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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재무변수와 도산된 기

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건설업체 부도예측모형을 구축하였다. 정확

한 예측과 검증을 위하여 과거 선행연구에서 유의한 것으로 밝혀

진 재무변수와 함께 건설업의 특징을 반영하는 변수를 고려하여

변수를 설정하였다. 설정한 변수들을 이용하여 로짓모형에 적용한

결과 90% 수준의 비교적 높은 예측력을 가진 부도예측모형을 구

축하였다. 구축한 부도예측모형을 사용하여 건설업 경기를 부양시

킨 정부의 정책이 부재하였다면 2014년에 약 9%의 건설기업이 도

산하였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본 연구는 부도예측모형에 의해

예측된 9%의 건설 부도기업들로부터 방출되는 노동과 자본의 동

일산업 내 이동과 타 산업으로의 이동에 의한 구조조정의 효과를

관찰한 후 일련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어 : 부도예측모형, 재무변수, 구조조정효과, 구제금융

학 번 : 2017-2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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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997년 말에 닥친 IMF 사태와 복합불황으로 인하여 대기업들의 시설

투자가 감소하고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됨으로써 수주물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고, 1998년 한 해에만 사상 유례가 없는 522사의 건설기업

들이 도산되었다. 그 이후 주택시장이 회복되면서 주택사업 비중을 높인

건설업체들이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주택시

장 활성화로 건설경기가 회복되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2008년 글로벌금

융위기로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기 시작하면서 건설업체들은 다시 어

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IMF 이후와 달리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당시

에는 주택 사업의 비중이 높은 건설업체들이 주택가격 하락과 PF(프로

젝트 파이낸싱) 등으로 인해 자금 부담이 높아지면서 어려움은 더욱 커

졌다. 하지만 이후 2014년 정부의 DTI, LTV완화 등의 부동산 규제 완

화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었고 건설업체의 총 수주량이 급증함

에 따라 건설경기는 가파른 회복국면에 진입하였다. 정부의 규제완화 정

책으로 인하여 2014년을 기점으로 건설업의 부도율은 급격히 감소하였

고, 건설 산업에 유례없는 호황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업체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부도예측 지

표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2014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부재했다

고 가정할 시 자연적인 구조조정의 효과로 예상되는 건설기업들의 구조

조정의 효과를 예측하는데 있다.

루즈벨트의 뉴딜정책 이후로 건설 산업 부양 정책은 과거 수 십년간

정부의 중요한 경제부양 정책 중 하나였다. 산업파급효과가 큰 건설 산

업의 특성으로 인해 건설경기 부양은 단기간에 실업을 줄이고 국민생산

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은 과거 한국의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다른 산업에 대한 파급력이 좋아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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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KDI 보고서(2018)에

의하면 건설 산업은 현재 5대 취약업종 중 하나로 손꼽히며 타 산업에

비해 저조한 기여도와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건설업은 2008년 글

로벌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과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으로

인하여 재무비율들의 건전성과 생산성이 악화되어 산업의 구조조정이 필

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2014년에 시행된 부동산 부양정책의 결과로써

건설업이 뜻하지 않은 호황기를 맞으며 이후 2년간 역대 최고 수준의 호

조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8년 현재 주택경기 하락으로 민간주택 수주가

급감하고 건설업 투자 역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 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18%로 이는 OECD 평균치의 약 2배에 해당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1995-2006년 평균), 현재 사회기반시설이 충분히 확충된 시점에서

한국 역시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치에 접근해 가야할 것이라 평가되었

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건설투자 수준의 적정성 평가 보고서(2016)에 따

르면 총생산 대비 건설투자의 비중이 필요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즉 건설업의 낮은 생산성과 국민생산 기여도를 고려

할 때 국가적 차원에서 건설 산업의 투자 비중을 낮추고, 다른 고생산성

산업의 투자 비중을 늘려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2014년에 시행된 정부의 건설 산업의 부양은 건설 투자를 증가시키고,

자연적으로 부도가 되었어야할 기업들을 구제하여 오히려 건설 부문 자

체의 비중을 늘리는 효과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가 2014년

부양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건설 기업들로 하여금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했더라면 어떠한 양상을 보였을지 예측하고,

도출된 결과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을 두

었다.

더불어 건설업 부도예측모형 구축의 필요성은 사전적으로 부도가 발

생할 수 있는 건설기업들을 더욱 정확히 예측하여 부도에 유의미한 영향

을 주는 변수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에 있다. 건

설업체가 부도를 맞이하게 되면 하도급자로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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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업체들도 부도위기에 직면하게 되며,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보증기관

이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상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기업 부도예측모형에 대한 연구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국의 건설업체 부도예측모형에 대한 연구는 실제 모형 추정에

까지 이르지 못하거나 높지 못한 예측력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외환위

기 상황의 재무비율을 이용한 건설기업의 도산 예측 연구가 모형 추정에

까지 이어진 유일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높지 못한 예측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과거 글로벌금융위기 시점의 다양한 재무비

율을 분석함으로써 로짓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사용하여 건설업체 부도

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부도예측 모

형의 선행연구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도출이 된 다양한 재무비율과 더불

어 기업규모와 매출원가율 등의 건설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재무비율을

고려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예측을 위해 노력하였다.

제 2 절 선행연구

부실기업 예측 모형을 최초로 개발한 Beaver(1966)는 단변량 분석에

의해 부도기업과 비부도기업을 구분해서 비교분석하였다. 쳬계적인 부도

예측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의 효시로 인정되고 있는 이 연구는 변수 하

나를 활용하여 부도기업과 비부도기업을 구분하는 단일변량분석을 시도

하였다. 이후 시간이 많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Beaver의 연구는 아

직까지 부실기업을 예측하는 표준적인 모형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모형에 변수의 종류를 달리하거나 변수의 수를 추가하였고,

통계기법이 조금 더 정교해졌다는 것 외에는 재무비율을 이용해서 부도

를 예측하는 부도 예측모형의 기본적인 틀은 지금까지도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Beaver는 특정 재무비율이 부도기업과 비부도기업 사이에 현저

한 차이를 나타냈다는 것을 보여준 후 이원분류법을 사용하여 표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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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한 비율을 크기순으로 배열하고 부도기업과 비부도 기업을 가장

잘 판별해주는 최적판별점을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쳐 구하였다. 이 예측

모델은 단일 변수로만 기업부도를 예측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Beaver의 연구는 최초로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기업 부도를 예측하였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Beaver의 연구에 입각하여 각각

