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 체 명 (주)진산아이티

대 표 자 박귀희

사업자번호 214-86-70***

작 성 일

Report No 000098901804170224

2017년 02월 24일

■유의사항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의거작성된것으로당사의서면동의없이무단복사,인용(또는재인용),배포를금합니다.

2.본보고서상모든정보는신뢰할수있는자료원에근거하고있으나당사가그정확성이나진실성에대해별도로확인하지는않습니다.

3,보고서상이러한자료들로부터도출된결과나오류,누락등에대하여당사는책임지지않으며,분석자분석도구또는기타요인에의한

오류발생가능성으로인해본보고서내용의정확성,완전성을보장할수없습니다.

4.본신용등급및보고서상정보는이용자의의사결정을대신할수없고단지의사결정에필요한요소로서의비중으로갖는것으로

해석되어야합니다.

5.본보고서상정보이용에따른어떠한유형ㆍ무형의손실에대해서도당사는책임지지않습니다.또한신용등급은환경변화에따라

변경될수있습니다.

※본보고서는조달청등공공기관입찰적격심사에활용하실수없습니다.

■보고서관련문의: 02) 3215 - 2777





1. 기업신용분석 Summary
대표자: 박귀희

(주)진산아이티
[214-86-70***]

기 업 명 (주)진산아이티

사업자등록번호 214-86-70***

대 표 자 박귀희

본 사 주 소
(04781)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 51, 703

호 (성수동2가,서울숲한라시그마밸리)

대 표 전 화 02-529-3949

설 립 일 자 2000년 10월 27일

기 업 분 류 일반법인

기 업 규 모 중기업

업 종 (G46739) 기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종 업 원 수 11명

신용등급 현금흐름등급

a- CR-2

신 용 등 급 산 출 일 2017-02-23

재 무 기 준 일 2015-12-31

등 급 구 분 모형등급

기업신용등급 신용등급 분포현황

a-
채무상환능력이 우량하나, 상위등급에 비해 경

기침체 및 환경악화의 영향을 받기 쉬움

등급구분 모형등급

평가(산출)일자 2017-02-23

재무기준일자 2015-12-31

기업신용정보요약

구 분 채 무 불 이 행 카드발급 /당좌개설 법 정 관 리 / 화 의 당 좌 거 래 정 지

건 수 0 3 0 0

[정보기준일 : 2017.02.25]

CR-2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양호하나 그 안정성은

상위등급에 비하여 다소 열위함

현금흐름등급

ㆍ 현금흐름등급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현금흐름과 총차입금 분석 결과로 자동으로 산출되는 현금지급능력 지표입니다.

ㆍ 현금흐름등급은 CR-1 ~ CR-6까지 부여되며 CR-1의 현금지급 능력이 가장 양호합니다.

ㆍ 결산일 현재 2개년 미만의 현금흐름이 산출될 경우 "판정보류"되며, 불완전한 재무정보 보유인 경우 "판정제외" 됩니다.

ㆍ "평가등급"은 의뢰기업에 대해 계량모형을 통해 산출된 등급과 평가자의 정성적 판단을 기초로 평정위원회를 통해 조정된 등급입니다.

ㆍ "조사등급"은 의뢰기업에 대해 계량모형을 통해 산출된 등급을 기초로 신용조사과정을 거쳐 전문가에 의해 조정된 등급입니다.

ㆍ "모형등급"은 수집된 기업정보를 바탕으로 계량모형에 의해 자동 산출된 등급으로 소문자로 표기하며, 조사/평가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 본 등급은 조달청 등 공공기관 입찰 적격심사에 활용하실 수 없습니다.

