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문

왜 기업재무를 공부하는가? 주식회사에서 당신의 역할이 무엇이든, 왜 그리고 어떻게 재무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 책의 초점은 어떻게 최적 기업재무 의사결정을 

하는가에 있다. 입문에서는 기업재무 학습의 기본적 사항을 다루고자 한다. 제1장은 주식회사와 여러 

가지 기업의 형태로부터 시작하여, 기업 의사결정에 있어서 재무관리자와 외부 투자자들의 역할을 검

토할 것이다. 최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자는 정보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제2장에서는 주

식회사의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의 중요 원천(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검토하고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차익거래 불가 또는 일물일가의 법칙을 소개하고자 한다. 

일물일가의 법칙은 기업의 투자 기회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시장가격을 사용한다. 우리는 일물일가

의 법칙이 모든 재무 경제학의 밑바탕이 되면서 이 책 전체의 모든 개념을 연결하는 하나의 통일된 원

칙임을 보여줄 것이다. 기업재무의 학습 전체를 통해서 이 주제로 돌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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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식회사

현대적인 미국 주식회사의 개념은 1819년 2월 2일 워싱턴 D.C.의 법정에서 태어났다. 그

날 미국 대법원은 사람의 재산과 같이 주식회사의 재산도 사적인 것이며, 미국 헌법에 의해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는 법적 판례를 확립하였다. 오늘날 주식회사의 사적 재산이 헌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할 가

능성을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1819년 대법원 결정 이전에는 주식회사 소유자들은 국가

가 그들의 사업체를 빼앗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직면해 있었다. 이 문제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업을 법

인화하는 것을 중지하였고, 드디어 1816년에 문제가 현실화되었다. 뉴 햄프셔 주정부가 다트머스대학

을 압류하였다.

다트머스대학은 1769년에 유임할 수 있는 신탁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는 사립교육기관으로 세워졌

다. 이사회의 정치적 성향에 불만이었던 주정부는 1816년에 주지사가 임명한 감시위원회가 학교를 운

영하도록 법제화하여 다트머스대학을 사실상 통제하였다. 이 법은 사적 통제하의 사립대학을 주정부가 

통제하는 주립대학으로 바꾸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런 법령이 합헌이라면 어떤 주정부(또는 연방정부)

도 자기 마음대로 사적인 회사를 국유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다트머스는 대학 독립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은 1818년에 존 마샬이 대법원장으로 있

던 대법원에 상고되었다. 5대 1의 거의 만장일치 판결에 의해 대법원은 뉴 햄프셔 주의 법령을 기각하

면서, 회사는 계약이고 헌법 1조에 의해 “주정부가 계약의 의무를 해치는 어떠한 법령도 입법할 수 없

다.”는 것을 명시하였다.1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립하였다. 사업체의 소유자들은 법인화를 통

하여 사유 재산의 보호뿐만 아니라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미국 헌법에 의해 보장받는다. 

이에 의해 현대적 주식회사가 태어나게 되었다.

오늘날 주식회사 구조는 전세계 도처에 존재하고, 새로운 형태로 계속 진화하고 있다. 2008년 금융

위기는 다시 한 번 금융 지형을 바꾸어 베어스턴스, 리먼 브라더스, AIG와 같은 거인들을 무너뜨리고, 

골드만 삭스와 같은 투자은행들을 정부가 보증하는 상업은행으로 재탄생시켰다. 정부의 기업 구제는 

사적 기업의 통제와 관리에 대한 연방정부의 역할에 관해 도전적인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금융위기의 

결과로 금융시장의 규제와 감시에 대한 중요한 개혁이 입법화되었다. 엄청난 변화의 시점인 지금보다 

기업재무에 대한 이해가 경영 실무에 더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적은 없었다. 

이 책은 기업인들이 재무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장은 주식회사에 대

해 소개하고 대안적인 회사의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주식회사 성공의 주요 요인은 소유 지분을 

쉽게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회사 투자자 사이에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주식시장

의 역할과 회사의 소유와 통제에 대한 시사점을 설명할 것이다.

1 ��존�마셜의�판결�전문을�www.constitution.org/dwebster/dartmouth_decision.htm에서�확인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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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회사의 네 가지 유형

회사의�주요�네�가지�유형을�소개하면서�기업재무�학습을�시작하자.�개인회사(sole�proprietorships),�파트

너십(partnerships),�유한책임회사(limited�liability�companies),�주식회사(corporations).�각�조직의�형태를�차

례대로�설명하지만,�우리의�초점은�가장�중요한�유형인�주식회사에�있다.

개인회사

개인회사(sole�proprietorship)는�한�사람에�의해�소유되고�운영되는�사업�형태로,�근로자는�몇�안�되는�경

우가�보통이다.�그들이�전체�경제의�매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크지는�않지만,�그림�1.1에서�보여주는�바

와�같이�세계에서�가장�일반적인�형태의�기업이라고�할�수�있다.�그들의�수입은�미국�전체의�4%에�불과

하지만,�전체�사업체�수의�72%를�차지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2�이와�반대로�주식회사는�미국�전체�수입

의�83%를�차지하지만,�사업체�수로는�18%에�불과하다.

개인회사의�주요�특징은�다음과�같다.

1.�개인회사는�설립이�간단하다는�이점이�있다.�많은�신설�사업체들이�이�유형의�조직�체계를�사용한다.

2.��개인회사의�주요�제한은�기업과�소유자의�구분이�없다는�것이다.�개인회사의�소유자는�오직�한�사람뿐

이다.�다른�투자자가�있어도�기업의�소유권�지분을�가질�수�없다.

3.��소유자는�기업의�채무에�대해�개인적으로�무한책임을�진다.�말하자면�기업이�채무불이행�상태가�되

면,�채권자는�소유자의�개인�자산으로�상환할�것을�요청할�수�있다.�소유자는�개인적으로�채무�변제를�

할�수�없을�때�개인�파산을�선언해야�한다.

4.�개인회사의�존속�기간은�소유자의�수명으로�제한된다.�개인회사의�소유권을�양도하는�것은�어렵다.

대부분의�사업에서�개인회사의�단점은�장점보다�훨씬�많다.�개인회사의�채무가�소유자의�개인적�책임�

한계를�넘어서는�순간이�되면,�사업체의�형태를�소유자의�책임을�제한하는�형태로�전환하는�것이�일반적

이다.

2 www.irs.gov�(www.irs.gov/uac/SOI-Tax-Stats-Integrated-Business-Data)�

(a) 사업체 수 비중 (b) 수입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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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회사의 유형

미국에는 네 가지 유형의 회

사가 존재한다. (a)와 (b)가 

보여주듯이, 대부분의 미국 

회사가 개인회사지만, 그들

은 주식회사에 비해 전체 수

입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

지하고 있다. 

출처 : www.irs.gov

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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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

파트너십(partnership)은�소유자가�둘�이상이라는�것을�제외하고는�개인회사와�동일하다.�주요�특징은�다음과�

같다.

1.��모든�파트너는�기업의�채무에�대해�무한책임을�진다.�말하자면�채권자는�어떤�파트너에게도�채무�변

제를�요구할�수�있다.

2.��파트너십은�어떤�파트너�1인의�사망이나�탈퇴가�발생하면�해산되지만,�파트너들은�파트너십�협약이�

사망�또는�탈퇴�파트너의�지분을�매입하는�등의�다른�대안을�제공한다면�청산을�회피할�수�있다.�

몇몇�오래된�사업체는�아직도�파트너십이나�개인회사로�남아�있다.�이러한�기업들은�소유자의�개인적�

평판이�사업의�기반이�되는�경우가�많다.�예를�들어�법률회사,�의료�진료소,�회계법인�등이�종종�파트너

십으로�조직되어�있다.�그러한�기업에서는�파트너의�개인적�책임�때문에�기업의�명성이�좋아진다는�고객

의�믿음이�있는�경우가�많다.

유한책임�파트너십(limited�partnership)에는�두�종류의�소유자가�있는데,�하나는�무한책임�파트너이고,�

다른�하나는�유한책임�파트너이다.�무한책임�파트너들은�파트너로서�(무한책임)�파트너십에서�동일한�

권리와�특권을�누리지만,�기업의�의무에�대해서�개인적으로�책임을�져야�한다.�하지만�유한책임(limited�

liability)�파트너들은�자기들의�출자�범위�내에서�책임을�지기�때문에,�그들의�사유�재산은�기업의�채무를�

변제하기�위하여�압류될�수�없다.�유한책임�파트너의�사망이나�탈퇴는�파트너십�해체의�원인이�되지�않

을�뿐만�아니라�지분의�양도도�가능하다.�그러나�유한책임�파트너는�경영권이�없고�법적으로�경영�의사

결정에�참여할�수도�없다.

