쟁
적으로 저가수주를 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실제 투입된 원가가 예정원가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
생하였다. 또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진출한 플랜트 사업 등에서는 경험 및 관리능력 부족으로 인
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더욱이 이러한 산업적 환경과 더불어 경영자들은 진
행률을 과대산정하여 수익을 과대인식하기 위해 자의적인 회계처리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산업적 요인과 회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기업들은 대규모 미청구공사를 보고하게 되었
고, 미청구공사를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연도에 비용으로 인식하였다. 이에 규제기관
은 2016년에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개선방안을 시행하여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자 하였다(금융위원회 2015).
헤비테일이나 마일스톤과 같은 결제대금의 지급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미청구공사는 향
후 공사가 진행되면 현금으로 회수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경영자의 주관적인 개입으로 인해 미
청구공사가 증가하는 경우 완공되더라도 현금으로 회수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경영자의 자의적인
회계처리로 인해 미청구공사가 과대계상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금융위원회 2015). 공
사원가 증가분을 총예정원가에 가산하지 않는 경우, 공사와 무관한 비공사원가를 실제발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시행사의 승인없이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영자의 자
의적인 회계처리로 인해 공사 진행률은 과대산정되고, 결국 수익과 미청구공사는 과대계상된다.
따라서 정책기관은 제고방안을 통해 경영자의 자의적인 회계처리를 규제하여 회계투명성을 향상
시키고자 하였다.
하지만 제고방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경영자의 사적인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건설계약
회계처리가 이용된다면, 제고방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비해 시행 이후 회계투명성은 향상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제고방안의 시행이 경영자의 자의적인 회계처리에 의해 발생한 미청구공사(비정
상 미청구공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비정상 미청구공사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시행이전과 시행이후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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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보의 투명성은 기업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외부 정보이용자들에
게 모두 보고하는 것을 의미한다(Hunton et al. 2006). 불완전한 정보가 제공되면 정보이용자를 오
도할 수 있어 목적적합성과 이해가능성이 낮아진다. 즉 기업이 완전하고 이해가능한 기업의 재무
정보를 보고하면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불투명한 회계정보로 인해 투자자간 정보비대칭이 심해지면 자본시장에서의 자원배분기능이
원활하지 않아 시장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권수영 등 2010). 따라서 투자자간 정보비대칭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IFRS는 공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개선방안에서도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건설계약”에 대
해서 좀 더 완전하고 이해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였다. 먼저 외부정보이용자
들이 건설계약을 통해 발생한 미청구공사의 리스크를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미청구공사 총액, 손
상차손누계액, 미청구공사 순액을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영업구문별로도 건설계약 정
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년 매출액 대비 5% 이상 개별사업장에 대해서도 공사진행률과 함
께 미청구공사 및 미청구공사 손상차손누계액을 구분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기관
이 의도한 대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의 공시 확대로 인해 좀 더 기업이 완전하고 이해가
능한 정보를 외부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였다면, 회계정보의 투명성은 향상되고, 정보비대칭은 완
화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제고방안에는 발주사와 계약 당시 비공개 약정을 하거나 계약 당사자가 특정 항목에 대
해서 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업은 개별사업장별 건설계약 정보를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을 두었다. 이에 일부 기업들이 민감한 개별공사장에 대해서 건설계약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
다. 또한 영업부문별로도 미청구공사 총액, 손상차손누계액, 미청구공사 순액을 모두 공시하는 것
이 아니라 미청구공사 총액과 미청구공사 순액 중 한가지 계정만을 선택적으로 보고하는 기업들이
있다. 따라서 제고방안이 시행되어 공시가 확대되었음에도 공시된 회계정보가 불완전하여 외부 정
보이용자들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따라서 다각도로 건설계약을 이해
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개선하였지만,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투자자간 정보비대칭은
감소하지 않을 수 있다.
즉, 공시를 통해 미청구공사가 가지는 위험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면, 미래 보고이익 및 현금흐
름의 변동성이 증가하게 되어 정보위험은 높아진다(최성호와 최정호 2017). 정보위험이 높으면 투
자자들은 사적정보를 취득할 유인이 생기고, 투자자간 정보비대칭은 증가하게 된다(박형주와 조
중석 2019).
경영자의 재량적 회계처리로 인해 발생한 비정상 미청구공사가 크더라도 제고방안 시행에 따라
공시가 확대되어 투자자들이 건설계약에 대한 이해와 해석능력이 향상된다면 투자자간 정보불균
형은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제고방안의 시행으로 인해 공시가 확대되었음에도 여전히 재량적 회
계처리를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정보위험이 높다고 판단한다면, 투자자간 정보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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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 문제는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 비정상 미청구공사가 정보비대칭에 미치는 영향은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시행
전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론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제고방안 시행이전에 비해 시행이후 비정상 미청구공사가 유의하게 변하였는지를 검
증하였다. 그리고 비정상 미청구공사가 정보비대칭에 미치는 영향이 제고방안 시행전후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정책기관은 회계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고방안을 시행하였다.
만약 회계처리 및 공시, 감리, 감독기능을 강화한 제고방안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었다면, 경영자의
재량적 회계처리는 감소할 것이다. 또한 비정상 미청구공사가 정보비대칭에 미치는 영향도 제고방
안 시행이전에 비해 시행이후 감소할 것이다.
제고방안 시행이전에 비해 시행이후 비정상 미청구공사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모형식 (1)을 설정하였다. 또한 제고방안 시행이전에 비해 시행이후 비정상 미청구공사가 정
보비대칭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모형식 (2)를 설정하였다.
상당수의 건설사는 시행사가 종속회사인 경우가 많으며, 시행사와 지급보증으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수주산업은 유관업종들로 집단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아 수주산업의 특성 및 잠재적 위험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연결재무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 더욱이 웅진, 동양, STX 사태를 거
치면서 신용평가기관들은 계열사 리스크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를 재무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한국기업평가 2017; 한국신용평가 2019). 그러므로 본 연구는 경제적 실질을
잘 나타내고 있는 연결재무정보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7)
AbDFCSit = α0 +α1TDit +α2SIZEit +α3LEVit +α4GRWit +α5ROAit +
α6CFOit +α7LOSSit +α8BIG4it +α9PFit +α10MKTit +
∑INDit +∑YDit +εit

