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7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재무비율로본
자동차산업
분석기간: 2012~2016년

September 2017

삼정KPMG 경제연구원

Industry
Financial
Analysis



© 2017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삼정KPMG 경제연구원

Contacts

© 2017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임두빈
책임연구원
Tel: +82 2 2112 7469
doobeenyim@kr.kpmg.com

장진영
선임연구원
Tel: +82 2 2112 7095
jinyoungchang@kr.kpmg.com

엄이슬
연구원
Tel: +82 2 2112 3918
yeom@kr.kpmg.com



© 2017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본 보고서는 삼정KPMG 경제연구원과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정KPMG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전체 또는 일부를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수 없습니다.

Contents

2

Page

Executive Summary ………………………………………………………………………..…………………........... 3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4

산업 재무분석의필요성 …………………………………….……………...............................................................................................

연구의 범위 및 분석자료 ……………………………………………….………………………………………………………………………........

4

4

연구방법론 ………….................................................................................................................................. 5

회계적 논리구조에따른 재무비율도출 …………………………................................................................................................

분석 단계별 활용지표 ……………………………………..…………………………..................................................................................

평균의 이상치(Outlier) 제거 ………………………………………………………………………………….................................................

5

6

9

자동차 산업 전체 재무분석 …………………………………………............................................................... 10

자산, 부채, 자본으로본 자동차 산업의미래 성장잠재력 …………………………………………………………………………...

자동차 산업의매출과 원가관리 …………………………………………....................................................................………………....

자동차 산업의영업이익과판매비및 관리비 …………………………………………...................................................................

자동차 산업의법인세차감전이익과영업외손익 …………………....................................................................………………...

자동차 산업의최종성과와미래 신규투자여력 …………………....................................................................………………......

10

11

13

15

16

자동차 산업 세부 업종별 재무분석 …………………………………………...................................................

자산, 부채, 자본으로 본 자동차 산업 세부 업종별 미래 성장잠재력 ………………………………………….......................

자동차 산업 세부 업종별 매출과 원가관리 …………………………………………........................................................................

자동차 산업 세부 업종별 영업이익과 판매비 및 관리비 ………………………......................................................................

자동차 산업 세부 업종별 법인세차감전이익과 영업외손익 ………………………................................................................

자동차 산업 세부 업종별 최종성과와 미래 신규투자여력 ………………………...................................................................

17

17

19

22

25

27

결론 및 시사점 ……………………………………………….............................................................................. 29



© 2017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Executive Summary

■ 산업 재무분석의 활용

 개별기업: 동종 산업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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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늠하여 신성장 산업

육성과, 산업 구조조정 정책에 반영

 투자자: 투자의사결정에대한 기초자료로 활용

■ 분석대상 및 연구방법

 분석대상 : 2017년 5월까지 공시된 외부감사대상기업 27,322개의 개별 기업 재무정보 중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제조업 하위 중분류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해당하는 1,29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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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은 최근 성장잠재력이 급격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2016년 자동차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평균적인 총자산증가율은 6.8%로, 직전 3개년 간 10% 이상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급격히 위축된 모습을 보임. 자동차용 전기장치 업종만 유일하게 10% 이상 성장

 자동차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평균적인 매출액은 최근 5년 간 증가했으나 매출액증가율은

급락하여 2016년 전년대비 2.87%p 하락한 2.91%의 성장세를 보임. 재고자산 소진의 속도를

보여주는재고자산회전율과영업이익률도 최근 5년간 지속적인 하락추세에있음

 자동차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평균적인 유동비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음. 2012년 107.65%를

기록한 유동비율은 2016년 95.42%를 기록. 자동차 산업에서 유동자산의 증가속도보다 유동부채의

증가속도가 커지고 있어 단기지급능력이 다소 약화됨

 비용 측면에서 자동차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평균적인 매출액 대비 인건비 , 일반관리비 ,

연구개발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자동차 업계는 최근 5년 간 꾸준히 유보액을 증가시켜 신규투자여력을 확보. 기술 패러다임

전환기에 놓여 있는 자동차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축적된 자본으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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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산업의 재무분석은 해당 산업에 속한 개별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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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전체 기업들에 대한 분석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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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기업과 , 정책입안자 및 투자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에게 활용될 수 있다. 먼저 개별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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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의 2012년~2016년 평균 재무비율을

분석한다 . 특히 자동차 산업 전체에 대한 분석 뿐만 아니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 산업의 세세분류에 속한 업종별 평균 재무비율을

분석하여 정보의 실질적 유용성을 높이고자 했다.

분석자료로 NICE평가정보의 KISVALUE에서 제공하는 개별기업 재무제표를

사용하였다. 2017년 5월까지 공시된 외부감사대상기업 27,322개의 개별 기업

재무정보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하위 중분류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 해당하는 1,295개의 기업을 추출했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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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기업 , 정책
입안자,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재무분석
정보제공

2012년 ~ 2016년
자동차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평균 재무비율
변동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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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완성차 제조기업이 속한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의 경우

관측치가 10개이나, 국내 메이저 업체로 알려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와 그 외 5개 중소업체는 주요 재무

비율의 차이가 매우 크다. 상하위 이상치(Outlier)를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완성차 업계의 재무적 트렌드를 일정부분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해당 업종은

국내 메이저 업체의 평균 재무비율 분석으로 한정하도록한다.

