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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 산업 재무분석의 활용

 개별 기업: 동종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평균적인 재무비율을 통해 산업 내 수익〮비용 항목들의

재무적 트렌드를 파악하고, 자사의 현재 재무수준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

 정책입안자: 산업의 평균 재무비율 정보를 통해 산업의 성장과 쇠퇴 주기를 파악하고 신성장 산업

육성과 산업 구조조정 정책에 반영

 투자자: 투자의사결정에대한 기초자료로 활용

■ 분석대상 및 연구방법

 분석대상 : 2018년 5월까지 공시된 외부감사대상기업 27,100개의 개별 기업 재무정보 중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제조업 하위 중분류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 해당하는 1,277개 기업

 자산, 부채, 자본의 관계 비율과 수익〮비용 발생의 손익계산서 도출 과정에 상응하는 24개의 산업

평균 재무비율 도출

 평균의 함정으로 인한 왜곡된 분석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상하위 10% 이상치(outlier) 를 제거한

Trimmean 을 사용

■ 자동차 산업 분석결과

 국내 자동차 산업의 업황을 보면 완성차 업계의 주력 제품군인 승용차의 생산, 수출, 내수판매가

2017년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해외생산 법인 또한 판매부진으로 인해 국내 자동차

부품 업계의 수출액이 급감. 이러한 업황은 기업들의 평균적인 재무비율 변화에 반영되고 있음

 성장잠재력을 나타내는 총자산증가율과 매출액증가율이 가파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 ,

영업이익의 역성장이 지속되고 있음. 또한 유동비율 하락으로 단기지급능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재고자산회전율과매출채권회전율도하락하여 제품과 자금회전의 활동성도 둔화되는 상황

 수익성 측면에서도 영업이익률, ROI, ROE가 모두 하락하는 추세. 자동차 차체용 부품 업종

기업들의 경우 평균적인 영업이익이자보상배율이 1배에 근접하여 영업활동의 지속성이 우려되는

상황. 특히 밸류체인의 최상위에 위치한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업종의 재무비율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 공급망의 연쇄적인 침체가 우려됨

 완성차 업계는 협력업체의 납품단가 조정을 통한 단기 수익성 향상보다는 미래 자동차 기술에 대한

R&D 지출을 늘리고, 기술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M&A를 추진하며, 전략적 제휴를 통해 변화하는

생태계에서새로운밸류체인을구축하는등성장성강화를위한전략에기업의역량을집중할필요

 전속거래를 완화하여 부품사의 성장여력을 높여야 함. 부품사는 미래형 자동차 부품 개발에 대응할

시장경쟁력을키워다양한글로벌매출처를확보해나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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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특정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평균적인 재무분석은 해당 산업에 속한 개별 기업은 물론 정책입안자,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자동차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최근 5년간 평균 재무비율을 통해 해당 산업의 성장성과 재무적 안정성, 손익계산서 흐름에 따른

단계별 수익성 및 비용 효율성, 신규투자여력의 변동 등을 분석한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세세분류에 속한

업종별 비교 분석도 수행하여 해당 업종에 속한 기업이 본 자료를 활용함에 있어서 정보의 실질적

유용성을 높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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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재무분석의 필요성

산업의 재무분석은 개별 기업과 , 정책입안자 및 투자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에게 활용될 수 있다. 먼저 개별 기업은 자사가 속한 동종 산업의

평균 재무비율을 통해 산업 내 수익 , 비용 항목들의 재무적 트렌드를

파악하고, 자사의 현재 재무수준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해 볼 수 있다.

또한 자사가 속한 산업의 평균 재무비율을 통해 해당 산업의 미래 성장

잠재력과 신규투자여력을 가늠해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미래 경영

성과를 예측해 볼 수 있다 . 뿐만 아니라 자사의 재무적 성과가 산업의

전반적인 산업 사이클에 기인한 것인지, 자사의 개별적 경영 성과에 기인한

것인지 판단하고 사업전략을 수정할 수 있다.

정책입안자의 경우 산업의 평균 재무비율 정보를 통해 산업의 성장과 쇠퇴

주기를 가늠하여 신성장 산업 육성과, 산업 구조조정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한편 투자자들은 산업 평균 재무비율보다 실적이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등,

투자의사결정에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연구의 범위 및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산업에 속한 외부감사대상 기업들의 2013년~2017년

평균 재무비율을 분석한다 . 자동차 산업 전체에 대한 분석 뿐만 아니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 산업의 세세분류에 속한 업종별 기업들의 평균

재무비율을 분석하여 정보의 실질적 유용성을 높이고자 했다. 특히, 개별

기업들이 자사 재무비율의 업계 내 적정성 가늠해 볼 수 있도록 산업 합산

재무제표를 통한 재무비율이 아닌, 각 재무제표에서 개별 기업의 재무비율을

먼저 추출하고, 각 기업들의 재무비율 평균 수치를 도출했다.

분석자료로 NICE평가정보의 KISVALUE에서 제공하는 개별 기업 재무제표를

사용하였다. 2018년 5월까지 공시된 외부감사대상기업 27,100개의 개별 기업

재무정보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하위 중분류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 해당하는 1,277개의 기업을 추출했다. 해당 개별 관측치의 평균값을

통해 먼저 자동차 관련 전체 기업들의 평균 재무비율 분석을 수행했다.

다음으로 자동차 산업에서 외부감사대상 기업들이 속하는 세세분류 업종을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자동차 산업의 세세분류는 총 11개로 구분되지만,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운송용 컨테이너 제조업의 경우 관측치가 매우 적어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으로통합하여분석을진행했다.

연구의 목적 및 범위

개별 기업, 정책
입안자,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재무분석
정보제공

2013년 ~ 2017년
자동차 산업에 속한 개별
기업들의평균적인재무비율
변동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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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비율로 본 자동차 산업 2013~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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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동차 기업들의 총자산 및 매출액 분포

완성차 제조기업이 속한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의 경우

관측치가 11개이나, 국내 메이저 완성차 생산업체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와 그 외 6개 업체는 주요 재무비율의

차이가 매우 크다. 상하위 이상치(outlier)를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완성차

업계의 재무적 트렌드를 일정부분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해당 업종은 국내

메이저 생산업체의 평균 재무비율 분석으로 한정하도록 한다.

한편 한국 자동차 기업들의 2017년 총자산 및 매출액 분포를 보면 1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매출액과

총자산의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는 0.97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세세분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속한외부감사대상
1,277개 기업의 재무정보를
추출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은 국내 메이저 완성차 생산업체 5개사 평균 재무비율 분석으로 한정

5

구분 외감대상기업수

승용차및기타여객용자동차제조업 11개

차체및특장차제조업 30개

자동차엔진용부품제조업 123개

자동차용엔진제조업 6개

자동차차체용부품제조업 139개

자동차용동력전달장치제조업 53개

자동차용전기장치제조업 42개

기타자동차부품제조업 863개

특수목적용자동차제조업
(화물자동차,트레일러,운송용컨테이너)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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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미만, 0.16%

1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 12.27%

100억원이상

1,000억원미만, 

68.92%

1,000억원이상 1조원

미만, 17.37%

1조원이상 10조원미만, 0.96%

10조원이상, 

0.32%

2017년
매출액 분포

10억원미만, 0.00%

1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 3.97%

100억원이상

1,000억원미만, 

79.81%

1,000억원이상 1조원

미만, 15.10%

1조원이상 10조원미만, 0.87%

10조원이상, 

0.24%

2017년
총자산 분포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한 국 자 동 차
기업들의 총자산 및 매출액
분포는 100억 원 이상
1,000억원미만에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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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부채, 자본의
관계비율을 통해 산업의
미래 성장잠재력과 장〮단기
재무안정성을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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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적 논리 구조에 따른 재무비율 도출

재무제표 또는 재무정보를 구성하는 항목들 중에 특정한 두 항목 간의 비율로

표현되는 재무비율은 수없이 많을 수 있으나 , 경제적인 의미가 있고

실무적으로 유용한 재무비율은 한정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손익계산서상

당해 년도 최종 수익 도출과정의 논리 흐름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평균

재무비율을 도출한다 . 손익계산서의 논리흐름으로 재무비율을 분석하면

수익과 비용발생의 각 단계별로 해당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평균적인 재무적

트렌드및경영성과를파악해볼수있다.

