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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의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따라 산업계 전반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신용보증기금에 등록된 중소기업들의 자료에 대하여 생존 분석을 이용하여 생존율을 추정하였

다. 또한 중소기업의 자산규모와 업종에 따라 건설업과 타 업종으로 구분하여 생존율에 관한 동향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때 생존율은 생명표에 의해 구하였으며, 업종별 생존율의 차이는 로그순위 검정과

윌콕슨의 검정통계량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중소기업의 자산규모가 10억 이상이 가장 높

았으며, 1억 미만, 1억에서 10억 미만은 비슷한 생존율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이

경공업과 중공업, 건설업에 비하여 생존율이 높았으며 건설업의 경우 생존율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

었다. 또한대부분의중소기업들은시간이지날수록위험률이상승하는추세를보였다.

주요용어: 로그-순위검정, 생존분석, 위험률, 윌콕슨검정, 중소기업.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의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따라 업계 전반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최근의 실물 경기 침체

와금융경색은 IMF 외환위기와비견되는경향이있다. 따라서본논문은과거 IMF 외환위기를포함

한중소기업자료를이용하여건설업과타업종간의생존율동향을살펴보았다.

본 연구에 앞서 염창선과 홍재범 (2008), 표효원 (2007), 이선아 (2006), 정영순과 송연경 (2008), 차

영준 (1993), 박병구와 이광호 (1991), 이재만 (2000), 이인석 등 (1994)이 생존분석을 실시하였다. 염

창선과홍재범 (2008)은기술신용보증기금의자료를바탕으로생존분석을통해중소기업생존율을추정

하였으며, 그 결과 개인으로 창업하는 경우보다는 기업으로 창업하는 경우 생존율이 높고, 서비스업이

유통업이나 제조업보다는 생존율이 높으며, 기술 혁신형이 일반형에 비해 생존율이 높음을 제시하였다.

표효원 (2007)은기업의설립후운영기간 (t)이라는변수를추가하여 Cox의비례위험모형의장점을이

용하면서로지스틱분석을실시하였다. 그결과예측률은그다지높지않았으나, 새로운변수에대한유

의성이매우높았으며, 로지스틱회귀분석의단점을해결하였다. 이선아 (2006)는상호저축은행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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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함으로써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Cox의 비례모형을 비교하여 기업부도예측 모형을 구축하였는데,

그 결과는 두 추정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정영순과 송연경 (2008)은 사회연대은행에서 지원한

소액창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성별, 경제상황, 창업유형, 창업업종에 따라 창업지원 시점 뿐 아

니라 창업지원 강도가 달라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차영준 (1993)은 Cox 회귀모형에서 붓스트랩 방법

에 의한 생존함수 추정량의 비교연구를 통해 작은 샘플의 추정을 실시했다. 박병구와 이광호 (1991)는

점진적 임의 중단법에 의하여 얻어진 관측치를 이용하여 생존함수의 비모수적 최우추정량을 제안하고

그것의 성질과 효율성을 비교 연구하였다. 이재만 (2000)은 몬테칼로 모의실험을 통해 Kaplan-Meier

추정의 오른쪽 관측모형 편의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비모수적 생존함수 추정량을 제안하였다. 이인석

등 (1994)은모의실험을통해누적위험률함수에대한베이지안추정량들을이용하여생존함수의추정량

을제안하였다.

기존의 기업 도산의 연구들은 대부분 판별분석, 로지스틱 분석을 통해 기업을 도산/건전의 이분법적

인 분류변수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하여 연구시점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라지는 문제점을 담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비율분석이나 확률적 분류 예측을 통해서는 생존 자료를 분석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간과한

분석들이었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 사용된 자료의 양과 추적기간이 짧아 의미 있는 사건의 수가 적다는

문제점이 있었으므로 본 논문은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1987년부터 2002년까

지의 신용보증기금에 등록된 중소기업의 생존기간 자료를 이용해 자산규모별, 업종별에 따른 건설업과

타업종간의부도율과위험률을분석해보았다.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중소기업의자산규모별, 업종별에따른건설업과타업종간의생존율추이와생존요인분석을위해생

존분석기법을 활용하였다. 생존 자료는 창업으로부터 부도라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까지의 기간으로 구

성되며, 이 시간을 생존기간이라고 한다. 생존분석은 이러한 생존 자료를 분석하여 사건 발생의 위험률

을 산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창업 기업의 시작점은 1987년도부터 생성된 중소기업이며 각 사건은

부도가발생한시점이다.

