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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분방법을 통한 금융불균형과 

도산율의 관계분석

문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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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록

**1)

  최근 신용의 과다팽창과 이에 따라 누적적으로 전개되는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

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여 금융불균형이 

기업도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Borio와 Lowe의 

‘문제의 세 변수(Troublesome Three)’가설, 즉 신용, 자산가격, 투자변수를 모두 

포함하는 세 변수의 공통적인 움직임(joint path)을 통해 파악되어야 한다고 하는 

가설에 기초하여 금융불균형의 존재 및 그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사용된 방법은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 북구라파 4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Hansen을 따라 공

적분기법을 이용하였다. Hansen에 따르면 덴마크를 제외한 북구 3개국의 경우 두 

개 이상의 변수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금융불균형이 존재하나 “문제의 세 변수”중

에서 신용변수와 자산변수만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의 경우 총신용, 자산가격, 건설투자 세 변수가 모두 결합되어 있는 금융불균형이 

존재하며 이러한 금융불균형은 기업도산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문제의 세 가설"은 잘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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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배경

  최근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금융환경변화 속에서 소비자 및 

기업신용의 과다팽창 및 누적적으로 전개되는 금융불안정으로 인해 부실 및 

연체증가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급격한 신용경색으로 인한 부채디플레의 위험

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카드남발을 통한 가계신용의 

과잉확대가 신용부실로 인한 급격한 소비감소로 이어지면서 경기가 침체되어 

전반적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한편에서는 기업들의 투자축소로 

인해 금융시장의 유동성과잉이 발생하고 이는 다시 가계신용을 과다하게 증대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내수침체속에 부동산 시장과 같은 자산

시장에서 자산가격 하락이 발생한다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

으로 보인다.

  소비/투자행태의 변화-자산시장의 변동성 증대-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 증

대로 이어지는 이러한 동태적 변화를 반영하여 최근 금융불안정성에 대한 문

제가 세계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이래 금융자유화 및 국제

화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통화전달과정이 약화되고 자산시장의 역할이 증대되

면서 금융불안정성에 대한 문제는 그 자체로 중요한 학술적 관심의 대상이 되

었음은 물론 정책당국의 현안과제로 부상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연준을 비롯

하여 각국의 중앙은행, 국제결제은행, 국제통화기금 등에서 금융불안정의 식별 

및 영향 그리고 이에 대한 중앙은행의 역할 등에 관해 집중적인 논의가 전개되

어 왔다 (예컨대 Borio and White(2004), IMF(2000), 함정호·홍승제(2002), 백

웅기(2002) 등 참조).

  한편 금융불안정과 관련하여 BIS의 경제학자인 Borio and Lowe (2002), 

Lowe (2001)는 각국의 금융위기 경험에 기초하여 신용, 자산가격, 투자의 세 

변수가 동시에 급속히 증가한다면 금융변동이나 위기의 가능성이 보다 높아진

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금융불균형(financial imbalances or exce- 

sses)1)은 개별적인 금융 및 거시지표로 식별되기 어렵고, 측정되더라도 위기

1) 보통 금융불안정이나 금융불균형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금융불균형

을 개별 혹은 여러개의 거시금융지표들이 일정 임계치이상으로 급변하는 경우로 국한하여 사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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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파악하기에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들 변수의 공통적인 움직임(joint path)

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상 통화정책당국의 입장에서도 개별적인 자

산가격에서 버블이 존재하느냐 하는 등의 문제보다는 어떠한 금융 또는 실물

변수들의 조합이 금융위기를 초래하는가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따라서 이

들 “문제의 세 변수(Troublesome Three)”가 결합된 공통적인 움직임에 더욱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Hansen(2003)은 스웨덴, 핀란드 등 북구라파 

4개국에 대한 공적분분석을 통해 이들의 가설을 검정하고 덴마크를 제외한 북

구 3개국에 대해서 대체로 이들의 주장이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신용이나 자산가격, 혹은 투자비율과 같은 개별지표가 아니라 이

들 세변수간 상호상승작용하는 복합적 관계를 통해 금융불균형이나 금융위기

를 보다 더 잘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가설을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검

토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결과에 의하면 이들 세변수로 측정된 금융불균형이 

존재하며 이러한 금융불균형은 경기, 특히 기업도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학자들의 주장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대체로 유효하다하

겠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Ⅱ장에서는 신용비율이나 자산가격비

율, 혹은 투자비율 등 개별지표들의 추이와 금융불균형의 식별문제에 대해 살

펴본다. Ⅲ장에서는 신용과 자산가격 그리고 투자간 누적적인 금융불균형이 

실물경기, 특히 기업의 도산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실증분석한다. 마지막

으로 Ⅳ장에서는 연구결과를 간략히 요약한다.

