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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채권신용등급 결정요인 연구*
박지민**･정일환***

국문요약
지방공기업 부채관리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정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방공사 채권시장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공공부문 채권시장의 지속적인 증가를 고려
해 볼 때, 다양한 이론과 정책을 검증하는 채권시장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원
리금 상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조달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채권신용등급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
다. 지방공사채의 신용 등급에 미치는 요인을 지방자치단체 변수와 지방공사 변수, 재무적 요인
과 비재무적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채권신용등급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에 더 밀
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지방공사채권, 채권신용등급
1)

Ⅰ. 서 론
많은 국가들은 공공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조세 뿐 아니라 부채와
같은 적자재정을 활용한다(허명순, 2014:15). 중앙정부 뿐 아니라, 교부금과 지
방세가 주요 수입원인 지방정부는 자본투자사업 구축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
거나, 공공기관 또한 정부정책사업 수행을 위해 채권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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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한다. 하지만, 무분별한 채권발행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재전건전성
악화라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2019년도 회계연도 기준 공공부문 부채(D3)
1132.6조 중 중앙정부를 제외한 지방정부 및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는 약 450.7
조에 달하고 있다. 이 중 지방공기업 부채는 약 52.5조, 지방출자･출연기관은
6.3조이다(국회예산정책처, 2020: 53). 전체 공공부문 부채(D3) 중 지자체와 공
공기관의 부채가 39.7%를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볼 때, 부채관리를 위한 정
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궁
극적으로 지자체와 중앙정부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게 되므로 정부는 법령 개정
과 재정관리 정책을 통해 부채관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례로 행정안전부
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3(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통해 중장기재
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71조의2(부실 지방공기
업에 대한 해산 요구 요건)를 개정하여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하는 공기업이
나 자본잠식이 이루어진 공기업을 해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정위험 수준
을 점검하고, 진단하기 위해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하위 지표로서 공기업부
채비율을 매년 모니터링하고 있다(정일환, 2018).
그러나, 지방공기업 부채관리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정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
고, 지방공사 채권시장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몇몇의 채권발행 및 채권수익률에 관한 연구(김봉환･전성만, 2014; 전성
만･김봉환, 2015)가 제시되고 있지만, 공공부문 채권시장의 지속적인 증가를
고려해 볼 때, 다양한 이론과 정책을 검증하는 채권시장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이 상환과정에서 발
생하는 이자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채권신용등급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신용등급이 우량하다는 것은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높고
연체율이 낮다는 의미로 수익성을 보장받을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급하는
이자비용이 낮아지게 된다. 반대로, 부실등급채권(정크본드)의 경우, 상환가능
성을 낮게 보기 때문에 발행기관은 높은 이자비용을 부과하여 미상환으로 인한
손실 예상분을 보존하고자 한다. 따라서, 낮은 채권신용등급은 높은 이자비용
을 부담시키고, 채권발행주체의 부채증가로 이어지며, 이는 기관의 재정건전성
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므로 채권신용등급의 변동 메커니즘

지방공기업 채권신용등급 결정요인 연구 155

을 이해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
채권신용등급은 채권 발행인의 원리금 상환여부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미래
의 현금창출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한 결과이다. 국내 민간기업의 채권신용
등급 결정요인 연구들은 재무제표에 기반한 재무보고품질과 재무비율분석 결
과 뿐 아니라, 산업분석, 경영관리분석, 노사관계와 같은 비재무정보를 활용하
여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이아영 외, 2008; 박종일 외, 2012). 공공부문 채권
의 신용등급 연구는 주로 미국과 유럽 국가 사례에 편중되어 있고(Denison et
al., 2007; Zhao and Guo, 2011), 우리나라 지방공사채 신용등급에 초점을 맞
춘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지방공기업 채권시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며, 기존 연구
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통해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을 소개하고, 지방공사에서 발행한 채권 데이터에 기반하여 지방
공사채의 신용 등급에 미치는 요인을 지방자치단체 변수와 지방공사 변수로 구
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 채권신용등급이 추가적인 자본
조달을 위한 이자비용으로서 지방공기업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지방공기업 부채의 매커니즘을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실
무적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공사 채권시장에 대한 제도적 환경
을 소개하고, 이론적 분석틀과 선행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연
구설계 및 분석방법을 기술하고, 마지막으로 채권신용등급 결정요인 분석결과
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제도적 환경: 지방공사채권
1. 지방공사채 발행 현황
지방공사채의 경우 특수채로 분류되며, 국가부채에 산입되지 않고, 공사채
부채로 산입된다. 대개 지방공사채는 비금융공기업이 발행하며, 2019년 기준

156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6권 제2호
경기도가 지방공사채를 발행한 공사수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도이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북, 제
주 산하 지방공사들은 비교적 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서울교
통공사의 경우 2019년 기준 총 4조 6,454억 원의 부채가 있었는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54.31%로 철도부지를 비롯한 자산 비중이 높아 부채비율이 높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표 1> 2019년 자치단체 산하 지방공사 자본 대비 부채비율
소속

부채 평균(원)

부채 비율(%)

공사수(개)

서울

740,609,673,115

자본 평균(원)
633,923,602,024

116.8

29

부산

349,610,891,000

739,137,428,571

47.3

7

대구

308,914,399,621

1,062,374,129,033

29.1

5

인천

499,875,268,718

501,871,933,698

99.6

13

광주

89,766,191,116

290,581,485,653

30.9

6

대전

138,907,413,087

516,124,557,149

26.9

4

울산

44,965,021,482

41,821,571,429

107.5

7

세종

5,667,481,764

5,073,266,881

111.7

2

경기

198,917,113,818

172,685,292,524

115.2

36

강원

178,572,851,476

66,908,942,181

266.9

7

충북

75,470,120,922

69,030,921,976

109.3

4

충남

86,569,111,898

65,682,455,822

131.8

6

전북

108,165,022,493

77,680,470,039

139.2

4

전남

239,370,424,318

292,160,147,102

81.9

2

경북

39,552,814,332

105,165,773,091

37.6

10

경남

57,372,195,775

58,153,334,809

98.7

10

제주
62,727,689,034
196,259,820,670
32.0
3
자료: 지방재정 365
https://lofin.mois.go.kr/portal/service/openInfPage.do?infId=J6NN5HK7CW27F70BVHCO49
1096&srvCd=

공사 분야별 부채비율은 도시개발공사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철도의 경우 부채 비율이 30% 수준으로 높지 않은데, 인천교통공사가 2019
년 기준 1,845억으로 4.73%의 낮은 부채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서울교
통공사의 경우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승객감소로 공사채 발행액수가 증가하였
다. 2020년 1조 4,380억, 2021년 2조 380억 원(예정)1)으로 상승세가 다소 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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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측면이 있어 2021년 6월 30일자로 서울시로 4,530억 원 상당의 도시철도공
채를 이관하였다2).
<그림 1> 분야별 자본 대비 부채비율(지방 공사)

