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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A-/Stable 

평가내역 유효등급 

평가대상 

평가종류 

등급확정일 

제16-1, 16-2회 선순위 무보증사채 

본평가 

2021.06.22 

선순위 무보증 회사채 

단기신용등급 

 

A-/Stable 

A2- 

 

  

PROFILE \\ 평가등급 추이 

구 분 실 적 전 망  

 

사업위험 BBB A 

재무위험 A A  

전망/기타고려요인  + 0 -   

계열관계요인  + 0 -   

 

  

평가 근거 

등  급 

 현대중공업 계열 조선사로서 조선산업 내 시장지위 및 사업경쟁력 우수 

 2017년 이후 신규수주 증가하면서 수주잔고 회복 추세 

 영업수익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절대적인 영업수익성은 낮은 수준 

 영업수익성 및 운전자금 부담에 따라 현금흐름 변동 

 최근 운전자금 부담 증가로 재무안정성이 다소 저하되었으나, 우수한 수준 유지 

전  망  

(Outlook) 

 중단기적으로 운전자금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매출 및 수익성의 점진적인 개선으로 현재 

수준의 재무안정성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고려 

 

  

주요 재무지표 단위: 억원 

회계기준 K-IFRS K-IFRS K-IFRS K-IFRS K-IFRS K-IFRS 

재무제표기준 개별 개별 개별 개별 개별 개별 

구분 2016.12 2017.12 2018.12 2019.12 2020.12 2021.03 

매출액 38,686 27,710 26,197 34,883 39,180 10,416 

당기순이익 504 -425 -855 115 -591 270 

EBITDA 2,390 746 -1,185 746 855 334 

잉여현금흐름 4,835 5,457 -948 -2,507 -1,971 -84 

자산총계 57,337 51,119 40,260 43,145 45,815 44,761 

총차입금 13,772 6,022 6,111 8,919 12,877 12,474 

EBIT/매출액(%) 4.4 0.2 -8.7 0.1 0.4 1.5 

EBITDA/금융비용(배) 11.2 4.2 -6.5 3.5 2.3 3.4 

총차입금/EBITDA(배) 5.8 8.1 -5.2 11.9 15.1 9.3 

부채비율(%) 96.4 55.8 107.9 123.3 142.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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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NICE신용평가㈜는 현대삼호중공업㈜(이하 '회사')의 상기 사채에 대한 신용등급을 A-

/Stable로 평가한다. 평가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자체신용도에서 notch 조정은 이루어지

지 않았다. 

 

평가등급 및 핵심논거 : A- 

회사는 1998년 설립된 조선사이며, 2002년 현대중공업 계열로 편입되었다. 회사의 본

사 및 생산시설은 전라남도 영암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탱커선, 컨테이너선, LNG선 등의 

상선을 주력으로 건조하고 있다.  2021년 3월말 기준 한국조선해양이 회사의 지분 80.5%

를 보유하고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계열 조선사로서 조선산업 내 시장지위 및 사업경쟁력이 우수하다.  회사는 

현대미포조선과 함께 현대중공업그룹의 핵심 조선사로서 원자재 공동구매, 선박 

공동설계, 공동영업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현대중공업과의 협력을 통해 

높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등 조선업계 내에서 우수한 사업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회사는 2021년 3월말 수주잔량(CGT) 기준 5.6%의 시장점유율로 우수한 시장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그룹 내 조선 3 사를 합산할 경우 현대중공업 그룹이 글로벌 

수주잔량의 15.5% 내외를 점유하고 있어 글로벌 조선산업에서 그룹의 경쟁지위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2017년 이후 신규수주 증가하면서 수주잔고가 회복되는 추세이다.   조선 업황 침체로 

신규수주가 감소하면서 회사의 수주잔고는 2017년말 기준 3.5조원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다만, 2017 년 이후 탱커선, LNG 선 등의 수주가 증가하면서, 2018~2020 년 평균 

40억$ 내외의 신규수주를 기록하여 수주잔고가 2021년 3월말 기준 8.1조원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배포 및 경기 회복 기대,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 등으로 중단기 조선업 발주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21 년 상반기에는 물동량 증가, 해상운임 상승으로 인해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양호한 수주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회사는 1분기 12억$의 신규 수주를 기록하였으며, 

