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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각국 정부의 과도한 유동성 공급 이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던 한계기
업이 더욱 증가하였다. 백신 개발 이후 침체된 경제가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부채
로 지탱하고 있는 한계기업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2020년 상장제조업 기준 한계기업은
15.63%로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한계기업은 퇴출을 유도하는 것이 바
람직하나 단기에 대량 퇴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단기에 많은 기업이 도산하게 되면 경제에 미
치는 부정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기업의 대량도산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성장이 가능
하도록 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상장기업인 한계기업이 담당하
는 생산, 고용 등의 비중이나 영향력을 고려하면 한계기업 퇴출 논의는 좀 더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본 연구는 금리상승기에 한계기업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를 예측하고 증가할 한계기업의 정상화 지원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선별 기준이 필요하나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
준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는 한계기업 전환 결정요인과 한계기업 탈출 결정요인 추정을 위한 실증분석기법을
소개한다. 일반적으로는 정책담당자가 한계기업을 지원하는 것에 정당성을 찾기 어려우나 코로나19 경제위
기와 같이 경제 외적요인에 의한 도산위험 증가는 선별을 통한 지원으로 그 시기를 늦추어 정상화할 수 있는
기업은 가능한 정상화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계기업 전환확률과 탈출확률 분석결과를 기
업 선별 지원의 한 평가요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실증분석에서 도출한 추정치와 기업자료를 활용하여 한
계기업이 될 확률과 한계기업이 정상기업으로 전환할 확률을 계산하여 정책담당자가 기업구조조정 관련 결
정을 위한 평가의 한 요소로 활용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1)

1) 본고는 최현경·안지연(2021), 「한계기업 결정요인 분석과 코로나19 이후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시사점」, 산업연구원의 일부 내용을 발
췌·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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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계기업 연구의 의의
2019년 말 발생한 코로나19 감염병은 2020년

가는 다양한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3)

초 WHO의 팬데믹 선언 이후 세계 각지에서 감

최근 한계기업 문제가 다시 대두된 가장 직접

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장일시 폐쇄와 이동제

적 원인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한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경제 외적 요인에 의한

에 공급된 자금이 기업의 성장성이나 투자안에 대

글로벌밸류체인의 붕괴와 수요 감소는 우리나라

한 시장의 평가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신용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다. 코로

평가기능이 제한된 상태로 기업대출금과 이자 상

나19가 초래한 경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세계

환 시기를 이연시켰는데 이는 기업의 바람직한

주요국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대규모 양적완화를

진입·퇴출의 역동성을 감소시켜 시장에서 퇴출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였는데 위험이 큰 실물투자

되어야 할 기업의 부실을 오히려 증가시켜 연명

보다는 주식이나 부동산시장 등 자산시장으로 많

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금리상승기에 한계기

은 자금이 흘러들어 실물경제의 위축에도 불구하

업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한국은행

고 자산시장은 오히려 과열을 우려할 정도로 호

은 2021년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황을 누렸다.

0.5%에서 0.25%포인트 인상하였고 이에 따라 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벌어들인 이익

업대출에 대한 금리부담이 커지고 기존에 이연된

으로 대출금의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부실기업2)

기업 대출에 대한 회수가 시작되면, 유동성을 공

들이 늘어났는데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정부가 공

급받아 연명해온 기업이 버티지 못하고 도산할 가

급한 유동성이 이에 대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

능성이 커질 것이다. 시장의 신용평가기능이 제

고 있다. 물론 한계기업의 증가원인이 유동성 확

대로 작동되지 못한 채로 지원되거나 이연된 신

대만은 아니지만 2010년 이후 세계적으로 한계기

용의 경우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

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정책자금

할 수 있다.