사모�주식�펀드와�벤처�캐피털�펀드는�유한책임�파트너십이�주종을�이루는�대표적�산업이다.�이런�기

업에서는�몇몇의�무한책임�파트너들이�그들�자신이�자본을�투자하고,�외부�투자자인�유한책임�파트너들

로부터�추가적인�자본을�조달한다.�무한책임�파트너는�모든�자본의�투자를�통제한다.�대개�그들은�투자

하기로�선택한�사업의�운영에�적극적으로�참여한다.�외부�투자자인�유한책임�파트너는�투자의�진행을�감

시하는�것�이외에는�별다른�역할을�하지�않는다.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limited�liability�company,�LLC)는�소유자의�책임을�투자액으로�한정한다.�이는�모든�소유

자가�유한�책임을�진다는�것이지만,�유한책임�파트너와는�달리�그들은�기업을�운영할�수�있다.��

LLC는�미국에서�상대적으로�새로운�유형이다.�1977년에�LLC�허용�법령을�처음으로�통과시킨�것은�와

이오밍�주이고,�마지막은�1997년�하와이�주다.�국제적으로는�유한책임을�가지는�기업은�매우�오래전에�

확립되었다.�LLC는�100년�전�독일에서�GmbH(Gesellschaft�mit�beschränkter�Haftnung)로�시작되었고,�

다른�유럽과�남미�국가에서도�나타나기�시작하였다.�프랑스에서는�SARL(Société�à�responsabilité)로�알려

졌고,�이탈리아에서는�SRL,�스페인에서는�SL이라고�한다.�

주식회사

주식회사(corporation)의�두드러진�특징은�법적으로�정의된�법인으로�소유자와는�분리된다는�것이다.�그

러므로�주식회사는�사람이�가지는�많은�법적�권리를�갖는다.�주식회사는�계약의�주체가�되어�자산을�취

득하며�채무를�질�수�있고,�미국�헌법의�보호에�의해�자산�압류로부터�보호받을�수�있다.�주식회사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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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와�완전히�분리된�법적�존재이므로�자신의�채무에�대해서�전적인�책임을�진다.�결과적으로�주식회사

의�소유자(또는�주식회사의�근로자와�고객�등)인�주주는�기업이�진�채무에�대해서�아무런�책임이�없다.�

기업�또한�소유자의�개인적인�채무에�대해서�아무런�책임이�없다.

주식회사의 설립 주식회사는�법적으로�설립해야�하는데,�설립하게�될�지역의�주정부가�반드시�설립을�

허가하여야�한다.�따라서�주식회사를�만드는�것은�개인�사업체를�만드는�것보다�비용이�훨씬�많이�든다.�

델라웨어�주는�주식회사�설립에�있어서�특별히�매력적인�법적�환경이�조성되어�있어서�많은�주식회사가�

델라웨어에서�설립된다.�법적으로�주식회사는�주소지를�두는�주의�주민�자격을�갖는다.�대부분의�주식

회사는�공식적인�조직화�규정을�포함하는�설립�정관을�만들기�위하여�변호사들을�고용한다.�설립�정관은�

주식회사가�어떻게�운영되어야�하는가의�초기�규정들을�명시한다.

주식회사의 소유권 주식회사의�소유자�수에�대한�제약은�없다.�대부분의�주식회사가�많은�소유자를�보

유하고�있기�때문에,�각�소유자는�주식회사�지분의�일부만을�소유하게�된다.�주식회사의�전체적인�소유

권은�주식(stock)이라고�하는�지분으로�나누어진다.�주식회사의�모든�발행주식의�집합을�주식회사의�주

권(equity)이라고�하고,�주식회사의�소유자는�지분�보유자(shareholder),�주주(stockholder),�또는�주권�보유

자(equity�holder)라고�하며,�주주들은�배당�지급(dividend�payments)의�수취권을�갖게�되는데,�배당은�주

식회사의�신중한�결정에�의해�주주들에게�지급되는�이익�분배�금액이다.�주주들은�대개�소유한�주식의�

비중에�비례하여�배당을�지급받는다.�예를�들어�주식회사�지분의�25%를�가지고�있으면�총�배당�금액의�

25%를�받을�자격이�있다.�

주식회사의�고유한�특징은�누가�지분을�소유하는가에�대한�제한이�없다는�것이다.�주식회사의�지분�소

유자는�특별한�전문성이나�자격을�가질�필요가�없다.�공개기업의�경우에�이런�특징은�주식회사의�지분이�

자유롭게�거래될�수�있게�하는데,�이는�개인회사,�파트너십�또는�LLC가�아닌�주식회사로�기업을�설립하

는�가장�중요한�장점이�된다.�주식회사는�지분을�익명의�외부�투자자에게�매도할�수�있기�때문에,�대부분

의�경우�많은�자본을�비교적�쉽게�조달할�수�있다.�

그림�1.1의�패널�(b)에서�보았듯이,�외부�자금조달의�유용성은�주식회사가�경제를�지배하게�하는�원동

력이�되었다.�세계에서�가장�큰�회사인�월마트�주식회사의�예를�들어보자.�월마트는�2014년에�2백만�명�

이상의�종업원을�가지면서�$486�십억의�연간�수입을�기록하였다.�2014년�판매금액�상위�5개사(월마트,�

시노펙,�로얄�더치�셸,�엑슨�모바일,�BP)의�수입을�모두�합치면�$2�조를�넘어서는데,�이는�2,200만�개의�

미국�개인회사�전체의�매출액보다�훨씬�큰�금액이다.�����

주식회사 조직의 세제 시사점

기업의�조직�유형에�있어서�하나의�중요한�차이는�세제에�있다.�주식회사는�분리된�법적�주체이기�때문에�

주식회사의�이익은�소유자의�조세�의무와는�분리되어�과세된다.�결과적으로�주식회사의�주주들은�두�번�

세금을�납부한다.�먼저�주식회사가�이익에�대해서�법인세를�납부하고,�나머지�이익이�주주들에게�배분될�

때�주주들은�이�수입에�대해�개인소득세를�납부해야�한다.�이러한�과세�체계를�때때로�이중과세라고�한다.

S 주식회사 주식회사의�조직�구조는�이중과세�대상이�되는�유일한�조직�구조이다.�그러나�미국의�내국

세법(Internal�Revenue�Code)은�S�조세�규정에�따르는�S�주식회사(‘S ’�corporations)에�대해서는�이중과세

를�면제해주고�있다.�이�세금�규제에서는�회사의�이익(과�손실)이�법인세의�대상이�아니고,�대신�소유�지

분에�따라�주주에게�직접�분배된다.�주주들은�이런�이익을�(아무런�현금이�분배되지�않아도)�개인�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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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에서�수입에�포함시킨다.�그러나�이런�이익에�소득세를�지불하면�더�이상의�세금은�없다.

미국�정부는�S�조세�규정의�적격성에�엄격한�제한을�두고�있다.�특히�그런�주식회사의�주주들은�미국�

국민이거나�영주권자여야�하고,�100인을�초과하면�안�된다.�대부분의�주식회사는�누가�지분을�소유하였

고�소유자의�수가�얼마인지에�대해서�제한을�두지�않기�때문에�S�조세�규정의�대상이�되지�못한다.�따라

서�미국의�주식회사는�대부분�기업�차원에서�과세되는�C�주식회사(‘C ’�corporations)�형태를�취하고�있다.�

S�주식회사는�전체�주식회사�수입의�1/4에도�못�미치고�있다.

문제

당신은�어떤�주식회사의�주주이다.�이�주식회사는�주당�$5의�세전�이익이�발생한다.�법인세�지급�후에�나머

지�이익을�배당으로�지급할�것이다.�배당은�소득이므로,�당신은�이�소득에�대해�세금을�지불해야�한다.�법인

세율이�40%이고�배당에�대한�소득세율이�15%라고�하자.�세금을�지불한�후에�남게�되는�이익은�얼마인가?

풀이

먼저�주식회사는�법인세를�낸다.�주당�$5를�벌어서�0.40 3$5 5$2를�정부에�지불해야�한다.�따라서�$3

가�배당금이�된다.�그러나�당신은�0.15 3$3 5$0.45를�배당소득세로�지불해야�하기�때문에�세후로�주당�

$3 2$0.45 5$2.55가�남는다.�주주로서�당신은�최초�$5의�이익�중에서�$2.55를�가지게�된다.�$2 1$0.45�

5$2.45가�세금으로�지불된다.�따라서�당신의�실효�세율은�2.45/5549%가�된다.

예제 1.1주식회사 이익의 과세

문제

예제�1.1의�주식회사가�S�조세�규제의�적용을�받게�되었다.�당신의�배당�이외�소득의�세율이�30%라고�하자.�

풀이

이�경우에�주식회사는�세금을�내지�않는다.�이�회사는�주당�$5를�벌었다.�이�주식회사가�이익을�분배하든�

하지�않든�상관없이�당신은�0.303$55$1.50의�소득세를�지불하여야�한다.�이�세금은�예제�1.1에서�지불

된�$2.45보다�훨씬�적은�금액이다.

예제 1.2S 주식회사 이익의 과세

전세계의 주식회사 세제 

대부분의�국가는�주식회사�투자자에게�이중과세�구제책을�제공

하고�있다.�30개의�OECD�국가�중�아일랜드만이�이중과세�구제

책을�제공하지�않고�있다.�호주,�캐나다,�칠레,�멕시코,�뉴질랜

드를�포함하는�몇몇�국가들은�주주들에게�법인세�금액에�해당

하는�만큼�세금공제를�해주고,�에스토니아와�핀란드�같은�나라

들은�배당소득�전부�또는�일부를�개인�소득세�대상에서�면제해�

준다.�미국은�배당소득에�대해서는�다른�소득보다�낮은�세율을�

적용하는�부분적�구제책을�제공하고�있다.�2015년�기준으로�대

부분�투자자들의�배당�소득세율이�20%보다�작았기�때문에�개인�

소득세율보다�훨씬�낮았다.�이런�구제책에도�불구하고�미국은�

실효�법인세율이�세계에서�가장�높은�국가�중의�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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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식회사의 소유와 통제

주식회사의�소유자는�수적으로도�많고�지분을�매매할�수�있기�때문에�기업에�대해�직접적인�통제를�하기�

어렵다.�다시�말하면�주식회사�제도에서는�직접적인�기업�통제와�소유가�분리되어�있다는�것이다.�소유

자보다는�이사회와�최고경영자가�주식회사에�대한�직접적인�통제권을�가지고�있다.�이번�절에서는�주식회

사에�대한�책임이�2개의�주체로�나누어져�있고,�그들이�회사의�목적을�어떻게�수립하고�수행해�가는지를�

설명할�것이다.

