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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서   론

본 논문은 본인의 석사학 논문의 내용을 정리하고, 재의 상황에 따른 변모

된 모습을 비시키기 해 제작되었다. 그 내용은 우리나라 자동차공업이 공

업의 부흥과 아울러 어떻게 생산 해외진출 되는가에 한 심층보도와 재의 

ㆍ기아차그룹의 심의 우리나라 자동차 공업의 해외진출 략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던 내용은 시 인 상황에 따라 우리나라 자동차

공업이 어떻게 진보 발 되었으며, 앞으로와 미래의 우리나라 자동차공업이 어

떻게 확  재생산되어 세계와 략에 발맞추어 나가야 하는가를 밝히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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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 자동차산업의 EU시장 진출

1. 해외시장에의 진출전략

1.1 해외진출의 원인
기업의 해외진출은 최근 들어 기업의 세계경 이라는 기치 속에서 더욱 강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기업이 세계경 을 강조하게 된 요인에는 기술 신  정

보화, 세계경제의 통합화  블록화 등을 들 수 있다.

<표 1> 국제  기업활동의 유령

수출

간 수출 수출업자의 개를 통한 수출

직 수출
제조회사가 외국의 수입업자에게 직  수출

지 매법인을 통한 수출

국제  

계약

기술제휴
라이센싱  랜차이징

공동기술개발

부품생산

부품하청생산

KD부품공

등한 기업 간의 부품 분업생산

완제품 생산
주문자상표 부착생산(OEM), 탁생산

동일제품의 공동생산

해외투자

간 투자
경 에는 참여하지 않고 이자나 배당수입만을

기 하는 일종의 증권투자

직 투자
합작회사

다수지분 신규설립

동일지분 vs.

소수지분 지분참여 는 인수

완 소유자회사 신규설립 vs. 지분 인수

자료 : 김석진, “한국자동차기업의 국제합작투자 략”,「자동차경제」, 기아경제연구소, 1998. 3. 18.

한 새로운 무역질서가 수립됨에 따라 국가  장벽들이 완화되어 세계기업

으로 도약하려는 기업들로 하여  생산  매에서 유리한 지역으로 해외진출

을 확 하게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블록 내의 경제  국경을 완화하려는 조치

로서의 유럽연합, 아세안, 북미자유무역 정 등 세계경제의 블록화는 블록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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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단계

(수출)

제2단계

(수출 매거 설립)

제3단계

(생산·개발거  이 )

제4단계

(풀세트형 이 )

제5단계

( 로벌 최 화)

단

계

별

특

징

ㆍ생산요소는

국내

ㆍ 매는 해외, 

리  탁

ㆍ생산요소는 국

내

ㆍ수출국에 매 

거  설립

  ( 매망 충실 

강화, 유통경 

로 정화, 고

객니즈 정확한 

단, 서비스 

향상)

ㆍ생산·기술개발

  거 의 부분  

해외이

ㆍ 극 : 안 한

  노동력·원재료

  조달, 수송코스

트 약, 사업 

리스크 분산, 

소비자 니즈에 

합치한 생산기

술 개발지향

ㆍ소극 : 수출국

  의 수입 규제, 

고유 세 설정 

등 수입제한조

치에 응

ㆍ생산· 매·기

술개발·자

조달 기능 등 

사 업 추 진 에 

필요한 경  

지원 풀세트

형  이

ㆍ매니지먼트의

권한도 상당 

히 지에 이

양, 지 상황 

변화에 해 

유연하고 신

속한 응

ㆍ이 한 경

자원을 지구

인 차원에

서 최 배치

ㆍ각 거  간에

유기  연결

확립

ㆍ생산공정 간 

분업, 제품차

별형 분업

경제  이익을 향유하려는 역외국 기업들로 하여  이들 지역으로서의 진출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동차기업들의 해외진출은 크게 해외 매를 한 것과 선진기술을 이  받

