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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ImpactsofEarningsCharacteristicsonCredit

EvaluationinKOSDAQ

LeeSeungHo

Advisor:Prof.Moon-Tae Kim,Ph.D.

DepartmentofAccounting

GraduateSchool,ChosunUniversity

Thispaperexaminestheeffectsofearningscharacteristicsoncreditgrading.

Itisimportantforcreditratingagenciestoconsiderearningscharacteristics,

becauseearningscharacteristicsaresourcesofearningsquality.

Creditratingagenciesmayevaluatethefirms'futureperformancesaccording

to theircompound quality and then givethefirmsnumericalscores.Itis

naturalhatcreditratingagenciesshouldmainlyconsiderfinancialhealthiness.

In addition to,they alsotry toinvestigatethesourcethataffectsearnings

quality.In thisrespect,creditgrading playsan importantrolein informing

investors offirm's financialconditions.As investors rely on creditrating

information when making an investmentdecision,thecreditrating agencies

should supply them with accurate information.Ifproduced information is

unreliableorwrong,thecreditrating agenciesmightbefaced with severe

sanctionsfrom themarket.Therefore,thisstudyexpectthatthecreditrating

agenciesfollow upaclue,earningsqualities.

Themainhypothesisofthisstudyiswhetherearningscharacteristicswould

significantlyactonthecreditscores.Fortestingthehypothesis,theresearch

models include credit scores(SCORE) as dependentvariable,and earn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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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netincome,NI;cashflow from operation,CFO;totalaccruals,

TA;discretionaryaccruals,DA andtheseconddigitnumbersinearnings,SD)

asmain independentvariable.Othercontrolvariablesincludedinthemodels

aredebtratios(DEBT),firm sizes(SIZE),block-holderratios(OWN),andOPN

andBIGforauditqualityproxiesthatarecleanopinionsandauditingbig-firms.

The main test methods used in this study are correlation analysis,

two-sampleindependentt-test,multiplelinearregressionandlogitregression

analysis.Thetestsampleconsistsof5,462firm-yeardata,selectedfrom the

KoreaExchange(KRX)listedcompaniesduring2004~2009.Themajorfindings

ofthestudyarethattherelationshipbetweenSCORE andNI,CFO,TA is

positivelysignificant,acceptingthehypothesis.Thismeanscreditscoresregard

highearningscharacteristicsasgoodfactors.Moreover,regressionmodelsshow

thatDAshavesignificantlynegativeeffectsonthecreditscores,whichagrees

tothehypothesis.Itcanbeinferredfrom theresultthatearningsmanagement

negatively acts on creditscores.Lastly SD has a significantly negatively

relationtoSCORE,implyingthatearningsmanagementbyroundedupearnings

numbersisbadlyevaluated.

Accordingtotheoverallresultsofthisstudy,wecanarriveattheconclusion

thatcreditratingsystem wouldevaluatefirms'earningsqualitiesforearnings

componentsandearnings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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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 연구 목 방법

본 연구는 코스닥기업의 이익특성과가 신용평가의 설명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익특성으로 순이익과,이익의 구성요소로써 흐름과 발생항목,이익 리,그리

고 보고이익의 비정상성이 신용평가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는데 을 둔다.

신용평가제도는 문 신용평가기 이 일반 이해 계자에게 기업 반의 가치를

평가하여 계수화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존재 의의가 있다.따라서 신용평가는 단

순히 특정 요인에 으로 의존하여 수행되기 보다는 재의 경 성과와 미래의

잠재 지불능력을 종합 으로 측정한다고 볼 수 있다.

신용평가의 상은 개별 채권이지만,발행 회사채에 한 신용평가기 의 신용등

은 당해 기업의 ‘종합성 ’으로 사용되고 있다.신용등 은 재무구조,수익성,

흐름,경 능력 등 기업 내부 인 요소뿐만 아니라 계열사에 한 상호지

지 보증 요소까지 포함하여 산정된다.신용등 은 회사채의 발행 리 주식가격

과 직․간 으로 연 되어 있기 때문에,기업의 자본비용과 기업가치에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나아가 신용평가는 발행 회사채의 원리 상환 능력과 기업

의 건 성을 반 하여,당해 회사채 발행 기업의 도산 험을 측정하는 지표로도

활용된다.

한편 실 으로 이해 계자들이 해당기업에 한 자료를 직 입수하여 조사․

분석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며 시간 ․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신용평가기 이 이해 계자들을 신하여 공정하고 객 인 치에서 기업의 신

용 험에 한 철 한 분석을 행하고,생성된 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이해

계자들에게 시의 하게 제공하고 있다.신용평가제도에 의한 신용등 정보 공시

가 기업의 자 조달과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에 신뢰성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하여 다면,기업의 입장에서는 신용도에 따라 리를 차등 용 받음으로써 최소

의 자본비용으로 자 을 조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좋은 신용등 을 하여 재무구

조개선 등의 유인을 갖게 될 것이다(나 ․진동민,2003)1).

1)이와 련된 한국경제신문(2005.1.31)기사를 소개한다.“기업 신용등 의 상향조정이 주가

에 큰 호재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등 이 상향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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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기 에서 활용한 평가지표들은 회계시스템을 통하여 보고된 수치와

한 연 을 맺고 있다.특히,기업이 최종 업성과로 보고하는 이익은 가장 요

한 평가기 으로 활용된다.이익은 업활동으로 인한 흐름과 발생항목으로 구

성된 바,경 자는 발생항목을 통하여 보고이익을 조정할 수 있다.발생항목을 통

하여 조정된 통합이익(aggregateearnings)은 시차와 응문제를 완화하여 흐

름보다 더 직 이고 단기 인 정보가치를 지닐 수도 있다(Dechow,1994).그러나

발생항목에는 비경상 이고 일시 인 항목이 많고,원가배분(allocation)이나 자산평

가(valuation)등에서 자의 인 추정이 개입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미래 이익지속성

과 이익반응계수 등 이익의 질을 히 약화시킨다는 상반된 결과도 있다(Sloan,

1996; KhuranaandRaman,2003).특히, 보고이익에 내포된 발생항목에서 경

자는 자신이 기회주의 으로 혹은 재량 으로 선택할 수 있는 회계방법을 통하여

‘이익 리(earningsmanagement)’를 구사할 수 있다고 본다.

신용평가기 은 일반투자자나 여타 재부분석가에 비하여 정보수집력과 분석력이

우수하고,객 입장에서 기업평가를 담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Ederingtonand

Yawitz,1986;EderingtonandGoh,1998;Sengupta,1998;KhuranaandRaman,

2003;김문태 등,2006).그러나 최근 신용평가기 의 신용평 에 ‘거품’이 개입된

비 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2).우수한 신용평가를 얻기 해서는 사업의 규모와

안정성이 뛰어나야 하고 재무성과가 양호해야 하며,시장 유율은 최상 권 이어야

한다.그러나 신용평가기 이 투자자와 시장보호의 여과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해서는 신용평가 상기업의 외 ·상 인 요인보다는 본질 ·내 · 인 요

인을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정된 25개 종목(거래소 24개,코스닥 1개)을 상으로 작년 1월 주가와 이달 28일 종가를

비교한 결과 평균 주가 상승률이 75%에 달했다.이는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12%)

을 63%포인트 웃도는 수치다.”

2)이와 련된 신문기사(머니투데이,2011년 4월11일)를 소개한다.“ 우량 기업의 '인증서'와

같은 AA 신용등 기업이 쏟아지고 있다.자고 나면 AA등 이 하나씩 생긴다는 우스갯소리

가 나올 정도다.실제로 융 기 이후 신용등 이 상향조정 된 사례 상당수는 A 에서

AA 으로 올라선 경우다.그로 인해 신용등 이 있는 기업 넷 하나가 AA등 일 정도로

흔해졌다. 우량 기업 풍년인 셈이다.크 딧업계에서는 환 의 목소리보다 우려의 탄식이

더 크다.개 에는 기업의 신용도가 월등히 향상된 경우도 있지만,희귀성이 있어야 할 AA등

이 남발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신용등 거품 논란의 진앙지라는 지 도 나온다.이

로 가다가는 신용평가의 질서가 무 지고 말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크다.AA등 의 과

잉 공 으로신용등 이 신용불량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진정한 AA 기업이 제

로 된 우를 받지 못하거나 허 한 AA등 난립으로 투자자들이 불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

이다.”



- 3 -

한편,코스닥 기업의 보고이익 숫자의 이상성(anomolies)은 이익조정의 사후

행태를 반 할 수 있다(Carslaw,1988;Thomas,1989;김문태· 복,2007).숫자

의 기 빈도는 직 으로 균등하게 찰될 것으로 기 하기 쉽지만,숫자가 인지

행태에 향을 미치는 실에서는 반드시 그러하지만은 않고,오히려 특정자리에

특정 숫자가 비정상 으로 기록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즉 첫째자리 숫자가 실

제 측정 등가(equalvalue)이상의 표성을 지니기 때문에,둘째 자리 이익숫자를

첫째 자리로 ‘올림(roundup)’되어 이익조정과 련성이 있을 수 있다(김문태·

복,2007).

이런 맥락에서,신용평가기 이 순이익,순이익의 구성요소인 흐름과 발생항

목,재량 발생액,그리고 보고이익의 비정상성 등을 분석하여 신용평 을 부여하

는지 분석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라고 볼 수 있다.코스닥기업을 연구 상으

로 한정한 이유는,코스닥기업의 등록요건이 거래소 기업에 비하여 상 으로 덜

엄격하여, 코스닥 기업의 경 자가 이익보고에 한 재량성을 기회주의 으로 활

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윤순석,2001;이정연 외,2005).

신용평가와 련된 부분의 선행연구는 기업가치,주가 측,도산 측,평가모형

개발 등과 련하여 주로 논의되었을 뿐,국내외 으로 이익특성과 신용평가를 연

계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특히 이익 리 상이 상 으로 뚜렷할 것으

로 상되는 코스닥기업의 신용평가에 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본 연구

는 간 으로 신용평가제도가 코스닥 기업의 이익 투명성을 여과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지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는 코스닥기업의 이익특성과 신용평가를 연계한 연구의 시발 으로 의의

가 있다고 본다. 한 본 연구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신용평 을 통하여 코스닥기

업의 이익보고 투명성에 한 단서를 탐지하는 데 공헌할 것으로 기 한다.궁극

으로 신용평가기 이 사후 으로 이익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증 근거를 제

시하고, 융감독 원회 등 감독기 에는 이익 리를 규제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의 토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제2 연구방법 범

본 연구는 귀납 근방법으로서 자본시장을 상으로 실증분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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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통 인 성과측정치인 이익정보에서 이익 구성요소를 흐름과 발생항목으

로 세분하고,발생항목에서 이익 리의 용변수인 재량 발생액을 추정하여 이들

이익특성 변수와 신용평가의 용변수와의 설명 계를 규명할 것이다.재무자료는

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자공시시스템(DART)의 사업보고서와 한국신용평가정

보(주)의 데이터베이스인 KIS-VALUE를 이용할 것이다.

본 연구는 코스닥 기업만을 연구 상으로 한정하며,신용평가에 한 용변수는

신용평 으로 한정한다.다수의 연구에서 회사채 신용등 을 신용평가의 용변수

로 활용하 으나,신용등 은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에 한정되므로 이용에 제한이

따르고 결과 해석에 편의가 반 될 수 있다3).본 연구에서 신용평 은 한국신용평

가정보(주)에서 제공하는 수이다.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이며,분석방법으로는 상 분석,차이분석,다 회귀분석(선형회귀분석,로짓분석)을

실행할 것이다.

이하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2장에서는 신용평가의 기능 측정을 개

하고,3장에서는 연구 논거 확보를 하여 선행연구를 고찰하 다.4장에서는 가설

설정과 이를 분석하기 한 연구모형 설계,표본의 구성,그리고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 고,5장의 요약 결론으로 구성되었다.

제2장 신용평가의 기능 측정

제1 신용평가의 기능

신용평가제도는 기업어음,회사채 등 특정 유가증권이나 특정채무의 원리 이 발

3)우리나라의 경우 복수평가제도가 도입된 1994년부터 신용평가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신용평가

기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재는 4개 신용평가기 이 융감독원의 지정을 받아 신용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이들 각각은 나름 로의 평가기 을 가지고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

하여 신용등 을 결정한다. 반 으로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신용평가시에 고려하는 평가기

들은 양 ․질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크게 계량화가 가능한 험과 계량화가 어려운 험

으로 사채의 원 이자지 능력을 종합 으로 단하고 있다.그러나 2000년 이후 신용등

부분이 ‘투자등 (BBB이상)’으로 분류되어 등 간 차별성을 확보하기 어렵고,무보증사

채를 발행하지 않는 기업 다수가 표본에서 배제되어 신용등 만으로는 일반화된 결론을 도

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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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조건 로 상환될 정도에 하여 신용평가기 이 상환능력에 향을 미치는 제

요소를 감안하여 분석․평가하고,그 결과를 신용평가 등 으로 표시하여 투자자․

융기 등 이해 계자에게 공시하는 제도이다.기업신용평가제도의 몇 가지 주요

한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효율 인 여신업무수행능력의 제고.기업에 하여는 자본조달기회의 제공

으로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하게 되고 투자자에 하여는 투자에 한 험정보를

제공하게 된다.이러한 정보를 신용평가 정보 이용자가 보다 쉽게 이해하고 합리

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함으로써 융시장의 건 한 육성 자 배

분의 효율성을 제공하며 나아가 신용경제사회의 구 에도 기여한다.

