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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financial statements and analyze the financial soundness of contract foodservice 

management companies(CFMC) using the financial ratio. The statistical data analysis was completed using Microsoft Excel(ver.2007) for the 

trend line equation and using SPSS Win(ver.18.0) for wilcoxon-rank sum test. Increased asset, debt, capital and sales occurred in most of the 

CFMCs, but the financial trend of firm D decreased for operating profit and net profit. The financial ratio for investigating a firm's financial 

soundness was based on liquidity, stability, profitability, activity, and growth through financial statements. Most of the CFMCs had maintained 

outstanding financial soundness from 1999 to 2011. The financial statements during the decade were verified and fluctuated. The directly 

affected CFMCs by a school foodservice' sanitation accident had maintained better financial statements than those of other CFMCs. Therefore, 

there was opportunity for directly affecting CFMCs involved in school foodservice' sanitation accident to diversify the business portfolio of the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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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1) 

비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던 단체급식은 다양한 고객 대상

을 보유한 다점포 급식체제의 위탁급식기업에 의한 내실경영

과 혁신활동을 통해 산업발전을 가속화시키고 있음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Yang IS와 Park MK 2007b). 위탁급식업은 

일 최소 1식에서 3식 및 간식까지 제공하는 등 특정 다수 고

객으로 일평균 매출이 확보되고 해당 매출액 또한 타 제조기

업 대비 높아 국내 대다수의 대기업이 사업에 뛰어든 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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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으로 성장하였다. 

국내 위탁급식업체는 지난 2000년대에 학교급식의 위생사

고 및 영양교사화, 병원급식의 의료수가제 변화, 산업체 급식

의 근로자 건강증진 정책 추진 등의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빠른 대응과 자구적인 노력으로 양적으로 괄목

할만한 성장을 이루어왔으며(Yang IS와 Park MK 2007a, Yang 

IS와 Park MK 2007b), 이의 유지 및 성장을 위한 부단한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그 영업의 종류는 

일반 대중음식점과 마찬가지로 식품접객업으로 분류․관리되었

으며, 2003년 3월에 이르러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위탁급

식영업’의 업종이 신설되어(Park MK와 Yang IS. 2005b),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 21조(영업의 종류) 8호 마목에 의거‘집단

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

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으로 규정함으로써

(2010년 3월 개정) 위탁급식업종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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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급식산업의 위탁급식업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시장 

점유율 확보가 어렵다는 평가로 위탁급식업체들은 양적 성장

에서 수익성 위주의 사업으로 재편하는 등 내실다지기에 집

중하고 있다(Park ME 2005). 즉 식자재유통과 외식사업, 컨세

션(concession)시장에 진출하여 경쟁하는 등 다양한 신규 사업

진출에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위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Lee HA와 Han KS 2009, Yang 

IS와 Park MK 2007b). 

현재 위탁급식업체는 개인업체까지 포함하면 대략 1,000여 

개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법인 형태는 100여개 업체이며 

이 중 50여 업체는 평균 50억 이상의 매출액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Yang IS와 Park MK 2007a, Yang IS와 Park MK 

2007b), 2008년 9개 대기업의 매출총액은 3조 5천억 여원으로 

잠정 집계되었고, 이들 대기업군의 매출은 7조원 정도로 추정

되고 있어 전체 급식 시장에서 5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

다(Lee HA와 Han KS 2009, Lee YJ 등 2011, Korea 

Foodservice information 2009). 

이처럼 위탁급식업은 대부분의 상위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

이 대부분의 시장점유율(market share)을 차지하고 이들의 주

도로 산업이 이끌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 기업의 재무건

전성을 살펴봄은 국내 위탁급식 산업 전반의 재무상황을 살

펴보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Spears MC와 Gregoire 

MB(2004)에 의하면 급식산업에서 재무관련 비율 분석은 재무 

상태 및 영업의 효율성 등 경영자에게 운영 관련 의사결정 

및 운영의 통제를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내 위탁급식업체는 전체 기업수 대비 상장

기업 및 자산규모 70억 이상의 기업과 이를 유지하는 법인기

업의 수가 적어, 이들 기업의 외부 회계 감사자료 자체가 미

미하다. 따라서 이들 기업의 재무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부

재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지난 10여 년간의 국내 

위탁급식업체의 재무건전성 추세 분석은 국내 위탁급식업 전

반의 재무 상태를 살펴보고 향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자료

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정기업이 재무적으로 건전하다는 것은 동 기업이 안정성

이 있으면서 동시에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아 기업경영의 연

속성이 보장되고 대외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태를 의미한다(한국은행 경기본부 2006). Lee KB와 Ji 

SH(2012)는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6가지 주요 재무지표인 수

익성, 안정성, 성장성, 활동성, 생산성, 시장가치를 통해 살펴

보았으며, 한국은행(2006)의 경기지역 기업의 재무건전성 분

석에서는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 활동성의 지표를 활용하고, 

2010년과 2012년 기업경영분석에서는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등의 재무구조 분석이 이루어졌다(한국은행 2010, 한국은행 

2012). 생명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재무건전성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에서는 수익성, 유동성, 경영관리의 부문이외의 보

