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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미국정부는 중국정부가 미국 타이어시장에서 자국산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도한 보
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두 차례 부과하였다. 2020년
에 반덤핑관세에 대한 미국정부의 일몰재심이 예정된 가운데, 품질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적극적
산업구조개편을 단행한 중국산 타이어에 부과되던 반덤핑관세가 해제되면 중국산 타이어는 기존의
미국 저가 타이어시장 이외에도 고가시장에 진입하며 국산제품과의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
다. 이번 연구를 통해 미국정부의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관세 조치는 국산타이어의 대미 수출
규모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미국 타이어시장에서 중국
산제품과 태국산제품의 대체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국산타이어 제품과 중
국산제품의 표적시장이 상이하기 때문에 2020년에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관세가 철회되더
라도 국산제품의 대미 수출규모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
타이어산업은 글로벌 선도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인수하며 유통채널 확장 및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
여 향후 프리미엄급 타이어시장에서 국산제품과의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타이어 제조사들은 글로벌 소비자니즈에 맞춘 신제품(비공기식, 친환경, 초광폭, 런플랫,
저연비 등)을 개발함으로써 제품차별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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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는 지

를 얻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산

금까지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높은 수준의 반덤핑

타이어와 국산 타이어의 대미 수출단가를 비교하

관세를 부과해 오고 있다. 2009년에 미국 국제무

면 양국제품이 미국 내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

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실제로 미국시장에

는 중국산 저가타이어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25%

수출되는 중국, 태국, 국산 타이어의 수출단가를

에서 35%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한 후 2012년에

비교하면 중국산과 태국산의 수출단가가 비슷한

종료한 바 있고 2015년에도 중국산 타이어에 대

반면, 국산제품의 수출단가는 이보다 높은 것을

해 평균관세율 31%를 적용하고 2020년에 일몰재

확인할 수 있다.

심(sunset review)할 것으로 판결하였다. 이러한

중국 타이어산업은 품질차별화 및 기술경쟁

결정의 배경에는 미국은 수입국 정부가 해당국 타

력 향상을 목표로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인수, 합

이어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선진국은 1% 미

병을 진행해오고 있다.1) 일몰재심이 이루어지는

만, 개발도상국은 2% 이하의 보조금까지 허용하

2020년까지 기술경쟁력을 확보한 중국산 타이어

고 있으나 중국 타이어업체들은 중국정부로부터

에 대해 반덤핑관세가 철회되면, 국산 타이어와

미국의 표준보다 높은 수준의 보조금을 받고 있

의 경쟁은 현재 수준보다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 결과 가격

더불어 미국 타이어시장에서 중국산제품은 기존

경쟁력을 확보한 중국산 타이어의 대미 수입량이

의 저가시장 이외에도 고가시장에서도 점유율을

증가함에 따라 자국 타이어업체들의 시장점유율

향상시키며 국산 타이어와의 경쟁관계가 형성되

과 국내가격까지 하락하며 판매실적이 악화되는

고 국산제품에 대한 수입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예

것을 우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된다. 실제로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는

단순 교역실적만을 비교했을 때, 중국산 타이

2017년부터 중국산 대형(트럭 및 버스용) 타이어

어에 대한 미국정부의 관세인상이 결정됨에 따

에 부과한 반덤핑관세를 철회하기로 결정함으로

라 미국 타이어시장에서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

써 이와 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

는 우리나라는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

고 있다.

타났다. 중국산 타이어에 평균 31%의 추가적인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연구는 미국정부의

관세가 부과되면 기존에 가격경쟁력을 통해 미국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조치가 중

타이어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하던 중국산 타이

국산 및 국산 타이어의 대미 수출에 미친 영향을

어의 가격이 인상된다. 이로 인해 중국과 경쟁관
계에 있는 국산 및 태국산 타이어의 시장점유율
이 증가함에 따라 대미 수출량이 증가하는 효과

1) ChemChina의 Pilleri(伊) 인수, Cooper 타이어(美)와 Qingdao Geruida
Rubber와의 합병, 더블스타의 금호타이어(韓) 인수, Qingdao Sentury
Group Co와 Lk-Rich Rubber industrial park(泰)와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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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반덤핑관

는 중국, 태국 그리고 한국산제품의 대체관계를

세 부과조치에 반사이익을 획득했는지 검증한다.