자료: 지방재정 365

2. 지방공사채 발행과정
1) 지방공사채 개념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를 받고 있으며 공사의 운영은 별도 독립회
계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자본조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증자에 따
른 공사채권 발행을 통하여서 충당하고 있다(전성만･김봉환, 2015:272). 지방
공사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하여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에 의해 발행이 되며,
대상이 되는 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 내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으로, 당해 지자체의 조례와 공사･공단의 정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중 주택사업, 궤도사업, 토지개발사업, 지방도로사업, 자동차운송사업이나, 정
1) 서울경제(2021-07-06) 빚 느는 서울교통공사... 지방공사채 발행 2조원 넘어
https://www.sedaily.com/NewsVIew/22OT3GRZSF
2) 한국경제(2021.06.24.) ‘경영난’ 서울교통공사, 부채 4천530억 서울시로 넘긴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6240477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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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시된 사업들(임대APT 건립 등) 또는 공유재
산과 물품 관리법에 의거한 지자체의 위탁개발사업 등이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행정안전부, 2020:7p).

<표 2> 지방공사채 발행제도 개요
일자

내용

1980년 1월 4일

공사채 발행과 외국차관 규정 최초 도입

1992년 12월 8일

내무부장관 승인과 외국차관 상환 보증제 도입

1996년 12월 30일

시･군･구 설립 공사 내에서 사채 발행시 시･도지사의 승인

2002년 3월 15일

외국차관 상환 보증제도 폐지

2004년 12월 30일

대통령령에 의거 공사채 발행 한도제 도입

2005년 3월 24일

시･도지사 승인제도 폐지 등
공사채 발행 기준을 규정함(부채비율, 경영성과 등)

2005년 3월 31일

공사채 발행한도를 명시함
(주택･토지 10배 및 기타 4배 이하)

2011년 3월 29일

공사채 발행한도를 조정함(주택･토지 6배 및 기타 2배)

2013년 12월 4일

공사채 발행한도를 조정함
(주택･토지 4배 및 기타 2배 이내)

2017년 6월 8일
도시철도 안전시설물에 대한 지방공사채 발행을 허용함
자료: 행정안전부(2020) 2020년도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 3p

지방공기업법상 증권발행의 방법에 따른 채무행위에 대해 지방공사의 경우
에는 ‘사채’, 지방공단은 ‘공단채’로 명시하고 있다. 공사채는 공사채 등록법(제
2조)에 의거 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과 특별법에 따라 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사채권, 외국정부, 외국의 공공단체 혹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으로 금융위
원회가 지정한 것, 마지막으로 양도성 예금 증서(CD)를 지칭한다. 증권은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해 지분증권, 수익증권, 채무증권,
파생결합증권, 투자계약증권, 증권예탁증권으로 구분하며 채무증권은 국채증
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기업어음증권, 사채권, 이외에 유사한 것으로
지급청구권이 표기된 것으로 정의한다. 또 상법(제469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사채를 발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20:4p).
행정안전부의 분류에 의하면 지방공사채는 지방공사 혹은 지방공단이 발행주
체가 되는 것이며 관련 법령은 “지방공사 혹은 공단이 그 재정상의 필요 혹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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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되는 모든 유형의 토지채권과
자본을 통칭(지방공기업법 제68조)”하는 것으로 지방공사채를 규정하고 있다.
재원조달의 차입금에 관해 지방공사에 재원을 조달하는 대상과 관계없이 다
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전성만･김봉환, 2015:272). 공사는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발행 또는 외국차관이 가능하며 사채발행 한도의 경우 대통령
령에 명시(지방공기업법 제68조 제1항)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
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68조제3항). 행안부장관 사전승인대상(시행령 제
62조제4항)은 사채발행 승인신청 시점 사채발행예정액 합산액이 부채비율
200% 이상인 경우와 최근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 발생인 경우, 마지
막으로 사채발행예정액 300억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20:9p). 공사의 사채발행 한도(시행령 제62조제2항)는 주택사업, 토지개발사
업의 경우 순자산액(자산총액-부채총액) 4배 이내이며, 기타사업의 경우 순자
산액(자산총액-부채총액) 2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지방공사채 발행액수 및 적용금리

한국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개년간 채권 종류별 등록발행 비율은
다음과 같다. 2019년 채권 등록발행규모는 390조 원 규모로 발행유형별 규모의
경우 금융회사채가 약 112조원으로 가장 많이 발행되었으며, 다음으로 특수금
융채(약 94조), 일반회사채(약 62조), 유동화SPC채(약 34조), 일반특수채(약 32
조), 순이고, 지방공사채는 약 4조 3,0484억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3.8% 감소
되었으며 2015년에서 2016년 2조 1천억원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을 기점으로 지방공사채는 일반회사채에서 특수채로 지위가 변경되었
다. 특수채의 경우 한국토지공사･한국도로공사와 같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이 특별법에 따라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지칭한다.
행정안전부는 특수채로의 지위 변화로 자본시장에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지방공사채의 발행에 대해 보증하면서 지방공사채가 일반 회사에 비해 높은 신
용도를 인정받아 금리가 낮게 형성될 것이라 예측하였지만(행정자치부 보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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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2014.5.2), 실제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3> 최근 5개년 종류별 등록발행 현황

구분
국민주택채
지방채
특
수
채

전년 대비
증감률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61,741

159,307

143,421

151,162

152,994

1.2

57,809

34,930

35,443

32,818

45,357

38.2

일반특수채

253,097

210,004

262,642

263,966

320,507

21.4

특수금융채

862,213

850,479

871,090

978,458

941,700

-3.8

63,616

41,405

40,662

42,146

43,484

3.2

1,178,926 1,101,888 1,174,394 1,284,570 1,305,691

1.6

지방공사채
소계

회
사
채

(단위 : 억원, %)

일반회사채

450,842

340,948

464,302

628,850

18.9

금융회사채

696,477

675,816

959,025 1,089,678 1,122,824

3.0

유동화SPC채

276,608

274,066

287,580

340,273

341,837

0.5

285

1,000

226

2,450

4,593

87.5

1,424,212 1,291,830 1,711,133 1,961,480 2,098,104

7.7

유사집합투자기구채
소계
CD

236,700

241,033

268,758

529,079

215,873

306,600

42.0

합계
3,059,388 2,828,988 3,333,149 3,645,903 3,908,746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보도자료(2020.1.14.)