의 재무비율 변수가 부도기업과 비부도기업 사이에 현저한 차이를 나타

내는지 확인한 후 로짓모형의 재무비율 변수 선정과정에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ltman(1968)의 판별분석(discriminant function)이라는

통계 분석기법으로 도출된 판별함수를 통한 기업 부도예측방법 역시 고

려하였으나 판별 분석은 관련 변수들이 정규분포여야 한다는 가정이 전

제될 필요가 있어서 Ohlson(1980)의 로짓모형을 선택하였다. Ohlson의

로짓모형은 판별분석에 비해 관련 변수들이 정규분포여야 한다는 가정이

전제될 필요가 없으며, 다만 선택확률이 로지스틱 함수를 취한다는 가정

이 필요하다. 통계적으로 오차항이 정규분포일 때에는 판별분석에 의한

추정방법이 로짓최우추정에 비해 효율성(efficiency) 측면에서는 우월하

나 정규분포가 아니며 판별분석방법에 일관성(consistency)이 없다는 문

제점이 있다. 또한 로짓분석은 일반적인 선형회귀식의 추정에 비해 특이

한 관찰치가 모수추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장점(robustness)을 갖고

있다. 건설업의 특성상 부채비율이나 이자보상배율 등의 재무비율 변수

에 특이한 관찰치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Ohlson의 로짓모형을 선택하

였다. 더불어 로짓모형의 경우에는 계수의 유의성 검증이 가능하다는 장

점으로 인하여 근래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부실예측 기법이다. 마지막으

로 Ohlson은 쌍대표본으로 샘플을 추출할 경우 대응 기준으로 사용한

변수의 예측력이 부실할 수 있음을 감안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표본선정 방법으로 비쌍대표본추출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역시 이

에 기반을 두어 비쌍대표본추출 방법을 사용하였다.

Ohlson의 연구에서 사용한 Logit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은 변수의 설

정이 필요하고 자세한 분석 모형의 경우 2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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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번째 관찰치에 대한 예측지표 벡터

 : 미지의 모수(parameter) 벡터

 : 부실, 건전에 대한 우도함수의 자연 대수 값

  :  와 가 주어졌을 때의 부도확률 ( ≤ ≤ )

고려할 재무비율 변수의 선정에 대해서는 박광배․김혜원(2011)의 전

문건설업체 부도예측모형에 관한 연구와 남주하․홍재범(2000)의 기업집

단의 부실화 원인과 부도예측모형분석에 대한 연구, 마지막으로 허우영

외 2인(2004)의 재무비율을 이용한 건설기업의 도산예측의 연구를 참고

하였다.

박광배․김혜원(2011)의 연구에서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부도예측모

형에 관한 검토를 진행하는 수준으로 구성되어 실제 모형의 추정에까지

이르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하지만 건설업체라는 특정한 대상으로 한정

하여 모형을 검토하고, 건설업자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재무변수에

검토와 선별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특히 박광배․김혜원의 연구는 건설업의 부도예측모형에 있어서 이자보

상배율, 부채비율 등의 중요한 변수를 선정하는데 있어 본 연구에 도움

이 되었다. 남주하(2000)와 허우영(2004)의 연구 또한 시장지배력, 총자

본경상이익률 등의 변수가 기업 부도예측모형에 있어서 유의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본 연구의 변수선정에 많은 시사점

을 주었다. 허우영의 연구에서는 IMF시기에 도산당한 기업들의 재무제

표비율을 통하여 로짓분석을 시도하였지만 비도산기업과 도산기업들의

제무재표비율에 큰 차이가 없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비교적 낮은 예측력

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김세직(2004)의 일본 기업구조조정의 거시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기업 구조조정의 거시적 효과를 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였다. 기업 구조조정이 총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함으로써 구조조정으로 인한 장기적 이득이 구조조정

으로 인한 단기적 비용을 능가할 만큼 큰지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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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연구는 본 연구에서 구축한 부도예측모형을 사용하여 2014년에 구

제금융이 없었더라면 도산을 겪었을 것이라고 예측된 건설업체들이 구조

조정 될 시에 발생하는 효과를 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였

다.

제 3 절 정부의 건설업 부양

2014년 최경환 부총리는 초이노믹스라는 경제정책을 시행하였다. 초

이노믹스의 주목적은 LTV와 DTI를 완화하고 이자율을 하향조정함으로

써 가계들이 부동산을 담보로 손쉽게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

여 내수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었다. 최경환 부총리의 정책의 주목적

은 부동산 정책 완화를 통하여 가계가 쉽게 자산을 보유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내수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하지만 다양한 건설

업 지표에 따르면 최경환 총리의 규제완화 정책은 주택과 건물의 수요를

끌어올림으로써 건설 산업을 부양시킨 것에 있다고 보는 의견도 존재한

다. 이런 관점에 기반을 두어 건설업에 대한 초이노믹스 정책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양한 건설 지표를 조사하였다. 첫째로, GDP 대비 건

설투자의 증감 추이를 통하여 건설업 부양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표 1] GDP 대비 건설투자 증감 (2012년도 기준)

년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증감(%) 0 9.4 5.0 10.5 14.2 11.5

출처 : 국가통계포털 KOSIS (2018)

[표 1]에 따르면 총 건설수주액이 최경환 총리의 정책이 시행된 2013

년부터 GDP 대비 건설투자가 크게 증가하여 2016년에 최대 증감치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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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2 13 14 15 16 17

GDP 2.3 2.9 3.3 2.8 2.9 3.1

건설업 -1.8 3.0 0.8 5.7 10.1 7.1

제조업 2.4 3.6 3.5 1.8 2.4 4.4

농업 -0.9 3.1 3.6 -0.4 -2.8 0.3

서비스업 2.8 2.9 3.3 2.8 2.5 2.1

12 13 14 15 16 17(year)

총합 210 156 109 82 59 48

종합

건설업체
48 26 17 13 17 14

특수

건설업체
129 108 70 44 32 23

기관

건설업체
33 22 22 25 10 11

[표 2] 산업 성장률 (단위: %)

출처 : 한국은행 (2017), “국민소득” (연쇄 가격을 통한 실질조정)

경제성장률은 [표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건설업의 증가율이 타 산

업의 증가율에 비해 2013년을 기점으로 하여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

인다.

