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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마이닝 기법의 일종인 자기조직화지도(Self-Organizing Map, SOM)를 이용하여 비외감기업의 부

실화 유형을 구분하고자 한다. 자기조직화지도는 인공 신경망을 기초로 자율학습을 통해 입력된 값을 유사한 군집끼리 묶

어내는 방법으로, 기존의 통계적 군집 분류 방법보다 성능이 뛰어나고, 고차원의 입력데이터를 저차원으로 시각화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이었던 외감기업에 비해 

부실화 빈도는 높지만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분석대상에서 다소 제외되었던 비외감기업의 부실화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유형별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하고자 한다. 
재무자료수집이 가능한 100개의 비외감 부실기업에 대해 분석한 결과, 비외감기업의 부실화 유형은 다섯 가지로 구분

되었다. 유형 1은 전체 집단의 약 12%를 차지하며, 수익성, 성장성 등 재무지표가 다른 유형에 비해 열등하였다. 유형 2는 

전체 집단의 약 14%로, 유형 1보다는 덜 심각하지만 재무지표가 대체로 열등하였다. 유형 3은 성장성 지표가 열등한 그룹

으로 기업간 경쟁이 극심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부실화된 경우로 약 30%의 기업이 포함되었다. 유형 4는 

성장성은 탁월하나 부채경영 등 과감한 경영으로 인해 유동성 부족이나 현금부족 등의 이유로 부실화된 그룹으로 약 25%
의 기업이 포함되었다. 유형 5는 거의 모든 재무지표가 우수한 건전기업으로, 단기적인 경영전략의 실수 또는 중소기업의 

특성상 경영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부실화 되었을 가능성이 큰 그룹으로 약 18%의 기업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부

실화 유형을 구분하는데 기존의 통계적 방법이 아닌 자기조직화지도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고, 비외감

기업의 재무지표만으로도 1차적인 부실화 징후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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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재무적 건전성 여부는 

기업, 정부, 개인 모두에게 중요한 사안이다. 기
업의 재무상황은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독립된 외부감사인으

로 하여금 주식회사의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

루어지는지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한
편,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기업(이하 비외감기

업)들도 필요에 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기는 하

나, 외부감사인에 의해 그 적정성을 보장받지 못

하는데다가,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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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적 연구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면이 있었다. 하
지만 비외감기업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이해관계인의 다양성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

한 연구 대상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비외감기업

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외감기업 

또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과 차별화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재무적 건전성과 관련되어 그 동

안 기업의 부도를 예측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

는데, 본 연구는 부도예측이 아닌 부실화 유형을 

밝힘으로써 부실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는데 기

여하고자 하였다. 부실화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국내외에서 활발히 연구된 분야는 아니지만, 부
실을 유형화함으로써 부실화되는 패턴을 찾아내

어 부실 기업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의의

가 있다. 부실화 유형을 구분하는 방법으로는 기

존의 통계적 군집 분류 방법보다 성능이 뛰어나

다고 알려진 자기조직화지도(Self-Organizing 
Map, SOM)를 사용하였다. 자기조직화지도는 계

산복잡도가 낮고, 시간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대용량 데이터의 군집 방

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자기조직화지도를 이용하여 비외감

기업의 부실화 유형을 구분하고, 구체적인 사례

를 소개함으로써, 기업의 부실화 방지에 기여하

고자 한다. 

2. 문헌 고찰

2.1. 기업부실의 정의

기업부실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한 사람은 

Weston and Brigham (1981)이다. 이들은 기업부

실(business failure)을 경제적 부실(economic 
failure), 기술적 지급불능(technical insolvency), 
파산(bankruptcy)의 3단계로 나누었다. 경제적 부

실이란 총수익이 총비용에 미달하거나 평균 수

익률이 자본조달비용에 미달하거나, 기업의 실

현 수익률이 업종평균의 투자 수익률에 미달하

는 어느 한 가지 경우를 말하는데, 주로 기업의 

수익성 저하가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경제적 문

제를 말한다. 기술적 지급불능이란 기업이 유동

성 부족으로 만기가 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기술적 지급불능과 기업의 총부채가 총자산의 

가치를 넘어 실질순자산가치가 음(-)이 되는 실

질적 지급불능(real insolvency)을 말한다. 파산이

란 실질적 지급불능의 경우 또는 법원에 의하여 

파산선고가 공식적으로 내려진 경우를 말한다. 
Lev (1974)는 부실기업의 개념을 어느 경우에

는 법률적 의미의 파산이나 청산(liquidation)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어떤 특정한 정의에 구애 받

지 않는 지급불능(insolvency)이나 파산에 의해서 

나타나는 재무, 영업상의 어려운 점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의미로 해석하였다.
Van Horne (1983)은 기업부실이란 점진적으로 

전개되는 것이므로 부실과정을 중시하여 동태적

인 입장에서 기업부실을 파악하였다. 그는 부실

을 기업의 진실한 순 가치가 음(-)이 되는 실직

적 파산상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정의

하였다. 
Beaver (1966) 는 기업이 만기가 된 채무를 상

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기업부실이라고 정의

하였다.

2.2. 부실화 유형에 한 연구

기업부실에 관한 연구는 부실예측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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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 부실 유형을 분류하는 연구로 나눌 수 있

다. 기존 연구는 대부분 부실예측에 관한 연구에 

치중되어 있고, 부실 유형을 분류하는 연구는 비

교적 드물다. 아래 연구들은 기업 부실 유형화 

연구에 관한 것이다. 
Argenti (1976)의 연구에서는 기업부실을 유형

화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기업부실의 원

인 및 징후를 규명할 수 있고, 기업진단을 위한 

기본규칙을 정립할 수 있어 기업부실의 방지 및 

제거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Miller (1977)의 연구에서는 기업의 존속을 생

물학상 유기체가 생존해 나가는 것에 비유하여 

결국 생물체가 생존하는 것은 주어진 환경에 모

순되지 않는 방법으로 내적인 구조가 잘 조정되

기 때문이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환경의 성질, 
내적 구조의 부적당, 그리고 부적당한 반응방법

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업도 이와 마찬

가지로 존속 및 성장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 

즉 환경, 구조, 경영전략 등에 관해 적절히 연구 

및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Miller (1977)
는 이와 같은 제 요인들을 고려하여 부실기업의 

사례연구를 실시하여 요인분석을 한 결과 4개의 

유사한 유형을 발견하였다. 즉 충동주의형(장님

경영), 정체된 관료주의형, 자유방임형(머리 없

는 기업), 반역주의형으로 구분하였다. 각 유형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충동주의형: 야심적인 계획을 가지고 매우 

