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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Ⅰ. 검토배경

□ 경남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 코로나19에 따른 제조업
업황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편이므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현황을 점검해 볼 필요
⇒ 코로나19 이후 경남지역 제조업 현황을 주력산업(조선, 항공 우주, 기계
장비, 자동차부품) 중심으로 점검해보고 발전방안을 모색
·

Ⅱ. 코로나19 이후 경남지역 제조업 동향

□ 경남지역 제조업 생산은 2020년중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 및 글로벌
경기 위축 등으로 2019년대비 7.3% 감소하였으나 2021.1~5월중에는 2.0%
증가로 전환
ㅇ 분기별로 보면 2020.2/4분기에 큰 폭 감소하였다가 경기 회복 기대, 코로나19
백신 보급 등으로 점차 감소폭이 축소하였으며, 2021.2/4분기 들어서는 크게 반등
경남지역 제조업 생산지수

자료: 통계청

시·도별 제조업 생산지수

자료: 통계청

□ 심리지수인 제조업 업황BSI를 보면 경남지역은 2020년중에는 전년대비 월평균
13p 하락하였으며 2021년 상반기중에는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21p 상승
□ 경남지역 수출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본격화되는 2020.2/4분기에 가장 크게
감소(-26.5%, 전년동기대비)하였으나 이후 반등하여 2021년 상반기중에는 11.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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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코로나19 이후 경남지역 주력산업 동향 및 전망
1. 조 선

□ 글로벌 선박 발주는 2020년중 2,216.7만CGT로 전년대비 25.9% 감소하였으나
2021년 상반기중에는 전년동기대비 191.5% 상승한 2,401.9만CGT로 크게 증가
ㅇ 2020.4/4분기부터 유가 상승,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
해운업 업황 회복 등으로 큰 폭 증가
(경남지역 조선업 동향)

□ 2020년중 경남지역 대형 조선사의 신규 수주는 332.8만CGT로 전년대비 27.3%
감소하였으나 2021년 상반기중에는 전년동기대비 709.8% 상승한 484.8만CGT를 기록
ㅇ 2021년 상반기 신규 수주는 경기 회복 기대에 따른 글로벌 수주 부진 완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큰 폭 증가
□ 2020년말 경남지역 대형 조선사의 수주잔량은 1,028.8만CGT로 전년(1,120.3만
CGT)보다 8.2% 감소했으나 2021.2/4분기말에는 전년동기대비 30.5% 증가한
1,257.5만CGT를 기록
경남지역 대형 조선사 신규 수주량

자료: Clarksons

경남지역 대형 조선사 수주잔량

자료: Clarksons

(경남지역 조선업 여건 및 전망)

□ (신조선가 상승) 신조선가는 2020년에는 전년대비 3.2% 하락하였으나 2021년
상반기중에는 철강재 가격 상승, 선박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말대비 10.3% 상승
□ (강재 가격 상승) 각국의 경기부양책 등에 따른 철강 수요 증가로 2021년
상반기중 철광석 가격이 27.7% 상승하였고 후판 가격도 65.1%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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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판 가격1)

신조선가(New Shipbuilding Price)

주: 1) 일본 조선용 강재 기준
자료: Clarksons

자료: Clarksons

□ (환경규제) 2023년부터 적용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EEXI, CII 규제 등에
따라 노후선박의 교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내 조선사
에게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
□ 경남지역 조선업은 신규 수주 증가 등을 배경으로 코로나19 확산 충격에서
벗어나 일시적 시차를 두고 완만하게 개선될 전망
ㅇ (수주 ) 글로벌 해상 물동량 증가, 카타르 관련 기체결 LNG선 예비 계약,
환경규제에 따른 노후선 교체 수요 등의 영향으로 경남지역 조선사의
신규 수주 및 수주잔량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
ㅇ (생산 ) 한편 조선업 생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020년 신규 수주 감소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 정체가 지속될 수 있음
2. 항공·우주
(글로벌 항공·우주 산업 동향)

□ 2020년중 글로벌 항공 우주 산업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항공운송 수요가
급감하며 민수 분야를 중심으로 큰 폭 감소
ㅇ (민수 ) 항공운송 수요가 크게 감소한 데 따른 민항기 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크게 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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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상당폭 감소하였으나, 2020년 전세계 방
위비가 증가하는 등 민수 분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

ㅇ (

(국내 및 경남지역 항공·우주 산업 동향)

□ 2020년중 국내 항공 우주 산업 생산은 전년대비 39.5% 감소하였으며,
금년 1~5월중에도 전년동기대비 39.9% 감소하며 부진을 지속
·

ㅇ

수요별 생산액을 보면 민수 분야의 경우 2020년중 21.2억달러로 전년대비
35.6% 감소한 반면 군수 분야는 같은 기간 27.9억달러로 전년대비 1.6% 증가

전국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생산지수1)

주: 1) 21.2/4분기는 4~5월 기준
자료: 통계청

수요별 항공·우주 생산액

자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 2020년중 경남지역 항공 우주 산업 수출은 8.3억달러로 전년대비 52.6%
감소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중에도 2.9억달러를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46.8%
감소하며 부진을 지속
□ 2020년중 국내 항공 우주 산업 신규수주는 66.6억달러로 전년대비 16.7%
증가하였으며, 인도는 49.0억달러로 전년대비 18.7% 감소
ㅇ 수주잔고는 2020년말 271.2억달러로 전년말대비 6.9% 증가
·

·

(경남지역 항공·우주 산업 여건 및 전망)

□ (코로나19 전개 양상) 코로나19 이후 국내 항공 우주 산업 침체가 주로
항공운송 수요 감소에 따른 민수 분야의 부진에 기인했다는 점에서, 향후
코로나19 전개 양상에 따른 항공운송 수요 회복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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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망 재편) 리쇼어링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핵심 협력업체와 핵심 협력업체 간의 입지 차이가 확대될
가능성
□ (친환경 기술) 친환경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에 따라 항공 우주 산업에
서도 연비향상, 전기 수소연료 활용 등 친환경 항공기 개발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
非

·

·

·

□ (전망) 경남지역 항공 우주 산업은 군수 분야의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백신접종이 원활히 진행되는 경우 내년 이후 민수 분야가 부진에서 벗어
나며 본격적인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ㅇ 군수는 향후 5년간 국방비가 연평균 6.1% 인상되는 등 정부의 수요가
받쳐주는 가운데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완제기 수출 재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ㅇ 민수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는 가운데 항공사
들이 국제선 운항 재개를 준비중이며, 이에 따라 향후 신규수주가 늘어
나면서 시차를 두고 국내 부품업체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3. 기계장비
(국내 기계장비 산업 동향)

□ 국내 기계장비 생산은 2020년 상반기중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시적으로 감소
하였으나 하반기부터 전 후방산업 호조 등에 힘입어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
□ 건설기계의 경우 국내 건설경기 선행지표 부진 완화 등에 따라 내수가 개선
되는 가운데 2020.4/4분기 이후 수출 수요도 회복되는 등 양호한 흐름을 이어감
□ 공작기계 생산 및 수출은 2019년의 부진이 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로
인한 기업 생산 및 영업활동 제약 등으로 2020년까지 이어졌으나 최근 경기
회복 기대감 등에 힘입어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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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 자본재 생산1)

주: 1) 21.2/4분기는 4~5월 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공작기계 생산, 수출액

자료: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회원사 기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플랜트 및 발전설비는 대내외 수요 및 정책적 여건이 악화되면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경남지역 기계장비 산업 동향)

□ 경남지역 기계산업 생산은 코로나19 이전에도 다소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던
가운데 코로나19의 영향이 가세하면서 2020년중 전년대비 9.8% 감소
□ 2020년 기계산업 수출액(102.0억달러)이 전년대비 9.3% 감소한 데 이어 2021년
상반기(49.0억달러)에도 전년동기대비 14.0% 감소하면서 침체가 지속
경남지역 기계산업 생산1)

주: 1) 21.2/4분기는 4~5월 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경남지역 기계장비 수출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경남지역 기계산업 전망)

□ 자동차, 조선 등 전방산업 업황 회복, 미국 및 중국 등 주요국 수출 증가에
따라 기계산업 업황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부문별로는 다소 상이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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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코로나19 확산에도 각국의 산업활동 재개 및 경기 부양을
위한 인프라 건설 투자에 따라 건설기계 생산이 증가할 전망
ㅇ (공작기계 ) 코로나19에 따른 기저효과, 전방산업 및 수출 회복 등으로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
ㅇ (발전설비 및 플랜트 ) 대내외 수요, 각국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등으로
현재 수준을 유지 전망
ㅇ (