또한 산업의 재무 안정성과 미래 성장잠재력을 파악하기 위해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 부채 , 자본의 변동과 관련된 재무비율을 분석한다 . 기업의 목표는

이익극대화를 통한 총자산의 증가이며, 이는 기업의 미래 성장잠재력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총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증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기업의 영속성과 재무적 안정성을 전제했을 때, 총자산의 증가는

부채의 증가보다 자본의 증가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분석은 전술한 손익계산서 흐름에 따른 재무비율 분석과도

자연스럽게 연계된다. 손익계산서상 최종 잉여금은 자본 증가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분석단계별 활용 지표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과 관련된 지표로는 총자산증가율,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을 활용한다. 총자산증가율을 통해 미래 성장잠재력을,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의 변동을 통해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장기적인

재무안정성을 파악해 볼 수 있으며, 유동비율을 통해 단기적인 지급능력을

가늠해볼수있다.

자산, 부채, 자본의 관계 비율

활용 재무비율 산출식

총자산증가율 (당기총자산−전기총자산)

전기총자산
× 100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총자산 × 100

부채비율  부채총액 자기자본 × 100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 100

삼정KPMG 경제연구원 Industry Financi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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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적 논리에 따라
손익계산서의단계별흐름에
상응하는재무비율선별

연구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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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출 총 이 익 ,
영업이익, 법인세차감전이익,
당기순이익 도출과정의
4단계 분석을 통해 각
단계별 수익〮비용발생의
재무적트렌드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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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손익계산서는 크게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차감전이익, 당기순이익

도출의 4단계 과정을 거친다. 매출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이익이며, 영업이익은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이익이다.

법인세차감전이익은 영업이익에서 영업외수익을 합하고 영업외비용을 차감한

이익이며, 당기순이익은 법인세차감전이익에서 법인세비용을 차감한 후

중단사업손익을 가감한 최종 이익이다. 중단사업손익의 경우 특별손익에

해당하기때문에본보고서에서는분석대상에서제외하기로한다.

먼저 1단계 (매출액 -매출원가=매출총이익 )과정에서 활용할 재무비율은

매출총이익률, 매출액증가율, 총매출원가율, 재고자산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매입채무회전율이다. 해당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증가율을 통해

산업의 단기적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지 파악한다. 그리고 재고자산회전율을

통해 상품이나 제품이 판매되는 속도를 파악하여 향후 매출 증가의 확대와

둔화를 가늠해 본다. 또한 매출총이익률과 총매출원가율을 통해 원가 대비

수익성을 파악하도록 한다 . 뿐만 아니라 매출과 매입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의 회전율을 파악하여 산업 내 자금회전의 활동성도

분석해 보고자 한다.

2단계(매출총이익-판매비와 관리비=영업이익)과정에서 활용할 재무비율은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증가율 , 매출액 대비 판매비, 연구개발비 , 인건비 ,

일반관리비이다. 영업이익증가율을 통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변동을 파악하고, 영업이익률을 통해 본 단계의 수익성을 분석한다.

또한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을 세분화하여 어떤 항목의 비용증감이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고, 각 비용항목들의매출 대비 효율성을 점검해 본다.

3단계(영업이익+영업외이익-영업외비용=법인세차감전이익)과정에서 활용할

재무비율은 법인세차감전이익률, 매출액 대비 영업외수익 및 영업외비용,

영업이익/이자비용 비율이다. 법인세차감전이익률을 통해 본 단계의 수익성을

파악하며, 법인세차감전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의

변동성을 분석한다.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이외에서 발생하는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의 세부항목은 매우 다양하고, 기업마다 사용하는 계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체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을 분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영업외비용의 주요 항목인 이자비용의 경우 기업의 지속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영업이익/이자비용 비율인 영업이익이자보상배율을

도출하도록 한다 . 만약 이자보상배율이 1이하로 떨어지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한계기업으로분류된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 Industry Financi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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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적 수익〮비용 흐름에 따른 단계별 활용 재무비율

단계 활용 재무비율 산출식

[1단계]

매출액

-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률  매출총이익 매출액 × 100

매출액증가율 (당기총매출액 −전기총매출액)

전기총매출액
× 100

총매출원가율  총매출원가 총매출액 × 100

재고자산회전율  매출원가 평균재고자산

매출채권회전율  매출액 매출채권

매입채무회전율  매출원가 매입채무

[2단계]

매출총이익

-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영업이익 매출액 × 100

영업이익증가율 (당기영업이익 −전기영업이익)

전기영업이익
× 100

매출액 대비 판매비  판매비 매출액 × 100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매출액 × 100

매출액 대비 인건비  인건비 매출액 × 100

매출액 대비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 매출액 × 100

[3단계]

영업이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법인세차감전이익

법인세차감전이익률  법인세차감전이익 매출액 × 100

매출액 대비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매출액 × 100

매출액 대비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 매출액 × 100

영업이익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이자비용)

[4단계]

법인세차감전이익

-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매출액순이익률  당기순이익 매출액 × 100

총자본순이익률(ROI)  당기순이익 총자산 × 100

자기자본순이익률(ROE)  당기순이익 자기자본 × 100

유보액/납입자본비율 (유보액/납입자본금) × 100

회계적 수익〮비용
흐 름 에 따 라 20 개 의
재무비율을 도출함. 4개의
자산, 부채, 자본의 관계
비율을 포함하여 총 24개의
재무비율분석을수행

삼정KPMG 경제연구원 Industry Financi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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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법인세차감전이익 -법인세비용=당기순이익 )과정에서 활용할

재무비율은 매출액순이익률, 총자본순이익률(ROI), 자기자본순이익률(ROE),

유보액/납입자본비율이다. 매출액순이익률 변동을 통해 산업 내 경영활동의

최종성과를 파악하고, 투자된 자본 대비 최종 수익성 변동을 함께 분석해

본다. 또한 유보액/납입자본비율을 통해 산업 내 기업들의 신규투자여력의

변동을 살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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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실 적 인 의 미
도출을 위해 표본의 상하위
10% 이 상 치 (outlier) 를
제거한Trimmean을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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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의 이상치(outlier) 제거

재무비율의 평균값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해 유의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평균값을 왜곡시키는 이상치(outlier)를 제거해야 한다. 이상치란 관측된

데이터의 범위에서 상당히 벗어난 매우 큰 값이나 매우 작은 값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상치를 포함하여 평균을 도출하면, 현실적인 상황과 매우 동떨어진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상치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Trimmean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Trimmean이란 주어진 자료에서 상위와 하위의 일정범위를

제거한후도출한평균을의미한다. 예를들어 0% Trimmean은이상치를제거하지

않은 전체자료의평균값을의미하고, 10%의 Trimmean은 상위와하위 10% 값을

제거한 후 구한 평균값을 나타낸다 . 따라서 50%의 Trimmean은 자료의

중앙값(median)을의미한다.

아래의 예시에서 보듯이 이상치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7년 자동차

산업에 속하는 개별 기업들의 평균적인 매출액증가율은 8.43%로 나타났는데,

이는상하위 10%를제거한평균인 0.32%와상당한차이를보임을알수있다. 즉

상하위 10%가 산업의 현실을 상당히 왜곡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평균은

기본적으로 표본이 많을수록 보다 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10%의상하위자료를제거한 Trimmean값을사용하도록한다.