7.2

채권평가기관에 의하면 채권내재등급이 실제 신용등급에 미치지 못하는 특
수채 중 상당수가 지방 공사를 통해 발행된 것으로 집계됐음을 알 수 있다. 나
이스P&I에서 7개 지방 공사에서 발행한 특수채 채권내재등급이 실제 평가된
신용등급보다 낮았으며, 강원도개발공사, 경기도시공사 및 김해시도시개발공
사,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 평택도시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등이 이에 포함되었다3).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안정성 측면에서 동 등급 회
사채에 비해 열위에 있지만 수익률은 유사하여 시장참가자들의 선택지에서 제
외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3) 더 벨(2019.9.9.) 지방 공사채, 특수채 지위 ‘무색’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90905010001064000066
5&lcod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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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공사채 금리 현황
구분

(단위 : %)

분류

신용등급

1년

3년

5년

10년

국채

국고채

국고/양곡/외평
/재정

1.005

1.427

1.657

1.912

특수채

공사채

AAA

1.190

1.636

1.877

2.029

특수채

공사채

AA+

1.241

1.700

1.971

2.222

특수채

공사채

AA

1.311

1.785

2.075

2.327

특수채

공사채

AA-

1.407

1.897

2.195

2.427

회사채(공모)

무보증

AAA

1.259

1.734

1.962

2.124

회사채(공모)

무보증

AA+

1.281

1.785

2.005

2.351

회사채(공모)

무보증

AA

1.313

1.814

2.053

2.733

회사채(공모)

무보증

AA-

1.349

1.848

2.164

AAA
(0.0690)
(0.0980)
(0.0850)
공사채 – 회사채(공모)
AA+
(0.0400)
(0.0850)
(0.0340)
스프레드
AA
(0.0020)
(0.0290)
0.0220
AA0.0580
0.0490
0.0310
자료: 한국자산평가 http://www.koreaap.com/kor/valuation01_01.html (2021.8.10.)

3.091
(0.0950)
(0.1290)
(0.4060)
(0.6640)

현행 공사채 금리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등급인 AAA 기준 3년물 금리가
1.636% 수준이며 AA- 등급이 1.897%임을 감안하면 26.1bp 금리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년물과 10년물을 비교해보면 AAA 기준 1년물 금리가
1.19%임에 비해 10년물의 경우 2.029%로 83.9.bp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상환기간이 동일할 때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금리가 높아져 이자부
담이 커지며, 상환기간이 길어질수록 위험프리미엄이 증가하여 금리가 높아져
이자부담이 증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회사채 금리와 스프레드차를 비교
해보면 AAA, AA+ 등급에서는 공사채의 이자율이 더 경쟁력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AA등급에서도 5년 만기 채권을 제외하고는 공사채가 더 낮은 이자
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AA-등급에서는 10년 만기 채권을 제외하
고 회사채가 더 낮은 이자율 수준을 보이고 있다. 종합하자면, 공사채 이자율이
회사채(공모) 이자율보다 대체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3) 지방공사채 발행절차

지방공사채 발행절차는 광역지자체의 경우 공사･단 → 시･도 → (사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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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정안전부 → 시･도의 과정을 거치며, 기초지자체의 경우 공사･단 → 시･
군･구 → (사전승인시) 시･도 → 행정안전부 → 시･도 → 시･군･구의 과정을 거
쳐 광역과 기초가 다소 상의한 절차로 운영됨을 알 수 있다. 지자체는 공사채발
행요건의 충족여부와 상환가능성 등을 검토하며 필요 시 자체 승인심의위원회
를 구성･운영한다. 시･군･구의 행안부 사전승인 신청 시, 시･도의 경우는 중복
투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행안부에 제출하
며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지방 의회 내 해당 상임위에 공사채 발행
계획에 대해 보고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신규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공사채 발행계획 등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의
회에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
한 공사채 발행금액이 당초 사업계획에 비해 10% 이상 증가하거나, 혹은 추정
사업이익률이 양(+)에서 음(-)으로 변경되는 경우, 의결 이후 2년이 경과한 이후
에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해당 상임위)에 재보
고 한다.

<그림 2> 지방공사채 승인절차

자료: 행정안전부(2020) 2020년도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 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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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사례 비교
1) 부채 적정성

국제적 수준에서 국가부채의 적정성에 관해 규정한 기준은 유럽의 마스트리
히트 조약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조약에서는 국가별 GDP 대비 부채비율을
60% 수준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감축을 권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류덕현 외
(2020)에 따르면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국가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독일을 제외하고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권고하는 60% 수준을 초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Covid-19 펜데믹 이후 전 세계적인 재정확대 기조 속
에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규정한 60% 수준의 부채보다 국가별 상황에 맞춰
신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전략으로 점차 선회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채 적정성을 논의하기 위해 특정 기준보다 국가별 비교를 통해 부채 수준을
가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표 5> GDP 대비 공기업 부채 및 국채 대비 비금융 공사채 비중
한국

일본

캐나다

호주

영국

멕시코

콜롬
비아

포루
투갈

단위: GDP 대비 퍼센트(%)
금융
공기업

62.7

47.7

28.6

26.3

18.7

1.9

0.5

0

비금융
공기업

20.6

15.8

9.1

8.9

1.3

8.7

8.8

3.3

2019년 기준 국채 발행 부채 대비 공사채 발행 부채 비중
단위: 퍼센트(%)
비금융
34.2
1.0
12.4
0.2
0.1
23.9
11.1
1.1
공사채
자료: 기획재정부(2020) ‘2019년도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 중 금융공기업 각사의 재무상태표
자료: IMF and World Bank(2021) “Quarterly Public Sector Debt Database”
자료:황순주(2021)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 [그림 2]와 [그림 4] 데이터 재인용

황순주(2021)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비교 가능한 해외 7개국과 비교했을 때,
GDP 대비 금융 공기업 부채비율과 GDP 대비 비금융공기업 부채비율, 비금융
공사채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부채비율이 유사한 일본과
비교해봐도 국가 부채는 일본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공기업 부채비율은 한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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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는 점에서 부채비율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상기시킨다.
2) 해외공공기관 발행 채권 신용등급 평가 프로세스 사례

채권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채권 상환에 소요되는 이자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
에 신용등급은 부채비율에 높은 영향을 미친다. 신용평가기관은 주의 경제, 정
부 및 공기업의 재무 성과 및 관리, 부채 부담, 장기 비용 및 정치 구조를 비롯
한 다양한 기준을 검토하여 신용등급을 평가한다.
미국의 경우 각 주별로 발행하는 채권이 있으며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이 주요재정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채권신용등급 평가기관은 주로 Fitch사
나 Moody’s & Standard & Poor’s를 중심으로 신용등급이 산출된다.
2021.8.11. 기준 미네소타 주의 경우 Fitch(AAA), Moody’s (Aa1)와 Standard &
Poor’s(AAA) 세 기관 모두 평가를 진행한다. 시 단위에서는 텍사스 주의
Colony시의 사례를 들 수 있는데 Moody’s(Aa2)와 Standard & Poor’s(AA+)가
신용등급을 평가한다.
해외 지방정부 공기업의 경우 주로 해외 신용평가사나 자국의 신용평가기관
에 의해 신용등급을 부여받는다. 인도네시아의 ANTAM사의 경우 유한책임국영
회사로 운영되고 있는데 Standard & Poor’s(B+)와 Pefindo(idA)사가 신용등급
을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회사는 회사 투자 및 사업개발 자금 지원을
위해 2011년 ANTAM's Sustainable Bonds I with Fixed Rate-Stage I 2011 채
권을 발행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자본시장 및 금융 기관 감독청(BAPEPAM-LK)
으로부터 실효성명서를 획득한 이후 발행할 수 있었다. 조달된 자금은 A 시리
즈 채권 8.375%, B 시리즈 채권 9.05%의 이자율로 발행되었으며 인도네시아
니켈광산 및 금광 사업 개발에 활용되었다4).

