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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K-IFRS 도입이전과 K-IFRS 도입이후의 표본자료를 사용하여 K-IFRS 도입으로 당기순이

익과 기타포괄손익이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각 기간과 각 변수에 따라 달라졌는지를 분석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K-IFRS 도입이후(2011년-2013년)에 당기손익(NI)이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K-IFRS 도입이전(2007년-2010년)보다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기타포괄손익(OCI)이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K-IFRS 이전과 비교하여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둘째, 당기손익은 K-IFRS

도입이후(2011년-2013년)에도 추가적으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입이후 보다는 도입

첫해에 증분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IFRS 도입이후에 기타포괄손익이 신용평가에 미

치는 증분효과는 미미하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K-IFRS 도입첫해(2011년)에 기타포괄손익 보

다는 당기손익이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K-IFRS 도입이후(2012년-2013년)

에는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이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석하

면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이 K-IFRS 도입첫해에만 신용평가에 추가적인 영향이 의미 있게 나타나

K-IFRS 도입으로 내재가치와 관계없이 재무비율 변동이 신용평가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

수록 K-IFRS가 안정적으로 적용되어 도입초기와 같은 추가적인 증분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K-IFRS 도입으로 인하여 재무비율 중에 당기손익이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

어 K-IFRS 도입전후에 정보이용자들이 신용평가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 K-IFRS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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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는 재무정보의 질적 수준의 향상과

투명성, 그리고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효과

를 기대하고 K-IFRS를 채택하였다. K-IFRS의

채택은 K-IFRS의 특징인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공정가치평가의 확대, 재평가제도의 도입, 재무

제표의 표시 및 항목분류의 변경, 기타 많은 부

분에서 회계처리방법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회

계정보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K-IFRS의 도입계획 발표 이후부터

K-IFRS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하여 다양

한 분석이 이루어져왔다. 예를 들어 조기도입

기업들의 특성을 연구하거나,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K-IFRS 도입후에 회

계정보의 질이 어떻게 변화 했는지와 K-IFRS

전후로 구분하여 회계정보와 가치관련성의 관

계를 분석하는 것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회계

정보와 가치관련성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회계

기준변경으로 인한 회계정보의 변화가 정보이

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있어 주로

주식시장의 반응을 살펴보았다(김동헌 2010; 최

정호 2013; 최성호 외 2013; 김용식 2013; 김문

철외 2014). 그러나 이들의 연구결과는 K-IFRS

도입과 관련하여 회계정보의 질이 증가하고 회

계정보와 가치관련성이 증가했다는 외국의 선

행연구(Barth, Landsman, Lang 2008; Capkun,

Cazanan-Jeny, Jeanjean, and Weiss 2008;

Daske, H., L. Hail, C. Leuz, and R. Verdi

2008)와는 다르게 회계정보의 질과 가치관련성

이 증감하거나 변화가 없다는 등의 일관적이지

않다. 한편 K-IFRS의 도입은 K-IFRS의 특징

인 연결기준의 변동, 공정가치평가의 확대, 재평

가제도의 도입, 재무제표의 표시 및 항목분류의

변경, 기타 많은 부분에서 회계처리방법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의 회계수치에 많은

변동을 가져왔다. 이와 관련하여 K-IFRS가 재

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분석 결과가

제시되었다(송인만 외 2인 2010; 김정옥 2011;

강선민외 2인 2011). 이들의 연구결과는 자산,

부채,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등의 변동이

있을 것을 것이며, 수익성에도 변화가 있을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회계기준의 변경은

재무제표의 회계수치에 변동을 가져오므로 회

계정보를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의 지표로 사용

하고 있는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기업의 내

재가치는 변화가 없더라도 공시되는 회계수치

가 변화한다면 시장에서 분석 및 평가능력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에 적절히 반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공시되는 회계수치에

기능적으로 고착되어 기업을 평가하게 될 수도

있다(박종일 외 2012). 회계기준의 변경은 재무

제표 공시체계가 변경되면서 본질적인 기업의

변화 없이 일시적인 변동으로 신용등급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어 개별기업 재무정보의 기간 간,

기업 간 비교정보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해질 우

려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신용등급에 큰 영향

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박경진 외 2

인 2011).

회계기준 변동으로 인한 회계수치의 변동은

주가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용평가에도 많은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기업의 신용평가는 재무정보

를 바탕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의 변동이 아닌 회계처리방법의 변화로 인

한 것이라도 기업의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K-IFRS채택이 재무제표의 회계수

치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재무비율의 변동을

가져올 것이며 재무비율의 변동은 신용평가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IFRS 도입과 신용평가와의

관계를 도입기간을 세분화하여 살펴보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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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K-IFRS의 특징 중 하나인 공정가치평

가의 확대는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성과가 아닌

미실현손익의 인식으로 인하여 회계처리상 당

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에 많은 변동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무비율 중에서 당기손익의 변동과 기타포괄

손익의 변동에 중점을 두고 이들 두 변수의 변

동이 기업의 신용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만약에 K-IFRS의 도입이 신용평가에도 영향

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정보이용자들이

의사결정에 신용평가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

K-IFRS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K-IFRS 이전 기간과

K-IFRS 이후 기간의 표본자료를 사용하여

K-IFRS 도입으로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이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졌는지, 각 변수

가 기간에 따라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달

라지는지, 그리고 같은 기간 내에서 두 변수가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

는 선행연구 및 가설을 설정하고, 제3장에서는

연구설계로서 표본의 선정 및 가설에 따른 연

구모형을 제시하며, 제4장에서는 실증분석으로

서 연구모형에 대한 통계분석결과를 해석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결론으로서 연구결과

의 요약 및 연구의 의의를 제시한다.