·

4. 자동차부품
(국내 완성차산업 동향)

□ 국내 완성차 생산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부품 수급 차질 및 일부 공장
중단 등으로 인해 2020년 상반기중 크게 감소하였다가 3/4분기 이후
회복세
ㅇ 판매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국경통제 등으로 인해 수출을 중심으로
큰 폭 감소하였으나, 이후 내수는 개별소비세 인하 및 신차 효과, 수출은 선
진국 수요 회복 등에 힘입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
― 다만 최근에는 일부 업체들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 이슈로 조업을 중단
하는 등 생산 차질이 발생
국내 자동차 생산량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 내수 및 수출 판매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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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자동차부품업 동향)

□ 자동차부품 생산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부진이 지속되다가 2020.4/4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완성차 업체별 기업상황, 차종별 생산
여건에 따라 부품사의 업황이 다소 차별화
ㅇ 수출은 20.2/4분기중 큰 폭 감소(전년동기대비 -48.2%)한 이후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빠르게 회복
경남지역 자동차 및 트레일러 생산

자료: 통계청

21.3~5월중1) 주요 완성차 업체별 생산량1)

주: 1) 차량용 반도체로 인한 생산차질 발생 이후
2) [ ]내는 2020년중 생산량 비중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경남지역 자동차부품업 전망)

□ (전망) 경남지역 자동차부품업은 완성차의 견조한 수요 등에 힘입어 코
로나19의 일시적 충격에서 빠르게 회복하여 완만하게 개선될 전망
ㅇ 한국GM, 르노삼성의 상대적 부진 등으로 인해 일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향후 신규 주력모델 중심의 생산기지 개편이 계획되
어 있는 점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 (차량용 반도체 이슈) 전장용 반도체 부족 등 부품업체의 공급 차질 문제는
하반기 이후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
□ (전기차 및 친환경 자동차 전환) 경남지역 자동차부품업체의 경우 전기차
및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된 시장 전환에 대한 준비는 다소 부족하여 향후
친환경차 전환이 가속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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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경남지역 제조업 발전방안

□ 2020년 하반기부터 나타나는 경남 주력산업의 회복세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성장률 감소를 만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남지역 제조업의 지속적인
부진을 회복 추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

1. 금융지원 강화

□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 등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해
보증, 이차보전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가운데 보증기관 추가출연
등의 금융지원 방안을 강화할 필요
ㅇ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신용도 하락 등으로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중소
기업 비중이 늘어난 가운데 대출한도 및 담보 부족으로 인해 필요자금을
여전히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
ㅇ 보증기관에 대한 정부 및 금융기관의 추가 출연은 보증공급 규모를 크게
확대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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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환경 기술 개발 및 신성장동력 발굴에 따른 산업 경쟁력 제고

□ (친환경 기술 개발) 코로나19 이후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
지면서 각국의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등 친환경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
ㅇ 이에 따라 경남지역도 지속적인 연구개발 등을 통해 탄소중립 트렌드에
대응하여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
□ (신성장동력 육성)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제조업 스마트화가 가속화되고,
친환경 저탄소, 바이오헬스 등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주력산업뿐 아니라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것이 중 장기적 성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고 볼 수 있음
·

·

·

3. ESG 경영 강화

□ 최근 기업의 매출, 영업이익 등 재무적 요소 뿐만 아니라 환경(Environmne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기업가치 평가에
고려하는 ESG 경영이 화두가 됨
□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 속에서 경남지역 주요 기업들은 친환경 기술 개발과
더불어 ESG 경영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자체적
대응 필요
ㅇ 수출 비중이 높은 경남지역 기업들은 주요 수출국의 ESG 규제가 본격화
되거나 글로벌 공급망이 ESG 기업을 중심으로 개편되면 수출 감소 등
직접적 피해가 예상되어 대응이 필수적임
4. 산업단지 고도화

□ 경남 제조업 발전을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20년이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를 개편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산업단지를 고도화할 필요
ㅇ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부품 및 노동력 공급중단 등 생산차질을 경험
하면서 생산시설의 자동화 유연화를 위한 스마트공장의 필요성이 부각
·

- x -

Ⅰ

검토배경

□ 2019.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의 영향으로 2020년중 국내
및 세계경제가 크게 위축되었다가 2021년중 반등하는 모습을 보임
ㅇ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와중에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3%를
기록했으나 2021년 및 2022년에는 각각 6.0%, 4.4% 성장할 것으로 전망
월

(2021.4 , IMF)

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0.9%를 기록했으나 이후 글로벌 경기 개선 등에
힘입어 수출 등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2021년 및 2022년에 각각
4.0%, 3.0% 성장을 전망(2021.5월, 한국은행)
□ 경남지역도 2020년중 제조업 생산, 소비(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가 각각 7.3%,
6.7% 감소하는 등 지역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
되었으나 최근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ㅇ 2021년 1분기중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4.8% 감소하여 전국(+4.5%)과
다른 방향성을 보였으나, 4~5월중에는 전년동기대비 13.5% 증가하여 전국
(+14.6%)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음
ㅇ 소비도 2021년 1분기중 2.0%, 4~5월중 4.1%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나타냄
□ 경남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 코로나19에 따른 제조업
업황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편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현황을 점검해 볼 필요
ㅇ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제조업 생산 비중이 38.8%로 전국(27.6%) 대비
높은 수준을 보여 제조업이 경남경제내 중요한 비중을 차지
ㅇ 특히 경남지역 주력산업 인 조선, 항공 우주, 기계장비, 자동차부품 부문의
수출 비중이 높아 글로벌 경기에 따라 업황이 등락하는 모습을 보임
ㅇ

2020

*

*

·

본 연구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라 산업을 분류하였으며 제조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국 제조업 산업구조, 전 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남지역
주력산업을 조선, 항공 우주, 기계장비, 자동차부품 산업 등 4가지로 규정
·

·

⇒ 코로나19 이후 경남지역 제조업 현황을 주력산업 중심으로 점검해보고
발전방안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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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1>
경남지역 코로나19 확산 현황

□ 코로나19는 2019.12월 처음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2021.7.15일까지 누적 확진자수는 총 1억 8,914만명(Worldometer 기준)을 기록
ㅇ 2021년 5월부터 백신접종 확대 등으로 점차 진정되다가 6월 이후 델타 변이
유행 등으로 재차 늘어나는 모습
□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2020.1월 처음 발생하였으며 2021.7.15일까지 누적 확진자수는
총 17.4만명으로 3차 대유행(2020.11월~2021.1월) 이후 신규 확진자수가 일평균 500명
내외 수준을 지속하다 7.6일 이후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일평균 1,000명
이상으로 급증하는 모습
ㅇ 경남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는 2021.7.15일 기준 5,766명으로 3차 대유행 시기
이후 신규 확진자수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확대되다가 7월 이후 급증하는 모습
― 지역별로는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한 진주(1,372명), 김해(1,070명), 창원(1,018명)
등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 현황

자료: 보건복지부, 경남도청

경남 주요 지역별 누적 확진자수

자료: 경남도청

□ 한편 2021.2.26일 시작된 코로나19 백신접종은 7.15일까지 전국적으로 1차
접종자 1,581만명, 완전 접종자 618만명이며 각각 전체 인구대비 30.8%,
12.0% 수준
ㅇ 경남지역 백신 접종자수는 2021.7.15일까지 1차 접종자 103.6만명, 완전 접종자
41.3만명이며 각각 경남 인구대비 31.2%, 12.4%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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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코로나19 이후 경남지역 제조업 동향

※ 본 조사연구에서는 2020.1월부터 현재까지의 경남경제를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기 침체기
(2020.1~6월)와 코로나19 충격 이후 경기 회복기(2020.7월~현재)로 구분

□ (생산) 2020년중 경남지역 제조업 생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 및
글로벌 경기 위축 등으로 2019년대비 7.3% 감소
ㅇ 분기별로 보면 2020.2/4분기에 큰 폭 감소하였다가 경기 회복 기대,
코로나19 백신 보급 등으로 점차 감소폭이 축소하였으며, 2021.2/4분기
들어서는 크게 반등
*

*
ㅇ

경남지역 제조업 생산지수 증감률(전년동기대비):
2020.2/4분기 -16.1% → 3/4분기 -7.2% → 4/4분기 -5.6% → 2021.1/4분기 -4.9% → 4~5월 12.0%

