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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6~2014년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의
수출중단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생존분석 기법인 Complementary
Log-Log 모형을 통해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기업의 수출중단 가능성에 기업 및 산업 특성과
거시경제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기업 특성인 고용규모, 자본집약
도, 무형자산 소유여부, 외국인 소유여부와 산업 특성인 신규기업의 고용대체율 등이 수출중
단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거시변수 중 세계수요 증가, 국내수요 감소가 수출기업
의 수출중단 가능성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반면, 환율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
정되었다. 또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금융시장 자금조달여건이 불리해짐에 따라 수출기업
의 수출중단 가능성이 커지며,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이 이러한 금융여건의 영향을 더욱 크
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출 주력산업인 경우 생산성이 높을수록 수출기업의 수출
중단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기업 및 산업 특성과 거시 실물
변수 및 금융여건이 수출중단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수출 주
력산업 내 기업들의 생산성 제고와 기업의 재무건전성 향상이 수출기업들의 수출중단 가능
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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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수출이 깊은 관련을 맺어왔다. 내
수시장이 상대적으로 좁은 상황에서 많은 국내 제조업 기업들은 수출을 통해 시
장을 확장함으로써 생존전략을 마련하고 성장을 도모한다. 또한, 세계시장에 진
출하고 다른 나라 기업들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생산성이 제고되는 효과를 얻기
도 한다.
이러한 기업의 수출은 개별 기업의 생존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성장에도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수출의존도가 높고 총수출 중 재
화 수출의 비중이 매우 높은 특성을 나타낸다. <Figure 1>과 같이 우리나라
GDP 대비 재화 및 서비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2018년 기간 동안 평
균 41%로 2012년에 최고점인 54%를 기록한 이후 2018년 41%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체 수출의 약 87%가 재화 수출로 이루어지고 있다1). 또한, 2000년대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 측면에서도 수출의 기여도가 소비 및 투자의 기여도
보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을 제외하고 2013년까지 가장 높게 유지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수출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
히, 정부의 수출지원 정책은 대부분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역량으로도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잠재력이 있는 경우에도 수출시장 진입이 쉽지 않
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진입에 효과적인 역할을
<Figure 1>

Korea’s GDP and Exports

Korea’s GDP, exports, and export share

Source: Bank of Korea

Contributions to real GDP growth

Source: Bank of Korea

1) 2000~2018년 기간동안 재화 및 서비스 수출에서 재화의 비중이 평균 8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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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이나 금융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런데 기업의 수출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업들이 수출시장에 진입한 이후
수출을 꾸준히 지속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시장에 진입한 이후 수출기업
에서 내수기업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경우와 수출을 중단했다가 재개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2). 또한 수출비중이 작은 국내 기업들은 현재 수출을 하더
라도 바로 다음 해에 수출을 중단하게 되는 비중이 약 74%에 이르는 것으로 보
고된다3). 물론 개별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출을 지속하지 않는 것이 효율적인 선
택의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수출진입 지원정책의 효율성 개선의 측면
에서는 수출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지원하는 등을 통해 자원 낭비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즉, 기업의 수출시장 진입만을 무조건적으로
촉진하는 방향보다는 수출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Table 1>

Annual Changes in Value of Exports (unit: Won, Tril.)

Year

Changes in total
value of exports

Changes in total value
of exports of continuing
exporters(A)

Changes in total
value of exports of
exiting exporters(B)

2007

46.96

24.73

-4.43

2008

78.12

80.79

-16.71

2009

37.71

31.22

-9.51

2010

91.62

89.26

-13.36

2011

26.79

-0.66

-18.78

2012

-17.29

-19.74

-22.59

2013

-22.84

-48.76

-15.07

2014

-26.78

-20.13

-21.76

2015

-45.73

-55.57

-7.32

2016

-46.76

-46.24

-5.66

Source: Statistics Korea (Survey of Business Activities)
Note: Changes in total value of exports are sum of the changes in total value of exports of
continuing exporters(A), that of exiting exporters(B), and that of entering exporters.

2) 기업들의 무역 지속기간이 짧은 것은 미국을 비롯한 해외 국가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다(Besedes and Prusa, 2006a).
3) 허정(2019)에 따르면 2006~2015년 기업활동조사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기업 중 매출 대
비 수출액 비중이 20% 미만인 기업들 중 약 74%가 다음해 수출을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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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otal Manufacturing Exports and Export Continuing Duration of
New Exporters
Manufacturing exports:
Total value and its share relative to output

Note: Export share is a ratio of total exports
to total output in manufacturing
Source: Bank of Korea (Input-Output Tables)

Export continuing duration of new
exporters

Sourc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2015)

정책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출
기업이 수출을 중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는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에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4).
또한, 2012년 이후 글로벌 교역둔화와 맞물려 우리나라 수출증가도 둔화하는
한편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에서도 수출의 기여도가 크게 하락하여 소비 및 투
자의 기여도를 밑돌기 시작하였다. <Figure 2>와 같이 제조업 수출액 및 산출대
비 수출액 비중이 2012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였는데, 수출을 지속하는 기업의
수출액 감소(intensive margin)가 수출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기는 하나, 수출기업
의 수출중단으로 인한 수출액 감소분 또한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Table 1>을 보면 2012년과 2014년의 수출기업의 수출중단에 따른 수출액 감소
분은 수출을 지속한 기업의 수출액감소분보다도 크게 나타난다. 또한, 기업의 수
출이력을 살펴보면 기업의 수출중단(extensive margin)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5).

4) 정부가 수출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 수출을 지속할 가능성이 큰 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
거나, 수출지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파악해서 이러한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하는 등
에 있어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5) 통계청 기업활동조사에 따르면, 2006~2016년의 제조업 총수출액 증감 중 수출기업의 수출액 감소
(intensive margin)에 의한 부분이 수출중단 기업에 의한 감소(extensive margin)보다 크게 나타나지만,
해당 기간 동안 수출을 한 이력이 있는 기업 중 수출을 1번 이상 중단한 기업의 비중 또한 30% 이상
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102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26권 제4호 (2020.12)