한편 세세분류에 속하는 기업의 관측치가 10개 미만인 경우 , 10%의

Trimmean이라 할지라도 관측치가 적어 전체자료의 평균을 구하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상하위 각각 1개의 기업을 제거하고 평균값을 도출하도록

한다.

예시) 2017년 자동차 기업의 평균 매출액증가율(Trimmean)

이상치 제거 범위(%) 관측치 수 Trimmean

0 1,277 8.43

10 1,022 0.32

20 766 -0.16

30 511 -0.39

40 255 -0.46

50 1 -0.48

삼정KPMG 경제연구원 Industry Financi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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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완성차 업계의 생산, 수출, 내수판매 실적

완성차 업계의 업황

국내 자동차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평균적인 재무비율을 분석에 앞서 먼저

자동차 산업의 전반적인 업황을 이해하기 위해 기본적인 생산, 수출, 내수와

관련된 통계들의 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2017년 완성차 업계의 경우

내수판매대수를 제외하고 생산대수과 수출대수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특히 수출대수는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2017년완성차전체내수판매의경우전년대비 0.4% 증가했지만, 가장큰비중을

차지하고있는승용차판매는오히려 -0.5%로감소한것으로나타났고,화물차가

자동차 산업 업황

삼정KPMG 경제연구원 Industry Financial Analysis 

재무비율로 본 자동차 산업 2013~2017년

구분 연도 승용차 버스 트럭 특장차 합계
전년비 전년비 전년비 전년비 전년비

생산

2013 4,122,604 -1.1 117,630 -3.0 264,688 2.2 16,507 15.2 4,521,429 -0.9

2014 4,124,116 0.0 107,713 -8.4 274,855 3.8 18,248 10.5 4,524,932 0.1

2015 4,135,108 0.3 126,747 17.7 273,078 -0.6 21,024 15.2 4,555,957 0.7

2016 3,859,991 -6.7 105,053 -17.1 244,127 -10.6 19,338 -8.0 4,228,509 -7.2

2017 3,735,399 -3.2 102,346 -2.6 257,503 5.5 19,665 1.7 4,114,913 -2.7

Source: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단위: 대, %)

구분 연도 승용차 버스 트럭 특장차 합계
전년비 전년비 전년비 전년비 전년비

수출

2013 2,948,352 -2.1 48,917 -14.0 90,351 -8.2 1,663 -40.1 3,089,283 -2.6 

2014 2,919,781 -1.0 45,590 -6.8 97,659 8.1 174 -89.5 3,063,204 -0.8 

2015 2,821,832 -3.4 57,287 25.7 94,204 -3.5 791 354.6 2,974,114 -2.9 

2016 2,506,505 -11.2 42,136 -26.4 72,546 -23.0 528 -33.2 2,621,715 -11.8 

2017 2,415,948 -3.6 39,075 -7.3 74,642 2.9 529 0.2 2,530,194 -3.5

구분 연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합계
전년비 전년비 전년비 전년비 전년비

내수

2013 1,244,013 -1.0 76,429 11.7 217,279 8.6 5,843 -18.4 1,543,564 0.7 

2014 1,365,862 9.8 58,262 -23.8 231,611 6.6 6,133 5.0 1,661,868 7.7 

2015 1,532,054 12.2 53,475 -8.2 241,123 4.1 7,134 16.3 1,833,786 10.3 

2016 1,533,820 0.1 46,356 -13.3 232,105 -3.7 10,760 50.8 1,823,041 -0.6 

2017 1,526,662 -0.5 46,664 0.7 248,408 7.0 8,254 -23.3 1,829,988 0.4 

2017년 승용차의
생산 , 내수 , 수출 모두
역성장을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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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 부품업계의 매출처별 매출 실적

내수 성장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내수와 수출 세부 항목의 구분방식에

일정부분 차이는 있으나, 수출의 경우도 2017년 승용차와 버스의 수출대수는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트럭 및 특장차의 차량의 수출대수는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승용차의 지속적인 수출감소는 국내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

신흥국의 경기둔화 및 전 세계적인 자동차 판매 둔화, 지정학적인 정치 이슈,

환율변동 및 미국 금리인상, 국산 제품의 경쟁력 약화 등이 복잡적으로 얽혀

발생한것으로볼수있다.

자동차 부품 업계의 업황

자동차부품은매우다양하여완성차와같이수량화할수는없으나, 부품업계의

매출처별 매출 합계를 통해 업황을 가늠해 볼 수 있다. 2017년 국내 자동차

부품의매출합계는 72조 6,937억원으로전년대비 4.2%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매출처별로살펴보면, 2015년, 2016년 지속적으로마이너스성장을기록한국내

OEM 납품은 2017년소폭반등하여전년대비 1.3% 증가하였고, 보수용부품공급

시장인 A/S(After-sales Service) 실적도 1.3%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2017년 자동차 부품 수출의 경우 -14.9%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부품사

매출을 감소시킨 주요 원인이 되었다. 자동차 부품 수출의 경우 국내 완성차

업체의 해외생산 증가로 2013~2016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7년 국내 완성차 업체의 해외판매가 부진하면서 부품사들의

수출도함께영향을받은것으로볼수있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 Industry Financial Analysis 

재무비율로 본 자동차 산업 2013~2017년

Source: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Note 1. 보수용은 1차협력 업체만을 대상으로 추정한 실적으로 타이어, 배터리 등 별도의 유통 구조를 가진 품목은 제외
Note 2. 수출은 산업통상자원부 MTI Code로 자동차부품 실적에서 완성차회사의 보수용(A/S) 수출액과 KD 수출액을 제외하고 원화로 환산

(단위: 억 원, %)

연도 국내 OEM 납품 보수용(A/S) 수출 합계
전년비 전년비 전년비 전년비

2013 507,352 -2.4 30,441 0.9 224,469 12.5 762,262 0.7

2014 519,993 2.5 31,200 2.5 229,992 2.5 781,185 2.5

2015 484,810 -6.8 33,937 8.8 233,834 1.7 752,581 -3.7

2016 466,784 -3.7 32,675 -3.7 259,511 11.0 758,970 0.8

2017 472,985 1.3 33,109 1.3 220,843 -14.9 726,937 -4.2

2017년 부품업계의
수출급격히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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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총자산증가율(%)

자산, 부채, 자본으로 본 자동차 산업의 미래 성장잠재력과 재무안정성

자동차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평균적인 총자산은 지속적으로증가하고 있지만,

총자산증가율은 2015년부터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2017년 2.55%로 성장이

급격히둔화되는모습을보였다. 다만 2017년자산에서자본의영향을보여주는

자기자본비율이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고, 자본 대비 부채의 비중을 보여주는

부채비율이전년대비다소하락한것을볼때, 2017년총자산증가는자본증가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자동차

산업에서장기적인재무안정성지표가미미하지만다소개선되었음을의미한다.

그러나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을 나타내는 유동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자동차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단기지급능력이

계속해서악화되고있음을시사한다.

자동차 산업 전체

외부감사대상 기업

재무분석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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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자 산 증 가 율
둔화로 성장잠 재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유동비율
하락으로단기재무안정성이
악화되는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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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총이익률(%) 매출액증가율(%)

총매출원가율(%) 재고자산회전율(회)

매출액증가율과
재고자산회전율하락으로볼
때 판매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

자동차 산업의 매출과 원가관리

자동차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평균적인 매출액은 최근 5년 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기업의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증가율은 2015년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2017년 0.32%를 기록했다. 판매가격에 큰 변동이 없었다고 가정하면, 효율성을

보여주는 재고자산회전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판매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재고자산회전율의 하락은 상품이나 제품이 판매되는 속도가 구매 및 생산 대비

느려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매출총이익률은

분석기간동안큰변동없이일정수준을유지하고있다.종합하면자동차산업의

매출액은 둔화되고 있는 반면, 매출원가 측면에서의 개선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것으로파악되었다.