지원을 많이 받은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특히 증

미국 연준은 코로나19 이후 실물경제를 지원하

가세가 두드러지는 특성을 보였다.
경제위기 시 기업에 대한 신용지원은 기업의 도
산을 막고 일자리를 지킬 수 있으나 이러한 단기
적 치유에 이은 장기적 문제, 즉 생산성 저하, 경
쟁적 생산자의 진입 방해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
려도 존재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한계기업의 증

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업을 한계기업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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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aballero, Hoshi and Kashyap(2008), “Zombie lending and depressed restructuring in Japan”, American Economic Review 98,
pp. 1943-1977.
최현경·박진·김영민·김주영(2017), 「한계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
석」 산업연구원.
김원규·최현경(2017), “한계기업 비중 확대와 생산성 둔화”, 「i-KIET 산
업경제이슈」 (제2017-2호), 산업연구원.
Banerjee, R., & Hofmann, B.(2018), “The rise of zombie firms:
causes and consequences”, BIS Quarterly Review Spetember.
송상윤(2020), “한계기업이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생산성에 미친 영향”,
「BOK 이슈노트」 (제2020-7호), 한국은행. 더 자세한 사항은 최현경 외
(20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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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양적완화를 시행하

하기 어렵다. 또한, 한계기업 관련 연구 대부분은

였으나 작년(2020년) 말 이후 양적완화를 더 이

한계기업의 부정적 영향에 치중하고 있어 정책담

상 확대하지 않고 시장금리 인상을 용인하는 태도

당자가 한계기업 또는 한계기업화가 임박한 기업

를 보이고 있어 시장에 양적완화 테이퍼링이 멀지

지원에 객관적인 기준을 찾는 데는 별로 도움을

않았다는 신호를 주고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 테

주지 못한다.

이퍼링은 가장 직접적으로는 국제유동성의 감소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는 부실기업을 선

를 불러오고 이에 따른 금리 인상과 신흥시장에

별하는 데 의사결정자가 참고할 수 있는 분석모형

서의 자금이탈이 발생할 것이며, 우리나라도 마찬

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4) 이를 위해 우

가지로 자금이탈 우려와 금리상승에 의한 기업의

선 한계기업 결정요인 및 한계기업의 정상기업 전

투자 위축, 기업부도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

환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어떤 특성을 가진 기업이

으로 예견된다.

한계기업 또는 정상기업으로 전환할 확률이 높은
가를 파악하였다. 이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한계기

(1) 연구의 목적

업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정상기업으로 전환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

본 연구는 다음 장에서 보여주듯이 최근(2020
년 기준) 제조업 상장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약

한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재량의 근거로 참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6%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급속하게 증가하는 상
황에 정책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

(2) 한계기업의 정의

발하였다. 연구분석대상 기업이 상장기업임을 고
려하면 실제 비상장기업이나 비외감기업 중에는

일반적으로 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

더 많은 한계기업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

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한계기업은 낮은 경

다. 또한, 코로나19 경제위기 시에 정부의 지원이

쟁력으로 기업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이익 창출

중소기업에 집중되었음을 고려하면 2021년 8월

도 어려워 외부 도움 없이 자력으로 생존과 성장

이후 금리상승기에 더 많은 중소기업이 한계기업

이 어려운 기업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화할 우려가 있다.

인 개념의 한계기업을 식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기존 한계기업 관련 국내외 연구들은 한계기업
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정상기
업화할 가능성이 낮은 한계기업은 시장에서 퇴출

정의하는 방법은 한계기업 개념을 활용하는 기관
이나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르다.
한계기업 식별은 수익성, 유동성, 안정성 등 여

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어떤 한계기업이 정상기업화할 가능성이 크고 어
떤 정상기업이 한계기업화할 가능성이 큰지 판단

4) 최현경·안지연(2020), “구조개선전용자금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수립 연
구”, 중소기업진흥공단 내부용역보고서(2020. 9)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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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측면에서 가능한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

은 식별의 가장 일반적인 특성으로 사용되며 이를

으로 사용하는 정의는 수익성을 기준으로 ‘3년 연

기본으로 일정 조건을 추가하거나 변형하여 사용

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미만인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계기업을 한국은행

기업’이며 이는 한국은행(2015.6)의 「금융안정

(2015.6)의 정의와 같이 3년연속 이자보상배율이

보고서」에서 사용한 정의와 같다. 다양한 한계기

1미만인 기업으로 사용하며 한계기업이 아닌 기

업 관련 연구에서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조건

업은 정상기업이라 한다.

