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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뿌리산업인가?뿌리산업은 크게 제품의 형상 제조공정(주

조금형용접소성가공)과 소재에 특수기능을 부여하는 공정(열처

리표면처리) 등 2가지로구분된다

오랜전통과기술력을갖춘뿌리산업의장인기술은그동안제조업

과융복합을통해세계적인명품의탄생을견인해왔다

스위스의시계 독일의칼 이탈리아의자전거및영국의만년필등

세계적인명품들모두튼튼한뿌리산업토대위에서탄생했다

특히세계시장점유율이높은자동차조선IT 등국내주력산업의

성공도 주조와 금형 열처리 등 뿌리산업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한

했다는게경제계의평가다

이런가운데뿌리기술은첨단화와융복합화를통해미래신성장동

력제품의가치를높이는프리미엄기술로떠오르고있다

현재자동차엔진 TV외장프레임원자력발전소핵반응기크루즈

선박 굴삭기 반도체 등 고부부가치 품목에 뿌리기술이 적용되고 있

다 또한 뿌리기술은로봇항공기신재생에너지등향후신(新) 성장

동력산업의기술력을구현하는초정밀고도공정으로미래시장선점

을위한역할도수행할것으로기대된다

실제로 자동차의 경우 1대 생산에 부품 수 기준 90%(2만2500개)

무게 기준 86%(136톤)로 관련 비중이 높은 산업이다 항공기 1대 생

산시뿌리시설관련비중은부품의경우 90%(27만개)를차지하고 무

게비중은 86%가량을차지하고있다

광주뿌리산업현황및육성사업광주지역뿌리산업업체수는

지난 2013년 683개에서 2014년 713개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종사자

수도 1만2285명에서 1만2474명으로늘었다

광주지역 뿌리산업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적지만 내실있게

성장했다는평가를받고있다

지난 2013년 기준으로 광주 뿌리산업 사업체 수의 전국 비율은 2

63%였고종사자수비율은286%였다 하지만광주지역뿌리산업의

매출액은한해 3조원이넘는것으로추산되는등매년꾸준한성장세

를보이고있다 이처럼내실있는성장을할수있었던배경에는광주

시의적극적인지원때문이다

뿌리기업들은 다른 산업에 비해 10인 미만의 소공인이 대다수여서

영세성을벗어나지못해기술개발투자역량부족에따른혁신역량저

하마케팅능력취약이단점으로지적돼왔다

여기에 부가가치와 기술력 영업이익률 등 경쟁력 또한 다른 산업

및선진국에비해크게뒤처져있는상황도문제점으로지적됐었다

광주시는 이같은영세적이고경쟁력이 떨어지는 용접과 접합분야

의뿌리기업들의단점을극복하기위해지난 2012년부터광주뿌리산

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을벌여왔다

지금까지 국비와 시비 80억여원을 투입해 뿌리기술지원센터 건립

과장비구축등을통해 호남권지역의주력산업을지탱하고있는용

접접합기술경쟁력강화등을지원해왔다

금형산업 뿌리산업으로 입지 굳혀광주 금형산업이 자동차

가전등지역주력산업의경쟁력을뒷받침하는핵심뿌리산업으로비

약적인성장세를보이고있다

광주시에따르면지난 2010년 9300억원이던광주지역금형매출이

2014년 1조2000억원으로 매년증가추세를나타내고있다특히수출

비중도 26%에서 34%로꾸준히증가하는등수출중심형산업으로발

전하고있다

이는 지난 2004년 지역 금형인들이자발적으로구성한한국금형진

흥회와 광주시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지역 공동브랜드인 몰드메카

(Moldmecca) 출범이후시험생산시설(Tryout) 공동구축 해외공

동마케팅해외공동영업거점운영등협동화사업이활발히추진됐기

때문이다 아울러시제품제작지원과기술지도인증특허지원을비

롯한 연구개발 수행기업과의 네트워크 경영 및 생산성 향성 컨설팅

등의복합금형산업기업지원서비스사업도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이밖에 (사)한국금형산업진흥회가주관해 하이테크 금형센터건축

등하이테크몰드허브구축사업도지난2011년시작돼내년까지마무

리되며 올해는평동일반산업단지내금형특화단지에완성금형공동

물류센터도구축된다 최권일기자cki@kwangjucokr

스위스시계영국만년필

광주는자동차

뿌리산업 고부가가치시장선점의핵심

세계적명품들뿌리산업토대위탄생

차엔진등첨단화프리미엄기술부상

광주시뿌리산업경쟁력강화나서

금형브랜드 몰드메카 출범

기술지도연구개발마케팅지원

매출 4년새 3천억원수출 8% 증가

내년까지하이테크몰드허브구축

광주시의적극적인지원아래금형소성가공용접등뿌리산업

이지역경제의효자산업으로자리하고있다

전국적으로 광주지역사업체수나종사자수의비율은낮은편

이지만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형산업 등 일

부분야는광주지역핵심뿌리산업으로자리를굳히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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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부자동차산업근간뿌리산업육성

광주뿌리산업현황 (2014년기준)

구분
업체수

(개)

종사자

(명)

매출액

(백만원)

합계 713 12474 3045841

열처리 7 92 11936

비고 2013년기준

<자료 광주시>

표면처리 101 971 146582

용접 110 3188 809632

소성가공 157 3118 874641

금형 319 4725 1183987

주조 19 380 19063

2014년광주DJ센터에서열린 제6회광주국제금

형기계자동화기기전에서한업체가 3차원측정기

를 통해 대형 모터의 부속장치를 스캔한 뒤 컴퓨터

에옮기는작업을하고있다 광주일보자료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