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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변수가 기업도산에 미치는 향

장세진** 강효녕*

본 연구는 Cox 비례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사용하여 

거시경제적 요인이 기업도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다. 

연구결과 기업연령은 기업의 도산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자기자본비율, 총자본순이익률의 재무변수는 기업의 도산에 음(-)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경제변수를 포함시킨 모형에서는 실업률

이 기업도산에 양(+)의 영향을, 실질이자율이 기업도산에 음(-)의 영향을, 인

플레이션은 기업도산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전히 재

무변수와 시장변수의 영향은 매우 강건(robust)하였다. 

거시경제변수 중 실업률이 기업의 도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나 이자율 등의 금융시장 상황보다 일반적인 경기상황이 기업의 도산에 더욱 

큰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Ⅰ.서론

세계 인 경기침체와 융 기 이후 국내 많은 기업들의 연쇄 도산사태가 벌어졌다. 이로 인

해 수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 융기 이 도산  퇴출, 경제성장률

의 둔화  실업자의 증가 등 경제 체 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이는 기업의 도산이 몇몇 

투자자들의 손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 체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한국은행의 실질 GDP 자료와 지역별 부도계정 자료에 따르면 1990년  반 의 우리나라 실

질 GDP는 8~9%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 부도율은 지속 으로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에는 충격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 부도율은 0.14%로 다소의 경기회복

이 기 되었으나, 1997년 융 기 이후 17,168개(0.4%), 1998년 22,828(0.33%)개의 기업이 도산

하는 등 매우 극심한 경제난을 겪었다. 기업의 도산이 미시  요인뿐만 아니라 거시 경제  상황

과도 상호간 한 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융 기 이후 융시장개 과 2008년 1월 시행된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의 

BaselⅡ 약으로 국내 은행들의 험 리(Risk Management)에 한 심이 증 되고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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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 정확한 기업의 도산 측모형은 출 부실화를 사 에 방할 수 있고, 도산 가능성이 낮

은 기업에게 원활한 자 공 을 해 으로서 기업뿐 아니라 국가 경제 체에도 정 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기업도산과 련된 기존의 연구(Altman & Onorato(2004), Duffie(1998), Hull & White(1995), 

Merton(1974))에서는 기업의 도산이 거시 경제  성과에 큰 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

시 경제  요인은 무시한 채 재무변수 혹은 비재무 변수만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Borio & 

Purfine & Lowe(2001), Zhou(2001), Login & Solnik(2001), Allen & Saunders(2002)는 기존의 

신용 험분석 모형에서 거시경제변수가 포함되지 않는 주된 이유로 기업의 도산이 거시경제의 

변화로 자산 변동성(asset volatility)이 증가하여 도산이 사후 으로 발생하는지 는 도산의 사

 험증가로 인해 거시경제의 변동성이 증가하는지를 명확히 구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거시 경제  변화가 기업도산에 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거시경제 인 요인

이 기업 고유의 험(firm idiosyncratic risks)과 산업의 향(industry effects)을 넘어서 기업도

산에 요한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어떠한 요인이 가장 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해 연

구한다.

기업의 도산 측에 한 기존의 연구방법론들은 Beaver(1969)의 이원분류검정에서 출발하여 

Altman(1968)의 다변량 별분석(Multiple Discriminant Analysis), Olson(1980)의 로짓분석

(Logit Analysis), Zmijewski(1984)의 라빗 분석(Probit Analysis)로 표되는 이진(binary)분류 

확률 측모형으로 발 하여 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신경망(neural network)이나 반복  분할 알

고리듬(Recursive Partitioning Algorithm; Frydman(1985))과 같은 탐색 (heuristic) 분석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일정시 에 수집되는 데이터의 경우 자료의 단(censored) 문제가 존재

하기 때문에 그 추정결과는 일 성(consistency)을 가지지 못하는 문제 이 있다. 이에 본 연구

는 KIS-VALUEⅡ의 유가증권 상장기업과 코스닥 상장기업의 기업 특성 변수와 재무변수, 시장

변수에 거시경제변수를 추가한 자료를 사용하여, 단형 자료(censored data)의 문제를 고려한 

기간모형(duration model)  Cox 비례 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사용하여 분

석하 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특성 변수인 기업연령은 모든 모형에서 기업의 도산에 유의한 향을 주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무변수로 선택된 자기자본비율, 순이익증가율, 총자본순이익률  자기자본비율, 총자

본순이익률의 증가는 기업의 도산에 음(-)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별 거시경제변수 각각을 모형에 포함시킨 모형에서는 실업률이 기업도산에 양(+)의 

향을, 실질이자율이 기업도산에 음(-)의 향을, 인 이션은 기업도산에 양(+)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모형의 확장을 해 모형(4)~모형(6)에서는 두 가지 거시경제변수들을 조합하여 모형에 

포함시켜 분석하 으며,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ion)을 분석을 통해 모형(4)가 가장 최

의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변수, 시장변수는 모형(1)~모형(3)의 계수값과 유의도와 매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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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정의

Beaver(1966) 재무적 한계에 도달하여 지불 능력이 없는 상황

Altman(1968) 법률적 도산

Walker(1971) 경제적 도산(1단계), 재무적 도산(2단계), 법률적 도산(3단계)

Altman(1972)

위험보상을 고려한 투하자본의 실현 이익률이 일반적 이익률보다 낮은 상태나 

평균투자이익률이 자본비용보다 낮은 상황, 원가를 보상하는데 불충분한 수익

을 얻고 있는 상황

Deakin(1972), Booth(1983) 도산지급불능을 경험한 기업이나 혹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청산된 기업

Foster(1986)
기존의 영업활동이나 조직 구조를 대대적으로 재정비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정도의 심한 자금 능력 상실

Newton(1985) 기업이 채권자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없는 상태

Weston & Brigham(1981)
경제적 도산(비용이 수익이나 수익률, 이익보다 큰 경우), 재무적 도산(기술적 

지급불능, 파산)

Tavlin(1989)

실질적 지급불능(총자산 가치가 부채 이하가 되는 상태), 기술적 지급불능(만

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  자기자본과 유동성에서 부정적인 수치를 

보이는 동시에 해체 혹은 재건을 위한 법적 과정이 처해있는 상태

황석하(1991) 기업이 부도나 법적 파산에 이르게 되어 재무 및 경영활동 상 어려움을 겪는 

<표 1> 도산의 정의

사하 으며, 이를 통해 기업 도산 측 모형에서 재무변수와 기업특성 변수의 향은 매우 강건

(robust)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 다. 

