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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차입금 규모가 국내 총신용공여액의

스(Altice) 그룹은 각각 모회사가 미국 S&P500, 일본 닛케

0.075% 이상인 기업집단은 주채무계열로 선정되며 이중

이225, 네덜란드 AEX25에 속하는 우량기업이다. 재무구

평가점수가 기준치에 못 미치는 계열군은 주거래은행과

조개선 약정체결 대상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 13개 외국 기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

업집단의 재무평가점수 평균값은 2014년 말 기준 46점(중

채무계열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제도를 외국 기업군에 적

앙값 46점)이었으나, 2015년 말에는 평균값이 50점(중앙

용·비교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

값 53점)으로 개선됐다. 세부적으로는 약정체결 13개 기

안을 모색했다.

업집단 중 9개 기업집단의 재무평가 점수가 높아졌다. 또

S&P의 Capital IQ 자료를 활용하여 2014년 말 기준으

13개 기업집단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과 이자보상배율

로 외국 기업군에 우리나라의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주채

의 평균은 2014년 말 기준으로 각각 3.99%와 1.30배였으

무계열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 대상 계열군을 선정했다.

나, 2015년 말에는 각각 5.36%와 2.04배로 상승했다.

즉, 선발된 국가별 주채무계열 중 재무평가 점수가 부채비

외국의 신용평가기관 및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조정대상

율에 따른 기준점수보다 18점 이상 낮아 비재무적 평가점

선발과정은 재무성과뿐 아니라 점유율, 매출규모, 시장성

수(최고 +17점, 최저 -17점)를 추가해도 기준점수에 미치

장성 등 기업경쟁력과 산업안정성 요인을 고려한다. 반면

지 못한 계열을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 확정 대상으로 선

우리나라 주채무계열의 경우 비재무적 평가기준이 재무평

정했다. 그 결과, 13개 계열군이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

가의 부수적 판단기준에 불과하여 약정체결 여부는 실질

확정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약정체결 확정 대상에 속하

적으로는 재무평가기준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주채무계

는 미국의 포드자동차, 일본의 도쿄전력, 네덜란드의 알티

열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제도는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규제

함으로써 기업집단의 재무구조개선과 국가 금융안

과 개선약정을 채결토록 강제하지 않는다. 또한 계

정성을 제고하는 목적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러나

열전체의 재무적 악화는 특정 계열사가 속한 산업

재무구조개선 약정제도는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한

의 경기불황에 의해 발생하므로 기업집단 차원보다

적절한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의 어떤 국가도

는 개별 계열사 차원에서 기업구조조정 정책을 추

차입규모가 크고 재무성과가 부실하다고 해서 은행

진하는 것이 적절하다.

Ⅰ. 연구의 목적
1. 연구의 배경
□ 금융감독원은 매년 4월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집
단을 발표하고 이들 그룹 중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할 대상을 선정하여 통보
◦ 2016년 4월, 39개 기업집단이 주채무계열로 선
정됐으며 이들 그룹의 신용공여액 합산액은
303조 원에 달함

◦ 주채무계열 기업집단 중 재무평가를 통해 신규
로 약정을 체결할 기업집단이 결정

□ 주채무계열 지정제도 및 재무구조개선 약정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로서 그 문제점이 끊임없
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지속적으
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
2. 연구의 방법론
□ 대표적 갈라파고스 규제인 재무구조개선 약정제도
를 외국 기업집단에 적용하며, 그 결과에서 유추
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
□ 우선적으로 재무구조개선 약정제도를 외국에 적
용했을 경우 약정체결 대상 기업집단을 선정하고
검토
◦ 이를 위해 주채무계열제도와 재무구조개선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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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제도를 외국에 적용
◦ 약정체결 대상으로 선정된 외국 기업집단의 특
성을 분석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부실징후기업 선정과정과 외
국의 신용평가기관의 평가기준을 재무구조개선 약
정체결 기준과 비교하여 문제점 분석
◦ 이를 위해 재무적 평가기준과 비재무적 평가기
준을 분류하여 비교
◦ 부실징후기업 선정과정과 외국의 신용평가기관
의 평가기준을 구체적항목별로 재무구조개선
약정제도의 경우와 비교

□ 외국적용시 선정된 기업집단과 평가기준의 비교결
과를 토대로 재무구조개선 약정제도의 평가기준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

Ⅱ. 주채무계열과 재무구조개선 약정 제도의

◦ 2014년 말 현재 금융기관의 총신용공여액은
2013년

현황

말(1,697.0조 원) 대비 113.9조 원

(6.7%) 증가한데 비해 2015년 4월 지정 주채무

계열(41개)에 대한 2014년 말 신용공여액은 전

1. 주채무계열

년(282.3조 원*) 대비 20.7조 원(7.4%) 증가

1) 현황
□ 기업집단 신용공여액이 전체 신용공여액 대비
0.075상인 계열기업군은 은행업 감독규정에 의한
주채무계열로 지정(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
□ 2016년 4월 주채무계열로 지정된 39개 계열기업
군의 2015년 말 신용공여액은 300.7조 원으로
전년대비 2.3조 원 감소

□ 2016년도 주채무계열 선정기준 신용공여액은 1
조 3,581억 원*으로 2015년(1조 2,727억 원)
대비 854억 원(6.7%) 증가
◦ 2016년도 주채무계열 신용공여액 기준은 전전년
말(2014년 말) 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1,810.9조
원)의 0.075%으로 결정됨1)

◦ 2015년 4월 주채무계열로 지정된 41개 계열기
업군의 2014년 말 현재 신용공여 합산액은
303.0조 원으로 2014년 말 현재 금융기관(은

행·여전·보험·종금)의 총신용공여액은 1,810.9
조 원의 16.73%에 해당

<그림 1> 연도별 주채무계열 선정 계열기업 수 및 신용공여액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6년도 주채무계열(39개) 선정결과”, 2016. 4.

1) 2017년의 주채무계열 선정기준 신용공여액은 2015년 말 총신용공여액의 0.075%인 1조 4,543억 원(+96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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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의 영향력 증대에 따라 차
입경영 관행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계열사간 보증을 통한 자금조달은 자제
◦ 금융감독원도 “1998년 4월 대기업집단의 계열
회사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보증 금액
은 감소추세”에 있다고 인정2)
◦ 채무보증 제한대상 규모는 1998년에 26.9조 원
이었으나 2015년에는 4,628억 원으로서 1.72%
에 지나지 않음

<그림 2> 1998년 이후 대규모기업집단 채무보증 제한대상·제외 추이

출처: 금융감독원, 2015년 주채무계열지정 보도자료

<표 1> 1998년 이후 대규모기업집단 채무보증 제한대상 규모 추이
(단위: 억 원)
구분
제한
대상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68,935 97,824 15,261 3,643 6,758

6,604

4,513 12,628 3,581

1,854

1,430

4,441

4,490 18,598 8,712

4,330

1,566

4,628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14년판 공정거래백서 및 금융감독원, 2015년 주채무계열지정 보도자료

2) 금융감독원은 2011년과 2015년을 제외하고는 감소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5년도 주채무계열(41개) 선정결과”, 2015.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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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은행 부실채권비율
□ 세계은행의 WDI에 따르면 한국의 은행권 부실채
권비율은 선진국 대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싱가포르, 스위스, 싱가포르보다 낮으며 홍콩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
<표 2> 국가별 은행 부실채권(NPL)비율 추이
(단위: %)
국가

2011

2012

2013

2014

2015

오스트리아

2.7

2.8

2.9

3.5

3.5

벨기에

3.3

3.8

4.3

4.4

4

1

1

1

1.2

덴마크

3.7

6

4.6

4.4

프랑스

4.3

4.3

4.5

4.2

독일

3

2.9

2.7

2.3

홍콩

0.7

0.6

0.5

0.5

0.5

일본

2.4

2.4

2.3

1.9

1.6

한국

0.5

0.6

0.6

0.6

네덜란드

2.7

3.1

3.2

3.1

뉴질랜드

1.7

1.4

1

0.9

노르웨이

1.7

1.5

1.3

1.1

1.3

싱가포르

1.1

1

0.9

0.8

0.8

스웨덴

0.7

0.7

0.6

1.2

1.1

스위스

0.8

0.8

0.8

0.7

영국

4

3.6

3.1

1.8

미국

3.8

3.3

2.5

1.9

중국

4.4

2.9

1.7

자료: 세계은행 W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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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가지 재무구조 취약성 평가기준에 따라 산정

