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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무제표 분석 기초

제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식회사 조직 형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주식회사의 주식

을 누가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투자할 돈이 있는 사람은 주식회사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잠재적 투자자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투자자가 주식회사를 소유하는데, 뮤추얼 

펀드 주식 100주를 보유한 개인부터 수백만 주를 보유한 금융기관까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2012

년 현재, IBM(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의 발행주식 수는 980 백만 주이고, 

600,000명의 주주들이 IBM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의 주주들은 대부분 소액주주들이었다. 워

렌 버핏의 버크셔 헤서웨이와 같은 대규모 주주들은 불과 전체 주식 수의 8%만을 가지고 있었다. 내부

자(IBM 임원)는 이 회사 지분의 1% 미만을 보유하고 있었다.

주식회사라는 조직은 기업이 자본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구조이면서, 주식의 보유가 기업과 주주들

을 연결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기업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투자자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기업이 스스로의 성과를 평가하고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 중의 하

나는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것이다. 재무제표는 재무관리자들이 그들 기업의 성공을 평가하고, 다른 경

쟁기업들과 비교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기업은 투자자들에게 재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재무제표를 발표한다. 재무제표의 작

성과 분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매우 복잡하여 책 한 권을 모두 필요로 할 정도다. 여기서는 앞에서 언

급하였듯이, 투자자와 재무관리자가 주식회사의 재무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내용만을 강조하면서 개

략적인 검토를 하고자 한다.

우리는 네 가지 주요 재무제표 형태를 알아보고, 기업 재무제표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며, 투자자나 

경영자가 기업에 관해 다양한 정보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또한 기업의 

성과와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무 비율에 대해서도 설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널리 알려

진 몇 가지 재무보고 남용에 대해 살펴보고 이 장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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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재무 정보의 공시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는 기업이 과거 기업의 성과 정보를 정기적(분기별 또는 연별)으로 보고

하는 회계 보고서다. 미국의 공개기업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 그들의 재무제표를 매 분기 10-Q 양식으로, 그리고 매년 10-K 양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매

년 주주들에게 재무제표와 함께 연차 보고서(annual report)를 보내주어야 한다. 비공개기업들은 재무제

표를 준비하지만 공시할 필요는 없다. 재무제표는 투자자, 재무분석가와 다른 외부 이해 관계자들이 주

식회사에 대한 정보를 얻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재무제표는 경영자들이 앞 장에서 언급

했던 재무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정보 원천이 된다. 이 절에서는 재무제표를 준비하는 방법을 검토하

고, 여러 가지 형태의 재무제표를 소개하고자 한다.

재무제표의 준비

기업의 성과와 재무 상태에 관한 보고서는 이해하기 쉽고 정확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generally accepted 

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GAAP)은 나라마다 다르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국제적인 영업을 하면 엄청나게 복잡한 회계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투자자들은 외국기업들의 재무제표를 해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는 국제 자본 이동의 주요한 장애물로 

간주된다. 외국기업 투자도 회피하게 된다. 하지만 기업과 자본

시장이 글로벌화될수록, 나라별 회계 기준 간에 조화를 이루고

자 하는 이해가 점점 더 커지게 된다.

회계 기준의 조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가 미국을 

포함한 10개국 대표들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를 설립하였던 1973년에 시

작되었다. 이러한 노력이 2001년에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

회계기준청(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을 설립하도록 이끌었다. IASB는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

제 IFRS는 전세계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유럽 공동체

(European Union, EU)는 2002년에 모든 EU의 공개기업들이 

2005년부터 그들의 결합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IFRS를 따를 

것을 요구하는 회계 규제를 승인하였다. 2012년 기준으로 120

개 이상의 국가들이 IFRS의 사용을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EU, 호주, 브라질, 캐나다, 러시아, 홍콩, 타이완, 싱

가포르, 중국, 인도가 포함되며, 일본도 가까운 장래에 IFRS를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자국의 GAAP를 유지하고 있

는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전세계 모든 주요 증권거래소들이 

IFRS를 받아들였다.

미국 GAAP와 IFRS의 주요 차이점은 개념적이다. 미국 

GAAP는 주로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가진 회계 규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반면, IFRS는 회계사의 전문적 판단이 요구

되는 원칙에 더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

침은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에서의 일부 차이점

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미국 GAAP는 일반적으로 비금융 자산

의 상향 재평가를 금지하는 반면, IFRS는 비금융 자산 중 일부

를 공정가치(fair value)로 재평가할 수 있다. 미국 GAAP는 자산

과 채무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공정가치”가 아닌 역사적 비

용에 더 많이 의존한다.

미국 GAAP와 IFRS 간의 융합을 위한 노력은 2002년 사베인-

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of 2002)에 의해 촉진되었다. 이 

법에는 미국의 회계 기준이 고품질 회계 표준에 대한 국제적인 

융합으로 옮겨가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현재 SEC 규정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미국 GAAP를 사용하여 보고해야 한다. IFRS와 

미국 GAAP의 수정으로 인해, 이들이 더욱 가까워졌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감액차손(impairment charge), 리스, 보험 및 금융

상품 취급 분야에서 이들 간의 주요 차이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2015년 중반에 SEC는 미국 기업이 IFRS를 사용하여 보충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미국 GAAP에 따라 재무 정보

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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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스 포랏은 알파벳과 구글의 수석 부사장 겸 최

고재무관리자(CFO)이다. 그녀는 이전에는 모건 

스탠리에서 27년을 근무했으며, 모건 스탠리에

서 마지막 직책은 부사장 겸 CFO였다. 모건 스

탠리 투자은행의 부회장과 금융기관 그룹의 글

로벌 책임자로서 그녀는 미국 재무부와 뉴욕 연

방준비은행에 조언했다.

질문 재무관리자에게 권장되는 모범 사례는 무엇인가?

답변

1.  회계의 통제 및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엄격한 재무 통

제 환경을 유지하라. IT 아키텍처에 대한 전략

적 접근 방식을 통합하여 데이터 무결성, 일

관성 및 프로세스 통제를 보장하면서 사람과 

수동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위

험과 오류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2.  회사에 잘 통합된 강력한 재무 계획 및 분석팀을 기반으로 강건한 예산 

및 자본 배분 프로세스를 보장하라. 회사 경영자에게 데이터의 투

명성을 제공해야 한다. 이들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절충안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지만, 종종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그리고 이러한 선택이 꼭 필요함을 알 수 있는) 데이

터의 상세함이 부족할 수 있다.

3.  문화가 중요하다. 현상 유지에 도전하고 생각의 동질성을 피하

는 정직하고 솔직한 토론 문화는 이 일을 더욱 재미있게 만들

고 더 나은 결과를 낳는다. 폭넓은 경험과 심지어 일부 “전투 

흉터”는 조직이 새로운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패턴을 인식하

도록 보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성별, 인종 및 사회경제적 배

경이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다양한 팀은 차별화된 시

각을 제공하여 효과적인 위험 관리에 기여한다.

4.  힘든 결정을 일찍 하고, 그리고 (이상적으로는) 한 번 하라. 한마디로 

리드해야 한다.

질문 이번 금융위기가 CFO의 역할을 어떻게 재정립했나? 혹은 이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무엇인가?

답변 금융 서비스에서 CFO의 인식을 재정립했다. 회계 및 외부보

고 기능에 중점을 두는 것 외에도 CFO는 현재 회사의 감시인 및 

위험 관리를 담당하는 최고 글로벌 관리자이다. 감시인에는 회계

(컨트롤러 기능)와 IT 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감독을 포함한

다. 위험 관리에는 취약성의 근원, 스트레스 테스트 및 이들에 대

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CFO는 CEO, 이사회 및 회사 경영자에

게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가 되었고, 예산 수립, 자본 배분 및 민감

도 분석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특정 

산업 분야에서는 CFO가 규제의 핵심 인물이다.

