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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헌｜공주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

2차 지와 휴 폰 부품 제조기업이었던 비야디는 2003년 자동차 산업에 진출한 이후 불과 5년 

만에 국 10  자동차 기업  하나로 성장하 다. 비야디는 인수합병을 통해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 고 2009년 재 다각화 략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본고는 비야디 경 황과 

성장 과정의 특징을 정리하 고, 다각화 략에 을 맞추어 세 가지 분석을 시도하 다. 첫째는 

비야디 다각화 략의 유형 분석이고 둘째는 비야디 다각화 략의 동인(動因) 분석이며, 셋째는 다

각화 략의 유형이 변화되고 있는 원인에 한 분석이다. 분석 결과 비야디 다각화 략은 자동차 

사업 진출 기에 외형상 국내 非 련 다각화 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련 다각화에 합한 조직 운

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한 포터의 다섯 가지 경쟁요인 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다각화 략의 동

인을 분석하 는데 국과 세계 자동차 산업 구조는 비야디와 같은 체에 지 련 기업들에게 유

리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바 고 있다. 결국 비야디는 외부 경 환경의 변화와 국 정

부의 정책 변화를 잘 활용하여 자동차 부문과 IT 부문을 련 다각화로 엮어가면서 조직 내 운 의 

효율성  수직  통합 효과를 높 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비야디, 중국 자동차 산업, 다각화 전략, 포터의 산업구조분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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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중국이 드디어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자동차 생산량과 판매량에서 세계 1

위 자리에 올랐다. 2009년 중국의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대비 48% 증가한 

1,379만 대에 달했고 판매량도 1,365만 대에 달해 2008년보다 46% 증가하

였다. 중국은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신속하게 회복, 2009년 한 해 자동차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이제 거대한 내수 시

장을 바탕으로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 자동차산업 발전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 자동차산업의 주요 플레이어(player)들에 관심도 갈

수록 커지고 있다. 자동차 산업 전체를 조망하고 산업구조를 분석하는 것 못

지않게 개별 기업의 성과와 전략을 추적하는 일은 중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 

동력에 대해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시각을 갖추는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

다. 여기에 앞으로 중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그럴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분석도 기

업 수준의 접근을 필요로 한다. 

2009년 현재 상위 10위권 기업들 중에서 대형 국유기업을 제외하면 치루

이자동차(奇瑞汽车),1 지리자동차(吉利汽车),2 비야디자동차(比亚迪汽车; BYD 

 1. 치루이자동차는 1997년 안휘성 소재 5개 투자공사(국유기업)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
유주식제기업으로 2000년 첫 모델 출시 때부터 경차(QQ)와 소형차에서 두각을 나타
냈음. 2006년부터 중대형 세단 및 SUV까지 독자 모델을 꾸준히 확대, 2009년 현재 
독자 모델은 16개 계열 70여 종에 달하며 연간 생산규모는 완성차 65만 대, 엔진 65

만 개, 변속기 40만 개임. 2008년 승용차 수출량은 10.6만 대, 수출액은 6.2억 달러
로 7년 연속 중국 내 자동차 수출 1위를 차지함. 주력 모델은 동방쯔즈(东方之子), 

루이후(瑞虎), 치윈(旗云), QQ, A520, A1 등임.   

 2. 지리자동차는 1986년 설립되었고 자동차, 오토바이, 엔진, 변속기, 부품 등을 제조하
는 민영기업으로 본사는 항조우에 있음. 1997년 자동차를 첫 생산하였고 그 후 승용
차에만 집중, 소형차 부문에 강점을 가지고 있음. 2009년 현재 독자 모델은 10개 계
열, 30여 개에 달하며 연간 생산능력은 승용차 40만 대, 엔진 40만 개, 변속기 40만 
개임. 주력 모델은 위엔징(远景), 진깡(金刚), 진잉(金鹰), 쯔요우지엔(自由舰), 중궈
롱(中国龙) 등임. 2010년 3월 지리자동차는 18억 달러를 투자하여 포드로부터 볼보
를 인수, 고급차 부문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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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Limited, 이하 비야디)의 실적이 눈에 띠는데 치루이는 국유주식

제 기업이고, 지리와 비야디는 민영기업이다. 특히 비야디는 2005년 자동차

를 첫 생산한 뒤, 2007년 판매량이 10만 대를 돌파하여 혜성과 같은 존재가 

되었고 2009년 내수 판매량에서 10위권에 진입했다. 치루이와 지리가 각각 

2000년, 1997년에 자동차를 처음 생산한 뒤, 2005년부터 꾸준히 10위권에 

들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비야디의 성장 속도는 매우 빠르고 놀라운 것이

다. 특히 2003년 비야디가 시안진촨자동차(西安蓁川汽车)를 인수하기 전까

지, 비야디의 주력 사업은 재충전용 배터리(2차 전지)3와 핸드폰 단말기 부

품 제조였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에서 비야디의 등장은 인수합병을 통한 사업 

다각화 사례로서 매우 흥미로운 연구주제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비야디는 

2008년 12월 중국 최초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승용차, F3DM을 출시하였

고 2010년 말까지 순수 전기자동차 e6를 미국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다. 즉 

비야디는 친환경 대체에너지 차량 개발에서도 중국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비야디의 다각화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다각화의 유형을 

분석하고 비야디의 다각화 전략이 중국 자동차 산업과 연관 산업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고찰하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는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

한 답을 구하고자 하였다. 첫째, 비야디의 경영현황과 성장과정의 특징은 무

엇인가? 둘째, 비야디 다각화 전략의 동인(動因) 무엇이며, 어떠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 셋째, 비야디 다각화 전략의 유형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

으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 제II장에서는 다각화 전략에 관한 이론 검토와 연

구 모형,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고 제III장에서는 비야디의 경영현황과 성장과

정의 특징에 대해 기술했다. 제IV장에서는 비야디 다각화 전략의 유형과 추

진 동력을 분석했고 다각화 유형의 변화 요인을 다루었다. 제V장에서는 분

석 결과를 요약하고 중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함의를 제시했다. 

 3. 재충전용 배터리(rechargeable batteries)란 전기가 소진된 이후에 다시 충전하여 사용
할 수 있는 전지를 의미하며 흔히 2차 전지라고 함. 2차 전지는 그 원료에 따라 리튬
이온 전지, 니켈카드늄 전지, 니켈수소 전지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전기가 모두 소진
되면 재사용이 불가능한 전지를 1차 전지라고 함(김경연, 2009(a): 43-44).



40   최병헌

II. 이론 검토와 연구 모형 

1. 이론 검토 

다각화(diversification)란4 한 기업이 다른 산업에 진출하여 여러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의미한다(장세진, 2006: 371; 정동섭 외, 2010: 243). 다각화

의 유형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매출 비중에 따라, 관련 다각화와 非관련 

다각화로 나눌 수 있고, 기업 활동의 주요 무대가 어디인가에 따라 국내 다

각화와 국제 다각화5 등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루멜트

(Rumelt)는 다각화를 관련 다각화와 비(非)관련 다각화로 나누었고 관련 다

각화는 관련 사업에서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얻는 경우이고, 비관련 다각

화는 관련 사업의 매출 비중이 70% 미만으로 정의했다(정동섭 외, 2010: 

245; 김정수, 2007: 69). 반면 단일 사업 기업은 주력 사업에서 전체 매출의 

95% 이상을 획득하는 기업이며, 주력 사업 매출 비중이 70∼95%인 기업은 

주력 사업 중심기업으로 볼 수 있다(<표 1>).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가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즉 제품 다각화 

변수에 다각화 전략의 주요 활동 지역, 국내외 다각화 변수를 첨가하면, <표 

2>처럼 다각화 전략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최영근 ·한기호, 

2008: 67; Peng, 2006: 367). 우선 관련 국내 다각화는 국내 시장을 무대로 

동일하거나 비슷한 성격의 산업에서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며, 국내 

시장에서 개념과 성격이 완전히 다른 산업에 진출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非관련 국내 다각화이다. 그리고 다각화 전략이 해외에서 추진되면 관련 국

 4. 자원준거 관점에서 기업이란 다양한 자원의 결합체이며, 다각화란 기업이 새로운 시
장에 진입하여 신규 자원을 획득하거나 기존의 자원능력을 확장해 가는 역동적인 과
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정명일 외, 1997: 916). 

 5. 국내 다각화는 국내 시장 및 가까운 해외시장을 주활동 공간으로 삼는 ‘제한적 국제 
다각화(limited international scope)’라고 할 수 있고, 국제 다각화는 지리적으로 멀고 
문화적, 언어적 차이를 포괄하는 ‘광역적 국제 다각화(extensive international scope)'

임(Peng, 2006: 36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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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유형 분류 기준

단일사업 기업
수직적 통합 기업

주력 사업 중심 기업
관련 다각화 기업

非관련 다각화 기업

주력 사업에서 매출의 95% 이상 획득
수직적으로 통합된 사업에서 매출의 70% 이상 획득

주력 사업에서 매출의 70~95%를 획득
관련 사업(제품)에서 매출의 70% 이상 획득
관련 사업(제품)에서 매출의 70% 미만 획득

자료: 김정수. 2007. ｢철강 산업에서의 기업다각화 사례 연구｣. p. 69 재인용.