대담한 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는 강력한 

최고경영책임자에 의해 경영된다. 급속성

장을 이루나 무리한 투자, 장기계획이나 전

략의 결여, 정보시스템 부재 등으로 도산하

게 된 유형이다.
② 정체된 관료주의형: 장기간 불변하는 평온

한 환경하에 존재해 왔으므로 과거 경영방

식의 장점을 확신하여 상황변화를 인정하

지 않는다. 즉 환경변화에 신속한 적응을 

못해서 도산하게 된 유형이다.
③ 자유방임형: 기업은 크고 복잡한데 최고책

임자의 리더십이 약해 강력한 중간 경영자

들에 의해 기업이 분할 경영됨으로 인해 

부문간의 충돌이 잦고 기업전체가 목적 없

이 표류하다가 도산하는 유형으로 대규모

로 다양화된 기업에서 발생한다.
④ 반역주의형: 이미 과거의 부적당한 경영으

로 기업은 약화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경영팀이 개편되어 다양한 전략구

사를 하나 새로운 최고경영책임자가 회사

의 실정이나 관련산업의 전문적 지식, 경험

이 결여되어 잘못된 행동과 계획 등으로 

도산하게 된 유형이다.
D’Aveni (1989)는 기업부실의 전략 및 경영적

인 측면을 고려하여 49개의 부도 및 비부도 기업

을 비교하였다. 부실의 유형은 갑작스런 부실

(sudden decliners), 점진적인 부실(gradual 
decliners), 매우 느린 부실(post decline lingerers)
로 구분하였다. 또한 이러한 쇠퇴의 원인은 경영

의 불균형, 효율성과 관련된 행동, 권력의 집권

화 현상, 그리고 전략적 마비가 있을 수 있고, 이
런 것들은 모두 위험에 대한 경직된 반응으로부

터 생긴다. 마지막으로 D’Aveni (1989)는 기업부

실의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증가

하는 경영환경에서는 부도는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다고 하였다.
Moulton et al. (1996)의 연구에서는 1980~1986

년 동안 73개 부도기업과 73개 건전기업을 비교

하였다. 여기서는 산업성장/쇠퇴로 측정되는 환

경 스트레스와 자산 그리고 부채의 성장/쇠퇴에 

의해 측정되는 기업 반응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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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부실을 설명하는 데

에는 산업의 영향력보다는 기업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렇게 기업성장 유

형과 산업성장 유형에 입각하여 부실의 

pathways를 4가지로 구분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Market Deterioration pathway: 이 그룹에 속

하는 기업들은 다른 그룹에 비해 서서히 그

리고 점진적으로 부실화되었다. 이 그룹 대

부분의 기업들은 철강과 섬유와 같이 수요

가 감소하거나 수입경쟁이 극심한 산업에 

속한다.
② Market Maladaptation pathway: 이 그룹에 

속하는 기업들은 모든 변수에 있어서 분산

이 매우 컸다. 또한 자산 수익률 감소는 마

지막 연도에 가장 컸다. 이러한 유형은 변

화하는 시장에 천천히 적응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③ Fight for Market Share Pathway: 이 유형은 

특히 자산과 부채가 매출에 비해서 빠르게 

성장한다. 이 유형의 기업들은 부실 전 2년 

간은 수익이 향상된다. 이러한 기업들은 경

영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시장점유율을 

높이려 한 기업들로 결국 과당경쟁 또는 

수요감소로 인하여 부실하게 된 경우이다.
④ Loss of Control Pathway: 이 유형은 매출, 

자산, 부채증가가 다른 그룹에 비해 높고 

쇠퇴의 속도가 가장 빠르다. 그러나 이 유

형 대부분의 부실사유는 불운의 기업특유

의 사건과 결정에 의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이 그룹의 3기업은 PL(product liability)소
송에 의한 것이었다.

Hwang et al. (1986)의 연구에서는 1977~1985
년에 부실화된 기업 대상으로 대상기업 임직원

에 대한 면담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들 기업

에 대한 각종 기업 진단보고서, 신용조사 분석보

고서, 사업보고서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

라 기업의 부실화 과정을 6단계로 나누고 기업

부실화 과정을 그 주요한 부실원인과 일련의 부

실경로(failure path)로 파악하여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각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자본부족형: 회사 설립 시부터 절대적으로 

자기자본이 부족하여 은행이 사채 등에 의

한 자금조달에 급급하면서 만성적인 자금 

부족을 겪다가 부실하게 되는 유형이다.
② 확장파멸형: 무리한 시설투자와 타기업의 

인수, 합병 등을 통한 기업확장으로 경영

에 무리를 가해 부실하게 되는 유형이다.
③ 방만경영형: 경영자의 무능력 및 경영부족

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경영이 아닌 무

사안일한 경영, 판매소홀, 부실채권 과다보

유, 재고과다로 인한 덤핑, 무분별한 사채

를 통한 자금조달, 경비의 낭비 등에 의해 

부실하게 되는 유형이다.
④ 연쇄도산형: 한국적인 재벌 및 계열기업이 

많은 나라에서 빈발하는 부실 유형으로 모

회사나 자회사 등 관련기업의 도산으로 부

실채권 및 채무가 발생하여 부실화되는 유

형이다.
Hwang (1989)의 연구에서는 1985년부터 1987

년에 거쳐 부실화된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재

무비율을 이용하여 실증연구를 하였다. 즉 부실

기업들을 유형화 하기 위해 다변량 분석방법인 

군집분석을 위주로 기타 통계적 분석방법을 사

용하였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를 이용해 부

실 1년 전의 기업의 유형을 5개로 나누었으며 그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성장추구형: 외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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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현금) 조달이 곤란하여 부실화 된 유형

으로 전체의 26.4%가 이 유형에 속한다.
② 유동부족형: 비효율적인 유동자산의 관리

로 인행 수익성이 저하되고 현금조달이 어

려워 부실화된 유형 전체의 22.2%가 이 유

형에 속한다.
③ 회복불능형: 모든 면에서 부실의 정도가 심

각하여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부실기업 유

형으로 전체의 19.4%가 이 유형에 속한다.
④ 전체부실형: 경영상태가 지지부진하다가 

유동성이 부족하여 부실화된 기업의 유형

으로 전체의 16.7%가 이 유형에 속한다. 
⑤ 건전기업형: 수익성이나 현금 흐름에서는 

건전기업형이나 일시적인 유동성부족, 단
기적인 경영전략의 실수 등으로 부실화된 

기업의 유형 전체의 8.3%가 이 유형에 속

한다. 
이상 사례 연구 및 통계적 분석에 의한 문헌연

구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유형

은 세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사업 다

각화를 통한 외형 성장을 추구하다 부실화된 유

형, 둘째 시장 상황에 재빠르게 적응하지 못해 

부실화된 유형, 셋째 건실했으나 우발적인 사건

이나 상황에 의해 부실화된 유형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문헌연구에 나타난 이러한 유형이 비외