4) ATNAM 홈페이지 참조
https://www.antam.com/en/stock-information/antam-bon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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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론적 분석틀과 선행연구 검토
1. 이론적 분석틀
1) 자본시장의 정보비대칭성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공사채권의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여,
지방공기업 부채관리에 관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채권신용등급 평가에 관한 논의는 자본시장의 정보비대칭성의 이론적 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본시장에서 정보비대칭은 자원배분 과정에서 자
원배분 전 역선택(adverse selection) 및 자원배분 후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야기하여 궁극적으로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가져온다고 본다
(Akerlof, 1970; Holmstrom, 1979).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에서도 정보비대칭에 따른 영향을 줄이기 위한 행태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대다수의 우량기업을 제외하면 자금조달을 원하는 기업
(중소기업)과 채권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기 때문에 채권발행이 불가
하여 기업은 직접차입에 의존하게 된다. 이에 반해, 기업과 채권자 간의 정보비
대칭성 (information asymmetry)이 낮을 경우에는, 기업은 채권발행을 더욱 선
호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Boyd and Prescott, 1986; Danis and Mihov,
2003; Diamond, 1984; Fama, 1985; Leland and Pyle, 1977). 기업과 금융기관
간 정보의 비대칭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요인과 관련해 기업의 평판
(reputation)의 변화가 이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Diamond, 1991)과, 거래비
용의 차이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관점이 존재한다(Rajan, 1992).
Denis and Mihov(2003)는 기업들의 재원조달 행태에 관해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신용도가 높은 기업들은 채권발행을 활용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중간단계
신용을 보유한 기업들은 금융기관에서 재원조달을 하였으며, 신용도가 낮은 기
업들은 금리가 높은 비금융기관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고영
우･이세철(2012)는 자본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은 경우 궁극적으로 타
인자본비용도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업의 채무불이행 위험성이 높아지
는 경우에 이러한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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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지원과 공기업 채권신용등급 간 관계

채권신용등급은 채권 발행인의 만기 내에 원리금 상환여부를 측정하는 수단
으로 미래의 현금창출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한 결과이다. 국내 민간기업의
채권신용등급 결정요인 연구들은 재무제표에 기반한 재무비율분석 결과 뿐 아
니라, 산업분석, 경영관리분석, 노사관계와 같은 비재무정보를 활용하여 다양
하게 이루어져 왔다(이아영 외, 2008; 박종일 외, 2012).
일반적인 민간기업과 다르게 공공기관의 경우 부채상환능력을 높게 평가받는
데, 이는 공기업 파산 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연대하여 채무를 상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지급보증에 대
한 신뢰가 실제 공기업 성과에 비해 공기업 채권등급을 상향시키는 기제로 작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지원가능성은 공기업 신용평가에 있어 핵심을 이룬다.
한국기업평가에서 발행한 ‘공기업 신용평가방법론’ Report(김정현･송태준,
2019)에 의하면 정부지원가능성이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인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데, 우선 평가대상 공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과 내용이 채
권신용평가 등급에 영향을 주어 효율성 외에 공공성과 공익성에 의거해 정부지
원 정도가 달라지게 되어 국가 내에서 해당 사무업무가 가진 중요도에 따라 정
부의 지원 및 보증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기간산업인 에너지 산업을
영위하는 한국전력에서 발행하는 채권의 경우 무디스와 s&p에서도 국가와 동
일한 수준의 채권등급을 유지하게 된다는 점을 살펴볼 때 이러한 측면을 잘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채권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민영화 가능성에 따
른 사업 위험도 증가 혹은 감소 요인을 언급하였다(김정현·송태준, 2019). 민영
화에 따른 사업환경의 변화는 공기업으로 하여금 경영위험을 증가 혹은 감소시
키기도 하는데, 포스코와 같은 철강 기업은 민영화 이후 국내에서 독점적 지위
를 기반하여 중국시장확대 기조와 맞물려 2008년까지 고성장 기조를 이어나갔
다. 이는 민영화로 인한 긍정적 효과로 볼 수 있지만, 이후 경기 하강으로 인한
장기침체사이클에 들어갔을 때 경영상태가 하락국면으로 들어서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쳤다. 즉, 민영화로 인해 사업 구조가 경쟁적 시장에 걸맞게 조정되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변동성에 취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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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신용등급이 공기업으로 남아있을 때 보다 높은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는
측면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김정현·송태준, 2019).
마지막으로 법적으로 명시된 명시적 지원수단과 관행적 지원사례 등이 평가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정치적 혹은 정책적 변화에 따른
사무배분 구조의 변화가 공기업 간 업무 분장에 영향을 미치면 신용등급의 조
정 또한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게 된다(김정현·송태준, 2019). 예를 들어 LH공사
에서 발생한 투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조직을 분리하는 방침
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른 업무분장의 변화가 지원금의 규모, 지원형태 등에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통합적 조직운영에서 오는 시너지 효과가 다소 저
해가 되며 이러한 측면에서 신용등급이 변동되는 점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1) 국외연구