<표 1> 제품의 매출 비중에 따른 기업 유형

제 다각화와 非관련 국제 다각화로 나누어지는 것이다.6 

각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관련 국내 다각화는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간 

전략적 적합성(strategic fit)7이 크고, 국내 또는 가까운 해외시장에서 다각화 

전략을 추진하기 때문에 조직문화의 갈등이나 ‘외국인 비용(liabilities of 

foreignness)’8이 거의 없다. 非관련 국내 다각화는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간 

조직문화의 갈등이나 언어적 장벽은 미약하지만, 두 사업간 전략적 적합성도 

약하거나 거의 없는 경우이다. 또한 관련 국제 다각화는 다각화 추진 기업과 

대상 기업간 전략적 적합성이 크지만, 다각화가 국경을 넘어 추진되기 때문

에 외국인 비용이 크고 문화적 갈등도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마지막으

로 非관련 국제 다각화는 전략적 적합성이 작고 조직문화의 차이도 큰 경우

로 거대 복합기업(conglomerates)의 전형적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최영근 ·

한기호, 2008: 67-68; Peng, 2006: 366-367).

기업들이 다각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투자위험의 분산, 지속적인 성장 기반 

마련, 시장지배력 강화 등을 들 수 있으며, 다각화의 방법은 내부개발(green 

 6. Peng(2006: 367)은 다각화 유형 분류에서 관련 국내 다각화를 ‘Anchored Replicator’, 

관련 국제 다각화를 ‘Multinational Replicator’, 非관련 국내 다각화를 ‘Classic 

Conglomerate’, 非관련 국제 다각화를 ‘Far-flung Conglomerate’라고 명명하였음. 

 7. 다각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나 인수합병을 진행하면서 파트너 선택 문
제에 직면하는데, 이 경우 양 기업 간 전략적 적합성이 중요한 이슈가 됨, 전략적 적
합성이란 다각화 추진 기업과 대상 기업 간 생산설비, 기술, R&D 자원, 자본조달 방
식, 유통구조 등이 상호 보완성 및 유사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것임
(Peng, 2006: 267). 

 8. 외국인 비용이란 외국 기업이 투자 대상국의 언어, 문화, 제도, 관습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어 불가피하게 지불해야할 학습비용, 또는 태생적인 불리함을 의미함(장세
진, 2006: 473; Peng, 2006: 21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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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특정 제품(서비스) 매출 비중

관련 非관련

주요 사업 지역
국내 관련 국내 다각화 非관련 국내 다각화

해외 관련 국제 다각화 非관련 국제 다각화

자료: 최영근 ·한기호. 2008. ｢다각화 유형에 따른 PMI 전략 모델링｣. p. 67 재인용.

<표 2> 제품과 사업의 지리적 범위에 따른 다각화 유형 분류

field investment), 합자기업(joint venture) 등 전략적 제휴, 인수합병(M&A)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최영근 외, 2008: 62-64; 정명일 외, 1997: 

929). 인수합병은 다각화 전략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충분한 

자금력만 확보된다면 다각화의 진입장벽을 가장 빨리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

이다. 다각화의 동인(動因)에 대한 고찰은 산업 요인, 제도 요인 및 자원준거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통합 모형을 따른다고 볼 수 있다(Peng, 

2006: 368). 산업 요인이란 기업 외부환경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특정 산업

의 발전 전망, 진입장벽의 크기, 경쟁 강도, 대체재의 존재, 소비자와 공급자

의 협상력에서 다각화 전략의 동력을 찾는 것이다. 포터(Porter, 1980)의 산

업구조분석 모형(Five Forces Framework)이 대표적 접근 방법이다. 제도 요

인이란 다각화나 인수합병을 통해 거대 기업의 등장을 저해하거나 산업구조

조정을 촉진시키는 법제도의 존재 유무, 또는 다각화에 대한 사회문화적 정

서와 규범 등을 의미한다. 자원준거 요인이란 다각화 전략을 추진하는 기업 

내부자원과 역량에 초점을 맞추어, 자원과 역량의 조합과 적합성, 그리고 내

부 동기 등을 중시한다. 대표적 접근 방법으로 바니(Barney)의 VIRO 분석9

이 있다. 

아울러 다각화 전략에 대한 자원준거 요인에서 관련 다각화와 非관련 다

각화를 추진하는 기업의 조직 운영 속성 차이는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9. 바니(Barney, 2002: 173)는 기업의 가치사슬에서 경쟁우위의 지속성을 다루기 위해 
VIRO 분석 틀을 제시하였음. VIRO 분석은 기업의 역량과 자원을 가치(Value), 희
소성(Rarity), 모방 가능성(Imitability), 조직능력(Organization Capability) 등 네 가
지로 나누어, 향후 예상되는 기업 성과를 지속적인 경쟁우위와 일시적인 경쟁우위, 

경쟁열위 및 경쟁우위와 열위의 혼전양상 등으로 진단하는 접근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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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관련 다각화 非관련 다각화

 1. 시너지(synergy)
 2. 기대효과
 3. 관리감독 주안점
 4. 조직구조
 5. 조직문화
 6. 정보 처리 과정

운영의 시너지
규모의 경제

전략적(행위중심) 감독
중앙집권적

협동적, 과정 중시
집중적, 풍부한 의사소통

재무적 시너지
범위의 경제

재무적(성과중심) 감독
분권적

경쟁적, 결과 중시
공식적, 소극적 의사소통

자료: Peng, Mike W., 2006. Global Strategy. Mason: South-Western. p. 371.

<표 3> 기업의 조직 운영에서 관련 다각화와 非관련 다각화간 속성 비교

있다. 우선 다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에서 관련 다각화는 운영의 시너지를, 

非관련 다각화는 재무적 시너지를 중시한다. 또한 관련 다각화는 사업부 운

영 형태가 대체로 중앙집권적이며 규모의 경제를 중시하는 반면, 非관련 다

각화는 분권적이며 범위의 경제 획득에 초점을 맞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非관련 다각화의 재무적 성과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제시한 많은 연구들이

나 일반인들의 부정적인 인식과는 달리,10 非관련 다각화도 조직 운영에 따

라 얼마든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Peng, 2006: 

370).

2. 연구 모형과 연구 방법 

본고의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연구 배경은 크

게 산업 측면과 기업 측면으로 나누어 요약할 수 있는데, 산업 측면에서는 

중국이 자동차 생산량과 판매량에서 세계 1위로 부상한 점, 자동차 수출 및 

독자모델 비중의 증가,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자동차 개발 확산 등을 

들 수 있다. 기업 측면에서는 최상위권 국유기업 4∼5곳의 시장지배력 강화, 

다국적기업과 대형 국유기업 간 전면적 제휴 가속화, 독자모델 개발 능력을 

10. 다각화 전략과 경영성과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많은 논문들은 다각화와 경영성과 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성과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매개
변수들을 다각화 전략과 연계하여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임(김수욱, 2005: 471-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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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연구 과제 도출

1.자동차 생산, 판
매량 세계1위 등극

2. 수출 및 독자
모델 비중 증가

1. 중국 자동차
산업 세계 1위 부
상의 동력과 함의

3. 친환경, 고효율
자동차 개발 확산

4. 최상위권 국유
기업 지배력 강화

3. 중국 기업 대형
화와 다국적기업과
제휴관계 변화

산
업
측
면

이론적 배경

비야디 다각화 전략
에 대한 세 가지 분석

분석 1.                
다각화 전략의 유형

비야디의 자동차
산업 진출과 성장

5.다국적기업과 전
면적 제휴 가속화

6. 치루이, 비야디,   
지리의 지속 성장

기
업
측
면

2. 현지 기업 경쟁
우위 요인의 지속
성 및 전략 분석

연구 주제 선정

다각화 전략의 개
념과 유형, 동력

분석 2. 다각화 전략
의 동인: 포터의 Five 
Forces 모델 적용

분석 3. 다각화 전략
의 유형 변화에 따른
조직 내부 속성

비야디 성장
과정의 특징

그림 1. 연구 모형

갖춘 현지(local) 기업의 꾸준한 성장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자동차 산업에서는 세 가지 연구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즉, 중국 자동차 산업이 세계 1위로 부상한 동력과 시사점 도출, 중국 

대형 국유기업의 성장 과정 및 다국적기업과 제휴 관계의 변화 분석, 그리고 

기타 국유기업과 민영기업 경쟁우위 요인의 지속성과 경영전략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런데 본고는 세 가지 연구 과제 중에서 현지 기업의 부상에 초점

을 맞추었고, 특히 비야디의 자동차 산업 진출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비

야디는 2003년 인수합병을 통해서 자동차 산업에 진출, 사업 다각화를 추진

하였고 중국에서 전기자동차 개발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부상하였다. 비야디

의 다각화 전략에 접근하기 위해 제III장에서 비야디 성장과정의 특징을 살펴

본 뒤, 제IV장에서는 비야디 다각화 전략에 대한 세 가지 분석을 시도하였다. 

첫째는 비야디 다각화 전략의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고, 둘째는 비야디가 

다각화 전략을 추진하게 된 동인(動因)을 외부경영환경의 변화, 즉 자동차 

산업구조의 변화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포터의 다섯 가지 경쟁요

인 분석 모델을 활용하였고,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이전과 이후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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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 변화 양상도 분석하였다. 셋째는 비야디 다각화 전략이 非관련 다각

화에서 관련 다각화로 바뀌고 있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다각화 유형의 변화

는 <표 3>의 관련 다각화와 非관련 다각화 간 조직 운영의 성격을 비교하는 

분석 틀을 사용하였다. 결국 본고는 비야디 다각화의 추진동력을 외부환경의 

변화에서 찾았고, 다각화 유형의 변화는 외부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기

업 내부자원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비야디 홈페이지에 공 

시된 Annual Report 2006, 2007, 2008, 2009 각 호를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비야디 경영성과와 기업전략을 분석하였고, 중국자동차공업연감(中国汽车
工业年鉴) 2009, 중국자동차공업연감 2008, 중국자동차공업연감 2006
에서 중국 자동차 산업 발전 추세와 산업구조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아울

러 중국 소비자들의 기호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서 중국자동차시장연감(中

国汽车市场年鉴) 2009와 중국자동차시장연감 2008을 참고하였다. 중국

자동차공업협회(CAAM)에서는 중국 자동차 산업 관련 최근 정책과 대체에

너지 자동차 개발 관련 업계 동향자료를 획득하였다. 그 밖에도 왕촨푸와 

비야디(王传福与比亚迪)와 같은 비야디 사례를 다룬 단행본과 Bloomberg- 

Businessweek 등 주요 외신에 실렸던 비야디 관련 기사도 종합적으로 검토하

였다.