감기업에도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3. 자기조직화지도 (Self-Organizing Map, 

SOM)

자기조직화지도는 Kohonen (1982)이 제안한 

신경망 모델의 한 분야이며 Kohonen Map 이라

고도 불린다. 자기조직화지도는 자율학습

(Unsupervised learning)을 사용한 신경망의 일종

으로 경쟁 학습 모형을 이용하고 있다. 기대되는 

출력 타입 없이 입력 데이터만 주어지는 자율 학

습에서는 유사한 입력 값이 들어올 경우 그들을 

같은 군집으로 묶기 위해 스스로 연결 강도를 조

절해 나간다. 즉 입력된 데이터 집합의 통계적 

특성을 추출해서 유사한 데이터를 같은 군집으

로 묶어 가는 학습 알고리즘이 진행된다. 자기조

직화지도는 다음과 같이 입력층과 출력층의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ure 1> The Self-Organizing Map structure

관측된 데이터 개수만큼의 뉴런을 가지고 있

는 입력층은 각각의 뉴런을 통해 실제 데이터로

부터 정보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며, 입력층에 

존재하는 뉴런들은 출력층에 있는 뉴런 전체와 

연결이 되어 있고 각각의 연결선은 연결 강도

(weight)를 나타낸다. 학습을 통해 임의로 산정되

어 있던 연결 강도가 조정되어 가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입력된 데이터들이 출력층에 투영

되면서, 출력층에 존재하는 뉴런들은 정해진 학

습 알고리즘의 규칙인 유사성의 정도를 두고 서

로 경쟁을 한다. 이 때 유사성의 척도로는 유클

리디안 거리가 사용되며 그 결과로 승자 뉴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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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되면 결정된 승자 뉴런과 연결된 연결 강도

들은 입력 데이터에 대응되도록 조절된다. 
이 과정의 반복을 통해 입력된 데이터들은 상

대적으로 큰 유사성을 가지는 것들끼리 스스로 

모이게 되고 그 결과 출력 층은 특징적인 형상을 

나타내게 된다. Kohonen (1982)은 이 과정에서 

모든 뉴런들의 연결 강도를 조정하던 이전 신경

망의 개념과는 달리, 정해진 승자 뉴런만이 유일

하게 출력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승자 독점

(winner takes all)’의 원리를 제안하여 학습의 효

율성을 높였다. 또한 이웃(neighborhood) 개념을 

추가 사용하여 승자 뉴런의 주변 뉴런들이 지닌 

연결 강도도 승자 뉴런의 연결 강도와 함께 조정

되도록 하여 입력 패턴의 유사성을 더욱 잘 반영

하는 특성 지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기조직화지도는 실제 데이터를 사용한 군집

화, 패턴 인식, 낮은 차원으로의 이미지 추출 등 

많은 분야에서 효율성이 입증되어 널리 사용되

고 있다. 특히 본 연구와 비슷한 연구로는 국내 

상장기업의 경쟁적 위치를 평가한 Min and Lee 
(2001)의 연구, 전 세계 제조업체의 경쟁적 위치

를 제시한 Back et al. (1998)의 연구, 스페인 은

행위기 사례와 스페인 제조업체의 경쟁력 분석

을 한 Martin-del-brio and Serrano-Cinca (1995)의 

연구, 기업도산예측을 한 Kiviluoto (1998), Du 
Jardin and Séverin (2011), Tsai (2014)의 연구 등

이 있다. 

3. 실증연구

3.1. 부실의 정의

부실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고사유”에 속하게 되는 때를 부실로 정의하

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증부 대출의 원금(분할상환금 포함)이 약

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 

② 보증부 대출의 이자가 약정 기일에 변제되

지 아니한 때 

③ 보증부 대출의 원금을 약정 기일에 부금, 
적금 등 적립 받은 금전과 상계하여 회수

하기로 한 경우 관련 적립금 또는 이자미

납을 원인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기로 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④ 보증부 대출의 원금을 1개월 이하의 간격

으로 분할하여 변제받기로 한 경우에는 제

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분할상환원금 또

는 이자가 약정 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2월이 경과한 때 

⑤ 채권자가 보증부 대출(지급보증 포함)의 기

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때 

⑥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

유가 발생한 때 

⑦ 채무자에 대하여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

정보관리 규약”에 의한 연체, 대위변제, 대
지급, 부도정보(이상 관련인 정보 포함), 금
융질서문란정보, 조세체납정보 및 채무불

이행자 정보(이하 “신용관리정보”라 한다)
의 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 

⑧ 채무자에 대한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

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

간 때

3.2. 자료수집  변수선정

부실기업의 조작적 정의에 따라 2004년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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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Name No. of Firms Percent

Construction 26 26

Wholesale and Retail 32 32

Service 21 21

Transportation 2 2

Manufacturing 18 18

Total 99 100

Category Financial Ratios Formula

Liquidity Current ratio Current assets/Current liabilities*100

Solvency

Debt to equity ratio Total liabilities/Total equity*100

Total borrowingstototalassets1) Total borrowings/Total assets*100

Interest coverage ratio EBITDA2)/Interest costs*100

Profitability
Ordinary income to total assets Ordinary income/Total assets*100

Ordinary income on sales Ordinary income/Sales*100

Activity Total assets turnover rate Sales/Total assets*100

Growth
Total assets growth (Current total assets-Prior total assets)/Prior total 

assets*100

Sales growth (Current sales-Prior sales)/Prior sales*100

Cash flow Cash flow to current liabilities ratio (Current net income + Depreciation costs + 
Amortization costs)/Current liabilities*100

<Table 2> Financial ratios

기업으로 분류된 비외감기업 중 부실 1년전과 2
년전 재무제표를 모두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총 100개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고, 이중 재

무비율이 모두 극단치인 1개 기업을 제외한 99
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상장기업이 아

닌 비외감기업의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어려워 

최근의 기업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고, 수집이 

가능했던 과거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었다. 표본 

기업의 업종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Table 1> Sample composition by industry

입력변수의 선정은 상장기업의 감사보고서 작

성시 주로 사용되는 14개 지표 중 중소기업 대출

시 실무에서 고려되는 지표 9개를 선정하고, 여
기에는 선정되지 않았으나 중소기업 대출시 중

요시 되는 지표 1개(현금흐름 대 부채비율)를 추

가하여 총 10개의 변수를 선정하였다. 이와 같이 

변수선정을 한 이유는 본 연구와 같이 부실기업

의 상대적 위치에 대한 사전정보가 없는 경우에

는 통계적 방법에 의한 것보다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력변수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이에 최종적으로 선정된 10개의 변수는 다음

과 같으며 비율 성격에 따라 구분하였다.