조선 산업 내 우수한 시장지위를 바탕으로 양호한 수주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업수익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절대적인 영업수익성은 낮은 수준이다.  수주잔고 

회복에 따라 2019 년 이후 점진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회사의 수익성도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절대적인 영업수익성은 낮은 수준이다.  2020년 1~3분기 

부진한 신규수주를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매출 규모는 정체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21년 들어서 주요 원재료인 강재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과 신조선가의 

상승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영업수익성 개선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회사는 그룹 내 조선 3사 통합구매를 통해 유리한 조건으로 원재료를 

구매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업황 개선이 부진한 해양 부문의 비중이 작은 점은 경쟁사 

대비 수익성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판단된다. 

 

최근 운전자금 부담 증가로 재무안정성이 다소 저하되었으나,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회사의 2021년 3월말 조정부채비율은 113.0%, 조정순차입금의존도는 25.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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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안정성은 우수한 수준이다.  2016년 유형자산 재평가, 2017년 Pre-IPO를 통한 

자본확충 등이 이루어지면서 재무안정성이 개선되었다. 이후 2018 년 투자부문 

(현대미포조선 지분 장부가 1.1조원) 인적분할로 자산, 자본규모가 감소하였고, 2019년 

이후 매출 회복에 따른 운전자금 부담으로 차입금이 증가하여 재무안정성이 다소 

저하되었으나, 여전히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등급전망 : Stable 

중단기적으로 운전자금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매출 및 수익성의 점진적인 개선

으로 현재 수준의 재무안정성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전망 및 주요 모니터링 요인  

주요 가정 및 근거 

 

2020년 1~3분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 무역 물동량 감소 등으로 

선박의 신조발주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2020년 4분기 이후 코로나19 영향이 완화되면

서 글로벌 선박 발주량이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분기 글로벌 선박 발주량은 1,024

만CGT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한국 조선사들은 2021년 1분기 발주

량의 52%를 수주하여 세계1위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중단기적으로 조선업 발주환경은 

코로나19 백신 배포로 인한 경기 회복기대,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 선박 수요 증

가 등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한국 조선사들의 수주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 

 

사업 및 재무전망 

 

2020년 4분기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이 완화되면서 신규 수주가 증가하였으나, 신규 수

주 이후 2~3년에 걸쳐 매출이 인식되는 조선업의 특성상 2021~2022년 매출은 기 보유 

수주잔고를 기반으로 4조원 내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2020년 1~3분기 부진한 신규수주를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매출 규모는 정체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21년 들어서 주요 원재료인 강재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

과 신조선가의 상승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영업수익성 개선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회사는 그룹 내 조선 3사 통합구매를 통해 유리한 

조건으로 원재료를 구매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업황 개선이 부진한 해양 부문의 비중

이 작은 점은 경쟁사 대비 수익성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판단된다. 

 

재무적으로는 중단기적으로 영업수익성의 개선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

데, 조선업 경쟁심화에 따른 결제구조의 Heavy-Tail화로 운전자금 부담이 증가할 것으

로 보인다.  다만, 회사는 금융비용, CAPEX 등의 자금소요는 크지 않은 수준이며, 수주

잔고 증가에 따라 매출 및 수익성의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 현재 수준의 재무안정성을 유

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모니터링요인 

 

조선업 발주환경 및 수주물량 확보 수준, 신조선가 및 강재 단가 변동, 영업수익성 및 

재무안정성 변동, 계열 내 대우조선해양 및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진행 경과 및 계열 신

용도 변화 등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특히, 구체적 지표로서 EBITDA/매출액, 조정부

채비율 등을 모니터링하고, 제반 사업 및 재무안정성 변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

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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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변동 검토 요인 

구 분 등급변동 검토 요인 

상향조정 

검     토 

 수주실적 개선, 주요 선종 선가 상승 및 원자재 가격 안정화 등 조선업황 회복세가 지

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EBITDA/매출액 5% 이상, 조정부채비율 80% 이하 