더불어 부도된 건설업체 수가 2013년부터 크게 줄어들었다. 즉, 건설업

부양 정책이 없었더라면 부도되었을 건설업 기업들이 정부의 정책의 혜

택을 받아 부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3] 부도된 건설업체 수

출처 : 대한 건설협회 (2017), “건설 주요통계”

위의 표를 통하여 2017년에 부도된 기업들의 수는 2013년에 부도된 기

업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금융투자협회의 보고에 따르면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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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총 허가면적

용도별 면적

주거용 증가율 상업용 증가율 공업용 증가율

12 137,142 59,256 4.8 32,334 -4.9 29,612 -3.9

13 127,066 50,238 -15.2 33,719 4.3 27,016 -8.8

14 141,347 60,935 21.3 37,420 11.0 27,337 1.2

15 189,840 85,520 40.3 52,449 40.2 35,162 28.6

16 178,955 78,420 -8.3 48,114 -8.2 34,948 -0.6

17 170,912 69,827 -11.0 46,551 -3.3 38,102 9.0

업이 2010년대 초반에 산업들 중 최고의 부도율을 기록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2013년부터 부도율이 급격하게 하락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정

부의 건설업 부양을 뒷받침하는 마지막 근거로는 건축허가면적의 변화를

들 수 있다.

[표 4] 총 건축허가면적 (단위: 천제곱미터)

출처 : 국토교통부(2018)

총 건축허가면적은 2013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하였고, 2015년에 최고치

를 기록하였다. 이는 정부가 건축허가면적 완화 승인을 통하여 건설업체

부양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제 2장 모 델

제 1 절 부도예측모형

1. 데이터 및 분석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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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198개의 건설업체를 총 표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글로

벌 금융위기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2008년에 도산된 건설기업들을 부도

기업으로 간주하였고, 그렇지 않은 건설기업들은 건전기업으로 표본 처

리하였다. 이병기(2011)는 경제위기 때 기업들의 부실 수준뿐만 아니라

부실의 정도가 매우 높고 이윤율,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 면에서 취약성

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즉, 부정적 경제충격이 발생할

시에 부실기업들의 재무적 안정성을 나타내는 재무변수들이 더욱 악화되

며 부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도산 여부에 재무비율이 더욱 유의한 영향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하였다.

Ohlson(1980)의 연구에 따르면 쌍대표본으로 샘플을 추출할 경우 대응

기준으로 사용한 변수의 예측력이 부실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

쌍대 표본추출법을 사용하였고, 부도기업들의 수는 11개 그리고 건전그

룹에 속해 있는 기업의 수는 187개로 총 198개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표 5] 개별기업 표본의 정의

건전기업 부도기업

정의
건설기업들 중 2008년에

부도가 나지 않은 기업

건설기업들 중 2008년에

부도가 난 기업

합계 187 11

부도업체들을 2008년 한해에 부도가 발생한 업체들로 한정시킴으로써

경제변화에 의해 각 기업에 미치는 충격(macro shock)을 어느 정도 동

일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2008년에 부도가 발생한 업체들의 과거

3년간의 재무제표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부실화 혹은 부

도원인을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부도예측모형의 구축에 필요한 재무비율 자료는 TS2000에서 획득하여

사용하였다. 예측력에 있어서는 선행연구들에서 부도 직전년도의 재무비

율을 사용할 시에 가장 높은 예측력을 얻는다는 것을 관찰하였고,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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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도 2006년과 2005년의 재무비율을 사용한 결과 도산 직전년도인

2007년의 재무비율을 사용하여 얻은 예측력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2007년도의 재무비율을 사용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 주요 통제

변수의 후보로는 건설업 부도예측모형과 기업 부도예측 모형에 관한 선

행연구를 참고한 결과 기업규모(SIZE), 총자본경상이익률(ROIC), 부채비

율(DE), 고정자산회전율(CI), 매출원가율(CS), 자기자본비율(BIS), 이자

보상배율(ICR), 총요소생산성(TFP)의 총 8가지 변수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 변수들를 고려하였다. 이후 t-검정을 통한 단계

적 선택방법을 통하여 5가지의 변수가 비부도 기업과 부도기업 간의 차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비교적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는 위 5개의 변수를 로짓모형의 독립변수로 고려하였다. [표 6]을 통하

여 각 고려변수들의 산식을 알 수 있다.

[표 6] 고려 재무변수

재무비율 산식

기업규모(SIZE) log(총자산)

총자본경상이익률(ROIC)
{경상이익/(전기말총자본+당기말총자

본)/2}*100

부채비율(DE) 총부채/자기자본*100

고정자산회전율(CI) 매출액/고정자산

매출원가율(CS) 매출원가/매출액*100

자기자본비율(BIS) 자기자본/총자본*100

이자보상배율(ICR) 영업이익/이자비용

총요소생산성(TFP)   

  





분석방법론으로는 로짓(logit)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로짓분석방법을

이용한 기업부도방정식의 추정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형태의 변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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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 종속변수로서 1이면 부도기업, 0이면 건전기업이 된다.

            : 설명변수

   ′   (1)

확률함수와 우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먼저 확률함수는

다음과 같다.

           ′    ′ (2)
또한 우도함수(likelihood function)은 다음과 같다.

  
   

 ′
   

  ′ (3)
식 (3)을 추정하기 위해서 잔차 에 대한 가정이 필요한데, 잔차의 누

적분포함수를 로지스틱으로 가정하면 누적확률함수 F는 다음과 같다.

  ′ 


  ′

  ′




 ′


(4)

우도함수를 극대화시키는 최우추정법을 사용하여 계수 벡터 를 추정

하였다. 또한 우도함수를 극대화시키는 과정에서 피셔점수법(Fisher

scoring method)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계수와 설명변수를 곱한

후, 식(4)에 대입하면 부도확률 를 얻을 수 있다. 부도확률 가 일정한

판별점 이상이면 부도기업으로, 그렇지 않으면 건전기업으로 판별하게

된다.

2. t-검정

부도예측모형의 실증분석을 위해서 우선 분석대상이 되는 여러 개의

주요 재무비율들 중 건전기업들과 부도기업들을 차별해 주는 재무비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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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변수 부도기업 건전기업
부도기업

평균

건전기업

평균
t-통계량

유의도

(단측)

도산

1년 전

(2007)

SIZE 11 187 10.51 11.38 4.63 0.000(***)

ROIC 11 187 1.90 7.21 1.90 0.0314(**)

DE 11 187 349.26 124.76 -2.17 0.0172(**)

CI 11 187 68.60 36.48 -1.82 0.0372(**)

CS 11 187 92.16 86.17 -1.73 0.0447(**)

BIS 11 187 39.51 45.57 1.12 0.1315

ICR 11 187 1.19 1.98 1.26 0.1040

TFP 11 187 2.50 3.16 1.01 0.1563

을 추출하기 위해 t-검정에 의한 유의성 검정을 시도하였다.