II. 선행연구 및 가설의 설정
1. K-IFRS채택과 재무비율
K-IFRS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분석은 다음과 같다. 김정옥(2011)의 연구

는 K-IFRS를 조기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국

제회계기준이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K-IFRS의 도입으로 자산, 부

채, 자본의 경우 유동부채가 증가하였으며, 경영

성과의 경우 매출액, 영업이익, 법인세비용차감

전순이익, 당기순이익 및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

금흐름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주요 재무비율

의 경우 부채비율, 자산총이익률 및 총자산영업

현금비율은 유의한 차이가 없지만 유동비율에

서 유의한 감소가 관찰되었다.

송인만 외 2인(2010)은 K-IFRS 조기도입의

주요특징 및 재무제표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

석결과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100% 이상 증가하

였고, 재무제표 본문 계정과목의 수는 감소한

반면 주석의 양이 대폭 증가하였다. 또한 재무

제표 표시방법을 각 기업실정에 맞게 선택하여

획일적인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저하되었다는

것이다. 재무상태표를 기존의 자산-부채-자본으

로 표시하던 것과 달리 자산-자본-부채로 표시

하거나 유동-비유동 순서가 아닌 비유동-유동

으로 표시한 기업들이 상당수 차지하였다. 손익

계산서 측면은 영업이익을 표시하지 않은 기업

들이 있어 K-IFRS 도입으로 인한 이해관계자

들의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신현걸 외 3인(2010)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을 조기도입한 기업의 재무제표의 주요계정에

나타난 변화와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재무상태표 상에 나타나는 자산총계 및 부채총

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 그

금액이 크게 나타나고, 자본총계의 경우 작게

나타나지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는 않았

다. 또한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 및 매출총이

익, 영업손익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

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비해 크게 나타나며,

법인세차감전순손익과 당기순손익은 작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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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

다.

강선민 외 2인(2011)은 국제회계기준에 의거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됨에 따라 주요

회계수치들이 얼마나 변동하게 될 것인지를 소

규모 표본을 중심으로 사례분석을 하였다. 주로

연결범위의 변동으로 인하여 연결에 어떤 기업

들이 포함되고 제외되느냐에 따라 연결재무제

표상 자산 및 매출규모가 대폭 변동될 것으로

예상하며 수익성도 현저히 하락 할 것으로 예

상한다고 하였다.

임태균외 2인(2012)는 K-IFRS의 조기도입한

14개 기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K-IFRS도입이

주요재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재

무제표의 종류별로 기업간·기간간 재무비율을

분석한 결과 분석방법 및 분석에 사용한 재무

제표의 종류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주요재무비

율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동일기업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경우에도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비율

의 크기와 부호에 차이가 나타나는 결과는 서

로 다른 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기업 간 비

교를 통한 의사결정이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해짐을 의미한다. 또한 연도별 재무비율의

증감도 회계기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재무

비율의 산출에 사용된 재무제표의 종류에 따라

서도 재무비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K-IFRS의 도입으로 재무비율의 비교를 통한

의사결정이 힘들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의 결과는 K-IFRS 도입으로 재무비

율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거나 차이가 발생한다

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K-IFRS를 본

격적으로 도입하기 이전에는 조기도입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이므로 K-IFRS를 본격

도입한 이후의 표본으로 확장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 선행연구에 기

초하여 종전의 K-GAAP와 K-IFRS 간에 재

무비율에 유의한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

며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으로 예

상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 1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이 신용평

가에 미치는 영향이 K-IFRS 전후에 다르게 나

타날 것이다.

2. 재무비율과 신용평가
기업의 신용평가는 회사채 발행기업의 채무

상환능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등급화하는

것으로 재무적 요소와 비재무적 요소를 모두

반영하여 결정되고 있다. 그 중에 재무정보는

기업이 공시한 객관적인 재무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재무정보를 이용한 신용등급

을 예측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Kaplan and

Urwitz(1979)는 KU예측모형에서는 이자보상비

율, 장기부채비율, 총자산순이익률, 기업규모, 후

순위채더미변수 등을 사용하였으며 위험변수로

베타계수를 포함시켰다. 국내기업에 대한 신용

등급예측모형에서는 김권중 등(2002)는 부채비

율, 이자보상비율, 자본이익률, 기업규모, 위험

(베타계수), 그리고 유동비율을 사용하였다. 이

러한 재무정보를 이용한 신용등급 예측모형의

정확성은 약 69% 정도의 정확도를 보이며, 한

등급차이로 예측된 경우를 포함하면 98.8%의

예측정확성을 보이고 있다. 신용등급 예측모형

의 연구에서 회계수치를 이용했을 때 높은 예

측정확성을 보여주고 있다.

박경진외 2인은(2011) IFRS채택이 자본시장

에서 기업가치 평가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를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으

로 IFRS 조기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등급별

주요 재무비율 중간값을 기준으로 K-GAAP와

K-IFRS에서의 각 재무비율 별 추정등급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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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개별분석이

아닌 연결기준의 계열통합 분석이 강화됨을 제

시하면서 연결대상 범위가 변경되면서 재무지

표 또한 변하게 되고 기존에 신용평가시 적용

하였던 재무지표를 적용할 수 없게 되며, 산업

간 비교도 어려워 질 수 있어 신용평가시 당분

간은 정량적 평가보다는 정성적 평가에 보다

의존될 수 도 있다. 둘째, 재무정보에 대한 선행

적 판단과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단기적

으로는 재무제표의 표시, 수익 및 비용의 인식,

자산/부채의 평가방법 등 상당한 변화가 동반됨

으로써 개별기업 재무정보의 기간 간, 기업 간

비교정보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

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IFRS도입으로 재무제

표의 공시 체계가 변경되면서 본질적인 기업가

치의 변화 없이 일시적인 변동으로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황이석과 남혜정(2012)은 IFRS 도입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전환조정항목이 신용등급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 2011년