Ⅱ. “문제의 세 변수(Troublesome Three)”와 

금융불균형

  1980년 이래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통화금융환경상의 변화를 살펴보면  금

융시스템의 탄력성이 확대되고 자산시장의 역할과 변동성이 확대됨으로써 금

융불균형 혹은 금융변동(financial imbalances, financial cycles)의 문제가 큰 

관심을 끌게 되었다. 특히 금융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적정한 통화정책이 동반

되지 않는다면 통화신용, 자산가격, 투자나 소비 지표 등 각 변수들이 누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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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대 또는 축소되고 경기확대와 침체가 반복됨으로써 정책당국의 안정화

정책을 무효화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금융불균형은 종종 북구 유럽,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중남미 개도국과 90년대 후반에는 아시아 개도국의 경

우에도 실물부문에 있어서 기업의 도산과 심각한 금융위기를 초래하였던 것으

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급속한 신용확대, 혹은 급속한 자산가격 상승, 또

는 급격히 증가하는 투자 등에 대한 지표개발을 통해 금융불안이나 위기를 식

별해 보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다.(Kaminsky et al. (1999), 백웅기(2002), 

Borio &Lowe(2002), Borio et al.(2004))

  이와 관련하여 금융불균형을 식별하는 데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는 거시금

융변수들을 GDP로 정규화(normalize)하여 신용비율(GDP대비 총신용과 가계

신용), 자산가격비율 (GDP대비 지가와 주가), 투자비율 (GDP대비 건설투자 

및 총투자) 등 개별지표들의 추이를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개별거시금융지표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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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신용은 우리나라와 같은 은행중심적 구조하에서 통화정책의 가장 중요

한 전달과정으로 간주되어 왔다. 신용확대가 단기간 급속히 일어나는 경우 부

실채권이 발생하여 금융불균형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은행대출

추세를 살펴보면 1980년 이래 완만히 증가하거나 정체상태를 답보해 오다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외환위기이전

에는 GDP대비 약 1.6-1.7배에 불과하였던 은행대출이 외환위기이후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3년에는 약 3.5배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급속한 대출증

가는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문에 대한 급속한 신용의 증가에 의해 이뤄졌다. 이

에 따라 가계대출의 비중도 80년대 초 GDP대비 0.3배에서 외환위기 전후 0.6

수준으로 완만히 증가하다 이후 급증하여 2003년 말에는 1.4배 가까이 증가하

게 되었다. 따라서 가계부문의 부실을 통한 금융위기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전체적으로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자산시장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

대됨에 따라 자산가격의 변동성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도 더욱 확대되어 왔

다2). 이에 따라 자산가격변동을 통한 금융불균형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

와 관련하여 우선 우리나라의 주가(KOSPI 평균지수)변동추세를 살펴보면 

1980년대 후반기 3저 호황을 바탕으로 주가가 대폭상승하여 금융안정을 크게 

위협하였었으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대폭적인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이후 외

2) 예컨대 1980년초에는 1%미만이었던 GDP대비 주식시장시가비율이 1997년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2003년말 약 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동산자산의 경우1988년에는 서울지역 GRDP

의 약 102%에 불과하였던 아파트가치가 2002년에는 약 184%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김경환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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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 주식투자 자유화를 시작한 1992년과 외환위기 이후 경기회복에 따라 

1998년 하반기 주가가 일시 소폭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2004년 말 이후 상승세

를 탔다가 대체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의 

자산을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형태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보다 부

동산시장의 교란이 보다 중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가추이를 살펴보면 

지가는 1987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1990-1년 정점을 이룬 후 1998년 말까

지 지속적으로 완만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주가나 부동산가격의 

동향만을 고려해 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보다 1990년대 초반이 자산버블에 

의한 금융불균형 위험이 더 높은 기간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투자율을 살펴보면 80년대 말 급증한 이후 높은 비율을 유지해 

오던 총투자율이나 건설투자비율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급락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특히 국내대기업들은 수출호황 등으로 인해 사상최대의 이익을 누리

고 있지만 이를 국내에 투자하기보다는 중국 등 해외에 투자하거나 부채상환

에 사용하는 등 투자축소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리도 크게 하락하게 

되었으며 고용이나 가계소득의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소비지출이 하락하면

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한편 실물경기와 관련하여 어음부도율로 대표되는 기업의 도산율3)추이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2>에서 보듯이 90년초부터 외환위기까지 부도율이 급격

히 증가하는 추세(외환위기 직전 잠시 부도율이 낮아지지만 전반적으로 부도

율의 급격한 상승하는 추세)가 나타나 1990년초 이후 97년 전후기간이 경제적 

위기기간임을 시사하고 있다.

  결국 이들 개별 지표와 도산율의 추이를 종합하면 도산율을 포함하여 신용, 

자산가격, 투자에 대한 모든 비율이 관측기간동안 큰 폭의 변동, 혹은 불균형

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4). 그러나 투자율 지표를 제외한다면 신용

이나 자산 등 개별 금융지표는 대체로 1990년초 이후 97년 전후의 기간을 위기

3)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들어 어음거래가 크게 위축되면서 어음부도율이 기업의 도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고 있으나 도산율에 대한 분기별시계열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현재까지는 어음부도

율이 도산율의 유일한 대용변수라 할 수 있다.

4) 이들 각 지표들의 분모가 모두 국내총생산으로 표준화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이는 분자를 구성하

고 있는 신용, 지가, 투자등 각 개별변수가 국내총생산과 안정적인 어떠한 관계도 구성하고 있지 

못함을 시사한다. 이는 다음 절의 공적분검정에서 각 변수가 개별적으로 국내총생산, 도산율과 

공적분관계를 갖지 못하는 것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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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어음부도율의 추이

로 식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개별지표가 어느 일정한 값 

이상으로 급상승하는 것을 금융불균형이나 위기라고 보면 신용비율지표의 경

우 오히려 1997년 외환위기 이후가 금융불균형이 발생하는 기간으로 예측된

다. 반면 주가나 부동산가격과 같은 자산가격으로 보았을 때는 1980년대 말

-1990년 초 이른바 3저 호황기가 금융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웅기

(2002) 참조). 한편 투자율의 경우 1990년대 초 급상승한 후 외환위기직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 1990-97년 기간동안 급증하는 도산율을 어느 정도 설

