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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모터스포츠산업 육성 방안

안

영

진*

1)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전라남도 영암에서 ‘포뮬러원’(Formula-1) 코리아그랑프리가 개최된다.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는 올림픽 경
기대회, 월드컵 축구대회와 더불어 세계 3대 스포츠 빅 이벤트의 하나로 평가된다. 전라남도가 F1 대회의 개최와 연계하여 모터스포
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육성한다면,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등과 함께 지역의 산업성장과 경제발전에 새로운 기
반을 구축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동북아 모터스포츠산업 허브 혹은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F1 대회의 개최
를 계기로 전라남도는 모터스포츠산업을 지역의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의 하나로 발전시켜 나갈 방향을 모색하고 그 구체적인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전라남도 모터스포츠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우선 모터스
포츠산업의 특성과 동향 그리고 관련 시장발전 전망 등을 분석하고, 이어서 모터스포츠산업의 육성 배경과 필요성 등을 살펴보고, 마
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하여 모터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전략을 논의하고자 한다.

주제어: F1 코리아그랑프리, 모터스포츠산업, 전략적 육성방안
Ⅰ. 서

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전라남도 영암에서 ‘포뮬러원’(Formula-1) 국제자동차경주대회(대회의 공식 명
칭은 ‘포뮬러원 코리아그랑프리’)가 개최된다. F1 대회는 올림픽 경기대회, 월드컵 축구대회와 함께 명실
상부한 세계 3대 스포츠 빅 이벤트의 하나로 평가된다.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국가의
국제적 신인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발전에 있어서도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안
영진 외, 2009).
이러한 자동차경주대회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모터스포츠산업(motor-sports industry)은 세계적으로 l
인당 국민총소득이 2만 달러가 되는 것을 기점으로 하여 성장하기 시작하는 산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
모터스포츠산업은 또한 자동차 및 레저․여가 산업의 성장에 비례하여 발전하며, 경제적 파급효과 역시
막대한 이른바 ‘유망 신수종’(新樹種) 산업의 하나로 주목을 끌고 있다. 더군다나 모터스포츠산업은 마케
팅 수단으로서도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업종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라남도가 F1 코리아그랑프리의 개최와 연계하여 모터스포츠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체계적이고 효
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면,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등과 더불어 지역의 산업성장과 경제발전에
새로운 기반을 구축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동북아 모터스포츠산업의 허브 혹은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나강열, 2010; 조상필 외, 2010). 이런 의미에서 F1 대회의 개최를 계기로 전라남도
는 모터스포츠산업을 지역의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의 하나로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갈 방향을 모색하고
그 구체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전라남도 모터스포츠산업 육성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
은 먼저 모터스포츠산업의 특성과 동향 그리고 관련 시장 발전전망 등을 진단하고 분석해 보고자 한다.

* 이 논문은 필자가 2009년 12월 전라남도의회의 의뢰로 작성한 “전남 모터스포츠 산업 육성 방안”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원용하여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교수, Tel: 062-530-2686, E-mail: yjahn@jn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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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이 논문은 전라남도 모터스포츠산업의 육성 배경과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모터스포츠산업의 발전 비전과 전략을 탐색하고, 특히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전라남도 모터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모터스포츠산업의 현황 및 성장 잠재력
2.1 모터스포츠산업의 정의와 특성
모터스포츠산업은 통상적으로 전문 드라이버의 경주용 차량의 경주대회(예컨대 F1 그랑프리, 챔프카
월드시리즈, F3, 르망 24시간, DTM NASCAR, WTTC, WRC, Super GP) 및 일반 드라이버들의 경주대
회, 경주용 차량 및 일반 차량의 성능 업그레이드를 위한 부품튜닝산업 그리고 운전자 안전교육 등과 같
이 자동차를 매개로 한 새로운 자동차문화산업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모터스포츠산업
을 일반화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여기서는 모터스포츠산업의 개념을 편의상 광의와 협의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협의의 모터스포츠산업은 모터스포츠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팀․오피셜․프로모터 등 관련
종사자(인적 요인)와 경주차의 성능 향상과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 및 서비스업(기술적 요인)을 포함한
다. 이에 반해 광의의 모터스포츠산업은 모터스포츠라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환경
적 요소들을 망라한 것으로, 흔히 자동차의 제조․설비, 소재, 정유, 연구개발, 정비와 서비스, 운송, 스포
츠, 광고․마케팅, 교육전시, 레저관광, 기타 서비스 등과 관련한 비즈니스들을 모두 포함한다. 이런 의미
에서 모터스포츠산업은 원칙적으로 자동차에 필요한 다양한 산업분야와 연결되어 있다. 모터스포츠산업
의 범위는 표 2에서 자세히 정리되어 있듯이 자동차 부품튜닝, 정비, 연구개발, 전시, 유통 등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자동차 성능개선을 위한 부품의 연구개발, 관련 제조업, 신차 전시회 등과 같은 서비스업,
교육 관련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이와 아울러 스포츠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할 경우 모터스포츠산업은 드라이버의 교육, 차량의 유통, 수익성 제고를 위한 마케팅, 언론 홍보를
위한 미디어, 성능증진을 위한 개발 등 지극히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어 있으며, 따라서 산업으로서의 발
전 가능성이 대단히 큰 편이다.
이러한 모터스포츠산업은 오늘날 몇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지식경제부․전라남
<표 1> 모터스포츠산업의 개념
구분

