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계정과목 및 분석지표 해설
가. 계정과목 분류 및 해설

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분류된다.
1111. 당좌자산 (Quick assets)

(1) 대차대조표 (Balance Sheet)

당좌자산은 판매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시
대차대조표는 일정시점에 있어서 기업의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으로 다른 자산의 취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로서 대차대

득 또는 유동부채의 지급에 충당할 수 있는

조표의 차변에 기록되는 자산항목은 기업이
소유한 자산의 종류를 나타내며 대변에 기록
되는 부채 및 자본항목은 자본의 조달구조를

나타낸다. 또한 대차대조표는 기업의 유동성

자산을 말한다. 이러한 당좌자산은 현금 및

현금등가물, 단기금융상품, 단기투자증권, 매
출채권, 미수금 및 기타당좌자산으로 구분된다.

과 재무적 융통성(financial flexibility)에 관

11111. 현금․현금등가물

(Cash and cash equivalents)

한 정보를 제공한다.
11. 자산 (Total assets)

현금 및 현금등가물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

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보통예금 및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특정

현금등가물이다. 통화대용증권으로는 타인발

실체에 의해 획득되었거나 통제되고 있는 미

행의 당좌수표, 자기앞수표, 송금환, 우편환

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 재고자산, 토지 등과

표 또는 어음 등 즉시 현금과 교환 가능한

래의 경제적 효익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기

같은 각종 유형의 자산과 매출채권, 대여금,

증서, 지급일이 도래한 주식배당권, 사채이자

증서이다. 또한 현금등가물은 큰 거래비용

미수금 등과 같은 채권 및 무형의 권리 등이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

포함된다.

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자산은 이용가능한 자원의 유동성 정도에
따라 크게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구분된다.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또는 상환일)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이다.

111. 유동자산 (Current assets)

한편 단기금융상품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유동자산이란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되

정기예금, 정기적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거나 판매 또는 소비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서 단기

적 자금운용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만기가 1

상품 등과 같이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순환적

년 내에 도래하는 것을 말한다.

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여기에는 현금·예금,

당행 기업경영분석 통계편제시에는 현금·

으로 발생하는 자산과 비순환적이지만 대차
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
는 자산을 포함한다.

현금등가물에 기업회계기준과는 달리 단기금
융상품을 포함한다.

유동자산은 현금화의 용이성에 따라 당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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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5. 기타당좌자산 (Other quick assets)

11112. 단기투자증권

(Short-term securities)

이상에서 열거한 항목 이외의 당좌자산을

단기투자증권은 단기매매증권과 대차대조

합계하여 기재하며 여기에는 단기대여금, 미

매도 등에 의하여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주·임원·종업원에 대한 단기채권, 선급법인세

표일로부터 1년내 만기가 도래하거나 또는
매도가능증권과,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내

만기가 도래하는 만기보유증권을 말한다. 참

고로 유가증권에는 보통주, 우선주, 수익증권
또는 자산유동화출자증권, 신주인수권, 콜옵
션, 풋옵션 등의 지분증권과 국채, 공채, 사

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관계회사 및 주
등이 포함된다. 단기대여금은 회수기간이 1
년 이내에 도래하는 대여금과 어음상의 채권
을 말하고 미수수익은 당기에 속하는 수익중
미수액으로 한다.

채(전환사채 포함), 자산유동화채권 등의 채

1112. 재고자산 (Inventories)

무증권 등이 포함된다.

재고자산은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
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11113. 매출채권

(Trade accounts and notes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receivable)

자산을 말한다. 여기에는 상품, 미착상품, 적

매출채권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이 있다. 외

상매출금은 상품, 제품, 원료 등 영업의 주거

송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등과 선박·건설업의 미완성공사가 포함된다.
11121. 상품, 제품 및 반제품

래대상인 물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신용

(Merchandise, finished goods, and

판매하거나 임가공 등 용역제공에 의해 발생
하는 영업상의 미수채권을 말한다. 받을어음

semi-finished goods)

은 상품 및 제품의 매출에 대한 대가로 받은
타인발행의 약속어음 또는 타인지급의 환어
음 등과 같이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상업어음만 계상되며, 융통어음은 단기대여

금으로 계상된다. 또한 매출채권은 대손충당
금, 할인어음 및 배서어음을 차감한 금액으

로 표시한다.

상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

미착상품, 적송품 등을 말하며 부동산 매매

업의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
건물, 기타 이와 유사한 부동산은 이를 상품
에 포함시킨다.
제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

부산물 및 작업폐물 등으로 한다. 반제품은

11114. 미수금

이미 상당한 가공을 끝내고 저장중에 있는

(Other trade accounts and notes

중간제품과 부분품으로 그 자체가 판매 또는

receivables)

저장가능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재공품과 구

미수금은 토지 등 고정자산이나 장단기 투

별된다.

자증권의 처분 등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취득한 미수채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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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2. 원재료 (Raw materials)

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매도가능증권과, 대

원재료란 제품을 생산하는데 소비할 목적

기보유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한편

으로 외부에서 구입한 재화중 제조과정에 투
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자가제조한 자급재료

와 자사가공재료도 포함된다. 여기에는 원료,

차대조표일로부터 1년내 만기가 도래하는 만

당행 기업경영분석 편제시 지분법적용투자주
식은 장기투자증권에 포함된다.

재료, 매입부분품, 미착원재료 등이 있으며

1122. 유형자산

간접적으로 생산에 사용되는 소모품 등은 여

(Property, plant and equipments)

기서 제외하여 기타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11123. 기타재고자산 (Other inventories)
기타재고자산은 위의 항목 이외의 재고자

산을 합계하여 기재하며 재공품, 저장품 등

이 포함된다. 재공품은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생산과정에 있는 것을 말하고
저장품은 소모품, 소모성 공구기구비품, 수선
용 부분품 및 기타 저장품을 말한다.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
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
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

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말하며 토지, 건물·구축물, 기계장치,

선박·차량운반구, 건설중인 자산 등이 포함

된다. 토지와 건설중인 자산 등 비상각자산
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형자산은 사용 또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가치감소분에 대해 감가

112. 고정자산 (Non-current assets)

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배분되며 취득원가에

고정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되거

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감액손실누계액이 차감
된 순액으로 표시된다.

나 판매 또는 소비가 어려운 자산으로 여기
에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이 포

11221. 토지 (Land)

함된다.

영업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하

며 대지, 임야, 전답, 잡종지 등이 포함된다.

1121. 투자자산 (Investments)

따라서 전매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투자자산은 장기에 걸쳐 이자 및 배당수익

을 얻을 목적이나 다른 기업을 지배·통제할

나 비업무용 토지는 재고자산이나 투자자산

는 장기금융상품, 장기투자증권, 장기대여금,

정지비용, 조경비용 등 토지를 사용 가능한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말한다. 투자자산에
장기성 매출채권, 보증금, 투자부동산 및 이
연법인세차 등이 포함된다.

으로 표시한다. 토지의 취득원가에는 구입가
액과 취득세, 등기 및 명의 이전비, 토지의

상태로 만들기까지 지출되는 모든 비용이 포
함된다.

11211. 장기투자증권

11222. 건물․구축물

(Long-term securities)

(Buildings and structures)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은 장기투자

증권으로 분류하되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내 만기가 도래하거나 매도 등에 의하여 처

건물은 기업이 영업목적으로 토지에 건설
한 건축물과 그것의 영속적 부속설비로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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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냉난방, 조명, 통풍 및 기타의 건물부속

11226. 기타유형자산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로서 교량, 안벽, 부교,

이상에서 열거한 항목 이외의 유형자산으

(Other property, plant and quipment)

설비가 포함된다. 구축물은 토지에 부착된
궤도, 저수지, 갱도, 굴뚝, 정원설비 등이 포
함된다.

로서 공구와 기구, 비품 등이 포함된다.
1123. 무형자산 (Intangible assets)

11223. 기계장치

(Machinery and equipment)

무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컨베이어」,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

타의 부속설비 등을 말하는데 취득원가에는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기계장치는

일반기계와

「호이스트」, 기중기 등의 운송설비 및 기
순송장가격에 운임, 운송보험료, 취득세, 설

치비용, 시운전비용 등이 부대비용이 포함된

다. 기계는 동력을 받아서 외부의 대상물에
작업을 가하는 설비의 단위를 의미하며 장치

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
가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자산을 말한다. 무형자산에는 산업재산권, 라

이선스와 프랜차이즈, 저작권, 컴퓨터소프트

웨어, 개발비, 임차권리금, 광업권 및 어업권
등이 포함된다.