또한 <Figure 2>의 신규 수출업체의 수출지속률을 보면 5년 이상 수출을 지
속하지 못하고 중단하는 업체가 7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기업의
수출시장 진출입 등 수출행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수출지원 정책에 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고찰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
라고 할 수 있다.
수출기업의 수출중단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이 대외환경의 변
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환경변화가 개별 기업에 미
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데에도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수출의존도는 더욱 높아졌으나, 금융위기
이후로는 세계 경제가 성장 둔화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수출도 일부 산업의 기간
별 경기호황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수출액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기업이 수출을 중단하는 경우 또한 적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수출에 부정적인 대외 여건 속에서 더욱 두드러진 영향
을 받게 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국내외 수출환경
변화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때 대외적인 여건의 변화가 수출기업
의 수출중단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기업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
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내 수출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수출중단 결정요인에 대한 분
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수출지원 정책
이 기업의 수출시장 진입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다루어 왔으며, 기업의 수출시장
진입 이후 수출중단이 발생하게 되는 요인 및 영향력에 관한 연구나 정책적 관
심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해외 선행연구의 경
우에는 기업의 수출 관련 의사결정이나 수출의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특히, 수
출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최근에는 수
출기업의 수출중단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에는 수출중단 관련 분석이 드물고 대부분 수출지속 기업과 수출중단 기업
의 특성을 단순 비교 분석하거나 일부 요인을 다루는 데에 그치고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중단 가
능성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기반
으로 하여 제조업 기업들의 수출 관련 변수, 경영성과 관련 변수를 비롯한 기업
특성 변수와 산업 특성 변수 및 거시경제 변수들을 포함하는 2006년~2014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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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생존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변수들이 수출기업의 수
출중단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수출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 및 환경변화에 따른 국내 수출의 파급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특히 국내 선행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거시변수가 수출기업의
수출중단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업의 수출진입 및 수출량 결정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환율, 국내외 수
요 등 거시적 요인의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나(Greenaway et al., 2012; Bernard
and Jensen, 2004a, 2004b; Campa, 2004; Bugamelli and Infante, 2003; 이홍식,
2012 등) 기업의 수출결정에 있어 거시요인의 영향이 중요함을 보여주었음에도
수출기업의 수출중단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국내 선행
연구에서도 기업 및 산업 특성의 영향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지만, 기업의 수출
결정에 기업 및 산업 이외에 세계수요, 국내수요, 시장금리, 환율 등 거시 실물
및 금융 변수의 영향력이 상당히 큰 점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
므로 기업 및 산업 특성 외에도 이러한 거시변수의 영향을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은 분석의 정확성과 정책적 시사점 측면에서 모두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분석결과, 기업수준 결정요인으로는 고용규모, 무형자산 소유여부, 외국인 소
유여부, 자본집약도 등의 기업 특성이 수출기업의 수출중단 가능성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산업수준 결정요인으로는 산업 내 기존기업 대비
신규기업의 고용비율인 고용대체율이 높을수록 수출중단 가능성이 유의하게 감
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시경제 변수의 영향을 추정한 결과로는, 세계수요
증가가 수출기업의 수출중단 가능성을 유의하게 감소시키고 내수의 증가는 수출
기업의 수출중단 가능성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실질실효
환율은 수출액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기존 연구결과와 다르게 수
출중단 가능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장금리의
상승은 금융시장 자금조달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수출기업의 수출중단 가능
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특성별 영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생산성이 수출중단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수출 주력산업일 경우에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수출 주력산업 내 기
업의 경우에는 생산성 향상이 수출중단 가능성을 감소시키지만, 여타 산업의 기
6) 본 연구를 위해 2016년까지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나 기업활동조사의 기업별 수출 데이터 집계과정에서
2014년까지는 설문조사 작성을 통해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진 반면 2015년부터는 행정자료 기반으로
집계되면서 2014년과 2015년 사이 기업의 수출액 자료의 시계열 연결성에 한계가 있어 본 분석은
2014년까지로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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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경우 영향력이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금리가 높을수록 수출
중단 가능성이 증가하는 영향은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국내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한 자금조달 부담 증가가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제Ⅲ장에
서는 데이터와 실증모형을 제시하여 실증분석 내용을 보여주며, 제Ⅳ장에서는
분석결과를 해석하고 제Ⅴ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Ⅱ. 선행연구
초기 수출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국가별 또는 산업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출
의 효과를 분석한 논문들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기업 수준 데
이터가 사용 가능해지면서 총수출을 기업의 수출 진출입에 의한 외연적 한계
(extensive margin)와 수출 지속기업의 수출량 변화에 의한 내연적 한계(intensive
margin)로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 이와 함께 기업의 수출 진출입과 지속 등 수
출동학에 대한 실증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Bernard and Jensen
(1995)7)을 기점으로 이러한 기업데이터를 활용한 실증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
고, 많은 연구에서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차이 및 기업의 수출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 및 실증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8),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수출시장에 진출한다는 기
업 이질성 무역모형이 제시되었다(Melitz, 2003). 즉, 수출시장에 진입하는 데 필
요한 고정매몰비용9)을 감당할 수 있는 생산성이 높은 기업만이 수출기업이 되고
7) 미국 제조업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 특성, 주변 수출기업의 전이효과(spillover effect), 진입비용 및 주정부의
수출지원 정책 등이 수출시장 진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기업 특성이나 진입비용은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주변 수출기업의 영향이나 정책적 지원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8) 수출기업이 내수기업보다 생산성이 높은 원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각의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기
업이질성 모형에서 가정하듯이 사전적으로 기업별 생산성이 이질적인 가운데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수출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연구(Melitz, 2003; Aw and Hwang, 1995; Bernard and Wagner,
1997; Bernard and Jensen, 1999; Wagner, 2007)와 기업이 수출을 하면서 학습(learning by exporting)을
통해 생산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Bernard and Jensen, 1999; De Loecker, 2007; 2013)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연구로는 Aw et al. (2000)이 한국과 대만의 미시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출 결정과 생
산성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여 대만의 경우 생산성이 수출 진출입의 유의한 결정요인인 반면 한국의 경
우 유의하지 않음을 보였다. 전현배 외 (2013)는 제조업 수출기업의 생산성이 내수기업에 비해 높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고, Hahn (2005)은 수출이 생산성을 높이는 학습효과(learning by exporting)
가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생산성에 대한 차이 외에도 일부 실증연구에서는 수출기업이 내수기
업에 비해 기업의 규모가 크고 자본집약도가 높은 것으로도 나타난다(Bernard and Wagner,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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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이 낮은 기업은 내수기업으로 남게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연구를 계기로 기업의 수출 진입과 생산성의 관계 및 수출 진입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는 매우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수출기업의 수출중단에 관한 연
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Nitsch, 2009). 또한 이에 대한 초기 연구들도 대부분
국가 및 산업수준 분석에 그쳤다. 처음으로 국제무역의 짧은 지속기간에 대해 주
목한 Besedes and Prusa (2006a)는 미국의 수입데이터를 기반으로 상대국의 산업
별 대미수출 지속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을 제시하였고, 생존기법을 통해 수출을
중단할 확률이 수출 지속기간이 길수록 낮아짐을 보였다. 그 외에도 수출 지속확
률은 제품 차별화(Besedes and Prusa, 2006b), 거리 및 경제규모 등 교역상대국의
특성과 대체탄력성 등 수출품 특성(Nitsch, 2009)에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도 제
시되었다. Obashi (2010)는 동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기계부품 교역의 경우 환
율변동에 민감하지 않게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반면, 완제품 교역의 경우 환율이
나 무역비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후 기업수준 데이터를 이용한 수출중단 확률에 대한 실증연구가 진행되었으
나, 기업 및 산업 특성을 중심으로 한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10).

Carmen et al.

(2015)은 임의효과(Random-Effects Probit) 모형을 기반으로 스페인 기업데이터를
분석하여 규모가 작은 기업이 수입 및 수출을 모두 하는 경우 해외시장의 불확실성
에 대응하고 수출을 지속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Gӧrg and
Spaliara (2013)는 영국 기업데이터를 분석하여 기업의 재무여건 악화가 금융위기
기간 중 기업의 수출중단 위험을 증가시킴을 보였다. Franco and Gelubcke (2014)는
프로빗(Probit) 모형으로 2007~2008년 기간의 독일 기업데이터를 분석하여 독일
내 외국인 직접투자(inward FDI)가 기업의 수출중단과 음(-)의 관계가 있음을 보이
기도 하였다. Requena-Silvente (2005)는 영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성이 높
고 오래된 기업일수록 수출을 지속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Alvarez and
Lopez (2008)는 칠레 데이터로 기업의 수출중단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기업의 수
출중단에 산업내 기업간 생산성 차이의 영향이 유의함을 발견하였다. Ilmakunnas
and Nurmi (2010)는 핀란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규모가 크고 생산성 및

9) 다수의 연구에서 생산성이 높거나 규모가 큰 기업만이 수출기업이 되는 주원인으로 수출 진입비용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Roberts and Tybout, 1997; Bernard and Jensen, 1997; Bernard and Wagner,
2001)
10) 일부 연구(Creusen and Lejour, 2011 등)에서는 상대국과의 거리와 같은 요인도 고려하였으나, 앞서
국가 및 산업수준 연구에서처럼 교역국 경제 규모, 환율 등과 같은 거시경제 변수의 영향이 주 관심
사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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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집약도가 높을수록, 신생기업이거나 외국 소유일수록 수출 지속확률이 높음을
보였다. Harris and Li (2011)는 Cox의 비례위험 모형(Cox’s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이용하여 1997~2003년간 영국 수출기업의 수출중단 결정요인을 분석하
여 기업별 생산성, 연령, 소유구조, 재무구조와 산업별 무역비용의 영향이 유의함을
보였다. Creusen and Lejour (2011)는 독일기업을 대상으로 규모 등 기업 특성 및
거리 등 시장 특성은 수출중단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만 생산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들 연구는 기업수준 데이터로 수출중단 결
정요인을 분석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나,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국제무역 실증연구를 살펴보면 국가 및 산업의 총수출을 결정
하는 데에 대내외적 변수, 즉 수출국 및 상대국의 시장규모, 국가간 거리, 환율,
무역금융여건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11).

또한 미시데이터를 이용한

주요 연구에서도 대내외적 거시요인의 영향이 고려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Das et al. (2007)는 환율, 해외수요, 생산비용 등이 변화함에 따라 기업은 수출
진입 및 수출량 결정에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수출시장에서의 이윤 및 불
확실성 등을 고려한 사업체 수준 이질성을 기반으로 한 동태적 구조모형을 제시
하였다12). 또한 대내외 거시변수는 기업의 입장에서 외생적 충격으로 인식되므
로 패널 회귀분석에서 기업수준 데이터 분석을 통해 그 영향을 추정함으로써 총
수출 및 산업수출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보다 미시적 영향 경로를 자세히 식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업 수출입에 대한 미시 실증연구로서 거시요인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환율, 대내외 수요 등을 주로 고려하였다. Greenaway et al. (2012)는 영국의 제
조기업 데이터를 분석하여 환율이 기업의 수출 진입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으나 수출집중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함을 보였다. Bernard and Jensen
(2004a)은 미국 제조기업 데이터를 분석하여 환율 절상이 기업의 수출진입 가능

