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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o(나스닥, NIO)
(중국판 테슬라)
기업개요
Nio, Inc.는 2014 년에 창립된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업체다. 미국 나스닥에 2018 년
9 월에 상장되었으며 중국 상해에 위치한 중국기업이다. 2016 년에 니오는 세상에서 제일
빠른 전기차 니오 EP9 을 출시해 주목받았었다. 스마트 연결 전기 자동차를 설계, 제조 및
판매한다.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레노버 등이 투자를 하였으며 현재 중국 시장에서
전기차를 양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파워홈, 파워스왑, 파워모바일, 파워 익스프레스
서비스 등 차량 충전 솔루션 제공에도 주력하고 있다. 또한 제 3 자 보험자를 통한 법령 및
제 3 자 책임보험 및 자동차 손해보험, 수리 및 정기적인 유지보수 서비스시 차량예약 등
다양한 부가 가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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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거래소

나스닥

산업 분류

자동차

시가총액(달러)

151.85 억달러

시가총액(원)
매출액(19 년)
Per

18 조 1794 억
1 조 3400 억원
적자

Share

11 억 8445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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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
Nio 는 현재 세단이 아닌 SUV 부터 양산하고 있다. 당사는 설립과 동시에 전기
스포츠카 EP9 을 선보였으며 이후 SUV 모델인 ES8, ES6 및 EC6 모델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다. 그에 따른 상당한 자본이 필요했고 앞으로 브랜드를 구축하고
홍보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제품은 각 160 개가 넘는
공급 업체로부터 1,500 개 넘는 부품이 사용되며 주요부품은 일본산 한국산이다. 현재
당사는 레벨 2 자율 주행 기능을 제공하며 자율 주행 기술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개선하고 있다.
ES6 는 제로백이 4.7 초 5 인승 최고속력 200km/h 운행이 가능한 SUV 차량이며 가격은
최고 트림이 8500 만원이다.
ES8 은 제로백이 4.4 초 7 인승 일체형 알루미늄 합금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다.
성능은 ES6 보다 살짝 높으며 가격은 9500 만원 정도다. 큰 화면 디스플레이,
무선충전시스템, 전후방 카메라 등 대부분 국산차에 있는 모든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
70kW 배터리에 주행거리는 355km 다. 전용설비에서 배터리가 통째로 교체되는
방식이며 소요시간은 약 3 분이다.
EC6 는 제로백은 4.7 초다. 2020 년 하반기부터(9 월쯤) 판매될 스마트 프리미엄 전기
소형쿠페 SUV 다. 425km 주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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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o 의 배터리 충전 서비스 사진

Nio 는 1 년 단위에 돈을 지불하면 찾아가는 배터리 충전 및 교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Nio 서비스 차가 특정 장소로 가 배터리
충전과 특정 모델에 대해서 배터리 교체를 해주는 서비스다. 따로 충전을 하지 않더라도 단시간에 전력을 보충할 수 있어 평상시처럼
주행이 가능하다.
제품별 매출액
구분
차량 판매
기타
지역별 매출액
구분
중국

매출액
73 억 6711 만 위안
4 억 5779 만 위안

매출액
78 억 2490 만 위안(1 조 3400 억원)

매출액비중
94.1%
5.9%

매출액비중
100%

1~4 월 매출에서 니오의 ES6 모델은 중국 내 전기자동차 판매량 6 위를 기록하였다.
전망
중국 기업의 경우 루이싱 커피와 같이 회계 부정 사건도 있을 수 있어 조심스러운 투자가 필요하다.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이 코로나 19 로 끊기면서 자금 조달에 차질이 있다. 텐센트 등을 통해서 자금 수혈을 받고 있다. 올초
누적적자는 60 억 달러 이상이다. 공시에 따르면 텐센트는 8 월에 니오 주식 168 만주를 더 사들였다. 주식 추가 매입을 통해 니오
지분율이 15.1%로 끌어올렸다. 비야디와 비교해 니오의 자체 상품과 사업모델이 젊은 고소득자들의 수요를 만족시켜 앞으로의
전망이 더 밝다고 텐센트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켓워치는 니오의 2 분기 판매량이 크게 증가해 주가가 뛰었다고 전했다. 2 분기 전체로 전년 동기 대비 191% 늘어난 13,331 대를
판매 하였다. 골드만 삭스는 월간 생산량이 1 만대에 달하는 2022 년에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지만 예상외에 실적에
2021 년에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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