13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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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회전율(회) 매입채무회전율(회)

매출채권회전율이 상승하는 것은 현금유입의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나타내나, 하락하면 대손발생의 위험이 증가하고 현금유입이 느려진다고 볼 수

있다. 매입채무회전율은 매입채무의 변제속도를 나타내며, 이 비율이 증가할

수록 기업의 지급능력이 개선되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매입채무회전율과

매출채권회전율은 기준이 되는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동일

업종의평균비율과비교한다.

자동차산업에속한기업들의평균적인매출채권회전율과매입채무회전율모두

최근 소폭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외상매출금이나 받을 어음의

회수기간과외상매입금과지급어음변제기간이길어지고있음을의미하며,이는

자동차산업에서전반적으로자금회전의활동성이둔화되고있음을시사한다.

14

매출채권회전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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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회 전의 활 동성이
전반적으로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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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률(%) 영업이익증가율(%)

매출액 대비 판매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영업이익의 역성장
및 영업이익률의 하락 지속.
매 출 대 비 인 건 비 와
일반관리비는꾸준히상승

자동차 산업의 영업이익 및 판매비와 관리비

자동차 기업들의 평균적인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전년대비 23.90% 급감한것으로나타났다. 영업이익률도

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17년 2.49%를기록했다. 영업이익의감소는매출둔화와

함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이 전반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으로보인다. 매출액대비판매비의경우큰변동없이일정수준을유지하고

있으나, 업종별로차이가있을것으로보이며이는후술하는세부업종분석에서

확인하도록한다. 한편연구개발비의증가는단순한비용 증가보다미래에대한

투자로볼수있기때문에단기에영업이익률을낮추더라도부정적으로만볼수

없다. 오히려 연구개발비가 평균적으로 1%대에 머무르고 있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대한준비가미흡하다고도생각해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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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연구개발비=연구비+경상연구개발비+경상개빌비+개발비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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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대비 인건비(%) 매출액 대비 일반관리비(%)

한편 2013년 이후현재까지 매출액 대비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7년

4.29%를 기록했다. 또한 임차료,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등 각종

관리비용을 포함하는 일반관리비도 미미하지만 매출액 대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의 증가는 판매활동

위축으로인한고정비비율이증가한것으로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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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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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의 법인세차감전이익과 영업외손익

자동차산업에서법인세차감전이익률은 2017년영업이익률보다더큰하락폭을

보였다. 영업이익 도출 후 법인세차감전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매출액 대비

영업외수익이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영업외비용은 상승했기 때문이다. 또한

매출 대비 영업외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영업외수익보다 더 크기 때문에,

법인세차감전이익률은 영업이익률보다 더욱 낮게 형성되었다. 영업외비용의

중요 세부 항목으로 이자비용이 있는데 , 이자비용 대비 영업이익인

영업이익이자보상배율이 1이하로떨어지면영업이익으로이자비용을충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한계기업으로 분류된다. 자동차 산업의 2017년

이자보상배율은 2.64배로전년대비크게하락했으며,이는영업활동의지속성이

악화되었다고볼수있다.

법인세차감전이익률(%) 매출액 대비 영업외수익(%)

매출액 대비 영업외비용(%) 영업이익이자보상배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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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출 액 대 비
영 업 외 비 용 증 가 ,
이자보상배율 하락으로
영업활동지속성악화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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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의 최종성과와 미래 신규투자여력

자동차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당해 년도 기업활동의 총체적인 능률을 보여주는

매출액순이익률은 2013년 3.08%에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7년

1.18%를 기록했다. 동기간 동안 기업에 투자된 총자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되는지 판단하는총자본순이익률(ROI)과 주주의 투하자본 단위당의이익을

측정하는 자기자본수익률(ROE)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매출액순이익률보다더큰하락폭을보였다. 한편자동차 산업에속한기업들의

평균적인 유보액/납입자본비율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자동차 산업 내 기업들의 신규 투자 여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매출액순이익률(%) 총자본순이익률(ROI, %)

자기자본순이익률(ROE, %) 유보액/납입자본비율(%)

매출액순이익률,
ROI, ROE의지속적인감소로
회계적〮재무적수익성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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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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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엔진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총자산증가율이크게둔화

자산, 부채, 자본으로 본 자동차 산업 세부 업종별 미래 성장잠재력과 재무안정성

2017년자동차산업의세부업종별기업들의평균적인총자산증가율을살펴보면

자동차차체및특장차가전년대비 10% 이상성장한것으로나타났으며, 자동차

차체용부품총자산증가율이 0.99%로가장낮게나타났다. 완성차업계인승용차

및 기타 어객용 자동차 업종의 총자산증가율은 2016년 5.70%에서 2017년

1.86%로 하락하여 총자산 증가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2016년 가장 높은

수치 기록했던 자동차용 전기장치의 총자산증가율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대부분의 세부 업종에서 총자산증가율이 하락한 가운데, 자동차용 엔진의 경우

2017년 총자산증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2017년

자기자본비율은 산업 내 모든 세부 업종에서 평균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승용차및기타여객용자동차가가장높은수치를보였다.

자동차 산업 세부

업종별 외부감사대상

기업 재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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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총자산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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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rend 2013 2014 2015 2016 2017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6.97 4.02 5.47 5.70 1.86

차체 및 특장차 8.01 12.98 14.91 9.60 9.02

자동차용 엔진 16.97 5.46 6.92 1.19 6.18

자동차 엔진용 부품 6.52 9.17 6.73 9.45 3.97

자동차 차체용 부품 7.46 9.52 10.00 4.03 0.99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18.14 14.27 12.31 7.76 2.77

자동차용 전기장치 13.66 15.15 9.70 9.91 2.69

기타 자동차 부품 10.65 11.30 10.32 7.87 2.46

특수목적용 자동차 3.99 1.12 11.26 6.20 1.06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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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rend 2013 2014 2015 2016 2017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50.43 50.00 50.02 50.51 56.64

차체 및 특장차 38.75 39.93 38.78 39.70 42.54

자동차용 엔진 26.00 29.10 32.64 35.61 40.44

자동차 엔진용 부품 37.58 37.44 38.27 38.31 39.02

자동차 차체용 부품 34.96 34.42 33.91 34.15 34.93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32.92 32.12 32.95 33.06 34.14

자동차용 전기장치 34.98 36.40 37.56 39.68 43.15

기타 자동차 부품 35.28 35.05 34.02 34.42 35.28

특수목적용 자동차 42.87 49.51 50.23 54.66 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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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대비 부채의 비중을 보여주는 부채비율의 경우, 2017년 대부분의 세부

업종에서 전년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자동차용 엔진의 부채비율은

2012년 461.55%에서 2017년 185.26%로 꾸준히 하락했다. 이는 동 업종의

장기적인 재무안정성이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2017년 부채비율이

가장 낮은 세부 업종은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로 파악되며,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평균적으로 산업 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기적인 재무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유동비율의 경우 세부

업종마다다소상이한모습을보이고있다. 승용차 기타 여객용자동차, 차체 및

특장차, 특수목적용 자동차, 자동차용 전기장치의 경우 2017년 유동비율이

전년대비 상승하여 단기지급능력과 현금유동성이 개선된 모습을 보였으나,

대부분의 부품 업종들은 유동비율이 하락해 유동성이 전년대비 다소 악화

되었다고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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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 성 차 업 계 의
유동비율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이나 , 전기장치를
제 외 한 부 품 업 계 의
유동비율은대체로하락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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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rend 2013 2014 2015 2016 2017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105.22 107.56 110.90 106.26 91.94