기 한 연구소, 생산을 한 진출 등으로 나  수 있다. 해외 매를 한 해외

진출은 가장 기  형태로서 수출확 의 부산물로서 발생했지만, 해외연구소의 

설립은 기술획득의 세계화 필요성이 증 했다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한 해

외생산의 확 는 시장 근의 원활화  비교우  생산요소의 이용이 그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를 일본의 경우로 설명하면 제1단계 단순 수출 단계에서, 수출국에 

매거 을 설치하는 제2단계를 거쳐, 생산  개발거 이 이 하는 제3단계, 

생산, 매, 기술개발, 자 조달 기능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 자원이 풀세트

로 이 하는 제4단계, 경 자원을 지구 인 차원에서 최  배치하는 제5단계인 

로벌 최 화 단계에 이르고 있다. 결론 으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경우는 

수출 매 거 설립 단계  생산  개발거 의 이  단계를 거쳐, 풀세트형 

이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1)

<표 2> 일본 자동차산업의 해외진출 발 단계

1) 오규창ㆍ조철,「한국 자동차산업의 경쟁환경 변화와 향휴 진로」, 산업연구원, 1998, pp.13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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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동

차

산

업

의

움

직

임

ㆍ1960년  후

반, 비약

인수추 확

ㆍ1970년  

반, 선진국을 

심으로 수입

ㆍ 매회사 설립

ㆍ1970년  후반 

～1980년  

반, 개발도상국 

심으로 소극

 이유에서 

생산거  이

(개발도상국의 

국산화 진흥을 

한 수입제한 

정책에 응)

ㆍ1990년   

후, 풀세트형 

이 , NIES 

시 장 참 여 로 

시장경쟁 격

화, 엔고로 가

격 경쟁력 

하에 응, 신

속한 응을 

한 수입제

한 정책에 

응)

ㆍ1980년  후

반의 선진국

과 무역마찰

을 피하기 

해 생산거  

이

ㆍ1990년  

반, 지속 인

엔고압력과 

경쟁국 간의 

경쟁치열

ㆍ생산공정 간, 

제 품차별형 

분업진

ㆍ 국 등 아시

아 시장 진출

이 두드러짐.

자료 : 송기재, “일본 자동차메이커의 동남아시아 진출 략”,「자동차경제」, 기아경제연구소, 1998.   

    3. 4.

 

1.2 해외 현지판매 증대전략
해외 매가 가장 활발한 업체는 는데, 1970년  말에 벌써 2만  가량

을 수출하 고, 1985년에는 10만 를 상회하는 수출실 을 보 다. 이에 따라 

1978년 는 국내 최 로 네덜란드에 지 매법인인 HMH(Hyundai Motor 

Holland)를 세웠는데, 1982년 경 난으로 철수했다. 한 1990년에는 유럽 시장

을 겨냥하고 독일에 매법인 HMDG(Hyundai Motor Deutshland DMBH)를 

설립하 다. 이 밖의 다른 지역들은 리  형태로 진출해 있는데, 유럽에는 43

개의 리 이 1,645개의 딜러를, 남미에는 38개의 리 이 233개의 딜러를, 

동과 아 리카에는 43개의 리 이 121개의 딜러를,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

역에는 26개의 리 이 301개의 딜러를 통해 매를 하고 있다.

기아는 1992년부터 약 10만  이상을 수출하게 되었는데, 이 해에 최 로 해

외 지 매법인인 KJ(Kia Japan Co.)와 KMA(Kia Motor America)가 설립되

었다. 이들은 모두 종래 지 형태의 수출 조직을 지 법인화한 것이다. KMA

의 산하에는 200여 개의 미국 딜러망이 있고, 유럽지역은 1,200여개의 딜러망을 

구축하고 있다.

우자동차는 GM과의 매 지 규정에 따라서 서유럽과 북미시장 수출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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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받아 해외 매망 구축이 다른 업체들에 비해 뒤쳐져 있었지만 1994년 GM과 

결별하면서 유럽시장을 심으로 해외 매망 구축에 극 나서고 있다. 유럽에

는 독일, 국, 베네룩스 3국 등에 지 매법인을 설립 에 있고, 기타 지역

은 합작, 딜러망 등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다.2)

이러한 기업들의 해외 매망 구축은 우리 자동차산업이 수출산업으로서 확고

한 치를 확보한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즉 수출이 확 됨에 따라 

해외의 수입상을 이용하던 방식에서 독자 인 법인이나 리 을 설립하여 직

인 매체제로 돌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 독자 인 매망 구축은 해

외 매를 보다 극화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다.

