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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동차업계, 최근 실적 악화 조짐
일본 자동차산업의 2019년 4~6월기 결산 결과
7개사 중 도요타와 스바루를 제외한 5개사가 매

향후 엔고보다도 트럼프의 정책에 따른 
영향을 우려

출액 및 수익이 감소하였다. 동기간 중 세계 자
동차산업의 신차판매는 일본이 2.8% 증가한 반

첫째, 엔화강세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8

면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가 두 자릿수의 감소,

월에는 엔화가 1달러당 105엔대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이 1.5% 감소하였다. 엔화는 전년동기 대비

일본 자동차업계는 도요타를 제외하고는 1달러당

달러화에 대해서는 약세를 기록하였으나, 유로화

109~110엔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작성하였으므로

및 신흥국 통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여 전체적

엔고로 인한 마이너스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으로는 일본 자동차업계의 업적에 부정적인 영향

둘째, 미·중 무역마찰 격화로 인한 일본 수출시

을 미쳤다. 일본 자동차업계의 각사별 실적부진

장의 내수 둔화를 들 수 있다. 중국의 내수판매는

의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닛산자동차와 마쯔다

2017년 2,,887만대에서 2018년에는 2.8%가 감소

는 판매전략 전환의 결과 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하고, 2019년에는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

크게 악화되었다. 닛산은 카를로스 곤회장의 확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도 도요타와 혼다는 현

대노선을 수정하여 대미 수출가격 인하를 억제한

재 두 자릿수의 판매증가를 기록하고 있으나 향

결과 판매대수가 6.0% 감소하고 영업이익(16억

후 실적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일본차의 최대수

엔)은 98.5%나 감소하였다. 영업이익(69억엔)이

출 시장인 미국시장도 2015년 이후 연간 1,700만

78.8% 감소한 마쯔다도 가격인하 판매 방식에서

대 이상의 내수 호조를 기록하고 있었으나 금년 7

의 탈피 추구의 영향이 컸다.

월 누계로는 전년동기 대비 1.5% 내수가 감소하

둘째, 주력시장인 인도 등의 성장둔화 영향이

였다는 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컸다. 인도 승용차시장이 전년동기 대비 18%나

셋째, 무엇보다도 일본 자동차산업이 우려하고

감소된 것이 인도 승용차시장 점유율 50%를 차

있는 것이 트럼프의 정책 리스크이다. 트럼프 대

지하고 있는 스즈키의 실적에 직격탄이 되었다.

통령은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여 일본에서 수출

혼다의 경우에도 인도시장에서 신차판매 감소는

하는 모든 승용차를 미국에서 생산하게 하고 해당

물론이고 이륜차의 도매판매 대수도 20%나 감소

부품도 모두 미국산을 채택하도록 요구할 가능성

하였다.

이 있다는 점이다.

최근 일본 자동차업계는 다음과 같은 환경 변
화를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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