질문 이번 금융위기에서 어떤 주요 교훈을 얻었나? 미

래 CFO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겠는가?

답변 산업 전반에 걸쳐서, 좋은 시장 및 나쁜 시

장 모두에서 적용될 수 있는 이번 금융위기에서

의 세 가지 주요 탈출구가 있다.

1.  당신 회사 취약점의 가장 큰 근원들을 이해하고 이

들을 방어하라. 금융 서비스 회사의 경우, 유동

성(현금 접근성)이 약점이었다. 이번 금융위

기 동안 우리는 종종 “유동성은 금융 시스템

을 위한 산소다. 이것 없이는 당신이 질식한

다.” 충분한 유동성이 없으면 은행은 자산을 

팔아 현금을 모으는 부정적인 사이클을 겪게 

  된다. 모건 스탠리의 CFO로서 나는 유동성은 신성불가침이

라는 금언을 가지고 유동성을 관리했다. 우리는 회사의 유동

성 준비금의 금액과 내구성에 상당한 투자를 했다. 마찬가지

로 위기를 벗어난 규제 당국은 자본의 증가, 레버리지의 감

소, 유동성의 개선, 자금조달 지속성의 향상, 엄격한 스트레

스 테스트 등을 요구했으며, 이는 은행에 투명성을 부여하고 

은행의 약점을 드러내게 했다.

2.  재무 및 위험 관리의 통제, 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포함하여, 필요에 앞

서 강력한 통제 인프라를 구축하라. 바람막이에 진흙이 있는 자동

차를 시속 100마일로 운전하면 안 되는 것처럼, 회사의 경영

자는 강력한 재무 통제와 일관되고 정확하고 통찰력 있고 시

기 적절한 데이터를 통해 자신의 회사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

해야 한다. 회사의 요구 사항이 급속한 증가를 계속하기 때

문에 급격하게 성장하는 산업은 인프라에 조기에 투자해야 

한다.

3.  시간이 당신의 적이라는 것을 알아라. 폴슨 재무부 장관은 금융위

기 중에 나에게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매우 자주 당신이 문제 해결의 의지를 다질 때 당신

은 더 이상 그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는 정책

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이 규칙은 어떤 의사결정자에

게도 적용된다. 돌이켜보면 2007년 8월의 위기와 2008년 3월 

베어스턴스(Bear Stearns) 붕괴는 위기의 명백한 징조였지만 

이에 대한 반응은 느리거나 존재하지 않았다. 좋은 시기에도 

회사의 경영자는 자원 최적화에 집중하여 투자 수익률을 극

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인터뷰

루스 포랏

(Ruth Po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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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ing principles, GAAP)은 재무제표를 만들 때 공개기업들이 사용하여야 하는 규정과 기준의 형식

을 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서로 다른 기업들의 재무 상태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준다.

투자자들이 재무제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식회사는 중립

적인 의견을 가지면서 재무제표를 검토할 제3자 회계감사인(auditor)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써 주식회사가 GAAP를 따르고 있으며, 회계 정보가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보일 수 있다.

재무제표의 종류

모든 공개기업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 변동표의 네 가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재무제표는 투자자와 채권자들에게 기업이 달성한 재무 성과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는 

이 절 이후부터 각 재무제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2.2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balance sheet or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1는 기업의 자산과 채무를 모두 열거하는 것

으로, 주어진 시점에서 기업의 재무 상태를 한눈에 보여준다. 표 2.1은 글로벌 복합기업 주식회사라는 가

상의 한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보여주고 있다. 재무상태표는 좌변의 자산과 우변의 부채 및 자기자본의 

두 부분으로 나뉜다. 자산(assets)은 기업의 현금, 재고자산, 순유형자산과 그 외 기업의 투자자산을 말한

다. 부채(liabilities)는 채권자들에 대한 기업의 채무를 말한다. 자기자본(stockholder ’s equity)도 재무상태

표의 우변에 부채와 함께 표시된다. 자기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기업의 순재산

을 측정하는 회계적 척도다.

재무상태표 좌변의 자산은 기업이 자본 또는 투자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우변의 부채 및 

자기자본 정보는 자본의 원천 또는 기업이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방법을 정리하여 보여준다. 자기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므로 당연히 좌변과 우변의 금액은 일치해야 한다.

 재무상태표 항등식

 자산5부채1자기자본 (2.1)

표 2.1에서 2015년의 자산 총계($177.7 백만)은 부채 총계($155.5 백만)와 자기자본($22.2 백만)의 합과 

같다.

이제 기업의 자산, 부채, 자기자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자산

표 2.1에서 글로벌의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뉜다.

1  IFRS 및 최근 미국 GAAP 기준에서 대차대조표(balance sheet)는 재무상태표라고 부른다.

개념 확인 1.  모든 공개기업이 만들어야 하는 네 가지 재무제표는 무엇인가?

2.  회계 감사인의 역할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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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산 유동자산(current assets)은 현금과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산으로 나뉜다. 유

동자산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1.  현금과 시장성 유가증권(marketable securities) : 단기 저위험 투자로, 쉽게 매도하여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음(1년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와 같은 단기 금융시장 투자)

2. 매출채권(accounts receivable) : 제품이나 용역을 신용으로 구입한 고객이 기업에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

3. 재고자산(inventories) : 원자재, 공정 중에 있는 재공품, 완성된 제품

4.  기타 유동자산 : 선지급금(임차나 보험과 같이 미리 지급된 비용)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의 유동자산

장기자산 장기자산(long-term assets 또는 비유동자산)의 첫 번째 유형은 1년 이상 유형의 편익을 생성

하는 부동산, 기계와 같은 자산들로 구성된 순유형고정자산(net property, plant, and equipment)이다. 

만약 글로벌이 새로운 장비에 $2 백만을 지불했다면, $2 백만이 이 재무상태표의 유형고정자산에 포함

될 것이다. 장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되거나 닳아서 못 쓰게 되므로, 글로벌은 매년 감가상각비

(depreciation expense) 차감을 통해 이 장비에 대해 기록된 가치를 감소시킬 것이다. 어떤 자산의 누적 감

가상각(accumulated depreciation)은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로 차감된 총금액이다. 이 회사는 토지 제

외 유형고정자산의 가치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시키는데, 가치 감소는 자산의 수명에 의존하는 감가

상각 일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감가상각은 기업이 실제로 지불하는 현금비용이 아니라 건물이나 장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되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어떤 자산의 장부가치(book 

value)는 이 자산의 인수비용에서 누적 감가상각을 차감한 금액이다. 순유형고정자산의 값은 이 자산들

결합 재무상태표

연도 말 12월 31일(단위 : $ 백만)

자산 2015 2014 부채 및 자기자본 2015 2014

유동자산 유동부채

현금 21.2 19.5 매입채무 29.2 24.5

매출채권 18.5 13.2 지급어음/단기채무 3.5 3.2

재고자산 15.3 14.3 유동성 장기채무 13.3 12.3

기타 유동자산 2.0 1.0 기타 유동부채 2.0 4.0

유동자산 총계 57.0 48.0 유동부채 총계 48.0 44.0

장기자산 장기부채

토지 22.2 20.7 장기채무 99.9 76.3

건물 36.5 30.5 자본리스 계약 — —

장비 39.7 33.2 채무 총계 99.9 76.3

차감 누적 감가상각비 (18.7) (17.5) 이연 세금 7.6 7.4

순유형고정자산 79.7 66.9 기타 장기부채 — —

영업권 및 무형자산 20.0 20.0 장기부채 총계 107.5 83.7

기타 장기자산 21.0 14.0 부채 총계 155.5 127.7

장기자산 총계 120.7 100.9 자기자본 22.2 21.2

자산 총계 177.7 148.9 부채 및 자기자본 총계 177.7 148.9

글로벌 복합기업 주식회사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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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장부가치를 보여준다.