 상기 지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  

하향조정 

검    토 

 조선 업황의 개선이 지연되고, 영업수익성 저하, 운전자금 부담 가중으로 재무안정성

이 저하되어 

 EBITDA/매출액 1% 미만, 조정부채비율 150% 초과 

 상기 지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1: 등급변동 검토는 상기 요인ᆞ지표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기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

됨. 
주2: 조정부채비율 = (총부채-선수금)/자본 

 

│표│주요 등급조정 검토 요인 추이 단위: % 
 

구 분 2016.12 2017.12 2018.12 2019.12 2020.12 2021.03 

EBITDA/매출액 6.2 2.7 -4.5 2.1 2.2 3.2 

조정부채비율 73.9 31.9 82.5 92.8 118.3 113.0 

자료: 회사 공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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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개요 

회사는 1998년 설립된 조선사이며, 2002년 현대중공업 계열로 편입되었다. 회사의 본

사 및 생산시설은 전라남도 영암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탱커선, 컨테이너선, LNG선 등의 

상선을 주력으로 건조하고 있다.  2021년 3월말 기준 한국조선해양이 회사의 지분 80.5%

를 보유하고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사업위험 

현대중공업 계열 조선사로서 조선산업 내 시장지위 및 사업경쟁력 우수 

회사는 현대미포조선과 함께 현대중공업그룹의 핵심 조선사로서 원자재 공동구매, 선박 

공동설계, 공동영업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현대중공업과의 협력을 통해 높

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등 조선업계 내에서 우수한 사업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회

사는 2002년 현대중공업 계열로 편입된 이후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영업 및 기술개발 등 

경영전반에 대해 지원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규 선종에 대한 초기 건조 리스크 극복

이 용이한 점은 수주경쟁력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LNG선 등 

고부가선종 분야의 수주를 확대하여 불리한 시장환경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있다.  

회사는 2021년 3월말 수주잔량(CGT) 기준 5.6%의 시장점유율로 우수한 시장지위를 확보

하고 있으며, 그룹 내 조선3사를 합산할 경우 현대중공업 그룹이 글로벌 수주잔량의 

15.5% 내외를 점유하고 있어 글로벌 조선산업에서 그룹의 경쟁지위는 상당히 높은 수준

으로 판단된다. 

 

2017년 이후 신규수주 증가하면서 수주잔고 회복 추세  

조선 업황 침체로 신규수주가 감소하면서 회사의 수주잔고는 2017년말 기준 3.5조원 수

준으로 하락하였다.  다만, 2017년 이후 탱커선, LNG선 등의 수주가 증가하면서, 

2018~2020년 평균 40억$ 내외의 신규수주를 기록하여 수주잔고가 2021년 3월말 기준 

8.1조원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글로벌 신조발

주가 크게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2020년 4분기 LNG선 수주가 증가하면서 

전기 대비 85% 수준의 신규수주를 달성하여 경쟁사들 대비 양호한 수주 흐름을 보였다.  

 

│표│수주잔고(진행기준), 매출액 추이 단위: 억원, 배 
 

구분 '17.12 '18.12 '19.12 '20.12 '21.03 

기초 수주잔고 38,973  35,111  61,530  72,675  75,117  

신규수주 23,847  52,617  46,027  41,622  16,389  

매출액 -27,710  -26,197  -34,883  -39,180  -10,416  

기말 수주잔고 35,111  61,530  72,675  75,117  81,090  

수주잔고/매출액 1.3  2.3  2.1  1.9  1.9  

자료: 회사 공시자료 

주: 2021년 1분기 수주잔고/매출액은 1분기 매출액 연환산하여 적용 

 

최근 코로나19 백신 배포 및 경기 회복 기대,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 등으로 중단기 조선업 발주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21년 상반기

에는 물동량 증가, 해상운임 상승으로 인해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양호한 수주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회사는 1분기 12억$의 신규 수주를 기록하였으며, 조선 산업 내 우수

한 시장지위를 바탕으로 양호한 수주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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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종별 신규수주 추이 단위: 척, 백만$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1Q 