11) 국제무역 분야에서 국가간 교역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실증분석 모형인 중력모형(gravity model)에서는
국가간 교역량은 수출국과 수입국간 경제규모에 비례하고 두 국가 간 거리에 반비례한다고 설명한다.
(Anderson, 1979; Anderson and van Wincoop, 2003; Baier and Standaert, 2020 등) 또한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연구로는 수출입품의 상대가격 등을 통해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실증연구(Hooper and
Mareuez, 1995; Bernard and Jensen, 2004; Nicita, 2013 등) 등이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가 간 수출입이 무역금융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기 위해 국가별 금리를 자금조달 여건의 대용변
수로 하여 금융여건이 수출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Chor and Manova, 2012 등)도 있다.
12) 콜롬비아 제조업 사업체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모형 시뮬레이션을 통해 총수출은 진입비용, 환율
기대, 수출 이력, 생산자 이질성 등에 영향을 받으며, 수출액에 대한 지원금 정책이 수출 진입비용 지
원 정책보다 훨씬 효과적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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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낮추는 효과를 발견하였고, Bernard and Jensen (2004b)는 미국 제조업체의
수출이 1980년대 달러화 절하에 대한 반응 중 약 87%는 기존 수출업체의 수출
집약도 변화에 기인하고, 약 13%만이 신규 수출업체의 진입에 의해 설명되며,
전체 수출 증대가 환율과 해외수요에 의해 주로 설명되며 기업체의 생산성 향상
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작았다고 결론짓는다. Bugamelli and Infante (2003)는 이
탈리아의 기업데이터를 분석하여 환율변동, 국내외 수요 등이 기업의 수출 진입
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함을 보였다. 또한 Campa (2004)는 스페인 기업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출시장 진입과 수출량 모두에 대해 환율이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보
였다. 국내 연구로는 이홍식(2012)이 환율이 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2000~2011년 기간에 대해 분석하여 환율 절하가 수출을 유의하게 증가시킴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내외 거시경제 변화가 기업의 수출 진입 및 수출
량 결정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수출기업의 수출중단에 대
한 실증연구에서는 거시변수의 영향을 고려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앞서 제시된 다수의 해외연구에서 수출기업의 수출중단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
분석이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국내에서는 이에 관한 연구가 부족
한 실정이다. 일부 국내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긴 하였으나, 주로 수출지속 기업
과 수출중단 기업의 생산성, 고용, 규모 등의 기업특성을 단순 비교분석하거나
재무여건 등 일부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업, 산업, 거시변수 등 다양한
측면의 요인을 분석하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허정 외(2016)는 선형확률모
형으로 2009~2012년 중 KOTRA의 수출기업 데이터를 분석하여 수출지속 기업
과 수출중단 기업 간 생산성 및 고용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Kim (2019)
은 Complementary Log-Log 모형으로 2006~2013년 중 국내 제조기업의 수출중
단에 기업별 재무여건이 미친 영향을 글로벌 금융위기 시 다국적 및 국내기업
간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Kim et al. (2011)은 로짓(Logit) 모형으로
1992~2002년 중 기업데이터를 분석하여 무역비용 및 기업의 규모가 수출중단과
관련이 있음을 보였다13). 또한, 김건우(2018)는 기초통계량 비교 및 OLS 분석을
통해 2008년과 2016년의 기업데이터를 비교하여 수출중단기업의 경우 지속기업
에 비해 1인당 부가가치, 총요소생산성, 매출액, 고용규모가 낮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제조업 수출기업이 수출을 중단하는 결정에 영향
을 미치는 영향을 기업, 산업 및 거시수준을 모두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국
13) 금융제약이 기업의 수출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국내 실증연구(최혜린, 2017; Kim, 2019 등)가 존재
하지만, 이들 연구는 기업 및 산업 수준의 금융제약 변수의 영향만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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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기업, 산업 뿐 아니라 대내외 수요, 환율, 시장금리
등 거시변수의 영향도 함께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Ⅲ. 실증분석
본 연구에서는 2006년~2014년 기간의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기업의 수출중단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생존모형기법(Survival Analysis)의 하나인 Complementary Log-Log 모형을
이용하여 수출중단 가능성(hazard)을 개별 기업 특성, 산업 특성 및 거시변수들
의 함수로 모형화하고 변수들의 영향력을 추정하였다.

1. 데이터
본 연구를 위해 2006~2016년 기간 중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자료로부터 우
리나라 제조업 기업 특성변수를 추출하여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고, 그중
2006~2014년 데이터를 추정 및 분석에 이용하였다. 기업활동조사는 자본금 3억
이상, 근로자 50명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매해 수출을 포함한 다
양한 기업의 경영성과 및 재무관련 정보를 조사하여 제공하고 있다. 본 조사는
우리나라의 여타 기업수준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기업의 수출액을 안
정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수준 수출액을 활용한 연구에 장점을 가
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개별 기업의 수출 여부를 구분하기 위해서 기업활동조사에서 제공하는
직접 수출액 변수를 이용하였다. 수출액이 0보다 크면 수출기업, 0이거나 수출액
이 기입되지 않은 경우를 내수기업으로 판단하였다. 통계청 기업활동조사에서
2006년부터 2016년 기간 중 한 해라도 조사기록이 남아있는 제조업체수는 총
9,607개이며, 연도별 수출기업수와 내수기업수를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이
를 보면, 매년 전체 제조업 기업의 절반 이상이 수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수출기업의 수출중단 가능성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서 한 해라도 수출을 한 이력이 있는 기업만을 분석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6~2016년 사이에 존재했던 9,607개의 제조업체 중 수출이력 없이 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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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만 머무른 2,261개(23.5%)의 기업들은 샘플에서 제외하였다. 분석대상이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수출중단을 정의하였는데, 전년도에 수출기업이었다가
해당연도에 내수기업이 된 경우 수출기업이 수출중단한 것으로 정의하였다14).
그러나 기업이 운영 자체를 중단하게 된 경우는 내수기업으로의 전환이 아니며
수출만을 중단할 때와는 다른 요인들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수출기업이 수출을 중단하
고 내수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어떠한 요인들이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이다.
기업들의 수출중단 현황을 살펴보면, 수출을 한 해라도 경험한 7,346개 기업들
중 3,201개(43.6%) 기업은 데이터 기간 내의 생존기간 동안 수출을 지속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2,318개(31.6%)의 기업이 해당 기간 내에 1번의 수출중단을 했
고, 415개(5.6%)의 기업은 2번, 59개(0.8%)의 기업은 3번의 수출중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종합해보면, 수출을 경험한 기업 중 38%가 1번 이상의 수출중
단을 한 것이다.
수출기업의 수출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특성 변수는 선행연구 중 Harris
and Li (2011)를 주로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생성하였다. 기업이 설립 이후 생존
해온 기간을 보여주는 업력은 현재연도와 설립연도의 차이로 계산하였다15). 외
국인 소유여부는 외국인 자본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를 1로 지정하는 더미
변수로 나타내었고, 무형자산 소유여부는 기업의 무형자산의 값이 양수인 경우
1이 되는 더미변수로 나타내었다. 기업의 생산성 지표로는 총요소생산성(TFP)을
이용16)하였는데, 기업의 실질매출, 실질자본, 고용 변수를 활용하여 산업별 생산
함수17)를 추정한 후 잔차항을 추출하여 총요소생산성으로 측정하였으며 생산함
수 추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evinsohn and
14) 본 연구에서 사용한 수출중단의 정의는 수출액이 0이나 미기입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부 품목
이나 특정 시장에 대해서만 수출을 중단하는 것과 같이 세분화된 개념은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
한다.
15) 한 기업 내에서 연도에 따라 설립연도가 다르게 표기된 경우에 대해서는 조사기간 중 가장 빈도수가
높은 설립연도를 기준으로 조정하였다.
16) 본 연구에서는 수출과 생산성의 관계를 분석한 다수의 선행연구(Harris and Li, 2011; Kim, 2019 등)
에 따라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을 결정요인으로 고려하였다. 노동생산성의 경
우, 생산요소로 노동력만 고려한다는 한계가 있고 추정상 내생성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는 기업의 생산량이 자본, 노동 등 생산 투입요소 및 생산성에 의해 결정되는 생산함수를 상정하
여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하였다.
17) 생산함수가 산업별로 상이함을 반영하여 KSIC 중분류 업종별 생산함수를 추정하였다. 기업의 생산함
수 동질성을 고려하여 더 세부적인 업종별 생산함수를 추정한다면 정밀성을 높일 수 있으나, KSIC
중분류 이하 세부 산업분류는 기업활동조사에서 제공되지 않아 제조업을 24개 업종으로 분류한 중분
류 수준에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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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rin (2003) 방식18)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기업의 자본노동비율은 근로자수
대비 유형자산 비율로 계산하였고, 기업의 고용은 상용직 및 임시직 근로자수를
합산하였다. 자산수익률은 기업의 총자산 대비 순이익 비율로 나타내었고19), 손
실은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음수(-)인 경우 1로 지정한 더미변수로 정의하였다.
부채비율은 총자산 대비 채무의 비율이다.
산업별 특성 변수로는 산업집중도, 매출증가율, 고용대체율, 수입투입도를 포
함하였고, 기업활동조사의 기업데이터를 산업 중분류 수준으로 집계하여 산출하
였다. 산업집중도(HHI)는 산업 내 총매출 대비 각 기업의 매출비중을 시장점유
율로 계산하고 산업별로 각 기업의 시장점유율의 제곱의 합으로 산출하였고, 매
출증가율은 산업별 실질 총매출의 변화율로 계산하였다20). 고용대체율은 산업
내 기존 기업의 총근로자수 대비 신규 진입기업의 총근로자수로 정의하였고, 수
입투입도는 각 산업의 무역개방도를 나타내는 대용변수(proxy)로서 산업별 총매
출 대비 총수입 비율을 계산하여 사용하였다21).
거시경제 변수로는 세계수요, 국내수요, 국내 시장금리, 원화의 실질실효환율
을 고려하였다. 세계수요는 OECD 국가의 실질 GDP 총합이며, 국내수요는 국내
민간소비와 민간투자의 합으로 산출하였고22), 국내 시장금리는 3개월 CD유통수

