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1997년 IMF 외환위기 시점, 기업의 잠재적인 부실이 

누적된 상황에서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만
한 경영과 분별없는 사업 확장에 뛰어들었던 대기업들이 

연속적으로 퇴출되는 상황이 발생하며 수많은 기업의 구
조조정이 시행되거나 구조조정의 계획이 수립되면서 국
내 기업의 구조조정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후, 또 
다시 세계적인 경제 사건인 2008년 글로벌 경영위기 때
문에 국내·외 경제가 악화되어 국내 기업들의 상황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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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기업이 개별 기업수명주기에 따라 선택하는 구조조정 전략이 재무적 곤경에 직면할 경우에 기업회생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거래소
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3,593개 표본을 대상으로 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업수명주기별로 구조조정 전략의 선
택에 차이가 있다는 실증분석결과, 기업 수명주기에서 성장기에 속한 재무적 곤경 기업은 사업 및 자산구조조정을 이용
하여 기업을 회생시키고, 쇠퇴기에 속한 재무적 곤경 기업은 재무적구조조정을 이용하여 기업을 회생시키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국내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의 수명주기에 따라 적합한 구조조정의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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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structuring strategies that are selected according 
to the corporate life cycle and to provide evidence that restructuring strategies that are chosen when 
firms face financial difficulties can have a positive impact on corporate restructuring . This study i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3,593 samples of companies listed on Korea Exchange from 2001 to 2016.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a company that is growing through the expansion of its size and 
investment can overcome the financial difficulties of the company. And this study finds evidence that 
the declining firms use the capital increase or debt issuance to revive the corporate regener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life cycle at the time of corporate 
restructuring and select the appropriate strategy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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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악화되어 재무적으로 곤경에 직면하는 기업이 증가하
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기업구조조정 문제에 직면하게 되
었다. 

기업의 상황 및 특성에 맞지 않은 구조조정의 전략을 
시행할 경우, 오히려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에 기업의 특성에 알맞은 구조조정 전략을 적용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하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3월을 기준으
로 6개의 시중은행과 4개의 특수목적 국책은행을 대상으
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2008년 이후부터 
437개의 기업들 중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끈 기업은 
89개로 나타났고, 구조조정 진행 중인 기업을 제외한 성
공률(실패율)은 29.2% (70.7%)로 나타났다. 이처럼 시
간·금전적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조정의 성공이 
약 30%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기업은 구조
조정 의 성공률 증가를 위해서 구조조정의 전략을 선택
하는 것은 구체적인 분석과 신중함이 필요하다.

구조조정 시점에 고려해야 할 기업의 특성은 여러 가
지 요인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기업의 수명주기
(corporate life cycle) 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기업이 
속한 수명주기에 따라서 기업지배구조나 경영전략, 투자
성향, 재무비율과 같은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기업수
명주기는 마케팅의 제품수명주기 이론을 확장하여 적용
한 것으로, 기업수명주기단계는 도입기(introduction), 
성장기(growth), 성숙기(maturity), 쇠퇴기(decline)로 
구성된다. 이는 기업의 발전 과정을 성장하고 성숙해감에 
따라 구분하는 개념이다. 

기업은 성장하고 성숙해 감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수명
주기를 거친다[1]. 기업이 성장 발전해 감에 따라 기업은 
재무적 곤경에 직면할 수 있다. 기업이 재무적 곤경에 처
할 경우 기업회생을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본 
논문은 서로 다른 기업수명주기 단계에 있는 상장 기업
들이 재무적 곤경에 직면할 경우, 기업수명주기에 대응하
여서 선택하는 구조조정 전략의 선택에 따라 기업회생에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한다. 

재무적 곤경을 벗어나기 위하여 구조조정을 하는 기업
은 구조조정의 시행을 공시함으로 투자자들에게 미래성
과가 향상될 것이라는 신호를 제공한다[2,3]. 경영자는 
기업이 재무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
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이 때, 선택하게 되는 구조
조정 전략은 해당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수명주기의 
단계에 적합해야 하고, 이는 어려움에 직면한 재무상태를 
회생시키는 데 효과적이어야만 한다. 