험회사의 특수성인 지급여력, 자산건전성을 함께 평가하여 분

석이 이루어졌다(Park HG 2004). 기업의 재무건전성 측정방

법에는 개별 재무지표의 평균을 분석하는 방법, 여러 개의 개

별 재무지표를 종합하여 분석하는 방법, 재무지표의 분포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한국은행 경기본부 2006). 기업의 재무

건전성 측정방법 중 개별 재무지표의 평균을 분석하는 방법

은 추세분석에 용이하지만 소수 우량 대기업의 경영성과에 

좌우되어 하위 다수 기업의 상황이 간과될 가능성이 있다(한

국은행 경기본부 2006).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위탁급식

업의 경우에는 외부회계감사법 대상의 기업자체가 대부분 소

수의 대기업이고 이들에 의해 산업의 시장점유율이 50%를 육

박하는 바, 이들의 재무지표 추세 분석은 평균을 이용하고자 

하며, 세부분석은 기업 규모에 따른 분류를 통해 기업 규모간 

격차를 해소하여 분석하였다.

국내 관련 산업에서의 재무분석 연구로는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의 수익성과 영향요인 분석(Choi 등 2007) 및 관광호텔을 

대상으로 한 수익성 분석(Choi 등 2008)이 있다. 급식기업 대

상이 아닌 기업 보유 업장인 급식소를 대상으로 급식비용 분

석이 이루어져 원가분석의 개념으로 연구가 수행된바 있다

(Kwak TK 등 2003). 위탁급식업체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는 위탁급식업체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에서 일부 재무 

분야가 포함되어 있으나(Park 2004, Yang IS 등 2004, Park 

MK와 Yang IS 2005a, Park MK와 Yang IS 2005b, Kim HJ와  

Kim JY 2009, Kim HJ 등 2011), 해당 연구에서는 재무 수치

나 비율이 직접적으로 활용되기보다는 점수로 변형되어 간접

적으로 활용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위탁급식업체를 대상으로 회계개

념을 도입한‘Skankia navigator’를 적용하여(Edvinsson L 

1997a, Edvinsson L 1997b, Edvinsson L와 Malone M 1997) 개

발된 위탁급식전문업체 지적자본 측정도구의 재무 항목 지표

인 수익성, 활동성, 성장성, 유동성, 안정성지표를 통해(Park 

MK 2004, Park MK와 Yang IS 2004, Yang IS 등 2004) 전자

공시시스템에 공시되기 시작한 1999년부터 2011년까지의 국

내 위탁급식업체의 재무건전성 추세를 살펴보고자하였다. 또

한 세부 분석으로 2006년을 기점으로 10여년 간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분류하여 기업 규모별 재무건전성 및 학교급식 위

생사고 전후의 기업간 재무건전성 차이를 분석해 봄으로써 

이후 기업의 재무건전성 변동사항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

를 통해 국내 급식산업 전반의 재무건전성을 진단하고 향후 

산업의 지속가능성의 안정화 정도를 예측하는데 중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표본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외부회계감사법(이하 외감

법이라 칭함)에 의거 직전 사업 연도(회계 감사 연도) 말 자

산총액이 70억 이상의 주식회사는 의무적으로 재무제표 자료

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 되는 급식기업만을 표본기업으로 선정하되, 다음의 조

건을 만족하는 기업을 본 연구의 대상기업으로 선정하였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기업

∙ 1999년부터 2011년까지의 자료 중 최소 8년 이상의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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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자료를 모두 공시한 기업

∙위탁급식업, 외식 및 컨세션 사업을 기본 사업으로 영위

하는 기업

∙재무정보에 오류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

그 외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및 재무제표는 연구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위탁급식업이 사업부 혹은 기업 내 일부 브랜드로 운영

되는 기업(2개 법인 제외)

∙조사 기간 내에 타기업의 자본 잠식으로 위탁급식업이 

기업의 소규모 사업분야로 전환된 기업(3개 법인 제외)

∙조사 기간 내의 감사보고서 자료가 연속적으로 공시되지 

못한 기업. 즉 조사기간 동안 자산규모가 70억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1년 혹은 2년만 공시된 기

업(3개 법인 제외)

∙기업 자체 회계감사보고서는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어 해당 회기년도 자료 제외

위와 같은 기업을 선정한 결과 모두 8개 기업이 선정되었

으며, 대부분이 전국을 대상으로 위탁급식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었으나 그 중 1개사는 부산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을 시행

하고 있었다. 선정된 기업은 대부분 대기업 계열사이며, 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조사기간 중 사명이 변동되었고, 그 중 한 

법인은 12월말 결산에서 9월말 결산으로 변동되어 해당 회계

연도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 시에는 이를 명시하였다. 자료의 

기업명은 현재 국내 자산규모 70억 이상의 위탁급식업의 수

가 적고 이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있어 결과를 제시하는데 

있어 알파벳을 활용하여 제시하였고, 기업의 영문 이니셜과는 

무관하게 단순 무작위 순위의 알파벳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이해하는데 있어 자료와 관련하여 표본 대상기