회계적 논리 구조에 따른 재무비율 도출

재무제표 또는 재무정보를 구성하는 항목들 중에 특정한 두 항목 간의 비율로

표현되는 재무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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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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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차대조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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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세세분류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에 속한
외부감사대상 1,295개
기업의재무정보를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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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적논리에따라
손익계산서의단계별흐름에
상응하는재무비율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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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론

구분 외감대상기업수

승용차및기타여객용자동차제조업 10개

차체및특장차제조업 31개

자동차엔진용부품제조업 120개

자동차용엔진제조업 8개

자동차차체용부품제조업 141개

자동차용동력전달장치제조업 54개

자동차용전기장치제조업 40개

기타자동차부품제조업 878개

특수목적용자동차제조업
(화물자동차,트레일러,운송용컨테이너)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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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부채, 자본의
관계비율을 통해 산업의
성장잠재력분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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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자산증가율과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의

변동을통해산업에속한기업들의장기적인성장잠재력을파악해볼수있으며,

유동비율을통해단기적인성장잠재력을가늠해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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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매출원가율,

제품매출원가율, 매출채권회전율, 매입채무회전율이다. 해당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증가율을 통해 산업의 단기적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지

파악한다. 그리고 재고자산회전율을 통해 상품이나 제품이 판매되는 속도를

파악하여 향후 매출 증가의 확대와 둔화를 가늠해 본다. 또한 매출총이익률과

총매출원가율을통해원가대비수익성을파악하도록한다. 뿐만 아니라 매출과

매입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의 회전율을 파악하여 산업내

자금회전의 활동성도 분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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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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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출 총 이 익 ,
영업이익,법인세차감전이익,
당기순이익 도출과정의
4단계 분석을 통해 각
단계별 수익〮비용발생의
재무적트렌드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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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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이기 영업이익/이자비용 비율을 통해 활용하도록 한다. 만약

영업이익/이자비용 비율이 1이하로 떨어지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한계기업으로분류된다.

4단계 (법인세차감전이익 -법인세비용=당기순이익 )과정에서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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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보액/납입자본 비율이다. 매출액순이익률 변동을 통해 산업 내 경영활동의

최종성과를 파악하고, 투자된 자본 대비 최종 수익성 변동을 함께 분석해

본다. 또한 유보액/납입자본 비율을 통해 산업 내 기업 들의 신규투자여력의

변동을 살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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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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이익/이자비용 비율 (영업이익/이자비용)

[4단계]

법인세차감전이익
-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매출액순이익률 ⁄당기순이익 매출액 × 100

총자본순이익률(ROI) ⁄당기순이익 총자산 × 100

자기자본순이익률(ROE) ⁄당기순이익 자기자본 × 100

유보액/납입자본 비율 (유보액/납입자본금)

회계적 수익〮비용
흐름에 따라 20개의
재무비율을 도출함. 4개의
자산, 부채, 자본의 관계
비율을 포함하여 총 24개의
재무비율분석을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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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의미
도출을 위해 표본의 상하위
10% 이상치 (outlier) 를
제거한Trimmean을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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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의 이상치(Outlier)제거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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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떨어진결과가발생할수있다. 이러한이상치를제거하는방법으로 Trimmean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Trimmean이란 주어진 자료에서 상위와 하위의

일정범위를 제거한 후 도출한 평균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0% Trimmean은

이상치를 제거하지 않은 전체 자료의 평균값을 의미하고, 10%의 Trimmean은

상위와 하위 10% 값을 제거한 후 구한 평균값을 나타낸다. 따라서 50%의 Trim

mean은자료의중앙값(median)을의미한다.

아래의 예시에서 보듯이 이상치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년 자동차

산업에 속하는 전체 기업의 총자산증가율 평균은 21.93%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하위 10%를 제거한 평균인 2.91%와 상당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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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표본이 많을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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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자동차 산업 전체의 매출액증가율(Trimmean)

범위(%) 관측치 수 Trimmean

0 1,295 21.93

10 1,036 2.91

20 777 2.47

30 518 2.45

40 259 2.58

50 1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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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총자산증가율(%)

자산, 부채, 자본으로 본 자동차 산업의 미래 성장잠재력

자동차 기업들의 평균적인 총자산은 지난 5년 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2016년 들어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다만 2016년 자산에서

자본의 영향을 보여주는 자기자본비율이 전년대비 상승하고 있고, 자본 대비

부채의 비중을 보여주는 부채비율이 전년대비 하락하는 것을 볼 때, 2016년

총자산 증가는 자본 증가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자동차 산업에서 장기적인 재무안정성이 소폭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을 나타내는 유동비율은

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는것을볼수있는데,이는자동차산업에속한기업들의

단기지급능력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자동차 산업의

단기적인성장및재무안정성은과거에비해다소위축될것임을시사한다.

자동차 산업 전체
재무분석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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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비율로 본
자동차 산업의 장단기
성장잠재력은 최근 들어
다소위축되는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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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총이익률(%) 매출액증가율(%)

총매출원가율(%) 재고자산회전율(회)

자동차산업에속한
기업들의평균적인매출액은
증가세가급격하게둔화되고
있으며 재고자산 회전도
느려지는추세

자동차 산업의 매출과 원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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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나 매출액증가율은 급격히 하락하여 2016년 2.91%의 성장세를 보였다.