본 연구는 우선 자산의 규모를 크게 3가지로 분류하였다. 1억 미만, 1억에서 10억 미만, 10억 이상

의 자산규모를 가진 기업들 중에서 업종별로 경공업, 중공업, 건설업, 도소매, 서비스업으로 구분하고

2002년까지의 생존율을 비교해 보았다. 생존분석 기법 중 특히 생명표에 의한 생존율 분석을 활용하였

다. 생명표에 의한 생존율 분석은 특히 대표본의 생존 자료에 유용하며, 이때의 생존곡선은 일반적으

로 카플란-메이어 생존곡선으로도 불린다. 카플란-메이어 분석은 중소기업이 일정기간 생존할 확률을

계산하는 것으로 생존시간이 어떤 분포를 지닌다고 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하는 비모수적 기법이

다. 특히 카플란-메이어 생존곡선이 각 기업의 개별적인 생존시간을 고려한다면, 생명표에 의한 생존

율 분석은 전체 기업의 생존시간의 자료를 구간 (group)으로 묶어 생존율을 계산하는 특별한 경우를 말

한다. 또한, 생존곡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검정하기에 앞서 LLS (log-log survival

function)의 도표 작성이 선행되어야 올바른 통계분석법을 선정할 수 있다. 즉, 만약 어떤 생존곡선의

LLS plot이 직선적이라는 뜻은 그 생존곡선이 와이블 분포 (Weibull distribution)를 근사적으로 따른

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통계 검정법 중 로그 순위 검정법 (Log-rank test)이나 윌콕슨

(Wilcoxon) 검정법을사용함이권장된다. (유근영, 1998).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그룹간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로그-순위 검정 검정법과

윌콕슨검정법을활용하였다. 로그-순위검정법은독립된두군 (또는여러군)의생존확률을총괄적으

로 비교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비모수적 검정법이다. 검정가설은 두 군 (또는 여러 군)의 생존확률이

동일 모집단에서 나왔다는 것이며, 특히 생존 곡선이 비례적인 형태를 보일 때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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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다. 윌콕슨 검정법 역시 로그-순위 검정법과 비슷한데, 로그-순위 검정법이 모든 시점의 평균을 단

순 합산시켜 계산한 검정통계량이라면, 윌콕슨 검정법은 초기 사망에 더 큰 비중을 두어 두 군 (또는 여

러군)의생존확률을비교하고자할경우각사망시점에서두군 (또는여러군)의총대상자수로가중합

하여 검정통계량을 계산한다. 또한 생존곡선이 서로 엇갈리는 형태를 보일 때에 더 나은 검정결과를 보

여준다. 제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방법에 대해 기술하였고, 제 2장 실증분석에서는 연구

표본 및 자산규모별 및 업종별 생존율과 누적생존율 및 위험률 분석을 하였으며, 제 3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결과를요약하였으며, 연구의한계점및향후연구방향에대해기술하였다.

2. 실증분석

2.1. 연구표본

본 연구는 신용보증기금에 등록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987년 1월 1일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

의 생존 자료를 추적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의 마감은 2002년 12월 31일로 정하였다. 그러므로 기

업에 따라서는 최소 72달 (6년)부터 최고 200달 (16년)까지 추적된 셈이며, 추적기간의 마지막 날짜에

생성된 기업은 최소 추적 기간을 가지게 된다. 또한, 실제 신용보증기금의 운용방식에 따라 자산규모

를 1억 미만, 1억 이상에서 10억 미만, 10억 이상의 3그룹으로 구분하였으며, 업종별로 경공업, 중공업,

건설업, 도소매업, 서비스업의 5그룹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50678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였

으며, 이상은 표 2.1의 정리 내용과 같다. 또한 생존곡선의 LLS plot이 직선 형태를 보여 와이블 분포

(Weibull distribution)를 근사적으로 따름을 의미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로그 순위 검정법과 윌콕슨 검

정법을활용하였다. LLS plot은그림 2.1에정리하였다.