기업 브리핑 [정보기준일 : 2017.02.23] 등급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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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신용분석 세부내역
대표자 :박귀희

(주)진산아이티
[214-86-70***]

기업개요

기 업 명 (주)진산아이티 대 표 자 박귀희

본 사 주 소 (04781)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 51, 703호 (성수동2가,서울숲한라시그마밸리)

전 화 번 호 02-529-3949 팩 스 번 호 02-529-3393

설 립 일 자 2000년 10월 27일 홈 페 이 지 www.jinsan-corp.co.kr

사 업 자 등 록 번 호 214-86-70*** 법 인 등 록 번 호 110111-2******

기 업 규 모 중기업 기 업 형 태 일반법인

업 종 명

(G46739) 기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기타 전문 도매업

주 요 제 품 ( 상 품 ) Y2O3 Powder, Molybdenium Powder, Alumina Powder 외

주 채 권 기 관 국민은행 잠원동 당 좌 거 래 은 행

소 속 계 열 / 그 룹 상 시 종 업 원 수 11 명

[정보기준일 : 2017.02.23]

경영규모 (단위 : 백만원)

결산기준일 총 자 산 납입자본금 자 본 총 계 매 출 액 영 업 이 익 순 이 익

2015-12-31 5,205 200 3,057 9,132 501 427

2014-12-31 4,090 200 2,731 8,646 834 666

2013-12-31 3,635 200 2,215 8,364 547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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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신용분석 세부내역
대표자 :박귀희

(주)진산아이티
[214-86-70***]

연 혁

연 혁 일 자 내 용

[정보기준일 : 2016.02.03]

2000 - 10 전자부품 및 반도체, 화학제품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대표이사 박귀희에 의해

2000 - 10 서울 서초구 양재동 328-8 화인빌딩 401호 소재에서 설립(납입자본금 50백만원)

2006 - 11 사업목적에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부동산 컨설팅업 추가

2009 - 12 사업목적에 소프트웨어 개발업, 반도체 제조업 추가

2009 - 12 본점을 서울 서초구 양재동 327-10 상문빌딩 4층으로 이전

2011 - 04 본점을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325-2 서울숲 한라시그마밸리 703호

2011 - 04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51, 703호(성수동2가, 서울숲한라시그마밸리)) 소재로 이전

2012 - 12 자본금을 200백만원으로 증자

2013 - 03 성동 세무서장 성실납세자 표창장

2014 - 04 사업목적에 식자재,우유제품 ,설탕류,아이스크림 도소매업, 식품 및 식자재 및 운송업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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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신용분석 세부내역
대표자 :박귀희

(주)진산아이티
[214-86-70***]

등기여부 경영실권자와의 관계 직위 성명 생년월일 담당업무 비고

경영진현황 [정보기준일 : 2017.02.23]

등기 본인 대표이사 박귀희 1955년 01월 18일 대표이사란 참조

등기 기타 사내이사 박현명 1983년 04월 12일

등기 가족 감사 김성금 1956년 09월 01일 관리 대표이사 박귀희의 妻

주요주주현황

주주명 경영실권자와의 관계 회사와의 관계 지분율

[정보기준일 : 2016.02.03]

박귀희 본인 대표이사 62.00

김성금(妻) 가족 임원 32.00

박현명(子) 가족 타인 2.00

박나리(女) 가족 타인 2.00

김명회 타인 임원 2.00

주요관계회사

관계회사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출자지분(%) 관계내용

[정보기준일 : 2008.02.25]

0

종업원현황

기준일자 사무직 기술직 기능직 기타 합계

(단위:명)

2016-02-03 11 11

2013-10-16 11 11

2012-11-1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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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무정보
대표자 :박귀희

(주)진산아이티
[214-86-70***]

항목 항목

Ⅰ. 유동자산(*) Ⅰ. 유동부채(*)

1. 당좌자산(*) 매입채무(*)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차입금(*)

단기예금(*) 미지급금(*)

단기매매증권(*) 공사미지급금

매출채권(*) 선수금(*)

공사미수금 예수금(*)

단기대여금(*) 미지급비용(*)

미수금(*) 유동성장기부채(*)

선급금(*) 선수수익

2. 재고자산(*) Ⅱ. 비유동부채(*)

상품(*) 사채(*)

제품(*) 장기차입금(*)

재공품(*) 장기성매입채무(*)

원재료(*) 장기선수금(*)

Ⅱ. 임대주택자산(*) 장기미지급금(*)

Ⅲ. 비유동자산(*) 퇴직급여충당부채

1. 투자자산(*) Ⅲ. 이연부채(*)