업은 비균형 패널자료(unbalanced panel data)로 시계열(time 

series)의 특성과 동일 대상 기업(cross-sectional)의 특성을 모

두 포함한 자료이면서, 기업에 따라 연도별 자료의 존재 정도

의 차이가 있다. 예들 들어 A사의 경우에는 1999년부터 2011

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나, C사의 경우에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사업분야가 위탁급식

업 이외의 식재 등의 사업부문이 모두 포함된 감사보고서상

의 재무제표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또한 조사대상 기간 

중 회계기준이 한국기업회계기준(K-GAAP; Korea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에서 2010년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K-IFRS; Korean International Financing Reporting 

Standards)으로 변경되어 회계 감사가 이루어져 이전 시계열

과의 연속성은 다소 떨어지나, 이는 대상 기업이 모두 적용되

는 바 모두 자료로 활용하였다(한국은행 2012, 금융감독원 전

자공시시스템 2012). 

2. 연구방법

1) 기업 재무 및 손익 추세분석

조사대상 위탁급식업체별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자산, 부

채, 자본 계정 및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추세분석을 

실시하였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기업 재무제표에 

관련 지표들을 데이터로 코딩하여 Excel 2007을 활용한 추세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재무비율 추세 및 재무건전성 비교 분석

Park(2004)과 Yang IS 등(2004)의 연구에서 활용한 위탁급

식전문업체 지적자본의 측정항목 중 재무에 해당되는 지표

(indicator)인 수익성, 활동성, 성장성, 유동성, 안정성지표를 

산출(금융감독원 2012, 박정식과 박종원 2007)하고 이의 추이

를 봄으로써 관리회계의 개념과 재무회계의 재무건전성에 모

두 활용된 지표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Park MK와 Yang IS 

2004, Park MK와 Yang IS 2005a, Park MK와 Yang IS 2005b).

기업의 유동성(liquidity)은 유동비율(CR)을 계산하였고, 안

정성(stability)은 부채비율(DER)과 이자보상비율(ICR)을 계산하

였다. 수익성(profitability)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에는 총자산

순이익률(ROA)과 매출액순이익률(PM)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기업의 활동성(activity)은 총자산회전율(TAT)을 통해 살펴보았

으며, 성장성(growth)은 매출액증가율(IRS)과 순이익증가율

(IRP)을 계산하여 분석하였다. 해당 지표의 세부 속성

(attributes)으로 산출된 재무비율 및 수식을 정리하면 다음 

Table 1과 같다.  

재무 비율 분석 및 추세 분석은 Excel 2007을 활용하였고, 

이의 영향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내용분석은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시스템의 각 기업 회계감사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SPSS 통계 package(ver.18.0)를 이용하여 2006년을 기점으

로 각 기업의 재무비율을 2분위하여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나

타내는 재무비율을 wilcoxon 부호-서열 검증을 실시하였다(이

학식과 임지훈 2011). 여기서 2006년은 1999년부터 2011년까

지의 조사대상 기간의 중위(median) 회계연도이면서 학교급식 

위생사고로 인해 학교급식법 전면개정이 이루어졌던 회계연

도로 해당 회계연도에 급격한 손실을 발생한 기업이 존재하

여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분할하였다. 또한 기업규모 차

이에서 야기되는 우량 대기업으로 인해 그 외의 기업상황이 

가려지는 현상이 있었는지 검증하기 위해 기업규모별(상위대

기업/중견대기업), 학교급식 위생사고의 직접적 영향 기업 및 

간접적 영향 기업별로 분류하여 각 기업의 2006년 기점 재무

비율의 변동 사항을 wilcoxon 부호-서열 검증을 실시하였다

(Yang IS 등 2011). 기업규모는 1차 분석한 기업의 재무 및 

손익 추세분석을 통한 기업 수익분포를 토대로 2011 회계연

도 기준 자산규모 2천억원, 매출액 5천억원, 당기순이익 100

억원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학교급식법 위생사고의 직접

적 영향 기업 및 간접적 영향 기업은 2006년 학교급식 업장 

운영여부, 2006 회계연도에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의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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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Sales Operating profit Net profit

Trend line equation R
2

Trend line equation R
2

Trend line equation R
2

A y = 5×10
10χ - 3×10

10
0.9278 y = 3×10

9χ - 2×10
8

0.929 y = 2×10
9χ - 2×10

9
0.935

B y = 6×10
10χ + 2×10

11
0.615 y = 5×10

8χ + 3×10
9

0.0571 y = 3×10
8χ + 2×10

9
0.0192

C y = 4×10
10χ - 2×10

11
0.7771 y = 5×10

8χ - 2×10
9

0.9002 y = 2×10
8χ - 6×10

8
0.4365

D y = 6×10
9χ + 4×10

10
0.6799 y = -1×10

8χ + 1×10
9

0.1684 y = -1×10
8χ + 9×10

8
0.1257

E y = 9×10
10χ - 3×10

10
0.984 y = 4×10

9χ + 6×10
9

0.8754 y = 3×10
9χ + 2×10

9
0.897

F y = 2×10
10χ + 9×10

9
0.9286 y = 4×10

8χ + 2×10
9

0.6912 y = 5×10
8χ + 2×10

8
0.6843

G y = 5×10
10χ - 6×10

10
0.7511 y = 3×10

9χ - 5×10
9

0.8356 y = 3×10
9χ - 1×10

10
0.7853

H y = 3×10
7χ + 3×10

10
0.0014 y = 1×10

8χ - 2×10
8

0.2526 y = 8×10
7χ - 7×10

8
0.0345

Table 2. Trend line equation of profit and loss by CFMCs

Indicators Attributes
1)

Formula Equation no.

