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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조기업, 서플라이 체인 훼손으로 코로나19의 피해 발생
- 자동차, 전자, 공작기계 등 피해가 우려되나 5G투자 확대에 기대 우선 일본 자동차기업의 중국 현지생산이 타격

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복수의 차량에 동일 플랫

을 받았다. 허베이성에 생산거점을 두고 있는 혼

폼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어 하나의 부

다와 닛산의 피해가 가장 크다. 혼다의 우한 3공

품만 부족해도 여파가 크다. 연료탱크, 알루미늄

장의 연산능력은 60만대로서, 동사의 중국 내 생

호일, 에어백 등 20여 개 부품에 대한 조달 차질을

산대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혼다와 닛산은

우려하고 있다.

중국판매 비율이 30%로 도요타의 17%보다 훨씬

전자의 경우 중국발 서플라이 체인 훼손에 따

높다. 중국판매가 10% 감소하면 혼다와 닛산의

라 일본이 강점을 갖고 있는 차량탑재용 부품이나

연결순이익도 각각 650억엔 줄어드는 것으로 시

스마트폰용 부품업체에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산되고 있다.

애플의 스마트폰 판매부진 여파로 동사에 전자부

도요타는 중국 현지 4개 공장의 생산을 재개하

품이나 반도체를 공급하는 다무라제작소, TDK,

였으나 아직도 종업원 복귀 부진과 부품조달 곤

재팬디스플레이 등 일본업체들의 경영실적이 악

란 등으로 인해 완전한 조업 정상화에는 이르지

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못하고 있다. 가장 피해가 큰 허베이(湖北)성은 5

복합기 업체인 리코나 카메라를 생산하는 캐논

월 이후에나 조업이 완전히 정상화될 것으로 전

도 중국발 부품공급 지체로 인해 일본내 생산라

망되고 있다. 중국 내수를 위주로 하는 완성차보

인을 2주 정도 정지하였다. 파나소닉도 매출에서

다는 수출을 위주로 하는 부품업체에 대한 영향

차지하는 중국의 비율이 1할 정도이나, 최근 IoT

이 크다.

가전을 비롯하여 전자부품과 자동차부품의 중국

중국 생산거점의 가동 정지 및 낮은 가동률로

시장 진출에 힘쓰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 영향

인해 일본을 포함하여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도

을 피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미 동사의 노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 내 닛산공장은 중국

북 PC ‘렛츠노트’의 판매중지 등의 피해가 나타나

에서의 부품조달 지연으로 인해 큐슈와 관동공장

고 있다.

에서 수일간 생산조정을 하였다. 닛산차체도 2월

공작기계의 경우 미·중 마찰이나 자동차의 수

하순에서 3월 초에 걸쳐 큐슈 등 2개 공장에서 총

요부진에 따라 재작년부터 수주량 감소에 시달려

8일간 생산을 중지하였다.

왔으나 이번 사태로 수주량 회복이 당초 예상보다

일본은 자동차의 부품수입이 전체 부품의 3%

3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 불과하나 그중 약 35%를 중국에서 조달하므

자료 : 「週刊東洋經濟」, 2020.3.14.

로, 중국발 공급지연의 위험부담은 무시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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