주식회사의 경영진

주식회사의�주주는�기업의�궁극적인�의사결정�권한을�가지는�이사회를�선임하여�그들의�통제권을�행사

한다.�대부분의�주식회사에서는�이사회�선임에�있어서�주식�1개는�주주에게�1개의�투표권을�제공하기�때

문에�가장�많은�주식을�가진�투자자가�가장�영향력이�크다.�한두�명의�주주가�아주�큰�비중의�발행주식을�

가지고�있으면,�이들이�스스로�이사회의�구성원이�되든가�아니면�몇�명의�이사들을�지명할�권리를�가질�

수�있다.�

이사회(board�of�directions)는�주식회사의�경영(주식회사�최고경영진의�보상�체계를�포함),�정책의�수

립,�기업�성과의�감시�등에�관한�규정을�만들어야�한다.�이사회는�주식회사의�일상적인�운영에�관계된�대

부분의�의사결정을�경영진에게�위임한다.�최고경영자(chief�executive�officer,�CEO)는�이사회에�의해�수립

개념 확인 1. 유한책임회사(LLC)란 무엇인가? 유한책임 파트너십과 무엇이 다른가?

2. 사업 조직을 주식회사로 만드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이사회

최고경영자

최고재무관리자

회계관리자

회계

세금부문

자금관리자

자본예산 편성

위험 관리

신용 관리

최고운영관리자

전형적인 주식회사의 조직도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회는 

주식회사를 통제하고 주식회

사 운영에 책임을 지는 최고

경영자를 고용한다. 최고재

무관리자는 기업의 재무 운

영을 감시하는데, 그 휘하의 

회계관리자는 세금과 회계 

기능을, 자금관리자는 자본

예산 편성, 위험 관리, 신용 

관리 활동을 담당한다.

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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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빗�비니어는�골드만�삭스(파트너십에서�주

식회사로�전환한�마지막�대규모�투자은행)의�

최고재무관리자이자,�운영,�기술�및�재무�본부

장이다.�그는�최고재무관리자로서�1999년에�

주식회사로의�전환을�이끌었고,�2008~2009년

의�금융위기�때�회사의�어려웠던�과정을�견디

어�냈다.�

질문 파트너십과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

답변� 1990년대�중반에�기업을�공개할�것인가�

아니면�사적인�파트너십으로�남아�있을�것인가

를�결정할�때,�충분한�논의가�이루어졌다.�양

쪽�의견이�모두�논거를�가지고�있었다.�기업�

공개를�주장하는�사람들은�공격적인�성장과�시

장�선도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재무�및�전

략적�유연성이�더�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공개된�주식회사로서�

우리는�성장과�위험�분산을�지향하는�더욱�안정적인�자기자본�기

반을�갖추게�될�것이고,�폭넓은�공공채권�시장에의�접근이�확대

될�것이며,�거래�가능한�유가증권이�되면�기업�인수와�종업원들

에�대한�보상�및�동기�부여가�쉬워질�것이고,�간단하고�더욱�투

명한�구조는�기업�규모의�성장과�해외�진출에�도움이�될�것이다.

기업�공개에�반대하는�사람들은�사적인�파트너십�구조가�잘�

운영되고�있으며�우리의�재무�및�전략적�목적�달성을�용이하게�

해준다고�주장하였다.�우리는�사적인�파트너십으로서�충분한�자

본을�내부적으로�조달하고�성장을�위해�사모�시장을�이용할�수�

있었으며,�이익�변동성에�크게�신경�쓰지�않고�투자�수익에�대해�

장기적�시각을�가질�수�있었는데,�이런�것들은�공개기업에서는�

가치를�인정�받을�수�없는�것이다.�파트너와�회사의�의결권�통제

와�조화를�유지할�수�있었다.

우리�파트너십의�큰�장점은�특별함과�기밀성에�있었는데,�이

는�우리의�협력과�탁월성�문화를�강화하였고�우리를�경쟁자들과�

구별해주었다.�많은�사람들은�기업이�공개될�경우�우리�문화의�

질적�특수성이�생존할�수�있는지에�대해서�의문을�제기하였다.

질문 전환의 원동력은 무엇이었나?

답변�우리는�세�가지�이유로�기업�공개를�최종적으로�결정하였

다.�영구적인�자본의�성장을�보장하기�위하여,�전략적�인수�자금

의�조달을�위해�공개적으로�거래�가능한�유가증권을�사용하기�위

하여,�소유권�문화를�제고하고�보상의�유연성

을�얻고자�하였다.

질문 주식회사로 전환한 목적을 달성하였는가?

답변�그렇다.�공개기업으로�우리는�공개채권

시장에서�개선된�장기�기채�능력을�포함하여,�

더�간단하고,�더�크고,�더�영구적인�자본�기반

을�확충하였다.�우리는�고객에게�서비스할�수�

있는�상당한�자본의�원천을�얻었고,�새로운�사

업�기회의�이점을�확보하였으며,�변화하는�경

제�및�사업�조건�속에서�우리�자신의�운명을�더�

잘�통제할�수�있게�되었다.�우리는�중요한�기

업의�인수와�대규모�전략�및�재무적�투자를�뒷

받침할�자금을�확보하였다.�우리�산업의�이해

관계가�변하고,�자본�수요가�증가하는�것을�고

려할�때�기업�공개는�운이�좋게도�경기�순환�주기를�통해�우리가�

효과적으로�경쟁을�할�수�있도록�했다.

우리의�독특한�협력과�탁월성�문화는�공개기업에서도�번창하

였고,�주식�보상�프로그램은�우리가�희망했던�것보다도�성공적

이었다.�단지�221명의�파트너보다도�모든�사람을�골드만�삭스의�

소유자로�만드는�것이�우리의�종업원들을�더욱�활기차게�하였

다.�우리�사업의�성장�규모와�범위는�우리�문화의�긍정적인�측면

에�가장�위대한�도전을�제시했다.

질문 무엇이 2008년 가을에 골드만을 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하게 하였

는가?

답변�2008년�3월�베어스턴스가�파산하고,�시장�환경은�극도로�불

안해졌다.�SEC가�감독하는�브로커/딜러�사업�모형에�관심이�증

가했고,�9월에는�시장�심리가�리먼�브라더스의�지급�능력에�점점�

부정적으로�바뀌었다.�9월�중에�리먼�브라더스가�파산하고�메릴�

린치가�뱅크�오브�아메리카에�매도되자,�골드만�삭스와�모건�스

탠리의�상당한�이익�보고에도�불구하고,�우리는�시장이�연방준

비제도의�감독과�보장된�은행�예금을�자금의�원천으로�하는�것을�

안전성과�건전성�수준을�더욱�높이는�방법으로�보고�있다는�것을�

명백히�알게�되었다.�결국�회사의�지위를�은행지주회사로�바꿔

서,�우리는�현재의�사업과�투자를�그대로�운영하고�소유하면서�

다른�상업은행들에게�주어지는�(영구적인�유동성과�자금조달의�

이용을�포함하여)�모든�혜택을�얻게�되었다.��

인터뷰

데이빗 비니어

(David Vini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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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규정과�정책을�실행하여�주식회사를�운영할�책임이�있다.�나머지�경영진의�규모는�주식회사마다�다르

다.�주식회사�내에서�이사회와�최고경영자와의�권한�배분이�항상�명확한�것은�아니다.�사실�최고경영자

가�이사회의�의장이�되는�것이�특별한�일은�아니다.�가장�선임인�재무관리자가�종종�최고경영자에게�직

접�보고하는�최고재무관리자(chief�financial�officer,�CFO)다.�그림�1.2는�재무관리자가�담당하는�주요�업

무를�강조하는�전형적인�주식회사�조직도의�일부를�보여주고�있다.

재무관리자

주식회사의�재무관리자는�세�가지�주요�업무에�대해서�책임을�진다.�투자�의사결정,�자금조달�의사결정,�

기업의�현금흐름�관리.

투자 의사결정 재무관리자의�중요한�업무�대부분은�기업의�투자�의사결정이다.�재무관리자는�모든�투자�

대안의�비용과�혜택을�비교하여�어떤�것이�주주의�투자�자금을�적절하게�사용하는�대안인가를�결정한다.�

기본적으로�투자�의사결정은�기업이�무슨�사업을�하고�그것이�기업�소유자에게�가치를�부여할�것인가를�

가르쳐�준다.�이�책에서는�이러한�투자�의사결정을�위해�필요한�기법들을�개발해�나갈�것이다.

자금조달 의사결정 재무관리자가�어떤�투자�의사결정을�하면�어떻게�자금을�조달할�것인가를�결정해야�

한다.�대규모�투자를�위해서�주식회사는�추가�자금을�조달하여야�한다.�재무관리자는�기존�주주나�새로

운�주주로부터�자금을�조달할�것인지,�아니면�채무로�자금을�조달할�것인가를�결정하여야�한다.�이�책에

서는�각�자금�원천의�특징을�설명하고,�주식회사의�채무와�자본의�전체적인�조화�관점에서�어떤�수단을�

사용하여야�하는지를�알아보고자�한다.