만약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하면 재무상태표 항목인 재고자산, 유형고정자산과 같은 유형자

산(tangible assets)을 취득하게 될 것이다. 기업은 인수하는 자산의 장부가치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 인수를 위해 지불한 가격과 유형자산의 장부가치 차이는 무형자산인 영업권

(goodwill) 및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으로 분리하여 기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글로벌은 유형자산의 장부가치가 $5 백만인 회사에 대해 2013년에 $25 백만을 지불했다. 나

머지 $20 백만은 표 2.1에서 영업권 및 무형자산으로 기록된다. 이 항목은 회사가 인수를 통해 인수한 다

른 “무형자산”(예 : 브랜드 이름 및 상표, 특허, 고객 관계 및 직원)의 가치를 재무상태표상에서 포착한

다. 회사가 이러한 무형자산의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했다는 것을 평가할 경우, 취득한 무형자

산의 가치 변동을 포착하는 무형자산상각(amortization) 또는 감액차손(impairment charge)으로 재무상

태표상에 계상된 금액을 감소시킬 것이다. 감가상각과 마찬가지로 무형자산상각은 실제로 지불하는 현

금비용이 아니다.

다른 장기자산은 영업 활동에 사용되지 않는 재산과 같은 항목, 새로운 사업과 연계된 창업비용, 장기

증권에 대한 투자, 판매를 위한 보유한 부동산 등을 포함한다. 이 기업이 보유한 모든 자산의 합계는 표 

2.1 재무상태표의 왼쪽 밑에 자산총계로 표기된다.

부채

우리는 이제 재무상태표의 우변에 나타나는 부채에 대해서 살펴본다. 부채는 유동부채(current liabilities)

와 장기부채(long-term liabilities)로 나뉜다.

유동부채 유동부채(current liabilities)는 1년 이내에 상환될 부채를 말한다. 여기에는 다음 항목들이 포

함된다.

1.  외상으로 구입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공급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인 매입채무(accounts 

payable)

2.  차입에 대한 모든 상환이 내년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단기채무(short-term debt), 지급어음 및 유

동성 장기채무(current maturities of long-term debt)

3.  이미 발생하였지만 지급되지 않은 급여 또는 세금, 아직 인도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 지급받은 수입

인 이연 또는 미발생 수입 등과 같은 항목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차이는 이 회사의 순운전자본(net working capital)인데, 이는 영업을 위한 단

기 가용 자본이다. 예를 들어 2015년에 글로벌의 순운전자본은 $9 백만(5유동자산 $57 백만2유동부채 

$48 백만)이었다. 적거나 음의 순운전자본을 가지는 기업은 영업 활동을 통해 충분한 현금을 창출하지 

않는다면 자금 부족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장기부채 장기부채(long-term liabilities)는 1년 이상의 만기를 가진 부채이다. 장기부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채무(long-term debt)는 1년 이상의 만기를 가지는 대출 또는 채무이다. 기업이 자산의 구입이나 

투자를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러한 자금을 장기 대출을 통해 빌릴 수 있다.

2.  자본 리스(capital leases)는 자산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인 리스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장기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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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다.2 이 계약은 기업에게 자산 소유자로부터 자산을 리스하여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은 자사의 본사 건물을 리스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이연 세금(deferred taxes)은 장부상으로는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세금이다. 기업은 일반적으

로 두 가지 유형의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하나는 재무회계 목적으로 작성되고, 다른 하나는 세무회계 

목적으로 작성된다. 때로는 두 가지 유형의 재무제표에 대한 규칙이 다르다. 이연 세금 부채(deferred 

tax liabilities)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재무회계상의 소득이 세무회계상의 소득을 초과할 때 발생한다. 

이연 세금은 결국 지급될 것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표시된다.3

자기자본

유동부채와 장기부채의 합계는 부채 총계가 된다. 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차이는 자기자본이 된다. 자기자

본은 주식의 장부가치(book value of equity)라고도 부른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회계학적 관점에서 자

기자본은 기업의 순재산 가치를 의미한다. 자기자본의 두 가지 주요 구성 요소는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이

다. 이 두 요소는 주주 소유권의 장부가치를 형성하는데, 각각 직접투자와 이익의 재투자로부터 발생한다.

이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재무상태표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주식가치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제공하여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먼저 재무상태표에 나열된 많은 자산이 현재의 가치보다는 과거

의 비용을 근거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무용 건물은 재무상태표에 과거의 구입 원가 또는 

비용에서 누적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기록된다. 하지만 사무용 건물의 실제 가치는 이 금액과 

매우 다를 수 있다. 사실 재산의 가치가 상승했다면, 수년 전에 지불한 금액보다는 더 클 것이다. 다른 유

형자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자산의 진정한 가치는 장부가치와는 다를 것이며, 초과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기업의 가치 있는 많은 자산이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 점이 더 중

요할 수 있다. 예로 기업 근로자들의 전문성, 시장에서 기업의 평판, 고객 및 납품업자와의 관계, 경영진

의 우수성 등을 생각해보자. 이러한 자산들은 모두 기업의 가치를 더해주지만 재무상태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시장가치 대 장부가치    

주식의 장부가치는 회계 관점에서는 정확하지만, 앞에서 언급된 이유들로 인해 기업 주식의 실제 가치를 

부정확하게 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재무상태표의 가치가 투자자들이 주식에 대해서 지불하고자 하는 금

액과 다르다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다. 성공적인 회사에서는 종종 채권자가 자산의 시장가치가 장부가

치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자산의 장부가치를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따라서 주주지

분의 장부가치가 종종 투자자가 주주지분에 대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과 크게 다르다고 해서 놀랄 일은 

아니다. 기업 주식의 총 시장가치는 발행주식 수에 주당 시장가격을 곱한 것과 같다.

 주식의 시장가치5발행주식 수3주당 시장가격  (2.2)

기업 주식의 시장가치는 종종 기업의 시가총액(market capitalization)이라고도 불린다. 기업 주식의 시

장가치는 기업 자산의 역사적 비용이 아닌 기업의 자산이 미래에 창출할 것으로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가

치에 의존한다.

2 자본리스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기업재무, 제4판 제25장을 참고하길 바란다.

3 기업은 미래에 받게 될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이연 세금 자산을 보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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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장부가 비율 예제 2.1에서 글로벌에 대한 시가/장부가 비율(market-to-book ratio)을 계산했다. 

주가/장부가 비율(price-to-book[P/B] ratio)이라고도 불리는 이 비율은 시가총액과 주식의 장부가치 비율

이다.

 시가/장부가 비율5
주식의 시장가치

주식의 장부가치
 (2.3)

대부분의 성공적 기업의 경우 시가/장부가 비율이 1을 크게 상회하는데, 이는 기업 자산의 가치가 역사

적 원가(청산가치)보다 많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별로 이 비율이 다른 것은 경영에 의해 높아진 

기업가치와 기업의 기본적인 특성에서의 차이를 반영한다.

2015년 가을에 시티그룹은 0.76의 시가/장부가 비율을 가졌는데, 이 회사의 많은 자산들(예 : 모기지 

증권)에 대한 투자자의 평가가치가 장부가치보다 훨씬 낮음을 반영한다. 이때 주요 은행 및 금융회사의 

평균 시가/장부가 비율은 1.9였고, 미국 대기업의 평균 시가/장부가 비율은 2.9였다. 시티그룹의 비율도 

0.82라는 것은 상황이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펩시코는 8.3, IBM은 11.3의 시가/장부가 비율

을 가졌다. 증권분석가들은 종종 시가/장부가 비율이 낮은 주식을 가치주식(value stocks), 높은 주식을 

성장주식(growth stocks)이라고 분류한다.