모터스포츠 엔지니어링업

모터스포츠 서비스업

광의의

자동차 제조․설비, 소재산업(철강․금속, 유리, 운송업, 광고․마케팅, 경주장 개발, 스포츠산업,

모터스포츠

고무․플라스틱, 섬유, 도료), 정유, 자동차기술, 인력양성 및 교육․전시․컨벤션 산업, 레저․관

산업
협의의
모터스포츠
산업

연구․개발․시험, 정비 및 서비스 등

광, 기타 서비스업 등

레이싱부문: 경주차 섀시, 공기역학, 엔진․변속 경기부문: 대회유치․진행, 팀․선수 운영, 오피
․제동 등 공학장치, 연구․개발
셜교육, 관중마케팅, 스폰서십
비레이싱부문: 레이싱 용품, 구조 변경․성능 향 비경기부문: 경주장 운영, 레이싱스쿨, 인력양성,
상, 애프터 마켓시장

자료: 지식경제부․전라남도(2009: 15)

안전교육, 보험․안전 등 서비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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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모터스포츠산업의 범위
업종
레이싱팀

주요 특성
모터스포츠 경기에 직접 참여하는 레이서, 팀 크루

튜닝

자동차의 성능 개선을 위해 기술적, 외관적 변형을 가하는 작업

연구

자동차 생산업체 및 부품업체의 연구 및 신기술 개발

교육

레이서, 미캐닉, 경기 진행요원 등을 위한 전문교육, 일반인을 위한 안전교육

정비

수입차, 슈퍼카 등 하이엔드급 자동차 특화 정비 단지

물류

대회에 참가하는 경주차 수송을 위한 운송 전문 물류기능

유통

경주차량용 부품 및 소모품 판매․유통

전시

신차 메이커, 중고차 딜러 입주, 모터쇼 개최

IT

차량에 장착되는 전자부품, 경주장 내부의 전자제어 시스템

컴퓨터

CAD, CAM 등 엔지니어링에 필요한 전산기술

마케팅

홍보․마케팅, 스폰서십, 기업광고

서비스

호스피텔러티(Hospitality) 전문업체, VIP 접대

미디어

경기 생중계, 레이싱 포토, 온․오프라인 뉴스 서비스 등

자료: 지식경제부(2008).

도, 2009). 첫째, 모터스포츠산업은 현대 기계기술의 정점에 놓여 있는 자동차를 도구로 하여 오로지 레
이스를 위해 제작된 이른바 ‘머신’(machine)을 사용하여 인간의 체력과 기술을 통하여 경쟁하는 스포츠
산업이라는 점이다. 둘째, 이러한 모터스포츠산업은 자동차의 생산 및 서비스 분야에서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융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엔지니어링과 양산시스템을 포괄하는 2차 산업과 자동차
성능개선 및 기타 애프터마켓 서비스가 망라되는 3차 산업이 교차하는 분야라는 것이다.1) 셋째, 모터스
포츠산업은 중소업체(튜닝업체)와 거대기업(양산업체) 간의 상호교류의 장이 되는데, 모터스포츠에 필요
로 하는 자동차 기술개발을 통하여 소규모 기술업체와 대규모 완성차 생산업체 간에 기술 및 정보 교류
로 상호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점이다. 넷째, 모터스포츠산업은 최첨단 하이테크 기
술개발을 통한 양산차 기술의 산실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F1을 비롯한 모터스포츠는 DOHC, 오토매틱
기어, 트랙션컨트롤, 타이어, 친환경기술 등의 ‘시험무대’(test bed) 역할을 수행하고 첨단 양산차 기술발
전을 촉진하고 있다. 다섯째, 모터스포츠산업은 제조설비, 소재산업, 시험연구, 물류, 부품, 정비, 유통서
비스 등 광범위한 전․후방 산업연관효과를 파생시키는 첨단산업이라는 점이다(Connaughton et al.,
2007). 그리고 끝으로 모터스포츠산업은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또한 막대한 상업적 가
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ranter et al., 2009).