(1)

ASYit = β0 +β1TDit +β2AbDFCSit +β3AbDFCSit×TDit +β4SIZEit +
β5LEVit +β6GRWit +β7ROAit +β8CFOit +β9LOSSit +β10BIG4it +
β11PFit +β12MKTit +∑INDit +∑YDit +εit

(2)

7) 수주산업은 연결대상 기업간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대규모 기업집단
은 많은 종속회사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건설업은 해외 종속회사를 통해 시공을 수행하는 경우가 빈번하
다. 따라서 수주산업의 실질적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결재무정보가 더 유용하다(한국신용평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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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DFCSit

= 비정상 미청구공사;

ASYit

= 정보비대칭(1년간 일별수익율의 표준편차);

TDit

= 제고방안 시행여부
(제고방안이 시행된 2016년 이후이면 1, 이전이면 0인 더미변수);

SIZEit

= 기업규모(자산총계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LEVit

= 부채비율(부채총계 / 자본총계);

GRWit

= 매출액성장률((당기매출액 – 전기매출액) / 전기매출액);

ROAit

= 총자산이익률(당기순이익 / 자산총계);

CFOit

= 영업현금흐름(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전기자산총계);

LOSSit

= 손실보고여부(당기순손실을 보고한 기업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BIG4it

= 대형회계법인 감사여부
(대형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받았으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PFit

=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급보증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급보증 / 전기자산총계);

MKTit

= 시장더미변수
(KOSPI에 속한 기업이면 1, KOSDAQ에 속한 기업이면 0인 더미변수);

INDit

= 산업 더미변수;

YDit

= 연도 더미변수;

εit

= 잔차항.

각 회계변수의 아래첨자 i는 기업을 t는 보고연도를 나타낸다. 이하 다른 연구모형에서도 동일함.

미청구공사는 건설계약의 특성상 마일스톤이나 헤비테일의 계약구조와 시행사의 보수적인 진
행률 인식에 따라 미청구공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수주산업의 구조적 특성에 의해 발생한 미
청구공사는 일반적으로는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현금으로 회수될 가능성이 높다. 그에 반해 경영
자의 재량적인 회계처리에 의해 발생한 미청구공사는 시행사가 인정하지 않는 한 투입된 비용을
현금으로 회수하기 어렵다.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재량적인 미청구공사를 고위험 자산으로 분류
하여 부정적으로 의사결정하고 있다(최성호와 최정호 2017; 하순금 2018; 김영욱과 박성욱 2019).
이재은(2017)과 배홍기 등(2018)도 수주산업의 구조적 특성으로 발생한 미청구공사(정상)와 경영
자의 재량적 회계처리로 인해 발생한 미청구공사(비정상)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도 이재은(2017)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모형식 (3)과 같이 비정상 미청구공사를 추정하였다. 비
정상 미청구공사(AbDFCS)는 모형식 (3)을 산업-연도별로 회귀분석하여 추정한 잔차(ε)로 측정하
였다.
DFCSit = λ0 +λ1SIZEit +λ2LEVit +λ3GRWit +λ4ROAit +λ5LOSSit +λ6MKTit +εit
DFCSit = 미청구공사(미청구공사 총액/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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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고방안 시행이전에 비해 시행이후 비정상 미청구공사(AbDFCS)가 유의하게 감소하
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모형식 (1)에서는 제고방안이 시행된 2016년을 기준으로 제고방
안 시행 이후를 나타내는 TD(제고방안 시행 이후이면 1, 이전이면 0인 더미변수)를 관심변수로 설
정하였다.
정보비대칭(ASY)은 일별 주식수익율의 표준편차로 측정하였다. Lang and Lunfholm(1993), Leuz
and Verrecchia(2000), 장지인과 정준희(2014), 박지혜와 조중석(2015), 김미숙과 임학빈(2020) 등
은 투자자간 정보비대칭이 클수록 주식수익율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주식수익율의 표준
편차가 클수록 정보비대칭이 크다고 보았다. 정보비대칭은 모형식 (4)와 같이 측정하였다.
ASYit = STD (RETit)
RETit

=

(4)

일별 주식수익율.

제고방안 시행이전에 비해 시행이후 비정상 미청구공사가 정보비대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고자 모형식 (2)에서는 제고방안 시행이후여부(TD)와 비정상 미청구공사(AbDFCS)를 상호작용한
AbDFCS×TD변수를 관심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비정상 미청구공사와 정보비대칭은 기업의 특성, 산업, 연도 및 시장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를 통제하고자 모형식에 통제변수를 추가하였다.
먼저, 수주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분야로서 대형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산업군
중 하나이다. 또한 규모가 큰 기업은 작은 기업에 비해 정보 수요가 더 많아 상대적으로 정보비대칭
이 낮다. 따라서 기업규모(SIZE)가 큰 기업일수록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낮다(Fama and French
1992; Francis et al. 2004).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시행사는 재무적 리스크를 줄이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금지급방법
을 마일스톤이나 헤비테일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시공사는 초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회사채를 발행한다. 또한, 시공사는 기업의 안전성을 비롯하여 수익
성과 성장성 등 재무구조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시공능력을 평가받는다. 이러한 효과를 통제하
기 위해 부채비율(LEV), 매출액 성장률(GRW), 총자산이익율(ROA)과 영업현금흐름(CFO), 프로젝
트 파이낸싱 지급보증(PF)을 포함하였다.
대우조선해양은 누적된 미청구공사를 모두 비용으로 전환하여 대규모 손실을 보고하였다. 즉 손
실가능성이 높은 시점에 미청구공사를 빅베스(big beth)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이를 통제하고자 손실보고기업여부(LOSS)를 포함하였다.
해외 시행사들은 대체로 시공사들에게 Big4 회계법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BIG4) 재무정보를
요구한다(손성규 등 2014). 따라서 시공사는 수주를 위해 Big4 회계법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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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표본기업의 시장과 산업, 연도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모형식에 시장변수
(MKT)와 산업더미(∑IND) 그리고 연도더미(∑YD)를 추가하였다.

