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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2008년 9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의한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 건화물해운시장에도 영

향을 끼쳐 건화물 물동량 감소와 선박의 공급과잉으로 세계 건화물해운산업과 조선산업에 심각한 불황을 유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경제의 동향에 민감한 한국경제의 구조 여건상 한국의 건화물선해운기업(또는 건화물선사)도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어렵게 경영을 헤쳐가고

있다. 이와 같은 심각한 불황과 그 여파로 건화물선사의 수익이 급감 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열악한 재무구조로 인해 경영이 부실해지고

급기야 도산과 파산하는 해운기업이 속출하게 되었다.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동 연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2005년부터 2007

년까지와 그 후 2010년부터 2012년까지로 기간을 선정한 다음 한국의 외항 건화물 해운기업을 건전기업과 부실기업으로 구분하여 두 기업집

단 간의 주요 재무비율에 어떠한 변화와 차이가 있었는지 t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서 두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인 주요 재무비율

로는 수익성비율과 성장성비율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해운기업 경영에도 역시 재무건전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수익성이 높은 화물을 계약하는 영업전략이 중요하다. 둘째, 선박의 효율적인 운항 및 관리로 성장성이 지속되는 기업으로 경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심용어 : 글로벌 금융위기, T-test, 한국 외항 건화물해운기업, 재무비율, 수익성

Abstract :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was triggered by the Lehman Brothers crisis caused by the sub-prime mortgage crisis
in the United States This crisis has had an impact on the globe’s dry bulk shipping market by reducing dry bulk cargo volume. An
oversupply of dry bulk carriers caused a serious recession in the globe’s dry-bulk shipping industry and shipbuilding industry. In
this situation, the Korean dry-bulk shipping companies were victims of the quagmire of a long recession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could not overcome this crisis. This condition forced them into severe financial risk Thus, it caused many shipping
companies to file for bankruptcy. In this study, we classified Korean ocean-going dry-bulk shipping companies into two groups, that
is, the solvent group and the insolvent group. We also separated the research period before and after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Then we investigated the differences in the major financial ratios of the two groups by t-test and found that some financial ratios
such as profitability ratios and growth ratios show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as follow. First, the shipping company management is also crucial for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financial strength and business strategy, it is crucial to manage cargo which a high profitable freight. Second, the shipping company
should be managed as a company with continued growth through efficient operation and management of 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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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 논문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한국 건화물 선사의 재무비율 분석”이란 제목으로 “2017 한국해운물류학회 공동학술대회(인천

대학교, 2017.5.19.22-24)”에 발표되었음.

1. 서 론

한국해운산업은 지난 30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하면서

2000년대 들어 규모와 역량에서 선진 해운강국으로 성장하였

다. 여기까지 성장하는 데는 1980년대 초반 해운산업 합리화

과정과 1990년대 IMF 등 국제해운시장 불황 극복이라는 뼈

아픈 과정이 있었다. 그러나 위 두 차례의 경험을 활용하지

못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또 다시 해운산업이 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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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에 처해 있는 실정인 것이다(Korea Shipowners’

Association, 2008).

이에 본 연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2005

년부터 2007년까지와 그 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현재 한

국의 외항 건화물해운기업의 재무추이를 건실기업과 부실기

업으로 구분하여 표본기업들의 중요한 대표적 재무비율의 차

이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기업 재무비율에 관련한 문헌을 통

해 본 연구에 필요한 요소를 선정하였다(The Bank of

Korea, 2015). 기업군을 건전기업과 부실기업으로 나누고 이

두 그룹의 재무적 특성에 대한 비교, 분석은 주요 재무비율

의 차이분석(T-test)을 통해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두 기업

집단 간 어떠한 재무요소에 차이가 나타났는지 살펴보았다.

2. 선행연구 고찰

자본구조에 대한 연구는 Modigliani & Miller(1958)가 전

통적인 자본구조이론을 부정하면서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그

들은 기업의 가치는 자본구조가 아닌 수익성에 달려있다고

주장하고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명제(proposition)를 제시하

였다. 첫째 기업의 가치나 가중평균자본비용은 자본구조와

는 무관하다 기업의 가치는 자본구조와는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가중평균 자본비용으로 영업이익을 할인하여 얻어진다.

