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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현황

1. 회사현황

한글

영문

2. 경영방침

1) 경영이념

2) 경영방침

3) 경영자세

3. 연혁 및 추이

4. 조직도

5. 인원 (단위: 명)

상근 비상근 1급 2급 3급 4급 5∙6급

1 3 5 6 9 12 26 62 14 76

6. 대주주 (단위: 억원, %)

금액 지분율

              254 60.00%

                85 20.00%

                85 20.00%

              424 100.00%

7. 타법인 주식보유 현황: 해당사항 없음

8. 배당: 해당사항 없음

2003-11-13

2004-06-01

2005-03-17

   Mercedes-Benz Asia GMBH

2010-12-17    인천지점 설치

2011-01-20    주주변경: EA China Finance Limited와 Mercedes-Benz Asia GmbH간의 주식변경 거래

2011-08-31    할부/리스 여신 자산 1조원 돌파

주주명

   Daimler AG

   Star Auto Holdings Limited

합    계

2005-11-30

2008-06-09    마커스 쿤 대표이사 취임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41 서울스퀘어빌딩 9층

회사명

합계
직원외 

인원
총계

본점소재지(주소)

수권자본금

회사설립일

임원 일반직원

영위업무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800억원

2002년 9월 23일

대표자

구분
서무직 

등

   분당지점 설치

   마산지점 설치

   대구지점, 부산지점 설치

   상호 변경 ( 다임러크라이슬러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

발생연월일

2002-09-23

2003-01-01

납입자본금

상장일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Mercedes-Benz Financial Services Korea Ltd.
마커스 쿤

423.91억원

비상장

내                 용

   회사 설립 ( 다임러크라이슬러서비스코리아㈜ )

   영업 시작

2007-11-19    상호 변경 (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

2010-04-21    분당지점 폐쇄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는 결과와 성취에만 주목하기보다 어떠한 과정, 어떠한 문화와 가치관을 통해 결실이 이루어졌는지 살핍니다. 구성원들이 상호 

신뢰의 문화 속에서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또한 동료와 협력하고 정직하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수평적이고 역동적인 기업 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동성 서비스(mobility service)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증가되는 추세 속에서 디지털 서비스는 중요한 변화 과제 중 하나입니다. 다임러 파이낸셜 

서비스는 이러한 요구에 앞서가기 위해 최신 IT 기술을 경영 전반에 활용하면서 고객 서비스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는 이러한 

역량을 발휘하여 고객에게 최첨단 디지털 기술 및 완벽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가치공유로 활력 넘치는 기업 경영
열정(passion), 존중(respect), 투명성(integrity), 규율(discipline)의 가치를 중시하는 선진 기업 문화의 풍토를 바탕으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나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우리 사회를 위해 기여하고자 합니다.

- 일하기 좋은 기업 경영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는 다양한 리더십 교육, 일대일 멘토링,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인센티브 및 커뮤니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보다 진취적이고 

유연한 조직을 지향하는, 존중과 배려의 수평적 기업 문화는 고객께 최상의 고객 만족을 드리기 위한 혁신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기업 경영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는 기업시민으로서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사회공헌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 활동이 한국 

해비타트(Habitat for Humanity Korea)가 주관하는 ‘사랑의 집 짓기’ 프로젝트인데, 이미 3회째 지속해 온 ‘사랑의 집 짓기’에는 대표를 비롯한 전임직원이 참여하여 더욱 주목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을 위한 기부, 불우 아동들을 위한 사회복지법인을 후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의 사명은 메르세데스-벤츠 딜러와 고객님께서 첫 번째로 선택하고 추천해주시는 최우선 파이낸셜 서비스 업체로서 자리매김하는 

데에 있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는 고객이 요구하기 전 고객의 특성과 니즈를 앞서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자세로 변화를 

모색합니다. 



