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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산업의 역사와
신용평가 관련 연구에 관한 고찰
20)진

동 민*

요 약
신용평가제도는 기업과 투자자의 정보 불균형(information asymmetry)의 문제를 해소함으
로써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용평가산업의 역사
를 고찰하고, 신용등급 정보에 대한 유용성을 검정한 연구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선행연구를 고찰함으로써 신용등급 정보 유용성과 개선 요인을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첫째, 세계적인 신용평가산업이 발달하게된 계기는 미국의 철도산업의 발달로 인
한 철도회사의 자금조달(회사채 발생)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자본시장이 발달되면서
기업은 낮은 자본비용으로 자금조달을 원하고, 투자자는 안전한 투자처를 원하는 상황에서 신
용평가산업은 기업과 투자자간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둘
째, 우리나라 채권시장도 역사상 초기의 채권시장과 같이 신용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크지 않
았다. 하지만, 신용에 의한 무담보 사채 발행이 확대되고 복수평가를 의무화하면서 신용평가제
도에 대한 수요가 커져 1980년대 국내 신용평가 3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나아가 국제적
인 신용평가 기법을 도입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3대 신용평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넘어 국제적
인 신용평가기관에 편입되거나 지분율을 확대하고 있다. 셋째, 신용평가산업은 투자자들의 의
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전하였다. 따라서 자본시장 참여자들은 신용평가
기관에서 발표하는 신용등급 정보를 재무정보 및 비재무정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신용평가기
관의 새로운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한다는 것을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넷째,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회계적 이슈
(issue)를 연구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다양한 요인이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용평가의 역할은 채권발행자와 투자자 사이에 공정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서 투
자자에게는 위험을 줄여주고, 발행자에게는 안정적인 자본조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시
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공헌점은 신용평가산업의 태동, 발전 그
리고 확장된 신용평가영역 등 신용평가산업의 역사적 고찰과, 자본시장에서 신용등급 정보에
대한 유용성을 검정하는 한편,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선행연구를 고찰
함으로써 신용등급 정보 유용성과 개선 요인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신용평가산업의 역사, 신용평가,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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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초기에는 담보 위주의 채권이 주를 이루면서 기업들이 담보를
확보하고 담보를 평가하는 등의 자본비용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기업은 보다 낮은 자
본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를 원하고 자본시장의 참여자들은 위험이 낮은 다양한 투
자처를 원하였다. 사채발행 기업의 자본비용을 낮추고 투자자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기업과 투자자간의 정보 불균형(information asymmetry)의 문제를 해소
해한다. 이를 위한 제도 중 하나가 신용평가제도 이다.1) 따라서 신용평가제도의 올바
른 정착은 자본시장에서 구조적으로 내재하는 사채발행기업과 투자자간의 정보 불균
형을 완화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한편, 담보나 보증에 의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나, 담보 평가비용 등을 회피함으로써 기업의 자본비용(capital cost)을
감소시킬 수 있다(진동민, 2013).
국내 3대 신용평가기관의 하나인 한국신용평가에서는 “신용평가는 전문성과 객관성
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이 특정 채권 혹은 기업의 채무를 발행한 기업이 만기까지 원리
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 이를 신용등급화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
다. 또한 신용평가의 역할을 금융시장에서 채권발행자와 투자자 사이에 공정하고 전
문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서 투자자에게는 채권의 매입, 보유 그리고, 처분 등의 투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발행자에게는 시장 여건의 변화에 따른 자금조
달 위험을 줄이는 한편, 안정적인 자본조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시장의 효율
성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2) 이러한, 신용평가의 의의를 바탕으로 신용
평가산업이 태동된 시기부터 현재의 확장된 신용평가영역 및 발전역사를 고찰하고,
신용등급 정보에 대한 유용성을 검정하는 한편,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
구한 선행연구를 고찰함으로써 신용등급 정보 유용성과 개선 요인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의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Ⅰ. 문제제기”에서는 신용평가의 의
의와 역할 그리고 연구의 의의를 제시하였으며, “Ⅱ. 세계 신용평가산업의 역사”에서는
1) 초기의 국제적 채권시장은 수세기 동안 대부분 정부가 발행한 국채만을 거래함으로써 사채 발행
주체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신용평가에 대한 수요가 없었다. 하지만, 1850년대 미국 철도산업
의 발달로 인하여 철도회사들의 자금조달 필요성이 증대됨으로써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발행이
급증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투자자들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새로운 정보인 신용평가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Ⅱ. 세계 신용평가산업의 역사”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2) 이 밖에 한국신용평가에서는 신용평가대상으로 1) 무보증회사채, 2) 기업어음, 3) 자산유동화증
권, 4) 신용공여의 제공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목적에 의해 기업, 학교, 금융기관
등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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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용평가 3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tandard & Poor’s Financial Services
LLC), 무디스(Moody’s Investors Service, Inc) 그리고 피치 IBCA(Fitch IBCA)의
회사 연혁을 통하여 신용평가제도의 발전 역사를 설명하였다.