둘쩨, 보통주의 기대수익률(자기자본비용)은 부채비율이 증

가함에 따라 증가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부채를 사용하는 이

점을 완전히 상쇄한다. 셋째, 새로운 투자의 거부율(cut-off

rate), 즉 필요수익율은 투자를 위한 자본조달방법과는 관계

가 없다고 하였다. 즉, 기업의 가치는 세금이 없는 완전자본

시장에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 가치의 합계이며 기대현금흐

름을 그 기업이 속한 위험집단(risk class)에 적합한 요구수

익률로 자본화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며 이는 자본구조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였다.

Lee(2011)은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선박보유량 기준 한때

세계 6위까지 이르렀으나 선박금융, 해운중개, 선박관리 등의

성장엔진을 다양하게 구축하지 못하고 영업위주의 성장전략

만 추구해 왔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초래된 전 세

계 벌크시장의 불황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금융위

기라는 환경적 요인과 함께 정부와 해운기업들의 경영적, 운

영적 측면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고 구조적 요인으로 첫째 해

운여건 변화에 대한 통찰력 부족, 둘째 지나친 양적 성장의

치중, 셋째 해운업계의 위기관리능력 미흡으로 분석하였고

정책관리 요인으로 첫째 해운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미흡, 둘

째 선박금융 등의 금융지원 환경의 열악성과 금융감독 및 규

제의 불충분 등의 요인을 지적하였다. 그에 대한 대응방안으

로 업계에는 첫째 해운투자 전문성 강화를, 둘째 경영의 다

각화 및 전략적 제휴의 필요성을, 셋째 다양한 전문 인력의

확보를 제시하였고, 정부에는 첫째 선박금융의 대중화 및 지

식산업화를, 둘째 신 해운인 양성 전략을, 셋째 해운산업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제시하였다.

Bartoloni(2013)는 기업의 이익창출력에 대하여 수익성비

율과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수익성(Net income to total

asset)은 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는 비율이며 자산수익률

(Return on Assets: ROA)이라고 사용되며 이는 기업의 총자

산 대비 이익생산성을 측정하는데, 수익성이 높아도 현금유

동성이 일시적이더라도 악화되면 기업이 흑자도산을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업의 수익성

이 부채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고 분석하였다.

Kim(2014)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경영성과를 재무비

율분석을 통해 살펴보았고 금융위기 여파로 많은 외항해운기

업이 부도 처리되었으며 신용위험(credit risk)에 노출되었다

고 진단하고 이러한 외항해운기업을 대상으로 첫째 기업의

재무변수를 사용하여, 둘째 재무변수 외에 현금흐름 및 시장

변수를 포함해 부도예측모형을 분석하여 추정함으로써 다음

과 같이 연구의 정책적 합의를 언급하였다. 첫째 해운기업의

부도는 연관 산업 등 경제적 영향 외에 안보에도 영향을 끼

칠 수 있으므로 해운기업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금융기관의 해운기업 신용평가체계에 대한 개선

이 필요하다. 셋째 해운기업의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 전문가

집단이 정책 형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Yeo(2017)는 전 세계 상위 61개의 해운기업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자본조달에 관한

기업의 특성과 재무건전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자산의 유형

성이 재무건전성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유형자

산의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부채의존도가 높게 나타났고

또한 해운기업의 유동부채비율이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분석하였다. 한국의 해운기업을 포함

해 대부분의 해운기업들이 단기 운영자금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해운기업이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개선시키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고 분석하였다.

Lee(2019)는 해운업의 위험 종류를 8개로 구분하여, 첫째

영업이익(EBIT)의 변동으로 인해 경영위험, 둘째 예기치 않

은 자금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여 직면하게 되는 유동성위험,

셋째 장기용선, 대출 등으로 인한 대외신용위험, 넷째 경영부

실로 인한 부도위험, 다섯째 선박도입 또는 건조 등의 투자

에 따른 재무위험, 그 외에 시장위험, 정치적 위험, 선박건조

기술 및 물리적 위험으로 분류하고, 특히 재무적 관점의 위

험요소를 크게 5개로 분류하여 해운기업의 필수요소인 선박

의 특수성에 다른 재무적 관점의 위험관리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방안으로 해상운임선도거래(Forward Freight Agreement:

FFA)와 관련한 시장에 주목할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는 해운기업이 재무레버리지가 높은 산업군에 속하기 때문에

경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포착하여 2008년 글

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를 구분하여 일차적으로 선행 연구 및

관련 자료를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금융위기 이후 부실로 치

달은 기업군과 금융위기를 잘 극복하고 건재한 기업군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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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하여 그 두 기업군에 대한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의 5개 주

요 재무비율의 22개 세부 재무비율을 선정하여 그 차이점을

분석했으며 이 과정에서 기업의 부실이 한 순간에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러한 차이점 분석을 위해 비교적 높은 빈도로 활용되는 유용

한 재무비율 변수를 대상으로 두 기업집단 간 재무비율의 차

이분석(T-test)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글로벌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건화물 외항기업 중 건실기업과

부실기업의 주요 재무비율의 차이점을 실증적으로 탐색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차이검정 수행을 위한 통계패키지로

SPSS 19.0을 이용하여 건전기업과 부실기업군의 재무비율

특성을 분석하였다.

3. 연구의 설계

3.1 표본의 선정과 자료

표본을 각각 건전기업과 부실기업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건전기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

기 이후 2012년 12월 31일 현재 건화물 해운시장에서 여전히

건재하고 있는 기업을 가리키며, 부실기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2년 12월 31일 현재 시장에서 퇴출되었거

나 퇴출위기에 처한 기업으로 구분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해양부와 한국선주협회 등록기준 2013

년 12월 31일 현재 180여개 전체 외항해운기업을 보유선박

종류별로 구분하여 건화물선을 주요선박으로 2척 이상 보유

하고 있는 선사를 110여개 선사(Korea Shipowners’

Association, 2013)로 파악하였고 그 건화물선사 중 2005년∼

2012년 동안 2008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 6개년의 재무자료

가 공시되어 객관적으로 활용 가능한 건전기업 43개 업체와

동기간 중 2년 이상 재무자료가 공시되었으나 부도나거나 실

질적으로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부실기업 41개 업체를 선정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이후 2015년 12월

현재 부실로 치달은 기업들과 양호하게 건제한 기업들의 재

무지표를 주요 5개의 재무요소 군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22개 재무비율요소로 세분화하여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 어떠

한 변화와 차이로 도출되었는지 분석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표본기업을 해양수산부와 한국선주협회에 등록된 선사를 기

준으로 기업 중 부실로 시장에서 퇴출되었거나 부실한 기업

과 여전히 건재하고 있는 건전기업을 추줄 선정하였다. 자료

의 원천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각 기업의 재무재표 자료와 한국선주협회에서 발행한 2005년

∼2013년의 해운연보 자료를 참고, 활용하였다.

2008년 8월 미국의 리먼브러더스 부도사태가 글로벌 금융

위기의 시발점이 되었으나 실제 2007년 초반부터 그 징후는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었으며 사고발생 가능성을 경고하는

주장이 아주 제한적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시장은 이러한

경고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전개되었다. 외항해운기

업은 더욱 그 거품이 심각하여 서두에서도 언급 하였듯이

2008년 5월 말에 BDI 지수 역사상 기록적인 수치인 최고

11,793포인트를 기록하였다가 동년 연말에 663포인트까지 급

강하해 파국의 장세로 전락하고 말았다(Clarksons Research,

2008). 그 만큼 2008년도에 극과 극의 비정상의 시장 상황으

로 치달아 당해기간의 각종 지표가 심한 격차를 띄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통계분석 자료로서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배제하였다.

3.2 변수의 정의

KIM·KAM(2012)가 분류한 재무비율에서 본 연구는 표본

기업의 객관적인 재무자료의 수집이 용이하고 통계처리가 비

교적 가능한 재무지표에 대한 비율들을 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재무지표 요소의 선택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시중에 기업경영분석에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재무비율

② 재무비율의 분석과 해석이 용이한 비율

③ 자료의 습득과 계산이 쉬운 요소

비교 분석할 재무비율은 5개 대분류로 구분하여 총 22개

를 선정하였고 이를 위한 계산식은 Appendix I 과 같다(The

Bank of Korea, 2014).