측정하여 향후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관세변화가

또한 미국 타이어시장에서의 주요 경쟁관계에 있

국산제품의 수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한다.

2. 미
 국정부의 반덤핑관세 부과에 따른 중국산 타이어의
수출변화
미국 타이어시장의 총 수입규모는 2015년 이

국의 수입수요 점유율은 2010년까지 70%대를 상

후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주요 타이어 제조업체

회하였으나 점차 하락하여 2017년 현재는 57%

들이 생산효율화를 위해 미국 내 직접투자 규모

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상위 5개국을 제외한 국

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미국 타이

가(유럽 및 아세안)들의 대미 수출규모가 확대되

어시장에서 수입수요 규모는 2014년까지 지속적

며 미국 타이어시장의 수입선이 다변화되었음을

으로 증가해오다가 2015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의미한다.

특성이 나타난다. 2017년 현재 미국 타이어시장

대미 타이어 수출 상위 5개국 중 중국은 미국

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이며 태국, 캐나다, 한국

정부로부터 두 차례 반덤핑관세(2009년부터 2012

일본 순으로 시장점유율이 높다. 상위 5개 수출

년까지, 2015년부터 현재까지)를 부과받으며 시

<그림 1> 미국 타이어시장의 수입수요 규모와 시장점유율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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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무역협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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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유율이 크게 하락하였다. 같은 기간 태국산

산 타이어의 수출량이 중국산 타이어의 수출량을

타이어의 대미 수출규모는 빠르게 성장하였는데,

초과한 반면 경형트럭 및 버스용 타이어는 국산과

태국은 고무관련 산업기반 수준 및 노동숙련도가

중국산 타이어 수출량의 규모 차이가 다소 좁혀지

높고 태국정부의 집중적인 산업육성 정책을 추진

기는 했으나 여전히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다른 원인으로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는 미국의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관세인상으로 인

미국정부의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관세

해 중국 타이어업체 중 일부가 태국으로 생산기지

를 부과한 전후로 중국산 타이어의 대미 수출액

를 이전하였으며 글로벌 선도 기업들도 비용절감

감소폭은 1차보다 2차 시기에 더 큰 것으로 나타

및 아세안시장 진출을 위해 태국에 투자규모를 확

났다. 2008년 하반기에 반덤핑관세 부과판정을

대한 것으로 판단된다.2) 반면 한국산 타이어 수출

받은 후, 2009년 중국산 타이어의 대미 수출규

액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

모는 전년동기 대비 13.6% 감소하였다. 같은 기

였으나 2013년부터 소폭 감소한 후 13억 달러 규

간 국산 타이어의 대미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모를 유지하고 있다.

18.5% 감소했다. 두 번째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HS코드를 기준으로 타이어를 승용과 경형트럭

2015년에 중국산 타이어의 대미 수출액은 2014

및 버스용으로 구분하여 중국과 한국의 대미 수출

년에 비해 31% 이상 감소하였으며 2016년에는

량을 비교하였다. 승용차용 타이어는 미국의 대

반덤핑관세 전의 절반 수준으로 수입규모가 축

중국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2015년을 기점으로 국

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산 타이어는 2015
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타이어시장의 전체적인

2) 2017년 현재 생산량 기준 세계 10위이자 중국 내 1위인 Hangzhou
Zhongche Rubber뿐만 아니라 Linglong Tire와 Double Coin 등 중국 타
이어 제조업체들이 중국 내 생산시설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태국 내 생
산공장을 확장하고 있다.

수입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12.9% 증
가하며 2016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림 2> 타이어 세부품목별 중국 및 한국산 수출규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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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UNcomtrad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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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미국정부의 반덤핑관세 부과에 따른 한중 간 수출변화
단위 : 십억원, %

2007

1차

2008

상

하

계

상

하

계

상

하

계

중국

1,111
(24.7)

1,237
(30.9)

2,348
(27.9)

1,213
(9.2)

1,256
(1.5)

2,469
(5.2)

1,036
(-14.6)

1,098
(-12.6)

2,134
(-13.6)

한국

390
(5.7)

389
(0.0)

779
(2.8)

419
(7.4)

377
(-3.1)

796
(2.2)

299
(-28.6)

350
(-7.2)

649
(-18.5)

총수입

4,430
(5.2)

4,639
(12.0)

9,069
(8.5)

4,761
(7.5)

