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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중국의 서부대개발 정책의 내용파 항후 전망 및 이 정책이 가지는 중국 자동 

차 산업에의 시사를 잦고자 하였다 중국 서부지역의 주민들의 의식이나 인프라 등은 

동부 대도시의 80년대 말 상황과 비슷할 정도로 두|떨어져 있다 서부대개발이 중국정 

부의 장기적인 프로젝트인 만큼 1 우리도 중국 서부를 장기적으로 인식해 적절한 전략 

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과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장기적 비 

전과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 외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같은 서부지역이라도 

소득수준과 교통 인프라 차원에서 우수한 몇몇 省 · 市(중경 ， 사전‘ 섬서 등)가 서부지 

역의 발전을 주도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을 통한 단계적 진입 전략이 필요하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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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서부대개발에 따른 자동차 수요증가는 차종에 따라 달리 나타날 것이므로 이에 대 

한 고려가 필요하다 즉， 화물차에 대한 수요증가는 직접적으로 나타날 것이나 일반 

승용차에 대한 수요증가는 간접적이고 또한 그 정도도 제한적일 것이다 셋째， 중국의 

자동차 시장은 지역분할 구도의 약화， 시장경쟁의 격화， 유통구조의 개펀 1 개인구매의 

증가 등의 변화를 겪고 있어， 이 같은 자동차 시장 자체의 역동성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1.서론 

중국 서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78년 등소평에 의해 시작된 개 

혁개방의 각종 조치들이 동부 연해지역에 편중되면서 20여 년 간 소외돼 왔던 서부 

지역 (그림 1 참조)이 ， 최근 중국 정부의 적극적 인 개발의지 표명으로 새롭게 조명받 

고 있다 지난해 3월 개최된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全A代) 제 3차 회의는 중국 

정부의 서부 대개발 의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자리였으며 ， 이어 올 3월 개최된 

제4차 회의에서는 서부대개발 전략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0차 5개년 계획 (10 . 5 

o 
〈그림 1 ) 중국의 서부지역 



중국의 서부대개발’ 과 자동차 산업 3 

계획)’ 속에담아보다구체화했다 

중국정부의 이 같은 적극적 서부개발 의지에 따라 국내외의 이목이 중국 서부지 

역에 집중되고 있으며， 경제계에서는 중국 서부에서의 비즈니스 기회를 탐색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 서부지역의 구체적인 성장잠재력에 대한 평가는， 어떤 산업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이자， 중국 역시 산업정책을 통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관점에서 중국의 서부지역을 살펴 보고자 한다. 

자동차 산업은 그 성격상 수많은 기술을 조화롭게 연결하는 엔지니어링 노우하 

우가 핵심적인 산업이며 많은 암묵적 지식을 요구하기에， 선진국과 합자나 제휴를 

하지 않는 경우， 후발국의 기술추격이 쉽지 않은 산업이다. 따라서 이미 어느 정도 

기술능력을 보유한 국내 자동차 기업의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가전 및 기타 단 

순제조업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편이다. 실제로 현대 · 기아 자동차는 

이 같은 역량을 바탕으로 지난해， 동부 연해 강소성의 ’|兌達實業集團과 합자회사를 

설립 , 중국진출의 첫발을 내디렸다. 

비록 국내 자동차 기업의 중국진출은 아직 시작단계일 뿐이지만 2010년 자동차 

보유량이 수 천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시장을 적절히 공략하기 위해서 

는 서부지역에 대한 고려 역시 필수적일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서부대개발 정책 

과 함께 서부지역의 자동차 관련 인프라를 살펴보고 이들이 서부지역 자동차 시장 

형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우선 2절에서는 중국 정부가 제시한 서부대개발 정 

책의 대강을 소개하고， 서부대개발의 배경과 향후 전망을 제시한다. 이어 3절에서 

는 서부지역의 省 · 市별 일반 경제 및 교통 인프라 현황을 살펴 자동차 산업 발전 

의 맹아를 찾아볼 것이다.4절에서는 중국 자동차 산업의 역사적 발전과 현황을 소 

개하고， 서부대개발이 서부지역 자동차 시장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 

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진출을 꾀하는 국내 자동 

차 기업에게 갖는 중국 서부의 전략적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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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중국의 장기개발 계획 속의 서부대개발 전략 

시기 단계 중점사업 

2001-2005년 개발초기 서부지역 개발계획 및 정책수립 주요기구성립‘ 홍보 기초건설 

가속화 

2αl6-2015년 대규모개발 서부지역 개발능력 제고， 투자규모 확대 

2016-2050년 전면적 개발 서부지역의 도시화， 시장화， 국제화 수준 제고 

자료: hnpJ/chinainkorea.co.kr/산업 정 보/중국서 부대개 발정 책 htJll 

2. 중국의 서부대개발 정책 

1 ) 서부대개발 정책의 내용 

중국의 서부대개발은 중국의 장기 개발계획과 맞물려 단계적으로 수립， 시행될 

예정이다. 장기 계획은， 향후 50년간의 개발계획인 만큼 그 내용은 대단히 막연하 

지만， 서부대개발 정책의 큰 틀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 단계는 중국정부가 서부지역 개발을 위한 정책과 

기구를 수립하는 초기단계이며， 투자의 중점은 인프라 확층에 두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 고 이 같은 사실은 지 난해 12월 중국정 부가 발표한 향후 10년 (2001-

2010)간의 서부대개발 종합정책(표 2 참조)에서도 잘 나타난다- 종합정책 속에 포함 

된 107TI 의 프로젝트 중 6가지가 교통 관련 인프라 확충이며 이들은 모두 올해 안에 

착공될 예정이다. 

한편 이상과 같은 인프라 건설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중앙정부의 국채발행과 

재정지출， 외국정부 차관의 약 70%를 서부로 돌려 충당할 계획이다 또한 省， 市

등 지방정부의 재원도 투입될 예정인데， 지방분권적 개혁개방의 과정에서 약화된 

중국 중앙정부의 재정능력 1 )과 서부지역 지방정부들의 재정적 취약성 2)을 고려하 

l) 예산내 지출과 예산외 지출을 합한 재정지출에서 중앙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8-+년 -+6 .6%에서 86 

년 39.0%. 93년 25.4%. 98년 23.8% 등으로 감소추세에 있다가 최근에 약간 개선된 정도다 다만 

예산내 지출만으로 중앙정부의 비중을 살펴보면 (99년과 2C뼈년 예산외 지출 규모는 아직 공식 발표 

되지 않았다) 98년 -tO.7%에서 99년 45.9% .2000년 53.2 %로 다소 증가하였다 

2) 2000년도 전체 재정수입 중 통부， 중부， 서부지역의 비중은 각각 63.9% . 22 .3 % .13.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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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01-2010년 서부대개발 종합정책 