명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1980년대 초의 높은 도산율은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

서 개별 지표의 추세를 가지고 도산율이나 실물경기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려

는 시도는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변수간 상호상승작용5)에 의해 금융불

균형 혹은 금융변동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증폭(누적)과정이 

없으면 실물 혹은 금융부문에 대한 외부 충격은 곧바로 그 영향이 소실되어 버

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결제은행에서 출간되는 많은 연구, 특히 Borio and Lowe 

(2002)와 Lowe (2001)는 최근의 금융위기 경험에 기초하여 총신용, 자산가격, 

건설투자가 동시에 급격히 증가한다면 이들 “문제의 세 변수”에 의한 공통적 

움직임이 개별지표의 움직임에 비해 금융변동이나 위기의 가능성을 훨씬 잘 

5) 이에 관해서는 Fisher(1933)의 선구자적 부채디플레(debt-deflation)이론으로부터 최근 Bernanke 

et al. (1999) 등의 이론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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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예컨대 Borio & Lowe (2002)는 신호접근법을 

통해 신용확대, 자산가격상승, 투자확대의 결합된 움직임, 특히 신용확대와 자

산가격상승의 결합된 움직임 (joint path)이 은행위기를 식별하는 데 보다 효과

적임을 보였다. 그들에 따르면 “실제적 관점에서 여러 금융변수간 존재하는 상

호작용이 중요하다. 급속한 신용확대는 그 자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위협

이 되지 못한다. 이는 자산가격의 급등이나 투자급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사건들의 조합, 특히, 신용급증, 자산가격급등 그

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급증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이 문제가 된다. 그러

므로 정책당국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어진 자산가격의 버블이 존재하는

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의 어떠한 사건조

합이 금융시스템의 위기가능성을 높이는가 하는 것이다.(p. 11)”

  한편 Hansen (2003)은 북구 4개국(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의 경우

를 중심으로 이들 지표로 대변되는 금융불균형이 기업도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특히 Borio and Lowe의 이른바 “문제의 세 변수"중에서 민간

부문에 대한 신용공급, 부동산가격, 그리고 건설투자를 설명변수로 하여 이들 

변수의 결합된 움직임이 장기적 추세에서 멀어지는 경우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는 가설을 공적분분석(Cointegration methods)을 통해 분석하고

자 하였다. 그에 따르면 덴마크를 제외한 북구 4개국의 경우 이들 변수가 동시에 

확대된다면 금융불균형이 발생하고 기업도산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들 연구에 따르면 금융불균형은 개별적인 금융 및 거시지표로 측정

되기 어렵고 측정되더라도 위기상황을 예측하는 데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들 

지표들의 공통적인 움직임을 통해 파악되어야 한다. 다음 절에서는 우리나라

의 자료를 이용하여 금융 및 실물부분에서 총신용, 지가, (건설)투자 등 즉 이

른바 “문제의 세 변수”로 이루어진 금융불균형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존재한다

면 금융위기를 설명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Hansen의 연구결

과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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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금융불균형과 도산율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금융불균형이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과 실증분석과 관련하여 현재까지는 

검정할 수 있는 이론적 모델이 거의 개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가장 흔한 

방법이 VAR를 이용하는 것6)이나 이는 VAR에 사용되는 각 변수가 안정적이

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북구 4

개국에 대해 실증분석을 한 Hansen의 Johansen의 공적분방법을 사용하여 이

른바 “문제의 세 변수”로 대변되는 금융불균형이 도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의 자료를 이용하여 

신용, 자산가격, 건설투자와 GDP간 장기균형관계가 존재하는 가를 공적분 분

석을 통해 살펴본 후 공적분관계가 존재한다면 장기균형의 이탈이 부도율에 

미치는 영향을 벡터오차수정(VEC)모형을 통해 추정해 보고자 한다.

1. 모 델

  우선 Johansen의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 변수그룹 yt가 

불안정한 시계열그룹이라면 다음과 같은 p-차의 벡터자기회귀(VAR)모형을 

고려할 수 있다.

( )1 1 1 y A y A y Bxt t p t p t t= + ⋅⋅⋅+ + +− − ε

  단 yt는 I(1) 시계열 벡터변수, xt 는 외생변수벡타, εt 는 평균이 0이고 주어

진 분산을 갖는 잔차로 다변수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된다. 

  위식을 차분하면 다음과 같은 벡터오차수정형태로 쓸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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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에 관해서는 Kang(2004)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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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식에서 공적분 관계의 검정은 계수행렬 Π의 위수(rank)에 달려 있다. 지

금 계수행렬 Π 가 r개의 위수를 가진다고 하면 Π=αβ'으로 쓸 수 있다. 단 여기

서 α는 (nxr)개의 조정계수행렬이며(n은 내생변수의 수), β는 r개의 공적분벡

터로 구성된 행렬, 그리고 β'y는 장기균형으로부터의 이탈, 즉 금융불균형

(financial excesses)을 나타낸다.