4,588
(-1.1)

9,349
(3.1)

3,729
(-21.7)

4,153
(-9.5)

7,882
(-15.7)

2014

2차

2009

2015

2016

상

하

계

상

하

계

상

하

계

중국

2,032
(8.3)

2,142
(7.8)

4,174
(8.0)

1,514
(-25.5)

1,352
(-36.9)

2,866
(-31.3)

1,267
(-16.3)

818
(-39.5)

2,085
(-27.3)

한국

619
(-9.4)

627
(-2.0)

1,246
(-5.8)

749
(21.0)

658
(4.9)

1,407
(12.9)

691
(-7.7)

723
(9.9)

1,414
(0.5)

총수입

7,135
(2.2)

7,147
(0.9)

14,282
(1.5)

7,082
(-0.7)

6,853
(-4.1)

13,935
(-2.4)

6,578
(-7.1)

6,426
(-6.2)

13,004
(-6.7)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18.
주 : 1) 음영처리한 부분은 미국정부의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관세인상 시점.
2) ( )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3. 미
 국정부의 반덤핑관세가 국산 타이어의 대미 수출에
미친 영향
이번 연구에서는 사건연구(event study) 방법

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시점의 전후로 중

을 통해 미국정부의 대중국 타이어에 대한 반덤

국 및 국산 타이어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

핑관세가 중국 및 국산 타이어의 대미 수출에 미

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 중국산 타이어의 대

3)

친 영향을 분석했다. 미국정부가 중국산 타이어

미 수출증감률에서 미국 타이어시장의 공통요인
으로 인한 영향을 통제함으로써 미국정부의 대중

3) 사건연구는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특정 경제주체에
고유하게 발생한 사건이 해당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정부가 중국산 타이어
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발표한 시점을 기준으로 추정구간과 사건구
간으로 구분했다. 사건이 발생한 시점 전후의 수출변화율이 추정구간에
서 도출된 수출변화율의 중장기적 추세와 다르지 않다는 귀무가설을 통
계적으로 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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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반덤핑관세 부과 사건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2009년에 미국정부가 중국산 타이어
에 부과한 반덤핑관세로 인해 국산 타이어의 대
미 수출액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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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기 어려우나, 2015년의 반덤핑관세 부과조치

지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 국산 타이어의 대미 수출액이 증가한 것을 확

미국정부의 반덤핑관세 부과조치가 두 번째로

인할 수 있다. 2009년에 국산 타이어의 대미 수

시행된 2015년에는 중국산 타이어의 대미 수출규

출액의 누적초과변화율은 반덤핑조치가 실행되

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하지 않았으나 국산

기 5개월 전부터 시행 후 5개월까지 증가하는 추

타이어의 대미 수출액은 유의하게 증가했다. 반

세에 있었다. 반덤핑조치가 시행된 시점부터 5개

덤핑조치가 시행되기 5개월 전후로 중국산 타이

월 후까지 국산 타이어의 대미 수출액의 누적초과

어의 대미 수출액 누적초과변화율은 통계적으로

변화율은 여전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

유의한 변화가 없다.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반덤

해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

핑관세 조치 시행 5개월 전부터 5개월 후까지 국

과 조치가 국산 타이어의 대미 수출변화에 통계

산 타이어의 대미 수출액의 누적초과변화율도 통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기 어렵

계적으로 변화가 없다. 다만 반덤핑관세 조치 시

다. 한편 중국산 타이어의 대미 수출액의 누적초

행 후 5개월 동안 국산 타이어의 대미 수출액의 누

과변화율은 반덤핑관세 부과 5개월 전부터 시행 5

적초과변화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

개월 후까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

으로 나타나 2009년의 결과와의 차이점을 확인할

나 반덤핑관세 조치가 시행된 시점부터 5개월까

수 있다.