판매가격에 큰 변동이 없었다고 가정하면, 이는 판매량이 둔화되어 판매활동이

위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또한 재고자산관리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재고자산회전율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2016년 17.02회를

기록했다. 재고자산회전율의 하락은 상품이나 제품이 판매되는 속도가 구매 및

생산 대비 느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최근 완성차 업계에서 중국, 미국

등지의수출이악화되면서매출및생산량이둔화되고있으며, 부품사들도국내

완성차업계에대한의존도가높아함께실적성장이약화되고있는것을반영한

결과로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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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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산업에서 전반적으로 자금회전의 활동성이 다소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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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률(%) 영업이익증가율(%)

매출액 대비 판매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자동차산업에속한
기 업 들 의 평 균 적 인
영업이익은지속적으로감소

자동차 산업의 영업이익 및 판매비와 관리비

자동차산업에속한기업들의평균적인영업이익은최근 5년간감소하는추세를

보였다. 또한수익성지표인영업이익률도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16년 3.31%를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의 하락은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들이 대체적으로 상승해

왔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먼저매출액대비판매비의경우최근 5년간큰변동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기타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는

연구개발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광고선전비 및 접대비 등이

포함되는 판매비의 경우 자동차 산업 특성상 업종별로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후술하는 세부 업종 분석에서 확인하도록 한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증가는 자동차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현재의 수익성 감소에도

불구하고미래를 준비하는 비용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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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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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대비 인건비(%) 매출액 대비 일반관리비(%)

한편 2012년 이후현재까지 매출액 대비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6년

4.09%를 기록했다. 또한 임차료,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등 각종

관리비용을 포함하는 일반관리비도 미미하지만 매출액 대비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다. 자동차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매출총이익률이 최근 5년간 유사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하락한 주요원인은 인건비, 일반관리비,

인건비등주요판매비와관리비가상승했기때문으로유추해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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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출 액 대 비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
연구개발비 등 회계적인
비용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
추세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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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차감전이익율(%) 매출액 대비 영업외수익(%)

매출액 대비 영업외비용(%) 영업이익/이자비용 비율

자동차 산업의 법인세차감전이익과영업외손익

자동차 산업에서 법인세차감전이익률은 전반적으로 영업이익률과 유사한변동

추이를 보이고 있다. 영업이익 도출 후 법인세차감전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영업외수익이 2016년 매출액 대비 전년보다 상승했지만, 영업외비용 또한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출 대비 영업외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영업외수익보다 더 크기 때문에, 법인세차감전이익률은 영업이익률보다 더욱

낮게 형성되었다. 영업외비용의 중요 세부 항목으로 이자비용이 있는데,

이자비용 대비 영업이익이 1이하로 떨어지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한계기업으로분류된다. 자동차 산업의

2016년 이자비용 대비 영업이익은 2013년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으며,이는영업활동의지속성이전반적으로약화되었다고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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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이자비용
비율이하락하여영업활동의
지속성이전반적으로약화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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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순이익률(%) 총자본순이익율(ROI, %)

자기자본순이익율(ROE, %) 유보액/납입자본 비율

자 본 수 익 률 은
회계적인 최종 수익률보다
더 가파르게 하락. 반면
신규투자여력은지속적증가

자동차 산업의 최종성과와 미래 신규투자여력

자동차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당해 년도 기업활동의 총체적인 능률을 보여주는

매출액순이익률은 2012년 3.08%에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6년

2.47%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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자본 비율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자동차 산업 내 기업들의 신규 투자 여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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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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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전기
장치의장기적성장잠재력이
업종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

자산, 부채, 자본으로 본 자동차 산업 세부 업종별 미래 성장잠재력

2016년 자동차 산업의 세부 업종별 총자산증가율을 살펴보면 자동차용

전기장치가 전년대비 10%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용 엔진의

총자산 증가율이 0.9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자동차 엔진용 부품, 자동차용 전기장치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서는

2016년 총자산 증가의 성장성이 전년대비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완성차 업종인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특수목적용 자동차, 차체 및

특장차를제외하고나머지업종에속한기업들의평균적인자기자본비율은 4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자본비율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였으며 , 특히 특수목적용 자동차와 자동차용 엔진의

자기자본비율이자동차산업내에서상대적으로높은상승폭을보였다.

자동차 산업 세부
업종별 재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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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총자산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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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전기장치

기타자동차부품

특수목적용자동차

구분 Trend 2012 2013 2014 2015 2016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2.37 6.97 4.02 5.47 5.70 

차체 및 특장차 12.18 10.33 15.68 14.79 8.91 

자동차용 엔진 20.17 8.05 2.55 2.94 0.97 

자동차 엔진용 부품 6.70 6.63 9.11 6.08 8.98 

자동차 차체용 부품 7.91 7.67 10.16 11.05 3.56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6.48 20.57 14.26 14.01 7.76 

자동차용 전기장치 13.93 12.74 14.41 9.34 10.02 

기타 자동차 부품 10.02 10.78 10.60 10.34 6.75 

특수목적용 자동차 11.86 1.78 -2.07 8.62 8.19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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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rend 2012 2013 2014 2015 2016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50.07 50.43 50.00 50.02 50.51 

차체 및 특장차 40.77 39.25 38.84 36.98 41.10 

자동차용 엔진 22.56 24.11 26.91 27.51 31.99 

자동차 엔진용 부품 35.58 37.92 38.13 39.06 39.48 

자동차 차체용 부품 33.25 34.45 33.14 32.79 33.72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30.62 32.02 31.55 31.62 32.69 

자동차용 전기장치 33.62 34.76 37.48 37.72 38.52 

기타 자동차 부품 35.03 34.95 34.77 33.83 34.79 

특수목적용 자동차 43.85 41.04 47.53 46.11 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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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대비부채의비중을보여주는부채비율의경우, 2016년모든세부업종에서

