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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서서 론론

시장으로서의 중요성시장으로서의 중요성

-- 중국은중국은 미국미국 다음으로다음으로 중요한중요한 자동차부품자동차부품 수출시장수출시장

-- 20032003년부터년부터 최대최대 수출대상국으로수출대상국으로 부상했던부상했던 중국은중국은 수출이수출이 감소하면서감소하면서

20062006년부터년부터 미국에미국에 이어이어 22위위 수출대상국이수출대상국이 되었음되었음..

-- 중국은중국은 자동차부품의자동차부품의 직접직접 수출대상국일수출대상국일 뿐만뿐만 아니라아니라 자동차부품업체의자동차부품업체의

최대투자대상국으로최대투자대상국으로 중요한중요한 생산기지생산기지

-- 20062006년부터년부터 중국은중국은 일본일본, , 미국에미국에 이어이어 세계세계 33위위 자동차생산국으로자동차생산국으로 부상부상

함에함에 따라따라 세계에서세계에서 가장가장 중요한중요한 자동차부품시장의자동차부품시장의 하나가하나가 되고되고 있음있음..

-- 20072007년년 중국의중국의 자동차생산은자동차생산은 큰큰 폭으로폭으로 증가하여증가하여 세계세계 자동차산업에서자동차산업에서

차지하는차지하는 비중이비중이 큰큰 폭으로폭으로 상승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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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006

country 1,000 units %

11,596 17.8

16.1

8.6

8.5

5.5

5.3

4.1

4.0

3.8

10 India 2,246 3.1 Mexico 2,046 2.7

World Total 73,072 100.0 - 69,507 100.0

10,751

8,882

6,196

4,086

3,090

2,973

2,890

2,578

4 Germany 8.5 Germany 5,820

9 Canada 3.5 Brazil

% country 1,000 units

1 Japan

2,400

15.9 Japan 11,484

2 USA 14.7 USA 11,264

3 China 12.2 China 7,280

5 Korea 5.6 Korea 3,840

6 France 4.2 France 3,277

7 Brazil 4.1 Spain 2,777

8 Spain 4.0 Canada 2,572

[ 세계 10대 자동차생산국 ][ [ 세계세계 1010대대 자동차생산국자동차생산국 ]]

II. . 서서 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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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자로 부상경쟁자로 부상

-- 20022002년년 이후이후 중국으로부터중국으로부터 자동차부품수입이자동차부품수입이 꾸준히꾸준히 큰큰 폭으로폭으로 증가하증가하

여여 일본일본, , 독일에독일에 이어이어 33번째로번째로 중요한중요한 수입대상국으로수입대상국으로 부상함에부상함에 따라따라 국국

내내 자동차부품시장에서자동차부품시장에서 중국제품과중국제품과 경쟁하는경쟁하는 상황상황

-- 수입은수입은 큰큰 폭으로폭으로 증가하고증가하고 있는있는 반면반면 수출은수출은 감소하고감소하고 있어있어 자동차부품자동차부품

부문의부문의 무역수지무역수지 흑자폭은흑자폭은 지속적으로지속적으로 감소하고감소하고 있음있음..

-- 한국자동차업체들이한국자동차업체들이 미국현지에서미국현지에서 자동차를자동차를 생산하고생산하고 있지만있지만 미국에미국에 대대

한한 자동차부품수출은자동차부품수출은 중국의중국의 2/3 2/3 수준에수준에 불과불과

-- 세계적인세계적인 자동차부품업체들이자동차부품업체들이 중국에중국에 진출하여진출하여 중국중국 현지수요에현지수요에 대응할대응할

뿐만뿐만 아니라아니라 세계적인세계적인 수요에수요에 대처하고대처하고 있어있어 세계시장에서세계시장에서 중국과의중국과의 경쟁경쟁

이이 심화되고심화되고 있는있는 실정실정

II. . 서서 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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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대중국 자동차부품(MTI742) 수입 추이 ][ [ 한국의한국의 대중국대중국 자동차부품자동차부품(MTI742) (MTI742) 수입수입 추이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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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178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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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한중 자동차부품(HS8708) 수입 현황(2007) ][ [ 미국의미국의 한중한중 자동차부품자동차부품(HS8708) (HS8708) 수입수입 현황현황(2007)(2007) ]]

2,126,26

한국 중국

미국수입시장점유율 4.7%

3,589,482
미국수입시장점유율 7.9%

단위 : 천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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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 중국중국 자동차시장구조의자동차시장구조의 변화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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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 . 중국중국 자동차시장구조의자동차시장구조의 변화변화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자동차시장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자동차시장

-- 20072007년년 중국의중국의 자동차판매는자동차판매는 879.15879.15만대로만대로 전년전년 대비대비 21.8%21.8%나나 증가증가

하였고하였고, , 이이 중중 승용차가승용차가 629.75629.75만대로만대로 21.7% 21.7% 증가하였으며증가하였으며, , 상용차가상용차가

249.40249.40만대로만대로 22.2% 22.2% 증가증가

-- 20082008년년 11월에도월에도 19.8%19.8%의의 높은높은 자동차판매자동차판매 증가율을증가율을 보이고보이고 있어있어 지속지속

적인적인 성장세를성장세를 이어이어 나가고나가고 있음있음..

-- 그그 동안동안 높은높은 성장세를성장세를 기록한기록한 승용차뿐만승용차뿐만 아니라아니라 최근최근 상용차의상용차의 판매도판매도

크게크게 늘고늘고 있는있는 실정실정

-- 20082008년년 전년전년 대비대비 15%15%만만 늘어나도늘어나도 중국의중국의 자동차판매는자동차판매는 1,0001,000만대를만대를

상회상회

-- 20072007년년 말말 중국의중국의 인구인구 천명당천명당 자동차보유량은자동차보유량은 5050대에도대에도 미치지미치지 못해못해

향후향후 자동차시장의자동차시장의 확장확장 가능성이가능성이 여전히여전히 높음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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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신차판매 추이 ][ [ 중국의중국의 신차판매신차판매 추이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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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자동차시장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자동차시장

-- 20072007년년 승용차부문에서는승용차부문에서는 고급차고급차 및및 중형차중형차, SUV , SUV 등이등이 높은높은 판매판매 증가증가

율을율을 보이고보이고 있는있는 반면반면, 1,400cc , 1,400cc 미만미만 경제형차의경제형차의 판매판매 증가세는증가세는 크게크게

둔화되는둔화되는 양상양상

-- 이는이는 극심한극심한 소득격차에소득격차에 따라따라 중형중형 이상의이상의 고급차는고급차는 판매가판매가 크게크게 늘어나늘어나

는는 반면반면 경제형차의경제형차의 판매는판매는 부진을부진을 면치면치 못하는못하는 것으로것으로 분석분석

-- 이러한이러한 소득격차는소득격차는 지속적으로지속적으로 확대되고확대되고 있는있는 실정실정

-- 중국은중국은 브라질브라질, , 네팔네팔 다음으로다음으로 빈부격차빈부격차((지니계수지니계수))가가 큰큰 나라이지만나라이지만 빈부빈부

격차가격차가 벌어지는벌어지는 속도는속도는 브라질보다브라질보다 더더 빠른빠른 상황상황

-- 승용화물겸용차량의승용화물겸용차량의 판매도판매도 지난지난 몇몇 년간년간 침체를침체를 면치면치 못하고못하고 있는있는 실정실정

-- 20082008년년 업체계획에업체계획에 따르면따르면, , 고급차의고급차의 판매는판매는 크게크게 둔화되는둔화되는 반면반면, MPV, , MPV, 
SUV, SUV, 중형차중형차 등의등의 판매는판매는 여전히여전히 큰큰 폭으로폭으로 증가할증가할 것으로것으로 예상예상

IIII. . 중국중국 자동차시장구조의자동차시장구조의 변화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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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006 2007 2008년 계획

