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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우리나라대표완성차업체현대기아자

동차의수익성이지난해세계자동차브랜

드들과 비교해 23계단 더 떨어진 것으

로나타났다

2016년 중하위권이었던영업이익률이

지난해 불리한 환율(원화 강세) 중국 등

해외시장 판매 부진 통상임금 패소 등까

지겹쳐완전히최하위 바닥권까지 추락

했다

3분기 11개업체중711위4분기추

세면 1011위 예약28일 업계에 따르

면 작년 전체 현대차와 기아차의 매출 대

비영업이익률은각 47% 12%로집계됐

다 평균적으로 1000만원어치(매출) 차를

팔아 불과 47만원 12만원의 이윤(영업이

익)을남겼다는뜻이다

2016년과 비교해 각 08%포인트 35%

포인트 떨어졌을 뿐 아니라 현대기아차

가모두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이의무

화된 2010년이후가장낮은수준이다

4분기만따로보면상황은더심각하다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은 3%대(32%)까지

밀렸다

다른글로벌완성차브랜드들의 2017년

전체 실적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작년

13분기누적실적기준으로만따져도현

대기아차의 수익성은 이미 세계 최하위

권이다

각사 공시 자료와 증권업계 조사 등에

따르면현대기아차의지난해 3분기기준

영업이익률은각 53% 09%로세계 11개

완성차업체가운데7위와꼴찌(11위)에머

물렀다 영업이익률이 9%대에 이르는 1

2위다임러(벤츠모기업승용차부문만 9

7%) BMW(91%)와 비교해 현대차는 거

의절반기아차는 9분의 1 수준이다

나머지 업체들의 이익률은 ▲3위 GM

(75%) ▲4위 토요타(66%) ▲5위 FCA

(피아트크라이슬러63%) ▲6위 폭스바

겐(60%) ▲8위 닛산(42%) ▲9위 포드(4

0%) ▲10위혼다(29%) 순서였다

전년(2016년) 전체 이익률 순위와 비교

하면 현대차는 5위(55%)에서 7위(52%)

로 두 계단 기아차는 8위(49%)에서 11위

(09%)로세계단이나내려앉았다

두 회사의 작년 전체 영업이익률(현대

차 47%기아차 12%)을 타 브랜드 3분

기 누적 영업이익률과 견줘도 현대차(7

위)와 기아차(11위)의 순위에는 변함이

없었다

더구나 4분기 현대차의 영업이익률(3

2%)은 그나마 3분기까지 현대차 아래에

있던 닛산(42%)과 포드(40%)보다도 낮

은 10위수준이다 이런작년말추세가올

해까지 이어질 경우 조만간 현대기아차

가 11개 브랜드 가운데 이익률이 낮은 순

서로 뒤에서 12위를 차지하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얘기다

높은 인건비 수준에 원화강세판관

비 증가통상임금 겹쳐이처럼 현대기

아차의 수익성이 경쟁사들과 비교해 현저

히 낮은 것은 기본적으로 인건비 수준이

높은 데다 지난해 원화 강세 해외시장 판

매부진 통상임금 1심패소에따른충당금

적립등의악재까지더해졌기때문이다

현대차의 인건비 비중은 매출액 대비

15% 수준으로 경쟁사폭스바겐(9%대)이

나토요타(6%대)보다월등히높다

여기에지난해중국과미국양대시장에

서 판매가 뒷걸음치자 판매 촉진을 위해

딜러에 대한 인센티브 마케팅 비용 등까

지늘렸다

기아차의 경우 통상임금이라는 폭탄

까지 맞았다 기아차는 지난해 8월 말 통

상임금소송 1심에서패한뒤패소가확정

될경우를대비해소급지급할급여등약

1조원을 3분기에 손실 예상 비용(충당금)

으로 처리했고 이 때문에 작년 3분기

4270억원의영업손실을냈다

그여파로작년전체기아차의영업이익

(6622억원)도 2016년보다 731%나 줄었

고 2010년 이후 8년래 최소라는 달갑지

않은기록을세웠다

현대기아차관계자는 올해최대과제

중 하나가 수익성 회복이라며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 SUV(스포츠유틸리티차)

중심의 다양한 신차로 판매를 늘리고 주

요 해외시장별로 권역본부가 자율경영을

통해 판매생산재고손익 등을 통합적

탄력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을줄일것이라고강조했다

연합뉴스

벤츠 1천만원팔아 100만원남길때

현대기아차 12만47만원남겼다

영업이익브랜드중바닥권

지난해보다 23계단하락

자동차 정비요금 산정기준이 상향 조정

됨에따라자동차보험료도인상될전망이

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보험업계

정비업계가 공동으로 진행한 자동차보험

정비요금개선을위한연구용역의중간결

과가최근나왔다

정비공장의위치와규모등에따라적정

시간당 공임이 2만5000원3만3000원인

것으로나타났다 평균은 2만8500원이다

현재 업계에 형성된 시간당 공임인 2만

5000원에견줘 3500원(14%)이많다

통상정비요금이 1000원오르면자동차

보험료는약 1% 인상요인이생기는것으

로알려졌다

표준작업시간의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

면보험료가 35%오를소지가있다

표준작업시간연구용역결과적정작업

시간이기존작업시간보다줄어들면시간

당 공임 인상분이 상쇄되기도 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2010년 정부의 정비요금공표