는 대상물을 내부에 수용하여 이것을 변질,

변형, 분해, 운동시키는 설비의 단위를 말한다.
11224. 선박․차량운반구

11231. 개발비 (Development costs)
특정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개발을 위한

(Ships, vehicles and

내부 프로젝트는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

transportation equipment)

분하되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모든 지출이나

선박, 차량운반구는 기업소유의 선박 및

기타의 수상운반구와 철도차량, 자동차 및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중 일정요건을 갖

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상개발비·연구비 과
목으로 해당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기타의 육상운반구를 말한다.

개발비가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개발후 완성자산을 사용

11225. 건설중인 자산

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나 능력, 미

(Construction in progress)

래 경제적 효익 창출력, 개발단계에서 발생

건설중인 자산은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해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이 지출되었으나

한 지출의 객관적 측정가능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건설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12. 부채 및 자본

처리하기 위한 계정으로 건설이 완료되어 영

(Total liabilities and stockholders' equity)

업에 사용하게 된 때에는 해당 유형자산계정
으로 대체 처리한다. 또한 건설자금으로 사

용된 차입금에서 발생한 순금융비용은 건설
중인 자산에 포함한다.

기업에 투입된 총자본은 그 원천에 따라
타인자본인 부채와 자기자본으로 나누어진
다. 부채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다

른 실체에게 미래에 자산이나 용역을 제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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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특정실체의 의무를 말하며 유동부

발행의 환어음을 인수한 경우에 발생한 채무

자본은 주주지분 또는 소유주지분이라고도

상업어음만 계상하게 되며 자금조달을 위한

채, 고정부채로 분류한다.

하는데 기업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하

고 남은 잔여분을 말하며 자본금, 자본잉여

를 말한다. 따라서 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융통어음은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하게 된다.

금, 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구성된다.

12102. 단기금융기관차입금

(Short-term borrowings from

자본금은 주주들이 직접 출자한 주식의 액면

financial institutions)

총액이며 자본잉여금은 주주들이 액면가액
이상으로 납입하거나 자본거래에서 창출된
이익을 말하며 이익잉여금은 이익창출활동에
의해 획득된 이익으로서 배당금 등으로 사외
에 유출되거나 또는 자본금계정에 대체되지
않고 기업내에 유보된 금액을 말한다.

단기금융기관차입금이란 당좌차월을 비롯

하여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기

일이 도래하는 은행, 보험 및 기타 금융기관

으로부터의 단기성 차입금을 말하며 금융기
관으로부터의 어음차입금도 이에 포함된다.

자본조정은 당해 항목의 특성상 소유주지
12103. 유동상장기차입금

분에서 가감되어야 하지만 아직 최종결과가

(Current maturities of long-term

미확정 상태라서 자본의 구성항목중 어느 것

borrowings)

에 가감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회계상
자본총계에서 가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는

유동성장기차입금은 장기금융기관차입금 또

항목을 말한다.

는 기타 장기차입금으로서 1년 이내에 상환

121. 유동부채 (Current liabilities)

기일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유동부채는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내

12104. 유동성회사채

(Current maturities of bonds

에 지급기한이 도래하는 부채로서 매입채무,
단기차입금(단기금융기관차입금, 유동성장기

payable)

차입금, 유동성회사채, 기타차입금) 및 미지
급금, 기타유동부채 등을 포함한다.

유동성회사채는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
래하는 회사채를 말한다.

12101. 매입채무

12105. 기타단기차입금

(Trade accounts and notes payable)

(Other short-term borrowings)

매입채무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말한다. 외상매입

금은 상품 또는 원재료 등의 매입과 같은 일
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로서 매입에
누리 및 환출 등을 차감한 순액으로 기재한

기타단기차입금은 금융기관 이외의 자로부
터 차입한 단기차입금으로서 관계회사 단기
차입금,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차입금 등이
포함된다.

다. 지급어음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상의 채무로서 상품이나 원재료의 매입
대금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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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6. 미지급금

(Other trade accounts and notes payable)

차입금을 말한다.
12203. 기타장기차입금

미지급금은 고정자산 또는 유가증권의 취

(Other long-term borrowings)

득 등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
생한 채무를 말한다..

기타장기차입금은 회사채 및 장기금융기관

차입금을 제외한 차입금중 1년 이후에 상환

12107. 기타유동부채

기일이 도래하는 모든 차입금을 말한다. 이

(Other current liabilities)

항목에는 관계회사장기차입금, 주주·임원·종

이상에서 열거한 항목 이외의 부채로서 대

업원 장기차입금 등이 포함된다.

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상환되는

12204. 부채성충당금 (Liability provisions)

채무로 선수금, 예수금, 미지급비용, 미지급
법인세, 선수수익 및 기타의 유동부채가 포
함된다.

부채성충당금은 1년 이후에 사용되는 충당
금으로서 당기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하고 당기의 수익에

122. 고정부채 (Long-term liabilities)

서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에 대해 금액을

고정부채는 대차대조표일의 다음날로부터

판매보증충당금, 공사보증충당금 등이 있다.

1년 이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부채를 말

추산하여 계상하며 이에는 퇴직급여충당금,

한다. 여기에는 회사채, 장기차입금(장기금융

12205. 기타고정부채

기관차입금, 기타차입금), 장기부채성충당금

(Other long-term liabilities)

및 기타고정부채 등이 포함된다.

지급기한이 1년 이상인 고정부채중 위에서

12201. 회사채 (Bonds payable)

열거한 항목 이외의 장기성 매입채무 및 기

회사채는 주식회사가 확정채무임을 표시한

타의 고정부채 등을 말한다.
123. 자본 (Stockholders' equity)

증권을 발행하고 계약에 따라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며 만기에 원금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

자본이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잔

고 차입한 채무를 말한다.
당행 기업경영분석 통계에서는 사채의 액
면가액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 또는 사채할증

액으로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구성된다.

발행차금 미상각분을 차감 또는 부가한 순액

12301. 자본금 (Capital stock)

으로 기재한다.

자본금이란 정관에서 확정된 자본금중 발행

12202. 장기금융기관차입금

이 완료된 주식의 액면가액 총액을 말하며 보

(Long-term borrowings from
banking institutions)

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 등으로 분류한다.

상환기일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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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2. 자본잉여금 (Capital surplus)

가 이하로 발행한 때에 그 액면에 미달한 금

자본잉여금은 주식의 발행, 증자, 감자와
같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으로 이는
원칙적으로 배당이 불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된다.
①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발행가액이 액면

액을 말한다. 배당건설이자는 주식회사가 사
업의 성질상 설립후 2년 이상 그 영업의 전

부를 개시할 수 없을 때 일정기간 자본금에
대하여 연 5% 이하로 배당한 이자를 말한

다. 자기주식은 기발행 주식중에서 추후에
소각 또는 재발행할 목적으로 발행회사가 매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입 또는 증여를 통하여 재취득한 주식을 말

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요하는

능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경우 장부가

② 감자차익 : 자본감소의 경우 그 감소액

금액과 결손보전에 충당할 금액을 초과
한 때에 그 초과금액

③ 기타자본잉여금 : 자기주식처분이익 등

한다.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손실)은 매도가

액과 공정가액과의 차이를 계상한다. 해외사
업환산대(차)는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업소가

외화표시 자산, 부채, 자본 및 손익항목을 일괄
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발생한 환산손익을

12303. 이익잉여금 (Retained earnings)

상계하고 남은 차액을 계상하는 계정이다.

이익잉여금이란 유보이익이라고도 하며 기
업의 손익거래의 결과 나타난 잉여금중 사외

(2) 손익계산서 (Income Statement)

유출분을 제외하고 사내에 유보된 이익을 말
한다. 이익잉여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① 이익준비금 :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
립된 금액

② 기타법정적립금 : 상법 이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금액으로 기업
합리화적립금, 재무구조개선적립금 등

보고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에 발생한 모
든 수익과 이에 대응되는 비용을 나타내는
동태적 재무보고서이다. 손익계산서는 회계

정보이용자로 하여금 기업의 수익성을 판단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③ 임의적립금 :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

21. 매출액 (Sales)

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이익 가운데
서 기업 내부에 유보시켜 임의로 적립하
는 준비금으로 법정적립금과 대비됨

④ 처분전이익잉여금 또는 처리전결손금

매출액은 상(제)품의 매출 또는 용역의 제

공에 따른 수입금액으로서 반제품, 부산품,
작업폐물 등을 포함한 총매출액에서 매출환
입액, 에누리액 및 매출할인을 공제한 순매

12304. 자본조정 (Capital adjustment)

출액을 말한다.