판매대수 증가율 판매대수 증가율 판매대수 증가율 판매대수 증가율

고급차 100,483 42.0 151,539 50.8 202,499 33.6 209,600 3.5 

중형차 550,426 25.1 843,630 53.3 1,149,827 36.3 1,519,300 32.1 

소형차 1,235,283 22.5 1,721,896 39.4 2,195,893 27.5 2,703,280 23.1 

경제형차 906,714 26.8 1,106,629 22.0 1,128,228 2.0 1,440,200 27.7 

MPV 165,190 31.8 198,312 20.1 277,736 40.1 422,040 52.0 

SUV 191,252 49.2 235,510 23.1 355,545 51.0 469,700 32.1 

승용화물겸용 831,450 9.9 917,930 10.4 987,810 7.6 1,050,630 6.4 

계 3,980,798 22.7 5,175,419 30.0 6,297,538 21.7 7,814,750 24.1 

[ 중국 승용차업체의 차종별 출하동향 및 계획 ][ [ 중국중국 승용차업체의승용차업체의 차종별차종별 출하동향출하동향 및및 계획계획 ]]

- 고급차는판매가격 30만위안이상인차, 중형차는배기량 1,800cc 이상인차, 소형차는배기량 1,400cc 이상인차, 
경제형차는배기량 1,400cc 미만인차로분류

- 고급차는판매가격 30만위안이상인차, 중형차는배기량 1,800cc 이상인차, 소형차는배기량 1,400cc 이상인차, 
경제형차는배기량 1,400cc 미만인차로분류

IIII. . 중국중국 자동차시장구조의자동차시장구조의 변화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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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V 시장의 급속한 확대와 높은 이윤실현SUV 시장의 급속한 확대와 높은 이윤실현

-- 20072007년년 가장가장 높은높은 성장률을성장률을 기록한기록한 SUV SUV 시장은시장은 판매판매 증가뿐만증가뿐만 아니라아니라

대당대당 마진도마진도 높아높아 가장가장 높은높은 이윤을이윤을 실현하는실현하는 차종으로차종으로 부상부상

-- 최근최근 중국중국 시장에서시장에서 일반일반 승용차들은승용차들은 신형모델이신형모델이 나오면나오면 가격이가격이 하락하는하락하는

것이것이 일반적인일반적인 현상인데현상인데 SUVSUV는는 가격이가격이 상승하고상승하고 있으며있으며, , 대당대당 가격은가격은 미미

국국 시장시장 등에등에 비해비해 최소최소 40%40%에서에서 최대최대 두두 배배 가까이가까이 높은높은 실정실정

-- 이러한이러한 시장상황을시장상황을 반영하여반영하여 현대현대, , 기아기아, , 닛산닛산, , 혼다혼다 등은등은 현지생산을현지생산을 통통

한한 시장선점을시장선점을 노리고노리고 있지만있지만, GM, GM이나이나 도요타도요타 등은등은 수입에수입에 의존하고의존하고 있있

음음..

-- SUVSUV에에 대해대해 기업들이기업들이 수입이나수입이나 KDKD생산에생산에 의존하는의존하는 것은것은 아직아직 시장형성시장형성

에에 있어있어 불확실성이불확실성이 많이많이 존재한다고존재한다고 보고보고 있음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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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장의 큰 폭 확대수입시장의 큰 폭 확대

-- 20072007년년 중국의중국의 자동차수입은자동차수입은 3131만만 44천대로천대로 전체전체 수요에수요에 비해비해 미미한미미한 수수

준이지만준이지만 20062006년년 41.5% 41.5% 증가한증가한 데데 이어이어 20072007년에도년에도 37.3%37.3%나나 증가하증가하

여여 전체전체 자동차시장자동차시장 증가에증가에 비해비해 매우매우 높은높은 수준을수준을 기록기록

-- 주요주요 수입대상국은수입대상국은 일본일본, , 독일독일, , 한국한국, , 미국미국 등등 주요주요 자동차자동차 선진국인데선진국인데, , 최최

근근 일본에서의일본에서의 수입이수입이 큰큰 폭으로폭으로 확대되고확대되고 있음있음..

-- 일본의일본의 고급차인고급차인 렉서스렉서스, , 인피니티인피니티, , 아큐라아큐라 등은등은 주로주로 수입에수입에 의존하여의존하여 수수

입입 증가증가 폭이폭이 매우매우 큰큰 반면반면, , 독일의독일의 벤츠나벤츠나 BMW BMW 등은등은 중국에서중국에서 생산이생산이

본격화됨에본격화됨에 따라따라 수입수입 증가증가 폭이폭이 크게크게 줄어들었음줄어들었음. . 

-- 수입시장이수입시장이 확대됨에확대됨에 따라따라 중국정부는중국정부는 다국적다국적 자동차업체에자동차업체에 의한의한 수입판수입판

매의매의 독점적독점적 지위를지위를 통제하기통제하기 위해위해 자동차브랜드판매관리방법을자동차브랜드판매관리방법을 개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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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자동차수입추이 ][ [ 중국의중국의 자동차수입추이자동차수입추이 ]]

70,710

127,644
171,669

175,283

161,612

228,752
314,078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단위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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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의 중국 수입자동차시장 점유율(2007) ][ [ 주요국의주요국의 중국중국 수입자동차시장수입자동차시장 점유율점유율(2007)(2007) ]]

독일

일본
36.4%

한국 13.4%

미국
11.3%

영국
3.5%

기타
12.2%

독일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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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인세계적인 에너지에너지 및및 환경문제로환경문제로 인해인해 소형차판매확대가소형차판매확대가 요구되지만요구되지만 중국중국

자동차시장은자동차시장은 이러한이러한 경향에경향에 역행역행

-- 20052005년년 전체전체 자동차출하에서자동차출하에서 22.8%22.8%에에 달했던달했던 1,400cc 1,400cc 이하이하 소배기량소배기량

자동차는자동차는 20072007년년 17.9%17.9%까지까지 하락하락

-- 유류세유류세 도입도입 등등 다양한다양한 소형차판매확대소형차판매확대 계획을계획을 발표했을발표했을 뿐만뿐만 아니라아니라 각급각급

국가기관에국가기관에 소형차를소형차를 이용하도록이용하도록 강제하는강제하는 방안을방안을 마련마련

-- 이러한이러한 소형차관련소형차관련 정책이정책이 시행되면시행되면 에너지에너지 소모가소모가 많은많은 대형고급차나대형고급차나

SUV SUV 등이등이 일차적으로일차적으로 타격을타격을 입을입을 것으로것으로 예상예상

중국의 소형차관련 정책과 시장의 변화 가능성중국의 소형차관련 정책과 시장의 변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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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요다도요다, , 혼다혼다, , 마쓰다마쓰다 등등 일본업체를일본업체를 중심으로중심으로 경제형경제형 소형차를소형차를 출시하고출시하고

있어있어 향후향후 시장확대시장확대 가능성을가능성을 배제할배제할 수수 없음없음..

-- 그러나그러나 국가기관의국가기관의 소형차구매정책은소형차구매정책은 중국산중국산 브랜드를브랜드를 대상으로대상으로 하고하고 있있

어어 연비나연비나 품질품질, , 기술력기술력 등에서등에서 열위에열위에 있는있는 중국중국 독자독자 브랜드브랜드 소형차의소형차의 구구

매가매가 확대될지에확대될지에 대해대해 의문을의문을 제기제기

-- 결국결국 중국중국 에너지에너지 및및 환경정책이환경정책이 SUVSUV나나 대형고급차대형고급차 등의등의 시장을시장을 위축시위축시

킬킬 것으로것으로 예상되는예상되는 가운데가운데 소형자동차시장의소형자동차시장의 성장은성장은 불확실하여불확실하여 향후에향후에

도도 확실하게확실하게 확대가확대가 기대되는기대되는 시장은시장은 중형차시장이중형차시장이 될될 것으로것으로 전망전망

중국의 소형차관련 정책과 시장의 변화 가능성중국의 소형차관련 정책과 시장의 변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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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계일본계 자동차업체들은자동차업체들은 지난지난 33년간년간 지속적으로지속적으로 30%30%의의 높은높은 판매판매 증가율증가율

을을 기록기록

-- 북미업체들도북미업체들도 평균평균 이상의이상의 자동차판매자동차판매 증가율을증가율을 기록하여기록하여 시장점유율을시장점유율을

확대해확대해 나가고나가고 있음있음..

