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동차산업,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로
체력 소모전에 돌입
2019년 일본의 글로벌 신차판매 대수는 도요

로 보인다. 가장 상황이 양호한 도요타의 경우 자

타가 971만대(히노와 다이하츠 제외), 닛산 517만

기자본비율 37.3%, 매출액영업이익률 8.5%로 예

대, 혼다 517만대, 스즈키 301만대, 마쯔다 149만

상된다. 반면 가장 상황이 어려운 닛산의 경우 자

대, 미쓰비시자동차 122만대 등이다. IHS 마크잇

기자본비율 27.9%, 매출액영업이익률 -0.3%에 불

에 따르면 2020년 세계신차판매는 전년대비 22%

과하며, 2020년도 350억~450억엔의 적자가 예상

감소한 6,960만대로 예상된다. 코로나 19의 영향

된다. 동사는 신차개발 부진으로 새로운 모델 출

으로 연간 2,000만대의 글로벌 신차수요가 사라

시도 부족하고 가동률도 70% 미만에 그치는 등

지는 것이다. 금년 5월 11일 현재 중국에서는 공

카를로스 곤 이후의 경영재건 계획이 암초에 부딪

장조업도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

히고 있다. 한편 수출비율이 높은 마쯔다도 2020

다. 그러나 미국, 유럽, 북미, 동남아시아 등은 거

년도에 영업적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의 모든 자동차 생산공장이 가동을 중지한 상태

과 중국에서의 판매부진과 함께 미국에서의 대형

이다. 생산정지의 장기화에 따라 자동차 각사는

투자도 부담이 되고 있다.

고용조정도 본격화하고 있다. 닛산은 미국과 유
럽공장 종업원 1만 9,000명을 일시해고하였고, 혼

수요급감에 따른 설비투자 억제와 자율주행 등

다는 미국공장에서 종업원 1만 8,000명을 일시 귀

차세대 기술투자 사이에서 진퇴양난

휴시킨바 있다. 일본 국내의 자동차 생산공장도
금년 4월 이후 수출승용차를 중심으로 일시 생산

글로벌 수요급감의 영향으로 일본 자동차업체

중지나 감산을 하였다. 그러나 일본 자동차업체

들은 설비투자를 억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들은 고용조정 조성금 등을 활용하여 일본내 생

그러나 자율주행과 전동화 등 소위 CASE (con-

산을 최대한 유지할 방침이다.

nected, Autonomous, Shared & Service, Electric)
분야 관련 차세대 기술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할

닛산을 필두로 2020회계연도 적자 속출 

수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본 자동차업체들

가능성

은 코로나 19의 위기를 감내해 가면서 어느 정도
성장투자를 계속할 수 있느냐 하는 전례없는 체력

기업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2020회계

소모전에 돌입한 양상이다.

연도(이하 연도) 일본자동차업체의 실적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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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되거나 적자로 전락하는 기업도 출현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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