해외의 선행연구는 채권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분석이 주
를 이루었다. 우선 부채비율과 인구 요인, 소득변수가 지방채권신용등급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한 문헌은 다음과 같다. 부채비율과 관련하여 Wilson, E.
R. (1983)는 인구 25,000명이 넘는 미국 도시를 중심으로 위험프리미엄과 재무
/예산 성과 변수 간 연관성에 관해 분석하였으며 특히 매출부족, 현재 운영적
자, 연속영업적자, 일반자금적자 총 4개의 예산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
행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예산 문제가 있는 도시에서 더 높은 차입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Liu, P and Thakor, A. V. (1984) 역시 미국 28개
주 경제데이터로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부채, 소득, 인구변수를 중심으
로 채권수익률과 신용등급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명변수로 우선 총 순
직접부채(the total net direct debt burden), 순 직접부채 대비 예상 전체 평가
비율(the ratio of net direct debt to estimated full valuation in percentage),
총 개인 소득에 대한 순 직접부채 비율(the ratio of net direct debt to total
personal income in percentage), 1인당 부채(the per capita debt)의 네 가지
부채변수를 활용하였으며, 실업율 비율, 예상 인구, 특정 기간 내 인구비율 등
인구변수, 가구소득중위값, 주택가격중위값, 1인당 개인소득과 같이 소득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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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권수익률과 채권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순직접
부채, 1인당 부채, 실업자 비율이 채권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입증하였
다. 또한 채권신용등급이 채권수익률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재정 및 경제변수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해 연구는 그 결과가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우선 재정 및 경제변수가 신용등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는 분석결과가 있다. Loviscek, A. L and Crowley, F. D. (1990)은 미국의 지방채
등급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를 통해 70개에 달하는 재무 회계 변수를 연구에 활
용하여 차별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연구는 AAA 채권 등급이 Akaike의 정보
기준과 Lachenbruch의 U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경제 기반 다각화, 경제 확장
및 재정 관리 변수로 순서형 프로빗 모델(ordered probit)을 활용하여 재무 회계
변수에 차별적 분석을 적용하는 것에 비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 연구결과를
통해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Palumbo and Zaporowski(2012)도 순서형 프로빗
분석을 활용해 미국 965개 카운티 및 시정부의 신용 등급 결정 변수들간의 관계
를 입증하였다. 1인당 무보증부채, 1인당 소득에 기반한 인구조사, 근로자 당 소
득증가율, 실업률, 경제 기반 다양성 지수, 1인 기준 지방정부에 대한 전체 주
지원, 지출한도, 수익한도 등의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한 결과, 경제 기반
다양성 지수, 소득 증가율, 인구의 상대적 중요성과 신용 등급 및 신용 부채에
대한 기존 가설을 입증하였으며 수익 한도의 존재는 신용등급을 감소시키는 반
면 지출 한도는 신용 등급을 높인다는 주장을 증명하였다.
이에 반면 Stallmann et al.(2012)는 다중회귀모델을 활용해 Moody’s와
Standard and Poor’s 의 신용등급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 및 경제 변수의
차이가 제한적임을 입증하였다. 주 수익한도 및 지출한도가 채권 신용 등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세 가지 변수와 Moody ’s와 Standard and Poor ’s 채권
신용 등급을 모두 사용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더 제한적인 수익한
도는 낮은 신용 등급과 연관되는 반면 지출한도는 일반적으로 높은 신용 등급
과 연관되며 수익과 지출을 모두 제한하는 한도는 Moody 's 등급과 부정적으로
연관되지만 Standard 및 Poor 's 등급과는 관련이 없음을 입증하였다. 다음으
로 도시크기와 지리적 위치도 지방채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Farnham and Cluff(1982)는 지방채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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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 기존 연구와 다르게 24개 대도시의 채권 등급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분석
영역을 확장하였고 그 결과 도시 크기 및 지리적 위치의 역할이 지방채 등급에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정부나 공공기관, 교육기관의 성과등급 또한 채권 신용등급과 연관이 있다.
Zhao and Guo(2011)은 정부 성과 프로젝트(GPP)에 기반한 주 정부의 성과등
급이 주 정부의 일반의무채권(GO)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
들은 정부 성과등급이 높은 주가 주 GO 채권 등급이 더 높은 경향을 발견하였
고, 높은 정부 성과등급일수록 채권등급이 급증하는 비선형적인 관계를 입증하
였다. Denison, Yan and Zha(2007)는 채권 등급 부여에 관리 성과요인이 영향
을 미치는 점을 분석하였다. 프로빗 추정을 통해 분석을 진행한 결과 표준화된
시험 점수에 대한 학군 성과와 학생 대학 입학률의 성공률에서 측정한 관리 성
과가 텍사스 학군 채권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직적, 정치적 및 제도적 맥락이 지방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
향을 연구한 문헌을 들 수 있다. 우선 Collins, B. K. (2014)는 신용 등급을 높이
기 위한 인센티브를 만드는 시장 기관의 관점에서 국채 등급의 신뢰성을 조사
하였는데, 시장 내생성은 국채 등급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확인하고 채권 등
급 시장의 제도 개혁을 고려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다음으로 제도적 측면에
서 Gao et al. (2019)는 파산에 대비하는 사전 예방적 정책이 차입비용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분석을 통해 파산주에서 지역 지방 채권 수익률
은 사전예방 주에서의 상태보다 더 높고, 주기적이며, 파산 이벤트에 더 민감하
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Rose and Smith(2012)는 잉여 자금의 안정화 메커니즘
의 대체관계에 관해 분석하였으며 미국 주에서 예산안 정기금(BSF)의 광범위한
채택이 보수적 수익 예측 편향의 감소를 동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
과 BSF를 채택함으로써 수익 과소 평가를 약 2/3까지 줄일 수 있음을 발견하였
으나 효과의 크기는 부분적으로 주가 BSF로 절감하는 예산과 DSF 예금 및 인출
을 관리하는 규칙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즉 BSF가 재정 투명성을
높이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정치적 맥락에서 Krueger and Walker (2008)는 정치적 회전율과 분열된 정
부의 존재를 살펴보고 일부 미래 정부 연합이 제정 연합과 실질적으로 유사할
가능성을 추정하였다. 정치적 회전율과 분열된 정부는 미래 연합이 부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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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하여 기회주의적 행동을 야기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
며, 결과적으로 주 채권 등급 모델에서 이 주장을 경험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기
회주의적 행동의 위험은 국가 부채 등급이 낮을수록 나타난다고 입증하였다.
Yinger(2010)는 지방채 등급 평가 기관이 특정 경계 지역 지정과 같이 특정 인
종 또는 민족 구성을 가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지방채 평가 기관에 대한 더 많은 규제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2) 국내연구