Liquidity CR(%)  

 
×  Eq. (1)

Stability

DER(%) 

 
×  Eq. (2)

ICR(%)  

 
×  Eq. (3)

Profitability

ROA(%)  

 
×  Eq. (4)

PM(%) 

 
×  Eq. (5)

Activity TAT(th)  


Eq. (6)

Growth

IRS(%)  

 
×  Eq. (7)

IRP(%)  

 
×  Eq. (8)

1)
CR : Current Ratio, DER :　Dept Equity Ratio, ICR : Interest Coverage 

Ratio, ROA : Return on Asset, PM :　 Profit Margin, TAT : Total 

Assets Turnover, IRS : sales growth rate, IRP : profit growth ratio 

Table 1. Formula of indicators and attributes on financial statement

대비 손실 여부의 3가지 기준을 근거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

은 분석을 통해 2006년 전후의 재무건전성 변동, 기업규모에 

따른 재무건전성의 변화, 학교급식 위생사고에 따른 재무건전

성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2000년대 전반기와 

후반기의 재무건전성의 변화 여부와 기업규모 및 사회변화에 

따른 재무건전성의 변동사항을 확인해 보았다. 

Ⅲ. 연구결과 및 고찰

1. 기업 재무 및 손익 추세분석

외감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는 기업으로 연구 조건

에 부합되는 위탁급식전문업체 8개사의 자산, 부채, 자본계정

(김혁 등 2010) 및 손익 추세를 분석한 결과를 Figure 1에 나

타내었다. 결과를 해석하기 전에 G사의 경우에는 2010년 7일 

계열사와 합병하여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급격한 증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명시하고자 한다. D사는 2001 회계연도 까

지는 12월을 기준으로 회계감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나, 2002

년 이후부터는 9월을 기준으로 회계보고서가 제출되어 2002

년의 감사보고서의 경우에는 반기의 재무자료만 사용되었음

을 고려하여 결과해석에 참고하였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연도 간 등락폭의 차이는 있으나 자산, 

부채, 자본 모두 증가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의 

증가는 2010년 합병에 의해 급격한 증가를 보인 G사를 제외

하고는 A, C, E, F사가 약간의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부채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급격한 기울기의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도 기업의 부채가 꾸준히 큰 증가추세인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산의 증가는 자본에 의한 증가보다는 부채에 의한 

증가로 인해 해당 기업의 자산의 증가폭이 나타난 것으로 보

인다. 여기서 부채가 증가함은 기업의 단기 채무 및 장기 채

무가 증가함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이는 기업의 운영상의 어

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으로 인한 부채보다는 매출액, 영업이

익, 단기순이익이 증가추세임을 감안할 때 기업에 따라서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위한 채무증가보다는 기업의 성장을 위한 

투자 목적성 채무증가로 예측된다. 

매출액, 영업이익(손실), 단기순이익(손실)의 손익을 나타내

는 경영성과 지표의 경우에는 각 기업별 운영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바, 연도별 변화 추이를 추세선을 통해 좀 더 명확

하기 표기하였다(Figure 1). 대부분의 기업에서 매출액, 영업

이익, 단기순이익 모두 증가추세인 것으로 보여지나, B, C, H

사의 경우에는 2006년의 특정 시점에 영업손실, 당기순손실로 

급격한 감소 현상을 보인다. 해당 기업의 경우에는 학교급식

업장을 다수 운영하고 있던 기업으로 해당년도에 학교급식 

위생사고로 인한 순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B사의 

경우에는 학교급식 업장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전체 기업 운

영에서 학교급식업장의 손실의 폭이 전체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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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rend analysis of finance and profit indicator on CFMCs

기업의 2006년도 감사보고서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학교급식 

업장을 모두 철수하며 보상금 및 위약금으로 지출된 비용의 

폭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H사의 경우에는 해당 회

계연도의 감사보고서에 의거 특별세무조사 결과 추징 세액이 

늘어 별도의 비용이 늘어난 사유도 함께 나타난 것으로 사료

된다. 

이에 각 기업의 손익 구조 추세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

해 매출액, 영업이익(손실), 당기순이익(손실)의 1999년부터 

2011년까지의 추세선과 해당 식을 산출한 결과 다음 Table 2

와 같다. 각 추세선의 기울기가 양(+)의 방향으로 절대값이 

클수록 해당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증가폭

이 큰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며, 해당 추세식의 R²를 통해 해

당 추세선의 설명력에 의해 해당 값의 예측을 좀 더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매출액은 8개사 모두 양(+)의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경우에는 D사가 현재 

음(-)의 기울기를 보여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igure 1과 비교해 볼 때 2007년 이후 매출액이 감소추세이

Operating profit Net profit

SalesTotal capital

Total asset Total d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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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  : Current Ratio