18) 생산함수 잔차를 이용하여 생산성을 추정하는 기존의 방법에서 생산성의 내생성이 자본계수와 노동
계수의 추정에 편의를 발생시키는 문제를 개선하였다. 생산함수 추정 과정에서 기업의 매출 및 자본
(유형자산),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한 대용변수(proxy)인 중간재(구매비) 변수는 모두 산업수준 생산자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실질화하였다. 기업의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 결정은 생산성에 의해 영향을 받
기 때문에 생산요소의 내생성에 의해 OLS로 생산함수를 추정할 경우 편의(bias)가 발생한다. 따라서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Levinsohn and Petrin (LP) (2003)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생산
함수를 추정하였다. LP 방법론은 기업의 중간재 수요를 관측되지 않는 생산성의 증가함수로 가정하
여 역함수를 이용하여 생산성 충격을 중간재와 자본의 비모수함수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내생성을 통
제한다. 1단계로 생산을 노동과 비모수함수에 대해 회귀분석하여 노동 계수를 추정하게 되는데, 이때
1단계 추정의 적률조건이 노동계수를 식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된다. (Ackerberg,
Caves, and Frazer, 2015) 즉, 비모수함수 조건화로 인해 노동계수를 식별할 수 있는 노동 변수의 변
화가 남지 않게 되어 함수 의존성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Wooldridge
(2009), Ackerberg, Caves, and Frazer (ACF) (2015) 등을 포함하여 최근 많은 연구가 계속적으로 진
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LP 방법론의 한계로 인해 분석의 강건성이 약화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ACF 방식으로도 TFP를 추정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전 결과와 일관된 결과를 얻어 이를 부록에 수록
하였다.
19) 기업의 이윤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을 의미한다.
20) 산업 매출액은 기업의 실질 매출액을 합산한 값으로 산출되었으며, 실질 매출액은 산업수준 생산자물
가지수로 실질화하였다.
21) Harris and Li (2011)는 수출기업의 수출중단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수준 무역비용을 산업별
수입투입도로 대용하여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무역비용 대신 무역개방도로 정의하여 수입투
입도를 대용변수로 사용하였다.
22) 내수에 민간소비 및 투자 외에 정부소비를 추가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으나 일관된 결과를 얻었으
며,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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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Firms: Exporters and Non-Exporters

연도

Total number of
firms

Number of
non-exporter

Number of
exporter(share)

2006

6,083

2,746

3,337 (55%)

2007

5,927

2,399

3,528 (60%)

2008

5,868

2,340

3,528 (60%)

2009

5,567

1,961

3,606 (65%)

2010

5,409

2,008

3,401 (63%)

2011

5,833

2,340

3,493 (60%)

2012

6,163

2,446

3,717 (60%)

2013

6,091

2,334

3,757 (62%)

2014

5,949

2,243

3,706 (62%)

2015

5,816

1,106

4,710 (81%)

2016

6,017

1,384

4,633 (77%)

Source: Statistics Korea (Survey of Business Activities)

익률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제하여 실질화하였다. 실질실효환율은 100을 기
준으로 높아질수록 원화가치가 상승함을 의미한다. 계량분석에서는 더미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로그화하여 사용하였다.
아래 <Table 3>는 각 변수의 설명 및 출처와 함께 기초통계량을 수출을 지속
할 경우와 중단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제시하였다. 기업수준 특성을 두 그룹 간
비교해보면, 수출을 지속할 경우 중단할 경우보다 기업연령, 근로자수(규모), 자
본집약도가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무형자산을 가진 경우와 외국인 지분이
높은 경우가 더 많았으며 자산수익률도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수출을 중단할
경우에는 수출을 지속할 경우보다 부채비율과 손실 여부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
났으나, 총요소생산성은 수출지속과 수출중단의 경우 간에 차이가 거의 없었다.
산업별 특성은 개별 기업이 아닌 기업이 속한 산업에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특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각 산업이 연도별로 하나의 값을 갖게 된다. 다만, 수출
기업이 수출을 중단한 경우와 수출을 지속한 경우로 나누어 산업별 특성을 집계
해보면 어떤 산업적 특성일 때 평균적으로 수출중단이나 지속이 더 발생했는지
를 알 수 있다.
한편 <Figure 3>은 실증분석에 사용된 거시변수의 2005~2016년 기간 중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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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여준다. 국내수요는 2006~2007년 증가하였으나 2007~2008년 중 횡보하였
고,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인 2009년에는 다소 감소하였다. 위기 직후인 2010년부
터는 빠르게 회복하여 2016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 세계수요는 2007년 증가
하였으나 2008년에는 증가세가 둔화되다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인 2009년에는
2006년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위기 후 2010~2016년 기간 중에는 증
가세를 유지하였다. 실질실효환율은 2007~2009년 동안 급격히 감소하다가 이후
회복세를 나타내며 2015년에는 2007년 수준에 가까워졌으나 2016년에 다시 감
소하기 시작하였다. 국내 실질 시장금리는 2007년 3% 수준에서 급격히 감소하
여 2009년에는 0%에 근접하였고 2011년까지 감소세가 이어지며 실질적으로 마
이너스 수준을 보였다. 2013년에는 약 1.5%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다시
감소하며 2016년에는 1% 미만 수준을 보였다.

<Figure 3>

Macroeconomic Variables

Domestic demand and global GDP

Real market interest rate and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Note: Domestic demand is sum of real Note: Domestic real market interest rate is
private consumption and private
real CD(3 month) rate (left axis), and
capital formation in log value (left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is in log
axis), and global GDP is total real
value (right axis)
GDP of OECD countries in log value
(right axis)

<Table 3>

Variable Definitions and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

Definition

Exporters Not exiting
Mean

SD

Exporters Who Exit
Mean

SD

Firm-level variables
Age

Age of firm in years

21.129

12.611

19.241

11.713

lnEmp

(in log) Current employment

5.138

.942

4.903

.723

lnTFP

(in log)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Estimators from Levinsohn & Petrin (2003)

3.499

.810

3.496

.819

Intasset

(dummy) 1 if firm has a positive value assigned to intangible assets, and 0 otherwise.

.769

.210

.717

.450

FO

(dummy) 1 if more than 50% of the business is owned by an overseas company, and
0 otherwise

.099

.299

.066

.250

lnKL

(in log) Tangible assets-to-labor ratio

4.540

.200

4.419

1.072

-3.009

1.130

-3.073

1.115

.173

.378

.192

.394

-.761

.256

-.703

.576

lnROA

(in log) Rate of return on assets

Loss

(dummy) 1 if firm had negative net profits, and 0 otherwise

lnDebt

(in log) Liabilities / Total assets

Industry-level variables
lnGrowth

(in log) Growth rate of real total sales in industry

-2.536

1.007

-2.581

1.052

lnDisplace

(in log) Employment of new entrants / employment of existing firms

-3.477

1.068

-3.639

1.112

lnHHI

(in log) Industry Herfindahl-Hirschman Index

-3.083

.996

-3.088

1.004

lnImp_ratio

(in log) Import penetration

-2.056

.519

-2.098

.513

1388.32

4.721

1388.84

4.645

Macro variables
ln_dom_demand

(in log *100) Sum of domestic real private consumption and investment (BOK ECOS)

ln_int_rate

(in log) Real 3-month CD Rate (BOK ECOS)

-.236

1.250

-.669

1.326

lnREER

(in log*10)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BIS)

46.462

0.912

46.263

.872

ln_world_demand

(in log*100)) Sum of Real GDP of OECD countries (OECD)

1760.89

2.374

1760.71

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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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26권 제4호 (2020.12)