장기금융상품(*) 부채총계

장기투자증권(매도가능
증권)(*) Ⅰ. 자본금(*)

만기보유증권(*) Ⅱ. 자본잉여금(*)

장기대여금 자본준비금(*)

2. 유형자산(*) 재평가적립금

토지 Ⅲ. 자본조정(*)

건설중인자산 주식할인발행차금

건물 및 부속설비 자기주식

기계장치 Ⅳ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차량운반구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손실)

3. 무형자산(*) 자산재평가이익(손실)

영업권 외화환산이익(손실)

산업재산권 파생상품평가이익
(손실)

개발비 Ⅴ. 이익잉여금(*)

4. 기타비유동자산(*) 이익준비금

장기성매출채권 기업합리화적립금

장기미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결손금)

보증금 등 *당기순이익

5. 이연자산(*) 자본총계

자산총계 부채와 자본총계

756 809 1,638

622 593 765

61 118 22

52

72 45 123

663 549 508

618 500 500

45 49 8

1,419 1,359 2,147

200 200 200

2,015 2,531 2,857

20 20 20

1,995 2,511 2,837

459 665 426

2,215 2,731 3,057

3,635 4,090 5,204

2013-12-31 2014-12-31 2015-12-312013-12-31 2014-12-31 2015-12-31

2,521 2,785 3,899

2,325 2,369 2,633

733 642 718

359 651

493

1,223 1,226 1,166

35

4 56

195 415 1,265

195 269 1,158

1,113 1,304 1,304

116 135

5 5

1,059 1,029 1,046

435 435 439

594 578 598

71 57

71 57

54 87 66

54 70 49

3,635 4,090 5,204

재무상태표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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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무정보
대표자 :박귀희

(주)진산아이티
[214-86-70***]

항목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Ⅰ. 매출액(*)

Ⅱ. 매출원가(*)

Ⅲ. 매출총이익(손실)

Ⅳ. 판매비와관리비(*)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대손상각비

감가상각비

연구개발비

기타

Ⅴ. 영업이익(손실)

Ⅵ. 영업외수익(*)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임대료

외화환산이익

자산재평가손실환입

법인세환급액

기타영업외수익

Ⅶ. 영업외비용(*)

이자비용

유형자산처분손실

외화환산손실

자산재평가손실

법인세추납액

기타영업외비용

Ⅷ.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Ⅸ. 법인세비용

Ⅹ. 계속사업이익(손실)

ⅩⅠ. 중단사업이익(손실)

ⅩⅡ. 당기순이익(순손실)

*주당순이익

8,364 100.00 8,646 100.00 9,132 100.00

6,258 74.82 6,372 73.70 7,150 78.30

2,106 25.18 2,273 26.30 1,981 21.70

1,558 18.64 1,440 16.66 1,480 16.21

719 8.61 697 8.07 912 9.99

380 4.55 318 3.68 245 2.69

38 0.46 41 0.48 38 0.42

1 0.02 3 0.04

12 0.15 12 0.14 11 0.13

39 0.47 29 0.35 23 0.26

367 4.39 339 3.92 244 2.67

547 6.54 833 9.64 501 5.49

137 1.64 92 1.07 144 1.58

13 0.16 13 0.15 13 0.14

123 1.48 79 0.92 130 1.43

116 1.39 92 1.06 118 1.30

24 0.29 22 0.26 15 0.17

92 1.10 69 0.81 102 1.13

567 6.79 833 9.64 527 5.77

107 1.29 168 1.94 100 1.10

459 5.50 665 7.70 426 4.67

459 5.50 665 7.70 426 4.67

2013-12-31 2014-12-31 2015-12-31

손익계산서 (단위: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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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무정보
대표자 :박귀희

(주)진산아이티
[214-86-70***]

항 목

매출액

매출채권등의 증(-)감(+)

선수금의 증(+)감(-)

매출원가(-)

재고자산의 증(-)감(+)

매입채무의 증(+)감(-)

선급금등의 증(-)감(+)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C/R)

현금매출 총이익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선급비용의 증(-)감(+)

미지급비용의 증(+)감(-)