IFRS도입 첫해에 보고하는 비교재무제표는

GAAP에 의하여 공시하였던 2010년 1월 1일 시

점의 재무제표와 2010년 12월 31일 시점의 재

무제표를 IFRS로 전환하여 비교공시하기 때문

에 두 기준에 의한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여

전환조정항목을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전환조정

항목은 DEARN은 (K-IFRS 당기순이익 –

K-GAAP 연결당기순이익)/총자산, �IFNI는
(K-IFRS를 적용하여 산출한 2011년 당기순이

익–2010년 당기순이익)/총자산, �KNI는

(K-GAAP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결당기순이익

–개별당기순이익)/총자산으로 나눈 값을 사용

하였다. 분석결과 이익변화와 전환조정, 즉

DEARN과 �IFNI은 신용등급변화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박진숙과 박상규(2014)는 IFRS 도입 전후 당

기순이익과 기타포괄손익의 변동성 및 이들의

신용위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K-IFRS 도입 전후 당기순이익과 포괄손익의

변동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러한 이

익지표들의 변동성과 무보증회사채 신용등급으

로 측정한 신용위험간의 관련성을 조사하였으

며, 이러한 신용위험 관련성이 K-IFRS 도입 전

후에 달라졌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당기

순이익과 포괄손익의 변동성은 K-IFRS 도입이

후 모두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

손익의 변동성과 신용위험 간에는 관련성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당기순이익의

변동성은 K-IFRS 도입 후에 더 높은 관련성을

보였으나 기타포괄손익의 변동성은 K-IFRS 전

후에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정운오와 정희선(2015)는 국제회계기준이 도

입된 이후 현금흐름표상 이자와 배당의 수취

및 지급과 관련하여 그 활동분류가 기업의 재

량권에 맡겨지게 된 점에 집중하여 활동분류를

이용한 영업현금흐름 조정이 회사채 신용등급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K-IFRS 도입 이후 이자와 배당

항목의 활동분류를 통해 영업현금흐름을 조정

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기관이 그 신용등

급을 낮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저자는 신용평가기관이 회계정보 중 이익의 질

뿐만 아니라 영업현금흐름의 질 역시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신용평가점수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재무비율의 변동,

특히 당기순익과 기타포괄손익의 변동이 신용

등급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재무비율의 변동이 신용등급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간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K-IFRS 도입과 관련한 기간을 도입이전기간

(2007-2010년)과 도입첫해(2011년), 그리고 도입



42 경영과 정보연구 제35권 제4호

이후기간(2012-2013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

입이전과 도입이후를 비교하여 도입첫해는 기

존 K-GAAP에서 K-IFRS를 처음 적용하기 때

문에 기업들의 재무제표 수치에 많은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유·무형자산의 재평가와

공정가치의 확대적용으로 인하여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이용자들이 K-IFRS에 익

숙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 변동의 의미

를 잘 이해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에 따라

K-IFRS 도입과 관련하여 기간별로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이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다

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여 다음과 같은 가

설 2를 설정하였다.

가설 2 : 당기손익(기타포괄손익)이 신용평가

에 미치는 영향은 K-IFRS 도입전후(도입이전,

도입첫해, 도입이후)에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한편 K-IFRS는 포괄이익 개념을 사용하여

당기순이익에 기타포괄손익을 가감한 총포괄손

익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타포괄손익

은 그 성격상 자산과 부채의 미실현평가손익으

로서 당기순이익에 가감하지 않고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누계액으로 분류하였다가 나중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였을 때 실현된 부분을 당기손익

에 가감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할 항목

들이다. 따라서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이

익의 질은 다르게 평가될 것이고 K-IFRS 전후

에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변동이 신용평

가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즉, 당기손익은 직접 경영성과에 반영되지만 기

타포괄손익은 시차를 두고 경영성과에 반영되

므로 기타포괄손익이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

보다는 당기손익이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 3을 설정하였다.

가설 3: K-IFRS 도입전후(도입이전, 도입첫

해, 도입이후)에 당기손익이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타포괄손익이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

향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III. 연구설계
1. 연구모형
본 논문에서 가설 1은 K-IFRS 도입전후에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이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표본의 기간을 K-IFRS

전후로 나누어 K-IFRS 이전의 당기손익과 기

타포괄손익 그리고 K-IFRS 이후의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계산한다. 그리하여 기간 간에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에 차이가 있는지를

t-test와 식 (1)의 회귀분석으로 검증하고자 한

다.

가설 2는 K-IFRS 도입전후에 당기손익과 기

타포괄손익이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기간

별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가

설 2를 검증하기 위하여 표본기간을 K-IFRS

도입이전(2007-2010), K-IFRS 도입첫해(2011

년), 그리고 K-IFRS 도입이후(2012-2013) 기간

으로 구분하여 기간에 대한 더미변수를 생성하

였다.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식

(2)와 같다.

가설 3은 K-IFRS 도입전후에 당기손익이 신

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기타포괄손익이 신용

평가에 미치는 영향과는 다른지를 식 (3)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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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의 검증>

Ratingt+1 = a0 + a1NI(OCI)it + a2IFRSit +

a3NI(OCI)*IFRSit + a4SIZEit + a5LEVit +

a6CFOit + a7BETAit + a8M/Bit + a9FORit +

a10BIG4it + a11LOSSit + a12OWNERit + eit

식(1)

<가설 2의 검증>

Ratingt+1 = a0 + a1NI(OCI)it + a2FY1it +

a3FY2it + a4NI(OCI)*FY1it + a5NI(OCI)*FY2it

+ a6SIZEit + a7LEVit + a8CFOit + a9BETAit +

a10M/Bit + a11FORit + a12BIG4it + a13LOSSit +

a14OWNERit + eit 식(2)

<가설 3의 검증>

Ratingt+1 = a0 + a1NI it + a2OCI it +

a3FY1(FY2)it + a4NI*FY1(FY2)it +

a5OCI*FY1(FY2)it + a6SIZEit + a7LEVit +

a8CFOit + a9BETAit + a10M/Bit + a11FORit +

a12BIG4it + a13LOSSit + a14OWNERit + eit

식(3)