3.3 가설의 설정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건전기업과 부실기업 간 재무비율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 보고 주요 재무비율을 5개 그룹

으로 묶어 22개 세부 항목에 대하여 아래 Table 1과 같이 연

구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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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No Min Max Mean SD

Totol Assets 169 5,417 344,042 54,069 58,483

Total Sales 168 2,706 690,319 68,219 92,180

Flo. Assets 169 569 84,959 12,739 14,955

Acct. Receivable 160 0 36,414 3,734 5,282

Table 1 Hypotheses: SF=Solvent Firm, IF=Insovent Firm

◆ Hypo 1. On Liquidity ratio between SF and IF

Null Hypo: No significant difference.

Anti Hypo: Significant difference.

◆ Hypo 2. On Leverage ratio between SF and IF

Null Hypo: No significant difference.

Anti Hypo: Significant difference.

◆ Hypo 3. On Efficiency ratio between SF and IF

Null Hypo: No significant difference.

Anti Hypo: Significant difference.

◆ Hypo 4. On Profitability ratio between SF and IF

Null Hypo: No significant difference.

Anti Hypo: Significant difference.

◆ Hypo 5. On Growth ratio between SF and IF

Null Hypo: No significant difference.

Anti Hypo: Significant difference.

3.4 재무비율 차이검정(T-test)

Altman(1968)은 차이분석 기법을 통해 기업부도예측과 재

무비율판별을 분석하였다. 이 기법에 대한 방법론에는 크게

모수 추정과 비모수 추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모수 추정

방법에 근거하고 있다. 차이검정(T-test)은 모집단의 분산이

나 표준편차를 알지 못할 때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으로부

터 추정된 분산이나 표준편차를 가지고 검정을 하는 방법으

로 일반적인 통계분석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다.

Zmijewski(1984)는 차이검정(T-test) 모형을 활용해 재무

위기예측측정에 관한 방법론을 연구, 분석하였다.

T-test 에는 단일표본 T-검정, 두 종속표본 T-검정, 두

독립표본 T-검정 등이 있다. 첫 번째로, 단일표본 T-검정이

란 모집단의 분산을 알지 못할 때 모집단에서 추출된 표본의

평균과 연구자가 이론적 배경이나 경험적 배경에 의하여 설

정한 특정한 수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로, 두 종속표

본 T-검정이란 알지 못하는 각기 다른 두 모집단의 속성인

평균을 비교하기 위하여 두 모집단으로부터 표본들을 추줄하

여 표본의 평균들을 비교함으로써 두 모집단의 평균을 비교

하여 속성을 분석하는 통계방법이다. 이때 각 모집단으로부

터 추출된 두 표본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 종속적인 것이어야 한다. 세 번째로 두 독립표

본 T-검정이란 각기 다른 두 모집단의 속성인 평균을 비교

하기 위하여 두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들을 독립적으로 추

출하여 표본 평균들의 비교를 통하여 모집단간의 유사성을

검정하는 방법이다. 모집단은 개수 m으로 부여하고 표본은

n-1로 부여하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표본에서 평균을 구

해야 편차를 구할 수 있으므로 자유도가 1이 소실되어야 한

다. 즉, 자유도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정도라는 의미인데 평균

(모수 Parameter)이 결정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 10개의 값이

있을 때 9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만 1개는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모집단은 개수 m으로 부여하고 표본은 n-1로

부여하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표본에서 평균을 구해야 편

차를 구할 수 있으므로 자유도가 1이 소실되어야 한다. 즉,

자유도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정도라는 의미인데 평균(모수

Parameter)이 결정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 10개의 값이 있을

때 9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만 1개는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표본인 경우에는 편차제곱합을 n-1, 즉

자유도로 나누어 분산을 구하는 것이 불편추정량(Unbiased

estimator)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자료는 표

본인데 모집단의 모든 자료를 수집했다고 하더라도 시점을

달리해서 자료가 지속적으로 생성되기 때문이다. 독립된 두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할 때 사용되는 분석방법으로 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수가 많거나 자료의 분포가 정규분포와 비슷

한 종 모양의 형태를 갖는다면 자료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통계분석방법이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자료의 평균값을 식으로 적당히 정리하면,

T=
X-μ
S/ n

∼t(n-1) 와 같다.