건설항목 비 고 

l 西安-南京 철도의 西安- 西安에서 南陽을 거쳐 南京으로 이어지는 철도 건설 올해 우선 

음~I". 구간 232억 인민폐를 투입 , 西솥없E 구간(995km) 건설을 시작 

2 重廣H혔化 철도 182 .3억 인민폐를 들여 重慶키혔化 간 650km를 건설 

3 서부지역 간선도로 총연장 1천 700km를신설 

4 서부지역 공항 西安.1없陽， 成都， 口流， 圖洲， 中川 릉에 공항 건설 

5 重慶 고가도로와 고속전철 길이 13 .5km. 14개의 역을 경유하는 고속전철 건설 

6 납關省 虛北-西寧-蘭J.[‘ l

천연가스수송파이프 

연간 수송규모 20억mJ의 가스수송관 건설 

7 四川省 짧i平鋼 수리시설， 四川省 成쩔~지역의 물공급량을 늘리고， 매년 34억 kW시의 전력을 

寧夏 회족자치구의 沙城斗 공급하기 위해 앓핸鋼 수리시설을 건설하고， 寧夏 지역의 홍수방지 

수리시설 

8 중서부지역 황무지 

조림사업 

9 淸海省칼륨비료생산 

능력을 높이고 매년 7억 kW시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沙城斗

수리시설 건설 

중서부지역 137ij 省에 걸쳐 경작지로 이용되던 34만여 헥타아르의 

토지를 녹화하고.43만여 헥타아르의 황무지에 인공조럼 

淸{每省 뺨湖지역의 칼륨비료 생산에 투자， 농업생산성과 지역 경제 

발전을도모 

10 서부지역 고등교육기초시설 국채를 발행하여 서부지역 고등교육기관지원 

자료 西部大開發 投줬手冊(2000. 4). pp.339-342 ‘ 

면， 서부지역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서는 외자의 역할 역시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그와 같은 인식에 따라 중국 당국도 중서부지역에서의 외국인 투자분야와 외국 

인 투자기업의 설립조건 및 주식보유비율 등에 관한 제한을 완화해 외자유치를 꾀 

하고 있다. 또한 조세감면과 토지 이용 및 외국환 관리상의 규정을 완화해 주고 있 

다. 더불어 중서부지역의 고급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부 연해지역의 인 

재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기 

3 ) 동부지역 기술자들의 기술공여 대가로 그들에게 주식을 지급하거나， 서부지역 기업을 아예 동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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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중국 서부지역에 대한 외자유치 우대정책 

l 중서부지역의 우위를 살렬 수 있고， 국가 산업정책에 부합하는 항목의 경우， 이를 외국인 투자 장 

려항목으로 지정， 생산설비의 수입에 따른 관세 연제와 수출시 각종 세제 혜택을 준다 

2 외국측의 주식소유 비율 등의 설립조건과 기타 시장개방 정도를 동부지역에 비해 완화한다 

3 농업， 수리， 교통， 에너지， 원재료 및 환경보호 분야의 투자에 대해 우선적인 조치를 취한다 

4 군수산업의 민영화(軍輕民)와 中， 大규모 국유기업의 기술 업그레이드에 소요되는 외자를 우선적 

으로유치한다 

5 동부지역에 이미 투자한외자기업이 중서부지역에 재투자하는것을권장한다 이를위해 외자의 투 

자비율이 25%만 념으면 이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정 . 각종 우대조치의 수혜자가 되도록 한다 

6 중서부지역에서 장려항목에 투자하는 외자기업에게는， 현행 세금우대정책이 만료된 뒤에도 3년 

통안 기업소득세를 15%로 낮춰준다 

7 수출기업으로 인정되거나‘ 생산액 중 70%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기업소득세를 또다시 절 

반으로 인하해 준다(단， 감세 후 최종 세율이 10%보다 척을 수는 없음) 

8 중서부 수출기업의 외화수지 평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9 외자방식에 관한 제한을 완화한다 기존의 합자， 합작방식 외에 BOT(건설. 운영 후 양도) 등 방식 
으로 외자활용 경로를 넓힌다. 

이상 중앙정부의 우대정책 

10 생산성기업(제조업체 등)에 속하는 외자기업은 이윤이 발생한 해로부터 2년까지 기업소득세를 면 

제해부며， 그 후 3년간 기업소득세를 절반으로 인하해 준다(免二減三 정책 서부지역 대부분의 省

정부가 시행중인 정책). 

자료 西部大開發投줬手冊(2000.4) ， pp.317-338 

서부지역에 외자를 유치하기 위한 조세， 토지， 외환， 인재 방면의 정책은， 중앙 

정부가 서부지역에 걸쳐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정책과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추 

가， 시행하는 정책이 있다 따라서 투자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우대조항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그 대강은 아래 〈표 3)에 정리한 바와 같은 외자유치 

우대정책의 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의 중서부지역 외자유치 정책은， 기존의 외자 

유치정책， 혹은 현행 동부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책에 비해 매력적인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미 상당한 규모의 외자를 유치한 동부의 지방정부에 비해， 

인재들에게 맡겨 청부경영을 하는 방식도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동부에서 서부로 온 기술자들에게 

는 .戶口不選， 身分保留， 來去엽由(호구일종의 주민퉁록-을 바꾸지 않고. 기존의 신분을 유지하 

며，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함)’ 의 특권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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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의 지방정부들은 외자 유치에 여러 모로 더 적극적이어서， 외자기업 입장에서 

는 현지 지방정부에 보다 융통성 있는 행정처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인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부지역에 대한 전략적 비전을 세우고 투자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 

요한 것은， 이 지역에 대한 각급 정부의 투자 유인정책 뿐 아니라，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성장잠재력이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서부대개발 정책이 대두된 배 

경을 살펴보고，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발전 양식 이라는 경제발전론적 맥락 

에서 이 정책의 성공가능성， 즉서부지역의 성장잠재력을평가하고자 한다 

2) 서부대개발 정책의 배경과 전망 

(1) 서부대개발 정책의 배경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 현재 논의 중인 중국의 서부대개발은 제9기 전인대 3차 

회의 직전이던 지난 99년 말부터 본격화된 것이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 

실은， 중국정부가 서부개발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란 점이다. 

실제로 서부개발의 구호는 80 90년대에도 걸쳐 누차 반복돼 온 것이다 1996년부 

터 지난해까지 시행된 제9차 5개년 계획 (9 5계획)에도 서부개발의 내용은 담겨 있 

다 “서부지역의 비교우위인 자원개발을 중심으로 농림목축 및 그 가공업을 발전시 

켜 지역간 격차를 축소하고 내륙지역의 개혁개방을 가속화한다”는 것이 9.5계획 

에 포함된 서부개발정책의 골자다 

그러나 9 . 5계획을 포함， 지난 시절의 서부개발 정책은 만족스럽지 않았다 서부 

지역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광물 원자재， 농림목축 등 1차 산업은 서부지역의 

발전을 가져오지 못했을 뿐 아니라 동 서간 지역격차를 더욱 별려 놓았다 공산품 

가격경쟁력 강화와 도시주민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중국정부가 l차 산업 생산품 

의 가격상승을 정책적으로 제한함에 따라， 서부지역의 교역조건이 악화된 것이 한 

가지 요인이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점은 90년대 들어 동부 연해지역의 시장경제화가 가속화함 

에 따라 동부가 더 이상 서부를 유일한 자원공급처로 생각지 않고 각종 원자재를 

국제시장에서 구매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서부지역의 전통적인 비교우 

위로 여겨졌던 석유， 화학， 철강， 비철금속 등 원자재의 가공공업 공장마저 동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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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中國統計擺要(2001) 및 中國統計年짧각년판으로부터 작성 