  Hansen은 이러한 벡터오차수정모형에 기초하여 금융불균형이 도산율에 미

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다. 실증분석은 2단계로 이뤄진다. 우선 첫 단계는 위

의 모형을 이용하여 우선 국내총생산, 부도율, 은행부문 총신용, 지가, 건설투

자, 총 5개 변수의 로그값에 대해 장기적 관계, 즉 공적분관계가 존재하는 지 

(그리고 존재한다면 몇 개인지)를 검정한다. 두 번째는 존재하는 공적분관계로

부터 금융불균형에 대한 제약식을 검정하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 국내총생산

(GDP)에 대해 문제의 세 변수, 즉, 총신용, 지가, 건설투자 세 변수의 결합형태

에 대해 다음 2)식 혹은 2')식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고 가정한다.

(2) (CRΥ3/Y)(PLΥ4/Y)(ICΥ5/Y)=eK,

(2') (CR/Y)Υ3(PL/Y)Υ4(IC/Y)Υ5=eK,

  단 CR은 총신용, PL은 지가, IC는 건설투자, Y는 국내총생산, e는 자연로그

이며 K와 Υi, i=3, 4, 5는 상수이다.

  양변에 로그를 취하고 정리하면 장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3) lnY+β3lnCR+β4lnPL+β5lnIC+k=μt

  단 βi=-Υi/3, i=3, 4, 5 이고 k=K/3 이며 μt는 평균이 0인 오차항임

(3') lnY+β3lnCR+β4lnPL+β5lnIC+k=μt 이며 β3+β4+β5=-1

  단 βi=-Υi/(Υ3+Υ4+Υ5), i=3, 4, 5 이고 k=K/(Υ3+Υ4+Υ5)이며 μt는 평균이 0인 오차

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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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 식에서 계수 β는 각 금융 및 거시변수들의 소득탄력성을 나타내며 지금 

(β1, β2, β3, β4, β5)를 계수로 하는 공적분벡터가 존재한다면 1)식은 β1=1로 정규

화하고 β2=0로 하는 약제약식을 검정하는 가설에 해당하고 2)식은 1)식에 β3+β4 

+β5=-1라는 추가적 제약이 있는 강제약식을 검정하는 가설에 해당한다. 한편 

총신용, 지가, 건설투자 등 “문제의 세 변수”간에 위의 3)식과 3')식에서와 같이 

공적분관계가 존재한다면 금융불균형이란 이들 변수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비

율이 주어진 임계치 이상의 값을 가지는 경우로 정의할 수 있다. 즉 μt가 음수

이고 그 값이 충분히 작은 경우(혹은 -μt가 양수이고 그 값이 충분히 큰 경우) 

금융불균형이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동일한 방법으로 “문제의 세 변수”중 임

의의 두변수 (즉 신용과 지가, 신용과 건설투자, 지가와 건설투자)와 임의의 한 

변수 (즉 신용, 지가, 건설투자)에 대해서도 위의 식 3) 혹은 3')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검정해야 할 공적분관계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검정할 가설

가설 내생변수 추정식의 종류 공적분벡터계수

(A) 3변수 전

체가 공적분

관계에 포함

lnY, lnDT, lnCR, lnPL 

lnIC

약제약식

강제약식

(1, 0, β3, β4, β5)

(1, 0, β3, β4, β5) 단 β3+β4+β5=-1

(B) 2변수만 

공적분관계에 

포함됨

lnY, lnDT, lnCR, lnPL

lnY, lnDT, lnCR, lnIC

lnY, lnDT, lnPL, lnIC

약제약식

강제약식

약제약식

강제약식

약제약식

강제약식

(1, 0, β3, β4)

(1, 0, β3, β4), 단, β3+β4=-1

(1, 0, β3, β5)

(1, 0, β3, β5), 단 β3+β5=-1

(1, 0, β4, β5)

(1, 0, β4, β5), 단, β4+β5=-1

(C) 한 변수만 

공적분관계에 

포함됨

lnY, lnDT, lnCR

lnY, lnDT, lnPL

lnY, lnDT, lnIC

약제약식

강제약식

약제약식

강제약식

약제약식

강제약식

(1, 0, β3)

(1, 0, β3), 단 β3=-1

(1, 0, β4)

(1, 0, β4), 단 β4=-1

(1, 0, β5)

(1, 0, β5), 단 β5=-1

2. 추정결과

  본 모델의 추정에 앞서 사용된 데이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총생산

(Y), 부도율(DT), 은행부문 총신용(CR), 지가(PL), 건설투자(IC)는 지가를 제

외하고는 모두 한국은행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으며 국내총생산과 건설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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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모두 불변가치기준(1995년기준)으로 표시되었다. 부도율은 부도어음 장

수기준이며 총신용과 지가는 모두 소비자물가지수(1995년 기준)로 디플레되었

다. 분기별지가는 건설부 자료로부터 얻어졌다. 본 모델과 관련하여 보다 적합

한 변수로서는 주택매매가격이라고 판단되나 이 자료는 1986년부터 편제되었

기 때문에 대용변수로서 전국지가가 사용되었다7). 한편 본 모델에서 사용된 

자료는 1981년 1분기에서 2003년 4분기까지 총 92개의 분기별자료이며 수량변

수인 국내총생산이나 건설투자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

에 모두 시계열조정된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변수들은 

모두 로그로 표시되었다.