전년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자동차용 엔진의 부채비율은 2016년

331.80%로 산업 내에서 가장 높지만, 2012년 766.96%%과 비교할 때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이며, 이는 동 업종의 장기적인 재무안정성이 개선되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특수목적용 자동차의 2016년 부채비율도 전년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유동비율의 경우 업종마다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용 엔진의 경우 유동비율이 최근 5년 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보이고있어단기지급능력과현금유동성이전반적으로개선되고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차체 및 특장차의 경우

최근 들어 유동비율이 하락하는 추세이며, 이는 해당 업종의 유동성이 과거에

비해다소약화되었다고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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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비율로 본 자동차 산업 2012~2016년

유동비율(%)

부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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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rend 2012 2013 2014 2015 2016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104.21 105.22 107.56 110.90 106.26 

차체 및 특장차 173.70 187.20 202.79 235.83 210.41 

자동차용 엔진 766.96 479.18 406.80 523.42 331.80 

자동차 엔진용 부품 211.39 192.78 203.37 195.41 191.80 

자동차 차체용 부품 245.13 232.65 246.09 251.29 237.37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286.75 257.79 282.88 284.94 264.24 

자동차용 전기장치 259.16 235.04 215.14 228.00 219.93 

기타 자동차 부품 228.14 235.74 240.49 254.79 243.06 

특수목적용 자동차 138.27 157.68 124.30 177.74 104.41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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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rend 2012 2013 2014 2015 2016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118.20 128.47 136.63 127.79 120.58 

차체 및 특장차 151.30 148.63 130.00 125.00 121.06 

자동차용 엔진 103.35 113.09 150.08 151.64 172.77 

자동차 엔진용 부품 100.21 104.06 101.16 101.14 103.73 

자동차 차체용 부품 89.76 87.32 76.01 69.89 68.73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106.51 104.61 88.59 85.75 88.11 

자동차용 전기장치 114.70 122.50 120.18 104.21 104.10 

기타 자동차 부품 110.49 110.57 106.94 98.67 97.14 

특수목적용 자동차 122.53 133.53 158.28 143.01 1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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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 세부 업종별 매출과 원가관리

2016년 자동차 산업 세부 업종의 매출액을 보면 자동차용 엔진이 20.77%로

가장 큰 성장을 보였다. 반면 자동차 차체용 부품과 특수목적용 자동차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또한 자동차용 엔진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매출

성장이 둔화되는 추세에 있다. 2016년 매출총이익률의 경우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차체 및 특장차,

특수목적용 자동차가 뒤따르고 있다. 즉, 완성차 업종의 매출총이익률이

부품업계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의 경우 2012년 이후 매출총이익률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반면 자동차 차체용 부품의 2016년 매출총이익률은 9.93%로 산업 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지난 5년간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매출액총이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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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rend 2012 2013 2014 2015 2016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15.05 17.63 17.41 19.15 19.29 

차체 및 특장차 19.51 18.10 16.95 16.59 17.48 

자동차용 엔진 16.99 17.68 14.25 8.89 11.73 

자동차 엔진용 부품 11.50 11.67 11.67 12.03 11.75 

자동차 차체용 부품 11.96 11.44 10.63 10.67 9.93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11.94 11.88 12.84 12.01 11.44 

자동차용 전기장치 11.54 11.28 11.89 11.79 12.21 

기타 자동차 부품 11.77 11.77 11.74 11.78 11.96 

특수목적용 자동차 13.65 13.05 15.19 14.6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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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총이익률은
완성차 업계가 부품업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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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비율로 본 자동차 산업 2012~2016년

매출액증가율(%)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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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rend 2012 2013 2014 2015 2016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1.71 -1.47 1.33 4.97 2.12 

차체 및 특장차 -1.45 15.60 25.93 13.81 7.66 

자동차용 엔진 0.19 2.38 9.14 9.79 20.77 

자동차 엔진용 부품 3.80 6.60 7.60 3.53 2.47 

자동차 차체용 부품 3.72 1.65 9.08 8.24 -0.91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9.69 7.92 5.99 10.87 8.09 

자동차용 전기장치 10.86 9.16 10.96 18.24 5.16 

기타 자동차 부품 8.27 7.31 5.92 4.98 3.00 

특수목적용 자동차 8.17 7.97 0.25 12.07 -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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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총이익률과 반대의 개념인 매출원가율을 보면, 분석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큰 변동은 없지만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와 특수목적용 자동차의 경우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 원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자동차 차체용 부품의 경우 2016년 원가율이 90% 이상으로 나타나

수익성이 과거에 비해 다소 악화된 것을 볼 수 있다. 2016년 재고자산회전율의

경우 자동차 자체용 부품이 산업 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동 업종의 매출 둔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부분의 부품 업종에서 재고자산회전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파악되어 주요 자동차 부품의 생산 대비 판매 속도가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차체 및 특장차,

특수목적용 자동차 등 완성차 업계에 속한 기업들의 2016년 평균적인

재고자산회전율은전년대비소폭상승한모습을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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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비율로 본 자동차 산업 2012~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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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rend 2012 2013 2014 2015 2016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84.95 82.37 82.59 80.85 80.71 

차체 및 특장차 80.49 81.90 83.05 83.41 82.52 

자동차용 엔진 83.01 82.32 85.75 91.11 88.27 

자동차 엔진용 부품 88.50 88.33 88.33 87.97 88.25 

자동차 차체용 부품 88.04 88.56 89.37 89.33 90.07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88.06 88.12 87.16 87.99 88.56 

자동차용 전기장치 88.46 88.72 88.11 88.21 87.79 

기타 자동차 부품 88.23 88.23 88.26 88.22 88.04 

특수목적용 자동차 86.35 86.95 84.81 85.35 82.86 

재고자산회전율(회)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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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15.18 14.00 13.35 13.90 15.00

