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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편입학�전공적성평가�문제지

본 시험문제는 총 20문제, 총점 100점입니다. 객관식의 경우 각 문제에 대해 가장 합당한 답을 선택하시

오. 주관식의 경우 세부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는 경우 0점 처리됩니다.

[객관식 1번~18번] (각 4점)

1. 포터(Porter)의 산업구조 분석기법의 5가지 요소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①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

② 대체재의 위협

③ 기업지배구조의 안정성

④ 공급자의 교섭력

⑤ 구매자의 교섭력

2. 경영조직과 경영전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

① 포터(Porter)의 가치사슬모형(value chain model)에 의하면 재무관리, 생산관리, 마케팅, 인적자

원관리는 본원적 활동(primary activities)에 포함된다.

② 보스톤컨설팅그룹(BCG)의 사업포트폴리오 매트릭스는 시장의 성장률과 절대적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사업을 평가한다.

③ 제조업체에서 부품조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부품회사를 인수하는 경우는 전방통합

(forward integration)에 해당하며, 제품판매망 확대를 위하여 유통회사를 인수하는 경우는 후방

통합 (backwrad integration)에 해당한다.

④ 기계적 조직은 유기적 조직에 비하여 집권화 정도가 강하고 공식화 정도도 강하다.

⑤ 대량생산기술을 적용할 때에는 유기적 조직이 적합하며, 소량주문생산기술을 적용할 때에는 기

계적 조직이 적합하다.

3. 전략경영(strategic management)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① 관련다각화 전략이 실행되면 항상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가 실현된다.

② 교차라이센싱(cross-licensing)은 기업들이 필요한 기술을 서로 주고 받는 비지분제휴로서, 지분

제휴인 합작투자(joint venture)에 비하여 자원 및 위험의 공유 정도가 낮다.

③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과 다각화(diversification)는 신규기업의 설립이나 기존기업의

인수합병(M&A)을 통하여 가능하다.

④ 기업의 거래파트너가 기회주의(opportunism)로 행동하고 동시에 소수교환관계(small numbers

bargaining)가 성립된다면 아웃소싱(outsourcing) 보다는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이 경

제적이다.

⑤ 원가우위전략(cost leadership strategy)과 차별화전략(differentiation strategy)을 동시에 추구하

는 것은 둘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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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와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① 서로 다른 거래나 사건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수익과 비용을 발생시킨다. 수익과 비용의 서

로 다른 특성 별로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면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기업의 재무성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② 경영진이 미래에 특정 자산을 취득하겠다는 의사결정은 미래의 약속이므로 현재의 의무라는 부

채의 정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③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의 실질을 충실히 표현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적 현상의 실질과 그 법적 형식이 상이할 수 있다.

④ 재무제표는 기업이 계속기업이며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한다는 가정 하에서 작성되므

로 기업이 1년 이내에 영업활동을 청산할 계획이 있다면 계속기업의 가정에 위배되며 재무제표

를 작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⑤ 현금은 자원에 대한 구매력을 통하여 기업에 효익을 제공하므로 자산의 정의를 만족한다.

5.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

①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

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식한다.

② 연구결과를 최종선택, 응용하는 활동과 관련된 지출은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

함한다.

③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

식한다.

④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반

영한 방법이어야 한다. 다만, 그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6. 재무비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① 회계적 이익을 가능한 적게 계상하는 회계처리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기업의 주가수익비율(PER)은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될 수 있다.

② 자산의 시장가치가 그 자산의 대체원가 보다 작은 경은 토빈의 q(Tobin’s q)는 1 보다 작다.

③ 매출액순익률이 2%, 총자산회전율이 3%, 자기자본비율이 50%일 경우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3%이다.

④ 유동비율이 높은 기업은 유동성이 양호한 상태라고 판단될 수 있으나, 과도하게 높은 유동비율은

수익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수 있다.

⑤ 주가장부가치비율(PBR)은 일반적으로 수익 전망이 높은 기업일수록 높게 산출된다.



- 3 -

7. 자본예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① 상호배타적인 투자안의 경우 투자규모, 현금흐름의 형태에 따라서 순현재가치법과 내부수익률법이

상이한 의사결정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다수의 투자안을 결합하는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순현재가치법은 개별 투자안의 순현재가

치를 독립적으로 산출하여 합산하면 되지만, 내부수익률법은 개별 투자안의 내부수익률을 독립적으

로 산출하여 합산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③ 투자안의 경제성을 분석할 때 고정자산 감가상각 방식에 따라서 투자안의 현금흐름이 달라져서 투

자안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④ 할인율이 매기간 변동하는 경우, 내부수익률법에 이를 반영하는 것은 어렵지만 순현재가치법에는

용이하게 반영하여 자본예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순현재가치와 수익성지수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8.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이 성립하는 경우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① 투자자들은 자신의 기대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위험회피적인 투자자로서 평균-분산 기준에 따라

투자결정을 한다.