거시경제변수  실업률이 기업의 도산에 가장 큰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이자율 등의 

융시장 상황보다 일반 인 경기상황이 기업의 도산에 더욱 큰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 다. 

본 연구는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업도산 연구에 한 이론  선행연구, 3장에서는 

실증분석 방법, 4장은 실증분석 결과, 5장은 결론을 서술한다. 

Ⅱ. 기업도산 연구에 한 이론  선행연구

기업도산에 한 정의가 학자  연구목   범 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실증분석에 앞서 기

존 선행연구의 정의를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사용될 기업도산을 정의한다. 한 국내․외 선행연

구를 비교․검토한 후 기존연구의 한계 을 제시한다.  

1. 기업도산의 개념

<표 1>와 같이 기업의 도산은 일 된 기 으로 정의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도

발생  은행 거래 지, 리종목 지정기업, 법정 리 신청기업 혹은 회사정리 차 신청기업, 상

장폐지법인, 은행 리기업, 업정지, 폐업․해산․ 산기업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기업’

을 도산기업으로 정의하며, 도산의 인식시 은 이  가장 빠른 날을 기 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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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Van Horne(1997) 수익성 저하(1단계), 지급능력 저하(2단계), 법률적 파산(3단계)

파산법
채무자가 채무를 지급할 수는 없는 경우로 제한하고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

산을 법원에 선고하는 것(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제327조)

유가증권협회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주거래 은행에 의하여 최종 부도로 결정되거나, 거래은

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자본 잠식률이 100분의 50이상인 상태가 2회 이상 연속된 경우,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전액 잠식 상태인 경우(유가증권협회 등록규정 제28조)

한국은행(1982) 고정웅(1987)

분석방법 다변량판별분석 다변량 판별분석, Logit 분석

부실정의
무작위추출, 추정용(21;22), 검증용 79년

(16:20), 80년(13:20)

쌍대추출, 분석용(72:72), 검증용(69:46), (업종․연
도․규모)

표본 부도, 적색 또는 관리 기업
상장폐지, 보증사고업체, 금융기관의 자금관리, 영

업거래중지, 회사정리철차개시 및 관리종목지정

주요변수

자기자본비율, 유동자산비율, 고정자기적합률

의 역수, 순운전자본대총자본, 자본금경상이

익율, 총자본회전율, 경영자본회전율 등 재무

비율 20개

분산분석에서 의미있는 변수로 확인된 재무비율 : 

매출액/총자본, 부채/자기자본, 매출액/고정자산, 

(순이익+감가상각비)/부채, 감사의견, 다각화, 매출

액/시가기준자기자본 등 재무변수 18개, 비재무변

수 18개

특징 금융기관 기업평가에 목적이 있음. 비재무 정보의 사용

<표 2> 국내 선행 연구(Ⅰ)

2. 기업도산 측모형의 선행연구

본 에서는 기업도산 측모형의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도산에 한 정의, 기업도산 측

에 사용된 주요 변수, 분석방법상의 장․단 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기존 선행연구의 문제 을 

제시하고 본 연구의 분석방향을 제시한다.

2.1. 국내의 주요 연구

기업도산 측에 한 연구로는 한국은행(1982), 고정웅(1987), 남주하․김동수․김명정(1995), 

장휘용(1997), 남재우․이회경․김동석(2000)의 연구가 표 이며, 이들의 연구결과는 아래의 

<표 2>와 <표 3>에 요약하 다. 

기업도산 측모형은 다변량 별분석과 로짓분석이 부분이며, 앞에서 언 했듯이 표본의 

개수와 도산에 한 정의, 주요 설명변수는 각 연구별로 상이하다. 

국내연구는 상장기업을 주된 분석 상으로 하여 기의 연구에서는 도산표본과 비도산 표본을 

1:1로 추출하여 분석하 으나, Zmijewski(1984) 이후 표본추출의 편의를 제거하기 해 1:3

으로 추출하여 연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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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주하․김동수․김명정(1995) 장휘용(1997) 남재우․이회경․김동석(2000)

분석방법 다변량 판별분석, Logit 분석 Logit 분석
Probit 분석,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 

부실정의
은행감독원에 부도보고 의무가 

있는 기업

부도발생, 관리종복지정, 회사

정리정차신청, 법정관리기업
「상장기업관리기준」의 정의

표본 쌍대추출, (업종․연도․규모) 1:3 추출, (업종․연도․규모) 쌍대추출, (유사업종․규모)

주요변수

기업경영분석의 재무비율 : 차

입금의존도, 총자본투자효율, 

부채상환계수, 자기자본비율, 

총자본회전율

실증분석을 통한 선정 : 총자산

경상이익률, 주당순이익변화율, 

재고자산회전율, 매출채권회전

율, 총자산회전율의 변화율

실증분석을 통한 선정 : 총자본

경상이익율, 고정자산비율, 총

자본회전율, 유동부채증가율, 

재고자산회전율/매입채무회전율

특징

건전기업 :중소상장업체, 회사

채등급A-이상으로 분류, 부실

기업예측능력 100%, 검증용표

본 사용하지 않음

예측력 : 92.7%, 

검증용 예측력 : 89.8%

건전기업 예측력: 생존분석

(79%), Probit 분석(70%)

도산기업 예측력: 생존분석

(68%), Probit 분석(75%)

<표 3> 국내 선행 연구(Ⅱ)

<표 2>와 <표 3>의 국내 선행연구에 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도산 측의 실증분석에 있어서 별분석보다 로짓분석의 측력이 더욱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론 으로도 별분석은 여러 가지 가정(다변량 정규분포, 공분산 행렬이 동일

하다는 가정 등)을 만족시켜야 하는 등의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다 가정이 완화된 로짓분석

이 더 우월한 측방법이다.

둘째, 기업의 도산에 향을 주는 변수로는 재무변수뿐만 아니라 비재무 인 요인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요인들은 자료의 계량화가 어려워 실제 모형에 포함시키기가 어렵다는 단  

때문에 부분의 연구는 재무자료만을 이용하고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

셋째,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실무  요도, 연구자의 직  등에 의해서 변수선정이 이루어진

다. 일정한 변수 선정 기 이 없어 한국은행의 모형을 제외하면 각 연구별로 지속 으로 채택된 

변수를 찾기가 어렵고, 이론 인 근거를 찾기가 힘들어 모형별로 측력을 객 으로 비교하기

가 어렵다는 단 이 있다.