차체 및 특장차 11.27 9.32 9.33 9.22 10.29

자동차용 엔진 17.79 11.47 10.64 9.79 14.73

자동차 엔진용 부품 14.22 14.49 14.25 14.48 13.56

자동차 차체용 부품 28.47 25.29 23.21 23.84 22.94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18.04 19.44 18.09 14.19 14.60

자동차용 전기장치 14.24 14.69 12.85 12.19 12.01

기타 자동차 부품 19.97 19.95 18.54 17.39 17.74

특수목적용 자동차 6.15 6.43 11.08 10.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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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회전율의 경우 2016년 기준으로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를 제외하면

모든 업종에서 전년대비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 즉 대부분의 업종에서

현금유입의속도가다소둔화되었다고볼수있다. 업종별로비교해보면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차체 및 특장차, 특수목적용 자동차와 같이 완성차

업종의 매출채권회전율이 산업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의 변제속도를 나타내는 매입채무회전율의 경우

대부분의 업종에서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으나, 특수목적용 자동차의

경우 2014년 부터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채무회전율이

상승하면 유동부채가 빠르게 해소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현금유출로인한단기유동성약화의측면도존재한다.한편완성차업계와부품

업계간의회전율차이는자동차산업내구조적인계열화에따른역학적측면도

일부기인한다고볼수있다.

21

자동차 산업 내
대부분의업종에서현금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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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비율로 본 자동차 산업 2012~2016년

매출채권회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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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rend 2012 2013 2014 2015 2016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13.16 13.32 13.16 12.84 12.43 

차체 및 특장차 12.50 11.57 12.94 13.53 13.17 

자동차용 엔진 19.25 7.67 7.89 7.64 7.14 

자동차 엔진용 부품 7.64 7.47 7.67 7.74 7.26 

자동차 차체용 부품 10.67 10.39 10.67 11.18 10.25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9.28 8.51 7.96 8.32 8.43 

자동차용 전기장치 8.55 8.80 7.66 7.87 8.02 

기타 자동차 부품 8.43 8.46 8.16 8.03 7.72 

특수목적용 자동차 14.80 14.03 11.72 14.79 14.74 

매입채무회전율(회)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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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rend 2012 2013 2014 2015 2016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7.24 7.32 7.40 7.34 7.29

차체 및 특장차 9.99 11.57 11.12 11.98 10.46

자동차용 엔진 8.28 11.33 8.75 9.72 9.51

자동차 엔진용 부품 11.36 10.30 11.49 11.78 10.48

자동차 차체용 부품 13.44 15.56 12.82 13.64 11.83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11.39 11.27 11.69 12.52 10.56

자동차용 전기장치 9.23 8.37 8.99 9.08 8.09

기타 자동차 부품 10.78 10.63 10.08 9.99 9.63

특수목적용 자동차 6.99 7.34 7.66 10.3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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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 세부 업종별 영업이익 및 판매비와 관리비

2016년 자동차 산업의 업종별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차체 및 특장차, 자동차

엔진용부품, 자동차용전기장치업종은전년대비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나, 그

외업종은모두전년대비감소한것으로파악되었다.특히승용차및기타여객용

자동차, 자동차 차체용 부품, 특수목적용 자동차의 경우 2016년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20% 이상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률의경우 2016년차체및특장차에속한기업들의평균이 5.87%로가장

높았으며,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자동차용 전기장치 등이 산업 내 타

업종보다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반면자동차차체용부품제조업이 2.14%로

산업내업종중가장낮은영업이익률을기록했다.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자동차
차체용 부품, 특수목적용
자동차의 영업이익 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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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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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rend 2012 2013 2014 2015 2016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0.09 4.51 2.46 4.18 4.49 

차체 및 특장차 6.58 4.39 4.81 5.96 5.87 

자동차용 엔진 4.63 6.83 6.02 2.98 3.06 

자동차 엔진용 부품 4.39 4.15 3.81 3.78 3.45 

자동차 차체용 부품 3.80 3.22 2.50 2.83 2.14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4.65 4.93 5.39 4.05 3.83 

자동차용 전기장치 4.34 3.74 4.09 3.79 4.14 

기타 자동차 부품 4.08 3.84 3.54 3.33 3.34 

특수목적용 자동차 3.81 2.26 3.43 2.61 3.06 

영업이익증가율(%)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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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rend 2012 2013 2014 2015 2016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21.24 -76.23 76.36 65.11 -20.85 

차체 및 특장차 -5.15 10.32 -12.91 -1.54 7.80 

자동차용 엔진 27.11 -12.49 11.33 -21.79 -8.51 

자동차 엔진용 부품 -0.31 2.56 5.56 -13.24 4.39 

자동차 차체용 부품 -8.29 -23.60 -14.19 -9.75 -26.63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18.56 12.88 -15.07 -18.59 -10.27 

자동차용 전기장치 24.42 5.92 -7.38 -4.74 17.07 

기타 자동차 부품 -1.70 -1.47 -10.55 -10.91 -10.87 

특수목적용 자동차 -28.30 -54.37 -90.52 -35.88 -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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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 중 매출액 대비 판매비를 살펴보면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가 2016년 8.14%로 산업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전년대비 상승폭도 업종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기간 동안 판매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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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악되었으며,각업종내의연도별변동성은매우미미한것으로나타났다.한편

2016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경우차체 및 특장차와 자동차용전기장치가

각각 1.93%로 산업 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자동차용 엔진과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는 1%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산업 내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자동차용 엔진, 자동차용 전기장치, 특수목적용 자동차는