Ratingt+1 : t+1년도의 1부터 10까지의 값을 부여한

회사채 신용등급

NIit : t년도 당기손익/총자산

OCIit : t년도 포괄손익/총자산

FY1 : 전체표본기간 2007-2013년 중에서 표본기간이

IFRS 도입첫해인 2011년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FY2 : 전체표본기간 2007-2013년 중에서 표본기간이

IFRS 도입이후인 2012년부터 2013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LEVit : t년도 부채비율

SIZEit : t년도 ln총자산

CFOit : t년도 영업현금흐름비율(영업현금흐름/총자산)

BETAit : t년도 1년간 시장모형으로 추정된 체계적 위험

BIG4it : t년도 BIG4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LOSSit : t년도 손실보고기업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M/Bit : t년도 자기자본의 장부가치 대비 시장가치 비율

FORit : t년도 연평균 외국인투자자 지분율

OWNERit : t년도 연평균 5대주주 지분율

2. 표본의 선정
표본은 2007부터 2013년 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회사채 신용등급을 부여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는 K-IFRS 도입이전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의 표본을 사용하는데 조기도입기업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조기도입기업의 표본

은 제외하며, K-IFRS 도입첫해는 2011년의 표

본을 사용하며, K-IFRS 도입이후기간은 2012년

부터 2013년까지의 표본을 사용하여 비교·분석

하고자 한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

상으로 하되 업종간의 비교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업을 제외한다.

또한 분석에 사용하는 재무자료와 주가자료

는 한국신용평가(주)의 데이터베이스인 KIS-

VALUE에서 추출하며, 연결재무제표자료를 사

용하고자 한다.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에서

관리대상, 12월 이외의 결산법인, 연결자료가 없

는 기업, 자본잠식기업 등을 제거하여 최종표본

을 사용하고자 한다. 표본의 최소값 1%와 최대

값 1%에서 truncation 하였다. 다음 <표 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의 선정과정을 나타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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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N mean median std min max

Rating 4,724 5.9492 6.0000 1.9149 1.0000 10.0000

NI 4,724 0.0292 0.0333 0.0701 -0.3521 0.2156

OCI 4,724 0.0318 0.0025 0.0612 -0.0376 0.3250

SIZE 4,724 26.6975 26.3883 1.5161 18.3996 32.7313

<표 2> Panel A : 전체표본의 기술통계량 

구 분 표본의 선정과정

유가증권시장 비금융업 5,096

12월 이외 결산법인 제거 (179) 4,917

자본잠식기업 제거 (27) 4,890

상·하 1% 극단치 제거(truncation) (166) 4,724

최종 표본 수 4,724

<표 1> 표본의 선정과정

IV. 실증분석
1. 기술통계분석과 상관관계분석
<표 2>에 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

량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며, 표본기간을 K-IFRS 이전과 이후로

나누며, 도입이전(2007-2010년), 도입첫해(2011

년), 그리고 도입이후(2012-2013년)로 표본을 나

누어 분석하기 때문에 Panel A에서는 전체표본

에 대한 기술 통계량을 제시하였고, Panel B와

Panel C에서는 기간을 구분하여 기술통계량을

제시하였다.

Panel A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Rating(신용평점)은 회사채 신용등급으로서

1부터 10까지의 값을 부여하며 1등급이 가장

우수한 등급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해석을

직관적인 해석을 위하여 가장 우수한 신용등급

에 10의 값을 부여하고 신용등급이 가장 저조

한 기업에는 1의 값을 부여하였다. Rating(신용

평점)의 평균(중앙값)은 10점 만점에서

5.94(6.00)이며, NI는 0.03(0.03), OCI는

0.03(0.00)을 보여주어 당기손익과 포괄손익이

비슷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SIZE는

26.70(26.39), LEV는 1.22(0.79)으로 부채비율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CFO는

0.05(0.04), BETA는 0.74(0.70), M/B는

1.11(0.80)로 나타났다. FOR는 0.10(0.03)로 외국

인지분율은 약 10%로 나타났으며, BIG4는

0.72(1.00)로 약 72%의 기업이 BIG4로부터 감사

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OSS는 0.20(0.00)

로 약 20%의 기업이 손실을 보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WNER은 0.50(0.50)으로 나타나 5

대주주가 전체 지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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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IFRS=0(n= 2,371) IFRS=1(n= 2,353) 차이분석

Ratingt+1 5.9089 5.8992 0.16

NI 0.0388 0.0194 9.62***

OCI 0.0386 0.0250 7.69***

SIZE 26.5478 26.8483 -6.84***

LEV 1.1958 1.2410 -0.66

CFO 0.0498 0.0428 2.96***

BETA 0.7846 0.6886 7.08***

M/B 1.0516 1.1620 -2.92**

FOR 0.0954 0.1003 -0.68

BIG4 0.7119 0.7182 -0.48

LOSS 0.1674 0.2252 -5.01***

OWNER 0.4981 0.4988 -0.12

* : 10%, ** : 5%, *** : 1%에서 유의함.

변수의 정의는 <표 2>와 같다.