․

2.2 국내 외 모터스포츠산업의 실태와 현황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모터스포츠산업은 모터스포츠 서비스산업과 엔지니어링산업으로 크게 대별된
다. 아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하여 국내․외의 모터스포츠산업의 현황과 실태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지식경제부․전라남도, 2009; 조상필, 2009: 11-14).

1) 이런 맥락에서 모터스포츠산업은 자동차 제조업을 중심으로 IT 등 3차 산업적 요소가 가미된 것으로 볼 수도 있고(2.5차 산업),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2차 산업적
요소가 가미된 것(3.5차 산업)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한다(강인수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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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터스포츠 서비스산업
모터스포츠 서비스산업은 흔히 말하는 선진 산업국들을 중심으로 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

다. 우선 영국은 전 세계에서 모터스포츠산업이 가장 번창한 국가 중 하나로, 모터스포츠 서비스분야의
세계시장에서 약 80%를 점유하고 있으며, 2007년 현재 46억 파운드로 추정되는 이 분야에서 수출 비중
은 40%에 이르고 있다. 영국은 또한 F1을 비롯한 모터스포츠 레이싱팀의 본거지이기도 하다. 영국은 세
계에서 유명한 F1 레이싱팀인 멕라렌, 월리엄스, 조던 등의 근거지이자 스바루와 미쓰비시 등의 팀도 영
국을 거점으로 삼고 있다. 아울러 미국의 자동차경주인 ‘인디’에 출전하는 머신들도 영국의 업체들이 주
로 설계․제작하고 있다. 영국은 150여개 경기장에서 연간 4,300여회에 달하는 모터스포츠 관련 이벤트
가 개최되고 있다. 영국의 모터스포츠산업의 규모는 대략 90억 달러를 상회하며, 3천여 개의 업체가 4만
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영국은 2005년 말을 기준으로 24개 대학과 111개 전문학교 그리고 65개
사설 교육기관에서 모터스포츠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특히 F1 서킷인 실버스톤(Silverstone)에는 세계 최
대의 이른바 ‘모터스포츠밸리’가 형성되어 있다.2)
다음으로 미국은 세계 최대의 모터스포츠 시장으로, 특히 양산차 경주대회인 ‘NASCAR’가 최고의 인
기를 누리고 있으며, 이 밖에도 챔프카, 인디카, 드래그레이스 등 수많은 경주대회가 개최되고 있다. 미국
모터스포츠의 성지라고 하는 인디애나폴리스에는 모터스포츠산업의 클러스터가 구축되어 있다. 1909년
건립된 인디애나폴리스 모터스피드웨이는 세계 3대 모터스포츠이벤트의 하나로 불리는 ‘인디 500 레이
스’3)의 개최로 유명하며, 이 지역의 브랜드 이미지를 뒤바꿔 놓았다. 서킷이 들어선 이후에 지역 전체가
자동차산업단지로 활성화되었으며, 현재 도요타와 혼다 등 완성차 회사는 물론이고 아이신 등 세계적인
부품회사들도 이 지역에 입지하고 있다. 또한 전문 카트장인 뉴캐슬모터스포츠파크 등 지역의 모터스포
츠 이미지를 활용한 시설이 들어서면서 관광객 유인효과도 발휘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페라리 자동차의 본사와 레이싱 트랙 피오라노 서킷이 위치한 이탈리아 북부 도시 마
라넬로는 전 세계에서 몰려든 자동차 마니아들로 늘 붐비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영국의 산업형 클러스
터와는 달리 자동차박물관, 클래식카 경매센터, 자동차 관련 기념품 판매점, 자동차 테마식당 등 페라리
를 아이콘으로 하는 자동차문화밸리가 형성되어 있다. 이는 마라넬로에서 승용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도
시인 모네나가 페라리의 창립지라는 점과 현재도 마세라티, 람보르기니, 파가니존다, 두카티(모터사이클),
데토마소 등 소량 생산체제의 고급 스포츠카를 만드는 유명 브랜드의 집결지이기 때문이다. 아시아에서
는 F1 일본그랑프리가 개최되는 시즈카 서킷이 지난 1960년대에 건립되었다. 이 서킷 주변지역은 철도로
1시간을 가야 대도시를 나올 만큼 접근성도 떨어지는 전형적인 낙후지역이었으나 베일사이드 등 자동차
전문 드레스업 튜닝회사들이 인근에 입주하여 튜닝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모터스포츠 서비스산업과 관련해서 우선 100여개의 레이싱팀에 약 1,377
명이 종사하고 있다. 한국자동차경주협회 공인된 등록선수는 약 700명이며, 공인 오피셜(심판원)은 140
명이다. 아울러 튜닝업체가 약 1천여 개에 이르고 있으며, 대학생 자작차 동아리가 전국 110개 대학에 걸
쳐 있으며 회원은 5천명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자동차 소유자의 25%가 차량 성능개조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국내 자동차동호회는 약 12,300개를 상회하며 회원수는 200만 명 이상으로 파악되