둘째, 융자 의 수요와 공 의 결합.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신용도가 양호한

기업은 렴하고 양질의 자 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다.반면,신용도가 불량한

기업은 자 조달에 제한을 받거나 험 리미엄의 지불로 자 비용이 상승하게 된

다.따라서 신용평가제도는 융자 의 수요와 공 을 효율 으로 결합시키는 역할

을 수행하게 된다.

셋째,재무구조 개선의 유도.기업의 신용상태에 따라 차등 리가 용되고,신용

할당이 이루어지므로 자기 신용 리의 요성을 인지토록 하고 이로 인하여 재무

구조 개선을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신용평가 문기 에 의한 평가결과의 공표는 투자 상기업에 한

정보가 부족하고 정보자료를 입수하 더라도 분석능력이 부족한 투자자에게 사

에 투자 험의 정도를 알려주어 투자자를 보호하게 한다.동시에 일반투자가 기

투자가의 자본시장 참여기회를 증 시켜 자본시장의 발 을 진시키는 기능을

한다.

신용평가제도는 정보비 칭성(information asymmetry)과 정보획득비용 문제를

해소하면서 자본시장이 원활히 기능하게 하는 기반으로서 시장의 비효율성을 감소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제2 신용평가의 기

신용등 은 임에 한 법령이나 감독규정의 강행성에 근거하므로,신용평가체

계가 정교할 것으로 기 되며 자료의 신뢰성이 강한 장 을 지닌다.그러나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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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부분의 신용등 이 ‘투자등 (BBB이상)’으로 분류되어 등 간 차별성을 확

보하기 어렵고,무보증사채를 발행하지 않는 기업 다수가 표본에서 배제되어 신

용등 으로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신용평가 용변수로 신용평 을 이용하고자 한다.신용평 은 여신을

담당하는 융기 을 비롯하여 다양한 평가업체에서 자체 인 평가체계에 근거하

여 평 을 부여하고 있다.본 연구는 이 한국신용평가정보(주)에서 제공하는

KIS-VALUEⅡ에서 상장기업 신용평 을 입수하 다.신용평 은 산출이 용이하고

해석이 분명한 재무 비재무지표를 고려하여,주요 비율(안정성,유동성,수익성,

성장성,활동성,기업규모,업력 등)의 상 순 에 의하여 수가 부여되는데,80

이상 우량,70 이상～80 미만 양호,55 이상～70 미만 보통,45 이

상～55 미만 열 ,45 미만을 불량으로 평가한다.이에 한 자세한 평가기

은 다음과 같다4).

1.신용평 모형의 변수산정

한국신용평가정보(주)의 신용평 모형은 상 계나 회귀분석을 이용함이 없이

주요 재무비율의 상 순 (rank)에 의하여 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다른 평 모

형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복잡한 재무정보가 요구되지 않는 간편함이 장 으로서,구하기 손쉽고 해석이

분명한 12개의 재무지표에 기 하고 있다.이들 재무지표는 문 신용평가기 의

기업분석경험과 통계 인 기업정보 분석결과에 의거하여 선정된 10개의 재무비율

과 2개의 규모변수로 압축되었다.이들 재무지표는 아래와 같이 6개의 범주로 나

수 있으며,기업분석에 있어 필수 인 비재무 정보를 반 하기 하여 기업형태,

업력 등 3가지의 추가 인 정보를 고려하고 있다.

■기업규모

*총자산

일반 으로 자산의 규모가 클수록 처분가능자산이 증가하므로 담보능력 투자재

4) 평가기  한 신 평가정보(주)에  정 한 내 , 를 발췌· 약한 김문태 등(2009)  연 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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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상 으로 풍부하다고 단된다.단,과다한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

업의 규모가 큰 것이 오히려 단 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따라서 반드시 부채비율

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매출액

일반 으로 매출액의 규모가 클수록 사업성의 확보 사업 포트폴리오의 다각화

를 추진하기가 쉬워 상 으로 기 처능력이 풍부하다고 단된다.단, 자가

발생하는 기업의 경우 지속 인 구조조정이 뒷받침되지 못한 상태에 처해 있다면

내부유보자 부족으로 인하여 자본잠식에 까지 이를 수 있다.따라서 반드시 수익

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안정성 분석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본)*100

자본구성의 부를 단하는 지표이다.자기자본은 그 성질상 고정된 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기업이 장기 으로 운용할 수 있는 안 한 자본이므로,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안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특히 자기자본비율이 0%미만인 경

우에는 0 처리한다.

*부채 매출 =(부채총계/매출액)*100

부채는 기업의 지 이자를 발생시키는 짐이라 할 수 있으며 매출액은 수익의 근원

이다.따라서 업종간의 차이는 있으나 부채가 고 매출액이 클수록 기업의 안정성

은 커진다.

■유동성 분석

*순 업자본회 율 =매출액/(매출채권+재고자산-매입채무)

매출채권,재고자산,매입채무를 고려한 순 업자본의 회 속도를 나타내는 지표이

다.동 지표의 회 율이 높을수록 자 회수속도가 빠르며,기업의 유동성이 증가하

는 것으로 단한다.단,유동성을 단할 때 순 업자본회 율만을 고려하는 것은

치 못하며 유동비율과 업활동 흐름을 동시에 고려한다.유동비율은 단기

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지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지 능력

을 단하는 표 인 지표이다.유동비율이 100미만일 경우에는 지 능력이 악화

된다.그러나 유동자산 유동부채의 과 계상,과소 계상 등 분식으로 인해 유동

성 측면을 정확하게 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독립지표로 사용하지 않고 순 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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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율의 보조지표로 사용하 다. 업활동 흐름은 장부상의 이익이 아닌

기 으로 분석한 업이익이다.기업의 실제 유동성 규모를 평가하기 해서는

장부상의 이익뿐만 아니라 기업의 실제이익의 규모를 동시에 평가한다.특히 국내

에서는 흑자도산하는 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업활동 흐름의 자규모가 매

출액 비 10%이상일 때에는 유동성 수의1/2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자규모

가 매출액의 20%를 과할 경우에는 유동성 수를 0 으로 처리한다.

■수익성 분석

*총자본순이익률 =(당기순이익/총자본)*100

경 에 투하된 총자본의 최종성과를 나타내는 비율이다.투자자본은 자기자본과 타

인자본(부채)의 2가지 자 원천으로 구성되어있다.근본 으로 투하자본에 비하여

이익의 규모가 클수록 기업의 경 활동이 건 하게 이루어진다고 단한다.

* 융비용 매출 =( 융비용/매출액)*100

융비용은 조업도와 상 없이 차입자본에 한 가로 지 되는 고정비용

표 인 항목이므로,기업경 의 장기 인 안정성과 불황 항력을 분석하는 데 유효

하다. 융비용 매출의 크기가 을수록 기업의 비용부담이 경감되어 수익성에도

정 인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성장성 분석

*매출액 증가율 =(당기매출액- 기매출액/ 기매출액)*100

기업의 업활동 신장세를 나타내는 표 인 지표이다.기업경쟁력을 단하는 양

축은 성장성과 수익성이다.성장성이 크고 수익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우수한 기

업으로 단할 수 있다.

*총자산 증가율 =(당기총자산- 기총자산/ 기총자산)*100

기업의 체 인 성장규모를 측정하는 지표이다.동 지표의 값이 클수록 성장성이

높은 것으로 단할 수 있다.자산의 증가는 매출액 증 에 필수 이지만 정규모

를 넘어서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KIS신용평 에서는 총자산증가율의

격한 증가에 하여 감 처리한다.

■활동성 분석

*총자산 회 율 =매출액/평균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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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투하한 총자산의 운용능력을 총 으로 표시하는 지표이다.총자산회 율

의 경우 투하자본의 규모가 작을수록 매출액의 규모가 클수록 자본이 효율 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매출채권 회 율 =매출액/평균매출채권

매출채권의 화속도를 측정하는 비율로서 이 비율이 높을수록 매출채권의

화 속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분의 기업에서는 신용 매와 매를 병

행하고 있다.매출채권의 효과 인 회수는 계속기업의 핵심 인 과제 의 하나이

다.따라서 매출채권회 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자 력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기업형태,업력 기타

*기업형태

기업의 투명성을 단하는 지표이다.상장기업의 경우 엄격한 충족요건을 제시하므

로 상 으로 제출자료의 신뢰성이 높다고 단할 수 있다.그러나 외부감사 상

외 기업의 경우 상 으로 자료의 신뢰성이 낮은 것으로 단할 수 있다.다만,

리종목 는 투자유의종목의 경우 매우 주의깊게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업력

기업경 의 안정성을 단하는 지표이다.일반 으로 업력이 긴 기업일수록 경험

인 기 리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단한다.다만,업력을 평가할 때에는 반드시

기업의 연 ,경 진 주요주주의 변동사항을 참고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 규모기업집단여부

기업경 의 안정성을 단하는 지표이다.일반 으로 규모 기업집단 소속업체의

경우 계열사와의 경 노하우 수 자 지원 등을 통하여 상 으로 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따라서,공정거래 지정 출자총액제한 상인 규모계열

는 기타 계열소속업체의 경우 가 을 부여하고 있다.

2.신용평 의 해석과 한계

KIS신용평 은 80 이상을 우량,70 이상-80 미만을 양호,55 이상-70 미

만을 보통,45 이상-55 미만을 열 ,45 미만을 불량으로 정을 내린다.불량

과 열 로 정된 기업은 경계를 요한다.이같은 정구간의 구분은 일부 자의 인

면도 있으나 10,000여개 이상의 기업을 표본으로 하여 분석을 하는 만큼 별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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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용평 모형의 수는 매년 up-date되어 장감을 높이므로,다음과 같은 강

을 지닌다.

첫째,평 모형의 간편함에 비하여 높은 부실 측력을 보이고 있다.

둘째,다른 기 의 평 표와는 달리 순 (rank)를 기 으로 한 방법으로 배 구

간 기 치를 구하며,해당년도 재무제표를 가지고 매년 기 치를 up-date하고 있

다.따라서 시계열 인 평 의 등락은 곧바로 상업체의 상 인 재무상황 악화

호 을 의미한다.즉, 수보다는 평 의 추세를 바라보는 것이 훨씬 바람

직하다.한 기업의 평 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추세는 매우 요한다.상향

추세보다는 하향추세가 주의를 요한다.특히 보통의 범주에 있던 기업이 열 나 불

량으로 떨어지는 경우 반드시 실사수 의 면 한 조사를 필요로 한다. 수에

계없이 일직선에 가까운 하향추세는 기울기가 가 를수록 험도가 높음을 시사

한다.

셋째,방 한 기업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부실 상기업을 선별하는 용도로 사용

하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즉 살펴보아야 할 상업체들이 상당히 많을 경우 표본

의 수를 이기 해서 일단 열 나 불량기업을 구분짓는다.그 다음에 이들 업체

에 해서만 면 한 조사에 들어간다면 이로써 시간과 비용을 이고 조사의 효율

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KIS신용평 은 다음과 같은 한계 을 지니고 있다는 을 유념해야 한

다.

첫째,주 단요소를 완 배제하지 못하 다.평 표를 구성하기 하여 지

표선정 배 부여에서 별분석의 결과들을 이용하 지만,그 과정에는 문가의

,기업분석 해석상의 용이함 등의 주 인 요소가 있다.유동성 수 같은 경

우는 순 업자본회 율,유동비율,2년간의 순 업 흐름을 한꺼번에 고려하 지

만,이 한 주 인 이 들어있다.

둘째,여러 평가항목을 다변량 으로 동시에 고려하지 못한 은 기본 으로 평

표가 가지는 한계 이다.

셋째,순 에 의한 방법으로 배 구간 기 치를 매년 새로 산출함에 따라 경기침

체나 경기호황에 민감하지 못한다. 를 들면 경기침체로 체 인 기업의 성장율

이 둔화되었어도 상 인 치에 의해 평 을 구하기 때문에 경기침체를 잘 반

시키지는 못한다.그러나 배 구간이 고정된 모형을 사용해야 할지는 그 장단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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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야 할 것이다.

넷째,비재무 평가항목이 다.10,000여 업체를 상으로 비재무 항목을 모

두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따라서 단시간 내에 기업을 올바르게 악하

기 해서는,KIS신용평 과 함께 각 심사기 에 맞는 비재무 평가항목(업종유망

성, 매 망,기술개발,경 자 능력 등)을 추가 으로 평가하여 같이 살펴보는 것

이 바람직 할 것이다.