  추정과 관련하여 우선 변수들의 안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단위근 검정8)을 시

도하여 보았다. 그 결과 모든 변수들은 단위근을 갖는 불안정한 시계열 I(1)으

로 나타나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사용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 충족되었다. 한편 

모형의 추정을 위한 시차는 3개로 선택하였다9). 공적분관계에 대한 추정의 결

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우선 총신용, 지가, 건설경기 3변수가 모두 공적분관계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한 개의 공적분벡터 (트레이스(Trace)검정이나 최대특성근(Max-eigen) 검정 

모두 5%의 오차범위내에서 유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두 변수와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공적분벡터가 한개도 없거나, 또한 약한 공적분관계10)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신용, 지가, 건설경기 중 한 변수만 공적분관계에 포

함되는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도 공적분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나 <그림 1>에 살펴보았듯이 개별변수의 장기적 추세이탈은 도산율에 영향

을 못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7) 또한 실제로 주택가격을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도 지가를 사용하여 얻은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8) ADF검정을 시도한 결과 모든 변수에 대해 I(1)임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부록 1참조

 9) 통상적으로 시차 선택을 위해서는 Akaike정보기준(AIC)이나 Schwarz정보기준(SC)이 사용된다. 

본 모형의 경우 SC에 의한 최적시차는 1로 나타난다(AIC에 의한 최적시차는 6). 그러나 

Johansen방법의 경우 최우(ML)추정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VAR의 잔차항이 독립적인 정규분포

를 따를 수 있도록 시차가 선택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시차를 지나치게 짧게 하는 것은 적

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실제 북구 4개국에 대한 실증분석을 한 Hansen의 경우에도 정보

기준에 의한 최적 시차는 1이었으나 2 혹은 3의 시차를 선택하였고 본 논문도 이러한 기준하에 

시차를 3개로 선택하였다.

10) Trace test에서는 공적분관계가 하나도 없다는 가설을 기각할 수 없으나 최대특성근 검정에 의

한 경우에 의하면 5%의 오차범위내에서 공적분 관계가 1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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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공적분 검정결과

내생변수
공적분

벡터의 갯수

Trace통계량 Max-Eigen통계량

실제값 5% 임계치 실제값 5% 임계치

(A) 3변수가 

모두 포함되

는 경우

lnY, lnDT, lnCR, 

lnPL lnIC

0

1

2

3

4

 75.71*

39.15

13.90

 5.49

 1.51

68.52

47.21

29.68

15.41

 3.76

 36.56*

25.24

 8.41

 3.97

 1.51

33.46

27.07

20.97

14.07

 3.76

(B) 2변수가 

포함되는 경

우

lnY, lnDT, lnCR, 

lnPL

lnY, lnDT, lnCR, 

lnIC

lnY, lnDT, lnPL, 

lnIC

0

1

2

3

0

1

2

3

0

1

2

3

44.47

17.06

 6.63

 0.54

43.39

15.40

 7.40

 0.62

47.16

17.42

 8.96

 3.12

47.21

29.68

15.41

 3.76

47.21

29.68

15.41

 3.76

47.21

29.68

15.41

 3.76

 27.40*

10.42

 6.08

 0.54

 27.99*

 7.99

 6.78

 0.62

 29.73*

 8.47

 5.83

 3.13

27.07

20.97

14.07

 3.76

27.07

20.97

14.07

 3.76

27.07

20.97

14.07

 3.76

(C) 1변수만 

포함되는 경

우

lnY, lnDT, lnCR,

lnY, lnDT, lnPL,

lnY, lnDT, lnIC,

0

1

2

0

1

2

0

1

2

12.25

 5.01

 0.16

21.56

11.25

 1.98

20.62

 8.82

 1.57

29.68

15.41

 3.76

29.68

15.41

 3.76

29.68

15.41

 3.76

 7.25

 4.86

 0.16

10.30

 9.27

 1.98

11.81

 7.25

 1.57

20.97

14.07

 3.76

20.97

14.07

 3.76

20.97

14.07

 3.76

 주: *는 5%에서 유의함을 의미

  결국 신용, 지가, 건설투자 3변수가 모두 포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1개의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고 동 관계는 벡터오차수정모형을 통해 부도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동 변수들의 공통적 움직임은 정책당국이 주의

를 기울여야 하는 즉, 문제가 되는(Troublesome) 관계이다. 구체적으로 이들 3 

변수에 의해 대변되는 금융불균형이 개별적으로 또는 공통적으로 도산율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3) 또는 3')식과 같은 제약식하에서 공적분 변수들

에 대한 추청치와 t값, 제약에 대한 검정결과, 조정계수의 크기 등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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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공적분벡타의 계수와 제약식

(“문제의 세 변수”가 공적분관계에 모두 포함되었을 경우)

추정식의 종류
공적분벡터계수와 상수항

β1, β2,     β3,      β4,      β5        k

제약에 대한 

LR테스트 

(λ값과 p값)

조정계수

α

약제약식

강제약식

1,   0,    -0.40,     0.03,    -0.45     -2.44

         (-10.12)   (0.56)   (-6.02)

1,   0,    -0.41     -0.18    -0.41     -1.75

         (-5.36)   (-2.43)   (-2.95)

λ=0.16

p=0.69

λ=6.76

p=0.03

-1.13

(-3.10)

-0.57

(-2.93)

  우선 신용, 지가, 건설투자의 세 변수가 공적분관계에서 포함되는 경우 β2=0

이라는 약제약은 기각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β3+β4+β5=-1라는 제약

을 추가한 강제약식의 경우 p값이 매우 낮아져 일견 동 제약을 기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Hansen(2003)이 지적하였듯이 자료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나아가 동 기간동안 외환위기 등의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

려한다면 전반적으로 p값이 0.01이상인 경우 제약식이 유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약식도 기각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각의 경우 