자본조정은 자본에 가산하거나 차감하는

항목으로서 주식할인발행차금, 배당건설이자,
자기주식,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손실), 해외

사업환산대(차) 등을 말한다. 항목별로 보면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회사가 신주를 액면

상(제)품의 판매수익은 재화의 소유에 따

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
되고, 그 대가로 기업에 귀속되는 경제적 효

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수익과 거
래원가 및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

을 때 인식한다. 용역 수익은 거래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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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액과 진행률, 원가 등을 신뢰성 있게

종업원이 장래에 퇴직할 때 지급하게 될 퇴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직금의 적립을 위해 매회계연도마다 일정 금
액을 비용화하는 것으로, 동 금액은 부채성

22. 매출원가 (Cost of goods sold)

충당금중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으로 전입된

매출원가는 매출을 실현하기 위한 생산이
나 구매과정에서 발생된 재화와 용역의 소비

다. 제조부문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퇴직급여
는 제조원가명세서상의 노무비에 포함된다.

액 및 기타경비를 말한다. 판매업에 있어서

24103. 복리후생비

의 제조원가는 기초상품재고액과 당기상품매

(Other employee benefits)

입액의 합계액에서 기말상품재고액을 차감하
여 산출되며 제조업에 있어서는 기초제품재

복리후생비는 판매와 관리부문에 종사하는

고액과 당기제품제조원가의 합계액에서 기말

종업원의 복리 및 후생을 위하여 사용된 비

제품재고액을 차감하여 산출된다.

용으로서 법정 복리시설의 사업주 부담액과
종업원의 위생·보험·오락 등 제 후생비와 현

23. 매출총손익 (Gross profit or loss)

물급여를 말한다.

매출총손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
한 잔액을 말하며 매출원가가 매출액을 초과

24104. 수도광열비 (Utilities)

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매출총손실로 표시

수도광열비에는 판매와 관리부문에서 사용

한다.

된 수도료, 전기료, 가스비 및 연료비 등이
속한다.

241. 판매비와 관리비

(Selling and administrative expenses)

판매비와 관리비는 상품과 용역의 판매활

24105. 세금과 공과 (Taxes and dues)
세금은 법인세를 제외한 영업과 관련된 사

동 또는 기업의 관리·유지활동과 관련하여

업소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으로서 제조원가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원가에 속하지 않

와 고정자산의 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제세금

는 모든 영업비용을 말한다.

이 제외된 것이며 공과란 상공회의소 부과

24101. 급여 (Salaries)

같이 영업에 관계가 있는 공공적 지출로서

금, 연합회 부과금, 조합 갹출금, 회비 등과

판매와 관리부문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

제조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한 급료, 임금 및 상여와 3개월 이하의 단기

간 고용하는 임시 종업원 및 일시적으로 고

24106. 임차료 (Rent)

용하는 인부나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잡급 및

임차료는 판매와 관리부문에서 사용된 토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되는

지, 건물, 기계장치 등의 임차료를 말한다.

보수와 제급여 및 임원상여를 포함한다.

24107. 감가상각비 (Depreciation)

24102. 퇴직급여(Retirement allowance)

감가상각비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

퇴직급여는 판매와 관리부문에 종사하는

라 판매와 관리부문에서 사용된 고정자산(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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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 운반․하역․보관․포장비

지와 건설중인 자산 제외)의 원가를 그 경제

(Transportation, cargo handling,

적 효익이 발생하는 기간에 체계적이고 합리

warehousing and packing)

적인 방법으로 배분한 것을 말한다.

운반, 하역, 보관, 포장비는 판매를 위하여

24108. 접대비 (Entertainment)

접대비,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기타 명목
으로 사용되거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
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전이외의 재
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지출한 금액이며
금전을 제공한 경우는 기부금으로 처리하게

상(제)품을 고객에게 배달하는 과정이나 자
사내에서 제품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
한 운반비와 상(제)품을 양륙·적하하는 과정

에서 발생한 하역비, 상(제)품의 창고 시설에

보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인 보관비, 그리고
상(제)품을 포장하는데 소요되는 포장비를
말한다.

된다.

24113. 대손상각비 (Bad debt expense)

24109. 광고선전비 (Advertising)

대손상각비는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에

통상적인 영업활동의 수행상 지출된 광고
선전비를 말하며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지출
한 비용이란 점에서 특정인을 상대로 지출한

대하여 산출한 대손처리액과 회수가 불가능
한 매출채권을 상각처리한 것을 말한다. 일
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접대비와 구별된다.

대손상각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처리하고
24110. 경상개발비․연구비

기타채권에서 발생한 것은 영업외비용으로

(Ordinary research and
development

처리한다.

expense)

24114. 무형자산상각비

경상개발비·연구비는 특정 신기술연구 또

(Amortization of intangible assets)

는 신제품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으
로서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모든 지출과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중 기술적 실현가능성,
완성후 판매 또는 사용하려는 기업의 의도
및 능력, 미래의 경제적 효익창출력 등의 요

건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기

무형자산은 그 자산의 추정내용년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용으로 배분한다.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은 시간의 경과
에 따라 소비되기 때문에 상각을 통하여 장
부가액을 감소시키게 된다.
241141. 개발비상각

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Amortization of development cost)

24111. 보험료 (Insurance)
보험료는 판매와 관리부문에 사용되는 건

물, 건물부속설비, 비품 등에 대한 화재보험
료와 그밖의 손해보험료를 말한다.

무형자산중 개발비에 대한 상각액을 말한다.
24115. 지급수수료 (Service fee)
무형자산이나 무체 재산권의 사용대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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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수수료라 말한다. 따라서 임차료(Lease)

말한다.

는 지급수수료가 아니다.

25104. 외화환산이익

(Gain on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24116. 기타판매비와 관리비

(Other selling & administrative expenses)

이상에서 열거한 항목이외의 판매비와 관

리비에 속하는 여비, 교통비, 수선비, 견본비
등을 말한다.

외화환산이익은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
성 외화부채를 결산일에 적정 환율로 평가할
때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다만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업소의 외화표시 자산․부채 및

손익항목을 일괄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24. 영업손익 (Operating income or loss)

환산손익을 상계한 후 환산이익이 있으면 해

영업손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의 결과

기재하고 관련지점 또는 사업소가 폐쇄되는

외사업환산대로 하여 자본의 부가항목으로

발생한 손익으로서 매출총손익에서 판매비와

회계연도에 이익으로 처리한다.

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5105. 투자·유형자산처분이익

(Gain on disposition of investments

251. 영업외수익 (Non-operating income)

&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주된 영업활동 이외의 보조활동 또는 부수

투자·유형자산처분이익은 투자목적으로 보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상적 수익을 영업외수

익이라고 한다. 영업외수익에는 이자수익, 배
당금수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및 투자자

산처분이익, 유형자산처분이익, 지분법평가이

유하고 있는 투자자산이나 영업활동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 등을 처분하는 경우
수취금액이 장부가액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을
말한다.

익 등이 속한다.

25106. 지분법평가이익

25101. 이자수익 (Interest income)

(Gain on valuation of investments
under the equity method)

이자수익은 예금이나 대여채권에서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지분법평가이익은 투자회사가 직접 또는

25102. 배당금수익 (Dividend income)

배당금수익은 주식, 출자금 등의 장·단기
투자자산에 투자한 결과로 받은 배당금을 말
한다.

지배·종속회사를 통하여 간접으로 피투자회

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
하고 있다면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 발생분에 대
하여 투자회사의 지분율만큼 이익으로 인식

25103. 외환차익

하는 금액을 말한다.

(Gain on foreign currency transactions)

외환차익은 외화자산의 회수나 외화부채의
상환시 환율변동으로 발생하게 되는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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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7. 기타영업외수익

25203. 외화환산손실

이상에서 열거한 항목 이외의 영업외수익

외화환산손실은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

(Loss on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Other non-operating income)

에는 수입임대료, 사채상환이익, 지분법이익,

성 외화부채를 결산일에 적정 환율로 평가할

잡이익 등이 있다.

