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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BYD 연료차 一汽大众 앞섰다 
비야디 16만 2200대 판매, 업계 1위

테슬라 2만 8000대 판매, 64.2% 감소

중국에서 전기차 수요가 계속 급증하

자 승용차 연합회는 올해 예상 판매량이 

60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9

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에 따르면 승용

차 연합회는 7월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48만 6000대로 전년 동기대비 117.3%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달 보

다는 8.5% 감소했다.

올해 7개월 동안 전기차 판매량은 273

만 3000대로 전년 동기대비 121.5% 증

가했다. 전기차 판매량의 상승 추이로 볼 

때 올 해 예상 판매량은 당초 예상했던 

550만 대 보다 많은 60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올해 4분기 초 600만 대 예상 판

매량도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자동

차 기업들의 생산량이 수요를 충분히 뒷

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7월 생

산량은 57만 대, 8월 생산량은 65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7월 전기차 시장에서의 승자는 ‘비

야디(比亚迪)’였다. 7월 판매량은 16만 

2200대로 나머지 중국 전기차 판매 기

업 판매량을 크게 앞질렀다. 지리 자동차 

3만 2000대, 상치GM 5만 9300대, 상치

승용차 1만 9900대 등에 불과해 명실상

부한 중국 전기차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

김했다. 게다가 연료 자동차 이치다중(一

汽大众)의 판매량이 15만 4000대였는데 

이보다도 높은 판매량을 기록해 비야디 

브랜드의 높은 성장성을 입증했다.

한편 7월 테슬라의 중국 사업은 부진

했다. 7월 판매량은 2만 8000대로 6월 7

만 8900대에 비해 64.2% 감소했다. 판매

량 감소로 7월 중국 시장 점유율은 1.7%

로 전년 동기 대비 2.2%p 줄었다.

승용차연합회는 7월 테슬라의 부진은 

전기차 생산시설 증설로 인한 것으로 풀

이했다. 2분기 테슬라의 재무 보고서에 

따르면 상하이 공장은 증설 후 연간 생

산량은 75만 대에 달한다. 

이민정 기자

7, 8월은 전통적인 자동차 판매 비수

기지만, 올해 7월은 승용차 판매량이 전

년동기 대비 20.4% 늘었다. 특히 7월 신

에너지차 판매량은 123.7% 급증, 올 한

해 65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한다.

9일 중국 승용차연합회가 발표한 보

고서에 따르면, 7월 승용차 시장의 소매

판매는 181만 8000대로 전년동기 대비 

20.4% 늘었다고 21세기경제보도(21世纪

经济报道)는 전했다. 1월~7월 누적 소매

판매량은 1107만 9000대로 전년동기 대

비 3.5%(41만대) 감소했다. 7월 도매 판

매량은 213만 4000대로 전년동기 대비 

40.8% 증가, 1월~7월 도매 판매량은 1230

만 6000대로 전년동기 대비 8.4% 늘었다.

추이동수(崔东树) 전국승용차연합회 

사무총장은 "7월 자동차 시장 증가 속

도가 예상보다 빨라 6, 7월 도매 증가율

은 40%, 소매는 20%를 넘어섰다. 1월~7

월 협의의 승용차 누적 소매판매 감소폭

은 3.5%로 좁혀졌고, 8월에도 고성장세

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돼 누적 소매판

매 증가율은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라

고 전했다.

7월 말, 8월 초 휴가철을 맞아 7, 8월은 

전통적인 자동차 판매 비수기지만, 올해 

7월은 비수기에 해당하지 않았다. 차량 

구매세 반값 할인 정책의 효과가 지속적

으로 나타나는 한편, 7월 자동차 시장 마

케팅 강도가 높고, 주류 자동차 기업의 

할인 이벤트가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손실을 메웠다.

현재 자동차 출고가 순조롭게 이루어

지고, 각지의 생산 활동도 회복 중이다. 

지난해 8월에는 칩 생산부족이 공급부

족으로 이어져 시장이 침체됐다. 하지만 

올해 8월에는 생산과 판매가 고성장 기

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비수기 속 호황

을 맞을 전망이다.

특히 자동차 구매세 반값 할인정책이 

신에너지차 성장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

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신에너지차는 

7월에도 도매판매량이 56만4000대로 

123.7%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1월~7월 신에너지 승용차 누적 도매 

판매량는 303만 대로 전년동기 대비 

123% 증가했다. 현재 시장 상황을 감안

해 신에너지 승용차의 연간 판매 전망치

를 600만 대로 상향 조정, 신에너지차의 

연간 판매량은 650만 대 판매를 돌파할 

것으로 승용차연합회는 전망했다. 또한 

4분기 초에도 전망치를 더 높일 수 있다

고 덧붙였다. 

신하영 기자

中 외식업 프랜차이즈 
고속성장 

중국의 음료, 샤오카오(烧烤, 바비큐), 패스트푸

드 관련 외식업의 프랜차이즈화가 빠르게 성장하

고 있으며, 밀키트도 새로운 트렌드로 뜨고 있다. 

최근 중국 프랜차이즈 협회에서 발표한 ‘2022 중

국 프랜차이즈 요식 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외식업 프랜차이즈 비율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화 성장률이 가장 빠른 3개 

업종은 음료, 샤오카오 및 스낵·패스트푸드였고, 이 

중 음료 매장의 프랜차이즈 증가 속도가 가장 높았

다고 신화망(新华网)은 전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프랜차이즈 증가율은 음료

가 4.5%p, 샤오카오는 3.9%p, 스낵·패스트푸드는 

3.7%p씩 증가했다고 전했다. 음료는 독특한 소매 

산업 특성 때문에 비교적 표준화된 복제가 용이하

고, 점포 개설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 중국 내 음

료 매장의 프랜차이즈 증가율은 2019년 31.5%에서 

2021년에는 41.8%로 10.3% 높아졌다. 

중국음식점 비중은 꾸준히 높아지면서 브랜드 

체인점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매장 수 증가를 

보면, 특화 요리, 샤오카오는 2021년 성장률이 높

은 품목으로 프랜차이즈 매장 수는 전년대비 각각 

33.2%, 27.6% 증가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한 코로나

19 감염증 등

으로 인해 촉

발된 가계 소비 

수요로 인해 밀

키트 등의 즉석

조리·즉석식품

이 급성장하면

서 밀키트 요리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올랐다. 또한 

음식 낭비를 줄이고 친환경을 실천하는 등 소비 이

념이 확산되면서 전형적인 음식점의 음식물 쓰레

기 양이 줄었다.  

최근 중국의 요식업의 소비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6월 전국 외식 수입

은 전년동기 대비 4% 감소해 5월 보다 감소폭이 

17.1%p나 축소됐다.                                               

 신하영 기자

中 자동차시장 비수기 속 ‘호황’

바비큐 매장 수 1년새 27.6% 증가 

7월 신에너지차 판매량 123.7% 급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