표 2.1 자산규모별 및 업종별 기업 수

업종별
All

경공업 중공업 건설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N N N N N N

1억 미만 2873 4714 3610 14897 2401 28495

자산 1억 이상-10억
3606 5819 4024 4462 1493 19404

규모별 미만

10억 이상 441 1083 300 457 498 2779

All 6920 11616 7934 19816 4392 50678

그림 2.1 LLS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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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의 요건은 다음 표 2.2의 내용과 같으며, 다음의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부실기업으로 분

류한다. 표 2.2에서 1과 2에 해당하는 부실기업은 부실 징후 발생 후 어느 정도 시일 경과 후에 도산이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며, 사실상 부실기업으로 정상적인 금융기관 거래가 어려운 기업에 해당된다. 또

한 요건 3, 4, 5는 재무비율이 지나치게 반영되어 오히려 모형의 안정성을 저해시키므로 부실기업의 분

석대상에서제외하였다.

표 2.2 부실기업의 정의

구분 내용 비고

1. 신용보증사고관리규정에 의해 사고 기업으로 기업평가모형 구축을

분석 규제된 사실이 있는 기업 위한 부실기업 분석

대상 2. 금융기관 불량거래처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대상으로 평가모형의

기업 Target

분석 3. 최종연도 B/S상 자기자본 전액 잠식된 기업 평가 모형 구축 시 분

제외 4. 영업활동 후 현금영업이익이 3개년연속負인 기업 석대상에서 제외, 별도로

5. 당기순이익 3개년 연속 負인 기업 정하는 Filtering 등급 부여

마지막으로중분류에의한 5개업종군의구분은다음의표 2.3과같다. 2009년 12월에개정된표준산

업분류중분류기준으로경공업, 중공업, 건설업, 도소매, 서비스등 5개업종군으로구분하였다.

표 2.3 업종군 구분의 세부내용

업종군 비고

경공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음식료품, 담배, 섬유, 의복, 가죽, 모

피, 가방, 신발, 목재, 인쇄), 전기가스, 수도 사업

건설업 건설업, 부동산업

중공업 제조 (경공업 이외의 제조업)

도소매업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
운수업, 숙박업, 음식업, 출판 및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예술

및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단, 금융업, 공공행정기관은 평가제외대상으로 업종군 구분에서 제외함.

2.2. 자산규모별 및 업종별 생존율

분석대상인 중소기업의 자산규모 및 업종에 따라 생존율과 부도율을 표 2.4에 정리하였다. 그 결과

자산규모별로는모든그룹에서생존율이 90%이상으로높은것을볼수있으며, 검정결과에서는로그순

위 검정 (log-rank test)과 윌콕슨 (Wilcoxon) 검정의 p-value값이 <0.0001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10억 이상의 자산규모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이 1억 미만과 1억 이상에

서 10억 미만 보다 생존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의 생존율이 도소매업, 경공업, 중

공업, 건설업의 생존율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검정결과 로그 순위 검정과 윌콕슨 검정의 p-value값

이 <0.0001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기업수가 50678개로, 이 중

의미를 갖는 도산한 기업 수는 4118개이며, 생존자료 (혹은 절단자료)가 총46560개로 미완결의 비율이

91.87%임을 알 수 있다. 이때 미완결의 비율은 생존분석에서 전체 자료에 대한 절단된 자료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는대다수의중소기업이생존해절단자료 (censored data)로분류되었음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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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자산규모 및 업종별 생존율 분석 결과

자산규모 생존 부도 전체 생존율 (%)

1억 미만 26,133 (91.7%) 2,362 (8.3%) 28,495 (100%) (91.7%)

1억이상-10억미만 17,757 (91.5%) 1,647 (8.5%) 19,404 (100%) (91.5%)

10억 이상 2,670 (96%) 109 (4%) 2,779 (100%) (96%)

전체 46560 (91.8%) 4118 (8.2%) 50,678 (100%) (91.8%)

Log-Rank = 128.6670 p<.0001 (df 2), Wilcoxon = 118.9800 p<.0001 (df 2)

업종 생존 부도 전체 생존율 (%)

경공업 6,247 (90.2%) 673 (9.8%) 6,920 (100%) (90.2%)

중공업 10,628 (91.4%) 988 (8.6%) 11,616 (100%) (91.4%)

건설업 7,093 (89.4%) 841 (10.6%) 7,934 (100%) (89.4%)

도소매 18,482 (93.2%) 1,334 (6.8%) 19,816 (100%) (93.2%)

서비스 4,110 (93.5%) 282 (6.5%) 4,392 (100%) (93.5%)

전체 46560 (91.8%) 4118 (8.2%) 50,678 (100%) (91.8%)

Log-Rank = 150.4681 p<.0001 (df 2), Wilcoxon = 114.1674 p<.0001 (df 2)

2.3. 누적생존율 및 위험률 분석

생명표에의한생존율계산에서 i 번째구간을생존할확률 S(ti)은다음식 2.1과같다.

