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월 28일 토요일4  기업뉴스

테슬라 4분기 순이익 59% 증가, 역대급 실적

상하이공장 연 57만대 생산 

후룬, 중국 500대 기업 3년새 절반 사라졌다

2022년 중국을 대표하는 500대 기업 순

위가 공개됐다. 19일 계면신문(界面新闻)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한 500대 기업 순위의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 이전의 기업 50%가 

순위에서 사라졌다. 

후룬연구소가 발표한 ‘2022 후룬 중국 500

대 기업’ 순위는 상장사 시가총액을 2022년 

11월 15일 종가 기준으로 높은 순으로 정한 

것이다. 비 상장기업의 경우 동종업계 상장

기업의 최신 자산 평가를 기준으로 가치를 

판단한다. 이번에 타이완 기업 TSMC가 2조 

8000억 위안으로 1위를 차지했다. 과거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던 텐센트는 2위로 밀렸다. 

상위 10대 기업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기

업은 비야디(比亚迪)다. 비야디는 기업 가

치 7780억 위안으로 9위에 올랐다. 3위는 

알리바바, 4위는 바이트 댄스로 지난해와 

순위 변동은 업었고 5위 화웨이는 2단계 

올라갔다. IT기업, 플랫폼 기업, 자동차 기

업 등이 독점한 상위 10위권에서 중국핑안

보험(中国平安保险)이 유일한 금융계 회사

로 10위에 안착했다. 

2022년 후룬 중국 500대 기업의 총 가치

는 51조 위안으로 2021년보다 23% 감소했다. 

지역별 상황이 뚜렷했다. 선전, 홍콩, 광저

우 등 다완취(大湾区)에 본사를 둔 기업 107

곳이 순위에 포함됐다. 선전 기업 42곳, 홍콩 

28곳, 광저우 15곳이다. 중국에서는 “중국의 

IT 산업을 보려면 선전을 방문하고 선전시의 

IT 산업은 난산(南山)을 방문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국 IT 산업의 바로미터

인 곳이 난산이다. 이번 순위에서 난산에 위

치한 기업이 17개 포함됐고 총 가치는 3조 

7000억 위안에 달했다. 주로 인터넷, 소프트

웨어 서비스, 의료건강, 소비전자, 금융, 에너

지, 공산품 등의 분야를 영위했다. 

새로 순위권에 포함된 기업에서는 반도

체, 의약품, 전자부품 기업이 대부분이었다. 

반대로 순위권에서 밀려나는 기업의 경우 

바이오 의약, 의약품 소매와 부동산 기업이 

많았다. 반도체와 관련 깊은 태양광 산업 

기업도 이번에 40개나 순위권에 포함되어 

현재 중국에서 반도체 산업이 주류임을 다

시 한번 확인했다. 

한편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던 지난 3년 

동안 후룬 500대 중국기업 순위에 포함됐던 

249개 기업이 사라졌다. 즉 3년 동안 500대 

기업 중 절반인 50%가 새로운 기업으로 채

워졌음을 의미하며 코로나 3년이 기업 환경

에도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이민정 기자 

전기차 생산기업인 테슬라가 2022년 실

적을 발표하면서 중국 기업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27일 매일경제신문(每日经

济新闻)에 따르면 미국 현지 시각 1월 25일 

테슬라(TSLA)가 2022년 4분기와 한해 실

적을 발표했다. 4분기의 영업이익과 순이익 

분기 실적으로는 역대 최고다.

실적 발표 당시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

에 대해 묻자 일론 머스크는 “중국의 자동

차 회사를 매우 존중한다”라고 답했다. 그

러면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심한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또 “중국은 일할 때 

가장 열심히 그리고 가장 똑똑하게 일한다”

라며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뒤를 이

을 기업은 아마도 중국 기업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구체적인 중국 기업의 이름

은 밝히지 않았다.

중국 시장에서의 인재 확보에도 자신감을 

보였다. 머스크는 “현재 테슬라팀은 중국에

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라며 “중국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앞으로도 이

런 상황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테슬라는 2022년 4분기 영업이익 243억 

1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

했다. 순이익은 36억 8700만 달러로 59%

가 증가하며 역대 가장 뛰어난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4분기 현금 흐름은 32억 

7800만 달러로 지난 해 보다 29% 감소, 전 

분기보다 36% 감소했고 자동차 매출 총 이

익률은 25.9%로 5개 분기 중 가장 낮았다.

2022년 한해 영업이익은 814억 6200

만 달러로 51% 증가했고 순이익은 125억 

5600만 달러로 무려 128% 증가했다. 2022

년 한해 전세계에서 생산한 자동차는 136

만 9600대, 이 중 131만 3900대를 인도했다.

현재 연간 생산량은 ModelS/ModelX 

10만 대, ModelY/Model3는 180만 대까지 

가능하다. 상하이 공장의 연간 생산량은 

ModelY/Model3 75만 대에 달한다. 이미 

연간 생산량은 190만 대에 달하지만 2023

년 공급망 중단, 자연재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등을 우려해 최소한의 차량 인도 목

표를 180만 대로 정했다.

이민정 기자 

지난해 샤오미의 시장 점유율은 중국내 1

위, 글로벌 3위를 기록했다. 글로벌 스마트

폰 시장 점유율 1위는 삼성(22%), 2위는 애

플(19%)이 차지했다. 

17일 시장조사기관 캐널리스(Canalys)는 

2022년 연간·Q4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데

이터를 발표했다. 2022년 시장 점유율 상위 

5개 제조업체 중 중국 제조업체 3곳이 포함

됐다고 제일재경(第一财经)은 전했다. 

캐널리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글

로벌 스마트폰 제조업체는 다양한 문제에 

직면했다. 삼성전자는 출하량 세계 1위지만, 

영업이익은 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시

장점유율 2위인 애플은 수요 위축의 시험대

에 직면해 있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역시 복잡한 국

내외 경제 환경으로 출하량에 영향을 받고 

있다. 다만 샤오미의 하락 폭은 상대적으로 

작아 전년 대비 1%포인트 하락, 시장점유율

은 13%로 글로벌 3위를 유지했다. 이어 오

포(OPPO)와 비보(VIVO)의 시장 점유율은 

전년 대비 각각 2%포인트와 1%포인트 하

락해 각각 4위와 5위를 기록했다.  

샤오미는 지난해 12월 프리미엄 신제품 

샤오미 13시리즈를 발표해 판매량 선두를 

달리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샤오

미는 12월 마지막 2주 연속 중국 본토 안드

로이드 스마트폰 4000~6000위안 가격대에

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샤오미는 샤오미13 시리즈를 통해 프리미

엄 제품의 세계화를 공략하는 동시에 올해 

샤오미의 이익 구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하영 기자 

‘잘나간다! 샤오미폰’ 

시장점유율 중국 1위, 글로벌 3위

테슬라, “전기차 시장 2위는 중국기업”

TSMC, 텐센트, 알리바바 1~3위

비야디 9위→4위, 화웨이 5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