2. 재무구조개선 약정제도

된 점수와 비재무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이

1) 제도 규정

부채비율 구간별로 부여된 기준 점수(<표 4> 참
조) 미만이면 해당 기업군은 재무구조개선 약정

□ 주채무계열 대기업군 중에서 재무구조의 취약성
평가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계열군은 주거래은행
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해야 함(은행업감독
규정 제82조 제4호)
◦ 재무구조 취약성 평가기준은 수익성, 채무상환
능력, 재무안정성, 현금흐름 및 유동성의 항목

대상으로 분류

2)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 선정 기업집단
□ 금융감독원이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 대상으로 선
정한 것으로 알려진 기업집단은 <표 5>와 같음 3)

을 조사하여 점수화
<표 3> 주채무계열 재무평가 점수 산정 기준
등급

평가항목

가

나

다

라

마

5~7

3~5

1~3

1 미만

수익성
(25)

매출액
영업이익률(%)

7 이상
25

20

15

10

5

채무상환능력
(25)

이장보상
배율(배)

4 이상

2~4

1~2

0.5~1

0.5 미만

25

20

15

10

5

재무안정성
(20)

총차입금/ 자기자본(%)

100
미만

100
~150

150
~200

200
~250

250 이상

현금흐름
(20)

EBITDA/
총차입금(%)

유동성
(10)

현금성자산/유동부채(%)

20

16

12

8

4

30 이상

20~30

10~20

5~10

5 미만

20

16

12

8

4

30 이상

20~30

10~20

5~10

5 미만

10

8

6

4

2

<표 4> 부채비율 구간별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대상 기준 점수
부채비율 구간

200% 미만

200~250%

250~300%

300~400%

400% 이상

기준 점수

40점 이상

50점 이상

60점 이상

70점 이상

80점 이상

<표 5> 연도별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 기업집단
연도

계열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 계열

2012

6

금호아시아나, 대한전선, 동부, 성동조선, 한진, STX

2013

6

금호아시아나, 대한전선, 동부, 성동조선, 한진, STX

2014

14

금호아시아나, 대성, 대우건설, 동국제강 ,동부, 성동조선, 한라, 한진,
한진중공업, 현대, 현대산업개발, SPP조선, STX, STX조선해양

신규
STX

제외
SPP조선

대성, 대우건설, 동국제강, 한라, SPP조선, STX조
선해양, 한진중공업, 현대,
현대산업개발

출처: 김윤경(2015)의 <표 10> 인용

3) 금융감독원은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의 낙인효과를 우려하여 보안을 유지하고 있어 2015년 이후 약정체결 기업집단 명단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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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외국 기업집단에 대한 적용비교

◦ 자기자본의 경우 계열사간 투자 ․자본을 상계하
기 위해 각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타계열사

1. 제도의 산정기준과 적용방법론

(금융회사 및 해외현지법인 제외) 주식의 장부

가액 합계액을 자기자본에서 차감하되, 주식의

□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에서는 합산
재무제표의 작성 및 재무비율의 산정 기준을 제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정기준을 외국기업에도 적
용하여 비교

장부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영업권은 차감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주회사의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에 계상되어
있는 지분법이익 및 지분법손실은 합산손익계

□ 본 비교에서는 2014년을 대상으로 외국 기업군의
재무지표를 비교산정하여 2015년에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의 대상이 되었을 기업군을 모색
◦ 2015년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 기업집단에 적
용됐던 평가기준과 여신규모 기준을 적용하여

산서에서 차감하여 비율을 산정

□ 수익성 항목(매출액영업이익률)과 채무상환능력 항
목(이자보상배율)은 최근 3개년에 대해 가중평균
값을 적용하여 비율을 산정하는 반면, 재무안정
성, 현금흐름, 유동성 항목들은 평가기준일 적용

산정
- 선정기준 신용공여액은 전전년 말 신용공여액의
0.075%로서 2015년 선정시 2013년 말 신용공여

액의 0.075%를 기준으로 적용

□ 신용공여액 0.075% 이상 기업군중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에 따른 재무평가 점수와
비재무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부채비율 구간별 기
준점수 미만인 기업을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 대
상 기업군으로 선정
◦ 또한 운영준칙에 따른 재무평가 점수와 비재무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부채비율 구간별 기준점
수 이상이고 기준점수의 110% 미만인 기업군
을 재무구조개선 관리대상 계열로 선정

◦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이자보상배율은 최근 3개
년(중간평가 및 수시평가의 경우 평가기준일로
부터 최근 3개년)의 분자 및 분모항목을 다음
과 같이 과거 연도부터 2:3:5의 가중치로 각각
합산한 값의 비율을 적용
- 매출액영업이익율
년영업이익×  년영업이익×  년영업이익×
년매출액×  년매출액×  년매출액×

- 이자보상배율
년영업이익×  년영업이익×  년영업이익×
년이자비용×  년이자비용×  년이자비용×

◦ 총차입금/자기자본비율, EBITDA4)/총차입금비율,
현금성자산/유동부채비율은 평가기준일 현재 비

1) 재무평가 기준과 산정방식
□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은 계열사(금
융회사 및 해외현지법인 제외)의 개별(또는 별도)
재무제표로 합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비율을 산정
하되, 자본 및 손익의 이중 계상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반영

율을 적용함

□ 재무평가 기준에 따라 산정된 평가점수를 부채비
율에 따른 기준점수와 비교하여 낮을 경우 일차적
으로 재무구조개선 약정대상으로 분류

4) 중간평가 및 수시평가시 사용하는 EBITDA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최근 1개년 기준으로 산출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 기준 비교를 통한 개선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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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재무평가 기준
□ 재무평가를 통해 산정된 평가점수가 기준점수에
미달돼도 비재무적 평가를 통해 추가점수를 획득
하여 기준점수를 상회할 경우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에서 제외될 수 있음

객관적 지표를 통한 배점이 곤란하다는 특성을 갖
고 있음
◦ 첫 번째 항목에서 경영권 분쟁 경험에 대한 지
표, 분쟁소지에 대한 평가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지배구조위험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용이하지
않음

□ 비재무평가를 위해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
영준칙”에서 항목별로 주요 내용을 검토하여 점수
로 계량화하도록 규정

◦ 비재무평가 기준 ②~⑦에서 산업적 성격, 매출
구성의 합리성, 우발채무관련 잠재적 위험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관적 지표를 제시하지 못하

◦ 비재무평가 항목에는 7가지, 즉 ① 지배구조위
험, ② 산업 및 재무항목의 특수성, ③ 영업실
적추이 및 전망, ④ 재무적 융통성, ⑤ 우발채
무 위험, ⑥ 해외 및 금융계열사의 영업 및 재
무상태, ⑦ 기타 고려사항을 검토하여 평가하도
록 규정

□ 비재무평가 기준은 첫 번째 항목인 ‘지배구조 위
험’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모두 재무적 평가의
보충적 검토사항
◦ 산업적 성격상 재무평가 기준의 불리성 검토,
영업실적 추이, 재무적 융통성, 우발채무의 위
험 등 7가지 중 ②~⑦은 모두 재무평가의 보충
적 검토사항

□ 재무평가에서 기준점수에 17점 이상 미달하면 비
재무평가를 통해 항목별로 최고점수를 획득해도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에서 제외될 수 없음
◦ 비재무평가 기준항목과 배점표를 보면 7가지
항목에서 모두 최고점을 받을 경우 17점을 획
득할 수 있어 17점이 비재무평가의 상한선
◦ 비재무평가에서 항목별로 만점을 받아 최고상
한인 17점을 획득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매우
희박

□ 비재무평가 기준은 평가기준으로서 주관성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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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