건설업 부도예측모형과 기업 부도예측 모형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

면 기업규모(SIZE), 총자본경상이익률(ROIC), 부채비율(DE), 고정자산회

전율(CI), 매출원가율(CS), 자기자본비율(BIS), 이자보상배율(ICR)의 7가

지 변수를 기업의 부도예측에 있어 중요한 재무비율이라고 판단하였다.

총요소생산성(TFP) 같은 경우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총요소생산성(TFP) 역시 기업의 부도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하여 이를 포함한 총 8개의 변수가 건전기업들과 부도기

업들 사이에 비율적 차이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개별기업들의 2005-2007년 기준 재무비율 자료를 통해 분석한 [표 7]

의 t-검정결과에 의하면 총자본경상이익률(ROIC), 부채비율(DE), 고정자

산회전율(CI), 기업규모(SIZE), 매출원가율(CS)의 5개의 변수가 비교적

유의한 것으로 드러나 건설업체의 부도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판

단하였다. 즉 위 5개의 변수가 두 집단 간의 차이를 가장 잘 나타내 주

고 있기 때문에 부도예측에 있어, 위 5개의 변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는 것을 예상하였다. 따라서 자기자본비율, 이자보상배율, 총요소생산성

을 제외한 5개의 재무변수를 로짓모형의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표7] 도산 1, 2, 3년 전의 t통계량, 유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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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2년 전

(2006)

SIZE 11 187 10.28 11.29 3.82 0.000(***)

ROIC 11 187 3.82 5.47 1.44 0.0751(*)

DE 11 187 254.44 111.56 -2.02 0.0218(**)

CI 11 187 55.82 28.23 -2.34 0.009(***)

CS 11 187 93.11 87.03 -1.59 0.0561(*)

BIS 11 187 41.51 48.27 1.28 0.1004

ICR 11 187 1.46 2.42 0.94 0.1737

TFP 11 187 3.69 4.14 1.31 0.0942(*)

도산

3년 전

(2005)

SIZE 11 187 10.31 11.50 2.09 0.0018(**)

ROIC 11 187 10.82 8.81 -1.24 0.1076

DE 11 187 198.99 129.81 -2.49 0.006(***)

CI 11 187 61.10 22.11 -1.52 0.0644(*)

CS 11 187 91.18 88.56 -1.77 0.0385(**)

BIS 11 187 37.51 48.27 1.11 0.1336

ICR 11 187 3.71 3.24 -1.39 0.0824(*)

TFP 11 187 3.42 2.84 -0.81 0.2091

  유의    유의   유의

3. 로짓모형을 이용한 부도예측모형 분석

ln 


     

t검정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선택한 방법에 의해 선정된 기업규모

(SIZE), 총자본경상이익률(ROIC), 부채비율(DE), 고정자산회전율(CI), 매

출원가율(CS)의 5개의 설명변수들을 이용하여 도산 1, 2, 3년 전의 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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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변수(부호)
추정치

(표준편차)
z 통계량

유의도

(단측)

도산 1년

전(2007)

SIZE(-)
-2.025

(1.091)
-1.85 0.034(**)

ROIC(-)
-0.008

(0.007)
-1.03 0.154

DE(+)
0.031

(0.014)
2.17 0.017(**)

CI(+)
0.023

(0.008)
2.74 0.004(***)

CS(+)
0.019

(0.011)
1.68 0.049(**)

도산 2년

전(2006)

SIZE(-)
-3.194

(2.291)
-1.39 0.081(*)

ROIC(-)
-0.021

(0.023)
-0.90 0.184

DE(+)
0.015

(0.008)
1.82 0.034(***)

개의 로짓모형을 구축하였다. 이자보상배율(ICR)과 자기자본비율(BIS),

그리고 총요소생산성(TFP)의 경우 도산 1, 2, 3년 전의 t-검정 통계량

값에서 크게 유의한 값을 보여주지 못하였고, 타 변수와 상관계수가 높

아 모형에서 제외하였다.

변수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유의도(p-value) 값은 기업규모(SIZE)의

경우 도산 1, 2, 3년 전 모두 10%내에서 유의하였다. 총자본경상이익률

(ROIC)의 경우 도산 1, 2, 3년 모두 로짓결과에서 10% 남짓으로 큰 유

의성을 보이지 못하였지만, 이론상으로 모델의 중요한 변수이고 t-검정

에서 비교적 유의적인 결과를 보였기에 중요변수로 고려하였다. 부채비

율(DE)는 도산 1, 2, 3년 전 모두 5% 내에서 유의하였고, 고정자산회전

율(CI)의 경우 도산 1, 2년 전 5% 내에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매출

원가율(CS)의 경우는 도산 1, 3년 전 10% 내에서 유의한 값이 도출되었

다.

[표 8] 로짓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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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0.094

(0.039)
2.41 0.008(**)

CS(+)
0.048

(0.037)
1.13 0.128

도산 3년

전(2005)

SIZE(-)
-2.95

(1.08)
-2.73 0.003(***)

ROIC(+)
0.02

(0.018)
1.06 0.138

DE(+)
0.042

(0.025)
1.67 0.048(**)

CI(+)
0.021

(0.025)
0.82 0.206

CS(+)
0.016

(0.012)
1.29 0.098(*)

  유의    유의   유의

도산 1년 전     

   

도산 2년 전    

  

도산 3년 전    

  

부도예측력의 측정은 [표 9]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Percent Correct”

Prediction Method를 사용하였다. Percent Correct Prediction Method는

일종 오류와 이종 오류의 합을 최소로 하는 판별점()를 찾아서 예측률

을 정하는 방법이다.

[표 9] Percent Correct Prediction Method

Predicted: 비부도 Predicted: 부도

Actual: 비부도 True Negative Fasle Positive

Actual: 부도 False Negative True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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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일종 오류(False Negative)는 실제 부도기업

을 우량기업으로 예측한 기업 수에 실제 부도기업 수를 나눈 값을 나타

내고, 이종 오류(False Positive)는 실제 우량기업을 부도기업으로 예측

한 기업 수에 실제 우량기업 수를 나눈 값을 나타낸다. 전반적 유의도

같은 경우 실제 비부도기업을 비부도기업으로 예측한 경우(True

Negative; Sensitivity)와 실제 부도기업을 부도기업으로 예측한 경우

(True Positive; Specificity)의 기업 수의 합을 총 기업 수 표본으로 나

눈 값이다.