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 기법의 하나인 Complementary
Log-Log 모형을 이용하여 수출기업의 수출중단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생존분석 기법은 대부분의 국내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단순비교방법
이나 이산선택모형보다 수출지속 여부를 구조화하는 데에 적합한 모형이다
(Harris and Li, 2011)23).
생존분석 기법은 절단자료의 형태로 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에 적합한 기법
이다. 절단자료란 데이터가 특정 기간 동안에 수집된 자료만을 포함하고 있어 일
부 개체의 시작이나 끝이 관측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데이터 수집
기간 이전에 진입한 개체의 경우에는 시작시점이 관측되지 않으며, 데이터 수집
기간 이후에 퇴출한 개체의 경우에는 끝이 관측되지 않는다. 기업의 생존
(survival) 또는 존속기간(dura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때 이용하는
데이터는 대부분 이러한 절단자료(censored data)의 형태로 되어있다. 본 연구에
이용한 데이터의 경우에도 수출기업에 대한 연도별 기록을 담고 있으며 관측기
간 이전에 수출을 시작한 경우 또는 관측기간 이후에 수출을 중단한 경우는 수
출 전체 기간을 파악할 수 없는 절단자료 형태로 되어있다. 그런데 이러한 절단
자료를 이용할 때 생존기간(T)을 종속변수로 상정하고 선형회귀분석으로 추정할
경우, 일부 개체들의 경우에는 생존기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
한다. 만약 이들 개체를 제외하고 분석을 하거나 관측된 기간만을 생존기간으로
간주하여 분석을 한다면 편의(bias)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절단자료를
이용하여 생존기간이나 개체의 진출입을 분석할 때에는 이러한 편의(bias)를 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존분석기법이 주로 활용된다.
한편,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 기법에도 모형의 선택에 따라 여러 추정법
이 존재하는데, 생존분석기법 중 가장 대표적인 모형으로는 Kaplan-Meier 모형,
Log-rank 모형, Cox의 비례위험모형 등이 있다. Kaplan-Meier모형의 경우에는 특
정 집단의 생존율 자체를 추정하는 데에 적합하며, Log-rank 모형의 경우에는 두
집단의 생존율을 비교하기 위한 분석에 이용하기 위한 형태로 되어 있는 반면,
Cox의 비례위험모형은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 주로 이용된다. 그런데 이러한 Cox의 비례위험모형은 생존기간이 연속적
23) Kim (2019), Harris and Li (2011) 등 수출중단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Complementary log-log 모형을 이용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Harris and Li (2011)에서는 이산선택모
형보다 생존분석기법이 절단자료 형태의 데이터를 다루는데 우위에 있음을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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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변수(continuous-time variable)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만약 생존기간이
불연속변수일 경우에는 데이터에서 관측된 발생빈도가 동일한 경우(tie)가 다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연속변수에 적합한
모형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 중 Complementary Log-Log 모형은 불연속변수
모형으로서, 생존기간의 관측치의 시간간격이 좁아질수록 Cox의 비례위험모형에
가까워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enkins, 2005).
불연속시간변수로 된 생존기간을 갖는 데이터의 경우 로짓(Logit)이나 프로빗
(Probit)과 같은 이산선택모형(Binary Choice Model)으로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
다. 이산선택모형에서는 개체가 생존한 경우를 0으로, 퇴출한 경우를 1로 두어
개체가 생존 또는 퇴출할 확률에 설명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그런데,
개체가 퇴출할 확률을 Pr(Y=1)로 두고 추정하는 것은 설명변수들이 특정 시점의
퇴출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것이므로 설명변수가 개체의 얼마나 오
래 생존하는가에 미치는 영향은 구조화할 수 없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즉, 해당
시점까지 퇴출하지 않고 생존해 왔다는 사실이 주는 정보를 활용하지 않은 채
특정 시점의 퇴출 가능성을 추정하기 때문에 편의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개
체의 생존이력을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점에 생존
하는지 퇴출하는지(Pr(Y=1))보다는 개체가 해당시점까지 생존할 확률, 즉, 생존
함수(Pr(t>T))를 대상으로 하는 모형을 상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즉, 로짓(Logit)
함수를 가정하는 것보다는 complementary log-log 형태로 가정하여 생존기법의
형태로 추정하는 것이 편의를 줄이고 강건한 추정결과를 얻는 방법이다.
생존기간 변수의 연속성 여부는 데이터의 본질적 특성이나 관측의 특성에 따
라 정해진다. 불연속인 경우는 생존기간 자체가 본질적으로 불연속인 경우이거
나 생존기간 자체는 연속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나 데이터 관측이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져 불연속 변수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이용
하는 데이터에서는 기업 관련 변수들이 매년 한번 관측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T=1,2,3..와 같이 불연속하게 나타나게 되므로 불연속 변수로 간주하는 것이 적
절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omplementary Log-Log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즉, 동 모형에 따라 수출중단 가능성(hazard)을 설명변수들로 함수화
하고 이를 추정하였다.
생존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생존함수(survival function)와 위험도(hazard
rate)이다. 생존기간은 연속되는 시간 변수이지만 관측이 불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시간 구간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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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존함수인    는 업체가  시점까지 생존해 있을 확률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는  시점까지 수출을 지속하고 있을 확률을 뜻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2)

    Pr        Pr  ≤        
    기에 수출을 지속하고 있을 확률
   ≡ Pr  ≤    기 이전 에 수출을 중단할 확률
Pr       ≤                      
Pr       ≤          구간에 수출을 중단할 확률

위험도인   는 업체가    까지 수출을 지속했다는 전제하에      구
간에 수출을 중단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Pr      ≤  
   Pr      ≤          
Pr      

(3)

        
  
    
    
    
따라서, 생존함수와 위험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4)





    





여기에서  는 수출중단 가능성인   를 단순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생존분
석

기법마다

이

위험도에

대한

함수를

가정하게

되는데,

비례위험모형

(Proportional Hazard Model)의 불연속변수 형태의 모형인 Complementary
Log-Log 모형에서는 위험도를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exp  exp  ′  

(5)

또는 log-log 변환(log-log transformation)을 통해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도 한다.
log  log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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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는 기업이    까지 수출을 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수출중
단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이 주어진 값을 가질 경우       시간
구간에서 수출을 중단할 가능성을 의미하며, 는  에 포함되는 변수들의 영향
력을 나타내는 계수이다. 그런데 함수형태 상  가 위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를 바로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분석결과에서는  자체가 아닌
exp  ′  를 제시한다. 따라서 분석결과에 나타난 계수( exp  ′  )는 1을 기준으로

1보다 작은 정도만큼 위험도가 낮아짐을, 1보다 큰 정도만큼 위험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Ⅳ. 분석결과
본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수출기업의 수출중단 위험도(hazard)를 실증모형인
Complementary Log-Log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를 제시한다. 종속변수는 t기에 수
출을 하였으나 t+1기에 수출을 하지 않는 경우는 1로, t+1기에 수출을 계속하는
경우를 0으로 하는 더미변수이며, 설명변수는 t기의 기업 특성, 산업 특성, 거시
경제 변수로 구성된다. 또한 산업수준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산업고정효과를
포함하였다.

1. 수출기업의 수출중단 가능성 결정요인 추정결과
2006~2013년(수출지속

또는

수출중단이

발생하는

시점(t+1)