3.3. 군집 방법의 비교(K-means와 자기 

조직화지도 비교)

통계적 군집 방법은 크게 계층적 군집 방법

(Hierarchical Clustering Method)과 비계층적 군집 

1) Total borrowings: Short-term borrowings + Current portion of long-term debts + Debentures + Long-term borrowings
2) EBITDA: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EBIT) + Depreciation cost + Amortization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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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K-means SOM

1. Sum of the Euclidean distance 
within-cluster 37.886 37.397

2. The Number of within-cluster 5, 10, 14, 4, 66 30, 25, 18, 14, 12

3. Significance of variables between 
clusters

All variables are significant between 
clusters except solvency   ratio

All variables are significant between 
clusters except current   ratio

4. Visualization No Yes

<Table 3> The result of K-means and SOM

방법(Nonhierarchical Clustering Method)으로 나눌 

수 있다. 계층적 군집 방법은 병합적(agglomerative) 
방법과 분할적(division) 방법을 나눌 수 있는데, 
병합적 방법은 가까운 개체들끼리 묶어가며 군

집을 만드는 것이고, 분할적 방법은 반대로 먼 

개체들을 나누어 가는 방법이다. 계층적 군집 방

법은 비계층적 군집 방법에 비해 처리시간이 길

고 계산이 복잡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반해 

비계층적 군집 방법은 군집의 초기값을 규정하

여 결정된 초기군집에 각 개체들을 할당한 다음, 
군집의 일부 개체들 또는 전체를 기준에 따라 최

적분리에 이를 때까지 해당하는 규칙에 재할당

하는 방법이다. 계층적 방법은 초기에 부적절한 

병합 또는 분리가 일어났을 때 회복될 수 없다는 

단점을 최적분리방법은 개체의 재할당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최적분리 군집방법은 각 개체를 가장 가까운 

중심점에 할당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에 따라서 군집을 형성한다.
-  K개의 초기 중심점을 선택한다.
-  각 개체를 가장 가까운 중심점을 갖는 군집

으로 할당한 후 새로운 군집의 중심점을 계

산한다.
-  각 개체의 할당에 변화가 없을 때까지 위의 

단계를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K개의 군집을 

형성한다.
K-means 군집 방법은 거리 행렬을 필요로 하

지 않으므로 규모가 큰 자료에 적용이 용이하다. 
또한 단계마다 어느 군집에 할당된 개체의 소속

이 변하지 않는 계층적 군집 방법과는 달리 매 

단계마다 개체가 할당되는 군집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대용량의 다변량 데이터를 군집화하여 

분석할 때는 일반적으로 K-means 방법이 사용되

었다. 그러나 K-means 군집 방법을 정확히 사용

하기 위해서는 결과값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초기값 설정이 큰 이슈가 된다. 이에 따라 Bação 
et al. (2005)는 K-means의 초기값 설정 이슈에서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체 군

집 방법으로 자기조직화지도의 가능성을 증명하

였다. 또한 Tsai (2014)의 연구에서는 부도예측에 

있어서 자기조직화지도와 다층퍼셉트론 (multilayer- 
perceptron, MLP)의 조합이 K-means나 기타 통계

적 방법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조직화지도를 이용

하여 군집을 나누되, 군집 성능을 비교하기 위하

여 K-means 방법으로도 군집화하여 결과를 비교

하였다. 부실 1년전 데이터를 중심으로 K-means
에서 군집 수를 3개부터 하나씩 늘려가면서 각 

군집에 포함된 수와 군집간 거리를 고려하여 군

집의 수는 5개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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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Financial   

Ratios
Direction

Cluster
F 

Ratios

Significance  

 Level1 2 3 4 5
Industry  

Average

Liquidity Current ratio + 0.17 0.09 0.10 0.12 0.21 0.09 1.314 0.270

Solvency

Debt to equity ratio - 0.34 0.15 0.05 0.09 0.13 0.05 4.980 0.001

Total borrowings to total 
assets - 0.26 0.05 0.04 0.03 0.03 0.03 8.206 0.000

Interest coverage ratio + 0.30 0.36 0.48 0.52 0.52 0.49 38.702 0.000

Profitability
Ordinary income to total 

assets + 0.22 0.40 0.55 0.56 0.68 0.61 22.787 0.000

Ordinary income on sales + 0.51 0.78 0.85 0.86 0.87 0.85 12.491 0.000

Activity Total assets turnover rate + 0.12 0.13 0.12 0.23 0.43 0.18 6.393 0.000

Growth
Total assets growth + 0.21 0.18 0.20 0.36 0.37 0.21 18.021 0.000

Sales growth + 0.11 0.13 0.12 0.23 0.49 0.20 9.998 0.000

Cash flow Cash flow to current 
liabilities ratio + 0.12 0.13 0.23 0.18 0.33 0.20 5.215 0.001

<Table 4> The test results of one year before financial distress

통계분석을 위해 SPSS 11.5와 Neuroshell2.0을 

사용하였다. Neuroshell2.0에서는 학습률 0.5, 
Neighborhood 4, Epoch(학습기간) 10,0003, 
Initialweight0.5, slab1neuron(변수 수) 5, slab2 
neuron(군집 수) 5개로 설정하여 실험하였다. 
K-means와 자기조직화지도의 결과는 <Table 3>
과 같다.

비교 결과, 군집 내 유클리디안 거리의 합은 

K-means와 자기조직화지도가 거의 비슷하지만 

자기조직화지도가 약 0.5만큼작고, 각 군집에 포

함된 기업 수는 자기조직화지도의 경우에 더 골

고루 분포되었다. 군집 간 변수별 유의성을 보면 

각각 1개의 변수를 제외하고는 유의하였으며, 분
석 결과의 시각화는 자기조직화지도의 경우에만 

가능함을 알 수 있다. 
 