사업가치

기업의 시가총액은 주식의 시장가치 또는 기업이 채무를 청산하고 난 이후의 잔존가치를 측정한다. 하지

만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의 가치는 과연 얼마나 될까? 기업의 사업가치[enterprise value, EV 

또는 총사업가치(total enterprise value, TEV)]는 채무가 없는 상태에서 평가된 사업자산의 가치에서 현금 

및 시장성 유가증권을 제외하여 평가한다. 사업가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사업가치5주식의 시장가치1채무2현금 (2.4)

예를 들어 예제 2.1에서 2015년 글로벌의 시가총액은 $50.4 백만이다. 채무는 $116.7 백만($3.5 백만

의 지급어음, $13.3 백만의 유동성 장기채무, 나머지 $99.9 백만의 장기채무)이다. 따라서 $21.2 백만의 

현금 잔고하에서 글로벌의 사업가치는 50.41116.7221.25$145.9 백만이다. 사업가치는 어떤 회사의 

사업을 인수하기 위한 비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글로벌의 주식 전부를 매수하고 채무를 상환하는 데

는 50.41116.75$167.1 백만이 들지만, 글로벌의 $21.2 백만의 현금을 확보할 것이기 때문에, 이 회사 

사업의 순비용은 167.1221.25$145.9 백만에 불과하다.

문제

글로벌이 3.6 백만 주의 주식을 발행하였고, 이 주식은 주당 $14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글로벌의  시

가총액은 얼마인가? 이 시가총액은 2015년 글로벌의 주식 장부가치와 어떻게 비교되는가?

풀이

글로벌의 시가총액은 (3.6 백만 주)($14/주)5$50.4 백만이다. 이 시가총액은 글로벌의 주식 장부가치인 

$22.2 백만보다 훨씬 높다. 따라서 투자자는 글로벌의 주식에 대해 장부가치보다 50.4/22.252.27배 정도

를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다.

예제 2.1 시장가치와 장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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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손익계산서

누군가가 핵심을 알기 원할 때, “마지막 행”을 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는 손익계산서에서 유래한 말

이다.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 또는 재무성과명세서(statement of financial performance)는 일정 

기간의 기업 수입과 비용을 보여준다.4 손익계산서의 마지막 행은 일정 기간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순이익(net income)을 보여준다. 손익계산서는 손익명세서(profit and loss[P&L] statement)라고도 불리고, 

순이익은 기업의 수익(earnings)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절에서는 손익계산서의 항목을 자세하게 살펴

보고, 이 자료들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비율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익의 계산

재무상태표는 정해진 시점에 기업의 자산과 부채 상황을 보여주지만, 손익계산서는 두 개 시점 사이의 

기간에 발생한 수입과 비용의 흐름을 보여준다. 표 2.2는 2015년 글로벌의 손익계산서를 나타내고 있다. 

이제 손익계산서의 각 영역을 알아보자.

총이익 손익계산서의 첫째 행은 제품 판매로부터의 수입인 총매출을 나타낸다. 둘째 행은 매출원가를 

나타낸다. 매출원가에는 제조원가와 같이 판매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

이 표시된다. 관리비, 연구개발비 및 이자비용과 같은 기타 비용은 매출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 번째 

행은 총매출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총이익(gross profit)을 나타낸다.

영업비용 손익계산서의 다음 항목들은 영업비용이다. 이 항목들은 정상적인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 지

출되지만, 판매되는 제품 및 용역의 생산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비용이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들은 

판매 및 일반 관리비, 일반 급여, 마케팅 비용, 연구개발비 등이다. 제3의 영업비용인 감가상각 및 무형

자산상각(amortization)은 현금 지출을 수반하는 실제 비용이 아니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업의 자산이 

닳고 노후화되어서 가치가 감소되는 부분을 추정한 비용이다.5 영업이익(operating income)은 기업의 총

이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한 것이다.

이자, 세금 차감전 이익 기업의 주요 영업 활동이 아닌 원천으로부터의 수입과 비용 정보도 손익계산서

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기업의 금융투자로부터 수입이 발생하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수입 또는 비용

을 감안한 기업의 이익을 이자, 세금 차감전 이익(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es, EBIT)이라고 한다.

4  IFRS와 최근 미국 GAAP의 공표에서 손익계산서는 재무성과명세서로 언급된다.

5  몇몇 종류의 무형자산상각만이 세전 비용(예 : 인수 특허권 비용의 상각)으로 차감이 가능하다. 또한 기업은 손익계산서에 감

가상각과 무형자산상각을 따로 표시하지 않고, 기능별로 비용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 장비의 상각을 

연구개발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감가상각과 무형자산상각이 분리되면, 실무자들은 종종 각 비용 항목에 “순

(clean)”을 붙여서 부른다(예 : “순연구개발비”는 감가상각 또는 무형자산상각을 제외한 연구개발비).

개념 확인1.  재무상태표 항등식은 무엇인가?

2.  기업 자산의 장부가치는 보통 시장가치와 다르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  기업의 사업가치는 무엇인가? 기업의 사업가치는 무엇을 측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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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차감전이익과 순이익 EBIT에서 채무 잔고에 대해 지급되는 이자비용을 차감하면, 세금차감전이익

(pretax income 혹은 세전이익)이 계산된다. 세금차감전이익에서 세금을 차감하면 순이익을 얻게 된다.

순이익은 기업의 주주들의 총수익을 나타낸다. 순이익은 종종 1주당 기준으로 발표되기도 하는데, 이

를 주당 순이익(earnings per share, EPS)이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EPS 5
순이익

발행주식 수
5

$2.0 백만

3.6 백만 주
5주당 $0.556 (2.5)

비록 글로벌이 2015년 말에 3.6 백만 주의 발행주식 수를 가졌다. 하지만 글로벌이 근로자나 경영진에

게 정해진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정해진 수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인 스톡옵션(stock options)의 보상

을 준다면 발행주식 수가 증가할 수 있다. 만약 스톡옵션이 행사된다면, 기업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야 하고 기업의 발행주식 수가 늘어날 것이다. 이 회사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형태인 전환사채

(convertible bonds)를 발행한다면, 발행주식 수가 증가할 수 있다. 이 회사의 이익은 변화가 없는데 스

톡옵션 또는 전환사채의 발행을 통해 발행주식 수가 증가하면, 주당 이익의 희석화(dilution)가 발생된

다. 기업은 희석화의 가능성을 공시하기 위해 희석 주당 순이익(diluted EPS)을 보고하여야 한다. 희석 주

당 순이익은 내가격(in-the-money)의 스톡옵션 또는 다른 주식 기반 보상이 행사되었거나, 전환사채가 

전환된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된 주당 순이익을 나타낸다. 예컨대 2014년에 글로벌은 주요 임원들에게 

200,000주의 매각제한조건부 주식을 주었다. 이 주식들은 현재 발행주식 수를 변화시키지 않고 있지만, 

손익계산서

연도 말 12월 31일(단위: $ 백만)

2015 2014

총매출 186.7 176.1

매출원가 (153.4) (147.3)

총이익 33.3 28.8

판매 및 일반 관리비 (13.5) (13.0)

연구개발비 (8.2) (7.6)

감가상각 및 무형자산상각 (1.2) (1.1)

영업이익 10.4 7.1

기타 이익 — —

이자, 세금 차감전 이익(EBIT) 10.4 7.1

이자수입(비용) (7.7) (4.6)

세금차감전이익 2.7 2.5

세금 (0.7) (0.6)

순이익 2.0 1.9

주당 순이익 $0.556 $0.528

희석 주당 순이익 $0.526 $0.500

글로벌 복합기업 주식회사의 손익계산서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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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이 회사의 발행주식 수를 증가시킬 것이다. 따라서 글로벌의 희석 주당순이익은 $2 백만/3.8 백

만 주5$0.526가 된다.6

2.4   현금흐름표

손익계산서는 정해진 기간의 기업의 이익 척도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기업이 벌어들인 현금의 규모를 알

려주는 것은 아니다. 순이익이 기업이 벌어들인 현금과 일치하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손익

계산서에는 감가상각과 무형자산 감가상각과 같은 비현금성 항목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둘째, 건물의 구

입이나 재고비용과 같은 현금의 사용은 손익계산서에 보고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현금흐름표(statement of cash flows)는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정보에 의해 정해진 기간에 얼마의 현

금이 발생하였고, 얼마의 현금이 사용되었는가를 보여준다. 현금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금은 대금 

지불과 영업의 유지 및 투자자를 위한 투자 수익의 원천이다. 따라서 기업가치를 평가하려는 투자자나 

현금흐름에 관심 있는 재무관리자의 입장에서 볼 때, 현금흐름표는 네 가지 재무제표 중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준다.