전국과 비교하면 전국 및 경남 모두 제조업 생산이 2020.2/4분기중 큰 폭
감소하였다가 이후 회복세를 나타냈으나 경남이 전국보다 회복속도가
느린 모습을 나타냄
*

**

전국 제조업 생산지수 증감률(전년동기대비):
2020.2/4분기 -6.0% → 3/4분기 0.4% → 4/4분기 -0.1% → 2021.1/4분기 4.4% → 4~5월 12.5%
** 2021.1~5월중 제조업 생산지수 증감률(전년동기대비): 전국 8.4%, 경남 2.0%
*

경남지역 제조업 생산지수

자료: 통계청

시·도별 제조업 생산지수

자료: 통계청

□ (제조업 업황BSI) 심리지수인 제조업 업황BSI를 보면 경남지역은 2020년
중에는 전년대비 월평균 13p 하락하였으며 2021년 상반기중에는 전년동기
대비 월평균 21p 상승
ㅇ 월별로 보면 2020.5월중 41까지 하락한 후 반등하여 2021.6월에는 79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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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업황BSI

자료: 한국은행

제조업 설비투자BSI

자료: 한국은행

□ (수출) 경남지역 수출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본격화되는 2020.2/4분기에
가장 크게 감소(-26.5%, 전년동기대비)하였으나 이후 반등하여 2021년 상반기
중에는 11.7% 증가
ㅇ 전국과 비교하면 2020년중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 감소폭은 경남이
더 큰 편이며 2021년 상반기 수출 회복속도도 전국에 비해 느린 편
*

* 2020
2021

년중 전국 수출은 전년대비 -5.5%, 경남지역 수출은 -8.8%를 기록
년 상반기중 전국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6.1%, 경남지역 수출은 11.7% 증가

― 이에 따라 전국 수출에서 경남지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소폭 감소
년 7.3% → 2020년 7.0%)

(2019

ㅇ

권역별로 보면 2021년 상반기중 북미, 유럽에 대한 수출은 회복세가 완연한
반면 아시아, 중남미, 중동에 대한 수출은 여진히 부진
경남지역 수출 증가율

경남지역 주요 지역별 수출 증가율
(%)

2018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19

2021
상반기1)

아시아

2.0

13.8

-5.6

-26.2

북미

0.6

1.5

-1.3

90.0

유럽

-12.0

-38.4

-30.5

65.7

중남미

-18.2

21.1

-34.7

-36.1

중동

-26.9

-15.6

-25.6

-1.1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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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참고 2>
경남지역 산업구조

□ 경남지역 지역내총생산(명목GRDP 기준)은 2019년(잠정) 기준 112.8조원으로 전국의
5.9%를 차지(17개 시 도 중 4위)
ㅇ GRDP 규모는 2010년에 비해 25.2% 증가하였으나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9%p 하락(2010년 6.8% → 2019년 5.9%)
·

시·도별 전국 대비 GRDP 비중1)

경남지역 GRDP 비중

자료: 통계청

주: 1) 2019년(잠정) 기준
자료: 통계청

□ 경남지역의 산업구조(2019년 GRDP 명목 총부가가치 비중, 잠정)는 제조업(38.8%),
농림어업(3.7%) 비중이 전국(제조업 27.6%, 농림어업 1.8%) 대비 높은 반면, 서비스업
(49.7%), 건설업(5.8%) 비중은 전국(서비스업 63.0%, 건설업 6.0%)보다 낮음
ㅇ 2010년과 비교해보면 제조업(47.0% → 38.8%)의 비중은 감소하였고 서비스업
(41.5% → 49.7%), 건설업(4.7% → 5.8%)의 비중은 증가
경남 및 전국 산업 비중1)

주: 1) 2019년 GRDP 명목 총부가가치 비중
자료: 통계청

시·도별 제조업 비중1)

주: 1) 2019년 기준
자료: 통계청

- 5 -

(주력산업의 위상)

□ (조선) 경남지역 조선업은 2019년 기준 부가가치 5.9조원, 사업체수 394개 및
종사자수 4.3만명으로 경남지역 제조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부가가치 기준)은
12.7%임
ㅇ 국내 조선업에서 경남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부가가치는 49.3%(1위),
사업체수는 34.7%(1위), 종사자수는 36.0%(2위)임
경남지역 조선업 위상1)2)
(사업체수)

(부가가치)

주: 1)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 조사(2019년)

(종사자수)

2) 비중이 높은 상위 7개 시·도 기준

□ (항공 우주) 경남지역 항공 우주 산업은 2019년 기준 부가가치 2.9조원, 사업체수
95개 및 종사자수 1.2만명으로 경남지역 제조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부가가치
기준)은 6.2%임
ㅇ 국내 항공 우주 산업에서 경남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부가가치는
85.0%(1위), 사업체수는 61.7%(1위), 종사자수는 73.5%(1위)임
·

·

·

(부가가치)

경남지역 항공·우주 산업 위상1)2)
(사업체수)

주: 1)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 조사(2019년)

2) 비중이 높은 상위 7개 시·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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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수)

□ (기계장비) 경남지역 기계장비 산업은 2019년 기준 부가가치 7.3조원, 사업체수
1,402개 및 종사자수 5.1만명으로 경남지역 제조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부가
가치 기준)은 15.7%임
ㅇ 국내 기계장비 산업에서 경남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부가가치는
16.2%(2위), 사업체수는 14.3%(2위), 종사자수는 15.1%(2위)임
(부가가치)

경남지역 기계장비 산업 위상1)2)
(사업체수)

주: 1)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 조사(2019년)

(종사자수)

2) 비중이 높은 상위 7개 시·도 기준

□ (자동차부품) 경남지역 자동차부품 산업은 2019년 기준 부가가치 4.6조원, 사
업체수 699개 및 종사자수 3.3만명으로 경남지역 제조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부가가치 기준)은 9.9%임
ㅇ 국내 자동차부품 산업에서 경남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부가가치는
14.9%(3위), 사업체수는 16.8%(2위), 종사자수는 13.7%(3위)임
(부가가치)

경남지역 자동차부품 산업 위상1)2)
(사업체수)

주: 1)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 조사(2019년)

2) 비중이 높은 상위 7개 시·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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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수)

Ⅲ

코로나19 이후 경남지역 주력산업 동향 및 전망

※ 향후 코로나19 전개 시나리오는 선진국은 2021년 하반기중 광범위한 백신접종으로 확산세가
진정되고, 신흥국은 2022년 이후 확산세가 점진적으로 둔화되며, 국내 코로나19 확산세는 2021년
하반기중 백신접종이 확대되면서 점차 진정될 것을 전제
1

조

선

□ (코로나19 충격 이후 동향) 글로벌 경기 위축 등으로 2020년 3/4분기까지 신규
수주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4/4분기부터 글로벌 선박 발주 증가에 힘입어
컨테이너선 위주로 크게 증가
□ (전망) 신규 수주 증가 등으로 코로나19 확산 충격에서 벗어나 완만한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1. 글로벌 조선업 동향

□ 글로벌 선박 발주는 2020년중 2,216.7만CGT로 전년대비 25.9% 감소하였으나
2021년 상반기중에는 전년동기대비 191.5% 상승한 2,401.9만CGT로 크게 증가
ㅇ 2020.3/4분기까지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글로벌 선박 발주가 큰 폭
감소하였으나 2020.4/4분기부터 유가 상승,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 해운업 업황 회복 등으로 큰 폭 증가
ㅇ 한편 2021년 상반기중 국내 조선사의 글로벌 신조선 시장 수주점유율은
43.6%로 중국(44.1%)과 비슷하고 일본(7.6%)보다 높은 수준
글로벌 선박 발주량

자료: Clarksons

국가별 글로벌 신조선 시장 수주점유율1)

주: 1) 2021년은 상반기 기준
자료: Clark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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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업 회복세) 최근 해운업 업황은 경기 회복 기대감에 따른 교역량 증가,
운임지수 상승 등으로 회복세를 보임
ㅇ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 발틱운임지수(BDI) 등 대표적인 운임지수가
2021년 상반기중 각각 57.0%, 147.7% 상승
세계상품교역량1)

주: 1) 상품수입물량 기준
자료: CPB

SCFI지수 및 BDI지수

자료: Clarksons

2. 경남지역 조선업 동향

□ (신규 수주) 2020년중 경남지역 대형 조선사 의 신규 수주는 332.8만CGT로
전년대비 27.3% 감소하였으나 2021년 상반기중에는 전년동기대비 709.8%
증가한 484.8만CGT를 기록
*