〈그림 2) 90년대 동/서부 GDP 성장추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동부 대 서부의 GDP 격차는 오히려 90년 

3.3: 1에서 95년 4. 1: 1, 2000년 4.4: 1로 확대되었다(그림 2 참조) 

이처럼 중국 서부지역의 상대적， 절대적(서부지역 10개 省， 市의 연평균 l인당 GDP 

는 2000년 현재 569달러 , 같은 시 기 동부는 1 ，477달러 ) 낙후는 이 지 역 경 제 의 구조적 

취약성에서 기인하는 바 크며， 단순한 비교우위 특화를 통해 극복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 같은 인식은 현재 중국 지도부에 의해서도 공유되고 있으며， 최근 모습을 드 

러내기 시작한 서부대개발 전략은 종전 정책의 큰 줄기를 수정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요컨대， 서부에 묻혀있고 또한 개발해야 할 궁극적인 대상을， ‘풍부한 천 

연자원’ 에서 거대한 잠재수요’ 로 바꾸는 인식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서 

부대개발 정책이 중국의 뉴딜정책으로 불리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이같은 인식의 전환과 서부지역에 대한 야심찬 개발계획의 이변에는， 

‘동부지역의 성공적 발전을 서부에까지 파급시킨다’ 는 명목상의 취지 외에 다면적 

인 요인이 자리잡고 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97년 하반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디플레이션을 서부지역의 내수진작을 통해 완화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4) 또 정 

치적으로는， 소수민족의 집단 거주지인 서부지역을 개발함으로써 이 지역의 원심 

4) 일례로， 동부 도시지역 가구의 주요 가전제품 보유율은 이미 포화수준에 이르렀다는 인식 하에 서 

부 및 농촌지역의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중국 언론에 자주 퉁장하고 있다 



중국의 ‘서부대개발’ 과 자동차 산업 9 

력을 줄이고 정권의 안정을 꾀하겠다는 것도 중요한 의도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최 

근 중국 서부지역에 대한 관심은 중국 국내의 사회 정치적 필요라는 비경제적 요 

구에 의해 정책적으로 유도되는 측면이 강하며， 그런 만큼 이 지역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가늠하는데 보다 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제 아래에서는， 경제적 맥락에서 서부대개발 정책이 갖는 한계를 분석， 서부지 

역이 갖는 성장잠재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2) 서부대개발 정책의 전망5) 

서부대개발 정책， 혹은 서부지역 경제발전에 관한 전망은 ‘서부는 과연 동부의 

기적을 반복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질문에 대 

한 중국 당정 고위층의 답변은 상당히 낙관적이다. 요컨대 서부지역의 인프라를 확 

충， 투자환경을 개선하면 외자를 유치， 서부지역도 과거 80년대 동부지역이 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의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의 언론들은 이 같은 장빗빛 전망을 전함과 동시에 벌써부터 각종 모범 

사례를 보도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청년연맹도 ‘지식청년들의 서부지역 정착하 

기’ 캠페인을 벌여 서부개발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 편승， 중국 서부가 동부의 기적(고속성장)을 반복할 것이란 

전망이 일각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 혹은 중국 서부가 직면하고 

〈표 4) 1980년대 동부와 2000년대 서부의 경제환경 비교 

구분 1980년대 동부 2αU년대 서부 

시장상황 부족의 경제 . 생산자시장 準과잉경제， 구매자시장 

개혁 및성장엔진 非국유，사영부문 국유부문 

개혁방식 t합量式 개혁 存量式개혁 

개방방식 제한된지역에서의 실험 전면개방 

자원분배 특정지역에 집중배치 분산적배치 

중앙정부재정상태 양호 상대적으로취약 

초기축적을위한배후지역 있음(서부) 없음 

자료 은종학. <중국의 뉴딜정책， 서부대개발). (LG 주간경제) 563호.2000. 3. 22 

5) 본 절의 내용은 은종학. <중국의 뉴딜정책， 서부대개발). (LG 주간경제) 563호. 2000. 3. 22의 내용 

을주로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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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제 환경은 20년 전 동부가 처했던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표 4 참조) . 

우선 , 20년 전 중국은 사회 주의 경 제의 일반적 특성 인 ‘부족의 경제 (Economy of 

Shortage)’ 상태 하에 있었다 즉 중공업 위주의 계획경제 탓에 일반 대중이 필요로 

하는 소비재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태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태는 시장 메커니즘 

의 도입과 함께 소비재 경공업이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전국적으로 소비재 경공업의 생산과잉 상태에 접어들고 있어 급팽창 

의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둘째， 과거 동부 연해지역이 고성장을 구가할 수 있었던 것은 개혁개방 이후 非

국유기업들(향진집체， 사영기업 등)의 급성장 덕분이었으며， 이들의 맹아는 이들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허용이 있기 전부터 동부지역에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서부지역은 비국유부문에 대한 과거 사회주의적 편견이 사라졌음 

에도 불구하고， 비국유부문의 성장이 눈에 띠지 않는다. 실제로 2000년 현재 공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국유기업의 비중은 동부가 47 .3%인데 반해 서부는 여전히 

79%에 달한다‘ 

더욱이 현 단계 중국의 개혁은 새로운 경제주체(비국유 기업)의 등장이 주도하는 

이른바 ‘증량식 개혁(增量式 改章)’ 단계를 넘어 기존 국유부문에 대한 개혁(存量式 

改童)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존량식 개혁은 증량식 개 

혁과 달리 상당한 전환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서부지역의 높은 국유 비중은 고 

성장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80년대 동부 특정지역의 급성장은， ‘실험 후 확대’ 라는 중국 특유의 개혁 

개방 방식에 기인하는 바 컸다. 일례로 외자를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중국 당국이 

외국인 투자가능 지역을 통부연해 특정지역(경제특구 등)에 제한함으로써， 결과적 

으로 이 지역에 자원이 집중되게 하는 효과를 낳았던 것이다. 그러나 92년 등소평 

의 남순강화(南젠講話) 이후 사실상 전면개방이 선포된 상태에서， 서부지역으로 외 

자 등 자원을 의도적으로 집중 분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넷째， 최근 중국 동부의 일부 省， 市에서는 지난 20여 년간의 시장경제화와 경제 

성장으로 인해 ‘집적의 경제 (Economies of Agglomeration) ’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 

다 즉， 한지역에 산업 인프라와함께 수직， 수평적 관련산업이 밀집함으로써 거래 

비용이 줄어들고 경제효율이 높아져， 새로운 투자의 매력이 더욱 커지는 효과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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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석유， 화학， 철강， 비철금속 가공공업이 뜻밖에 

동부지역에 집중되는 현상도 이 같은 집적의 경제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중국 서부개발의 앞길은 과거 동부가 걸어온 

길보다 훨씬 험하리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우리 기업이 단기적으로 

중국 서부개발에서 찾을 수 있는 기회는 의외로 크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서부지 

역 일반대중의 소비수요를 노리는 사업진출에 있어서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하겠 

다 서부대개발이 중국 정부의 향후 정책 우선 순위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 하 

더라도， 서부지역이 처한 열악한 상황， 중국정부 재정능력의 한계를 감안한다면， 

앞으로도 한동안 중국경제의 성장은 집적의 경제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동부연해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의 서부를 전략적으로 인식할 경우， 단기적인 수익 

성은 부차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서부대개발 그 자체가 장기 

간에 걸친 대규모 프로젝트임을 감안， 단계적인 진입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이같은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지역은 서부지역에서도 상대적으로 발전된 사천 

성 성도， 중경시 6) 섬서성 서안，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서부지역 각 省 · 市의 일반 현황과 자 

동차 산업 발전의 기초가 되는 교통 인프라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서부지역의 省별 현황 

1) 서부의 지역별 일반 사회 · 경제 현황 

서부지역 10개 省7)의 지역별 인구， 면적， 총생산(GRDP)은 아래 〈표 5)에 정리 

한바와같다. 