<표 6> 비재무평가 기준항목과 배점표
항 목

세부 고려사항

배점표
(+2) 경영권 분쟁 경험이 없고 분쟁소지가 없음
(+1) 경영권 분쟁 경험이 없고 현재 안정적
(0) 사소한 경영권 마찰 경험은 있으나 현재 안정적
(-1) 경영권 분쟁 경험이 있고 분쟁소지가 있음
(-2)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경영권의 불안정 소지가 매우 높음
(+3 ~ +5) 산업의 성격상 재무평가 기준점수와 재무평가 수치가 매우 불리하게 산출되어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재무평가 수치 상향 조정 필요성 매우 높음
(+1 ~ +2) 산업의 성격상 재무평가 기준점수와 재무평가 수치가 불리하게 산출되어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재무평가 수치 상향 조정 필요성 높음
(0) 산업의 특수성에 따른 재무항목 평가시 관련 특이사항이 없음
(-1 ~ -2) 산업의 성격상 재무평가 기준점수와 재무평가 수치가 유리하게 산출되어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
한 재무평가 수치 하향 조정 필요성 높음
(-3 ~ -5) 산업의 성격상 재무평가 기준점수와 재무평가 수치가 매우 유리하게 산출되어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재무평가 하향 조정 필요성 매우 높음
※ 점수는 배점표를 근거로 하여 부여하되, 배점구간 내의 세부 배점부여는 해당 산업의 구조적 특수성,
회계·재무 항목의 특수성의 중요도에 따라 1점 단위로 구분하여 점수 부여
(+2) 매출구성의 합리성이 매우 높아 수익창출능력이 상위수준이며 안정적
(+1) 매출구성의 합리성이 높아 수익창출능력이 중상위이며 안정적
(0) 매출구성의 합리성이 보통으로 수익창출능력이 안정적
(-1) 매출구성의 합리성이 낮아 수익창출능력이 열위
(-2) 매출구성의 합리성이 매우 낮아 수익창출능력이 열위하고 불안정
(+2) 장단기 자금수요에 적정하게 대응된 자금조달구조를 지니고 있어 Cash Flow가 악화될 경우에 대처
능력 탁월
(+1) 장단기 자금수요에 비교적 적정하게 대응된 자금조달구조를 지니고 있어 Cash Flow가 악화될 경우
에 대처능력 우수
(0) 장단기 자금수요에 일반적으로 대응된 자금조달구조를 지니고 있어 Cash Flow가 악화될 경우에
대처능력 보통
(-1) 장단기 자금수요에 다소 부적정하게 대응된 자금조달구조를 지니고 있어 Cash Flow가 급격히 악화
될 경우에 대처능력 취약하여 일부 자금부족 가능성 있음
(-2) 장단기 자금수요에 매우 부적정하게 대응된 자금조달구조를 지니고 있어 Cash Flow가 급격히 악화
될 경우에 대처능력 매우 취약하여 원리금 연체발생 가능성 있음

지배구조위험

▪추가 지분확보를 위한 자금소요
▪적대적 M&A 방어 위험 등

산업 및 재무
항목의 특수성

▪주력 영위 산업의 구조적인 특성
▪회계 및 재무 항목의 특수성 등

영업실적 추이
및 전망

▪수익성 추세 및 급격한 수익성 변동의 반영
▪영업실적의 현저한 변동 및 변동전망 등

재무적 융통성

▪유상증자 및 기업공개(IPO)를 통한 자금
조달 가능성
▪자산매각을 통한 자금조달 가능성
▪채권발행 등 직접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
달 가능성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가능성
▪유동성의 급격한 악화 등

우발채무위험

▪국내 계열사 이외에 제공한 지급보증위험
▪주식매도선택권(Put Back Option) 위험
▪파생상품위험
▪부동산PF 보증위험
▪기타 우발채무위험 등

(+2) 우발채무와 관련한 잠재적 위험 부담 매우 낮음
(+1) 우발채무와 관련한 잠재적 위험 부담 낮음
(0) 우발채무와 관련한 잠재적 위험 부담 보통
(-1) 우발채무와 관련한 잠재적 위험 부담 높음
(-2) 우발채무와 관련한 잠재적 위험 부담 매우 높음

▪해외 및 금융 계열사의 영업 및 재무상태
▪해외 및 금융 계열사에 대한 지원여부 등

(+2) 해외 및 금융계열사의 재무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재무건전성 악화에 따른 지원 가능성 매우 낮음
(+1) 해외 및 금융계열사의 재무상태가 양호하여 재무건전성 악화에 따른 지원 가능성 낮음
(0) 해외 및 금융계열사의 재무상태가 다소 양호하여 재무건전성 악화에 따른 지원 관련 특이사항 없음
(-1) 해외 및 금융계열사의 재무상태가 다소 불량하여 재무건전성 악화에 따른 지원 가능성 높음
(-2) 해외 및 금융계열사의 재무상태가 불량하여 재무건전성 악화에 따른 지원 가능성 매우 높음

해외 및
금융 계열사의
영업 및 재무
상태

기타 고려사항

(+2) 기타 중요사항 및 특이사항이 재무구조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1) 기타 중요사항 및 특이사항이 재무구조에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0) 기타 중요사항 및 특이사항이 재무구조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 없음
(-1) 기타 중요사항 및 특이사항이 재무구조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2) 기타 중요사항 및 특이사항이 재무구조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3) 주채무계열 선정기준: 총신용공여의 0.075% 기준

1조 3,581억 원 이상의 기업군에 대한 적용비

교 결과는 [부록]에 정리

□ 주채무계열 소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가별
2013년 말 은행 총대출규모의 0.075% 이상 대
출한 기업집단을 선별하여 분석
◦ 한국의 2013년 말 주채무계열 선전기준이었던

□ 미국 연방준비은행(FRB)이 발표한 2013년 말 미
국의 은행 총 대출규모는 7조 4,272억 달러로
서 5) 0.075%는 55억 7,044만 달러에 해당

5)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Economic Research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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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포드그룹의 경우 은행대출규모가
2014년 말 60.1억 달러였으며, 2013년 말에
67.1억

달러로서

미국

은행

총대출규모의

0.075%를 상회

□ 일본 중앙은행이 발표에 따르면 2013년 말 일본
의 은행 총대출규모는 411조 4,495억 엔이었으
며,6) 일본 총은행대출규모의 0.075%는 3,086억
엔에 해당
◦ 예를 들어, 도쿄전력그룹의 경우 은행대출규모
가 2014년 말에 3조 1,122억엔, 2013년 말에
3조 3,819억 엔으로서 일본 은행 총대출규모의
0.075%를 상회

상 기업군을 대상으로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 재무평가 점수와 비재무평가 점수를 합
산하여 부채비율 구간별 기준점수를 비교하여 약
정체결 대상과 관리 대상을 선정
□ 재무평가 점수를 기준점수와 비교하여 3가지 대
상, 즉 ①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 확정 대상, ②
재무구조개선 관리 확정 대상, ③ 대상 범위 내
포함으로 분류하여 선정
◦ 재무평가 점수가 부채비율 구간별 기준점수보
다 18점 이상 낮은 기업군의 경우 비재무평가
를 통해 최고점을 획득하여도 기준점수를 상회
할 수 없어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 확정 대상
기업군’으로 선정7)

□ 캐나다 및 EU회원국가 중 국가별 중앙은행의 총
은행대출규모 지표가 없는 경우 세계은행의 WDI
지표로 대체하여 유추

◦ 재무평가 점수가 부채비율 구간별 기준점수보

◦ WDI는 GDP대비 민간총여신 규모를 발표하고

군의 경우 비재무평가를 통해 최고점을 획득하

있는데, 민간총여신에는 대출 외에 은행소유 담

여도 기준점수의 110%를 상회할 수 없어 ‘재무

보채권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구조개선 관리 확정 대상 기업군’으로 선정8)

은행대출규모보다 과다하게 산정되어져 0.075%
기준이 상향조정되는 효과가 있음
- 예를 들어, 세계은행의 WDI지표에 따르면 한국

의 2013년 말 GDP대비 은행의 민간신용공여 비
율은 134.9이지만, 2013년 한국의 GDP 대비 금
융감독원 발표 2013년 말 신용공여액 비율은
118.8%에 그침

2. 외국기업에 적용시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 대상
기업

다 18점 이상 낮지는 않으나 부채비율 구간별
기준점수에 110%보다는 18점 이상 낮은 기업

◦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 확정 대상 및 관리 확
정 대상이 아니지만 재무평가 점수가 부채비율
에 따른 기준점수보다 낮은 기업군의 경우 ‘대
상 범위 내 포함 기업군’으로 선정

□ 약정체결 확정 대상 기업군 외에 대상 범위 내
포함 기업군도 실질적으로는 약정체결 대상 기업
군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음
◦ 본 비교에서는 재무평가 점수가 부채비율에 따
른 기준점수보다 낮은 기업군만을 대상으로 했
으나, 재무평가 점수가 기준점수보다 높아도 비

1) 약정체결 대상과 대상 범위 내 포함 기업군 분류
□ 본 보고서에서는 국가별 신용공여액 0.075% 이

재무평가 점수가 부(-)의 값을 가질 경우 합산
점수는 기준점수보다 낮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았음

6) 일본은행, “貸出・預金動向 速報 (2013年 12月),” 참조.
7) 기업군  를 예로 들면, ‘재무평가 점수  + 17 < 부채비율에 따른 기준점수  ’인 경우 재무구조개선 약정 확정 대상 기업군으로 선정
8) ‘부채비율에 따른 기준점수  < 기준점수 재무평가 점수  +17 < 부채비율에 따른 기준점수  × 1.1’인 경우 기업군  는 재무구조개선 관리 확정 대상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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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평가 점수가 기준점수를 0~10점 상회하는
기업군에 대해 비재무적 평가를 통해 –10점 이
하로 배점하여 합산점수를 기준점수 미만으로
산정할 개연성은 낮음