**

본 연구에서는 경남지역 대형 조선사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2개사로 규정

ㅇ

2020

년중에는 3/4분기까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위축
등으로 신규 수주가 부진하였으나 4/4분기중 큰 폭 증가
*

분기중 신규 수주는 243.6만CGT로 전년동기대비 20.6% 증가하였으며, 이는
년 전체 수주량의 73.2%를 차지

* * 4/4
2020

― 2020년중 컨테이너선의 신규 수주는 증가하였으나 LNG선 등 그 외
선종은 감소
ㅇ 2021년 상반기 신규 수주는 경기 회복 기대에 따른 글로벌 수주 부진
완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큰 폭 증가
― 선종별로 보면 경남지역 대형 조선사가 경쟁력을 갖춘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신규 수주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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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경남지역 대형 조선사는 2021년 상반기중 114억달러의 수주를 기록
하여 올해 수주 목표인 168억달러의 67.9%를 달성
*

* *

삼성중공업, 2021년 수주 목표는 91억달러이며 상반기중 59억달러 달성(64.8%)
대우조선해양, 2021년 수주 목표는 77억달러이며 상반기중 55억달러 달성(71.4%)

경남지역 대형 조선사 신규 수주량

자료: Clarksons

경남지역 대형 조선사 선종별 신규 수주량1)

주: 1) 2021년은 상반기 기준
자료: Clarksons

□ (수주잔량) 2020년말 경남지역 대형 조선사의 수주잔량은 1,028.8만CGT로
전년(1,120.3만CGT)보다 8.2% 감소했으나 2020.4/4분기부터 수주량이 크게 증가
하여 2021.2/4분기말에는 전년동기대비 30.5% 증가한 1,257.5만CGT를 기록
ㅇ 2020.3/4분기말 수주잔량은 855.9만CGT 수준으로 감소하여 2018.1월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하였으며 4/4분기에는 신규 수주 증가로 회복
ㅇ 2021.2/4분기말 수주잔량은 2016.1/4분기 이후 최고 수준이며 선종별로는
컨테이너선(492.9만CGT), LNG선(456.0만CGT), 탱커(162.7만CGT) 순
경남지역 대형 조선사 수주잔량

2021.2/4분기말 선종별 수주잔량
(만CGT)

LNG

컨테이
너선

탱커

국내 전체

937.5

748.2

361.0

167.5

한국조선
해양1)

481.5

243.1

158.0

118.2

삼성중공업

284.0

263.2

85.7

0.0

대우조선
해양

172.0

229.7

77.0

0.0

0.0

12.1

40.4

49.4

기 타
자료: Clarksons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주: 1)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현대삼호 통합법인
자료: Clark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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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분석) 신규 수주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경남지역 대형 조선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은 전반적으로 악화된 상태
ㅇ (삼성중공업) 2020년 매출액 6조 8,603억원(전년대비 6.7% 감소), 영업손실 1조
541억원을 기록하였으며 2021.1/4분기에도 강재가 인상 등으로 영업손실이 지속
― 또한 부채비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불안정한 재무구조를 보여
현재 경영실적과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재무구조 개편을 진행중
ㅇ (대우조선해양) 2020년 매출액은 7조 302억원, 영업이익은 1,534억원으로 전년대비
감소(각각 -15.9%, -47.6%)하였으며 2021.1/4분기에는 영업손실 2,129억원을 기록
― 2020년 부채비율은 167%로 2018~2019년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임
경남지역 대형 조선사 주요 재무지표
(억원, %)

2018
52,651
-4,093
-7.8
112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부채비율
자료: 각사 IR자료

삼성중공업
2019
2020 2021.1/4 2018
73,497 68,603 15,746 96,444
-6,166 -10,541 -5,068 10,248
-8.4
-15.4
-32.2
10.6
159
248
262
210

대우조선해양
2019
2020 2021.1/4
83,587 70,302 11,018
2,928
1,534
-2,129
3.5
2.2
-19.3
200
167
176

□ (수출) 2020년중 경남지역 선박 수출금액은 99.4억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대비 4.6% 감소하였으나 2020.4/4분기부터는 증가세로 전환하여 2021년
상반기중에도 증가세를 이어감
ㅇ 한편 선박용 부품 수출액은 2020.2/4분기부터 감소로 전환하였으며
2021.2/4분기까지도 감소 추세가 지속
경남지역 선박1) 수출금액

주: 1)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MTI 746)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경남지역 선박용 부품1) 수출금액

주: 1) 선박용 부품(MTI 7463, 7464)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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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남지역 조선업 여건 및 전망

□ (신조선가 상승) 신조선가는 2020년에는 전년대비 3.2% 하락하였으나 2021년
상반기중에는 철강재 가격 상승, 선박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말대비 10.3% 상승
ㅇ 특히 경남 조선사 신규 수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컨테이너선의 가격이
다른 선종보다 상대적으로 큰 폭 상승 하여 신조선가 상승을 견인
*

* 2021
ㅇ

년 상반기중 18.8% 상승(2020년말 대비)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잔량 증가에 따라 가격 협상력이 개선되면서 향후
에도 신조선가는 완만하게 상승할 가능성
신조선가(New Shipbuilding Price)

자료: Clarksons

선종별 신조선가 지수

자료: Clarksons

□ (강재 가격 상승) 각국의 경기부양책 등에 따른 철강 수요 증가로 2021년 상반기중
철광석 가격이 27.7% 상승하였고 후판 가격도 65.1% 상승
ㅇ 선박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후판 가격 상승은 조선사 수익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후판 가격1)

철광석 가격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

주: 1) 일본 조선용 강재 기준
자료: Clark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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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2023년부터 적용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EEXI, CII 규제 등에
따라 노후선박의 교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내 조선사
에게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
ㅇ EEXI(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 규제에 따라 2013년 이후 신조선
에만 적용하던 탄소배출 규제(EEDI)를 동일한 수준에서 현재 운항 중인 선박
으로 확대할 예정
ㅇ CII(Carbon Intensity Indicator)는 선박이 실제 운항하며 배출한 온실가스의
양을 측정하여 등급(A~E)을 부여하고 D, E등급을 받은 경우에 제제를
가하는 규제로 2023~2026년 동안 매년 2%씩 기준을 강화할 계획

□ (

□ 경남지역 조선업은 신규 수주 증가 등을 배경으로 코로나19 확산 충격에서
벗어나 일시적 시차를 두고 완만하게 개선될 전망
ㅇ (수주 ) 글로벌 해상 물동량 증가 , 카타르 관련 기체결 LNG선 예비 계약 ,
환경규제에 따른 노후선 교체 수요 등의 영향으로 경남지역 조선사의
신규 수주 및 수주잔량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
*

**

글로벌 해상 물동량은 2021년 및 2022년중 각각 4.2%,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
(21.3월, Clarksons)
** 2020.6월중 국내 대형 조선3사(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가 카타르
국영 석유회사인 카타르 페트롤리엄과 체결한 LNG선 100척(23조 6천억원 규모)에
대한 선표예약계약이 향후 정식 발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생산) 한편 조선업 생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020년 신규 수주 감소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 정체가 지속될 수 있음
― 다만 조선업 생산 증가세 둔화는 신규 수주계약이 실제 건조작업으로
이어지는 데 발생하는 일시적인 시차에 기인하므로 점차 생산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
ㅇ (경영실적) 2021년에 신규 수주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과거 수주공백으로
인해 경남지역 대형 조선사의 경영실적이 당분간 크게 개선되기는 어
려울 것으로 예상
― 수주잔량이 2020.3/4분기부터 반등하고 있으나 공정 특성상 매출로
이어지는 데에는 시간이 소요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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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공·우주

※ 항공 우주 산업은 크게 완제기, 부품/장비, MRO(정비) 등으로 구분되며 사용처에 따라
민수( )와 군수( )로 분류
·

民需

軍需

□ (코로나19 충격 이후 동향)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항공운송 수요 급감 등으로
2020년 2/4분기부터 민수 분야를 중심으로 큰 폭 감소한 후 현재까지 부진을 지속
□ (전망) 향후 군수 분야의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년 이후 민수 분야가 부진에서
벗어나며 본격적인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1. 글로벌 항공·우주 산업 동향

□ 2020년중 글로벌 항공 우주 산업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항공운송 수요가
급감하며 민수 분야를 중심으로 큰 폭 감소
ㅇ (민수 ) 항공운송 수요가 크게 감소한 데 따른 민항기 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크게 부진
― 항공운송 종류별로 보면, 국가간 이동 제한조치 등에 따라 국제여객
수요의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회복도 더딘 모습
ㅇ (군수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상당폭 감소하였으나, 2020년 전세계 방
위비가 증가하는 등 민수 분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
·