때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다만 해외지점

252. 영업외비용

손익항목을 일괄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또는 해외사업소의 외화표시 자산·부채 및

(Non-operating expenses)

환산손익을 상계한 후 환산손실이 있으면 해

영업외비용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
터 발생하는 영업비용 이외의 비용 또는 손

실로서 이자비용,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외사업환산차로 하여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기재하며 관련지점 또는 사업소가 폐쇄되는
회계년도에 손실로 처리한다.

투자자산처분손실, 유형자산처분손실, 지분법

25204. 투자․유형자산처분손실

평가손실 등이 해당된다.

(Loss on disposition of investments
&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25201. 이자비용 (Interest expenses)

투자·유형자산처분손실은 투자목적으로 보

이자비용은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
하는 이자지출과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

유하고 있는 투자자산이나 영업활동을 위해

장·단기차입금과 사채에 대한 이자비용, 사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 등을 처분하는 경우

치평가 및 채권·채무재조정에 따른 현재가치

을 말한다.

채발행차금상각(환입)액, 채권·채무의 현재가

수취금액이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

할인차금상각액, 외화차입금과 관련된 환율

25205. 지분법평가손실

변동손익 중 이자비용의 조정으로 볼 수 있

(Loss on valuation of investments

는 부분, 금융리스이자비용 등을 포함한다.

under the equity method)

이자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

로 하되,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을 위한 자
금에 차입금이 포함될 경우에는 이러한 차입

지분법평가손실은 투자회사가 직접 또는

지배·종속회사를 통하여 간접으로 피투자회

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

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

입된다.

하고 있다면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손실 발생분에 대

25202. 외환차손

(Loss on foreign currency transactions)

하여 투자회사의 지분율만큼 손실로 인식하
는 금액을 말한다.

외환차손은 외화자산의 회수나 외화부채의
상환시 환율변동으로 발생하게 되는 손실을
말한다.

25206. 매출채권처분손실

(Loss on disposition of trade

accounts and notes receivable)

매출채권처분손실은 외상매출금을 양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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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받을어음을 할인하면서 지불하는 수수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료나 할인료로 처리하는 금액을 말한다.

합계에 당기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비용과 법인세

25207. 기타영업외비용

(Other non-operating expenses)

기타영업외비용은 이상에서 열거한 항목
이외의 영업외비용으로서 재고자산평가손실,
기부금, 잡손실 등이 있다.

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당기에 부담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이는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
연법인세부채의 과목으로 하고 차기 이후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
산과 상계한다.
27. 당기순손익 (Net income or loss)

25. 경상손익 (Ordinary income or loss)

경상손익은 기업의 경상거래, 즉 영업거래
와 영업외거래에 의하여 발생된 손익으로 영
업손익에 영업외수익을 가산하고 영업외비용
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당기순손익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에서
법인세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며 당해 회
계연도의 최종적인 경영성과를 나타낸다.

(3) 제조원가명세서

(Statement of Cost of

261. 특별이익 (Extraordinary gains)

Goods Manufactured)

특별이익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비경상적·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으로서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
험차익 등이 이에 속한다.

에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당기총

특별손실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비경상적·비반복적으로

의 하나로서 제품 제조에 소비된 원가의 계
산명세를 나타내며 당기제품제조원가는 당기

262. 특별손실 (Extraordinary losses)
관계없이

제조원가명세서는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

발생하는

손실로서 법률에 의한 자산의 몰수 또는 수

제조비용에서 기초재공품원가를 더하고 기말
재공품원가와 타계정 대체액을 차감하여 계
상하게 된다.

용, 재해손실 등이 이에 속한다.

31. 당기총제조비용

(Current manufacturing cost)

2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Income or loss before income taxes)

당기중 제품생산에 투입된 총제조비용을

경상손익에 특별이익을 가산하고 특별손실
을 차감한 차액을 말한다.

말하며 원가요소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경
비로 구분한다.
311. 재료비 (Material costs)

271. 법인세비용 (Income taxes)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에 법
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제품의 제조에 직·간접적으로 투입된 재료
의 비용으로서 기초재료 재고액과 당기재료
매입액의 합계액에서 기말재료 재고액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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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06. 임차료 (Rent)

감하여 산출한다.

공장용의 토지, 건물 및 구축물 등을 임차

312. 노무비 (Labor costs)

제품의 제조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공

장종업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상여, 잡

한 경우에 지급되는 임차료 또는 사용료를
말한다.
31307. 보험료 (Insurance)

급과 퇴직급여 등을 말한다.

공장의 건물, 기계, 저장품 등의 화재보험

313. 경비 (Overhead costs)

료 및 기타 손해보험료를 말한다.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지출된 원가요소중

31308. 수선비 (Repairs and maintenance)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일체의 비용을 말

공장의 건물, 기계장치 및 공·기구 등의

한다.

수선을 외부에 의뢰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비

31301. 복리후생비

용을 말한다.

(Other employee benefits)

31309. 외주가공비

제조부문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복리후생

(Conversion costs for outside order)

(의무·위생·보험·오락 등)을 위하여 지출된
제 경비를 말한다.

외주가공비란 하청업자에게 재료를 공급하
여 가공을 의뢰한 경우에 발생하는 임가공비

31302. 전력비 (Electricity)

용을 말한다.

제조부문에서 소비된 전력비를 말한다.

31310. 운반․하역․보관․포장비

(Transportation, cargo handling,

31303. 가스수도비 (Utilities)

warehousing and packing)

제조부문에서 발생한 수도료, 연료비 및

유류비 등을 말한다. 다만, 운송업종에 있어

제조활동을 위하여 원재료, 재공품, 제품

서 운송수익 창출에 직접 사용되는 연료비

등을 운반·하역·보관·포장하는데 발생하는 비

및 유료비는 업종특성상 재료비로 계상된다.

용을 말한다.

31304. 감가상각비 (Depreciation)

공장의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
및 비품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31311. 경상개발비

(Ordinary development expenses)

경상개발비는 특정 신기술연구 또는 신제

31305. 세금과 공과 (Taxes and dues)

품의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제조부문에서 발생한 세금과 공과금을 말

로서 제조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말한다.

지출중 무형자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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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12. 기타경비 (Other overhead costs)
이상에서 열거한 항목을 제외한 경비의 합

계액으로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특
허권사용료 및 잡비 등을 포함한다.

금의 총변동사항을 표시하는 재무보고서이
다. 즉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전년도 이월
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 등 가용 이익잉여
금이 당해년도중 어떤 용도로 처분되었으며
얼마나 남았는지 그 변동내역을 설명해준다.

32. 기초재공품원가

한편 미처리 결손금이 있는 기업은 결손금의

(Beginning work-in-process)

보전사항을 표시하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작
성한다.

재공품은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한

생산과정에 있는 것으로, 기초재공품원가는

401. 처분전이익잉여금

(Retained earnings before appropriation)

전기에서 이월된 재공품 잔액을 말한다.
33. 기말재공품원가

처분전이익잉여금은 전기로부터 이월된 전

기이월이익잉여금에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전

(Ending work-in-process)

기초재공품원가와 반대로 결산일 현재 생
산과정중에 있는 재공품 잔액을 말한다.

기오류수정손익, 지분법적용회사의 잉여금 변
동 및 당기순이익 및 기타처분전이익잉여금
을 합계한 것이다.

34. 타계정 대체액 (Transferred out)

401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Un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

타계정 대체액은 자사의 제품을 자가소비

carried over from prior period)

하는 경우 당기제품제조원가에서 차감하여
자산 등 타계정으로 대체하게 되는 제품제조

전기로부터 당기로 이월된 이익잉여금을

원가를 말한다.

말한다. 즉, 전기의 차기이월이익잉여금과 당

35. 당기제품제조원가

기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 일치한다.

(Costs of goods manufactured)

4012.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Accumulated effect of accounting

당기제품제조원가는 당기중 제품생산을 위

policy change)

하여 소요된 총비용으로서 기초재공품원가에
당기총제조비용을 가산하고 기말재공품원가

회계변경이란 새로운 사실의 발생 또는 환

와 타계정대체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전기에
적용해 오던 회계방법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
며, 이에는 회계원칙의 변경, 회계추정의 변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경, 보고실체의 변경 등 3가지 유형으로 구

(Statement of Appropriation of

분된다.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는 회계원칙의

Retained Earnings)

변경과 보고실체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된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이익잉여금의 처
분사항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이익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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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3. 지분법적용회사의 잉여금변동

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익잉여금으로서 자
사주이익소각,

(Changes in retained earnings of
associate companies under the

특별수선충당금환입액

등을

포함한다.

equity method)

402. 임의적립금이입액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의 변동이 이익잉

(Transfers from voluntary reserves)

여금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

임의적립금이입액은 처분전이익잉여금이 부

순손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익이 영업

족하여 배당이나 적립이 곤란한 경우 또는

외수익인 지분법이익 또는 손실로 처리되는

임의적립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것과는 구분되며 또한 피투자회사의 순자산

당기 이전에 적립하였던 임의적립금을 이입

가액변동이 자본잉여금 또는 자본조정으로

한 것을 말한다.