-- 그러나그러나 한국계한국계 업체들은업체들은 20072007년년 자동차자동차 출하가출하가 16%16%나나 감소하는감소하는 등등 부진부진

을을 면치면치 못했음못했음..

-- 중국계업체들은중국계업체들은 비교적비교적 안정적인안정적인 판매판매 증가세를증가세를 기록하였지만기록하였지만 업체별로업체별로

명암이명암이 뚜렷해뚜렷해 지고지고 있음있음..

일본계 및 북미계 업체들이 높은 판매 증가율 기록일본계 및 북미계 업체들이 높은 판매 증가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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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중국의 대표적인대표적인 독자계독자계 민영민영 자동차기업은자동차기업은 지리자동차지리자동차(76.2%)(76.2%)와와 비야비야

디디 자동차자동차(66.8%)(66.8%)인데인데 이들이들 업체들은업체들은 당초의당초의 경영목표에경영목표에 크게크게 미달미달

-- 일반적으로일반적으로 중국중국 민영기업은민영기업은 국영기업들에국영기업들에 비해비해 자금자금 조달조달, , 행정절차행정절차 등에등에

서서 불리한불리한 여건에여건에 직면직면

-- 지리는지리는 설립자설립자 리수후리수후 회장에회장에 의존하는의존하는 경영체제의경영체제의 한계를한계를 들어내고들어내고 있다있다

고고 보여지고보여지고 있음있음..

-- 대표적인대표적인 중국중국 독자계독자계 국영기업인국영기업인 치루이는치루이는 20072007년년 판매목표치에판매목표치에 근접했근접했

으며으며, , 중국중국 최대최대 독자기업으로독자기업으로 부상부상(2007(2007년년 중국자동차산업중국자동차산업 55대대 이슈이슈 중중

하나로하나로 부각부각))

-- 치루이는치루이는 20072007년년 최단기간에최단기간에 100100만대만대 생산이라는생산이라는 실적을실적을 달성했고달성했고, 4, 4년년

연속연속 중국자동차중국자동차 수출수출11위를위를 기록기록

독자계 기업들의 명암독자계 기업들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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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006 2007 2008년 계획

판매대수 증가율 판매대수 증가율 판매대수 증가율 판매대수 증가율

중국계 1,410,969 25.8 1,719,848 21.9 2,051,342 19.3 2,587,050 26.1 

일본계 846,188 32.8 1,133,020 33.9 1,539,349 35.9 1,993,700 29.5 

유럽계 681,888 -12.2 958,959 40.6 1,186,096 23.7 1,326,000 11.8 

북미계 692,294 37.8 952,438 37.6 1,175,434 23.4 1,293,000 10.0 

한국계 349,459 69.2 411,154 17.3 345,317 -16.0 615,000 78.1 

계 3,980,798 22.7 5,175,419 30.0 6,297,538 21.7 7,814,750 24.1 

[ 중국 승용차업체의 계열별 출하동향 및 계획 ][ [ 중국중국 승용차업체의승용차업체의 계열별계열별 출하동향출하동향 및및 계획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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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2008년년 들어들어 회복되고회복되고 있기는있기는 하지만하지만 20072007년년 현대기아의현대기아의 판매실적은판매실적은 매매

우우 취약한취약한 상황이었음상황이었음(2007(2007년년 중국자동차중국자동차 55대대 이슈이슈 중중 하나하나).).

-- 중국중국 자동차산업자동차산업 전문가전문가((쟈신광쟈신광))의의 분석에분석에 따르면따르면 중국에서의중국에서의 생산확장속생산확장속

도가도가 매우매우 빠른빠른 반면반면, , 이에이에 대한대한 후속작업후속작업((네트워크네트워크 건설건설, , 서비스서비스, , 마케팅마케팅

등등))이이 따라가지따라가지 못했고못했고,,

-- 중국에서중국에서 현대라는현대라는 브랜드는브랜드는 구미구미 브랜드와브랜드와 중국중국 독자브랜드독자브랜드 사이에사이에 끼여끼여

서서 자신만의자신만의 정확한정확한 위치를위치를 찾지찾지 못하고못하고 있으며있으며,,

-- 현대와현대와 기아의기아의 내부경쟁으로내부경쟁으로 인해인해 쌍방의쌍방의 조화를조화를 잃었다는잃었다는 점을점을 들고들고 있음있음..

-- 또한또한, , 수많은수많은 업체들이업체들이 다양한다양한 모델을모델을 가지고가지고 경쟁하는경쟁하는 시장에서시장에서 신모델투신모델투

입이입이 상대적으로상대적으로 늦었다는늦었다는 점도점도 판매부진의판매부진의 중요한중요한 원인원인

현대기아자동차의 판매부진 원인현대기아자동차의 판매부진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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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2007년년 말말 상하이자동차가상하이자동차가 난징자동차를난징자동차를 합병하여합병하여 초대형초대형 자동차업체인자동차업체인

따상치따상치((大上汽大上汽))로로 되면서되면서 중국중국 자동차업체의자동차업체의 구조조정이구조조정이 본격화본격화

-- 이이 과정에서과정에서 피아트는피아트는 중국시장에서중국시장에서 퇴출되었고퇴출되었고, , 향후향후 중국중국 자동차산업의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에구조조정에 관심이관심이 집중되고집중되고 있음있음..

-- 다음다음 차례로차례로 동펑그룹동펑그룹((東風集團東風集團))과과 하페이그룹하페이그룹((哈飛集團哈飛集團))이이 될될 것으로것으로 보보

고고 있으며있으며, , 군수장비그룹군수장비그룹 산하의산하의 자동차기업자동차기업 정리를정리를 통해통해 대자동차대자동차 그룹그룹

으로으로 편성할편성할 가능성도가능성도 존재존재

-- 이러한이러한 구조조정의구조조정의 배후에는배후에는 중국정부의중국정부의 강력한강력한 정책적정책적 의지가의지가 포함되어포함되어

있는데있는데, , 중국자동차발전정책의중국자동차발전정책의 핵심은핵심은 구조조정을구조조정을 통해통해 기업규모를기업규모를 키워키워

산업의산업의 효율성을효율성을 높이는높이는 것임것임..

중국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 가속화중국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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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도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도 향후향후 중국중국 정부는정부는 기업간기업간 합병을합병을 적극적극 지지

지할지할 것이라고것이라고 밝혔음밝혔음..

-- 상하이와상하이와 난징의난징의 합병은합병은 중국중국 국가자산위원회의국가자산위원회의 장강전략장강전략((長江戰略長江戰略))에에 따따

른른 것인데것인데, , 이이 전략은전략은 충칭충칭((重慶重慶), ), 우한우한((武漢武漢), ), 난징난징((南京南京), ), 상하이상하이((上海上海))를를
거점으로거점으로 창안창안((長安長安), ), 상치상치((上汽上汽), ), 동평동평((東風東風))을을 핵심으로핵심으로 하여하여 장강유역의장강유역의

대대, , 중형중형 국유자동차기업을국유자동차기업을 전면적으로전면적으로 조정하여조정하여 합치는합치는 것임것임..

-- 그러나그러나 향후향후 구조조정은구조조정은 시장에서의시장에서의 치열한치열한 시장경쟁에시장경쟁에 의해의해 방향이방향이 결정결정

되어질되어질 것으로것으로 판단됨판단됨..

-- 국영기업은국영기업은 국가의국가의 주도하에주도하에 구조조정이구조조정이 되겠지만되겠지만, , 독자민영기업이나독자민영기업이나 외외

국인국인 투자기업은투자기업은 시장경쟁의시장경쟁의 결과에결과에 의해의해 구조조정될구조조정될 전망전망

중국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 가속화중국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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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현재 중국은중국은 10% 10% 이상의이상의 고성장을고성장을 구가하고구가하고 있고있고, , 자동차수요가자동차수요가 지속적지속적

으로으로 증가하고증가하고 있어있어 구조조정구조조정 압력이압력이 상대적으로상대적으로 높지높지 않지만않지만, , 경기가경기가 침침

체되고체되고 자동차수요가자동차수요가 정체를정체를 면치면치 못하는못하는 경우경우 한계기업은한계기업은 도산하거나도산하거나 다다

른른 업체에업체에 합병될합병될 수밖에수밖에 없음없음..