3.4 군집 분석 결과

각 군집 분석은 부실 1년전과 2년전으로 나누

어 실시하였다. 부실 1년전의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4>에서 방향성(direction)은 우수한 방

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는 수치가 클수록 그 

재무지표가 우수하다는 뜻이며 –는 수치가 낮

을수록 해당 재무지표가 우수함을 뜻한다. 산업

평균(Industry average)은 각 군집의 수치를 비교

하기 위해 각 개별기업이 속하는 산업부문의 산

업평균값을 가중 평균한 값이다. 또한 유의수준

을 보면 유동비율을 제외하고는 모두 1% 유의수

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러나 1 요

인분산분석은 귀무가설이 μ1=μ2=μ3=μ4=μ5 이므

로 한 개의 군집만이라도 유의한 차이가 나면 모

두 유의한 차이가 난 것처럼 인정되므로 각 군집

간의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중

비교방법인 최소유의차이검증(least significant 
difference, LSD)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이수현ㆍ박정민ㆍ이형용

120

 Current ratio  Debt to equity ratio

Avg. Cluster 1 2 3 4 5 Avg. Cluster 1 2 3 4 5
0.17 1 0.34 1
0.09 2 0.15 2 **
0.10 3 0.05 3 **
0.12 4 0.09 4 **
0.21 5 * * 0.13 5 **
 Total borrowings to total assets  Interest coverage ratio

Avg. Cluster 1 2 3 4 5 Avg. Cluster 1 2 3 4 5
0.26 1 0.30 1
0.05 2 ** 0.36 2
0.04 3 ** 0.48 3 ** **
0.03 4 ** 0.52 4 ** **
0.03 5 ** 0.52 5 ** **
 Ordinary income to total assets  Ordinary income on sales

Avg. Cluster 1 2 3 4 5 Avg. Cluster 1 2 3 4 5
0.22 1 0.51 1
0.40 2 ** 0.78 2 **
0.55 3 ** ** 0.85 3 **
0.56 4 ** ** 0.86 4 ** **
0.68 5 ** ** ** ** 0.87 5 ** **
 Total assets turnover ratio  Total assets growth

Avg. Cluster 1 2 3 4 5 Avg. Cluster 1 2 3 4 5
0.12 1 0.21 1
0.13 2 0.18 2
0.12 3 0.20 3
0.23 4 ** 0.36 4 ** ** **
0.43 5 ** ** ** ** 0.37 5 ** ** **
 Sales growth  Cash flow to current liabilities ratio

Avg. Cluster 1 2 3 4 5 Avg. Cluster 1 2 3 4 5
0.11 1 0.12 1
0.13 2 0.13 2
0.12 3 0.23 3 ** **
0.23 4 ** ** ** 0.18 4
0.49 5 ** ** ** ** 0.33 5 ** ** ** **

** 5% Significance level
* 10% Significance level

<Table 5> The LSD results of one year before financial distress

위 LSD검증 결과를 보면 유동비율에서는 거

의 모든 군집이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5군집은 

2, 3군집과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인다. 즉 5군집의 유동비율이 2, 3군집보다 좋음

을 알 수 있다.
부채비율에서는 1군집이 모든 군집과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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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Financial   Ratios Direction
Cluster

F Ratio
Significance

Level1 2 3 4 5

Liquidity Current ratio + 0.10 0.05 0.09 0.20 0.11 2.078 0.090

Solvency

Debt to equity ratio - 0.00 0.01 0.04 0.10 0.68 128.170 0.000

Total borrowings to total assets - 0.00 0.12 0.27 0.44 0.77 180.285 0.000

Interest coverage ratio + 0.29 0.49 0.55 0.63 0.91 57.094 0.000

Profitability
Ordinary income to total assets + 0.41 0.73 0.76 0.80 0.92 29.094 0.000

Ordinary income on sales + 0.57 0.89 0.92 0.94 0.97 195.073 0.000

Activity Total assets turnover rate + 0.02 0.07 0.16 0.30 0.73 61.361 0.000

Growth
Total assets growth + 0.02 0.05 0.09 0.15 0.56 271.157 0.000

Sales growth + 0.06 0.24 0.34 0.50 0.88 118.720 0.000

Cash flow Cash flow to current liabilities ratio + 0.04 0.09 0.10 0.14 0.57 42.629 0.000

<Table 6> The test results of two years before financial distress

차이를 나타내며 평균값이 0.34로 다른 군집보다 

부채비율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총 차입금의존도의 경우에도 1군집이 모든 군

집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며 평균값이 0.26으로 

다른 군집보다 총 차입금의존도가 월등히 높다.
이자보상비율은 1군집과 2군집이 다른 3개 군

집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며 평균값이 각각 

0.3, 0.36으로 다른 군집보다 열등하다.
총자본경상이익률은 1, 2, 5군집은 나머지 4개 

군집과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며, 3, 4군집

은 다른 3개 군집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평균

값을 비교해 보면 1군집은 다른 군집에 총자본

경상이익률이 낮고, 5군집은 월등히 높다. 
매출액경상이익률은 1군집이 다른 모든 군집

과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평균값은 

0.51로 다른 군집에 비해 매우 열등하다.
총자산회전율은 5군집이 모든 군집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평균값은 0.43으로 다른 군집

에 비해 월등히 우수하다.
총자산증가율은 4, 5군집이 나머지 3개 군집

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평균값은 0.36과 

0.37로 다른 군집보다 높다.
매출액증가율은 4군집이 3개 군집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5군집은 다른 4개 군집보다 

월등히 높다. 
현금흐름 대 유동부채는 5군집의 경우 평균 

0.33으로 다른 군집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부실 2년 전의 재무지표에 의해 1요인분산분

석(ANOVA)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

음 <Table 6>와 같다.
ANOVA분석 결과 부실 1년 전과 마찬가지로 

유동비율을 제외하고 모든 재무지표가 유의수준 

1%에서 각 군집간 유의하다. 또한 부실 1년 전

과 마찬가지로 각 군집간의 구체적인 차이를 알

아보기 위해서 다중 비교 방법인 최소유의차이

검증(LSD)를 실시하였는데 이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동비율에서는 4군집이 2, 3군집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부채비율의 경우, 4, 5군집이 

다른 군집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값을 나타내

었다. 4군집은 0.10으로 1,2,3군집보다는 높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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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rent ratio  Debt to equity ratio

Avg. Cluster 1 2 3 4 5 Avg. Cluster 1 2 3 4 5
0.10 1 0.00 1
0.05 2 0.01 2
0.09 3 0.04 3
0.20 4 * * 0.10 4 ** ** **
0.11 5 0.68 5 ** ** ** **
 Total borrowings to total assets  Interest coverage ratio

Avg. Cluster 1 2 3 4 5 Avg. Cluster 1 2 3 4 5
0.00 1 0.29 1
0.12 2 ** 0.49 2 **
0.27 3 ** ** 0.55 3 ** **
0.44 4 ** ** ** 0.63 4 ** ** **
0.77 5 ** ** ** ** 0.91 5 ** ** ** **
 Ordinary income to total assets  Ordinary income on sales

Avg. Cluster 1 2 3 4 5 Avg. Cluster 1 2 3 4 5
0.41 1 0.57 1
0.73 2 ** 0.89 2 **
0.76 3 ** 0.92 3 **
0.80 4 ** ** 0.94 4 **
0.92 5 ** ** ** ** 0.97 5 **
 Total assets turnover ratio  Total assets growth