“Ⅲ. 우리나라 신용평가산업의 역사”에서는 국내신용평가 3사인 한국신용평가, 한
국신용정보 그리고 한국기업평가의 회사 연혁을 통하여 우리나라 신용평가제도의 과
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설명하였다. “Ⅳ. 신용평가 관련 연구에 관한 고찰”에서는 신
용등급 정보 유용성 검증과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
로 “Ⅴ. 결론”에서는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였다.

Ⅱ. 세계 신용평가산업의 역사
현재 신용평가시장은 국제신용평가 3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tandard & Poor’s
Financial Services LLC), 무디스(Moody’s Investors Service,Inc) 그리고 피치
IBCA (Fitch IBCA)에 의해 대부분 신용평가 시장이 점유되었다. 김병기(2013)는 신
용평가제도는 자본시장의 역사에 함께하고 있다고 하였다.3)
최초의 자본시장은 1602년 인도지배와 해상 무역을 위해 설립된 동인도주식회사의
주식과 채권을 거래할 목적으로 설립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라고 알려
져 있다. 자본시장이 고도로 발달된 미국의 경우는 1792년 뉴욕의 주요 증권브로커
들이 버튼우드합의서를 시작으로 1817년 뉴욕 증권거래보드가 발족하였다.
미국의 채권시장과 신용평가산업은 철도산업의 발달로부터 시작되었다. 1850년 이
후 급속도로 성장한 철도회사들은 사업확장을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많은 채권을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공채 위주였던 채권시장이 회사채로 전환되면서 채권시장
이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채권시장 초기에는 철도기업의 신용도 평가를 채권발행과
인수업무를 담당하던 투자은행에서 수행했지만, 1930년 중반 증권거래위원회가 증권
발행자에 대한 강제정보공개를 제도화하면서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이 용이하게 되
어 무디스 등 신용평가사들이 미국 철도회사들의 신용도를 평가하게 되었다.4)
3) 신용평가제도의 역사는 국제적인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tandard & Poor’s
Financial Services LLC Standard & Poor’s), 무디스(Moody’s Investors Service, Inc) 그
리고 피치 IBCA(Fitch IBCA)의 역사와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Ⅱ. 세계
신용평가산업의 역사”는 김병기(2013)의 “새로운 경제권력 신용등급”의 “미국 채권시장과 신용평
가기관의 출현” 내용을 요약·정리 하였다. 또한 Standard & Poor’s(https://www.spglobal.com)
와 Moody’s (https://careers.moody.com)의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였다.
4) 1924년 무디스가 미국 내 신용평가 시장점유율이 100%로 기록된다|(https://careers.mood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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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조달이 필요했던 미국의 철도회사는 부족한 자금을 유럽에서 조달해야 했지
만, 당시 채권발행 회사의 재무정보나 신용정보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채권발행자와
투자자와의 심각한 정보불균형(information asymmetry) 때문에 자금조달이 어려웠
다. 이러한 상황에서 헨리 푸어(Henry Poor)는 1832년 철도산업에 대한 전문간행물
인 “The American Railroad”를 출간하고, 1849년에는 철도회사들의 재무정보 등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Standard & Poor’s의 시초가 된다. 1860년 Henry
Poor의 아들인 Henry Varnum Poor는 미국 철도회사의 투자자 가이드(investor’s
guide) 발행한다.
1900년 존무디는 John Moody & Company commences를 설립하고 산업 및
다양 기업증권 매뉴얼(Moody’s Manual of Industrial and Miscellaneous
Securities)을 발간하였으며 이 매뉴얼을 통하여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기업들의 다양
한 재무정보와 통계자료를 제공한다.5) 1907년 자본시장의 붕괴로 기업을 경영하기
위한 자본이 없었던 존무디는 매뉴얼 사업을 매각한다. 하지만, 1909년 존무디는 미
국 철도회사의 주식과 채권에 대한의 투자 잠재력을 분석한 책자를 출간하여 성공을
거두며 재기하게 된다. 1913년 Moody’s는 사채시장의 신용등급을 지금과 같이 기호
체계로 제공하는 한편, 기업의 가치평가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가치평가 사업을 시
작하여 현재의 Moody’s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한편, Standard & Poor’s는 1916년 Standard & Poor’s의 전신인 The
American Railroad가 회사채 신용등급과 국가신용등급 평가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용
평가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1941년 Standard Statistics와 Poor’s Publishing을 합병
하여 Standard & Poor’s가 설립되었으며 재무정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6)
Fitch IBCA는 1913년 존 놀스 피치가 Fitch Publishing Company의 설립을 시
초로 1924년 회사채 평가업무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신용평가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김병기, 2013).
