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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생활용품 선도기업인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에 대하여 재무비율 중심

으로 경영분석을 해보았다. 해당 산업군에서 1위인 아모레퍼시픽이 전반적으로 경쟁사인 LG생활건강

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특히 아모레퍼시픽은 무차입 경영을 의도하고 있어 부채관련 재무적 특성

에서는 매우 양호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성장성은 다소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 서론
생활용품 시장은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LG생활건강과

(주)아모레퍼시픽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본 연구

에는 생활용품을 시작으로 화장품, 콜라음료까지 사

업을 확대한 LG생활건강과 화장품과 생활용품 그리

고 건강식품의 아모레퍼시픽 두 선도 경쟁사의 경영

분석을 재무비율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재무비율로 경영분석을 하는 방법은 재무비율군을

몇 가지로 유사한 특성으로 집단화하여 분석하는 것

이다. 먼저 수익 관련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지표는

크게 수익성지표와 활동성 지표로 구분된다. 먼저 수

익성 비율은 투자자본에 대한 경영성과의 정도, 비용

을 보전하고 이익을 낼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따라서 투자자, 경영자, 채권자 등 이해

관계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정보로

활용된다. 즉 수익성 비율은 기업의 의사결정의 결

과로 나타난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종

합 지표이다.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하는 것은 절

대액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투하된 자본의 단위당 수

익의 크기인 효율성도 높아야 한다.

유동성 관련 비율은 단기채무의 상환능력, 자금사

정을 보여준다. 유동비율은 1년 이내 현금화가 가능

한 유동자산을 1년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유동부

채로 나누어 봄으로써, 단기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성자산이 몇 배나 되는가를 평가하여 단기채무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비율이다. 레버리지 비율은 채

권 보전의 안전도, 원리금 상환능력, 안정성을 측정

한다.

성장성지표는 기업의 당해연도 경영규모 및 기업

활동의 성과가 전년도에 비하여 얼마만큼 증가하였

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기업의 가치는 수익성과

성장성에 의해 결정되고 주가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반영하기 때문에 같은 수익을 내는 기업이라도 향후

성장성이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의 주가가 높게

형성된다. 보통주 평가 비율은 증권시장에서 형성되

는 주식가격과 회계수치를 대응시켜 작성한 비율로

서, 기업의 수익가치나 자산가치에 대한 증권시장에

서의 평가수준을 나타내는 비율이다. 주식가격은 기

업의 수익성과 위험을 종합적으로 반영 하였으므로

투자가치에 따른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중요성

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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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2010 2009 2008 2010 2009 2008

수익성 그룹

총자산영업이익률(%) 17.8 17.7 14.8 17.3 18.1 17.5

자기자본순이익률(%) 28.1 27.6 24.9 18.4 17.4 15.3

매출액영업이익률(%) 12.3 13.0 11.3 16.5 17.0 16.7

매출액순이익률(%) 8.4 11.2 8.9 13.8 12.8 11.1

활동성 그룹

매출채권회전율(회) 9.9 8.7 8.1 15.9 15.2 13.8

평균회수기간(일) 36.7 41.8 45.1 22.9 24.0 26.4

재고자산회전율(회) 12.1 12.3 11.0 11.4 12.8 10.8

총자산회전율(회) 1.5 1.4 1.3 1.0 1.1 1.1

사업부
문

품목 구체적용도 주요 상표등
매출액
(비율)

생활용
품 사업
부

생활
용품

생활용품 및 생활
편의 개인위생 등

페리오,세이,엘라
스틴,자연퐁,Tech,
샤프란

1,088,780
(38.5%)

화장품
사업부

화장
품

세안,보습,피부보호
및 피부화장 등

오휘,더후,이자녹
스,수려한,보닌

1,021,443
(36.1%)

음료 사
업부

음료
수

탄산음료, 비탄산음
료 등

코카콜라, 파워에
이드, 미닛메이드

716,260
(25.4%)

합 계
2,826,483
(100.0%)

사업부
문

품   목 구체적용도 주요상표등
매출액
(비율)

화장품
사업부
문

기   초 세안,보습 설화수, 헤라, 아이오
페, 라네즈, 마몽드,
한율, 오딧세이 등

1,709,102
(83.0%)