Avg. Cluster 1 2 3 4 5 Avg. Cluster 1 2 3 4 5
0.02 1 0.02 1
0.07 2 ** 0.05 2
0.16 3 ** ** 0.09 3 **
0.30 4 ** ** ** 0.15 4 ** ** **
0.73 5 ** ** ** ** 0.56 5 ** ** ** **
 Sales growth  Cash flow to current liabilities ratio

Avg. Cluster 1 2 3 4 5 Avg. Cluster 1 2 3 4 5
0.06 1 0.04 1
0.24 2 ** 0.09 2
0.34 3 ** ** 0.10 3
0.50 4 ** ** ** 0.14 4 **
0.88 5 ** ** ** ** 0.57 5 ** ** ** **

** 5% Significance level
* 10% Significance level

<Table 7> The LSD results of two years before financial distress

군집보다는 낮으며, 5군집은 0.68로 다른 4개 

군집보다 매우 높았다. 총 차입금의존도는 모든 

군집이 각각 서로에 대해서 유의하며, 그 중 1

군집이 0.00으로 가장 낮고 5군집이 0.77로 가

장 높다. 이자보상비율도 모든 군집이 각각 서

로에 대해서 유의하며, 그 중 1군집이 0.29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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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Financial Ratios Type1 Type2 Type3 Type4 Type5

Liquidity Current ratio

Solvency

Debt to equity ratio

Total borrowings to total 
assets

Interest coverage ratio

Profitability

Ordinary income to total 
assets

Ordinary income on sales

Activity Total assets turnover rate

Growth
Total assets growth

Sales growth

Cash flow Cash flow to current 
liabilities ratio

No. of firms 12 14 30 25 18

 Excellent   Good   Average   Poor   Very poor

<Table 8> The pattern analysis of one year before financial distress

장 낮고, 5군집이 0.91로 가장 높다. 총자본경상

이익률은 1군집과 5군집이 나머지 군집 4개에 

대해 모두 유의한 값을 나타내었고, 1군집은 

0.41로 가장 낮고, 5군집은 0.91로 가장 높다. 매
출액경상이익률은 1군집의 경우 0.57로 나머지 

군집 4개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값을 나타내었

다. 총자산회전율은 모든 군집이 각각 서로에 

대해 유의하며, 그 중 1군집이 0.02로 가장 낮

고, 5군집은 0.73으로 가장 높다. 매출액증가율

은 4, 5군집이 다른 군집들과 서로 유의하며, 4
군집은 0.50으로 1, 2, 3군집보다는 높고, 5군집

보다는 낮음을 알 수 있고, 5군집은 0.88로 1, 2, 
3, 4군집보다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현금흐

름 대 유동부채는 5군집이 나머지 군집들에 대

해 유의하며, 0.57로 다른 군집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

3.5. 유형별 분석

부실 1년 전을 기준으로 군집분석 결과를 종

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유형 1은 유동비율과 총자산 회전율을 제외하

고는 모든 재무지표에서 다른 유형에 비해 매우 

열등한 집단으로 전체의 약 12%에 해당된다. 이 

집단은 특히 부채성과 수익성이 매우 나쁘며 이

러한 유형은 부실상태가 매우 심각하여 회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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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Financial   Ratios Direction
Changes   in Financial Ratios

Type1 Type2 Type3 Type4 Type5 Total

Liquidity Current   ratio + ↑0.08 ↑0.04 ↑0.01 ↓0.07 ↑0.09 ↑0.04

Solvency

Debt to equity ratio - ↑0.34 ↑0.13 ↑0.01 ↓0.01 ↓0.55 ↑0.04
Total borrowings to total assets - ↑0.26 ↓0.07 ↓0.23 ↓0.41 ↓0.74 ↓0.19

Interest coverage ratio + ↑0.01 ↓0.13 ↓0.07 ↓0.11 ↓0.40 ↓0.08

Profitability
Ordinary income to total assets + ↓0.19 ↓0.33 ↓0.21 ↓0.24 ↓0.25 ↓0.21

Ordinary income on sales + ↓0.05 ↓0.12 ↓0.07 ↓0.08 ↓0.10 ↓0.07
Activity Total assets turnover rate + ↑0.10 ↑0.06 ↓0.04 ↓0.07 ↓0.29 ↑0.03

Growth
Total assets growth + ↑0.19 ↑0.13 ↑0.11 ↑0.21 ↓0.19 ↑0.16

Sales growth + ↑0.05 ↓0.11 ↓0.22 ↓0.27 ↓0.40 ↓0.12
Cash flow Cash flow to current liabilities ratio + ↑0.08 ↑0.04 ↑0.13 ↑0.04 ↓0.24 ↑0.18

<Table 9> The changes in financial ratios

불가능한 집단으로 실제 부실이 결국 부도로 이

어졌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형이다. 
유형 2는 유형 1에 비해서는 덜 심각하지만 이 

유형 또한 거의 모든 재무 지표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열등하다. 전체의 약 14%에 해당되며 특히 

이자보상비율과 자본경상이익률이 매우 부진하

다. 즉 수익성이 매우 나쁜 집단으로 수익성 악

화로 부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
유형 3은 전체의 약 30%로 가장 많은 기업들

이 이 유형에 속한다. 이 집단은 성장성 지표가 

다소 나쁜 집단으로 수익성도 다른 부실유형과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현대기업은 경

쟁이 치열하므로 경쟁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이 

수반되지 않으면 결국 수익성이 악화되어 부실

화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많은 기업들이 

회사 제품의 두드러진 특화 없이 가격경쟁을 통

한 수익창출을 추구하다 부실화 되는 경우가 많

이 있다.
유형 4는 기존 문헌연구에서 Miller (1977)의 

충동주의형, Hwang (1989)의 성장주의형과 비슷

한 유형으로 전체의 약 25%가 이 유형에 속한다. 