차체 및 특장차 184.84 185.16 192.39 204.63 191.71

자동차용 엔진 461.55 384.35 372.72 296.26 185.26

자동차 엔진용 부품 194.89 206.51 196.99 198.61 196.28

자동차 차체용 부품 229.51 232.97 237.09 235.88 223.06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251.90 284.55 279.64 275.71 263.83

자동차용 전기장치 232.78 225.46 231.89 210.89 176.13

기타 자동차 부품 230.44 233.56 248.29 247.27 241.07

특수목적용 자동차 142.51 112.87 117.78 102.21 109.67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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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rend 2013 2014 2015 2016 2017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128.47 136.63 127.79 120.58 134.97

차체 및 특장차 141.20 137.01 129.27 126.68 130.76

자동차용 엔진 112.88 138.64 149.04 167.20 127.88

자동차 엔진용 부품 105.19 101.46 100.46 99.70 98.54

자동차 차체용 부품 91.39 80.59 73.85 70.73 68.62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112.53 91.96 90.95 94.39 78.52

자동차용 전기장치 125.41 126.45 112.35 112.98 120.44

기타 자동차 부품 111.85 109.06 100.88 99.09 91.76

특수목적용 자동차 132.26 164.79 152.23 151.41 1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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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 세부 업종별 매출과 원가관리

2017년 자동차 산업 세부 업종 기업들의 평균적인 매출액증가율을 보면 차체

및 특장차가 8.69%로 가장 큰 성장을 보였다 . 그러나 전반적으로 세부

업종들의 매출 증가는 둔화되는 가운데,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자동차 차체용 부품,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자동차용 전기장치, 특수목적용

자동차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2017년 매출액총이익률의 경우도

차체 및 특장차가 평균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와 특수목적용 자동차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대부분의 업종에서 일정

수준의 매출액총이익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2017년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의 경우 전년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였고, 자동차용 엔진의

경우 분석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매출액총이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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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rend 2013 2014 2015 2016 2017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17.63 17.41 19.15 19.29 16.83

차체 및 특장차 17.78 16.83 17.10 17.84 17.09

자동차용 엔진 19.46 17.12 13.46 10.94 10.47

자동차 엔진용 부품 11.53 11.79 12.16 11.84 11.07

자동차 차체용 부품 11.69 10.80 10.51 10.06 10.57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12.78 12.85 12.23 11.97 10.38

자동차용 전기장치 11.38 12.29 12.29 12.92 12.50

기타 자동차 부품 11.80 11.72 11.74 12.20 11.42

특수목적용 자동차 12.64 14.46 13.79 16.11 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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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체 및 특장차의
매출성장이 두드러졌으나
승용차, 특수목적용 자동차,
차체용 부품, 동력전달 장치
등은마이너스성장을기록

매출액증가율(%)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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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rend 2013 2014 2015 2016 2017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1.47 1.33 4.97 2.12 -0.85

차체 및 특장차 13.77 22.87 12.93 9.96 8.69

자동차용 엔진 13.78 19.84 19.72 15.66 2.99

자동차 엔진용 부품 6.55 7.29 3.81 3.10 3.22

자동차 차체용 부품 1.80 9.19 7.63 -2.40 -2.95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7.63 3.76 9.67 6.85 -1.86

자동차용 전기장치 8.71 11.98 12.97 4.98 -0.32

기타 자동차 부품 7.81 6.50 5.92 3.34 0.37

특수목적용 자동차 9.60 6.87 13.45 -6.8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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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총이익률과반대의개념인매출원가율을보면,분석기간동안전체적으로

큰 변동은 없지만 특수목적용 자동차의 경우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

원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와 자동차용 엔진의 수익성은 원가율 상승으로 점차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할수있다.

2017년 재고자산회전율이 가장 급격하게 하락한 업종은 특수목적용 자동차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동 업종의 급격한

매출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매출이 증가한 차체 및 특장차,

자동차용 엔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에서 재고자산회전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한것으로업계내생산대비판매속도가둔화되고있음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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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와 자동차용
엔진 업종의 매출원가율이
증 가 하 는 상 황 이 며 ,
자동차용 엔진을 제외하고
재 고 자 산 회 전 율 이
전반적으로하락하는추세

총매출원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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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rend 2013 2014 2015 2016 2017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82.37 82.59 80.85 80.71 83.17 

차체 및 특장차 82.22 83.17 82.90 82.17 82.91 

자동차용 엔진 80.54 82.88 86.55 89.06 89.54 

자동차 엔진용 부품 88.47 88.21 87.84 88.16 88.93 

자동차 차체용 부품 88.31 89.20 89.49 89.94 89.43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87.22 87.15 87.77 88.03 89.62 

자동차용 전기장치 88.62 87.71 87.71 87.08 87.50 

기타 자동차 부품 88.20 88.28 88.26 87.80 88.58 

특수목적용 자동차 87.36 85.55 86.21 83.89 84.40 

재고자산회전율(회)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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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rend 2013 2014 2015 2016 2017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14.15 14.02 14.18 14.99 14.30

차체 및 특장차 10.15 11.26 9.29 10.06 10.32

자동차용 엔진 16.61 16.66 14.73 17.28 21.76

자동차 엔진용 부품 15.58 15.56 14.61 13.57 12.08

자동차 차체용 부품 24.91 23.77 24.21 22.20 20.84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20.46 19.68 17.18 15.43 13.24

자동차용 전기장치 16.25 14.18 13.85 12.94 11.22

기타 자동차 부품 20.97 20.02 18.40 17.37 16.48

특수목적용 자동차 20.12 15.49 10.96 9.46 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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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회전율의 경우 2017년 기준으로 차체 및 특장차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전년대비 유사하거나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 즉 대부분의

업종에서현금유입의속도가다소둔화되고있음을알수있다. 업종별로비교해

보면 승용차 및기타 여객용자동차, 차체 및특장차, 특수목적용자동차와 같이

완성차 관련 업종의 매출채권회전율이 산업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7년 매입채무회전율의경우승용차및기타여객용자동차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에서 전년대비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의 변제속도를 나타내는 매입채무회전율이 상승하면 유동부채가

빠르게해소된다는측면에서긍정적으로볼수도있지만, 현금유출로인한단기

유동성 약화의 측면도 존재한다. 한편 완성차 업계와 부품 업계 간의 회전율

차이는자동차산업내구조적인계열화에따른역학적측면도일부기인한다고

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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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 특장차 ,
특수목적용 자동차 등
완성차 업계의 매출채권
회전율은 부품업계 보다
상대적으로높음

매출채권회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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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rend 2013 2014 2015 2016 2017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13.32 13.16 12.84 12.43 12.04

차체 및 특장차 11.53 13.36 12.19 11.92 13.29

자동차용 엔진 7.82 8.69 7.76 7.49 6.06

자동차 엔진용 부품 7.22 7.41 7.49 7.04 6.79

자동차 차체용 부품 10.31 10.69 11.12 10.33 10.69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8.37 7.54 8.19 8.56 8.04

자동차용 전기장치 8.22 7.52 7.60 7.09 6.84

기타 자동차 부품 8.50 8.21 8.15 7.71 7.75

특수목적용 자동차 12.65 12.54 15.12 14.23 14.70

매입채무회전율(회)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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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rend 2013 2014 2015 2016 2017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9.27 9.23 9.58 9.37 9.51

차체 및 특장차 13.65 15.23 15.11 14.07 13.51

자동차용 엔진 12.46 15.18 17.81 14.51 12.57

자동차 엔진용 부품 11.56 12.17 12.78 12.19 10.93

자동차 차체용 부품 15.03 14.79 16.16 14.02 13.59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14.67 12.16 15.55 15.45 13.67

자동차용 전기장치 10.10 10.36 10.51 9.35 8.61

기타 자동차 부품 12.19 11.96 11.88 11.41 11.18

특수목적용 자동차 7.09 7.12 9.69 10.7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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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 세부 업종별 영업이익 및 판매비와 관리비

2017년 자동차 산업의 업종별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모든 세부 업종에서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자동차

차체용 부품, 특수목적용 자동차의경우 2017년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30% 이상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률의 경우도 모든

세부 업종에서 전년대비 하락했으며, 특히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의

전년대비 하락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업종별 영업이익률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2017년 차체 및 특장차에 속한 기업들의 영업이익률

평균이 5.47%로산업내가장높았으며,승용차및기타여객용자동차는 1.75%로

가장낮은수치를기록했다.