차입금비율과 EBITDA비율 항목 점수가 낮게 나
타나, 재무평가에서 62점을 획득

◦ 퍼스트데이터의 경우 재무평가 점수가 61점으
로서 비재무평가 점수의 상한선인 17점을 받는
다고 가정해도 기준점수에 미달

2)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 대상 기업군
① 미국

□ 미국 기업군에 비교적용한 결과, 주채무계열에 포함
되는 기업군 중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이 확실시
되는 기업군은 포드(Ford)그룹과 퍼스트데이터 그룹

□ 미국 주채무계열 기업군 중 재무평가 점수가 부채
비율에 따른 기준점수에 못미친 경우는 Liberty
Global, AerCap Holdings, Community Health
Systems, Calpine
◦ 이중

3개

기업군(Liberty

Global,

AerCap

◦ 포드자동차 그룹의 경우 재무평가 점수가 부채

Holdings, Community Health Systems)의 경우

비율에 따른 기준점수 80점보다 18점이 낮은

재무평가 점수가 기준점수보다 8~9점 낮아 비재

62점을 획득하였기 때문에 만약 비재무적 평가

무적평가에서 양(+)의 8~9점 이상 배점받을 가능

에서 최고점수인 17점을 받는다고 가정해도 총

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실질적으로 재

점이 79점으로서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약정체

무구조 약정체결 대상 기업군이 될 것으로 추정

결 기업군으로 선정됨
- 포드자동차그룹은 영업이익률, 이자보상배율 및

현금성자산비율은 상당히 우수한 수준이었으나
<표 7> 미국의 재무구조개선 약정 대상 기업군
은행 차입금
(조 원)

총차입금
(조 원)

재무평가 점수

약정 대상
기준점수

S&P500
소속

Ford Motor

6.56

130.08

62

80

o

First Data Corporation

9.48

22.77

61

80

Liberty Global plc

17.58

53.08

66

75

AerCap Holdings

11.12

33.19

67

75

Community Health Systems

8.49

18.54

66

75

Calpine Corp.

6.73

12.44

66

70

기업군
약정체결
확정 대상

대상 범위
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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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킨데츠그룹과 샤프처럼 철도그룹과 전기전자그

② 일본

룹도 약정체결 확정 대상 기업군으로 선정

□ 한국의 주거래은행제도의 모태가 된 일본의 경우
한국의 기업집단처럼 은행을 통한 차입규모가 높
아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군이 가장 많은 국가로
나타났음

□ 일본의 주채무계열 기업군 중 대상 범위 포함 기
업군에도 전력그룹이 다수 포함
◦ 약정체결 대상 범위 내에 포함되는 3개 기업군

□ 일본의 경우 주채무계열 기업군 중 전력기업군과
리스전문기업군에서 약정체결 대상 기업군이 상당
수 나타났으며, 철도기업군 및 전기전자기업군도
약정체결 대상 기업군으로 선정

(추우부전력, 전력개발, 호쿠리쿠전력)의 경우

재무평가 점수가 기준점수에 비해 7~10점이나
낮아 실질적으로는 약정체결 대상이 될 가능성
이 매우 높은 기업군으로 추정됨

◦ 도쿄전력, 큐슈전력, 토호쿠전력, 코스모에너지,
홋카이도전력, 츄고쿠전력, 시코쿠전력 등 다수
의 전력기업군이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 확정
대상 기업군으로 선정
- 도쿄전력의 경우 높은 차입금비율로 인해 재무안

정성, 현금흐름, 유동성 항목 점수가 낮아 재무
평가에서 46점 획득
<표 8> 일본의 재무구조개선 약정 대상 기업군
은행 차입금
(조 원)

총차입금
(조 원)

재무평가 점수

약정 대상
기준점수

Nikkei225
소속

Tokyo Electric Power Company Holdings

32.0

64.50

46

75

o

Sharp Corporation

8.4

8.91

41

75

o

Kyushu Electric Power Company

19.0

29.77

28

80

Tohoku Electric Power Co

15.0

23.96

54

80

Kintetsu Group Holdings

7.6

10.58

53

75

Cosmo Energy Holdings

7.0

7.94

43

80

Hokkaido Electric Power

6.0

12.01

28

80

The Chugoku Electric Power

6.0

17.07

47

70

Shikoku Electric Power Co

3.3

6.81

36

60

Chubu Electric Power Company

22.0

27.17

40

50

o

Sumitomo Realty & Development

21.0

27.26

68

75

o

Electric Power Development

8.0

15.68

67

70

Hokuriku Electric Power Company

4.6

8.64

56

65

기업군

약정체결
확정 대상

대상 범위
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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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 선진국

□ 프랑스의 푸조그룹과 유러터널그룹, 독일의 코베
스트로가 약정체결 대상 범위 내 포함 기업군으로
선정

□ 주요 유럽국가와 캐나다의 주채무계열 기업군을
대상으로 비교적용한 결과, 네덜란드의 알티스
(Altice) 및 캐나다의 오넥스(Onex)가 재무구조개
선 약정체결 확정 대상으로 선정

◦ 유러터널그룹의 재무평가 점수는 기준점수보다
8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으로 약정체

결 대상 기업군으로 추정됨

◦ 네덜란드 주가지수 AEX25에 속한 통신전문그
룹 알티스의 경우 재무평가 점수가 57점으로서
기준점수보다 23점이 못 미쳤음
- 알티스의 경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9.94%

로서 수익성 지표가 매우 높았으나, 차입금비율
이 높아 재무안정성, 현금흐름, 유동성 항목 점
수가 낮아져 재무평가에서 57점 획득

◦ 캐나다의 오넥스 기업군도 낮은 재무평가 점수
로 약정체결 대상으로 선정

<표 9> 기타 외국의 재무구조개선 약정 대상 기업군

약정체결
확정 대상

대상 범위 내
포함

국적

기업군

은행 차입금
(조 원)

총차입금
(조 원)

재무평가
점수

약정 대상
기준점수

주요 지수
포함 여부

네덜란드

Altice N.V.

7.35

29.90

57

80

AEX 25 소속

캐나다

Onex

7.83

14.50

42

80

Peugeot S.A.

9.30

28.37

45

50

Groupe Eurotunnel SE

5.38

6.98

62

70

Covestro AG

5.83

6.23

59

60

CAC 40 소속

프랑스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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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의 약정체결 대상 기업군에 대한 신용평가

- 2012~2014년 중 가장 2014년 말에 가까운 평가

등급을 이용하였고, 2015년 이후에는 가장 최근
평가등급으로 비교

1) 주식시장의 평가
□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이 확실한 미국의 포드그
룹, 일본의 도쿄전력그룹, 네덜란드의 알티스그룹
은 각각 각국의 우량기업군 주가지수에 포함

□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 확정 기업군 및 대상 범위
내 기업군은 2015년 이후 신용평가가 상승 또는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 신용하락은 없었음

◦ 미국의 포드자동차는 S&P500에, 일본의 도쿄전

◦ 주채무계열 소속 5개 기업군 중 3개 기업군이

력은 닛케이225에, 네덜란드의 알티스는 AEX25

2015년 이후 기업신용등급이 개선됐으며 2개

에 소속해 있음

기업군은 동일한 수준을 유지11)

- 네덜란드의 알티스는 프랑스, 이스라엘, 벨기에,

- Community Health System의 경우 무디스의 평가보

고서가 2008년 이후 발표되지 않아 비교에서 제외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프랑스령 서인도제도, 인
도양 연안, 도미니카공화국, 스위스등지에서브로
드밴드 및 유료TV 서비스를 제공해 온 미디어그
룹으로서 공격적으로 투자하여 사업을 확장시키
는 중에 있음9)

2) 신용평가 전문기관의 평가

□ 한국의 경우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할 경우 신
용평가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의 약정체결
대상 기업군도 신용평가 등급이 하락했을 수 있음
◦ 김윤경(2015)은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 이후 구
조조정의 지연으로 신용하락의 원인으로 지적12)

□ 2015년도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 확정 대상 기업
군과 대상 범위 내 포함 기업군들을 대상으로
2014년 이전과 2015년 이후의 기업신용평가를
비교

◦ 미국의 약정체결 대상 기업군의 경우 재무구조

◦ 미국 기업군의 신용평가 등급을 공개하고 있는

- 포드자동차 그룹의 경우 약정체결 대상으로 선정

개선에 재원을 소진시키지 않고 구조조정과 신
사업개발에 투자함으로써 신용평가등급의 상향
조정이 가능했음

무디스(Moody’s) 평가등급을 이용하여 비교

된 시기에 신용평가등급이 투자등급인 Baa3였으
며, 약정체결 없이 2015년 이후 오히려 등급수준

◦ 무디스의 기업집단평가(Corporate Family Rate)

이 상향조정됐음

및 장기신용평가를 기준으로 비교10)

<표 10> 무디스 신용등급평가의 변화(2014년 이전과 2015년 이후 비교)
분류
상승
기업군
유지
기업군

회사
Ford Motor
Calpine Corp.