즉 성장지표는 다른 군집에 비하여 매우 좋고 산

업평균보다도 높으나 부채비율, 총 차입금의존

도 및 현금흐름 대 유동부채가 다른 부실 기업들

과 비슷한 유형으로 성장만을 추구하여 부채경

영 등 과감한 경영을 한 결과 유동성 부족이나 

현금부족 등으로 부실화 된 경우이다.
유형 5는 전체의 약 18%를 차지하는 유형으로 

거의 모든 재무지표에서 가장 우수한 수치를 보

이는 집단으로 건전기업군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유형은 모든 재무 지표에서 산업평균보다도 우

수한 집단으로 단기적인 경영전략의 실수 또는 

중소기업 성격상 경영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부

실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중소기업의 경우 

규모가 작기 때문에 평상시 경영상태가 우수하

더라고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이 떨어지므

로 우발적 사건이나 경영전략의 실수가 대기업

에 비해 바로 부실로 이어질 수 있고 소유와 경

영이 대부분 같으므로 경영자의 개인적 사정으

로 부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위의 유형과 다른 이유로 부실화가 되

더라도 실제 부실이 되는 시점에 나타나는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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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Previous research

Sample Non-audited firms Audited firms and non-audited firms

No. of Sample 100 100

Variables

• Liquidity: Current ratio
• Solvency: Debt to equity ratio, Total borrowing

s3) tototalassets, Interest coverage ratio
• Profitability: Ordinary income to total assets, 

Ordinary income on sales
• Activity, Growth: Total assets turnover rate, 

Total assets growth, Sales growth
• Cash flow: Cash   flow to current liabilities 

ratio

• Liquidity: Current ratio
• Profitability: Accumulated earnings to total 

assets
• Growth: Total assets growth
• Cash flow: Cash flow to current liabilities ratio

Analysis Method • Cluster: SOM
• Subsequent analysis: ANOVA, LSD

• Cluster: wards method
• Subsequent analysis: ANOVA, LSD

Category

• Type 1: Very serious distress   (12%)
• Type 2: Serious distress (14%)
• Type 3: Low growth (30%)
• Type 4: Growth (25%)
• Type 5: Healthy firms (18%)

• Type 1: Growth, weak cashflow   (27%)
• Type 2: Weak liquidity (22%)
• Type 3: Serious distress (19%)
• Type 4: Very serious distress   (17%)
• Type 5: Healthy firms (8%)

<Table 10> Comparison of this research and previous research

사유는 특정한 패턴을 보이지는 않았다. 실제부

실이 결정되는 사유는 대부분 신용관리정보등록 

즉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를 안 낸 경우, 원금 및 

이자연체 그리고 당좌부도이다. 또한 업종별로 

부실화 유형을 살펴보아도 특별한 패턴은 나타

나지 않았다. 
각 유형별로 2002년 대비 2003년 재무지표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값은 2003년 

수치에서 2002년 수치를 차감한 것이다.
<Table 9>를 보면 모든 유형이 부실 2년 전에 

비해 부실 1년 전의 수익성이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실 1년 전에 건전기업군으로 분

류되어 전 재무지표에 걸쳐 산업평균보다도 우

수한 수치를 나타냈던 유형 5는 다른 유형에 비

해 악화된 재무지표들이 많았으며 수익성 외에

도 이자보상비율, 현금흐름 대 유동부채 비율이 

많이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유형 5를 통

해서 현 상태가 좋더라도 수익성, 현금성 등 지

표의 부실 2년 전과 부실 1년 전 수치변화를 통

해 부실화를 예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Hwang (1989)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Hwang (1989)의 연구 분

석대상은 금융기관 주거래 대상업체로서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으로 외감기업이 주로 포함 된 반

면, 본 연구는 비외감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Hwang (1989) 연구에서는 통계의 체계적 

군집방법인 ward법을 사용한 반면, 본 연구는 자

기조직화지도를 사용하여 유형을 분류하고자 하

였다. 그 외 자세한 차이점은 <Table 10>에 표시

하였다. 

3.6 분석결과 종합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부실화 유형은 실제

3) Total borrowings: Short-term borrowings + Current portion of long-term debts + Debentures + Long-term borrow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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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모든 재무지표에 문제가 있는 유형 1이나 2는 

전체의 약 26%일 뿐, 성장성이 부진하거나(유형 

3) 또는 성장성만 추구하거나(유형 4), 심지어 산

업평균보다 건전한 유형(유형 5)도 부실화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장성 부진이나 지

나친 성장성 추구는 부실의 징후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실 2년 전 대비 부실 1년 전 

변화 분석을 통해, 부실 2년 전 보다 부실 1년 전

의 재무지표가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특히 

모든 유형에 걸쳐 수익성이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부실 1년 전의 타 부실유형과의 비교를 

통해 특별히 재무지표에 문제가 없었던 건전기

업군 유형 5의 경우 재무지표의 악화 정도가 다

른 유형에 비해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3.7 유형별 사례연구

각 유형의 부실원인에 해당하는 실제 유형에 

대한 사례분석을 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형 1(전체부실 심각)에 속하는 A기업의 경

우 1998년에 설립되어 약 6년의 사업기간을 지

닌다. 1.7억 원의 자산규모를 지니며 매출액은 

2002년에는 약 3억이었으나 2003년도에는 약 6
천만원으로 매출이 급감하였다. 업종은 건설업

에 속하는 기업이다. 이 기업의 최종 부실사유는 

사해행위 즉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

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한 것으로 사업자가 자

신의 회사가 망할 것을 예측하고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속한다.
유형2(전체부실 군)에 속하는 B기업의 경우 

1995년에 설립되어 약 9년의 사업기간을 지니며 

2.6억 원의 자산규모를 지닌다. 매출액은 2002년
에는 8.2억원, 2003년에는 3.9억원으로 매출이 

감소하였다. 업종은 도소매업에 속하는 기업이

다. 이 기업의 최종 부실사유는 주채무자인 경영

자가 사망한 사례로 채무가 상속되지 않아 부실

처리된 유형이다. 즉 경영자의 사망 후 부실기업

의 채무가 보전되지 않아 부실화된 경우이다.
유형3(성장성부진)에 속하는 C기업의 경우 

1999년에 설립되어 약 5년간의 사업기간을 지니

며 7.2억 원의 자산규모를 지닌다. 매출액은 

2002년도 11.8억원, 2003년도는 8.6억원으로 매

출액이 감소하였다. 업종은 컴퓨터 주변기기 판

매를 하는 도소매업이다. 이 기업의 최종 부실

사유는 업종 내 과당경쟁으로 인한 판매부진으

로, 현대 기업은 경쟁이 치열하므로 기업만의 

차별화 전략 없이는 생존하기 어려움을 시사하

고 있다.
유형4(성장성 추구)에 속하는 D기업의 경우 

1997년 설립되어 7년간의 사업기간을 지니며 

15.1억의 자산규모를 지닌다. 매출액은 2002년도

에는 19.6억, 2003년에는 31.4억으로 매출액이 

증가하였다. 업종은 육송운수업에 속하는 기업

이다. 이 기업의 최종 부실사유는 대표자가 관계

회사에 물류 허브를 구축하고자 무리한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부실화가 된 경우이다. 즉 무리한 

다각화는 기업의 부실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형5 (건실 기업군) 에 속하는 E기업의 경우 