산업 내 다른 업종에 비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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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의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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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월등히높고,최근상승
추세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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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대비 판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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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rend 2012 2013 2014 2015 2016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7.56 7.52 7.43 7.46 8.14 

차체 및 특장차 1.67 1.62 1.84 1.71 1.75 

자동차용 엔진 1.09 1.53 1.35 0.69 0.59 

자동차 엔진용 부품 1.09 1.15 1.30 1.30 1.29 

자동차 차체용 부품 1.84 1.77 1.88 1.77 1.85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0.79 0.74 0.69 0.64 0.76 

자동차용 전기장치 0.69 0.64 0.57 0.60 0.65 

기타 자동차 부품 1.11 1.09 1.12 1.11 1.12 

특수목적용 자동차 1.24 1.42 1.28 1.17 1.22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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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rend 2012 2013 2014 2015 2016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0.83 1.26 1.01 1.11 1.10 

차체 및 특장차 2.04 2.10 2.29 1.82 1.93 

자동차용 엔진 1.01 0.47 0.15 0.38 0.91 

자동차 엔진용 부품 1.09 1.24 1.26 1.21 1.37 

자동차 차체용 부품 1.07 1.13 1.15 1.13 1.07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0.98 0.98 0.92 0.81 0.83 

자동차용 전기장치 2.11 2.61 2.09 1.57 1.93 

기타 자동차 부품 1.15 1.25 1.32 1.37 1.37 

특수목적용 자동차 1.82 1.27 1.38 1.20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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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의 경우 특수목적용 자동차에 속한 기업들의

평균이 5.75%로 산업 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특수목적용 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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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가장 높았던 자동차용 엔진은 최근 5년간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6년 산업 내 가장 낮은 2.73%를 기록했다.

2016년 매출액 대비 일반관리비의 경우도 특수목적용 자동차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용 엔진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차체 및 특장차, 특수목적용 자동차 등 완성차 업계의

매출액 대비 일반관리비가 부품 업종 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의 경우 최근 5년간 매출액 대비

일반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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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출 액 대 비
인건비와 일반관리비는
특수목적용 자동차가 산업
내가장높게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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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대비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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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rend 2012 2013 2014 2015 2016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2.99 3.10 3.38 3.08 2.80 

차체 및 특장차 5.10 5.40 4.41 4.34 4.74 

자동차용 엔진 5.58 5.70 5.49 4.49 2.73 

자동차 엔진용 부품 3.21 3.29 3.36 3.68 3.60 

자동차 차체용 부품 3.45 3.54 3.41 3.48 3.58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3.77 4.06 4.15 4.31 4.06 

자동차용 전기장치 3.33 3.69 3.88 4.18 3.89 

기타 자동차 부품 3.54 3.74 3.94 4.15 4.24 

특수목적용 자동차 4.63 4.71 4.83 5.10 5.75 

매출액 대비 일반관리비(%)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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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rend 2012 2013 2014 2015 2016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1.73 1.79 1.89 2.13 2.19 

차체 및 특장차 3.62 4.00 2.97 2.66 2.72 

자동차용 엔진 2.76 2.17 2.69 1.68 1.59 

자동차 엔진용 부품 1.62 1.80 1.77 1.82 1.82 

자동차 차체용 부품 1.79 1.82 1.73 1.73 1.81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1.61 1.58 1.75 1.92 1.78 

자동차용 전기장치 1.86 1.76 1.86 1.89 1.80 

기타 자동차 부품 1.86 1.87 1.94 1.97 1.99 

특수목적용 자동차 2.98 2.70 2.92 2.74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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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용 자동차
의 매출액 대비 영업외
수익은타업종에비해매우
높은것으로파악됨

자동차 산업 세부 업종별 법인세차감전이익과영업외손익

2016년 법인세차감전이익률의 경우 특수목적용 자동차에 속한 기업들의 평균

비율이 8.5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체 및 특장차,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반면 자동차용 엔진 업종의 기업들의

법인세차감전이익률이 평균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목적용

자동차의 2016년 법인세차감전이익률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매출액 대비

영업외수익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2016년

영업이익률보다 법인세차감전이익률이 높은 업종은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자동차용전기장치, 특수목적용자동차로해당업종의경우매출액대비

영업외수익이매출액대비영업외비용보다높은것으로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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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비율로 본 자동차 산업 2012~2016년

법인세차감전이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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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rend 2012 2013 2014 2015 2016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1.63 5.20 3.93 4.60 5.28 

차체 및 특장차 6.04 4.26 5.43 4.82 5.80 

자동차용 엔진 3.34 2.81 3.59 1.16 0.44 

자동차 엔진용 부품 3.69 4.11 3.73 3.44 3.43 

자동차 차체용 부품 2.82 2.77 2.62 2.36 1.67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3.74 4.02 3.54 3.03 2.99 

자동차용 전기장치 3.60 3.90 4.80 4.14 4.47 

기타 자동차 부품 3.76 3.66 3.23 3.16 3.16 

특수목적용 자동차 3.08 0.99 3.57 3.60 8.58 

매출액 대비 영업외수익(%)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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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rend 2012 2013 2014 2015 2016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3.93 3.81 3.91 3.01 3.16 

차체 및 특장차 2.42 2.68 1.90 1.52 2.22 

자동차용 엔진 1.01 1.33 1.66 1.77 2.15 

자동차 엔진용 부품 2.64 3.10 2.71 2.28 2.24 

자동차 차체용 부품 1.92 2.21 2.30 1.97 2.09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1.40 1.33 1.38 1.56 1.74 