2) 모터스포츠밸리는 잉글랜드 남부의 모터스포츠 산업 집적지를 지칭하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런던 북서쪽에 위치한) 옥스퍼드셔 주와 노샘프턴셔 주를 둘
러싼 반경 50마일 지역을 포함한다. 영국의 모터스포츠 산업에는 약 4만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만 5,000명은 고도로 숙련된 엔지니어들이고, 연간
90억 달러의 수입을 거두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이 지역에 집중하고 있다. 세계 각 지역에서 사용되는 단좌 경주용 자동차의 75%가 영국산이며, 포뮬러원
(Formula 1)팀의 60%가 영국에 기반을 두고 있다. 모터스포츠 밸리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경주용차 드라이버, 전문가, 엔지니어, 부품, 돈, 그리고 스폰서십을
보유한 그야말로 모터스포츠 산업의 세계적 거점이다(안영진 외, 2011, 180-182).
3) 대회는 매년 1회 개최되며, 평균 50만 명의 입장객이 몰려들어 단일 스포츠이벤트로는 세계 최대규모를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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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국내 모터스포츠 동호회는 1,500개 이상으로 추정되며 회원수는 60만 명 이상으로 달하는 것으
로 추정된다. 특히 국내 최대의 프로 모터스포츠경주대회인 ‘CJ 슈퍼레이스챔피언십’에는 연간 7～8만
명의 관객이 입장하고 있다. 2009년 말 현재 이 경기대회를 비롯하여 국내에서는 총 6개 대회가 개최되
고 있다.
2) 모터스포츠 엔지니어링산업
먼저 독일의 튜닝시장은 1995년 29억 유로에서 2006년 50억 유로로 성장하였으며, 튜닝시공이 아닌
튜닝부품산업으로만 2006년 현재 45억 유로(약 8조원)의 매출 규모에 달하며, 이 중 부품의 수출이 50%
이상으로 독일의 수출에 기여하는 바도 적지 않다. 영국의 모터스포츠부품산업은 선진화된 자동차경주문
화와 신기술이 결합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1990년부터 2000년까지 모터스포츠 시장의 평균
성장률은 263%이며, 고용증대는 무려 92%를 넘을 정도로 고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특히 모터스포츠 경
주에서 필수조건으로 지정된 샤시를 설계하고 공급하는 상위 20개 모터스포츠부품회사의 경우에는
560%라는 경이적인 시장 성장률과 260%라는 높은 고용률 변화를 기록할 정도로 모터스포츠 부품산업
은 영국의 부품산업에서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2005년 모터스포츠 엔지니어링산업의 시장규모
는 310억 달러에 이르고 모터스포츠 부품산업의 규모는 2007년 367억 달러이며, 매년 7%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어 미국의 수많은 산업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여 주었다.
아시아권에서 일본의 모터스포츠 산업시장은 1970년대 전자제어장비의 보편화 이후 성장을 지속하여
2005년 현재 25조원 이상 규모로 확대되었다. 일본에서는 옐로우햇(Yellow Hat)이나 오토박스(Auto
Box) 등 대형 유통점이 등장하면서, 체계적이고 편리한 소매가 가능한 애프터마켓이 형성되고 완성차업
체와 튜닝업체 간의 공생․협력 관계가 구축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모터스포츠 엔지니어
링산업의 수요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튜닝 관련 업체수가 1998년 전국 400여 곳에서 2002년 말 기준
으로 1,000여 곳 이상으로 급증하였고 전국의 튜닝샵 중 30% 정도가 미국 자동차업계로 부품을 수출하
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국내 모터스포츠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해
외 모터스포츠 산업체의 국내 진출도 가시화되고 있다.