재무적 곤경에 처한 기업의 경영자는 거시적으로 경제 

상황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적절하지 
못한 구조조정 의사결정을 할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재무적으로 곤경에 직면한 기업들의 회생을 
위해서 적절한 구조조정 전략을 실시할 경우 기업회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기업수명주기의 이론은 마케팅의 제품수명주기

(product life cycle) 이론을 근거로 확대된 이론으로써, 
기업의 발전과정을 수명주기 단계별로 구분하여 의사결
정에 적용하는 것이다[4]. 기업수명주기 이론의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쇄퇴기로 이어지는 수명주기의 단계별로 
기업의 환경 및 경영자의 의사결정이 달라지며, 기업의 
목표시장, 종업원 수, 매출액 등과 같은 특성의 차이를 보
일 수 있다[5].

기업수명주기의 단계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
업이 영업을 시작하는 도입기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이며, 
영업 관련 자산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기업의 운
영은 창업자 같은 소유기업가가 행하므로 경영자의 권한
이 매우 집중화되어 있으며 조직구조도 단순한 형태이다. 
이러한 도입기에서는 미래 성장에 대한 상당히 높은 불
확실성으로 인해 영업위험과 장부가치 대 시장가치 비율
이 높게 나타나게 된다. 또한 성장기는 혁신과 발전에 집
중을 하므로 이로 인한 대규모 투자로 많은 자본적 지출 
때문에 자금의 유동성은 낮게 나타난다[6]. 둘째, 기업이 
급격히 성장하는 단계인 성장기는 다양한 주주들로 구성
된 중간 정도의 규모를 가지게 되고, 경영자에게 더욱 많
은 의사결정의 책임이 따르게 되어서 소유와 경영의 분
리가 출현하기 시작한다[1,7]. 또한, 시장의 경쟁자가 점
차 증가함에 따라서 경쟁자들과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이에 대비한 제품 차별화(product differentiation) 전
략이 필요하게 된다. 성장기에서는 기업의 활동이 매우 
활발해지며 다양한 혁신활동이 나타난다. 셋째, 성숙기는 
경쟁자 간의 과다경쟁으로 인해서 사업의 확장 및 매출
이 정체기에 접어든 단계이다. 이 단계는 명확한 목표 시
장에서 기업 경영의 원활한 운영에 중심을 두는 보수적
인 전략을 나타내며, 따라서 매출의 성장보다 이익 극대
화를 추구하게 된다. 안정적인 목표를 지향하기 때문에 
성숙기는 혁신적이거나 위험이 높은 구조조정 전략을 취
할 가능성이 낮다. 넷째, 쇠퇴기는 기술의 진부화 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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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며, 소비자들의 침체된 반응으로 인해서 영업부진
을 경험하고 수익성이 낮아진다[1]. 따라서 쇠퇴기 기업
의 목표는 비용최소화 관점에서 신규 투자나 확장보다는 
기존의 영업활동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되며, 이와 같은 목표를 위해서 투자 축소, 효율성이 
낮은 자산의 매각, 기존 사업의 철수, 기업의 구조를 변경
하는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8]. [7]는 이런 후자 단계에서
는 내부자금흐름이 투자기회를 능가하고, 불확실성이 감
소됨에 따라 자본비용이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1]는 수명주기별로 회계정보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성장기에 속한 기
업은 매출액과 자본적 지출의 증가가 비정상 주식수익률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쇠퇴기에 접어들수록 
주가수익률의 관계가 점차 약해진다고 밝혔다. [9]는 기
업수명주기는 기업이 속한 산업에 대한 경쟁력, 지식, 원
가구조와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같은 기업의 경제적인 
실질과 관련된 특성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구조조정은 기업이 현재 직면한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
하기 위하여, 수익성 있는 경영체제로 바꾸기 위해서 비
효율적인 내부조직을 정비하고 사업의 전략을 다시 수립
하는 등 새로운 경영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구조조정에 
대해 [10]는 다음과 같은 사업(operational 
restructuring), 자산(assets restructuring) 및 재무구
조조정(financial restructuring)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사업구조조정은 토지 또는 설비자산 같은 고정자산의 매
각을 통하여 관련원가를 통제하고 간접비를 축소하여 수
익성을 회복한다. 자산구조조정은 재무적 곤경에 처한 기
업이 수익성이 없거나 비핵심적인 사업을 매각할 경우 
이 전략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된다. 재무구조조정은 기업
의 배당 관련 정책의 변경이나 자본구조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재무상태표 기반 전략을 채택하면서 배당 혹은 
이자지급 압력을 감소하려고 한다[11]. 