이밖에， 서부지역의 외자도입 규모(실제 이용액 기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그림 

6) 애초 중국정부가 서부대개발 전략을 업안하는 과정에서 사천성과 중경시 이 두 지역은 논란의 대상 

이 됐다 즉 도시화 및 공업부문의 발전정도가 비교적 높은 사천성과 중경시를， 각종 우대정책의 수 

혜지역이 되는 ‘서부 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7) 중경 직할시와 3개의 자치구(영하회족 자치구 서장 자치구， 신강위구르 자치구) 포함 



12 한국사회과학 제23권 제2호(200 1) 

〈표 5) 

인구 (단위 만명) 

순위 2 4 5 6 7 8 9 10 

지역 사천 운남 섬서 귀주 중경 감숙 λ~7J 영하 청해 서장 

인구수 8329 4288 3605 3525 3 α)() 2562 1925 562 518 262 

면적 (단위 만 km2) 

순위 2 4 6 7 8 9 10 

지역 신강 서장 청해 사천 감숙 운남 섬서 귀주 중경 영하 

면적 1650 1228 72.2 487 45.4 39.4 206 17.6 8.2 5.2 

지역 총생산(GRDP)(2때년) (단위 억 위안) 

순위 2 4 5 6 7 8 9 10 

지역 사천 운남 섬서 중경 신강 귀주 감숙 영하 청해 서장 

GRDP 1589.6 1955 .3 1661.0 1589.6 1364.7 993.3 9830 2653 263 1 1225 

1 인당 GRDP(2αm년) (단위 달러) 

순위 2 4 5 6 7 8 9 10 

지역 신강 중경 청해 사천 영하 서장 섬서 운남 감숙 귀주 

1인당 GRDP 856.2 6213 613 .4 582 .4 5701 564.7 556 .4 5507 463.4 340 .3 

자료 西部大開發指南 統計信묘專輯(2α)().4) 및 中國統計橋要(200 1. 5) 

〈표 6) 서부지역의 슐‘별 주요 국유 제조업체 

지역 l대기업 2대 기업 3대 기업 4대기업 5대 기업 

사천 長뾰I(전자) 챔화￡花(철강) 省전력공사 省석유관리국 五體浪(양조) 

중경 慶#(자동차) 市전력공업국 重慶11職(철강) 건설공업공사 嘉P쫓공업공사 

운남 紅홍(담배) 昆明卷煙(담배) 昆明鋼짧(철강) 曲靖卷煙(담배) 楚雄卷煙(담배) 

섬서 省전력공사 彩뾰I브라운관 西安전력기계 長%집단공사 寶鎬煙草(담배) 

귀주 省전력공사 貴陽卷煙(담배) 貴州알루미늄 階節卷煙(담배) 貴)‘|‘1 타이어 

감축 R힘1'1‘l陳油(석 유) 省전력공사 長慶(석유) 中國石化(석유) 玉門石油(석유) 

자료. 中國의 省 市1! IJ 投資環境(1999 .1 2). pp. 72-242의 내용을 참조하여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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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中國統計橋要(2001. 5). p. 158. 

〈그림 3) 90년대 중반 이후 서부지역 省별 외자도입액 

3 참조) , 서부에서 가장 많은 외자를 유치하고 있는 사천성의 경우 90년대 중반이 

래 외자도입 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외자도입 규모 면에서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섬서성과 중경시의 외자도입규모는 98년 크게 감소했다가 99 

년을 기점으로 회복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의 외자도입액은 운남성을 제외 

하고는 모두 연간 l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한편 서부지역은 1, 2, 3차 산업이 각각 2 1: 41: 38의 비중을 차지해， 전국 평균에 

비해 l차 산업 비중이 높고， 2, 3차 산업 비중이 낮은 편이나， 2차 산업 비중이 큰 

중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3차 산업의 비중이 약간 높은 편이다 또한 서부지역 

의 2차 산업은 석유， 전력 등 에너지 관련 부문이나， 담배 양조 등 I차 산품 가공 

업의 비중이 높은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 같은 사실은 이들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 

들의 면면을 통해서도 관찰할 수 있다(표 6 참조) 

이 밖에 서부지역 각 省의 주요도시와 그 특색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7 참조) . 중국은 각 지역별 · 省별 격차가 클 뿐 아니라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수 

준 및 소비행태의 격차가 심해 시장조사에 있어 省별 평균치 외에 특정 도시별 현 

황의 파악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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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서부지역 주요 도시 및 특성 

지역 주요도시 

중경 파慶， 자동차 관련 외자기업(處았자동차 일본， 長安스즈키 - 일본， 첼設야마하오토바이 

- 일본， 흙陸흔다엔진 - 일본 등) 다수 국가급 「중경 경제기술개발구」 조성 

사천 成都 서부지역 경제 · 문화중심지 기계 -의약 철강 화공 식품 산업 발달 국가급인 「成

都 고신기술 산업개발구」에는 IT , 생물의약， 식품 신소재 핵기술 첨단 산업단지가 조 

성돼 있음 농업개발시범구인 「成都 경제기술개발구」는 농업용 자동차. 소형 자동차‘ 

오토바이 부품 및 계측기기 생산기지 

*쩌陽， 사천성 제2도시 식량 및 돼지 사육 발달 

귀주 i뚱陽: 서남지구 교통중심지 국가급 「줬陽 고신기술 산업개발구」조성 

운남 昆明: 해발 1 890미터의 고원에 위치 관광 및 원예산업 중심지 국가급 「昆明 고신기술 산업 

개발구」 조성 

서장 拉陸 서장의 省都， 주요 관광지 

성서 西安 서북지역 정치 경제 중심지 국가급 「西安 고신기술 산업개발구」는 서북지역 최대의 

전자공업 단지 

寶했 신흥공업도시 서북지역 교통의 중심지로 풍부한 수자원과 광산자원을 기초로 기계 

전자·건재엽이 발달-

감숙 빼州 황하강을 끼고 발달한 실크로드의 거점도시 비철금속 ‘ 석유 ‘ 기계가 발달한 서북 공 

업기지의 하나‘ 

청해 西寧 94년 5월 내륙개방도시로 지정된 청해성의 省都

格爾木‘ 신홍 석유생산 기지 풍부한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염화 석유화학공엽 활기 