1.3 연구활동의 세계화 추구
최 로 해외에서 연구활동을 시작한 것은 인데, 1985년 미국 캘리포니아

에  아메리카 테크니컬 센터를 설립하여, 배기, 연비, 안 도, 엔지니어링을 

연구하고 있다. 한 1990년에는 캘리포니아 오 지카운티에  디자인 센터

를 설립하여 자동차의 디자인에 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한 1994년에는 

유럽시장에 맞는 기술  상품의 개발을 해 독일 랑크푸르트에 유럽기술연

구소를 설립하 고, 일본에도 지의 특성에 맞는 차량  디자인을 개발하기 

한 연구소를 설립함으로써 미국ㆍ유럽ㆍ일본 간 로벌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확립하 다.

기아는 1989년 미국에 디트로이트연구소를 연립하 고, 1991년에는 LA에 기

아 디자인 스튜디오를 설립하 다. 한 1994년 일본에 기아일본연구소(KJRC)

를 세웠고, 1995년에는 유럽에 기아유럽연구소를 세워 세계 인 연구개발 네트

워크를 구축하 다.

우는 1991년 자동차 디자인과 엔지니어링으로 유명한 국의 IDA를 인수

하여 1991년 우 워딩 테크니컬 센터로 이름을 바꾸어 운 하고 있다. 한 

1992년에는 독일에서 먼 테크니컬 센터(GTC)를 개설하여 운 하고 있다.3)

2) 김희수,「한국자동차 산업의 발  역사와 잠재력」, 외경제정책연구원, 1997, pp.151～152.

3) 오규창 · 조철, 게서, 산업연구원, 1998, pp.13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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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명 진출국 설립연도 내 용

아메리카테크니컬센터

디자인센터

유럽기술연구소

일본기술연구소

미국

미국

독일

일본

1985

1990

1994

1994

배기, 연비, 안 도, 엔지니어링 연구

디자인 연구

유럽시장에 합한 기술  상품

일본시장에 합한 차량 디자인

기아

디트로이트 연구소

기아디자인스튜디오

기아일본연구소

기아유럽연구소

미국

미국

일본

유럽

1989

1991

1994

1995

신기술  부품개발, 지테스트

디자인 연구  정보수집

엔진 등 요부품, 차세  자동차, 신소재

유럽차의 인증 응  사후 리, 부품

우
우워딩테크니컬센터

먼테크니컬센터

국

독일

1991

1992

제품설계, 스타일링, 시, 시험차 제작

엔진, 변속기 등 요부품, 차세

자동차, 최첨단 기술개발

<표 3> 주요 자동차기업의 해외진출 연구소 황

자료 : 김석진, “한국 자동차기업의 국제합작투자 략”, 「자동차경제」, 기아경제연구소, 1998.

1.4 해외생산의 확대전략
최 의 해외생산공장은 자동차가 1989년 설립한 캐나다 로몽공장이었

다. 1990년  들어 개도권에 한 략을 강화하여 는 동남아나 아 리카에 

한 진출을 확 하고 있다. 1992년 7월 보츠나와에 연산 1만 규모의 공장을 

건설, 엑셀, 엘란트라, 쏘나타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1994년에는 연산 5,000  

규모의 짐바 웨 공장도 가동을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1995년에는 이집트, 필

리핀, 인도네시아 등에도 공장을 세워 생산에 들어갔으며, 1999년까지 말 이시

아, 터키, 키스탄, 국 무한 등지에서도 생산에 들어갈 정으로 있다.

2000년까지 는 50만  이상의 자동차를 해외에서 생산할 계획이고, 2005

년까지는 아시아 지역에서 시장 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으로 있다. 

이를 해 아시아카 개발과 기존의 KD 방식에서 벗어난 자 형 지생산 공장

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다.