제3장 선행연구의 고찰

제1 신용평가에 한 연구

1.신용평가와 회계정보의 질 특성에 한 연구

신용평가기 이 이익조정을 탐지하고,이익의 질(earningsquality)에 한 진실

된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의 재 미래의 유입에 한 망을 명확히 평가

할 때,그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다.신용평가기 이 보고이익을 그 로 수용하여

기업평가를 행한다면,조정된 이익이 여과되지 않은 채 신용등 에 내재되어 투자

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달할 우려가 크다. 한 신용평가기 이 신뢰할 수 없거나

왜곡된 등 을 부여한다면,양질(higher-quality)의 정보를 요구하는 시장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따라서 신용평가기 은 표면 인 재무비율뿐만 아니라 기 이익의

성장성,이익의 질,이익지속성 등 보고이익의 질 속성을 면 히 분석하여 신용

평가에 임할 것이다(Sengupta,1998;KhuranaandRaman,2003).나아가 신용평가

기 은 기업의 업성과에서 생되는 직 이해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자본시

장의 다른 재무분석가에 비하여 기업의 업실 (이익)에 하여 한층 더 객 인

분석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EderingtonandGoh,1998).이러한 에서 신용평

가기 은 이익지속성이 약할 것으로 상되는 과도한 이익조정에 하여 호의 인

등 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다.

김문태 등(2006)은 회사채 신용등 과 이익조정의 계를 밝히는 실증분석을 수

행하 다.신용평가기 이 경 자의 이익조정을 기회주의 동기로 인식한다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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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호의 으로 평가하지 않는 결과,신용등 이 양호한 기업의 이익조정 정도가 상

으로 낮을 것으로 기 된다.이를 검증하기 하여,당해 년(t기)의 신용등 에

직 년(t-1기)의 이익조정 정도를 응하 다.이익조정 정도는 수정 Jones모형

(Dechow etal.,1995)과 YoonandMiller모형(2002)으로 추정한 재량 발생액을

용하 다.연구 상 표본으로,1995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융업을 제외한 12월

말 결산 상장기업 에서,신용등 을 부여받은 998개 기업별-연도별 횡단자료를

활용하 다.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상 분석에서 신용등 과 재량

발생액은 유의한 음(-)의 상 계를 보 으며,단변량 차이분석에서 신용등 이

양호한 집단일수록 이익조정 정도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둘째,선형회귀분석

과 로짓분석에서 신용등 에 하여 이익조정변수는 유의한 음(-)의 설명력을 나타

내었다.연구결과를 통하여,신용등 이 양호(불량)한 기업일수록 업실 이 우수

(불량)하고 이익조정 정도가 낮은(높은)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최국 ·신안나(2006)는 이익 리와 신용평가에 하여 다소 다른 결과를

제시한다.1998년부터 2003년까지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은행 융 련기업

을 제외한 회사채 신용등 변화를 악할 수 있는 579개의 거래소 상장기업들을

상으로 해당 기업들의 이익조정 행 를 분석하여 기업에 한 신용등 평가가

경 자의 이익조정 행 에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분석하 다.연구결과는 신용

등 평가가 재량 발생액으로 측정된 경 자의 이익조정 행 와 유의 인 련

성을 갖고 있음을 보고한다.특히,재량 발생액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는

주요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신용등 이 상향 유지된 기업의 재량 발생액이

신용등 이 하향된 기업의 재량 발생액보다 유의 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신

용등 상향(하향)기업의 재량 발생액이 등 무변화기업의 재량 발생액보다

유의 으로 큰(작은)것으로 나타난다.이러한 결과는 신용등 의 상향평가 등

유지를 하여 경 자는 신용등 평가의 주요 요인인 회계이익을 상향조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김병호(2009)는 신용평가기 이 피평가기 에 하여 부과하는 등 을

역신용등 (broadcreditrating),즉 AAA에서 D까지 10개의 등 으로 구분하여 이

익조정과의 련성을 검증하 다.신용등 에 +혹은 -가 첨부된( 역신용등 의

경계에 가까운)기업들은 이익을 상향(하향)조정할 경우 더 높은 혜택(손실)을 받

게 되기 때문에,그 지 않은 기업들에 비하여 보고 이익을 조정할 유인이 더 높을

것으로 상된다.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리기업을 제외한 제조기업을 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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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KIS,KR,그리고 NICE에서 발표한 회사채 신용등 자료를 사용하 다.표본

기간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간으로 하 으며,분석에 사용된 기업/연도는 총

1,807개 다.실증 분석결과 역신용등 변경구간의 회사채신용평가 등 을 부

여받은 기업들은 그 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이익을 상향조정하려는 경향이 나타

났다.그러나 신용등 구간에 따른 보수주의 회계이익의 인식 정도에 하여서는

혼재된 결과가 나타났다.

한편,기업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은 기업소유 지배형태에서 비롯된 리문제와

정보불균형 에서도 찾을 필요가 있다. 리문제와 정보불균형 문제는 경 자

자신의 사 이익추구와 무능(incompetent)과 련되어 있다. 리문제와 정보불균

형 문제가 지속되면 경 자는 소수주주나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으며,단기

이익만을 추구하여 장기 으로 기업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다. 리문제와 정보불균

형 문제는 채무불이행 험에 한 부정 인 신호로 인식되어 신용등 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칠 수 있는 바, 리문제와 정보불균형 문제가 완화된다면,보다

양호한 신용평가가 부여될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BhojrajandSengupta,

2003).이에 Ashbaughetal.(2006)은 기업의 재무 상황을 강화 혹은 악화시키는

기업 소유 지배구조가 신용평가에 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 다.국내의 김문

태․김 환(2007)은 외국인투자자 보유지분의 정도와 사외이사의 특성(이사회 독립

성,감사 원회 독립성,사외이사의 활동성)등이 신용평가에 정 으로 반 되는

지에 분석하 다.2000년부터 2005년까지 841개 표본을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단변량분석 결과,신용등 과 외국인지분율,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율,

감사 원회에 선임된 사외이사 비율,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비율 등이 모두 1%

수 에서 매우 높은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차이분석 결과에서도

신용등 이 양호한 집단에서 이들 지배구조 변수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1% 유의

수 에서 신용등 이 불량한 집단과 차이가 있었다.둘째,선형회귀분석과 로짓분

석 결과,외국인지분율,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율,감사 원회에 선임된 사외이사 비

율,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비율 등 주된 독립변수들은 신용등 에 1～5% 유의수

에서 설명력과 확률유의성이 있었다.셋째,신용등 뿐만 아니라 신용평 에

한 추가분석에서도 와 유사한 결론을 도출하 다.요컨 ,외국인투자자의 극

감시기능과 사외이사 선임에 따른 이사회와 감사 원회의 독립성,사외이사의

활동성이 리문제를 통제할 신호로 작용하여 신용등 에 정 으로 반 된다는

것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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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회귀모형에 의한 연구

1)Horrigan(1966)의 연구

Horrigan은 1959～1964회계기간 신용등 이 Moody's사에 의해 평가된 201

개 기업과 S&P사에 의해 평가된 151개 기업을 상으로 재무비율을 독립변수로

선정하고 다 회귀모형을 구축하여 회사채 신용등 평가에 해 분석하 다.종속

변수로 신용등 을 9 (Aaa)부터 1 (C)까지 부호화하고,총자산,자기자본/총부채,

순 업이익/매출액,운 자본/매출액,매출액/자기자본 등의 5가지 재무비율을 설명

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구축하 다.연구결과 측률에 있어서 Moody's사는 58%,

S&P사는 약 52%로 나타났다.그리고 신용평가 등 이 변경된 경우는 Moody's사

가 54%,S&P사가 57%를 정확하게 측하 다.연구결과에서 측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본 연구는 재무비율을 활용한 최 의 신용등 평가 연구이다.

2)Pouge․Soldofsky(1969)의 연구

이들은 Moody's사에 의해 평가된 Aaa,Aa,A,Baa의 상 4개 채권등 을 Aaa

Baa두 등 으로 측하는 회귀모형을 구축하 다.설명변수로는 1961～1966기간

재무제표로부터 고정부채/총자본,순이익/총자산(ROI),ROI의 변동계수,총자산

(기업규모),이자보상비율의 5개 비율이 채택되었다.이 에서 이자보상비율은 설

명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최종 인 측 모형에서는 제외되었다.추정표본에

한 측 정확도는 제조업표본의 경우 65%(A등 과 Baa등 )로부터 100%(Aaa등

과 Baa등 )까지 나타났다.Aaa등 채권과 Baa등 채권을 별하는 회귀모형을

10개의 표본에 용한 결과 측 정확도는 80%로 나타났다.

3)나 ․진동민(2003)의 연구

나 ․진동민(2003)은 신용평가모형 개발에 있어서 비재무정보의 유용성을 검정

하기 하여 투자/투기 등 을 종속변수로 하고 재무,비재무 그리고 시장변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하 다.표본기업은 연구기간인 1997년부터 1999년까지 한국기업평

가㈜,한국신용평가㈜,한국신용정보㈜로부터 신용등 이 공시된 473개의 상장기업

으로 구성되어있다.신용등 이 투자등 인지 는 투기등 인지가 피평가회사나

자본시장의 참여자들에게 매우 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연구방법으

로는 325개의 투자등 기업과 148개의 투기등 기업을 종속변수로 사용하고,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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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측에 향을 미치는 재무․비재무변수,시장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logit

분석을 실시하 다. 한 기간별,산업별 풀링(pooling)의 문제를 통제하기 하여

각 연도별 모형을 개발하 으며,통제변수로 산업별 더미변수를 사용하여 실증분석

을 통한 새로운 신용등 측모형을 제시하 다.연구결과,재무변수 에서는 기

업의 규모와 배당률이 신용등 을 측하는데 요한 변수로 나타났으며,본 연구

에서 측정․개발한 비재무정보인 계열 계와 산업성향 한 신용등 을 측하는

데 매우 요한 변수로 나타났다.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기업 규모,배당 정책,

계열 계,산업성향 등이 신용평가에 매우 주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한 비재무정보인 모기업의 평 이나 지 보증정도 등을 나타내는

계열 계와 피평가기업이 속한 산업의 미래수익력,자산의 가치,사업의 다각화에

따른 자 조달 능력 등을 나타내는 산업성향이 신용등 을 측하는데 매우 요

한 비재무정보임을 시사하고 있다.

1.2 별모형에 의한 연구

Horrigan(1966)와 Pouge․Soldofsky(1969)는 추정된 모형에서 재무변수를 활용

하여 신용등 을 측한 장기의 업 은 인정되나,통계 측면에서 서열척도인

종속변수를 회귀분석으로 추정함으로써 최소자승법(OLS)의 기본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한 한계 을 나타내었다.이러한 OLS모형의 한계 때문에 다변량 별분석을

이용한 회사채 등 평가 측 모형이 개발되었다.

1)PinchesandMingo(1973)의 연구

PinchesandMingo(1973)는 요인분석에 의하여 추출한 장기부채의존도,총자산

순이익율 등 5개의 재무변수와 담보권의 우선순 등 비재무요인이 신용등 을

측하는 데 유용한 변수임과 69.7%의 측력을 제시하 다.그러나 이 방법은 각각

의 종속변수 값을 별개의 범주(category)로만 보기 때문에 회사채 신용등 에 일

된 등간격 순서가 존재한다는 종속변수의 요한 정보(구조)를 무시하고 있다는 한

계 이 있다.

2)Altman․Katz(1976)의 연구

이들은 2차 별모형을 이용하여 력업에 속하는 채권발행기업으로 Moody's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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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사가 1969～1971기간 에 신규로 평가한 257개의 표본을 분류하 다.최

로 고려하 던 30개의 재무지표 가운데 최종 으로는 14개가 별모형에 포함되

었다.그 에서도 이자보상비율,이자보상비율의 변동성, 업이익의 변동성,순이

익/총자산,주가자산비율,이익잉여 /총자산,수선유지비․감가상각비/ 업수익,

력 매량의 증가율 등이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추정표본에 한 측정확도는

90%,표본에 한 측정확도는 77%에 달하 다.

3)Belkaoui(1980)의 연구

Belkaoui는 1981년에 S&P사가 발표한 B등 이상의 등 을 받은 266개 제조기

업의 회사채를 추정표본으로 사용하고 115개사의 회사채를 표본으로 사용하여 회

사채평가모형을 개발하 다.설명변수로는 총자산,총부채,장기부채/총자본,단기부

채/총자본,유동자산/유동부채,고정자산/(자본+고정부채),5년간의 흐름/(5년간

의 자본 지출+5년간의 재고자산의 변동+5년간의 배당의 합),주가/주당자기자본,

담보권의 우선순 등 9개의 재무비율을 별분석에 사용하 다.연구결과 독립변

수들이 회사채의 질을 결정한다고 분석하 다.추정표본에 한 별모형의 회사채

평가 정확도는 72.9%이었으며,확인표본에 한 정확도는 67.8%이었다. 한 실제

등 에서 1등 범 내에서 측할 때는 추정표본에서 96.2%,유효표본에서

91.3%로 훨씬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다.

1.3Probit모형에 의한 연구

1)Kalpan․Urwitz(1979)의 연구

KalpanandUrwitz(1979)는 기존연구에서의 회귀분석기법이나 별분석을 이용

한 연구방법상의 문제를 지 하면서,N-Probit모형에 의한 신용등 측을 시도

하 다.이 모형은 연구자에게 측되는 종속변수는 서열척도(ordinalversion)라고

가정하면서도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이 일련의 선형 계를 갖는 것으로 가정하

다.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estimation)에 의해 추정되는 N-Probit모형을

통하여, 흐름,장기부채,순이익,시장베타 등의 변수가 신용등 을 측하며,

분류정확도는 72%를 나타냈다.