3.2 표본의 선정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모집단으로 설
정하였다. 우리나라는 IFRS를 2011년에 의무도입하였기 때문에 2011년 이후를 표본기간으로 설
정하였다. 그리고 미청구공사 관련 자료는 DART에서 수집하였으며, TS2000의 자료로 재확인하
였다. 그리고 재무자료와 감사인 관련 자료는 KIS-VALUE을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마지막으로 다
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1) 비 12월 결산법인이거나 외국기업
(2) 연결재무제표에 미청구공사를 보고하지 않은 기업
(3) 자본잠식 기업
(4) 재무자료 입수가 불가능한 기업 및 극단치
조건 (1)에서 12월 결산법인이 아니거나 외국기업은 표본의 동질성을 확보를 위해 표본에서 제
외하였다. 조건 (2)부터 (4)까지는 실증분석을 위해 관련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
해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표본 선정과정에 대해서는 <Table 1>에 보고하였다. 2011년에서 2019년에 유가증권시장과 코스
닥시장에 상장된 비금융업은 21,760개 기업/년이다. 하지만 이중 미청구공사를 보고하지 않은 표
본(19,657개 기업/년)을 제외하면 2,103개 기업/년이 남는다. 추가적으로 자본잠식 표본(36개 기업/
연)과 재무자료를 구할 수 없거나(53개 기업/연) 극단치(통제변수 중 연속변수의 상하 1%)를 제외
(170개 기업/연)하면 본 연구의 최종표본은 1,844개 기업/년이다.
<Table 1> Sample selection

Sample selection criteria

number of sample
(firm-years)

Firms traded in Korea Exchange for 2011∼2019

21,760

(-)

Delete firms that do not report unbilled construction receivable

19,657

(-)

Delete capital impairment firms

36

(-)

Delete firms with missing data

223

=

Final sample

1,844

1) The upper and lower 1% of SIZE, LEV, GRW, ROA and CFO are removed by winso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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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분석결과
4.1 기술통계량
본 연구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실증분석에 앞서 주요변
수들의 기술통계량을 <Table 2>에 보고하였다. 먼저, Panel A는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나
타낸 것이다. 미청구공사(DFCS)의 평균은 0.094이며, 중위수는 0.050이다. 그리고 정상 미청구공
사(NDFCS)의 평균은 0.099이며, 중위수는 0.079이다. 또한 비정상 미청구공사(AbDFCS)의 평균은
–0.005이며, 중위수는 –0.019이다. 이는 매출액 대비 비정상 미청구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
0.5%임을 의미한다. 일별 주식수익율의 1년간 표준편차로 측정한 정보비대칭(ASY)의 평균과 중위
수는 각각 0.504와 0.428이다. 그리고 미청구공사를 보고한 기업(1,844개 기업/연) 중 제고방안 시
행 이후기간(TD)에 해당하는 표본은 49.9%(921개/1,844개)이다.
통제변수인 기업규모(SIZE)의 평균과 중위수는 27.017과 26.600이며, 부채비율(LEV)과 매출액
성장률(GRW)의 평균은 각각 1.606과 0.079이다. 이는 미청구공사를 보고한 기업의 평균 부채비율
은 약 161%이며, 매출액성장률은 7.9%임을 의미한다. 총자산이익율(ROA)의 평균(중위수)은
0.006(0.018)이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CFO)의 평균은 0.035이다. 이러한 기술통계량은
총자산이익율의 평균이 0.6%이며, 영업현금흐름의 평균은 3.5%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당기순손
실을 보고한 표본(LOSS)의 평균은 0.326이며, 대형회계법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표본(BIG4)의
평균은 0.613이다. 이는 전체표본 중 32.6%가 당기순손실을 보고하였으며, 61.3%가 대형회계법인
에게 회계감사를 받았다는 결과이다.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급보증(PF)의 평균은 0.026으
로 전기 자산총계 대비 PF 지급보증이 2.6%이다. 마지막으로 53.8%는 유가증권시장(KOSPI)에 속
해 있다.
Panel B는 제고방안 시행(TD)여부에 따른 주요변수에 대한 평균과 중위수에 대한 차이검증을
수행한 결과이다. 미청구공사를 보고한 기업 중 제고방안이 시행되기 전(2011년∼2015년) 표본은
전체 1,844개 표본 중 50.1%인 923개 기업/연이며, 제고방안이 시행된 이후(2016년∼2019년)표본
은 49.9%인 921개 기업/연이다. 먼저 제고방안이 시행되기 전(TD=0) 비정상 미청구공사(AbDFCS)
의 평균과 중위수는 각각 –0.002와 –0.019인 반면, 제고방안이 시행된 후(TD=1) 비정상 미청구공사
(AbDFCS)의 평균과 중위수는 –0.007과 –0.018이다. 비정상 미청구공사의 평균과 중위수에 대한
차이검증 결과, 두 기간동안 비정상 미청구공사의 평균과 중위수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그리고 제고방안이 시행되기 이전(TD=0)의 정보비대칭(ASY)의 평균과 중위수는 0.526과 0.442
인 반면, 제고방안이 시행된 후(TD=1) ASY의 평균과 중위수는 각각 0.481과 0.411이다. 정보비대
칭의 평균은 제고방안 시행이전과 시행이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중위수는 제고
방안 시행이후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제고방안이 시행되기 이전(TD=0)에 비해 시행된 이후(TD=1)에 부채비율(LEV)과 프로젝트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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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낸싱 지급보증(PF)은 유의하게 낮았으며, 총자산이익율(ROA)은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대형회
계법인 감사여부(BIG4)과 유가증권시장상장여부(MKT)는 유의하게 더 작았다. 이는 제고방안을
시행하기 이전에 비해 시행이후에 총자산이익율은 더 높았으며, 부채비율과 PF 지급보증비율은
더 낮았다. 또한 제고방안을 시행하기 이전에 비해 시행이후에 중소형회계법인에게 회계감사를 더
받았으며,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비율이 더 높았음을 보여준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Panel A] Descriptive statistics for variables in the total sample
N=1,844

Mean

Std. Dev.

Min.

Median

Max.