신용평가제도의 역사는 자본시장이 고도화 되면서 기업은 낮은 자본비용으로 자금
조달을 원하고, 투자자는 안전한 투자처를 원하는 상황에서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
는 것으로 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자본시장의 형성은 동인도
주식회사의 주식과 채권을 거래하기 위해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시작되었지
만, 신용평가산업이 발전하게 된 원동력은 미국 철도산업의 발달로 인한 철도회사의
자금조달(회사채 발생)이라고 할 수 있다. 신용평가산업의 초기 모습은 기업의 재무정
5) Moody’s Manual of Industrial and Miscellaneous Securities 는 판매 시작 2개월 만에 품절되
었으며, 이는 당시에 기업 정보에 대한 수요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https://careers.moody.com).
6) 이후에 1957년 “S&P 500 Stock Index” 공시하면서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의사결정에 유용
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https://www.spglob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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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와 각종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출판업으로 시작되었으나,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기업
의 다양한 정보를 요구하면서 1910년대에 본격적인 신용평가업무가 수행되고 신용평
가정보가 제공되었다.

Ⅲ. 우리나라 신용평가산업의 역사
국제적인 3대 신용평가기관은 Standard & Poor’s, Moody’s 그리고 Fitch IBCA
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3대 신용평가 기관은 한국신용평가(KIS：Korea Investor
Service), 한국신용정보(NICE：National Information & Credit Evaluation. Inc)
그리고 한국기업평가(KR：Korea Ratings)가 있다.7) 국내 3대 신용평가기관의 역사
를 통하여 우리나라 신용평가산업의 역사를 고찰하고자 한다.8)
한국신용평가는 1985년 2월 “기업금융정보센타”로 설립하여 1985년 5월 “한국신
용평가(주)”로 회사명을 변경하였다. 1985년 9월 기업어음(CP) 평가업무를 시작하였
으며 1985년 9월 회사채 평가업무를 개시하였다. 1997년과 1998년에는 증권채, 종
금, 리스, 카드, 할부금융 그리고 신기술금융채에 대한 신용평가업무를 시작하였다.
1998년 8월 Moody’s와 합작법인으로 독립하였으며, 1998년 11월 국내 신용평가사
중 최초로 Watchlist 제도와 Rating Outlook 및 Issuer Rating의 도입함으로써 투
자자들의 신용평가정보 확대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1999년 1월 은행, 보증기관, 공
기업, 자산유동화증권 신용평가업무를 개시하였으며 2003년 3월 국내 최초 Issuer
Rating 평가업무와 2005년 5월 국내 최초 학교법인 평가업무 시작하였다.
2001년 12월 세계적인 신용평가사인 Moody’s로 계열 편입되었고, 2016년 7월
Moody’s 지분율 100% 자회사로 편입 되면서 국제적 수준의 신용평가 서비스를 제
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새로운 경영환경변화를 보다 빠르게 인지하고 적기에 등급
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Moody’s의 선진 평가시스템 도입, 공정한 평가업무를 수행
하여 자본시장의 선진화에 일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밖에 펀드평가, 지방
채(Municipal Bond) 평가 그리고, Loan Rating 등 신규 평가시장 개척 및 새로운
평가기법 개발을 통한 신용평가를 활용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국기업평가(주)는 1983년 12월 한국경영컨설팅(주)에서 출발하여 1984년 1월 사
7) 이 밖에 신용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는 서울신용평가(주)가 있으나, 서울신용평가(주)에서는
기업어음과 ABS 평가 업무만을 수행함으로 국내 3대 신용평가기관에서 제외하였다.
8) “Ⅲ. 우리나라 신용평가산업의 역사”는 한국신용평가(http://www.kisrating.com), 한국기업평가
(주)http://www.korearatings.com) 그리고 NICE신용평가(주)(http://www.nicerating.com)
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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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성 검토 및 기업진단 업무를 개시하였다. 1987년 11월 한국기업평가(주)로 회사명
을 변경하였으며 회사채 신용평가기관으로 지정되었다. 1988년 12월 기업어음 신용
평가업무를 개시, 1994년 7월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 그리고, 1999년 1월
Fitch IBCA사와 신용평가 업무 협약 체결하였다. 2001년 1월 Fitch Ratings, Ltd.