S(ti) = S(ti−1)× pi (2.1)

= p1 × · · · × pi−1 × pi (2.2)

= p1 × · · · × pi−1 × (1− qi) (2.3)

= p1 × · · · × pi−1 × (1− di/ni) (2.4)

=

i∏
j=1

(1− dj/nj) (2.5)

이는 1에서 i 번째 구간의 위험에 노출된 대상 기업 수 (ni) 중에서 부도난 기업 수 (di)의 확률인 구

간사망률 (qi)를뺀값을연속하여곱함으로써계산된다. 이때구간생존율 (pi)은조건부확률로써 (i−
1) 구간에 생존하고 있음이 알려진 기업 중에서 i 구간에 생존한 기업의 비율을 의미한다. (송혜향 등,

2001). 생존율계산에서절단된자료의역할은절단자료다음에계산하게되는구간생존율 (pi)의계산

에서 위험에 노출된 대상자수 (ni)를 감소시키는 일이다. 따라서 절단된 자료 (wi)의 해석은 중요한 의

미를 가진다. 특히 생명표에 의한 생존율 계산은 절단된 생존기간을 가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금씩 다른

생존율 값을 계산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절단된 생존기간을 가진 모든 기업이 구간 내에서 랜덤하게 절

단되었다고가정할때평균적으로구간의절반만큼관측되며, 이기업들도구간의나머지기업들과동일

한 확률로서 부도를 경험한다고 가정하고 생존율을 계산하였다. 즉 조정된 n
′
i (adjusted ni)를 가정한

다. 이때식 2.2 은다음과같다.

qi =
di +

1

2
× wi × qi

ni
=

di

ni −
wi

2

=
di

n
′
i

(2.6)

또한 위험률은 단위 시간까지 생존한 기업의 순간 위험률을 의미한다. 첫 번째로 중소기업의 자산규

모가 1억 미만일 때 업종별로 생존기간에 따른 생존율과 위험률을 표 2.5와 그림 2.2에 정리하였다. 로

그-순위검정과 윌콕슨 검정의 p-value값이 <.0001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즉 자산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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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억 미만일 때, 도소매업이 0.843로 생존율이 가장 높았으며, 건설업이 0.738로 생존율이 가장 낮음

을 알 수 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120달 (1997년) 이후에는 큰 폭으로 생존율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또한업종에따른위험률은 75달이지난후부터건설업이다른업종에비해위험률이높아짐을알수있

다. 즉건설업의경우부도까지걸리는시간이다른업종에비해짧아지고있음으로보여준다.

표 2.5 자산규모가 1억 미만의 업종별 생존율과 위험률

생존 생존율 위험률 ( ×10−3 )

기간
경공업 중공업 건설업 도소매 서비스 경공업 중공업 건설업 도소매 서비스

(달)

0 1.000 1.000 1.000 1.000 1.000 0 0 0 0 0

10 1.000 1.000 1.000 1.000 1.000 0 0 0 0 0

20 1.000 1.000 1.000 1.000 1.000 0.163 0.149 0.013 0.081 0.069

50 0.9951 0.9955 0.9961 0.9976 0.9979 1.078 .931 1.059 0.553 0.707

75 0.9687 0.9726 0.9701 0.9839 0.9804 1.564 1.149 1.987 1.049 1.546

100 0.9315 0.9451 0.9231 0.9584 0.9432 0.136 0.119 2.228 1.178 1.106

120 0.9065 0.9229 0.8828 0.9361 0.9226 1.102 1.209 2.182 1.132 0.98

150 0.877 0.89 0.8269 0.9048 0.8959 0.141 1.556 1.823 1.407 1.573

180 0.8407 0.8494 0.7828 0.8675 0.8546 2.065 2.202 4.061 2.313 1.633

200 0.8130 0.8172 0.7389 0.8438 0.8252 1.546 0.184 2.492 1.073 0.179

Log-Rank=113.6425 p<.0001 (df 4), Wilcoxon=109.9463 p<.0001 (df 4)