DFCS

0.094

0.143

0.000

0.050

2.927

NDFCS

0.099

0.077

-0.125

0.079

0.437

AbDFCS

-0.005

0.130

-0.334

-0.019

2.606

ASY

0.504

0.691

0.000

0.428

22.264

TD

0.499

0.500

0.000

0.000

1.000

SIZE

27.017

1.801

24.078

26.600

32.518

LEV

1.606

1.751

0.129

1.122

15.286

GRW

0.079

0.290

-0.619

0.040

1.905

ROA

0.006

0.080

-0.490

0.018

0.200

CFO

0.035

0.083

-0.260

0.034

0.315

LOSS

0.326

0.469

0.000

0.000

1.000

BIG4

0.613

0.487

0.000

1.000

1.000

PF

0.026

0.166

0.000

0.000

3.197

MKT

0.538

0.499

0.000

1.000

1.000

[Panel B] Descriptive statistics and difference tests for the main variables by TD

TD=0
(N=923)

TD=1
(N=921)

Difference tests

Mean

Median

Mean

Median

AbDFCS

-0.002

-0.019

-0.007

-0.018

-0.71

0.15

ASY

0.526

0.442

0.481

0.411

-1.41

-3.62

SIZE

27.011

26.634

27.023

26.568

0.14

0.60

LEV

1.773

1.222

1.438

1.029

-4.12

GRW

0.070

0.037

0.089

0.044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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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

0.002

0.016

0.010

0.019

2.16

**

2.41

**

CFO

0.033

0.032

0.036

0.036

0.66

1.39

LOSS

0.339

0.000

0.313

0.000

-1.21

-1.21

BIG4

0.711

1.000

0.516

1.000

-8.77

***

-8.59

***

PF

0.035

0.000

0.017

0.000

-2.35

**

-2.94

***

MKT

0.563

1.000

0.512

1.000

-2.19

**

-2.19

**

1) The variable definitions are as follows. DFCS: unbilled construction receivable(total unbilled construction receivable /
SALES); NDFCS: normal unbilled construction receivable; AbDFCS: abnormal unbilled construction receivable; TD: a
dummy variable of 1 for after implementing the accounting transparency improvement plan(2016∼2019) and 0 for the
before implementing the improvement plan(2011∼2015); ASY: information asymmetry(standard deviation of daily
stock return); SIZE: firm size(log(ASSET)); LEV: leverage ratio(DEBT / EQUITY); GRW: sales growth ratio((SALES –
SALES_1) / SALES_1); ROA: return on asset(NI / ASSET); CFO: cash flow from operating(OCF / ASSET_1); LOSS: a
dummy variable of 1 for the firm reporting loss and 0 for the firm reporting earning; BIG4: a dummy variable of 1 for
the firm audited by a big4 audit firm, and 0 for the firm audited by a non-big4 audit firm; PF: project financing payment
guarantee(project financing payment guarantee / ASSET_1); MKT: market dummy variable (1 if it belongs to KOSPI,
and 0 if belongs to KOSDAQ); ASSET: total assets at the end of the fiscal year; DEBT: total debt at the end of the fiscal
year; EQUITY: total equity at the end of the fiscal year; SALES: sales in the fiscal year; NI: net income in the fiscal year;
OCF: cash flow from operating activities in the fiscal year; ASSET_1: total assets at the end of the previous fiscal year;
SALES_1: sales in the previous fiscal year.
2) Mean difference test is performed by t-test (t-value), and median difference test by Wilcoxon test (z-value).
3) ***, **, * represent significance levels of 1%, 5%, and 10%, respectively.

4.2 상관관계분석
<Table 3>은 주요변수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종속변수인 비정상 미청구공사(AbDFCS)
은 정보비대칭(ASY)과 양(+)의 상관성이 있으나 유의하지는 않다. 관심변수인 제고방안 시행여부
(TD)와 비정상 미청구공사(AbDFCS), 정보비대칭(ASY)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
다. 이는 제고방안 시행이전에 비해 시행이후에 비정상 미청구공사와 정보비대칭은 유의하게 변하
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정상 미청구공사(AbDFCS)와 통제변수와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비정상 미청구공사(AbDFCS)
는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CFO)과 유의한 음(-)의 상관성이 나타났다. 또한 정보비대칭(ASY)은
부채비율(LEV), 손실보고여부(LOSS),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급보증(PF)과 유의한 양(+)의 상관성
이 나타난 반면, 기업규모(SIZE), 총자산이익율(ROA),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CFO)과는 유
의한 음(-)의 상관성이 나타났다. 이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작을수록 비정상 미청구공사
가 유의하게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업규모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작을수록, 총
자산이익율이 낮을수록,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PF 지급보증이 많을수록, 손실을 보고할수록 정보
비대칭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고방안 시행여부(TD)와 통제변수와의 상관성을 살펴보면, 제고
방안 시행이전에 비해 시행이후 부채비율과 PF 지급보증이 작고, 총자산이익률이 높으며, 중소형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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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earson Correlation
AbDFCS

ASY

TD

SIZE

LEV

GRW

ROA

CFO

LOSS

BIG4

PF

MKT

AbDFCS 1.000
ASY

0.019

1.000

TD

-0.016

-0.033

SIZE

0.009

-0.072 *** 0.003

LEV

-0.011

0.124 *** -0.096 *** 0.262 *** 1.000

GRW

-0.007

-0.017

ROA

-0.012

-0.082 *** 0.050 ** 0.106 *** -0.349 *** 0.192 *** 1.000

CFO

-0.109 *** -0.065 *** 0.015

0.052 ** -0.129 *** 0.085 *** 0.379 *** 1.000

LOSS

-0.010

0.058 ** -0.028

-0.084 *** 0.321 *** -0.166 *** -0.700 *** -0.343 *** 1.000

BIG4

-0.033

-0.038

PF

-0.004

0.083 *** -0.055 ** 0.068 *** 0.240 *** -0.030

MKT

0.020

-0.032

1.000

0.033

1.000
-0.046 ** -0.036

1.000

-0.200 *** 0.475 *** 0.149 *** -0.069 *** 0.080 *** 0.048 ** -0.073 *** 1.000
-0.063 *** -0.029

-0.051 ** 0.647 *** 0.184 *** -0.079 *** 0.050 ** 0.024

0.056 ** 0.045 *
-0.045 *

1.000

0.305 *** 0.068 *** 1.000

1) Refer to the footnote of <Table 2> for variable definitions.
2) ***, **, * represent significance levels of 1%, 5%, and 10%, respectively.