Ⅱ. 영업규모

1. 취급업무별 영업실적 (단위: 억원, %)

구성비 구성비

4.46% 6.04%

33.63% 73.90%

38.10% 79.94%

16.38% 12.79%

45.52% 7.27%

100.00% 100.00%

2. 부문별 영업실적

1) 카드이용 현황: 해당사항 없음

2) 리스현황 (단위: 억원, %)

구성비 구성비

0.00% 0.00%

100.00% 100.00%

0.00% 0.00%

83.80% 85.37%

0.00% 0.00%

16.20% 14.63%

0.00% 0.00%

100.00% 100.00%

100.00% 100.00%

3) 할부현황 (단위: 억원, %)

구성비 구성비

100.00% 100.00%

0.00% 0.00%

0.00% 0.00%

100.00% 100.00%

0.00% 0.00%

0.00% 0.00%

100.00% 100.00%

4) 신기술금융현황: 해당사항 없음

Ⅲ. 요약재무제표

1. 요약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

2. 요약손익계산서 (단위: 억원)

218              140              

3                 0                 

5                 9                 

3. 자금조달 현황 (단위: 억원)

7,132 5,952

0 0

0 0

0 0

0 0

0 0

합계 7,132 5,952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2010년

금   액
업종별

2010년

금   액

2011년

-                                         

4,114                                 

4,916                                 

리스

금융

운용

계 -876 

1,769                                 970

4,991                                 

799                                    

3,632                                 -982 4,614                                 

482                                    377                                    

할부금융

대출금 4,462

금   액

2011년

업종별

합    계

공공기관

개인 730                                    

-                                         
물건별

이용자별

-                                         

4,991                                 

-                                         

대기업

중소기업

소계 1,769                                 

구    분
금   액

증감액

기타

-                                         가전제품

4,260                                 

4,991                                 

-                                         

-                                         

10,799                               4,556

454                                    

6,243                                 합     계

2010년

금   액

자동차 1,769                                 799                                    

-                                         

-                                         -                                         

-                                         

-                                         

970.23                               

970.23                               

-                                         

금   액

2011년

국산

외산

4,114                                 

제조업

비제조업

기계류

2010년

금   액

4,114                                 

666                                    

4,114                                 

-                                         

-                                         

-                                         

4,991                                 

구   분

970.23                               

      유형자산 14                                      0.12% 11                                      

81.45%

      할부금융자산 2,123                                 17.37%

0.12%

0.87%

구성비

      대출채권 900                                    7.36% 138                                    

금   액 구성비

0.28% 82                                      

1.45%

2010년
구   분

      현금 및 예치금 34                                      

12.17%

8,600                                 70.37% 7,707                                 

3.85%

12,221                               100.00% 9,462                                 100.00%

2011년

3,146                                 

96.15%

372                                    

12,221                               100.00% 9,462                                 100.00%

7,132                                 

3.93%

내구재

주   택

-                                         

799                                    

-                                         

63.78-                                 

-                                         

812.52-                               

105

증감액

증감액

876.30-                               

876.30-                               

876.30-                               

3,448                                 

-                                         

-                                         -                                         

-                                         

합   계

-                                         

2011년

1,769                                 799                                    

1,152                                 

      리스자산

90.95% 9,098                                 

3,983                                 32.59%

영업비용 3,131                                 2,692                                 

영업수익 3,349                                 2,831                                 

부채 및 자본 총계

당기순이익 155                                    9                                        

2010년

58.35% 5,952                                 

      기타자산 550                                    4.50%

법인세비용 61                                      

구    분

구    분 2011년

122                                    

법인세차감전순이익 215                                    131                                    

부채계정자금조달

기타

차입금

회사채

기타

보유유가증권매출

유동화자금조달

      부    채   총    계

      차입부채

1,106                                 9.05% 365                                    자    본    총    계

33.25%

11,115                               

기타

      기타부채

자

 

산

부

 

채

62.90%

      자    산   총    계



4. 자산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1일~

7일이내
1일~

30일이내
1일~

90일이내
1일~

180일이내
1일~

1년이내
1년초과 합계

34 34 34 34 34 0 3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8 78 230 450 866 1,257 2,123

123 525 1,426 2,605 4,598 4,002 8,6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가계대출금 0 0 0 0 0 0 0

기타대출금 157 675 810 855 900 0 900

소계 157 675 810 855 900 0 900

300 300 300 300 300 263 564

458 975 1,110 1,155 1,200 263 1,464

0 0 0 0 0 0 0

632 1,612 2,800 4,244 6,698 5,523 12,221

0 0 0 0 0 0 0

632 1,612 2,800 4,244 6,698 5,523 12,221

400 670 670 820 1,070 0 1,07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63 163 163 974 1,052 0 1,052