승용차,차체용부품,
특수목 적용 자 동차의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큰
폭 감소했으며, 승용차의
영업이익률 하락 폭이
두드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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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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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rend 2013 2014 2015 2016 2017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4.51 2.46 4.18 4.49 1.75

차체 및 특장차 4.23 4.86 6.09 5.99 5.47

자동차용 엔진 8.00 7.23 4.08 3.98 2.85

자동차 엔진용 부품 3.99 3.79 3.77 3.38 2.78

자동차 차체용 부품 3.40 2.67 2.81 2.20 1.83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5.30 5.03 4.09 3.92 2.29

자동차용 전기장치 4.08 4.17 3.85 4.29 3.80

기타 자동차 부품 3.86 3.52 3.36 3.45 2.45

특수목적용 자동차 2.37 3.84 4.07 3.45 1.78

영업이익증가율(%)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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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rend 2013 2014 2015 2016 2017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76.23 76.36 65.11 -20.85 -30.90

차체 및 특장차 2.75 -23.55 12.10 1.57 -11.15

자동차용 엔진 22.80 11.54 -19.26 45.54 -5.26

자동차 엔진용 부품 -2.30 8.73 -4.04 4.08 -20.90

자동차 차체용 부품 -15.78 -11.06 -6.50 -32.58 -39.87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11.32 -22.41 -28.81 -12.83 -19.48

자동차용 전기장치 7.64 -1.77 -3.53 23.34 -18.57

기타 자동차 부품 1.06 -9.67 -9.82 -11.18 -23.33

특수목적용 자동차 -74.64 -69.19 -31.59 -15.84 -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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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에영향을미치는비용항목중매출액대비판매비를살펴보면승용차

및 기타여객용 자동차가 2017년 7.84%로 산업내 가장높은 수준을기록했으나

전년대비 비중은 다소 하락했다. 분석기간 동안 매출액 대비 판매비의 경우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와 그 외 업종의 비중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완성차와 부품업계 간 업종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석 기간 동안 각 업종 내의 연도별 변동성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동차용 엔진의 매출액 대비 판매비는 분석기간 동안 대체적으로

하락하는추세를보였다. 한편 2017년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의경우자동차용

엔진이급증한모습을보였는데, 이는해당업종에속하는기업이매우소수이기

때문에특정기업의연구개발비상승에기인한바가크다고볼수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자동차용 엔진과 자동차용 전기장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에서

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의비중은 1%대에머무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5

매출액 대비 판매비
비중은 승용차가 타 업종
대비 압도적으로 높으며,
자동차용엔진의연구개발비
비중은상승하는추세

매출액 대비 판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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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rend 2013 2014 2015 2016 2017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7.52 7.43 7.46 8.14 7.84

차체 및 특장차 1.70 1.97 1.75 1.97 1.75

자동차용 엔진 1.58 1.37 0.93 0.74 0.83

자동차 엔진용 부품 1.14 1.26 1.26 1.19 1.26

자동차 차체용 부품 1.81 1.92 1.72 1.81 1.85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0.72 0.67 0.65 0.78 0.76

자동차용 전기장치 0.63 0.56 0.61 0.69 0.64

기타 자동차 부품 1.08 1.12 1.12 1.14 1.13

특수목적용 자동차 1.22 1.37 1.25 1.56 1.45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연구개발비=연구비+경상연구개발비+경상개빌비+개발비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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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rend 2013 2014 2015 2016 2017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1.26 1.07 1.11 1.10 1.15

차체 및 특장차 1.15 1.20 1.23 1.31 1.30

자동차용 엔진 0.47 0.08 0.42 1.09 4.48

자동차 엔진용 부품 1.11 1.14 1.19 1.43 1.32

자동차 차체용 부품 1.02 1.06 1.15 1.09 1.16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0.95 0.95 0.75 0.74 1.03

자동차용 전기장치 2.74 2.64 2.03 2.12 2.25

기타 자동차 부품 1.15 1.19 1.22 1.28 1.31

특수목적용 자동차 1.15 1.32 1.21 1.80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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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의 경우 특수목적용 자동차에 속한 기업들의

평균이 6.16%로 산업 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수목적용 자동차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는 최근 5년 간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는 2.90%로 산업 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자동차용 엔진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는 2013~2016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나, 2017년 1%p 가량 상승하여 산업 내 세부 업종

중 가장 큰 폭으로 비중이 증가했다. 2017년 매출액 대비 일반관리비의

비중도 특수목적용 자동차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용 엔진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차체 및

특장차, 특수목적용 자동차 등 완성차 업계의 매출액 대비 일반관리비 비중이

부품 업계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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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출 액 대 비
인건비와일반관리비비중은
특수목적용 자동차가 세부
업종중가장높게나타남

매출액 대비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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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rend 2013 2014 2015 2016 2017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3.10 3.38 3.08 2.80 2.90

차체 및 특장차 5.45 4.66 4.56 5.09 5.06

자동차용 엔진 4.87 4.46 3.81 2.09 3.07

자동차 엔진용 부품 3.32 3.45 3.78 3.70 3.69

자동차 차체용 부품 3.57 3.40 3.44 3.65 3.94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4.16 4.25 4.50 4.38 4.38

자동차용 전기장치 3.68 3.89 4.30 4.20 4.54

기타 자동차 부품 3.74 3.95 4.15 4.35 4.40

특수목적용 자동차 4.36 4.62 4.87 5.32 6.16

매출액 대비 일반관리비(%)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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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rend 2013 2014 2015 2016 2017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1.79 1.89 2.13 2.19 2.14

차체 및 특장차 4.01 2.98 2.66 2.68 2.65

자동차용 엔진 1.55 2.30 1.82 1.49 1.49

자동차 엔진용 부품 1.86 1.84 1.89 1.90 1.95

자동차 차체용 부품 1.82 1.76 1.76 1.89 1.97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1.63 1.82 1.89 1.90 2.01

자동차용 전기장치 1.74 1.80 1.91 1.87 1.98

기타 자동차 부품 1.85 1.92 1.95 2.01 2.07

특수목적용 자동차 2.48 2.55 2.39 2.94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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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출 액 대 비
영업외수익은 차체 및
특장차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서모두하락

자동차 산업 세부 업종별 법인세차감전이익과 영업외손익

2017년 법인세차감전이익률의 경우 차체 및 특장차에 속한 기업들의 평균

비율이 7.2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용 전기장치, 특수목적용

자동차가그뒤를따르고있다. 반면자동차차체용부품, 자동차용동력전달장치

업종의법인세차감전이익률이평균적으로산업내가장낮은수준을보였다.