2. 한계기업 현황
한계기업 현황 파악을 위해 기업 수준의 자료가
5)

상장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기업의 수

필요하며 상장기업 은 재무제표를 공개하여야 하

로 보면 적지만 매출액 규모나 종사자 수 등으로

는 등 여러 의무가 있고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므

보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경제의 많은

6)

로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기업자료를 제공한다.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7)

5) 본 연구의 대상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제조업으로 분
류된 기업이다.
6) KISVALUE 자료 활용.

7) 상장되지 않은 중소기업은 그 자금의 조달방식에서 상장기업과는 큰 차이
가 있어 같은 틀에서 분석하기 어려우며 정책대응 방식에서도 큰 차이가
있어 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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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계기업 비중

계기업 비중보다 약 세 배에 달할 정도로 중소기업
의 한계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볼 수 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2002년부터 2020년까지

(2) 한계기업의 매출액 비중11)

기업의 수로 본 한계기업 비중은 2002년8) 9.49%
이며, 대기업은 10.36%, 중소기업은 9.08%였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기업 중 한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계기업의 비중을 보면 대

기업 비중은 2004~2005년과 2009~2011년 기

기업의 경우 2015년 이후 2018년까지 약간 감소

간에 감소하였다가 2013년 이후 2020년까지 지

하는 추세를 보이다 2019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9)

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경우 2010년 이후 2017년을 제외하

과 대기업으로 나누어 보면 2019년 대기업인 한

고 한계기업의 매출액 비중이 매년 증가함을 알

계기업 비중은 7.29%, 중소기업인 한계기업 비중

수 있다. 기업의 수로 보면 중소기업이 큰 비중을

은 20.77%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코로나19 발생

차지하나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매출액

이후인 2020년 기준으로는 대기업 8.24%, 중소기

기준으로 보면 대기업이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이

10)

업

23.24%로 한계중소기업 비중이 대기업 중 한

커서 대기업인 한계기업의 매출액 비중과 전체 한

8) 연구대상 기간은 2000년부터이나 한계기업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최소 3
년의 자료가 필요하므로 본 보고서의 연구기간 중 한계기업 식별이 가능한
가장 초기 연도는 2002년이다.
9) 분석기간내 분석연도마다 유효한 중소기업법 시행령의 산업별 중소기업
정의에 따라 당해연도에 중소기업이면 중소기업으로 분류하였다.
10) 중소기업 여부는 각 연도에 유효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따라 산업
별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에 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

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KISVALUE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 여부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1) 한
 계기업의 비중을 기업의 수로 계산하면 기업의 규모를 반영하기 어려
워 매출액, 자산이나 부채 규모 등 기준으로 한계기업 비중을 구할 수 있
으나 본고에서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한계기업 비중을 보고하였
고 자산이나 부채 규모로 한계기업 비중을 구하더라도 유사한 결과를 도
출함. 자세한 것은 최현경 외(2021) 참조.

<그림 1> 한계기업 비중 추이
25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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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
2002

2004

2006

2008
전체

2010

2012

대기업

2014

2016

2018

2020

중소기업

자료 : KISVALUE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주 : 기업 수 비중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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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계기업 매출액 비중 추이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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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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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2016

2018

2020

중소기업

자료 : KISVALUE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표 1> 한계기업 비중
단위 : %

전체기업 수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2002

875

9.49

10.36

9.08

2003

934

10.81

10.32

11.03

2004

968

8.88

7.48

9.50

2005

999

8.01

7.54

8.21

2006

1,026

8.28

6.98

8.86

2007

1,047

10.03

9.09

10.42

2008

1,076

10.22

9.97

10.33

2009

1,087

9.11

8.55

9.32

2010

1,106

6.69

5.85

7.10

2011

1,117

6.80

5.71

7.38

2012

1,145

7.86

5.90

8.87

2013

1,178

10.44

8.50

11.90

2014

1,193

11.65

7.84

15.03

2015

1,210

11.24

6.71

15.22

2016

1,227

11.65

6.30

16.56

2017

1,254

11.32

4.94

17.70

2018

1,273

12.57

5.24

19.75

2019

1,295

14.05

7.29

20.77

2020

1,267

15.63

8.24

23.24

자료 : KISVALUE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주 : 기업 수 기준.