국내 연구는 주로 지방공사채보다 지방채와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
다. 지방채 관련연구는 주로 제도 개선과 관련된 연구와 실증연구들이 주를 이
루고 있다. 우선 제도 개선과 관련해 조기현･서정섭(2001)은 지방채 시장에서
의 신용평가제도의 도입 타당성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지방채에 관한 신용평
가제도의 도입이 다소 이르며 도덕적 해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김동욱(2005)은 지방채의 남발을
막고 성과평가, 행정 관리기능 강화, 자원의 효과적 배분을 위해 자본시장기능
에 의한 신용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제도 개선을 언급하였다. 라휘문･조기
현(2008)의 경우 한국 지방채권제도의 효과 분석과 발전 전략과 제도 개선방안
을 포괄적으로 연구하였으며, 주기완(2011)은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과 제도의
변화 시기를 구분하여 지방채 발행 규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여
지방채 발행이 주로 광역자치단체에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근거로
지방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지방채 발행제도의 개선을 언급하였다.
지방채 관련 실증연구는 정부보조금과 지방정부 채무와의 관계 간 분석이 주
를 이루었다. 배상석 외(2007)는 끈끈이 효과를 중심으로 조건부 정부지원금의
변화양상이 지방정부 부채규모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방채의 3가지 비대칭 끈끈이효과 중에 대칭효과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지방정부의 지방채 규모의 경우, 중앙정부 지원금 감소에
비례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배인명(2009)은 지자체 채무 자금 조달과 보조금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조건부 보조금과 무조건 보조금 비율이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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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비율이 감소한 반면, 무조건 보조금 부담이 낮을수록 부채 부담이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부채자금조달을 위해 무조건 보조금 사용을
줄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지방공기업 관련 연구는 지방공기업 부채와 성과와 관련된 연구가 주로 수행
되었다. 신열･장덕희(2007)는 지방공기업 재무적 성과 및 서비스 품질 사이 간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일반적인 인식과 다르게 양(+)의 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
으로 파악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성과관리 시스템 상 서비스 품질 측정방식
제도화, 직영기업 간 제한적 경쟁체제 구축을 언급하였다. 윤수재･이혜승
(2009)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틀과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 등을 바탕으로 하여
지방공기업 경영성과 영향요인으로 재무관리 및 노사관리 요인이 유의미함을
입증하였다. 신열･장덕희(2010)는 2005~2008년 도시개발공사 부채비율 분석
을 통해 정부정책에 따라서 도시개발공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음을 분
석하였다.
지방공사채와 관련된 연구는 공사부채비율과 소속지자체 지방채 비율 간 관
계, 지자체와 지방공사채 간 관계 및 채권발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채권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박민정(2012)은 지방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과 소속 자치단체의 실질 공기업 예산과 지방채 발행
과의 상관성에 관해 2010년도 경영평가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도시개발공사
의 부채비율-소속자치단체 지방채비율 간 상관관계를 입증하였으며 자치단체
의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의 부채관리를 포함, 재정지표관리
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김동현 외(2013)는 재정건전성의 개념을 토대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 평가지표를 검토하여 지방채의 증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부
채를 통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김봉환･전성만(2014)은 지방공사채권발행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의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채권자의 모니터링의 정도와 지방공사의 평판 및 파산위
험 등등이 채권 발행의 선택에 있어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채권자
의 모니터링의 정도와 지방공사의 평판, 파산 관련 위험이 지방공사의 채권발
행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전성만･김봉환(2015)은 21개 지방
공사에서 발행한 채권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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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과 동일하게 기업재무위험요소가 지방공사의 채권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으며 지방공사가 발행하는 사채 및 용지보상채를 구분하여 재무위
험요소의 영향력에 대해 분석한 결과, 투자 위험도가 집중된 용지보상채가 위
험도가 분산된 사채보다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음을 입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지방정부의 사채발행사전승인제도의 개선 및 채권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부채
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지방공사채는 단기적으로는 지방공사의 이
자조달 비용을 감축할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지방공사가 재무위험요소를
낮추는 유인을 상쇄시켜서 궁극적으로 지방공사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가능
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는 한국의 지방채 시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며, 기존 연구를 보완하
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국내 지방 자치 단체가 지방 공사를 통해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을 소개하고, 채권 데이터에 기반하여 지방공사가 발행한 채권신
용등급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의 재무적･비재무적 성과가 얼마나 반영되
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채권발행의 결정요소와 관련한 한국의 실증연구는 민간
기업과 공공분야를 탐색하여도 그 사례를 찾아내기 어렵다. 유사한 연구인 김
봉환･전성만(2014) 연구의 경우 채권발행여부와 사채, 용지보상채를 종속변수
로 하여 독립변수로 감시요소, 평판요소, 파산위험요소를 구분하여 분석하였으
며, 전성만･김봉환(2015)의 경우 지방공사의 채권수익률을 종속변수로 하여 연
구를 수행하였기에 이 연구는 지방공사 채권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요인을 탐구
하고, 채권의 차입 비용을 논의함에 있어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하겠다.
규제가 엄격한 국가 차입 시장에서 지방 정부의 역할을 조명함으로써 기존
연구에 기여한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해외 사례, 특히 미국 지방정부에서 발행
하는 지방채 관련 연구를 기반으로 하며, 미국의 경제적･제도적 틀 내에서 다양
한 방식의 채권 발행이 이루어진다는 전제에 기반한다. 반면 한국의 경우 채권
발행절차가 복잡하며,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승인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규제가 다소 엄격하다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약조건 하에서 발행된
지방공사 채권 신용등급에 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결과와 비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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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점과 차이점에 관해 파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Ⅳ. 연구 설계 및 자료
1. 연구가설
일반적으로 채권신용등급 평가는 만기 내 채권발행인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박진하 외 2015:76) 공공기관의 미래 현금창출 능력과 연관된 재
무적 요인과 비재무적 요인을 신용등급 결정요인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선행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예산규모, 부채요인, 기관성과요인 등이 지방공기업
채권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성과요인 측정을 위해
지방공기업 경영 품질 변수를 활용하였으며 소득요인의 경우 지방공기업 연봉
으로 측정하였다. 궁극적으로 해당 변수들이 지방공기업 채권등급에 영향을 미
치는지 여부에 관해 검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1-1: 지방공기업 안정성, 수익성의 재무적 요인은 지방공기업 채권 등급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지방공기업 경영성과의 비재무적 요인은 지방공기업 채권 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독특한 재정관계로 인해 지
방정부의 재무적, 비재무적 요인 또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Palumbo
and Zaporowski(2012)의 논의에서 언급하였듯 자금이전으로 수혜를 받는 정부
혹은 공공기관이 이전재원에 더 많이 의존할수록 미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수
익 흐름은 더 불확실해지게 된다. 관행적으로 수행해온 자금이전은 임시 혹은
긴급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자금이전에 비해 좀 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정부
간 이전에 의해 정부 혹은 공공기관의 신용도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Palumbo
and Zaporowski (2012)의 실증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부 간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수혜를 받는 정부의 신용등급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부 간 세입이전이 특정 시점에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참여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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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이거나, 국가 지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정부 혹은 공공
기관의 재정 능력이 낮다는 것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인지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
기인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2-1: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지방공기업 채권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2-2: 지방자치단체 안정성의 재무적 요인은 지방공기업 채권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2. 자료 및 분석모형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채권 신용등급에 영
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의 식 (1)과 같은 경험적 모형을
구성하였다.
(1)

                         