<표 2> 사건연구 분석결과
2009

2015

중국

한국

중국

한국

-5

-0.024

0.110

-0.044

-0.045

-4

-0.090

-0.018

-0.024

0.130

-3

0.142

-0.110

0.132

-0.099

-2

0.033

-0.225

-0.055

-0.047

-1

-0.072

0.032

0.182

-0.111

0

-0.340

0.357

-0.156

-0.076

1

0.015

0.141

-0.055

0.071

2

0.133

0.024

-0.133

0.065

3

0.104

-0.020

0.026

0.158

4

-0.217

-0.018

0.075

0.079

5

-0.088

0.146

0.088

-0.029

CAR(1,5)

-0.053

0.273***

0.001

CAR(-2,2)

-0.231

0.329

CAR(-5,5)

-0.405***

0.420***

0.344***

-0.217

-0.098

0.035

0.096

주 : *, **, ***는 각각 오차범위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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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
 덤핑관세로 인한 중국산 타이어 가격인상이 경쟁국산
타이어의 대미 수출에 미친 영향
미국정부의 대중국 타이어 반덤핑관세 부과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태국산 타이어 수입량

인한 중국산 타이어의 미국시장 내 가격인상이 한

대비 중국산 타이어의 수입량은 해당국가의 상대

국을 비롯한 경쟁국산 타이어의 대미 수출량 변화

가격이 상승하면 하락하는 대체재 관계에 있는 것

에 미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SMART 모형을 활

으로 추정되었다. 이번 수입수요함수 추정결과를

용한다. 이 모형은 정책변화에 따른 영향을 직접

통해 태국산과 중국산 타이어는 대체관계에 있는

받게 되는 품목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는 데 적합

반면, 국산과 중국산 타이어는 대체관계가 통계적

한 모형이다.4)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UN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Database 자료

2020년에 미국정부의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반

를 활용하여 미국 타이어시장에서 중국산과 국산,

덤핑관세가 철회되면 국내 타이어 산업에 두 가

중국산과 태국산 타이어에 대한 수입수요함수를

지 위협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첫째, 중

추정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국산 타이어

국산 타이어의 미국 시장점유율이 회복되는 만큼

수입량 대비 중국산 타이어의 수입량은 경쟁국인

대체관계에 있는 태국산 타이어의 수출규모는 감

캐나다산 타이어의 수입시장 점유율과 태국산 타

소하기 때문에 태국산 타이어의 과잉공급이 발생

이어의 수입시장 점유율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할 수 있다. 태국은 원가경쟁력 및 높은 노동숙
련도를 바탕으로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

4) 부분균형모형 중 하나인 SMART 모형은 수입국과 수출국 양자 간 교역
구조 안에서 발생하는 효과만을 분석하기 때문에 분석에 필요한 자료가
상대적으로 적고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이 가능하며 과정이 명확한
장점이 있으나, 과거 교역량 자료에 기반하여 정책의 효과를 추정하기
때문에 각종 탄력성과 같은 추정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계가 있다.

여 2017년 현재 세계 5위(44억 달러, 시장점유율
5.9%)의 타이어제품 수출국으로 성장했다. 태국
산 타이어제품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표 3> 대체탄력성 추정 결과
중국 - 한국

중국 - 태국

추정치

p-값

추정치

p-값

상대가격

0.0398

0.923

-1.0749**

0.044

경쟁국1 점유율

-1.3064*

0.010

1.4653***

0.005

경쟁국2 점유율

-0.6597***

0.009

-0.8814

0.368

더미변수

-0.0199

0.893

-0.3951

0.164

상수항

-3.5075**

0.050

2.7301

0.285

주 : 1) *, **, ***는 각각 오차범위 10%, 5%,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을 나타냄.
2) 경
 쟁국1은 물량기준 캐나다의 수입시장점유율, 경쟁국2는 한국인 경우에 태국, 태국인 경우에
한국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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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경 제 분 석

시장에서 중국산제품과의 경쟁이 격화되면 단기

업 인수를 통해 유통망과 기술력을 확보한 중국산

적으로 태국산 타이어의 재고 증가에 따른 아시아

타이어와 국산 타이어가 고급제품 시장에서 경쟁

시장에서의 과잉공급 및 가격하락 상황이 발생할

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교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아시아시장에

용 타이어시장에서 유통망을 확장한 중국산 타이

이미 진출한 국내 타이어 업체들(한국타이어 인

어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

도네시아, 금호타이어 베트남)의 수익성이 악화

로는 신차용 타이어 분야에서도 국산제품과의 경

될 수 있다. 둘째, 그동안 적극적인 글로벌 선도기

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5. 향후 대응방안
미국정부는 중국정부가 중국산 타이어에 과도

핑관세를 철회키로 결정한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미국 타이어시장에서 가격

있다. 국제무역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미국 트럭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2009년부터