기아자동차도 1989년에 만에서 KD 조립생산을 시작하여 재는 만뿐만 

아니라 필리핀, 베네수엘라, 베트남, 이란 등에서도 조립생산을 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의 생산은 지분참여가 없는 CKD 생산인 것이 특징이다. 한 국, 

키스탄, 인도네시아, 독일, 멕시코, 남아 리카, 모로코 등에서도 생산을 계획하

고 있다. 기아는 인도네시아 국민차 사업 참여를 계기로 해외생산 략을 아시

아 시장에 을 맞추고 있고, 그동안 자본참여 없이 KD 해외생산에 주력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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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우

자회사

소유 략

완 소유 자회자 - 2 -

합작회사

다수지분 1 1 8

동일지분 3 1 -

소수지분 2 1 2

미정 1 - -

(출자 계 없는 KD거 ) (9) (7) (1)

자회사

설립방법

신규설립 3 6 2

지분 참여 는 인수 1 1 8

진출지역

북미ㆍ서유럽 (1) (1) -

러시아ㆍ동유럽 (1) (1) 5(1)

아시아 3(6) 6(2) 6

남미 1(1) (1) -

아 리카 - 1(2) -

데서 합작투자를 통한 지공장 건설에도 참여하게 된 것이다.

<표 4> 한국 자동차기업의 해외 생산 략 비교

자료 : 김석진, “한국자동차기업의 국제합작투자 략”,「자동차경제」, 기아경제연구소, 1998. 3. 18.

  주 : 숫자는 해외생산 로젝트 건수를 가리킴. (  ) 안은 출자 계가 없는 KD 거 수

우는 GM과의 계 때문에 해외 략이 상당히 제한을 받았으나 GM과의 

결별 후 오히려 타 기업들보다 해외생산에 보다 극 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

히 우는 주로 KD 생산에 의존하는 타 기업의 해외생산 략과는 달리 자본, 

노동, 기술, 정보 등 경 자원을 비교우 에 따라 세계 지역별로 분산, 입지시키

고 이를 통합하여 경 의 지화와 세계화를 이룩함으로써 한국내의 성장한계

를 극복하겠다는 략을 가지고 있다.

한국 자동차 기업들의 해외생산 략을 비교해 보면, 나 기아가 KD 생산

을 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우는 다수 지분을 보유하는 합작회사형태로 해

외기업을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지역 으로도 와 기아가 아시아 

지역에 집 하는 반면, 우는 동구권과 아시아 모두에서 활발한 진출을 시도하

고 있다.4)

4) 오규창 · 조철, 게서, 산업연구원, 1998, pp.14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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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재 세계경 을 기치로 끝없는 확장 략을 펴왔던 우가 해체될 상

황에 처해있다. 주력계열사 12개에 해서는 워크아웃이 진행 이며, 나머지 

계열사들은 매각 등을 통해 정리될 정이다.

우자동차의 구조조정 방안을 보면 GM 등과의 매각 상과 계없이 워크아

웃을 통해 경 정상화하면서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자동차의 인수 후보자로는 , 삼성ㆍGM, GM이 있다.

의 우 인수 단 으로는 기아 인수에 따른 자 난의 가 , 독 체제로 

인한 소비자 경시풍조, 경쟁력 후퇴 등이다. 무론 이탈리아 피아트처럼 국내 자

동차 산업을 통일함으로써 규모의 경제실 이나 수출ㆍ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장 도 있지만 정치 으로 정부가 의 우 인수는 불허할 

가능성이 높다.

GMㆍ삼성 컨소시엄이 인수하는 방안은 재 정부와 삼성간의 불편한 계를 

정리하는게 선결과제이다. 삼성이 참여하면 정부와 채권단이 우차에 한 지

원을 소홀히 할 경향이 크다는 도 우려할만하다. 그러나 정치 으로 불만이 

커지고 있는 부산ㆍ경남지역 민심수습에 일조하며, 국  있는 자동차 산업체 유

지라는 차원에서 GMㆍ삼성 컨소시엄은 장 도 많은 편이다. 그러나 정부나 채

권단이 GM이든 든 간에 수의계약을 통해 우자동차를 넘길 경우, 특혜시

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개경쟁 입찰에 따라 우를 처리해야 한

다고 단하고 있다. 특히 우차를 팔릴 만한 물건으로 만들려면 출자 환을 

통한 일부 부채탕감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국민의 피해가 상된다. 이 때문에 