DER  : Dept Equity Ratio

ROA  : Return on Asset

PM  : Profit Margin

TAT : Total Assets Turnover

IRS  : Sales growth rate

IRP  : Profit growth rate

Fig 2. Financial ratio tendency of CFM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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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부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으로 

흑자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당 기업의 경우에는 

추세식으로는 현재 감소이나 2011년 이후 흑자 운영이 지속

된다면 추세식의 변동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매출액의 증가폭이 가장 크게 변화된 기업은 E사이나, 영

업이익의 증가가 가장 높은 기업은 B사인 것으로 나타났고, 

당기순이익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난 기업은 H사와 F사인 것

으로 나타났다. H사의 경우에는 R²가 0.0345로 설명력이 낮

으므로 해당 기업의 당기순이익 예측 추세의 기울기는 사회

변화에 따른 변동 폭이 큰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F사

의 경우가 당기순이익이 R²= 0.6843으로 설명력이 뒷받침된 

상태에서‘y = 5×10
8
χ + 2×10

8
’의 안정적인 변동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F사가 지난 12년간 사회변화에 변동 없

이 꾸준히 순이익 상승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기업의 재무건전성 추세 분석

기업의 재무비율들을 이용한 추세분석과 이의 세분화된 분

석은 기업의 과거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쉽게 고찰할 수 있

게 해준다(Choi KW 등 2008, Choi KW 등 2007). 

이에 기업의 유동성,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 성장성에 관

한 재무비율(financial ratio)을 각각 계산하여 각 연도별 추세

를 분석하여 다음 Figure 2에 제시하였다. 기업의 단기채무능

력을 알 수 있는 유동비율(Table 1 Eq.(1))을 분석한 결과 유

동자산이 유동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100%를 지속적으로 상

회하는 기업으로는 A사와 D사로 나타났고, E, F, B, G사의 

경우에는 단기채무 능력이 100%를 기준으로 등락을 하고 있

으며, G사와 H사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100%미만 인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2개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는 비교적 단기채무 상환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된다. 기업의 장기채무능력으로 안정성(stability)을 예측할 수 

있는 부채비율(DER)의 분석결과 H기업의 변동 폭이 큰 것으

로 나타나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이 큰 것으로 분석되어 

해당 기업의 안정성 유지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

분의 기업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유사 비율을 유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H사의 경우 Figure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업 규모가 타기업보다 작으며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특수성이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기업의 수익성(profitability)을 나타내는 총자산순이익률

(ROA)과 매출액순이익률(PM)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A, E, G

사의 수익성이 타 기업 대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2006년

에는 B사와 H사의 수익성이 급격한 변화를 격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이 중 G사는 2004년 이후 매출액 순이익률이(PM) 

동종업계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이는 해당기업매출액 대비 높은 당기순이익을 

달성하고 있으며(Table 1 Eq.(5)), 2010년 계열사 합병을 통해 

계열 기업의 수익성을 증가하기 위함일 가능성이 크므로 합

병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기업의 활동성(activity)을 나타내는 총자산회전율(TAT)을 계

산하여 연도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10년 합병으로 인해 자

산의 급격한 증가를 함으로써 매출액 대비 자산의 비율이 높

아진 G사와 2009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H사를 제외하고 대

부분의 기업의 경우에는 2.0에서 4.5 사이에 지속적으로 유지

하며 분포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G사는 합병에 

의해 자산 보유가 높아짐으로 인한 것이므로 위탁급식업 이

외의 타 사업 병행이 높아진 것이므로 해당 기업의 자산 이

용률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은행(2012)에 따르면 

국내 산업의 TAT는 2011년 기준 0.94, 대기업은 0.95, 중소기

업은 0.82로 나타났으며, 서비스업의 경우 2010년 0.99에서 

2011년 0.89로 나타났다. 이에 국내 대부분의 위탁급식업체의 

경우 자산을 이용한 매출액은 타 산업 대비 높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매출액증가율(IRS)과 순이익증가율(IRP)을 통한 국내 위탁급

식업체의 성장성(growth)을 살펴본 결과, B사와 C사의 IRS의 

변동 등락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IRP는 B사와 H사의 

등락폭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대부분의 기업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IRS의 경우 대부분 기업이 10여년간 

양(+)의 수치를 유지하고 있어 매출액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

음을 나타내며(Table 1 Eq.(7)) 이는 Figure 1의 추세에서 나

타난 바와 같다. 그러나 IRP의 분석결과 연도별 순이익 증가

율은 IRS와는 상이하게 양(+)과 음(-)을 변동하고 있어 기업들 

간 순이익은 1999년부터 2011년까지 매해 전년대비 증가와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영분석 결과(2012), 서비스업의 매출액증가율은 2009년 

-3.9%, 2010년 17.3%, 2011년 12.2%로 본 연구와 같이 등락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국내 위탁급식업체의 재무건전성

은 1999년 이후 꾸준히 유사하게 건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

으며, 이와 같은 재무건전성의 유지는 각 기업이 지속적으로 

사회변화와 연차별 기업성과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구

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대기업 위

주의 산업 구조를 고려해 볼 때 급식산업의 연속성은 향후에

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3. 재무건전성 비교 분석

기업의 재무건전성 측정방법 중에 개별 재무지표의 평균을 

분석하는 방법은 추세분석에 용이하지만 소수 우량 대기업의 

경영성과에 좌우되어 하위 다수 기업의 상황이 간과될 가능

성이 있다(한국은행 경기본부 2006). 하지만 국내 위탁급식업

의 경우에는 외부회계감사법 대상의 기업자체가 대부분 소수

의 대기업이고 이들에 의해 산업의 시장점유율이 50%를 육박

하는 바, 이들의 재무지표 추세 분석은 평균을 이용하고자 하

며, 세부분석은 기업 규모에 따른 분류를 통해 기업 규모간 

격차를 해소하여 분석하였다. 