-- 중국경제에중국경제에 대한대한 향후향후 전망은전망은 대체적으로대체적으로 낙관적낙관적 견해가견해가 많지만많지만 여러여러 가지가지

불안요소들도불안요소들도 내제되어내제되어 있는있는 상황상황((올해도올해도 10% 10% 이상이상 성장성장 예상예상))

-- 현재현재 중국정부의중국정부의 거시경제정책목표는거시경제정책목표는 물가지만물가지만 물가를물가를 잡기잡기 위한위한 긴축정긴축정

책이책이 경기를경기를 위축시킬위축시킬 가능성도가능성도 배제할배제할 수수 없음없음..

-- 물가를물가를 잡는잡는 방법으로방법으로 이자율이자율 및및 지준율지준율 상승이나상승이나 환율조정환율조정 등을등을 들고들고 있있

지만지만 이는이는 모두모두 투자투자 및및 소비를소비를 위축시키고위축시키고 금융불안을금융불안을 가속화시키는가속화시키는 요인요인

중국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 가속화중국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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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중국에 진출한진출한 다국적다국적 자동차업체들은자동차업체들은 주주에주주에 대한대한 배당뿐만배당뿐만 아니라아니라 부품부품

구매비용구매비용, , 외국인인력비용외국인인력비용, , 기술기술 및및 브랜드관련브랜드관련 비용비용 등등 다양한다양한 방법으로방법으로

중국시장에서중국시장에서 이익을이익을 획득해획득해 갔음갔음..

-- 그러나그러나 이러한이러한 이익획득에이익획득에 대해대해 중국측에서중국측에서 이의를이의를 제기하고제기하고 있을있을 뿐만뿐만 아아

니라니라 치열한치열한 경쟁으로경쟁으로 인해인해 가격이가격이 인하됨에인하됨에 따라따라 이익의이익의 폭이폭이 점차점차 축소축소

되고되고 있는있는 실정실정

-- 한편한편, , 중국시장에서중국시장에서 철강을철강을 비롯한비롯한 자동차의자동차의 원자재가격은원자재가격은 지속적으로지속적으로 상상

승하고승하고 있어있어 중국시장에서중국시장에서 이익을이익을 내기내기 힘든힘든 상황이상황이 되고되고 있음있음(2008(2008년도년도

철강가격이철강가격이 15% 15% 정도정도 오를오를 전망전망).).

-- 이러한이러한 상황에서상황에서 완성차업체들은완성차업체들은 일정일정 이윤을이윤을 확보하기확보하기 위해위해 부품조달부품조달 가가

격을격을 인하하여인하하여 부품업체에게부품업체에게 부담을부담을 전가전가

이익구조의 한계 도달이익구조의 한계 도달

IIII. . 중국중국 자동차시장구조의자동차시장구조의 변화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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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 중국중국 자동차산업의자동차산업의 발전전망발전전망

-- 20072007년년 중국의중국의 자동차수출은자동차수출은 전년대비전년대비 79.2%79.2%나나 증가한증가한 6161만만 55천대를천대를

기록하였고기록하였고, 2006, 2006년에도년에도 86.1%86.1%나나 증가증가

-- 여전히여전히 상용차의상용차의 수출이수출이 많기는많기는 하지만하지만 수출수출 증가속도는증가속도는 승용차가승용차가 상용차상용차

를를 크게크게 앞지르고앞지르고 있음있음..

-- 그러나그러나 대부분의대부분의 수출이수출이 러시아러시아, , 시리아시리아, , 우크라이나우크라이나, , 남아프리카남아프리카, , 베트남베트남, , 

알제리알제리, , 이란이란 등등 개도국에개도국에 밀집되어밀집되어 있고있고, , 아직아직 선진국시장에는선진국시장에는 본격적으본격적으

로로 진출하고진출하고 있지있지 못한못한 실정실정

-- 대당대당 수출가격은수출가격은 11,90011,900달러로서달러로서 대당대당 수입가격수입가격 35,00035,000달러에달러에 크게크게 미미

치지치지 못해못해 수입대수가수입대수가 수출대수의수출대수의 ½½수준임에도수준임에도 불구하고불구하고 전체전체 수출금액수출금액

은은 수입금액에수입금액에 크게크게 미치지미치지 못하고못하고 있음있음..

중국 자동차의 수출상황중국 자동차의 수출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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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자동차수출 추이(대수) ][ [ 중국의중국의 자동차수출자동차수출 추이추이((대수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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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자동차의 주요 수출대상국 ][ [ 중국중국 자동차의자동차의 주요주요 수출대상국수출대상국 ]]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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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중국 자동차의자동차의 수출은수출은 지속적으로지속적으로 높은높은 증가율을증가율을 보이겠지만보이겠지만 중요한중요한 것은것은

언제언제 본격적으로본격적으로 선진국시장에선진국시장에 진입하느냐임진입하느냐임..

-- 중국시장을중국시장을 제외하면제외하면 대부분의대부분의 세계세계 자동차시장은자동차시장은 선진국에선진국에 편중되어편중되어 있있

기기 때문에때문에 중국중국 자동차의자동차의 본격적인본격적인 수출산업화는수출산업화는 선진국에선진국에 대한대한 수출이수출이 본본

격화되는격화되는 시점이시점이 될될 것임것임..

-- 먼저먼저 중국중국 독자기업들은독자기업들은 생산자동차의생산자동차의 품질이나품질이나 안전안전, , 환경환경 등에서등에서 아직아직

선진시장의선진시장의 요구수준에요구수준에 맞추지맞추지 못하는못하는 것으로것으로 나타났음나타났음..

-- 향후향후 중국중국 독자기업들의독자기업들의 품질이나품질이나 기술수준이기술수준이 향상되면향상되면 선진국선진국 수출도수출도 가가

능할능할 것으로것으로 판단판단

-- 현재현재 지속적으로지속적으로 선진국선진국 시장에시장에 진출하기진출하기 위해위해 노력하고노력하고 있음있음..

중국자동차의 수출전망중국자동차의 수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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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중국 독자업체독자업체 자동차의자동차의 안전문제는안전문제는 20072007년년 중국중국 자동차산업의자동차산업의 55대대 이슈이슈

중중 하나로하나로 부각부각

-- 치루이자동차의치루이자동차의 아물렛아물렛(Amulet)(Amulet)은은 러시아에서러시아에서 실시한실시한 자동차자동차 충돌충돌 테스테스

트에서트에서 최근최근 33년의년의 평가결과평가결과 중중 최악을최악을 기록기록((시속시속 64km64km로로 40% 40% 옵셋테옵셋테

스트를스트를 실시한실시한 결과결과 운전자의운전자의 생존가능성이생존가능성이 희박하다는희박하다는 평가평가))

-- 화천쭌츠화천쭌츠((华晨尊驰华晨尊驰))의의 유럽진출도유럽진출도 안전문제가안전문제가 걸림돌로걸림돌로 작용작용((쭌츠는쭌츠는

20072007년년 66월월 독일독일 ADACADAC의의 충돌테스트에서충돌테스트에서 별하나를별하나를 획득획득) ) 

-- 안전문제는안전문제는 저렴한저렴한 가격으로가격으로 해외진출을해외진출을 실시하던실시하던 중국중국 자동차의자동차의 아킬레아킬레

스건으로스건으로 작용작용

중국 자동차의 수출 전망중국 자동차의 수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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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그러나 현재현재 중국중국 독자기업들의독자기업들의 주요시장인주요시장인 러시아러시아 등에서도등에서도 독자기술의독자기술의

부족부족 등으로등으로 어려움을어려움을 겪고겪고 있는있는 실정실정

-- 중국자동차업체들은중국자동차업체들은 기술부족기술부족 등으로등으로 러시아정부의러시아정부의 요구에요구에 부합되는부합되는 자동자동

차공장을차공장을 건립할건립할 수수 없어없어 러시아내러시아내 자동차조립에자동차조립에 대한대한 특혜를특혜를 받을받을 수수 없없

는는 상황에상황에 직면직면

-- 선진선진 다국적다국적 기업이기업이 생산한생산한 자동차가자동차가 선진국선진국 시장에시장에 투입되지투입되지 못하고못하고 있는있는

것은것은 해외해외 여타생산기지와의여타생산기지와의 마찰문제뿐만마찰문제뿐만 아니라아니라 품질에품질에 대한대한 확신이확신이 아아

직직 부족한부족한 상황에상황에 기인기인

-- 그러나그러나 중국중국 생산생산 자동차의자동차의 품질에품질에 대한대한 확신이확신이 들고들고, , 중국시장의중국시장의 성장둔성장둔

화로화로 공급과잉상황에공급과잉상황에 놓이게놓이게 되면되면 선진선진 다국적다국적 기업에기업에 의한의한 수출도수출도 본격화본격화

될될 가능성이가능성이 높음높음..