글로벌 항공운송 실적

전세계 방위비 추이

주: 1) 항공사의 여객 수송실적을 나타내는 단위
자료: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자료: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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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및 경남지역 항공·우주 산업 동향

□ (생산) 2020년중 국내 항공 우주 산업 생산은 전년대비 39.5% 감소하였
으며, 금년 1~5월중에도 전년동기대비 39.9% 감소하며 부진을 지속
·

ㅇ

수요별 생산액을 보면 민수 분야의 경우 2020년중 21.2억달러로 전년
대비 35.6% 감소한 반면 군수 분야는 같은 기간 27.9억달러로 전년대비
1.6% 증가
― 민수 분야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항기 부품이 세계 민항기 시장
부진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46.3% 감소한 데 주로 기인

전국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생산지수1)

주: 1) 21.2/4분기는 4~5월 기준
자료: 통계청

수요별 항공·우주 생산액

자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 (수출) 2020년중 경남지역 항공 우주 산업 수출은 8.3억달러로 전년대비
52.6% 감소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중에도 2.9억달러를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46.8% 감소하며 부진을 지속
·

ㅇ

세부항목별로는 비중이 가장 큰 항공기부품(7.2억달러)이 2020년중 48.8% 감소
하고 항공기(1.1억달러)도 67.8% 감소하였으며, 2021년 상반기에는 항공기부품
(2.9억달러), 항공기(44만달러)가 각각 전년동기대비 35.8%, 99.5%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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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수출액1)

주: 1) MTI 코드 747, 748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경남지역 항공·우주 세부항목별 수출액1)

주: 1) 항공기, 항공기부품, 우주선부품 각각 MTI
코드 7471, 7472, 7482 기준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수주) 2020년중 국내 항공 우주 산업 신규수주는 66.6억달러로 전년대비
16.7% 증가하였으며, 인도는 49.0억달러로 전년대비 18.7% 감소
ㅇ 수주잔고는 2020년말 271.2억달러로 전년말대비 6.9% 증가
·

국내 항공·우주 산업 신규수주·인도·잔고
(억달러)
구분

2018

2019

2020

신규수주

74.0

57.1

66.6

인도

47.1

60.3

49.0

수주잔고

256.9

253.7

271.2

자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 (경영분석) 경남지역 항공 우주 기업(분석대상 26개 업체 기준)의 수익성 및 재무
안정성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악화
ㅇ 경남지역 항공 우주 기업들의 2020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3.4% 하락하
였으며, 영업이익도 56.8% 감소
ㅇ 부채비율도 2019년 171.9%에서 2020년 195.1%으로 상승
·

·

경남지역 항공·우주 기업 주요 재무정보
(%)
구분

2018

2019

2020

매출액 증가율

-1.5

12.1

-13.4

영업이익 증가율

흑자 전환

206.0

-56.8

부채비율(총부채/총자본)

155.1

171.9

195.1

자료: KIS-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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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남지역 항공·우주 산업 여건 및 전망

□ (코로나19 전개 양상) 코로나19 이후 국내 항공 우주 산업 침체가 주로
항공운송 수요 감소에 따른 민수 분야의 부진에 기인했다는 점에서, 향후
코로나19 전개 양상에 따른 항공운송 수요 회복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
ㅇ 항공 화물, 국내여객에 비해 타격이 컸던 국제여객 수요는 백신접종
속도, 백신접종자의 국제이동에 대한 각국의 정책 등에 영향을 받으며
회복할 것으로 예상
ㅇ 국내 민수 분야의 경우 보잉, 에어버스 등의 완제기 제조사에 대한
항공기 부품 수출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전개 양상이 내수
보다는 수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
·

종류별 글로벌 항공운송 실적

수요별 항공·우주 내수/수출 생산액

자료: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자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 (공급망 재편) 리쇼어링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핵심 협력업체와 핵심 협력업체 간의 입지 차이가 확대될
가능성
ㅇ 항공 우주 산업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도심항공
교통(Urban Air Mobility) 과 같은 신시장 형성 등의 다양한 변화는 국내
항공 우주 산업에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非

·

*

·

*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개인 항공기와 결합해 하늘을 이동통로로 활용하는 미래의
도시 교통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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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기술) 친환경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에 따라 항공 우주 산업에
서도 연비향상, 전기 수소연료 활용 등 친환경 항공기 개발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
·

·

·

ㅇ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2020년 이후 업계
총 탄소배출량을 일정 수준으로 동결하는 ‘2020 탄소중립성장’을 공동
목표로 채택

□ (전망) 경남지역 항공 우주 산업은 군수 분야의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백신접종이 원활히 진행되는 경우 내년 이후 민수 분야가 부진에서 벗어
나며 본격적인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

ㅇ

ㅇ

ㅇ

군수는 향후 5년간 국방비가 연평균 6.1% 인상되는 등 정부의 수요가
받쳐주는 가운데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완제기 수출 재개 움직임이 나
타나면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민수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는 가운데 항공사
들이 국제선 운항 재개를 준비중이며, 이에 따라 향후 신규수주가 늘어
나면서 시차를 두고 국내 부품업체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한편 공급망 재편, 친환경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기술력을 확보하고
핵심 협력업체의 입지를 다지는 것이 중 장기적인 산업 발전에 중요
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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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계장비

※ 기계산업은 넓은 범위에서 일반기계, 금속제품, 전기기계, 정밀기계, 수송기계로 분류하나, 본 연구에서는
일반기계로분류되는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C29)”에한정하여분석
□ (코로나19 충격 이후 동향) 코로나19 이전에도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던 가운데
코로나19의 영향이 가세하면서 2020년 상반기중 크게 위축되었으나 4/4분기
이후 전방산업 회복에 힘입어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
□ (전망) 향후 경남지역 기계산업은 전방산업 업황 회복, 수출 수요 증가에 따라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부문별로는 다소 상이할 것으로 예상

1. 국내 기계장비 산업 동향

□ (생산 수출) 국내 기계장비 생산은 2020년 상반기중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하반기부터 전 후방산업 호조 등에 힘입어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
ㅇ 건설, 조선 등 상당기간 부진을 지속하던 산업의 업황이 일부 회복되고
자동차산업도 내수 수출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기계장비 수요도 개선
ㅇ 또한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되었던 글로벌 경기의 회복을
위해 인프라 건설 투자, 산업활동 재개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
·

·

·

·

국내 기계장비 생산1)

주: 1) 21.2/4분기는 4~5월 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국내 기계장비1) 수출액

주: 1) MTI 71, 72, 75, 79의 합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건설기계) 건설기계의 경우 국내 건설경기 선행지표 부진 완화 등에 따라
내수가 개선되는 가운데 2020.4/4분기 이후 수출 수요도 회복되는 등 양호한
흐름을 이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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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년 국내 건축착공 및 허가 면적은
마감하고 증가로 전환
2020

전년대비, %)
건축착공면적
건축허가면적

(

ㅇ

2015
36.3
34.3

2016
-5.7
-5.7

2017
-11.2
-4.0

년부터 지속된 감소세를

2016

2018
-5.1
-6.3

2019
-9.5
-10.4

2020
12.8
2.1

코로나19 이후 경기부양 등을 위해 주요국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크게 확충
*

*

한국의 2021년 SOC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26.5조원이 편성되었으며, 미국은
일자리 확보를 위해 2조달러 규모의 인프라투자 계획(American Jobs Plan)을 발표
건설용 자본재 생산1)

주: 1) 21.2/4분기는 4~5월 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국가별 건설광산기계 수출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공작기계) 공작기계 생산 및 수출은 2019년의 부진이 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로 인한 기업 생산 및 영업활동 제약 등으로 2020년까지 이어졌
으나 최근 경기 회복 기대감 등에 힘입어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
ㅇ 수주도 2020년중에는 전년대비 큰 폭 감소(-15.2%)하였으나 2021.1~5월중
에는 큰 폭 증가(전년동기대비 91.2%)로 전환
― 수요 산업별로도 2021.1~5월중 조선 항공(+269.8%), 금속제품(+162.4%),
전기 전자 IT(+88.0%), 자동차(+53.5%) 등 대부분 업종이 증가
·

·

·

공작기계 생산, 수출액

자료: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회원사 기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공작기계 수주액