[표 10] Percent Correct Prediction Method (도산 1년 전)

   Predicted: 비부도 Predicted: 부도

Actual: 비부도 184 3 187

Actual: 부도 1 10 11

185 13 총 표본 198개

Sensitivity(= P(우량/우량)) = 98.3%, Specificity(= P(부도/부도)) = 90.9%, False

Negative Rate(= P(우량/부도))= 9.1%, False Positive Rate(= P(부도/우량)) = 1.7%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도 직전년도(2007)의 전반적 예측력은

97.9%로 매우 높으며, 건전기업이 건전기업으로 예측될 확률은 98.3%이

고 부도인 기업을 부도로 예측하는 확률은 90.9%로 관찰되었다. [표 11]

과 [표 12]의 값을 통하여 도산 2, 3년 전의 예측력 또한 파악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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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Percent Correct Prediction Method (도산 2년 전)

   Predicted: 비부도 Predicted: 부도

Actual: 비부도 171 16 187

Actual: 부도 3 8 11

173 24 총 표본 198개

[표 12] Percent Correct Prediction Method (도산 3년 전)

   Predicted: 비부도 Predicted: 부도

Actual: 비부도 166 21 187

Actual: 부도 4 7 11

170 28 총 표본 198개

예측력은 도산 1, 2, 3년 전 각각 97.9%, 90.4%, 87.3%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그 중 도산 1년 전의 재무비율 자료를 사용한 부도

예측모형의 예측력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부도 1년 전의 재무변수들의

비율과 추정치()로 부도예측모형을 구축하였다.

[표 13] Percent Correct Prediction Method (2010년)

   Predicted: 비부도 Predicted: 부도

Actual: 비부도 174 13 187

Actual: 부도 2 9 11

176 22 총 표본 198개

부도 예측에 필요한 판별점 설정의 경우 2007년도에서 구한 판별점

(in sample fit)을 사용하는 것보다 다른 표본에서 추출한 판별점(out of

sample fit)을 사용하는 것이 예측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여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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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료에서 추출한 판별점을 사용하였다. 판별점의 설정의 경우 2010년

도에 부도된 건설기업 11개 업체와 부도가 나지 않은 건설기업 187개 업

체를 포함한 총 198개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직

전년도(2009년)의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부도예측모형에 대입해본 결과

  의 판별점을 도출하였고, 이 판별점 하에서 90% 수준의 비교적

높은 예측력을 보였다. 설정된 판별점을 기준으로 하여 2011, 2012년도

부도된 기업들에 부도예측모형을 적용한 결과 대략 90% 내외의 비교적

높은 예측력을 보여 구축한 부도예측모델의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표 14] 부도예측모델의 적용

Predicted

부도기업 수 비부도기업 수

19 (9.09%) 179 (90.91%)

따라서 2017년까지의 재무비율이 존재하는 198개의 기업들을 표본으

로 설정하고, 그 기업들의 2013년 재무변수를 이용하여 부도예측 모형에

대입하였다. 대입한 결과 [표 14]에서와 같이 총 198개의 건설 기업 중

약 9%에 해당하는 19개의 기업이 2014년에 정부의 개입이 부재하였다면

부도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위 결과를 통하여 실제 9%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겪는다고 가정할 시에 발생할 수 있는 효

과를 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김세직(2004)의 연구를 활용하였다.

제 2 절 구조조정 모형

1. 기본모형

정부의 건설업 부양정책이 없었더라면 약 9%의 건설업 기업들이 부도



- 19 -

되었을 것이라고 1절의 부도예측모형을 통하여 예측하였다. 부도된 회사

들에서 방출된 자원이 비부도 기업에게 유입됨으로서 건설업 회사들의

총 산출량에 미치는 효과를 실험하기 위하여 김세직(2004)의 “일본 기업

구조조정의 거시적 영향”에 대한 연구에 나온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이 절은 부도된 기업들에서 방출된 자원(노동, 자본)이 건전기업들로

재분배됨에 따라 발생하는 효과를 양적으로 측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에 생산량의 효과를 양적으로 산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콥더글라

스 함수를 사용하였다(Solow 1957).

    
    

 

 는 개별기업의 산출량을 뜻하며 총수입금액으로 설정하였다. 
는

개별기업의 노동자수로 설정하였고, 마지막으로 
는 고정자산으로 설정

하였다. 노동소득 분배율은 2013년 대한건설협회 보고서의 내용에 입각

하여   로 설정하였다. 개별기업의 총요소생산성( )의 경우 개별

적인 추정이 어려운 관계로 산출량과 노동량, 그리고 자본량을 구한 후

역으로 도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구조조정이    시점에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와  를 각각

부도된 건설업체들과 부도되지 않은 건설업체들의 집단이라고 설정한다.

그리고 
 와 

은 각각  시점에 청산된 회사들의 자본과 노동의 총

량이라고 설정한다. 그렇다면 구조조정 될 건설업체들의 노동과 자본량

은 구조조정 시점 전에는 양의 값을 갖지만 (


 ) 구조조정 시점

후에는 0의 값을 갖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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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구조조정 모델의 개요

도산된 건설업체들에게서 빠져나온 자본과 노동은 요소시장에서 새로

운 공급을 창출한다. 하지만 방출된 자본과 노동의 양은 이동과 실업으

로 인한 구조조정 비용 때문에 초기에 방출된 
 와 

 보다 감소한다.

예로, 구조조정은 기업이나 산업 특성적 자본이나 기술의 손실에 의하여

자본과 노동의 가치의 영구적 감소를 수반한다. 여기서  과 는 자본

과 노동의 재분배 후의 할인율로써, 원래의 가치에서 손실된 비율을 나

타낸다. 구조조정은 또한 영구적 실망노동자를 발생시킨다. 는 영구적

으로 실업자가 된 노동자들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런 비용의 존재로 인

하여 구조조정은 최종적으로 이런 비용이 제외된 각각 
  와


     만큼의 새로운 유효 자본과 노동의 공급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과  는 각각 구조조정 시점 첫해(  )에 건전기업들로부터 수요되

는 자본과 노동의 비율을 나타낸다. 부도되지 않은 건전기업들은 한 해

에 평균적으로 노동과 자본을 /2 과  /2 만큼의 비율로 흡수한다고 가

정한다. ′를 구조조정 시점 이후(t=2, 3, 4..) 각 해마다 건전기업들에

의해 재가동되는 자본의 비율이라고 하고  를 각 해마다(t=1, 2, 3...)