III. 비야디 성장과정과 특징

1. 성장과정 

비야디는 1995년 2월, 자본금 250만 위엔으로 광둥성 선전에서 설립되었

다. 창립 멤버는 창업자 왕촨푸(王传幅)를 포함, 총 20여 명이었으며 주요 

사업은 리온(Li-ion)과 리튬(Lithium)을 활용한 재충전용 배터리 개발과 제

조였다. 1997년 리온 배터리 양산을 시작한 이후 2000년부터 모토로라에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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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매출총액
영업비용
매출원가
판매비와 유통비
관리비
영업이익
매출액 대비 이익율
기타 금융 비용
영업외 수익
세전 순이익

276.8
185.2
161.5

6.5
17.2
91.6
33.1
 2.2
2.9
92.2

490.9
384.4
331.1
12.4
40.9
106.5
21.7

2.4
8.3

112.4

776.4
644.1
570.4
19.4
54.3
132.3
17.0

7.4
4.0

128.9

805.2
718.4
625.0
21.1
72.3
86.9
10.8
17.7
4.3
73.5

1,658.0
1,477.6
1,307.1

61.5
108.9
180.4
10.9
31.6
2.6

151.3

2,907.8
2,625.7
2,325.5

88.9
211.4
282.1
9.7

53.2
10.1
238.9

3,926.5
3,686.5
3,161.5

137.1
387.9
239.9
6.1

72.1
32.1
199.9

5,782.3
5,154.7
4,527.5

218.2
408.9
627.6
10.9
37.4
70.4
660.6

자료: 비야디 Annual Report 2006, 2007, 2008, 2009 각 호를 바탕으로 재구성.
     단, 비야디가 공시한 Annual Report 기본 화폐단위는 중국 위엔(元)화이며, <표 4>는 매년 

12월 31일 공식 환율을 기준으로 US달러로 환산하여 작성한 것임.

<표 4> 비야디(BYD) 경영성과 추이(백만 US달러, %)

대전화 충전기용 리온 배터리를 공급하였고 2002년에는 노키아에 리온 배터

리를 공급하면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2002년 7월에는 그 당시 기업 

공개 최고가 기록을 경신하면서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되었고 2003년에는 국

유기업 시안진촨자동차를 인수하면서 자동차 제조업에 전격 진출하였다. IT

부품 부문은 재충전용 배터리와 핸드폰 단말기 부품 제조 등 크게 두 개 부

문으로 나뉜다.11 비야디는 재충전 배터리 부문에서 세계 정상급 제조 역량

을 바탕으로 핸드폰 부품 제조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고, 무엇보다도 

중국 내 이동전화 사용자의 급증세를 재도약의 발판으로 활용하였다.12 

2009년 말까지 비야디는 종업원 16만 명, 광둥성, 베이징, 상하이, 시안 

11. 비야디(BYD Company Limited)는 IT부품 부문을 분사(分社)하여 2007년 12월 홍
콩 주식시장에 “비야디 전자(BYD Electronics)”라는 이름으로 별도 상장하였음. 한
편 비야디는 핸드폰 단말기 제조에서 외장 케이스, 키 패드(key-pads), LCD 스크린, 

카메라 모듈 및 서킷 보드(circuit board) 등 대부분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OEM이나 ODM 방식으로 완제품 조립 서비스 업무까지 수행, ‘원-스톱(one-stop)’ 

공급망을 구축하였음(BYD Annual Report 2008: 8-11).

12. 비야디는 현재 중국에서 휴대폰을 제조, 판매하는 다국적기업들, 즉 노키아, 삼성, 모
토롤라, 소니에릭슨, 교세라 및 중국 기업들, 화웨이, ZTE 등을 주요 고객으로 확보
하고 있음. 한편 중국의 이동전화 가입자(복수 가입자 포함)는 2004년 3억 3천만 명
에서 2006년 4억 6천만 명, 2008년 6억 4천만 명, 2009년 7억 5천만 명으로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반면 유선전화 가입자는 2007년 3억 7천만 명에서 2008년 3

억 4천만 명, 2009년 3억 1천만 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음(中国国家统计局, 2009: 

15-16; 中国国家统计局, 20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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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중국 내 10곳에 공장과 R&D센터를 갖춘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였고, 유

럽, 일본, 한국, 인도 등 세계 12곳에 지사를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이 되었

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비야디의 경영성과 추이를 살펴보면(표 4), 

2002년 비야디의 매출총액은 2.8억 달러에서 2008년 40억 달러에 근접했고 

2009년에는 57.8억 달러로 2008년보다 47.3%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002년 

9,160만 달러에서 2007년 2.8억 달러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2008년 2.4억 달

러로 전년 대비 약 15% 줄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재충전용 배터리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9년 중국 내수시장의 회복과 자동차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 2009년 영업이익은 6.3억 달러에 달했고 2008년보

다 무려 162% 증가, 설립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편 2002∼2009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연평균증가율(CAGR)은 각각 

54.5%, 31.7%였다. 그런데 비야디가 자동차 산업에 진출한 이후 2005∼

2009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연평균증가율은 각각 63.7%, 63.9%에 달해, 최

근 4년간 성장속도가 그 이전보다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순

이익 연평균증가율도 73.2%로, 2002∼2009년 연평균증가율(32.5%)의 두 배

에 달했다. IT부품 제조업에서 벗어나 자동차 제조업으로 주력 사업을 다각

화하면서 외형상 비야디의 기업 규모가 확연히 커진 것이다(그림 2). 특히 

2006년과 2007년 비야디 매출액은 전년대비 각각 106%, 75% 증가했는데, 

이 시기부터 비야디 자동차 부문에서 규모의 경제와 다각화의 시너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 성장의 내실을 측정하는 지표인 매출

액 대비 이익률에서 비야디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즉 비야디의 매출액 대비 이익률은 2002년 33.1%에서 2005년 

10.8%, 2008년 6.1%까지 하락했다. 이는 비야디의 영업비용 증가속도가 매

출액 증가속도보다 더 빨랐기 때문이다.13 다만 2009년 비야디 자동차 판매

량이 44.8만 대에 달해, 2008년 16.8만 대보다 약 3배 늘어나면서 수익구조

13. 2002~2008년 비야디 영업비용의 연평균증가율은 64.3%였고 2005~2008년 연평균증
가율은 72.4%로 매출액의 연평균 증가율을 상회하였는데, 이것이 2008년까지 매출
액 대비 이익률이 계속 하락하게 된 원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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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비야디 Annual Report 2006, 2007, 2008, 2009 각 호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림 2. BYD 매출총액 및 영업이익 추이

가 다소 나아졌다. 2009년 매출액 대비 이익률은 10.9%로 2006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그런데 2009년 자동차 판매량의 급증세는 중국 정부의 자동차 

내수촉진 정책(汽车下乡)14에 힘입은 바가 컸기 때문에 비야디 자동차 제조

업의 상승세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2. 성장과정의 특징

비야디 성장과정의 특징은 대략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재충전

용 배터리 기술을 기업의 핵심역량으로 성공적으로 육성하였다는 점이다. 핵

심역량이란 ‘기업이 고객의 가치를 높이거나 그 가치가 전달되는 과정을 더

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나 능력으로서 사업 다각화나 신규 사

업 진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장세진, 2006: 

14. 중국 정부는 농촌지역 소비 촉진과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2009년 3월 1일부터 가전
제품, 자동차, 오토바이 구입 시 보조금 지급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이를 2010년 말까
지 연장할 계획임. 즉 농민이 소형차나 소형트럭을 새로 구입할 경우 구입가의 10% 

이내(최대 5천 위엔)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에너지 절감과 환경문제 완화를 위한 ‘이
구환신(以舊換新)’ 정책에 따라 삼륜차를 폐차하면 대당 2천 위엔, 경트럭 폐차는 3

천 위엔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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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정동섭 외, 2010: 210).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비야디의 성장 역

사는 한 마디로 ‘배터리 기술력의 응용과 제품 확산의 과정’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즉 배터리 기술을 바탕으로 핸드폰 부품 제조업을 시작하였고 2003

년 자동차 제조업에 뛰어든 것도 중장기적으로 하이브리드차나 전기자동차 

개발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결국 비야디의 배터리 기술은 프라할드 ․ 하멜

(Prahalad · Hamel, 1990: 83-84)이 제시한 핵심역량의 세 가지 조건, 즉 ‘시

장 확대의 용이성’, ‘최종 생산물에 대한 고객의 편익’, ‘경쟁자의 모방 가능

성’을 상당 부분 충족시키고 있는 셈이다. 최근 중국에서도 녹색성장과 ‘그린

(Green) GDP’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대체에너지 차량, 친환경, 고효율 자

동차 소비촉진 정책이 점차 강화되고 있어(썬쟈, 2009: 58-59), 비야디가 개

발한 하이브리드차는15 경쟁기업들의 모방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많다. 