메이컵 피부화장

기   타 향수 등

MC&S
사업부
문

개인용
생활용품

모발, 구강,
바디 케어
제품

미쟝센, 해피바스, 덴
트롤, 려, 송염, 메디
안 등

349,412
(17.0%)

녹차 녹차류 설록차

합                  계 -
2,058,514
(100.0%)

3. 분석 대상 두 기업의 현황

먼저 LG생활건강의 경우, 이 회사는 생활용품 부

분, 화장품부분, 음료사업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

다. 국내 시장에서 생활용품산업은 1위, 화장품산업

2위, 음료산업 2위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회사 개

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LG생활건강의 사업부문별 주요품목 매출현황
(단위 : 백만원)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국내 1위 화장품 회사로 국내

1위에 안주하지 않고 미국, 중국 시장들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회사 개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아모레퍼시픽의 사업부문별 주요품목 매출현황
(단위 : 백만원)

4. 사례 회사의 경영분석

4.1 수익 관련 특성 분석
수익 관련 비율을 보면 먼저 총자산영업이익률은

기업이 운용하는 총자산에 대하여 기업의 핵심 영업

활동으로부터 이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양

호한지를 나타낸다. LG생활건강의 총자산영업이익률

이 해마다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아모레퍼시픽은

2009년 조금 상승하였다가 2010년에 다시 17.3%로

하락했다. 자기자본순이익률은 기업에 투자된 자기자

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가를 측정하

기 위한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주주 입장에서 수익

성을 평가하는 비율이다. 자기자본순이익률은 주주들

에게 돌아갈 수 있는 수익력으로서 정기예금 금리

이상이 되어야 효율적이다. LG생활건강은 2010년

28%로 자기자본순이익률이 높은 편으로서 자기자본

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또한

2010년에18.4%로 높은 편에 속하며, 두기업 모두 꾸

준히 증가했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을 매출

액에서 나눈 값으로 핵심영업활동에서의 이익발생능

력, 즉 영업효율성을 측정하는 비율로 이용된다.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두 기업 모두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상승과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2010년에 하락세가 보인다. 매출액순이익률은 순이익

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이자비용과 같은 영업외

비용은 기업의 자금 조달 결정과 재무활동을 나타내

는 재무효율성을 측정하는 비율로 이용된다. LG생활

건강의 경우를 보면 2010년 8.4%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조금씩이긴 하지만 계속 상승

중이며 13.8%를 기록 중이다. 기업의 재무적인 효율

성은 아모레퍼시픽이 더 효율적이다.

[표 3] 수익 관련 특성 분석

다음으로 활동성 비율로 매출채권 회전율은 매출

액을 매출채권(외상매출금, 받을어음)으로 나눈 비율

로서, 매출채권이 현금화되는 속도 또는 매출채권에

대한 투자 효율성을 측정하는 데 이용된다. LG생활

건강의 매출채권회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투자효율

성이 증가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또한 꾸준히 증가

하고 있다. 단순 비교시, 기업의 현금화 속도 또는

투자효율성은 아모레퍼시픽이 더 효율적이다. 이는

아모레퍼시픽의 매출채권관리가 양호함을 뜻한다. 재

고자산회전율은 매출액을 재고자산으로 나누어 구한

비율로서, 재고자산이 연간 몇 회전, 현금화하는지를

나타낸다. 재고자산 회전율은 회전율이 낮을수록 재

고자산이 과대투자 되어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1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춘계 학술발표논문집

- 1035 -

비율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2010 2009 2008 2010 2009 2008