여기서 자유도가 n-1인 t분포를 따른다는 것이며, 그 분석

결과가 95% 신뢰구간을 얻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료가 정

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 t분포를 사용하여 평균에 대한

검정을 통하여 통계분석을 한다(Jeong, 2000).

3.5 재무지표의 기술통계량

Table 2 는 표본의 재무지표자료의 기술통계량이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 of data

(Unit: K.Won 1m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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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ory Assets 169 0 26,532 878 2,368

Fixed Assets 169 61 324,333 41,120 51,739

Tangible Assets 169 3 320,137 38,535 50,201

Ship Assets 163 0 379,176 49,924 57,393

Current

Liabilities
169 1,360 98,972 19,183 18,817

Fixed Liabilities 165 0 315,235 28,575 50,503

Total Liabilities 169 2,781 383,459 46,688 59,376

Total Capital 169 -72,003 154,120 7,459 26,933

Operating Profit 169 -30,228 51,998 1,925 7,237

Interest Costs 165 0 21,358 1,778 2,736

Net Profit 169 -148,851 29,855 -41 14,111

Cash Flows

from operating

activities

167 -29.453 33,870 3,385 7,326

Cash Flows

from investing

activities

166 -99,731 162,466 -7,330 22,757

Cash Flows

from financing

activities

164 -157,951 96,864 4,349 21,046

In/Decrement of

Cash Flows
167 -13,371 20,902 -95 3,474

Cash Flows on

opening of the

current term

166 0 28,376 2,680 4,107

Cash Flows on

end of the

current term

167 0 28,376 2,540 4,039

※Rounding off decimals

4. 실증분석결과

금융위기 전후 기간을 구분하여 부실기업과 건전기업 간

에 유동성비율, 자본구조(레버리지)비율, 효율성비율, 수익성

비율, 성장성비율을 대표하는 22가지 재무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T-검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외항 건화물 선사를 대상으로 건전기업과 부실

기업군을 구분하여 금융위기를 전후로 두 기업 집단 간 주요

재무비율의 차이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Table 3

과 같으며, 여기서 밝혀진 주요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동성비율을 대표하는 유동비율과 당좌비율 등 2가

지 재무비율 모두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 건전기업과 부실기

업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계적으

로는 평균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금융위기 이

전에 비해 위기 이후 평균치는 건전기업에 비해 부실기업이

확연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부실기업이 건전기

업에 비해 유동성 비율에 어려움이 더해 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자본구조비율에서 6개 요소 중 자기자본비율과 금융

비용부담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분석되었

다. 반면 부채비율, 고정비율, 고정장기적합률, 이자보상비율

은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 건전기업과 부실기업 간에 유의미

한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다.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 부실기업

의 부채비율과 고정비율은 높아지고, 반면 평년수준을 유지

하거나 완만한 상승세로 높아져야 할 고정장기적합률과 이자

보상비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본구조비율의

차이분석을 통해 부실기업이 해운 시황 활황 장세에서 방만

한 경영으로 인해 재무건전성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여 금

융위기 이후 열악한 재무구조로 경영 어려움에 직면한 것으

로 추정된다.

셋째, 효율성비율의 4개 중 매출채권회전율, 고정자산회전

율, 총자산회전율 등이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에 건전기업과

부실기업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분석 되었지만 재고

자산회전율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분석 되었다. 효율성

비율 역시 통계적 분석 결과로는 다수 요소에서 두 기업집단

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 평균값의 차이는 없다고 분

석되었으나 재무비율 평균 흐름을 보면 건실기업에 비해 부

실기업의 평균치는 금융위기 이후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넷째, 수익성비율 5개 비율 중 총자산순이익률, 총자산영