둘째,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사업 다각화 및 가치사슬의 수직적 통합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이다. 비야디는 핸드폰 부품 제조업을 내부개발에 

의해 추진하였고 승용차 제조업은 인수합병을 통해서 시작하였다. 그리고 비

야디 자동차 부문의 성과는 갈수록 좋아지고 있고 중국 자동차 산업에서 치

루이자동차를 제치고 가장 빠르게 성장한 기업이 되었다. 한편 핸드폰 사업

에서 비야디는 휴대폰 부품 제조 활동의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16

을 통하여 핸드폰 금형과 키패드(keypads) 및 마이크로폰, 커넥터, LCD 모

니터 등이 결합된 운영 모듈뿐만 아니라 고객 맞춤형 핸드폰 완제품을 공급

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서비스 체계를 갖추었다. 또한 독자적으로 

‘반자동-반수동’ 방식의 독특한 생산라인을 설계, 원가 절감에서도 큰 효과를 

15. 비야디는 2008년 12월 15일 중국에서 처음으로 하이브리드 승용차(Hybrid Electric 

Vehicle; HEV), F3DM을 출시하였음. F3DM은 전기 모터와 가솔린 내연기관을 동
시에 사용하여 주행 중에 자체적으로 충전하는 시스템을 갖추었기 때문에 별도의 충
전을 필요로 하지 않음. 이 방식은 현재 도요타의 프리우스나 혼다의 인사이트 등 일
본 기업들이 주도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전기 자동차 유형임(성낙
환, 2009: 48).     

16. 수직적 통합이란 기업 활동의 가치사슬에서 특정 기업이 관여하고 있는 가치사슬 단
계들을 의미함. 즉 관여하고 있는 가치사슬의 숫자가 많을수록 수직적 통합의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음(Barney, 2002: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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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박번순 외, 2009: 283). 

셋째, 중국 내수시장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

였다는 점이다. 1978년 개혁개방 실시 이후 2007년까지 지난 30년간 중국 

GDP의 연평균증가율이 9.8%에 달하면서 중국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이 1978년 343.4위엔에서 2005년 1만 위엔을 돌파하였고 2007년에는 1만 4

천 위엔에 육박하였다(中国统计摘要, 2008: 100). 또한 도시화가 신속하게 

진행되어 중국에서 도시인구 비중은 1982년 21.2%에서 2000년 36.2%, 

2008년 45.7%로 꾸준히 증가, 도시 인구가 6억 명을 넘어섰다(中国统计摘

要, 2009: 38).17 이에 따라 개혁개방 이후 지난 30년간 중국의 사회소매총

액 연평균증가율은 15%에 달했고 자동차와 핸드폰, LCD TV, 디지털 카메

라, 노트북 컴퓨터 등 고부가 IT제품 판매량에서 중국은 세계 최대 시장이 

되었다.

비야디는 이러한 내수시장 발전을 성장 동력으로 적극 활용하였다. 즉 

2005년 이전에는 배터리 부문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중국 내 휴대폰 

사용인구가 급증하면서 2006~2008년에는 휴대폰 부문이 가장 높은 매출 비

중을 차지하였다. 비야디의 휴대폰 부문 매출액은 2005년 2.4억 달러에서 

2009년 21억 달러로 증가,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이 72.7%에 달했다. 그

런데 2008년부터 비야디 성장 동력이 휴대폰 부문에서 자동차 부문으로 옮

겨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2008년과 2009년 자동차 부문 매출액이 급상

승하였고 2009년 비야디 전체 매출액의 53%를 차지했다. 결국 2009년 중국

이 세계 1위 자동차 산업 대국으로 부상한 것이 비야디 성장 동력의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다.

넷째, 창업자이자 현 CEO 왕촨푸의 리더십과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지적

할 수 있다. 비야디는 1995년 설립 이후, 민영기업으로서 7년 만에 홍콩 주

식시장에 상장되어 일찍부터 지배구조와 경영성과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었

다. 그리고 홍콩 H주식18에 편입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 획득과 자금

17. 한편 2009년 중국의 도시인구는 6억 2,186만 명(46.6%)이었고 도시주민의 1인당 가
처분 소득은 1만 7,175위엔으로 2008년 대비 약 10% 증가하였음(中国国家统计局, 

20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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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비야디 Annual Report 2008, pp. 27-28 및 Annual Report 2009, p. 26 바탕으로 재구성.

그림 3. 비야디 지배구조 현황(2009년 7월 30일 현재)

조달 활동을 다른 중국 기업들보다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었다.

비야디 지배구조 현황을 살펴보면(그림 3), 2009년 7월 30일 현재 CEO인 

왕촨푸가 비야디 전체 주식의 25.6%를 가지고 있으며, 공동 창업자인 루샹

양(Lu XiangYang)과 샤조우촨(Xia ZouQuan)이 각각 10.5%와 5.5%의 주식

을 보유, 이들 세 명이 비야디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19 이는 승용차 부

문에서 상하이폭스바겐, 이치도요타, 둥펑닛산, 베이징현대 등 합자기업 및 국

18. 홍콩 H주식은 중국 기업 중에서 중국 본토에 본사 등록지가 있는 기업으로서 홍콩주
식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을 의미함. 2009년 12월 31일 현재, 비야디 전체 
주식 중에서 홍콩 H주식은 34.9%를 차지하고 있고, 본토 A 주식은 65.1%임. 그런
데 워런 버펫이 이끄는 버크샤이어 헤샤웨이가 비야디의 신규 발행 홍콩 H주식 2억 
2,500만 주를 매입하기 전까지는 비야디의 본토 A주와 홍콩 H주의 비율은 72.3 : 

27.7이었음. 

19. 공동 창업자 루샹양은 1995년 광조우롱제투자공사를 설립하였고 2009년 말까지 전
체 지분의 89.5%를 보유하고 있음. 따라서 비야디 지배구조에서 광조우롱제투자공사
의 지분율 7.4%는 사실상 루샹양이 보유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결국 공동 창업자 
3인, 왕촨푸, 루샹양, 샤조우촨은 비야디 전체 지분의 49%를 보유, 비야디를 실질적
으로 지배하고 있음. 한편 양롱종(3.5%)은 비야디 판매부서 관리자이며, 캐피탈 그룹
을 포함한 기타 투자자들은 대부분 기관투자자들로 각각 1.4~2.8%의 지분을 보유하
고 있음(비야디 Annual Report 2008: 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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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식제 기업인 치루이와는 확연히 다른 지배구조이다.20 그리고 비야디 창

업 초기에 재충전용 배터리 개발에 집중한 것과 핸드폰 부품과 승용차 제조

업으로 사업을 확장한 것은 결국 왕촨푸를 비롯한 최고경영진의 선견지명과 

신속한 의사결정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2003년 비즈니스위크(Business 

Week)는 ‘아시아의 스타 경영인’으로 왕촨푸를 뽑았고 2008년 9월에는 워

런 버펫(Warren Buffet)이 이끄는 MidAmerican Energy Holdings의 자회사 

버크샤이어 헤샤웨이(Berkshire Hathaway)가 2억 3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비

야디의 신규 홍콩 H주식을 매입, 비야디 전체 지분의 9.9%를 소유하게 되었

다. 이는 워런 버펫이 단기 투자 수익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비야디와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Bloomberg-Businessweek, 2010. 5. 1).

IV. 비야디 다각화 전략 분석

1. 다각화 전략의 유형

  

최근 5년간 비야디 3개 사업부의 매출 구성을 살펴보면, 비야디 다각화 전

략의 유형은 非관련 다각화로 분류할 수 있다. 2005년 배터리, 휴대폰 부품, 

승용차 제조업 매출액 비중은 각각 59%, 31%, 10%였으나 2007년 34%, 

43%, 23%로 바뀌었다(그림 4). 그리고 2009년 비야디 승용차 판매량이 급

증하면서 매출액 비중이 53%로 치솟았다. 2009년 휴대폰 부품 비중은 37%

였고 배터리 비중은 10%로 내려앉았다. 또한 2005~2009년 각 부문별 매출

액 변화를 살펴보면(<표 5>), 배터리 부문은 2008년 9.1억 달러에서 2009년 

6억 달러로 34% 하락했다. 휴대폰 부품 부문은 2008년 17.5억 달러에서 

20. 중국 승용차 부문의 합자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대형 국유기업과 다국적기업 간 50: 

50, 또는 51:49 자본 제휴를 통해 설립되었음. 그런데 대형 국유기업의 경우 전문 경
영인 제도가 상당히 진척된 상태이지만 비(非)유통 지분의 존재와 최종 소유자에 대
한 불투명성은 결과적으로 합자기업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신속성 및 소유와 경영의 
분리, 책임 경영의 확립에 부정적인 영항을 줄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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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배터리
자동차
휴대폰

481
78
237

577
414
658

980
668

1,259

910
1,267
1,749

598
3,075
2,109

자료: 비야디 Annual Report 2006, 2007, 2008, 2009 각 호를 바탕으로 재구성.

<표 5> 비야디 사업 부문별 매출액 추이(백만 US달러)

자료: 비야디 Annual Report 2006, 2007, 2008, 2009 각 호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림 4. 비야디 사업 부분별 매출액 비중 추이

21.1억 달러로 21% 증가했으며 자동차 부문은 2008년 12.7억 달러에서 30.8

억 달러로 무려 143% 늘어났다.

따라서 2005년 이후 성과만 놓고 보면 비야디의 주력 사업은 배터리에서 

휴대폰 부품으로, 그리고 승용차 제조업으로 신속하게 재편되고 있는 모습이

다. 그런데 비야디의 배터리 제조업과 휴대폰 부품 제조업을 하나로 묶어 IT 

부품 사업(BYD Electronics)으로 보면, IT 부품 부문의 매출 비중은 2005년 

90%에서 2007년 77%로 떨어졌고 2008년 68%를 기록, 70% 밑으로 내려앉

았고 2009년에는 47%까지 하락했다.

비야디가 2003년 자동차 산업에 진출한 이후, 2008년부터 관련 다각화에

서 비관련 다각화로 전환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21 그런데 비야

21. 이는 IT 부품 제조와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 간 사업적 관련성이 미약하다는 가정
을 깔고 있음. 다만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자동차의 경우 비야디 배터리 부문과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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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중국
유럽
미국

기타 지역

70
9
7
14

65
11
7
17

64
10
7
19

73
7
5
15

81
n.a
n.a
10

자료: 비야디 Annual Report 2006, 2007, 2008, 2009 각 호를 바탕으로 재구성.