유동성 그룹

유동비율(%) 93.8 77.5 79.9 242.5 253.4 223.2

당좌비율(%) 56.0 48.2 50.1 171.7 189.8 151.8

방어기간비율(일) 47 48.9 51.9 53.2 79.3 72.6

방어기간비율(일) 52.1 56.9 64.2 95.2 105.2 88.7

레버리지 그룹

부채비율(%) 56.6 44.7 53.4 21.1 21.9 23.4

이자보상비율(배) 14.1 14.0 8.8

비유동비율(%) 120.4 119.4 140.4 84.2 82.0 85.4

LG생활건강의 경우 재고자산 회전율이 2008년 11.0

회에서 2010년 12.1회로 증가했다. 두 기업의 수치는

비슷하나, 단순 비교시 아모레퍼시픽의 재고자산회전

율보다 높은 수치로 아모레퍼시픽 보다 더 효율적이

다. 총자산 회전율은 매출액을 총자산으로 나누어 구

하는 비율로서 기업이 보유하는 전체 자산에 대한

이용(투자)효율성을 측정하는 비율이다. 총자산 회전

율이 높으면 총자산 1단위를 투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을 실현하고 있음을 뜻한다. LG생활건강은

2008년 1.3회에서 2010년 1.5회로 조금 증가 하였으

므로 기업운영에 투하된 총자산 이용의 효율성이 개

선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08

년 1.1회에서 10년 1.0회로 조금 하향 되었으므로 총

자산의 이용의 효율성이 조금 감소하였다.

4.2 부채 관련 특성 분석
유동비율은 단기채무상환능력을 판단하는 비율로

높을수록 단기채무에 대한 지급능력이 양호하다고

평가한다. LG생활건강의 경우 2008년 79.9%에서

2010년 93.8%로 약 14% 증가하여 단기채무에 대한

지급능력이 상승해졌다고 볼 수 있지만, 아모레퍼시

픽의 경우 2008년 223.2%에서 2010년 242.5%로 LG

생활건강의 약 2배 이상으로 아모레퍼시픽의 단기채

무 상환능력은 매우 양호하다. 당좌비율은 당좌자산

과 단기부채를 대응시키는 것으로, 단기채무에 대한

지급능력을 평가하는 데 보다 효과적일 때가 있다.

[표 4] 부채 관련 특성 분석

LG생활건강의 경우 2008년 50.1%에서 2010년

56.0%로 증가하여 유동성이 좋아지고 있다. 아모레

퍼시픽의 경우 2008년 151.8%에서 2010년 171.7%로

매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아모레 퍼시픽은 단기

채무에 대한 지급능력(유동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

다. 방어기간은 당좌자산을 1일 평균 현금지출비용액

으로 나눈 것인데 LG생활건강의 경우 2008년 64.2일

에서 2010년 52.1일로 감소해 자금사정이 나빠진 반

면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2008년 88.7일에서 2010년

95.2일로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부채비율을 보면 LG생활건강의 경우, 2008년

53.4%에서 2009년 44.7%로 호전되었다가 2010년에는

56.6%로 하락했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08년 23.4%

에서 10년 21.1%로 매해 조금씩 부채비율이 감소하

고 있고 LG건강보다 부채비율이 현저히 낮으므로

채권보전의 안전도는 아모레퍼시픽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자보상비율은 이자지급능력을 나타내는

비율로서 이자비용에 충당되는데 몇 배의 여유가 있

는지, 그 안전도를 나타낸다. LG생활건강의 경우, 08

년에 8.8배에서 매년 증가하여 10년 14.1배로 안전도

가 높아지고 있고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이자비용이

란 계정 자체가 없다. 현금 및 현금성자산 1,945억원

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무차입경영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자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상태이

다. 비유동 비율은 조달된 자본이 고정자산에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를 측정함으로써 조달과 운용 사이

의 균형관계를 판단하는 비율이다. LG생활건강의 경

우 08년 140.4%에서 120.4%로 낮아졌고. 아모레퍼시

픽도 08년8 5.4%에서 조금씩 감소하여 10년 84.2%로

감소하였다. 이는 두 기업의 장기 안정성이 높아 졌

다고 볼 수 있다. 고정자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

큼의 금액을 다른 곳으로 투자하였다고 볼수 있으며,

이는 사업확장 및 현금의 유동성이 늘어났다고 볼수

있다.