인해 발생하는 경우의 지분법투자주식 평가

403. 이익잉여금처분액

손익을 자본조정으로 처리하는 것과도 구분

(Appropriation of retained earnings)

된다.

처분전이익잉여금과 임의적립금이입액의 합

4014. 전기오류수정이익(손실)

(Gain or loss on prior period error
corrections)

계액을 재원으로 배당금 처분, 법정적립금 또
는 임의적립금 적립 등 기간중 이익잉여금
처분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에 발생한 오류의

수정인 경우 손익계산서의 영업외비용(전기

오류수정이익(손실))으로

처리하나

4031. 이익준비금 (Legal reserve)

중대한

오류의 수정인 경우에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

에 반영하게 된다. 전기오류수정손익의 대상
은 계산상의 실수, 기업회계기준의 잘못된

적용, 사실판단의 잘못, 부정, 과실 또는 사

이익준비금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

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 이익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의무적으
로 적립하는 것을 말한다.
4032. 기타법정적립금

실의 누락 등이며 이는 추가적인 정보를 입

(Other statutory reserves)

수함에 따라 기존의 추정치를 수정하는 회계
추정의 변경과는 구분된다.

기업합리화적립금, 재무구조개선적립금 등

4015. 당기순이익 (Net income)

상법 이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
로 적립하여야 할 적립금을 말한다.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을 의미한다.
4033. 배당금 (Dividends)

4016. 기타처분전이익잉여금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급이 확정된

(Other retained earnings before

시점의 이익잉여금 처분액을 말한다. 중간배

appropriation)

당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전기이월이익잉여금

처분전이익잉여금 중에서 위에 열거한 항

의 차감항목이나, 당행 기업경영분석 통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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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익잉여금처분액 항목에 해당하는 배당
금으로 처리된다.

나. 분석지표 해설
(1) 성장성에 관한 지표

4034. 임의적립금 (Voluntary reserve)

(Indicators Concerning Growth)

법적 강제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관의 규
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사내에 유보

기업의 자산, 자본 등 경영규모와 기업활

립금, 배당평균적립금, 결손보전적립금 및 법

동의 성과가 당해년도중 전년에 비하여 얼마

되는 적립금으로서 사업확장적립금, 감채적

인세 등을 이연할 목적으로 적립하여 일정기
간이 경과한 후 환입될 준비금 등을 말한다.

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업
의 경쟁력이나 미래의 수익창출능력을 간접
적으로 나타낸다.

4035. 기타이익잉여금처분액

501. 총자산증가율

(Other appropriation of retained

(Growth rate of total assets)

earnings)

기업에 투하된 총자산이 얼마나 증가하였

이익잉여금처분액 중에서 위에 열거한 항

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처분액으로서, 이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상각, 배당건설이자상각, 자
기주식처분손실잔액,

상환주식상환액

등을

포함한다.

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총자산증가율 =

404. 차기이월이익잉여금

(Growth rate of property, plant and

to be carried over to the subsequent year)

equipment)

토지, 건물, 기계 등의 유형자산에 대한 투

임의적립금이입액의

합계에서 이익잉여금처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100 - 100

502. 유형자산증가율

(Un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

처분전이익잉여금과

당기말 총자산
전기말 총자산

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를 나타내는 지
표로서 기업의 설비투자동향 및 성장잠재력
을 측정할 수 있다.
유형자산증가율 =

당기말 유형자산
× 100 - 100
전기말 유형자산

503. 유동자산증가율

(Growth rate of current assets)

기업의 경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하여 소유
하는 유동자산이 얼마나 증가되었는가를 나
타내는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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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산증가율 =

당기말 유동자산
× 100 - 100
전기말 유동자산

(2) 손익의 관계비율
(Relationship

Ratios

and Expenses)

504. 재고자산증가율

(Growth rate of inventories)

of

Income

일정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성과를 측정

기업이 판매 또는 제조를 목적으로 보유하

는 상품, 제품, 원재료, 재공품 등의 재고자

산이 얼마나 증가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하는 비율로서 투자된 자본 또는 자산, 매출
수준에 상응하여 창출한 이익의 정도를 나타
내므로 자산이용의 효율성, 이익창출능력 등
에 대한 평가는 물론 영업성과를 요인별로

이다.

분석, 검토하기 위한 지표로 이용된다.

재고자산증가율 =

당기말 재고자산
× 100 - 100
전기말 재고자산

수익성분석은 자산이익률, 매출액이익률,

매출액대비원가율 등을 검토대상으로 하고
있다.

505. 자기자본증가율

(Growth rate of stockholders' equity)

내부유보 또는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자기
자본이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

참고로 저량(stock)개념의 대차대조표 항

목과 유량(flow)개념의 손익계산서 항목을
동시에 고려하는 혼합비율의 경우 대차대조
표 항목은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을 평균하여
사용한다.

표이다.
601. 총자산경상이익률

(Ordinary income to total assets)

당기말 자기자본
자기자본증가율 =
× 100 - 100
전기말 자기자본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총자산운용의 효율
506. 매출액증가율 (Growth rate of sales)

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경상이익의 총자산
에 대한 비율로서 측정한다.

전년도 매출액에 대한 당기 매출액의 증가
율로서 기업의 외형 신장세를 판단하는 대표
적인 지표이다
매출액증가율 =

당기 매출액
전기 매출액

× 100 - 100

총자산경상이익률 =

경상이익
총자산

× 100

한편 이 비율의 변동요인을 구체적으로 파
악하기 위해서는 이 지표를 매출액경상이익

률(경상이익/매출액)과 총자산회전율(매출액/
총자산)의 곱으로 분해하여 볼 수 있다.
총자산
매출액
=
경상이익률
경상이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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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자산회전율

경상이익
총자산

=

경상이익
매출액

×

종합적인 최종성과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매출액
총자산

예를들어 매출액경상이익률은 높으나 총자

기업순이익률 =

산회전율이 낮은 경우에는 판매마진은 높았

605. 자기자본경상이익률

으나 기업의 판매활동이 부진하였음을 나타

(Ordinary income to stockholders'

낸다.

equity)

602. 총자산순이익률

경상이익의 자기자본에 대한 비율로서 출

(Net income to total assets)

당기순이익의

총자산에

대한

자자 또는 투자자들이 투하자본에 대한 수익

비율로서

ROA(Return on assets)로 알려져 있다. 기업
의 계획과 실적간 차이 분석을 통한 경영활
동평가나 경영전략 수립 등에 많이 사용된다.
총자산순이익률 =

당기순이익
총자산

당기순이익 + 이자비용
× 100
총자본

성을 측정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이용된다.
자기자본경상이익률 =

경상이익
자기자본

× 100

606. 자기자본순이익률

× 100

(Net income to stockholders' equity)

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

603. 기업경상이익률

타내는 지표로서 ROE(Return on Equity)로

(Interest expenses and ordinary

널리 알려져 있다. 자본조달 특성에 따라 동

income to total assets)

일한 자산구성 하에서도 서로 상이한 결과를

자금원천에 관계없이 기업에 투하된 총자
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되었는가를 나

나타내므로 자본구성과의 관계도 동시에 고
려해야 한다.

타내는 지표로서 경상이익에서 차입금에 대
한 이자비용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총자본
과 대비한 것이다. 따라서 기업가의 경영능

자기자본순이익률 =

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
기업경상이익률 =

당기순이익
자기자본

× 100

607. 자본금경상이익률

(Ordinary income to capital stock)

경상이익 + 이자비용
× 100
총자본

기업활동의 기초가 되는 납입자본금에 대

한 경상이익의 비율이다. 앞에서 설명한 자

604. 기업순이익률

(Interest expenses and net income to
total assets)

기자본경상이익률 산출을 위한 자기자본에는
납입자본금 외에도 잉여금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출자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정확한 이익

당기순이익과 이자비용의 합계액을 총자본

률의 산정이 어렵다. 따라서 자본금경상이익

과 대비한 비율로서 기업에 투하된 총자본의

률은 이에 대한 보조지표로 널리 이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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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

있다.