및 버스용 타이어시장에서 중국산 타이어가 더

2012년까지, 2015년부터 현재까지 25~35%의 반

이상 자국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

덤핑관세를 부과해 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0년에 중국

2020년에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일

산 타이어에 부과한 반덤핑관세에 대한 일몰재심

몰재심할 것으로 판결한 가운데, 2017년부터 중

결과, 관세가 철회되면 미국 타이어시장에서 중

국산 트럭 및 버스용 타이어에 부과해 오던 반덤

국산제품의 시장점유율은 2009년 이전 수준으로

2 0 1 8 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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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되는 반면 경쟁국인 태국 및 한국산 타이어의
수출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정부의 중국산 타이어 반덤핑관세 조치에
대한 사전연구 분석결과,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최근 중국 타이어산업이 글로벌 선도기업들을

미국정부의 반덤핑관세 부과조치가 국산 타이어

적극적으로 인수하면서 기술경쟁력을 빠르게 확

의 대미 수출규모 확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

보하고 있다. 중국 ChemChina는 2015년에 세계

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한편, 미국 타이

5위 제조업체인 Pirelli를 인수하였고 2017년에 중

어시장 내에서 중국산과 국산, 중국산과 태국산

국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면서 고급타

타이어에 대한 수입수요함수를 추정하고 대체탄

이어 제품군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평

력성을 분석한 결과, 태국산과 중국산 간에는 유

가된다. 선도기업 인수로 인해 중국 타이어업체

의한 대체관계가 성립하는 반면 국산과 중국산 간

들은 피인수기업이 확보하고 있는 유통채널을 활

의 대체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용하여 판매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경

나타났다. 이를 통해 2020년에 중국산 타이어에

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을 기준

대한 반덤핑관세가 철회되어 미국 타이어시장에

으로 세계 최대의 타이어 수출국인 중국은(142억

서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회복되면 태국산 제품의

달러, 시장점유율 19%) 앞으로 일반 타이어 제품

시장점유율이 직접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국산 타

시장뿐만 아니라 고급타이어 제품시장에서도 점

이어의 시장점유율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

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상된다.

단기적으로 중국산 타이어의 대미 수출증가로 인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산 타이어와 중국산 타

해 국산제품의 대미 수출규모가 감소하지는 않겠

이어가 미국 내 서로 다른 시장에 수출되어 왔음

으나 고급제품군 시장에서의 양국 간 경쟁은 점진

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중국산 타이어는 원가절감

적으로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을 통한 중저가형 일반(generic) 타이어시장에서

타이어 제품은 용도에 따라 신차용(Original

경쟁적 우위를 점유한 반면 한국 타이어 업체들

Equipment; OE)과 교체용(Replacement Equip-

은 고급제품군인 고인치, HPT/UHPT(Hight Per-

ment; RE)으로 구분되며 각각 자동차 생산대수와

formance Tire/Ultra High Performance Tire)의 점

자동차 보유대수에 영향을 받는 특징이 있다. 두

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해 온 것

제품은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

으로 판단된다.

인 제품과 다르게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이 미미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및 품질경쟁력을 확

여 지속적인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보한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관세가 해제

다. 최근 중국과 신흥국에서 자동차 대중화 추세

되면 고급제품군 시장으로 진입함으로써 국산 타

가 지속되며 타이어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이어와의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

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수입시

응하기 위해 국내 타이어 제조업체들은 경쟁국

장의 위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품에 비해 브랜드 인지도(awareness)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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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품질차별성을 확보해야 한다. 최근 소

엄 완성차용 OE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소비자들

비자들의 니즈가 증가하고 있는 비공기식(Non-

은 타이어를 교체할 때 기존에 장착된 OE 브랜드

pneumatic), 런플랫(Run-flat), 초광폭, 친환경, 저

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교

연비, 인텔리전트 타이어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

체용 타이어시장에서 중국산제품과의 경쟁을 경

을 통해 글로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 국내 타이

감하고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소비자를 확보하

어 3개사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3%로

기 위해서는 고수익 타이어가 사용될 수 있는 프

국내 제조업 평균(3.7%)보다 낮기 때문에 앞으로

리미엄급 완성차에 국산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국내 타이어 제조업체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

완성차업체의 요구 수준에 적합한 제품출시를 촉

요하다. 동시에 고급화 전략을 추진하여 프리미

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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