현금흐름표는 영업 활동, 투자 활동, 자본조달 활동의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영업 활동은 손

익계산서의 순이익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런 다음에 순이익에 기업의 영업 활동과 관계된 비현금성 항목

들을 다시 더하여 조정을 한다. 투자 활동은 투자를 위해 사용된 현금을 나열한다. 자본조달 활동은 기업

과 투자자 간의 현금흐름을 보여준다. 표 2.3에 글로벌의 현금흐름표가 제시되어 있다. 이번 절에서는 현

금흐름표의 각 요소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영업 활동

글로벌의 현금흐름표에서 첫 부분은 순이익을 영업 활동에 관계된 비현금성 항목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순이익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은 차감 항목이지만, 실제로 현금 지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

다. 따라서 기업이 발생시킨 현금 규모를 결정할 때에는 순이익에 감가상각 부분을 다시 더해주어야 한

다. 마찬가지로 다른 비현금성 항목들(예 : 주식 기반 보상과 관련하여 지급이 연기된 세금 또는 경비)도 

다시 더해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매출채권, 매입채무 또는 재고자산 등의 변동에서 발생한 순운전자본의 변화를 조정해주어

야 한다. 기업이 제품을 판매할 때 판매 즉시 현금을 받지 않더라도 매출액을 수입으로 기록한다. 이는 

고객에게 신용 판매를 한 것이고, 차후에 대금 지급을 요구하도록 한 것이다. 즉, 고객의 지급 의무가 기

업의 매출채권이 된다. 이와 같이 순운전자본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야 한다.

6  스톡옵션의 경우 희석 주식 수는 일반적으로 자사주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된다. 이 방법에서는 추가된 주식들이 스톡옵션 행사

를 통해 얻는 이익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 이를테면 글로벌의 주가가 주당 $14일 때 직원에게 $7에 주식 한 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옵션은 희석된 주식 수 계산 시에 ($142$7)/$1450.5주를 더한다.

개념 확인1.  총이익과 순이익의 차이는 무엇인가?

2.  희석 주당 순이익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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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출채권 : 매출이 발생하였을 때 고객으로부터 현금이 들어온 것이 아니므로, 매출채권의 증가액만큼 

현금흐름을 조정해야 한다. 이 증가는 기업의 고객에 대한 추가적인 대출로 보아야 하므로, 기업이 이

용 가능한 현금의 규모를 감소시킨다.

2.  매입채무 : 매입채무의 증가액을 더하여야 한다. 매입채무는 공급자로부터 기업으로의 차입이 된다. 

이러한 차입은 기업이 이용 가능한 현금의 규모를 증가시킨다.

3.  재고자산 : 마지막으로 재고자산의 증가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재고자산의 증가는 비용으로 기록되지 않

고 순이익에도 기여하지 못한다. 단지 제품이 판매되면, 순이익을 계산할 때에 매출원가로 포함될 뿐이

다. 그러나 재고자산의 증가비용은 기업의 현금 지출이므로 현금흐름 계산 시에 차감되어야 한다.

우리는 재무상태표에서 이러한 운전자본 항목들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표 2.1에서 글

로벌의 매출채권은 2014년 $13.2 백만에서 2015년 $18.5 백만으로 증가했다. 현금흐름표에서 18.5 2 

13.25$5.3 백만의 매출채권 증가액을 차감한다. 글로벌이 손익계산서상에 플러스의 순이익을 보였음에

도 불구하고,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실제로 2$1.2 백만을 가졌으며, 이는 주로 매출채권의 증

가에 기인한다.

투자 활동

현금흐름표의 다음 부분은 투자 활동에 필요한 현금을 보여준다. 새로운 유형고정자산의 구입은 자본 지출

(capital expenditures)이라고 한다. 자본 지출은 손익계산서에 당장 나타나지는 않고, 차후에 감가상각을 

현금흐름표

연도 말 12월 31일(단위 : $ 백만)

2015 2014

영업 활동

순이익 2.0 1.9
감가상각 및 무형자산상각 1.2 1.1
기타 비현금 항목 (2.8) (1.0)
운전자본 변동의 현금 효과 조정 :

매출채권 (5.3) (0.3)
매입채무 4.7 (0.5)
재고자산 (1.0) (1.0)

영업 활동 현금흐름 (1.2) 0.2

투자 활동

자본 지출 (14.0) (4.0)
인수 및 기타 투자 활동 (7.0) (2.0)

투자 활동 현금흐름 (21.0) (6.0)

자금조달 활동

배당 지급 (1.0) (1.0)
주식의 발행(또는 매입) — —

차입의 증가 24.9 5.5
자금조달 활동 현금흐름 23.9 4.5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의 변동 1.7 (1.3)

글로벌 복합그룹 주식회사의 현금흐름표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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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된다. 기업의 현금흐름을 결정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현금 지

출이 아닌 감가상각은 이미 다시 더해주었다. 이제는 현금 지출이 발생했던 실제 자본 지출을 차감하여

야 한다. 비슷하게 다른 자산의 구입이나 기업 인수, 시장성 유가증권 매입 등 기업에 의한 장기투자도 

차감하여야 한다. 표 2.3에서 2015년에 글로벌의 투자 활동으로부터의 현금 지출은 $21 백만임을 알 수 

있다.

자본조달 활동

현금흐름표의 마지막 부분은 자본조달 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을 보여준다. 주주에게 지급된 배당금은 

현금 유출이다. 글로벌은 2015년에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1 백만을 지급했다. 회사의 순이익과 (현금)배

당금의 차이가 당해 연도의 이익잉여금(retained earnings)이 된다.

 이익잉여금5순이익2 (현금)배당금 (2.6)

2015년 글로벌의 이익잉여금은 $2 백만2$1 백만5$1 백만 또는 순이익의 50%이다.

또한 회사가 자사주 매도를 통해 받은 현금 유입 또는 자사주 매입을 통한 현금 유출도 자금조달 활동

에 포함된다. 글로벌은 이 기간에 주식을 발행하거나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았다. 자본조달 활동으로부

터의 마지막 현금흐름은 글로벌의 단기 및 장기 차입 변화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글로벌이 채권을 발행

하여 자금을 조달하였는데, 이러한 차입의 증가는 현금 유입을 발생시켰다.

현금흐름표의 마지막 행은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을 조정한 결과를 보여준

다. 이 경우에 글로벌에게는 $1.7 백만의 현금 유입이 있었으며, 이는 앞서 재무상태표에서 보았던 2014

년과 2015년 사이의 현금 변동과 일치한다. 표 2.3의 현금흐름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글로벌이 투자 

및 영업 활동을 위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입을 선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비록 글로벌의 현금 잔고

는 증가하였지만, 마이너스 영업 현금흐름과 투자 활동에 대한 상대적으로 많은 자본지출이 투자자에게 

우려할 만한 요인을 제공한다. 글로벌이 계속 영업을 하기 위해 차입 증가 또는 주식 발행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여야 한다.