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분석 되었다. 반면 자기자본순이익

률은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에 건전기업과 부실기업 간에

차이가 없다고 분석 되었다. 금융위기 이후 해상운임이 급락

하여 수익성비율이 양대 기업집단이 전체적으로 떨어졌으며

특히 부실기업은 금융위기 이후 음(-)의 비율로 현저히 감소

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기자본순이익률에서

건전기업이 부실기업 보다 음(-)의 비율로 더 급락한 것으로

도출된 이유로는 해당 요소의 분석에서 피력 하였듯이 부실

기업의 자본잠식에 따른 분모 요소의 음(-)의 적용에 따른 수

리적인 통계결과의 착시현상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성장성비율 5개 비율 중 매출액증가율, 총자

산증가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반면 영업이익증가율, 순이익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등이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에 건전기업과 부실기업 간에 유

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성비율에서도 부

실기업은 전반적으로 금융위기 이후 증가율이 음(-)으로 급

락하여 부실함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

었다. 다만 영업이익증가율에서 건전기업이 부실기업보다 음

(-)의 비율로 더 급락하게 된 이유로는 해당 비율의 분석에

서 피력 하였듯이 부실기업의 분모 요소인 전기순이익이 음

(-)으로 전환된 원인으로 인해 수리적인 통계결과의 착시현

상 때문으로 추정되며 이 부분은 역시 운임수준이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에 얼마나 큰 차이를 나타내었는지 그 동안의 자

료를 통해 분석 할 수 있으므로 그 원인으로 추론 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실증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해운기업의

부실과 위기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Table 3 의

가설검정 결과(총괄)에서도 나타났듯이 부실기업의 경우 연

구가설의 채택이 두드러진 레버리지관리와 수익성관리 및 성

장성관리 측면에서 특히 부실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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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Hypothesis test

Division

Before Financial Crisis

N Average
‘t’ value,

(‘p’-value)

Hypo.

Verifi.

Result

Liquidity

ratio

Current

ratio

SF 43 98.4% 0.594 Null Hy.

IF 41 87.5% (0.554) Choice

Quick ratio
SF 42 85.4% 0.132 Null Hy.

IF 41 83.1% (0.896) Choice

Leverage

ratio

Debt ratio
SF 43 305.3% -2.314 Anti Hy.

IF 41 584.1% (0.024) ⃰ Choice
Equity

Capital

ratio

SF 43 21.7% -0.033 Null hy.

IF 41 22.0% (0.974) Choice

Fixed ratio
SF 43 207.6% -3.603 Anti Hy.

IF 41 509.0% (0.001) ⃰ Choice
Fixed long

term

fitness rate

SF 43 96.6% -1.792 Null Hy.

IF 41 114.1% (0.078) Choice

Interest

compensati

-on ratio

SF 42 21.4% 1.533 Null Hy.

IF 41 6.4% (0.132) Choice

Financial

cost

Burden

SF 42 2.2% -1.491 Null Hy.

IF 41 3.1% (0.141) Choice

Efficienc

-y ratio

Inventory

Turnover

SF 34 266.1 0.806 Null Hy.

IF 31 139.0 (0.423) Choice

Accounts

Receivable

Turnover

SF 40 45.5 -0.096 Null Hy.

IF 37 47.5 (0.924) Choice

Fixed asset

Turnover

SF 43 4.3 1.078 Null Hy.

IF 41 2.9 (0.287) Choice

Total asset

Turnover

SF 43 1.6 -0.890 Null Hy.

IF 41 1.8 (0.376) Choice

Profitabi

-lity

ratio

Total

Return on

Assets

SF 43 8.0% 0.562 Null Hy.

IF 41 6.7% (0.576) Choice

Total asset

operating

Margin

SF 43 9.8% -0.154 Null Hy.

IF 41 10.6% (0.878) Choice

Return on

Equity

SF 43 31.4% 0.893 Null Hy.

IF 41 1.6% (0.374) Choice

Net profit

Margin

SF 43 9.0% 1.093 Null Hy.

IF 41 5.5% (0.279) Choice

Sales

Margin

SF 43 11.2% 0.784 Null Hy.

IF 41 7.5% (0.435) Choice

Growth

ratio

Sales

Growth

rate

SF 27 33.3% -1.376 Null Hy.

IF 25 71.9% (0.176) Choice

Operating

Profit

Growth

rate

SF 27 353.0% 0.200 Null Hy.