2012~2014년
Baa3
B3

2015년 이후
Baa2
Ba3

First Data Corporation

B3

B2

AerCap Holdings N.V.

Ba2

Ba2

Liberty Globalplc

Ba3

Ba3

S&P 500 소속
o

9) 알티스는 2015년 상반기 매출이 약 77억 달러에 이르며 2015년 7월 기준으로 1,400만 명의 유선고객, 2,800만 명의 무선고객을 확보한 미디어기업집단
10) 무디스의 기업평가가 없거나 2011년 이후 평가가 없는 기업군은 제외
11) 한국의 주채무계열기준인 1.2조 원 이상 은행대출이 있는 미국 기업군으로 확장하여 비교한 결과에서는 2014년 이전대비 2015년 이후 8개 기업군의 평가등
급이 상향조정됐고, 17개 기업군은 평가등급 유지됐으며, 두 개 기업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거의 대부분의 기업군에서 신용평가가 상승 또는 유지된 것으로
확인. [부록] 참조
12) 김윤경(2015)의 <표 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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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평가기준에 대한 비교검토

관리(사안에 따라 공동관리, 사전공동관리, 단
독관리로 분류) 대상이 되거나 혹은 「채무자회
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대

1. 기업구조조정 대상 선정기준과의 비교

상이됨13)

□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재무적 안전성을 위한 정책
도구로서 기업구조조정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제도
를 운영하고 있음

□ 신용위험평가에서 부실징후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절차 대상이 됨

◦ 기업구조조정은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

◦ 워크아웃 대상 기업(C등급)의 경우 신속한 금융

여 개선하려는 정책인데 비해 재무구조개선 약

지원, 자산매각 및 재무구조개선 등을 통해 경

정제도는 개별 기업이 아닌 기업집단 소속 전

영정상화를 추진

체 계열사를 대상으로 규제하는 제도

□ 기업구조조정 정책의 경우 부실기업의 재무적 평
가 외에 산업위험과 영업위험을 검토하여 판단한
다는 측면에서 재무구조개선 약정제도보다 기업
성향을 고려한다는 점이 특징
◦ 구조조정대상 기업선발과정 중 세부평가에서
재무적 평가 외에 해당기업의 소속 산업의 향
후전망과 시장 내 점유율, 순위 등 영업위험을
검토하여 부실기업을 판단

◦ 부실기업(D등급)에 대해서는 기업회생절차 등을
통한 신속한 정리를 유도

2) 기본평가 절차
□ 채권은행은 정기평가를 위해 매년 5월 말 채권액
을 기준으로 평가대상기업을 선정하고 7월 말까
지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를 평가 14)
◦ 정기평가의 대상은 해당 채권은행의 채권액이
50억 원 이상인 기업

1) 기업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선정 과정

◦ 현재 다음의 4가지 조건에 해당할 경우 세부평

□ 채권은행은 개별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위해
먼저 기본평가를 실시하고, 이후 세부평가를 실시
하여 ‘부실징후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제9조 제2항)

가 대상 기업으로 분류
①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부(-)
인 기업
②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

◦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은 채권은행의

융비용)이 1.0 미만 기업

13)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제16조 제1항
14) 정기평가 대상 중 기본평가 대상이 되는 기업의 조건은 2016년에 변경될 예정(도표 참조)
<기본평가 선정기준 강화예상 기준 비교>
기존 기본평가 기준
1.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부(-)
인 기업
2.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
비용)이 1.0 미만 기업
3. 「은행업감독규정」제27조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른 신용위험평가
모형의 평가결과 “요주의” 상당등급 이하 분류기업
4. 기타 채권은행 자체기준에 의하여 세부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업

기본평가 기준 개정안
- Watch List(은행자체) 중 신용위험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 2015년도 정기 신용위험평가 이후 자산건전성 분류 ‘요주의’ 이하 기업
- 2015년 정기 신용위험평가시 B등급으로 분류한 기업
- 기타 채권은행 자체 기준에 따른 세부평가 필요 기업
- 취약업종(건설, 철강, 해운, 석유화학 등)에 속하는 업체 중 최근 2년 연
속 이자보상배율 <1 또는 최근 2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 < 0인 기업
- 최근 2년 연속 매출액 20% 이상 감소기업

출처: 금융감독원의 2015년도 수시 신용위험평가시 평가대상 선정기준 강화 기준을 표로 작성한 아시아투데이 2015. 12. 30일자 기사 인용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 기준 비교를 통한 개선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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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용위험평가 모형의 평가결과 “요주의” 상당등
급 이하 분류기업
④ 기타 채권은행 자체기준에 의하여 세부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업

□ 즉, 부실징후기업 선정시 기본평가에서는 현금흐
름과 이자보상배율 항목을 검토하며, 기업의 부채
비율을 주요 평가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지는 않음
□ 수시평가는 3, 6, 9, 12월 말 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대상기업을 선정하고 5, 8, 11, 2월 말까지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
3) 세부평가 절차

④ 재무위험 : 단기차입금 비중, 매출액 추세, 재무
융통성 등
⑤ 현금흐름: 이자보상계수(ICR), 부채상환계수(DSCR)
등

◦ 재무평가에 해당하는 재무위험과 현금흐름 외
에 향후의 시장전망과 해당 기업의 시장점유율
등 경쟁력을 함께 고려하고 있음

□ 부실기업 선정의 세부평가에서 비재무적 평가항목
으로서 산업위험, 영업위험 및 경영위험을 검토하
도록 하고 있음
◦ 산업위험 항목에서 시장상황(업종별 3년간 경기
변동, 성장전망 등)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으며,
◦ 영업위험 항목에서는 산업조직적 요인(시장 내

□ 부실기업 선정과정에서는 재무평가를 위주로 수행
하는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약정제도와 달리
산업위험, 영업위험, 경영위험 등에 대해 평가하
고 있음
◦ 기업구조조정 대상을 평가하기 위한 부실기업
선정과정 중 세부평가에서는 해당 기업에 대해
재무위험평가 외에 산업위험, 영업위험, 경영위
험을 평가하도록 규정

□ 채권은행은 제1항의 세부평가를 위하여 외감기업,
비외감기업, 개인사업자로 구분하여 각 평가대상
기업의 특성을 감안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15)
◦ 외감기업의 경우 다음의 5가지를 평가하도록
규정
① 산업위험: 업종별 향후 3년간 경기변동 민감도,

지위와 순위, 점유율 등)을 고려토록 하고 있음

□ 부실기업 선정의 세부평가에서 재무적 평가항목으
로서는 재무위험과 현금흐름을 검토하도록 규정
◦ 재무위험 항목에서는 단기차입금 비중, 매출액
추세, 재무융통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평가대상으로서 차입금/자본 비율을 직접
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음
◦ 현금흐름 항목에서는 이자보상계수, 부채상환계
수처럼 수익성과 현금흐름 비율을 분석하고 있
어 차입금/자본 비율이 포함되지 않았음

2. 외국 평가기관의 선정기준과의 비교
1) 외국 평가기관의 평가기준 분류

성장전망 등
② 영업위험: 시장지위, 시장점유율, 업계순위 등
③ 경영위험: 소유지배구조,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여부 등

15)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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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평가기관들은 대체로 유사한 분석방식에 따른
기준을 이용하고 있다. 다만, 시대의 변화에 맞게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

□ 신용평가기관들의 분석방식은 대체로 크게는 두
가지로 분류하여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사업위험,
둘째는 재무위험에 대한 것

2) 사업위험 평가기준
□ 재무구조개선 약정 대상 평가에서 가장 크게 문제
되는 부분이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

◦ 사업위험과 재무위험 외에 국가위험 등이 존재하
지만 동일한 국가를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동일

◦ 산업의 장래성과 일시적 불황상황, 기업체의 산
업 내 시장점유율과 성장잠재력, 기술력을 고려

□ 사업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시장점유율, 지역적 분
포도, 부문별 장단점, 산업경기, 경쟁력 등 기업
체의 영업활동에 대한 강점과 약점에 대해 검토

한다면 일시적 재무악화는 사업상황의 전환으

◦ 이를 위해 산업·시장 소속 기업체간 상대적 경

□ S&P의 경우 사업위험성을 경쟁력(competitive
position) 항목에서 평가하고 있는데, 경쟁력 평
가는 4가지 부문, 즉 ① 경쟁우위, ② 규모·범위·
다각화, ③ 경영효율성, ④ 수익성으로 분류됨