자료: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회원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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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랜트 및 발전설비) 대내외 수요 및 정책적 여건이 악화되면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
ㅇ 플랜트의 경우 2020년 이후 수주가 소폭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유가 하락에 따른 중동지역 플랜트 발주 감소의 영향으로 여전히 과거
2010년 초반의 호황기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모습
― 특히 해양플랜트의 경우 대표적인 해양엔지니어링 업체(TechnipFMC)의
수주잔고 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회복이 다소 부진
*

*

수주잔액(백만달러): 2019년 24,251 → 2020년 19,065 → 2021년

f

16,889

― 다만 최근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70달러를 상회함에 따라 해양
플랜트에 대한 회복 기대감은 일부 존재
ㅇ 발전설비 업체는 매출구조 전환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화력, 원자력
발전소 등 주력 부문의 수주가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지 못하는 모습
*

*

두산중공업 기말 수주잔액(조원, 연도별 사업보고서 기준):
2017년 17.3 → 2018년 15.7 → 2019년 14.2 → 2020년 14.3

― 정부는 환경, 안전 등을 고려하여 원자력, 석탄 발전설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 LNG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
전국 플랜트 수주액1)2)

주: 1) 연중 월평균 수주액
2) 2021년은 1~5월 기준
자료: 한국플랜트산업협회(회원사 기준)

발전원별 발전설비용량 목표1)

주: 1) [ ]내는 석탄 및 원전비중(%)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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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남지역 기계장비 산업 동향

□ 경남지역 기계산업 부가가치는 2011년(9.4조원)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
다가 2016년(6.5조원) 최저점을 기록한 후 소폭 회복(2019년 7.3조원)
ㅇ 기계산업은 산업간 전 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으로 조선, 자동차 등
전방산업의 업황에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남
·

*

년중 경남지역 기계산업과 기타운송장비(조선, 항공 등) 간 생산지수의 상관계수는
이며 동일 기간 기계산업과 자동차산업 간 상관계수는 0.57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

* 2000~2020
0.85 ,

ㅇ

경남지역 제조업 전체 부가가치 대비 기계산업의 비중은 2010년(20.0%)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6년(13.6%) 이후 소폭 상승(2019년 15.7%)
경남지역 기계산업 부가가치1)

자료: 통계청

경남 제조업내 기계산업 비중1)

자료: 통계청

□ (생산) 경남지역 기계산업 생산은 코로나19 이전에도 다소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던 가운데 코로나19의 영향이 가세하면서 2020년중 전년대비 9.8% 감소
ㅇ 코로나19 이전 생산 감소세는 주로 주요 전방산업인 기타운송장비(조선, 항공 등)
등의 부진에 기인

*

*

경남지역 기타운송장비 생산은 2014~2020년중 연평균 5.4% 감소
경남지역 기계산업 생산1)

주: 1) 21.2/4분기는 4~5월 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지역별 기계산업 생산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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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2020년 기계산업 수출액(102.0억달러)이 전년대비 9.3% 감소한 데 이어
2021년 상반기(49.0억달러)에도 전년동기대비 14.0% 감소하면서 침체가 지속
ㅇ 주요 품목별로 살펴보면 2021년 상반기중 공작기계(+35.1%), 건설기계(+16.8%),
원동기 및 펌프(+21.6%)는 전년동기대비 증가하였으나, 섬유 및 화학기계
(-67.7%)는 감소세를 지속
경남지역 기계장비 수출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경남지역 기계장비 주요 품목별 수출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3. 경남지역 기계산업 기업경영분석

□ 2020년 경남지역 기계업체(분석대상 237개 업체 기준)의 자산 및 부채는 전년
대비 각각 2.3%, 2.1% 증가
ㅇ 부채비율(총부채/총자본)은 2019년 173.8%에서 2020년 172.9%로 소폭 하락
□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큰 폭 감소(각각 -4.8%, -87.7%)하였고, 영업
이익률도 전년 5.0%에서 0.6%로 크게 하락
ㅇ 당기순손실 기업 비율도 21.5%에서 22.8%로 소폭 확대
경남지역 기계산업 업체1) 주요 재무정보
(%)

2016
총자산 증가율
총부채 증가율
총자본 증가율
부채비율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영업이익률
당기순손실 기업 비중
주: 1) 본사 또는 공장이
자료: Kis-Value

2017

1.8
2.6
3.2
-1.2
-0.7
9.4
178.9
161.7
-4.6
7.3
50.8
74.9
2.7
4.4
19.8
19.0
경남에 소재한 C29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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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019

2020

-3.6
-2.5
-5.3
166.5
6.1
1.3
4.2
16.0
237개 기준

1.3
2.9
-1.4
173.8
-2.9
15.6
5.0
21.5

2.3
2.1
2.6
172.9
-4.8
-87.7
0.6
22.8

4. 경남지역 기계산업 전망

□ 자동차, 조선 등 전방산업 업황 회복, 미국 및 중국 등 주요국 수출 증가에
따라 기계산업 업황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부문별로는 다소 상이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
ㅇ (건설기계) 코로나19 확산에도 각국의 산업활동 재개 및 경기 부양을
위한 인프라 건설 투자에 따라 건설기계 생산이 증가할 전망
― 미국 신규주택착공 통계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등 미국 주택
시장 경기가 호조세
― 또한 중국 굴착기 내수시장 이 성장세를 지속함에 따라 중국 건설
기계 수출이 완만하게 증가할 가능성
·

*

對

월중 내수 판매량은 17.7만대로 전년동기대비 31.7% 증가

* 2021.1~5

공작기계) 코로나19에 따른 기저효과, 전방산업 및 수출 회복 등으로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
― 2021년중 일본, 미국, 대만 등 주요국의 공작기계 수주도 전년동월
대비 상당폭 증가하는 등 세계 공작기계 시장이 회복되는 모습

ㅇ (

주요국 공작기계 수주현황
2021.1~4월

(억달러, %)
(전년동기대비)

일본(억엔)

4,461

53.0

미국

15.7

40.1

대만
8.1
자료: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

9.0

발전설비 및 플랜트) 대내외 수요, 각국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등으로
현재 수준 유지 전망
― 다만 발전설비의 경우 기존 화력, 원자력 대신 가스터빈, 해상풍력 등
친환경 발전설비 등으로 사업구조가 개편될 경우 장기적으로 회복될
가능성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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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차부품

□ (코로나19 충격 이후 동향)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3/4분기까지 경남 자동차
부품업 생산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4/4분기 이후 완성차 수요가 내수 및
수출 모두 빠르게 회복함에 따라 자동차부품업 업황도 반등
□ (전망) 향후 경남지역 자동차부품업은 완성차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차량용반도체
수급불균형에 따른 일시적 생산차질이 하반기중 점차 해소되면서 완만하게 개선될 전망

1. 완성차산업 동향

□ (생산) 코로나19 발생 이후 부품 수급 차질 및 일부 공장 중단 등으로
인해 생산이 2020년 상반기중 크게 감소하였다가 3/4분기 이후 회복세
*

**

국내 자동차 생산량(전년동기대비):
2020.1/4분기 -15.4% → 2/4분기 -23.6% → 3/4분기 +3.9% → 4/4분기 -7.5% → 2021.1/4분기 +12.2%

사업자별로는 현대 기아자동차는 생산량이 견조한 모습이나 쌍용, 한국
GM, 르노삼성 등은 상대적으로 회복세가 미약
― (한국GM) 경남지역에 주요 공장이 소재한 한국GM 의 경우 국내
생산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2021.1/4분기중 경상용차 모델(다마
스, 라보)이 단종

ㅇ

·

*

*

한국GM 창원공장은 쉐보레 스파크, 다마스, 라보 등 경승용차 및 경상
용차를 생산
국내 자동차 생산량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ㅇ

한국GM 국내 생산량 및 생산비중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최근에는 일부 업체들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 이슈로 조업을 중단 한
가운데, 현대 기아의 경우 차량용 반도체의 상대적 재고우위 및 유연한
생산조정 등으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모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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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따른 완성차업체 조업 중단 사례
업체명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공장
아산
울산
소하
평택

중단일자(2021년)
4.12~13일, 4.19~20일, 5,24~27일
5.6~7일, 5.18~20일
5.17~18일
5.19~25일

― 완성차 업체가 재고 축소 등을 위해 차량용 반도체 발주를 줄인 가운데
반도체 공급사는 PC, 모바일용 반도체 공급을 늘렸으나, 예상보다
빠른 자동차 수요 회복 및 주요 반도체 업체 공급 차질 등으로 수급
불균형이 발생
*