건전기업들에 의해 새로 고용되는 노동의 비율이라고 한다. 부도되지 않

은 건전기업들의 노동량과 자본량 증가는 각 기업들의 자본과 노동 규모

에 비례적인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 


과 


로 설정한다. 
와 





- 21 -

는 구조조정 시점 이전의 건전기업이 사용하고 있던 개별 자본량과 노동

량이고, 
와 

는 구조조정 이전의 건전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던 총

자본량과 노동량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와 

는 구조조정 시점 이후

에 개별 건전기업∈  이 사용하는 노동과 자본량이다.

위에 설명된 변수설정을 통하여 구조조정 시점에 요소시장으로 방출된

부도기업들의 노동과 자본이 어떻게 건전기업들의 노동과 자본으로 흡수

되는지 아래의 수식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 아래의 수식 또한 김세직

(2004)의 연구에서 사용된 수식과 동일하다.

첫 번째로 
 는 시점에 부도집단에 포함되지 않은 개별 건전기업으

로 흡수된 자본량을 의미한다.


   








     










     

   










     


  

  

 
    


       

그리고 
 는 시점에 부도집단에 포함되지 않은 개별 건전기업으로

흡수된 노동량을 의미한다.


   








      for   

 







        for   

 







        for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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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량과 관련된 수식 같은 경우는 한국의 상황에 더욱 적합하게 맞추

기 위하여 김세직(2004)의 연구에 사용된 수식에 약간의 변형을 주었다.

정인수 외 2인의 지역노동시장연구(2003)에서 실업을 겪은 노동자들이

35개월 안에 다시 재취업을 한다는 사실을 적용하여 3년 내에 실직 노동

자들의 전부가 동일 산업에 취업한다는 가정을 통해 영구적 실망노동자

의 비율을 0으로 설정하였다(  ,        ).

구조조정 시점 이후에 개별 건전기업∈  이 사용하는 자본량을 나

타내는 
는 시점에 

 만큼 증가하였다.


  

  
 

이를 통하여 구조조정으로 인해 도산된 기업들에서 방출된 자본량은

생산성이 더 높은 기업들에게 흡수됨으로서 중기적 이득을 발생시킨다.

마찬가지로 구조조정 시점 이후에 개별 건전기업∈  이 사용하는

노동량을 나타내는 
는 시점에 

 만큼 증가하였다.


  

  
 

이를 통하여 부도되지 않은 건전기업들에게 새로 고용된 노동과 자본

이 발생시키는 효과를 콥 더글라스 함수를 통하여 동태적으로 관찰 할

수 있다.

    
    

 

부도된 기업들이 구조조정 이후의 산출량이 0이라는 것에 입각하여 구

조조정 이후 남은 기업들의 총 생산량은 개별기업 생산량의 합으로 계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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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모수설정

모의실험을 위해서는  ,  ,  ,  , ′ ,    총 6개의 모수 값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 이 모수들은 한국 건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값들

로 설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한국 건설 산업을 대상으로 정확히

도출된 연구가 부족하여 선행연구를 참고하였다.

재분배로 인한 자본의 할인율, 즉 타 기업으로의 이동으로 인해 손실

되는 자본 가치의 비율을 나타내는 값인 는 0.62로 설정하였다. 위의

값은 Ramey와 Shapiro(2001)가 건설업에서 사용되는 포크리프트와 다양

한 전동기계부품의 자본이 이동할 시 적용되는 할인율을 사용하였다.

Ramey와 Shapiro의 연구에서 도출된 값은 미국의 데이터에 기반을 두

었지만 부품의 종류가 같다면 한국에서도 동일한 할인율을 가질 것이라

는 가정을 하였다.

재분배로 인한 노동의 할인율, 즉 타 기업으로의 이동으로 인해 손실

되는 노동력의 기술의 비율을 나타내는 값인 은 0.13으로 설정하였다.

위의 값은 박용현(2010)의 실직으로 인한 임금 손실과 지속 원인에 대한

연구에서 참고하였다. Ruhm(1991) 역시 미국의 가계 패널 데이터자료에

기반을 두어 실직으로 인한 기술 손실의 비율로서 0.13의 값을 도출하였

다.

영구적 실망노동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값으로는 0으로 설정하였다.

정인수 외 2인의 지역노동시장연구(2003)에서 실업을 겪은 노동자들이

35개월 안에 다시 재취업을 한다는 사실을 적용하여 3년 내에 실직 노동

자들의 전부가 재취업한다는 가정을 통해 영구적 실망노동자의 비율을 0

으로 설정하였다.

각 시점의 노동수요 비율을 나타내는  의 값으로는 1, 2, 3 기에 각

각 0.3, 0.35, 0.35 의 값을 부여하였다. 김교성(2000)의 실업자의 재취업

형태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30%의 실직 노동자들이 1년 내에 재취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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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사실에 기반을 두어  을 0.3으로 설정하고  과  을 각각

0.35 로 설정하였다.

자본수요의 비율에 대해서는 김세직(2004)의 연구와 동일하게   기

시점의 값으로 0을 설정하였고 나머지 차후의 기간의 대해서는 에

0.5의 값을 부여하였다. 이는 경제적 침체기에도 생산성이 높은 건전기업

들이 자신의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 자본을 확장시킨다는 가정에 근거를

두었다.

기본적으로 분석의 기준이 되는 Benchmark case의 경우는 동일 산업

내 자원의 이동을 가정하였다. 자본과 노동이 동일 산업 내에서만 이동

한다는 가정은 현실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노동의 경우

부도된 건설기업에서 부도되지 않은 건설기업으로 동종 산업내로 재취업

하는 인력도 존재하지만 여타 산업에서 건설업으로 유입되는 노동도 존

재한다. 고용정보원(2013)의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 같은 경우 산업 내

재취업 비율이 57%, 금융의 경우 20%, 서비스업 같은 경우 18%, 제조업

의 경우 36% 등의 다양한 동일 산업 내 재취업률이 관찰되었다. 각각의

산업에서 도산으로 인해 방출된 노동력이 어떠한 산업 내 동학을 거쳐

건전기업으로 유입되는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방출된 자

본의 수요 양상 역시 노동과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업 내 동학에 대한 보수적인 가정을 통하여 동일 산업 내 자원

의 이동이 산업 간 자원 이동의 결과와 비슷할 것이라고 가정한 후 모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3-1. 모의실험

2절에서 구축한 부도예측모형에 따르면 표본으로 삼은 198개의 건설

기업 중 약 9%에 해당하는 19개의 기업이 2014년에 정부의 개입이 부재

하였다면 부도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따라서 총 표본 중

9%에 해당하는 건설 기업들의 자원이 남은 91%의 건설 기업들에게 유

입된다고 설정하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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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구조조정의 효과 (Benchmark case)

[그림 2]는 Benchmark case의 실험결과로써 구조조정의 동태적 효과

를 양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198개 기업의 기준년도(2013) 산출량을 자

신의 산출량 값으로 나눠 1로 설정한 후 산출량의 동태적 변화를 관찰하

였다. 따라서 수직축은 표본으로 삼은 기업의 총 산출량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다. 실험의 결과에 따르면 부도대상이 된 기업들이 구조조정 시점

이후 생산 활동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단기적 비용이 발생하였지만 방출

된 노동과 자본이 건전기업들로 유입됨에 따라 장기적 이득이 단기적 비

용을 능가함을 볼 수 있다.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약 2% 내외의 산출량

이 감소하였지만 장기적 이득이 이를 능가함으로써 2021년에 증가율이

1%를 상회하였다.

