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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공동화막고

세계친환경車

경쟁력높인다

광주시가올해를자동차산업밸리조성사업원년으로삼았다

윤장현광주시장도이러한의지를반영하듯지난 4일새해첫업무를자동차

부품기업지원계획을결재하면서시작했다 이는올해자동차산업밸리육성과

이를바탕으로한청년일자리창출에대한강력한의지를드러낸것으로해석된

다광주시가자동차산업밸리육성을꺼내든것은자동차산업이국내제조업의

중심산업이자 특히 수소차전기차등친환경자동차의경쟁이심해지고있는

세계 자동차 시장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일본등세계굴지의자동차업체들은자국투자를늘리고국내생산량을늘리

고있는반면 국내자동차업계는국내투자부진속에해외직접투자를늘리면

서 국내 제조업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다 국내 제조업의 중심에 자동차산업이

있는데다자동차산업과연관산업이많다는점에서광주자동차산업밸리조성

사업은국내경제활성화를촉진시킬수있는주요한사업으로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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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4521 09 4525 01 4556 07

수출 3089 26 3063 08 2976 28

486 30 489 06 458 64

차부품수출(금액) 261 60 266 21 255 41

국내판매 1540 01 1661 79 1833 104

1382 20 1446 46 1558 77

158 204 215 361 275 279

(금액)

국산차

수입차

2015년자동차산업실적 단위천대 억불 %

출처산업통상자원부한국자동차산업협회한국수입자동차협회

경제활성화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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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동

차 산업인가광주시가

자동차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꼽

은 것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광주의

최대 주력사업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특히

부품산업등전후방산업연관효과가큰사업으

로 일자리창출등그만큼부가가치가높은산업이

다

하지만 국내자동차업체의해외공장증설에따른국내

투자부진으로제조업의공동화현상이우려되고있는상황

이다 자동차제조업체들이국내생산비용이증가함에따라해

외 소비지역에 공장을 직접 건설하는 전략을 펴고 있기 때문이

다

경제계에서는 이를 국내 자동차산업 및 제조업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자동

차산업이 FTA(무역협정) 최대 수

혜 업종임에도 국내 투자가 저조해

지면서수입차점유율이증가하면서

사실상내수시장붕괴위기설과국부

유출이심각하다는지적도나오고있

다

이런가운데 광주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구축 사업이 제기됐다 내

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가 제조업

공동화(자동차산업탈(脫) 한국화)를막고국가자동차산업육성을위

한국가주도사업으로추진하자는데목적이있다 이때문에박근혜

대통령도광주지역에대한대표적인대선공약으로내세웠다

자동차업계국내생산은제자리 해외생산은 쑥쑥한국자

동차산업협회에따르면현대기아차 한국GM 쌍용차 르노삼성

등한국업체들의국내생산량은 2011년(465만7094대)을 정점

으로감소세다

국내 생산량은 ▲2012년(456만1766대) ▲2013년(452만

1429대) 2년 연속 줄어들다가 2014년 (452만4932대) 전

년과비슷한수준을보였다

하지만 지난해생산량은총 457만대로추산됐

다 이는 2014년 연간 생산 대수 대비 1%증

가한수치다 하지만 역대연간최대생

산 대수를 기록한 2011년 465만

7094대보다는조금모자라

지만 4년 만에

최대 생산 대수

를 달성한 셈이다 반면 국

내 생산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해외생산은폭발적으로늘었다

현대기아차의 해외 생산량은 2004년 41만

5959대에서 2014년 기준 441만4094대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기간국내생산량(346만9464대→452만4932대)은 03

배늘어나는데그쳤다

현대차와기아차는현재미국과중국 멕시코등에서공장을

짓고있거나증설을검토하고있어국내외생산량차이는훨씬더

벌어질가능성이크다

자동차조사기관인 IHS 오토모티브는한국의국내자동차생산량

이 2021년까지 400만대로감소하는반면 해외생산은 540만대까지늘

어날것으로전망했다

자동차업체들이 국내 공장 증설을

꺼리는것은높은인건비와낮은생산

성 노사분규에 따른 생산차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

다

美日 자동차업계는 국내 투자

확대대표적인 자동차 생산 국가인

미국과 일본 업체는 자국의 제조업

육성을위해자국투자를확대하고있

어대조적이다각종세제지원과인센티브제공을통해자국자동차업체

의투자를해외에서국내로되돌리고있다

일본닛산은올해자국생산량을 100만대이상으로늘리겠다고발표

했다 도요타는 캠리의 미국 인디애나주 생산을 접고 2017년부터 일

본아이치현공장에서생산해수출하기로했다

미국 GM사도 지난해 미국 내 공장에 54억달러(5조8000억원)

를투자한다는계획을밝혔다

GM의이번국내투자로미국내에 650개의일자리가새로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포드사도 지난 2014년 3월 멕시코

트럭공장을미국오하이오주로옮겼다

이처럼미국과일본자동차제조업체들이잇따라

자국으로U턴을하고있는배경에는미국과일

본 정부의 적극적인 리쇼어링 정책(국외

진출기업의본국회귀) 때문이다

최권일기자cki@

kwangjucokr

車업계국내생산 2011년 이후감소세

현대기아차해외생산 10년새 10배 증가

국내투자부진내수침체제조업타격

미일 등 국내투자생산량확대대조적

기아차스포티지디젤 17

기아차광주공장에

서생산되는쏘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