1999년에 설립되어 약 5년간의 사업기간을 지니

며 6.2억 원의 자산규모를 지니고 매출액은 2002
년도에 3.9억 원, 2003년도에 7.8억 원으로 매출

액이 증가하였다. 업종은 건설업에 속하는 기업

이다. 이 기업이 견실한 경영 하에서도 부실화된 

사유는 연대 보증한 관계회사가 폐업함으로 인

해 부실화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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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자기조직화지도를 이용하여 비

외감기업의 부실화를 유형화한 뒤 ANOVA 및 

LSD 검증을 통해 각 유형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전체 재무지표에 문제가 있어 회복 불가

능한 기업들은 유형 1과 유형 2로 전체의 약 

26%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유형들은 특정 재무

지표를 통해 부실의 징후를 예측할 수 있었다. 
유형 3은 성장성 지표가 다소 나쁜 집단으로 기

업 간 경쟁이 극심한 가운데 지속적인 성장을 하

지 못해 부실화 된 경우로 전체의 약 30%를 차

지한다. 이러한 기업 유형을 통해 현대 기업은 

경쟁이 극심하므로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기업

만의 특별한 노하우 없이 가격경쟁만으로는 기

업의 성장성을 악화시켜 부실화 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유형 4는 성장만을 추구하여 부채경영 

등 과감한 경영을 한 결과, 유동성 부족이나 현

금부족 등으로 부실화 된 경우이다. 기존 문헌연

구에서 Miller (1977)의 충동주의형, Hwang 
(1989)의 성장주의형과 비슷한 유형으로 전체의 

약 25%가 이 유형에 속한다. 이러한 기업유형을 

통해 현금성이나 수익성에 비해 성장성 지표가 

높은 기업들은 부실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

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유형 5는 모든 재무 지

표가 산업평균보다도 우수한 집단으로 단기적인 

경영전략의 실수 또는 중소기업 성격상 경영자

의 개인적 사정으로 부실화되었을 가능성이 높

은 유형이다. 이는 전체의 약 18%를 차지하는 유

형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예견하기가 어려우나 

부실 2년 전과 부실1년 전의 재무지표 변화분석

을 통해 수익성 및 현금흐름의 재무지표가 다른 

유형에 비해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부실 1년 전 부실유형화와 함께 부실 1년 

전과 2년 전의 재무지표 변화에 의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 부실화 유형에 관한 연구가 비

교적 재무지표 수집이 용이한 상장기업이나 등

록법인 위주로 되어 있는데 반해 실제로 부실 위

험이 높은 비외감기업에 관한 부실화 유형을 분

석하였다는 점, 그리고 집단의 유형화를 위해 많

이 이용해 왔던 기존의 방법이 아닌 탁월한 성능

을 나타내는 자기조직화지도를 사용하였다는 점

에서 학문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는 비외감기업의 재무지표를 통해서도 1차적인 

부실징후를 찾아낼 수 있고, 이를 통해 부실기업

에 대한 대비 또는 사전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

서 실무적으로도 의의가 있다. 즉 전체적인 지표

에 문제가 있는 기업은 물론, 다른 지표에 비해 

성장성이 유난히 저조하거나, 수익성 및 현금성

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성 지표가 높은 기업들

은 부실화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또한 기

업 스스로 다른 기업과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현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 부실위험이 있는 기업의 

경우, 사전에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실제 부실 

및 부도가 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100개 기업에 한해 분석을 시행하였고, 이
로 인해 업종별 또는 규모별 더 구체적인 분석을 

시행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는 기업부실 유형화를 위해 객관적인 재무지표

를 사용하였으나 비외감기업의 경우 비재무적 

자료가 부실화에 미치는 영향도 적다고 할 수 없

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비재무적인 요소까지 

고려한다면 더욱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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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attern Analysis of Financial Distress for 

Non-audited Firms using Data Mining
4)

Su Hyun Lee*ㆍJung Min Park**ㆍHyoung Yong Lee*

There are only a handful number of research conducted on pattern analysis of corporate distress as 
compared with research for bankruptcy prediction. The few that exists mainly focus on audited firms 
because financial data collection is easier for these firms. But in reality, corporate financial distress is a 
far more common and critical phenomenon for non-audited firms which are mainly comprised of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ssify non-audited firms under distress according 
to their financial ratio using data mining; Self-Organizing Map (SOM). SOM is a type of artificial neural 
network that is trained using unsupervised learning to produce a lower dimensional discretized 
representation of the input space of the training samples, called a map. SOM is different from other 
artificial neural networks as it applies competitive learning as opposed to error-correction learning such as 
backpropagation with gradient descent, and in the sense that it uses a neighborhood function to preserve 
the topological properties of the input space. It is one of the popular and successful clustering algorithm. 
In this study, we classify types of financial distress firms, specially, non-audited firms. 

In the empirical test, we collect 10 financial ratios of 100 non-audited firms under distress in 2004 
for the previous two years (2002 and 2003). Using these financial ratios and the SOM algorithm, five 
distinct patterns were distinguished. In pattern 1, financial distress was very serious in almost all financial 
ratios. 12% of the firms are included in these patterns. In pattern 2, financial distress was weak in almost 
financial ratios. 14% of the firms are included in pattern 2. In pattern 3, growth ratio was the worst among 
all patterns. It is speculated that the firms of this pattern may be under distress due to severe competition 
in their industries. Approximately 30% of the firms fell into this group. In pattern 4, the growth ratio was 
higher than any other pattern but the cash ratio and profitability ratio were not at the level of the growth 
ratio. It is concluded that the firms of this pattern were under distress in pursuit of expanding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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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bout 25% of the firms were in this pattern. Last, pattern 5 encompassed very solvent firms. 
Perhaps firms of this pattern were distressed due to a bad short-term strategic decision or due to problems 
with the enterpriser of the firms. Approximately 18% of the firms were under this pattern. 

This study has the academic and empirical contribution. In the perspectives of the academic 
contribution, non-audited companies that tend to be easily bankrupt and have the unstructured or easily 
manipulated financial data are classified by the data mining technology (Self-Organizing Map) rather than 
big sized audited firms that have the well prepared and reliable financial data. In the perspectives of the 
empirical one, even though the financial data of the non-audited firms are conducted to analyze, it is useful 
for find out the first order symptom of financial distress, which makes us to forecast the prediction of 
bankruptcy of the firms and to manage the early warning and alert signal. These are the academic and 
empirical contribution of this study. The limitation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only 100 corporates due 
to the difficulty of collecting the financial data of the non-audited firms, which make us to be hard to 
proceed to the analysis by the category or size difference. Also, non-financial qualitative data is crucial 
for the analysis of bankruptcy. Thus, the non-financial qualitative factor is taken into account for the next 
study. This study sheds some light on the non-audited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distress prediction 
in the future.

Key Words : Financial Distress, Non-audited Firm, Self-organizing Map, Distress Type, Financial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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