그림 2.2 자산규모 1억 미만의 업종별 생존율과 위험률

두 번째로 중소기업의 자산규모가 1억 이상에서 10억 미만으로 업종별로 생존기간에 따른 생존율과

위험률은 표 2.6과 그림 2.3에 정리하였다. 로그-순위 검정과 윌콕슨 검정의 p-value값이 <.0001로 매

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즉, 서비스업이 0.882로 생존율이 가장 높았으며, 건설업이

0.776로 생존율이 가장 낮았다. 즉 자산규모가 1억 원 미만의 경우와 비슷한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또한업종에따른위험률은 50달까지는모든업종이꾸준히증가하다가 75달을기점으로경공업이크게

증가했지만 100달이지난후부터건설업이다른업종에비해위험률이크게증가되는것을알수있다.

세 번째로 중소기업의 자산규모가 10억 이상에서 업종별로 생존기간에 따른 생존율과 위험률을 표

2.7과 그림 2.4에 정리하였다. 생존곡선의 그래프가 전체 관측기간 동안 엇갈리므로 로그-순위검정 결

과보다 윌콕슨 검정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 윌콕슨 검정의 p-value값이 <.0001로 역시 매우 유의한 차

이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산규모가 10억 이상의 경우 다른 규모의 경우보다 생존율이 다소 높

음을 알 수 있으며 건설업을 제외한 나머지의 위험률 또한 다소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생존율은 도소

매업이 0.994로 가장 높았으며, 건설업이 0.887로 가장 낮았다. 또한 업종에 따른 위험률은 75달이 지

난 후부터 건설업이 다른 업종에 비해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역시 120달 (1997년)을 기점으로 크

게 증가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아래 그래프의 도소매업의 위험률 그래프가 가로축과 수평인 것은 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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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자산규모가 1억 이상에서 10억 미만 업종별 생존율과 위험률

생존 생존율 위험률 ( ×10−3 )

기간
경공업 중공업 건설업 도소매 서비스 경공업 중공업 건설업 도소매 서비스

(달)

0 1.000 1.000 1.000 1.000 1.000 0 0 0 0 0

10 1.000 1.000 1.000 1.000 1.000 0.028 0 0 0 0

20 0.9997 1.000 1.000 1.000 1.000 0.111 0.103 0.116 0.067 0.112

50 0.9964 0.9969 0.9965 0.998 0.9967 0.617 0.787 0.694 0.561 0.569

75 0.9811 0.9775 0.9794 0.9841 0.9826 1.544 0.977 1.223 1.163 0.573

100 0.944 0.9539 0.9499 0.9559 0.9686 1.225 0.959 1.704 0.901 1.471

120 0.9211 0.9358 0.918 0.9388 0.9405 1.182 1.064 2.452 0.879 0.825

150 0.889 0.9064 0.8529 0.9144 0.9175 1.482 1.442 2.295 1.225 0.692

180 0.8504 0.868 0.7961 0.8814 0.8987 2.167 1.493 1.042 1.062 1.342

200 0.8234 0.8387 0.7766 0.8687 0.8826 1.426 1.791 1.307 0.612 0.758

Log-Rank=53.4174 p<.0001 (df 4), Wilcoxon=29.8511 p<.0001 (df 4)

그림 2.3 자산규모 1억 이상에서 10억 미만의 업종별 생존율과 위험률

간사이의 생존시간이 모두 절단자료이기 때문인데, 이것은 이 구간에서 부도기업이 관측되지 않았기 때

문이다.