문제

글로벌은 2015년에 $1 백만의 추가적인 감가상각비가 들었다. 글로벌의 법인세율이 26%라면, 이 비용이 

글로벌의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연말에 글로벌의 현금 잔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풀이

감가상각비는 영업비용이다. 따라서 글로벌의 영업 이익인 EBIT와 세금차감전이익을 $1 백만 감소시킬 것

이다. 세금차감전이익의 $1 백만 감소는 글로벌의 법인세를 26%3$1 백만5$0.26 백만을 감소시킬 것이

다. 따라서 순이익은 $1 백만2$0.26 백만5$0.74 백만 감소할 것이다.

현금흐름표에서 순이익이 $0.74 백만 감소하지만, 감가상각이 실제 현금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감가상각비인 $1 백만을 다시 더해준다. 따라서 영업 활동 현금흐름은 2$0.74 백만1$1 백만5$0.26 백

만 증가할 것이다. 즉, 글로벌의 연말 현금 잔액은 추가적인 감가상각의 세금 절감액인 $0.26 백만만큼 증

가한다.

예제 2.2감가상각의 현금흐름에 대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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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기타 재무제표 정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는 가장 중요한 기업의 재무제표인데, 이들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

보았다. 하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다른 종류의 정보, 즉 자본 변동표, 경영회의 및 분석, 재무제

표 주석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자본 변동표

자본 변동표(statement of stockholders ’ equity)는 자기자본을 주식 발행금액(액면가치1납입자본금)과 

이익잉여금으로 분해한다. 예를 들어 재평가 잉여금과 손익계산서로부터의 이익잉여금이 여기에 해당한

다. 자기자본은 재무 목적으로 유용한 평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재무관리자는 자본 변동표를 자주 사

용하지 않는다(이에 따라 계산적인 세부사항은 생략한다). 우리는 기업의 다른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다

음과 같이 자기자본의 변동을 결정할 수 있다.7

 자기자본의 변동 5 이익잉여금1주식의 순매도

  5순이익2배당금1주식의 매도2자사주 매입 (2.7)

글로벌은 주식 매도와 자사주 매입이 없었으므로, 2015년 이 회사의 자기자본은 이익잉여금의 금액인 $1.0 

백만만큼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이 회사의 재무상태표에서 보았던 자기자본의 변동과 일치한다.

경영회의 및 분석

경영회의 및 분석(management discussion and analysis, MD&A)은 기업 경영진의 당해 연도 회의 보고서

로 재무제표의 서문에 해당한다. 기업의 배경과 발생했던 중요한 사건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경영진이 

언급한 다음 연도의 경영 목적, 신규 사업, 미래 계획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경영진은 기업이 당면한 중요한 위험과 함께 기업의 유동성과 자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언급하여야 한다. 또한 경영진은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기업의 장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나 약정과 같은 부외거래(off-balance sheet transactions)에 대해서도 공시하여

야 한다. 예를 들어 당해 기업으로부터 구입한 자산의 하자에 대해서 손실을 보상해주기로 했다면, 이러

한 보장은 기업의 잠재적인 미래 법적 책임으로서 MD&A의 일부로 공시되어야 한다.

재무제표 주석

네 가지 재무제표에 더하여 기업은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재무제표 주석(notes to the financial statement)을 

통하여 제공한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중요한 회계적 가정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자회사의 

정보나 별개의 생산라인에 관한 사항도 여기에 속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스톡옵션이나 발행한 채권의 형

태도 포함된다. 인수, 기업 분할, 리스, 세금 및 위험 관리 활동의 자세한 사항도 주석에 표시되어야 한

7 주식의 매도는 주식 기반 보상을 포함한다.

개념 확인 1.  기업의 순이익이 벌어들인 현금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2.  현금흐름표의 주요 항목들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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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무제표 주석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6   재무제표 분석

투자자들은 종종 어떤 기업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회계 명세서를 사용한다.

1. 해당 기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동했는지 분석하여 해당 기업 자체를 비교한다.

2. 공통적인 재무비율들을 사용하여 해당 기업을 다른 유사한 기업들과 비교한다.

이 절에서는 수익성, 유동성, 운전자본, 이자 보상, 레버리지, 가치평가 및 영업이익과 관련된 가장 보

편적으로 사용되는 재무비율들을 설명하고 각 방법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한다.

수익성 비율

손익계산서는 기업 사업의 수익성과 이것이 주식가치와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업의 총이익률(gross margin)은 총이익의 매출액 대비 비율이다.

문제

재무제표의 부문별 결과 부분에서 호멜 푸드(HRL) 주식회사는 각 보고 부문/제품 유형에 대해 다음과 같

은 매출액을 보고했다(단위 : $ 백만).

2014 2013

식료품 제품 1,558 1,518
냉장식품 4,644 4,252
제니-오 터키 스토어 1,672 1,602
특수식품 907 932
국제 및 기타 534 448

어느 유형이 가장 높은 매출 성장률을 보였나? 호멜이 동일한 성장률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성장한다

면, 이 회사의 2015년 총매출액은 얼마일까?

풀이

식료품 제품의 매출 성장률은 1,558/1,5182152.6%였다. 유사하게 냉장식품의 매출 성장률은 9.2%, 제

니-오 터키 스토어의 매출 성장률은 4.4%, 특수식품의 매출 성장률은 2.7%, 국제 및 기타 유형의 매출 성

장률은 19.2%이다. 따라서 국제 및 기타 유형이 가장 높은 매출 성장률을 보였다. 이러한 성장률이 1년 동

안 계속된다면, 식료품 제품의 매출은 1,558 31.026 5$1,598 백만이 될 것이고, 냉장식품, 제니-오 터키 

스토어, 특수식품, 국제 및 기타 유형의 매출은 각각 $5,071 백만, $1,746 백만, $883 백만 및 $637 백만이 

될 것이다. 총매출액은 $9.9 십억으로, 2014년 대비 6.7% 증가했다.

예제 2.3제품 유형별 매출

개념 확인1.  기업의 순이익이 벌어들인 현금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2.  현금흐름표의 주요 항목들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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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이익률5
총이익

매출액
  (2.8)

총이익률은 기업이 제품을 제품의 매출원가보다 얼마나 비싸게 팔 능력이 있는지를 반영한다. 예를 들어 

2015년에 글로벌의 총이익률은 33.3/186.7517.8%이다.

기업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출원가 이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또 다른 중요한 수

익성 비율 중의 하나인 영업이익률을 필요로 한다.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의 매출액 대비 비율이다.

영업이익은 모든 영업상의 비용을 고려한 것이므로, 영업이익률(operating margin)은 총이익률과는 다

른 의미에서 중요한 수익성 지표가 된다. 영업이익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영업이익률5
영업이익

매출액
  (2.9)

영업이익률은 이자 및 세금 차감 전에 매출액 단위당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있는지를 나타낸다. 2015년 

글로벌의 영업이익률은 10.4/186.7 55.87%로 2014년의 7.1/176.1 54.03%로부터 증가하였다. 우리는 

유사하게 기업의 EBIT 이익률(EBIT margin5EBIT/매출액)을 비교할 수 있다.