기준으로는

2007~2014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Complementary Log-Log 모형을 추정한 결
과, 수출기업이 다음 해에 수출을 중단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
외국인 소유여부, 무형자산 소유여부, 자본집약도, 근로자수 등 기업 수준의 특
성24)과 신규기업의 고용대체율 등 산업 수준의 특성, 시장금리, 세계수요, 국내
수요 등의 거시경제 변수들의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25).
24) 기업별 기저 위험도를 통제하기 위해 수출 이력을 포함하여 추정하였으며 수출 이력이 길수록 수출
중단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수출 이력은 실증모형 내에서 기저 위험을 측정하기 위
해 포함된 것이므로 기업 특성의 영향으로 따로 해석하지는 않았다. 다만, 기업의 연령이 미치는 영
향은 유의하지 않게 추정되었으나 수출이력을 제외할 경우에는 유의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수출 이력과 상관관계가 높아 유의하지 않게 추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2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이 약화 되었다는 점에서 위기 이후 수출기업의 수출중단 가
능성이 높아지거나 결정요인에 변화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위기 이후 기간
을 1로 하는 더미 변수를 생성하여 주요 결정요인에 교차하여 변화 여부를 분석하였으나, 유의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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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의 수출중단 가능성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기업 특성은 고용규
모, 자본집약도, 무형자산 소유여부, 외국인 소유여부 등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고용규모(ln_Emp)가 크고 자본집약도(ln_KL)가 높을수록 수출을 중단할 가능성
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형자산(Intasset)을 소유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수출중단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고, 외국인 소유(FO) 기업
이 국내기업보다 수출중단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결과와 일관되며 이론적인 예측과 부
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용규모가 클수록 수출중단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결
과는 고용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수출 진출 및 지속을 하는 확률이 높다는 선행
연구의 이론 및 실증결과와 부합하는 결과이다(Disney et al., 2003; Harris and
Hassaszadeh, 2002; Sabuhoro et al., 2006; Requena-Silvente, 2005; Harris and
Li, 2011 등)26). 또한 자본집약도(KL)가 높을수록 수출중단 가능성이 줄어드는
결과는, 자본은 고정 매몰비용이 높은 생산요소이므로 자본집약도가 높을수록
수출 진입비용도 높기 때문에 수출진입 이후 수출중단 유인이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무형자산(Intasset)을 소유한 기업의 경우 수출중단 가능성이 유의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R&D 등 무형자산 투자를 하는 기업이 외부지식을
받아들이는 역량 및 흡수력이 높아 생존률이 높다는 선행연구와 일관된 결과로
보여진다(Esteve-Perez et al., 2004; Olley and Pakes, 1996 등). 또한 외국인 소유
(FO) 기업은 국내기업보다 수출중단 가능성이 유의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난 결
과는 외국기업이 국내기업보다 선진 지식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는 선행연구
(Dunning, 1988) 결과 및 외국인 소유 기업이 수직적 FDI를 통해 기업내
(intra-firm) 수출을 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과 일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 특성 중 기업의 연령, 생산성, 수익률, 부채비율, 손실 여부 등이
수출중단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연령의 경우, 추정법에 따라 기저위험도(baseline hazard rate)를 통제하기
위해 포함되는 수출지속 기간 변수(exp_year)의 영향으로 유의하지 않게 추정되
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27). 그밖에 생산성 및 수익률이 낮을수록, 손
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데이터가 2006년부터 시작되어 위기 이전 기간이 짧다는 점, 글로벌 가
치사슬 구조변화가 단기에 일어나기보다는 중장기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점 등에서 이러한 변화를 본
분석에서 식별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26) 기업규모를 대변하는 변수로서 근로자수 대신 자산이나 매출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한 경우에도 동
일한 추정결과가 도출되었다.
27) 수출지속 기간(exp_year) 변수는 기업 연령과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 수출지속 기간 변수(exp_year)를
제외하고 추정할 경우 기업 연령의 유의성은 강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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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 있고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수출중단 가능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추정되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낮다. 특히 수출 진출입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되는 생산성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분석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28).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이론 및 실
증적으로 기업의 생산성이 수출 진출입에 주요 결정요인으로 제시되어왔다(Aw
and Hwang, 1995; Bernard and Wagner, 1997; Bernard and Jensen, 1999;
Bernard and Wagner, 1997; Melitz, 2003; Requena-Silvente, 2005; Alvarez and
Lopez, 2008; Harris and Li, 2011 등). 따라서 기업 특성 중 생산성의 영향이 유
의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주요 수출산업의 경우를 중심으로 산업
별 차이가 있는지를 추가분석하여 다음 절에 제시하였다.
수출기업의 수출중단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산업 특성은 선행연구에 따
라 산업 성장률(총매출증가율), 고용대체율(기존기업 대비 신규기업의 고용비율),
무역개방도(수입투입도), 집중도(HHI) 등을 고려하였다. 추정 결과, 산업 특성 중
기존기업 대비 신규기업의 고용대체율의 영향만이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즉, 산
업 내 대체율이 높을수록 내수시장 내 경쟁이 심화되어 기업의 수출지속 유인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출중단 가능성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밖
에 산업 성장률 및 무역개방도의 영향은 선행연구와 일관된 방향으로 추정되었
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29). 무역개방도의 경우, 산업내 무역
개방도가 높을수록 해외 기업이 국내시장으로 진입하여 산업내 수입품과 국산품
간의 경쟁이 심화되므로 내수기업을 중심으로 시장 퇴출 위험이 증가한다. 내수
기업이 국내시장에서 퇴출될 경우 수출기업은 국내시장으로의 회귀 유인을 더
가지게 영향(Harris and Li, 2011)이 있는 한편 무역개방도가 높아 국내시장의 경
쟁이 심화될수록 수출기업은 경쟁을 피해 해외시장에 더욱 집중할 가능성도 있
으므로 무역개방도의 순효과는 두 영향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수출기업의 수출중단 가능성에 대한 거시변수의 영향을 추정한 결과
28) 기업의 생산성 수준이 무형자산 소유여부 등 다른 기업의 특성변수들로 설명되는 부분이 크고 동일
한 특성을 지닌 기업들 간 생산성 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생산성 계수가 유의하지 않게 추정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추정된 생산성의 계수는 다른 기업특성들이 모두 동일하다는 전
제하에서 생산성 수준의 차이가 수출중단 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만, 생산성과 기업 특성변수 간 상관관계를 계산한 결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난
변수(근로자수)도 0.2를 넘지 않아 생산성과 다른 변수들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로 인해 본 연구결과에서 생산성의 유의성이 낮게 나타났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29) 산업 고정효과도 포함하였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크게 변화하지 않는 산업 특성의 영향은 통제되어
나타나지 않고 시간에 따른 변화의 영향만을 추정하게 되므로 유의성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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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음과 같다. 세계수요가 증가할수록 수출기업의 수출중단 가능성이 유의하
게 감소하고, 국내수요가 증가할수록 수출중단 가능성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
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환율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30).
환율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결과는 국내 선행연구(이홍식, 2012 등)에서 기
업의 수출규모에 대해 환율의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던 경우와 달리 수출기업
의 수출중단 가능성에 있어서는 환율의 영향이 결정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결과는 수출의 내연적 한계(intensive margin)인 기업의 수출량 결
정에는 환율의 영향이 유의하나, 수출의 외연적 한계(extensive margin)인 기업의
수출 여부 결정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해외 선행연구와 일관된 결
과로 보인다(Greenaway et al., 2012; Bernard and Jensen, 2004b)31) 환율이 기업
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환율 절하가 수출품 가격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증가시
키는 영향인 가격효과와 수출을 위한 원자재 및 중간재 수입 비용을 상승시켜
수출을 감소시키는 비용효과로 나눌 수 있다. 전통적으로 가격효과로 인해 환율
절하가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에는 글로벌 가
치사슬 참여 및 중간재 수출입 증가로 인해 비용효과가 가격효과와 혼재됨에 따
라 환율의 영향이 크게 축소되거나 명확하지 않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Ahmed et al, 2015; Georgiadis and Grӓb, 2019; 윤덕룡ꞏ김효상, 2017 등) 따라서
최근 실증연구에서 기업의 수출에 대한 환율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데다, 환율이 수출의 외연적 한계에 대한 영향이 유의하지 않다는 선행연구는 환
율이 수출기업의 수출중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관
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환율의 영향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다를 수 있다는 선행연구32)의 결과를 고
려하여 본 연구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환율의 영향 차이를 추가 분석하였
으나, 그 결과 기업규모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33). 즉, 선
30) 시장금리와 환율 간 다중공선성 문제가 존재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환율을 포함하지 않고 시장금리만
추정하거나, 시장금리를 포함하지 않고 환율만 추정하는 경우로도 분석해보았으나 결과가 달라지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31) 이들 연구는 기업의 외연적 한계 중 수출 진입에 대해서만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는 수출을 중단하고
내수로 전환하는 반대의 경우를 살펴본다는 차이가 있다. Greenaway et al. (2012)는 영국 기업데이터
를 분석하여 환율의 영향이 기업의 수출 진입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으나 수출집중도에 미치
는 영향은 유의함을 보였으며, Bernard and Jensen (2004b)는 미국 기업 데이터를 분석하여 1980년대
미달러화 절하에 대한 기업 수출의 반응중 약 87%는 기존 수출업체의 수출집약도 변화에 기인하고,
약 13%만이 신규 수출업체의 진입에 의해 설명됨을 보였다.
32) 이홍식(2012)은 환율의 변동이 대기업의 수출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중소기업의 수출에
는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33) 자세한 결과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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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에서는 환율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수출규모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환율
이 수츌규모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금융제약에 대한 변수로서 시장 실질금리의 영향을 추정한 결과, 시장금
리가 높아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불리할수록 수출중단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
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기업의 수출에서 금융제약 및 무역금융의 역할이 중요하
다는 관련 선행연구(Chaney, 2016; Chor and Manova, 2012; Kim, 2018, 2019;
Gӧrg and Spaliara, 2013; 최혜린 2017 등)와 일관된 실증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다. 특히, Chor and Manova (2012)는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패널분
석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금리가 높은 국가에서는 대미 수출이 감소
하였음을 보여 무역금융의 위축이 수출을 감소시키는 영향이 유의하였음을 보였
다. Djankov et al. (2010) 등 무역금융 관련 연구에서 수출거래는 국내거래와 달
리 재화 거래시점과 대금거래 시점간에 통상 수개월의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금조달 여건의 영향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내 연구(최혜린, 2017;
Kim, 2019)에서도 기업의 금융제약이 수출규모 및 수출중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수출기업이 내수기업보
다 금융제약 및 시장 금융여건에 취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수출활동에 있어
차입 등 금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위 선행연구들은 연구 목적에 따라 국가수준 금융여건, 산업 및 기업수준 금융
제약의 영향을 각각 추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금융제약을 기업과 거시경제
수준에서 동시에 고려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부채비율 자체는 수출
기업의 수출중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시장 금융여건이 수출기업의
수출중단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34)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
에서는 기업수준의 금융제약과 시장 금융여건의 영향을 모두 분석한 결과, 기업
수준의 금융제약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으나 시장의 금융여건이 유의함을 보여주
어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을 가진다. 그러나 기업수준에서 금융제약의 영향이 유
의하지 않다는 결과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 추가분석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35).
34) Kim (2019)의 분석결과에서는 기업의 부채비율의 영향이 10%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는 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는 Kim (2019)에서 사용된 기업 특
성 외에도 자산수익률, 손실 여부, 자본집약도 등이 추가되어 영향이 통제된 데에서 차이가 날 가능
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5) 환율과 금리는 모두 금융 변수이지만, 두 변수는 서로 다른 경로로 수출 결정에 영향을 주는 변수이
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환율은 수출품의 가격, 즉 교역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수입 중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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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수출기업의 수출중단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분석한 결
과, 기업 특성 중에서는 고용규모, 자본집약도, 무형자산 소유여부, 외국인 소유
여부 등이 유의한 결정요인으로 추정되었으며, 산업 특성 중에서는 기존기업 대
비 신규기업의 고용대체율이 높을수록 산업 내 경쟁이 심화되어 수출지속 유인
이 높아지고 수출중단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경제 변수 중에
서는 세계수요 및 국내수요, 시장금리의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추정된 반면 환율
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환율이 수출기업의 수출중단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는 환율의 영향이 수출 지속기업의 수출규모 변화에 의
한 내연적 한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수출 진입 기업에 의한 외연적 한
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음을 보였던 국외 선행연구(Greenaway et al.,
2012; Bernard and Jensen, 2004b)와 일관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선행연구에서
는 수출 진입에 의한 외연적 한계에 대한 영향을 보여주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수출중단에 의한 외연적 한계에 대해서도 환율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국내 연구에서 환율이 수출기업의 수
출량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된 바 있으나 수출기업의 수출중단 결정에 미치는 영
향은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분석되었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Table 4> Estimation Result of Determinants of a Firm‘s Exit from Exporting
Time period
Variable
exp_year