많은 연구에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하는 거시경제변수에 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기업의 재

무변수에 을 맞추고 있으며, 연구의 목   연구자의 자의  단에 의한 변수설정에 한 

문제가 존재한다. 

2.2. 국외의 주요 연구

국외의 주요 연구로는 Beaver(1966), Altman(1968, 1977), Deakin(1972, 1977), Ohlson(1980)의 

연구가 표 이며, 이들의 연구결과는 <표 4>와 <표 5>에 정리하 다. 



- 6 -

연구자 Beaver(1967) Altman(1968) Deakin(1972)

분석방법 이원분류검증 다변량 판별분석 이원분류검증,판별분석

부실정의 채무지급능력상실
1946년~1965년 파산법 제10

장의 의해 파산 신청기업
파산, 지급불능, 청산

표본
쌍대추출, (동일업종, 유사자산

규모), (79:79)

쌍대추출, (제조업, 유사자산규

모), (33:33)

쌍대․무작위추출, (업종, 자산, 

연도), (32:32)

변수선정

30개 비율을 6개 집단으로 나

누어 오분류율이 가장 낮은 비

율을 각 집단에서 선정

문헌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었

거나, 연구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는 비율

Beaver(1966)가 사용한 예측

력 높은 14개 재무비율

주요변수

현금흐름/총부채, 순수익/총자

산, 총부채/총자산, 운전자본/

총자산, 유동자산/유동부채, 순

당좌자산 회전기간 등 30개

순운전자본/총자산, 유보이익/

총자산, 이자 및 납세전순이익

/총자산, 지분의 시장가치/총

부채장부가액, 매출액/총자산 

등 22개

현금흐름/총부채, 순수익/총자

산, 총부채/총자산, 운전자본/

총자산, 유동자산/유동부채, 순

당좌자산 회전기간 등 14개

특징

최초의 체계적 분석

모든 재무비율은 동일한 예측

능력을 가지지 않음

적어도 부실 5년 전 재무비율

로 예측가능 → 이후 z-score 

model로 발전(1968)

단점 : 단일변량분석

최초의 다변량 분석

개별비율보다는 비율조합이 더 

높은 예측능력을 가짐

부실3년 전부터 예측능력 급

격히 감소

단점 : 도산기업의 표본부족으

로 검증용 표본을 확보 못함.

부실 3년 전부터 높은 예측력

을 나타냄

<표 4> 국외 선행 연구(Ⅰ)

Altman(1977)  Deakin(1977) Ohlson(1980)

분석방법 판별분석 주성분분석, 판별분석 Logit 분석

표본 쌍대추출,(업종, 연도), (53:58) 무작위추출, (63:80) 비쌍대추출, (105:2058)

부실정의 Altman(1968)과 동일 파산, 지급불능, 청산 -

변수선정

기업연령, 배당정책, 수익성 추

이 등의 모든 요인을 포함하여 

중요순위 부여

Libby(1975)의 예측력이 높은 

5개 변수 사용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9개 재무

비율

주요변수
이자 및 납세전수익/총자산 등

의 28개

순이익/총자산, 유동자산/매출

액, 유동자산/유동부채, 유동자

산/총자산, 현금/총자산 등 5개

log(총자산/GNP물가지수), 기

업규모, 재무구조, 경영성과, 

유동성 등 9개

특징

Zeta모형, 재무비율외 기업규모

와 이익의 표준편차 포함, 리스

를 자본화하여 재무비율 수정

선형 및 2차 판별분석 실시, 

판별모형의 예측력과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비교

Logit 모형을 처음으로 도입, 

검증용 표본으로 검정하지 않음

<표 5> 국외 선행 연구(Ⅱ)

국외의 선행연구 역시 국내의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부실에 한 정의, 분석방법, 사

용된 변수 등이 각 연구에 따라 매우 상이하고, 분석의 범  역시 기업의 재무변수 심의 미시

 분석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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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n and Lee (1993)는 일정시 에 수집되는 데이터의 경우 자료의 단(censored)의 문제가 

존재하며, 이러한 자료를 도산과정이 안정 이라는 분포  가정(distributional assumption)을 토

로 한 로짓분석 혹은 라빗 분석을 이용할 경우 그 추정결과는 일 성(consistency)을 가지지 

못한다고 지 하면서, 기간분석모델(duration model)이 더 효율 이라고 설명했다. Luoma(1991)

도 기간분석은 비도산과 도산이라는 두 개의 모집단을 가정할 필요가 없으며, 비도산 기업의 경

우에는 도산이 측되지 않은 단형(censored) 자료의 형태로 해석되므로 기본 가정의 제약을 

보다 완화시킨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Shumway(1999)는 생존분석을 활용하여 기업의 도산을 

측하는 것이 기업도산의 한 시기를 측할 수 있게 하며, 시간에 따라 변하는 설명변수와 결

합되어 있으므로 시간에 따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이 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거시경제변수를 포함하여 기간분석모델(duration model)  Cox 비례 험

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3. 실증분석 방법

본 에서는 기업도산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재무변수와 거시경제변수에 해 살펴보고, 도

산기업과 비도산기업의 두 그룹간 차이를 고려한 t-검증을 통해 분석에 사용될 변수를 설정한다.

3.1. 실증분석자료

본 연구는 도산의 정의에 따라 한국신용평가(주)1)의 『KIS-VALUEⅡ』의 기업특성 변수, 재

무변수, 시장변수와 통계청  한국은행의 거시경제변수를 이용하여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유가

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모든 산업에 해 비도산기업 1,353개와 도산기업 468개를 분석

상으로 하 다. 비상장기업은 상장이해 계자들의 신뢰성이 낮다고 단되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 으며 피합병기업(merge)기업 역시 분석에서 제외하 다. 한 융업은 업상의 특성

과 재무제표 구성항목도 다를 뿐 아니라 동일 계정과목이라 할지라도 여타 산업과 그 의미가 다

를 수 있기 때문에 배제하 고, 표본의 동질성 확보를 해 12월 결산 기업을 표본으로 삼았다. 

마지막으로 도산기업의 인식에 필요한 자료는 융감독원 자공시시스템2)과 『KIS-VALUE

Ⅱ』의 자료를 통해 단하 다.