채권단은 투명한 차에 따라 우차를 매각하는 것을 가장 요한 원칙으로 

꼽고 있다.5)

1.5 부품업체의 해외진출전략
완성차 업체의 해외진출과 더불어 자동차 부품업체의 해외진출도 크게 증가

하고 있다. 먼  자동차부품의 해외 매력 강화를 해 해외에 지법인을 설

립한 경우를 보면, 1987년 (주)공화가 일본에 지법인 Chance Trading Co., 

Ltd를 설립한 이래로 1996년 6월 말 재 미국 11개 사, 일본 3개 사, 홍콩 3개 

사, 국 3개 사 등 9개국에 25개 회사가 부품의 해외 매를 한 지법인을 

설립하고 있다.

5) 주간조선, 1999년 11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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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명 제 휴 처 제 휴 내 용

Peugeot 

주Peugeot( 국) 22％ 출자

신룡기차( 국) 30% 출자

STA( 랑스) 20% 출자, 자동변속기 생산

PRV( 랑스) 르노, 볼보와 함께 22% 출자

부품업체의 해외생산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1994년 이후 주로 

국과 동남아를 심으로 해외부품회사의 설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1996년 6월 

말 재 국 57개 사, 필리핀 16개 사, 말 이시아 6개 사, 인도네시아 6개 사 

등 16개국에 98개의 회사가 103건의 투자를 실시하고 있다.

1.6 전략적 제휴
1.6.1 전략적 제휴의 모색
목 시장 근 생산방식이 경쟁력을 갖기 해서 자동차기업들은 진 으로 외

국의 유수한 자동차 기업과의 략  제휴를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선진국기업

들이 상호 간에 략  제휴를 확 해나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와의 경쟁력격차가 

갈수록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들과의 신 한 선택  제휴

를 통하여 그들의 강 ㆍ우월 을 보완 으로 활용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종래 우리 기업들이 다른 많은 개도국들의 경우와는 반 로 체로 매우 독

립 이고, 자주 인 노선을 추구해온 것은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그것은 우리 

자동차산업이 외국기업에 속되지 않고 독립  발 의 기반을 갖추는데 크게 

공헌하 다. 그러나 최근 국제  경쟁상태의 변화는, 우리의 그런 기본 노선을 

조심스럽게 조정해 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 기업이 외국모델을 복제 

조립하는 실질 인 하청 생산방식은 외국제휴선의 세계 략 내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종속 인 것이 될 험이 무나 크기 때문에 종합  경쟁우 가 취약

한 우리에게는 장기  이익이 되기 어렵다. 우리의 독립성을 견지하면서도 상호 

이익이 되는 략  제휴를 모색하여야 한다. 이때 그 방식이 어떤 것이 되든, 

우리와 제휴하고자 하는 어떠한 외국기업도 우리에게서 가장 먼  얻고자 할 

것은 국내지장에 한 근 -외국차의 수입 매 는 외국모델의 국내조립 매

- 일 것이라는 에 유의하여 신 한 응이 필요할 것이다.6) 

<표 5> 유럽 기업의 제휴 계(일본 제외)

6) 김 배,「 로벌 시 의 국제경 학」, 형성출 사, 1999. pp.11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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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indra & Mahindra(인도) 4.7% 출자