2)Dietrich․Kaplan(1982)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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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Probit모형을 사용하여 회계정보를 이용한 출등 평가모형을 개발하

다.이들은 모형도출을 해 1976년 4월 30일 재 COMPUSTAT테이 에 재무자

료가 보 되어 있는 192개 출기업을 조사 상기업으로 선정하 다.이 외국기

업, 융,부동산,규제운송기업을 제외하고 최종 140개 기업을 표본기업으로 선정

하 다.독립변수로는 부채비율,고정비용보상비율,매출추세변수를 사용하 다.매

출 추세변수는 매출액 감소기업에 해서는 매출감소의 계속년수를 매출액 감소기

업이 아닌 기업에 해서는 매출액추세를 변수로 하여 평가모형을 개발하 다.

1.4인공신경망모형에 의한 연구

1)Surken․Singleton(1990)의 연구

이들은 다층퍼셉트론을 이용한 인공신경망모형을 신용평가에 용시켜 별분석

과 비교분석하 다.연구결과 인공신경망모형이 별분석보다 신용평가 측에 뛰어

남을 보여 주었다. 한 다층퍼셉트론과 단층퍼셉트론에 한 비교를 통해 다층퍼

셉트론 인공신경망이 단층퍼셉트론 인공신경망보다 신용평가에 있어서 성능이 뛰

어남을 보여주었다.

2)한인구․권 식․이건창(1995)의 연구

이들은 지능형 기업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하기 하여 통계 기법 표 인

MDA방법과 인공지능기법 인공신경망모형에 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최 의

신용평가모형을 도출하 다.신용평가자료는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우리나라 신용

평가기 3사에서 평가한 3,291개 기업자료를 사용하 다. 한 독립변수는 128개

의 재무비율변수 에서 단계 기법에 의하여 신용평가에 한 별력이 높은 24

개의 변수를 선정․사용하 다.연구결과 63.6%의 측율을 보이는 인공신경망모형

을 개발했으며,그리고 이들이 개발한 인공신경망모형이 C언어로 로그램되어 한

국신용정보(주)의 NICE-TIPS의 한 메뉴로서 제공되고 있다.

3)Back․Laitinen․Sere(1996)의 연구

이들은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1986년부터 1989년까지 도산한 37개 기업과 37개

의 건 기업을 상으로 인공신경망의 입력변수 선택이 인공신경망의 측력에 어

떠한 향을 미치는 지를 연구하 다.연구방법으로는 선형 별분석과 로짓분석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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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인공신경망분석을 상호비교하 다.이들은 데이터를 추정용표본과 시험용표본

으로 나 어 선형 별분석이나 로짓분석보다 인공신경망모형이 더 좋은 측력을

보인다고 가정하 으나,표본수의 제약으로 인하여 명확한 결론을 보여주지는 못하

다.

4)이건창․한인구․김명종(1996)의 연구

이들은 보다 효과 인 기업 신용평가를 하여 인공지능방법인 인공신경망과 통

계 방법인 MDA분석을 결합하여 우리나라 3 신용평가기 에서 수집한 1,043개

기업의 신용평가자료를 이용한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 다.연구결과 향 인공

신경망 모형과 MDA모형을 휴리스틱하게 결합한 결합모형이 기존의 신용평가모형

보다 높은 측률을 나타냈다.

2.신용평가 등 의 결정요인5)

신용평가에 한 연구는 크게 신용평가등 의 결정요인과 신용등 을 용한 도

산 측이 주종을 이루다가 최근 신용등 을 측하는 인공신경망연구와 신용등

변경의 정보효과에 한 연구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신용등 과 련된 다수의

연구는 여타 재무 논문이 회귀분석을 활용하는 것과는 달리 별분석 는 로짓분

석을 방법론으로 채택하고 있다.

3.신용등 의 변경과 자본시장의 반응에 한 연구

신용등 은 신용평가기 에서 해당 기업의 재무 ,비재무 상태를 종합 으로

분석하여 특정 채권이나 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채무이행가능 정도 즉,정해진 채무

를 상환하는데 필요한 미래 흐름과 이를 불확실하게 할 것으로 측되는 험

을 망하여 등 으로 나타낸 것이다.따라서 신용등 과 주식가격은 둘 다 기

흐름과 측되는 험을 요한 요인으로 분석하게 되므로 기본 으로 평가하는

매개물이 동일하다는 련성을 가지게 되므로 신용등 정보는 주식가격과 한

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오희장,1999).따라서 신용등 변경 정보가 주식시장

에서 정보제공능력을 가진다면,신용등 이 상향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기업의 미래

흐름이 정 이라는 의미가 되므로 정(+)의 주가반응을 가질 것이며,신용등

5) 염화(2009) 사학  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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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향변경되면 미래 흐름이 부정 이라는 의미가 되므로 부(-)의 주가반응

을 보일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아울러 신용등 의 변경은 외부에서 자 을 조달

할 때 자본비용에 향을 미친다.만약 신용등 이 하향변경되면 자본비용이 증가

하며 이는 할인율의 상승을 래하고 그 결과 주식의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반

로 신용등 의 상향변경은 할인율을 하락시켜 주식가치는 상승하게 된다.따라서

신용등 의 변경은 투자자에게 미래 흐름에 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할인

율의 변화를 래하므로 주식가격에 직‧간 으로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에 근거한 연구 황들은 다음과 같다.미국의 경우 Holthausenand

Leftwich(1986)은 채권 신용등 변경에 한 주식의 과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등 하향의 경우 부의 유의 인 과수익이,그러나 등 상향의 경우 유의 인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Handetal.(1992)는 신용경계(CreditWatch)공시에 한

채권 주식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 기 된 신용등 변경에 해서는 과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기 하지 못한(unexpected)등 변경은 등 하향의 경우 주

식,채권 모두 유의 인 과 수익이 발생하 고 등 상향조정의 경우 그다지 유

의한 결과를 얻지 못 했다.HiteandWarga(1997)에 의하면 신용 평가기 들에 의

한 채권 신용등 변화가 산업채권(IndustrialBond)가격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등 하향의 경우 공시효과가 유의 이었고 특히 투자등 에서 투기등 으로

변경 되었을 경우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등 상향조정은 크기와

유의성 면에서 매우 약했다.

국내의 연구로 최 석․허성 (1994)은 문신용평가기 이 기업어음의 신용등

평가를 변경한 경우 유의한 비정상주가수익율이 존재하는지를 검증하 다.1990년

부터 1992년 6월까지 기업어음신용등 이 변경된 113개 회사를 상으로 시장모형

에 의해서 비정상주가수익율을 계산 검증한 결과,기업어음 신용등 변경은 유의한

비정상주가수익율 반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은 결과는 기업어음 신용

등 평가가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따라서

신용등 평가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해서는 등 에 따른 차등이자율의 용과

등 평가정보의 극 인 공시 등 평가기 의 평가기법의 심화가 요청된다고

주장하 다.오희장(1999)은 국내 선행연구보다 신용등 에 한 투자자들의 인식

이 증 된 시기에 보다 풍부한 자료를 이용하여 선행연구와 동일한 분석기 (시장

수익률)에 의해 검증하 을 경우 기업어음 신용등 의 변경방향에 계없이 유의

인 정보효과가 나타났으며,신용등 이 변경되지 않은 표본의 비정상수익률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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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석하 을 때는 신용등 이 상향변경된 경우에만 유의 인 정보효과를 가진

다는 검증결과를 얻었다.주상룡(2001)은 IMF 후를 심으로 회사채 신용등 변

경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1995년 1월부터 1999년12월까지 신용

평가 회사들로부터 무보증회사채 신용평가를 받은 사건들 평가등 이 변경된

356건을 동일등 변경,타등 변경,투기등 변경으로 구분하여 각 사건에 해

서 사건연구(EventStudy),집단 간(동일등 변경,타등 변경,투기등 변경)

차이분석,회귀분석을 통해 과수익률의 유의성을 검증하 다.검증결과 신용등

상향은 비유의 으로 나타났고,하향인 경우 IMF이 은 투기등 으로 변경된 집단

만이 사건일 1일 과 1일후에 5% 유의수 에서 유의하 고 IMF이후는 타 등 변

경집단은 사건일 근처에서,투기 등 변경집단은 사건일 10일 부터 5% 유의수

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투기 등 변경과 타등 변경간 과수익률 차이도 5%

유의수 에서 유의성이 발견되었다. 과수익률에 향을 주리라 여겨지는 신용평

가 등 변경 정도,기업규모 모두 과수익률에 유의 으로 향을 주지 않았다.

신용등 하향 변경시 표본기간을 안정기,불안정기로 구분한 결과 IMF직후 6개

월간 주가가 격히 상승 하락하는 불안정한 시기에는 시장 상승기,하락기에 계

없이 시장이 유의 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그후 시장이 본격 인 안정 회복기

에 들어선 시기에는 타등 으로 신용등 변경의 일부 사건일 이외에는 다른 집단

에서는 비유의 으로 나타나 안정 인 IMF이 과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한

편,정건 ․김경수(2003)은 회계정보와 회사채수익률과의 련성을 실증분석 함으

로써 기업의 채무이행불능 험(defaultrisk)을 평가하는 회사채시장에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존재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 다.이들은 기업의 채무이행불능 험을 나

타내는 회사채수익률과 직 련성을 갖는 기업의 유동성과 안정성 수익성을

나타내는 회계정보(회계변수)를 사용하여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IMF경제 기

후로 구분하여 실증분석 하 다.실증분석결과,IMF 이 에는 회사채수익률이

기업의 안정성(부채비율과 이자보상비율)과 수익성(자기자본이익률)을 나타내는 회

계정보(회계변수)와 련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IMF이후에는 이러한 회계

정보가 회사채수익률과의 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IMF이 에는 회사

채수익률과 련성이 없었던 유동성 련 회계정보(순 흐름)가 IMF이후에는 유

통수익률과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회사채가 단기가 아닌 장기로 조

달된 부채이기 때문에 IMF 과 같은 정상 인 경제환경 하에서는 회사채에 한

기업의 채무이행불능 험(회사채수익률)이 기업의 단기지 능력(유동성)보다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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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 능력(안정성과 수익성)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며 IMF직후와 같은 비정상

인 경제환경 하에서는 회사채에 한 기업의 채무이행불능 험이 기업의 장기지

능력보다는 단기지 능력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한 단기지 능

력인 유동성 련 회계변수 가운데 순 흐름만이 련성을 나타낸 것은 IMF직

후에 자 ( )조달의 어려움과 고이자율로 기업의 회사채와 련한 채무이행불능

험이 흐름의 원할 여부에 크게 달려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요컨 ,경

제환경에 따라 기업의 유동성,안정성,수익성 등을 나타내는 회계정보가 회사채수

익률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상이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업

의 채무이행불능 험을 평가하는 회사채시장에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존재하고 있

음을 나타낸다.

4.코스닥 기업의 이익 리와 신용평가에 한 연구

이익 리 연구는 부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을 상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소형 기업이나 장외( 두)등록기업의 이익 리 연구는 상 으로 미흡하 다.

그러나 최근 들어 코스닥기업의 짧은 역사와 련된 구조 문제를 인식하여,코스

닥 기업과 이익조정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었다.

윤순석(2001)은 거래소기업과 코스닥기업간의 이익 리에 차이가 있는가를 실증

으로 검토하 다.1994년부터 1997년까지 거래소기업 2,441개 기업-년 자료와 코

스닥기업 808개 기업-년 자료를 이용하여,재량 발생액과 총발생액의 기업집단간

차이분석과 회귀분석을 실행하 다.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거래소기업과 코스닥기

업은 모두 발생액을 활용하여 보고이익을 리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

나 코스닥기업의 이익 리 상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체 으로 업

흐름이 조한 경우 코스닥기업이 거래소기업에 비하여 발생액의 증가를 이용하여

보고이익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더 강하고, 업 흐름이 양호한 경우에는 코스닥

기업이 거래소기업에 비하여 발생액을 감소시켜서 보고 이익을 조 하는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기업의 신규등록이 2000년 이후에 증한 에 주목하여,코스닥 신규등록

기업에 한 이익 리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이정연 등(2005)은 코스닥 신규등록

기업의 이익조정행 를 분석하 다.코스닥 신규등록기업의 이익조정 동기는 두 가

지로 구분할 수 있다.첫째,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높임으로써 기업의 부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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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자 하는 이익조정 동기를 가진다.둘째,코스닥 등록요건은 부분 회계수치

에 의해 향을 받기 때문에 경 자는 코스닥 등록요건을 충족시키기 하여 이익

조정을 행할 가능성이 있다.분석 결과,코스닥 신규등록기업의 경우 등록 직 연

도와 등록연도의 재량 발생액이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고 있으나,등록 이후

연도에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한,자기자본이익률(ROE)이 10%～15%

인 기업의 재량 발생액은 등록 직 연도와 등록연도에 걸쳐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지만,ROE가 20% 이상인 기업의 재량 발생액은 등록연도에만 유의한 양(+)

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이러한 결과는 이익조정의 동기에 따라 이익조정 시 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한편,기업특성별로 재량 발

생액에 차이가 있는지를 회귀분석한 결과,벤처기업 여부를 의미하는 VENT 변수

만이 등록 직 연도에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이러한 결과는 벤처기

업일수록 이익조정을 통하여 발행가액을 높게 책정하려는 동기가 강한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김문태(2006)은 신용평가기 이 코스닥기업의 이익 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분

석하 다.종속변수로서 신용평 을 이용할 수 있는 코스닥기업 2,325개를 표본으

로 추출하 으며,주 설명변수로서 이익 리 용변수는 수정Jones(1995)모형으로

재량 발생액을 추정하 다.재량 발생액은 그 값과 자체수치 둘 다 활용하

여,이익 리 여부와 이익 리 방향을 동시에 분석하 다.분석결과,상 분석,회

귀분석에서 신용평 에 한 재량 발생액의 값과 자체수치는 모두 일 되게

유의한 음(-)으로 측되었다. 한 단변량 차이분석에서 신용평 이 우수한 집단

에서 재량 발생액의 값과 자체수치는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즉 이익 리로

인하여 신용평 이 호의 으로 유도되지 못한다는 을 주장하 다.