영하 銀川 해발 l천미터에 위치한 古都

신강 우루무치 서역의 중심도시 국경무역 활발 

자료 中댐의 省 市JjIJ 投資環성W999 ， 12) , pp， 72-242의 내용을 참조하여 재정리 

2) 지역별 교통 인프라 및 건설 현황 

이제 본 항에서는，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보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교통 관련 인 

프라를 지역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서부지역의 도로 총연장은 98년 말 현재 28만 2천여 때1로， 동부 42만 km , 중부 

35만7천 따1에 비해 절대적으로 짧을 뿐 아니라， 서부지역의 넓은 면적을 감안하면 

도로밀도는 동 · 중부에 비해 훨씬 더 낮은 편이다 또한 도로 등급별로 살펴보면 

동부의 경우 고속 l급 도로 등 고급도로가 많고， 중 · 서부의 경우는 하급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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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서부지역 성벌 도로 현황(98년 말 현재) (단위: km) 

지역 고속도로 l급도로 2급도로 기타도로 총연장순위 도로밀도순위 

사천 328 501 5.522 25269 5 

해주 86 32 505 19.467 2 4 

서장 0 0 568 11.930 3 10 

감숙 13 0 2.714 10347 4 7 

중경 157 16 1080 9694 5 

운남 205 61 1311 7 174 6 6 

섭서 212 120 2.469 6.886 7 2 

청해 0 0 1306 3912 8 9 

신강 170 41 4923 2458 9 8 

영하 0 107 1342 611 IO 

자료， 西部大開發指南， 統計信息專輯(2000 .4)， p.155로부터 작성， 

비중이 높다. 

각 省별 도로 현황은 표 8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부지역에서는 중경， 

섬서， 사천， 귀주， 운남성이 비교적 도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수준의 서부지역의 도로 인프라는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지 못 

할 뿐 아니라， 오히려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 역시 이와 같은 인식 

에서 교통 인프라 건설을 서부대개발의 가장 우선적인 사업으로 추진중이며， 서부 

의 지방정부들도 도로 등 교통 인프라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아래 

에서는 교통 인프라 건설에 특히 적극적이면서 기존의 인프라 역시 비교적 양호한 

섬서성과 중경시의 건설현황8)을 소개한다 

(1) 섬서성의 교통 인프라 건설 

섬서성은 2000년 730억 위안에 달하는 全사회고정자산투자 중 가장 많은 자금을 

도로건설에 할당해， 도로밀도와 도로등급을 높였다.99년 대비 15.9% 증가한 2000 

년 섬서성의 全사회고정자산투자에 따르는 재원은 중앙정부가 210억 위안， 섬서성 

정부가 나머지 520억 위안을 조달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투자액 중 76 .2% , 섬서 

성 정부 투자액 중 42 .3%, 모두 합쳐 380억 위안이 기본건설투자에 활용됐다. 섬 

서성의 2000년 기본건설은 42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8) 이 부분은 西部大開發 2部(2α)(). 2) , pp. 46-50의 내용을 주로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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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 107R 항목(35.2억 위안) 전력 4개 항목(28.8억 위안) . 철로건설 4개 항목 

(26억 위안) . 광산개발 5개 항목(25 . 9억 위안) . 도시기초설비 4개 항목(9.2억 위안) . 

수리 · 조림 5개 항목(9억 위안) . 비행장확장 1개 항목(4.6억 위안) . 교육산업 4개 항 

목(0.7억 위안) . 

섬서성은， 중국이 서부대개발을 통해 구축하려는 간선도로(四純四橫 大通道) 중 

두 개의 동서간 도로와 하나의 남북간 도로(兩織-橫)가 통과하는 지역일 뿐 아니 

라， 현재 건설중인 省 내 간선국도까지 합치면 향후 서부지역에서 도로망이 가장 

완비된 지역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안시는 ‘米’ 자형 도로건설을 추진 

해 도로밀도도 상당히 높아칠 것으로 전망된다. 

(2) 중경시의 교통 인프라 건설 

중경시 역시 ‘要想富， 先修路(부자가 되고 싶으면 먼저 도로부터 건설하라)’ 라는 구 

호를 앞세우고 도로건설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경은 양자강 상류의 주요도시라는 

지리적 특정으로 인해 내륙운하가 발달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도로와 항공운수를 

발달시켜 입체적인 교통요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미 사천성 성도까 

지 가는 成폐고속도로가 완공되었으며， 이에 더해 폐長， 폐合.fniJ흙 고속도로가 건 

설중에 있다 

특히 중경은 중국의 서부대개발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지역인 만큼 교통 인프라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경은 2005년까지 고속도로 

등 고급도로를 중심으로 총 2570km의 도로를 신설， 고속도로를 9개 노선， 총연장 

570km로 확장할 계획이다. 또 2020년까지 450억 위안을 투자해 고급도로 4,680km 

를 새로 건설해， 서쪽으로는 성도， 동쪽으로는 호북 및 상해， 남쪽으로는 귀주 및 

광서， 북쪽으로는 섬서를 잇는 교통요지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4. 중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서부대개발 

1 ) 중국 자동차 산업 발전 개관9) 

중국이 자동차 생산을 시작한 것은 1956년 소련의 기술지원을 받아 길림성 장춘 

에 第-汽車(-汽)를 설립하면서부터다 당시 냉전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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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군사상의 고려에 따라 수입에만 의존하던 자동차를 생산키로 한 것이었다 그리 

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남경， 상해에도 자동차 공장이 설립되었다. 

60년대 중반부터는 소련과의 분쟁 및 제국주의 국가의 침공에 대비하는 차원에 

서 서부내륙지역에 산업기지를 건설하는 이른바 ‘3선 건설’ 이 행해졌다. 1965년， 

내륙지역인 호북성에 東風汽車가 설립된 것도 3선 건설의 일환이었다. 또한 이 시 

기에는 지역별 자급자족 체제 구축을 위해 거의 모든 성이 자동차 공장을 건립하 

여 70년대 초까지 중국의 자동차 공장은 4{)여 개로 급증한다 그러나 이들 공장의 

규모는 매주 작아 1976년 당시 연산 l만대가 넘는 공장은 4곳에 지나지 않았다 

70년대 말 이후 개혁개방이 시행되자 중국의 각 지방정부는 더 많은 의사결정권 

을 갖게 되었고， 각 지방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많은 자동차 공장이 새로 건립돼 완 

성차 조립공장이 100개를 넘어섰고 이와 같은 상황은 지금까지도 크게 변하지 않 

았다 

이상과 같은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의 자동차 산업은 중대한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 즉， 자동차 기업이 여러 곳에 설립되었을 뿐 아니라， 지방정부들의 지역이 

기주의와 관내 기업 보호정책에 따라， 자동차 기업들이 지역시장에 안주하게 돼， 

결국 최소효율규모에도 미치지 못하는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기술적 향상도 

바라보기 힘든 상황에 빠진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87년과 94년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 