포드(미국) 디젤엔진 공

Renault

삼부기차( 만) 라이센스 제공

AZLK(구소련) 기술제공

Dacia(루마니아) 라이센스 제공

Revoz(슬로베니아) 54% 출자

RVI( 랑스) 55% 출자

PRV( 랑스) 33% 출자

크라이슬러 르노가 탁 매

Fiat

SEVEL(이탈리아) 50% 출자

IVECO(네덜란드) 100% 출자

Ferrari(이탈리아) 90% 출자

VAZ(러시아) 30% 출자, 라이센스 제공

Societa Maserati SPA(이탈리아) 49% 출자

인천조선(한국) 기술제공

Porsche

Audi AG(독일) 스포츠카 공동개발

SEAT(스페인) 부품기술제공

VAZ(러시아) 엔진기술제공

VW

Audi AG(독일) 99% 출자

MAN(독일) 형트럭 공장생산, 합작 계

SEAT(스페인) 100% 출자

AZNP(슬로바키아) 31% 출자

TAS(슬로베니아) 50% 출자

상해기차제조( 국) 업무제휴

상해VW 상해기차제조와 50%씩 출자

FAW-VW( 국) 40% 출자

D-BENS

MAN(독일) 엔진공동생산

MC Micro Compact Car AG(스 스) 40%, SMH와 합작

FAMSA(멕시코) 80% 출자

북방공업공사( 국) 라이센스 제공

VEB-IFA(독일) 기화기 공

용자동차(한국) 5%출자, SUV, 형트럭, 밴 등 생산

Freightliner(미국) 100% 출자

NAW(스 스) 40% 출자

Steyr-Daimler Puch(오스트리아) 엔진공

BMW
Rover( 국) 100% 출자

Rolls Royce( 국) 신차 공동개발

AB Volvo Netherlands Car BV(네덜란드)
33%출자, 르노와 엔진, 변속기상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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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V( 랑스) Peuget, 르노와 함께 33% 출자

Volvo GM Heavy Truck(미국) 65% 출차, 르노와 함께 33% 출자

Autoeuropa Automoveis LTDA

(포르투갈)
50% 출자, 승용디젤엔진 공

BAZ(구체코) 80% 출자, 완성차, 변속기 합작생산

업체명 제휴처 제휴내용

자동차 미쓰비시(일본) 미쓰비시가 9.32% 출자, 기술원조

정공 미쓰비시(일본) 미쓰비시가 SUVs, 미니밴 제조기술 제공

기아자동차 미쓰비시(일본)

기아자동차

포드(미국)

마쓰다(일본)

이도츠상사(일본)

아시아자동차

포드가 9.39% 출자, 기아는 소형차 공

마쓰다가 7.52% 출자, 부품, 완성차 기술제공

2% 출자

기아가 28.3% 출자, 차량 수탁 생산

아시아

자동차

스카니아(스웨덴)

다이하츠(일본)

히노(일본)

스카니아가 형사용차 기술제공

다이하츠가 경자동차 기술제공

히노가 형 상용차 기술공

자료 : 일간자동차신문사, 「自動車ハンドブック」, 1998.

       久保,“提携先の經營力ㆍ交涉力た握渥ゐ世界各社のアヅア展開”,「FOURIN自動車調査月報」,   

     FOURIN, 1996. 12.

  주 : 출자 계가 있는 경우 부분 업무제휴 계에 있음.

1.6.2 한국기업들의 제휴관계
한국 기업들은 후진기업들에 해서는 공여자로서 선진기업에 해서는 수여

자로서 행동하고 있다.

선진기업과의 제휴는 일방 으로 기술을 제공받는 계로 이루어지는데, 주로 

일본 기업으로부터 기술을 제공받아 왔다. 미쓰비시가 자동차에게, 마쓰다

가 기아에게, 닛산이 삼성에게, 다이하츠나 히노가 아시아에게, 혼다가 우에

게, 스즈키가 우 공업에게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계는 일본에 

한 우리의 기술의존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동일한 지 에서 이루어지는 

제휴 계라고 보기 힘든 측면이다. 한 한국 기업들 간에는 계열기업 계가 

아니면 상호 간에 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선진기업들보다 국내기업 간의 

제휴활동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한국 기업의 제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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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자동차
혼다(일본)

우 공업

혼다가 형승용차 기술제공

소형승용차 수탁생산

우 공업 스즈키(일본) 경자동차 생산기술제공

용자동차
팬더( 국)

벤츠(독일)

용이 51.7% 출자, 팬더가 스포츠카 제조기술공

벤츠가 3.42% 출자, 자동차  엔진제조기술 제공

삼성자동차 닛산자동차(일본) 닛산이 승용차생산기술 제공

삼성 공업 닛산디젤(일본) 형 트럭, 소형 상용차, 제조기술 제공

 자료 : 한국자동차 공업 회,「한국의 자동차 산업」, 1998.