현금 관리 재무관리자는�매일매일�기업�자금�흐름의�부족을�방지하기�위하여�충분한�현금을�확보해야�

한다.�이�업무를�운전자금관리라고�하는데,�매우�단순한�업무라고�할�수도�있지만,�신설�또는�성장기업의�

경우에는�성공과�실패를�가르는�중요한�업무가�되기도�한다.�훌륭한�제품을�생산하는�기업이라�할지라도�

2008년�금융위기에�반응하여,�미국�연방�정부는�금융기관�및�사

적인�주식회사의�통제와�관리에�정부의�역할을�재평가하게�되

었다.�2010년�7월�21일에�제정된�도드-프랭크 월 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은,�2008년�가을에�세계적인�금융�시스템이�거의�붕

괴하고�글로벌�신용�위기가�이어지자,�금융�규제�체계의�개혁

에�대한�폭넓은�요구에�부응하여�금융�규제에�엄청난�변화를�가

져왔다.�역사는�정말�반복된다.�1929년�주식시장�붕괴와�연이은�

대공황의�소용돌이에서,�미국�의회는�글래스-스티걸법을�제정하

여�연방예금보호공사(FDIC)를�만들었고,�상업은행과�증권회사�

간의�거래를�규제하는�중요한�은행�개혁을�단행하였다.�

도드-프랭크법(The�Dodd-Frank�Act)은�다음과�같은�목적을�

가진다.�(i)�“금융�체계에�있어서�책임과�투명성을�개선”하여�미

국의�금융�안정성을�촉진함,�(ii)�“대마불사”라는�개념을�없앰,�

(iii)�“기업�구제를�종식하여�미국�납세자를�보호함”,�(iv)�“금융�서

비스�실무의�남용으로부터�소비자를�보호함”.�시간이�지나면�이�법

이�실제로�중요한�이런�목적들을�달성했는가를�알�수�있을�것이다.

도드-프랭크법의�폭넓은�금융개혁을�수행하기�위해서는�규정�

제정이나�다른�규제�행위를�통해�많은�연방규제기관들의�협조

가�있어야�한다.�도드-프랭크법이�통과된�지�5년이�지난�2015년�

중반�현재,�247개의�개혁이�이루어져서�도드-프랭크�규제�체계

의�분명한�그림을�제공하였다.�그러나�다른�143개의�규정과�규

제�행위가�개혁의�완결을�기다리고�있다.�2/3의�규정만이�마무

리되었지만,�많은�핵심�개혁들이�이루어졌고,�이제는�거의�완결�

단계에�있다.�예를�들어�정부의�보호�대상인�예금을�취급하는�

은행들의�투기적�투자�행위를�금지하는�볼커�규정(Volker�Rule)

은�이미�2015년�7월�말에�완전히�시행되고�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도드-프랭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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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개발과�판매를�위해서�많은�돈이�들어간다.�아이폰을�비밀스럽게�개발하는�동안�애플이�썼던�$150�

백만이나,�보잉사가�787을�생산하는�원가를�생각해보자.�보잉사는�787의�처녀�비행을�위해서�수십억�달

러를�썼다.�대개�기업은�제품�판매를�통해서�수입을�얻기�전에�상당한�금액을�지출하게�되는데,�재무관리

자는�자금�압박이�기업의�성공에�방해가�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기업의 목적

이론적으로�기업의�목적은�소유자에�의해서�결정되어야�한다.�개인회사는�기업을�소유한�한�소유자가�있

기�때문에�기업의�목적은�소유자의�목적과�같다.�그러나�소유자가�여러�명인�조직�형태에서는�적절한�기

업의�(또는�경영자의)�목적이�확실하지는�않다.

많은�주식회사들이�수천의�소유자(주주)를�갖는다.�각�소유자는�서로�다른�이해와�우선적�관심을�가진

다.�누구의�이해와�우선적�관심이�기업의�목적을�결정하는가?�이�책의�뒷부분에서�이�질문에�대해�더�자

세히�검토할�것이지만�대부분은�아닐지라도,�주주의�이해가�많은�중요한�의사결정과�관련되어�있다는�것

을�알면�놀랄�것이다.�모든�주주는�그들�자신의�재무�상황이나�인생의�단계와�관계없이�경영진이�그들�주

식의�가치를�증가시키는�의사결정을�한다면�찬성할�것이기�때문이다.�예컨대�2015년�7월에�애플�주가는�

처음�아이팟이�출시되었던�2001년�10월의�120배로�증가하였다.�주주들의�선호도나�다른�차별성과�관계없이,�

분명히,�이�기간�중에�애플�주식을�보유했던�모든�투자자는�애플�경영진의�의사결정으로�혜택을�보았다.

기업과 사회

기업의�주식가치를�높이는�의사결정이�대체로�사회에�도움이�될까?�대부분의�경우�그렇다.�애플의�주주

들은�2001년부터�점점�부유해지는�반면,�소비자들은�그들이�가지지�못할�뻔했던�아이팟과�아이폰과�같은�

제품으로�인해서�생활이�더�좋아졌다.�주식회사의�의사결정에�의해�아무도�나빠지지�않는다면�주주들의�

자산가치만을�증가시킨다�할지라도,�주식가치의�증가는�사회에�도움이�되는�것이다.

문제는�주식가치의�증가가�다른�사람들의�비용을�초래할�경우에�발생한다.�사업�중에�환경을�오염시키

고,�오염을�제거할�비용을�지불하지�않는�주식회사를�생각해보자.�다른�예로는�주식회사�자체가�오염을�

시키지는�않지만,�그들�제품의�사용이�환경에�해가�될�수도�있다.�그런�경우에는�주주의�부를�증가시키는�

의사결정이�대체로�사회의�높은�비용이�될�수�있다.

2008년�금융위기는�주주의�부를�증가시켰지만�사회에는�상당한�비용이�되는�또�다른�예를�보여주었다.�

최근�세기의�초기에�은행들은�상당한�위험을�떠안았다.�한동안�이�전략은�은행�주주들에게�혜택을�주었

다.�그러나�그�위험이�현실화되었을�때,�그�결과에�의한�금융위기는�경제에�폭넓게�해를�끼쳤다.

주식회사의�행위가�경제�내의�다른�주체들에게�해를�끼칠�가능성이�있을�때,�주식회사와�사회적�이해

가�조화될�수�있도록�적절한�공공정책과�규제가�요구된다.�건전한�공공정책은�기업들이�사회�전체에�도

움이�되는�방법으로�주주의�부를�극대화할�수�있도록�해야�한다.

주식회사의 윤리와 보상 

주식회사의�모든�소유자가�주식회사의�목적에�동의한다면�이�목적은�실행되어야�한다.�개인회사와�같은�

간단한�조직에서는�기업을�운영하는�소유자가�기업의�목적인�자신의�목적과�일치한다는�것을�보장할�수�

있다.�하지만�주식회사는�소유자와�분리된�경영진에�의해�운영되기�때문에�이해상충이�발생할�수�있다.�

그렇다면�경영진이�주주들의�목적을�실행한다는�것을�주식회사의�주주들이�어떻게�확신할�수�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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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문제 많은�사람이�주식회사는�소유와�경영이�분리되어�있기�때문에,�경영자들이�자신들의�이익

에�위배되는�경우에는�주주의�이익을�위해서�행동할�유인이�거의�없다고�주장한다.�경제�전문가들은�이

를�대리인�문제(agency�problem)라고�부른다.�경영자들은�주주들의�대리인으로�고용됐지만,�자신들의�이

익을�주주들의�이익보다�앞세운다는�것이다.�경영자들은�‘주주들의�이익을�먼저�생각하여야�하는�그들의�

책임을�지켜야�하는가,�아니면�자신들의�개인적�이익을�위해서�일할�것인가’라는�딜레마에�빠지게�된다.�

이러한�대리인�문제는�실무적으로�경영자들이�주주들의�이익에�반하여�자신들의�이익을�앞세워야�하

는�의사결정의�수를�최소화하여�해결할�수�있다고들�얘기한다.�예를�들어�주주의�이익을�추구하는�의사

결정이�경영자의�이익을�추구하는�것과�같아지도록�경영자의�보상�계약을�설계하는�것이다.�주주들은�종

종�고위�경영자들의�보상이�주식회사의�이익�또는�주가에�연동되도록�한다.�그러나�이러한�전략에도�한

계가�있다.�경영자의�보상을�기업의�성과에�연동시키는�경우,�주주들은�경영자들이�감수하려고�하는�것

보다�더�큰�위험을�감수하려고�할�수도�있다.�결국�경영자들은�주주들이�원하는�의사결정을�하지�않을�수

도�있고,�주주들이�원하는�그런�업무를�선뜻�받아들일�유능한�경영자를�찾기도�쉽지�않다.�한편�좋은�성

과에는�보상하고�안�좋은�성과에�관련된�벌칙은�제한한다면,�보상�계약은�경영자의�위험을�줄이게�되어�

경영자는�지나친�위험을�감수할�유인을�가지게�될�수�있다.

어떤�의사결정에�의해�주식회사의�일부�이해�관계자들만�혜택을�보고�다른�이해�관계자들은�피해를�보

는�경우에,�잠재적인�이해상충과�윤리적�고려가�있을�수�있다.�주주들과�경영자들은�주식회사의�중요한�

두�이해�관계자�집단이지만,�정규�근로자들과�기업이�속한�지역사회도�이해�관계자에�포함된다.�경영자

보상은�기업의�임원들과�주주들의�가장�중요한�이해상충의�하

나다.�중역들이�스스로의�보상에�미치는�영향을�제한하고�과도

한�보상을�방지하기�위해서�동법은�SEC가�다음의�새로운�규정

들을�채택하도록�하였다.�

 ≑ 기업의�보상위원회와�자문자들의�독립성을�명령하라.

 ≑ 주주들에게�적어도�3년에�한�번씩�비구속적�자문의결권을�

통해서�임원들의�보상을�개선할�수�있는�기회(주주발언권�:�

Say-on-Pay)를�제공하라.��

 ≑ 기업�인수에�의해�쫓겨나는�고위�임원들에게�지급되는�상당

한�보너스�지급(소위�“황금�낙하산”)에�대해�공시와�주주�동

의를�요구하라.�

 ≑ 최고경영자와�급여상�중간�직원의�총급여�비율뿐만�아니라�

기업의�이익에�대한�임원�급여�관계의�공시를�요구하라.

 ≑ 임원이�그들의�주식과�옵션�보유를�헤지(hedge)할�수�있는지

의�공시를�요구하라.