4.3 가설 1 검증결과
본 연구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고방안 시
행이전에 비해 시행이후 비정상 미청구공사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는지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를
<Table 4>에 보고하였다. 모형 1부터 모형 3까지의 관심변수는 TD로 제고방안 시행이후를 나타내
는 더미변수이다. 모형 1의 종속변수는 미청구공사(DFCS)이고, 모형 2는 정상 미청구공사
(NDFCS), 모형 3은 비정상 미청구공사(AbDFCS)이다.
따라서 제고방안이 시행된 이후 규제기관의 의도대로 자의적인 회계처리를 규제하고 외부감사
및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비정상 미청구공사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면 모형 3에서 관심변수인 TD
의 회귀계수인 α1이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질 것이다. 하지만 α1이 유의한 양(+)의 값을 갖거나 유
의하지 않다면, 제고방안 시행이후 비정상 미청구공사가 오히려 증가하였거나 유의한 변화가 없다
는 것을 의미한다.
모형 1부터 모형 3까지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F-value는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설명력(Adj R2)은 모형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2%에서 30% 사이이다.
제고방안 시행이전에 비해 제고방안 시행이후 미청구공사가 유의하게 변하였는지를 분석한 모
형 1의 결과, 관심변수인 TD의 회귀계수인 α1은 최소 10% 수준에서 음(-)의 값을 보고하였다. 이
는 한계적이지만 제고방안 시행 이전기간에 비해 시행 이후 미청구공사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청구공사 중 정상 미청구공사(NDFCS)에 대해서 제고방안 시행 이후 유의한 변
화가 있는지를 검증한 모형 2의 결과, TD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미청구공사 중 비정상 미청구공사(AbDFCS)에 대해서 분석한 모형 3의 결과, TD의 회귀계수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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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지 않았다. 이는 제고방안 시행이전에 비해 시행이후 정상 미청구공사는 유의하게 감소한 반
면 비정상 미청구공사는 변화가 없다는 것으로 미청구공사가 한계적이나마 감소한 것은 정상 미청
구공사가 감소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규제기관이 회계처리, 외부감사,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수주산업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제도를 시행하였음에도 비정상 미청구
공사가 유의하게 감소하지 않았다는 결과로 회계투명성 측면에서 제도의 긍정적 효과가 크지 않음
을 의미한다.
<Table 4> Test results of the hypothesis 1

AbDFCSit(DFCSit, NDFCSit) = α0 +α1TDit +α2SIZEit +α3LEVit +α4GRWit +α5ROAit +α6CFOit +
α7LOSSit +α8BIG4it +α9PFit +α10MKTit +∑INDit +∑YDit +εit
dependent variables
Intercept
TD
SIZE
LEV
GRW
ROA
CFO
LOSS
BIG4
PF
MKT
∑IND & ∑YD
F-value
Adj R2
N

MODEL 1
DFCS
0.229
(3.35)***
-0.026
(-1.89)*
-0.004
(-1.43)
0.006
(2.90)***
0.000
(0.02)
0.043
(0.72)
-0.228
(-5.34)***
0.010
(1.02)
-0.015
(-1.97)**
0.032
(1.58)
-0.015
(-1.75)*
Included
8.41***
0.0847
1,844

MODEL 2
NDFCS
0.272
(8.40)***
-0.024
(-3.67)****
-0.006
(-4.78)***
0.008
(7.71)***
0.001
(0.27)
0.067
(2.38)**
-0.026
(-1.29)
0.029
(6.19)***
-0.004
(-1.16)
0.037
(3.94)***
-0.022
(-5.48)***
Included
34.84***
0.2969
1,844

1) Refer to the footnote of <Table 2> for variable definitions.
2) ***, **, * represent significance levels of 1%, 5%, and 10%,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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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3
AbDFCS
-0.043
(-0.66)
-0.002
(-0.17)
0.002
(0.88)
-0.002
(-0.79)
-0.001
(-0.11)
-0.024
(-0.43)
-0.202
(-5.03)***
-0.019
(-2.03)**
-0.011
(-1.51)
-0.006
(-0.30)
0.007
(0.89)
Included
2.22***
0.0151
1,84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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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가설 2 검증결과
투자자들은 대우조선해양 사건을 계기로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계약
과 관련한 공시 강화를 요구하였다. 이에 규제기관은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통해 투자
자들이 미청구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계약의 잠재적 위험을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와 공시를 개
선하여 투자자간 정보비대칭을 줄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규제기관은 투자자들이 좀 더 합리적
인 의사결정을 수행하기를 기대하였다. 따라서 제고방안 시행이전에 비해 시행이후 비정상 미청구
공사가 정보비대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를 <Table 5>에 보고하였다. 모형 1부터 모
형 4까지의 종속변수는 1년간 일별 주식수익율의 표준편차로 측정한 정보비대칭(ASY)이다. 그리
고 모형 1의 관심변수는 TD로 제고방안 시행이전에 비해 시행이후 수주산업의 정보비대칭이 유의
하게 감소하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모형 2부터 모형 4까지는 제고방안 시행이전에
비해 제고방안이 시행된 이후 미청구공사가가 정보비대칭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미청구
공사(DFCS), 정상 미청구공사(NDFCS), 비정상 미청구공사(AbDFCS)와 제고방안 시행이후 더미
변수(TD)를 상호작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모형 2는 미청구공사를 이용하여 상호작용하였고
(DFCS×TD), 모형 3은 정상 미청구공사를 이용하여 상호작용하였으며(NDFCS×TD), 모형 4는 비
정상 미청구공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AbDFCS×TD).
제고방안의 시행으로 인해 주석 공시는 확대되고, 건설계약에 대한 핵심감사제도가 도입되었다.
따라서 비정상 미청구공사가 크더라도 투자자들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건설계약에 대한 이해가
능성이 향상되고 투자위험을 식별할 수 있다면, 제고방안 시행이전에 비해 제고방안 이후 비정상
미청구공사가 정보비대칭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예상이 지지된다면 β3은
유의한 음(-)의 값을 보고할 것이다. 하지만 제고방안을 시행했음에도 불완전한 공시로 인해 투자
자들이 건설계약 정보를 이질적으로 해석한다면, 투자자간 정보비대칭은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제고방안 시행이전에 비해 시행이후 비정상 미청구공사가 정보비대칭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한다
면 β3은 유의한 양(+)의 값을 보고할 것이다. 모형 1부터 모형 4까지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F-value는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설명력(Adj R2)은 대략 4% 내외이다.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시행함에 따라 정보비대칭이 감소하였는지를 분석한 결과, 모
든 모형에서 관심변수인 TD의 회귀계수인 β1은 모두 유의한 음(-)의 값이 나타났다. 이는 수주산
업에 투자하고 있는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화된 공시정책으로 인해 투자자간 정보비대
칭이 감소하였다는 결과이다.
미청구공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모형 2의 결과, 제고방안 시행이전에 비해 시행이후 미청구공사
가 정보비대칭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DFCS×TD의 회귀계수인 β3은 유의한 양(+)의 값이 나
타났다. 이는 제고방안 시행이전에 비해 시행이후 미청구공사가 정보비대칭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
하였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정상 미청구공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모형 3의 결과, 제고방안 시행이전에 비해 시행이후 정상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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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공사와 정보비대칭과의 관련성을 나타낸 NDFCS×TD(β3)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정상 미
청구공사가 정보비대칭에 미치는 영향이 제고방안 시행전후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정상 미청구공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모형 4의 결과, 제고방안 시행이전에 비해 시행이후 비정
상 미청구공사와 정보비대칭과의 관련성을 나타낸 AbDFCS×TD(β3)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양(+)
의 값이 나타났다. 이는 제고방안을 통해 공시를 확대했음에도 제고방안 시행이전에 비해 비정상
미청구공사가 정보비대칭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정책기관은 제고방안의 시행을 통해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기를 기대하였다. 하지만 제고방안 시행이전에 비해 시행이후 비정상 미청구공사가 정보비
대칭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는 공시확대에 의한 긍정적인 효과보다 제도 시행이
후 공시의 예외사항 적용 및 기업간 통일되지 않은 보고방식에 따른 비교가능성 감소와 같은 부정
적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여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8)
<Table 5> Test results of the hypothesis 2