563 833 833 1,794 2,122 0 2,122

0 0 0 0 0 0 0

0 0 100 340 600 1,240 1,840

0 0 0 0 0 0 0

0 0 0 0 0 2,926 2,926

563 833 933 2,134 2,722 4,166 6,887

0 0 0 0 0 1,106 1,106

0 0 0 0 0 6 6

563 833 933 2,134 2,722 5,278 8,000

0 0 1,159 1,458 2,265 1,956 4,222

563 833 2,092 3,591 4,987 7,234 12,221

70 779 1,867 2,111 3,977 245 4,222

70 779 708 653 1,711 (1,711) 0

5. 유가증권 투자현황

해당사항 없음

6. 대손상각 및 충당금 적립현황

1) 대손상각현황 (단위: 억원)

0 0

8 28

2 2

0 0

0 0

0 0

2) 대손충당금 적립현황 (단위: 억원, %)

적립액 비율(%) 적립액 비율(%)

0 0 -                  0 0 -                  

2,206 50 2.28             1,162 29 2.50             

709 14 2.02             522 12 2.22             

0 0 -                  0 0 -                  

1,168 32 2.71             367 15 4.06             

7. 부실 및 무수익여신

1) 부실 및 무수익여신 (단위: 억원)

11,764 8,892

12 10

42 42

2) 부실 및 무수익여신 업체 현황

해당사항 없음 (상위 10위 업체의 각 업체별 증가액이 5천만원 미만) 

3) 신규발생 법정관리업체 현황

해당사항 없음

8. 지급보증 및 기타

해당사항 없음

현금과 예치금

유가증권

카드자산

할부금융자산

리스자산

신기술금융자산

대출채권

콜론

할인어음

팩토링

외화 부채 및 자본

총여신

자산총계

원화자산총계

부채 소계(원화)

부채
및
자본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의 만기불일치(원화분)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의 만기불일치(원화 및 외화)

자기자본

제충당금

자산

콜머니

장기차입금

사채

기타 원화부채

부실여신

무수익여신

2011년 2010년 변동요인

영업실적 향상에 따른 총여신액 증가

연체채권 증가로 인한 부실여신액 증가

소계

원화
자산

기타 원화자산

원화
부채
및
자본

대여금

원화 부채 및 자본(제충당금포함)

구    분

일반차입금

어음차입금

카드자산

할부금융자산

리스자산

신기술금융자산

여신성금융자산

기타

구    분

카드채권

할부금융채권

리스채권

신기술금융채권

여신성금융채권

2011년 2010년
구    분

채권총액 채권총액

구    분 2011년 2010년

부채 및 자본 총계

단기차입금 관계회사차입금

기타

소계

외화자산총계

기타



Ⅳ. 주요경영지표

1. 주요 경영지표 현황

(단위: 억원, %)

조정자기자본계 1,060           923              

조정총자산계 12,137         9,361           

조정자기자본비율 8.73             9.86             

납입자본금 424              260              

자본잉여금 379              -                  

자본조정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7               (27)

자기자본계 1,106           365              

총자산 12,221         9,462           

단순자기자본비율 9.05             3.85             

가중부실채권등 16               15               

총채권등 11,764         8,892           

손실위험도가중부실채권 비율 0.13             0.17             

고 정 30               32               

회 수 의 문 11               3                 

추 정 손 실 1                 7                 

고정이하채권계 42               42               

총채권등 11,764         8,892           

고정이하채권비율 0.36             0.47             

연체채권액 222              129              

총채권액 11,764         8,892           

연체채권비율 1.89             1.45             

대주주 신용공여액 -                  -                  

자기자본 1,106           365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비율 -                  -                  

대손충당금 잔액 96               56               

대손충당금 최소의무적립액 41               28               

대손충당금적립비율 235.74         197.23         

당기순이익 155              9                 

총자산평잔 10,411         8,521           

총자산이익률 1.49             0.11             

당기순이익 155              9                 

자기자본 525              442              

자기자본이익률 29.48           2.06             

총경비 90               57               

총자산평잔 10,411         8,521           

총자산경비율 0.86             0.66             

연간 영업비용 3,136           2,677           

연간 영업수익 3,351           2,817           

수지비율 93.57           95.05           

원화 유동성자산 2,800           1,829           

원화 유동성부채 933              811              

원화 유동성비율 300.18         225.49         

업무용 유형자산 4                 4                 

자기자본 1,106           365              

업무용유형자산비율 0.40             1.22             

신용카드채권 수익률 -                  -                  

국고채수익률 -                  -                  

신용스프레드 -                  -                  

영업이익 3.51             2.63             

여신액 189.75         167.77         

V. 리스크 관리

1. 개요

1) MBFSK는 각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2. 리스크종류 등

1) 신용 리스크

차주의 신용도가 하락하거나 부도가 발생함으로써 채무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손실 위험