<표 6> 비야디의 지역별 매출액 비중 추이(%)

디 배터리 부문의 상대적인 위축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다시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지금까지 추세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중국 

정부가 대체에너지 차량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야디 하이브리드 모델, F3DM22과 전기자동차 e6는 비야디가 자

동차 산업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

다.

한편 2008년 지역별 비야디의 매출액 구성은 중국(홍콩 포함)이 73%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유럽과 미국이 각각 7%, 5%였다(<표 6>). 기타 지역에

서는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13%를 차지, 사실상 유럽 및 미

국보다 더 높았다.23 더 나아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중국 내수시장의 매

출액 비중은 65∼73%로 보합세를 보였으나 2009년에는 81%까지 치솟았다. 

2009년 성과는 비야디 자동차 부문의 매출액 증가와 관련이 많으며, 이는 중

국 내수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국 비야디가 시안진촨자

동차를 인수하여 자동차 산업에 진출한 것은 전형적인 非관련 다각화이며, 

다각화 이후 지역별 매출액 비중에서도 내수시장에 초점을 맞춘 非관련 국내 

다각화 양상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부문 간 사업적 연관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22. 비야디의 F3DM을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모델 프리우스(PRIUS)와 비교하면, 성능이
나 제원은 비슷한 수준이나, 가격은 도요타의 60~70% 수준임(박세근, 2009: 3). 다
만 프리우스는 출시된 지 거의 10년이 되었고 F3MD은 이제 막 2년이 되었기 때문
에 F3DM의 내구성과 안전성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음(Booomberg- 

Businessweek, 2008. 12. 15).

23. 아태지역에서는 인도가 2008년 비야디 총매출의 7.8%를 차지, 가장 높았고 유럽에서
는 헝가리가 3.2%로 가장 높았음. 2009년에는 인도와 헝가리 매출액은 전년보다 증
가했으나. 매출 비중은 각각 4.5%, 1.9%로 하락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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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야디의 하이브리드차나 전기자동차가 실질적인 매출로 연결되는 

시기가 도래하면 비야디 배터리 부문과 자동차 부문 간 전략적 적합성은 더

욱 높아지고 非관련 다각화의 성격도 바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2. 다각화 전략의 동인: 포터의 산업구조분석 모형의 적용

비야디가 인수합병을 통하여 자동차 산업에 뛰어든 동인(動因)을 파악하

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 자동차 산업구조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

다. 이를 통하여 비야디의 중장기 성장 전략을 이해할 수 있고,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이 무엇인지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포터의 다섯 가지 경

쟁요인에 의한 산업구조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중국 자동차 산업구조를 도식

화하였다(그림 5). 분석 시기는 비야디가 자동차 산업에 진출한 뒤, 2005년

부터 2009년까지 최근 5년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자동차 제조업체에게 우호

적인 환경변화는 (+)로, 非우호적인 환경변화는 (-)로 표기하였다. 

다섯 가지 경쟁요인 중에서 첫째, 기존 기업 간 경쟁 상황은 갈수록 치열

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성욱 외, 2009: 7). 2008년 현재 중국에서 

완성차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은 총 117개인데, 이는 1997년 119개와 

거의 차이가 없다(中国汽车工业年鉴, 2009: 447). 하지만 연간 생산량이 30

만 대가 넘는 기업들은 10여개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경쟁도 이들 기업을 중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상하이자동차, 디이자동차, 둥펑자동차, 창안자동차 

등 대형 국유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국적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한 합자기업들의 생산능력이 꾸준히 확대, 공급과잉 압력으로 

승용차의 판매 단가가 매년 하락하고 있다(佟岩, 2008: 148). 아울러 치루이

자동차, 지리자동차 등 중소형 국유기업과 민영기업들이 출시한 독자모델의 

품질과 가격경쟁력도 꾸준히 향상되고 있어 상위 10여 개 기업 간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여기서 살아남는 6~7개 기업들을 중심으로 중국 자동차 

산업구조 재편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최병헌, 2007: 314-317).

둘째, 소비자 교섭력에서는 중국에서도 인터넷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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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진입자 위협

(+)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집중화
및 대형화 정책, 신규 진입억제 정책

(+) 상위 5대 기업, 10대 기업의 시장
지배력 강화

(+) 양산, 원가절감, 품질관리에 필요
한 자금 증가, 경험 및 학습효과 축적

(-) 유연생산체제, 틈새시장 공략 및
新에너지 개발능력 보유 기업의 등장

기존 기업간 경쟁 상황

(+/-)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연간 내수 판
매량 30만 대 이상 기업 10여 개로 축소

(-) 최상위 4대 국유기업, 수출지향형 기
업 등 전략집단 등장과 이동장벽의 형성

(-) 생산능력 확대로 인한 가격경쟁 심화

(-) 중국 현지기업의 경쟁우위요인 강화

(+) 세계적인 대기업 및 수출중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산업 정책

공급자 교섭력

(+) 전국에 1,800여 개 부품업체
산재, 단체행동 가능성 미약

(+/-) 글로벌 부품기업의 對중국
투자 확대 및 현지생산 가속화, 
완성차 기업과 협력관계 강화

(-) 부품조달 현지화 정책 강화
(KD형 완성차에 대한 관세 부과) 

소비자 교섭력

(-)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의 정
보접근, 확산능력 확대 및 단체
행동 가능성 증가

(-) 중국 내 생산능력 확대로 가
격경쟁의 심화

(-) 소비자 권익보호 규정 강화

(+) 경제성장과 구매력 증가
대체재 위협

(-) 고유가로 인한 고효율, 대체에너
지 차량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대

(-)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시스템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

(-) 도심 혼잡비용 증가와 대기오염,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의식 확산

(+) 자동차 소유를 통한 삶의 질 향
상 및 신분 상승, 과시 욕구의 증가

중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 수준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 최
대 시장으로 부상 경쟁이 갈
수록 치열, 중국 기업의 부상

중국 내수시장 성장에 기인한
새로운 산업규범 형성 가능성

자료: 中国汽车工业年鉴 2008. pp. 8-15. 中国汽车工业年鉴 2009. pp. 1-5 및 pp. 8-22.
     中国汽车 场年鉴 2008. pp. 209-229. 中国汽车 场年鉴 2009. pp. 207-224.
     권성욱 외. 2009. ｢중국의 세계시장 1위 등극의 의미｣. KARI CEO Report. 한국자동차

산업연구소. pp. 1-12.
     박승록 외. 2010. ｢세계 자동차산업 주도권 잡은 중국｣. 친디아저널 44권. 포스코경영연

구소. pp. 27-39.
     정동섭 외. 2010. 경영전략 제2판. 서울: 경영과 미래. pp. 110-124.
     최병헌. 2007.중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 파주: 한국학술정보. pp. 135-146.
     Barney, Jay. B. 2002. Gaining and Sustaining Competitive Advantage. pp. 79-98.  

그림 5. 포터의 산업구조 분석모형을 통한 중국 자동차 산업구조 분석

자동차의 품질과 가격에 관한 소비자들의 정보력이 예전보다 훨씬 더 커졌다

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佟岩, 2008: 69). 중국 소비자들도 이제 온라인

에서 자동차 품질과 가격, 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생성, 전파, 교환과정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고 각종 불만사항에 대한 집단행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위

력을 지니게 되었다. 중국 내 생산설비의 확장 경쟁도 결국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로 이어지면서 소비자 교섭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WTO 가입 

이후 2004년 5월 ‘자동차산업발전정책(汽车产业发展政策)’을 비롯한 각종 

정책에서 소비자 권익보호 조항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는 점도 소비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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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환경이다(최병헌, 2006: 438). 다만 꾸준한 경제성장으로 중국 연해

지역뿐만 아니라 중서부 내륙 도시와 농촌 주민들도 자동차에 대한 구매력을 

갖게 된 점 및 아직도 소비자 집단의 동질성보다는 지역별, 계층별 다양성이 

더욱 중요한 변수인 점은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권성

욱 외, 2009: 8-9). 

셋째, 대체재의 유협 요인에서는 국제적인 고유가 현상과 자동차 배기가스

로 인한 대기오염 및 지구 온난화 현상이 가솔린 엔진 차량을 대체하는 운송 

수단의 개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07년 10월 ‘대체에너지 

자동차 개발과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新能源汽车生产准入管理规则)’을 

발표한 이후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24 이에 비야디자동차, 치루이자동차, 창안자동차, 상하이자동

차 등 중국 기업들은 이미 2008년부터 전기자동차를 출시하기 시작했고, 

2010년 말까지 30여 종의 신모델이 출시될 예정이다(证券日报, 2010. 1. 5; 

汽车周报, 2010. 1. 11). 현재 중국에서 대체에너지차 개발과 생산은 소비자

들의 요구보다는 정부와 공급자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추진력은 예상보

다 강하며 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25 중국 정부는 이제 본

격적인 성장기에 접어든 자국 시장의 발전 단계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것

이다. 아울러 지하철과 고속철도 증설 및 항공 서비스 향상도 대체재의 위협

을 높이는 요인이다.

넷째, 부품업체 교섭력은 중국 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위협적인 요인과 

우호적인 요인이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선 중국 내 부품업체가 

1,800여 개에 달하고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어, 조직적으로 집중화와 대형

화를 추진하기 쉽지 않다(唐杰, 2009: 70-71). 

24. 중국 정부는 2009년 3월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과 진흥규획(汽车产业调整和振兴规
划)’에서 2011년까지 전기자동차 생산량을 50만 대까지 확대하고 전체 승용차 판매
량에서 전기자동차 비중을 5%에 달하게 하는 보급계획을 수립하였음(박세근, 2009: 

7-8; CCTV2, 2010. 1. 23). 