② 총위험이 높은 자산의 기대수익률이 총위험이 낮은 자산의 기대수익률 보다 클 수도 작을 수도 있

지만, 체계적 위험이 높은 자산의 기대수익률은 체계적 위험이 낮은 자산의 기대수익률 보다 크다.

③ 시장포트폴리오와 무위험자산 간의 상관계수는 0이다.

④ 위험자산의 기대수익률은 향상 무위험자산의 수익률 보다 높다.

⑤ 증권시장선(SML)의 기울기는 CAPM 베타 값에 상관없이 일정하다.

9. 주식회사의 주주와 경영자 간에 발생하는 대리인 문제에 대한 설명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 )

①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다.

② 기업의 소유가 분산될수록 소액주주와 경영자 간에 이해상충에 따른 대리인 문제가 심화되는 경향

이 있다.

③ 기업의 부채규모가 과도하여 파산가능성의 높을 때 경영자는 위험이 높은 투자사업을 수행하는 도

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경향이 높다.

④ 대주주가 경영자일 때 대주주-경영자는 자신의 사적이익을 위하여 소액주주와 이해상충을 심화시

키는 경향이 있다.

⑤ 적대적 기업인수가 용이하면 주주와 경영자 간의 대리인 문제가 감소할 수 있다.

10. 다음 균형성과표(BSC)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① Kaplan과 Norton이 주장한 이론이다.

② 성과평가를 재무적인 측정치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측정치까지 고려하여 실시하려는 새로운 성과평

가시스템이다.

③ 단기적 성과평가와 장기적 성과평가를 동시에 할 수 있다.

④ 성과평가의 결과는 명확성, 객관성을 가진다.

⑤ 균형성과표의 기준의 예로는 학습과 성장관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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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동기유발에 관한 이론 중 나머지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

① 알더퍼의 ERG 이론

② 브룸의 기대이론

③ 아담스의 공정성이론

④ 로케의 목표설정이론

⑤ 데시의 인지적평가이론

12. 다음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못한 것은? ( )

① 임금수준은 기업전체의 임금의 평균수준으로 최저생계비와 기업의 지급능력의 범위 내에서 결

정된다.

② 임금수준은 기업전체의 임금의 평균수준을 의미한다.

③ 임금형태란 임금의 산정방법 또는 임금의 지급방법을 의미한다.

④ 직무급이란 직능급과 연공급을 절충한 형태로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이 지급되는 장점이 있다.

⑤ 임금체계란 개별임금 간의 격차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13. 상관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 )

① -1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② 0은 무선형상관을 의미한다.

③ ±1은 완전선형상관을 의미한다.

④ 종속변수 Y의 총변동 중 독립변수 X에 의해 설명된 변동의 비율을 나타낸다.

⑤ 종속변수 Y에 대해 독립변수가 1개인 경우, 상관계수를 제곱하면 결정계수를 얻을 수 있다.

14. 재고관리에서 P(periodic review)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 )

① 미리 정해진 주문주기의 말에만 주문을 한다.

② 계속적으로 재고기록을 하지 않는 값싼 품목에 적용되기도 한다.

③ 동일한 공급자에게 여러 품목을 함께 주문하여 납품받는 경우에 자주 사용된다.

④ 주문주기가 되었더라도 재고가 충분하면 주문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⑤ 일반적으로 Q(continuous review)시스템 대비 더 많은 안전재고를 요구한다.

15. ( )은(는) 세분시장 내 잠재고객의 유사성을 묘사하며 다른 세분시장을 구성하는 소비자들과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해 준다.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용어를 고르시오. ( )

① 시장세분화 변수 (segmentation variable)

② 시장세분화 프로필 (segmentation profile)

③ 시장세분화 그리드 (segmentation grid)

④ 시장차별화 지수 (differentiation index)

⑤ 시장 집중도 (market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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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품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 이론에서 성숙기(maturity stag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맞는 것은?

( )

① 기업이 시장에 제공하는 제품과 마케팅 믹스에 변화를 줄 필요가 없다.