하기 위한 지표로서 제조 및 판매활동과 직접
자본금경상이익률 =

경상이익
자본금

× 100

관계된 순수한 영업이익만을 매출액과 대비한
것으로 영업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608. 자본금순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

(Net income to capital stock)

자본금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로서 기

(Cost of goods sold to sales)

시되고 있어 투자가들의 투자결정시에 참고

자본금순이익률 =

당기순이익
자본금

× 100

612. 매출원가 대 매출액

업의 배당능력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로 중요
지표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영업이익
매출액

매출액중 매출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

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원가율 또는「마진」율
× 100

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매출원가 대 매출액 =

609. 매출액경상이익률

(Ordinary income to sales)

매출원가
매출액

× 100

613. 변동비 대 매출액

기업경영활동의 성과를 총괄적으로 표시하

(Variable costs to sales)

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뿐만 아니라 재무활동 등 영업활동 이외의

변동비는 조업도의 변동에 비례하여 발생

부문에서 발생한 경영성과를 동시에 측정할

하는 비용이므로 이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수 있다.

것은 조업도가 낮거나 설비가 지나치게 많음
을 의미하고 반대로 과도하게 높은 것은 고

매출액경상이익률 =

경상이익
매출액

정설비의 부족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이

× 100

비율은 적정조업도 및 투자설비규모의 판단
에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일반적으로 재료비, 외주가공비 등은 변동

610. 매출액순이익률

(Net income to sales)

비로 분류된다.

매출액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
내는 지표이다.
매출액순이익률 =

당기순이익
매출액

× 100

변동비 대 매출액 =

변동비*
× 100
매출액

* 변동비 = 총비용 - 고정비 - 특별손실

614. 고정비 대 매출액

611. 매출액영업이익률

(Fixed costs to sales)

(Operating income to sales)

고정비는 조업도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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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비용으로서 이 비율이 높으면 조업도
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의미한다. 경기불

인건비 대 매출액 =

황시에는 매출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정비

(Employment costs to total operating

아지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비, 보험료, 임차료,

costs)

이자비용 등은 고정비로 분류된다.
고정비
매출액

*

영업총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인건비 대 매출액의 보조

× 100

지표로 이용된다.

* 고정비=판매비와관리비+영업외비용+(노무비의 1/2+

제조경비-외주가공비+재고조정중의 고정비 )
**

** 재고조정중의 고정비=
(매출원가-당기총제조비용)×

× 100

617. 인건비 대 영업총비용

지출은 줄지 않아 이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

고정비 대 매출액 =

인건비
매출액

(노무비의½+제조경비-외주가공비)
당기총제조비용

인건비 대 영업총비용 =

인건비
영업총비용*

× 100

* 영업총비용 = 당기총제조비용 + 판매비와 관리비

618. 재료비 대 매출액

615.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Material costs to sales)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s to
sales)

매출액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
타내는 지표로서 원재료 이용의 효율성을 측

신제품이나 신기술 개발 등과 같은 기업의

정하는데 이용된다.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출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

재료비 대 매출액 =

연구개발비*
× 100
매출액

경상개발비․연구비,

× 100

619. 재료비 대 영업총비용

(Material costs to total operating

* 연구개발비 = 대차대조표상의 개발비 증가액 + 손익
계산서상의

재료비
매출액

costs)

개발

비 상각액 + 제조원가명세서상의 경상

영업총비용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개발비 등

나타내는 지표로서 재료비 대 매출액의보조
616. 인건비 대 매출액

지표로 이용된다.

(Employment costs to sales)

매출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

재료비 대 영업총비용 =

타내는 지표로서 노무관리 및 인건비 결정에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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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영업총비용

× 100

620. 순외환손익 대 매출액

용하게 쓰인다.

(Net gain on foreign currency

transactions and translation to sales)

환율변화에 따라 발생한 순손익이 매출액
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기 위한

EBITDA 대 매출액 =

경상이익+이자비용+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비
× 100
매출액

623. 감가상각률 (Depreciation ratio)

지표이다.

비상각자산 즉 토지, 건설중인 자산을 제외

순외환손익 대 매출액 =

한 나머지 유·무형자산에 대하여 당기에 어

외환차익+외화환산이익-외환차손-외화환산손실
× 100
매출액

느정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는가를 나타내

는 비율로서 이 비율이 높으면 유·무형자산

621. EBIT 대 매출액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 to
sales)

이자 및 법인세차감전 순이익(EBIT)은 기
업의 경영성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타인자금

에 대한 재투자비용 회수가 빠름을 의미한다.
감가상각률 =
감가상각비
× 100
유형자산+무형자산-(건설중인 자산+토지)+감가상각비

624. 금융비용 대 부채

을 사용하는 기업이 금융비용 발생으로 타인

(Interest expenses to liabilities)

자금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보다 수익성이 낮
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개

념이다. 즉 EBIT는 경상이익에 금융비용을

기업의 부채에는 차입금과 같이 이자를 부

더해 산출되므로 자금조달방법에 관계없이

담하는 이자부부채와 매입채무, 선수금, 충당

수익성을 측정할 수 있다.

금 등과 같이 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비이자

EBIT 대 매출액 =

경상이익 + 이자비용
× 100
매출액

622. EBITDA 대 매출액

부부채가 있다. 금융비용 대 부채 비율은 이

러한 비이자부부채를 포함한 총부채에 대한
금융비융의 비율을 말한다
금융비용 대 부채 =

(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to sales)

이자비용
부채

× 100

625. 차입금평균이자율

EBITDA는 이자 및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Interest expenses to total

borrowings and bonds payable)

에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를 더하여
산출된다. 회계상의 순이익이 금융비용이나

회사채, 금융기관차입금 등과 같은 이자부

감가상각비 등 영업외적 요인이나 회계처리

방식 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비해 EBIT

부채에 대한 금융비용의 비율로서 차입금에

과를 측정할 수 있어 수익성 판단지표로 유

른 수익성 지표를 비교해 봄으로써 타인자본

와 EBITDA는 이러한 영향이 배제된 경영성

대한 평균이자율을 의미하며, 이 비율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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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운용이 효율적으로 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적으로 감안하여 외부차입 규모를 결정할 필

있다.

요가 있다.

차입금평균이자율 =

이자비용
회사채+장단기차입금
․

628. 순금융비용 대 매출액

× 100

(Net interest expenses to sales)

이자비용에서 이자수익을 차감한 잔액 즉

626. 금융비용 대 총비용

(Interest expenses to total expenses)

금융거래로 지급한 순수한 이자비용을 매출
액으로 나눈 지표이다.

총비용중 금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
타내는 것으로서 차입금의존도와 밀접한 관
계가 있다.

순금융비용 대 매출액 =

이자비용 - 이자수익
× 100
매출액

629. 이자보상비율

금융비용 대 총비용 =

(Interest coverage ratio)

이자비용
×100
매출원가+판매비와관리비+영업외비용+특별손실

이자보상비율은 이자지급에 필요한 수익을

627. 금융비용 대 매출액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Interest expenses to sales)

로 이자부담능력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지표
이다.

기업의 금융비용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 비율이 낮을수
록 기업경영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금

이자보상비율 =

융비용에는 대출이자, 회사채이자 등이 포함

영업이익
이자비용

× 100

630. 순이자보상비율

되며 금융비용대 매출액은 차입금평균이자율

(Net interest coverage ratio)

과 차입금의존도가 높을수록 높고 총자산회
전율이 높을수록 낮다.

순이자보상비율은 이자지급에 필요한 수익
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지

금융비용 대 매출액 =

이자비용
매출액

× 100

표로 이자부담능력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지
표이다.

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대가로 매출수
준에 관계없는 고정비 성격의 항목이므로 불

순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
× 100
이자비용 - 이자수익

황에 대비한 안정적 경영기반 확립을 위해서
는 이 비율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631. 손익분기점률

호경기에는 재무레버리지효과(Financial leverage

(Break-even point ratio)

effect)에 의해서 차입금 비중이 클 경우 주당
이익의 증가폭이 커질 수 있으므로 기업은
향후 성장가능성 및 이익창출능력 등을 종합

손익분기점(Break-even ratio)이란 일정기
간의 매출액과 총영업비용이 일치하여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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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배당률 (Dividends to capital stock)

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점으로 매출량

또는 매출액으로 나타낼 수 있다. 매출액이
손익분기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익이 발생
하고 손익분기점에 미달할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한다.