**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점유율(2019년 기준):
NXP(네덜란드) 21%, Infineon(독일) 19%, Renesas(일본) 15%, Texas
Instrument(미국) 14%, ST Micro(프랑스-이탈리아) 13% 등
** 네덜란드 NXP 정전(21.2월), 일본 Renesas 화재(21.3월), 대만 TSMC
정전 및 화재(21.4월) 등
*

社

社

社

― 다만 저가 모델 생산을 줄이고 최근 견조한 수요를 나타내고 있는
SUV 및 고급차종의 생산을 늘려 수익성 개선을 도모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균형 구조

□ (판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국경통제 등으로 인해 수출을 중심으로 큰 폭
감소하였으나 이후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
ㅇ (내수) 개별소비세 인하 , 신차 효과, 개인소유 차량 이용 선호 등으로 코로나19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
*

*

정부는 자동차판매 확대 등을 통한 내수 촉진을 위해 2020.2월~2021.6월중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한 가운데 2021.12월까지 동 기한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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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생산 차질 등에 따라 주문 이후 인수까지의 대기기간이 크게 증가
하는 등 수요 우위 상황이 지속
자동차 판매량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 내수 및 수출 판매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출) 2021년 들어 선진국은 기저효과 및 코로나 회복 양상 등으로 인해
높은 신장세를 보였으나 중남미, 중동지역 등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나타
내는 등 국가별로 다소 차별화
― 특히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SUV(현대 펠리세이드, 기아 텔루라이드 등)가
회복을 주도하는 모습
― 2/4분기중에는 러시아, 중국,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 수출이 기저효과
및 이연수요 등에 힘입어 상당폭 늘면서 회복 조짐

ㅇ (

국내 완성차 주요 권역별 수출1)

주: 1) MTI 741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내 완성차 차종별 수출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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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남지역 자동차부품업 동향

□ (납품구조) 경남지역 소재 자동차부품업체는 대체로 주요 완성차업체에
고루 납품하고 있으나, 국내 완성차 생산량 대비 상대적으로 한국GM 및
르노삼성 의존도가 높음
자동차부품 1차 협력업체1) 납품구조

완성차별 전속협력업체1) 현황

주: 1) 전국 876개, 울산 38개, 경남 82개 업
체 대비 각 완성차별 납품 비율, 복수
납품처로 인해 합계는 100% 초과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편람(2019)

주: 1) 전속협력업체 전국 349개, 울산 22개,
경남 23개 대비 완성차별 납품 비율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편람(2019)

□ (생산 ) 코로나19 발생 이후 부진이 이어졌으나 2020.4/4분기 이후 회복세를 보임
*

*

경남지역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내 자동차부품 업체의 비중(2019년 광업제조업조사)은
부가가치의 85.4%, 종사자 수의 90.0%에 달하므로 동 지수를 부품업체 업황의 대용치로 사용

특히 2021.1/4분기에는 한국GM의 일부 모델이 단종되기 전 일시적인 수
요 증가 등으로 양호한 모습을 시현
ㅇ 다만 완성차 업체별 기업상황, 차종별 생산 여건에 따라 부품사의 업황도
다소 차별화
― 현대 기아자동차 부품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영향이 제한적이며 생산비중이
확대된 차종에 투입되는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도 양호한 실적을 시현
ㅇ

·

向

경남지역 자동차 및 트레일러 생산

자료: 통계청

21.3~5월중1) 주요 완성차 업체별 생산량1)

주: 1) 차량용 반도체로 인한 생산차질 발생 이후
2) [ ]내는 2020년중 생산량 비중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28 -

□ (수출) 2020.2/4분기중 큰 폭 감소(전년동기대비 -48.2%)한 이후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빠르게 회복
ㅇ 지역별로는 북미 및 중남미는 큰 폭 감소한 이후 회복하였으나, 아시아의
경우 중국의 부품 국산화 노력 등으로 감소세가 이어지는 모습
ㅇ 21.2/4분기중에는 차량용반도체 수급 차질의 부정적 영향이 일부 관찰
경남지역 자동차부품1) 수출

주: 1) MTI 742 기준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경남지역 자동차부품1) 지역별 수출

주: 1) MTI 742 기준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3. 경남지역 자동차부품업 기업경영분석

□ 2020년 경남지역 자동차부품 업체(분석대상 196개 업체 기준)의 자산 및 부채는
전년대비 각각 4.7%, 8.3% 증가
ㅇ 부채비율(총부채/총자본)은 2019년 98.3%에서 2020년 105.4%로 상승
□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큰 폭 감소(각각 -10.7%, -59.2%)하였으며, 영업
이익률도 전년 2.2%에서 1.0%로 하락
ㅇ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며, 당기순손실 기업 비율도 19.4%에서 36.7%로
크게 확대
경남지역 자동차부품 업체1) 주요 재무정보
(%)
총자산 증가율
총부채 증가율
총자본 증가율
부채비율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영업이익률
당기순손실 기업 비중
주: 1) 본사 또는 공장이
자료: Kis-Value

2016
4.1
1.8
6.7
103.6
-1.0
-26.8
3.8
14.3

2017
3.0
4.8
1.1
107.4
-1.6
-53.8
1.8
20.9

2018
1.8
-0.1
3.9
103.2
1.4
-9.2
1.6
19.4

2019
1.5
-0.9
4.0
98.3
-1.2
34.9
2.2
19.4

경남에 소재한 C303 업체 196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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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7
8.3
1.0
105.4
-10.7
-59.2
1.0
36.7

4. 경남지역 자동차부품업 전망

□ 경남지역 자동차부품업은 완성차의 견조한 수요 등에 힘입어 코로나19의
일시적 충격에서 빠르게 회복하여 완만하게 개선될 전망
ㅇ 완성차는 공장 가동 중단 등 생산차질 및 국경 봉쇄에 따라 수출을 중심
으로 판매랑이 일시적으로 크게 줄었으나 이후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2021년 이후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내수는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에 힘입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 수출은 선진국 수요가 안정적인 가운데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신흥국 수요 개선이 예상되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ㅇ 다만 한국GM, 르노삼성의 상대적 부진 등으로 인해 일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향후 신규 주력모델 중심의 생산기지 개편이
계획되어 있는 점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 GM창원공장은 경상용차 생산을 중단한 가운데 향후 CUV (Crossover
Utility Vehicle) 생산기지로 전환될 예정
*

와 외형이 유사하나 승용차 차체 기반으로 만들어져 연비, 승차감을
높인 차량 형태

* SUV

글로벌 자동차 수요 전망

자료: IHS Markit

한국GM 모델별 생산량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차량용 반도체 이슈) 전장용 반도체 부족 등 부품업체의 공급 차질 문제는
하반기 이후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
ㅇ 화재 및 정전을 겪은 주요 차량용 반도체 업체는 하반기중 완전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TSMC 는 증설중인 차량용 반도체 공장을
21년말 가동 예정
*

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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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용 반도체 주요 업체인 NXP, Infineon 등의 TSMC에 대한 위탁생산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TSMC는 2021년중 차량용 반도체 핵심 부품
(MCU, Micro Controller Unit) 생산을 60% 늘리겠다고 발표

□ (전기차 및 친환경 자동차 전환) 경남지역 자동차부품업체의 경우 전기차
및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된 시장 전환에 대한 준비는 다소 부족하여 향후
친환경차 전환이 가속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
ㅇ

ㅇ

월중 현대 기아자동차의 친환경차(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수출(14.6만대)이
전년동기대비 44.8% 증가하는 등 친환경차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
21.1~5

·

반면 경남지역 자동차부품 업체의 약 20%가 내연기관과 관련이 깊은 동력
발생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상황
경남지역 부품업체1) 주생산품 비중

경남지역 기업규모별 전기차 관심기업1) 현황
(단위: 건)

주: 1) 응답업체 888개사 기준
자료: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설문조사(2018)

소
기업

중
기업

중견
기업

관심
있음

106

57

23

186 (20.9%)

관심
없음

481

202

19

702 (79.1%)

합계

587

259

42

888 (100%)

전체

주: 1) 응답업체 888개사 기준
자료: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설문조사(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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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경남지역 제조업 발전방안

□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남지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2/4분기에 제조업
생산 및 수출이 급감하는 등 경제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음
ㅇ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경남경제는 조선업, 기계산업 등이 장기간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경남지역 제조업 전반이 위축된 상황이었으며,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침체가 가중