2.3 모터스포츠산업의 미래 발전 전망
F1으로 대표되는 모터스포츠는 전 세계 자동차 신기술의 산실이라고 불릴 만큼 큰 의의를 지니고 있
다. 보다 빠른 것을 추구하는 대표적 속도산업으로서 모터스포츠는 세계 유수의 자동차업계가 지대한 관
심을 쏟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막대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모터스포츠 대회에서의 입상은 회사의 기술력을 인정받는 가장 효과적인 홍보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아울러 자동차문화의 새로운 트랜드를 이끌어가는 효과를 갖고 있다. 또한 각종 자동차
경주대회가 주는 직․간접 효과는 경우에 따라 동계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스포츠대회의 경제적 파급효
과를 훨씬 능가한다. 그리고 한국의 자동차생산 100대당 고용인원이 7명인 반면, 슈퍼카인 페라리
(Ferrari)는 100대당 고용인원이 56명으로 대당 고용창출 효과도 일반 양산차에 비해 8배 정도 높은 것으
로 알려져 있다(강인수 외, 2008).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 모터스포츠산업의 향후 시장은 몇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성격을 나타내고 있
다(조상필, 2009: 14-15). 첫째, 모터스포츠산업은 미성숙 잠재시장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자동차생산
에서 세계 5위이며, 자동차산업이 전체 제조업 고용자수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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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큰 산업이며 국세의 17%를 담당하지만, 모터스포츠산업은 초기 걸음마 단계에 놓여 있다. 모터스포
츠산업은 전 산업분야에 걸친 광범한 산업 연관성과 파급효과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산업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둘째, 하지만 국내 모터스포츠산업은 점진적인 성장추세
를 보이고 있다. 2010년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개최를 계기로 모터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
으며, CJ 슈퍼레이스 등 국내에서도 대규모 스폰서십이 등장하고 꾸준한 관중 증가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셋째, 국내 모터스포츠 엔지니어링산업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실정이다. 자동차 소
비자의 기호 다양화, 기존의 양산업체의 대량생산을 통한 표준화된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맞춤형 방식으
로 소비자 개개인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변화가 부각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들어 국내 모터스
포츠 관련 학과 및 교육기관 설립도 늘어나고 있으며, 관련 종사자 교육 및 배출이 향후에도 계속하여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Ⅲ. 전남 모터스포츠산업의 발전전략과 육성방안
3.1 모터스포츠산업의 육성 필요성
전남의 모터스포츠산업 육성 필요성을 논의하기 전에 국내적으로 모터스포츠산업의 육성 필요성은 몇
가지 측면에서 조명해 보고자 한다(지식경제부․전라남도, 2009: 31-32). 우선 산업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로 모터스포츠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신산업이라는 점이다. 모터스포츠산업은 자
동차와 레저․여가 산업의 발달 그리고 국가경제의 발달과 비례하여 성장하는 유망 신수종 산업분야이
며, 아울러 일반 자동차산업에 비해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산업이다. 둘째로 모터스포츠산업은 막대한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육성이 요구된다. 모터스포츠산업의 전방산업으로
서는 철강, 금속, 유리, 고무, 플라스틱, 섬유, 도료 등의 소재산업과 시험연구 및 제조설비 산업이 있으
며, 후방산업으로서는 물류산업, 판매 및 부품․용품 판매, 자동차 정비 등의 유통서비스 산업이 있다.
그리고 관련 산업부문으로서는 정유, 윤활유, 의료, 스포츠, 레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산업들이 존재한
다. 셋째로 최근 들어 추진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FTA 체결에 대응한 산업구조의 다변화와 다각화를 위
해서도 육성이 긴요한 산업이다.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 자동차 특소세가 인하되며, 한․미
양국은 일정 용량의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자국 관세를 협정 발효와 함께 철폐하기로 하였다. FTA 자동
차부문의 타결로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 세계 최대의 모터스포츠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미국의 기술과 부품이 국내로 유입되어 국내 모터스포츠시장의 선점이 우려된다. 반대로 우리가 역량을
갖춘다면 미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생기므로, 해외 선진국 틈새시장의 공략을 통해 새
로운 산업군(群)으로 위상을 정립시켜나가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모터스포츠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음으로 기술적 측면에서 모터스포츠산업의 육성 필요성을 조명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자동차기술 핵
심역량 극대화로 고부가가치 생산구조의 구축이다. 고부가가치 모터스포츠시장 진입을 통해 대량생산 위
주의 국내 자동차산업의 다각화를 촉진하고 기술혁신과 양질의 공급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수입대체와 수
출확대를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강인수 외, 2008). 다음으로 양산차 기술개발의 시험무대
역할의 수행이다. 모터스포츠산업은 양산차 업체의 친환경 첨단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이른바 ‘테스트베
드’ 역할을 수행하고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국내 양산차 제조업체 생산차량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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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성능에서 해외 유수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모터스포츠산업의 육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로 국민 레저수
요가 증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대로 진입하고 주 5일 근무제가 확산되고 고속
철도의 개통과 고속도로망의 확충으로 레저환경이 변화하면서 레저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자동
차 및 모터스포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자동차 소비자의 선호에 변화가 나타나
고 있다. 끝으로 지방정부의 모터스포츠산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많은 지자체에서 자동차 경주
장 건설은 물론이고 국제대회 유치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남의 모터스포츠산업의 육성 필요성은 몇 가지 측면에서 고찰해 볼 수 있는데(지식
경제부, 2008: 15-16), 우선은 국내 모터스포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이른바 ‘critical mass’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는 미래 산업수요의 급증이 예상되는 미성숙 잠재시장인 국내 모터스포츠산업의 기초 인프라
를 구축하고,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에 따른 새로운 발전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F1 대회의 개최를 계기로 전라남도의 고부가 신성장 동력산업의 육성이다. 모터스포츠산업은
되풀이하여 강조하지만 자동차산업은 물론이고 레저․여가산업의 확대와 전반적인 경제발전에 비례하여
성장하는 유망산업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막대한 전후방 산업연관효과의 창출로 산업 구조개선 및
고부가가치 생산구조의 구축이다4). 모터스포츠산업의 전방산업으로 소재산업과 시험연구 및 제조설비
산업이 있고, 후방산업 및 연관 산업도 막대하다. 만약 전남의 부품소재 산업인 기아자동차 협력사(총 40
개사), 자동차 미니클러스터 회원사(총 36개사), 금형미니클러스터 회원사(총 44개사), 튜닝업체(총 6개
사)들이 상호 연계하여 모터스포츠시장에 진입할 경우 대량 생산위주의 국내 자동차산업의 다각화 및 다
양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모터스포츠산업의 클러스터 기반을 조성할 경우 국내 자동차부품,
튜닝, 서비스, 친환경기술 등 관련 산업의 질적 도약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양산 자동차 기술개
발의 산실인 모터스포츠 엔지니어링산업도 육성할 수 있다면 자동차 부품산업의 활성화도 유도할 수 있
을 것이다.