[그림 3] 생산성 기준 구조조정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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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에 따르면 부도예측모형 기준으로 이루어진 구조조정의 효과

가 생산성 기준으로 이루어진 구조조정의 효과보다 열등하였다. 이는 부

도예측모형에 의해 예측된 부도기업들의 생산성이 최하위 9%에 속하지

않고 하위 20%정도의 구간에 걸쳐 속하여 부도된 기업들에서 방출된 자

원이 오히려 생산성이 낮은 건설 기업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3-2. 효율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

구조조정은 기존 조직구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그 기능 또는 효율을 높

이고자 실시하는 구조개혁작업을 의미하며 이는 성장성이 희박한 사업

분야의 축소 내지 폐쇄를 포함한다. 즉, 구조조정은 생산성이 저조한 산

업의 비중을 줄이고 생산성이 높은 산업의 비중을 높여 전체적인 효율성

을 제고하는 과정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부도된 건설업체

들로부터 방출된 자원을 건설업보다 생산성이 높은 타 산업으로 유입시

켜 건설업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것이 효율적인 구조조정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국내 산업에서 건설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소

시키고 생산성이 높은 산업의 비중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 활력을 재고

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다.

각 산업별 생산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정부의 건설업 부양정책이 시행

되기 전 총요소생산성(2011-2013년)의 각 산업별 평균을 콥 더글라스 함

수를 통하여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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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산업별 평균 생산성 (2011-2013)

산업명

(기업수)

건설업

(198개)

정보기술업

(437개)

교육업

(71개)

은행업

(16개)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10개)

제조업

(332개)

생산성

평균
1.83 2.69 2.37 2.04 3.39 1.94

[표 15]는 총 1,164개의 기업표본에 대하여 정부의 건설업 부양이 시행

되기 이전 각 산업의 평균생산성(2011-2013년)을 콥 더글라스 함수를 통

하여 도출한 결과이다. 총요소생산성의 도출에 필요한 1,164개 기업의 재

무제표는 KISVALUE에서 추출하였다. 금융업과 은행업의 경우에는 산

출량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매출원가 항목이 존재하지 않아 김세직․

홍승기(2015)의 은행산업의 분배부가가치 계산 방법을 사용하였다.1) 표

에 따르면 건설업의 평균 생산성의 값은 1.83으로 타 산업의 평균 생산

성보다 저조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1) 분배부가가치 = 노동소득 + 자본소득 + 당기순이익 + 세금총액 + 기부금 +

감가상각비총액

단, (노동소득) = (인건비)

(자본소득) = (잔액 기준 수신금리) * (유형자산 잔액)

(세금총액) = (세금과공과) + (법인세)

(감가상각비총액) =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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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전체 산업의 생산성 분포 (2011-2013)

[그림 4]은 KISVALUE에서 추출한 전체 산업을 포함하는 634개의 기

업들을 대상으로 각 기업의 2011-2013년의 총요소생산성의 평균에 대한

확률분포를 도출한 결과이다. 도출한 결과 전체산업의 생산성 평균은

2.28로 도출되었다. 건설업의 평균이 1.83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비교적 높은 값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부도된 기업들의

자본과 노동이 건설업보다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유입될 시 동일 산업내

로 유입되는 것보다 더 큰 장기적 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모의실험에서 사용한 198개의 표본 건설업 기업들 중 생산성

분포의 최하위 9%에 위치하는 기업들이 부도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더불어 부도된 회사들의 자본과 노동이 높은 수익성 창출을 위하여 생산

성이 높은 타 산업으로 유입된다고 가정한 후 다시 모의실험을 진행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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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타 산업으로의 자원이동

[그림 5]의 결과에 따르면 타 산업으로의 자원이동을 가정할 때 약

3.1%의 산출량 감소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부도된 건설업 기업들

로부터 방출된 자본과 노동이 동일 산업내로 유입되지 않는다고 가정한

다면 구조조정 시점 이후에 각 개별 건전 기업∈  에게 새로이 유입

되는 노동과 자본량을 나타내는 
 와 

 의 값은 0의 값을 갖게 된다

        . 따라서 건설 산업 내에서 구조조정 시점  의 단기적

비용은 증가하고 산업 내의 장기적 이득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위 모델에 의하면 방출된 자본과 노동이 건설 산업보다 생산성이 높은

타 산업의 기업들에게 유입되기 때문에 경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더 큰

중장기적 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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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감도 실험

기본 모형의 설정 과정에서 가정한 모수 값들의 변화에 따라 다른 결

과가 도출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민감도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6] 에 대한 민감도 측정

[그림 6]은 노동시장의 수요가 탄력적이지 못하여 방출된 노동이 구조

조정 시점에 즉각 유입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모수의 설정

에 있어     대신   로 설정하였고,         대신

 로 설정하였다. 구조조정 시점의 노동 재수요율이 적어지면 단기

비용이 늘어나지만 장기에는 방출된 노동이 모두 유입되어 벤치마크의

경우와 동일한 결과를 볼 수 있다. 즉 구조조정 기업에서 실직된 노동력

들이 새로운 기업에 즉각적으로 투입되지 못할수록 단기 비용은 증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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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에 대한 민감도 측정

[그림 7]은 실업으로 인한 영구적 실망노동자의 비율이 늘어날 경우를

고려하여    대신   을 모수 값으로 설정하고 실험을 진행한

결과이다. 실험의 결과 단기적 비용이 미량 증가하고 장기적 이득은 감

소한 것을 관찰하였다. 즉 부도기업에서 방출된 노동의 일부가 실망노동

자로 전향하여 새로운 기업들에게 유입이 되지 않을 시 구조조정의 장기

적 이득의 효과는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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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부도율 변화에 따른 구조조정 효과