주식발행총액(납입자본금)에 대한 배당금
지급액의 비율로서 투자자에 대한 배당수준

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투자자에게는 수익률
에 해당하는 것이 되므로 투자결정에 중요한

손익분기점률이란 손익분기점에서의 매출

액과 이미 실현된 매출액과의 비율이다. 일

반적으로 이 비율이 낮을수록 영업활동의 채
산성이 양호함을 의미하며 높을수록 채산성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
배당률 =

영업이익
자본금

× 100

이 좋지 않음을 나타낸다.
634. 배당성향 (Dividends to net income)

손익분기점분석이란 비용을 고정비와 변동
비로 분류하여 조업도 변동에 따른 기업의
수익, 비용 및 이익의 상호 변동관계를 분석

하고 이로부터 매출계획 및 이익계획을 수립
하는 것이다.
다만 기업경영분석에서의 손익분기점분석

손익분기점에서의 매출액
매출액

손익분기점에서의 매출액 =

로 지급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외배

당률(payout ratio)이라고도 한다. 기업의 배
당률만으로는 배당지급능력의 대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배당률의 보조지표로 이용된다.

은 경상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손익분기점률 =

기업이 당기순이익중 어느정도를 배당금으

배당성향 =

× 100

고정비 - 영업외수익
변동비
1매출액

배당금
당기순이익

× 100

(3) 자산․부채․자본의 관계비율

(Relationship Ratios of Assets,

632. 사내유보율

Liabilities

(Accumulated earnings ratio)

Equity)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중 사내유보분의
비중을 표시하는 비율로 당기에 거둔 경영성
과중에서 사내유보된 비율을 나타내는「플로

우(flow)」개념이다.

and

Stockholders'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의 관계비율은 대차대
조표 각 항목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정태비율
로서 단기채무 지불능력인 유동성과 경기대

*

사내유보
사내유보율 =
처분전이익잉여금 + 임의적립금이입액

응능력인 안정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 100

701. 자기자본비율

(Stockholders' equity to total assets)

* 사내유보 = 당기에 처분된 이익준비금+기타법정적립
금+임의적립금+기타이익잉여금처분액+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자기자본비율은 총자본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재무구
조 지표이다. 자기자본은 금융비용을 부담하

- 57 -

지 않고 기업이 운용할 수 있는 자본이므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안정성이 높다고

현금비율 =

할 수 있다.

현금 및 현금등가물
유동부채

× 100

705. 고정비율 (Fixed ratio)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총자본

× 100

기업자산의 고정화 위험을 측정하는 비율
로서 운용기간이 장기에 속하는 고정자산을
어느 정도 자기자본으로 충당하였는가를 나

702. 유동비율 (Current ratio)

타내는

지표이다.

고정비율은

일반적으로

단기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얼

100% 이하를 양호한 상태로 보고 있는데 이

마나 되는가를 평가하여 기업의 단기지급능

는 장기적으로 자금이 고착되어 있는 고정자

력을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로서 유동

산에 대한 투자는 가급적 상환기한이 없는

비율이 높을수록 단기지급능력이 양호하다고

자기자본으로 충당하는 것이 기업의 장기 안

볼 수 있으나 과다한 유동자산 보유는 자산

정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

운용 효율성을 떨어뜨려 수익성을 저해한다.

다.

유동비율 =

유동자산
유동부채

× 100

고정비율 =

(Fixed assets to stockholders' equity
and long-term liabilities)

유동부채에 대한 당좌자산의 비율로서 유
동자산중 현금화되는 속도가 늦고 현금화의

고정장기적합률은 자기자본 및 고정부채가

불확실성이 높은 재고자산 등을 제외시킨 당
좌자산을 유동부채에 대응시킴으로써 단기채
무에 대한 기업의 지급능력을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 산성시험비율(Acid test ratio) 또는

신속비율이라고도 하는 이 비율은 기업의 유

고정자산에 어느 정도 투입되어 운용되고 있
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운용자금 조달의
적정성과 투하자본의 고정화 정도를 측정하
는 데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고정자산에 대

한 투자는 자기자본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

동성분석을 위한 보조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당좌비율 =

× 100

706. 고정장기적합률

703. 당좌비율 (Quick ratio)

당좌자산
유동부채

고정자산
자기자본

는 것이 안정적이나, 실제로 거액의 설비투

자를 필요로 하는 산업의 경우 부족한 자금

× 100

을 모두 자기자본으로만 충당하기에는 어려
움이 있다. 따라서 소요자금의 일부를 타인

704. 현금비율 (Cash ratio)

자본으로 충당하더라도 단기부채보다는 비교
적 상환기간이 긴 장기부채로 조달하게 되면

유동부채에 대한 현금과 예금의 비율로서

당좌자산중 현금과 현금등가물(단기금융상품

포함) 등으로 유동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초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러한 의미에서 100% 이하를 표준비율로 보
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기 채무지급능력을 파악하는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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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장기적합률 =

고정자산
자기자본+고정부채

709. 고정부채비율 (Fixed liabilities ratio)

× 100

자기자본에 대한 고정부채의 비율로서 자
본구성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보조지표이다.

707. 부채비율 (Debt ratio)
부채비율은 타인자본과 자기자본간의 관계
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안정성 지표로서 이

고정부채비율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

단할 수 있다. 부채비율은 자기자본비율과

(Total borrowings and bonds
payable to total assets)

수록 부채비율은 낮아지게 된다.

지급금, 부채성충당금 등의 부채를 말하며 1
년 이내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유동부채, 1
년 이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고정부채이
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단기채무 상환의 압

력을 받지 않고 투자수익률이 이자율을 상회
하는 한 타인자본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유
리하다. 그러나 채권회수의 안정성을 중시하

× 100

710. 차입금의존도

역(逆)의 관계에 있어 자기자본비율이 높을
타인자본은 차입금, 회사채, 매입채무, 미

고정부채
자기자본

총자본중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차입금의존도가 높은 기
업일수록 금융비용부담이 가중되어 수익성이
저하되고 안정성도 낮아지게 된다.
차입금의존도 =

장단기차입금
‧
+ 회사채
총자본

× 100

711. 차입금 대 매출액

는 채권자는 부정적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Total borrowings and bonds

기업의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추가

payable to sales)

로 부채를 조달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아니라
과다한 이자비용의 지급으로 수익성도 악화

차입금 규모가 매출액과 비교하여 어느 정

되어 지급불능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도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차입금의 상대적

지기 때문이다.

인 크기를 나타낸다.
부채비율 =

유동부채+고정부채
× 100
자기자본

차입금 대 매출액 =

708. 유동부채비율 (Current liabilities ratio)

(Receivables to payables)

본구성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보조지표이다.
안정성은 물론 재무유동성도 불안정한 상태
에 있음을 의미한다.

× 100

712. 매출채권 대 매입채무

자기자본에 대한 유동부채의 비율로서 자
이 비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자본구성의

차입금
매출액

기업간 신용관계를 나타내는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대비시킨 것으로 기업의 자금관
리에 중요한 지표로 이용된다. 이 비율이 높
을수록 기업의 유동비율은 높게 나타나지만

유동부채비율 =

유동부채
자기자본

× 100

매출채권의 과다한 보유는 오히려 자금사정
의 악화를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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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대 매입채무 =

매출채권
매입채무

802. 자기자본회전율

× 100

(Stockholders' equity turnover)

자기자본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했는가를

713. 순운전자본 대 총자본

(Net working capital to total assets)

나타내는 비율로서 자기자본 이용의 효율성
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기업의 지급능력의 기초가 되는 순운전자
본의 총자본에 대한 비율로서 이 비율이 높
을수록 유동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순운전자본 대 총자본 =

자기자본회전율 =

매출액
자기자본

803. 자본금회전율 (Capital stock turnover)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총자본

납입자본금의 회전속도 즉 자본금 이용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4) 자산․부채․자본의 회전률

자본금회전율 =

(Turnover Ratios of Assets,

Liabilities and Stockholders' Equity)

매출액
자본금

804. 경영자산회전율

(Operating assets turnover)

자산·부채·자본의 회전율은 기업에 투하된
자본이 기간중 얼마나 활발하게 운용되었는

영업활동에 직접 투입활용되고 있는 경영

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활동성분석이라고도

자산의 효율성을 평가하는데 이용되는 지표

한다.