3.2 전남 모터스포츠산업의 SWOT 분석 및 계획과제
전남은 모터스포츠산업의 육성을 뒷받침할 있는 여러 가지 강점요인을 지니고 있다. 우선 모터스포츠
산업 육성의 토대로서 F1 경주장의 최고 입지조건 및 최신의 시설여건, 인접한 광주에 기아자동차 및 협
력업체의 입지, 대불 국가산업단지와 목포항․무한 국제공항 등의 인접, 대(對) 일본 및 중국 전초기지로
서의 역할수행 가능성, 지자체의 산업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모터스포츠산업의
육성과 관련한 약점요인도 적지 않는데 튜닝 등 모터스포츠 엔지니어링산업의 발달이 미흡하거나 저조하
고, 레이서 등 모터스포츠 서비스업이 전반적으로 취약하며, 미캐닉 등 관련 인력이 부족하고 교육시설이
부재하고 국내 자동차 대기업들의 관심도 저조한 점 등을 언급할 수 있다.5) 하지만 모터스포츠산업 육성
을 위한 기회요인도 존재한다. 전남의 행․재정적 지원 확대 및 지역의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의
육성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 고조, F1 대회 지원법 제정 및 F1 개최를 통한 모터스포츠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의 마련,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 등과 연계한 지역발전 시너지효과의 견인
가능성, 서해안고속도로 및 호남고속철도 등을 통한 수도권 등과의 접근성 개선 그리고 인근의 다양한