부도된 건설기업들에서 방출된 자본과 노동이 타 산업으로의 유입된다

고 가정한 후 부도율을 각각 10%, 20%, 30%로 설정하여 모의실험을 해

본 결과 각 경우에 3.3%, 6.5%, 11.8% 만큼의 산출량 감소를 관찰하였

다. 산업전체의 효율성 재고차원에서 보면 건설 산업의 총요소생산성 수

준이 타 산업에 비해 낮을수록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과감한 구

조조정을 통하여 생산성이 저조한 기업들의 자본과 노동을 생산성이 높

은 산업으로 이동시킨다면 높은 수준의 효율성 재고효과를 기대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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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로 기업의 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

고 있다. 1998년 외환 위기의 영향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가리지 않

고 많은 건설기업들이 부도를 피하지 못한 과거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정책 당국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정부는 부채비율을 중심

으로 기업에게 구조조정을 촉구하였다. 하지만 부채비율을 제외한 다른

변수에 대해서 정책적인 논의나 변수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하

고 있다. 물론 부채비율이 매우 중요한 변수이고, 연구결과 역시 부채비

율이 유의한 변수로 밝혀졌지만 부채비율을 제외한 다른 변수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로짓 모형을 사용하여 다양한 재무비율 변수가

기업 부도확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자료는 2008년에 부도된 기업들과 부도되지 않은 건설업 기업들을 대

상으로 도산 1, 2, 3년 전의 재무비율을 채집하였다. 표본의 경우는 부도

기업과 건전기업으로 나누었으며 t-검정과 선행연구의 참고를 통해 사용

할 재무변수를 채택하였다. 모형의 전반적인 부도예측력에 대한 기준은

Percent Correct Prediction Method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건설기업의

부도예측에 있어 90%정도의 비교적 높은 예측력을 갖는 모형을 구축하

였다.

구축한 모형에 근거하여 2014년에 정부의 건설업 부양 정책이 없었더

라면 198개의 표본기업들 중 19개의 건설기업이 부도되었을 것이라고 예

측하였다. 부도된 건설기업들의 자본과 노동이 동일 산업 내 건전기업들

에게 유입됨으로서 발생하는 구조조정의 동태적 효과를 양적으로 분석한

결과, 단기적 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이득이 발생하여 이

를 상쇄하고 산출량이 증대하였음을 관찰하였다.

하지만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건설 산업으로의 동일 산업 내 자본

과 노동 재투자는 효율적인 구조조정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부도된 건

설기업으로부터 방출된 노동과 자본이 건설업보다 생산성이 높은 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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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으로 유입될 때 더 높은 수준의 중기적 이득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따

라서 방출된 자본과 노동이 동일 산업 내로 유입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실험을 진행한 결과 구조조정을 통한 건설 산업의 산출량 증가 효과는

존재하지 않고 단기적 산출량 감소만 발생한 것을 관찰하였다. 하지만

방출된 자본과 노동이 생산성이 높은 산업에 유입되어 사용됨으로써 더

큰 수준의 산출량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고생산성 산업으로의

자원이동은 생산성이 높은 산업의 국민생산 대비 산업 비중을 증가시키

고 생산성이 낮은 산업의 비중을 감소시켜 산업구조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정부는 건설업의 높은 생산유발계수를 근거로 과거부터 건설업 부양을

통한 경기활성화 정책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건설업의 낮은 국민생산기

여도를 고려할 때 높은 생산유발계수가 생산성 향상을 의미하지 않는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 활력을 재고하고 성장잠재

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하향산업에 대한 부양정책이 아닌 산업구조의

적극적인 구조개혁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구조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생

산성이 낮은 건설 산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생산성이 낮은

건설 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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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17] 도산 1년 전(2007년)의 상관관계 분석표

SIZE ROIC DE CI BIC CS ICR TFP

SIZE 1

ROIC 0.04 1

DE 0.12 -0.17 1

CI -0.06 -0.06 0.20 1

BIC -0.42 0.19 -0.17 -0.06 1

CS -0.27 -0.11 -0.08 -0.08 0.01 1

ICR -0.08 0.69 -0.29 -0.04 0.27 -0.31 1

TFP 0.25 0.37 0.16 0.03 -0.15 -0.55 0.40 1

[표18] 도산 2년 전(2006년)의 상관관계 분석표

SIZE ROIC DE CI BIC CS ICR TFP

SIZE 1

ROIC 0.05 1

DE 0.24 -0.05 1

CI -0.14 0.11 0.23 1

BIC -0.29 0.09 -0.13 -0.04 1

CS -0.21 -0.17 -0.09 -0.10 0.03 1

ICR 0.18 0.38 -0.11 -0.02 0.18 -0.29 1

TFP 0.22 0.37 0.09 0.11 -0.31 -0.39 0.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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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9] 도산 3년 전(2005년)의 상관관계 분석표

SIZE ROIC DE CI BIC CS ICR TFP

SIZE 1

ROIC -0.24 1

DE 0.13 -0.22 1

CI -0.32 0.39 0.15 1

BIC -0.20 0.16 -0.86 -0.02 1

CS -0.05 -0.11 -0.23 -0.19 0.08 1

ICR -0.38 0.54 -0.31 0.13 0.31 0.03 1

TFP -0.26 0.53 0.27 0.62 -0.23 -0.48 0.13 1

[표 20] Percent Correct Prediction Method (2011년)

   Predicted: 비부도 Predicted: 부도

Actual: 비부도 169 18 187

Actual: 부도 1 10 11

170 28 총 표본 198개

[표 21] Percent Correct Prediction Method (2012년)

   Predicted: 비부도 Predicted: 부도

Actual: 비부도 172 15 187

Actual: 부도 2 9 11

174 24 총 표본 19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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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casting Bankruptcy of

Construction Firms using Financial

Ratio and Effects of Restructuring

Focusing on the Comparison to a Government’s

Stimulating Policy

Lee, Yong 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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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stablished bankruptcy predictive model of construction

firms using financial ratio and the data of bankrupted construction

firms in global financial crisis(2008). For accurate prediction, this

paper considered the various financial ratios proven to be significant

in previous studies and which can reflect the important traits of

construction industry. Based on the financial ratios, this paper

managed to establish a bankruptcy predictive model with high

accuracy(about 90%) using logit regression. According to the

prediction model, about nine percent of the entire construction firms

would have gone bankrupt if it were not for government’s stimul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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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which caused a unprecedented boom in construction industry.

This paper reasoned out a series of policy implications after

observing the effect of restructuring when the capital and labor

released from bankrupted construction firms are reallocated within an

industry and among industries.

keywords : Bankruptcy Prediction Model, Financial Ratios,

Effects of Restructuring, Bail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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