 ≑ 기업들이�조작된�재무제표�결과에�의해�지급된�보상을�회복

하도록�환수(clawback)�조항을�만들라.�

글로벌 금융위기 도드-프랭크법이 주식회사의 보상 및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시민연대와 연방선거위원회

2010년�1월�21일,�연방�대법원은�일부�학자들이�가장�중요한�

수정헌법�1조라고�수년�동안�주장한�사건을�판결했다.�시민연대

(Citizen United)와�연방선거위원회(Federal Election Commission)�

사건에서�법원은�논쟁의�여지가�있는�5-4�판결에서�수정헌법�

제1조에�의거해�기업과�노동조합이�특정�후보자를�지원하기�위한�

정치적�지출을�할�수�있다고�판결했다.�그러나�주식회사의�모든�

주주가�하나의�특정�후보를�만장일치로�지지하기는�어렵기�때

문에,�그런�행동을�허가한�것은�잠재적인�이해상충이�사실상�발

생할�것임을�허용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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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다른�이해�관계자들의�이익을�위해서�의사결정을�할�수도�있다.�이를테면�손실이�발생하는�공장을�

소규모�도시의�일자리�제공을�위해�계속�유지하거나,�개발도상국에서�공장�근로자들에게�그�지역�시장의�

수준보다�더�높은�급료를�지불하는�것,�또는�해당�지역의�법률이�요구하는�것보다�더�높은�환경�기준으로�

공장을�운영하는�것�등이다.

어떤�경우에는�다른�이해�관계자들에게�혜택을�주는�이러한�행동들이�근로자들의�헌신,�고객들의�긍정

적인�평판�창출,�또는�다른�간접적인�효과들을�불러일으켜서�기업의�주주들에게�혜택을�줄�수도�있다.�주

주들의�비용으로�다른�이해�관계자들에게�혜택을�주는�이러한�의사결정들은�주식회사의�자선�행위가�된

다.�대부분이라고�할�수는�없지만�많은�주식회사들이�그들의�주주들을�대표하여�명시적으로�지역�및�세

계의�복지단체에�기부하기도�한다.�예를�들어�2013년에�월마트는�자선단체에�현금으로�$312�백만을�기

부하였는데,�이는�그�해에�가장�규모가�큰�주식회사의�현금�기부였다.�주주들은�그들�자신의�도덕적·윤

리적�선호도를�반영한다고�느낄�수�있기�때문에�그런�정책들을�지지할�수도�있지만,�모든�주주가�동일하

게�생각하지는�않기�때문에�주주들�사이에�잠재적인�이해상충�문제가�발생할�수�있다.

최고경영자의 성과 경영자가�주주들의�이익을�대변하도록�만드는�다른�방법은�그렇게�하지�않을�경우�

경영자들에게�벌칙을�주는�것이다.�주주들이�최고경영자의�성과가�마음에�들지�않으면,�원칙적으로�이사

회에�압력을�가하여�최고경영자를�쫓아낼�수�있다.�디즈니사의�마이클�아이스너,�휴렛-패커드의�칼리�피

오리나�바클레이즈의�안토니�젠킨스는�이사회에�의해서�사임하게�되었다.�이렇게�명확한�예에도�불구하

고�이사진과�고위�경영진은�일반�주주들의�반란적�행동에�의해�교체되는�일은�드물다.�대신�불만족스러

운�주주들은�그들의�지분을�매도해�버린다.�물론�다른�누군가가�이들로부터�지분을�매입할�것이다.�많은�

주주들이�불만족스러울�경우에�다른�투자자들이�지분을�매입하게�하는�방법은�낮은�가격을�제시하는�것

뿐이다.�이와�마찬가지로�경영이�잘되는�기업일�경우에는�지분을�매입하려는�투자자가�많아져서�주가를�

상승시킬�것이다.�따라서�주식회사의�주가는�주식회사�경영진들의�성과에�대해�주주들이�반응하는�척도

라고�할�수�있다.

주가가�심하게�떨어지면�이사회는�최고경영자를�교체하여�그들의�반응을�보일�수�있다.�그러나�어떤�

주식회사들에서는�고위�임원들의�직위가�보호되는데,�이�경우에는�이사회가�고위�임원진을�교체할�독립

성도�동기도�없다는�것이다.�이사회가�최고경영자와�친한�사람들로�구성되어�객관성이�부족한�경우에는�

최고경영자�교체가�어렵다.�최고경영자가�보호되면서�성과가�안�좋은�주식회사의�경우에는,�성과가�계속�

안�좋을�것이�기대되어�주가가�떨어지게�된다.�낮은�주가는�적대적�인수�과정을�통해서�이익�창출의�기회

를�제공한다.�적대적�인수(hostile�takeover)에서는�개인이나�조직(기업�사냥꾼이라고�알려짐)이�많은�주

식을�매입하여�이사회와�최고경영자를�교체할�수�있을�정도의�의결권을�얻는다.�새로운�경영진이�뛰어나

다면�주가가�크게�상승하여�기업�사냥꾼과�주주들에게�큰�이익을�가져다줄�것이다.�“적대적”이란�단어와�

“사냥꾼”이란�단어가�부정적인�의미를�내포하고�있지만,�주식회사의�사냥꾼�자체는�주주들에게�중요한�

서비스를�제공한다.�적대적�인수에�의해�쫓겨날�수�있다는�위협만으로도�무능한�경영자들에게는�벌칙이�

되고,�이사회가�어려운�의사결정을�하도록�하기에�충분하다.�결과적으로�주식회사의�지분이�공개적으로�

거래될�수�있다는�것이�주식회사의�통제를�위한�시장을�만들어서,�경영자들과�이사회가�주주의�이익을�

대변하도록�한다.

주식회사의 파산 대개�주식회사는�주주들을�위해�운영된다.�그러나�주식회사가�자금을�빌리면�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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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는�그�주식회사의�투자자가�된다.�보통�채권자가�기업에�대한�통제권을�행사하지는�않지만,�주식회

사가�채무를�변제하지�않으면�채권자는�부도에�대한�보상으로�주식회사의�자산을�압류할�자격이�생긴다.�

그런�압류를�방지하기�위해서�기업은�채권자들과�협상을�시도하거나�연방법원에�파산보호�신청을�할�수�

있다.�(파산�과정과�주식회사�의사결정의�시사점을�이�책의�제5장에서�더�자세히�다룰�것이다.)�그러나�궁극

적으로�기업이�채권자에게�변제하거나�협상에�실패하면�주식회사�자산의�통제권은�채권자에게�넘어간다.

따라서�기업이�채무를�변제하지�못하면,�그�결과는�기업의�소유권이�주주에게서�채권자로�변경되는�것

이다.�중요한�것은�파산이�사업을�폐쇄하고�자산을�매도하는�기업의�청산(liquidation)을�초래할�필요는�

없다는�것이다.�기업의�통제권이�채권자에게�넘어가면�가장�수익성이�높도록�기업을�운영하는�것이�채권

자들의�관심사다.�그러기�위해서�사업�운영을�계속�유지하는�경우가�종종�있다.�일례로�1990년에�백화점�

연합(Federated�Department�Stores)이�파산을�선고하였다.�그�당시�가장�잘�알려진�자산�중의�하나가�전국

적으로�알려진�브루밍데일�백화점이었다.�블루밍데일은�수익성이�있는�사업이었기�때문에,�주주나�채권

자들이�사업을�폐쇄하고�싶지�않았고�파산�속에서도�계속�운영되었다.�1992년에�백화점�연합은�재건되어�

파산으로부터�벗어났을�때,�원래의�주주들은�블루밍데일의�지분을�상실하였지만�이�대표적�체인은�새로운�

소유자들을�위하여�계속�양호하게�운영되었고,�사업의�가치는�파산에�의해�부정적인�영향을�받지�않았다.

따라서�주식회사를�이해하는�유용한�방법은�기업의�현금흐름에�대해�소유권을�주장할�수�있는�2개의�

투자자�집단(채권자와�주주)이�존재한다고�생각하는�것이다.�주식회사가�채권자의�요구를�만족할�수�있

으면,�기업의�소유권은�주주들에게�있다.�하지만�채권자의�요구를�만족할�수�없다면�채권자는�기업의�통

제권을�행사할�수�있다.�그런�의미에서�주식회사의�파산은�당해�사업의�실패가�아니라�주식회사의�소유권 

변경으로�생각하는�것이�좋다.

개념 확인 1. 재무관리자의 세 가지 주요 임무는 무엇인가?

2. 주식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리인 문제는 무엇인가?

3. 주식회사의 파산 신고가 소유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파산 중인 항공사들

2002년�12월�9일에�유나이티드�항공은�연방정부의�대출�보증

에�의해�투자자들을�구제하려는�시도가�실패하자�파산보호�신

청을�하였다.�유나이티드는�그�후�3년�동안�파산�상태로�남아�있

으면서도,�계속�영업을�하며�고객들에게�항공�서비스를�제공하

고�어떤�시장에서는�영역을�확장까지�하였다.�영역�확장의�하나

는�“Ted”였는데,�이는�사우스웨스트�항공과�직접적으로�경쟁하

기�위해�저가�항공을�시작하려는�불운한�시도였다.�간단히�말해

서�유나이티드의�원래�주주들은�사라졌지만,�고객이�관심이�있

는�한�저가�항공�운영은�일상적인�사업이었다.�사람들은�비행기�

표를�예약하기�시작하였고,�유나이티드는�고객들에게�항공�서

비스를�제공하였다.