척수 금액 척수 금액 척수 금액 척수 금액 척수 금액 

벌크선 7  564  4  304  2  144          

탱커선 22  1,492  12  863  23  1,758  8  695  3  270  

컨테이너선 4  413  7  911    0  4  413  4  487  

LNG선 1  175  12  2,160  9  1,687  12  2,221  1  183  

LPG선 2  139  2  139  4  331      3  242  

기타   31    20    18    39    39  

합계 36  2,814  37  4,397  38  3,937  24  3,368 11  1,221  

자료: 회사 제시자료 

주: 2020년 수주실적은 2021년 2월 공시한 VLCC 3척 수주 취소 반영 

 

한편, 회사는 현재 탱커선, 컨테이너선, LNG선 등 일반 상선 건조에 주력하고 있으나, 

2010년대 초반 반잠수식시추설비, 부유식 원유생산설비 등 해양플랜트 분야에까지 수주

영역을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해양플랜트 프로젝트의 경우 생산경험 부족에 따른 원

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14~2015년 대규모 손실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2014년 하반

기 이후 유가 급락으로 해양플랜트 발주환경이 크게 악화되면서 현재까지 해양플랜트 분

야의 추가적인 수주실적은 없는 상황이다.  해양플랜트 부문의 사업 축소는 사업다각화 

측면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요인일 수 있으나, 비경상적 손실 발생 가능성이 감소하여 사

업안정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업수익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절대적인 영업수익성은 낮은 수준   

회사는 2014~2015년 조선업의 침체로 인해 예상되는 손실을 선제적으로 비용 반영하면

서 대규모 손실(영업적자 2014년 5,022억원, 2015년 3,500억원)을 기록한 이후, 2016

년에는 양호한 수익성(EBIT/매출액 4.4%)을 시현하였다.  그러나, 수주잔고 감소에 따

른 매출 축소로 2017~2018년에는 매출액이 3조원 미만으로 하락하였고, 고정비 부담으

로 인해 수익성이 저하되어 2018년에는 영업적자 2,289억원을 기록하였다.  수주잔고 

회복에 따라 2019년 이후 점진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회사의 수익성도 점차 개선

되고 있으나 여전히 절대적인 영업수익성은 낮은 수준이다.   

 

│표│영업수익성 추이 단위: 억원 
 

구분 '16.12 '17.12 '18.12 '19.12 '20.12 '21.03 

매출액 38,686 27,710 26,197 34,883 39,180 10,416 

EBIT 1,715 60 -2,289 52 156 157 

EBITDA 2,390 746 -1,185 746 855 334 

EBIT/매출액(%) 4.4 0.2 -8.7 0.1 0.4 1.5 

EBITDA/매출액(%) 6.2 2.7 -4.5 2.1 2.2 3.2 

자료: 회사 공시자료 

 

2020년 1~3분기 부진한 신규수주를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매출 규모는 정체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21년 들어서 주요 원재료인 강재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

과 신조선가의 상승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영업수익성 개선의 제약요

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회사는 그룹 내 조선 3사 통합구매를 통해 유리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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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원재료를 구매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업황 개선이 부진한 해양 부문의 비중이 작

은 점은 경쟁사 대비 수익성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판단된다.   

  

재무위험 

영업수익성 및 운전자금 부담에 따라 현금흐름 변동하고 있으며, 최근 운전자금 부담 

확대로 잉여현금흐름 적자 시현 

회사의 현금흐름은 영업수익성 및 운전자금 부담 변화에 따라 큰 영향을 받고 있다.  

2014~2015년에는 수익성 악화 및 운전자금 부담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자금소요가 확대되

었으나, KCC, 포스코, 현대차 등의 지분 매각을 통해 약 1조원의 자금을 확보하여 자금

소요에 대응하였다.  2016~2017년에는 기 수주잔고 인도에 따른 운전자금 부담 완화로 

잉여현금흐름을 창출하였으며, 특히, 2017년 3분기 중 Pre-IPO를 통해 약 4,000억원을 

조달하면서 현금흐름이 크게 개선되었다.  다만, 2018년에는 매출 감소에 따른 고정비 

부담 증가로 수익성이 크게 저하되어 잉여현금흐름 적자가 발생하였다.  2019년 이후에

는 매출 및 수익성이 점차 회복되고 있으나, 수익성 개선 폭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Heavy-Tail 결제구조 등으로 운전자금 부담이 가중되어 잉여현금흐름 적자가 나타나고 

있다.  