2006~2013
exp_exit
0.503***
(0.027)

Age

1.000
(0.003)

lnTFP
Firm-level
characteristics

0.885
(0.081)

FO

0.817*
(0.093)

Intasset

0.833***
(0.054)

lnKL

0.921***
(0.029)

조달 비용을 통해 간접적 영향을 주는 변수인 반면 금리는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경로로 기업의 수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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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period

2006~2013

Variable

exp_exit

lnEmp

123

0.803***
(0.032)

lnROA

0.988
(0.028)

Loss

1.178
(0.455)

lnDebt

1.083
(0.076)

lnHHI

1.083
(0.076)

lnDisplace
Industry-level
characteristics

0.867***
(0.035)

lnGrowth

0.959
(0.042)

lnImp_ratio

1.004
(0.229)

ln_world_demand

0.420***
(0.061)

ln_dom_demand
Macroeconomic
variables

1.644***
(0.115)

ln_REER

1.143
(0.101)

ln_int_rate

1.344***
(0.114)

Industry FE

Y

# of obs.

11641

# of exits

1281

Log pseudo-likelihood

-3731.6129

Notes: 1. This table presents results of estimation using Complementary Log-Log model, and
the dependent variable, exp_exit, is a dummy variable which is equal to one if a
firm does not export at t+1, or zero otherwise.
2. If an estimate of coefficient is greater(smaller) than one, it means that the hazard of
exiting from export increases(decreases).
3. Numbers in parentheses denote standard errors and superscripts ***, **, and *
represent significance within 1%, 5%, and 10%, respectively.

12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26권 제4호 (2020.12)

2. 생산성의 영향에 대한 추가분석
기업 이질성(heterogeneous firms)을 다룬 무역이론(Melitz, 2003 등)에 따르면
생산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수출시장에 진입하지만 생산성이 낮은 기업은 수출시
장에서 퇴출된다.36) 또한 다수의 실증분석에서도 생산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수
출중단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Greenaway and Kneller, 2007;
Requena-Silvente, 2005; Harris and Li, 2011 등).
그러나 본 연구의 기본분석 결과에서는 수출중단 가능성에 미치는 생산성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게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생산성이 수출중단 가
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Table 5>의 (1)열
에 제시하였다. 즉, 산업별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수출에서
비중이 높은 4개 산업인 전자부품ꞏ컴퓨터ꞏ영상ꞏ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코크스ꞏ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정의하고 여타 산업과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수출 주력산업의 경우 1인 더미변수를 기업별 생산성과 교차하여 분석모형
에 추가하여 추정하였다. 그 결과, <Table 5>의 (1)열에 제시된 것과 같이 여타
산업의 경우 생산성이 수출기업의 수출중단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으나, 수출 주력산업의 경우에는 그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기업의 생산성이 높을수록 수출중단 가능성이 줄어드는 영향이 수출 주력산업
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는 선행연구의 이론 및 실증결과에서 제시되었듯이
생산성이 수출 진입 및 퇴출에 결정적 요인이라는 점이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산
업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세계시장에서 해외 기업과의
경쟁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상황에서 생산성이 낮아질 경우 내수로 전환하게
되는 수출 동학이 수출 주력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
는 해외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한 수출 주력산업 내 주요 수출품목에서 생산성 향
상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 및 혁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즉, 자동차나 반도
체와 같은 수출 주력산업에서 해외 기업들과의 경쟁 속에서 수출을 지속해나가
36) 생산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수출에 참여한다는 기업 이질성 무역 이론모형(Melitz, 2003) 및 관련 실
증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의 실증모형을 설정하였으나, 생산성 및 기업 규모 등이 수출 진입에 미치
는 영향이 비선형적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기업 이질성 무역모형에 비추어 볼 때 균형 임계치 이
상의 생산성을 지닌 기업은 수출에 참여하므로 비선형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타 조건이 일정할
때 임계치 이상의 생산성을 가진 기업은 수출기업이 되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또한 기업이 수출
시장 진입시 고정매몰비용을 지불하고 수출에 참여했다가 수출시장에서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내수시
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에 최적의 선택이 되는 경우에 수출기업의 수출중
단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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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수출 주력산업 외 산업의 경우 생산성이 낮아지더라도 수출중
단 가능성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러한 산업에서는 생산성에 따
른 수출 진입과 퇴출이 이론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
에 대한 원인으로 한가지 추론해볼 수 있는 부분은 산업별 수출시장 진입비용의
차이이다. 수출 주력산업의 경우 많은 수출기업이 활발하게 수출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동종 산업 내 기업의 수출 진입이 원활하여 수출 진입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혹은 수출 진입비용이 정책적 측면이나 기술적 측면 등 여러 요인
에서 상대적으로 낮아 수출이 활발하게 일어났을 수 있다. 그러나 수출 주력산업
외 여타 산업의 경우 수출 진입이 수출 주력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지 않아
수출 진입비용이 매우 높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비용 이상의 이윤을 창
출하는 고생산성의 기업들만이 수출시장에 진출하게 되는 반면 생산성의 감소가
진입 매몰비용을 포기하고 수출을 중단할 정도의 영향은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추론을 포함하여 이들 산업에서 생산성이 수출중단 등 수출 동
학의 결정적 요인이 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향후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3. 금융제약의 영향에 대한 추가분석
앞서 기업수준 금융제약과 국가수준 금융여건의 영향을 기본모형에서 분석한
결과, 기업수준 금융제약인 부채비율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국가수준 시
장금리의 영향은 수출기업의 수출중단 가능성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런데 이는 기업별 금융제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Kim, 2019)
와 다른 결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혜린(2017), Kim(2019) 등 국내 선행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수출 규모 및 수출중단 가능성은 기업 및 산업별 금융제약에 유의한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해외 선행연구에서도(Chaney, 2016; Chor and
Manova, 2012; Gӧrg and Spaliara, 2013 등) 기업 및 거시경제 수준의 금융여건
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이들 선행연구에서는 기업, 산
업, 국가수준 등 특정 수준에서의 금융제약만을 살펴본 선행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기업수준과 국가수준의 금융제약 변수가 동시에 고려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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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는 본 연구의 장점 중 하나는 시장 금융여건이
변화할 때 기업의 금융제약 수준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는지 볼 수 있다는 것이
다. 이에 본 절에서는 기업 및 거시수준의 금융제약이 각각 수출기업의 수출중단
에 미치는 영향 외에 거시수준의 금융여건 변화가 기업의 수출중단에 미치는 영
향이 기업수준 금융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새롭게 고려하여 추가로
분석하였다. 즉,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차입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시장의 금융제약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의 부
채비율과 시장금리 변수의 교차항을 추가하여 시장금리의 영향이 부채비율에 따
라 달라지는지를 추정하였다. 이러한 교차항 추정은 선행연구에서는 고려되지
못한 거시 및 기업수준의 금융제약이 수출중단에 미치는 복합적 영향의 세부 경
로를 새롭게 보여주는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Table 5>의 (2)열에 제시된 분석 결과를 보면, 부채비율과 시장금리의 교차항
의 계수는 유의하게 양(+)으로 나타난다. 앞선 기본모형 추정결과에서 부채비율
이 수출기업의 수출중단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추가분석에서도 기업의 부채비율 자체의 영향은 여전히 유의하지 않다. 그
러나 부채비율과 시장금리의 교차항의 계수가 유의하게 양(+)으로 나타난 것은,
부채비율 자체는 수출중단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시장 자금조
달 여건이 불리해질 때 부채비율이 높은 수출기업일수록 수출중단 가능성이 유
의하게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기업수준 금융제약이 수출결정에 중요하다는 선행연구에
대해 더욱 세부적인 영향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즉, 기업수준 금융제약의 영향이
중요하지 않다기보다 시장금리 변화가 기업의 금융제약 정도에 따라 다르게 미
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의 차입자금 조달여건이 불리해질 때 그 영향은
평균적으로 모든 기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부채비율이 놓은 기업에
대해서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업의 안정적
수출을 위해 금융시장 자금조달 여건이 중요하며 기업의 재무건전성 향상이 수
출유지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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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stimation Results with Differential Effects
Time period