자동차용 전기장치 2.08 2.75 2.64 2.54 2.38 

기타 자동차 부품 1.83 1.86 1.88 1.91 1.98 

특수목적용 자동차 1.28 1.15 1.72 2.57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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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매출액 대비 영업외비용은 자동차용 엔진에 속한 기업들의 평균이

3.21%로산업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나, 최근들어점차하락하는모습을

보이고있다.반면자동차용전기장치의매출액대비영업외비용은 2.10%로산업

내 가장 낮았다. 또한 2016년 기준으로 전년대비 업종별 상승률을 보면,

특수목적용 자동차의 영업외비용이 가장 크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이자보상배율의 경우 높을수록

기업의재무건전성이개선되는것으로해석된다. 2016년이자보상배율은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업종에서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자동차 엔진용 부품과 자동차 차체용 부품의 경우

전년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자동차 차체용 부품의 경우

이자비용배율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평균적으로 1.23%의 낮은

수치를기록해재무구조의건전성이약화된것을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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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수준에근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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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비율로 본 자동차 산업 2012~2016년

매출액 대비 영업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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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rend 2012 2013 2014 2015 2016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1.94 1.88 1.86 2.06 2.21 

차체 및 특장차 3.56 2.96 2.21 2.54 2.47 

자동차용 엔진 4.81 6.55 6.58 4.13 3.21 

자동차 엔진용 부품 3.33 3.12 2.89 2.65 2.59 

자동차 차체용 부품 3.18 2.93 2.87 2.73 2.87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2.64 2.36 2.61 2.42 2.73 

자동차용 전기장치 2.43 2.31 2.21 2.39 2.10 

기타 자동차 부품 2.71 2.54 2.52 2.53 2.65 

특수목적용 자동차 2.08 2.42 1.55 1.44 2.15 

영업이익/이자비용 비율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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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rend 2012 2013 2014 2015 2016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3.61 14.01 11.33 14.46 18.78 

차체 및 특장차 4.24 4.65 5.25 7.91 10.91 

자동차용 엔진 4.83 9.13 6.07 4.22 9.64 

자동차 엔진용 부품 2.81 2.90 3.64 4.00 3.62 

자동차 차체용 부품 2.39 2.23 2.19 1.79 1.23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3.42 4.41 4.21 2.90 3.98 

자동차용 전기장치 5.83 8.60 8.93 7.57 13.94 

기타 자동차 부품 3.77 4.16 3.91 3.59 3.66 

특수목적용 자동차 9.25 5.77 8.86 13.53 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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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 세부 업종별 최종성과와 미래 신규투자여력

기업활동의 최종적인 회계적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매출액순이익률을 자동차

산업 내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특수목적용 자동차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동차용 엔진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목적용 자동차는

산업 내 상대적으로 낮은 매출원가율을 기록하여 매출총이익률이 높았으나,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일반관리비가 높아 영업이익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주된영업활동 이외에서 발생하는 영업외수익이 2016년

급증하여결과적으로매출액순이익률이높아졌다고볼수 있다. 승용차및기타

여객용 자동차와 차체 및 특장차 등 완성차 제조업계의 2016년 매출액

순이익률은 대부분 상승하였지만, 자동차용 전기장치, 자동차 엔진용 부품을

제외한나머지부품업종들은전년대비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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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용 자동차
의 순이익이 가장 높은
이유는 영업외수익 증가에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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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비율로 본 자동차 산업 2012~2016년

매출액순이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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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rend 2012 2013 2014 2015 2016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1.08 3.49 3.84 3.64 4.36 

차체 및 특장차 5.25 3.40 4.78 3.97 5.08 

자동차용 엔진 2.77 2.60 3.22 0.82 0.28 

자동차 엔진용 부품 3.30 3.70 3.24 2.97 3.16 

자동차 차체용 부품 2.59 2.40 2.09 1.87 1.42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3.00 3.65 3.41 2.98 2.49 

자동차용 전기장치 3.25 3.14 3.94 3.20 3.64 

기타 자동차 부품 3.11 2.97 2.68 2.50 2.37 

특수목적용 자동차 2.70 0.56 3.17 2.21 7.97 

총자본순이익률(ROI, %)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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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rend 2012 2013 2014 2015 2016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0.69 3.79 4.75 4.44 4.86 

차체 및 특장차 5.64 5.35 5.93 4.78 5.65 

자동차용 엔진 4.50 3.71 3.93 1.68 2.46 

자동차 엔진용 부품 3.85 4.18 3.78 3.26 3.32 

자동차 차체용 부품 3.17 2.83 2.38 1.78 1.25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4.13 4.35 3.53 3.00 2.62 

자동차용 전기장치 5.63 6.06 6.45 4.47 4.78 

기타 자동차 부품 4.62 4.12 3.41 3.03 2.75 

특수목적용 자동차 6.10 0.09 4.77 4.3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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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을 합한 총자본 대비 순이익률인 ROI와 자기자본

대비 순이익률인 ROE도 자동차 산업 내 타업종과 비교할 때 특수목적용

자동차가 가장 높았다. 반면 ROI와 ROE가 가장 낮은 업종은 자동차 차체용

부품으로 파악되었다. 2016년 전년대비 ROI와 ROE가 하락한 업종은 자동차

차체용 부품,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기타 자동차 부품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업종은모두투하자본대비수익성이향상된결과를보였다.