4.3. 성장성 관련 특성 분석
매출액 증가율은 기업의 외형적인 신장세를 나타

내는 대표적인 비율이다.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

픽 두 기업 모두 09년에 비해 10년도 매출액 증가율

이 감소한 것을 보았을 때 기업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매출액 증가율의 감소는 결국 시장점유율의 하

락을 의미하므로, 원자재 가격의 인상이나 판매량의

감소 등에 기인한 원인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순이

익 증가율은 기업활동의 최종성과인 순이익이 전기

에 비해 증가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성과인 영업외손익뿐 아니라, 특별손익을

모두 반영한 총괄적인 경영성과의 변화율을 나타낸

다.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두 기업 모두 2010

년 순이익 증가율이 미비하다. 총자산증가율은 기업

의 외형적 규모의 신장을 나타내는 비율이다. 총자산

증가율 또한 두 기업 모두 비율이 감소하였다. LG생

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매출액 증가율과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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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2010 2009 2010 2009

매출액증가율(%) -46.0 -11.2 -14.1 -13.4

순이익증가율(%) -27.8 -29.5 -20.6 -24.6

총자산증가율(%) -42.4 -7.2 -15.3 -12.5

비율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2010 2009 2008 2010 2009 2008

PER 46.3 30.1 27.9 27.6 28.5 26.5

PBR 10.5 8.3 6.9 5.1 5 4

표 3. 6 보통주평가비율

자산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장 점유

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기업성장이 바람직한 방향으

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자산재평가 실시

여부와 실시시기에 따라서 장부상의 자산가액이 실

제보다 과소계상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여러 기업 간

의 상호비교분석 시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표 5] 성장성 관련 특성 분석

4.4 보통주 가치 관련 특성 분석
보통주 평가 비율로 주가수익배수(PER)은 현주가

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것으로 기업이 벌어들이고

있는 1원의 이익에 대한 증권시장의 투자자들이 얼

마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기

업의 단위당 이익발생능력에 대한 상대적 주가수준

을 나타낸 것이다. 화폐1원은 똑같지만 투자자가 지

급하는 대가가 다른 이유는 이익발생능력의 질에 차

이가 있음을 반영한 결과이다. 즉 기업의 수익성, 성

장성, 위험성들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지표이다. LG생

활건강의 주당이익인 8,415원 주가는 42,2000원, 아모

레퍼시픽의 주당이익은 41,219원 주가는 1,090,000원

이다. 동종업계 PER는 대략 22.47이다. LG생활건강

은 PER가 계속 상승중이고 2009년에서 2010년 상승

폭이 크다. LG생활건강은 동종업계 PER보다 20이

상이 높으므로 고평가 되어 있다. 고평가 되었기 때

문에 LG생활건강은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서 주가가

높이 평가 되었고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적다.

그 이유로는 해태음료 인수에서 비롯되었다. 그에 반

해 아모레퍼시픽은 동종업계 PER에 비해 5정도 높

은 수치로 고평가 되어 있지만 LG생활건강에 비해

서는 저평가가 되어 있으므로 PER로만 본 투자가치

는 아모레퍼시픽이 더 좋다.

[표 6] 보통주 가치 관련 특성 분석

주당순자산배율(PBR)은 주가를 주당순자산가치로

나눈 비율로 주가와 1주당 순자산을 비교한 수치이

다. 즉 주가가 순자산(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

금의 합계)에 비해 1주당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이 비율은 주주지분의 자산가치

에 대한 상대적 주가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미래수익

성 전망이 좋고 자산 운용이 효율적일수록 PBR비율

이 높게 된다. LG생활건강의 PBR은 2010년 10.5이

다. 이는 고평가 되어 있으므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

성은 적으나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아모레퍼

시픽의 PBR은 2010년 5.1로 이 또한 고평가 되어있

다. 그러므로 주가 상승 가능성은 적으나 LG생활건

강보다는 높은 편이다.

5. 결론

기업에 있어서 모든 투자는 궁극적으로 재무적 성

과에 연관되어야 한다. 재무분석을 통하여 그 기업이

투자대비 성과가 얼마나 되며, 기업의 안전성 등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으며, 이런 상호비교 분석을

통하여 기업경영의 잘못된 방향을, 원인분석과 해결

방법을 통해 올바른 기업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본 연구가 채택한 두 개의 사례회

사는 우리나라 생활용품 산업의 점유율이 1, 2위인

기업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의 재무적인

경쟁력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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