로 쉽게 회복될 수 있음

쟁력을 비교분석

□ 재무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총매출액과 이익규모,
마진율, 성장잠재력, 자산유동성, 재무구조 등 기
업체의 재무적 유동성을 검토

◦ 앞의 3가지는 모두 기업의 시장 내 경쟁력 요소
이며, 수익성은 지속가능성과 관련되는 요소임

◦ 이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신용평가이며,

◦ 산업·시장 평균보다 경쟁력이 높은지 여부를

이는 유사 산업·시장 내 기업들과 비교 형량하

판단하여 기업체의 사업위험성을 평가

여 평가

<표 12> S&P 경쟁력 평가 세부 항목
주요 사항

구체적 내용

 기업의 제품·용역이 갖는 전략적 위치 및 고객의
선호도
 사업구조의 지속가능성








기업전략
제품차별화, 독창성, 시장성, 결합성
제품인지도와 마케팅
제품·용역의 품질
진입장벽 및 수요전환비용
기술우위도 및 기술대체능력

 사업활동의 집중도 및 다각화






제품·용역의 다양성
판매지역별 다양성
매출금액, 시장규모, 점유율
제품·용역의 순환기간

경영효율성

 자산규모 대비 운영비용구조의 효율성·유연성






비용구조
제조과정
자본운영
기술수준

수익성

 기업 수익성과 변동성

 기존·미래의 자본, EBITA, 마진에 대한 수준
 수익의 편차

경쟁우위

규모·범위·다각화

출처: Standard & Poor’s Ratings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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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의 경쟁력 평가사항 중 ④ 수익성을 제외한
① 경쟁우위, ② 규모·범위·다각화, ③ 경영효율
성은 모두 비재무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로서 구체
적 지표들을 참고함
◦ 경쟁우위의 경우 제품인지도, 진입장벽, 기술우

규모항목에서 Aaa로 평가하는 반면, 매출액 규모
가 1억 달러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는 Ca등급으
로 평가

3) 재무위험 평가기준

위도 등을, ② 규모·범위·다각화의 경우 생산제

◦ 즉 S&P의 경쟁력평가에서는 시장과 산업적 특

□ 외국 신용평가기관은 기업의 재무위험을 평가할
경우 수익성, 현금흐름 및 재무정책을 주요 항목
으로 평가하고 있어, 재무구조개선 약정제도처럼
부채비율이 핵심적 검토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성 및 해당 기업의 산업조직적 요소들을 구체

◦ 수익성 평가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주로 이용

품군의 다양성, 판매지역, 시장규모와 점유율
등을, 그리고 ③ 경영효율성의 경우 비용구조과
제조과정 등을 평가

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됨

□ 무디스의
경우
글로벌
제조기업(global
manufacturing companies)에 대한 사업위험을
평가하는 요소는 영업개요(business profile)과
규모(scale) 항목

◦ 재무안정성·재무상환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주요 평가지표는 현금흐름으로서 차입금 대비
현금흐름, 이자비용대비 현금흐름 등을 이용
◦ 그러나 재무구조를 나타내는 자본대비 차입금

◦ 영업개요 항목은 전체평가에서 20%의 가중치를

비율 혹은 자본대비 부채비율은 세부평가에서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사업의 경기변동성, 시

검토되지 않고 보완적 평가기준의 하나로서 검

장점유율, 산업조직적 통합성, 산업의 취약성

토대상에 포함됨

등을 고려
◦ 규모 항목도 전체 평가 중 20%의 비중을 갖는
데, 매출규모가 클수록 해당 기업은 우수한 평
가등급을 부여받음

□ S&P의 경우 재무위험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은 현금흐름 지표 16)
◦ S&P는 재무위험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

- 매출규모는 경기변동에 대한 기업의 유연성을 반

표로서 차입금 대비 영업활동 자금흐름(FFO,

영하며, 규모의 경제효과를 대변하기 때문에 매

Funds from Operation)과 EBITDA 대비 차입

출규모를 사업위험평가 항목으로 사용

금 비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무디스는 기업의 최근 12달 연결재무재표상의

매출액이 400억 달러를 넘을 경우 해당 기업을
<표 13> 무디스의 규모에 따른 등급평가
(단위: 10억 달러)
Aaa

Aa

A

Baa

Ba

B

Caa

Ca

≥ 40

20-40

10-20

5-10

1.5-5

0.25-1.5

0.1-0.25

< 0.1

출처: Moody’s Ratings Methodology – Global Manufacturing Companies, 2014.

16) 전술한 바와 같이 수익성은 경쟁력 평가단계에서 세전 영업이익률을 평가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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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적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보충지표로서

□ 무디스의 경우도 재무평가에서 현금흐름은 중요한
검토대상 항목으로서, 차입금 대비 현금흐름 지표
들에 따라 세부항목별 평가등급이 결정

이자비용 대비 현금흐름 배율을 사용하는데, 현
금이자비용 대비 영업활동 자금흐름 비율과 이
자비용 대비 EBITDA를 검토

◦ 무디스도 S&P와 동일하게 수익성 지표는 세전
영업이익률로 평가

◦ 재무상환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보충지표로서는
차입금 대비 영업활동 현금흐름(CFO), 차입금

◦ 이자비용대비 세전영업이익 배율을 재무상환능

대비 현금흐름할인(DCF) 등을 검토

력 지표로 평가
◦ 현금흐름 지표 평가항목은 EBITDA대비 차입금

□ S&P는 재무위험 평가에서 부채-자본 비율 및 차
입금-자본 비율을 검토하지 않으며, 중간평가 조
정과정에서 검토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에 해당

비율, 순차입금 대비 보유현금흐름(RCF) 비율,
차입금 대비 잉여현금흐름 비율

◦ 중간과정에 포함되는 평가조정 항목에는 사업

□ 무디스의 경우 재무정책 평가항목(가중치 10%)에
서 차입금 규모에 대해 다양한 요인과 함께 고려
하는 하나의 요소로만 규정

의 다각화, 재무정책, 유동성, 경영활동·지배구
조, 비교평가 및 재무구조가 포함

<표 14> S&P의 재무평가 세부항목
Core ratios

Supplementary coverage ratios

Supplementary payback ratios

FFO/debt
(%)

Debt/
EBITDA (x)

FFO/cash
interest (x)

EBITDA
/interest (x)

CFO/debt
(%)

FOCF/debt
(%)

DCF/debt
(%)

Minimal

60+

Less than 1.5

More than 13

More than 15

More than 50

40+

25+

Modest

45~60

1.5~2

9~13

10~15

35~50

25~40

15~25

Intermediate

30~45

2~3

6~9

6~10

25~35

15~25

10~15

Significant

20~30

3~4

4~6

3~6

15~25

10~15

5~10

Aggressive

12~20

4~5

2~4

2~3

10~15

5~10

2~5

Highly leveraged

Less than 12

Greater than 5

Less than 2

Less than 2

Less than 10

Less than 5

Less than 2

출처: Standard & Poor’s Ratings Services: Corporate Methodology

<표 15> 무디스의 재무평가 항목
weight

Aaa

Aa

A

Baa

Ba

B

Caa

Ca

EBITA Margin

10%

≥ 25%

20-25%

15-20%

10-15%

5-10%

2.5-5%

0-2.5%

< 0%

EBITA / Interest
Expense

10%

≥ 15x

12-15x

8-12x

5-8x

2.5-5x

1-2.5x

0.5-1x

< 0.5x

Debt / EBITDA

10%

< 0.5x

0.5-1x

1-1.75x

1.75-3.25x

3.25-4.75x

4.75-6.25x

6.25-7.75x

≥ 7.75x

RCF/ Net Debt

10%

≥ 60%

45-60%

35-45%

25-35%

15-25%

7.5-15%

0-7.5%

< 0%

Free Cash Flow /
Debt

10%

≥ 25%

20-25%

15-20%

10-15%

5-10%

0-5%

(5)-0%

< (5)%

출처: Moody’s Ratings Methodology – Global Manufacturing Companie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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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무구조개선 약정제도 평가기준에 대한 비교검토

◦ 산업 및 재무항목의 특수성에서는 산업특수성
을 고려한 재무평가 수치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1) 부실한 비재무적 평가기준

검토하도록 규정

□ 재무구조개선 약정제도에서는 평가기준에 산업위험
과 영업위험을 평가하는 항목이 거의 부재한 수준

◦ 영업실적 추이 및 전망항목은 수익창출능력에

◦ 비재무평가 기준항목과 배점표는 실효성과 구

◦ 재무적 융통성 항목, 우발채무위험 항목, 해외·

체성이 부족

대한 평가사항

금융 계열사의 영업 및 재무상태 항목은 모두
현금흐름과 재무안전성과 관련된 평가사항

□ 재무구조개선 약정제도에서는 비재무평가 기준항
목을 규정하여 재무평가 기준을 보완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위험·영업위험에 대한 구체적 세부
항목기준을 제시 못하고 있음