공적분 계수 β의 크기를 살펴보면 약제약식의 경우 신용의 소득탄력성 β3와 건

설투자의 소득탄력성 β5의 계수는 기대한 바와 같이 모두 부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양 계수의 크

기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지가가 소득에 미치는 탄력성을 나

타내는 β4는 양의 기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 위의 가설 1과 상충되나 계수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강제약식의 경우는 세 변수 모두가 유의하

고 부의 계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 변수들간 누적된 불균형이 

도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조정계수 α의 부호와 유의도를 조사하면 

어느 경우에도 도산율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Borio와 Lowe의 이른바 “문제의 세 변수”가설은 적용 

가능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정책당국이 금융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면 개별변수의 움직임보다는 금융 및 거시변수의 집단적 

움직임에 유의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 <표 4>에서 보듯이 

Hansen이 분석한 북구 4개국의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보다도 양호한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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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북구 4개국에 대한 공적분벡타의 계수와 제약식

국가
추정식의

종류

공적분벡터계수

β1,  β2,     β3,      β4,        β5

제약에 대한

LR-test

(p값)

귀무가설

Ho:α=0에

대한 p값1

스웨덴

약제약식

강제약식

1,    0,    -2.42,     3.68,      0.70

          (-5.15)   (4.31)     (3.71)

1,    0,     0.52     -1.50     -0.02

           (3.06)   (-7.74)    (-0.27)

p=0.63

p=0.40
p=0.00

노르웨이

약제약식

강제약식

1,    0,    -0.17,     -0.79,     0.46

          (-3.31)   (-5.90)    (1.96)

1,    0,    -0.06     -1.05      0.11

          (-0.91)   (-5.65)    (0.60)

p=0.14

p=0.18
p=0.00

핀란드

약제약식

강제약식

1,    0,     0.95,     -2.45,     1.37

           (6.75)    (-9.65)   (4.23)

1,    0,    -0.41     -0.18     -0.41

          (-5.36)    (-2.43)   (-2.95)

p=0.19

p=0.03
p=0.02

덴마크

약제약식

강제약식

1,    0,    -0.09,     -0.51,     0.29

          (-4.24)   (-13.89)   (14.52)

1,    0,   -0.09      -0.88     -0.03

         (-1.16)    (-7.13)   (-0.45)

p=0.26

p=0.00
p=0.15

  주1: 귀무가설에 대한 p값은 β5=0이라는 추가제약하에 얻어진 것임

 자료: Hansen(2003)

  우선 북구 4개국의 경우 덴마크를 제외할 경우 대체로 “문제의 세변수”가 

GDP에 대해 공적분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

우와는 달리 북구 4개국의 경우 일부 공적분벡터의 계수부호가 가설과 반대로 

나타나 Hansen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해석상의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건설투자의 경우 계수(β5)가 반대로 나타나거나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투자는 II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개

별지표로서나 “문제의 세변수”중의 하나로서 도산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

수로 나타나 북구의 경험과 크게 대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Hansen은 북구의 

경우 “문제의 세변수”에서 건설투자를 제외하고 신용과 지가변수만을 금융불

균형에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조정계수의 설명력과 관련해서도 덴마크를 제

외하고는 p값이 매우 낮게 나타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모두 장기적인 금융

불균형관계가 도산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 <그림 3>과 <그림 4>는 우리나라에 있어 3변수가 포함된 공적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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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도산율증가율간 관계를 보여준다. <그림 3>은 약제약식을 가정하였을 경

우의 공적분 관계(-μt로 표시)이고 <도 4>는 강제약식하에서의 공적분 관계(-μt

로 표시)를 나타낸다. 이미 <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산율의 경우 1990

년대 초반부터 외환위기 전후사이에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는 데 동기간 동

안 공적분관계도 부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신용, 지가, 건설투자를 결

합한 금융불균형이 개별 지표보다는 대체로 위기를 잘 식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           도산율증가율과 공적분관계(약제약식)

<그림 4>           도산율증가율과 공적분관계(강제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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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모형설정의 적합성과 관련하여 잔차벡터의 자기상관성, 정규성

(normality),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 등을 조사해 보면 자기상관과 이분

산이 없다는 가설은 기각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Jarque-Berta검

정통계량은 높게 나타나 비정규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록 Ⅱ 참조). 

그러나 이는 왜도(skewness)보다는 첨도(Kurtosis)에 의해 영향을 받은 바에 

기인하며 특히 국내총생산변수의 잔차가 높은 첨도를 나타낸 데 기인한다.11) 

따라서 공적분 모형을 사용하는 데 큰 장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12).

3. 모델의 응용

  지금까지는 세 변수만 고려하였다. 그러나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임의의 두 

변수만 고려되는 경우(신용과 지가, 신용과 건설투자, 지가와 건설투자)에도 

미약하게나마 하나의 공적분 관계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동 관계가 부도율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 두변수의 경우 하나의 공적분관계

가 존재한다고 하면 다음 표에서 보듯이 대체로 세변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약제약식과 강제약식이 대체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Hansen이 “문제

의 두변수”로서 언급한 신용변수와 지가변수의 경우는 물론 또한 신용과 건설

투자변수의 경우 모두 β의 부호들도 모두 음수이고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가와 건설투자가 공적분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지가가 양으로 나타나 

가설과는 상충되는 결과가 얻어졌다. 마지막으로 조정계수인 α의 경우도 세변

수가 국민소득과 공적분을 이루는 경우와 동일하게 95%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두변수와 국민소득간의 공적분관계도 도산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금융안정과 관련해서 최

소한 두 변수(특히 신용과 지가 혹은 신용과 건설투자)의 상호작용에 유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11) 예컨대 국내총생산, 도산율, 신용, 지가 및 건설투자 등 각 변수의 잔차항에 대한 첨도값을 살

펴보면 약제약식의 경우 8.80, 4.62, 4.23, 4.82, 3.22으로 나타나고, 강제약식의 경우 8.65, 4.70, 

4.28, 5.94, 3.43으로 나타나 어느 경우나 국내총생산의 첨도가 특별히 크게 나타난다.

