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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화폐의 시간가치

1. 화폐의 시간가치

2. 미래가치와 현재가치

3. 연금의 미래가치와 현재가치

4. 특수한 경우의 현가계산과 응용



학습목표

1. 화폐의 시간가치

2. 단일금액의 미래가치, 현재가치의 계산

3. 정상연금의 미래가치, 현재가치의 계산

4. 영구연금, 정률성장 영구연금의 현재가치

5. 정기적금, 할부금의 계산

6. 특수한 경우의 미래가치와 현재가치 계산



1. 화폐의 시간가치

(1) 가치평가와 화폐의 시간가치

1) 재무의사결정의 목표 : 기업, 주식, 채권의 가치평가

2) 금융기관의 금융자산 운용, 신금융상품의 개발 : 금융상품의 가치평가

3) 재무설계, 자산운용전문가의 컨설팅

< 가치평가의 핵심 >

< 가치의 결정요인 >

① 미래에 발생할 현금흐름의 크기

② 현금흐름의 발생시점의 상이함

③ 현금흐름의 위험도



투자자들이 유동성 선호 성향을 갖는 이유

Ø 일반적으로 미래의 소비보다 현재의 소비를 선호한다.
Ø 일정한 현금을 미리 받으면 유리한 투자기회가 있을 경우

이에 투자함으로써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Ø 미래는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감소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Ø 미래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이 존재한다.

(2) 가치환산방법과 시장이자율

① 미래가치 계산

② 현재가치 계산

③ 연금의 미래가치 계산

④ 연금의 현재가치 계산

Ø 시장이자율 = 최소한의 투자수익률(기회투자수익률)



2. 미래가치와 현재가치의 계산

(1) 미래가치의 계산

(미래가치)복리이자요소
= 미래가계수





복리계산의 효과를 유발시키는 요인
1) 이자율의 크기
2) 기간당 복리계산 횟수
3) 만기





이자율수준과 미래가치



(2) 현재가치의 계산

현가계수
=현가이자요소





할인율과 현재가치



(3) 연금의 미래가치와 현재가치

1) 연금의 미래가치 계산

연금의 미래가계수 (FVIFAr,n)
=연금의 복리이자요소

(연금흐름이 기말에 발생할 경우)





2) 연금의 현재가치 계산

연금의 현가계수 (PVIFAr,n)
= 연금의 현가이자요소

(연금흐름이 기말에 발생할 경우)





3) 연금흐름이 기초에 발생할 때의 연금의 현재가치 계산



4) 영구연금의 현재가치

5) 정률성장연금의 현재가치





(4) 정기적금, 할부금의 계산

1) 정기적금의 계산

2) 할부금의 계산





(5) 특수한 경우의 미래가치, 현재가치의 계산

1) 2회 이상의 복리횟수, 할인횟수의 경우

① 연 복리횟수가 m회인 경우의 미래가치 계산

② 연 할인횟수가 m회인 경우의 현재가치 계산



③ 연 복리횟수가 무한히 많은 경우의 미래가치 계산

④ 연 할인횟수가 무한히 많은 경우의 현재가치 계산

[ 증명 ]







2) 표면이자율과 (실효이자율)



3) 불규칙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순현재가치(NPV)



4) 내재이자율과 소요기간의 추정

내재이자율 r

소요기간 t





(6) 재무설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