중국 자동차의 수출 전망중국 자동차의 수출 전망

III.III. 중국중국 자동차산업의자동차산업의 발전전망발전전망



34

-- 20072007년년 중국의중국의 자동차부품자동차부품 수출은수출은 311311억억 달러로달러로 수입의수입의 약약 22배에배에 달하달하

는는 것으로것으로 나타났음나타났음..

-- 수출증가율도수출증가율도 20062006년의년의 37.9%37.9%에에 이어이어 20072007년년 37.5%37.5%에에 달함달함..

-- 주요주요 수출대상국도수출대상국도 미국미국, , 일본일본, , 한국한국, , 독일독일 등등 주요주요 자동차생산국들로서자동차생산국들로서 중중

국은국은 범용부품에범용부품에 있어있어 세계적인세계적인 공급기지로서의공급기지로서의 위치를위치를 확실하게확실하게 구축하구축하

고고 있음있음..

-- 중국의중국의 주요주요 수출품목은수출품목은 현가계현가계 및및 차체계통으로차체계통으로 나타났음나타났음..

-- 20072007년년 중국중국 무역통계에무역통계에 따르면따르면 중국의중국의 한국한국 자동차부품수출은자동차부품수출은 1717억억 달달

러로서러로서 수입금액수입금액 2020억억 달러에달러에 거의거의 육박하고육박하고 있는있는 실정실정

중국 자동차부품의 수출상황중국 자동차부품의 수출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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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자동차부품 수출 추이 ][ [ 중국의중국의 자동차부품자동차부품 수출수출 추이추이 ]]

399,893
528,227

644,361 1,119,238

1,637,999 2,258,317

3,106,201
단위 : 만달러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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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분야별 자동차부품 수출 구성비(2007) ][ [ 중국의중국의 분야별분야별 자동차부품자동차부품 수출수출 구성비구성비(2007)(2007) ]]

엔진계
12.7% 구동계

3.5%

현가계
38.1%

차체계
21.7%

전장계
9.5%

장비계
10.6%

기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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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대 한국 자동차부품 무역동향][ [ 중국의중국의 대대 한국한국 자동차부품자동차부품 무역동향무역동향]]

233,097 220,304 196,766

-166,664

-107,335

66,433
112,969

166,660

-30,106
2005 2006 2007

수출 수입 무역수지

단위 : 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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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중국의 자동차부품수출이자동차부품수출이 큰큰 폭으로폭으로 늘어나고늘어나고 있고있고, , 자동차부품생산의자동차부품생산의 중중

국현지화가국현지화가 크게크게 향상되고향상되고 있지만있지만 생산주체는생산주체는 대부분대부분 선진선진 완성차업체와완성차업체와

동반동반 진출한진출한 외국인외국인 투자기업이라는데투자기업이라는데 문제가문제가 있다고있다고 인식인식

-- 이러한이러한 중국현지화중국현지화 향상은향상은 중국중국 정부의정부의 ““완성차특징을완성차특징을 갖춘갖춘 자동차부품자동차부품

수입관리규정수입관리규정””에에 따른따른 것임것임..

-- 혼다의혼다의 경우경우 중국내중국내 130130여개의여개의 11차차 부품업체가부품업체가 있지만있지만, , 중국중국 자체자체 기업은기업은

3030여개에여개에 불과하고불과하고 핵심부품은핵심부품은 일본에서일본에서 수입하고수입하고 있으며있으며, , 부품의부품의 개발도개발도

대부분대부분 일본에서일본에서 실시하여실시하여 중국에서는중국에서는 생산만생산만 실시하는실시하는 상황상황

-- 그러나그러나 이러한이러한 현상이현상이 나타나는나타나는 원인은원인은 아직아직 중국중국 독자기업들이독자기업들이 독자적인독자적인

기술개발능력을기술개발능력을 갖추지갖추지 못하고못하고 있기있기 때문때문

외국인 투자기업에 의한 중국 자동차부품산업 지배 현상외국인 투자기업에 의한 중국 자동차부품산업 지배 현상

III.III. 중국중국 자동차산업의자동차산업의 발전전망발전전망



39

-- 기술력뿐만기술력뿐만 아니라아니라 일본일본 업체를업체를 중심으로중심으로 자동차업체들은자동차업체들은 핵심부품에핵심부품에 있있

어어 장기적인장기적인 거래관계를거래관계를 중시함중시함..

-- 세계적인세계적인 자동차부품자동차부품 공급기업공급기업 중중 중국에중국에 투자한투자한 기업은기업은 약약 1,2001,200개가개가 넘넘

고고 있고있고, , 이이 중중 70%70%가가 독자투자를독자투자를 선택했는데선택했는데, , 이는이는 외국인외국인 자동차업체들자동차업체들

이이 동반동반 부품업체들과부품업체들과 폐쇄적인폐쇄적인 이익이익 공동체를공동체를 형성하고형성하고 있다고있다고 보고보고 있음있음..

-- 중국정부는중국정부는 독자부품업체들이독자부품업체들이 세계적인세계적인 자동차업체의자동차업체의 부품조달체제에부품조달체제에 편편

입하지입하지 못하는못하는 것을것을 중국중국 부품산업들이부품산업들이 직면하고직면하고 있는있는 핵심문제로핵심문제로 인식인식

-- 현재현재 중국부품기업들은중국부품기업들은 다수가다수가 2,32,3차차 공급업체에공급업체에 속하며속하며 제품의제품의

80~90%80~90%가가 A/SA/S시장에시장에 공급되는공급되는 상황상황

외국인 투자기업에 의한 중국 자동차부품산업 지배 현상외국인 투자기업에 의한 중국 자동차부품산업 지배 현상

III.III. 중국중국 자동차산업의자동차산업의 발전전망발전전망



40

-- 중국중국 정부의정부의 자동차현지화자동차현지화 정책이정책이 외형적으로외형적으로 성과를성과를 보이고보이고 있는있는 가운데가운데

자체자체 부품기업부품기업 육성육성 및및 자체자체 기술력기술력 강화라는강화라는 내제적인내제적인 능력강화로능력강화로 정책의정책의

주안점이주안점이 전환되고전환되고 있음있음..

-- 관심품목도관심품목도 자동변속기자동변속기, , 전자식전자식 분사장치분사장치, OBD(, OBD(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 
등등 고급기술부문임고급기술부문임..

-- 특히특히, , 중국중국 독자업체들은독자업체들은 자동변속기를자동변속기를 대부분대부분 수입에수입에 의존하고의존하고 있거나있거나 55
단단 변속기가변속기가 일반화되고일반화되고 있는있는 상황에서상황에서 33단단 변속기만변속기만 일부일부 자체자체 제작하는제작하는

실정이어서실정이어서 중국중국 독자독자 자동차기업의자동차기업의 발전을발전을 저해하는저해하는 요인으로요인으로 평가평가

-- 이에이에 따라따라 중국중국 과학기술부에서는과학기술부에서는 자동변속기를자동변속기를 중요중요 기술개발사업으로기술개발사업으로

지정하고지정하고 정부차원에서정부차원에서 적극적극 지원을지원을 실시실시

자동차부품산업 발전에 대한 관심 증대자동차부품산업 발전에 대한 관심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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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최근 중국에서중국에서 중국중국 부품생산업체들이부품생산업체들이 벤츠와벤츠와 BMWBMW에에 제공한제공한 부품은부품은

25%25%만만 AA급이었고급이었고, , 다수의다수의 핵심부품은핵심부품은 불합격이라는불합격이라는 판정판정

-- 이에이에 따라따라 벤츠는벤츠는 품질을품질을 유지하면서유지하면서 중국중국 정부의정부의 현지화요구비율인현지화요구비율인 60%60%
를를 맞추기맞추기 위해위해 동력시스템을동력시스템을 중국에서중국에서 생산하는생산하는 방법을방법을 선택선택

-- 즉즉 이는이는 엔진블록제조로부터엔진블록제조로부터 전장부품생산전장부품생산, , 전체조립에전체조립에 이르기까지이르기까지 중국중국

에서에서 제작한다는제작한다는 것을것을 의미의미

-- 현지화의현지화의 필요성은필요성은 정책뿐만정책뿐만 아니라아니라 심화되고심화되고 있는있는 경쟁속에서경쟁속에서 원가경쟁원가경쟁

의의 중요성이중요성이 부각되고부각되고 있기있기 때문임때문임..