   주 : 출자 계가 있는 경우 부분 업무제휴 계에 있음.

2. 해외시장 진출의 사례

․기아차그룹의 로벌 략은 2010년까지 국내 300만 로 600만  생산

체제를 갖춘다는 것이다.

2006년 ․기아차의 체 매  해외 매 비 은 차가 77%, 기아자 

78.5%로 국내 매를 압도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생산 비 은 아직 차 

36.1% 기아차 9.2%에 불과하다. 도요타․혼다 등 일본 로벌 자동차기업의 해

외생산 비 이 50%를 넘는 것과 비교하면 아직 크게 낮다.

․기아차가 해외로 나가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지 생산을 통해 세 등의 무역장벽을 넘으면서 지 사정에 맞

는 차량을 빠르게 공 하겠다는 것. 미국시장을 로 들면 지 딜러의 요구 변

화에 따라 다양한 사양을 빠르게 조달하고 재고․생산량을 조 해야 하는데, 국

내에서 선편(船便)으로 보내내서는 이에 응하기가 어렵다.

두 번째는 국내 공장의 인건비가 무 높기 때문. 수출로는 채산성이 맞지 않

는 차종이 늘고 있다. 한 고 임원은 “ 재 국내공장의 임  비 생산성으로는 

라이드․베르나 (級) 이하 소형차는 수출해도 채산성 맞추기가 불가능하다”

며 “국내공장 생산은 차 부가가치가 높은 고 차 심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차는 국․인도 등 신흥시장은 물론 미국․유럽․ 남미까지 각 

권역별로 지생산 시설을 늘려나가고 있다.

차는 2010년까지 미 앨라배마 공장(2005년 생산개시) 30만 , 인도 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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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장(1998년) 60만 , 국 베이징  공장(2002년) 60만 , 체코 노소비체 

고장(2008년) 30만 , 터키 이즈미트 공장(2005년) 10만 로 총 190만 를 해외

에서 생산할 계획이다.

특히 올 10월부터 양산에 들어가는 차 인도 2공장을 포함한 인도 생산기

반은 인도 내수는 물론 차의 소형차 수출기지로서 막 한 역할을 맡고 있

다. 내년 상반기 가동되는 베이징 2공장도 국 내수시장 수성(守成)을 한 발

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는 국 둥펑(東風) 에다 기아 공장(2002년 생산개시) 43만 , 슬로바

키아 질리나 공장(2006년) 30만 , 미국 조지아 공장(2009년) 30만 로 2010년까

지 103만 를 해외에서 생산하다. 올해부터 본격 가동한 슬로바키아 공장은 올

해 유럽 략차종인 씨드 10만5000 , 스포티지 4만5000  등 15만 를 생산한 

뒤, 내년부터는 30만  생산을 계획 이다.

․기아차는 작년 109만 를 해외에서 생산했으며, 올해는 203만 를 상

하고 있다. 계획 로라면 2009년에 293만 를 해외에서 생산하게 된다. 여기에 

남미에도 10만~15만  규모 지공장 설립을 검토 이다. 2010년까지 ․기

아차의 해외 생산은 300만 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기아차의 로벌생산 확 략은 지 매가 늘어나는 

생산량을 충분히 소화해 줘야한다는 제가 따른다. 이를 해 ․기아차는 

 더 거세질 국 가차 공세와 일본․독일차의 랜드 워에 맞서 제값을 

받으면서도 원가는 더 낮춰야 한다는 두 가지 과제와 맞닥뜨려 있다. 두 가지 

목표  어느 한쪽이라도 이루지 못할 경우, 자칫 과잉생산 문제로 인해 오리려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차 연구소의 임원은 “ 재 ․기아차의 차종들은 달러에 한 원화 

환율 1100~1200원 에 맞춰 설계 기 때문에 차종에 따라 지나치게 비싼 부품

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며 “앞으로 나올 차들은 환율 800원 까지 비, 품질에 

향을 주지 않는 범  내에서  부문에 걸쳐 원가 감을 한 재설계에 돌입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아차의 로벌생산 확 략에 따라 부품업체도 ․기아차의 완

성차 공장 인근에 동반 진출하고 있다.