가 자본참여를 하였으며 2007년 4월 Fitch Ratings, Ltd가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FITCH RATINGS가 지분율 73.55%로 현재 대주주로 되어있다. 현재, 주요업무로 신
용평가와 사업가치평가로 나누고 신용평가에는 회사채, ABS, 기업어음 등 유가증권에
대한 신용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가치평가에는 금융 및 재무부문을 근간으로
한 종합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NICE신용평가(주)는 1986년 9월 전국종합신용평가(주)로 설립하였다. 1987년 11
월 회사채 전문등급평가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1989년 1월 금융기관 여신거래 관련
전문 기업분석 업무를 실시하였다. 1991년 1월 전국종합신용평가(주)에서 한국신용정
보(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1995년 7월 신용정보업 허가를 취득하였다. 1998년 8
월 미국 Duff & Phelps Credit Rating Co.와 업무제휴 하고, 2007년 5월 중국의
신용평가사 Dagong과 업무제휴, 2007년 9월 한신정평가(주)와 기업 분리, 2011년
9월 한신정평가(주)에서 NICE신용평가(주)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NICE신용평가는 기
업어음, 회사채, 금융채, 보험지급능력 및 자산유동화증권(ABS) 등에 대한 신용등급평
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외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및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
한 사업성 평가, PF 대출채권 원리금의 적기상환능력에 대한 신용등급 평정업무를 수
행하고 있다. 이 밖에 사업성평가, 주식가치평가, 무형자산가치평가, 브랜드가치평가
및 법원 조사위원 용역 등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초기 채권시장에서는 담보 위주의 채권이 주를 이루면서 신용평가에 대
한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 담보에 의한 채권발행은 담보 조달 그리고 담보 감정평가
등 많은 자본비용을 발생시켰다. 하지만, 산업 발달로 인하여 기업들은 다양한 자금
조달원을 발굴하고 낮은 자본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려는 욕구가 팽배했으며, 자본
시장의 참여자들은 보다 많은 기업의 정보를 이용하여 투자 위험을 감소 시키려는
욕구가 컸다.
이에, 기업 신용에 의한 무담보 회사채 발행이 확대되고, 복수평가를 의무화하면서
신용평가정보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1980년대 국내 신용평가 3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9) 나아가 국제적인 신용평가 기법을 도입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3대 신용평가
기관과 업무협약을 넘어,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에 편입되거나 지분율을 확대하고 있
9) 복수평가제도는 최상위 신용등급(AAA 또는 A1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신용등급은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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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전자단기사채 신용평가, 계열지원가능성을 고려한 독자신용도 평가, 브랜드
가치평가 그리고 무형자산평가 등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
고 있다.

Ⅳ. 신용평가 관련 연구에 관한 고찰
1. 신용등급 정보 유용성 관련 연구의 고찰
신용평가산업은 미국의 철도산업의 발달로 인한 원활한 자금조달 목적에서 발달되
었다. 이후에는 회사채 뿐만 아니라 국·공채에 대한 신용평가로 그 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현재는 무형자산에 대한 신용평가를 도입하여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평가에 의한 신용등급정보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신용평가산업의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용등급정보가 자본시장에서 유용한 정보로 인식되고 있는지를 실증분석
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신용등급정보의 유용성을 검정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Pinch와 Singleton(1978),
Holthausen과 Leftwich(1986), Goh와 Ederington(1993), 진동민(2002) 그리고
유영이·김선구(2010)의 연구를 들 수 있다.
Pinch와 Singleton(1978)의 연구에서는 사채등급평가 정보가 기업의 재무상태에
대하여 신용평가기관이라는 전문기관에서 제공한 유용한 정보라고 인식하고 사채등급
정보공시가 기업의 주가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였다. 연구기간은 1950년부터
1972년까지 207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등급상승기업과 등급하락기업으로 구분하
여, 신용등급의 변화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신용
등급이 상승한 기업의 누적평균초과수익률은 등급공시 26개월 부터 등급변경 공시일
까지 계속 상승하였으며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의 경우 공시 25개월 전 부터 하락하
였다는 검정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검정결과를 통하여 신용등급 변경정보가 자본
시장 참여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로 인식되어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
과를 제시하였다.