윤순석·김효진(2007)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산하에 있는 두 개의 주식시장을 공

개요건차원에서 세 집단(코스닥 벤처기업,코스닥 일반기업,거래소기업)으로 구분

하여 이익조정 행태의 차이 을 보고하 다.이들은 세 가지 상이한 기업공개요건

의 부과가 신규공개기업의 이익 리 유인에 상이한 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이

에 한 실증 분석을 하 다.이를 하여 코스닥출범 첫해인 1996년부터 시작하

여 2000년도까지 신규로 공개되어 2001년 말 재 상장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을

상으로 공개 후 3개년간의 이익 리 형태를 실증분석 하 다.이익 리 상의

분석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 다.첫째,기업공개를 후한 기간의 세 집

단의 집단 간 발생액 평균차이 분석과 각 집단별 기업공개 후 기간 간 발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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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차이 분석을 실시하 다.둘째,그래 근법을 사용하여 각 집단별로 공개연

도와 공개 후연도의 이익 리 상을 비교하 다.실증분석 결과,세 집단 모두 공

개연도에 이익상향조정 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특히 코스닥벤처기업이 코스닥일

반기업 거래소기업에 비하여 공개연도와 공개 연도에 훨씬 극 으로 이익

을 상향 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한편,공개연도와 공개 연도의 심각한 이

익상향조정으로 인하여 공개다음연도에는 코스닥 벤처기업의 발생액 반 상이

거래소기업에 비하여 하게 두드러진다는 것을 확인하 다.신규공개기업의 공

개 후 3년간의 이익 리 상의 기간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코스닥 벤처기업은

기간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코스닥 일반기업과 거래소기업은 제한

인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서 등(2010)은 코스닥 시장에서의 신규상장 기업이 상장기간을 ․후하여

발생액 실물활동에 기 한 상향 이익조정을 활용하고 있는지,그리고 검증 상

기간에 나타난 상향 이익조정 상이 경 자의 사 이익 추구행 와 련되어 있는

지를 분석하 다.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코스닥 시장의 신규상장

기업들은 상장 년도와 상장당해년도에 발생액과 실물활동 조정을 통하여 범

하게 이익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거래소시장에서의 신규상장

기업의 이익조정행태를 분석한 국내의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결과와는 상이하다.이

러한 결과는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거래소시장에 비하여 월

등히 강한 이익조정의 동기를 지니거나 코스닥시장에서의 주간사회사 혹은 지정

감사인에 의한 감시와 견제기능이 상 으로 소홀할 가능성을 시사한다.둘째,이

러한 신규상장기업의 사 상향 이익조정은 상장후의 주주 지분율감소 실

질 인 주주 보유주식수의 감소와 유의한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코스닥

기업의 소유경 자가 기업공개를 사 인 자본이득을 실 하기 한 방편으로 이용

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셋째,기업공개시의 보고이익 상향조정은 상장후의

경 성과 하락과 련된 것으로 찰되어 공개를 앞두고 수행된 상향 이익조정이

추후 외부투자가들의 경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이들은 특히

실물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이 자원배분의 왜곡을 래하여 미래의 경 성과를 악화

시킬 수 있다고 지 하 다.

김정애(2010)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코스닥에 등록된 기업을 상으로 최 주

주 변경과 경 자의 이익조정 간의 련성을 분석하 다.이익조정의 용치인 재

량 발생액은 수정 Jones(1995)모형과 ROA통제모형을 통해 산업별-연도별 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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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분석으로 측정하 다.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최 주주의 변경과 재량

발생액 간에 련성이 있으며 최 주주가 변경되는 해에 재량 발생액이 감소하

다.이는 변경된 최 주주가 경 자의 의사결정에 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효

율 인 통제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경 자의 이익조정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함축한

다.둘째,기업의 최 주주가 변경된 경우이면서 경 자가 교체된 경우에는 최 주

주가 변경되면서 경 자가 교체되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재량 발생액이 더 감소

하지는 않았다.셋째,최 주주가 변경되면서,최 주주 지분율이 높을수록 재량

발생액이 증가하 으며,최 주주가 변경되면서 최 주주 지분율변동이 클수록 재

량 발생액이 감소하 다.넷째,최 주주가 변경된 직후연도에 재량 발생액이

감소하 다.요컨 ,최 주주 변경이라는 기업의 지배구조변화는 경 자의 이익조

정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을 제시하 다.

5.보고이익 수치의 비정상성에 한 연구6)

자리 숫자의 정상 기 분포에 하여 이상성(anomolies)을 제기한 최 의 연구

는 Newcomb(1881)에서 비롯되어,Benford(1938)에 의해 체계화되었다.그는 다양

한 분야의 자료-강 유역 면 ,야구 통계수치,원소의 무게,잡지 기사에 나타난

숫자 등-에서 20,229개의 측치를 무작 로(randomly)수집하여,특정 숫자가 특

정 자리(단 )에서 강조된다는 수 법칙(logarithmiclaw)을 제시하 다.7)

Benford’slaw는 회계부정(accountingfraud)이나 데이터의 조(fabrication)를 탐

색하는 기법으로도 활용되었다.Carslaw(1988)는 1981년부터 1985년까지 4년간 뉴

질랜드의 220개 이익보고(손실기업 제외)기업을 상으로,이익 수치가 비정상

으로 보고되는지 분석하 다.연구결과,기 빈도와 달리 둘째자리에는 0에 가까운

숫자의 발생빈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9에 가까운 숫자의 빈도는 낮게 나타났다.

그는 이러한 결과가 경 자의 목표달성지향성(goalachievingbehavior)에서 비롯된

다고 하 다.Thomas(1989)는 Carslaw (1988)의 연구를 확장하여,미국기업을

상으로 손실기업과 분기이익 주당순이익(EPS;earningspershare)을 포함하여

6)김문태· 복(2007)의 연구에서 발췌,정리하 다.

7)Benford’slaw는 여 히 유효한 것으로 여겨진다.그의 연구결과는 특히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반에 걸쳐 제시된 ‘첫째자리 숫자’에서 매우 타당한 것으로 증명되어,숫자의 비정성성이 내

포하는 오류를 탐색하는데 크게 공헌하 다(Drake and Nigrini,2000).재무분야에서도

Ley(1996)은 Dow Jones산업평균지수와 S&PIndex등 주식시장의 수치들이 Benford’slaw

에 매우 근 하는 것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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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분석을 시행하 다.연구결과,손실을 보고한 기업은 0의 빈도가 낮고 9의

빈도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분기이익 자료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 다.

한 주당순이익은 이익수치 자체보다 더 빈번한 상(roundup)을 행한 것으로 나

타났다.

DasandZhang(2003)는 Carslaw(1988)와 Thomas(1989)의 연구를 더욱 확장하

다.이들은 운 자본발생액이 높은 기업의 경 자가 재무분석가의 측,이익보고

(positiveprofits),최근 이익(recentperformance)에 부합하기 하여 보고된 EPS

를 roundup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한편,Nigrini(1996)은 납세자에 의하여 보고된 소득수치와 탈세와의 계를 분석

하 다.탈세를 목 으로 소득수치를 조작한다면,특정 자리숫자의 기 빈도가 정

상 인 Benford’slaw를 이탈할 것으로 간주하 다.분석결과,첫째자리에 낮은 수

가 측되는 빈도가 Benford’slaw의 기 빈도를 과하 으며,소득수치가 하향으

로 조작되었음이 밝 졌다.

국내의 연구로,정규언(1991)은 상장기업을 상으로 보고이익 올림조정행 를 분

석하 다.실증분석 결과,우리나라 상장기업에서 첫 번째 자리수를 크게 보이기

하여 두 번째 이익수치의 올림조정행 를 측하 으며,셈 단 에 있어서도 억

단 를 크게 보이기 하여 천만 단 에서 올림조정 상이 일어나는 것을 제시하

다. 복(1995)은 상장기업뿐만 아니라 등록기업까지 표본을 확 하여 당기순

이익을 상으로 그 비정상성이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그는 상장기업이나 등록기

업 모두에서 순이익의 과시효과를 부각하기 하여,둘째 자리를 첫째 자리로 상

한 결과 둘째 자리에 0의 찰빈도가 많고 9의 측빈도가 은 것을 보여 정규언

(1991)의 결과를 지지하 다.한편,윤재원(2000)은 분포 빈도분석을 통하여 결

손을 회피하기 하여 경 자가 당기순이익을 조정하는 것을 보임으로써

BurgstahlerandDichev(1997)의 결과가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하다는 것을 실증하

다.

이에 한 국내의 최근 연구로 김문태· 복(2007)을 들 수 있다.이들은 경 자

가 업성과의 표치인 순이익의 첫째자리 숫자를 높게 보고함으로써,자신의 실

을 호의 으로 평가받고자 하기 때문에,둘째자리 이익수치를 첫째자리로 상

(round-up)할 유인을 갖는다고 제하 다.이들은 이익을 보고한 집단의 둘째자

리에 낮은 숫자(0,1,2)의 빈도가 비정상 으로 많고,높은 숫자(7,8,9)의 빈도가

비정상 으로 은지를 살펴보았다.반면에 손실을 보고한 집단은 이러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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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 를 실행하지 않는 결과 둘째자리에 높은 숫자의 빈도가 더 많게 나타나도

록 하는지를 분석하 다. 한 이러한 결과가 이익의 상향조정과 어떤 련성을 가

지는가를 검증하기 하여 재량 발생액을 이용한 분석도 수행하 다.둘째자리 숫

자의 비정상 빈도는 실제 측빈도에서 기 빈도의 차이로 검증하 으며,이때

기 빈도는 Benford’slaw와 균일분포로 측하 다. 한 재량 발생액은 수정

Jones모형으로 추정하 으며 1995년부터 2003년까지의 2,951개 연도-기업 표본을

상으로 분석하 다.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이익보고 기업은 둘째자

리 이익수치에 낮은 숫자(0,1,2)의 측빈도가 기 치보다 유의하게 높은 반면,

높은 숫자(7,8,9)는 기 치보다 낮게 나타났다.손실보고 기업은 이익보고 기업과

정반 로 둘째자리 이익수치에 낮은 숫자가 기 보다 덜 발생되었으며,높은 숫자

는 기 보다 더 많이 측되었다.이와 같은 둘째자리 숫자의 비정상성은 높은 이

익을 보고하기 한 경 자의 의도 인 조정의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둘째,이익

을 보고한 기업의 낮은 둘째자리 숫자(0,1,2)는 재량 발생액에 유의한 양(+)의

설명력을 보 다.낮은 둘째자리 숫자와 이익의 상향조정 간의 유의한 양(+)의 상

계는 이익의 상향보고를 해 둘째자리 이익수치를 첫째자리로 상했을 가능

성을 극 으로 주장하 다.

제4장 실증분석

제1 연구의 설계

1.가설의 설정

신용평가기 에서 활용한 평가지표들은 회계시스템을 통하여 보고된 수치와 불

가분의 연 성을 갖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특히,기업이 최종 업성과로 보고

하는 이익은 가장 요한 평가기 으로 활용된다.이런 맥락에서,신용평가기 이

이익의 질 속성을 면 히 탐지하여 신용평 을 부여하는지 분석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라고 볼 수 있다.신용평가기 은 일반투자자나 여타 재부분석가에

비하여 정보수집력과 분석력이 우수하고,객 입장에서 기업평가를 담당하는 것

으로 여겨지므로(Ederington and Yawitz, 1986; Ederington and Goh,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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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gupta,1998;KhuranaandRaman,2003),이익지속성이 낮은 기업에 호의 인

신용평가를 부여하지는 않을 것이다.