계기업의 매출액 비중이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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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기 이전인

지속되고 이후 대기업인 한계기업비중이 2018년

2019년까지의 증가추이에 더한 것이어서 2020

까지 감소하는 것과 달리 중소기업에서는 매출액

년 상황이 매우 심각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는 정체하고 기업 수 기준으로는 오히려

증가 추이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서 더욱 두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2018년 이

드러졌다. 전체 기업 중 한계기업비중(기업수 기

후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한계기업 비중이

준)의 2010년 이후 가파른 증가세가 2014년까지

모든 기준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3. 한계기업 결정요인과 탈출요인 분석
제조업종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력이 높을수록, 한계기업의 비중이 높은 업종에

2020년까지 기업자료를 활용하여 한계기업 결정

포함될수록 한계기업이 될 확률이 높게 나타났

요인과 한계기업 탈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다. 매출액 증가는 한계기업이 될 확률을 낮추지

연구에서 한계기업의 ‘탈출(resolving)’은 한계기

만,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이 효과가 뚜렷하

업에서 정상기업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며 한

다.14) 한계기업 탈출결정요인 실증분석에서는 총

계기업이 되고 난 후 어떤 특성들이 정상기업으

자산수익률이 증가할수록, 매출액 증가율이 클수

로 전환, 즉 탈출할 확률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

록, 부채비율이 감소할수록 한계기업에서 탈출할

한 것이다.

확률이 크다.15)

한계기업 전환 결정요인 실증분석을 위한 추
12)

한계기업 탈출확률 분석결과 기업규모와 상관

정모형으로 Tan et al.(2016) , Lam et al.

없이 총자산수익률 증감과 매출액 증가율, 부채비

(2017)13)을 따라 비선형 확률모형인 프로빗(Pro-

율 증감이 유의하게 탈출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결

bit)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 모형

정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구조조정 대리변수 중 부

은 부록에서 설명하였다. 모형 분석결과 상장기

채비율 증감이 규모와 무관하게 모두 탈출결정요

업의 경우 기업 규모에 무관하게 총자산수익률

인으로 유의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모든 유의

(ROA)값이 낮을수록,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업

한 결정요인 추정치는 방향은 같으나 그 절대값의
크기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커서 탈출에 더 큰

12) Tan, Yuyan, Huang, Yiping, Woo, Wing Thye(2016), “Zombie
Firms and the Crowding-out of Private Investment in China”,
Asian Economics Papers. Vol (15), No (3). pp. 32-55.
13) Lam, W. Raphael, Schipke, Alfred, Tan, Yuyuan, and Tan, Zhibo(2017), Resolving China’s Zombies: Tackling Debt and Raising Productivity, IMF Working Paper 17/266.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14) 자세한 사항은 최현경 외(2021) 참조.
15) 실
 제 기업이 한계기업이 될 확률을 계산하거나 탈출할 확률 계산을 위해
필요한 계수추정치는 최현경 외(2021)의 실증분석 결과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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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계기업 증가와 기업구조조정 정책결정의 참고사항
(1)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지원과 한계
기업 증가

성이 크다.
한국은행(2020.12)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
르면 최근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유동성지원이 한계기업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크게 악화하였다. 외감기

문제를 고착화하고 구조조정 시기를 놓치게 하는

업의 매출액은 2020년 상반기 전년대비 -7.0%

부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여러 선행연구16)

로 상당히 하락하였고 대기업의 매출액은 하락

에서 언급하고 있다. 경제회복을 위한 유동성 공

(-7.3%), 중소기업은 오히려 소폭 상승(1.9%)하

급이 초래한 기업의 과도한 부채와 이로 인한 재무

였다. 외감기업의 2020년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

건전성 악화가 한계기업 증가로 나타날 수 있다.

년동기대비 -23.5%를 기록하였고 매출액영업이

즉, 기업의 한계기업화에 은행과 정부의 역할도

익률은 2019년 상반기 5.0%에서 4.2%로 하락하

영향을 미쳐 시장에서 퇴출되지 못한 기업이 장기

였으며 이자보상배율은 전체적으로 2019 상반기

적으로 한계기업으로 생존하면서 다른 기업과 경

(4.4배)보다 2020 상반기(3.5배)에 하락하였다

제에 부담이 되는 것이다. 한계기업이 2019년에

(한국은행, 2020.12).