② 제품 가격의 변화를 고려할 이유가 없다.

③ 기존에 사용하던 마케팅 전략을 그대로 유지한다.

④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퇴출된다.

⑤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광고비 지출이 필요하다.

17. 미국에서 유학 중인 현서는 설을 맞아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 비행기 표를 구매하려고 한다. 현서가

A여행사에 전화해서 문의해보니 B 항공사의 비행기표 가격이 다소 비싼 것 같아 인터넷 가격 비교

서비스를 사용하여 다양한 항공사의 비행기표를 검색해 보았다. 그러나 기대와는 다르게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도 더 싼 가격의 표를 찾을 수 없어서 다시 A여행사에 연락하여 B사의 비행기표를 구매하

였다. 현서가 구매한 비행기표는 어떤 형태의 제품인가? ( )

① 미탐색품(unsought product)

② 확장제품(augmented product)

③ 편의품(convenience product)

④ 전문품(specialty product)

⑤ 선매품(shopping product)

18. K기업은 A, B 두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한다. 이 두 제품은 절삭, 조립, 도장 공정을 거쳐서 생산되

며, K기업이 1일 동안 가용한 공정시간은 절삭공정이 120시간, 조립공정이 160시간, 도장공정이 60시

간이다. A 1개 생산에는 절삭공정 2시간, 조립공정 2시간이 소요되고, B 1개 생산에는 절삭공정 1시

간, 조립공정 2시간, 도장공정 1시간이 소요된다. 한편 판매이익은 A, B가 각각 개당 3만원, 2만원이

다. 판매이익을 최대화하는 선형계획 모형을 수립하여 A, B의 최적생산량을 구했다고 가정하자. 이

때 A의 이익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A, B의 최적생산량을 유지하는 B의 개당 이익 범위의

최소값은 얼마인가? ( )

① 5,000원

② 10,000원

③ 15,000원

④ 16,667원

⑤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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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식] (각 14점, 세부 문항 별 점수는 문제 별로 표시)

19. 전액 자기자본으로 조달된 서울기업의 자본비용은 20%이다. 연간 10억원의 세전영업이익(EBIT)이

영구히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여 총 액면가 5억원, 액

면이자율 8%, 만기수익률 10%의 영구채로 부채를 조달할 계획이다. 무위험이자율은 10%, 시장포트

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 20%, 법인세율은 30%이다. Modigliani & Miller(MM) 자본구조이론과 자본

자산가격결정모형 (CAPM)이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풀이과정을 모두 보이시

오.

(1) 자본구조 변경 후 부채의 시장가치를 구하시오. 계산결과는 억원 단위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시오. (4점)

(2) 자본구조 변경 이전 및 이후의 기업가치를 계산하시오. 계산결과는 억원 단위로 소수점 첫째 자

리까지 표기하시오. (5점)

(3) 새로운 자본구조 하에서 자기자본비용과 가중평균자본비용을 MM 자본구조이론을 적용하여 각각

구하시오. 계산결과는 %단위로 표시하고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하시오. (5점)

20.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가 있다. 이 프로젝트의 간접비용은 주당 250만원이며, 프로젝트가 14주를 초과

하여 1주 지연될 때마다 주 당 100만원의 벌과금(지체보상금)이 부과된다. 각 세부 문항 별 괄호에

들어 갈 정답을 각각 적으시오. 괄호 안에 답만 적으시오.

(1) 프로젝트의 최단완료시간은 ( )주이다. (3점)

(2) 전진후진계산법을 활용하여 활동 F의 LS(latest start time, 최단완료시간을 지연시키지 않는 범

위 내에서 가장 늦은 시작 시간)를 구하면 ( )주이다. (3점)

(3) 활동 F의 여유시간은 ( )주이다. (2점)

(4) 정상시간과 정상비용만을 고려하여 프로젝트 수행 시 프로젝트의 총비용은 ( )만원이다.

(3점)

(5) 각 활동에 대한 단위시간 당 단축비용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경우, 가장 먼저 단축해야 하는 활

동은 ( )(이)다. (3점)

활동 직전선행활동 활동시간(단위: 주) 직접비용(단위: 만원)
정상 속성 정상 속성

A - 5 4 1,000 1,200
B - 5 3 800 2,000
C A,B 2 1 600 900
D B 3 2 1,500 2,000
E C,D 5 3 900 1,200
F E 2 1 1,300 1,400
G E 3 3 900 900
H G 5 3 500 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