□ 코로나19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정점을 찍은 2020년 2/4
분기 이후 경남경제는 생산 및 수출의 감소폭이 축소되는 등 전반적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나 각 산업마다 다른 양상을 보임
ㅇ

ㅇ

조선업은 기업 수익성이 아직 부진한 모습을 보이지만, 글로벌 교역량
반등에 따른 해운업 업황 회복,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 등으로 신규 수주
및 수주잔량이 증가하여 장기 부진에서 벗어나 업황 회복이 예상됨
항공 우주 산업은 2021.5월까지도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으로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항공사, 여행사 등 연관
산업이 회복되어야 항공 우주 산업도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ㅇ

ㅇ

기계산업은 자동차, 조선 등 전방산업 회복에 따라 2020.4/4분기부터
생산 및 수출 감소폭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며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
자동차부품업은 수익성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나 완성차의 수요 증가
등으로 북미를 중심으로 수출이 개선되는 등 업황 회복세

⇒ 2020년 하반기부터 나타나는 경남 주력산업의 회복세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성장률 감소를 만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남지역 제조업의 지속적인
부진을 회복 추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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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방안
1. 금융지원 강화

□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 등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해
보증, 이차보전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가운데 보증기관 추가출연
등의 금융지원 방안을 강화할 필요
ㅇ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신용도 하락 등으로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중소
기업 비중이 늘어난 가운데 대출한도 및 담보 부족으로 인해 필요자금
을 여전히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
ㅇ 보증기관에 대한 정부 및 금융기관의 추가 출연은 보증공급 규모를 크게
확대하는 효과
*

*

보증기금의 보증 총액한도는 기본재산(정부, 기업 등의 출연금)의 20배
(단, 지역 신보는 15배)

― 한편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하여 8,100억원을 특별지원
하였으며, 경남도청 및 지역 신용보증기금 등도 이차보전, 보증비율
상향조정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지원
대출조건별 중소기업 은행대출금 조달비중
(
: %)

부동산 담보
순수신용
보증서 담보
동산 담보
(기계, 설비 등)
은행지급 보증 등

년

단위

년

2019
34.3
33.6
15.9

2020

4.4

8.2

11.8

6.9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2020년도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조사｣

중소기업의 은행자금조달시 애로사항
(
: %)

대출한도 부족
부동산 담보 부족
높은 대출금리
과도한요구
서류제출
매출액중심등 심사
재무제표

40.9
30.4
13.6

중소기업

년

2019
17.5
11.3
28.2

단위

2020

년

27.0
24.1
21.8

16.9

21.3

16.4

17.8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2020년도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조사｣

중소기업

□ 다만 금융지원의 범위를 적절히 설정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가운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필요
ㅇ 지원자금이 향후 성장가능성이 적은 지급불능(insolvency) 기업이 아닌 기술력
을 보유하고 있으나 보증 담보력 부족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illiquidity)에
직면한 기업에 배분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선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ㅇ 금융지원 정책효과 평가시스템 구축 등의 사후관리를 바탕으로 정책
효과가 높은 부문에 지원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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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환경 기술 개발 및 신성장동력 발굴에 따른 산업 경쟁력 제고

□ (친환경 기술 개발) 코로나19 이후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이 높
아지면서 각국의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등 친환경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
ㅇ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2020.12월)하며 모든 산업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 대응을 추진
ㅇ 이에 따라 경남지역도 지속적인 연구개발 등을 통해 탄소중립 트렌드에
대응하여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
― 또한 경남지역은 친환경 기술 개발 면에서 우위를 점한 상황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책적 지원이 필요
·

산업별 탄소중립 트렌드 대응 방안
산업

향후 대응 방안

조선

LNG추진선 이후 암모니아 선박, 수소 선박 등 친환경 선박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미래 조선업에서도 기술 우위를 유지하도록 노력

항공·우주

연비 향상, 전기 및 수소 연료를 활용하는 친환경 기술 개발 노력

기계

풍력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 노력
기존 내연기관 위주의 부품업 구조에서 전기차 및 수소차 부품 제조로
사업영역을 개편할 필요

자동차부품

□ (신성장동력 육성)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제조업 스마트화가 가속화되고,
친환경 저탄소, 바이오헬스 등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주력산업뿐 아니라
신성장동력을 육성하는 것이 중 장기적 성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고
볼 수 있음
ㅇ 화력 원자력에서 가스 신재생 등으로 에너지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가
운데, 풍력 가스터빈 산업 육성을 바탕으로 지역내 발전설비 업체의
매출구조 전환을 도모할 필요
― 국내 발전소에서 운용중인 가스터빈의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전설비는 수주에 있어 과거 수주이력이 주요하게
작용하는 만큼 국내 전력생산업체와 연계하여 수주 및 생산 실적을
축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 또한 국산 터빈의 발전용량이 외산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등
기술력이 부족하므로 향후 터빈, 핵심 기자재 등 고부가가치 부품에
대한 꾸준한 연구개발이 긴요
ㅇ 한편 나노융합산업 육성, 신소재 개발 등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항노화산업을 중심으로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도 인프라
투자 및 각종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

·

·

·

·

·

- 35 -

·

3. ESG 경영 강화

□ 최근 기업의 매출, 영업이익 등 재무적 요소 뿐만 아니라 환경(Environmne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기업가치 평가에
고려하는 ESG 경영이 화두가 됨
ㅇ 특히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 국민연금 에서 ESG 기업의 투자 비중을
늘리겠다고 선언하는 등 기관투자자의 의사결정에 ESG 경영 지표가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가 되면서 ESG 경영은 기업들의 필수 전략으로 부각
*

**

화석연료로 인한 매출이 전체의 25% 이상 차지하는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
** ESG를 투자결정에 고려하는 책임투자 적용 자산군 규모를 2022년까지 전체
자산의 50%로 확대할 예정
*

□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 속에서 경남지역 주요 기업들은 친환경 기술 개
발과 더불어 ESG 경영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자체적 대응 필요
ㅇ 수출 비중이 높은 경남지역 기업들은 주요 수출국의 ESG 규제가 본격화
되거나 글로벌 공급망이 ESG 기업을 중심으로 개편되면 수출 감소 등
직접적 피해가 예상되어 대응이 필수적임
경남지역 주요 기업의 ESG경영 대응 현황
ESG 경영 대응

기업명
삼성중공업

ESG 전담 조직 구성,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공장에 설치하여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를 위해 노력

대우조선해양

ESG 전담 조직 구성,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 ESG 경영 방향을
나타내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계획

두산중공업

ESG 전담 조직 운영, 전자투표제도를 통해 소액주주 의결권 보
장, 가스터빈과 해상풍력 및 수소연료전지 등 친환경 기술 개발

경남은행

ESG 전담 조직 구성, 친환경 기업 금융지원 강화, ESG채권 발행

무학

플라스틱, 폐유리 등 폐기 자원 재활용을 위한 환경시스템 도입

자료: 각사 공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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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단지 고도화

□ 2021.1/4분기 기준 경남지역 산업단지는 총 207개, 입주업체 수는 6,384개
이며 총 고용인원은 261,886명을 기록
2021.1/4분기 경남 산업단지 현황
단지수

입주

업체수
가동

가동률

고용(명)

생산
(십억원)

수출
(백만달러)

국가산단

9

2,888

2,584

89.5

163,429

12,674

4,879

일반산단

116

2,418

2,265

93.7

73,644

4,036

951

도시첨단

1

1

1

100.0

653

106

18

농공단지

81

1,077

959

89.0

24,160

1,637

447

5,809

91.0

261,886

18,453

6,296

합계
207
6,384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 경남 제조업 발전을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20년이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를 개편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산업단지를 고도화할 필요
ㅇ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부품 및 노동력 공급중단 등 생산차질을 경험
하면서 생산시설의 자동화 유연화를 위한 스마트공장의 필요성이 부각
·

― 경남도청은 2022년까지 2,000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목표로 2020년말
기준 1,476개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했으며 2021년에도 450개의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할 계획
또한 경남도청은 “경상남도 산업단지 대개조 혁신계획”을 통해 노후
화된 산업단지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할 계획

ㅇ

― 창원국가산단 을 비롯하여 함안칠서산단, 사천일반산단, 김해골든루트
산단에 대해 2022~2024년간 총 1조 5,588억원을 투자하여 미래 모빌
리티 산업을 육성할 예정
*

년 조성된 산업단지로 경남 전체 산단 생산 및 고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
하고 스마트그린선도산단으로 지정되는 등 경남지역의 핵심 산업단지

*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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