14.05%였던 것에 비해 2020년 15.63%로 증가

한계기업의 대폭 증가는 2020년에 그치지 않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기업인 상장기업이 코로나

을 가능성이 크다. 경기회복에 따른 금리인상과

19 정책자금의 수혜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규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요구가 시작되면 기업의 상

모가 큰 기업임을 고려하면 정책 수혜를 많이 받

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한계기업 증가는 한

은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은 본 보고서에서 다루

계기업의 도산가능성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는 한계기업 비중보다 심각한 상태에 있을 가능

된다.

16) Chang, Zhou, Liu, Wang, Zhang(2021), “How does government
intervention affect the formation of zombie firms?”, Economic
Modelling 94., Caballero et al.(2008), 장우현(2016), 「중소기업 정
책금융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 한국개발연구원 참조.

(2) 한계기업에 대한 금리상승의 예상효과
코로나19 이후 금리상승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표 2> 외감기업의 일시적 한계기업 비중
단위 : %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2018

33.7

23.5

44.2

2019

35.1

23.6

47.0

2020

39.7

28.8

50.9

자료 : 한국은행(2020.12)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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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금리상승 단계별 한계기업 증가

전체

일시적
한계기업비중
일시적한계기업의
종사자 수

금리 1%p 상승

금리 2%p 상승

금리 3%p 상승

4.0%p 증가

7.5%p 증가

12.1%p 증가

201,975명
(36,414명 증가)

224,333명
(58,772명 증가)

368,684명
(203,123명 증가)

자료 : KISVALUE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주 : 1) 연구대상 기업의 2020년 기준 총 종사자 수는 919,201명.
2) 기업이 조달하는 금리는 일정하지 않고 자금원에 따라 다양한 금리가 적용될 것인데 자료상 부채액과 지불하
는 이자비용으로 2020년 기업에 적용되는 평균금리를 계산하고 이 금리가 오르는 경우 증가한 이자비용을 계
산. 영업이익이 2020년과 같다는 가정하에 이자보상배율을 구하여 적용함.

을 파악하기 위해 금리가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인

기업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

지를 단계별로 상정하고 각 경우 한계기업이 얼마

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2019년 기준 제조

나 증가하게 될 것인지와 이때 한계기업의 종사자

업종의 상장기업의 종사자 수(96만 9,335명)는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하였다. 가상의 단계별

광업제조업조사(2019)의 제조업 종사자 수(292

금리인상 적용 시 금리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는

만 8,289명)18) 대비 약 33.1%를 차지하여 본 연

2020년과 같다고 가정하고 단지 기업이 자금을

구는 금리상승이 한계기업 비중 변화를 통해 제

조달하고 있는 금리가 2020년보다 각 1%포인트,

조업 고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2%포인트, 3%포인트 상승 시 증가하는 일시적 한

준다.

17)

계기업

비중(기업 수 기준)과 그 일시적 한계기

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를 계산하였다.
금리상승 단계별 분석에 의하면 금리가 1%포

(3) 코
 로나19 이후 한계기업 증가에 대한
기업구조조정 시사점

인트만 증가하더라도 일시적 한계기업은 4.0%포
인트 증가하고 일시적 한계기업 종사자 수는 3만

기존 문헌은 효율적 부채집행 환경이 한계기업

6,414명 증가하며 금리 2%포인트 증가 시 일시

발생을 줄이고(Ghoula et al. 2020)19), 정부지원

적 한계기업은 7.5%포인트 증가하고 3%포인트

을 많이 받는 중소기업은 한계기업이 될 가능성이

증가 시 일시적 한계기업은 12.1%포인트 증가한

크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Storz et al. 2017)20).