1) 연도간 재무건전성 비교 분석

상기 국내 위탁급식업체 재무 및 손익 분석과 재무비율 및 

추세 분석결과를 토대로 수익에 이상 변동을 나타낸 학교급

식 위생사고 발생 회계연도이자 조사기간의 중위(median)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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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ors Attributes
1)

Early Late rank 

sum
Z

m min max m min max

Liquidity CR(%) 98.6 52.4 137.0 115.4 65.6 198.6 12.0 -0.840
n.s

Stability
DER(%) 244.3 86.2 724.1 137.9 49.2 303.3 9.0 -1.260

n.s

ICR(%) 9765.7 187.0 42116.2 422799.6 217.1 1654687.7 10.0 -1.120
n.s

Profitability
ROA(%) 6.9 0.5 15.9 5.0 -0.6 12.5 6.0 -1.680

n.s

PM(%) 2.2 0.2 4.3 2.3 0.0 6.0 17.0 -0.140
n.s

Activity TAT(th) 3.2 2.7 4.0 2.7 1.5 4.0 7.0 -1.540
n.s

Growth
IRS(%) 21.4 -1.4 34.5 18.4 0.2 50.8 11.0 -0.980

n.s

IRP(%) -2.1 -101.5 113.1 -20.4 -245.6 39.4 13.0 -0.700
n.s

1)CR : Current Ratio, DER :　Dept Equity Ratio, ICR : Interest Coverage Ratio, ROA : Return on Asset, PM :　Profit Margin, TAT : Total Assets 

Turnover, IRS : sales growth rate, IRP : profit growth ratio 

rank sum : rank sum of late-early
n.s not significant

n=8

Table 3. Analysis of financial statement by period through 2006 year

계기간인 2006년을 기점으로 조사대상 전체 기업의 재무건전

성 변동 여부를 살펴보았다. 

2000년대 상하반기의 기업의 재무 지표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Table 3에 나타내었다. 유동성,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 

성장성의 모든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위탁급식업체는 2006년 전후 재무건전성에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내 위탁

급식업체는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지난 10여 년간을 2분할

하여 분석한 결과 재무건전성이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학교급식법 개정 및 영양교사화, 병원급식 

식대수가 변화 등 급식산업에 다양한 사회변화 및 영향요인

이 있었으나, 위탁급식산업 전반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론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변화이겠으나, 조사기간 중의 

기업별 재무건전성이 긍정적인 수준이었고, 또한 2000년대 이

후 경기 불황이 이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기존의 재무건전

성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급변

하는 환경에서도 자구적인 노력에 의해 재무건전성이 유지되

고 있는 바, 향후에도 각 위탁급식업체의 재무건전성이 유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기업규모 및 학교급식 위생사고에 따른 재무건

전성 변화 분석

(1) 기업규모에 따른 재무건전성 변화 분석

기업 규모에 따른 2000년 상하반기 재무건전성의 변동여부

와 학교급식 위생사고에 직접적 영향을 받았던 기업과 그렇

지 않았던 기업으로 분류하여 재무건전성의 영향여부를 살펴

보고자 하였다(Table 4).

국내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2조와 

3조에 의거(대통령령 제 23527호) 그 정의와 범위가 정해져 

상시 근로자수, 자산총액, 자기자본 총액, 직전 3개 사업년도 

평균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경우에

는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23864호) 제 12조 2항에 의거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로 정해져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2). 하지만 국내 위탁급

식산업의 경우에는 조리종사원을 외부위탁하거나 임시직으로 

운영하는 경우 등이 있어, 실제 기업의 규모 대비 중소기업으

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주)아워홈의 경우

에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조사대상 

기업은 현재 한곳을 제외하고 모두 자산 규모 70억 이상의 

대기업 계열사이므로, 이에 Park MK(2004)와 Park MK와 

Yang IS(2005b)의 연구에서 활용한 바와 같이 위탁급식업체의 

현황과 업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분류하였다. 

기업규모는 조사대상 기업의 재무 및 수익의 분포를 통해 

2011 회계연도 기준 자산규모 2천억원, 매출액 5천억원, 당기

순이익 100억원을 기준으로 상위대기업과 중견대기업으로 분

류 및 명명하였다. 이는 현재 조사대상 기업이 모두 자산규

모 70억 이상의 외감법 대상기업이며, 대부분의 기업이 대기

업 혹은 대기업 계열사이기 때문이다. 통계분석 결과, 통계적

으로 유의적이지 않아 대기업과 중견대기업 모두 2006 회계

연도 전후 재무건전성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4). 