비현금지출 판관비등(+)

현금 영업 이익

이자수익과 배당금 수익(+)

법인세 등 납부액(-)

기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영업활동후의 현금흐름액

이자비용(-)

이자 지급후의 현금흐름액

기타자산 증(-)감(+)

기타부채 증(+)감(-)

기타 경상활동관련 현금흐름(+)

경상 활동후의 현금흐름액

단기금융상품 증(-)감(+)

유가증권 증(-)감(+)

단기대여금 증(-)감(+)

미수금등 증(-)감(+)

투자자산의 증(-)감(+)

유형자산의 증(-)감(+)

무형자산의 증(-)감(+)

투자 활동후의 현금흐름액

유동성장기부채상환액

단기차입금의 증(+)감(-)

장기차입금의 증(+)감(-)

자본 증(+)감(-)

배당금(-)

재무 활동후의 현금흐름액

중단사업손익

현금 및 현금등가물 증가액 (기말-기초)

1 . 총차입금영업자금비율( % )

2 . 현금보상비율( % )

현금흐름등급

(단위 : 백만원)

2013-12-31 2014-12-31 2015-12-31

8,364 8,646 9,132

-459 -3 60

0 52 -52

-6,258 -6,372 -7,150

109 -220 -852

198 -28 172

73 4 -56

2,028 2,078 1,253

-1,558 -1,440 -1,480

0 0 0

432 362 296

902 1,002 69

13 13 13

-107 -168 -100

-372 -341 -209

435 505 -226

-24 -22 -15

410 483 -242

-1 1

727

17 -3 17

428 478 504

-96 359 -651

-493 493

4 57 -131

-2 -148 1

0 -40

-74 0

334 177 176

-50

-118

0 0 -100

-150

284 -90 76

284 -90 76

151.98 211.42 150.67

235.86 2,287.42 -1,448.60

CR-2CR-1 CR-1

현금흐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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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무정보
대표자 :박귀희

(주)진산아이티
[214-86-70***]

항 목

현금영업이익

영업이익

감각상각비

대손상각비

퇴직급여

퇴직금지급

법인세지급

운전자본순증

매출채권

재고자산

매입채무

기타의 운전자본순증

영업활동조달현금

시설 및 기타영업 자산순투자

유무형고정자산순증

기타영업자산순증

Free Cash Flow

2013-12-31 2014-12-31 2015-12-31

980 1,197 798

547 834 501

40 32 38

12 12 12

381 318 246

-381 -314 -287

-108 -168 -100

-74 -180 -725

-459 -3 61

110 -220 -853

198 -29 172

77 72 -105

417 534 -315

24 -79 706

-74 -40

24 -5 747

441 455 392

항 목

단기

단기차입금

외화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부채

유동성외화장기차입금

소계

장기

사채

장기차입금

외화장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소계

차입금 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13-12-31 2014-12-31 2015-12-31

618 100.0 500 100.0 500 100.0

618 100.0 500 100.0 500 100.0

618 100.0 500 100.0 500 100.0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

FCF 분석 (FCF : Free Cash Flow)

차입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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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무정보
대표자 :박귀희

(주)진산아이티
[214-86-70***]