2) 잔가 리스크

리스자산의 만기시 자산 처분가치와 계약시 산정한 처분가치의 차이로 인한 손실 위험

3) 시장 리스크 / 금리 리스크

시장금리 변동으로 인해 기대이자수익과 실현이자수익의 괴리에 의한 손실 위험

4) 운영 리스크

내부 프로세스, 직원, 기술, 외부 이벤트 등에 대한 관리 실패로 인한 손실 위험 (법률 리스크 포함)

2011년

조정자기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

2010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총자산이익률

자기자본 이익률

총자산경비율

수지비율

원화유동성 자산비율

업무용 유형자산 비율

발행채권의 신용스프레드

직원 1인당

리스크별 관리조직

생산성

유동성

수익성

자본의 

적정성

연체채권비율

운영 리스크

시장 리스크 및 신용 리스크

구    분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비율

고정이하 채권비율

손실위험도 가중부실 

채권비율

자산의 

건전성

대표이사 각 위원회 및 위험관리 부서에서 검토되고 결정된 사항을 경영에 반영

Credit Risk Committee

RV Risk Committee

Pricing Committee

Internal Control Committee

Performance Review

신용 리스크 (여신심사 위원회)

잔가 리스크

시장 리스크 및 금리 리스크



3. 리스크 관련 양식

1) 신용카드사 대환대출현황: 해당사항 없음

2) 할부금융사 가계대출현황 (단위: 억원)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837              -                  1                 -                  -                  1                 838              

- 자산유동화현황: 해당사항 없음

- 자산별 자산유동화현황: 해당사항 없음

VI. 기타 경영현황

1. 내부통제

1) 감사의 기능과 역할

2) 검사부서 검사방침 및 검사빈도

3) 내부통제 전담조직 및 관리체계

2. 기관경고 및 임원문책 현황: 해당사항 없음

VII. 기타

1. 임원현황

성명 등기여부 직위 생년월일 담당업무 최초 선임일 최근 선임일 임기 만료일 상근 여부

마커스 쿤 등기임원 대표이사 1964.05.17 총괄 2008.06.09 - 2014.06.09 상근

리차드 

하워드
등기임원 사외이사 1965.03.11

기타비상무이
사

2010.04.01 - 2013.04.01 비상근

안드레아스 

하인리히
등기임원

기타 비상무 

이사
1971.05.13

기타비상무이
사

2011.11.04 - 2014.11.04 비상근

김도영 등기임원 감사 1975.07.30 감사 2009.03.31 - 2012.03.29 비상근

림춘생 등기임원 사내이사 1949.12.07
기타비상무이
사

2009.03.31 - 2012.03.31 비상근

2. 영업점 현황

영업점명

본점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41 서울스퀘어빌딩 9층

대구지점 대구시 남구 대명동 474-64

부산지점 부산시 사상구 감전동 165-6

마산지점 경남 마산시 신포동 1가 28-9

인천지점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95-12

3. 민원현황: 해당사항 없음

4. 주요 용어해설: 해당사항 없음

당사는 비상근감사 1인을 임명하고 있으며 별도의 감사위원회는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Mercedes-Benz Auto Finance China

Daimler Chrysler Financial Services Korea

Daimler Chrysler Russia

고정이하여신
정상구   분

가계대출금

요주의 소계

소재지

당사는 매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평가자 12명, 평가책임자  1명의 임직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99개 항목에 걸쳐 통제목표와 구체적인 통제활동을 수립한 후 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필요시에 따라 상시감사 및 내부프로세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명하고 있고, 회계팀에서는 2명이 회계업무와 겸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관리하고 있으며,  IT팀에서도 정보보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 본사인 다임러 그룹의 정책에 따라 별도로 선임된 Internal Compliance Officer로서 2명의 직원이 윤리규정 등 사규 준수여부 점검 및 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계약체결, 재무관리 등에 요구되는 내부 통제 기준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지원하기 위해 1명의 Business Control Officer가 임명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8명으로 구성된 내부통제위원회(Internal Control Committee)를 운영하며 재무, 법무, 신용팀 등 각 팀별 리스크에 대한 내부 감시 및 통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Daimler Financial Services AAP

Mercedes-Benz Financial Services USA 

LLC

CFO of Mercedes-Benz Korea

CEO of Hansung Motor

주요경력

합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