다. 상장기업에 고용된 고용이 전체 고용에서 큰
비중은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상기업인 상장기업이 한계

17) 일시적 한계기업은 당해연도에 이자비용이 영업이익보다 큰 기업을 의미
함. 이러한 정의는 코로나19 경제위기처럼 급격한 상황변화에 의한 기업
의 재무상황의 부실화를 빠르게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다.

18) 「 광업제조업조사」의 가장 최근 자료는 2019년이라 2020년 수치를 비교
하지 못하고 2019년 자료로 비교하였다.
19) G
 houla, Fu and Guedhami(2021), “Zombie firms: Prevalence,
determinants, and Corporate Policies”, Finance Research Letters 41.
20) S
 torz, M., Koetter, M., Setzer, R., & Westphal, A.(2017), Do we
want these two to tango? On zombie firms and stressed banks
in Europe, ECB Working Paper 2014, Octo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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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책자금의 무조건적 지원은 단순히 한계

경제 외적요인에 의한 유동성의 과도한 공급이

기업의 연명 수단이 될 뿐이며 기업의 성장성을

초래한 한계기업의 단기 대량 퇴출이 발생하지 않

높이지 못할 우려가 크기에 선별적 지원 대책이

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에 의한 선별

필요한 것이 원칙이다.

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정책담당자가 기업구조

그러나 코로나19 대응 자금을 비롯하여 2020

조정 관련 판단 시 한계기업을 지원하는 것에 정

년 다양한 정책자금 지원이 이미 행해졌고 현재는

당성을 찾기 어려우나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기

경제회복에 따른 금리인상에 직면하고 있어 한계

업의 대량도산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는 필요성

기업 퇴출 일변도의 정책방향은 오히려 단기에 경

을 가질 수 있다. 이때 앞의 한계기업 전환확률과

제를 크게 혼란에 빠뜨릴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탈출확률 분석결과를21) 기업 선별 지원의 한 평가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낮은 한계기업의 퇴출이 바

요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즉 한계기업이 될 가

람직하다 하더라도 금리상승기에 증가가 예상되

능성이 낮은 기업과 정상기업으로 전환할 가능성

는 한계기업들이 단기에 대량으로 구조조정을 하

이 큰 한계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실증분석에서 도

거나 퇴출하게 되면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커질

출한 추정치와 기업자료를 활용하여 한계기업이

수 있으므로 그 시기를 조정하여 급격한 구조조정

될 확률과 한계기업이 정상기업으로 전환할 확률

보다는 완만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을 계산하여 정책담당자가 기업구조조정 관련 결

가 있다. 단기적으로 기업의 대량도산을 방지하고

정을 위한 평가의 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
원체계가 필요하다.

21) 자세한 사항은 최현경 외(20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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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한계기업결정모형과 한계기업탈출결정모형 22)

한계기업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는 비선형확률결정모형인 프로
빗(Probit) 모형과 로짓(Logit)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아래와 같이 프로
빗(Probit)모형과 로짓(Logit)모형을 사용하였다.
(한계기업결정모형)
· Zombie

it 는 기업 i 의 t 기 한계기업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Xit-1 은 한계기업 여부
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로 내생성문제 해결을 위해 시차변수포함, α 는 파라미
터 벡터를 나타냄. Dind 는 업종더미, Dyear 은 연도더미, ε it 는 오차항임.
· 설명변수 X 는 총자산수익률(ROA), 부채비율, 매출액, 로그업력, 일인당인건비증
가율, 업종별한계기업비중 등을 포함
한계기업에서 탈출확률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는 비선형확률결
정모형인 프로빗(Probit) 모형과 로짓(Logit)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아
래와 같이 프로빗(Probit)모형을 사용하였다.
(한계기업탈출확률결정모형)
· Zombie

it 는 기업 i 의 t 기 한계기업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X 는 한계기업탈출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로, 수익성 변수, 부채 관련 변수, 기업특성 변수,
구조조정 변수를 포함하며 β 는 파라미터 벡터를 나타냄. Dind 는 업종더미, Dyear
은 연도더미, ε it 는 오차항임.
· 설명변수 X 는 총자산수익률(ROA)증감, 매출액증가율, 로그업력, 부채비율증감,
인건비증가율, 유형자산증가율 등을 포함

22) 자세한 사항은 최현경 외(20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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