◦ 기타 고려사항 항목 또한 재무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검토하도록 모호하게 규정

2) 차입금비율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평가기준
◦ 부실징후기업 선정과정 및 외국신용평가기관은
산업위험과 영업위험에 대한 구체적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재무구조개선 약정제도의
비재무평가 항목은 모호한 배점기준만을 서술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부실징후기업 선정시 구체

적 산업위험 평가항목(업종별 향후 3년간 경기변
동 민감도, 성장전망 등)과 영업위험 항목(시장지
위, 시장점유율, 업계순위 등)을 명시
- S&P는 제품인지도, 진입장벽, 규모·범위·다각화,

□ 재무구조개선 약정제도에서는 자본-차입금 비중이
이중으로 판단기준에 포함되어져 있음
◦ 약정체결 대상선정 판단의 핵심이 되는 기준점
수는 부채비율에 의해 결정되어지며, 재무평가
에 자본-차입금 비율 항목이 또 다시 포함

□ 약정제도는 재무평가에서 자본-차입금 지표보다 현
금흐름 지표 위주로 평가기준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

제품과 판매지역의 다양성, 시장규모와 점유율
등 구체적 지표를 제시하며, 사업의 경기변동성,

◦ 약정제도는 현금흐름 항목인 EBITDA/총차입금

시장점유율, 산업조직적 통합성, 산업의 취약성

비율지표 외에 재무안정성 항목인 총차입금/자

및 매출규모 기준을 제시

기자본 비율지표를 20% 배점하여 포함

◦ 재무구조개선 약정제도의 비재무평가 기준항목

◦ 부실기업 선정과정 및 외국신용평가기관 모두

중 산업 및 재무항목의 특수성에서는 주력 영

재무평가에서 자본-차입금 비율보다 현금흐름-

위업종의 산업 구조적 특성과 회계 재무항목의

차입금 비율을 중요 판단지표로 규정

특수성 등을 고려하게 되어 있으나, 시장집중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부실기업 선정과정에서는

도, 점유율·순위, 경기변동성 등 구체적 산업성

재무평가로서 재무위험(단기차입금 비중, 매출액

특지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추세, 재무융통성 등)과 현금흐름(이자보상계수,
부채상환계수 등)으로 평가하며 자본-총차입금

□ 약정제도의 비재무 평가항목 7가지 중 지배구조
위험을 제외한 6개 항목은 모두 재무평가에 대한
보충·보완기준에 해당

비중은 구체적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 S&P나 무디스 등 외국신용평가기관은 재무평가

를 위한 핵심지표로서 차입금 대비 현금흐름 혹
은 EBITDA대비 차입금 비율을 검토하며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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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비율과 같은 재무구조에 대한 사항은 보조

디스 기준 A등급으로 평가

지표로서 활용

◦ 포드그룹의 총차입금대비 EBITDA비율도 2014
년 악화됐으나 2015년에 개선

3) 포드그룹의 사례
□ 포드그룹의 경우 2014년에 영업실적이 일시적으
로 악화됐는데 그 영향으로 재무구조개선 약정체
결 대상으로 선정

□ 포드그룹은 재무구조개선 약정제도에 따르면 약정
체결 대상이 될 정도로 2014년에 재무상황이 악
화됐었으나, 외국신용평가기관은 경쟁력평가, 영업
위기 평가에서 우수하게 평가하여 투자등급을 부여

◦ 포드그룹은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거쳤으며, 2009년부터 영업실적이 향상되어왔
으나 2014년에 일시적으로 급격한 영업실적 하

◦ 만약 포드그룹에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을 강
제했다면 그룹 내 재원을 재무구조개선으로 소
진시켜야 했으며 이로 인해 2015년도 경영개선

락을 경험

은 더 악화됐을 수 있음
◦ 포드그룹의 이자보상배율(이자비용 대비 세전영
업이익 비율)의 경우 2014년 말 기준으로 0.88
배로서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낮은 수준이
었으며, 이는 무디스 기준에서 Caa에 해당하는
평가등급이었으나, 2015년에는 10.42배로서 무
<그림 3> 포드의 수익성(매출액대비 영업이익률)
(단위: %)

◦ 그러나 포드그룹의 경우 2015년 5월 약정체결
대상으로 선정된 시기에 신용평가등급이 투자
등급인 Baa3였는데, 약정체결 없이 2016년에
오히려 등급수준이 Baa2로 상향됐음

<그림 4> 포드의 채무상환능력(이자보상배율)
(단위: %)

<그림 5> 포드의 현금흐름 (EBITDA/총차입금)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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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의 종합 및 시사점
1. 연구의 종합

와 재무구조개선 약정제도의 운영이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
◦ 미국의 포드그룹, 일본의 도쿄전력그룹 및 네덜
란드의 알티스그룹은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

1) 외국 기업집단에 대한 재무구조개선 약정제도 적용
□ 재무구조개선 약정제도를 외국에 적용한 결과 미
국의 경우 포드그룹과 퍼스트 데이터 그룹 등이
약정체결 확정 기업집단으로 선정
◦ 일본의 도쿄전력그룹과 킨데츠철도그룹, 네덜란
드의 알티스그룹과 캐나다의 오넥스그룹 등이
약정체결 확정 기업집단으로 선정

□ 포드그룹, 도쿄전력그룹 및 알티스그룹은 각각 모
회사가 S&P500, 닛케이225, AEX25에 속하는
우량기업
◦ 포드그룹 모회사인 포드자동차는 2014년에 성
적악화로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 대상으로 확
정됐지만 이러한 약정체결 없이도 영업실적을
개선하여 2016년 초에 신용등급이 향상

2) 기업구조조정 및 외국신용평가기관의 평가기준과
비교
□ 부실징후기업 선정과정 및 신용평가기관의 경우
기업에 대한 평가과정에서 경쟁력평가를 중요시하
며 재무평가시 재무구조개선 약정제도와 다른 기
준으로 검토

결하지도 않으면서 영업실적을 개선하고 글로
벌 경쟁을 위한 활발한 투자활동을 전개중에
있음

□ 기업의 경쟁력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비재무적 평
가기준에 제대로 산업요인, 영업요인을 고려해야
할 것
◦ 시장구조와 경쟁력을 고려하지 않고 재무구조
만으로 개선약정을 체결토록하여 우위에 있는
경쟁력을 스스로 제약하도록 만들 우려가 있음
◦ 외국의 경우 구조조정은 산업과 기업경쟁력을
고려하여 진행되는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구
조조정과 별개로 주채무계열 기업집단은 일정
평가기준에 의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해
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됨

2) 과도한 차입금-자본 비율 의존도의 개선 필요
□ 재무구조개선 약정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평가
기준이 부채비율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
□ 재무평가시 자본-부채비율 및 자본-차입금 비율
중시하는 기준에서 벗어나 수익성과 현금흐름을
중요한 지표로 평가하도록 기준을 개선할 필요

◦ 약정제도와 달리 산업위험 및 영업위험을 중요
하게 고려하며, 재무평가에서는 자본-차입금 비
율보다 현금흐름-차입금 비중을 중시

◦ 약정제도에서는 재무평가에서 자본-차입금비율
이 핵심적 지표로 이용되고 있어 수익성이 높
은 기업군도 재무구조개선 약정대상으로 선정

2. 정책적 시사점

됨
◦ 이러한 이유로 포드그룹, 도쿄전력그룹, 알티스

1) 비재무적 평가의 중요성
□ 글로벌 경쟁적 차원을 고려하여 주채무계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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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도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의 확실한 대상
으로 선정된 것임

◦ 포드자동차그룹은 영업이익률, 이자보상배율 및
현금성자산비율은 상당히 우수했지만, 차입금을
기준으로 하는 비교지표인 재무안정성 지표(차
입금비율)과 차입금 대비 EBITDA비율 항목 점
수가 낮게 나타나, 약정체결 확정 대상 기업군
이 됐음

거의 유사한 절차가 적용되고 있음 17)
◦ 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 제48조 제2항 제4호에
근거하여 “채권은행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
협약”에 의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제도’가
운영중에 있음
-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제도’에서는 주채권은행

3) 재무구조개선 약정보다 기업구조조정적 접근이 중요

이 개별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하고 은행이 워크
아웃에 의해 약정을 체결하는데,