산업정책을 시행하였다. 중국의 자동차 산업정책은 과거 일본과 한국의 정책을 참 

고한 것이었으나， 앞선 두 나라에 비해 중앙정부가 나서 자동차 기업의 규모를 키 

우고 산업집중도를 높이는 데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다만 최근 각종 제도개선에 따라 지방보호주의가 완화되고 시장의 지역적 분절 

성이 줄어들어 ‘보다 경쟁적인 전국시장’ 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시장이 

향후 중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례로， 배기가스 규 

제 등으로 북경 등 주요 대도시에서 퇴출당했던 微型客車(미니 봉고) 기업들이 연 

이어 기술혁신을 통해 품질을 개선하고 판로를 개척해 , 현재 중국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다음 항 참조)은 중국 자동차 산업에서 시장의 

9) 본 절의 내용은 은종학의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s Industrial Policy Possible in China': En미 

Conrrol & Production Coor，마lation in the Automobile LldusnyJ 중 제3장을 요약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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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이 커졌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중국 자동차 산업 에 대한 도전도 작지 않다. 특히 wro 가입에 따라 수입 
차에 대한 관세와 비관세 장벽 (수입 쿼타 등)이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 

이어서 향후 외국 자동차와의 경쟁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위기감에서 

중국정부는 최근 자동차 기업을 소수 대형화하기 위한 각종 산업정책을 또다시 내 

놓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도전은 중국의 자동차 시장을 활성화할 것이란 점에 

서 중국시장을 바라보는 한국기업의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측면이 있다 

2) 최근 중국 자동차 시장 현황l이 

중국의 자동차 생산은 93년 하반기 거시조정을 위한 정부의 긴축정책에 따라 성 

장 속도가 크게 둔화돼 90년대 중반 정체기에 빠졌다가.99년 이래 성장세를 회복 

하고 있다. 실제로 92년 49.8%. 93년 22.1%에 달하던 자동차 생산증가율은 94년 

4.4%. 95년 7 .3%. 96년 1.5 %.97년 7 .3% 98년 2.9%로 둔화됐다가 99년 12.4%. 

2000년 13.1%로 최근 두 자리 수 성장세를 회복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자동차 생산이 200만대를 넘어섰다(표 9 참조) . 

자동차 생산증가와 함께 판매량도 늘어 2000년도 자동차 판매량은 208.9만대로 

전년대비 14.0% 증가하였다. 차종별로 보면， 화물차(貨車)가 775만 대 팔려 전년 

대비 3.2% 증가하였으며 , 버스 및 승합차(客車)는 701만대가 팔려 전년 대비 

37.2% 성장하는 기염을 토했다 한편 승용차는 61.3만대 팔려 전년대비 7.4% 증 

〈표 9) 중국의 연간 자동차 생산대수 (단위: 만대)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αlO 

:í!í:車 786 72. 2 68.9 65.9 66.1 75.6 76.4 

客車 31.7 405 395 436 46.0 508 700 

짧車 25 32 5 39 1 488 508 566 605 

총계 1353 1453 1475 1583 162.9 1833 206 9 

자료 中國汽車市場年뚫 2α)()(2001. 3). p.l84 

10) 본 절의 내용은 中國汽車市場年뚫 2000과 中國塵業發展 g움돼究 2α)()(2001. 6). pp. 100-109의 내 

용의 주로창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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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2000년 차종 차형별 자동차 판매량 및 성장률 (단위 만 대. %) 

차종 화물차(貨車) 버스및 승합차(客車) 승용차 

차형 重型 中型 햄型 微型 大型 中型 輕型 微型 (짧車) 

판매량 8.2 163 397 13.2 0 ‘ 7 36 248 -H 61J 

성장률 74 -10 2 3 2 3.5 1 5 23 .5 368 398 74 

자료 中國塵業發展 a웅R구究 2αXl (200 1. 6). pp‘ 1따101 

.차종 차형별 자동차 분류는 부록을 참고할 것 

가하였다. 

또 화물차 중에서 重型 화차의 판매는 전년 대비 74%가 늘었으며， 經型 화차는 

전년대비 3.2% 성장했다. 반면 中型과 微型 화차의 판매는 감소해 각각 -10.2% , 

3.5%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표 10 참조) . 

버스 및 승합차의 경우， 대형객차의 판매는 큰 변화 없이 中型， 輕型， 微型 객차 

의 판매가 크게 늘어 자동차 시장의 팽창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99년 이후 중국의 자동차 생산 및 판매가 빠른 성장을 회복할 수 있었던 데는 다 

음과 같은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정부의 재정팽창 정책이다 중국정 

부는 98년 경기진작을 위해 1 ， 000억 위안의 국채를 발행했고 99년 하반기에 또다 

시 600억 위안 규모의 국채를 발행， 기초건설 투자 등을 크게 늘렸다- 둘째， 자동차 

밀수에 대한 보다 엄격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국내 자동차 생산과 판매가 촉진되었 

다. 셋째， 서부대개발 등의 프로젝트에 따라 도로건설이 크게 늘었다 넷째， 자동차 

생산기업들이 연이어 새로운 차종 및 신제품을 선보임에 따라 잠재된 자동차 수요 

를현실화시켰다 

이상과 같은 자동차 시장의 양적 팽창 외 주목할 만한 사실은 중국 자동차 생산 

기업들의 경영개선이다. 실제로 北汽， 天汽. 上汽 -汽， 東風， 醒進， 重汽， 哈飛，

江j佳， 江앞， 昌河， 柳:H‘ 1 ， 慶옮， 長安 등 14대 자동차 기업의 2000년 매출은 11% 증 

가했으며 이윤총액은 32.6%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동종차종을 생산하는 기업들 

간의 양극화가 진행돼 결과적으로 하위업종별 산업집중도가 높아져 향후 중국 자 

동차 산업조직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제 아래에서는 최근 중국 자동차 시장 및 업계의 변화를 차형별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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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重型汽車 시장 

중형차는 시장규모 자체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최근 기초건설이 많아지면서 크 

게 증가하는 추세다. 중형차를 생산하는 주요기업은 一汽집단， 東風공사， 重汽집단 

등이며， 현재 이들 3개 회사가 사실상 중형차 시장 전체를 삼분하고 있다. 이들 회 

사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곳은 -汽집단으로， 이 회사는 99년 중형차 판매량을 

전년 대비 140.3% 증가시키면서 시장점유율을 일약 51.4%까지 높였다. 이에 따라 

동풍， 중기 등 2, 3위 업체의 점유율이 다소 낮아졌으며 기타 군소업체의 시장점유 

율은 매우 낮아져 (4위인 北方흉騙공사만이 시장점유율 1%를 넘을 뿐 나머지는 모두 1% 

미만이다) 결과적으로 중형차 부문의 산업집중도가 크게 높아졌다 

한편 중형차 수요자의 성격도 변화하고 있다. 중형차에 대한 수요는 전통적으로 

석유， 석탄， 철강산업의 국유기업인데， 최근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이 진행됨에 따 

라 이들의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진 반면 사영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중형차 

구매자 역시 개인 및 사영부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99년 전국 110개 

중형차 판매 대리점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汽 중형차에 대한 개인구매 비중 

은 70.4% , 東風 중형차는 68.1% , 重汽 중형차는 58%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세에 비춰볼 때， 향후 중형차 시장은 개인 및 사영부문의 수요자가 선 