항목

수

익

성

매출원가율 %

판관비율 %

영업이익률 %

당기순이익률 %

투하자본수익률(ROIC) %

자기자본이익률(ROE) %

EBITDA마진율 %

안

정

성

고정장기적합률 %

이자보상배수 배

차입금의존도 %

부채비율 %

자기자본비율 %

유동비율 %

활

동

성

매출채권회전율 회

재고자산회전율 회

매입채무회전율 회

순운전자본회전율 회

총자산회전율 회

성

장

성

매출액증가율 %

총자산증가율 %

영업이익증가율 %

순이익증가율 %

자기자본증가율 %

현

금

흐

름

부채상환계수 %

현금흐름/차입금 %

현금영업이익/금융비용 %

FCF/차입금 %

FCF/매출액 %

대상기업 업종평균 대상기업 업종평균 대상기업 업종평균

2013-12-31 2014-12-31 2015-12-31

74.82 85.25 73.70 84.55 78.30 84.51

18.63 10.32 16.65 11.19 16.20 11.53

6.54 3.58 9.64 3.70 5.49 3.41

5.49 3.00 7.69 3.01 4.67 2.70

25.64 18.98 33.83 17.47 16.14 14.87

23.16 20.23 26.91 18.19 14.74 15.95

7.01 4.08 10.01 4.17 5.91 3.92

38.69 24.50 39.77 24.99 36.59 27.15

22.38 5.82 37.69 6.14 32.07 5.77

17.00 22.31 12.22 22.41 9.60 24.49

64.08 137.89 49.76 129.46 70.23 129.33

60.94 41.21 66.77 42.45 58.74 42.17

333.46 175.23 344.06 179.76 237.94 180.10

8.39 6.68 7.05 6.63 7.63 6.36

33.43 29.63 28.32 26.90 10.86 24.08

15.99 14.46 14.22 14.20 13.43 13.76

11.55 7.84 9.37 7.57 6.72 7.02

2.51 2.23 1.96

29.27 3.39 3.37 1.04 5.62 -1.79

20.62 8.17 12.52 7.05 27.24 4.25

2.37 4.11 52.29 7.72 -39.84 3.03

6.96 5.30 44.76 7.00 -35.88 3.82

26.20 13.10 23.27 12.25 11.94 11.42

1,778.90 42.02 2,287.41 34.26 -1,448.59 33.76

66.44 14.78 96.73 12.79 -48.42 11.73

3,688.35 456.18 4,532.01 457.77 445.98 545.63

71.38 11.01 90.93 9.01 78.38 7.71

5.27 1.52 5.25 1.41 4.29 1.39

재무비율분석 ▶ 별첨 재무비율 설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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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신용정보
대표자 :박귀희

(주)진산아이티
[214-86-70***]

모니터링내역 발생일자 해제일자 등록금액 (천원) 등록기관

신용모니터링 [정보기준일 : 2017.02.25]

없음

* 작성일 기준 신용 모니터링 내역입니다.

당좌거래정지정보

모니터링내역 발생일자 해제일자 등록금액 (천원) 등록기관

[정보기준일 : 2017.02.25]

없음

* 작성일 기준 당좌거래정지정보 내역입니다.

발생일자 내 용

법정관리/화의정보 [정보기준일 : 2017.02.25]

없음

* 작성일 기준 법정관리/화의정보 내역입니다.

구 분 소송건수 소송금액합계(천원) 총자산대비(%) 매출액대비(%)

피고로서 진행중인 사건

피고로서 패소한 사건

피고로서 일부패소한 사건

합 계

소송정보

구 분 소송건수 소송금액합계(천원) 총자산대비(%) 매출액대비(%)

원고로서 진행중인 사건

원고로서 패소한 사건

원고로서 일부승소한 사건

합 계

[정보기준일 : ]

휴폐업정보

조회일자 발생일자 발생내역

[정보기준일 : 2017.02.25]

발생 내역이 없습니다.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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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용어 정의 및 설명
대표자 :박귀희

(주)진산아이티
[214-86-70***]

신용등급의 정의

현금흐름등급의 정의

※ 기업신용등급은 정보이용자의 편의와 참고지표의 목적으로 조사대상기업에 대한 분석결과를 등급화한 것으로 절대적 의미를 지닌
것은 아닙니다. 평가기준일 이후 기업의 신용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이 발생 또는 예견되는 경우에는 신용등급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현금흐름등급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현금흐름과 총차입금 분석 결과로 자동으로 산출되는 현금지급능력 지표입니다.