종속변수 Y는 지방자치단체(g) 산하의 지방공사(i)가 임의의 연도(t)에 발행한
채권의 신용등급을 의미한다. 채권발행인의 원리금 지급능력에 기반하여, 채권
신용등급은 이론적으로 최고 AAA등급부터 최저 D등급의 분포를 따른다. 채권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공사 관련 변수들(X)은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을 반영하는 지방공사 부채비율과 자기자본이익율(Liu and Thakor, 1984)과 비
재무적 요인인 지방공기업 경영성과 (Denison, Yan and Zhao, 2007; Zhao and
Guo, 2011), 그리고 지방공기업 근무자의 평균연봉(Loviscek and Crowley,
1990; Palumbo and Zaporowski, 2012)을 활용하였다. Z는 지방자치단체와 관
련된 변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적 요인인 재정자립도, 예산규모, 부채비율
과 비재무적 요인인 고령인구비율(Loviscek and Crowley, 1990; Palumbo and
Zaporowski, 2012)을 활용하였다. 또한, 모형의 강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
자치단체와 연도별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는 연도별 고정효과(δ)와 지방자치단
체의 개체고정효과(θ)를 추가하였다. 위의 식 (1)은 종속변수인 채권 신용등급
변수의 서열 특성을 반영한 선행연구(Loviscek and Crowley, 1990; Denison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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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7; Krueger, S and Walker, 2008; Yinger, 2010; Zhao and Guo, 2011)
에 기반하여 순서형 패널 프로빗(probit) 분석을 수행하였다. 전년도 지자체 및
지방공사의 재무적, 비재무적 요인들이 당해 발행하는 채권신용등급 평가에 반
영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독립변수들은 t-1연도의 시차변수를 활용하였다.
다음 <표 6>는 각각의 변수와 관련된 선행연구들과 조작적 정의를 기술하였
다. 각각의 변수들은 지방재정 365(https://lofin.mois.go.kr), 클린아이 지방공
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https://www.cleaneye.go.kr/)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
였다.
<표 6>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

독립변수
&
통제변수

종속변수

변수 출처
정의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도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일반회계 최종예산규모 (Palumbo
and Zaporowski 2012)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

지방자치단체 최종예산액(Loviscek, A. L and Crowley, F.
D. 1990)

지방자치단체 예산대비
채무비율

지방자치단체 예산대비 채무비율(%)(Liu and Thakor
1984; Loviscek and Crowley 1990; Wilson 1983)

지방자치단체 고령인구비율

지방자치단체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Loviscek, and
Crowley, 1990; Palumbo and Zaporowski 2012)

지방공사 부채비율

지방공사 자산대비 부채비율 (Liu and Thakor 1984)

지방공사 경영성과

지방공사 경영평가결과 등급
(최상위=5, 최하위=1) (Denison et al. 2007; Zhao and
Guo 2011)

지방공사 직원 평균연봉

지방공사 1인당 평균임금 (Liu and Thakor 1984;
Loviscekand Crowley 1990; Palumbo and Zaporowski
2012)

지방공사 자기자본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100 (Stallmann et al. 2012)

광역자치단체 여부

광역자치단체=1, 기초자치단체=0
(Farnham and Cluff 1982; 전봉환･전성만 2014)

채권 신용등급

D등급(=1)부터 AAA 등급(=20)까지의 서열형 변수
(Farnham and Cluff 1982; Wilson 1983; Liu and
Thakor 1984; Loviscek and Crowley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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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분석 결과
1.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
다음 <표 7>은 본 연구에서 활용한 각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표본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25개의 지방자치단체 산하 29개의
지방공사가 발행한 1,230건의 채권이다. 종속변수인 채권신용등급은 AAA부터
B까지의 분포를 이루고 있으며, 가장 높은 채권신용등급은 AAA이고, 가장 낮은
채권신용등급은 B이며, 평균값은 18.97로서 지방공사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등
급은 평균적으로 AA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표 7>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Obs

Mean

채권신용등급

1,230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1,230

지방자치단체 예산a

1,230

지방자치단체 예산대비 채무비율

1,230

21.58

지방자치단체 고령인구비율

1,230

지방공기업 부채 비율

1,230
1,230

지방공기업 자기자본 이익율
지방공기업 직원 평균연봉c

지방공기업 경영성과
b

18.97

Std.

Min

Max

2.08

6.0

20.0

57.22

20.74

16.0

84.5

861.03

610.97

25.0

2126.3

8.83

0.0

37.5

12.80

2.96

7.5

34.1

222.73

86.12

0.4

498.7

2.54

1.25

1.0

5.0

1,230

-0.00014

0.00042

-0.0034

0.0102

1,230

5.28

0.84

1.9

7.6

Note: a: 예산규모 단위는 100억원, b: 자기자본이익율×1000 c: 연봉 단위는 천만원

다음 <표 8>은 주요변수 간의 피어슨 상관계수 결과를 보여준다. 채권신용등
급 변수는 지방정부 노인인구비율과는 부(-)의 상관관계, 지자체 및 지방공사
부채비율, 지방공사 자기자본 이익율과는 약한 정(+)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지
만, 상관관계 분석은 채권신용등급에 미치는 다른 통제변인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공사별 변수들을 포함한 통계분석을
통해 채권신용등급의 결정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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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X1
채권신용등급 (X1)
1.000
지자체 재정자립도 (X2)
0.458***
지방자치단체 총예산 (X3)
0.448***
지자체 예산대비 채무비율 (X4) 0.326***
지자체 노인인구비율 (X5)
-0.539***
지방공사 부채비율 (X6)
0.090***
지방공사 경영평가 (X7)
0.015
지방공사 자기자본이익률 (X8)
0.055*
지방공사 평균연봉 (X9)
0.439***

X2

X3

X4

1.000
0.804***
0.246***
-0.558***
0.310***
0.019
-0.127***
0.185***

1.000
-0.067**
-0.151***
0.242***
0.204***
-0.195***
0.049

1.000
-0.533***
0.270***
-0.419***
0.471***
0.445

X5

X6

X7

X8

1.000
-0.304*** 1.000
0.133*** -0.493*** 1.000
-0.029 0.082*** -0.348*** 1.000
-0.317 -0.371
0.261 0.148

X9

1.000

* p<0.1 ** p<0.05 *** p<0.01

2. 패널 프로빗 모형 분석결과
다음 <표 9>은 경험적 모형인 위의 식 (1)에 기반하여, 지방공기업의 채권등
급에 미치는 영향을 순서형 패널 프로빗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의 강건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방정부 고정효과와 연도별 고정효과를 통제한 모
형을 추가적으로 분석였으며, 계층적인 자료 구조로 인해 나타나는 지방자치단
체 수준 변수의 과소 표준오차 오류를 보정하기 위해 클러스터 표준오차
(cluster standard error)를 활용하였다(Cameron et al., 2006).