25. 2008년 치루이자동차, 창안자동차, 비야디자동차, 화천진베이자동차는 각각 A5, CV11, 

F3DM, M1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범적으로 출시하였고, 대부분 2010년경부터 양산체
제를 구축, 본격적인 판촉활동에 착수할 계획임(经济参考报, 2010. 2. 4; 行业证券, 

2009. 8. 27; 北京商报, 2010.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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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국 정부는 2006년 8월 ‘국가급 완성차 및 부품수출기지(国家极汽

车及零部件出口基地)’ 8곳을 지정하였고, 이를 계기로 상하이, 창춘, 충칭, 

우한, 샤먼, 우후, 타이조우, 톈진을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 형성이 

가속화되고 있다(赵奉杰, 2009: 18-19; 中国经济时报, 2007. 10. 31). 아울

러 보쉬, 덴소, 마그나, 델파이 등 글로벌 소싱(sourcing)과 공급 능력을 갖춘 

부품업체들의 對중국 사업 강화도 중국 내 부품업체간 합종연횡과 집단화 및 

전방통합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최병헌, 2006: 437). 이는 부품업체의 

교섭력이 커질 수 있는 요인이다. 하지만 중국에서도 자동차 부품의 표준화

와 모듈화가 계속 진행되어 엔진, 디자인 등 핵심 기술력 몇 개를 제외한 대

부분 부품들의 성능이나 품질의 차별성은 갈수록 희석되고 있고 부품업체 교

체비용이 크지 않다는 점은 부품업체 교섭력에 불리한 요인이다(新郎汽车, 

2009. 11. 20). 한편 신소재를 통한 차체 경량화와 안전장치 장착에 대한 수

요가 커지면서 중국 내 완성차 업체와 부품업체간 전면적인 제휴와 협력, 수

직적 통합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데(唐杰, 2009: 53-54), 이는 부품업체의 교

섭력 강화에 기여하는 측면과 그렇지 않은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은 대체로 높

지 않다. 무엇보다도 중국 정부가 신규 업체의 진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

다.26 중국 정부는 2009년 3월 발표한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과 진흥규획(汽

车产业调整和振兴规划)’에서 시장경쟁 원칙에 의한 구조조정을 꾸준히 추

진하여 2011년까지 전체 생산량의 90% 이상 점유하는 기업 숫자를 2008년 

14개에서 10개 이내로 줄이겠다고 밝혔다(中国证券报, 2009. 3. 21). 더 나

아가 산업구조조정의 중심에 설 기업들의 명단까지 공개하였다.27 여기에 최

26. 중국 정부는 2004년 6월, ‘자동차산업발전정책’에서 자동차 제조업에 신규 진출 기업
들은 최소 투자금액 20억 위엔(자기자본 8억 위엔 이상) 조건과 R&D 관련 최소 투
자금액 5억 위엔 이상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고 명시하였음(中国汽车工业
年鉴, 2006: 17).  

27. 진흥규획에서는 디이자동차, 상하이자동차, 둥펑자동차, 창안자동차 등 네 곳을 전국
적 규모의 인수합병을 추진할 기업으로 명시하였고 베이징자동차, 광조우자동차, 치
루이자동차, 중싱자동차(重型汽车) 등 네 곳을 지역별 중점기업으로 언급하였음(中

国政府网, 2009.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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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중국에서 상위 10대 기업들의 시장지배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

할 때, 앞으로 ‘뭔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석유 동력 위주의 자동차 제조

업에 새로운 기업이 등장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대체에너지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

들의 진입이 될 것이다(唐杰, 2009: 30-32).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

되는 시점에 거대한 내수시장을 발판으로 세계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잡으

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는 앞으로 전후방 연관 산업 전반에 걸쳐, 더욱 강력

하게 투영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비야디의 등장도 이러한 맥락에서 다

룰 수 있다.

결론적으로 포터의 산업구조 분석 모형을 적용한 결과 현재 중국 자동차 

산업구조는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非우호적인 요인이 더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부

상하고 진입장벽도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치열한 내부 경쟁과 소비자 교섭

력의 강화로 업계 수익률은 전반적인 하락세, 또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중

국 완성차 부문에서 매출액 대비 이익률은 2000년 12.3%에서 2002년 

14.2%까지 올랐으나 그 이후 꾸준히 하락하여 2005년 10.4%로 내려앉았다. 

그리고 2007년과 2008년에는 각각 11.8%, 10.7%를 기록, 보합세를 유지했

다(中国汽车工业年鉴, 2009: 480-486). 특히 고유가와 환경오염 문제가 국

제적인 과제로 부상하면서 대체재의 위협 요인은 기존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

임 변화를 요구할 정도로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의사결정의 속도와 조직의 유연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권성욱, 2009: 

11-12). 특히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GM, 포드, 크라

이슬러 등 미국 자동차 기업들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들 ‘빅 쓰리(Big 3)’

가 주도하던 대형 승용차 위주의 밀어 내기식 사업모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김정경 외, 2010: 2-5).

다섯 가지 경쟁요인을 바탕으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이전과 발생

한 이후 세계 자동차 산업구조의 변화를 분석하면(<표 7>), 첫째, 잠재 진입

자 위협에서는 막대한 소요자본과 정책 규제로 진입장벽이 매우 높았으나, 대

체에너지 자동차 개발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에너지 관련 신기술을 보유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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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 자동차 산업구조 변화 양상

다섯 개 경쟁요인

1. 잠재 진입자 위협

2. 기존 기업간 경쟁

3. 공급자 교섭력

4. 소비자 교섭력

5. 대체재 위협

금융위기 발생 이전

높은 진입장벽: 신규 진입 가능성 미비

금융위기 발생 이후

막대한 소요자본, 정부 진입규제정책, 
소비자 교체비용, 유통경로 접근 곤란

신에너지 기술보유 기업의 진입 가능성

가솔린 차량 양산능력보다 친환경, 대체
에너지 차량 개발능력 보유 진입자 등장

글로벌 과젬체제: M&A 위주 규모 확대

연산 500만 대 이상 4개 기업간 시장점
유율 경쟁, 풀라인업 규모의 경제 중시

글로벌 新경쟁체제 : 제휴 위주 상호보완

500만 대 이상 기업이 7개로 증가, R&D 
협력, 시장개척을 위한 지분형 제휴 확대

기존 기업의 교섭력 점진적 약화

글로벌 부품업체 등장, 부품의 모듈화와
표준화 가속화, 상시적 원가절감 압력

대체에너지 부품기업 등장: 교섭력 증가

친환경 엔진 및 부품소재 경량화 기술 기
업의 진입 확대, 신소재 원가절감이 관건

교섭력 점진적 강화: Push 시스템 중시

만성적 과잉생산설비로 가격경쟁 심화, 
밀어내기식 판촉전략, 제품 표준화 현상

교섭력 강화의 심화: Pull 시스템 중시

소비자 기호 다양화, 소비자 정보력과 권
익보호규정 강화, 단체행동 가능성 상존

친환경차 개발 필요성 대두: 인식의 전환

고유가 시대 도래, 물류 혼잡비용 증가, 
대기오염과 지구온난화의 경각심 향상

친환경차 출시 확산: 산업 패러다임 변화

하이브리드차의 본격적 성장기 진입, 전
기차 출시 확대, 대체에너지 개발 가속화

자료: 김경연. 2009(b). ｢전기자동차가 몰고 올 변화의 물결｣. LGERI 리포트. pp. 10-16. 
     성낙환. 2009. ｢미래 그린카 시장 누가 주도하나｣. LGERI Weekly 포커스. pp. 44-48. 
     홍정기. 2009. ｢새로운 기회 창출 기대되는 자동차용 소재 시장｣. LGERI Weekly 포커스. 

pp. 22-28. 
     양성진. 2008(a). ｢미래형 자동차 개발 방향과 대중화의 조건｣. LGERI Weekly 포커스. 

pp. 40-50.
     권성욱 외. 2010. ｢위기 이후 완성차업체간 제휴 확대 배경과 특징｣. KARI CEO Report.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pp. 3-10.
     김정경 외. 2010. ｢미국 자동차산업의 대전환｣. KARI CEO Report. pp. 3-15.
     김철묵 외. 2010. ｢2010년 자동차산업 10대 이슈｣. KARI CEO Report. pp. 3-12.
     이동원 외. 2010. ｢2010년 주요 업체 경영전략과 시사점｣. KARI CEO Report. pp. 2-12.

  

업들의 진입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홍정기, 2009: 25; 이지평, 2008: 5-6).  

둘째, 기존 기업 간 경쟁에서는 다국적기업 간 인수합병을 통한 양산 경쟁에

서 벗어나 신흥시장에서 신차 개발 속도와 유연 생산체제 구축이 더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고 인수합병보다는 전략적 제휴를 선호하는 기업들이 점차 많

아졌다(권성욱 외, 2010: 4-5; 이동원 외, 2010: 7; 김철묵 외, 2010: 9).

셋째, 공급자 교섭력에서는 자동차 부품의 모듈화와 표준화로 부품 업체 

간 차별성이 많이 약화된 상태였으나, 경량화를 위한 신소재 및 친환경 소재, 

신에너지 관련 부품 개발이 중요해지면서(홍정기, 2009; 김경연, 2009(a); 양

성진, 2008(a)), 과거와는 다른 개념의 부품 기업 교섭력이 업계의 주목을 받

고 있다. 넷째, 소비자 교섭력은 미국 ‘빅 쓰리(Big Three)’가 쇠퇴하면서 더

욱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물건을 일단 많이 만들고 판매가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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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실시하여 제품을 시장으로 밀어내는 ‘푸시(push) 

전략’에서 시장의 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유연 생산체제를 갖

추고 소비자를 끌어당기는 ‘풀(pull) 전략’으로 전환이 자동차 업계의 주요 

동향이 되었다(김정경 외, 2010: 3-6). 공급자 중심 양산 마인드에서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생산 마인드로 바뀐 것이다.