최근 신용평가사들이 업수익성 개선 혹은 수익성 다원화 등을 이유로 등 상

향을 공시하 으나,이러한 등 상향조정이 지나치게 ‘ ’하다는 지 과 비 이

강하게 제기된 바8),신용평가기 이 투자자와 시장보호의 여과기능을 충실히 수행

하기 해서 신용평가 상기업의 외 ·상 인 요인보다는 본질 ·내 · 인

요인을 과학 이고 정교하게 분석하는지 분석하는 것은 매우 요한 이슈라고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본 연구는 신용평가기 이 시장규제나 공시제도가 상 으로 취

약한 ‘코스닥기업’을 상으로 기업성과의 요약인 이익특성을 탐지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수행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당기순이익은 신용평 의 산정에 가장 한 향을 행사하는 재무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업실 의 요약정보를 함축하는 순이익이 양호하다면 신용

평 은 높게 부여될 것이며,반 로 순이익이 조하거나 손실이 보고되면 신용평

을 낮게 부여될 것이다.따라서 순이익은 신용평가에 양(+)의 회귀계수를 가질

것이다. 업활동으로 인한 흐름과 총발생액 한 당기순이익의 구성요소로써

반 인 성과지표를 나타내므로,신용평가에 양(+)의 부호로 측된다.이를 검증

하기 하여 다음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1.코스닥 기업의 업성과와 신용평가는 양(+)의 설명 계를 갖는다.

가설1-1.코스닥 기업의 순이익과 신용평가는 양(+)의 설명 계를 갖는다.

가설1-2.코스닥 기업의 흐름과 신용평가는 양(+)의 설명 계를 갖는다.

가설1-3.코스닥 기업의 발생항목과 신용평가는 양(+)의 설명 계를 갖는다.

그러나 이익에서 ‘이익 리’부분만을 따로 추출하여 신용평가와의 설명 계를

분석하는 것은 기업성과와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이익은 통합된 수치로

8)한국자산평가에 따르면 2010년 장기 신용등 이 상승한 사례는 총 77건이며,신용등 의 상향

정도를 나타내는 Up/DownRatio는 2009년 0.77배에서 2010년 2.26배로 증가했다.등 하향

은 크게 고 상향은 증했기 때문이다.A등 에서 AA등 으로 신용등 이 상향된 기업은

총 10개 다.KIS채권평가에 따르면2000년 5.4%에 불과했던 AA등 비 은 2010년 24.8%로

폭 증가했다.무려 5배에 달하는 수치다.특히 로벌 융 기 직후인 2009년과 2010년에

가장 큰 폭(약 8%P)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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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성과를 포 하지만,이익 리는 그 이익 에서 조정가능한 발생항목만을 다루

기 때문이다.신용평가기 이 이러한 이익조정을 탐지하고,이익의 질(earnings

quality)에 한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의 재 미래의 유입에 한

망을 명확히 평가할 때,그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다.신용평가기 이 보고이익을

그 로 수용하여 기업평가를 행한다면,조정된 이익이 여과되지 않은 채 신용등

에 내재되어 투자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달할 우려가 크다. 한 신용평가기 이

신뢰할 수 없거나 왜곡된 등 을 부여한다면,양질(higher-quality)의 정보를 요구

하는 시장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따라서 신용평가기 은 표면 인 재무비율뿐

만 아니라 기 이익의 성장성,이익의 질,이익지속성 등 보고이익의 질 속성을

면 히 분석하여 신용평가에 임할 것이다(KhuranaandRaman,2003;김문태 등,

2006).요컨 ,신용평가기 은 이익을 통하여 기업 성과에 한 요약 정보를 얻는

동시에,이익 리를 포착하여 이익의 질을 분석하고 신용평가 수를 부여할 것으

로 보인다.본 연구는 신용평가기 의 평가체계에서 이러한 이익 리 상이 포착

되어,이익 리가 신용평가에 호의 으로 반 되지 않을 것으로 상된다.이를 검

증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2.코스닥 기업의 이익 리와 신용평가는 음(-)의 설명 계를 갖는다.

한편,보고이익의 둘째자리 수가 낮은지 혹은 높은지에 따라 보고이익에 내포된

성과특성,특히 이익조정 정도는 다를 수 있다.즉 둘째자리 숫자가 첫째자리수를

상한 결과로 인하여 낮은 수로 보고되었다면,이는 이익의 상향조정과 한

련을 가질 수 있다.신용평가기 이 이러한 사항을 포착하여 신용평가를 수행하는

지 검증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3.코스닥 기업의 낮은 둘째자리 이익숫자와 신용평가는 음(+)의 설명 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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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설 검증모형의 설계

본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계한다.

                      ……식(1)

         혹은×        ……식(2)

<변수의 정의>

1)SCORE:한국신용평가정보(주)에서 발행한 신용평

2)CHRC:이익특성 변계수(),

j=1:NI=당기순이익/기 총자산,

j=2:이익구성요소= 흐름(CFO)+발생항목(TA),

j=3:재량 발생액 (DA,discretionaryaccruals),

SD:순이익의 둘째 자리 숫자가 0,1,2이면 1,그 지 않으면 0,

3)CONT:통제변수,

DEBT:총부채/총자산, SIZE:총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OPN:부 정 감사의견이면 1,그 지 않으면 0,

OWN:주주1인지분율,BIG: 형 회계감사 법인의 감사를 받으면 1,그 지 않으면 0

종속변수 SCORE는 한국신용평가정보(주)의 KIS-VALUE에서 제공하는 신용평

이며,사 기업 상황에 하여 사후 으로 부여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EderingtonandYawitz,1986;Shi,2003;김문태 등,2006),직 연도(t-1)의 사업

보고서에 한 인증 차가 완료된 t시 에서 평가받은 신용평 으로 정의하 다.

식(1)의 검증모형에서 주 설명변수는 이익특성(CHAR)을 나타내는 이익(NI)과

이익구성요소인 흐름(CFO)과 발생항목(TA)이다.이들 변수는 수익성이 높을

수록 기업의 채무이행불능 험이 감소하여 회사채에 한 험 한 감소시키므

로 신용평가에 매우 유의한 양(+)의 부호가 상된다.그러나 재량 발생액은 경

자의 기회주의 인 이익이 반 되고,이를 신용평가기 이 포착한다면 신용평가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상한다9). 한 식(2)에서 SD는 둘째자리 순이익

9)재량 발생액은 다음과 같이 연도별-산업별 횡단자료를 상으로 수정 Jones모형(Dechow et

al.1995)으로 추정하 다.이는 횡단면 분석의 많은 측치의 확보로 생존편의(survivorship

bias)의 험이 기 때문에 여러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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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seconddigitearningnumbers)가 0,1,2등 낮은 숫자이면 1의 더미변수를,

나머지 숫자는 0의 더미변수를 부여하 다.이익수치의 둘째자리 숫자는 업성과

의 표치인 첫째자리 숫자를 높여 보고하려는 의도로 상될 가능성이 크다.만일

둘째자리 숫자가 낮은 자리 숫자로 기록되었다면,이 수치가 ‘상조정’되고 난 이

후 숫자로 이익조정의 다른 신호로 간주되어 신용평가에 음(-)의 향을 미칠

것으로 기 한다.나아가 DA×SD는 오로지 낮은 둘째 자리 이익 수치의 재량 발

생액만이 신용평 에 반 되므로,음(-)의 설명력을 가질 것이다.

이익특성이 신용평 에 미치는 향을 엄 하게 고려하려면,신용평 에 결정

으로 향을 미치는 부채수 ,기업규모 등 주요변수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Horrigan,1966;PinchesandMingo,1973;KaplanandUrwitz,1979).부채비율은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 값이다.10)이는 기업이 조달한 총자본 에서 타인자본

에 의존하는 정도와 채무에 한 원 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의 측정치이

다.부채비율이 높다는 것은 채무불이행 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신용평

에 음(-)의 부호가 상된다.총자산을 기 으로 측정한 기업규모(SIZE)는 계속기

업의 잠재 역량을 나타내며, 규모기업의 경우 상호지 보증효과를 통하여

더 안정 인 등 을 얻을 수 있으므로,신용평 에 양(+)의 설명력을 가지는 통제

변수라 할 수 있다(김문태 등,2006). 주주지분율로 측정한 OWN에 하여,

<변수의 정의>

TA(totalaccrual):총발생액=당기순이익(NI)- 흐름(CFO),

DA(discretionaryaccrual):재량 발생액,

ΔREV(changeofrevenue):매출액의 변동=당기매출액- 기매출액,

ΔAR(changeofaccountingreceivable):매출채권의 변동=당기매출채권- 기매출채권,

PPE(plant,propertyandequipment):감가상각이 가능한 설비자산,

ROA(returnonasset):당기순이익/총자산,

At-1: 년도 총자산,,는 추정회귀계수

*모든 변수에 임의의 기업을 나타내는 아래첨자는 기술편의상 생략함.

식에서 호 부분은 이익조정이 상 으로 통제되는 비재량 항목이라 할 수 있으며,

총발생액(TA)에서 비재량 발생액을 차감한 재량 발생액이 추정된다.첫째 항은 상수항이

며,둘째 항은 체 수익의 증가( 는 감소)에서 경 자가 의도 으로 조정할 수 있는 매출채

권 증가분의 차감을 나타낸다.이 게 함으로써 매출 부분만 남게 되어 비재량발생항목이

추출된다. 셋째 항에서 설비자산은 감가상각이 반 되는 부분으로서 경 자의 재량 개입

이 상 으로 덜 용이하다고 여겨진다.비재량항목은 이익조정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

을 통제하고 나면 재량 발생항목만 추출되어 이익 리 상을 포착할 수 있다.

10)총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 어 부채비율울 측정하면,자본이 잠식된 기업의 경우 부채비율이

음(-)의 값을 가지는 문제 이 있다(윤순석,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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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자부품,컴퓨터, 상,음향  통신장비 200 203 208 207 208 203 1229

기타 기계  장비 92 92 95 94 93 91 557

출 업 85 85 83 85 87 84 509

도매  상품 개업 47 48 50 50 46 43 284

의료용물질 의약품 44 43 43 43 43 44 260

기장비 41 40 41 40 41 39 242

속가공제품 32 32 32 32 32 31 191

1차 속 31 32 32 32 32 31 190

의료,정 ,학기기 시계 32 32 32 30 32 32 190

자동차 트 일러 31 31 30 31 30 30 183

화학물질 화학제품 28 27 28 28 28 29 168

고무제품 라스틱제품 22 22 22 22 22 21 131

정보서비스업 18 18 17 17 18 18 106

식료품 17 17 17 17 17 17 102

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배 업 17 17 17 15 16 16 98

컴퓨터 로그래 ,시스템 통합  리업 13 13 12 14 13 13 78

사업지원 서비스업 12 12 11 11 12 12 70

종합 건설업 11 11 11 11 11 11 66

펄 ,종이 종이제품 11 11 11 11 11 11 66

소매업 11 11 10 10 11 11 64

교육 서비스업 11 11 11 10 11 9 63

기타 102 102 102 103 103 103 615

Ashbaughetal.(2006)은 내부 주주가 자신의 개인 인 이익을 하여 기업자원

을 탈취(expropriate)할 의결권을 가질 때 신용평 에 음(-)의 설명 계를 가진다고

보고하 다.본 연구에서도 OWN은 신용등 에 음(-)의 설명 계를 상한다.감사

한 감사인의 규모가 크고 감사의견이 정하다면,t+1시 에 신용평가기 이 이를

양호한 감사품질로 인식할 것이다(김문태,2006).따라서 OPN,BIG은 SCORE에

양(+)의 설명력을 나타낼 것으로 상된다.

제2 표본선정

<표 1>표본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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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계 908 910 915 913 917 899 5,462

패 B:신용평 별 표본 분포

우량 양호 보통 열 불량 체

구 간 80  이상 70～80미만 55～70미만 45～55미만 45미만

개체 수 564 1,296 2,288 734 580 5,462

비 율 10.3% 23.7% 42.0% 13.4% 10.6% 100%

본 연구의 종속변수 신용평 (SCORE)은 2005년～2009년이며,이익특성을 비롯

한 설명변수는 2004년～2009년이다.이 표본의 구체 인 재무자료는 상장회사의 재

무자료를 이용하 으며 다음의 차를 용하여 선정하 다.

① 회계자료의 입수가 가능한 기업

② 결산월이 12월인 기업

③ 제조업

④ 리종목,워크아웃,자본잠식,신규상장 기업들은 제외

⑤ 자료부족 락분은 제외

신용평 변수 련 자료는 한국신용평가정보(주)의 자공시시스템

KIS-VALUE에서 추출하 다. 한 회계원칙과 계정과목,재무제표의 보고형태 일

성을 도모하기 하여 융업을 제외하 다.이들 선정 기업들의 연도별 횡단자

료(cross-sectionaldata) 당기순이익과 흐름,발생액 등이 이상치로 간주된

표본은 해석에 편의(biased)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제외하 다. 한 총부채를 총자

산으로 나 부채비율이 1을 과한 기업은 자본잠식 재무 불안정성이 우려

되고 제거하 다11).이러한 기 을 충족하는 표본 5,462개를 연구에 활용하 다.이

를 연도별-산업별로 정리하면 <표 1>의 패 A와 같다.

패 B에서 신용평 을 기 으로 5단계의 등 으로 분류하면,‘보통’이 가장 많

11) 만  총 채를 기 본 로 나누어 정하  본  식  기업  경우 (-)  값  가지기 문에 

총 채에 비해 순 산  상 적 로  기업  채비  크게 확 는 문제점  다( 순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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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호’‘불량’의 빈도순을 보이고 있어서 체 으로 정규분포에 충족하고 있다.