등급 신용등급의 정의

AAA(aaa) 상거래 신용능력이 최고 우량한 수준임

AA(aa) 상거래 신용능력이 매우 우량하나, AAA보다는 다소 열위한 요소가 있음

A(a) 상거래 신용능력이 우량하나, 상위등급에 비해 경기침체 및 환경변화의 영향을 받기 쉬움

BBB(bbb)
상거래 신용능력이 양호하나, 장래 경기침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상거래 신용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

음

BB(bb)
상거래 신용능력은 인정되나, 장래의 경제여건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면에서는 다소 불안한 요소

가 내포되어 있음

B(b)
현재시점에서 상거래 신용능력에는 당면 문제는 없으나, 장래의 경제여건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

면에서는 불안한 요소가 있음

CCC(ccc) 현재시점에서 상거래 신용위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투기적임

CC(cc) 상거래 신용위험의 가능성이 높음

C(c) 상거래 신용위험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

D(d) 현재 상거래 신용위험 발생 상태에 있음

NR 조사거부, 등급취소 등의 이유로 신용등급을 표시하지 않는 무등급

등급 현금흐름등급의 정의

CR-1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매우 양호하여 안정적임

CR-2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양호하나 그 안정성은 상위등급에 비하여 다소 열위함

CR-3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보통이상이나 장래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다소나마 현금흐름 저하 가능성이 존재함

CR-4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보통으로 장래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현금흐름 저하 가능성이 존재함

CR-5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낮거나 총차입금 대비 현금 흐름 창출액이 적어 현금지급능력이 보통 이하임

CR-6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거의 없거나 총차입금 대비 현금흐름 창출액이 매우 적어 현금지급능력이 미흡함

판정제외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적거나 불완전한 재무정보 보유(원가명세서가 없는 경우 등)로 판정제외

판정보류 결산일 현재 2개년 미만의 현금흐름 산출로 판정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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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용어 정의 및 설명
대표자 :박귀희

(주)진산아이티
[214-86-70***]

재무비율 설명

구분 비율 산식 비고 의미

수

익

성

매출원가율 % (매출원가/매출액)×100
낮을수록

양호

매출액중 매출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원가율 또

는 "마진"율을 측정하는 지표

판관비율 %
(판매비와관리비/매출액)

×100

낮을수록

양호
매출액중 판매비와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비율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매출액)×100
높을수록

양호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제조 및 판

매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는 영업외손익을 제외한 순수한 영업이익만을

매출액과 대비한 것으로 영업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

당기순이익률 %
(당기순이익/매출액)

×100

높을수록

양호
매출액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

투하자본수익률
(ROIC)

%
(EBIT×(1-법인세율))

/투하자본

높을수록

양호

생산 및 영업활동에 투자한 자본으로 어느 정도 이익을 확보했는가를 나

타내는 지표

자기자본이익률
(ROE)

%
(당기순이익/자기자본) ×

100

높을수록

양호
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

EBITDA마진율 %

영업이익+감가상각비+무

형자산상각비/매출액

*100

높을수록

양호
매출액에 대한 EBITDA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

안

전

성

고정장기적합률 %
고정자산/(고정부채+자기

자본)*100

낮을수록

양호

자기자본 및 고정부채가 고정자산에 어느정도 투입되어 운용되고 있는가

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운용자금의 조달적정성과 투하자본의 고정화 정도

를 측정하는데 사용

이자보상배수 배
영업이익/(이자비용+매출

채권처분손실)

높을수록

양호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어느정도 상환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

차입금의존도 %
(장·단기차입금+회사채)

/자산총계×100

낮을수록

양호

기업의 부채 중 외부에서 차입형식으로 조달되는 차입금비중을 총자본과

대비한 지표로서,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금융비용부담이 커 수익성이 낮아

지게 되며 안전성면에서도 불리하게 됨

부채비율 %
(부채/자기자본)

×100

낮을수록

양호

자본구성의 안정도를 판단하는 대표적 비율로서 타인자본 의존도를 판

단하는 비율이며 100% 이하를 표준비율로 삼고 있으나, 이 표준은 기업

의 업종 또는 규모에 따라 상이함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자산총계)

×100

높을수록

양호

총자본 중에서 자기자본이 점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자본구성의

균형여부를 판단하는 비율이며, 이 비율의 판단은 타인자본과의 균형관

계를 검토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50% 이상이 표준비율임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100

높을수록

양호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비율로서 기업의 지급능력을

판단하는 대표적 비율이며 유동성평가의 기본적 지표가 되며 표준비율은

200% 이상으로 하고 있음

주) 투하자본=자산총계-이자를 지불하지 않는 유동부채-초과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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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용어 정의 및 설명
대표자 :박귀희