  Panel B: IFRS 전후로 구분한 기술통계량과 차이분석

LEV 4,724 1.2184 0.7921 2.3460 0.0000 69.1371

CFO 4,724 0.0463 0.04298 0.0810 -0.5522 0.5239

BETA 4,424 0.7352 0.6985 0.4529 -5.3863 12.6698

M/B 4,723 1.1066 0.7989 1.2987 0 49.3325

FOR 4,724 0.0978 0.0312 0.2490 0 14.4600

BIG4 4,724 0.7150 1.0000 0.4514 0 1.0000

LOSS 4,724 0.1962 0.0000 0.3972 0 1.0000

OWNER 4,724 0.4984 0.4976 0.1929 0 1.0000

Ratingt+1(신용평점) : t+1년도 회사채 신용평점, 1부터 10까지의 값을 부여하며 1등급이 가장 우수한 평점이나  본 논문에서
는 회귀모형의 직관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신용평점이 가장 우수한 기업에게는 10점을 부여하고 신용평점이 가장 저조한 
기업에게는 1점을 부여함.
NIit : t년도 당기손익/총자산
OCIit : t년도 포괄손익/총자산
LEVit : t년도 부채비율
SIZEit : t년도 ln총자산
CFOit : t년도 영업현금흐름비율(영업현금흐름/총자산)
BETAit : t년도 1년간 시장모형으로 추정된 체계적 위험
BIG4it : t년도 BIG4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LOSSit : t년도 손실보고기업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M/Bit : t년도 자기자본의 장부가치 대비 시장가치 비율
FORit : t년도 연평균 외국인투자자 지분율
OWNERit : t년도 연평균 5대주주 지분율

Panel B는 전체 연구기간을 K-IFRS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기술통계량과 차이분석을 보

여주고 있다. Rating은 K-IFRS 이후기간과 이

전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



46 경영과 정보연구 제35권 제4호

변수 FY2=0(n=2,966) FY2=1(n= 1,758) 차이분석

Ratingt+1 5.8857 5.9530 -1.01

NI 0.0360 0.0176 8.83***

OCI 0.0359 0.0250 5.89***

SIZE 26.6004 26.8612 -5.73***

Panel D: FY2로 구분한 기술통계량과 차이분석

로 나타났다. NI와 OCI는 K-IFRS 이후기간에

이전기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 그 외 SIZE, M/B, LOSS는

K-IFRS 이후기간에 K-IFRS 이전기간보다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어서

장부상 자산가액, 시장가격, 그리고 손실을 보고

한 기업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CFO,

BETA는 K-IFRS 이후기간에 K-IFRS 이전기

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값을 보여주

고 있어서 기업의 현금흐름과 시장위험은 감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변수 FY1=0(n= 4,129) FY1=1(n= 595) 차이분석

Ratingt+1 5.9235 5.7933 1.52

NI 0.0298 0.0249 1.60

OCI 0.0328 0.0249 2.97***

SIZE 26.6813 26.8100 -194**

LEV 1.2214 1.1972 0.24

CFO 0.0475 0.0378 2.75***

BETA 0.7246 0.8076 -4.09***

M/B 1.1102 1.0814 0.51

FOR 0.0987 0.0920 0.62

BIG4 0.7135 0.7261 -0.63

LOSS 0.1959 0.1983 -0.14

OWNER 0.5000 0.4873 1.50

* : 10%, ** : 5%, *** : 1%에서 유의함.

변수의 정의는 <표 2>과 같다.

Panel C: FY1으로 구분한 기술통계량과 차이분석

Panel C는 전체표본기간 2007-2013년 중에서

표본기간이 2011년 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

수 FY1여부로 나누어 기술통계량과 차이분석을

보여주고 있다. Rating은 K-IFRS 도입첫해와

나머지 기간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OCI 그리고 CFO가 2011년에 나머지 기간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 SIZE는 2011년에 나머지 기간과 비교하

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결과는 K-IFRS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BETA는

K-IFRS 이후에 전반적으로 감소한 결과와는

다르게 2011년 도입첫해에는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나서 재무제표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나머지 변수들은 2011년과 다른 기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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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 1.1961 1.2559 -0.85

CFO 0.0474 0.0445 1.17

BETA 0.7894 0.6490 10.15***

M/B 1.0576 1.1893 -3.37***

FOR 0.0947 0.1032 -1.13

BIG4 0.7148 0.7156 -0.06

LOSS 0.1736 0.2344 -5.09***

OWNER 0.4959 0.5026 -1.16

* : 10%, ** : 5%, *** : 1%에서 유의함.

변수의 정의는 <표 2>와 같다.

NI OCI SIZE LEV CFO BETA M/B FOR BIG4 LOSS OWNER

1. Rating 0.5400*** -0.0575** -0.0288 -0.3763*** 0.4438*** -0.2097*** -0.0235 0.2094*** 0.0509** -0.4594*** 0.0759***

2. NI 1 -0.0586*** 0.1158*** -0.2349*** 0.3884*** -0.0428*** 0.0359** 0.1537*** 0.0791*** -0.5492*** 0.0847***

3. OCI 1 0.0389*** -0.0377*** -0.0910*** 0.0032 -0.1136*** -0.0366** -0.1060*** 0.0264* -0.0204

4. SIZE 1 0.1055*** 0.1214*** 0.2118*** 0.0891*** 0.4034*** 0.3866*** -0.1329*** 0.0276*

5. LEV 1 -0.2601*** 0.1169*** 0.2336*** -0.0872*** 0.0382** 0.2484*** -0.0053

6. CFO 1 -0.0756*** 0.0739*** 0.1533*** 0.0717*** -0.3145*** 0.0620***

7. BETA 1 0.2841*** 0.0382** 0.0665*** 0.0516*** -0.1610***

8. M/B 1 0.2098*** 0.0569*** 0.0303** -0.0877***

9. FOR 1 0.2147*** -0.1111*** -0.0127

10. BIG4 1 -0.0940*** 0.0578***

11. LOSS 1 -0.0921***

12. OWNER 1

Panel D는 전체표본기간 2007-2013년 중에서

표본기간이 2012년 이후이면 1, 아니면 0인 더

미변수 FY2 여부로 나누어 기술통계량과 차이

분석을 보여주고 있다. Rating은 2012년 이후와

이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NI와

OCI는 2012년 이후기간에 이전기간보다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낮아져서 K-IFRS의 적용이 당

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감소시키는 변동을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BETA는 2012년 이후