‘우량’과 양호‘를 합한 상 빈도(비율)는 1,860(34.1%)으로 ’열 ‘와 ’불량‘을 합한 하

빈도(비율)1,314(24.1%)보다 다소 높았다.

제3 실증분석 결과

1.기술통계량

<표 2>기술통계량 (n=5,462)

　 평균 표 편차 최소값 1/4(25%) 수 3/4(75%) 최대값

SCORE 63.246 64.500 13.951 0.000 55.000 64.500 73.000

NI 0.005 0.042 0.213 -3.711 -0.015 0.042 0.097

CFO 0.049 0.049 0.140 -1.428 -0.018 0.049 0.126

TA -0.035 -0.028 0.181 -0.994 -0.109 -0.028 0.048

DA 0.019 0.029 0.213 -0.916 -0.061 0.029 0.107

DEBT 0.410 0.408 0.206 0.001 0.244 0.408 0.562

SIZE 17.476 17.507 0.982 12.843 16.887 17.507 18.065

OWN 27.216 27.110 20.857 0.000 9.220 27.110 41.883

OPN 0.030 0.000 0.171 0.000 0.000 0.000 0.000

BIG 0.423 0.000 0.494 0.000 0.000 0.000 1.000

<표 2>는 연구에 활용된 5,462개 표본의 주요변수 기술통계량을 보이고 있다.

SCORE의 평균( 수)은 63.246(55.000)으로 ‘보통’등 에 해당하 으나,최소값과

최 값의 범 가 크고 표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즉 기업특성별 종합성 에

의하여 결정된 평 의 분포가 크다고 볼 수 있다.NI는 신용평 의 결정과 이익조

정의 산정에 지 한 향을 가져오는 변수라고 할 수 있는데,그 평균은 0.005로

총자산 비 이익이 낮게 나타났다.통제변수에서 주목할 은,부채비율의 평균(

수)이 0.410(0.244)로 윤순석(2001, p. 72)의 0.698(0.729), 오염화(2009)의

0.483(0.474)에 비하여 낮게 측된다는 이다.이는 윤순석(2001)의 연구기간(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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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1997년)과 오염화의 거래소 상과 본 연구의 표본이이 다르기 때문이며,자본

시장 완 개방 이후 부채비율에 한 요건이 강화된 결과로 풀이된다.OWN는 높

은 수 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1 주주에 의한 소유집 이 여 히 지속되는 것

을 시사한다.OPIN의 평균을 통하여,연구기간동안 부분의 기업들이 정한 감

사의견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BIG의 평균은 0.423으로 형 회계법인 감사인에

의하여 회계감사가 이루어진 기업이 여타 거래소 기업을 상으로 한 연구보다 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상 분석 평균차이분석

<표 3>상 분석(n=5,462)

　 SCORE NI CFO TA DA DEBT SIZE OWN OPN

NI
0.470 1.000 　 　 　 　 　 　 　

0.000 　 　 　 　 　 　 　 　

CFO
0.456 0.549 1.000 　 　 　 　 　 　

0.000 0.000 　 　 　 　 　 　 　

TA
0.152 0.552 -0.260 1.000 　 　 　 　 　

0.000 0.000 0.000 　 　 　 　 　 　

DA
-0.112 0.224 -0.240 0.561 1.000 　 　 　 　

0.000 0.000 0.000 0.000 　 　 　 　 　

DEBT
-0.263 -0.225 -0.151 -0.132 -0.021 1.000 　 　 　

0.000 0.000 0.000 0.000 0.117 　 　 　 　

SIZE
0.158 0.083 0.031 0.028 0.021 0.046 1.000 　 　

0.000 0.000 0.021 0.038 0.125 0.001 　 　 　

OWN
0.103 0.046 -0.010 0.043 0.030 -0.125 0.344 1.000 　

0.000 0.001 0.448 0.001 0.024 0.000 0.000 　 　

OPN
-0.058 -0.031 -0.053 0.048 0.038 0.114 -0.343 -0.191 1.000

0.000 0.022 0.000 0.000 0.005 0.000 0.000 0.000 　

BIG
0.110 0.091 0.102 0.023 0.031 -0.062 0.193 0.043 -0.131

0.000 0.000 0.000 0.092 0.022 0.000 0.000 0.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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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평균차이 분석

GOOD(n=1,860) BAD(1,314)
t통계량 p값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NI 0.087 0.119 -0.152 0.315 26.307 0.000

CFO 0.113 0.121 -0.043 0.153 30.692 0.000

TA -0.023 0.156 -0.089 0.232 8.996 0.000

DA -0.003 0.219 0.015 0.267 -1.988 0.047

DEBT 0.344 0.184 0.483 0.224 -18.524 0.000

SIZE 17.602 0.922 17.315 0.963 8.437 0.000

OWN 28.990 22.298 24.627 18.059 6.077 0.000

OPN 0.023 0.150 0.039 0.193 -2.464 0.014

BIG 0.484 0.500 0.349 0.477 7.674 0.000

SD 0.340 0.474 0.312 0.463 1.678 0.093

<표 3>은 주요변수에 한 Pearson상 계수를 나타낸다.우선,SCORE와 NI의

상 계수는 0.470으로 1% 유의수 에서 매우 높은 설명 계를 가지고 있다.이는

t-1기의 시계열 이익이 양호할수록 신용평 이 양호하게 부여된다는 것으로 풀이

되며,가설을 지지하고 있다.마찬가지로 SCORE와 CFO,TA 한 매우 유의한 양

(+)의 상 성을 보 다.즉 이익을 구성하는 성과가 수익률이 높을 때 양호한 신용

평가가 부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러나 주목할 은,신용평 에 한 흐

름의 상 정도가 발생항목보다 더 높다는 것이다.이는 이익의 질(earnings

quality)측면에서 흐름이 발생항목 보다 우 에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나아가

재량 발생액과 신용평 의 상 계는 음(-)으로 나타나 이익조정이 신용평가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SCORE는 기타 통제 변수와도 상한 부호 로 유의한 상 계를 보 다.즉,

신용평가기 은 직 기 부채비율이 낮고 기업규모가 클수록, 주주지분율이 높을

수록 높은 수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한 감사인 규모가 크고 동시에 정의

견을 받은 기업에 하여 신용평가기 이 이를 신뢰하는 정도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는 신용평 70 이상(양호와 우량표본)과 55 미만(열 와 불량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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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각각 GOOD과 BAD로 집단 분류(표본 수는 <표 1>패 B참조)하여 평균차

이 분석을 실행한 결과이다. 체 으로 가설에서 개한 논리와 일 된 방향으로

평균차이가 나타났다.GOOD의 NI평균은 0.087로 <표 2>의 기술통계량에서 제시

한 체 평균보다 훨씬 높은 반면,BAD의 NI평균은 오히려 음(-)의 값으로 나타

났다. 흐름(CFO)과 발생항목(TA)의 결과도 유사하다.즉 신용평 이 양호한

집단에서 신용평 이 부여되기 직 년 이익특성이 훨씬 양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상 분석과 일 되게 가설을 지지하 다.그러나 GOOD와 BAD의 재량

발생액의 평균은 각각 -0.003과 0.015로 GOOD보다 BAD에서 5% 유의수 에서 더

높은 값을 보 다.이는 신용평 이 양호하지 않는 집단의 이익조정 정도가 더 높

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기타 통제변수는 상 분석의 결과에서처럼 나타났다.특히 부채비율(DEBT)의 집

단 통계량이 가장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이러한 결과는 가설설정 논리를

더욱 명확하게 뒷받침해주었다.즉 이익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이익의 질이 좋고,

부채비율이 낮으며,기업규모가 크고,감사특성이 양호할 때 신용평 이 양호하게

부여된다는 것을 확인하 다.그러나 상 분석과 차이분석은 단변량 분석결과만

을 제시하므로,변수들의 상 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이에 회귀분석을

통하여 각 성과변수의 상 설명력을 검증하는 것이 본 연구의 이다.

3.선형회귀분석

3.1이익특성이 신용평 에 미치는 향

<표 5>는 신용평 에 향을 미칠 통제변수를 고려하여 이익특성이 신용평 에

반 되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이때 종속변수인 신용평 은 평가기 에서 제공한

수로써 각 해당 표본의 연속변수이다.각 검증모형의 Ad-R
2
에 한 F값은 1%

유의수 에서 모형의 해석 타당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 공선성으로 인한 심각한

오류도 없다12).

12) 반적 로 p개  산팽창계수(VIF)  가  큰 값  5~10   다 공 (multicolline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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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이익특성과 신용평 의 회귀분석

　 모형1 모형2 모형3

　
회귀

계수

t

통계량
p값

회귀

계수

t

통계량
p값

회귀

계수

t

통계량
p값

(상수) 　 11.277 0.000 　 10.167 0.000 　 8.731 0.000

ROA 0.417 34.747 0.000 　 　 　 　 　 　

CFO 　 　 　 0.493 41.894 0.000 0.414 34.174 0.000

TA 　 　 　 0.252 21.476 0.000 　 　 　

DA 　 　 　 　 　 　 -0.025 -2.063 0.039

DEBT
-0.17

3
-14.177 0.000 -0.159 -13.670 0.000 -0.207 -17.344 0.000

SIZE 0.125 9.363 0.000 0.137 10.795 0.000 0.154 11.649 0.000

OWN 0.023 1.824 0.068 0.035 2.932 0.003 0.038 3.051 0.002

OPN 0.027 2.130 0.033 0.030 2.514 0.012 0.052 4.198 0.000

BIG 0.040 3.329 0.001 0.020 1.747 0.081 0.031 2.615 0.009

수정R2(F) 0.265 (329.453) 0.000 0.330 (385.026) 0.000 0.274 (295.093) 0.000

먼 ,모형1에서 주 설명변수 NI의 회귀계수는 0.417,t통계량은 34.747로 1% 수

에서 유의한 양(+)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이는 코스닥 기업 역시 기(t-1)의

이익이 좋을수록 당기(t기)의 신용평가가 양호하게 부여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으로,가설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모형2는 Sloan(1996)의 구분처럼 순이익을 흐름과 발생액으로 구분하여 신용

평가에 미치는 상 향력을 검증한 결과이다.Sloan(1996)은 발생항목에는 비

경상 이고 일시 인 항목이 많기 때문에 순이익이 속 이고 반복 이지 못하다

고 가정하고,발생액의 시계열지속성이 흐름에 비하여 상 으로 크지 않는

결과를 제시하 다.본 연구의 분석 결과, 흐름(CFO)의 회귀계수는 0.493,발생

항목(TA)의 회귀계수는 0.252로 둘 다 신용평 에 매우 유의한 양(+)의 향을 미

치지만, 흐름이 신용평가에 반 되는 정도가 더 강한 것을 알 수 있다.이런

결과는 일시 이고 비반복 인 특별손익이나 원가배분,이연항목 등이 활용되면 이

에 심각한 문제가 다고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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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형1 모형2

　
회귀

계수

t

통계량
p값

회귀

계수

t

통계량
p값

(상수) 　 8.849 0.000 　 8.633 0.000

CFO 0.421 35.884 0.000 0.410 34.572 0.000

SD -0.031 -2.715 0.007

D1*SD 　 　 　 -0.066 -5.657 0.000

DEBT -0.205 -17.202 0.000 -0.208 -17.458 0.000

SIZE 0.153 11.619 0.000 0.155 11.820 0.000

OWN 0.036 2.887 0.004 0.037 2.947 0.003

OPN 0.051 4.093 0.000 0.053 4.296 0.000

익지속성이 낮아지는 것을 반증하며,신용평가기 이 이익지속성이 낮은 발생항목

보다는 이익지속성이 높은 흐름에 하여 더 호의 으로 반응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모형3은 신용평가에 반 되는 재량 발생액의 설명 계에 한 검증결과이다.