3.2. 변수 선택

(1) 재무변수와 비재무변수

재무변수는 연간 단 로 발표되기 때문에 시성(timeliness)을 확보하지 못하고, 분식회계 등

의 자체조작으로 인하여 자료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재무변수들은 수치로 표 된 자

료로서 객 성이 높고, 기업의  상태의 반 인 악이나 개선을 한 구체 인 활동방향을 

1) http://www.kisvalue.com 

2) http://dart.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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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재무변수 정의

안전성비율

부채비율 부채/자기자본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본

고정장기적합률 고정자산/(자기자본+고정부채)

이자보상비율 영업이익/이자비용

금융비용부담율 이자비용/매출액

성장성비율

총자산증가율 당기총자산/전기말총자산-1

자기자본증가율 (당기말자기자본/전기말자기자본)-1

매출액증가율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1

경상이익증가율 (당기말경상이익/전기말경상이익)-1

순이익증가율 (당기순이익/전기순이익)-1

활동성비율

총자본회전율 매출액/총자본

순운전자본회전율 매출액/순운전자본

재고자산회전율 매출액/재고자산

매출채권회전율 매출액/매출채권

매입채무회전율 매출액/매입채무

유동성비율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당좌비율 당좌자산/유동부채

현금비율 현금자산/유동부채

수익성비율

총자본순이익률 당기순이익/총자본

자기자본순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

매출액총이익률 매출액총이익/매출액

수지비율 영업수익/영업비용

EBITDA (경상이익+이자비욜+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비

<표 6> 재무변수의 정의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여 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총 9년의 재무비율을 상으로 비도산기업과 도산기업

의 특성을 가장 잘 구분해 주는 재무변수를 알아보기 하여 13개 재무변수를 도산 1년 , 도산 

2년 , 도산 3년 ,  기간 자료로 나 어 t-검정을 실시하고 검정결과 두 집단 간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를 선별하여 도산 측모형을 설계하 다.

Clarke(1990), Laurent(1979)의 연구에서는 재무제표  수익성과 유동성이 통계 으로 유의하

게 나타나고 있으며, Dimitras & Zanakis & Zopounidis(1996)의 연구에서는 안 성, 수익성, 유

동성, 활동성 변수가 유의함을 확인하 다. 한 Altman(1968)과 Argenti(1976)는 기업도산이란 

일정기간 동안 개되는 과정으로 성장성의 요함을 지 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무변수를 

‘안 성비율, 성장성비율, 활동성비율, 유동성 비율, 수익성비율’로 구분하고, 선행연구들에 의해 

도산 측이 유의 인 것으로 확인되는 13개의 독립변수를 재무변수로 선정하 으며, 아래의 <표 

6>은 이러한 기 에 따른 각 재무변수  변수의 정의를 나타내고 있다.

검정결과 도산 1년  자료에서는 안정성 비율(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성장성 비율(자기자본 

증가율), 수익성 비율(자기자본순이익률)이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도산 2년  자료에서는 안

정성 비율(자기자본비율), 성장성 비율(총자산 증가율, 자기자본 증가율, 순이익 증가율), 수익성 

비율(총자본순이익률, 수지비율)이 유의한 차이를 보 다. 한, 도산 3년  자료에서는 안정성 

비율(자기자본비율, 고정장기 합률), 성장성 비율(자기자본증가율, 순이익증가율), 수익성 비율

(총자본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이,  기간분석에서는 안정성 비율(자기자본비율, 융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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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 산업 산업명 KIS VALUE (통계청,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ind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ind2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업 ind3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ind4 건설업

운수통신업 ind5 운수업, 통신업

기타서비스업 ind6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국

제 및 외국기관

주 : 금융보험업제외.

<표 7> 산업분류

부담율), 활동성 비율(총자본회 율, 재고자산회 율), 수익성 비율(총자본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

익률)이 도산기업과 비도산기업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t-검정에 의해 도산기업과 건 기업의 유의 인 차이를 보이는 변수들 에서 요인별 변수들

과의 상 계가 높은 변수들과 복된 의미를 고려하여 안정성 비율(자기자본비율), 성장성 비

율(순이익증가율), 수익성 비율(자기자본순이익률)을 주요 재무변수로 선택하 으며, 분석결과는 

부록에 제시하 다.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비재무변수로는 기업의 연령, 기업규모, 감사의견의 정성, 신용

등  등과 기업의 과수익율, PER, PBR, 주가 수익률 변동성, 시가총액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

서는 기업연령과 변동성 변수를 사용하 다.

한 산업특성을 통제하기 해 ‘제8차 한국표 산업분류( 분류)’를 다음의 <표 7>과 같은 기

으로 재분류 하여 분석하 다.

융업의 경우 업상의 특성과 재무제표 구성항목도 다를 뿐 아니라 동일 계정과목이라 할지

라도 여타 산업과 그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배제하 다.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

정’, ‘보건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공, 수리  개인 서비스업’의 경우 본 분석에서 사용된 자

료에서 해당되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제외하 으며, 공공서비스업과 민간서비스업을 ‘기타서비스

업’으로 통합하여 분석하 다.

(2) 거시변수

기업도산에 향을 미치는 거시경제변수로 실업률, 인 이션, 실질 이자율을 사용하 다.

1) 실업률 

Mitchell(1927)과 Keynes(1936) 이후 실업률과 경기변동간의 계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었다. 기업이 미래경제에 해 낙 으로 상하는 경우 기계설비에 한 투자를 늘리고, 이

에 따라 총수요가 증가로 인해 균형총생산이 증가하며, 물가수 도 상승한다.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노동자들은 부분 인 화폐환상을 일으켜 노동공 이 증가하며, 그 결과 실질임 이 하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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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균형고용량은 증가하여 실업률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실업률과 기업의 도산 가능성은 양

(+)의 계가 있음을 상할 수 있다. 

2) 인 이션

인 이션과 경기변동간의 계에 해서는 인 이론이 없다. Fama(1981), Geske and 

Roll(1983), Ram and Spencer(1983), Stulz(1986)는 인 이션과 경기변동 간에 음(-)의 계가 

있다고 설명하 으나 Lee(1992)는 인 이션의 증가로 인한 물가상승이 가져온 가격상승으로 

인한 이윤증가와 실질임 하락  소비자의 구매력 감소 등의 효과가 상충하기 때문에 인 이

션은 실물경제(real activity)에 거의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3) 실질이자율

Fiorito, R., & T. Kollintzas(1994)는 이자율은 경기변동의 선행변수로 긴축  통화정책과 높은 

이자율은 기업의 융비용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한, 이자율은 투자에 한 요

한 변수기 때문에 이자율은 기업의 도산과 양(+)의 계를 측할 수 있다.