12) 실제로 Johansen & Juselius (1990)의 핀란드에 대한 화폐수요의 공적분검정에서도 정규성검정

은 모든 내생변수에 대해 만족되지 않았으며 전술한 Hansen에서도 노르웨이와 덴마크 두나라

의 경우 정규성이 만족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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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공적분벡타의 계수와 제약식

(“문제의 세변수”중 2개만 공적분관계에 모두 포함되었을 경우)

내생변수
추정식의

종류

공적분벡터계수와 상수항

β1, β2,     β3,       β4,        β5      c

LR테스트

(λ값과 p값)

조정계수

α

lnY, lnDT,

lnCR, lnPL

lnY, lnDT,

lnCR, lnIC

lnY, lnDT

lnPL, lnIC

약제약식

강제약식

약제약식

강제약식

약제약식

강제약식

1  , 0,    -0.59,     -0.41             -2.58

         (-19.12)   (-5.71)

1,   0,    -0.58,     -0.42             -2.55

         (-18.78)  (-13.33)

1,   0,    -0.45               -0.36    -2.55

         (-15.26)             (-9.13)

1,   0,    -0.38,               -0.62    -0.89

         (-4.10)              (-6.77)

1,   0,               0.64      -1.43   -0.39

                    (3.68)    (-12.67)

1,   0,               0.51      -1.50    0.87

                    (3.29)    (-9.80)

λ=5.62

p=0.02

λ=5.63

p=0.06

λ=0.23

p=0.63

λ=9.59

p=0.01

λ=0.23

p=0.63

λ=9.93

p=0.01

-0.48

(-2.23)

-0.47

(-2.24)

-1.26

(-3.31)

-0.50

(-3.52)

-0.23

(-2.04)

-0.19

(-2.27)

  한편 지금까지 Hansen의 연구를 준용하여 “문제의 세 변수”로서 총신용, 지

가, 건설투자라는 변수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자산가격으로서 지가대신 주가를 

사용할 수도 있고 건설투자대신 총투자를 사용하여 공적분관계를 검증할 수도 

있다.

  우선 건설투자대신 총투자를 사용하는 경우 Trace 검정에 의하면 5%의 유

의수준에서 1개의 공적분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최대특성근 검정

(Max-eigen test)의 경우는 5%의 오차범위내에서 공적분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지가대신 주식가격을 사용하여 공적분 검정을 하면 Trace 검

정에서는 5%내에서 2개, 1% 유의수준에서 1개의 공적분벡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며 최대특성근 검정에 의하면 5%유의수준에서 1개의 공적분관계를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소 1개의 공적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어쨌든 “문제의 세 변수”로서 건설투자대신 총투자를 사용한 경우와 지

가대신 주식가격을 사용한 경우 모두 1개의 공적분관계가 있다고 하면 다음 

표는 각각의 경우에 대한 공적분벡터계수와 제약식검정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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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총투자 및 주가가 사용되는 경우 공적분벡터와 계수

추정식의

종류

공적분벡터계수와 상수항

β1,  β2,    β3,       β4,      β5         k

LR테스트 

(λ값과 p값)

조정계수

α

총투자가

사용되는

경우

약제약식

강제약식

1,   0,   -0.38,    -0.05,    -0.39     -2.64

         (-7.84)   (-0.76)  (-4.97)

1,   0,   -0.43,    -0.29,    -0.28     -2.13

         (-4.87)   (-4.74)  (-2.01)

λ=2.68

p=0.10

λ=5.00

p=0.08

-1.29

(-3.18)

-0.57

(-2.75)

주가가

사용되는

경우

약제약식

강제약식

1,   0,   -0.26,     0.24,    -0.97     -0.44

         (-2.84)   (3.55)   (-6.16)

1,   0,   -0.26     0.24     -0.98     -0.38

         (-2.96)   (3.58)   (-7.81)

λ=1.88

p=0.17

λ=1.88

p=0.39

-0.38

(-3.44)

-0.37

(-3.43)

  총투자가 사용되는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약제약식이나 강제약식 모두 유의

하고 공적분관계도 부도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가 

사용되는 경우도 약제약식이나 강제약식 모두 유의하고 부도율에도 유의한 효

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이 경우 지가를 사용한 경우와는 반대로 

공적분관계내에서 주가가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총생산대비 주

가가 높을수록 부도율에 낮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주가와 

부동산가격이 동반상승 또는 하락하는 많은 선진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

의 경우 무엇보다도 주식시장이 부동산시장과 독립적으로 급변동해 온 데 기

인하지 않나 생각된다.13)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사용된 변수의 종류에 무관하게 총신용비율이나 자산

가격비율, 혹은 투자비율과 같은 개별지표가 아니라 이들간 상호상승작용하는 

복합적 관계를 통해 금융불균형이나 위기가 보다 잘 예측될 수 있다고 하는 가

설은 대체로 유효하다하겠다.14)