수명주기 이론에 의하면 성장기에 속한 기업들은 업력
이 짧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규모가 작고 한정된 범위의 
제품라인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 확장에 초점을 맞춘
다고 시사한다. 반면, 쇠퇴기 단계의 기업들은 기존의 사
업으로부터 가능한 많은 자금들을 모으기 위해 자산들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성장기 단계의 기업들은 자금을 
대여하는 자들이 성장기 기업에게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금을 대여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부채를 발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1]. 따라서 성장기 단계의 기업들
은 성숙기 또는 쇠퇴기 단계의 기업들에 비해 부채를 발
행을 줄이고 사업 혹은 자산 구조조정을 실시할 가능성

이 높다. 반면, 쇠퇴기 단계에 속해있는 재무적 곤경 기업
들은 파산 또는 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자금을 보존하기 
위해 배당금을 축소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따라서 쇠퇴기 
단계의 기업은 성장기 혹은 성숙기 단계의 기업에 비해 
배당금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적 곤경 기업들은 수명주기의 단계에 따라서 적절
한 구조조정 전략의 선택을 선호할 것이다. 본 논문은 재
무적 곤경 기업을 표본에 한정하여 구조조정 전략들의 
유효성을 조사하기 위해 다음의 귀무가설을 수립한다.
[가설] 재무적 곤경 기업의 수명주기에 따른 구조조정 은 

기업회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3. 연구설계
3.1 변수 정의와 측정

[12]은 재무적 곤경을 경험한 기업의 자산의 청산가치
가 부채보다 작은 상태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강제 파산이나 청산을 초래할 수 있다. 본 논문
에서는 재무적 곤경 기업의 기준이 국내 기업들의 상황
을 이해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에서 지정하는 재무상태 부실기업에 대한 기준을 이용하
여 재무적 곤경 기업을 판단한다. 이에 따라서 재무적 곤
경 기업에 대한 기준으로 부채의 비율이 업종 평균의 1.5
배 이상이면서 200% 이상이고,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
으로 지정한다. 종속변수는 기업이 재무적 곤경에서 비재
무적 곤경 기업으로 변경된다면 기업이 회생하였다고 판
단한다. 따라서 기업회생의 더미변수(Rec)는 회생한다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진다. 또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따라 기업수명주기를 더미변수로 기업수명주기를 구분하
였다[13-15].

사업구조조정 전략은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첫 번째로 
실행하는 광범위한 전략이다. [16]의 연구방법을 따라, 
투자 축소 전략을 나타내는 변수 
는 기업의 투자활동이 t-1연도 대비 t연도 혹은 t+1
연도 사이에 15% 이상 하락할 경우 1의 값을 가지며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진다. 자산구조조정 전략
은 자산 매각을 통해 조사한다. 설비자산 축소 전략을 
나타내는 변수 는 [16]의 연구방법을 
따라, 설비자산 총액이 t-1연도 대비 t연도 혹은 t+1
연도 사이에 15% 이상 하락할 경우 1의 값을 가지며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진다. 재무구조조정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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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배당금 삭감이나 생략, 새로운 주식 또는 부채의 
발행 등을 수반한다. 배당금 축소 전략을 나타내는 변
수 는 [17]에 따라 기업이 t-1연도 
대비 t연도 혹은 t+1연도 사이에 주주들에게 지급한 
총 배당금이 25% 이상 감소할 경우 1의 값을 가지며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 회귀분석시 이용한 통제변수는 다음과 같
다. 먼저, 토빈의 Q()는 분자는 종가를 이용하
여 계산한 보통주의 시장가치 및 우선주의 장부가액
과 부채의 장부가액의 합으로 계산한 값을 총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기업규모()는 총 
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으로 측정한다. 주식수익
률()과 주식수익률 변동성()은 기업의 미
래 부실 확률에 대한 대리변수로 추가한다. 레버리지
()는 부실 위험이 레버리지가 증가에 따라 나타
남을 [18]의 연구에 따라 레버리지 변수를 추가한다. 
순영업현금흐름이 재무적 곤경을 나타낼 수 있음에 
따라 기업의 현금흐름()을 통제변수로 추가한다.

