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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상공에서 촬영한 새만금 산업단지

전북 군산, 전기차 메카로 거듭난다
‘군산형 일자리’ 첫발
군산을 대한민국 전기차 산업의 메카로 만들려는 ‘전

터스, MPS코리아는 올해 연말쯤 착공식 후 내년 본격

북 군산형 일자리’가 첫발을 내디딘 가운데 군산시가

적으로 공사에 들어간다. 군산시는 이들 기업이 신규

기틀 다지기에 나섰다. 군산시에 따르면 도는 ‘군산 상

인력을 채용하는 내년 5∼6월이면 협약안의 효력이

생형 일자리’가 안착하도록 상생협의회 조직화, 선진

발효될 것으로 보고 내년 상반기까지 실행 방안을 마

임금제도 도입, 수평적 계열화 방안 마련, 완성차업체

련한다.

자체 플랫폼 구축, 부품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시는 완성차 업체의 자체 전기차 모델개발을 돕고 부

개발 지원 등 후속 사업을 추진한다.

품업체의 전기차 핵심 전기·전자 부품과 공용부품 개

‘새만금 컨소시엄’에 포함된 에디슨모터스와 대창모

발을 지원한다. 초기 생산방식인 주문자상표부착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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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에서 자체 모델 개발 또는 제조자개

컨소시엄’ 등 2개 컨소시엄으로 진행된다.

발생산(ODM)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이들 컨소시엄은 2022년까지 4천122억원

140억원 규모의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을 투자, 전기차 17만7천여대를 생산하고 1

실증센터’ 구축과 220억원 규모의 ‘가변 플

천900여명을 고용한다.

랫폼 기반 중소형 전기버스·트럭 운영시

먼저 명신 컨소시엄은 2천675억원을 투입

스템 개발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 옛 GM 군산공장(129만㎡)에서 이르면

아울러 중소 부품기업들의 기술 자립화를

내년부터 전기차를 생산한다. 새만금 컨소

위한 ▲ 전기·자율차산업 육성사업(346억

시엄은 1천447억원을 들여 새만금 산업단

원 규모) ▲ 전기동력 자동차 전기·전장

지 제1공구 39만㎡에 기업별로 전기차 생

산업생태계 구축사업(30억원 규모) ▲ 친

산라인을 만든다. 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환경 전기·전장부품 시장 창출 지원사업

기업들은 각각 장점이 있는 전기버스, 전

(56억원 규모) 등 전기차 핵심부품 개발을

기 트럭, 배달형 전기차, 골프 카트 등을 생

통해 조기양산을 위한 사업도 지원한다.

산한다.

시는 전북 전기자동차 얼라이언스를 구

오래전부터 자동차 산업이 발달해 800개

성·운영하고 초소형 전기자동차 사업 규

의 부품업체와 10여개의 연구기관이 있고

제 자유 특구 지정, 인력양성도 추진한다.

숙련된 노동자도 많아 이를 활용하면 가

군산형 일자리 모델은 명신그룹이 주축이

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새만금 주행

된 ‘명신 컨소시엄’과 에디슨모터스, 대창

시험장, 전기자율차 테스트베드 등의 기반

모터스, MPS코리아가 중심이 된 ‘새만금

시설이 집적돼 있고 새만금 신항만, 공항

1

과 같은 최적의 물류 및 수출 인프라를 갖추게

스터가 새롭게 조성되고 2022년까지 4천122억

되는 점도 강점이다. 특히 지난 11월 12일에는

원 투자와 함께 1천900여개의 직접 고용 일자

전북이 정부로부터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

리가 만들어진다”고 밝혔다.

특구로 지정되며 친환경·미래형 자동차 생산

강임준 군산시장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기지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4일 군산형 일자

져 좋은 일자리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

리 상생 협약식에서 “지역의 신산업 육성 의지

라며 “전기차 관련 사업은 우리 군산에서 가장

와 노사민정 대타협, 정부 지원이 더해져 군산

하기 좋고 꼭 먼저 찾아가야 하는 곳으로 만들

은 전기차 메카로 우뚝 설 것”이라고 말했다.

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1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2 문 대통령과 강임준 군산시장(왼쪽에서
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3 문 대통령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4 문 대통령이
참석자들과 ‘새로운 도약’이라고 적힌 카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어 “이제 군산과 새만금 일대에 전기차 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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