□ 주채무계열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제도는 기업집단
을 대상으로 규제하는 정책이지만 재무적 악화는
계열사가 속한 산업의 경기불황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집단 차원보다는 개별 계열사 차원의
정책이 중요
◦ 재무구조개선 약정은 차입금규모가 큰 대기업
집단의 재무건전성의 강제개선을 통해 금융안
정성을 확보하려는 정책이지만, 이로 인해 글로
벌 경쟁력은 도외시되고 기업구조조정에도 도
움이 되지 못함

- 이 제도에서 개별기업은 사실상 이의제기가 어려

우며 자율적 체결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
제성을 가지고 있어 재무구조 개선약정과 유사함

□ 기업과 계열군의 재무구조은 금융시장에 의해 평
가받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민간자율에 의
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재무구조
개선 약정제도의 폐지를 고려할 필요
◦ 기능적인 측면은 현행 ‘신용위험 상시평가 제
도’가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기본적 역할은 자
본시장의 평가에 맡기도록 개선

◦ 개별 계열사의 구조조정으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를 기업집단 전체로 확대시켜 해소시키도
록 강요함으로써 기업집단 내에서 자체적 해결
방법과 시기를 상실하게 할 우려

4) 긍극적으로 주채무계열과 약정제도에 대한 폐지
□ 주채무계열제도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된
제도였기에 엄격하게 재무구조만을 평가하였을 수
있으나, 외환위기 이후 채무보증과 부채비율의 급
격한 감소로 환경변화에 맞게 개선되어야 함
◦ 투자를 통한 확장으로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할
시기에 재무구조개선 약정으로 기업을 축소시
켜야할 상황에 놓이게 할 수 있음

□ 여신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개별기업의 경
우에 대해서는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약정과
17) 최두열(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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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은행대출규모 1.2조 원 이상 약정체결 대상 기업군 명단
<부표 1> 은행대출규모 1.2조 원 이상 미국 기업군 명단
기업군

약정
체결
확정
대상

관리
확정
대상

대상
범위
내
포함

은행 차입금
(조 원)

총차입금
(조 원)

재무평가 점수

약정 대상
기준점수

S&P500
소속
o

Ford Motor

6.56

130.08

62

80

First Data Corporation

9.48

22.77

61

80

Scientific Games Corporation

4.87

9.08

43

80

Sun Edison ,Inc.

3.69

7.93

28

80

Univar Inc.

3.55

4.23

56

80

Windstream Holdings ,Inc.

3.41

9.52

62

80

Hertz Global Holdings ,Inc.

3.21

17.48

62

80

J.C. Penney Company ,Inc.

2.99

5.85

32

65
80

Boyd Gaming Corporation

2.32

3.72

61

Arch Coal Inc.

2.06

5.63

28

70

Surgery Partners ,Inc.

1.52

1.49

62

80

Sonic Automotive Inc.

1.38

2.22

48

70

Alliance Data Systems

2.96

15.47

70

80

Aramark

4.40

6.46

56

70

Danaos Corporation

3.34

3.36

64

80
80

o

Sabre Corporation

2.42

3.34

66

Trans Union

2.11

3.21

61

75

Service Master Global Holdings ,Inc.

1.95

3.31

66

80

Sinclair Broadcast Group ,Inc.

1.93

4.24

67

80

Pinnacle Entertainment Inc.

1.52

4.32

66

80

American Tower Corporation

3.46

15.87

71

75

o

Simon Property Group Inc.

3.13

22.76

71

75

o

Deere &Company

1.98

40.37

74

80

o

United Continental Holdings

1.51

13.04

74

80

o

United Rentals ,Inc.

1.41

8.69

73

80

o

Liberty Global plc

17.58

53.08

66

75

AerCap Holdings N.V.

11.12

33.19

67

75

Community Health Systems

8.49

18.54

66

75

Calpine Corp.

6.73

12.44

66

70

CNH Industrial N.V.

6.05

32.43

71

75

Avolon Holdings Limited

4.22

4.97

64

70

Penske Automotive Group

3.50

4.47

53

60

LDK Solar Co.,Ltd.

3.10

3.96

36

40

B/E Aerospace Inc.

2.36

2.36

75

80

Crown Holdings Inc.

2.30

5.67

75

80

Taubman Centers, Inc.

2.21

2.22

71

80

CDW Corporation

2.01

3.82

70

75

Spectrum Brands holdings

1.82

3.77

66

70

Teekay Offshore PartnersLP

1.75

3.09

66

70

North Atlantic Drilling

1.63

3.11

75

80

Lithia Motors

1.58

1.99

58

60

Rouse Properties

1.57

1.73

55

65

General SteelHoldings

1.49

2.01

36

40

Internet Gold Golden

1.43

4.20

75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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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은행대출규모 1.2조 원 이상 일본 기업군 명단
은행 차입금
(조 원)

총차입금
(조 원)

재무평가
점수

약정 대상
기준점수

Nikkei225
소속

Tokyo Electric Power Company Holdings

32.0

64.50

46

75

o

Sharp Corporation

8.4

8.91

41

75

o

KyushuElectricPowerCompany

19.0

29.77

28

80

Tohoku Electric Power Co

15.0

23.96

54

80

Kintetsu Group Holdings Co

7.6

10.58

53

75

Cosmo Energy Holdings Co

7.0

7.94

43

80

Hokkaido Electric Power Co.

6.0

12.01

28

80

The Chugoku Electric Power Co

6.0

17.07

47

70

Fuyo General Lease Co .Ltd.

4.5

14.71

57

80

Shikoku Electric Power Co

3.3

6.81

36

60

Saibu Gas Co

1.8

2.31

53

75

Fuji Oil Company

1.8

1.54

24

65

Mitsubishi Paper Mills

1.4

1.37

33

60

UNIZO Holdings Company

2.1

2.30

64

80

Chubu Electric Power Company

22.0

27.17

40

50

o

Sumitomo Realty& Development

21.0

27.26

68

75

o

Nippon Suisan Kaisha

2.3

2.44

50

60

o

Electric Power Development Co

8.0

15.68

67

70

Hokuriku Electric Power Company

4.6

8.64

56

65

기업군

약정
체결
확정
대상

관리
확정
대상

대상
범위
내
포함

<부표 3> 은행대출규모 1.2조 원 이상 기타 외국 기업군 명단

약정
체결
확정
대상

대상
범위
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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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기업군

은행 차입금
(조 원)

총차입금
(조 원)

재무평가 점수

약정 대상
기준점수

캐나다

Onex Corporation

7.83

14.50

42

80

네덜란드

Altice N.V.

7.35

29.90

57

80

프랑스

SPIE SA

2.21

3.18

61

80

영국

Vimetco NV

1.84

2.82

24

75

독일

Thyssen Krupp AG

1.53

10.40

40

60

DAX 30 소속

프랑스

Peugeot S.A.

9.30

28.37

45

50

CAC 40 소속

독일

Covestro AG

5.83

6.23

59

60

프랑스

Groupe Eurotunne lSE

5.38

6.98

62

70

캐나다

Northland Power Inc.

2.00

3.25

61

70

독일

GAG Immobilien AG

1.90

2.25

62

65

KERI Insight 16-18

주요지수 포함
여부

AEX 25 소속

2. Moodys 평가등급의 변화

<부표 4> 무디스 등급평가의 변화(2014년 이전과 2015년 이후 비교)
분류

상승
기업군

유지
기업군

하락
기업군

기업군

2012~2014년

2015년 이후

S&P 500 소속

Ford Motor Co.

Baa3

Baa2

o

United Continental Holdings ,Inc.

B1

Ba3

o

Calpine Corp.

B3

Ba3

CDW Corporation

B1

Ba3

First Data Corporation

B3

B2

J.C. Penney Company, Inc.

Caa1

B3

Sabre Corporation

B1

Ba3

TransUnion

B2

B1

American Tower Corporation

Baa3

Baa3

o

AutoNation, Inc.

Baa1

Baa1

o

United Rentals ,Inc.

Ba3

Ba3

o

AerCap Holdings N.V.

Ba2

Ba2

B/E Aerospace Inc.

Ba2

Ba2

Boyd Gaming Corporation

B2

B2

CNH Industrial N.V.

Ba1

Ba1

Crown Holdings Inc.

Ba2

Ba2

Liberty Global plc

Ba3

Ba3

Penske Automotive Group, Inc.

Ba2

Ba2

Pinnacle Entertainment Inc.

B1

B1

Scientific Games Corporation

B2

B2

Simon Property Group Inc.

A2

A2

Sinclair Broadcast Group ,Inc.

Ba3

Ba3

Sonic Automotive Inc.

Ba3

Ba3

SunEdison ,Inc.

Ba3

Ba3

Univar Inc.

B2

B2

Arch Coal Inc.

B2

C

Windstream Holdings, Inc.

Baa3

B1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 기준 비교를 통한 개선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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