제 폐지 결정 이후 정비요금 산정을 둘러

싼보험업계와정비업계간갈등을해결하

기위해진행됐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기아자동차가 세계 4대 테니스 대회인

호주오픈 대회를 5년 더 후원하기로 했

다 우리나라 정현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4강에오르는등선전해홍보효과가커진

점도 재계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

된다

기아차는 27일(현지시각) 호주 빅토리

아주 멜버른 파크에서 기아차와 호주오

픈관계자가참석한가운데호주오픈 최

상위 후원사(Major Sponsor) 계약을

2023년까지연장하는 호주오픈후원계

약을체결했다고밝혔다

지난 2002년첫후원을시작한이후올

해로 17년연속호주오픈을공식후원한

기아차는 이번 재계약을 통해 2023년까

지무려 22년간대회유일한최상위후원

사로활약하게됐다

기아차관계자는 호주오픈과지난 17

년의여정을함께한것과더불어후원계

약을 5년 더 연장하게 돼 기쁘다며 추

후연장되는파트너십을통해전세계테

니스팬들에게기아차브랜드의 젊고역

동적 이미지를 널리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식에참석한호주오픈조직위원회

관계자는 호주오픈과기아차는오랜시

간함께하면서성공적대회개최와브랜

드가치향상등놀라운동반성장의결과

를 이뤄냈다며 2023년까지 긴밀한 동

반자관계가유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

혔다 호주오픈 공식 후원사로서 기아차

는 해마다 대회기간에 경기장 내 광고판

설치 대회공식차량전달 차량전시홍

보부스운영등다양한마케팅활동을펼

쳐왔다 기아차 관계자는 호주오픈 후

원 첫해 2002년 약 7900만 달러 가치의

홍보 효과를 거둔 것을 시작으로 작년

2017년 대회에서는 약 5억1000만 달러

에이르는글로벌홍보효과를거둔것으

로추정된다고전했다

기아차는특히 정현 선수가활약한올

해 대회의 경우 현장 방문객 수가 75만

명을돌파하고글로벌홍보효과또한작

년 대회보다 약 10% 많은 5억5000만 달

러이상이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지난 27일(현지시각) 호주빅토리아주멜버른파크에서열린 호주오픈후원계약조인식에서크레이그타일리(Craig Tiley왼

쪽부터) 호주오픈조직위원회 CEO 겸 토너먼트디렉터 박병윤기아자동차고객경험본부장부사장 로드레이버(Rod Laver)

테니스레전드선수제인허드리치카(Jayne Hrdlicka) 호주오픈조직위원회장이조인식후기념사진촬영을하고있다

기아차제공

기아차 정현효과호주오픈테니스 5년더후원

2023년까지 연장계약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브랜드는 29일

국내 대형세단 최초로 G80 디젤 모델을

출시하고판매를시작했다

제네시스에따르면G80디젤모델은최

고출력 202마력 최대토크 450fm의

동력성능을 확보했다 복합연비는 138

(2WD 18인치타이어기준)로가솔린

모델대비높은연비효율성을갖췄다

특히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NOx)

저감에효과적인 요소수시스템이 적용

돼 국내 대형세단으로는 처음으로 강화

된 유로6 배기 규제를 충족했다는 게 제

네시스의설명이다 아울러G80디젤모

델은차량내부흡차음재를추가보강하

고 소음진동 저감 기술을 적용해 동급

최고수준의정숙성을확보했다

구체적으로 차량에 전달되는 진동을

줄여주는 진동 저감형 토크 컨버터

(CPA)와 주행정차 등 상황에 따라 엔

진마운트특성을바꿔주는 전자제어식

엔진 마운트(ECM) 엔진 정보 등을 바

탕으로소음을상쇄시키는 실내소음저

감장치(ANC) 등이장착됐다

G80 디젤 모델의 판매가격은 럭셔리

5170만원프리미엄럭셔리5700만원이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현대차 국내 대형세단최초제네시스 G80 디젤 출시

제네시스G80

정비요금기준상향조정  차 보험료또오른다

세계주요완성차업체영업이익률비교

업체
2017년 3Q누적

영업이익률(%)

2016년영업

이익률(%)

영업이익률

변동(%p)

2017년3Q

순위

2016년

순위
비고

다임러(승용부문) 97 91 06 1 1 EBT기준

BMW 91 89 02 2 2 EBIT기준

GM 75 61 14 3 4 EBIT기준

토요타 66 71 05 4 3 영업이익

FCA 63 55 08 5 6 영업이익

VW(폭스바겐) 60 25 35 6 11 영업이익

현대차
53 (4Q 32%)

(2017년전체47%)
55 02 7 5 영업이익

닛산 42 45 03 8 9 영업이익

포드 40 50 10 9 7 세전이익

혼다 29 32 03 10 10 영업이익

기아차
09 (4Q 23%)

(2017년전체12%)
47 38 11 8 영업이익

※자료각사 IR자료 증권업계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