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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르노에 지배당하는 자본제휴 관계를 재편할 수 있을까
우선 르노, 닛산, 미쓰비시자동차 3사 간 자본

61%가 닛산의 기여분이며, 차세대 기술의 핵심인

제휴 관계를 살펴보자. 프랑스 정부는 르노(2019

CASE(커넥티드, 자율주행, 공유, 전기차) 기술분

년 판매대수 388만대)에 15% 출자하여 영향력

야에서도 닛산이 르노에 비해 압도적인 경쟁력을

을 행사하고 있다. 르노는 닛산(동 565만대) 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식의 43.4%(의결권 보유)를 보유하고 있으나, 닛
산은 르노 주식의 15%(의결권 없음)를 보유하

르노, 닛산, 미쓰비시자동차의 전략적 제휴에

는데 그치고 있다. 한편 닛산은 미쓰비시자동차

변화가 있을지 주목 필요

(동 122만대)에 34%를 출자하고 있는 최대 주주
이다. 2019년 3사의 글로벌 판매대수는 1,076만

프랑스 정부의 입장을 바탕으로 르노가 닛산과

대에 달한다. 르노는 닛산을 통해서 그동안 주식

의 경영통합 확대를 통해 닛산 지배력을 더욱 강

매각 수입(1,413억엔)과 배당금(9,900억엔)을 통

화하려고 하자, 닛산은 이러한 움직임에 강력히

해 약 1조 1,300억엔의 수입을 얻고 있었다. 그러

반발하고 있다. 닛산은 르노보다는 오히려 향후

나 그동안 르노의 실적에 크게 기여하던 닛산도

미쓰비시자동차와의 제휴 강화를 염두에 두고 있

2019년 9~12월 11년 만에 처음 260억엔의 당기

다. 최근 경영실적이 악화되어 구조조정 등 혁신

순손실을 기록하였다. 르노도 2019년 결산에서

이 필요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닛산은 내부 경

약 169억엔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 이는 닛

영진 간 내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내부 분

산의 실적악화에 기인한 바 크다. 한편 르노가 닛

란에 르노의 간섭이라는 요소마저 가미되어 닛산

산으로부터 얻은 지분이익도 2017년 3,349억엔,

의 경영이 더욱 혼란을 겪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

2018년 1,810억엔, 2019년에는 290억엔으로 급감

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년간 지속되어 온 닛산

하고 있다.

과 르노의 신뢰관계가 무너진다는 우려가 높아지

이제까지 르노의 경영실적 호조를 뒷받침하

고 있으며, 양사의 결별설마저 나오고 있다. 닛산

던 닛산의 경영실적이 하락함에 따라 르노로서

의 한 간부는 현 시점에서 르노와 닛산의 이혼은

도 닛산의 매력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판단하

없으나 가정 내 이혼 상태라고 언급하였다. 향후

고 있다. 한편 닛산은 기술면에서 우위인 자사가

이들 3사간 제휴관계의 재편에 자동차업계의 관

르노에게 지분이 종속되어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심이 집중되고 있다.

피해의식이 크다. 예컨대, 2017년도 르노, 닛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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