호하는 경제형 중형차를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직 수요를 충족시 

키지 못하고 있는 특수 용도의 중형차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 輕型汽車시장 

경형차 중 화물차(輕型貨車)는， 98년까지 생산 및 판매가 하락세를 보이다가 99 

년 증가세로 반전되었다. 통계를 보면 99년 경형화차의 판매량은 전년대비 31.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같은 변화는 농용차(앓用車)의 일부를 경형 화차에 포함시키는 통계분 

류상의 개편에 따라 나타난 측면이 적지 않다. 실제로 99년 순증가분 9.2만대 중 8 

만대가 농용차 부문에서 새로 편입된 차종(주로 北汽福田， 짧進， 金杯가 생산한 차들) 

들이다 따라서 경형화차 시장의 부진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현재 경형 화차를 생산하는 주요기업은 北京집단(시장점유율 15%) , 東風집단 

(15%) , -汽집단(15%) , 鍵進집단( 11 %) , 慶給(11%) , 江됐(6%) , 江堆(2%) 등으로 

상위 7대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75%에 달하며 이 수치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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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짧進집단， 慶옮， 江餘 등은 경형 화차 시장의 부진과 경쟁격화에 따라 승용차 시장 

진입을꾀하고 있다 

한편， 경형화차 시장의 전반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눈여겨 볼만한 품목은 經濟型

자동차이다. 새로 개발된 차종이라 할 수 있는 이 경제형 자동차는 농용차와 외관 

이 비슷할 뿐 아니라 경형트럭과 농용차의 부품을 활용하지만， 사용범위가 제한된 

기존 농용차의 단점을 개선하고 품질을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중소도시 지역의 잠 

재수요를 현실화하고 있다. 특히 경제형 경형화차는 서부대개발 등 건설사업에 의 

해 수요가 팽창할 대표적인 차종으로 예측된다. 

경형차 중 버스 및 승합차(輕型客車) 시장의 가장 주목할 만한 추세는 고급화이 

다. 배기가스 제한 등 각종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여행업이 발달함에 따라 기존의 

저품질 차량은 점차 도태되는 반면， 고급 사양의 자동차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또 

한 이같은 품질개선을 바탕으로 일부 생산업체(東南공사， 江蘇脫達， 斯江吉￥11)는 승 

용차 시장으로의 진입도 꾀하고 있다. 

(3) 微型汽車 시장 

미형차의 경우， 객차의 약진과 화차의 부진이 눈에 띤다. 우리식 표현으론 경차 

(승합차， 승용차 포함)에 해당하는 微型客車는 최근 중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선도 

하고 있는 차종이다 2000년 미형객차의 생산량은 40.8만대로 전년대비 42.2% 증 

가했고， 판매량도 39 . 8%가 늘었다 실제로 98 , 99 , 2000년 미형객차의 중국 자동차 

시장 성장에 대한 공헌도는 62% , 26% , 46%였다 

微型客車를 생산하는 주요기업은 長安(99년 현재 시장 점유율 28.7%) , 天律

(23.2%) , 昌河(15 .7%)， P슴飛(14.4%) , 柳微(14.4%) 등이며 이들 5개 회사의 시장 점 

유율은 97.4%에 이른다. 미형객차 중에서도 특히 微型輪車(우리식으로 하면 경승용 

차에 해당) 시장은 長安(상표명: 與招) , 天律(상표명. 夏利) 두 회사가 전체 시장의 

95.1%를 차지하고 있다 미형교차를 제외한 미형객차 시장의 3대 메이저 사(몹河， 

哈飛， 長安)의 시장점유율은 99년 현재 79.3%로 전년대비 7.3% 포인트 상승하였다. 

한편 미형객차가 주목을 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차종 생산업체들이 수행한 매 

우 성공적인 기술 혁신 때문이다(말미의 보론 1 참조) . 

(4) 輪車(세단차) 시장 

중국의 세단형 승용차 시장도 90년대 말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공무원 임금인 

상， 자동차 가격하락， 자동차 취득에 대한 각종 세금과 수수료 인하에 힘입어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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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개인의 자동차 보유 비중 

속도를더해가고있다 

上海通用 (GM)의 別克(Buick) ， -汽의 小紅廠，-J띠'1‘|本田 (Honda)의 雅開 (Accord)

는 판매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으며 -汽大聚(Volkswagen)의 據達， 二汽￥暗틀 

(Ciπoen)의 富康도 26%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다만 기존의 시장 선도자 

격인 上海大聚(Volkswagen)의 찾~tg:納 (San떠na)와 天律의 夏利는 다소 주춤하고 있는 

상태다-

승용차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유통시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전통적으 

로 대리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 자동차 유통시장에 직영 판매망이 등장， 좋 

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別克과 雅開은 직접판매망(上海通用汽車授權 

銷톰服務中心， 光州本田汽車特約銷좀服務店)을 가동， 유통시장의 변혁을 주도하고 있 

다. 이같은 변화는 향후 중국 자동차 시장을 판가름할 중요한 변화로 해석된다. 

한편 승용차에 대한 수요층이 기관에서 개인으로 옮아감(이같은 추세는 중국 자통 

차 시장의 전면적인 추세다 그립 4 참조)에 따라 시장의 성격도 변화하고 있다. 실제 

로 승용차 구매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98년 30.2%에서 34.6%로 증가해 처 

음으로 택시용 승용차(98년 34 .7%에서 99년 34.1 %로 감소)를 제치고 l위로 올라섰 

다. 이 같은 추세 속에서， 중국의 대표적인 승용차 브랜드인 紅雄도 공용차，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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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차라는 인상을 떨쳐버리려는 노력을 개시했다. 

올해 들어서는 寶歐， 夏tlJ 2000 등 새로운 승용차가 속속 선보이면서 소비자 선 

택의 폭을 넓혀 잠재수요를 자극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보다 대중적인 경제형 승용 

차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생산된 승용차의 

주된 고객은， 정부 예산으로 차를 구입하는 (그래서 대형 고급차를 선호하는) 공공기 

관들이었다. 이에 따라 그간 중국의 주된 생산 차종은 일반 소득수준과 거리가 먼 

중 · 고급차에 집중되었다 -汽與拍， 上海通用， 光4’|‘|本田 등 대형차와 上海大聚，

東]歸輔흩 富康-汽擺達 등 중형차가 중국 승용차의 대표적 브랜드임은 이같은 사 

실을 보여준다 하지만 향후에는 일반 개인들의 요구에 맞는 경제형 승용차의 생산 

과 판매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 서부대개발이 중국 자동차 산업발전에 미치는 효과 

현 단계의 서부대개발은 매우 장기적인 프로젝트의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향후 

서부대개발이 자동차 산업 발전에 미칠 구체적인 효과는 아직 단정하기 이르다， 하 

지만 앞서 살펴본 서부대개발의 내용과 중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 궤적을 통해 얻을 

수 있는시사점은 있다 

서부지역은 2000년 현재 1인당 GDP가 569달러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경제적으 

로 낙후돼 있고， 현재 추진 중인 서부대개발 정책은 과거 동부가 일궈낸 고속성장 

의 신화를 반복하기엔 미흡한 점이 있으며， 적어도 단기적으로 서부대개발의 구체 

적인 모습은 인프라 건설에 집중될 것이라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 

을 유추해 볼 수 있다(말미의 보론 2 참조) . 