ASYit = β0 +β1TDit +β2AbDFCSit(DFCSit,NDFCSit) +
β3AbDFCSit(DFCSit,NDFCSit)×TDit +β4SIZEit +β5LEVit +β6GRWit +
β7ROAit +β8CFOit +β9LOSSit +β10BIG4it +β11PFit +β12MKTit +
∑INDit +∑YDit +εit
MODEL 1
independent variables
Intercept
TD
DFCS
DFCS×TD

1.764
(5.22)***
-0.149
(-2.17)**

MODEL 2
DFCS
1.739
(5.14)***
-0.201
(-2.81)***
-0.164
(-1.03)
0.600
(2.72)***

MODEL 3
NDFCS
1.689
(4.90)***
-0.149
(-1.86)*

(2)

MODEL 4
AbDFCS
1.743
(5.17)***
-0.147
(-2.14)**

0.255
(0.81)
0.069
(0.16)

NDFCS
NDFCSit×TDit

-0.292
(-1.65)*
0.705
(2.90)***

AbDFCS
AbDFCS×TD

8) 주요가설 검증에서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s: VIF)의 최대값은 4.74로 다중공선성이 연구결과의 해석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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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
LEV
GRW
ROA
CFO
LOSS
BIG4
PF
MKT
∑IND & ∑YD
F-value
Adj R2
N

-0.046
(-3.41)***
0.055
(5.16)***
-0.025
(-0.45)
-0.269
(-0.91)
-0.299
(-1.42)
-0.052
(-1.08)
-0.016
(-0.41)
0.244
(2.47)**
0.028
(0.66)
Included
4.34***
0.0400
1,844

-0.044
(-3.29)***
0.055
(5.12)***
-0.027
(-0.48)
-0.289
(-0.99)
-0.262
(-1.24)
-0.054
(-1.11)
-0.017
(-0.44)
0.247
(2.51)**
0.028
(0.67)
Included
4.35***
0.043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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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4
(-3.25)***
0.053
(4.87)***
-0.026
(-0.46)
-0.289
(-0.98)
-0.290
(-1.37)
-0.060
(-1.24)
-0.014
(-0.37)
0.234
(2.36)**
0.034
(0.80)
Included
4.05***
0.0397
1,844

-0.045
(-3.35)***
0.056
(5.19)***
-0.024
(-0.42)
-0.274
(-0.94)
-0.296
(-1.40)
-0.051
(-1.07)
-0.018
(-0.48)
0.245
(2.49)**
0.026
(0.63)
Included
4.36***
0.0436
1,844

1) Refer to the footnote of <Table 2> for variable definitions.
2) ***, **, * represent significance levels of 1%, 5%, and 10%, respectively.

4.5 강건성 검증
첫 번째 강건성 검증에서는 비정상 미청구공사(AbDFCS)에 대한 몇 가지 강건성 분석을 수행하
여 <Table 6>에 보고하였다. 비정상 미청구공사는 매출액 대비 미청구공사 총액(DFCS)을 이용하
여 모형식 (3)을 통해 추정하였다. 일부 기업은 손상차손누계액을 보고하여 미청구공사 총액과 미
청구공사 순액이 다른 기업들이 있어 모형 1에서는 매출액 대비 미청구공사 순액을 이용하여 비정
상 미청구공사(AbNDFCS)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모형 2에서는 미청구공사 총액을 자산총계로 나
눈 값을 이용하여 비정상 미청구공사(AbDFCA)를 추정하여 가설 1을 재검증하였다. 그리고 모형 3
과 모형 4에서는 앞서 추정한 비정상 미청구공사의 대용치를 이용하여 가설 2를 재검증하였다.
비정상 미청구공사의 대용치(AbNDFCS, AbDFCA)를 이용하여 가설 1을 재검증(모형 1, 모형 2)
한 결과, 주요가설 검증결과와 유사하게 제고방안 시행이전에 비해 시행이후 비정상 미청구공사는
유의하게 감소하지 않았다. 또한 비정상 미청구공사의 대용치를 이용하여 가설 2를 재검증(모형 3,
모형 4)한 결과, 주요 가설 검증결과와 유사하게 제고방안 시행이전에 비해 시행이후 비정상 미청
구공사(AbNDFCS×TD, AbDFCA×TD)가 정보비대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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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obustness test (1): Using other proxies of the abnormal unbilled construction receivable(AbNDFCS,
AbDFCA)