Holthausen과 Leftwich(1986)는 사채등급 변화의 정보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정
확한 공시일을 정의한 후에 다른 정보의 간섭(noise)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별주가자
료를 사용하여 검정하였다. 또한 사채등급변화에 따른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통하여 변수 간 인과관계를 규명하였으며, 나아가 등급변화를 예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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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 watch list 공시에 따른 정보효과를 검정하였다.10) 검증결과, 등급하락
(downgrade)의 경우 급내 변동(within-class rating changes)에서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초과수익률이 검정되지 않았지만, 급간의 변동(across-class rating changes)에
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초과수익률이 검정되었다. 반면에 등급상승의 경우에
는 급간(내) 모든 경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초과수익률은 검정되지 않았다. 따라
서, 신용등급 정보는 자본시장에서 유용한 정보로 인식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
하였다.
Goh와 Ederington(1993)는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신용등급의 하락이 미래의 이익
이나 매출의 감소의 예측에 기인한 것이라면 자본시장에 부(-)의 영향을 미치지만 그
렇지 않고 사채 등급의 하락이 레버리지의 증가에 대한 예측에 기이한 것이라면 자본
시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즉, 기업 전체가치는 변하지 않는
다고 가정하면 채권시장에서 채권가치가 하락(상승)하면 주식 시장에서 주식가치는 상
승(하락)하는 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등급하락변경은 채권자로부
터 주주에게로 부(wealth)가 이전되어 보통주 주식수익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부의 이전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시장모형을 이용
하여 일별초과수익률을 계산하였으며, 하락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진동민(2002)의 연구에서는 국내 채권시장에서 1972년부터 단기자금조달 수단으로
단기기업어음이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나 자본시장에서 구조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사채
발행기업과 투자자간 정보 불균형(information asymmetry)에 의하여 충분히 활성
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신용등급정보의 유용성을 검정하였
다. 연구기간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국내신용평가 3사에 의해서 신용등급이 공
시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신용등급의 정보효과를 검정하기 위하여 신용등급공시
를 사건(event)으로 정의하고, 신용등급공시일을 사건일(event day)로 정의하여 신용
등급공시 정보와 주식가격간의 상관관계를 검정하는 사건연구방법(event study)으로
검정하였다. 기대수익률은 시장모형법을 활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신용등급 공시일(0일)을
기준으로 공시 전 160일(-160)에서 공시 전 60일(-60일)을 추정기간(estimation
period)로 정의하고, 공시 전후 10일(±10)을 검정기간(test period)로 정의하여 초
과수익률을 통계적으로 검정하였다.11) 연구결과, 신용등급변화 정보 공시에 따른 정
10) credit watch list는 Standard & Poor’s(S&P)가 1981년 11월부터 제공한 서비스로 사채 등
급 변화 가능성을 예측하여 공시하는 예측등급이다. 국내 신용평가 3사에서도 현재 Watchlist
등의 이름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1) 시장모형법으로 초과수익률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β를 추정해야 하는데 진동민(2002)의 연구에서
는 신용등급 공시 정보 이외의 잡음(noise)를 통제하기 위하여 공시 전 160일(-160)에서 공시
전 60일(-60)까지 시차를 둠으로써 배당이나 합병 등의 정보 공시 효과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 126 -

진동민

신용평가산업의 역사와 신용평가 관련 연구에 관한 고찰

보효과는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또는 상승하는 경우 모두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신용등급 정보 속에는 신용평가기관의 전문성이
반영되어 기존에 공시되는 않은 새로운 정보가 제공되고, 자본시장 참여자에게 유용
한 정보로 인식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유영이·김선구(2010)의 연구에서는 자산재평가 차액이 재무구조 개선 효과에 의하
여 기업의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자본시장의 주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신용등급변경에 의한 주식시장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
를 검정하였다. 또한 신용등급의 상·하향 조정 기업 간 변수차이, 상·하향 조정 기업
의 등급 내·간 조정기업으로 세분화하여 관련 변수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
다. 연구기간은 2009. 1. 1에서 2009. 6. 30까지 자산재평가 실시기업 중 신용평가
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신용평가를 받은 기업 중 제조업이면서 12월
결산법인으로 표본을 정의하고, 신용등급이 등급 간 또는 등급 내 변경된 기업을 표
본으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관리대상 이나 신용등급이 D로 하락한 기업은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재무자료 및 주가자료가 kis-value에서 이용 가능하며, 신용
평가 결과 공시일 전 4주(-4주)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아닌 기업
으로 정의하였다. 표본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정된 최종표본은 138개 기업을 대상으로
검정하였다. 연구모형은 신용등급변경 공시일 전·후 ±10일간의 누적초과수익률을 종
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신용등급의 변화, 자산재평가에 관한 변수를 주요 독립변수로
사용하고, 주가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변수 4개의 독립변수를 이
용하여 횡단면분석을 실시한다. 연구결과, 자산재평가에 의한 재평가차액이 재무구조
개선효과를 가져와 신용등급이 상승하고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기대하고 주가가 긍정
적으로 반응하는 검정결과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신용등급 간 상·하향 조정기업의 경
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가 검정되지 않아 재평가 실시 정보에 대해 투자자들은 사
전에 정보를 반영하여 공시시점에서는 주가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연
구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자본 시장 참여자들은 자산재평가에 대하여 유용한
정보로 제공하고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신용등급의 변화로 검정하였
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신용평가산업은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본시장 참여자들은 신용평가기관에서 발표하는 신용등급 정보
를 재무정보 및 비 재무정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신용평가기관의 새로운 정보가 포
함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
하여 알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공시일의 정의, 시차(time lag) 그리
고 정보의 누수(information leakage)에 대한 검정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신용평
- 127 -

｢경영사학｣ 제32집 제4호(통권 84호)

2017. 12. 31, pp. 119~134.