기업도산을 분석하는 데 있어 거시경제변수가 포함되지 않는 주된 이유는 거시경제의 변화로 

자산 변동성(asset volatility)이 증가하여 도산이 사후 으로 발생하는지(Borio & Purfine & 

Lowe(2001), Zhou(2001), Login & Solnik(2001), Allen & Saunders(2002)) 도산의 사  험증

가로 인해 거시경제의 변동성이 증가하는지를 명확히 구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거시 경제  변화가 기업도산에 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거시경제변수가 기업도산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으로 규명한다.

Ⅲ. 실증분석

1. 방법론

비례 험모형에서 종속변수는 기업에서 부도가 발생할 때까지의 시간()이다. 일정시  보다 

기업이 오래 살아남을 확률인 생존함수는 다음과 같다.

  Pr     
의 식에서 는 기업에 부도가 발생할 때까지의 시간의 확률변수에 한 분포함수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이고, 일정 시  에 한 확률 도함수는 이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험함수(hazard function)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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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험함수는 특정 경제  사건이 모든 기업에 해 공통 으로 미치는 험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는 기 험함수(baseline hazard function)를 나타낸다. 그러나 개별기업마다 고유한 특성에 

따라 실제로 나타나는 험의 크기는 다를 수 있는데, Cox(1972)는 개별기업의 험함수가 기

험함수에 비례한다고 가정하고 일정시  에서 개별기업의 험률(hazard rate)은 

 exp  이다. 여기서 는 기 선 험률(baseline hazard rate)을 나타내며, 

exp는 개별기업의 험 기 인   에서 개별기업의 공변량(covariate) 를 의미한다. 기

선 험률 가 지수분포나 Weibull분포 등과 같은 분포를 가지는 모수  모델(parametric 

model)과는 달리 Cox비례 험모형은 모수 모델(semi-parametric model)로 험의 분포  가

정을 한 것이 아니라, 험률이 비례 으로 변한다고 보아 모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를 

들어 두 기업의 험률의 공변량(covariate)이 와 라고 할 때 험률의 비(ratio of the 

hazard rates)는 다음과 같으며, 시간 에 의존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exp 

따라서 Cox 비례 험모형은 시간에 따라 험률이 비례 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험

률을 토 로 기업도산에 각 독립변수들이 어떠한 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 할 수 있다. 

Ⅳ 실증분석 결과

기업도산에 거시경제변수가 어떤 향을 주는지를 Cox비례 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통해 분석하 다. 실증분석에 공통 으로 포함되는 변수는 기업특성변수(기업연령)와 

재무변수(자기자본비율, 순이익증가율, 총자본순이익률), 시장변수(변동성)이고, 각 산업은 제조업

을 기 변수로 통제하 다. 거시경제변수가 기업도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 변수를 

임의로 선택하여 실증분석에 변수로 추가하면 그 결과의 일반성에 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시경제변수(실업률, 실질이자율, 인 이션)를 단계 (stepwise)으로 추가하

으며, BIC방법을 통해 단계 으로 추가된 분석  어느 거시경제변수가 기업도산 측에 가장 

합한 지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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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 모형 (2) 모형 (3)

기업연령
 0.0021

 (0.0056) 

 0.0052 

 (0.0056)

 0.0028 

 (0.0056)  

자기자본비율
-0.0094**

 (0.0040)

-0.0113**

 (0.0040)  

-0.0110**

 (0.0040)  

순이익증가율
 0.0000 

 (0.0001) 

 0.0000  

 (0.0001)  

 0.0000

 (0.0001)  

총자본순이익룰
-0.0206*

 (0.0064)

-0.0216**

 (0.0064)  

-0.0210**

 (0.0064)  

변동성
 0.0094***

 (0.0020)

 0.0097***

 (0.0020)

 0.0094***

 (0.0020)

실업률
 2.6345***

 (0.6931)
- 　-

인플레이션   - -0.2449*   -

<표 8> cox 비례위험 모형 분석결과Ⅰ

<표 8>은 앞서 언 한 공통변수들에 개별 거시경제변수(실업률, 실질이자율, 인 이션)를 각

각 모형에 포함시킨 3가지 모델의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각 거시경제변수의 변화가 

기업도산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를 알 수 있다. 모형 (1)은 기업변수와 재무변수, 시장변수에 실

업률을 추가한 모형이며, 모델 (2)는 기업변수와 재무변수, 시장변수에 인 이션을 추가하 으

며, 모델 (3)에서는 기업변수와 재무변수, 시장변수에 실질이자율을 포함하여 기업의 도산 험 

변화를 분석하 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3가지 모형 모두에서 기업연령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재

무변수는 자기자본비율, 총자본순이익율이 높을수록 기업 도산에 음(-)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재무변수  안정성 비율(자기자본비율)과 수익성 비율(총자본순이익률)이 높을수록 기업

의 도산 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변동성 증가는 기업의 도산 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Xianghong Li & Xinlei Zhao(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했다.

거시경제변수  실업율의 증가는 기업도산 험에 양(+)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 이션의 증가는 기업도산 험에 음(-)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자율 증가는 기

업도산 험에 양(+)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경제변수의 경우 앞선 3장의 각 거시

경제변수가 기업도산에 미치는 방향성과 같았지만, 인 이션의 경우 인 이션의 증가가 기업

도산을 증가시킨다고 상했으나, 실증분석결과 오히려 기업도산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

정결과를 보았을 때 인 이션이 가격상승으로 기업의 수익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계의 

소비감소에 향을 다는 앞선 이론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재무변수와 시장변수의 계수값과 유의수 은 모형(1)~모형(3)에서 매우 유사했으며, 이들 변수

들은 거시변수를 추가로 분석한 경우에도 바 지 않는 것으로 보아 매우 강건(robust)한 것을 알 

수 있다. 한 각 모형에서 기타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도산 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각 거시경제변수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는 세 거시경제변수 모두 통계 으로 

유의했으며, 실업률의 증가가 기업도산에 가장 큰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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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모형(4) 모형(5) 모형(6)

기업연령
0.0000

(0.0057)

-0.0001 

(0.0057) 

0.0021 

(0.0056) 

자기자본비율
-0.0092**

(0.0040)

-0.0101** 

(0.0040) 

-0.0094**

(0.0040) 

순이익증가율
0.0000

(0.0001)