법인세차감전이익률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매출액 대비 영업외수익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로 2017년 2.66%를 기록했고,

자동차용 엔진은 0.89%로 산업 내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다. 매출액 대비

영업외수익의 경우 차체 및 특장차를 제외하고 2017년 대부분의 업종에서

전년대비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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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차감전이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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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rend 2013 2014 2015 2016 2017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5.20 3.93 4.60 5.28 2.33

차체 및 특장차 3.83 5.96 5.22 6.35 7.28

자동차용 엔진 3.93 3.45 2.37 3.22 2.57

자동차 엔진용 부품 4.12 3.87 3.54 3.54 2.02

자동차 차체용 부품 3.07 2.68 2.41 2.09 0.81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4.81 4.20 3.50 2.93 0.89

자동차용 전기장치 4.08 4.41 4.21 4.76 3.20

기타 자동차 부품 3.57 3.17 3.04 3.01 1.51

특수목적용 자동차 1.83 3.92 5.86 4.59 2.70

매출액 대비 영업외수익(%)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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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rend 2013 2014 2015 2016 2017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3.81 3.91 3.01 3.16 2.66

차체 및 특장차 2.73 2.59 1.58 2.13 2.51

자동차용 엔진 0.89 1.14 1.02 0.89 0.89

자동차 엔진용 부품 3.08 2.75 2.35 2.25 2.07

자동차 차체용 부품 2.23 2.36 2.21 2.21 2.15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1.23 1.34 1.47 1.54 1.53

자동차용 전기장치 2.46 2.28 2.64 2.40 2.15

기타 자동차 부품 1.83 1.86 1.86 1.95 1.78

특수목적용 자동차 1.21 1.56 2.72 2.88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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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차감전이익률을 감소시키는 2017년 매출액 대비 영업외비용은 자동차

차체용 부품에 속한 기업들의 평균이 3.60%로 산업 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들어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특수목적용 자동차의 매출액 대비 영업외비용은 1.78%로 산업 내 가장 낮았다.

한편 분석기간 동안 자동차용 엔진의 매출액 대비 영업외 비용은 급격하게

낮아진반면, 승용차및기타여객용자동차의경우지속적으로증가하는경향을

보였다.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이자보상배율의 경우 증가할 수록

영업활동의 지속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차체 및 특장차와 특수목적용

자동차의 경우 이자보상배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낸 반면,

승용차및기타여객용자동차의경우 2017년급격하게하락한모습을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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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승용차의
이자보상배율이 급락했으며,
자동차 차체용 부품에 속한
기업들 은 평균 적으로
한계기업수준에근접함

매출액 대비 영업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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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rend 2013 2014 2015 2016 2017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1.88 1.86 2.06 2.21 2.53

차체 및 특장차 3.14 2.22 2.44 2.31 2.49

자동차용 엔진 5.32 4.98 3.28 2.25 2.52

자동차 엔진용 부품 3.11 2.90 2.67 2.74 3.20

자동차 차체용 부품 2.93 2.78 2.75 2.90 3.60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2.34 2.45 2.32 2.69 2.96

자동차용 전기장치 2.16 1.99 2.27 2.05 2.83

기타 자동차 부품 2.46 2.44 2.44 2.60 3.06

특수목적용 자동차 1.99 1.32 1.22 1.61 1.78

영업이익이자보상배율(배)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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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rend 2013 2014 2015 2016 2017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13.87 11.11 15.17 12.12 3.58

차체 및 특장차 3.40 6.90 8.37 11.03 14.06

자동차용 엔진 12.95 8.33 4.96 14.22 9.18

자동차 엔진용 부품 2.61 3.28 3.72 3.29 2.42

자동차 차체용 부품 2.36 2.24 1.73 1.19 1.06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4.50 3.82 2.93 3.56 2.53

자동차용 전기장치 7.04 6.52 6.81 13.44 6.03

기타 자동차 부품 3.97 3.95 3.71 3.73 2.72

특수목적용 자동차 6.17 9.83 14.42 17.09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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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 세부 업종별 최종성과와 미래 신규투자여력

기업활동의 최종적인 회계적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매출액순이익률을 자동차

산업 내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2017년 차체 및 특장차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체 및

특장차는 산업 내 상대적으로 매출 대비 높은 인건비와 일반관리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매출원가율과 상대적으로 높은 영업외수익으로 최종적인

매출액순이익률에서타업종대비높은수준을보였다.

그러나 차체 및 특장차를 제외하고 자동차 산업 내 대부분의 업종에서 2017년

매출액순이익률이 전년대비 하락했으며, 특히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와

자동차용동력전달장치의하락폭이타업종대비큰것으로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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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체 및 특장차의
회계적〮재무적 수익성이
가장 높으나 , 대부분의
업종에서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파악

매출액순이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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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rend 2013 2014 2015 2016 2017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3.49 3.84 3.64 4.36 1.92

차체 및 특장차 3.04 5.23 4.34 5.23 6.09

자동차용 엔진 3.65 3.17 1.83 3.09 2.16

자동차 엔진용 부품 3.51 3.25 2.94 2.98 1.49

자동차 차체용 부품 2.57 2.24 1.94 1.54 0.48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4.03 3.43 2.98 2.33 0.09

자동차용 전기장치 3.29 3.70 3.37 4.00 2.76

기타 자동차 부품 3.03 2.69 2.56 2.43 1.10

특수목적용 자동차 1.35 3.48 4.87 4.05 2.26

총자본순이익률(ROI, %)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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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rend 2013 2014 2015 2016 2017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3.79 4.75 4.44 4.86 1.07

차체 및 특장차 4.79 6.11 5.23 5.67 6.68

자동차용 엔진 5.11 5.18 2.58 3.86 2.31

자동차 엔진용 부품 3.94 3.73 3.24 3.06 1.55

자동차 차체용 부품 3.07 2.59 1.92 1.30 0.51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4.68 3.56 3.22 2.54 0.57

자동차용 전기장치 6.49 6.39 4.80 5.29 3.21

기타 자동차 부품 4.23 3.53 3.14 2.77 1.31

특수목적용 자동차 2.08 5.27 7.24 6.62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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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을 합한 총자본 대비 순이익률인 ROI와 자기자본

대비 순이익률인 ROE도 자동차 산업 내 타업종과 비교할 때 차체 및 특장차가

가장 높았다. 반면 ROI는 자동차 차체용 부품, ROE는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가

산업내가장낮은수준을보였다. 또한자동차산업내모든세부업종의 2017년

평균적인 ROE는전년대비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유보액/납입자본비율을 보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나,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의 경우 분석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다. 2017년 유보액/납입자본비율을 산업 내 업종별로

비교해 보면 차체 및 특장차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수목적용

자동차와자동차용전기장치도상대적으로타업종에비해높은것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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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동 차 산 업
밸류체인의최상위에위치한
승용차 업종의 납입자본
대 비 유 보 액 비 율 은
지속적으로 감소. 그 외
업종은증가추세

자기자본순이익률(ROE, %)

0 5 10 15 20

승용차및기타여객용자동차

차체및특장차

자동차용엔진

자동차엔진용부품

자동차차체용부품

자동차용동력전달장치

자동차용전기장치

기타자동차부품

특수목적용자동차

구분 Trend 2013 2014 2015 2016 2017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6.58 6.15 5.37 8.31 6.08

차체 및 특장차 13.57 17.24 14.65 16.26 14.54

자동차용 엔진 18.45 14.04 9.27 14.62 9.92

자동차 엔진용 부품 10.42 10.14 9.12 8.80 4.44

자동차 차체용 부품 8.98 8.13 6.22 4.66 2.37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15.43 11.95 10.09 7.40 1.94

자동차용 전기장치 18.67 16.15 13.76 15.31 8.62

기타 자동차 부품 13.15 10.72 9.45 8.30 3.85

특수목적용 자동차 6.05 11.27 15.95 14.35 4.40

유보액/납입자본비율(%)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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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rend 2013 2014 2015 2016 2017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624.5 578.9 440.8 385.7 401.2

차체 및 특장차 1,252.5 1,427.0 1,503.0 1,702.5 2,341.1

자동차용 엔진 609.4 429.1 502.2 629.8 801.3

자동차 엔진용 부품 760.6 755.8 814.3 892.0 924.5

자동차 차체용 부품 588.7 609.0 686.8 711.3 722.4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758.6 679.2 766.8 839.5 805.1