<표 9> 패널 프로빗 모형 분석결과
지자체 재정자립도
지자체 예산규모
지자체 예산대비 채무비율
지자체 노인인구비율
지방공사 부채비율
지방공사 경영평가
지방공사 자기자본이익율

(1)
-0.0184
(0.0210)
0.00768***
(0.00183)
0.0340
(0.0541)
-0.143***
(0.0415)
-0.00273
(0.00292)
-0.0828
(0.161)
24918.6

(2)
-0.00833
(0.0221)
0.00787***
(0.00154)
-0.00961
(0.0334)
-0.144**
(0.0579)
-0.00301
(0.00248)
-0.215
(0.172)
36505.7

(3)
0.0856
(0.227)
0.0330***
(0.0118)
0.742
(0.451)
-3.953**
(1.737)
-0.0102**
(0.00453)
0.0152
(0.274)
19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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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46.5)
(27162.1)
(37970.6)
0.835**
0.990***
3.960***
(0.334)
(0.357)
(1.200)
광역자치단체 여부
0.554
1.051
-56.62
(1.042)
(0.823)
(34.83)
Time Fixed Effect
No
Yes
Yes
Region Fixed Effect
No
No
Yes
Psuedo-R Squared
0.83
0.84
0.94
Obs
1230
1230
1230
Note: 모든 독립 변수는 1년 시차변수를 활용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클러스터링된 표준 오차
(Clustered standard errors). * p<0.1 ** p<0.05 *** p<0.01
지방공사 평균연봉

지방정부 수준의 변수들인 재정자립도, 부채비율, 노인인구비율, 예산규모,
대도시여부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재정자립도, 광역대도시 여부는 모형과 변수
선택과 관계없이 지방공기업의 채권 신용등급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예산규모와 노인인구비율은 고정효과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
의수준 1%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
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인구비율이 높아질수록, 채권의 신용등급은 낮아
지고 있다(모형 1: β=-0.144, 모형 2: β=-0.145, 모형 3: β=-3.782,). 이는 노인
인구비율이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뿐 아니라 지역의 산업구조를 설명 가능한 대
리 변수로서 채권 신용등급과 연관될 수 있음을 확인해준다. 예산규모 또한, 채
권 신용등급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해준다 (모형 1: β
=-0.144, 모형 2: β=-0.145, 모형 3: β=-3.782).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비율은 고
정효과모형을 모두 통제한 모형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채권신용등급이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모형 3: β=-0.783 &
p-value < 0.05).
지방공사 수준의 변인과 채권신용등급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지방공사의 재
무위험요소인 부채비율은 연도별 고정효과와 지방자치단체 개체별 고정효과를
통제한 모형 (3)에서만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 β=-0.01 & p-value <0.05).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서 측정된 경영
성과는 채권신용등급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발견하지 못하여, 국외선행연구
와 달리 공공기관의 성과관리역량이 지방공기업 채권시장에 반영되고 있지 않
음을 보여준다. 반대로, 모든 모델에서 지방공기업 평균연봉은 유의수준 1%에

지방공기업 채권신용등급 결정요인 연구 179

서 채권신용등급과 정(+)의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모형 1: β=0.835, 모
형 2: β=0.99, 모형 3: β=3.96).
위의 결과는 각 독립변수의 odds ratio를 기술한 결과값이기 때문에, 보다 정
확한 변수의 영향력을 이해하기위해 분석결과 (1)의 marginal effect를 표 10을
통해서 제시하였다.

<표 10> 패널 프로빗 모형의 한계효과
(1)
지자체 재정자립도
지자체 예산규모
지자체 예산대비 채무비율
지자체 노인인구비율
지방공사 부채비율
지방공사 경영평가
지방공사 자기자본이익율
지방공사 평균연봉
광역자치단체 여부

0.00000332
0.00000138***
-0.00000613
-0.0000257***
0.000000492
0.0000149
-4.49
0.00015***
-2.71E-11
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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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 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본조달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무분별한 채
권발행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부채를 급증시켜,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 지방공기업 분야 채권시장에 관한 미흡한 선행
연구를 고려할 때 (예외적으로 김봉환･전성만 2014, 전성만･김봉환 2015), 본
연구는 지방공사 채권시장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지방공기업의 부채관리와
효율적인 지방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채권
자료를 패널형식으로 구축한 후, 지방공사 채권의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요인
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채권신용등급 결정요인을 지방공사 변수와 지방자
치단체 변수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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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재무위험요소인 부채비율은 고정효과모형에서
만 채권신용등급과 유의미한 부(-)의 관계를 보이며, 수익성 지표인 자기자본이
익율의 영향력은 미미함을 발견하였다. 즉, 채권신용등급 결정과정에서 상대적
으로 채권발행 주체의 재무적 요인의 영향력이 크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둘째,
채권신용등급은 실질적인 재정관리보다는 지방공기업의 평균연봉과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규모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종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의 재무적 특성보다는 ‘유사시 정부 지원가능성’으로
서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같은 특성이 채권신용등급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볼 수 있다. 일반
회사채로 분류되던 지방공사채는 2014년 자본시장법과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통해 특수채로서 지위를 회복하였다. 이는 지방공사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위
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책임담보 가능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채권시장에서
지방공사의 재무적 요인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지방공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성이나 수익성이 채
권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채권신용등급 평
가 관점에서는 지방공사가 안정성 및 수익성 지표 개선을 위한 재무관리 노력
을 통해 자금조달의 이자비용을 낮추고자 하는 유인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론적으로 효율적인 채권시장 메커니즘은 지방공사가 부채를 감소시킬 유인
을 제공할 수 있으나,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지방공사 채권시장은 지방자
치단체의 책임담보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 지방공사 부채감소 역할에 제한
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논문은 지방공사 채권의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요인을 탐구함으로써 자본
조달의 추가적인 이자 비용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이론적･실무적 의의를 지닌
다. 하지만, 본 연구가 지니는 한계점을 보완한 보다 심층적이고 다양한 채권시
장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향후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부채관리 정책의 변화를 고려한 채권시장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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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ocal government performance and bond ratings of local-government
owned enterprises: Evidence from South Korea
Park, Ji-min & Chung, Il Hwan
Financing lumpy capital projects requires a large amount of capital up
front, whereas the benefits and revenues are spread over many years. For
such projects, local governments borrow from investors such as banks,
capital market funds, and other institutions (Lee, Johnson and Joyce, 2012).
Debt becomes one of the primary revenue sources to finance capital
projects of a municipality across countries, but there have been variations
in the form of holding debts.
A growing body of research has documented the role of governments in
debt management and municipal bond markets in the U.S. and European
countries. However, there are relatively few studies focusing on local bond
markets in non-Western countries. This study fills the void in the existing
line of inquiry toward understanding of municipal bond markets in South
Korea. In particular,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how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issue bonds through their local-owned enterprises and
examine how much local government performance is reflected in credit
ratings of local bonds issued by local-owned public enterprises with
individual local bond data. This study also contributes to the existing
studies by shedding the light on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highly
regulated subnational borrowing markets.
Keywords: local public enterprise bond, credit qua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