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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취약성 지수 개발 및 기업 부실화와의 연관성
최영준

(연구 배경)
□ 일반적으로 기업의 부채가 과다할수록 기업 부실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부채비
율 규제*로 인해 부채관련 비율만으로 기업의 부실위험을 파악하
기 곤란한 상황
* 외환위기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기업들의 과다차입을 제한하기 위해 은행감
독원에서는 1998년 53개 재벌 기업에 대해 1999년말까지 부채비율을 200%
수준으로 낮추도록 하였으며 이후에도 부채비율 200%는 기업의 재무건전성
판단기준으로 사용

ㅇ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부채관련 비율이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총자산｣ 비율 등 기업도산 관련 이론에서 거론된 지표
들은 기업부실 위험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음
□ 본고에서는 부채비율을 포괄하면서 기업의 부실위험 정도를 잘 나
타내주는 기업 취약성 종합지수 개발을 시도
ㅇ 새롭게 개발된 지수를 사용하여 기업 취약성 지수와 기업 부실화
의 연관성을 분석
(분석 방법)
□ IMF CVU(Corporate Vulnerability Utility)*에서 관찰하고 있는 기업관련
위험 지표를 대상으로 주성분 분석과 동태요인분석을 2회 중복 사
용하는 방법을 통하여 2000~15년중 기업 취약성 지수를 산출
* 전 세계의 기업 취약성 정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IMF에서 운영하고 있는 DB
문의처: 최영준 미시제도연구실 연구위원 (☎ 759-5366)
※ 이 연구내용은 집필자들의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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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로짓(panel logit) 모형을 통해 만성적 한계기업의 취약성 지수와 기
업부실화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분석
(분석 결과)
□ 한계기업*, 만성적 한계기업** 등 2개 그룹을 대상으로 취약성 지수를 산
출한 결과, 기업 취약성 지수는 2000년대 초반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였
으나 2011년부터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3년 연속 100% 미만인 기업(2015년 기준)
** 2015년 기준 한계기업중 이전 년도 기준으로도 한번 이상 한계기업이었던 기업

□ 기업 취약성 지수가 상승할 경우 한계기업 및 부실위험 기업이 될 확률
이 유의하게 상승
(시사점)
□ 본고에서 개발한 기업 취약성 지수 등과 같은 다양한 기업부실위험 징
후를 판단할 수 있는 종합 지표를 개발하여 금융안정을 평가하는 보조
지표로 활용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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