0.0000 

(0.0001) 

0.0000 

(0.0001) 

총자본순이익률
-0.0202**

(0.0065)

-0.0178** 

(0.0066) 

-0.0207**

(0.0064) 

<표 9> Cox 비례위험모형 분석결과 Ⅱ

 (0.1400)

실질이자율 　- -
 0.4136***

 (0.0967)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0.7891 

 (0.5857) 

 0.7891  

 (0.5857)  

 0.7612  

 (0.5858)  

전기, 가스 수도업
-0.4905 

 (1.0063) 

-0.4905  

 (1.0063)  

-0.5264  

 (1.0063)  

건설업
-0.4722 

 (0.3979) 

-0.4722  

 (0.3979)  

-0.4659  

 (0.3979)  

운수통신업
-0.3009 

 (0.4208) 

-0.3009  

 (0.4208) 

-0.3088  

 (0.4207)

기타서비스업
 0.4301**

 (0.1515)

 0.4301**

 (0.1515)

 0.4338**

 (0.1515)

실업률(한계효과)
2.6345***

(0.6931)
- -

인플레이션(한계효과) -
-.24492*

(0.1401)
-

실질이자율(한계효과) - -
0.4136***

(0.0967)

관측치 6174 6174 6174

likelihood -1517.1052 -1533.7587 -1523.9843

주 : 1) 괄호() : 표준오차
     2) * p<0.1 ** p<0.05 ***p<0.001
     3) 산업더미변수의 기준변수는 제조업임.

다음으로 거시경제변수를 두 변수를 조합하여 단계 으로 분석하 다. 앞선 <표 9>의 cox 비

례 험분석(모형(1)~모형(3))을 통해 기업의 도산 가능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거시경제변수

인 실업률, 인 이션, 실질이자율의 세 가지 변수  두 가지 변수를 조합하여 기업특성변수와 

재무변수, 시장변수에 포함시키고 기간분석을 한 결과를 <표 9>에 제시하 다. 모형(4)는 실업률

과 실질이자율을 포함시킨 모형이며, 모형(5)는 실질이자율과 인 이션을 추가하 고, 모형(6)

은 실업률과 인 이션을 추가하여 기업변수, 재무변수, 시장변수를 통제했을 때, 거시경제변수

가 기업의 도산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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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
0.0093***

(0.0020)

0.0085***

(0.0020) 

0.0094***

(0.0020) 

실업률
4.1352**

(1.2022)
-

2.6469***

(0.7100) 

인플레이션 -
1.8805*** 

(0.4550) 

-0.0191 

(0.2333) 

실질이자율
0.6387**

(0.2242) 

1.4027*** 

(0.2729) 
-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0.7289 

(0.5857) 

0.7161 

(0.5857) 

0.7611 

(0.5856) 

전기, 가스 수도업
-0.5529 

(1.0064) 

-0.5215 

(1.0063) 

-0.4890 

(1.0063) 

건설업
-0.4743 

(0.3974) 

-0.4426 

(0.3976) 

-0.4720 

(0.3975) 

운수통신업
-0.2538 

(0.4204) 

-0.2914 

(0.4205) 

-0.2417 

(0.4206) 

기타서비스업
0.4337**

(0.1512) 

0.4565** 

(0.1517) 

0.4377**

(0.1513) 

BIC 3124.288 3129.565 3138.935

관측치 6174

likelihood -1509.7753

주 : 1) 괄호() : 표준오차
     2) * p<0.1 ** p<0.05 ***p<0.001
     3) 산업더미변수의 기준변수는 제조업임.

모형(4)~모형(6)에서 자기자본비율, 총자본순이익률, 변동성은 도산가능성에 유의한 향을 미

쳤으며, 앞선 모형(1)~모형(3)의 계수값과 유의수 에서 거의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각 모형에서 거시경제변수의 변화에 따른 기업도산의 향을 살펴보면, 모형(4)에서는 실업률 

증가  인 이션 증가가 기업이 도산 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5)에서는 실질

이자율 증가  인 이션 증가가 기업의 도산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6)에서는 

실업률 증가는 기업의 도산 험을 높이지만, 인 이션 증가는 음(-)의 계수값으로 나타났으나 

기업의 도산에 유의한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으로 기업특성변수, 재무변수, 시장변수에 본 연구에 사용된 거시경제변수를 모두 포함

하여 분석하 으나 인 이션과 실질이자율 사이의 높은 상 계로 인하여 모형이 유의한 결

과를 얻지 못하 다. STATA 9.0을 통한 분석에서 Cox 비례 험모형을 통해 분석할 경우 표

오차가 나타나지 않으며, 그 변수는 분석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이유는 최우추정법의 최우도값이 

수렴하지 않거나 공선성(coliinearity)이 발생하는 경우로 자의 경우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나, 

공선성으로 인해 그 추정값은 불편추정되지 않는다. 공선성으로 인한 추정값의 신뢰문제로 인해 

본 실증분석에서 모든 거시경제변수를 고려한 실증분석은 제시하지 않았다.

모형의 합도를 알아보기 해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분석을 사용하 으며, 

는 모수(parameter)의 수, 은 측치의 수를 의미한다.  

 log×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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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모형(4) 모형(5) 모형(6)

기업연령
0.0000 

(0.0057) 

-0.0001271

(.00571)

0.0021 

(0.0056) 

자기자본비율
-0.0092** 

(0.0040) 

-0.0101*

(0.0040)

0.0094**

(0.0040) 

순이익증가율
0.0000

(0.0001) 

-0.0000

(0.0001)

0.0000 

(0.0001) 

총자본순이익률
-0.0202**  

(0.0065) 

-.01783**

(0.0066)

-0.0207**

(0.0065) 

변동성
0.0093*** 

(0.0020) 

0.0085***

(0.0020)

0.009***

(0.0020) 

실업률
4.1352** 

(1.2022) 

- 2.6469***

(0.7100) 

실질이자율
0.6387**

(0.2242) 

1.4027 ***

(0.2729) 

-

인플레이션
- 1.8805***

(0.4550)

-0.0191 

(0.2333)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0.7289 

(0.5857) 

0.7161 

(1.2200) 

0.7611 

(0.5856) 

전기, 가스 수도업
-0.5529 

(1.0064) 

-0.5215 

(-0.5200) 

-0.4890 

(1.0063) 

건설업
-0.4743 

(0.3974) 

-0.4426 

(-1.1100) 

-0.4720 

(0.3975) 

운수통신업
-0.2538 

(0.4204) 

-0.2914 

(-0.6900) 

-0.2417 

(0.4206) 

기타서비스업
0.4337** 

(0.1512) 

0.4565**

(3.0100) 

0.4377**

(0.1513) 

관측치 6174

likelihood -1509.7753

주 : 1) 괄호() : 표준오차
     2) * p<0.1 ** p<0.05 ***p<0.001
     3) 산업더미변수의 기준변수는 제조업임.

