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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동차산업, 코로나19의 피해 확대
해외수요 급감으로 인해 일본 자동차업체의

아지고 있다. 특히 닛산의 경우 글로벌 신차판매

국내공장에서도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 내

가 11% 감소하면 2,360억엔의 영업적자를 기록할

승용차 생산 8개사는 수출자동차를 중심으로 생

것으로 시산된다. 마쯔다는 12% 신차판매 감소를

산조정과 감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가동일

전제로 280억엔의 영업적자가 예상된다. 미국시

기준으로 스바루는 17일간, 마쯔다는 13일간 휴

장 판매 고전과 함께 미국에서의 합작공장 건설

업하였다. 일본 내 신차판매는 금년 3월 전년동

에 따른 대형투자가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월비 9% 감소하였으나, 4월 7일 긴급사태 선언

한편 이러한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도

이후 감소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요타는 1조 7,000억엔의 영업이익을 실현할 것

되면 일본 내 자동차공장의 장기 생산중단과 고

으로 예상되고 있다. 완성차업체의 신차판매 감

용조정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소 및 생산조정에 따른 영향은 1차, 2차 부품업체

미쯔비시자동차는 일본 내 3개 공장의 생산중

의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 기초 체력이 우수한 1

단 시에 6,500명의 종업원에 대해 일시귀휴를 실

차 벤더보다 2차 이하 벤더의 피해가 커지고 있

시하였다. 만약 생산중단이 장기화되면 기간제

다. 닛산과 혼다에 내장부품을 납품하는 가와니

종업원의 고용중지나 희망퇴직 시행 우려도 있

시공업은 중국 이외의 거의 모든 해외공장의 생

다. 일본자동차공업회(자공회)는 금년 4월 10일

산을 중단한 상태이다. 특히 동사의 구미국가 생

자금상태가 악화된 중소부품업체를 지원하는 펀

산현장이 심각한 상태로 이대로 가면 4~5월에만

드창설을 발표하였다. 일본 자동차산업의 모노

150억엔 정도의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 마쯔다

즈쿠리(제조) 능력 유지를 위한 고육책으로 자

에 수지부품을 납품하는 2차 하청업체인 후루타

공회를 포함한 자동차 관련 4개 단체 소속기업이

니社는 4월에만 마쯔다의 감산에 의해 40% 정도

출자할 예정이다.

매출이 감소하였다.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일본 자동차산업 관련업

국내 신차 판매부진에 따라 생산조정이 장기

체가 그동안 부진했던 생산량을 만회하기 위해 생

화되면 고용조정의 우려도

산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실업
과 소득감소 등의 여파로 본격적인 수요회복을 단

2020회계연도(2020.4~2021.3)에는 신차판매

기간에 기대하기는 어렵다.

가 10% 정도 감소할 것을 전제로 닛산, 마쯔다, 미

자료 : 「週刊東洋經濟」, 2020.3.14.

쯔비시자동차는 영업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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