다섯째, 대체재 위협에서는 친환경, 대체에너지 자동차 출시가 시범적인 

수준에서 점진적인 확산 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김철묵 외, 2010: 

10-11; 이동원 외, 2010: 8-10; 성낙환, 2009: 49-50). 특히 2009년부터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본격적인 성장기에 들어섰으며,28 전

기자동차도 실용화 초기 단계에 도달했다. 가솔린 내연기관을 대체하는 자동

차 개발 노력은 이젠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에 버금갈 정도로 진지하게 추진

되고 있다(홍정기, 2009: 24-25; 김경연, 2009(b): 12-13). 결국 미국발 금융

위기 이후 세계 자동차 산업구조는 미국 ‘빅 쓰리’가 주창해왔던 사업 모델

의 유효성을 크게 떨어뜨렸고, 선진국 시장뿐만 아니라 신흥국 시장에서도 

환경을 중시하는 ‘그린(green) 에너지’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에게 새로

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성낙환, 2009: 

47-48; 권성욱 외, 2010: 6-7; 양성진, 2008(b): 37). 그리고 비야디가 다각

화 전략을 통해서 자동차 부문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었던 것

도 세계 자동차 산업구조의 변화를 미리 간파하고 그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한편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본격화된 산업구조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

하고 위기에 빠진 대표적인 사례로서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 ‘빅 쓰

리,’ 특히 GM의 쇠락을 들 수 있다. GM 쇠락의 원인으로서 중대형차 위주

의 제품구조, 노조에 대한 과다한 유산비용(legacy cost), 할부 금융업 중심의 

28. 2008년까지는 혼다와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모델은 특정 소비자 그룹에 대해 가격인
하 경쟁을 벌이는 수준에 그쳤으나 2009년에는 다양한 소비자들이 하이브리드 차량
을 구입하기 시작, 도요타는 53만 대를 팔았고 2010년에는 90만 대를 판매할 계획임. 

또한 미국에서 판매되는 하이브리드 모델도 2005년 8개에서 2008년 18개, 2009년 
24개로 계속 늘어났고 2010년에는 30여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김철묵 외, 20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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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구조, 밀어내기식 판매전략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 손상, 유연성이 부족

한 고비용 생산구조 등을 지적할 수 있다(정희식, 2009: 8-12; 복득규 외, 

2009: 3-16; 박종석, 2009: 22-25). 그런데 포터의 다섯 가지 경쟁요인에서 

GM의 실패 원인을 찾는다면, 가장 큰 원인은 소비자 기호 변화와 교섭력 

증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점 및 대체재 등장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는 점,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시장 성장동력은 공급자에서 소비자 주

도로 빠르게 바뀌었는데 GM은 지난 77년간 자동차 판매량 세계 1위였다는 

자만심에 빠져 소비자 기호 변화를 무시했고, 저조한 판매 실적을 인센티브 

확대, 무이자 할부, 렌터카 판매 등 밀어내기식 푸시 전략을 통해 만회하고자 

했던 것이다(정희식, 2009: 12: 박종석, 2009: 23). 또한 2000년대 초부터 출

시된 혼다와 도요타의 하이브리드차, 전기차가 일시적인 트렌드를 뛰어넘어 

산업규범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게 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도 GM은 거의 

무(無)대응으로 일관했다고 할 수 있다. ‘대량생산, 대량판매’라는 과거 성공

모델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복득규 외, 2009: 2). 포드와 크라

이슬러의 쇠락 상황도 GM이 처했던 상황과 다르지 않다.  

반면 폭스바겐과 도요타, 혼다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

서 향후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업군으로 부상했다. 특히 

폭스바겐과 도요타는 자동차 판매량에서 세계 1위 자리를 높고 치열한 경쟁

을 벌이고 있다.29 폭스바겐은 다품종 유연생산 체제를 통해 소비자 니즈의 

다양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였고 도요타는 하이브

리드차 보급 확대와 기술 표준화를 선도하면서 대체재 개발의 선두주자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김철묵 외, 2010: 7; 최우석, 2009). 폭스바겐은 인도에

서 스즈끼와 제휴하고 중국에서는 상하이차, 디이차와 제휴관계를 성공적으

로 이끌면서 신흥시장 1위 기업이 되었고 글로벌 신(新)경쟁체제의 주역으로 

부상했다. 도요타는 2009년 말 가속페달 결함으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

면했으나 신속하게 위기를 수습, 2010년 하반기부터 실적이 점차 회복되고 

29. 2009년 12월 9일 폭스바겐은 스즈끼의 지분 19.9%를 인수하였고 스즈끼는 폭스바겐
의 지분 2.5%를 인수, 양사는 상호 출자 방식의 지분형 제휴를 맺었음. 이로써 폭스
바겐은 스즈끼의 최대 주주가 되었으며 폭스바겐-스즈끼 연합은 자동차 판매량에서 
도요타를 제치고 사실상 세계 1위 기업이 되었음(최원석,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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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리고 고효율, 친환경 소형차 부문에서 혼다, 르노 ․ 닛산과 주도권 경

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3. 다각화 전략의 유형 전환 요인 분석

2003년 자동차 산업에 진출한 이후 비야디가 중국 및 세계 자동차 산업구

조 변화에 적극 부응함에 따라 다각화 전략의 유형도 점차 非관련 다각화에

서 관련 다각화로 바뀌고 있다. 자동차 제조업에서 IT 부품의 사용 비중이 

증가하고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비야디 본업의 속성이 자동차 

제조업에 부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앞서 포터의 다섯 가지 경

쟁요인에 의한 산업구조 분석이 비야디 외부 경영환경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다각화 전략의 유형 변화는 비야디 내부 조직운영에 중점을 둔 것

이다. 따라서 본고는 제2장 1절 이론검토에서 다각화 전략의 세 가지 동기, 

즉 산업 요인, 제도 요인, 자원준거 요인 중에서 산업 요인과 자원준거 요인

의 관점에서 비야디의 다각화 전략을 다룬 셈이다. 앞서 <표 3>에서 관련 다

각화와 비관련 다각화 간 조직역량의 차이를 제시하였는데, 이를 비야디에 

적용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첫째, 시너지 유형에서 왕촨푸를 비롯한 비야디 경영진은 각 사업부 재무

제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보다는 전사적 차원에서 자동차 사업을 육

성하는데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李佳怡, 2008: 40-41). 이는 2차 전지 

제조업과 휴대폰 부품 제조업이 모두 기업 고객을 상대하는 B2B 모델이었던 

반면, 자동차 제조업은 최종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는 B2C 모델이라는 점에

서 사업 모델의 전환과도 관련이 깊다(李佳怡, 2008: 19). 비야디 경영진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배터리 제조업, 그리고 2000년대 

중반까지는 휴대폰 부품 제조업을 성장 동력으로 삼았으며 최근 3∼4년간은 

자동차 제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

다. 이제 각 부문별 재무적 성과보다는 세 가지 사업간 협력과 교류, 운영의 

효율성에 바탕을 둔 운영의 시너지가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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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비야디 다각화 전략의 유형 변화 징후

다섯 개 범주

1. 시너지 유형

2. 기대 효과

3.경영의 주안점

4. 조직 구조

5. 조직 문화

관련 다각화로전환 특징

재무적 운영적

다각화 전략의 유형 변화 징후

범위의 경제 규모의 경제

성과적 접근 전략적 접근

분권적 중앙 집권적

경쟁적, 결과 중시 협동
적, 과정 중시

자동차 제조업의 매출 비중이 커지면서 2차 전지, 휴대폰
부품 부문의 매출 비중 감소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전사적 차원에서 자동차 부문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시작

자동차 제조업으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한 뒤, 승용차 생산
량에서 규모의 경제 달성을 핵심 과제로 다룸. 2006년 5.6
만, 2007년 10.7만, 2008년 17만, 2009년 42.8만 대 생산

자동차 산업 진출 이후 매출액 대비 이익률이 2004년 17%
에서 2008년 6.1%까지 꾸준히 하락.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전략적 결단이 필요. 2009년 이익률 10.9%까지 회복

자동차 부문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세 가지
사업간 단기 성과위주 경쟁보다는 신차 개발과 양산 위주로
점진적인 조직 개편 및 기능 통폐합, ERP 시스템 재확립

하이브리드 모델 F3DM과 순수 전기자동차 e6 출시를 위해
2차 전지와 자동차 부문간 유기적인 협력구조 구축이 절실. 
왕촨푸의 리더십 강화,일사불란한 실천중심 조직으로 전환

자료: 비야디 Annual Report 2006, 2007, 2008, 2009 각 호.
     李佳怡. 2008. 王传福与比亚迪. 杭州: 浙江人民出版社.
     박세근. 2009. ｢중국 전기자동차 산업 동향 및 전망｣. 한국수출입은행. pp. 2-5.
     박승록 외. 2010. ｢세계 자동차산업 주도권 잡은 중국｣. 친디아저널 44권. 포스코경영연구

소. pp. 27-39.
     김동하. 2009. ｢비야디, 중국 전기자동차의 미래｣. 친디아저널 37권. pp. 44-45. 
     박수찬. 2010. ｢전기차 앞세워 2025년 세계 1위 자동차社 될 것｣. 조선일보. 2010. 1. 14. B2

면.

둘째, 운영적 시너지가 주요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비야디 각 사업부의 단

기적인 성과보다는 전사 차원의 중장기 발전 전략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비야디가 자동차 산업에 진출한 이후 2003년부터 2008년까

지 매출액 대비 이익률이 21.7%에서 6.1%까지 계속 떨어졌음에도 비야디가 

자동차 사업에 계속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려

는 경영진의 전략적 판단에 기인한다(박번순 외, 2009: 285-287).   