 

│표│주요 현금흐름 추이 단위: 억원 
 

구분 '16.12 '17.12 '18.12 '19.12 '20.12 '21.03 

EBITDA 2,390 746 -1,185 746 855 334 

  금융비용 -383 -264 -725 -244 -371 -117 

  법인세 118 -180 -322 -9 10 -1 

손익활동현금흐름 2,743 95 -1,202 -1,877 -74 463 

  운전자금 증감 7,316 6,826 -6,538 -852 -610 582 

영업활동현금흐름 4,763 5,224 3,928 -1,845 -1,819 -47 

  자본적지출(CAPEX) 73 233 -4,876 -662 -152 -37 

잉여현금흐름 4,835 5,457 -948 -2,507 -1,971 -84 

  배당금 지급 - - -80 -52 -52 - 

  종속/관계회사투자 - 0 -22 - - - 

자금조달전현금흐름 4,902 5,993 3,022 -4,418 -155 -83 

자료: 회사 공시자료 

주: 2018년 현금흐름에는 인적분할된 투자부문(현대미포조선)의 분할일까지 현금흐름이 포함되어 있음 

 

최근 운전자금 부담 증가로 재무안정성이 다소 저하되었으나, 우수한 수준 유지 

회사의 2021년 3월말 조정부채비율은 113.0%, 조정순차입금의존도는 25.0%로 재무안정

성은 우수한 수준이다.  회사는 2014~2015년 대규모 손실발생 등으로 차입금 규모가 증

가하고 자본 축소가 나타나면서 2015년까지 전반적인 재무안정성 지표가 저하되었으나, 

2016년 유형자산 재평가(재평가이익 2,654억원), 2017년 Pre-IPO를 통한 자본확충

(4,000억원 규모) 등이 이루어지면서 2017년말 조정부채비율은 31.9%, 조정순차입금의

존도는 15.4%로 재무안정성이 개선되었다.  이후 2018년 투자부문(현대미포조선 지분 

장부가 1.1조원) 인적분할로 자산, 자본규모가 감소하였고, 2019년 이후 매출 회복에 

따른 운전자금 부담으로 차입금이 증가하여 재무안정성이 다소 저하되었으나, 여전히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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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차입금 및 재무안정성 지표 추이 단위: 억원 
 

구 분 '16.12 '17.12 '18.12 '19.12 '20.12 '21.03 

총차입금 13,772  6,022  6,111  8,919  12,877  12,474  

순차입금 (A) 9,513  39  2,879  5,498  7,474  7,587  

선수금 (B) 6,569  7,840  4,917  5,896  4,483  3,605  

조정순차입금 (A+B) 16,082  7,879  7,795  11,394  11,957  11,192  

조정부채비율(%) 73.9  31.9  82.5  92.8  118.3  113.0  

조정순차입금의존도(%) 28.0  15.4  19.4  26.4  26.1  25.0  

자료: 회사 공시자료 

주: 조정부채비율 = (총부채-선수금)/자본, 조정순차입금의존도 = (순차입금 + 선수금)/자산 

  

계열 관계(자체신용도) 

현대중공업 그룹은 다각화된 사업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으며, 주력 사업에서의 경쟁

지위가 우수하다.  또한, 계열 전반의 우수한 재무안정성과 풍부한 재무대응여력 등을 

감안할 때 계열의 지원능력은 우수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회사는 계열 핵심사업인 조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계열 내 주력기업으로서 회사의 신용의존성은 높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다만, 회사의 자체신용도와 계열통합 Profile간 차이가 크지 않아 계열요인

에 따른 notch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표│계열 관계 반영   

항목 판단 근거 

계열통합 Profile (계열지원능력) 
현대중공업계열의 다각화된 사업포트폴리오 및 우수한 재무안정

성 감안 시 지원여력 우수 

신용의존성 (계열지원의지)  