3.2 연구모형
본 논문은 재무적 곤경 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전

략들의 유효성을 조사하기 위한 가설의 검증을 위해 3.1
의 연구모형의 설명에 따라 다음의 식을 검증한다.

  




본 논문은 기업들이 수명주기별 구조조정의 전략을 취
할 경우에 재무적 곤경으로부터 성공적으로 회생하는지
를 조사하기 위한 가설의 검증을 위해 다음의 식을 검증
한다. 기업의 수명주기별 구조조정 전략에 차이가 있으면 
와 에 유의한 값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3.3 표본의 선정과 자료수집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사용한 표본추출과정은 다

음과 같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
된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Table 1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들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이
용된 최종표본은 연도별-산업별 3,593개이다.

Sample
First sample (2000 ~ 2017) 

Firms not in the financial industry 68,941
Firms with no financial data available (38,234)
Firms whose settlement period is not 

December (1,326)
Firms whose life cycle is difficult to 

measure (12,106)
Companies that are not in financial distress (13,682)

Total 3,593 

Table 1. Selection of samples 

4. 실증분석 결과
4.1 기술통계량

Table 2는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제시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전체표본기업(3,593개)에 대한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을 나타낸다. 먼저 각 변수 분포
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중위수, 최소값, 최대값
을 제시하고 있다. 변수들의 평균값과 중위수의 큰 차이
가 없는 것을 보았을 때 회귀분석결과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Mean Std Min Med Max
 0.20 0.40 0.00 0.00 1.00
 0.16 0.37 0.00 0.00 1.00
 0.24 0.43 0.00 0.00 1.00
 0.63 0.48 0.00 1.00 1.00
 0.41 0.49 0.00 0.00 1.00
 0.89 0.32 0.00 1.00 1.00
 1.41 0.96 0.41 1.09 5.20
 25.16 1.34 23.18 24.89 30.50
 0.38 0.40 0.05 0.24 2.18
 0.08 0.80 -0.80 -0.10 3.63
 0.45 0.26 0.04 0.45 0.97
 -0.02 0.13 -0.36 -0.01 0.29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Table 3은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를 나
타낸 표이다. 분석결과, 기업회생 변수와 재무적 구조조
정의 상관계수가 0.05로 1% 이하 수준에서 유의한 양(+)
의 관계가 나타남에 따라 기업수명주기에 차이 없이 재
무적 구조조정은 기업회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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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성장기와 쇠퇴기 간 상관관계 계수
는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남에 따라 기업 수명주기
별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성장기
에는 사업과 자산 구조조정 간 유이한 양의 관계가 나타
난 반면에 쇠퇴기에는 모든 구조조정 전략이 유의한 양
의 관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 장에서 로
짓회귀분석을 통해 실증분석한다.

　     


-0.03 0.01 -0.02 0.01 0.05

***
 1 -0.24

***
0.04
***

0.01
**

0.04

 1 0.03
**

0.02
*

0.06
***

 1 0.22
***

0.21
***

 1 0.18
***

*p<.0.1, **p<0.05, ***p<0.01

Table 3. Correlation results 

4.2 가설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는 구조조정 전략을 시행하는 것이 재무적 

곤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기업회생에 도움을 
주는지를 분석한다. 다음은 종속변수를 기업회생 여부를 나
타내는 로 두고 사업구조조정 전략(), 자산
구조조정 전략(), 재무구조조정 전략()
을 독립변수로 포함해가며 검증모형을 회귀 분석한 결
과이다.