IF 25 313.9% (0.842) Choice

Net Profit

Growth

rate

SF 27 188.3% 0.037 Null Hy.

IF 25 182.7% (0.971) Choice

Total

Asset

Growth

rate

SF 27 33.4% -2.428 Anti Hy.

IF 25 78.8% (0.019) ⃰ Choice

Equity

Growth

rate

SF 27 56.1% 0.275 Null Hy.

IF 25 43.5% (0.785) Choice

Division

After Financial Crisis

N Average
‘t’ Value,

(‘p’-value)

Hypo.

Verifi.

Result

Liquidity

ratio

Current

ratio

SF 48 200.5% 1.526 Null Hy.

IF 31 36.6% (0.131) Choice

Quick ratio
SF 48 192.1% 1.486 Null Hy

IF 31 34.0% (0.141) Choice

Leverage

ratio

Debt ratio
SF 48 481.8% -0.382 Null Hy

IF 31 971.1% (0.705) Choice

Equity

Capital

ratio

SF 48 13.6% 2.453 Anti Hy.

IF 31 -35.8% (0.016) ⃰ Choice

Fixed ratio
SF 48 471.7% -0.429 Null Hy

IF 31 989.8% (0.671) Choice

Fixed long

term

fitness rate

SF 48 120.4% 1.076 Null Hy

IF 31 78.0% (0.285) Choice

Interest

compensati

-on ratio

SF 44 130.8% -0.390 Null Hy

IF 30 -1.2% (0.698) Choice

Financial

cost

Burden

SF 46 2.6% -6.802 Anti Hy.

IF 30 12.3% (0.000) ⃰ Choice

Efficienc

-y ratio

Inventory

Turnover

SF 41 110.7 3.151 Anti Hy.

IF 15 47.2 (0.003) ⃰ Choice
Accounts

Receivable

Turnover

SF 48 26.7 -1.468 Null Hy

IF 25 54.2 (0.154) Choice

Fixed asset

Turnover

SF 48 3.2 1.505 Null Hy

IF 31 1.6 (0.136) Choice

Total asset

Turnover

SF 48 1.3 1.721 Null Hy

IF 31 0.8 (0.089) Choice

Profitabi

-lity

ratio

Total

Return on

Assets

SF 48 2.6% 3.158 Anti Hy.

IF 31 -7.5% (0.002) ⃰ Choice

Total asset

operating

Margin

SF 48 2.3% 2.931 Anti Hy.

IF 31 -4.2% (0.004) ⃰ Choice

Total asset

operating

Margin

SF 48 -97.7% -0.430 Null Hy.

IF 31 -41.2% (0.668) Choice

Net profit

Margin

SF 48 3.5% 3.300 Anti Hy.

IF 30 -16.7% (0.001) ⃰ Choice
Sales

Margin

SF 48 1.7% 2.257 Anti Hy.

IF 30 -8.6% (0.030) ⃰ Choice

Growth

ratio

Sales

Growth

rate

SF 48 17.2% 1.999 Anti Hy.

IF 31 -9.2% (0.049) ⃰ Choice

Operating

Profit

Growth

rate

SF 48 -64.3% -0.486 Null Hy.

IF 31 -10.6% (0.628) Choice

Net Profit

Growth

rate

SF 48 19.4% 1.355 Null Hy.

IF 31 -236.0% (0.179) Choice

Total

Asset

Growth

rate

SF 48 5.5% 4.041 Anti Hy.

IF 31 -17.4% (0.000) ⃰ Choice

Equity

Growth

rate

SF 48 17.5% 1.247 Null Hy.

IF 31 -90.8% (0.222) Choice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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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논문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전 세계적

으로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불황에 처한 한국 건화물 선

사를 대상으로 기업부실의 직접 원인이 유동자금 경색과 재

무상황 악화가 주원인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이러한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주요 재무비율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금융

위기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 이러한 외부 위

기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선사 자체의 위기관리나 대응방안

이 무엇이 있을까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다.