 지배적 긴밀성 
비상장사로 현대중공업계열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지

분 80.5% 보유 

     사업적 긴밀성 계열 핵심사업인 조선사업 영위 

     재무적 긴밀성 계열내 재무적 비중 보통 

자체신용도와 계열통합 Profile간 차이가 크지 않아 계열요인에 따른 notch 조정 이루어지지 않음 

 

유동성 분석 

2021년 3월말 총차입금 1.2조원 중 0.6조원이 1년 내 만기도래하는 단기성차입금이며, 

보유 현금성자산은 0.5조원이다.  단기성차입금 대비 보유 현금성자산 규모가 양호하

고, 단기성 차입금 중 상당 부분이 차환 가능성이 높은 무역금융과 정책금융기관 차입금

으로 구성된 점을 고려할 때 만기 도래 차입금에 원활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보유 유형자산(2021년 3월말 장부금액 1.5조원, 담보설정금액 267억원)등

을 활용한 자금조달 여력과 그룹의 우수한 지원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회사

의 단기 유동성 위험은 낮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표│유동성 지표 추이 단위: 억원 
 

구분 '16.12 '17.12 '18.12 '19.12 '20.12 '21.03 

현금성자산(A) 4,259 5,983 3,232 3,421 5,403 4,887 

단기성차입금(B) 10,506 5,858 6,018 5,321 9,610 6,417 

A/B(%) 40.5 102.1 53.7 64.3 56.2 76.2 

단기성차입금/총차입금(%) 76.3 97.3 98.5 59.7 74.6 51.4 

자료: 회사 공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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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론 적용 

본 평가에 적용된 주요 평가방법론은 산업별 평가방법론-조선(2019), 산업별 평가방법

론-총론1(2020), 산업별 평가방법론-총론2(2020), 신용평가일반론이다. 당사의 공시된 

신용평가방법론은 "www.nicerating.com > 리서치/평가방법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표│평가방법론 범주별 적용 결과  
 

구  분 
실적 전망 

AAA AA A BBB BB B AAA AA A BBB BB B 

1. 사업위험    ●     ●    

 (산업위험)     ○      ○  

 (경쟁지위)   ○      ○    

2. 재무위험   ○      ○    

 (금융비용커버리지)     ●     ●   

 (현금흐름의 적정성)     ●     ●   

 (재무구조/자산의 질) ●       ●     

 (재무적 융통성)    ○      ○   

3. 전망/기타고려요인  + 0 -  

4. 계열관계요인  + 0 -  

주) ●는 실적과 전망간에 차이가 발생한 지표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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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신용평가등급 산정에 이용한 중요자료는 감사보고서, 경영공시자료, 차입금현황 및 기타 제공받은 자료 등 입니다. 
 

【개별 신용등급별 정의 및 부도율】 

(기준년도: 1998 ~ 2020년, 단위: %) 

장기 

신용등급 
정의 

연간부도율 평균누적부도율 

협의 광의 협의 광의 

A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0.00 0.00 0.00 0.00 

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0.00 0.00 0.00 0.00 

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0.00 0.00 0.49 1.83 

BBB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지만 장래 환경변화로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0.00 0.00 1.70 5.27 

BB 원리금 지급확실성에 당면 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 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0.00 0.00 7.45 11.10 

B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며, 장래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단계에서 단언할 수 없음. 5.26 10.53 16.37 19.95 

C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0.00 0.00 12.89 22.48 

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위등급에 비해 불안요소가 더욱 많음. - - 13.43 34.91 

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현단계에서는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 41.66 36.84 

D 원금 또는 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음. - - - - 

주1: AA등급에서 CCC등급까지는 그 상대적 우열 정도에 따라 +, -기호를 첨부할 수 있음. 

주2: 구조화금융 관련 평가의 경우 등급기호 뒤에 "(sf)"를 부기함. 

주3: 연간부도율은 2020년 기준이며, 평균누적부도율은 1998~2020년을 기준으로 한 3년차 평균누적부도율임. 

주4: 협의 부도율은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9 제3항 제2호의 부도 정의에 의해 산정한 부도율임 

주5: 광의 부도율은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31> 제3조 제1항 제9호의 광의의 부도 정의에 의해 산정한 부도율임. 