셋째, 비야디 경영진이 전사적 차원에서 운영의 시너지와 전략적 접근을 

강조하게 되면서 비야디 조직구조는 왕촨푸의 지도력과 의지를 더욱 중시하

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사실 비야디가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 당시 창업자 

왕촨푸의 집념과 열정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조직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왕촨

푸의 의견에 반대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었다(李佳怡, 2008: 56-58). 

물론 자동차 제조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비야디는 배터리 부문과 휴대폰 부품 

부문이 IT 부문으로 묶여 있었으며, 의사결정 구조도 분권적이라기보다는 중

앙 집권적인 성격이 더 강했다(李佳怡, 2008: 31-34). 비관련 부문으로 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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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시도하면서 왕촨푸의 리더십이 흔들렸던 경우도 있었지만, 2007년부터 

자동차 매출규모가 확연히 커지면서 다시 왕촨푸의 리더십을 정점으로 하이

브리드차와 전기차 출시에 전체 조직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

고 있다(박번순 외, 2009: 291-292; 박수찬, 2010; 李佳怡, 2008: 85-89). IT 

부문에서 축적된 수직적 통합의 효과를 자동차 제조업에도 적용하려는 것이

다.

넷째, 조직 문화에서 비야디는 배터리 제조에서 휴대폰 부품 제조로 사업

을 꾸준히 확장해갔기 때문에 IT 부문에서 R&D 인력 공유, 수직적 통합을 

통한 효율성 향상, 지식의 재창조와 확산은 이미 비야디 조직 문화에 내재된 

업(業)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박번순 외, 2009: 291-292; 李佳怡, 2008: 

115-117). 그리고 자동차 산업 진출 이후에도 비야디의 이러한 조직 문화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자동차 산업 진출 이후 배터리 부문과 자동

차 부문간 가치사슬 공유는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박번순 외, 2009: 

289-290; 李佳怡, 2008: 119-123). 자동차 부문이 비야디 차세대 성장 동력

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이 자동차 사업을 중심으

로 재편되고 있는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다각화의 기대 효과에서 비야디는 범위의 경제 못지않게 규모

의 경제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 산업 진출 이전에는 배터리 

부문과 휴대폰 부문 간 범위의 경제 구현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자동차 제

조업을 시작한 이후에는 하루라도 빨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부상한 것이다. 자동차 제조업에서는 양산을 통한 원가절감 및 양산 

제품들을 받아줄 시장의 존재 여부가 지속적인 생존의 관건인데, 중국의 시

장 상황이나 비야디 F3 모델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비야디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가는데 큰 힘이 되었다.30 물론 IT 부문에서도 규모의 경제는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요인이다. 비야디가 글로벌 기업들을 적극 공략하여 IT 부

문을 키워온 것은 거대 고객 확보를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을 중요한 목표로 

30. 2009년 현재 중국에서 연간 자동차 생산량 30만 대 이상 되는 기업들만 상위 10위권
에 포진하였고 비야디는 42.8만 대로 8위에 올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중국에
서는 비야디가 자동차 생산과 판매에서 규모의 경제를 신속하게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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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았기 때문이다(박번순 외, 2009: 284; 李佳怡, 2008: 4-5). 따라서 비야디

가 다각화를 통해 기대한 효과는 범위의 경제에서 규모의 경제로의 전환이라

고 단정하기보다는 자동차 산업 진출 이후 규모의 경제가 상대적으로 더 중

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31이라고 하겠다. 결국 자

동차 산업 진출 이후 비야디 조직 운영은 非관련 다각화보다는 관련 다각화

에 더 적합한 성격으로 발전했거나, 이미 오랜 전부터 관련 다각화의 성격이 

더 강한 조직으로서 사업 다각화가 비야디 조직 운영이나 문화에 끼친 영향

은 미비했다고 볼 수 있다.  

V. 요약 및 함의

중국 자동차 산업에서 비야디는 혜성과 같이 등장한 기업이다. 2차 전지 

제조업체로서 2005년 자동차를 첫 생산한 이후 2009년 내수 판매량 순위 8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중국 자동차 산업에서 비야디의 등장은 진입 배경과 

진입 방법 및 지배 구조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진입 배경에서 비야디는 적자상태에 놓여있던 국유기업을 인수함으로써 

2000년대 중반 중국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정책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였다. 

이는 상하이차, 디이차, 베이징차 등 대형 국유기업들이 1980년대 중반 내수

용 승용차를 생산하기 위해 다국적기업들과 손을 잡았던 것이나 치루이나 지

리가 1990년대 후반 독자 모델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기치로 혈혈단신 자

동차 사업에 뛰어든 것과 대비된다. 둘째, 진입 방법에서 비야디는 인수합병

을 선택하였는데, 사실 이는 인수합병 외에는 자동차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반면 대형 국유기업들은 다국적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그리고 치루이나 지리는 단독투자 방식으로 사업을 

31. 독일 다임러 그룹과 BYD는 2010년 4월, 공동 연구개발을 통하여 전기자동차를 
2013년까지 중국과 유럽에서 동시에 출시하기로 합의했음. 이는 비야디가 글로벌 기
업과 제휴를 통한 전기차 제원의 표준화와 범용화 촉진 및 규모의 경제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할 수 있음(Bloomberg-Businessweek, 2010.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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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부품 제조업

2차 전지
(리튬이온 배터
리, 니켈카드륨
배터리)

휴대전화부품
(키패드, 액정,  
카메라 모듈, 서
킷보드, 배터리)

가솔린 엔진
승용차 제조

주요 모델: 
F3, F3R, F6, 
F8, F0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제조

주요 모델: 
F3DM, e6

자동차 제조업

비관련 다각화
(국내 기업 인수합병)

관련 다각화
(내부 독자개발)

비야디 조직 운영의
특징이 비관련 다각화에
서 관련 다각화로 전환

대체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수요 증가
산업구조의 변화 요인

자료: 필자 작성

<그림 6> 비야디 다각화 전략 종합 분석도

시작하였다. 또한 비야디가 非관련 다각화 전략의 일환으로 자동차 사업을 

시작한 것도 특이점이다. 셋째, 비야디가 민영기업으로서 2002년 홍콩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국유 및 국영

기업, 지리와 같이 아직 상장되지 않은 민영기업들과 다른 점이다. 

이에 본고는 비야디의 자동차 산업 진출에 초점을 맞추어, 비야디 다각화 

전략의 동인과 유형 및 유형 변화의 동력을 분석하였다. 다각화 전략 분석에 

앞서 비야디의 경영 현황과 성장과정의 특징을 다루었고, 비야디 외부 경영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포터의 다섯 가지 경쟁요인에 의한 산업구조분

석 모형을 활용하였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 자동차 산업구조의 변화

도 살펴보았는데, 이것 역시 비야디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고는 이러한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비야디 조직 내부의 움직임도 분

석하였는데, 이미 비야디 다각화 전략은 기대효과나 시너지 유형, 관리감독

의 주안점, 조직 구조와 문화 등에서 비관련 다각화보다는 관련 다각화에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적으로 도식화한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자동차 제조업과 IT 부품 제조업을 비관련 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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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다는 관련 다각화로 엮어가는 비야디의 조직 역량이다. 이는 관련 다각

화가 비관련 다각화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뜻이 아니라 비야디의 경우 관련 

다각화 속성이 비야디 조직 운영과 조직 문화에 더 적합하였고, 비야디는 이

를 잘 알고 적극 실천하였다는 뜻이다. 물론 중국 내수시장의 급성장과 대체

에너지 자동차 수요 증가는 외부 환경의 변화가 다각화 전략의 유형 변화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래서 본고는 비야디 다각

화 전략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부환경 변화와 조직 내 움직

임을 동시에 다루어야 하며, 그래야만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

다. 하지만 어느 것이 비야디 다각화 전략에 더 중요한 요인이었는가를 분석

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다.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자동차 사업에 몰입하고 

있는 비야디 내부 조직을 좀 더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한다면 더욱 유

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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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Diversification Strategy of BYD:
Focusing on China's Automobile Industry Structure Change

Choi, Byung Hun
Assistant Professor, Business Administration Dept. 

Kongju National University

BYD, a Chinese firm, is the second largest rechargeable battery manufacturer in 

the world. It entered the automobile manufacturing business through mergers and 

acquisitions in 2003. In 2009 BYD became one China’s ten biggest automobile 

manufacturers. This paper summarizes the development process and business 

characteristics of BYD, and attempts three different analyses of its diversification 

strategy. The first analysis looks at the diversification type of BYD, the second the 

motive for diversification, and the third the cause for diversification type chang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se three analyses, the diversification type of BYD can 

be classified into a domestic unrelated one but its attribute becomes closer and closer 

to the related diversification as time goes on. A major driver for such a type change 

comes from the global automobile industry structure change which emphasizes fuel 

efficiency, low carbon gas emission, environment friendly alternative energy use.

This paper uses Porter's five forces model to explain the automobile industry 

structure change. After the 2008 financial crisis in the United States, the global 

automobile industry structure has rapidly changed from being manufacturer centric 

to being consumer centric. Further, new energy developers were able to enter the 

industry, and their bargaining power is increasing. At the same time, the 

conventional strategy of the big three firms in the United States automobile industry 

― mass production and mass sale ― has changed into a strategy of diversified 

production and customized sale, and the sales volume for electric car or hybrid car 

has continuously increased. BYD takes advantage of such a change as a good 

business opportunity, and the hybrid cars or electric cars launched by BYD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improving its diversification effect in the future.  

Key Words: BYD, China's Automobile Industry, Diversification Strategy, 

Porter's Five Force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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