덩치 큰 자동차부품을 국내에서 실어 나르면 물류비용이 높아 채산성 맞추기

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지 정부에서 요구하는 자국산 부품사용 비율을 맞춰

야 하는 문제도 있다.  자동차공장뿐 아니라 부품업체가 따라 나감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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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고용을 창출,7) ․기아차와 한국자동차산업에 해 지 지역민들의 

인식을 크게 개선시키는 장 도 있다. 그러나 자동차 연 산업 기반이 국내에 

머무르지 못하고 해외로 나가는데 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자동차의 연 산

업은 고용효과 커서 지역경제 기여도가 다른 어떤 산업보다 크기 때문이다.

자동차 문가들은 덩치가 큰 기능부품은 해외공장 확 에 따라 국외로 나간

다고 하더라도, 고부가가치․핵심 부품은 국내에서 개발․생산될 수 있도록 

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재 국내의 표 인 자동차 부품업체 부분은 ․기아차의 력업체로 

해외에 진출해 있는 상태다. 모비스(엔진․변소기․모듈), 만도( 이크․

조향), 한라공조(에어컨․공조), 화신( 임), 세종공업(소음기), 한솔루션(차

량바닥차음재), 화승R&A( 이크호스․웨더스트립), 경신공업(차량배선), 원

강업(완충장치), 일진베어링(베어링) 등 국내 주요부품업체들의 미국․유럽․인

도․ 국 각 지역별로 15～20개씩 진출해 있다.

한국자동차공업 동조합의 고문수 무는 “완성차의 최종품질은 부품업체의 

7) 모듈(module)=자동차는 2만 여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제품이다. 만일 2만 여개 부품을 

완성차공장의 생산라인에서 하나하나 조립한다면, 공간․인원․시간이 훨씬 많이 필요할 것이다. 

‘모듈’은 완성차 생산라인에서 자체에 그 로 달기만 하면 되도록, 수십에서 수백여 개 부품을 

미리 조립한 한 덩어리의 부품세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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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에 크게 좌우 된다”며 “ ․기아차의 품질을 높이기 해 동반 진출한 

력업체들이 투자와 연구개발에 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Ⅲ. 결   론

먼 , 이 논문을 통하여 귀 한 계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시 변천에 따

른 자동차산업의 진보상황과 재의 로벌 산업의 추세에 따른 -기아자동

차를 심으로 한 작 의 해외진출상황을 알 수 있었다. 본인에게 이처럼 소

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국내 연구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체 인 내용은 거

의 우리나라 자동차공업 회의 자료와 국내 자동차회사의 연구자료, 그리고 

계된 국책연구소의 연구 자료에 빠짐없이 의존했다. 이러한 의 연구논문 발표

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아울러 이러한 연구논문을 발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자동차공업을 심으로

한 세계화 략에 조 이나마 기여가 되기를 바라면서 특히, 날로 치열해져가는 

세계 경제 쟁에 우리나라가 보다 선진 인 순수 국내 자본과 기술을 축 해서 

반드시 선진공업국화에 선도 인 자동차 기업이 발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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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a Report forward our automobile industry on foreign 

strategy

8)Kim, Do-hyung*

This study is concentration on our automobile industry past and future. A 

core contents are changing industry society with our automobile industry 

side by side worldwide global strategy. First, I owe to Lee Chul 

prof.(Sogang Univ.) and Chung Tae Young prof.(Hongik Univ.), Because, I 

have been studied International Trade throughout above two profs.

I knowed after I write two important points, first past our automobile 

industry passing with present ones, and future our foreign entry strategy 

side by side worldwide global complex reallities.

Powerfully speaking, Hyundai-Kia sources offered to me, according to I 

must thank interested with parties belong to institutes.

I now looking forward to future our automobile circled Hyundai-Kia Co. 

for pure independent own technical skill overcome U.S.A, EU and JAPAN.

Key Words : Automobile industry, Foreign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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