-- 20082008년년 22월월 1313일일 WTOWTO는는 중국의중국의 자동차부품수입에자동차부품수입에 대한대한 관리방법에관리방법에 대대

해해 불공정무역거래로불공정무역거래로 초기초기 판정을판정을 내려내려 향후향후 중국중국 정부정부 및및 기업의기업의 대응에대응에

관심이관심이 모아지고모아지고 있음있음. . 

고급차량의 부품현지화 전략고급차량의 부품현지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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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정부의 정책과정책과 기업의기업의 필요에필요에 따라따라 벤츠벤츠, BMW, BMW가가 엔진의엔진의 중국내중국내 생산과생산과

같이같이 부품의부품의 현지화를현지화를 증가시키고증가시키고 있지만있지만 중국측이중국측이 여전히여전히 핵심기술을핵심기술을 확확

보하지보하지 못하는못하는 것에것에 대해대해 우려를우려를 표명표명

-- 60%60%의의 현지화현지화 기준에기준에 도달하더라도도달하더라도 핵심기술을핵심기술을 여전히여전히 해외업체에서해외업체에서 확확

보하고보하고 있고있고 기술의기술의 중국이전을중국이전을 기피한다면기피한다면 정책의정책의 실질적실질적 효과는효과는 크지크지 못못

하다고하다고 보고보고 있음있음..

-- 북경벤츠북경벤츠 주변에주변에 Johnson Controls, Delphi, Lear Johnson Controls, Delphi, Lear 등의등의 다국적다국적 자동자동

차부품업체들이차부품업체들이 자리를자리를 잡았고잡았고, , 이들은이들은 BMWBMW에도에도 부품을부품을 공급하고공급하고 있으있으

며며 이이 22기업에기업에 부품을부품을 공급하고공급하고 있는있는 중국중국 독자업체는독자업체는 범퍼생산업체범퍼생산업체 정도정도

에에 불과불과

고급차량의 부품현지화 전략고급차량의 부품현지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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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중국 정부는정부는 다국적다국적 기업에기업에 대해대해 중국내중국내 연구개발기능을연구개발기능을 두고두고 중국에중국에 적합적합

한한 독자모델을독자모델을 개발하도록개발하도록 유도유도

-- 중국중국 독자기업들에독자기업들에 대해서는대해서는 독자모델개발을독자모델개발을 적극적으로적극적으로 지원하고지원하고 국영기국영기

업을업을 중심으로중심으로 금융금융 등에서등에서 각종각종 혜택을혜택을 부여부여

-- 상하이상하이 자동차는자동차는 쌍용자동차와쌍용자동차와 로버의로버의 기술을기술을 인수하고인수하고 독자모델을독자모델을 공동공동

연구연구 개발하며개발하며 자체자체 계열사인계열사인 롱웨이를롱웨이를 통해통해 생산하여생산하여 독자브랜드를독자브랜드를 육성육성

하고자하고자 하는하는 전략을전략을 구사하고구사하고 있음있음..

-- 상하이상하이 자동차는자동차는 이미이미 쌍용의쌍용의 서울자동차연구센터를서울자동차연구센터를 영국의영국의 버밍햄버밍햄 연구연구

센터센터, , 상하이연구센터상하이연구센터 등과등과 함께함께 상하이자동차의상하이자동차의 33대대 연구축으로연구축으로 선정선정

중국의 독자브랜드 전략중국의 독자브랜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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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중국은 ““신에너지자동차생산신에너지자동차생산 허가관리규정허가관리규정””를를 시행하면서시행하면서 자동차산업부자동차산업부

문에서문에서 선진자동차업체와선진자동차업체와 기술격차를기술격차를 줄이려고줄이려고 하고하고 있음있음..

-- 전통적인전통적인 자동차부문에서는자동차부문에서는 선진업체와선진업체와 기술격차가기술격차가 커서커서 쉽게쉽게 격차를격차를 줄줄

이기이기 힘들지만힘들지만 신에너지자동차부문은신에너지자동차부문은 대부분대부분 출발선상에출발선상에 있기있기 때문에때문에 추추

격이격이 상대적으로상대적으로 쉽다는쉽다는 판단판단

-- 그러나그러나 신에너지자동차부문도신에너지자동차부문도 여전히여전히 선진업체가선진업체가 기술우위에기술우위에 있기있기 때문에때문에

선진업체의선진업체의 기술을기술을 획득하는획득하는 것이것이 중요하다고중요하다고 판단하여판단하여 관련관련 정책을정책을 시행시행

-- 전통적인전통적인 자동차생산부문에서자동차생산부문에서 엔진엔진 등등 핵심부문의핵심부문의 기술을기술을 획득하고자획득하고자 했했

던던 각종각종 정책을정책을 제제11차차 ““시장으로시장으로 기술을기술을 바꾸는바꾸는””정책이라고정책이라고 한다면한다면 이번이번

조치는조치는 제제22차차 ““시장으로시장으로 기술을기술을 바꾸는바꾸는””정책이라고정책이라고 평가평가

친환경자동차 육성과 가능성친환경자동차 육성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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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에규정에 따르면따르면 신에너지신에너지 자동차는자동차는 혼합동력자동차혼합동력자동차, , 순전기자동차순전기자동차, , 연료전연료전

지자동차지자동차, , 수소엔진자동차수소엔진자동차 및및 기타기타 신에너지자동차뿐만신에너지자동차뿐만 아니라아니라 에너지절에너지절

약에약에 유용한유용한 부품과부품과 자동차를자동차를 포함포함..

-- 규정에규정에 의하면의하면 신에너지자동차생산을신에너지자동차생산을 신청하는신청하는 기업들은기업들은 차량탑재차량탑재 에너지에너지

시스템시스템, , 구동시스템구동시스템, , 제어시스템제어시스템 중중 최소한최소한 한가지의한가지의 핵심기술을핵심기술을 확보해야확보해야

한다는한다는 요구가요구가 제시제시

-- 이러한이러한 규정은규정은 중국의중국의 독자기술능력독자기술능력 향상을향상을 위해위해 유리한유리한 정책방향임정책방향임..

-- 합작기업에서는합작기업에서는 신에너지신에너지 자동차자동차 기술을기술을 중국에중국에 들여오는들여오는 것에것에 소극적이소극적이

었고었고, , 중국내에서중국내에서 생산하더라도생산하더라도 거의거의 완성차를완성차를 수입하는수입하는 것에것에 불과불과

친환경자동차 육성과 가능성친환경자동차 육성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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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이러한 중국정부의중국정부의 정책에정책에 대해대해 선진업체들은선진업체들은 핵심기술의핵심기술의 이전에이전에 부정적부정적

이지만이지만 명목상으로는명목상으로는 시장확보라는시장확보라는 차원에서차원에서 동의할동의할 수밖에수밖에 없는없는 처지처지

-- 선진기업들은선진기업들은 기술이전에기술이전에 신중을신중을 기하겠지만기하겠지만 중국측으로중국측으로 보면보면 이번이번 정책정책

을을 통해통해 선진기술을선진기술을 획득할획득할 수수 있는있는 좋은좋은 기회로기회로 활용활용

-- 또한또한 중국정부는중국정부는 제제11차차 ““시장으로시장으로 기술을기술을 바꾸는바꾸는””정책이정책이 실패로실패로 돌아갔다돌아갔다

는는 평가평가 아래아래 신에너지자동차기술정책에서는신에너지자동차기술정책에서는 독자개발노력에독자개발노력에 대한대한 부분을부분을

보다보다 강조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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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야디는비야디는 배터리생산기반배터리생산기반 활용을활용을 통해통해 전기자동차전기자동차 및및 하이브리드자동차를하이브리드자동차를

생산하여생산하여 세계시장을세계시장을 석권하겠다는석권하겠다는 목표를목표를 설정하고설정하고 있음있음. . 