<표 10>  Cox 비례위험모형 한계효과            

BIC분석을 통해 모형(4)가 가장 합한 모형으로 별되었으며, 자기자본비율과 총자본순이익

율은 도산 험과 음(-)의 계를 가지고, 변동성의 증가는 기업도산 험과 양(+)의 계를 나타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경제변수인 실업률과 실질이자율의 증가는 기업도산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기타서비스업의 도산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은 모형(4)~모형(6)에 한 각 변수별 한계효과를 계산하여 향의 크기를 구하 다. 

앞선 <표 9>의 BIC방법을 통해 가장 모형 합도가 큰 모형(4)에 한 거시경제변수의 한계효

과를 통해 실업률의 변화가 실질이자율의 변화보다 기업도산을 더 크게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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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거시경제변수가 기업도산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연구로, 기업의 재무변수, 비재무

변수, 산업을 통제한 다음 거시경제변수가 기업도산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분석방법으로

는 기간분석 방법  콕스 비례 해 드 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이용하여 IMF 

이후 기간인 1999년부터 2007년까지의 유가증권 상장기업과 코스닥 상장기업을 상으로 거시경

제변수의 충격에 한 기업의 도산 확률을 분석하 다.

총 재무변수 13개 에서 설명력이 높고 상 계가 낮으며, 의미 으로 복도지 않는 3개 

변수를 측모형의 공변량 변수로 선택하 으며, 기업연령과 변동성을 기업특성변수와 시장변수

로 추가시켜 분석하 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특성 변수인 기업 연령 변수는 모든 모형에서 기업의 도산에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재무변수로 선택된 자기자본비율, 순이익증가율, 총자본순이익률  자기자본비율, 총자

본순이익률의 증가는 기업의 도산에 음(-)의 향을 미쳤으며, 그 계수값과 통계  유의성은 모

든 모형에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기업 도산 측 모형에서 재무변수와 시장변수의 

향은 매우 강건(robust)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별 거시경제변수 각각을 모형에 포함시킨 모형에서는 실업률이 기업도산에 양(+)의 

향을, 실질이자율이 기업도산에 음(-)의 향을, 인 이션은 기업도산에 양(+)의 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모형(4)~모형(6)에서는 두 가지 거시경제변수들을 조합하여 모형에 포함시켜 분석하 으

며,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을 분석을 통해 실업률과 실질이자율 변수를 추가한 모

형(4)가 가장 최 의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변수, 시장변수는 모형(1)~모형(3)의 계수값과 

유의도와 매우 유사하 으며, 이를 통해 기업 도산 측 모형에서 재무변수와 시장변수의 향이 

매우 강건(robust)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 다. 그리고 거시경제변수  실업률이 기업의 

도산에 가장 큰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이자율 등의 융시장 상황보다 일반 인 경기상황

이 기업의 도산에 더욱 큰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 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시경제변수로 경기변동지수, 장단기 리차 등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으며, 개별 기업

의 주가수익률 변수 역시 시성이 높으며 과거의 실 뿐만 아니라 재와 미채가치를 반 하고 

있다는 장 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못했다. 

둘째, 거시경제변수들의 상 성이 높은 것에 따른 한계를 지 할 수 있다. 모든 거시경제변수

를 고려한 실증모형의 경우 공선성(collinearity)으로 인해 그 결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는 

문제 을 들 수 있다. 하지만 공선성의 발생 원인이 도산변수, 시계열변수 간에 발생할 수도 있

고, 도산변수를 이진분류(binary outcome)화 하여 분석하는 Cox비례 험모형의 경우 도산의 경

우(도산 = 1의 값을 갖는) 도산기업 내에서 변화가 을 때 역시 공선성이 발생3)하여, 통  

3)  http://www.stata.com/support/faqs/stat/coxmiss.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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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자승법과 같이 공선성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공선성이 생길 수 있는 범   종류가 넓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기존의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문제 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고려하지 못했던 거시경

제변수를 고려한 기업도산에 한 연구 자체가 드문 실정에서 이를 고려하 다는 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기업도산이 단순히 기업의 재무상태를 호 시키기 한 정책이나, 

기업의 재무변수만을 고려한 출 등을 고려하는 미시  차원의 근과 더불어 기업도산에 향

을 미칠 수 있는 거시경제변수(실업률, 실질이자율)의 동태  변화양상도 함께 고려할 경우 기업

도산을 이는 정책  은행․ 융권의 험 리 능력을 높일 수 있으며, 기업도산의 효과가 

단순히 이해당사자를 넘어 그 력이 크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거시경제변수의 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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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재무비율 건전기업 도산기업 t 값 p-value