2006~2013

Variable

exp_exit

exp_year
Age

(1) Differential
effect of TFP by
firm size

(2) Differential effect
of market interest
rate by debt ratio

(1)

(2)

0.506***

0.502***

(0.027)

(0.027)

1.000
(0.003)

lnTFP

1.039
(0.114)

lnTFP * Major

1.000
(0.003)
0.888
(0.081)

0.625***
(0.104)

FO
Intasset
Firm-level
characteristics

0.829

0.819*

(0.095)

(0.094)

0.827***
(0.054)

lnKL

0.920***
(0.029)

lnEmp
lnROA
Loss
lnDebt

0.806***

0.833***
(0.054)
0.921***
(0.029)
0.804***

(0.032)

(0.032)

0.990

0.988

(0.029)

(0.028)

1.176

1.166

(0.455)

(0.452)

1.006

1.053

(0.056)

(0.065)

lnDebt * ln_int_rate

1.068*
(0.038)

lnHHI

Industry-level
characteristics

127

lnDisplace
lnGrowth
lnImp_ratio

1.093

1.082

(0.077)

(0.077)

0.867***

0.864***

(0.035)

(0.034)

0.956

0.963

(0.042)

(0.043)

0.99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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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period

2006~2013

Variable

exp_exit

ln_int_rate

(2) Differential effect
of market interest
rate by debt ratio

(0.227)

(0.227)

1.336***

ln_REER
Macroeconomic
variables

(1) Differential
effect of TFP by
firm size

ln_world_demand

(0.113)

(0.127)

1.140

1.139

(0.101)

(0.101)

0.424***
(0.062)

ln_dom_demand

1.413***

1.638***

0.422***
(0.062)
1.642***

(0.115)

(0.115)

Y

Y

# of obs.

11641

11641

# of exits

1281

1281

-3727.6548

-3729.8829

Industry FE

Log pseudo-likelihood

Notes: 1. This table presents results of estimation using Complementary Log-Log model, and
the dependent variable, exp_exit, is a dummy variable which is equal to one if a
firm does not export at t+1, or zero otherwise.
2. If an estimate of coefficient is greater(smaller) than one, it means that the hazard of
exiting from export increases(decreases).
3. Numbers in parentheses denote standard errors and superscripts ***, **, and *
represent significance within 1%, 5%, and 10%, respectively.

Ⅴ. 결론
본고에서는 2006~2014년 기간 중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기업의 수출중단 가능
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주로
다루었던 기업 특성 및 산업 특성뿐 아니라 거시경제 변수의 영향도 분석하였다
는 데에 의의가 있다. Complementary Log-Log 모형을 활용하여 주요 결정요인
을 분석한 결과, 기업수준 결정요인으로는 고용규모가 크고 자본집약도가 높을
수록, 무형자산을 소유하고, 외국인 소유 기업일수록 수출기업의 수출중단 가능
성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수준 결정요인으로는 산업 내 고
용대체율이 높을수록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신규기
업의 진입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산업일수록 내수시장의 경쟁이 심화되어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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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속 유인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거시경제 변수의 영향은 세계수요가
증가할수록, 국내수요가 감소할수록 수출중단 가능성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난 반면, 환율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장금리
의 상승은 금융시장 자금조달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수출기업의 수출중단
가능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영향은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
수록 더욱 커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기업의 생산성이 수출중단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기업에 대해서는 뚜렷하지 않았으나, 수출 주력산업 내의 기
업의 경우에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수출을 지속하는 데에
기업수준, 산업수준, 거시경제 수준의 여건이 모두 복합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며, 국내 수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
째, 세계수요 및 국내수요가 수출중단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결
과는 기업의 수출지속을 위해 국내외 수요에 대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국내수요가 부진하더라도 해외 수요가 증가할 때 기업이 수출을 지속할 유
인이 높아짐을 시사한다. 둘째, 금융여건이 수출기업의 수출중단 가능성에 미치
는 영향이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기업의 재
무건전성 향상이 수출지속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
로, 추가분석에서 기업의 생산성이 수출중단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수출 주력
산업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는 해외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한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개발 및 혁신이 중요함을 시사
한다.
본 연구는 수출기업이 수출을 중단하는 경우만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제조업 총수출 중 한 부분만을 살펴본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수출지속
기업의 수출규모 변화에 대한 영향도 추가로 분석하여 기업의 전반적인 수출동
학에 대한 결정요인을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면 학술적으로나 정책적
으로 더 기여도 높은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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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ppendix Table 1> Additional Estimation Results
Time period

2006~2013

Variable

exp_exit
(1)
(2) TFP
Differential
estimated
effect of
using ACF
exchange rate
methodology
by firm size

exp_year

Age

lnTFP

FO

Intasset
Firm-level
characteristics

lnKL

lnEmp

lnROA

Loss

lnDebt

lnHHI
Industry-level
characteristics

lnDisplace

(3) Domestic
Demand
(Private+Gov’t
Consumption)

0.501***

0.503***

0.511***

(0.027)

(0.027)

(0.028)

1.001

1.000

1.000

(0.003)

(0.003)

(0.003)

0.892

0.971

0.890

(0.082)

(0.099)

(0.082)

0.821*

0.807*

0.815*

(0.094)

(0.092)

(0.093)

0.833***

0.832***

0.835***

(0.054)

(0.054)

(0.054)

0.923***

0.917***

0.922***

(0.029)

(0.028)

(0.029)

0.853***

0.787***

0.802***

(0.046)

(0.029)

(0.032)

0.988

0.980

0.988

(0.028)

(0.028)

(0.028)

1.173

1.156

1.205

(0.453)

(0.448)

(0.465)

1.004

1.003

1.002

(0.056)

(0.056)

(0.056)

1.083

1.084

1.081

(0.076)

(0.077)

(0.077)

0.867***

0.867***

0.816***

(0.035)

(0.035)

(0.032)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의 수출중단 결정요인 분석

Time period

2006~2013

Variable

exp_exit
(1)
(2) TFP
Differential
estimated
effect of
using ACF
exchange rate
methodology
by firm size

lnGrowth

(3) Domestic
Demand
(Private+Gov’t
Consumption)

0.959

0.958

0.950

(0.042)

(0.042)

(0.041)

1.007

1.001

0.878

(0.229)

(0.229)

(0.197)

1.346***

1.343***

1.541***

(0.114)

(0.114)

(0.180)

1.144

1.143

0.993

(0.101)

(0.101)

(0.076)

0.420***

0.421***

0.441***

(0.061)

(0.061)

(0.069)

1.645***

1.643***

1.522***

(0.115)

(0.115)

(0.102)

Industry FE

Y

Y

Y

# of obs.

11,641

11641

11641

# of exits

1,281

1281

1281

Log pseudo-likelihood

-3730.376

-3732.4949

-3742.8579

lnImp_ratio

ln_int_rate

ln_REER

Macroeconomic ln_REER*Largefirm
variables
ln_world_demand

ln_dom_demand

135

0.996
(0.003)

Notes: 1. This table presents results of estimation using Complementary Log-Log model, and
the dependent variable, exp_exit, is a dummy variable which is equal to one if a
firm does not export at t+1, or zero otherwise.
2. exp_year indicates a variable of export duration, which controls for underlying
hazard rates.
3. If an estimate of coefficient is greater(smaller) than one, it means that the hazard of
exiting from export increases(decreases).
4. *, **, and *** indicate significance levels at 10%, 5%, and 1%, respectively, and
the value in parenthesis indicates robust standard 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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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nts of a Firm’s Exit from
Exporting: Evidence from Korean
Manufacturing Firms
Yunmi Nam*, Moon Jung Choi**
We empirically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a firm’s exit from exporting, using
Korean manufacturing firm-level data for the period from 2006 to 2014.
Specifically, we estimate the effects of not only firm-level and industry-level
characteristics, but also macroeconomic variables on the probability that a firm stops
exporting by applying a Complementary Log-Log Model analysis. The results of
our estimation suggest that firm-level heterogeneity, such as workforce size, capital
intensity, intangible assets and foreign ownership, industry-level variation, such as
the labor displacement rate, and macroeconomic variables, such as domestic demand
and world demand, significantly affect the possibility of a firm ceasing exports.
Also, we show that market interest rates increase the possibility of an export
cessation and that the effects of market interest rates are more pronounced on firms
with a higher debt ratio. In the primary exporting industries, the probability of a
firm ceasing exports decreases as productivity at the firm rises.
JEL Classification Number: D22, F14, L25, O24
Keywords: Manufacturing Exporting Firms, Exit from Exporting, Determinants

* Economist, Economic Research Institute, The Bank of Korea
(E-mail: yunmi@bok.or.kr, Tel: +82-2-759-5546)
** Economist, Economic Research Institute, The Bank of Korea
(E-mail: mjchoi@bok.or.kr, Tel: +82-2-759-5540)
Received: 22 September 2020, Received in revised form: 19 October 2020, Accepted: 26 November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