에 이전기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SIZE, M/B, LOSS는 2012

년 이후기간에 이전기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기간

을 구분하여 살펴본바 신용평점은 기간 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NI와 OCI는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BETA는

K-IFRS 이후, 2012년 이후에는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도입 첫해인 2011년에는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나 K-IFRS 도입첫해에는 체

계적위험이 높아졌다가 이후기간에 K-IFRS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가는 과정에서 체계적위험

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3> 상관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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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들 간의 Peason

상관관계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신용평점

과 NI(당기손익)간의 상관계수는 0.5400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나,

신용평점과 OCI(기타포괄손익)간의 상관계수는

–0.057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

여주고 있다. 당기손익과는 달리 기타포괄손익

은 신용평점과의 관계가 크기 않음을 알 수 있

다. 신용평점과 CFO(영업현금흐름)간의 상관계

수는 0.4438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 현금흐름이 양호할수록

높은 신용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그 외 신용평점과 FOR(외국인지분율), 신용

평점과 BIG4, 신용평점과 OWNER(대주주지분

율)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신용평점과 SIZE(기업규모)와는 유

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으며, 신용평점과 LEV

(부채비율)간의 상관계수는 –0.3763으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 부

채비율이 높으면 신용평가가 낮음을 알 수 있

다. 그 외 신용평점과 BETA, 신용평점과

LOSS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2. 가설 1의 검정
<표 4>에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한 식 (1)의

검증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종속변수는 t+1년도

의 신용평점을 사용하였다. 가설 1은 당기손익

과 기타포괄손익이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K-IFRS 전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

이다. 분석결과 NI의 계수(t-value)는 5.07(8.72)

로 신용평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당기손익이 신용평가에 양의 영

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CI의 계수는

-0.23(-0.50)로 신용평가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기타포괄손익은 신

용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IFRS의 계수는 0.13(2.24)로 5% 수준에서 신용

평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여주

고 있다. 가설 1의 주요한 연구변수인 NI*IFRS

는 2.09(3.12)로서 1% 수준에서 신용평가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여 IFRS 이후

의 당기손익은 IFRS 이전보다 신용평가에 추가

적으로 양의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CI*IFRS의 계수는 1.23(1.58)로 신용평가와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는 당기손익은 신용평가에 양의 영향을

OCI는 신용평가에 별다른 영향을 주고 있지 않

으며, K-IFRS 도입이후에 이전보다 신용평가가

좋아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K-IFRS 도입이후에

당기손익은 신용평가에 추가적으로 양의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회

계기준 변경으로 인한 재무제표 수치의 변동이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 외 CFO, M/B, BIG4,

OWNER는 신용평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여 주고 있어서 현금흐름이 좋거나

시장가치가 높거나 BIG4 회계법인으로 부터 감

사를 받은 기업이거나 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

록 좋은 신용평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LEV, SIZE, BETA, LOSS는 신용평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

서 부채비율이 높거나 기업규모가 크거나, 시장

위험이 높거나 손실을 보고한 기업들은 예상한

바와 같이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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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ngt+1 = a0 + a1NI(OCI)it + a2IFRSit + a3NI(OCI)*IFRS + a4SIZEit + a5LEVit + a6CFOit +
a7BETAit + a8M/Bit + a9FORit + a10BIG4it + a11LOSSit + a12OWNERit + eit

식 (1)

constant 9.81
(19.82)***

NI 5.07
(8.72)***

OCI -0.23
(-0.50)

IFRS 0.13
(2.24)**

NI*IFRS 2.09
(3.12)***

OCI*IFRS 1.23
(1.58)

LEV -0.25
(-18.03)***

SIZE -0.15
(-7.87)***

CFO 5.83
(17.49)***

BETA -0.57
(-9.52)***

M/B 0.11
(4.78)***

FOR 2.21
(11.14)***

BIG4 0.04
(0.65)**

LOSS -0.73
(-8.90)***

OWNER 0.38
(2.60)***

Adj R2 0.46

observation 3,849

F-Value 241.19***

1) * : 10%, ** : 5%, *** : 1%에서 유의함.
2) 변수의 정의는 <표 2>와 같다.

<표 4> 가설 1의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결과

3. 가설 2의 검정
<표 5>에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한 식 (2)의

검증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가설 2는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이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K-IFRS 도입전후(도입이전, 도입첫해, 도입이

후)에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모형 (1)의 NI의 계수(t-value)는

5.08(8.75)로 1% 수준에서 신용평가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당기손익

이 신용평가에 양의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Y1의 계수는 0.06(0.77)로 신용평가에 유

의한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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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의 도입첫해인 2011년에는 이전 또는

이후기간과 비교하여 추가적으로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FY2의

계수는 0.21(3.7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2012년부터 2013년에

는 이전기간과 비교하여 신용평가에 추가적으

로 양의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2

년 이후에는 K-IFRS를 안정적으로 적용한 시

기이므로 다른 기간과 비교하여 신용평가가 좋

아졌음을 알 수 있다. 가설 2의 중요한 연구변

수인 NI*FY1의 계수는 2.99(3.17)로 1% 유의수

준에서 양의 값을 보이고 있어서 K-IFRS 도입

첫해인 2011년의 당기손익은 다른 기간과 비교

하여 신용평가에 추가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FRS도입으로 재무제표의 수치가

변동할 수 있으나 성과지표와 재무평점으로서

당기손익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의미한

다. NI*FY2의 계수는 1.55(2.00)으로 5% 유의

수준에서 양의 값을 보이고 있어 K-IFRS 도입

이후인 2012년 이후에도 도입이전보다 신용평

가에 양의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K-IFRS 이후기간(2011-2013년)에 당기손익은

K-IFRS 이전기간(2007-2010)보다 신용평가에

추가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중에

K-IFRS 도입첫해(2011년)에 증분효과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K-IFRS 도입첫해에는 경제적

실질과는 관계없이 기준의 변경으로 인하여 재

무비율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서 기업의 내

재가치의 변동을 제대로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표 2>의 Panel B의 차이분석

결과에서 당기손익은 IFRS이후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에 미치는 추가적인 영향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당기손익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었음

을 알 수 있다.