AbNDFCSit(AbDFCAit) = α0 +α1TDit +α2SIZEit +α3LEVit +α4GRWit +α5ROAit +α6CFOit +
α7LOSSit +α8BIG4it +α9PFit +α10MKTit +∑INDit +∑YDit +εit
ASYit = β0 +β1TDit +β2AbNDFCSit(AbDFCAit)+β3AbNDFCSit(AbDFCAit)×TDit +
β4SIZEit +β5LEVit +β6GRWit +β7ROAit +β8CFOit +β9LOSSit +β10BIG4it +
β11PFit +β12MKTit +∑INDit +∑YDit +εit
Hypothesis 1
dependent variables
TD

Hypothesis 2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AbNDFCS

AbDFCA

ASY

ASY

-0.002
(-0.13)

0.000
(0.05)

-0.147
(-2.15)**

-0.153
(-2.23)**

-0.265
(-1.48)

AbNDFCS

0.609
(2.47)**

AbNDFCS×TD

-0.365
(-1.63)

AbDFCA

1.137
(3.36)***

AbDFCA×TD
F-value

2.12***

2.16***

4.25***

4.49***

Adj R

0.0138

0.0142

0.0423

0.0452

N

1,844

1,844

1,844

1,844

2

1) Refer to the footnote of <Table 2> for variable definitions. AbNDFCS: abnormal net unbilled construction
receivable(abnormal net unbilled construction receivable / SALES); AbDFCA: abnormal unbilled construction
receivable divided by total assets at the end of the previous fiscal year(abnormal unbilled construction receivable /
ASSET_1).
2) ***, **, * represent significance levels of 1%, 5%, and 10%, respectively.

두 번째는 정보비대칭(ASY)에 대한 몇 가지 강건성 분석을 수행하여 <Table 7>에 보고하였다. 정
보비대칭은 1년간 일별 수익률의 표준편차로 측정하였다. 하지만 정보비대칭은 질적개념이여서
선행연구에서도 여러 가지 대용치를 이용하여 가설검증 결과가 강건한지를 분석하였다(안윤영 등
2005; 나영과 노희성 2019; 박형주와 조중석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에서 일반적으
로 사용하고 있는 정보비대칭의 대용치들을 이용하여 가설 2를 재검증하였다. 모형 1과 모형 2는
거래량을 이용하여 측정한 정보비대칭 대용치로서 모형 1은 평균발행주식수 대비 1년간 일별거래
량의 평균(VOLA)으로 측정하였고(나영과 노희성 2019), 모형 2는 평균 발행주식수 대비 연간 거래
량(VOLY)으로 측정하였다(장지인과 정준희 2014). 만약 정보비대칭이 증가한다면 발행주식수 대
비 거래량이 증가할 것이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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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모형 3은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정확성(AFE)으로 측정하였다(안윤영 등 2005). 재무분
석가 이익예측정확성은 재무분석가의 EPS 예측치가 얼마나 편의 없이 정확하게 예측하는지를 나
타낸다. 따라서 제고방안 시행이전에 비해 시행이후 비정상 미청구공사가 정보비대칭에 미치는 영
향이 증가한다면 재무분석가 이익예측 정확성은 유의하게 감소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보비대칭
이 증가한다면 재무분석가는 예측보고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따라서 정보비대칭의 4번
째 대용치로 재무분석가의 수(FOLLOW)를 이용하여 가설을 재검증하였다(안윤영 등 2005).10)
정보비대칭 대용치를 이용하여 가설 2를 재검증(모형 1부터 모형 4까지)한 결과, 거래량(VOLA,
VOLY)을 이용하여 분석하거나 재무분석가 이익예측정보(AFE, FOLLOW)를 이용한 분석에서 모
두 제고방안 시행이전에 비해 시행이후 비정상 미청구공사(AbDFCS×TD)가 정보비대칭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른 정보비대칭 대용치를 이용하여 분
석하여도 가설 2의 검증결과는 지지된다.
<Table 7> Robustness test (2): Using other proxies of the information asymmetry (VOLA, VOLY, AFE, FOLLOW)

VOLAit(VOLYit, AFEit, FOLLOWit)= β0 +β1TDit +β2AbDFCSit+β3AbDFCSit×TDit +
β4SIZEit +β5LEVit +β6GRWit +β7ROAit +β8CFOit +β9LOSSit +
β10BIG4it +β11PFit +β12MKTit +∑INDit +∑YDit +εit
dependent variables
TD
AbDFCS
AbDFCS×TD
F-value
Adj R2
N