표 2.7 자산규모가 10억 이상의 업종별 생존율과 위험률

생존 생존율 위험률 ( ×10−3 )

기간
경공업 중공업 건설업 도소매 서비스 경공업 중공업 건설업 도소매 서비스

(달)

0 1.000 1.000 1.000 1.000 1.000 0 0 0 0 0

10 1.000 1.000 1.000 1.000 1.000 0 0 0 0 0

20 1.000 1.000 1.000 1.000 1.000 0 0.062 0 0 0

50 1.000 0.9982 1.000 1.000 1.000 0.273 0.185 0.268 0 0

75 0.9932 0.9935 0.9933 1.000 1.000 0.489 0.329 0.718 0.095 0.268

100 0.9811 0.9854 0.9757 0.9976 0.9933 0.43 0.697 0.648 0.146 0.285

120 0.9727 0.9718 0.9631 0.9947 0.9877 0.856 0.874 1.12 0 0.131

150 0.948 0.9466 0.9313 0.9947 0.9838 1.133 0.658 0.939 0 0.238

180 0.9164 0.9281 0.9054 0.9947 0.9768 0.606 0.505 1.429 0 0

200 0.9085 0.9193 0.8871 0.9947 0.9768 0 0.391 0 0 0

Log-Rank=29.9248 p<.0001 (df 4), Wilcoxon=24.9067p<.0001 (df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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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자산규모 10억 이상의 업종별 생존율과 위험률

3. 결론

최근의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따라 업계 전반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

는 신용보증기금에 등록된 1987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중소기업 자료를 이용해서 생

존분석기법으로 중소기업의 생존율을 추정하고 자산규모 및 업종에 따른 건설업과 타 업종간의 생존율

동향을분석하였다. 본연구는생명표에의한생존율분석을하였는데, 이는생존시간이어떤분포를지

닌다고 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하는 비모수적 기법이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각 그룹간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로그-순위 검정 (log-rank test)통계량과 윌콕슨 (Wilcoxon) 검정 통계량

을 활용하였는데, 본 논문의 모든 분석에서 두 검정의 p-value값이 <.0001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

냄을알수있었다.

자산규모별 생존율은 자산규모가 10억 이상이 가장 높았으며 1억 미만, 1억 이상에서 10억 미만은 비

슷한 생존율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이 경공업, 중공업, 건설업에 비해 생존율이 높

았으며 건설업이 가장 생존율이 낮게 나타났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산이 많을수록 생존율이 높으

며, 업종별에는 도소매와 서비스업이 생존율이 높았으며 특히 건설업이 생존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음을

알수있다. 또한본연구에서는최근의글로벌경제위기와 IMF 외환위기당시의유사성에따라 IMF

외환 위기를 포함한 자료를 살펴본 결과, 건설업계의 생존율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최근

의 건설업계 전반의 위기 상황과 같은 경향을 보이며, 건설업의 특성상 전체 경기변동에 가장 민감한 반

응을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외환 위기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건설사들의 민간 공공 부

문 모두 큰 폭의 수주감소가 있었으며, 금융권의 신용등급 조정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컸다 (KIS

credit monitor, 2009). 또한, 기존의 이분법적인 분류변수로 나누어 수행하던 분석들은 연구시점에 따

라 분석결과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의 생존기간 자료를 이용하여 생존

분석 기법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표본의 기간이 짧다는 문제점에 대해 16년간의 신용보증기금의 자료

를 선택하여 의미 있는 사건수를 확보하였다. 따라서 이는 생존분석 자료에 적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는점에서의의가있겠다. 향후분석에서는부채별, 자산별중소기업의생존분석을실시해보거나, 여러

예후 변수를 선택하여 적절한 Cox모형을 선정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최근의 데이터를 이용해 본 논

문과의비교를통한생존분석을실시해보는것도의미가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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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recent recession, studies on the economy are actively being conducted

throughout the industry. Based on the Small Business data registered in the Credit

Guarantee Fund, we estimated the survival probability in the context of the survival

analysis. We also analyzed the survival time for the construction and the other indus-

tries which are distinguished depending on the types of business and assets in the Small

Business. The survival probability was estimated by using the life-table and the differ-

ence between the survival probabilities for the different types of business was described

via the method of the Log-rank test and the Wilcoxon test. We found that the small

business with over one billion asset has the highest survival probability and that with

less than 1000 million asset showed the similar survival probability. In terms of types

of business Wholesale and Retail trade industry and Services were relatively high in

the survival probability than Light, Heavy, and the construction industries. Especially

the construction industry showed the lowest survival probability. Most of the Small

Business tend to increase in the hazard rate over time.

Keywords: Hazard rate, log-rank test, small businesses, survival analysis, Wilcox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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