(2) 학교급식 위생사고에 따른 재무건전성 변화 분석

학교급식법 위생사고의 영향 기업 및 비영향 기업은 2006 

회계연도 기준 학교급식 업장 운영여부, 영업이익 및 당기순

이익의 전년 대비 손실 여부의 3가지 기준을 근거로 두 개의 

군으로 분류하였다. 즉 비영향 기업군에는 A, D, E, F, G 기

업이, 영향기업에는 B, C, H 기업이 군을 이루었다. 

분석결과 비영향 기업군의 성장성의 IRS와 IRP가 각각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고(p<0.05), 나머지 지표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즉 학교

급식 위생사고에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던 기업군의 경우에는 



Korean J. Food Cookery Sci. Vol. 28, No. 4(2012)

국내 위탁급식전문업체 재무건전성 추세 분석  459

Indicators Attributes
1)

company size sanitation accidence of school foodservice

major co.

(n=4
2)
)

middle major co.

(n=4)

non influenced group on co.

(n=5)

influenced group on co.

(n=3)

Early Late
rank 

sum
Z Early Late

rank 

sum
Z Early Late

rank 

sum
Z Early Late

rank 

sum
Z

Liquidity CR(%) 111.7 137.0 4.0 -0.365
n.s

85.5 93.9 3.0 -0.730
n.s

105.7 134.8 3.0 -1.214
n.s

86.8 83.0 2.0 -0.535
n.s

Stability

DER(%) 137.3 105.3 3.0 -0.730
n.s

351.2 170.6 2.0 -1.095
n.s

183.2 94.7 0.0 -2.023
*

346.0 209.8 - 0.000
n.s

ICR(%) 14346.2 8094023.3 3.0 -0.730
n.s

5185.2 36196.9 2.0 -1.095
n.s

15416.4 676308.4 2.0 -1.483
n.s

347.9 285.0 1.0 -1.069
n.s

Profitability

ROA(%) 10.3 7.3 1.0 -1.461
n.s

3.4 2.8 3.0 -0.730
n.s

9.5 7.6 3.0 -1.214
n.s

2.5 0.8 0.0 -1.604
n.s

PM(%) 3.3 3.6 4.0 -0.365
n.s

1.1 1.0 3.0 -0.730
n.s

3.0 3.4 5.0 -0.674
n.s

0.8 0.4 0.0 -1.604
n.s

Activity TAT(th) 3.2 2.4 0.0 -1.826
n.s

3.2 3.0 4.0 -0.365
n.s

3.3 2.7 4.0 -0.944
n.s

3.2 2.6 0.0 -1.604
n.s

Growth

IRS(%) 26.3 19.2 0.0 -1.826
n.s

16.6 17.6 4.0 -0.365
n.s

22.2 15.2 0.0 -2.023
*

20.1 23.7 2.0 -0.535
n.s

IRP(%) 30.1 22.5 4.0 -0.365
n.s

-34.4 -63.3 3.0 -0.730
n.s

42.7 4.7 0.0 -2.023
*

-76.9 -62.2 - 0.000
n.s

*
p<0.05

1)CR : Current Ratio, DER :　Dept Equity Ratio, ICR : Interest Coverage Ratio, ROA : Return on Asset, PM :　Profit Margin, TAT : Total Assets Turnover, IRS : 

sales growth rate, IRP : profit growth ratio 
2)
Firm number. Firm's panel data from 1999 yr and 2011 yr

- : minus rank sum and plus rank sum is same.

Rank sum : late-early
n.s

 not significant

Table 4. Analysis of financial statement through sanitation accidence and company size 

2005년 이전의 IRS와 IRP가 더 높고 2006년 이후 하락한 것

으로 나타나 이후 성장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오히려 학교급식 위생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기업군

의 경우에는 모든 재무건전성 지표에서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급식 위생사고 이후 학교급식 업장을 철수 혹은 

보상 후에 기업을 운영 하며 다양한 사업다각화 및 운영방식

의 변화 등 자구적 노력에 의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한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컨세션사업, 

외식사업 참여 등 사업다각화 및 신규사업 시작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급식 위생사고의 직접적 영향을 받

은 기업은 해당 회계연도 수익에는 타격으로 힘겨웠으나 이

를 발판으로 사업다각화 및 신사업 추진 등의 변화를 이끌어 

장기적으로 경기불황의 시기에도 기업의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학교급식 위생사고

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기업은 재무건전성의 변화 없이 

기존의 재무상태를 유지하였고, 오히려 위생사고에 영향력이 

적었던 위탁급식업체의 경우에는 재무건전성의 성장이 다소 

둔화되었다.