기업이�파산�신청을�하였을�때�모든�것이�끝났다고�생각하기�

쉽다.�그러나�종종�그�기업을�청산하기보다는�계속�기업으로�영

업을�지속하도록�하는�것이�여러�채권자에게�유리하다.�유나이

티드는�2002년�이후에�파산�절차를�밟았던�항공사�중의�하나였

다.�다른�항공사의�예로는�유에스�항공,�에어�캐나다,�하와이안�

항공,�노스웨스트�항공사가�있다.�2002년의�유나이티드의�경우

와�같이�아메리칸은�비용을�삭감하고�조직을�재정비하면서�영

업을�계속하여서,�2012년�중반에�이익을�보기�시작하였다.�아메

리칸은�결국�2013년�12월�유에스�항공과의�합병�협약을�하면서�

채권자�문제를�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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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식시장

앞에서�논의하였듯이�주주들은�경영진들이�기업의�투자가치를�최대화하기를�원한다.�투자가치는�주식

회사의�주가에�의해�결정된다.�비공개기업(private�companies)은�제한된�주주가�있고,�그들의�지분이�공

개적으로�거래되지�않기�때문에�그들�지분의�가치를�결정하기가�매우�힘들다.�그러나�많은�주식회사들

이�공개기업(public�companies)이기�때문에�그들의�주식이�주식시장[stock�market,�또는�증권거래소(stock�

exchange)]이라고�부르는�조직화된�시장에서�거래된다.�그림�1.3은�상장주식의�시가총액과�거래량에�따라�

전세계의�주요�거래소들을�보여주고�있다.�

주식시장은�주식의�유동성을�제공하고�주가를�결정한다.�어떤�투자가�유동적(liquid)이라는�것은�지금�

당장�매입할�수�있는�가격에�아주�가까운�가격으로�빠르고�쉽게�매도할�수�있다는�것을�말한다.�이런�유

동성은�투자의�시점과�기간에�유연성을�제공하기�때문에�외부�투자자들에게�매력적이다.�또한�이런�시장

에서�참가자들의�연구와�거래�활동은�주가를�통해서�투자자들의�의사결정에�관한�피드백을�경영진에게�

제공한다.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발행시장(primary�market)은�주식회사가�새로운�주식을�발행하여�투자자들에게�매도하는�시장을�지칭

한다.�주식회사와�투자자�사이의�이러한�최초�거래�이후에�주식들은�발행회사의�개입�없이�유통시장

(secondary�market)에서�투자자들에�의해�매매되기�시작한다.�예를�들어�스타벅스�주식�100주를�매입하고�

싶다면�SBUX라는�시세�표식으로�스타벅스의�거래가�이루어지는�거래소에�브로커를�통해�매입�주문을�내

면�된다.�당신은�스타벅스�회사가�아닌�스타벅스�주식을�이미�보유하고�있는�누군가로부터�주식을�매입할�

수�있다.�기업들은�공개�시점�이후에�주식을�자주�발행하지�않기�때문에�유통시장에서의�거래가�주식시장

에서�대부분의�거래를�의미한다.

나스닥 OMX
7.0%

런던증권거래소
6.1%

일본거래소그룹-동경
4.4%

상하이
증권거래소

3.9%

유로넥스트
3.3%

홍콩증권거래소
3.2%

TMX 그룹
2.1%

심천증권거래소
2.1%

도이치증권거래소
1.7%

봄베이 증권거래소
1.6%

뉴욕
증권거래소
19.4%

나스닥 OMX
31.0%

뉴욕증권거래소
18.2%BATS Global 

Markets-미국
13.2%

BATS Chi-X 
유럽
7.5%

상하이
증권거래소

6.1%

일본거래소
그룹-동경

6.0%

심천증권거래소
5.9%

런던증권거래소
5.3%

유로넥스트
3.2%

홍콩증권거래소
1.6%

도이치
증권거래소
1.6%

(a) 시가총액

시가총액 기준

(b) 거래량

거래량 기준
2개의 일반적 기준으로 순위

를 정한 세계의 주식시장 

(a) 2014년 현재 국내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 기준과 (b) 

2014년 현재 상장기업의 거

래량 기준에 따른 10개의 대

형 주식시장

출처 : www.world-

exchanges.org

그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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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의�최고�이코노미스트이자�선임�부사

장인�프랭크�헤서웨이�박사는�나스닥�시장

을�위한�내부�자문을�하는�20명의�전문가�팀

을�이끌고�있다.�그들의�직무는�새로운�기능

의�설계,�운영시장의�평가,�전략적�주도권에�

대한�자문을�포함한다.

질문 15년 전에 비해 투자자를 위한 잠재적인 

거래 장소의 수가 상당히 많이 변했다. 이러한 

변화로부터 혜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답변�거래�장소의�수가�상당히�증가한�것은�

사실이다.�2000년에�나스닥이나�뉴욕증권

거래소에�주문을�냈고,�그�주식들에�대한�대

부분의�거래가�주문을�낸�시장에서�이루어

졌다.�지금은�더�이상�그렇지�않다.�이제�거

래는�내셔널증권거래소,�BATS,�또는�10개

의�다른�증권거래소�중의�하나에서�이루어질�수�있다.�급상승하

는�장소의�증가에�대처하기�위하여,�거래는�고도로�자동화되고�

경쟁적이�되어서�개인과�기관투자자들에게�도움이�되었다.�1980

년대에는�빠른�소매�거래가�3분이�걸렸고,�(1980년대�화폐�가치

로)�$100�이상의�비용이�들었다.�지금은�마우스�클릭�한�번에,�브

라우저�새로�보기�한�번이면�되는데,�비용은�(2016년�화폐�가치

로)�$20�정도면�된다.�개인�투자자를�위한�거래비용은�2000년�이

후�90%�이상�감소하였다.�기관의�대량�주문도�오늘날�더�저렴해

지고�쉬워졌다.�

자동화는�거래소의�시장�조성자,�스페셜리스트,�장내�거래자

와�같은�전통적인�주식�거래자들을�실질적으로�제거하였다.�한�

주요�기업의�거래�데스크�본부장은�2006년�무렵에�“내가�예전에

는�1,000명의�거래자와�10명의�기술�인력을�사용했는데,�지금은�

100명의�기술�인력과�10명의�거래자를�사용한다.”라고�빈정거렸

다.�한때�분주했던�뉴욕증권거래소�입회장은�이제�TV�스튜디오

가�되어�버렸다.

질문 그러한 변화가 시장 유동성을 어떻게 변화시켰나?

답변�유동성은�아주�일시적인�현상이다.�컴퓨터�알고리즘에�의

한�거래는�끊임없이�시장에�주문을�내고,�거래에�실패하거나�시

장의�조건이�바뀌면�주문을�취소한다.�그�알고리즘은�시장에�빠

르게�주문을�다시�내고�취소하기�때문에�가격과�수량이�빠르게�

변화한다.�많은�연구들이�오늘날�시장의�유동성이�더�커졌다고�

한다.�15년�전에�주문을�조정하기�위해서는�

브로커에게�전화를�걸어서�새로�지시를�해

야�했다.�하지만�오늘날에는�선택한�알고리

즘이�주문을�조정하고,�거의�곧바로�주문을�

변경할�수�있다.

질문 이러한 변화에 의해서 나스닥이 어떻게 영

향을 받았고 미래는 어떨까?

답변�나스닥은�혁신적이고�우리가�상장하

고�있는�회사처럼�기술적으로�정통한�기업

이다.�15년�전에�우리는�미국에서�하나의�주

식시장을�운영했다.�기술적�효율성의�증가

로�오늘날은�3개의�주식시장,�3개의�상장�옵

션시장,�하나의�선물시장을�운영하고�있다.�

이런�7개의�시장을�운영하는�것이�15년�전

에�하나의�시장을�운영할�때�요구되었던�인

력의�절반으로�가능해졌다.�이런�환경에서�경쟁하기�위해,�나스

닥은�증가하는�주문량을�처리하기�위해�더�개선된�거래�시스템을�

개발해야만�했다.�15년�전에�하루�온종일�처리했던�주문량이�오

늘날에는�몇�초면�가능하다.�우리는�우리의�문화를�인간�거래자

를�기반으로�했던�산업의�구조에서,�알고리즘�거래자와�그런�알

고리즘을�디자인하는�기술�전문인력들을�기반으로�하는�구조로�

전환하였다.�

질문 고빈도 거래가 시장에서 고민거리인가? 그것이 제한되어야 하나?

답변�고빈도�거래에�대한�걱정거리는�일반적으로�시장�붕괴와�

조작에�있고,�밝혀진�사례들은�거래�알고리즘의�운영에�집중된

다.�나는�시장�감시가�붕괴�및�조작�행위를�적절하게�밝혀내도록�

진화하고�있다고�믿는다.�

오늘날에는�미국에서의�모든�주문이�컴퓨터�거래�알고리즘에�

의해�처리되고�있다.�간단히�말해서�우리�모두가�고빈도�거래자

이다.�결국�고빈도�거래를�제한하는�것은�정책의�목적이�되어서

는�안�된다.�정책의�목적이�되어야�하는�것은�알고리즘이�시장을�

붕괴시키지�않고�투자자들에게�공평한�방법으로�운영된다는�확

신을�주어서�주식시장이�투자자와�발행자에게�도움을�준다는�것

을�확신시키는�것이다.�시장은�자본�형성과�경제�발전을�뒷받침

하기�위해서�존재한다.�나스닥�같은�시장�운영자들은�투자자와�

발행자의�관심사를�관리하기�위해서�규제�당국�및�다른�주체들과�

함께�일한다.�

인터뷰

프랭크 해서웨이

(Frank Hath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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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거래 장소

전통적으로�기업은�자기�주식을�상장할�증권거래소를�선택하고,�그�주식의�거래는�대부분�그�거래소에서�

이루어진다.�미국에서�2개의�가장�중요한�거래소는�뉴욕증권거래소(New�York�Stock�Exchange,�NYSE)와�

나스닥(National�Association�of�Securities�Dealers�Automated�Quotation,�NASDAQ)이다.�

2005년�이전에는�뉴욕증권거래소�대부분의�거래가�남부�맨해튼의�거래소�매매�입회장(trading�floor)에

서�이루어졌다.�시장�조성자[market�makers,�뉴욕증권거래소의�스페셜리스트(specialists)로�알려져�있음]

는�매입자와�매도자를�연결시켜�준다.�그들은�시장을�조성하는�각�주식에�대해�2개의�가격을�제시한다.�

그들이�사고자 하는 가격(bid�price,�매입�호가)과�그들이�팔고자 하는 가격(ask�price,�매도�호가).�고객들이�

이�가격에�매매를�하고�싶으면,�다른�고객들이�이�거래의�상대방이�되기를�원하지�않는�경우에도�시장�조

성자들은�그�가격으로�(정해진�수량까지)�거래를�해야�한다.�이렇게�시장�조성자는�참가자들이�항상�누군

가와�거래를�하도록�보장할�수�있는�유동성(liquidity)을�제공한다.