DA의 회귀계수는 -0.025,t통계량은 -2.063으로 5% 수 에서 유의한 음(-)의 설

명 계를 보 다.즉 신용평가기 은 이익과 이익 리를 서로 다른 속성으로 인식

한다고 볼 수 있다.이익은 통합된 수치로 업성과를 포 하지만,이익 리는 그

이익 에서 조정가능한 발생항목만을 다루기 때문이다.코스닥기업은 체 으로

기업의 역사가 짧고 소기업이 많기 때문에,이익의 안정성이나 신뢰성보다는 수

익성이나 성장성에 더 큰 비 을 두는 경향이 있으며(윤순석,2001),따라서 이익의

상향조정 유인이 강하게 제기된다.특히,신규 등록 기업의 경우 공모주의 발행가

격을 높게 책정 받기 하여 는 자기자본이익율(ROE)이 10% 이상 요건에 충족

하기 하여 이익을 상향조정 할 수도 있다(이정연 외,2005).<표 5>는 코스닥기

업의 이러한 이익조정에 하여 신용평가기 의 평 이 비호의 으로 부여되는 것

을 증명하고,가설2를 지지하고 있다.요컨 ,신용평가기 은 이익을 통하여 기업

성과에 한 요약 정보를 얻는 동시에,이익 리를 포착하여 이익의 질을 분석하고

신용평가 수를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표 6>둘째 자리 이익수치와 신용평 의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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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0.030 2.508 0.012 0.033 2.791 0.005

수정R2(F) 0.274 (295.706) 0.000 0.277 (300.553) 0.000

<표 6>은 가설3의 “가설3.코스닥 기업의 낮은 둘째자리 이익숫자와 신용평가는

음(+)의 설명 계를 갖는다”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반 으로 수정R
2
에

한 F값이 유의하여 모형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 분산확 지수(VIF:

varianceinflationfactor)를 통하여 검토한 다 공선성(multicollinearity)문제는

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 모형1의 SD가 신용평 에 미치는 계수는 -0.031,t통계량은 2.715으로 1%

에서 유의한 음(-)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이는 보고이익의 둘째자리 숫자가 낮

은 둘째자리 0,1,2등은 재무제표에 이익을 기록하기 이 숫자가 7,8,9등 높

은 숫자일 때 한 단 수 로 상되고 난 이후의 숫자라는 추론으로,이익의 상향

조정을 반 하며,이 경우 신용평 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 DA×SD의 회귀계수는 -0.066t통계량은 -5.657로,보고이익의 둘째자리 숫

자가 낮은 둘째자리 0,1,2등 낮은 경우의 재량 발생액이 신용평 에 매우 부정

으로 반 되는 것을 알 수 있다.요컨 ,둘째자리 숫자를 상한 결과가 재량

발생액을 통하여 이익의 상향조정 의도로 간주한다고 보고 신용평가가 부정 으로

부여된다고 볼 수 있으며,가설3이 지지되었다.

체 으로 통제변수 DEBT,SIZE,OWN,OPN,BIG 등은 상된 방향으로 신

용평 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다.즉 부채비율은 신용평가에 부정 으로 반응

하며,기업규모가 클수록, 주주에 의한 소유집 력이 강할수록,감사품질이 좋을

수록 신용평 이 양호하게 부여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4.추가분석:로짓분석

추가 으로 본 연구는 로지스틱 회귀분석(로짓분석)을 설계하기 하여 종속변수

를 범주형 더미변수로 분류하 다.구체 으로 신용평 이 70 이상인 양호와 우

량표본에 속하면 1,그 미만등 이면 0의 값을 부여하 다.13)이는 선형회귀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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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계수

wald

통계량
p값

추정

계수

wald

통계량
p값

추정

계수

wald

통계량
p값

(상수) -5.184 67.314 0.000 -5.970 84.578 0.000 -5.578 76.513 0.000

NI 6.594 387.412 0.000 　 　 　 　 　 　

CFO 　 　 　 8.508 531.991 0.000 6.350 438.617 0.000

TA 　 　 　 3.149 143.905 0.000 　 　 　

DA 　 　 　 　 　 　 0.052 0.097 0.756

DEBT -2.101 149.187 0.000 -2.133 150.294 0.000 -2.460 215.751 0.000

SIZE 0.282 57.870 0.000 0.314 68.617 0.000 0.303 65.736 0.000

OWN 0.002 1.243 0.265 0.003 3.229 0.072 0.002 2.147 0.143

OPN 0.326 2.282 0.131 0.493 4.828 0.028 0.736 11.526 0.001

BIG 0.163 6.418 0.011 0.099 2.306 0.129 0.133 4.200 0.040

χ2(유의수 ) 1000.956 0.000 1157.981 0.000 991.118 0.000

보완하여 보다 강건한(robust)결론을 유도할 것이다.

로짓모형은 다음과 같다.

                     ……식(3)

        혹은×       ……식(4)

<변수의 정의>

1)Y:한국신용평가정보(주)에서 발행한 신용평 이 70이상이면 1,그 지 않으면 0,

2)CHRC:이익특성 변계수(),

j=1:NI=당기순이익/기 총자산,

j=2:이익구성요소= 흐름(CFO)+발생항목(TA),

j=3:재량 발생액 (DA,discretionaryaccruals),

SD:순이익의 둘째 자리 숫자가 0,1,2이면 1,그 지 않으면 0,

3)CONT:통제변수,

DEBT:총부채/총자산, SIZE:총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OPN:부 정 감사의견이면 1,그 지 않으면 0,

OWN:주주1인지분율,BIG: 형 회계감사 법인의 감사를 받으면 1,그 지 않으면 0

<표 7>이익특성과 신용평 의 로짓분석

13) Pougue and Soldofsky(1969)  연 에 도 신 등급 형  종 변수를 투 등급(0), 투기등급(1)

로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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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계수

wald

통계량
p값

추정

계수

wald

통계량
p값

(상수) -5.552 75.671 0.000 -5.578 76.483 0.000

CFO 6.339 476.145 0.000 6.310 459.189 0.000

SD -0.114 2.946 0.086 　 　 　

D1*SD 　 　 　 -0.073 0.071 0.791

DEBT -2.458 215.975 0.000 -2.464 216.796 0.000

SIZE 0.304 66.026 0.000 0.303 65.765 0.000

OWN 0.002 1.901 0.168 0.002 2.134 0.144

OPN 0.735 11.517 0.001 0.740 11.635 0.001

BIG 0.133 4.219 0.040 0.134 4.331 0.037

χ2(유의수 ) 993.977 0.000 991.092 0.000

<표 8>둘째 자리 이익수치와 신용평 의 로짓분석

<표 7>과 <표 8>은 로짓분석 결과를 보이고 있다.두 분석에서 Chi-square와

분류정확도는 비교 타당하게 나타나서,결과를 해석하기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

로짓분석에서 종속변수 SCORE는 더미변수로써 양호(70 )이상으로 분류된 집단

에서만 1의 값을 갖고,그 지 않는 집단에서는 0의 값을 취하도록 설계하 기 때

문에,이익특성의 부호와 계수를 통하여 신용평 이 양호(70 )이상 집단에 포함

될 확률유의성을 악할 수 있다.<표 7>에서 NI계수는 6.594로 추정되어 wald

통계량이 1% 수 에서 매우 유의함을 알 수 있다. 한 흐름(CFO)과 발생항

목(TA) 한 1% 수 에서 매우 유의함을 알 수 있다.이는 업성과와 이익지속

성이 높을수록 신용평 이 양호한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유추하게하며,

선형회귀분석과 마찬가지로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그러나 주 설명변수 DA의 계수

는 유의하지 않았다.이는 신용등 이 양호한(불량한)집단에서 이익조정을 회피할

가능성을 말해주며,선형회귀분석과 마찬가지로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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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요약 결론

본 연구는 이익특성에 따라 신용평가가 다르게 부여되는지 살펴보는데 을

두었다.

이익은 경 성과의 핵심이므로,신용평 과 한 연 을 가질 것이다.나아가

신용평가기 은 흐름과 발생항목 으로 구분된 이익구성요소의 이익지속성이

다르다고 여긴다면,차별 인 신용평가를 부여할 것이다.이익의 지속성이란 당기

의 순이익이 미래기간에도 계속 으로 유지되는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익지속

성이 강(약)하다는 것은 미래 흐름의 유입에 한 양호(불량)한 신호를 제시한

다.신용평가가 성과,부채,규모 등 통 인 기업분석 요인과 더불어 이익의 질

속성을 면 히 검토한다면 이익지속성은 신용평가에 충분히 반 될 것으로 상된

다.Sloan(1996)은 순이익을 흐름과 발생항목으로 구분하여 이익지속성 계수를

찰한 바,발생항목에는 원가배분(allocation)이나 자산평가(valuation)등에서 자의

인 추정과 비경상 이고 일시 인 항목이 포함되어 이익의 시계열지속성이

흐름에 비하여 상 으로 크지 않음을 제시하 다.따라서 본 연구는 이익의 구성

요소에 따라 이익지속성이 체계 으로 다르다는 선행결과를 바탕으로,코스닥 기업

의 흐름과 발생항목에 한 신용평가가 다른지를 분석하 다.

한 본 연구는 이익에서 ‘이익 리’부분만을 따로 추출하여 신용평가와의 설명

계를 분석하 다.이익은 통합된 수치로 업성과를 포 하지만,이익 리는 그

이익 에서 조정가능한 발생항목만을 다루기 때문에,신용평가기 이 이러한 이익

조정을 탐지하고,이익의 질(earningsquality)에 한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여 기

업의 재 미래의 유입에 한 망을 명확히 평가하는지 분석하는 것은

요하다.신용평가기 이 보고이익을 그 로 수용하여 기업평가를 행한다면,조정

된 이익이 여과되지 않은 채 신용등 에 내재되어 투자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달

할 우려가 크다. 한 신용평가기 이 신뢰할 수 없거나 왜곡된 등 을 부여한다

면,양질(higher-quality)의 정보를 요구하는 시장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따라서

신용평가기 은 표면 인 재무비율뿐만 아니라 기 이익의 성장성,이익의 질,이

익지속성 등 보고이익의 질 속성을 면 히 분석하여 신용평가에 임할 것이다

(Khuranaand Raman,2003;김문태 등,2006).특히 코스닥기업의 신규등록이

2000년 이후에 증한 에 주목하여,코스닥 신규등록기업에 한 이익 리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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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평가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코스닥 기업은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높임으

로써 기업의 부를 증 시키고자 하는 이익조정 동기를 가질 것이다. 한 코스닥

등록요건은 부분 회계수치에 의해 향을 받기 때문에 경 자는 코스닥 등록요

건을 충족시키기 하여 이익조정을 행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보고이익의 둘째자리 수가 낮은지 혹은 높은지에 따라 보고이익에 내포된

성과특성,특히 이익조정 정도는 다를 수 있다.즉 둘째자리 숫자가 첫째자리수를

상한 결과로 인하여 낮은 수로 보고되었다면,이는 이익의 상향조정과 한

련을 가질 수 있다.신용평가기 이 이러한 사항을 포착하여 신용평가를 수행하는

지 분석하 다.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연구 상 기간으로 정하여 상장제조기업 표본

5,462개를 분석하 다.종속변수로써 신용평가에 한 용변수는 입수가 용이하고

표본 락의 편의가 은 신용평 으로 하 으며,주 설명변수인 이익특성은 순이

익, 흐름,발생항목,재량 발생액을 활용하 다.신용평가에 크게 향을 미칠

수 있는 부채비율,기업규모, 주주지분율,감사품질 특성변수 등을 동시에 고려한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상 분석 결과,신용평 과 순이익, 흐름,발생항목은 1% 수 에서 매

우 높은 양(+)의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흐름과 발생항목의 상

정도는 흐름이 신용평 에 미치는 효과가 상 으로 더 높았다.이는 신용평

가기 이 이익의 질을 기본 으로 분석한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재량 발생액과

는 유의한 음(-)의 상 계를 보 다.이는 신용평가기 이 코스닥 기업의 이이

리에 하여 부정 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둘째,평균차이분석 결과,신용평 이 양호한 집단에서 이익특성이 높았으나,재

량 발생액은 더 낮았다.

셋째,선형회귀분석과 로짓분석 결과,이익특성과과 신용평 은 1～5% 유의수

에서 설명력과 확률유의성이 있었다.이러한 결과는 이익특성이 업성과에 한

질 속성을 담보하여 신용평가기 에 정 으로 반 된다는 것을 말해 다.이와

같은 결과들은 신용평가기 이 이익구성 요소 발생항목에서 기인된 이익을 선

호하지 않는 반면, 흐름에 내포된 이익의 질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넷째,신용평가기 은 보고이익의 둘째 자리가 0,1,2등으로 낮을 때 이익상향

을 한 상(round-up)으로 악하고,이에 한 부정 인 반응을 보 다.

요컨 ,신용평가기 은 이익을 통하여 기업 성과에 한 요약 정보를 얻는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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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익 리를 포착하여 이익의 질을 분석하고 신용평가 수를 부여할 것으로 보

인다.

신용평가기 에서 활용한 평가지표들은 회계시스템을 통하여 보고된 수치와 불

가분의 연 성을 갖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특히,기업이 최종 업성과로 보고

하는 이익은 가장 요한 평가기 으로 활용된다.그러나 문 재무분석가로서 신

용평가기 이 통합이익(aggregatedearnings)을 충분히 분석하지 못하고 단지 보고

이익을 여과없이 받아들인다면,신뢰성있는 정보제공의 기능을 상실하고 시장의 외

면을 받게 될 것이다.이런 면에서 본 연구는 이익특성과 신용평가를 연계한 연구

의 시발 으로 의의가 있다고 본다.신용평가와 련된 부분의 선행연구는 기업

가치,주가 측,도산 측,평가모형 개발 등과 련하여 주로 논의되었을 뿐,국내

외 으로 이익특성과 신용평가를 연계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신용평 을 통하여 보고이익의 질에 한 단

서를 탐지하는 데 공헌할 것으로 기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본 연구는 특정 기 의 신용평 자료만으로 결과를 일반화

하는 오류를 배제할 수 없다.향후 연구에서는 주요 문 신용평가기 의 신용등

을 입수하여 본 연구와 동일한 주제를 반복하여 일 된 결과를 도출하여 보다 일

반화된 결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이익 리의 심화연구나 보수주의 등 여타

이익의 질과 련된 연구나 자본시장에서의 반응 등으로 확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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