모형 (2)의 OCI의 계수(t-value)는 –

0.42(-0.88), FY1의 계수(t-value)는 0.03(0.35)

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FY2의

계수(t-value)는 0.15(2.44)로 5%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설

2의 중요한 연구변수인 OCI*FY1의 계수

(t-value)는 2.15(1.83)로 10% 수준에서 신용평

가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도입이전과 비

교하여 도입첫해에 기타포괄손익이 신용평가에

추가적으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OCI*FY2의 계수(t-value)는

0.79(0.87)로 신용평점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OCI는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나

K-IFRS 도입 첫해에는 도입이전(2007-2010)과

도입이후(2012-2013)와 비교하여 추가적으로 신

용평가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로 미루어 K-IFRS 도입첫해인 2011년 보다

2012년 이후에 K-IFRS의 도입이후에 전반적인

신용평가는 좋아졌으나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

익의 비율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변수가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다

른 기간보다는 도입첫해인 2011년에 더 크게

나타났다. 이때는 재무비율의 변동성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기간인데 두 변수가 신용평가에 미

치는 영향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도입첫해에 신

용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당기손익이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K-IFRS 도

입으로 내재가치와 관계없이 재무비율이 신용

평가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K-IFRS의 안정적인 적용으로

인하여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이 신용평가에

미치는 증분효과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나머지 통제변수가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

향은 <표 4>의 결과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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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ngt+1 = a0 + a1NI(OCI)it + a2FY1it + a3FY2it + a4NI(OCI)*FY1+ a5NI(OCI)*FY2it + a6SIZEit
+ a7LEVit + a8CFOit + a9BETAit + a10M/Bit + a11FORit + a12BIG4it + a13LOSSit +
a14OWNERit + eit 식 (2)

모형 (1) 모형 (2)

constant
9.84

(19.94)***
9.46

(18.81)***

NI
5.08

(8.75)***

OCI
-0.42
(-0.88)

FY1
0.06
(0.77)

0.03
(0.35)

FY2
0.21

(3.79)***
0.15
(2.44)**

NI*FY1
2.99

(3.17)***

NI*FY2
1.55
(2.00)**

OCI*FY1
2.15
(1.83)*

OCI*FY2
0.79
(0.87)

LEV
-0.25

(-18.09)***
-0.29

(-21.02)***

SIZE
-0.15

(-7.99)***
-0.14

(-6.84)***

CFO
5.81

(17.41)***
7.02

(21.92)***

BETA
-0.57

(-9.45)***
-0.57

(-9.01)***

M/B
0.12

(4.74)***
0.15

(5.98)***

FOR
2.22

(11.26)***
2.32

(11.52)***

BIG4
0.03
(0.52)

0.04
(0.65)

LOSS
-0.74

(-8.98)***
-1.34

(-20.95)***

OWNER
0.37
(2.53)**

0.57
(3.82)***

Adj R2 0.47 0.45

observation 3,849 3,849

F-Value 241.47*** 224.11***

1) * : 10%, ** : 5%, *** : 1%에서 유의함.
2) 변수의 정의는 <표 2>와 같다.

<표 5> 가설 2의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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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ngt+1 = a0 + a1NIit + a2OCIit + a3FY1(FY2)it + a4NI*FY1(FY2)it + a5OCI*FY1(FY2)it +
a6SIZEit + a7LEVit + a8CFOit + a9BETAit + a10M/Bit + a11FORit + a12BIG4it +
a13LOSSit + a14OWNERit + eit 식 (3)

모형 (1) 모형 (2)

constant
9.57

(19.41)***
9.77

(19.73)***

NI
5.12

(9.50)***
5.61

(10.23)***

OCI
-0.24
(-0.61)

0.04
(0.10)

FY1
-0.07
(-0.95)

NI*FY1
2.73

(3.00)***

OCI*FY1
1.93
(1.71)*

FY2
0.19

(3.23)***

NI*FY2
0.99
(1.32)

OCI*FY2
0.53
(0.61)

LEV
-0.26

(-18.33)***
-0.26

(-18.13)***

SIZE
-0.14

(-7.27)***
-0.15

(-7.80)***

CFO
5.89

(17.62)***
5.79

(17.32)***

BETA
-0.61

(-10.16)***
-0.56

(-9.34)***

M/B
0.12

(4.81)***
0.11

(4.82)***

FOR
2.15

(10.86)***
2.21

(11.14)***

BIG4
0.03
(0.52)

0.03
(0.54)

LOSS
-0.76

(-9.26)***
-0.75

(-9.08)***

OWNER
0.40

(2.73)***
0.38
(2.55)**

Adj R2 0.46 0.55

observation 3,849 4,421

F-Value 238.51*** 388.67***

1) * : 10%, ** : 5%, *** : 1%에서 유의함.
2) 변수의 정의는 <표 2>와 같다.