MODEL 1
VOLA
-0.004
(-1.69)*
-0.021
(-3.02)***
0.021
(2.25)**
12.77***
0.1381
1,838

MODEL 2
VOLY
-0.765
(-1.30)
-4.524
(-2.98)***
4.587
(2.19)**
13.63***
0.1462
1,844

MODEL 3
AFE
0.007
(0.27)
-0.136
(-1.53)
0.365
(3.15)***
9.25***
0.1307
652

MODEL 4
FOLLOW
0.061
(1.21)
0.276
(1.69)*
-0.430
(-2.01)**
35.70***
0.5713
652

1) Refer to the footnote of <Table 2> for variable definitions. VOLA: daily trading volume(average of (daily trading
volume / average outstanding shares)); VOLY: yearly trading volume(yearly trading volume / average outstanding
shares); AFE: accuracy of analysts’ earnings forecasts(｜EPS forecasts of analysts – EPS｜ / PRICE_1); FOLLOW:
analysts follow(log(number of analysts)); EPS: earnings per share(NI / outstanding shares); PRICE_1: the stock price at
the end of the previous fiscal year.
2) ***, **, * represent significance levels of 1%, 5%, and 10%, respectively.
9) 본 연구는 거래량 회전율의 증가는 투자자간 이질적 믿음(heterogeneous beliefs)과 차별적 해석(differential interpretation)
에 의해 나타난 결과(Harris and Raviv 1993, Kandel and Pearson 1995)로 보고 거래량회전율이 높을수록 정보비대칭
이 높다고 해석한다.
10)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정확성이 높다는 것은 재무분석가가 사용할 수 있는 해당기업에 대한 양질의 정보가 풍부하다
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보비대칭이 낮다고 해석한다. 또한 재무분석가의 분석보고서가 활발히 발행되는 기업일수록
정보비대칭이 낮다고 해석한다(안윤영 등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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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강건성 검증은 2가지 방법론을 적용하여 가설을 재검증하였다. 건설업과 조선업은 국내
및 국외 경제 환경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 정치적 환경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러한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통제변수 뿐만 아니라 산업더미를 추가하여 통제하였다. 하지만 좀
더 통계적으로 기업 및 산업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2 way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8>의 모형 1과 모형 2에 보고하였다. 2 way 군집분석결과, 주요 가설검증결과와 유사하게
제고방안 시행이후에도 비정상 미청구공사는 유의하게 감소하지 않았다. 또한 제고방안이 시행되
기 이전에 비해 시행이후에 비정상 미청구공사가 정보비대칭에 미치는 영향은 한계적이지만(β3:
유의수준 10%)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두 번째 방법론은 성향점수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
PSM)을 적용하여 가설을 재검증하였다. 제고방안이 시행되기 이전(2011년부터 2015년까지) 표본
과 제고방안 시행이후(2016년부터 2019년까지) 표본 중 성향이 유사한 기업을 매칭하여 주요 가설
을 재검증하였다. 성향점수매칭법을 수행한 분석결과는 <Table 8>의 모형 3과 모형 4에 보고하였
다. PSM 분석결과, 주요가설 검증결과와 모두 유사하다.
<Table 8> Robustness test (3) : Using 2 way clustering and PSM

AbDFCSit = α0 +α1TDit +α2SIZEit +α3LEVit +α4GRWit +α5ROAit +α6CFOit
+α7LOSSit +α8BIG4it +α9PFit +α10MKTit +∑INDit +∑YDit +εit

(1)

ASYit = β0 +β1TDit +β2AbDFCSit +β3AbDFCSit×TDit +β4SIZEit +β5LEVit
+β6GRWit +β7ROAit +β8CFOit +β9LOSSit +β10BIG4it +β11PFit
+β12MKTit +∑INDit +∑YDit +εit

(2)

dependent variables
TD

2 way clustering(firm & industry)

propensity score matching(PSM)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AbDFCS

ASY

AbDFCS

ASY

-0.024
(-0.79)

-0.123
(-4.39)***

0.012
(0.72)

-0.072
(-0.66)

AbDFCS
AbDFCS×TD

0.291
(-2.94)***

0.007
(0.03)

0.704
(1.68)*

1.599
(3.49)***

F-value

2.73***

2.95***

1.50*

18.63***

Adj R2

0.0156

0.0438

0.0122

0.0281

N

1,844

1,844

938

938

1) Refer to the footnote of <Table 2> for variable definitions.
2) ***, **, * represent significance levels of 1%, 5%, and 10%,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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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업계에서는 수주산업의 특성상 대외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건설계
약”과 관련된 정보를 전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2015년 대우조선해양이
미청구공사를 이용한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외부 정보이용자는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해 관련 규
정의 개정을 통해 회계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 시켜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규제기관은 2016년
회계기간부터 자의적인 회계처리를 규제하고 외부감사 및 감리기능을 강화하며 공시를 확대하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시행하였다. 정책기관은 제도시행을 통해 좀 더 투명한 회계정보
를 제공하여 투자자간 정보비대칭이 감소하기를 기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주산업 회계투명
성 제고방안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제고방안 시행이전에 비해 시행이후 경영자의 자의적인 회
계처리에 의해 계상된 비정상 미청구공사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비정상 미
청구공사가 정보비대칭에 미치는 영향이 제고방안 시행 전후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제고방안 시행이전에 비해 시행이후 비정상 미청구공사는 유의하게 감소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고방안 시행이전에 비해 시행이후 비정상 미청구공사가 정보비대칭에 미치는 영향은 오
히려 증가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여러 대용치를 이용하여 가설을 재검증하여도 동일하였다.
이상이 결과를 종합해보면, 회계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의 효과성은 크지 않다. 따라서 향후 건설계약 정보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
과 같은 제도개선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첫째, 핵심감사제도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 외형적으로
는 핵심감사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핵심감사사항의 선정 및 내용 기술에는 형
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수주산업의 핵심감사사항은 수익인식이 대부분을 차지한
다. 향후 수주산업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리스, 금융상품, 보증, 소송들도 핵심감사사항에 선정할 필
요가 있다. 또한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충실한 기재가 요구된다. 둘째, 수주산업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감독기능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
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군사기밀보호법 상 비공개 기업을 제외하곤 주요 개별사업장은 건설계약 정
보를 공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업부문별로도 규정에 맞게 건설계약 정보를 공시하는 등 건설계
약 관련 공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의 회계처리 및 공시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제고방안 중 외부감사의 효과성을 검증한 선행연구에 추가적인 공헌점이 있다. 그리고 향후 이와
관련된 정책 수립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회계투명성은 질적 개념이어서 직접적으
로 측정하기가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형식을 통해 추정한 비정상 미청구공사를 수주산업
의 회계투명성 대용치로 사용하였다. 향후에 좀더 정교한 방법으로 수주산업의 회계투명성을 측정
할 수 있다면 제고방안의 실질적인 효과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연결재무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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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하지만 연결재무제표는 실질지배력 판단에 따라 매년 연결범위 대상기업이
변동될 수 있어 연결재무정보 해석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 본 연구는 연결미청구공사를 보고
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수주산업 중 개별재무제표를 보고하는 기업들은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넷째, 수주산업은 정치적, 지리적 역학관계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럼에
도 정치적, 지리적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중 감리 강화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최근 신 외감법의 시행으로
인해 감사, 감리 등에 개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따라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과 신 외감
법을 연결하여 전반적인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의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COVID-19로 인해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의 붕괴와 물적, 인적 이동의 제약이 수주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도 좋은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신청 되지 않았으며, 한국회계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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