주요 변수들의 계수 값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 계수는 0.471(4.659)
로 5% 하에서 유의한 양(+)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
무적 곤경에 처한 기업 중 성장기 기업이 사업구조조
정 전략을 실시하면 차기에 기업회생을 하는 데에 효
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 계수 또한 0.605(7.146)

로 1% 하에서 유의한 양(+)으로 나타남으로써 재무
적 곤경에 처한 기업 중 성장기 기업이 자산구조조정 
전략을 실시할 경우 차기에 기업회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의 계수는 
0.646(5.311)으로 5% 하에서 유의한 양(+)으로 나타남에 
따라 재무적 곤경에 처한 기업 중 쇠퇴기 기업이 재무구

조조정을 실시하면 차기에 기업회생을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앞서 검증한 가설 1, 
2, 3에서 성장기 및 쇠퇴기 기업이 주요하게 사용하는 구
조조정 전략이 각각 기업회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oefficient( )
 0.258 (0.089)
 0.227 (1.853)
 0.038 (0.061)

 0.081 (0.616)
 0.471 (4.659)**
 -0.256 (1.873)
 0.267 (24.513)***
 -0.050 (2.273)
 -0.177 (1.667)

 0.194 (7.721)***
≤ 0.742 (22.259)***
 2.957 (66.633)***

& included
  247.8213***

 3,593
*p<.0.1, **p<0.05, ***p<0.01

Table 4. Corporate life cycle and managerial restructuring

Coefficient( )
 -0.458 (0.266)
 0.168 (1.513)
 -0.178 (2.136)

 0.165 (2.724)*
 0.605 (7.146)***
 0.112 (0.383)
 -0.245 (20.384)***
 -0.031 (0.843)
 -0.174 (1.605)

 0.204 (8.469)
 0.680 (18.912)***
 3.052 (71.222)***

& included
  260.5976***

 3,593
*p<.0.1, **p<0.05, ***p<0.01

Table 5. Corporate life cycle and assets restructuring

Coefficient( )
 -2.314 (5.014)**
 0.329 (0.771)

Table 6. Corporate life cycle and financial restru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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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긴축경영 또는 진화작업으로 설명될 수 있는 사업구조

조정은 좀 더 치밀한 전략이 고안될 때 까지 단기간에 기
업의 현금흐름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서 자금상황을 
안정화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된다[13]. 이러한 전략
은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고 즉시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본이나 자원의 유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기업의 기업수명주기에 따라 선택하는 구조
조정 전략들을 살펴보고, 기업이 재무적 곤경에 직면할 
경우에 선택하는 구조조정 전략들이 기업회생에 긍정적
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3,593개 표본을 대상으로 로짓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장기 재무적 곤경 기업은 
사업 및 자산구조조정을 이용하여 기업을 회생시키고, 쇠
퇴기 재무적 곤경 기업은 재무적구조조정을 이용하여 기
업을 회생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성장기 기업은 기업규모 및 투자 확대를 통해 기업
을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이를 이용하여 기업의 재무적 
곤경 상태를 극복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쇠퇴기 
기업은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자본을 담보로 자본증가나 
부채 조달을 이용하여 기업회생을 회생시킨다는 증거를 
찾았다. 차별점 공헌점 추가

본 연구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수명주기와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 중 이
익조정이나 시장현상을 살펴본 연구는 다수 수행되었으
나, 기업수명주기별로 구조조정 전략의 선택에 차이가 있
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수명

주기에 따라 기업들의 구조조정 전략 선택에 차이가 있
는지를 살펴보았다. 둘째, 국내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점
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구조조정 시 수명주기를 고려하여 
그에 따른 적합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을 강조하며 기업들의 구조조정 성공을 증진시킬 수 있
는 실증증거를 제시함으로써 관련연구에 추가적인 공헌
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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