<표 6> 가설 3의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결과

4. 가설 3의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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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에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한 식 (3)의

검증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가설 3는 K-IFRS

도입전후(도입이전, 도입첫해, 도입이후)에 당기

손익이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기타포괄손

익이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과는 다르게 나타

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모형 (1)

에서 NI의 계수(t-value)는 5.12(9.50)로 1% 수

준에서 신용평가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주고

있으나, OCI의 계수(t-value)는 -0.24(-0.61),

FY1의 계수(t-value)는 -0.07(-0.95)로 신용평가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3의 중요한 연구변수인 NI*FY1의 계수

(t-value)는 2.73(3.00)으로 1% 수준에서 신용평

가와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OCI*FY1의 계수(t-value)는 1.93(1.71)로 10%

수준에서 도입이전과 비교하여 신용평가에 추

가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도입첫해의 당기손익이 신용평가에 미치는 증

분효과가 도입첫해의 기타포괄손익이 신용평가

에 미치는 증분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는 <표 5>의 결과와도 일치

한다. 모형 (2)에서 NI의 계수(t-value)는

5.61(10.23)로 1% 수준에서 유의하나, OCI의 계

수(t-value)는 0.04(0.10)로 유의하지 않으며,

FY2의 계수(t-value)는 0.19(3.23)로 1% 수준에

서 신용평가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가설 3의 중요한 연구변수인

NI*FY2의 계수(t-value)는 0.99(1.32)로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OCI*FY2의 계수

(t-value)도 0.53(0.6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2012년 이후에는 이전 기간과 비교하여 당기손

익과 기타포괄손익이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

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K-IFRS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어 신용평가가 회계기준

변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나머지 통제변수가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

은 <표 4>의 결과와 같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K-IFRS의 도입의 영향을 신

용평가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K-IFRS 도입이전과 K-IFRS 도입이후의 표본

자료를 사용하여 K-IFRS 도입으로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이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달

라졌는지, 각 변수가 기간에 따라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동일 기간내

에서 두 변수가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다

른지를 분석하였다. 검증을 위한 표본자료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4,724개 기업-연도표

본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첫째, 당

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이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K-IFRS 전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

하는 것이다. 둘째, 당기손익(기타포괄손익)이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K-IFRS 도입전후

(도입이전, 도입첫해, 도입이후)에 다르게 나타

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셋째, K-IFRS 도입

전후(도입이전, 도입첫해, 도입이후)에 당기손익

이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기타포괄손익이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과 다르게 나타나는지

를 검증하는 것이다. 기간구분은 K-IFRS 도입

이전은 2007년부터 2010년, K-IFRS 도입첫해는

2011년, K-IFRS 도입이후는 2012년부터 2013년

으로 구분하였다. 조기도입기업의 영향을 제거

하기 위하여 조기도입기업의 표본은 제외하였

다. 재무자료와 신용평가자료는 한국신용평가

(주)의 데이터베이스인 KIS-VALUE에서 추출

하며, 연결재무제표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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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K-IFRS 도입이후(2011년-2013년)에 당

기손익(NI)이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K-IFRS 도입이전(2007년-2010년)보다 증가하

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기타포괄손익

(OCI)이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K-IFRS 이

전과 비교하여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둘째,

당기손익은 K-IFRS 도입이후(2011년-2013년)

에 신용평가에 추가적으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입이후 보다는 도입첫해

에 증분효과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

타포괄손익은 K-IFRS 도입첫해(2011년)에는 신

용평가에 추가적으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K-IFRS 도입이후(2012년-2013

년)에는 추가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셋째, K-IFRS 도입첫해(2011년)에는 기타포

괄손익보다는 당기손익이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K-IFRS 도입

이후(2012년-2013년)에는 당기손익과 기타포괄

손익이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석하면 K-IFRS의 도

입 첫해인 2011년은 재무비율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기간인데 두 변수가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도입첫해에

신용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미실현손익인 기타포괄손익보다는

당기손익의 역할이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

한 K-IFRS 도입으로 내재가치와 관계없이 재

무비율 변동이 신용평가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K-IFRS의 안정적

인 적용으로 인하여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

이 신용평가에 미치는 증분효과는 감소할 것으

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K-IFRS 도입으로 인하여

재무비율 중에 당기손익이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K-IFRS 도입전후에 정보이용자들

이 신용평가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 K-IFRS

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실

현손익인 기타포괄손익의 변동은 신용평가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였

으며 K-IFRS 이후기간에는 당기손익이나 기타

포괄손익 모두 신용평가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K-IFRS가 안정적으

로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K-IFRS 도입과 관련하여 표본기

간을 확장하였으며 또한 기간을 도입이전, 도입

직후, 그리고 도입이후로 세분하여 신용평점과

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선

행연구와의 차별점이 있다. 기업의 신용위험을

나타내는 평가지표는 회사채신용등급, CP등급,

신용평가회사에서 제공하는 재무평점 등이 있

으나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자료 입수가 수월

한 한국신용평가(주)에서 제공하는 회사채신용

등급만을 사용하였다. 또한 K-IFRS를 도입한

기업에서도 회사채신용등급이 공시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전체 상장

기업으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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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Financial Ratios on Credit Rating by Adoption of K-IFRS†

2)*Wang, Hyun-Sun*

This study investigates how adapting of K-IFRS effects NI and OCI affecting of credit rating

on changing of the period and variable by using samples of around adapting of K-IFRS. First of

all, after adapting of K-IFRS(2011-2013), it was noticeable that how NI affecting after adapting

of K-IFRS(2007-2010) had been increased more than that of before affecting of K-IFRS.

However, there was not a single difference in affecting OCI on credit rating comparing to the

past of adapting of K-IFRS. Second, it seemed like NI affected more after adapting of

K-IFRS(2011-2013). The first year of K-IFRS had bigger incremental effect than after adapting

of K-IFRS. However, after adapting of K-IFRS, OCI affecting on credit rating had no ncremental

effect. Third, it seemed like NI in the first year affected more than OCI on credit rating. After

adapting(2012-2013) of K-IFRS, it seemed like NI and OCI do not affect on credit rating. To

interpret this, NI and OCI affected the first year of adapting of K-IFRS; therefore, adapting of

K-IFRS affected without affecting financial ratio on adapting credit rating. As the time goes on,

it can be expected that adapting K-IFRS became stable; therefore, extra incremental effect will

not be seen comparing to the early adaption.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when information users use credit rating, they have to

concern of affecting of K-IFRS. This is because NI in financial ratio is affecting on credit rating.

Key Words: K-IFRS, Net Income(NI), Other Comprehensive Income(OCI), Financial Ratio,

Credit 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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