-- 비야디에서비야디에서 개발한개발한 철배터리는철배터리는 주행거리가주행거리가 여타여타 배터리에배터리에 비해비해 매우매우 우수우수

하며하며, , 대량생산시대량생산시 비용도비용도 저렴하다는저렴하다는 주장주장

-- 결국결국 비야디는비야디는 배터리배터리, IT, IT에서에서 성공한성공한 경험들을경험들을 자동차에자동차에 도입하고도입하고 있고있고, , 

이이 기술들을기술들을 세계세계 자동차시장에서의자동차시장에서의 경쟁원천으로경쟁원천으로 보고보고 있음있음..

-- 비야디가비야디가 목표로목표로 하고하고 있는있는 세계세계 제일의제일의 목표는목표는 실현가능성이실현가능성이 희박하지만희박하지만

철배터리기술을철배터리기술을 활용한활용한 전기자동차의전기자동차의 실용화가실용화가 이루어진다면이루어진다면 중국중국 자동차자동차

가가 해외기술에해외기술에 의존하는의존하는 구조를구조를 타파할타파할 수수 있는있는 희망이라고희망이라고 보고보고 있음있음..

전기자동차와 비야디자동차의 발전 목표전기자동차와 비야디자동차의 발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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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과거 국내생산과국내생산과 해외생산이해외생산이 동시에동시에 증가되는증가되는 상황에서상황에서 중국내중국내 현지화가현지화가

확대되면서확대되면서 수출은수출은 감소하면서감소하면서 수입은수입은 큰큰 폭으로폭으로 증가하는증가하는 상황으로상황으로 변화변화

-- 자동차업계의자동차업계의 경쟁심화로경쟁심화로 중국으로중국으로 동반동반 진출한진출한 부품업체들부품업체들 역시역시 치열한치열한

경쟁상황에경쟁상황에 놓이게놓이게 되었음되었음..

-- 중국진출중국진출 초기초기 수요기업의수요기업의 보호아래보호아래 일정일정 정도정도 안정적인안정적인 조달조달 및및 수익확보수익확보

가가 가능했지만가능했지만 최근최근 수요기업의수요기업의 조달전략이조달전략이 가격가격 및및 품질조건에서품질조건에서 유리하유리하

다면다면 중국독자업체나중국독자업체나 해외투자기업들해외투자기업들 부품도부품도 조달조달 가능하다는가능하다는 의사를의사를 표명표명

-- 이러한이러한 상황은상황은 한국한국 부품업체뿐만부품업체뿐만 아니라아니라 다른다른 부품업체에도부품업체에도 똑같이똑같이 적용적용

되는되는 것으로것으로 가격가격 및및 품질경쟁에서품질경쟁에서 뒤쳐지는뒤쳐지는 기업은기업은 도태될도태될 수밖에수밖에 없음없음..

중국 자동차산업의 변화가 국내 부품업계에 미치는 영향중국 자동차산업의 변화가 국내 부품업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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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다른 측면에서는측면에서는 중국에중국에 진출한진출한 국내국내 업체도업체도 품질품질 및및 가격에서가격에서 우위를우위를 확확

보한다면보한다면 여타여타 자동차업체로자동차업체로 조달선을조달선을 확대할확대할 수수 있는있는 계기이기도계기이기도 함함..

-- 실제로실제로 수요업체에서도수요업체에서도 규모의규모의 경제확보경제확보, , 선진기술선진기술 및및 경영기법의경영기법의 획득획득 등등

을을 위해위해 여타여타 완성차업체와의완성차업체와의 거래를거래를 권장하고권장하고 있는있는 상황상황

-- 가격조건가격조건 등을등을 맞추기맞추기 위해서는위해서는 부품업체들이부품업체들이 사용하는사용하는 원부자재를원부자재를 중국중국

내에서내에서 조달하는조달하는 것이것이 필요한필요한 상황이고상황이고, , 중국내중국내 조달네트워크를조달네트워크를 어떻게어떻게 구구

축하느냐도축하느냐도 부품업체들의부품업체들의 생존전략에생존전략에 중요한중요한 요소로요소로 부각되고부각되고 있음있음..

-- 이에이에 따라따라 중국내중국내 현지조달은현지조달은 실질적으로실질적으로 확대될확대될 가능성이가능성이 높고높고 대중국대중국 자자

동차부품의동차부품의 수출은수출은 감소될감소될 가능성이가능성이 높음높음..

중국자동차산업의변화가국내부품업계에미치는영향중국자동차산업의변화가국내부품업계에미치는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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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최근 중국은중국은 질적질적 발전정책으로발전정책으로 전환함에전환함에 따라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대한 우우

대가대가 축소되고축소되고, , 노동노동, , 환경환경, , 토지토지 등에서등에서 규제가규제가 강화되고강화되고 있음있음..

-- 단순소재가공기업이나단순소재가공기업이나 에너지에너지 및및 자원자원 다소비형기업다소비형기업, , 오염배출기업오염배출기업 등은등은

주요주요 지역에서지역에서 퇴출대상이퇴출대상이 되고되고 있음있음..

-- 북경시는북경시는 지역내지역내 高오염高오염, , 高에너지사용高에너지사용, , 高수자원사용의高수자원사용의 1414개개 업종을업종을 퇴퇴

출하기로출하기로 결정하고결정하고 20072007년년 이미이미 소규모소규모 시멘트시멘트, , 소규모소규모 전기도금전기도금, , 소규모소규모

날염날염 등의등의 기업을기업을 퇴출시켰음퇴출시켰음..

-- 또한또한 가공무역에가공무역에 대해서는대해서는 각종제약을각종제약을 통해서통해서 동부지역에서는동부지역에서는 퇴출시키고퇴출시키고

이를이를 서부지역으로서부지역으로 이전하려는이전하려는 정책을정책을 실시실시

중국내 자동차부품업체의 경영여건중국내 자동차부품업체의 경영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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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각종 기업의기업의 비용을비용을 상승시키는상승시키는 정책정책 및및 조치들이조치들이 시행시행

-- 기업소득세법개정기업소득세법개정(15%(15%에서에서 25%25%로로 인상인상, 5, 5년년 유예유예))

-- 노동계약법노동계약법 시행시행 : : 종신고용제종신고용제, , 퇴직금퇴직금((경제보상금경제보상금) ) 시행시행, 5, 5대대 보험보험((공상공상, , 
의료의료, , 양로양로, , 생육생육, , 실업실업) ) 전면전면 시행시행

-- 토지사용규제를토지사용규제를 강화하고강화하고 토지사용세를토지사용세를 신설신설

-- 최저임금인상최저임금인상 : : 지난지난 33년년 동안동안 44%44%나나 인상되어인상되어 인건비인건비 상승이상승이 가속화가속화

-- 최근최근 토지수요의토지수요의 증가로증가로 토지가격도토지가격도 급등급등

-- 중국위안화의중국위안화의 절상에절상에 따른따른 원가원가 압박압박 심화심화 : : 최근최근 약약 13.2% 13.2% 절상절상

중국내 자동차부품업체의 경영여건중국내 자동차부품업체의 경영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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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이러한 환경변화로환경변화로 인해인해 경영난을경영난을 견디지견디지 못해못해 일부일부 임가공업체를임가공업체를 중심으중심으

로로 무단철수하는무단철수하는 사례가사례가 발생하고발생하고 있음있음..