(주)진산아이티
[214-86-70***]

재무비율 설명

구분 비율 산식 비고 의미

활

동

성

매출채권회전율 회 매출액/매출채권
높을수록

양호

매출채권회전율은 매출채권이 현금으로 회수되는 속도를 표시해 주는 것

으로서 지급능력의 양부상태를 나타내는 유동비율이나 당좌비율에 비해

동태적 의미를 갖고 있음

재고자산회전율 회 매출액/재고자산
높을수록

양호

이 비율은 재고자산과 매출액과의 비율로서 재고자산이 일정기간 중 몇

번이나 당좌자산으로 전환했는가 하는 재고자산의 회전속도를 나타내며,

재고자산의 현금화속도를 측정하여 자본배분의 적정상태를 판단하는 지

표로 이용됨

매입채무회전율 회 매출액/매입채무
높을수록

양호

매입채무회전율은 매입채무의 반제속도를 표시해 주는 것으로서 지급능

력의 양부상태를 판단하는 지표로 이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급능력

이 우수함. 일반적으로 매출채권회전율과 더불어 6회전 이상을 표준비율

로 보며 이 비율은 매출채권회전율과 비교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순운전자본회전율 회
매출액/(유동자산-유동부

채)

높을수록

양호

매출액을 운전자금의 평균잔액으로 나눈 것으로 기업의 순운전자금이 원

활하게 운용되는지 나타내는 지표

총자산회전율 회 매출액/자산총계
높을수록

양호

기업이 사용한 총자본의 운용능률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로서 이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총자본이 양호한 상태로 나타나고 수익성이 높

아짐. 따라서 확정적인 표준비율은 없으나 보통 2~2.5회전 이상을 양호

한 상태로 보고 있음

성

장

성

매출액증가율 %
(당기 매출액/전기 매출액)

×100-100

높을수록

양호

당해년도 매출액의 전년도 실적에 대한 증가율 지표로서 기업의 신장세

를 판단하는 대표적 지표이며 정상적 경영활동결과를 나타냄. 경쟁 기업

보다 빠른 매출액증가율은 결국 시장점유율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경쟁력

변화를 나타내는 척도의 하나가 됨

총자산증가율 %
(당기자산총계/전기자산총

계)×100-100

높을수록

양호

기업에 투하 운용된 총자산이 당해 연도에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

내는 비율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척도를 측정하는 지표

영업이익증가율 %
(당기영업이익/전기영업이

익)x100-100

높을수록

양호

기업의 영업이익이 당해연도에 얼마나 증가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서 기업의 질적인 성장세를 판단하는 지표

순이익증가율 %
(당기순이익/전기순이익)

×100-100

높을수록

양호

전년도 당기순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의 증가율로서 기업전체

의 수익성의 신장세를 판단하는 지표

자기자본증가율 %
(당기자본총계/전기자본총

계)×100-100

높을수록

양호
자기자본의 증가율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자본의 확충력을 나탸내는 지표

현

금

흐

름

부채상환계수 %

{영업활동후현금흐름/(이

자비용+매출채권처분손실

+단기차입금+유동성장기

부채)}×100

높을수록

양호

현금흐름분석표상의 영업활동후 현금흐름이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부

채, 금융비용을 어느 정도 상환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

현금흐름/차입금 %
(이자지급후현금흐름/차입

금)×100

높을수록

양호

현금흐름분석표상의 이자지급 후 현금흐름으로 총차입금을 어느 정도 상

환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

현금영업이익

/금융비용
%

현금영업이익/(이자비용+

매출채권처분차손)*100
높을수록

양호

현금흐름분석표상의 현금영업이익이 금융비용을 어느정도 상환할 수 있

는지를 측정하는 지표

FCF/차입금 % (FCF/차입금)×100
높을수록

양호
FCF(Free Cash Flow)의 차입금에 대한 비율

FCF/매출액 % (FCF/매출액)×100
높을수록

양호
FCF(Free Cash Flow)의 매출액에 대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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