따라서 기업은 사회변화에 빠르게 반응하고 미리 예측하는 

능력을 키움으로써 기업의 운영의 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외부회계감사법 대상이 되는 국내 위탁급식업체

를 대상으로 업체별 자산, 부채, 자본의 추세와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순이익의 추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국내 위탁급식

산업의 재무건전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재무건전성을 탐색

하기 위한 지표별 비율분석으로 유동성(liquidity)은 유동비율

(CR)을, 안정성(stability)는 부채비율(DER)과 이자보상비율(ICR)

을 계산하였다. 수익성(profitability)은 총자산순이익률(ROA)와 

매출액순이익률(PM)을 통해서 분석하였고, 활동성(activity)은 

총자산회전율(TAT)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성장성(growth)은 

매출액증가율(IRS)과 순이익증가율(IRP)을 분석하였고, 각각의 

비율 분석의 추세 및 2000년대 상반기와 후반기의 재무건전

성 변화를 탐색하였다. 세부분석으로 기업규모와 학교급식 위

생사고 영향여부에 따른 재무건전성의 변동이 있었는지를 검

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대기업 중심 산업의 재무

건전성과 향후 산업의 재무 안정화 정도를 예측하는 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 기업은 국내 외감법 대상 위탁급식기업 모수에서 

위탁급식업을 기본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 재무정보에 

오류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으로, 조사 기간 내 타기업의 자본

잠식이나 자료가 1년 혹은 2년 정도 비연속적으로 공시된 기

업은 자료에서 제외되어 전체 8개 기업의 1999년부터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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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재무제표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전체 기업수가 적은데 

비해 기업간 경쟁심화로 각 기업은 단순 무작위로 배정된 알

파벳으로 지칭되어 결과를 기술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기업에서 연도별 등락의 차이는 있으나, 자

산, 부채, 자본 모두 증가추세이며, 부채의 증가로 인한 자산

의 증가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기업의 부채증가는 

전기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증가추세인 기업에서는 기업의 투

자를 위한 채무증가로 예측된다. 매출액, 영업이익(손실), 단

기순이익(손실)의 경영성과 지표는 연도별 변화 추이를 추세

선을 통해 분석한 결과, 3개사가 2006년의 특정 시점에서 급

격한 영업손실, 당기순손실을 나타내었으며, 해당 회계연도에 

학교급식 위생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각 기업의 손

익 구조 추세선을 산출한 결과 매출액은 8개사 모두 양(+)의 

증가추세였으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경우에는 D사가 

음(-)의 기울기를 보여 감소 추세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F사

가 지난 12년간 사회변화에 큰 변동없이 꾸준히 순이익 상승

을 보여온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기업의 재무건전성 추세 분석 결과 기업의 단기채무

능력인 유동성은 A사와 D사가 가장 높았고, 기업의 장기채무

능력을 나타내는 안정성 지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기업

에서 지속적으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H사의 

경우 사회환경 변화에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H사가 타기업에 비해 작은 규모로 특정 지역을 중심으

로 사업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이 것으로 사료된다. 수익성지표

인 ROA와 PM 분석결과, A, E, G사의 수익성이 타기업 대비 

높았고, G사는 동종업계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의 PM을 꾸준

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T를 통한 기업의 활

동성은 H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업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산업의 성장성을 예측할 수 있

는 IRS와 IRP의 분석 결과 매출액은 대체로 매년 전년대비 

상승하고 있으나, 순이익 상승은 양(+)과 음(-)을 반복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재무건전성 분석한 결과 1999년부터 2011년까

지 꾸준히 유사하게 건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각 

기업이 지속적으로 사회변화와 기업의 경영성과에 따라 유연

하게 대처하고 있음으로 사료된다. 

셋째 지난 10여년을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기업의 재무건전

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

과, 2000년대의 상반기와 하반기에 재무건전성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다양한 사회변화를 겪었으나, 대부분의 

기업이 재무건전성을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 

규모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역시 상위대기업과 중견대

기업 모두 재무건전성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학교급식 위생사고의 영향기업과 영향이 적었던 기업으로 분

류하여 분석한 결과 학교급식 위생사고에 직접적 영향을 받

았던 기업의 경우에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였으나, 간접적 영

향을 받았던 기업에서는 오히려 성장성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하락하여 성장이 둔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학교급식 위생사고의 직접적 영향을 받았던 기업은 수익성의 

타격을 발판으로 사업다각화 및 신사업추진 등의 변화를 통

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기업의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계기

가 된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국내의 자산규모 70억 이상의 

위탁급식업체는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재무지표 및 수익구

조가 상승하는 추세이며, 대체로 우량의 재무건전성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회변화에 따라 이상

적으로 변동되는 회계연도가 발생되기는 년도에도 기업의 자

구적인 노력으로 이를 기업을 영속하기 위한 발판으로 활용

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는 작게는 대부분의 조사대상 위탁

급식업체가 대기업 혹은 대기업계열사로 자본력과 고급인력

을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기 위

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크게는 관련 계

열사들과 합병 등의 방법으로 그룹사 전체의 수익성을 높이

기 위한 전략의 구사도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기업은 사회변화에 빠르게 반응하고 미리 예측하는 

능력을 키움으로써 기업 운영의 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기업들에 의해 국내 급식산업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운영되고 있는 바, 기업의 우량 재무

건전성 유지는 급식산업 전반에는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들 기업의 노력은 다수의 중소기업의 운

영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이 행사되기를 기대해 본다. 

본 연구는 제한된 회계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로 결

과 전체를 받아들이는데 한계점이 있으나, 위탁급식업체를 대

상으로 한 재무분석을 시도한 점에서 의의를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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