자동차용 전기장치 760.3 951.1 1,008.2 1,192.5 1,242.2

기타 자동차 부품 695.6 775.5 807.4 885.8 888.5

특수목적용 자동차 962.9 1,192.1 1,315.8 1,387.6 1,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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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는 자동차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경영 환경 변화를

회계적〮재무적 관점에서 살펴 보았다. 물론 재무비율을 통해 산업과 기업의

모든 주요 이슈들과 숨어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각

사에서 공개하는 객관적인 재무제표를 통해 가능한 한 자동차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경영성과와 수익〮비용의 재무적 트렌드 변화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

한국 자동차 산업 진단: 성장성 둔화와 비우호적인 시장 환경으로 위기감 고조

재무비율 분석을 통해 살펴봤을 때, 한국 자동차 산업은 최근 성장성이 급격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7년 자동차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평균적인

총자산증가율은 2.55%로 2014년 10.83%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또한 매출액증가율도 2014년 7.23%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7년

0.32%에 머물렀다. 재고자산 소진의 속도를 나타내는 재고자산회전율도

2013년 20.07회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7년 15.77회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평균적인 유동비율도 점차 하락하고

있다. 2013년 109.44%를 기록한 유동비율은 2016년 91.74%를 기록했다. 이는

단기지급능력 저하로 자동차 기업들의 단기 재무 건전성도 악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또한 현금유입 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매출채권회전율도

미미하지만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즉, 한국 자동차 산업은 단기

재무적 안정성이 점차 약화되는 가운데 성장 잠재력이 점차 둔화되는

추세이다. 한편 성장성 둔화와 함께 수익성도 악화되는 모습이다. 자동차

기업들의 평균적인 영업이익률과매출액순이익률, ROI가 모두 하락하고 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수직계열화된 자동차 산업의 밸류체인 최상위에 있는

완성차 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다. 세부 업종별 재무분석을 보면 완성차

업계인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업종의 재무비율이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고 가파르게 악화되고 있다 . 완성차 업황 동향에서

살펴보았듯이, 완성차 업계의 주력 제품군인 승용차의 생산, 수출, 내수판매가

2017년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 해외생산 법인 또한

판매부진을 보이는 상황이다. 이는 완성차 업계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자본수익률 등을 악화시키고, 재고자산회전율을 둔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완성차 업계의 실적 부진에 따라 국내 완성차 업체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부품사는 납품 물량 축소 및 단가하락압력에 직면할 수 있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밸류체인이 연쇄적으로 침체될 위험이 있다.

여러 정황들을 볼 때 향후 한국 자동차 산업의 단기적인 회복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글로벌완성차수요가저성장국면진입하고있으며, 미국의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신흥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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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계열화된 산업
구조하에서 완성차 업계의
성장성 둔화는 자동차 산업
전체 밸류체인의 연쇄적인
침체를가져와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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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생 태 계 와
가치창출방식에서의과감한
전환이필요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무역장벽이 더욱 강화되고

있고, 환경 및 안전 관련 규제 강화 추세 등도 수익성에 대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시장도 가계부채 증가와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판매 회복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완성차 업계의

경영이악화된상황에서, 2018년한국GM 군산공장폐쇄사태가발생하면서국내

자동차부품업체들의가동률저하가장기화될수있다.

이러한 비우호적인 시장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완성차 업체들은 다양한

신차출시와 마케팅 강화로 부진한 업황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수요의 절반을 담당하는 중국과 미국의 수요 둔화가 가시화되고, 내수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는 여전히 매출 성장의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완성차 기업들은 점차 수익성 위주의 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다. 현재 완성차업체들이부품업계로부터납품받는부품구매액은

완성차매출액의 50% 이르며, 이는완성차의가격경쟁력을좌우한다고도볼수

있다. 수익성에 집중하면 부품사를 향한 단가하락 유인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는 부품사들의 R&D 지출 유인을 크게 떨어뜨려 결국 한국 자동차 산업의

장기적인성장잠재력을더욱약화시킬수있다.

단기 수익성보다 중장기 성장성 확보에 기업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의 성장은 둔화되고 있지만,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의

신규등록대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1) 자율주행 개발, 차량공유의

확산으로 자동차 산업이 일대 전환기에 접어들면서 이전과는 다른 성장

모멘텀이새롭게부상하고있다. 새로운시장이개화되고 있는만큼중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기존에 고수해 온 산업적 생태계와 가치창출 방식에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거 한국 자동차 산업이 수직계열화로 효율성과

경쟁력을 갖춰 가파른 성장을 이룩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어렵게 구축한 계열화를 해체하고 다시 구축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전환기에 유연하지 않은 수직계열화가 오히려 한국 자동차

산업의새로운성장에발목을잡고있는것은아닌지는생각해볼문제이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납품사의 단가 조정을 통한 단기 수익성 향상보다는 미래

자동차 기술에 대한 R&D 지출을 늘리고, 글로벌 기술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M&A를 추진하며, 전략적 제휴를 통해 변화하는 생태계에서 새로운밸류체인을

구축하는등성장성강화를위한전략에기업의역량을집중해야할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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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래 자 동 차
시장에서는 경쟁력 있는
핵심 부품사가 다수의
완성차 기업에 납품하는
구조로점차변화될것

전속거래 완화로 부품사의 성장 가능성 열어줘야

미래자동차부품시장의경우 IT 및전자기업들이빠르게시장에진입하고있어

생존 경쟁이 이전보다 더욱 심화될 것이다. 자동차 산업의 밸류체인이 변하는

상황에서 수직계열화 구조의 단일 및 소수의 매출처는 부품사에게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다.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는 경쟁력 있는 핵심 부품사가 다수의

완성차기업에납품하는구조로점차변화되어갈것이다. 결국국내부품업계도

미래형자동차부품개발에대응할시장경쟁력을키워특정완성차업체에서의

종속에서벗어나다양한글로벌매출처를확보해나갈필요가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업계는 자생적 성장 여력이 미흡한 영세 업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글로벌 100대 자동차 부품 업체 중 일본기업은

28개사, 미국기업은 22개사, 독일기업은 16개사이지만 한국기업은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만도, 현대파워텍, 한온시스템, 현대다이모스로 6개에불과하며, 이들

업체들대부분은대기업집단에속해있다. 이는우리나라자동차시장구조에서

다양한 매출처를 확보하고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글로벌부품업체가탄생하기어렵다는것을시사한다.

따라서정부차원에서기술력을갖춘부품사가성장할수있는토대를마련해줄

필요가있다. 완성차와부품업계간공정한거래관계가정립될수있도록제도를

개선하고, 적정한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부품사들의지속적인혁신성장이가능하도록 R&D 및판로를적극적으로지원해

주어야할것이다.

완성차 업계도 협력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자사의 성장에

도움이된다는사실을인지하고, 전속거래를완화해줄필요가있다. 전속거래를

맺은 협력업체들은 다른 경쟁사와의 거래가 금지되면서 양적 성장과 수익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기술개발 여력이 부족하여 타 자동차생산국

부품업체와의 기술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악순환에 놓여있다. 미래 자동차

시장의 생존은 결국 ‘융합된 기술’에 달려 있다. 융합된 기술은 하나의 완성차

업체가 달성하기 어려우며, 각 분야별 협력업체들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반드시뒤따라주어야한다.

매출대비낮은 R&D지출과단기수익성지향형전략,전속거래등은이미수년전

부터 업계에서 제기되온 문제이나 위기의식만 가질 뿐 뚜렷하게 개선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부정적인 재무지표들을 통해 당면한 현실로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이번에야말로 정부-완성차-부품업계가

함께 모여 과감한 결단과 개혁을 수행해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Now or Never’,지금이유일한기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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