가정보 효과만을 검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오염(contaminated)에 대한 통제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2.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의 고찰
신용평가산업은 자본시장에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신
용등급 정보효과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유용한 정보임이 검정되었다. 또한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도 많이 수행되었다. 다양한 경영·회계적 이슈(issue)
가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고 이를 통하여 신용등급의 상승을 꾀함으로써
자본비용을 감소하고자 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기업지배구조의 영향을 연구한 김문
태·김영환(2007), 채무보증의 영향을 연구한 양동재 외(2011), 내부회계담당인력을
연구한 채수준 외(2012), 기업가치 관련성을 연구한 진동민(2013) 그리고 노동조합과
의 관련성을 연구한 박진하 외(2015)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김문태·김영환(2007)의 연구는 신용등급과 기업의 지배구조인 외국인투자자의 소
유비율, 사외이사의 관련성을 실증분석 하였다. 신용등급의 대용변수(proxy)로 신용
평가기관 중 한국신용평가에서 공시한 신용등급자료를 바탕으로 최상 AAA에 20점,
AA+ 19점…C 2점, D 1점의 단계별 등간격 점수로 연구모형의 종속변수로 정의하였
다. 연구 모형의 독립변수로 “가설 1”을 검정할 외국인투자자의 소유비율과 “가설 2”
를 검정할 사외이사의 특성(가설 2)으로 정의하여‘시차’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12) 연
구 기간은 2000년~2006년으로 회사채를 발행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업
지배구조에 관련된 변수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www.dart.or.kr)에서 확인 가
능하고 한국신용평가정보(주)의 KIS-VALUE에서 주요 변수 자료입수 가능한 표본으
로 선정하였다. 연구기간동안 계속상장된 제조업, 12월 결산법인을 표본으로 선정한
결과, 최종 표본은 841(연도별/신용등급별)로 선정되었다. 연구결과, 외국인지분율,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율, 감사위원회에 선임된 전원 사외이사 비율, 사외이사의 이사
회 참석비율 등이 신용등급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검정하였다. 또한
선형회귀분석과 로짓분석 결과, 외국인지분율,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율, 감사위원회에
선임된 전원 사외이사 비중,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비율 등 주된 독립변수들은 신용
12) 여기서 시차모형은 신용등급은 공시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당기의 신용등급
은 전기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시차 때문에 동일기간
을 검정한다면 인과관계(causality)를 검정하기 위한 내적타당성(internal validity)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t+1기의 신용등급을 종속변수로 정의하고, t기 외국인 지분과 사외이사의 특
성을 독립변수로 전의한 시차 모형을 가설을 검정하였다. 이 후의 채수준 등(2012)의 연구에서
도 시차모형을 통하여 가설을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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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가 검정되었다. 이는 외국인투자자의 감시기
능과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사외이사의 활동성이 신용등급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연구결과로 제시하였다.
