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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자동차산업의 침체, 일시적 현상인가?
독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렉시트(No-deal Brexit)의 현실화, EU의 배기가스

2018년 독일의 GDP 성장률은 1.4%로 성장세는

규제 강화 조치 등이 거론된다. 미국 정부는 지난

유지하였지만, 성장 폭은 전년대비 축소되었고

해부터 수입차에 대한 관세인상 조치를 예고해왔

분기별 성장률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으며,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관련 보고서를 백

이다. 독일 경기 침체의 중심에는 수출제조업 부

악관에 제출하였다. 현재 미국으로 수출되는 유

진이 자리하며, 이는 2019년 들어 본격화되는 양

럽차 중 독일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55%에 달하

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제조업 PMI 추정치

며, 규모로 보면 270억 유로를 상회한다. 미국 시

는 47.6을 기록하며 49.7을 기록한 1월에 이어 2

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감안할 때 해당 관세 적

개월 연속 하락하였다. 이는 2012년 이후 최저치

용 시 독일 경제 및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이다.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제조업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미국-중국

주요 신용평가사는 해당 관세 적용 시 독일의

무역 갈등과 주력 수출산업인 자동차부문의 침체

GDP성장률은 최소 0.2%포인트, 최대 0.4%포인

가 지적된다. 특히 자동차산업의 부진이 주요하

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딜 브렉시트

다. 자동차 부문의 생산은 2018년 7월을 기점으

의 현실화 역시 주요한 위기 요인이다. 관련 연구

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수출 역시 부진하

에 의하면, 3월 말 데드라인을 앞두고 있는 브렉시

여, 2018년에는 수출이 전년 대비 1.7% 감소하였

트가 합의안 없이 발효될 경우 유럽의 대영국 수

다. 이러한 부진에는 ‘디젤게이트’를 비롯하여 자

출은 25% 감소하고, 독일 내 10만개의 일자리, 자

동차 부문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스캔들, EU의

동차 부문에서 1만 5,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

연비 통합테스트 시스템 조기 도입, 중국을 중심

으로 예측된다.

으로 한 대외 수요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독일 자동차산업은 국가 GDP의 약 14% 가량

것으로 보인다. 독일 자동차산업의 침체에 대해

을 차지하며, 독일은 EU GDP의 약 30%를 차지한

일각에서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석하기도 하지

다. 자동차산업의 침체를 비단 한 산업의 일시적

만 해당 산업과 관련된 잠재적 위기요인이 산적

인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독일 및 유럽 경제에 미

하여 단기간 내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점이 현 상황에 대한 우

이 우세한 상황이다.

려를 심화시키는 이유이다.

독일 자동차산업의 잠재적 위기요인으로 미국
의 수입차에 대한 25%의 관세부과 조치, 노딜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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