우리는 산업 내의 기업들 간 영업이익률 또는 EBIT 이익률을 비교하여 기업 운영의 상대적인 효율성

을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2.1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개 주요 미국 항공사의 EBIT 이익률

을 비교하고 있다. 2008~2009년 금융위기가 항공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과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오래된 항공사인 유나이티드-컨티넨탈의 경쟁사 대비 지속적으로 낮은 이익을 주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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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 항공

델타 항공

제트 블루

사우스웨스트

유나이티드-컨티넨탈

2007년

12월

2008년

12월

2009년

12월

2010년

12월

2011년

12월

2012년

12월

2013년

12월

2014년

12월

5개 미국 항공사의 EBIT 

이익률

5개 미국 항공사(알래스카 

항공, 델타 항공, 제트 블루, 

사우스웨스트, 유나이티드-

컨티넨탈)의 연간(지난 12개

월) EBIT 이익률. 2008년 금

융위기 여파로 모든 항공사

의 수익성 하락과 이후 2010

년 중반 이후까지의 회복을 

주목하라. 또한 전설적인 항

공사인 유나이티드-컨티넨탈

의 수익성이 신생 경쟁사들 

대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참고하라.

출처 : Capital IQ

그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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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의 효율성이 아닌 경영 전략의 차이로 인해 영업이익률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4년에 고급 소매업자인 노드스트롬은 9.8%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월마트의 영업이익률은 

5.87%에 불과했다. 이처럼 월마트의 영업이익률이 낮은 것은 비효율성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고, 평범

한 제품을 대량으로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이 회사의 전략에 일부 기인했다. 사실 월마트 매출액은 노드

스트롬 매출액의 36배에 가까웠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순이익률(net profit margin)은 순이익의 매출액 대비 비율이다.

 순이익률5
순이익

매출액
  (2.10)

순이익률은 기업이 이자와 세금을 지불한 후에 주주에게 돌아가는 매출액 한 단위당 순이익의 수준을 보

여준다. 2015년에 글로벌의 순이익률은 2.0/186.751.07%였다. 순이익률을 비교함에 있어서 한 가지 주

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순이익률의 차이가 효율성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회계적인 가정의 차

이와 이자비용을 결정하는 레버리지의 차이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유동성 비율

재무분석가들은 종종 기업의 재무상태표에 있는 정보를 그 기업의 재무적 지급능력 또는 유동성을 평가

하기 위해 사용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채권자들은 기업이 단기 자금 수요를 충당할 정도로 충분한 운전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하여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비교한다. 이러한 비교는 유동자산

을 유동부채로 나눈 유동비율(current ratio)에 의해 이루어진다.

 유동비율5
유동자산

유동부채
 

글로벌의 유동비율은 2014년 48/4451.09에서 2015년 57/4851.19로 증가했다.

당좌비율(quick ratio)은 기업의 유동성에 대해 보다 엄격한 테스트를 가능하게 한다. 현금 및 “준 

현금자산(예 : 단기투자 및 매출채권)”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이다. 2015년 글로벌의 당좌비율은 

(21.2118.5)/4850.83이었다. 높은 유동비율 또는 당좌비율은 기업이 가까운 미래에 현금 부족을 경험

할 위험이 낮음을 의미한다. 당좌비율 계산 시에 재고자산을 제외하는 이유는 그다지 유동성이 높지 않

기 때문이다. 실제로 재고자산의 비정상적인 증가로 인한 유동비율의 증가는 기업이 자사 제품을 판매하

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이 높을수록 가까운 장래에 기업이 

현금 부족에 당면할 위험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궁극적으로 기업은 직원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다른 의무들을 이행하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 기업의 

현금 부족은 매우 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종종 현금 포지션을 계산하여 가장 엄격한 

유동성 비율인 현금비율(cash ratio)을 계산한다.

 현금비율5
현금

유동부채

물론 이러한 유동성 비율은 모두 기업의 유동자산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제한적이다. 기업이 진행 중인 

활동에서 상당한 현금을 신속하게 창출할 수 있다면 이러한 비율들이 낮더라도 유동성이 매우 높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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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본 비율

기업의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 있는 정보를 결합하여 기업이 순운전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

하는지를 측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어떤 기업이 매출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속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업은 종종 매출채권 회수일(accounts receivable days)을 계산하는데, 이는 매출채권을 일평균 매출액으

로 나누어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8

 매출채권 회수일5
매출채권

일평균 매출액
 (2.11)

2015년 일평균 매출액이 $186.7 백만/365 5$0.51 백만인 것을 감안할 때, $18.5 백만의 매출채권은 

18.5/0.51 536일 분량의 매출을 나타낸다. 달리 표현하면 글로벌은 고객으로부터 지불을 받기 위해 평

균적으로 1개월이 조금 넘게 걸린다. 2014년에 글로벌의 매출채권은 27일 분량의 매출만 나타냈다. 비

록 매출채권 회수일은 계절적으로 변동할 수 있지만, 예상하지 못한 현저한 증가는 우려의 원인일 수 있

다(아마도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 혹은 관대한 신용거래 조건을 

제공하여 매출을 촉진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

이와 비슷한 비율이 매입채무와 재고자산에도 존재한다. 이 비율들의 경우 회사의 매출원가와 비교하

는 것이 자연스럽다. 매출원가는 공급업체 지급 및 판매된 재고에 대한 총금액을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매입채무 지급일(accounts payable days)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매입채무 지급일5
매입채무

일평균 매출원가
  (2.12)

유사하게 재고일수(inventory days)5 (재고자산/일평균 매출원가)이다.9

회전율(turnover ratios)은 운전자본을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회전율은 연간 수입 또는 비용을 해

당 운전자본 계정의 배수로 계산된다. 

8 매출채권 회수일은 당기 말과 전기 말의 평균 매출채권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9  매출채권 회수일과 마찬가지로 이 비율은 현재 및 이전 연도의 평균 매입채무 또는 재고 잔고를 사용하여 계산될 수도 있다.

문제

글로벌의 당좌비율과 현금비율을 계산하라. 이러한 지표들에 근거할 때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유동성이 

어떻게 변했나?

풀이

2014년 글로벌의 당좌비율은 (19.5113.2)/4450.74, 현금비율은 19.5/4450.44였다. 2015년에 당좌비율 

및 현금비율은 각각 0.83 및 21.2/4850.44였다. 따라서 글로벌의 현금비율은 이 기간에 안정적이었고, 당

좌비율은 약간 개선되었다. 이러한 유동성 지표들이 악화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글로벌의 유동

성과 관련하여 우려할 만한 지표는 현금흐름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영업 및 투자 활동으로 인한 지속적인 

음(2)의 현금흐름일 수 있다.

예제 2.4 유동성 비율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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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자산 회전율5
연간 매출원가

재고자산
 (2.13)

2015년 글로벌의 재고자산 회전율(inventory turnover)은 153.4/15.3 5 10.0배인데, 이는 글로벌이 연

중 재고량의 약 10배를 판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매출채권 회전율(accounts receivable 

turnover)5 (연간 매출액/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회전율(accounts payable turnover)5 (연간 매출원가/매

입채무)이다. 더 높은 회전율은 더 짧은 기일과 운전자본의 더 효율적인 사용을 의미한다.

운전자본 비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는 산업 내에서 의미 있게 비교될 수 있지만, 산업 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미국의 평균 규모 기업은 2015년에 약 49일 분의 매출채권과 54일 분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다. 항공사들은 그들의 고객이 선금을 지불하고 물리적인 상품이 아닌 항공 서비스를 판매하기 때문

에, 최소한의 매출채권과 재고를 보유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증류주와 와인 생산자는 그들의 제품이 

판매되기 전에 숙성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그들은 매우 많은 재고량(평균 300일 이상)을 보유하는 경향

이 있다.

이자보상 배율

채권자들은 종종 기업의 이자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데, 이를 위해 이익을 이자비

용과 비교하는 이자보상 배율(interest coverage ratio)을 사용한다. 이 비율에서 이익의 정의가 하나로 지

정되어 있지 않는 가운데, 가장 흔히 EBIT가 사용된다. 이 비율이 높으면 기업이 지급해야 하는 이자비

용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얻고 있음을 의미한다.