유보액/납입자본 비율을 보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나,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와 자동차용 엔진 업종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6년 유보액/납입자본 비율을 산업 내 업종별로

비교해 보면 차체 및 특장차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수목적용

자동차와자동차용전기장치도상대적으로타업종에비해높은것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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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비율로 본 자동차 산업 2012~2016년

자기자본순이익률(RO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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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rend 2012 2013 2014 2015 2016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0.14 6.58 6.15 5.37 8.31 

차체 및 특장차 13.72 14.48 17.54 12.07 18.42 

자동차용 엔진 19.24 15.60 13.44 5.90 12.30 

자동차 엔진용 부품 11.09 10.91 10.32 9.08 9.29 

자동차 차체용 부품 10.34 8.88 7.59 5.94 4.71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13.78 15.45 12.51 9.96 8.18 

자동차용 전기장치 15.66 17.23 16.77 13.30 13.53 

기타 자동차 부품 13.82 12.80 10.50 9.22 8.45 

특수목적용 자동차 12.55 -1.42 10.22 2.50 22.07 

유보액/납입자본 비율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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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rend 2012 2013 2014 2015 2016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729.5 624.5 578.9 440.8 385.7 

차체 및 특장차 1022.6 1182.4 1186.8 1402.4 1651.2 

자동차용 엔진 635.3 618.3 671.1 477.2 443.6 

자동차 엔진용 부품 644.7 733.7 756.0 792.2 873.7 

자동차 차체용 부품 512.8 548.0 564.2 622.3 662.1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681.8 653.1 640.6 731.7 850.6 

자동차용 전기장치 633.7 812.6 1036.3 1060.1 1215.6 

기타 자동차 부품 630.2 691.9 758.2 806.0 882.8 

특수목적용 자동차 962.8 857.6 1058.5 1166.6 1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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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는 자동차 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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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제표라는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가능한 한 자동차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전반적인 경영성과와 수익〮비용의 재무적 트렌드 변화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전반적인 자동차 산업의 성장 둔화 속에서도 견조하게 성장 중인 전장 업계

국내 자동차 산업은 최근 성장잠재력이 급격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6년 자동차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총자산증가율은 6.8%로 직전 3개년

동안 10% 이상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급격히 위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16년 매출액증가율의 경우도 2.91%에 머물러 전년대비

2.8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자산 소진의 속도를 나타내는 재고자산

회전율도 2012년 19.32회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6년 17.02회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평균적인 유동비율도

점차 하락하고 있다. 2012년 107.65%를 기록한 유동비율은 2016년 95.42%를

기록했다 . 즉 자동차 산업에서 유동 자산의 증가속도보다 유동 부채의

증가속도가 커지고 있다. 이는 단기지급능력 저하로 단기 재무 건전성도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또한 단기 현금유입 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매출채권회전율도 미미하지만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즉, 자동차

산업은 단기 재무적 안정성이 점차 약화되는 가운데 성장 잠재력이 점차

둔화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부 업종별로 살펴 보면 자동차용 전기장치 업종에 속한 기업들의

평균적인 총자산증가율은 2016년 10% 이상 증가하여 산업 내 가장 높은

성장성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타 업종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를

보였으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타 업종보다 높은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트렌드는 커넥티드카, 카인포테인먼트, 전기차, 자율주행의 확산 등을

바탕으로 전장부품에 대한 수요가 견조하게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흥국의 수요 위축 , 중국 , 미국 등 대형 시장에서의 수출 감소 , 수입

자동차와의 경쟁, 가계부채 등으로 인한 내수 소비 부진 등으로 인해 국내

자동차 업계의 매출액 증가는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동차의 서비스화가 강조되고 있다. 완성차 또는 부품 제조사

입장에서 진정한 의미의 서비스화는 구매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해

낼 수 있는 혁신적인 자동차를 ‘제조’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차량용

소프트웨어 및 전장 부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되고 점차 다양해 질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 업계는 기존의 수직계열화된 공급체인에서 벗어나 좀더유연한

공급체인을검토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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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패러다임
전환기에 놓여 있는 자동차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
늘려야

자동차산업의새로운기술생태계선점경쟁,연구개발에적극적인투자필요

자동차 산업의 기술혁신은 최근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기존에 자동차

산업을 주도하던 완성차 업계와 부품업계 뿐만 아니라 IT, 화학, 소재 업계가

새로운 경쟁자로 도전장을 내밀면서, 미래 자동차의 기술생태계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새로운 기술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대표적인 투자로 R&D와 M&A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자동차 산업에 속한 외부감사대상 기업들의 재무정보를

확인 했을 때, 연구개발비는 매출액 대비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자동차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평균적인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는 2012년 1.16%에서

2016년 1.34%로 5년간 0.18%p 증가하는데 그쳤다. 매출액 대비 비중이기

때문에 연구개발비의 증가 자체로 보면 과거에 비해 많은 금액이

투자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최근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 환경과 매출 성장을

고려하면 여전히 연구개발비 비중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세부 업종으로 보면 완성차인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업종에 속한

기업들의 2016년 평균적인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는 1.10%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동 기간 해외 주요 기업인 다임러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94%, 폭스바겐 6.29%, 도요타 3.72%, BMW 3.26%인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기업들과 글로벌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완성차뿐만 아니라 글로벌 부품사인 보쉬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는 무려 10.4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콘티넨탈 도

6.93%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회계적으로 연구개발비는 비용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고 경영성과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기술 패러다임 전환기에 놓여 있는 자동차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연구개발비를 단기 비용보다는 장기 투자로 인식하여 새로운

기술생태계를 준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5년간

자동차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납입자본 대비 유보액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으며, 이는 신규투자여력을 어느 정도 확보해 왔음을 뜻한다.

자동차 업계는 축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할 시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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