즉， 서부지역의 자동차 수요는 건설 및 각종 개발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트럭 등 

화물차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이며 저가의 農用車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 

에서 소형 客車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반면 중고급 

승용차에 대한 수요는， 아직 이 지역의 생활수준이 낮고 승용차에 대한 수요를 촉 

진하는 3차 산업이 미발달했을 뿐 아니라 도로밀도가 낮아 당장에 가파른 증대를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다 승용차의 효용은 도로 인프라가 성숙하여 네트워크 효과 

가 나타나기 시작해야 비로소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도， 중경， 서안 등 일부 

발달된 지역에서는 승용차 부문에 있어서도 부분적인 시장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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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전망된다-

5 . 결론 

이제까지 우리는 서부대개발 정책의 내용과 향후 전망， 중국 자동차 산업의 역사 

적 발전경로와 최근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같은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자 

동차 기업이 중국， 특히 중국의 중서부지역에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검토하기 위 

함이었다. 

물론 2001년 현재는， 서부대개발 정책의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 50여 년간 지속될 

장기 프로젝트의 원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지금 당장은 서부대개 

발 정책을 평가하고 서부대개발에 따른 자동차 시장의 변화를 논하기에 이른 감이 

없지 않다. 실제로 현지 조사 시에 받은 느낌은 서부지역의 주민들의 의식이나 인 

프라 등은 동부 대도시의 80년대 말 상황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부대개발 

이 중국정부의 장기적인 프로젝트인 만큼， 우리도 중국 서부를 장기적으로 인식해 

적절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본 연구는 이런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의 연구를 통해 한국의 자동차 산업과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위에 

지적한 장기적 비전과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 외에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같은 서부지역이라도 소득수준과 교통 인프라 차원에서 우수한 몇몇 省 · 市(중경， 

사천， 섬서 등)가 서부지역의 발전을 주도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을 통한 단계 

적 진입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서부대개발에 따른 자동차 수요증가는 차종에 따 

라 달리 나타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즉， 화물차에 대한 수요증가 

는 직접적으로 나타날 것이냐 일반 승용차에 대한 수요증가는 간접적이고 또한 그 

정도도 제한적일 것이다. 따라서 승용차 시장 개척은 동부발전지역과 서부의 일부 

중점도시에 주력하되， 차종별 세부분류 시장의 움직임에 맞춰 적절한 대응을 취해 

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중국의 자동차 시장은 지역분할 구도의 약화， 시장경쟁의 

격화， 유통구조의 개편， 개인구매의 증가 등의 변화를 겪고 있어， 이 같은 자동차 

시장 자체의 역동성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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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론 1 ) 徵型客車의 기술혁신 

199년 당시 중국 미형객차 생산업체들이 맞닥트렸던 외부환경은 매우 엄혹했다. 

정부의 배기가스 규제가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북경시가 이른바 “빵차(面的 미형 

객차를 활용한 일종의 택시)’의 도심진입을 제한하고 전국의 주요 대도시가 이와 비 

슷한 조치를 취하면서 미형객차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었다. 이에 따라 미형객차 시 

장의 고사(柱死)가 공공연히 점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미형객차 생산업체들은 이와 같은 비우호적인 환경에서 적극적인 생존전 

략을 펼쳐 현재 중국 자동차 시장의 성장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형객차 생산 

업체들의 생존전략은 중소도시 및 농촌으로의 판호 확대와 기술혁신을 통한 품질 

향상및 신제품출시였다 

실제로 미형객차 주요 생산업체인 昌河， 哈飛， 長安은 각각 ‘산으로 시골로(上山 

下椰)’ , ‘농촌으로 변방으로(到農村去 到邊體去)’ , ‘향후 3년간 농촌을 주무대로’ 라 

는 모토를 내걸고 대도시 지역에서의 시장위축을 만회하려 하였다. 

또한 기술혁신에 힘써 정부의 환경기준 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신제품들을 속속 

선보였다 이같은 노력의 결실로， 長安의 신제품 長安之星과 都市具具， 天律의 신 

제품 世紀新星이 북경시에 다시 진입하였으며， 哈飛의 松花江 中意， 昌河의 白馬王

子와 白雪公主， 柳美의 吉星-汽집단의 佳寶 등 향상된 품질의 미형객차들이 잇 

달아출시되었다. 

99년 미형객차 생산업체가 만난 위기는 역설적으로 이 한 해를 미형객차 신상품 

출시 최다의 해로 장식하게 했다. 미형객차 생산업체들의 이른바 ‘農村包圍城市 전 

략(농촌에서 도시를 포위하는 전략)’ 이 주효했던 것이다. 

〈보론 2 ) 중국의 차종별 자동차 보유에 대한 회귀분석 

1999년 현재 중국 각 省이 보유한 자동차를 화물차(Truck)와 승용차(Passenger 

Car)로 나눠 , 전자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의 도로연장과 고정자산투자， 후자에 대해 

서는 해당지역의 도로밀도와 3차산업 생산액으로 각각 회귀시킨 결과는 다음과 같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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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ck = -46589 + 4 52 Roa마ength + 76 , 82 Caplnvl않t 

t값 (-0 ,19) (4 ,93) (3 ,24) 

P값 (0 ,84) (0 ,0001) (0 ,003 1) 

adj ß = 0 , 80 

Passenger = 25474 + 25 , 87 Road Density + 142 .32 Tertiary 

t값 (0 ,627) (1 ,98) (4 ,19) 

p값 (0 ,53) (0 ,0579) (0 ,0003) 

a이 ß = 0, 58 

분석결과， 화물차의 경우 도로연장(Road-Length)과 고정자산투자(Cap-Inv않t)의 

계수에 대한 t값이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또한 승용차의 경우에는 도로밀 

도(Road-Density )와 3차산업 생산액 (Tertiary)의 계수에 대한 t값이 각각 6%와 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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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eat West Development Plan in China and Implications for 

Automobile Makers 

Lee , Seung-Hoon , * Kim , Kwang-Ok , ** 

Lee , Keun*** and Eun , Jong-Hak**** 

This paper first discusses the main contents and prospect of the Great West 

Development pr이ect of China and then σies to find implica디ons of this project for 

automobile makers. First we note that this project spans a very long time horizon 

and thus the firms should approach this with a long term oriented view, rather than 

expecting any short term benefits. Also, because the projects, especially dur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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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y stage, will be led by selective fore-running regions, like ChW1gqing, Sichuan 

and Shaanxi, 버e firms should take a differentiated and gradual approach. Expansion 

of demand for automobiles will be different depending upon the kinds of cars. 

lnitial expansion will be more for trucks whereas demand for passenger cars will be 

indirect or limited. At the moment, the automobile industry in China is W1dergoing 

radical changes in terms of regional distribution of market power among the major 

makers, ever-increasing market competition, changes in 비e marketing networks, 
and increasing participation of individual customers. This kind of industrial 

dynamism should be fully considered in designing corporate strategy or public 

poli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