V. 요약 및 결론

  1980년 이래 국내외적으로 발생한 통화금융환경상의 큰 변화를 살펴본다면 

13)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나라는 물론 일본이나 일부 북구권 국가의 경우 주가와 부동산가

격이 대체로 같은 추세로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IMF, World 

Economic Outook (2000), p. 101, Borio and Lowe (2002) 참조)

14) 총투자를 사용한 경우와 주가를 사용한 경우 각각의 공적분관계와 도산율증가율은 부록 2와 3 참조



공적분방법을 통한 금융불균형과 도산율의 관계분석 　173

자산시장의 역할과 변동성이 확대되고 금융시스템의 탄력성이 증가함으로써 

금융불안정성의 문제가 큰 관심을 끌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상황하에서 한 부

문에서 부정적 충격이 발생한다면 통화신용, 자산가격, 투자나 소비 지표 등 

변수들이 누적적으로 확대 또는 축소되고 경기확대와 침체가 반복됨으로써 통

화당국의 안정화정책을 저해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최근의 금융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금융불균형이 기업도산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Borio and Lowe (2002)의 이른

바 “문제의 세 변수”가설을 북구라파 4개국에 대해 검정한 Hansen(2003)을 따

라 우리나라에서도 동 가설이 성립하는가를 검정하였다. 본 연구에 따르면 북

구라파 4개국(덴마크제외)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총신용비율, 자

산가격비율, 투자비율과 같은 개별지표가 아니라 이들 세변수가 결합되어 측

정된 금융불균형이 존재하며 이러한 금융불균형은 경기, 특히 기업도산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산시장의 급팽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불균형과 관련하여 통화

당국의 역할을 살펴보면 통화안정과 금융안정간 단기적으로 상충가능성이 있

을 수 있기 때문에 통화당국은 금융불균형 발생에 대해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Crockett(2003), Borio et al. (2003), Aglietta(2004)). 물론 그 개입방법과 

관련해서 자산가격 상승이 인플레압력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한해서 간접적, 

선별적으로 자산가격의 움직임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의견

(Bernanke 등 미국 연준을 중심으로 한 일군의 학자들)도 존재한다 (한국은행 

(2003)). 그러나 과거 일본이나 북구라파 몇몇 국가에서 발생했던 바와 같이 급

격한 자산인플레가 신용 및 통화확대를 동반하는 것은 물론 급격한 소비 및 투

자증가 등과 연계되어 상호상승작용(mutually reinforcing)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난다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통화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 경우 시스템전체로서의 위기가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신용, 자산, 투자 등 여러 거시금융변수들이 공통적인 움직임에 기초하여 

금융불균형을 식별하려는 시도는 사전적인 정보변수로서의 한계에도 불구하

고 통화당국의 입장에서 중요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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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ADF 단위근 검정결과1

변수명2)/t값 수준변수 1차차분변수

ln Y

ln DT

ln CR

ln PL

ln PS

ln IC

ln TC

-2.41

-1.80

-0.64

-2.09

-1.90

-2.50

-2.68

-8.09*

-7.09*

-7.21*

-3.95*

-9.64*

-4.84*

-6.92*

 주1: 유의수준 5%에서 검정통계량의 t값은 -2.89이고 1%에서의 검정통계량 값은 -3.50이며 ADF

검정시 시차는 Schwartz정보기준에 의해 결정하였음.

 주2: LnY는 국내총생산, LnDT는 부도율, LnCR은 은행부문 총신용, LnPL은 지가, LnPS는 주가지

수, LnIC는 건설투자, LnTC는 총투자의 로그를 의미함. 

<부록 2>   VECM모형의 적합도 검정

자기상관 검정 (p 값) 정규성 검정 (p 값)
이분산성 

검정(p값)

시차 1 시차 2 시차 3 왜도 첨도
Jargue-

Bera

약제약식 0.04 0.15 0.67 0.07 0.00 0.00 0.08

강제약식 0.01 0.14 0.78 0.01 0.00 0.00 0.15

 주1: 주어진 시차(lag)에서 상관관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에 대한 LM test

 주2: Cholesky 직교화를 통한 정규성검정

 주3: 교차항이 없는 경우의 White heteroskedasticit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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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총투자가 사용되는 경우 도산율증가율과 공적분관계

(약제약식(그림 1)과 강제약식(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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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주가가 사용되는 경우 도산율증가율과 공적분관계

(약제약식(그림 1)과 강제약식(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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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tegration Analysis of Financial 

Imbalances and Bankruptcies

WooSik Moon, YoungRok Cheong

  Reflecting the recent worldwide interests in the excessive expansion of 

credit and the consequent financial instability,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imbalances and bankruptcy rates in Korea and 

compares it with Hansen's results for 4 Nordic countries. To this end, this 

paper uses the cointegration analysis and tests the so-called "troublesome 

three" hypothesis of Borio and Lowe according to which financial imbalances 

are created by the joint movement of three variables - credit, asset prices and 

construction investment relative to GDP -, rather than by their individual 

paths.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show that in the case of Korea there 

exists one financial imbalance with the troublesome three variables being all 

significant. Moreover it has high predictive power for bankruptcy rate. Thus 

Korean case strongly support the troublesome three hypothesis. In Nordic 

countries, however, only credit and asset price variables turn out significant 

among the troublesome three variables, though financial imbalances exist.

  JEL Classification Number : E31, E4

  Key Words : financial imbalances, bankruptcies, troublesome three variables, credit,

  Key Words : asset prices,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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