채권자들은 종종 EBIT/이자비용의 이자보상 배율을 살펴보고, 이 비율이 5배 이상이면 우량 차입자로 

판단한다. EBIT/이자비용의 이자보상 배율이 1.5배 이하로 떨어지면, 차입자들은 기업의 채무 상환 능

력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할 수 있다.

감가상각과 무형자산상각이 EBIT를 계산하기 위하여 차감되지만, 실제 기업의 현금비용이 아니다. 이

에 따라 재무분석가들은 종종 기업이 영업을 통해 창출하고 이자 지급을 할 수 있는 현금의 척도로 이자, 

세금, 감가상각, 무형자산상각 차감전 이익(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EBITDA)을 계산한다.10

 EBITDA 5EBIT 1감가상각 및 무형자산상각 (2.14)

우리는 기업의 EBITDA/이자비용으로 이자보상 배율을 계산할 수도 있다.

10  기업은 종종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을 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EBITDA는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의 

EBIT와 현금흐름표의 감가상각 및 무형자산상각을 합산하여 계산된다. 회사는 궁극적으로 감가상각되는 자산을 대체하기 

위해 투자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EBITDA는 회사의 단기 이자 지급 능력에 대한 가장 적합한 척도로 볼 수 있다.

문제

EBIT와 EBITDA를 모두 사용하여 이자보상 배율을 계산하여 이자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글로벌의 

능력을 평가하라.

예제 2.5이자보상 배율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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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글로벌은 2014년과 2015년에 다음과 같은 이자보상 배율을 보였다.

 2014 : 
EBIT

이자비용
5

7.1

4.6
51.54, 

EBITDA

이자비용
5

7.111.1

4.6
51.78

 2015 : 
EBIT

이자비용
5

10.4

7.7
51.35, 

EBITDA

이자비용
5

10.411.2

7.7
51.51

이 경우 글로벌의 낮고 계속 감소하는 이자보상 배율은 채권자들에게 우려의 원천이 될 수 있다.

레버리지 비율

회사의 재무상태표로부터 알 수 있는 다른 중요한 정보는 기업의 레버리지(leverage, 기업이 자본조달의 원

천으로 부채에 의존하는 정도)다. 부채비율은 일반적인 레버리지 비율 중의 하나다. 부채/주식 비율(debt-

equity ratio) 또는 부채비율은 단기 및 장기채무의 총액인 총채무를 총주식으로 나누어 계산된다.

 부채/주식 비율5
총채무

총주식
 (2.15)

우리는 부채비율 계산을 위해 주식 및 채무의 장부가치 또는 시장가치를 이용할 수 있다. 표 2.1에서 

2015년 글로벌의 채무는 약속어음($3.5 백만), 유동성 장기채무($13.3 백만), 장기채무($99.9 백만)로 총 

$116.7 백만에 달한다. 따라서 주식의 장부가치를 사용할 때 이 회사의 부채비율은 116.7/22.2 55.3이

다. 2015년 부채비율이 2014년 부채비율 (3.2112.3176.3)/21.2591.8/21.254.3에서 증가하였다.

주식의 장부가치를 해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장부 부채비율(book debt-equity ratio)은 특별히 유

용하지 않다. 실제로 주식의 장부가치는 음수일 수도 있어, 이 비율을 의미가 없게 만든다. 예를 들어 도

미노 피자는 현금흐름 창출 능력을 기반으로 자산의 장부가치를 초과하는 차입을 지속적으로 했다. 2014년에 

이 회사는 $1.8 십억의 채무를 졌는데, 총자산의 장부가치는 $600 백만이고 주식의 장부가치는 2$1.2 십억

이었다!

그러므로 회사의 채무와 주식의 시장가치를 비교하는 것이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015년에 

글로벌 주식의 시장가치(시가총액)는 3.6 백만 주3$14/주5$50.4 백만이라는 예제 2.1을 상기하자. 따

라서 2015년 글로벌의 시장 부채비율(market debt-equity ratio)은 116.7/50.452.3으로, 이 회사의 채무

가 주식 시장가치의 2배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11 나중에 이 책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의 시장 부채비율

은 기업 주식의 위험과 수익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또한 부채/자본 비율(debt-to-capital ratio)로 채무에 의해 조달된 기업의 자본을 계산할 수 있다.

 부채/자본 비율5
총채무

총주식1총채무
 (2.16)

11  이 계산에서 우리는 주식의 시장가치를 채무의 장부가치와 비교했다. 엄밀히 말하면, 채무의 시장가치를 이용하는 것이 최선이

다. 그러나 채무의 시장가치는 일반적으로 채무의 장부가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로 인해 실무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종종 무

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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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율 역시 장부가치 또는 시장가치를 사용하여 계산될 수 있다.

레버리지의 증가는 주주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반면, 기업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현금을 보유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고려해야 할 레버리지를 측정하는 또 다른 유용한 방법은 기업의 순채무(net debt), 즉 현금 

보유액을 초과하는 채무이다.

 순채무5총채무2초과 현금 및 단기투자 (2.17)

순채무가 레버리지의 더 적절한 척도가 될 수 있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채무보다 더 많은 현금을 보유

한 회사를 고려하자. 이러한 회사는 가용 현금을 사용하여 즉시 채무를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가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고 레버리지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채무/자본 비율과 유사하게, 순채무의 개념을 사용하여 회사의 부채/사업가치 비율(debt-to-enterprise 

value ratio)을 계산할 수 있다.

 부채/사업가치 비율5
순채무

주식의 시장가치1순채무
5

순채무

사업가치
 (2.18)

글로벌의 2015년 현금 잔액이 $21.2 백만이고 장기 및 단기 채무 총액이 $116.7 백만이라면 순채무는 

116.7221.25$95.5 백만이다.12  $50.4 백만의 주식의 시장가치를 감안할 때, 2015년 글로벌의 사업가치

는 50.4195.55$145.9 백만으로 부채/사업가치 비율은 95.5/145.9565.5%이다. 즉, 글로벌 사업 활동

의 65.5%가 채무를 통해 조달된다.

마지막 레버리지 지표는 총자산/주식 장부가치의 비율처럼 장부가치로 측정된 주식 배수(equity 

multiplier)이다. 우리가 곧 보게 되겠지만, 이 지표는 레버리지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 회계 수익률의 증

폭을 포착한다. 일반적으로 사업가치/시가총액의 비율로 측정되는 주식 시장가치 배수는 레버리지로 인

해 발생하는 주주의 재무 위험의 증폭을 나타낸다.

가치평가 비율

재무분석가와 투자자들은 기업의 시장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비율을 사용한다. 그중 가장 중

요한 비율이 주가/순이익 비율(price-earnings[P/E] ratio)이다.

 P/E 비율5
시가총액

순이익
5

주당 가격

주당 순이익
 (2.19)

즉, P/E 비율은 주식 시장가치의 기업 순이익 대비 비율이다. 예를 들어 2015년 글로벌의 P/E 비율은 

50.4/2.0514/0.556 525.2이다. 달리 표현하면 투자자들이 글로벌의 주식 한 주를 사기 위해 주당 순이

익의 25배를 기꺼이 지불하려고 한다.

P/E 비율은 주가가 기업이 주주들을 위해 창출할 수 있는 순이익의 수준에 비례한다는 아이디어에 기반

을 두고, 주가의 과대 또는 과소평가 여부를 알아보는 단순한 척도다. P/E 비율은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기대 성장률이 높은 산업의 경우에는 매우 높은 값을 갖는 경향이 있다.

12   이 계산에서는 주식의 시장가치를 채무의 장부가치와 비교하게 되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채무의 시장가치를 사용하는 것이 가

장 좋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채무의 시장가치는 장부가치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무시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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