뉴욕증권거래소와는�달리�나스닥�시장은�매매�장소가�없다.�대신�모든�거래가�전화와�컴퓨터�네트워크

로�이루어진다.�뉴욕증권거래소와�나스닥의�가장�중요한�차이는�뉴욕증권거래소에서는�각�주식이�하나

의�시장�조성자를�가지고�있다는�것이다.�나스닥에서는�서로�경쟁하는�여러�명(평균�10~12명)의�시장�조

성자가�있다.�각�시장�조성자는�모든�시장�참가자들이�볼�수�있도록�나스닥�네트워크에�매입�및�매도�호

가를�제시하여야�한다.

매도�호가가�매입�호가보다�높기�때문에�시장�조성자는�이익을�본다.�이�차이를�매매�호가�차이(bid-ask�

나스닥 상장주식의 시장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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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은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주식의 거래량 분포를, 오른쪽은 나스닥 상장주식의 거래량 분포를 보여준다. 뉴욕증권거래소 Arca는 뉴욕증권거래소의 전자

거래 플랫폼이다. BATS와 Direct Edge는 2014년에 합병되었다. 새로운 전자거래소들은 모든 거래의 20% 정도를 처리하고 있다. 딜러 플랫폼과 소위 “다크

풀즈”를 포함하는 다른 거래소들이 2015년 전체 거래의 거의 40%를 처리했다. 

출처 : J. Angel, L. Harris, and C. Spatt, “Equity Trading in the 21st Century: An Update,” Quarterly Journal of Finance 5 (2015): 1-39.

그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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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ead)라고�부른다.�고객들은�항상�높은�가격인�매도�호가에�사고,�낮은�가격인�매입�호가에�팔아야�한

다.�호가�차이는�투자자가�지불해야�하는�거래비용(transaction�cost)이다.�뉴욕증권거래소의�스페셜리스

트는�고객들의�거래�상대방이�되어�주는�대가로�호가�차이라는�고객비용을�그들의�이익으로�가지게�된

다.�즉,�이러한�호가�차이가�시장�조성자인�스페셜리스트의�유동성�제공에�대한�보상이다.�투자자는�수수

료와�같은�다른�형태의�거래비용도�지불한다.��

새로운 경쟁과 시장의 변화

지난�10년간�주식시장들은�엄청난�변화를�겪었다.�2005년에는�뉴욕증권거래소와�나스닥이�미국�주식�거

래량의�75%�이상을�차지하였다.�그러나�그�이후로�양�거래소는�대안적�거래�시스템뿐만�아니라�완전히�

새로운�전자�거래소와�치열한�경쟁을�하게�되었다.�그림�1.4에서�보듯이�오늘날�이런�새로운�거래�시스템

들이�전체�거래의�50%�이상을�담당하고�있다.

이런�시장�구조의�변화와�함께�공식적인�시장�조성자의�역할이�많이�사라졌다.�컴퓨터가�매입과�매도�

주문을�맞추어서�모든�거래가�전산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누구든지�지정가�주문(지정된�가격에�주식을�

매매하고자�하는�주문)에�주식시장을�조성할�수�있게�되었다.�예를�들어�주당�$138의�가격으로�IBM�100

주를�매입하고자�하는�지정가�주문을�낼�수�있다.�주식의�매매�호가�차이는�제시된�지정가�주문에�의해�

결정된다.�지정가�매도�주문의�가장�낮은�가격이�매도�호가이고,�지정가�매입�주문의�가장�높은�가격이�

매입�호가이다.�거래자들은�지정가�매입�및�매도�주문을�내어서�당해�주식의�시장을�조성한다.�모든�지정

가�주문의�집합체를�지정가�주문장(limit�order�book)이라고�한다.�거래소는�그들의�지정가�주문장을�공개

하여�투자자들이�거래처를�결정할�때�최선의�매매�호가를�알�수�있도록�해준다.�

지정가�주문을�내는�거래자들은�시장에�유동성을�제공하는�것이다.�한편�시장가�주문(market�orders,�

가장�유리한�지정가�주문에�즉시�체결되는�주문)을�내는�거래자들은�유동성의�“흡수자”라고�불린다.�유

동성�제공자들은�매매�호가�차이로부터�이익을�얻지만,�그들의�주문은�새로운�정보를�반영하지�못할�가

능성이라는�위험을�지게�된다.�주가를�움직이게�만드는�뉴스가�발생했을�경우,�영리한�투자자는�새로운�

정보를�반영하지�못한�지정가�주문의�호가로�거래를�할�수�있다.�이런�가능성을�없애기�위해�유동성�제

공자들은�계속�시장을�감시하여,�적당한�시점에�이전�주문들을�취소하고�새로운�주문을�낸다.�소위�고빈

도�거래자(high�frequency�traders,�HFTs)들은�유동성�제공과�지정가�주문�흡수를�통해�이익을�얻기�위해,�

컴퓨터의�도움을�받아서�다른�주문들과�새로운�정보에�반응하여�1초에�여러�번의�주문,�갱신,�취소,�거래�

체결을�한다.

다크 풀

거래소에서�투자자들은�현재의�매입�및�매도�호가에�즉시�거래할�수�있는�기회가�주어지고,�거래가�발생

하면�모든�투자자들은�체결�결과를�알�수�있다.�이와는�달리�다크�풀(dark�pool)이라고�하는�대안적�투자�

시스템은�투자자들의�지정가�주문장을�공개하지�않는다.�대신에�다크�풀은�더�유리한�가격(예�:�매입�및�

매도�호가의�평균으로�거래하여�호가�차이를�회피할�수�있음)에�거래할�수�있게�해주지만,�매입�또는�매도�

주문한�쪽이�초과할�경우�주문이�체결되지�않을�가능성이�있다.�따라서�다크�풀�거래는�자기의�수요를�알

리고�싶지�않은�거래자와�잠재적으로�더�유리한�가격에�즉시�거래하는�것을�희생하려는�거래자에게�매력

적이다.

다크�풀이�포함될�경우�미국에서�주식을�거래할�수�있는�곳이�50개는�될�수�있다(역주�:�다크�풀은�일반



CHAPTER 1   주식회사    19CHAPTER 1   주식회사    19

적인�개념에서�거래소가�아니지만,�편의상�거래소에�포함되는�개념으로�번역한다).�주식시장들은�주문량�

확대를�위해�서로�경쟁을�한다.�거래자들은�유동적인�시장에�가치를�두기�때문에�경쟁의�중요한�영역은�

유동성이다.�따라서�거래소들은�지정가�주문장에�주문�호가가�많아지는�‘깊은(deep)’�시장을�추구한다.�

결과적으로�거래소들은�유동성�제공자들이�많게�하고,�오래된�지정가�주문을�이용하려는�거래자들을�억

제하기�위하여�다양한�규정을�시도하였다.�예를�들어�어떤�거래소는�지정가�주문에는�보상을�주고,�시장

가�주문에는�비용을�요구한다.�또�다른�거래소는�소매�투자자�주문에는�보상을�하고,�고빈도�거래에는�추

가�비용을�요구하기도�한다.�거래소의�증가는�다양한�보상�체계를�만들어냈다.�BATS는�운영하는�주식시

장마다�다른�규정을�적용하여�고객들의�요구에�부응하는�시장을�만들어냈다.�이러한�끊임없는�변화의�끝

이�올�것�같지는�않다.�주식시장은�계속�변화의�물결을�타고�있고,�시간만이�주식시장의�궁극적인�모습을�

알려줄�것이다.

개념 확인1. 지난 10년간 주식시장에서 발생한 중요한 변화는 무엇인가?  

2. 지정가 주문장은 무엇인가?

3. 지정가 주문을 내는 사람이 유동성 “제공자”인 이유는 무엇인가?

1.1 회사의 네 가지 유형

 ≑ 미국에서�네�가지�회사의�유형은�개인회사,�파트너십,�그리고�유한책임회사�또는�주식회사가�있다.

 ≑ 개인이�무한책임을�가지는�기업은�개인회사와�파트너십이�있다.

 ≑ 개인이�유한책임을�가지는�기업은�유한책임�파트너십과�유한책임회사가�있는데,�유한책임회사에는�비공개�

및�공개�주식회사가�있다.

 ≑ 주식회사는�법에�의해�정의된�법인으로�사람이�가지는�많은�법적인�권리를�갖는다.�주식회사는�계약을�하고,�

자산을�취득하면,�채무를�지고,�미국�헌법에�의해�재산�압류에�대해서�법적인�보호를�받을�수�있다.

 ≑ C�주식회사의�주주는�이중과세를�당한다.�주식회사가�법인세를�내고�배당을�지급하면,�주주는�배당에�대해�

개인�소득세를�지불해야�한다.�

 ≑ S�주식회사는�법인세가�면제된다.