이다.

기업은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투입된 자본
을 끊임없이 회전시키는데 이에 따른 성과는
매출액으로 대표될 수 있다. 따라서 회전율

을 측정하는 기본항목은 매출액이며, 기업의

경영자산회전율 =

활동성은 매출액과 각 자산·부채·자본 항목

805. 고정자산회전율

(Fixed assets turnover)

에 대한 회전배수로 측정된다.
801. 총자산회전률 (Total assets turnover)
총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에 투하한 총자산의

매출액
총자산-(건설중인 자산+투자자산)

고정자산의 효율적 이용도를 나타내는 지
표로서 자본의 고정화 정도를 판단하는 수단
이 되며 유동성분석에 있어서도 유용한 보조
지표로 이용될 수 있다.

운용효율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이다.
총자산회전율 =

매출액
총자산

고정자산회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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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고정자산

806. 유형자산회전율

는지, 생산기간이 단축되어 재공품이 감소하였

turnover)

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다르게 채택하고 있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는지, 기업의 재고보유 방침이 바뀌었는지, 또

유형자산의 이용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는지를 비교 분석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자산의 적정여부
를 판단하는데 유용하다. 이 비율이 높으면

재고자산회전율 =

고정자산의 유지를 위하여 지출되는 상각비,
보험료, 수선비 등의 고정비가 제품단위당

매출액
재고자산

체감적으로 배분되어 원가절감이 효율적으로

808. 상(제)품회전율

모에 비해 설비투자가 부진한 경우에도 동

상(제)품에 투하된 자금의 회전속도, 즉 상

(Merchandise turnover)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영업규
비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해석에 유

의하여야 한다.
유형자산회전율 =

품이 일정기간 동안 몇 번 당좌자산으로 전
환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상(제)품회전율 =

매출액
유형자산

매출액
상(제)품

807. 재고자산회전율

809. 매출채권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은 매출액을 재고자산으로

매출채권의 현금화 속도를 측정하는 비율

(Inventories turnover)

(Receivables turnover)

나눈 바율로 재고자산의 회전속도, 즉 재고

로서 이 비율이 높을수록 매출채권의 현금화

자산이 현금 등 당좌자산으로 변화하는 속도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출채권회

록 상품의 재고손실방지 및 보험료, 보관료

회수기간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짧

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이 비율이 높을수

의 절약 등 재고자산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재고를

전율의 역수를 취하여 365일을 곱하면 평균
을수록 매출채권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어 판
매자금이 매출채권에 오래 묶여 있지 않음을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필요한 적정수준 이하

의미한다. 그러나 기업이 시장점유율 확대를

로 유지하여 수요변동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

위해 판매전략을 강화하는 경우 매출채권회

하는 경우에도 이 비율은 높게 나타날 수가

전율이 낮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기업의 목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재료의 가격이 상승추세에 있는 기업이나

표회수기간이나 판매 조건과 비교하여 평가
하여야 할 것이다.

재고자산의 보유수준이 크게 높아지는 기업
들의 경우에는 주로 후입선출법(LIFO)에 의
해 재고자산을 평가함으로써 재고자산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

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재고

자산회전율에 대한 상대적인 차이에 대해서
는 실제로 재고자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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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매출채권

810. 매입채무회전율 (Payables turnover)

902. 자본집약도 (Total assets per capita)

매입채무의 지급속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종업원 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자본액을

기업의 부채중에서도 특히 매입채무가 원활

보유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노동

히 결제되고 있는가의 여부를 나타낸다. 매

장비율의 보조지표로 이용된다.

입채무회전율이 높을수록 결제속도가 빠름을
의미하나 회사의 신용도가 저하되어 신용매
입기간을 짧게 제공받는 경우에도 이 비율이

자본집약도 =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하

며, 매출채권 회전율과 함께 분석함으로써 운

903. 총자본투자효율

(Gross value-added to total assets

전자본의 압박가능성 등을 검토하여햐 한다.
매입채무회전율 =

매출액
매입채무

총자본
종업원수

or productivity of capital)

총자본투자효율은 기업에 투하된 총자본이

1년 동안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를 산출하였
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자본생산성

(Productivity of capital)을 측정하는 지표이

(5) 생산성에 관한 지표

다. 이비율이 높으면 총자본이 효율적으로

(Indicators Concerning Productivity)

운용되었음을 의마한다.

기업활동의 성과 및 효율을 측정하고 개별
생산요소의 기여도 및 성과배분의 합리성 여

총자본투자효율 =

부를 규명하기 위한 지표이다. 그러므로 생

부가가치
총자본

× 100

904. 설비투자효율

산성에 관한 지표는 경영합리화의 척도라고

(Gross value-added to property,

할 수 있으며 생산성 향상으로 얻은 성과에
대한 분배기준이 된다. 근래에는 기업경영의

plant and equipment)

성과를 부가가치 생산성이란 개념으로 측정

설비투자효율은 기업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설비자산(유형자산-건설중인 자산)이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901. 노동장비율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를 생산하였는가를 나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per

타내는 지표로서 총자본투자효율의 보조지표

로 이용된다. 또한 「설비투자효율×노동장비

capita)

율 ＝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로 표시되므

생산과정에서 종업원 한 사람이 어느 정도
의 노동장비를 이용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로 노동생산성의 변동요인분석에 중요한 지
표로 이용된다.

지표이다.
노동장비율 =

유형자산 - 건설중인 자산
종업원수

설비투자효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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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 100
유형자산 - 건설중인자산

905. 기계투자효율

노동소득분배율 =

(Gross value-added to machinery
and equipment)

인건비
부가가치

× 100

908.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기계투자효율은 설비투자효율의 보조지표
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장치가 부가가

(Gross value-added per capital))

치의 생산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를 나타

종업원 한 사람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산출

내는 지표이다.
기계투자효율 =

한 지표로서 부가가치기준에 의한 노동생산
성(labor productivity)을 말하며 임금결정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노동생산성이 높다는

× 100

부가가치
기계장치

것은 기업이 보유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이용
하여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했음을 의미

906. 부가가치율

한다.

(Gross value-added to sales)

기업의 활동은 크게 노동과 자본의 결합에

부가가치율은 일정기간 동안 기업이 창출
한 부가가치액을 같은 기간중의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서 매출액중 생산활동에 참여한
생산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의 비율을 나타내
므로 소득률이라고도 한다. 부가가치액은 매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그 성과도 노동요인과

자본요인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따라서
노동생산성만을 기준으로 생산성을 평가할
수는 없으며 자본 생산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출액에서 다른 기업이 생산한 중간투입물인
재료비, 외주가공비 등을 차감한 것이므로

종업원1인당부가가치 =

기업의 생산효율성이 높을수록 부가가치율은

부가가치
종업원수

높아지게 된다. 부가가치율이 높다는 것은

기업 활동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분배되는 몫
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
매출액

(6) 부가가치의 구성

(Composition of Gross Value-Added)

× 100

부가가치(Value-Added)는 회사의 이익을 주

주에게 귀속되는 순이익(Net income)에 국한하

907. 노동소득분배율

(Employment costs to gross valueadded)

노동소득분배율은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
중에서 노동력을 제공한 근로자에게 분배된
몫의 비중을 나타내며 성과배분의 합리성을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지 않고 광범위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s)에
게 귀속되는 이익을 측정한 것이라 할 수 있

다. 이런 부가가치은 창출(value added created)
측면과 분배(value added applied) 측면에서 측
정할 수 있는데 기업경영분석통계는 분배측면

에서 접근하여 경상이익, 인건비, 순금융비용,
임차료, 조세공과, 감가상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에 나타
난 해당항목들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 63 -

1001. 경상이익 (Ordinary income)
영업이익에 영업외수익을 가산하고 영업외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1002. 인건비 (Employment costs)

판매비와 관리비중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

생비 항목과 제조원가명세서중 노무비, 복리
후생비 항목의 합계액을 인건비로 한다.
1003. 순금융비용 (Net interest expenses)
차입금이나 회사채발행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이자비용에서 이자수익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1004. 임차료 (Rent)
판매관리부문과 제조부문에서 사용된 토

지, 건물, 기계장치 등의 임차료를 말한다.
1005. 조세공과 (Taxes and dues)

판매관리부문과 제조부문에서 발생된 제세
금과 공과를 말한다.
1006. 감가상각비 (Depreciation)
판매관리부문과 제조부문에서 발생된 감가
상각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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