양동재 외(2011)의 연구에서는 채무보증이 보증기업의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고 대규모 기업 집단 소속 여부가 차별적으로 반응하는지를 검정하였다. 보증
기업과 피보증기업 간의 채무보증은 피보증기업이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 보증기업이 부채의 원리금상환을 보증하는 것으로 피보증기업이 부채를 상환할 수
없을 때 보증기업의 부채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들 또한 채무보증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특히 채권자들은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
하여 이는 신용등급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문제제기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0년 3월까지 기존 채무보증을 완전 해소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규제이후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기업들과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여부에 따라 차별
적으로 나타나는지를 검정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기간은 2002년~2006년(5년
개년)으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해 대규모 기업집단의 채무보증이 금
지된 이후를 대상으로 하였다. 2002년에서 2006년까지 12월 결산법인 중 제조업으
로 한정하였다. 표본선정 기준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선택된 표본은 359개이다. 연구
결과, 채무보증이 낮은 기업일수록 신용등급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
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일수록 이러한 현황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은 유의한 차이가 검정되지 않았다. 이에 신용평가기관이 신용평가 시
에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여부를 고려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채수준 외(2012)는 엔론, 월드컴 등 대규모 회계부정사건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세계
적으로 자본시장 신뢰성 제고라는 요구가 증대 되었으며 따라서, 내부통제제도가 우
수한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재무정보의 투명성이 신용평가기관은 기업에 대
한 신용평가 시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적인 인적자원의 투자는 신용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연구기간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로 2009년 12월 31일 기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기업 중 12월 결산법인으로 금융업을 제외하였다. 그리고 내부회
계관리제도 인력 현황과 신용등급 및 지분율 자료의 수집이 가능한 기업으로 정의하
였다. 표본선정 기준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표본은 1,554(기업/연도)개이다. 연
구방법은 신용평가의 대리변수로 신용평가 3개사의 회사채신용등급으로 최상의 등급
인 AAA에 20점~C에 1점으로 단계별 점수를 부여하여 종속변수(t+1기)로 사용하고,
내부회계관리 인력의 규모, 내부회계관리 인력의 평균경력월수 그리고 공인회계사가
배치된 여부(t기) 등을 독립변수로 정의하여 시차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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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담당인력의 규모, 평균경력월수 그리고 공인회계사가 배치된 경우 일수록 신용등
급을 높게 받은 것으로 검정되었다. 이는 내부회계전문인력이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높은 신용등급을 받는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진동민(2013)의 연구에서는 1997년 말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외환
위기,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subprime mortgage crisis) 그리고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 파산으로 인한 국제적인 금융위기 등이 국가
신용도나 기업의 신용등급이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주
장하였다. 이에 단기 신용도에 의해 발행되는 기업어음을 대상으로 기업가치의 대용
치(proxy)를 Tobin’s Q로 정의하여 신용평가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
로 분석하였다. 연구기간은 2008년의 국제적인 금융위기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동안으로 하였다. 표본은 코스피 상장 기업으로 금융
업과 건설업은 제외한 12월 결산법인으로 선정하였으며,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인 기
업으로 제한하였다. 표본 선정 기준에 의하여 선정된 표본은 최종적으로 234개 기업
이다. 연구모형의 종속변수는 기업가치의 대용변수(proxy)로서 Tobin’s Q로 정의하
고,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인 신용등급(Rating)은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12단계로 나누
어 계량화 한 후 모형의 변수로 사용하고 이 밖에 종속변수인 Tobun’s Q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통제변수로 하여 연구모형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신용등급과
기업가치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이는 신용등급 정보가 자본시장에서 유용
한 정보로 인식된다는 것을 검정하였으며 특히, 기업의 단기 신용도를 평가하는 기업
어음 신용평가에서는 유동성과 현금흐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연구결과로 제
시하였다.13)
박진하 외(2015)의 연구에서는 신용평가기관(rating agencies)은 재무제표 등 재
무적 정보 뿐만 아니라, 산업분석, 영업분석, 그리고 경영관리분석과 같은 비재무적
정보까지 포함하여 분석한 후 신용등급을 결정하므로 노동조합이 기업의 채권신용등
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선행 연구의 재무적 정보의 범위를 비재무정보의
측면으로 확장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연구기간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상장기업
중 금융업을 제외한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최종표본의 수는 236개 기업의
919개 기업/연도 표본이 선정되었다. 노동조합이 존재하면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요인
으로 작용하여 채권신용등급이 낮아지는지를 검증하였다. 한편 노동조합 관련 연구들

13) 한국신용평가(http://www.kisrating.com)에서도 신용평가 대상은 원리금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현재나 과거가 아닌 미래의 특정 시기에 특정 규모의 현금이 창출될 가능성에 의해 좌우
되기 때문에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 미래의 현금흐름을 정확하게 예측
하는 것이 신용평가의 핵심이라는 진동민(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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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노동조합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노조유무와 함께 노동조합의 협
상력이 얼마나 강한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박진하 외(2015)의 두 번째 가설은 노
동조합의 협상력이 강하면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채권신용등급이
낮아지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노동조합의 협상능력이 강
할 수 록 신용등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용평가 기관 3사의 차이를 검정