그리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와 그 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현재 한국의 외항 건화물해운기업의 재무추이를

건실기업과 부실기업으로 구분하여 주요 재무비율 22개를 선

정하여 그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차이점

에 대하여 분석하고 어떠한 재무요소에 차이를 나타내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 통해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이들은 해운기업이 건실한

경영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유념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된

다. 이는 우리나라 건화물 해운기업의 저력과 위상을 회복하

는데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해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이기도 하다.

첫째, 해운기업을 경영하는 선사는 해운의 세 가지 요소

(선박, 인적자원, 지속적인 화물의 안정적 확보)인 기본에 충

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박과 인적자원(육, 해상 직원)의 2

가지 요소와 더불어 안정된 수익력이 확보된 운송화물의 지

속적인 확보가 중요한 요건인 것이다. 그러나 부실기업들은

그러한 화물 확보가 충분하지 못하여 외부의 위기를 극복하

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가설검정의 수익성비율에서도

확인 되었듯이 건실기업과 부실기업의 유의미한 차이가 수익

성부분에서 가장 부각되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해운기업 경영에서 재무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무제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재무제표 활용능력

을 길러 현재 재무상태의 파악 및 이를 위기 상황에 활용하

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시 대비체계로 기업을 경영해

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성장성이 지속되는 기업으로 경영해야 한다는 것이

다.

이런 결과는 본 연구에서 얻어진 소중한 수확이며, 해운기

업의 경영도 일반기업의 경영과 같이 역시 주요 재무비율 관

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견고한 경영상태를 유지하는 데 역

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에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 삼고자 한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자료의 규모성이다. 공시가 기본인 상장기업이 많지

않고 대상이 될 만한 표본기업 또한 많지 않아 자료를 습득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그나마 대상이 될 만한 표본기업들

마저도 그 자료가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아 그 연구대상이

지극히 제한적이었다는 점이다.

둘째, 분석한 표본자료의 결과치에 편차가 심하다는 것이

다. 해운업의 특성상 일반기업의 그것과는 분석결과에 대한

평가 해석이 다르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위기

전,후의 차이가 워낙 과대하여 분석에 대한 결과값이 극단적

으로 나타났다거나 실제값은 차이가 있는데 평균값의 차이검

정은 유의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그 차이를 정확히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

건화물 해운선사가 다시 부활하여 다양성을 확보하여 좀 더

많은 표본집단을 형성하여 그 한계를 극복하게 될 수 있기를

기원해본다.

마지막으로 향후에는 우리나라 해운산업에 선종, 업종, 화

물(화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표본크기를 확대하여 자료의

다양성, 접근성, 선택성 등 신뢰도 높은 표본을 확보하여 좀

더 정확한 분석력과 나아가 예측력을 갖출 수 있는 연구가

해운산업 발전에 일조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이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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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I

1) 유동성비율

① 유동비율 =유동부채

유동자산
×

② 당좌비율 =유동부채

유동자산재고자산
×

2) 자본구조(레버리지)비율(안전성)

① 부채비율 =자기자본

타인자본
×

② 자기자본비율 =총자본

자기자본
×

③ 고정비율 =자기자본

고정자산
×

④ 고정장기적합률 =자기자본고정부채

고정자산
×

⑤ 이자보상비율 =이자비용

영업이익
×

⑥ 금융비용부담률 =매출액

이자비용
×

3) 효율성비율

① 재고자산회전율 =연평균재고자산

매출액

② 매출채권회전율 =연평균매출채권

매출액

③ 고정(유형)자산회전율 =연평균고정자산

매출액

④ 총자산회전율 =연평균총자산

매출액

4) 수익성비율(Profitability ratio)

① 총자산순이익률 =연평균총자산

당기순이익
×

② 총자산영업이익률 =연평균총자산

영업이익
×

③ 자기자본순이익률 =연평균자기자본

당기순이익
×

④ 매출액순이익률 =매출액

당기순이익
×

⑤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

영업이익
×

5) 성장성비율(Ratio of Growth)

① 매출액증가율 =전기매출액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

② 영업이익증가율 =

전기영업이익

당기영업이익전기영업이익
×

③ 순이익증가율 =전기순이익

당기순이익전기순이익
×

④ 총자산증가율 =

전기말총자산

당기말총자산전기말총자산
×

⑤ 자기자본증가율 =

전기말자기자본

당기말자기자본전기말자기자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