-- 악질적악질적 무단철수의무단철수의 사례도사례도 존재하지만존재하지만 대부분대부분 합법적인합법적인 청산이나청산이나 파산이파산이

불가능하여불가능하여 무단철수를무단철수를 단행단행

-- 이는이는 산동성을산동성을 중심으로중심으로 한한 지역에서지역에서 일부일부 노동집약적노동집약적 업종에업종에 진출한진출한 업체업체

들에들에 해당되는해당되는 사항이지만사항이지만 향후향후 이러한이러한 경영환경의경영환경의 변화가변화가 지속되면지속되면 자동자동

차부품업계에도차부품업계에도 영향을영향을 미칠미칠 것으로것으로 예상됨예상됨. . 

-- 특히특히 최근최근 수요기업의수요기업의 단가인하단가인하 요구요구 등과등과 맞물려맞물려 이러한이러한 원가상승원가상승 요인은요인은

중국진출중국진출 국내국내 부품업계에도부품업계에도 심각한심각한 문제로문제로 작용할작용할 것으로것으로 예상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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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일본은 중국에중국에 대해대해 싼싼 인건비를인건비를 활용하는활용하는 단순한단순한 세계의세계의 공장이공장이 아니라아니라

고급제품도고급제품도 수요하는수요하는 세계의세계의 시장이라고시장이라고 20022002년부터년부터 이미이미 인식하여인식하여 이에이에

대비하였음대비하였음..

-- 일본의일본의 대중국대중국 투자는투자는 20062006년부터년부터 감소하기감소하기 시작했는데시작했는데 이는이는 이미이미 중국중국

에에 대한대한 생산능력생산능력 확대확대 투자가투자가 완료된완료된 데데 따른따른 것이기도것이기도 하지만하지만 노동노동 및및 토토

지비용의지비용의 증가증가, , 각종각종 혜택의혜택의 폐지폐지 등으로등으로 투자유인이투자유인이 감소한감소한 원인도원인도 존재존재

-- 또한또한 일본내일본내 상품에상품에 대한대한 수요패턴이수요패턴이 보다보다 개성화되고개성화되고, , 적기조달이적기조달이 요구됨요구됨

에에 따라따라 중국공장은중국공장은 이에이에 부응하기부응하기 힘든힘든 측면에측면에 따른따른 것임것임..

-- 그러나그러나 중국내중국내 일본기업들은일본기업들은 주안점을주안점을 수출주도로부터수출주도로부터 내수시장내수시장 주도로주도로

전환하고전환하고 있어있어 향후에도향후에도 중국중국 내수시장내수시장 선점을선점을 위한위한 투자는투자는 지속할지속할 전망전망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중국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중국

IV.IV. 중국중국 자동차산업의자동차산업의 변화에변화에 따른따른 부품업계의부품업계의 대응방안대응방안



55

-- 지속적으로지속적으로 성장하고성장하고 있고있고, , 세계적인세계적인 자동차업체의자동차업체의 각축장이각축장이 되고되고 있는있는 중중

국시장을국시장을 선점하기선점하기 위해서는위해서는 중국중국 현지투자를현지투자를 확대할확대할 수밖에수밖에 없음없음..

-- 철저한철저한 현지화현지화, , 원가원가 및및 품질전략을품질전략을 통해통해 현재의현재의 수요기업뿐만수요기업뿐만 아니라아니라 세세

계적인계적인 자동차업체에도자동차업체에도 공급할공급할 수수 있는있는 능력확보가능력확보가 필요필요

-- 중국도중국도 생산원가가생산원가가 상승하고상승하고, , 경영여건이경영여건이 악화됨에악화됨에 따라따라 낮은낮은 생산비용을생산비용을

목적으로목적으로 진출하는진출하는 것은것은 문제가문제가 많고많고 이미이미 진출한진출한 업체들도업체들도 미리미리 구조조정구조조정

을을 실시하여실시하여 경영환경변화에경영환경변화에 대비대비

-- 결국결국 중국시장을중국시장을 보고보고 진출하는진출하는 것은것은 바람직하지만바람직하지만 가공하여가공하여 수출하기수출하기 위위

한한 신규투자나신규투자나 투자확대는투자확대는 신중을신중을 기할기할 필요가필요가 있다는있다는 것임것임..

부품업계의 대중국 투자전략부품업계의 대중국 투자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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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더 이상이상 기존기존 거래기업이거래기업이 중국내에서중국내에서 동반진출한동반진출한 부품업체의부품업체의 보호막이보호막이 될될

수수 없는없는 상황이어서상황이어서 독자적인독자적인 생존을생존을 모색모색

-- 비용절감비용절감 및및 품질향상은품질향상은 필수적이며필수적이며, , 마케팅부문의마케팅부문의 기능강화를기능강화를 통해통해 거래거래

선도선도 다양화하는다양화하는 전략이전략이 필요필요((건설기계건설기계 등등 관련관련 분야분야 진출도진출도 고려고려))

-- 원부자재조달의원부자재조달의 효율화를효율화를 위해위해 중국내중국내 현지화할현지화할 부분부분, , 해외나해외나 한국에서한국에서 조조

달할달할 부분부분 등을등을 명확히명확히 구분하여구분하여 중장기적인중장기적인 조달전략을조달전략을 수립하는수립하는 것이것이

필요필요

-- 필요한필요한 경우경우 국내의국내의 2, 32, 3차차 업체들도업체들도 동반동반 진출하는진출하는 것이것이 유리유리

-- 중국내에서중국내에서 세계적인세계적인 업체와업체와 거래를거래를 실시할실시할 경우경우 해당부품업체는해당부품업체는 세계적세계적

인인 부품업체로부품업체로 도약할도약할 수수 있는있는 계기가계기가 될될 것임것임..

중국내에서 독자생존 모색중국내에서 독자생존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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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정부는중국정부는 부품분야의부품분야의 기술획득을기술획득을 위해위해 노력하고노력하고 있지만있지만 우리우리 업계로서업계로서

는는 최대한최대한 기술적기술적 우위를우위를 유지해유지해 나가는나가는 전략이전략이 필요필요

-- 생산부문은생산부문은 중국에중국에 이전하지만이전하지만 연구개발부문은연구개발부문은 한국내에서한국내에서 중점을중점을 두고두고

지속적인지속적인 연구개발을연구개발을 통해통해 중국중국 독자부품업계와독자부품업계와 기술적기술적 격차를격차를 유지하는유지하는

것이것이 중장기적으로중장기적으로 세계시장뿐만세계시장뿐만 아니라아니라 중국시장에서도중국시장에서도 생존할생존할 수수 있는있는

방법임방법임..

-- 효율적인효율적인 생산시스템의생산시스템의 구축도구축도 중국실정에중국실정에 맞게맞게 중국현지에서의중국현지에서의 개선도개선도

필요하겠지만필요하겠지만 한국내에서한국내에서 지속적인지속적인 개선을개선을 통해통해 이를이를 정형화하여정형화하여 중국공중국공

장에장에 적용하는적용하는 것이것이 요구됨요구됨..

-- 수요가수요가 한정되어한정되어 있거나있거나 적기조달적기조달 및및 일정일정 품질수준이품질수준이 요구되는요구되는 부품은부품은 국국

내생산이내생산이 필요필요

국내와 중국간 기능적 차별화 실시국내와 중국간 기능적 차별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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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기본적으로 정부의정부의 자동차부품산업자동차부품산업 육성정책은육성정책은 부품업체의부품업체의 기술력기술력 향상에향상에

주안점을주안점을 두어져야두어져야 할할 것임것임..

-- 미래형자동차부문은미래형자동차부문은 부품업체들이부품업체들이 독자적으로독자적으로 대비하기대비하기 힘든힘든 부분이기부분이기 때때

문에문에 정부의정부의 정책적정책적 지원이지원이 필수적임필수적임..

-- 중소부품업체에중소부품업체에 대한대한 정부의정부의 수출마케팅지원을수출마케팅지원을 중국내에서중국내에서 새로운새로운 거래처거래처

를를 개발하는개발하는 것까지것까지 포함하여포함하여 실시할실시할 필요가필요가 있음있음. . 

-- 수요업체의수요업체의 요구에요구에 의해의해 중국으로중국으로 동반진출을동반진출을 실시하였지만실시하였지만 독자적인독자적인 거거

래처래처 개발에개발에 한계가한계가 있는있는 업체들도업체들도 존재존재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정책자동차부품산업 육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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