한 결과 신용평가 기관 3사 모두 노동조합의 협상력을 고려하는 것으로 검정되었지
만, 신용평가 기관 3사의 차이는 검정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회계적 이슈(issue)를 연구를 고찰한 결과 다양한
요인이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기업지배구조가 건전할수록 즉,
외국인지분율,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율, 감사위원회에 선임된 전원 사외이사 비중, 사
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비율이 높을수록, 대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은 경우 채무보증이
없는 경우, 내부회계담당인력이 전문적일수록 그리고 노동조합이 없거나 협상력이 낮
을수록 신용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또한 이러한 신용등
급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의 공통적인 한계는 신용평가기관은 재
무적·비재무적 정보를 반영하여 신용등급을 결정하고 고려되는 변수나 가중치를 객관
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생략된 변수(omitted variables)의 문제는
차후의 연구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Ⅴ. 결 론
신용평가제도는 사채발행 기업의 자본비용을 낮추고 투자자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기업과 투자자의 정보 불균형(information asymmetry)의 문제를 해소함으로
써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다.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용평가의
의의를 바탕으로 신용평가산업이 시작된 계기부터 현재의 확장된 신용평가영역 및 발
전역사를 고찰하고, 신용등급 정보에 대한 유용성을 검정하는 한편, 신용등급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선행연구를 고찰함으로써 신용등급 정보의 유용성과 개선
요인을 검토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 첫째 신용평가산업이 발달되게 된 계기는 미국의 철도산업의 발달로 인
14) 안상봉·신용준(2017)연구에서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
였다. 창업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방안으로 신용평가제도의 발달과 정착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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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철도회사의 자금조달(회사채 발행)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신용평가산업의 초기
모습은 기업의 재무정보와 각종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출판업으로부터 시작되었으나,
투자자들의 다양한 기업정보의 요구에 의하여 1910년대에 본격적인 신용평가업무가
수행되고 신용평가정보가 제공되었다. 이는 자본시장이 고도화 되면서 기업은 낮은
자본비용으로 자금조달을 원하고, 투자자는 안전한 투자처를 원하는 상황에서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초기 채권시장
도 신용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기업들은 다양한 자금 조달원을
발굴하고 낮은 자본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려는 욕구가 팽배했으며, 자본시장의 참여
자들의 보다 많은 기업의 정보를 이용하여 투자 위험을 감소시키려는 욕구가 컸다.
따라서, 신용에 의한 무담보 사채 발행이 확대되고 복수평가를 의무화하였으며, 이에
신용평가산업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1980년대 국내 신용평가 3사의 모습이 갖춰지
게 되었다. 나아가 국제적인 신용평가 기법을 도입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3대 신용평
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넘어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에 편입되거나 지분율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전자단기사채 신용평가, 계열지원가능성을 고려한 독자신용도 평가, 브랜
드가치평가 그리고 무형자산평가 등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도모
하고 있다.
셋째, 신용평가산업은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전
하였다. 따라서 자본시장 참여자들은 신용평가기관에서 발표하는 신용등급 정보를 재
무정보 및 비 재무정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신용평가기관의 새로운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한다는 것을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넷째,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회계적 이슈(issue)를 연구를
고찰한 결과, 다양한 요인이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하지만,
신용평가기관은 재무적·비재무적 정보를 반영하여 신용등급을 결정하고 있으나, 고려
되는 변수나 가중치를 객관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생략된 변수
(omitted variables)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신청 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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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view on History of the Credit Rating Industry and
Credit Rating Related Studies
15)

Dong-Min Jin*

Abstract
The Credit rating has an important role that it increases capital market
efficiencies by resolving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firms and investors.
Hence, this study investigates usefulness of information on credit grades and
significant factors to improve credit grades by reviewing history of the credit
rating industry and credit rating related studie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first credit rating industry of the
world began in US to finance sufficiently of its railroad industries. However, the
fundamental purpose of credit rating gradually moved on mitigating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firms and investors. (2) The increase of demand on credit
rating during the 1980s in Korea made emerge the big 3 credit rating firms.
Afterward, the big 3 credit rating firms were merged with international credit
rating firms or expanded their ownership ratio in order to adopt advanced
methods and models on credit rating. (3) Participants of capital market
recognized new credit rating information as useful information for their economic
decision making. (4) Reviews on prior studies on management and accounting
issues affecting credit rating found that a majority of related factors substantially
affected credit rating and credit grades.
<Key Words> History of Credit Rating Industry, Credit Rating, Information
Usefu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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