1.2 주식회사의 소유와 통제

 ≑ 주식회사의�소유는�주권이라고�부르는�주식들에�의해서�나누어진다.�이�주식들의�투자자를�주주라고�한다.

 ≑ 주식회사의�소유와�통제는�분리되어�있다.�주주는�이사회를�통하여�간접적으로�그들의�통제권을�행사한다.

 ≑ 재무관리자는�다음과�같은�세�가지�주요�업무에�책임을�진다.�투자�의사결정,�자금조달�의사결정,�현금�관리

 ≑ 좋은�공공정책은�기업이�주주에게�혜택이�되는�일을�할�때,�그�일이�사회에도�혜택이�되도록�하는�것이다.

 ≑ 기업의�주주들은�경영진이�당해�기업의�주가를�극대화하도록�의사결정하기를�바라지만,�경영진은�종종�주주

들의�요구와�(그들을�포함하는)�다른�이해�관계자들의�요구를�조화시켜야�한다.

핵심 요점 및 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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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회사의�파산은�소유와�통제의�변화를�의미할�수�있다.�즉,�주주들이�주식회사에�대한�그들의�소유권과�

통제권을�채권자들에게�넘겨주는�것이다.

1.3 주식시장 

 ≑ 공개된�주식회사의�주식은�주식시장에서�거래된다.�비공개�주식회사의�주식들은�주식시장에서�거래되지�않

는다.

 ≑ 거래자들은�지정가�주문을�제시하여�주식시장의�유동성을�제공한다.

 ≑ 매매�호가�차이는�지정가�주문장에서�최선의�매입�및�매도�호가에�의해�결정된다.
�

존�마셜의�판결에�관해서는�다음을�참조하라.�J.�Smith,�John�Marshall:�Definer�of�a�Nation�(Henry�Holt,�1996):�
433–38.

기업의�목적에�대한�논의는�다음을�참조하라.�M.�Jensen,�“Value�Maximization,�Stakeholder�Theory,�and�the�
Corporate�Objective�Function,”�Journal�of�Applied�Corporate�Finance�(Fall�2001):�8–21.

기업�경영자의�목적과�주주의�목적이�어떻게�다른지에�대해서는�다음을�참조하라.�M.�Jensen�and�W.�Meckling,�
“Theory�of�the�Firm:�Managerial�Behavior,�Agency�Costs�and�Ownership�Structure,”�Journal�of�Financial�
Economics�3�(1976):�305–60;�J.�Core,�W.�Guay,�and�D.�Larker,�“Executive�Equity�Compensation�and�

추가 읽을거리

개인회사(sole�proprietorship)

거래비용(transaction�cost)

고빈도�거래자(high�frequency�traders,�HFTs)

공개기업(public�companies)

다크�풀(dark�pool)

대리인�문제(agency�problem)������������

도드-프랭크법(Dodd-Frank�Act)

매도�호가(ask�price)��������������

매매�호가�차이(bid-ask�speread)

매입�호가(bid�price)

발행시장(primary�market)

배당�지급(dividend�payments)

비공개기업(private�companies)

스페셜리스트(specialists)

시장가�주문(market�orders)

시장�조성자(market�maker)

유동성(liquidity)

유동적(liquid)

유통시장(secondary�market)

유한책임(limited�liability)

유한책임�파트너십(limited�partnership)

유한책임회사(limited�liability�company,�LLC)

이사회(board�of�directors)

적대적�인수(hostile�takeover)

주권(equity)

주권�보유자(equity�holder)

주식(stock)

주식시장(stock�market�or�stock�exchange)

주식회사(corporations)

주주(stockholder)

증권거래소(stock�exchange)

지분�보유자(shareholder)

지정가�주문(limit�order)

지정가�주문장(limit�order�book)

청산(liquidation)

최고경영자(chief�executive�officer,�CEO)

최고재무관리자(chief�financial�officer,�CFO)

파트너십(partnership)

C�주식회사(‘C ’�corporations)

S�주식회사(‘S ’�corporations)

주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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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entives:�A�Survey,”�Federal�Reserve�Bank�of�New�York�Economic�Policy�Review�9�(April�2003):�27–50.

다음�연구들은�기업의�지배구조와�소유에�대해�기술하고�있다.�F.�Barca�and�M.�Becht,�The�Control�of�Corporate�
Europe�(Oxford�University�Press,�2001);�D.�Denis�and�J.�McConnell,�“International�Corporate�Governance,”�
Journal�of�Financial�Quantitative�Analysis�38�(2003):�1–36;�R.�La�Porta,�F.�Lopez-de-Silanes,�and�A.�Shleifer,�
“Corporate�Ownership�Around�the�World,”�Journal�of�Finance�54�(1999):�471–517.�

세금의�영향에�대해서는�다음을�참조하라.�J.�MacKie-Mason�and�R.�Gordon,�“How�Much�Do�Taxes�Discourage�
Incorporation?”�Journal�of�Finance�52�(1997):�477–505.

다음�연구들은�주식시장의�최근�변화를�정리해주고�있다.�J.�Angel,�L.�Harris,�and�C.�Spatt,�“Equity�Trading�in�
the�21st�Century:�An�Update,”�Quarterly�Journal�of�Finance�5�(2015):�1–39�and�M.�O ’Hara,�“High�frequency�
market�microstructure,”�Journal�of�Financial�Economics�116�(2015)�257–270.

회사의 네 가지 유형

� 1.� 주식회사와�다른�모든�조직�유형과의�가장�중요한�차이점은�무엇인가?

� 2.� 주식회사의�의미에서�유한책임이라�무엇인가?

� 3.� 어떤�조직의�유형이�소유자에게�유한책임을�주는가?

� 4.� 회사를�주식회사로�조직하는�것의�주요�장단점은�무엇인가?

� 5.� S�주식회사와�C�주식회사의�차이점은�무엇인가?

 � 6.� �당신은�C�주식회사의�주주다.�이�기업은�주당�$2의�세전�이익을�낸다.�이�기업이�법인세를�납부하면�나머

지�이익은�배당으로�당신에게�지급된다.�법인세율이�40%이고,�개인�소득세율이�30%라고�가정하자.�법인

세�납부�후에�남겨진�금액은�얼마인가?

 � 7.� �6번�문제에서�기업이�S�주식회사라면�남은�금액은�얼마인가?

주식회사의 소유와 통제

� 8.� �당신은�아이폰�앱�개발을�위해�새로운�기업을�설립하기로�결정하였다.�당신이�필요로�하는�세�가지�재무적�

의사결정의�예를�기술하라.

� 9.� �제약회사가�신약을�개발할�때�종종�당해�약품에�대해�특허권�보호를�받아서�높은�가격을�책정한다.�특허권�

보호를�제공하는�공공정책이�주식회사와�사회의�이해�관계를�조율할�수�있는지를�설명하라.

�10.� �주식회사의�경영자는�소유자인�주주를�위하여�일한다.�결과적으로�그들은�자신들의�이익보다�주주들의�이

익을�위해서�의사결정을�해야�한다.�경영자들이�주주들을�위해서�일할�수�있도록�하는�전략에는�어떤�것들

이�있는가?

�11.� �당신은�아파트�임차를�고려하고�있다.�아파트를�소유하고�있는�기업은�주인으로,�임차인인�당신은�대리인

으로�볼�수�있다.�이�경우에�어떤�주인-대리인�갈등이�있을�것이라고�생각하는가?�이제는�당신이�그�아파

트�기업에서�일한다고�생각해보자.�이�경우�임차인이�아파트를�잘�관리하면서�사용할�수�있게�하는�임차�

계약�조항은�어떤�것일까?

�12.� �당신은�한�기업의�최고경영자인데,�지금�당신의�기업이�다른�기업의�인수�계약을�고려하고�있다.�인수하려

는�기업의�가격이�너무�높을�수�있지만,�매입할�경우�당신은�훨씬�더�커진�합병기업의�최고경영자가�될�것

이다.�당신은�기업이�더�커지면�당신의�급여와�명성이�더�높아질�것을�알고�있다.�여기서�대리인�갈등의�본

질은�무엇이며,�그것이�윤리적�사고와�어떻게�연관되어�있나?

연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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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적대적�인수가�기업과�투자자들에게�부정적이어야만�하는가?�설명하라.

주식시장

�14.� 공개기업과�비공개기업의�차이점은�무엇인가?

�15.� 지난�10년간�주식시장에서�발생했던�중요한�변화를�서술하라.

�16.� 매매�호가�차이가�왜�거래비용인지를�설명하라.

�17.� 오늘날�대부분의�시장에서�매매�호가�차이가�어떻게�결정되는지를�설명하라.

�18.� Yahoo!�Finance에서�2015년�7월�23일�야후�주식의�호가는�다음과�같았다.

�

� 당신이�야후�주식을�매입하고�싶다면,�주당�얼마를�지불해야�하는가?�

� 당신이�야후�주식을�매도하고�싶다면,�주당�얼마를�받겠는가?

�19.� 시스코�주식에�대해서�다음과�같은�주문이�있다.

 ≑ 지정가�주문�:�$25에�200주�매입

 ≑ 지정가�주문�:�$26에�200주�매도

 ≑ 지정가�주문�:�$25.50에�100주�매도

 ≑ 지정가�주문�:�$25.25에�100주�매입

� a.�시스코�주식의�최우선�매입�및�매도�호가는�얼마인가?

� b.�시스코�주식의�현재�매매�호가�차이는�얼마인가?

� c.� �시스코�주식�200주를�매입하려는�시장가�주문이�들어왔다고�하자.�매입�거래자가�지불해야�하는�평균�

가격은�얼마인가?

� d.��(c)의�시장가�주문이�체결된�이후에�시스코의�새로운�최우선�매입�및�매도�호가와�매매�호가�차이는�얼

마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