 

 

 

 

 

○ 유의사항 

NICE신용평가㈜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은 특정 금융투자상품, 금융계약 또는 발행주체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대한 NICE신용평가㈜ 고유의 평가기준에 따

른 독자적인 의견이며, NICE신용평가㈜가 외부에 제공하는 보고서 및 연구자료(이하 “발간물”)는 상대적인 신용위험 현황 및 전망에 대한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NICE신용평가㈜는 신용위험을 미래의 채무불이행 및 손실 가능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NICE신용평가㈜의 신용등급과 발간물은 금리

나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가치 변동위험, 해당 증권의 유동성위험, 내부절차나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위험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NICE신용평가㈜의 신용등급과 발간물은 미래의 채무불이행 및 손실 가능성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으로 예측정보를 중심으로 분석, 평가되고 있으며, 

예측정보는 예상치 못한 환경변화 등에 따라 실제 결과치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등급과 발간물은 사실의 진술이 아니라, 미래의 신용위험

에 대한 NICE신용평가㈜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특정 유가증권의 투자의사결정(매매, 보유 등)을 권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신용등급과 발간물은 정보이용

자의 투자결정을 대신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이용자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보이용자들

은 각자 유가증권, 발행자, 보증기관 등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개인투자자의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투자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NICE신용평가㈜는 신용등급 결정에 활용하고 발간물에 주요 판단근거로서 제시하는 정보를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회사 제시자료 및 각종 공시자료 등

의 자료원으로부터 수집하여 분석, 인용하고 있으며, 발행주체로부터 제출 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지 않았으며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

용이 없다는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 대상인 발행주체와 그의 대리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

제하에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NICE신용평가㈜는 자료원의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해 자체적인 실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신

용 평가의 특성 및 자료원의 제한성, 인간적, 기계적 또는 기타 요인에 의한 오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NICE신용평가㈜는 신용등급 결정 시 활용된 또는 발간물에 주요 판단근거로서 제시된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도 그 정확성, 적합성 또는 충분성을 보증

하지 않으며, 정보의 오류, 사기 및 허위, 미제공 등과 관련한 어떠한 형태의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NICE신용평가㈜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

인한 사항을 제외하고 신용등급 및 발간물 정보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및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NICE신용평가㈜에서 작성한 발간물에 수록된 모든 정보의 저작권은 NICE신용평가㈜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NICE신용평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본 정

보의 무단 전재, 복사, 유포(재배포), 인용, 가공(재가공), 인쇄(재인쇄), 재판매 등 어떠한 형태든 저작권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금합니다. 

 

역외기업 및 이와 관련된 유가증권에 대한 신용평가의 경우, 역외기업이 속한 국가의 위험이 향후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불확

실성을 신용등급에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신용등급을 이용하는 데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위험으로는 외환, 외

국인 투자자, 수출입 무역제도, 금융 등과 관련한 법적ㆍ제도적 규제 및 그 변화가 있습니다. 

 

본 신용평가의 평가개시일은 2021.06.04 이고, 계약체결일은 2021.06.04 이며, 평가완료일은 2021.06.22 입니다. 

최근 2년간 발행인과 체결한 다른 신용평가용역 건수 및 총액은 각각 0건, 0.0백만원입니다. NICE신용평가㈜는 평가완료일 현재 발행인의 다른 신용평가 용

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행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며, 동 기업집단의 직전연도 평가수수료 비중은 당사의 

직전연도 전체 신용평가 수수료 총액의 1.0%에 해당됩니다. 

최근 2년간 발행인과 체결한 비신용평가용역계약 체결 건수 및 금액은 1건, 15.0백만원입니다. NICE신용평가㈜는 평가완료일 현재 발행인의 다른 비신용평

가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일 현재 최근 1년간 발행인에 대한 비신용평가용역 1 건을 수행(진행 건 포함)하였습니다.[신용평

가일 현재 최근 1년간 해당 업체 관련 총수수료 중 비신용평가용역 수수료의 비중은 100.0%] 또한 동 기업집단의 직전연도 비신용평가용역 수수료 비중은 

직전연도 전체 비신용평가용역 수수료 총액의 0.00%에 해당됩니다.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업무와 비신용평가용역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