안정성 

비율

부채비율  217.2721  242.0490 -0.2271  0.8204 

자기자본비율  52.7116  40.5461  6.7000  0.0000***

고정장기적합률  82.9566  92.9810 -1.4168  0.1566 

이자보상비율  339.9070 -62.6868  0.8132  0.4162 

금융비용부담율  0.0316  0.0880 -3.1111  0.0019*

성장성 

비율

총자산증가율  17.2943 16.3486 0.2514  0.8015 

자기자본증가율  79.7696  111.6316 -0.1679  0.8667 

매출액증가율  25.8430  19.8439  0.2016  0.8403 

경상이익증가율  34.9566  33.5880  0.0114  0.9909 

순이익증가율  41.6937  172.7445 -1.5217  0.1281 

활동성 

비율

총자본회전율  1.0349  0.8889  3.4974  0.0005***

순운전자본회전율  58.2240  5.0327  0.2168  0.8284 

재고자산회전율  115.4121  47.1347 -1.8258  0.0679* 

매출채권회전율  59.8529  10.0272  0.4455  0.6560 

매입채무회전율  65.7530  223.5932 -1.6544  0.0981* 

유동성 

비율

유동비율  268.8094  269.7903 -0.0350  0.9721 

당좌비율  222.8472  231.7106 -0.3211  0.7481 

현금비율  49.2114  77.5793 -1.8909  0.0587* 

수익성 

비율

총자본순이익률 -0.7846 -12.7751  7.0501 0.0000***

자기자본순이익률 -3.0205 -26.0823  5.7237 0.0000***

매출액총이익률  20.3511  17.4390  2.5663  0.0103* 

수지비율  167.8355  43.3849  0.0961  0.9234 

EBITDA(천원) 56600000 29500000  1.5412  0.1233 

주 : * p<0.1 ** p<0.05 ***p<0.001

<부표 1> 재무변수의 전 기간 t-test 결과

범주 재무비율 건전기업 도산기업 t 값 p-value

안정성 

비율

부채비율  312.8743  183.7143    2.3536 0.0189*

자기자본비율  43.2576  50.7432 -3.0226 0.0026** 

고정장기적합률  96.5082  93.4397  0.4120 0.6805 

이자보상비율  20.4667 -91.3998  0.7397 0.4602 

금융비용부담율  0.1046  0.0430  1.0846 0.2791 

성장성 

비율

총자산증가율  5.7843  5.7843 -1.0895 0.2763 

자기자본증가율  31.5691 111.5845 -2.3113 0.0212* 

매출액증가율  9.4736  19.9612 -0.9195 0.3581 

경상이익증가율  104.4356  17.0777  0.6071 0.5443 

순이익증가율  496.5564 220.5286  0.9207 0.3580 

활동성 

비율

총자본회전율  0.9095  0.8837  0.5282 0.5975 

순운전자본회전율  70.8748  3.8149  0.9820 0.3263 

재고자산회전율  481.7390  59.6865  0.0429 0.9658 

<부표 2> 재무변수의 도산 1년전 t-test 결과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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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회전율  18.7931  11.4377  0.7115 0.4770 

매입채무회전율  352.6844  95.0606  0.1429 0.8864 

유동성 

비율

유동비율  293.7814 278.5207  0.1881 0.8509 

당좌비율  255.7659 242.2997  0.1661 0.8681 

현금비율  100.2207  91.0296  0.1261 0.8997 

수익성 

비율

총자본순이익률 -17.5723 -14.3241 -0.8557 0.3925 

자기자본순이익률 -47.0065 -27.3351 -1.9081 0.0568*

매출액총이익률  18.3559  18.6303 -0.1314 0.8955 

수지비율  138.2452 138.2452 -0.8881 0.3748 

EBITDA(천원)  35800000  5900000 -0.0045 0.9964 

주 : * p<0.1 ** p<0.05 ***p<0.001

범주 재무비율 건전기업 도산기업 t 값 p-value

안정성 

비율

부채비율  300.3506  205.1500  1.1934   0.2332

자기자본비율  43.4924  52.3620 -3.4630 0.0006*** 

고정장기적합률  88.0908  94.3803 -0.7601 0.4475 

이자보상비율  140.7341 -85.9931  1.2170 0.2248 

금융비용부담율  0.0736 0.0429  0.9295 0.3536 

성장성 

비율

총자산증가율  22.8433  13.0073  0.9657 0.3346 

자기자본증가율  0.3346  126.5543 -2.8383 0.0047** 

매출액증가율  15.7296  16.5435 -0.0654 0.9479 

경상이익증가율  4.4617  8.0513 -0.0581 0.9537 

순이익증가율 -17.0116  248.6413 -2.1824 0.0299* 

활동성 

비율

총자본회전율  0.9012  0.8540  0.9284 0.3535 

순운전자본회전율 -31.2952  4.3902 -1.1510 0.2502 

재고자산회전율  234.5775  497.2266 -0.5470 0.5846 

매출채권회전율  17.7733  10.8842  0.7616 0.4466 

 매입채무회전율  344.8141  330.9822  0.0349 0.9722 

유동성 

비율

유동비율  253.6786  243.3651  0.3722 0.7098 

당좌비율  211.7820  206.1862  0.2080 0.8353 

현금비율  48.6840  57.3067 -0.6904 0.4902 

수익성 

비율

총자본순이익률 -7.1918 -15.6395  2.8016 0.0052** 

자기자본순이익률 -20.1248 -31.3316  1.7465 0.0813*

매출액총이익률  18.5984  18.2353  0.1618 0.8715 

수지비율  118.3114  150.9613 -2.9960 0.0028** 

EBITDA(천원) 26700000  8200000 -0.5362 0.5920 

주 : * p<0.1 ** p<0.05 ***p<0.001

<부표 3> 재무변수의 도산 2년 전 t-test 결과

범주 재무비율 건전기업 도산기업 t 값 p-value

안정성 

비율

부채비율 188.9349 186.8334  0.0408   0.9675   

자기자본비율 44.0264 52.3136 -2.7056 0.0071** 

고정장기적합률 83.3106 95.1565 -1.6532 0.0990*

이자보상비율 32.3608 -202.0556 1.1015 0.2722 

금융비용부담율 0.0918 0.0296 1.1910 0.2353 

성장성 

비율

총자산증가율 13.9733 16.8048 -0.4550 0.6493 

자기자본증가율 31.1624 151.6609 -3.4454 0.0006*** 

매출액증가율 25.0595 25.8754 -0.0464 0.9630 

<부표 4> 재무변수의 도산 3년 전 t-test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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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이익증가율 -826.3233 78.5959 -0.8317 0.4065 

순이익증가율 -58.8241 251.8694 -2.1344 0.0339* 

활동성 

비율

총자본회전율 1.0683 0.8840 1.3665 0.1724 

순운전자본회전율 5.5622 4.7106 0.2362 0.8134 

재고자산회전율 127.5567 54.4008 0.8654 0.3873 

매출채권회전율 12.3924 8.9532 0.7212 0.4712 

매입채무회전율 32.7762 422.4360 -1.1781 0.2394 

유동성 

비율

유동비율 250.6197 214.0651 1.1816 0.2380 

당좌비율 206.7495 178.6332 0.9676 0.3337 

현금비율 35.4480 43.8584 -1.1491 0.2511 

수익성 

비율

총자본순이익률 8.1286 -17.6081 2.4401 0.0150* 

자기자본순이익률 -11.9496 -32.4914 2.4276 0.0156* 

매출액총이익률 17.0328 16.6724 0.1359 0.8920 

수지비율 240.2398 162.2777 0.5963 0.5513 

EBITDA(천원) 47400000 51000000 -0.1528 0.8786 

주 : * p<0.1 ** p<0.05 ***p<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