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자동차 시장의 생산 판매

량이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4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

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공업협회

가 2019년 한해 중국 자동차 생

산량은 2572만 1000대, 판매량은 

2576만 9000대로 각각 전년 대비 

7.5%, 8.2%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보다는 감소한 수치였지만 

세계 1위 자리는 놓치지 않았다. 

협회 측은 중국 자동차 산업 구

조가 전환하는 과정에서 환경 보

호 기준은 강화되고 신에너지 자

동차 보조금을 축소하는 등의 원

인으로 생산 판매량이 압박을 받

았다고 풀이했다. 2020년에는 생

산기업들의 적극적인 구조재편 덕

분에 하반기부터는 전체 산업 분

위기가 합리적인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행인 것인 지난해 12월 생

산 판매량은 연속 상승하는 모습

을 보였다. 2019년 12월 생산량

은 258만 3000대, 판매량은 265

만 8000대로 각각 전월대비 3.5%, 

8.2% 상승했다. 

차 종류별로 세분화 하자면 전

체 자동차 시장의 80% 이상을 차

지하고 있는 승용차가 직격탄을 

맞았다. 2019년 승용차 생산량은 

2136만대, 판매량은 2144만 4000

대로 전년 동기대비 9.2%, 9.6% 

감소했다. 전체 생산량과 판매량

에서는 각각 83%와 83.2%씩 차

지하고 있지만 이 비중마저도 지

난해보다는 3.4%p, 1.2%p 가량 줄

었다. 

신에너지 자동차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했다. 생

산량은 124만 2000대, 판매량은 

120만 6000대였고 각각 2.3%와 

4% 감소했다. 

한편 중국 자동차 산업은 2년 

연속 생산과 판매량이 감소하면

서 위축되었지만 그 규모 면에서

는 여전히 세계 1위 자리를 고수

하고 있다. 

이민정 기자 

한국과 일본, 유럽 자동차가 장

악한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 

새 바람이 불고 있다. 13일 환구망

(环球网)은 북아프리카, 이집트 등

지에서 중국 자동차의 인기가 높

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나일강 인

근에서 치루이(奇瑞), 비아디(比亚

迪), 지리(吉利), 화천(华晨), 창청(长

城) 등 다양한 중국 자동차를 수시

로 만날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 도

로에서 ‘노출’ 정도는 한국, 일본이

나 유럽 미국 자동차와 비교가 되

지 않지만 뛰어난 가성비로 이집트 

일반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루이 자동차는 이집트 진출 

후 바로 12만 평방미터 규모의 현

지 공장을 건설했다 .연간 생산량

은 2만 5000대이며 현재 이집트에 

약 100개의 서비스 센터를 건설한 

상태로 이집트와 아랍 국가의 중

산층에서 선호하는 브랜드로 자

리매김했다. 

지난 6월 상하이 자동차그룹은 

이집트 만수르 그룹과 MOU를 체

결해 공동으로 아프리카 시장 공

략을 약속했다. 지리 자동차는 

2018년 11월부터 쿠웨이트 시장

을 진출했고 지난해 11월 두바이 

모터쇼에서는 광저우자동차, 이치

홍치(一汽红旗) 등 중국 자동차가 

대거 참가했다. 광저우자동차의 

경우 중동 지역을 가장 중요한 해

외 시장으로 보고 현재 아랍에미

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9개 지역

에 14개 판매망을 구축한 상태다. 

한편으로 환구망은 중동지역에

서 중국 기업들이 넘어야 할 산으

로 한국과 일본차와의 경쟁을 꼽

았다. 이 때문에 자체적인 서비스, 

고객 신뢰 등을 최상급으로 유지

해야 하며 자동차 외관, 색깔, 내

부 인테리어 등에서 현지인들의 

문화 전통과 어긋나지 않도록 세

심한 관심을 기울인다면 현지 시

장에서 승산이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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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업 ‘사냥’을 즐기는 중국 

지리자동차가 이번에도 해외 자

동차 기업에 투자한다. 16일 신랑

재경(新浪财经)에 따르면 최근 영

국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저장 지

리 홀딩스(浙江吉利控股)에서 영

국 럭셔리 스포츠카 기업인 애스

턴 마틴 지분 19.9%를 인수할 예

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미 지리 측

과 애스턴 마틴 경영진 간에는 지

분 인수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 상

태이며 지리는 애스턴 마틴에 대

한 자금 실사에 들어간 상태라고 

전했다. 

이 보도가 나가자 애스턴 마틴 

측 대변인은 직접적인 지리 홀딩

스에 대한 언급은 피하면서 “현

재 잠재적인 투자자와 논의가 이

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리 

홀딩스 측 역시 직접적인 ‘부정’없

이 “해당 사실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라고만 말했다. 

그러나 지리 홀딩스의 최측근 

인사는 “만약 지분을 인수할 경

우 단순한 재무적인 투자가 아닌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협력이 논의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급차 사업의 공백 보완? 

애스턴 마틴은 초 럭셔리 스포

츠카 제조기업으로 107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영국 기업이

다. 일각에서는 지리의 지분 투자

가 기존에 보유한 ‘로터스(Lotus)’ 

고급차 사업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

난 2017년 5월 비리 홀딩스는 영

국 로터스 그룹의 지분 51%를 인

수한 바 있지만 최근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진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 로터스의 기술적인 측면에

서의 열세가 지적되었다. 

따라서 애스턴 마틴의 기술력

을 통해 로터스 자동차의 부족

한 점을 채워줄 것이라는 분석이

다. 로터스는 지리가 인수한 이후

부터 사업이 회복되고 있다. 2019

년 광저우 모터쇼에서 첫 순수 전

기 자동차인 Evija를 발표하며 10

년 만에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선

보였다. 

애스턴 마틴, 경영난 극복할까? 

애스턴 마틴은 최근 계속 경영

난을 겪고 있다. 2019년 자동차 판

매량은 5819대로 전년 동기대비 

7% 감소했고 2018년 10월 상장

한 주식도 하락세가 이어져 시총

이 70% 증발했다. 영국 현지에서 

스포츠카에 대한 소비와 선호도

가 이전보다 크게 감소한 것과 경

쟁사인 벤틀리와 롤스로이스 등

이 강세를 보이는 것이 원인이다. 

따라서 지리의 투자는 곧 애스

턴 마틴에게도 실보다는 득이 많

다는 분석이 많다. 실제로 지리자

동차의 투자소식이 알려지자 애

스턴 마틴의 주가는 한 때 15.32% 

상승해 469.7파운드를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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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동차 판매 2년 연속 하락세

中 자동차 중동·아프리카서 인기 고공행진 

中 지리, 해외 자동차기업 사냥

2019 판매량 8% 감소 이번엔 英 애스턴 마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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