4) 최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전남지역 모터스포츠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1.901,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766그리고 취업유발효과는 19.648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
남지역 모터스포츠산업의 경우, 지역간 후방연관성이 31.6, 지역간 전방연관성이 21.9로 분석되었다(김재구 외, 2010).
5) 2010년과 2011년 두 번에 걸친 F1대회와 관련하여 가장 큰 위협요소로서는 국가적인 무관심과 아울러 F1 관련 특별법에 명시된 중앙정부 보조금조차 지급 지연
혹은 거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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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연구 제43권 제2호(통권 57집)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온화한 기후와 풍부한 해양 관광자원 보유
∙간척지에 건설하는 F1 경주장의 최고 입지조건 및

∙취약한 산업여건 및 특히 튜닝 등 모터스포츠 엔

∙광주에 기아자동차 및 협력업체 입지 및 대불 국
가 산단, 목포 신항, 무한 국제공항 등의 연접
∙대일본 및 대중국 전초기지로서 역할수행 가능
∙지방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의지

∙레이서 등 모터스포츠서비스업의 전반적 취약
∙미캐닉 등 관련인력의 부족 및 교육시설 부재
∙현대․기아 등 자동차 대기업들의 관심 저조

최신의 시설 여건

지니어링 산업의 미발달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전남도의 행․재정적 지원 확대 및 신성장 동력산
업으로서의 육성에 대한 중앙 정부의 관심
∙F1 대회 지원법 제정 및 F1 개최로 모터스포츠 산
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등 개발수요 확대
∙고속도로, KTX 등 접근성 증대
∙인근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 활용

∙지역민들의 상대적 무관심 및 산업적 중요성에 대
한 회의
∙향후 주변 국가들과의 경쟁심화 가능성
∙국내 타 지자체의 모터스포츠산업에 대한 관심 중
대와 육성 노력의 확대 경향
∙F1 경기대회 후 관련시설의 사후 활용 불투명

<그림 1> 전남 모터스포츠 산업 SWOT 분석
출처: 안영진 외(2009)

관광자원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산업효과 극대화 등의 요인이 존재한다. 물론 이와 동시에 위협요인도 제
기된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모터스포츠산업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 및 산업적 중요성에 대한 회의, 향후
중국과 일본 등의 주변국들과 모터스포츠산업을 둘러싼 경쟁심화, 국내 지자체들의 모터스포츠산업에 대
한 관심 중대와 육성 노력의 확대, F1 경기대회 후 관련 시설의 사후 활용방안의 불투명 등이다(안영진
외, 2009).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전라남도의 모터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우선 강점요인의 강화를 요구된다.
이를 위해 모터스포츠산업하면 전남을 생각할 수 있도록 천혜의 환경을 활용하여 모터스포츠산업밸리를
조성하고, 또한 세계 2위이자 아시아 최장의 레이싱 코스를 홍보하여 전 세계 모터스포츠 마니아의 관심
을 유도하며 각종 대회의 지속적인 유치를 통한 모터스포츠산업의 육성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
야 할 것이다. 또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시로 국내 자동차 (대)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산업성장 여건을
구축하며, F1 경주장과 대불국가산업단지, 목포신항 그리고 무안국제공항 등 기존 하부구조의 유기적인
연계 활용을 통해 모터스포츠 연관 산업의 투자 및 기업 유치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6) 더군다나 위
에서 언급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F1 경주장의 국내 자동차 기업들의 주행시험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F1 브랜드를 활용한 상품개발 및 관광 자원화를 모색하며,
전문 미캐닉 아카데미 개설 및 대학 등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과 자동차 회사들의 후원을 바탕으로 한 드
래그 레이스와 카트대회 등을 신설하여 관련 동호인의 관심과 참가를 유도해 동호회 등 저변을 지속적으
로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모터스포츠 엔지니어링(튜닝) 산업의 육성과 기반 조성, 모터스포츠
산학관연 체계 확립 및 공동 프로젝트의 추진 등 연구개발 기능의 강화 등도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모터

6) 이와 관련한 해외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를 참조하라. 조상필 외, “해외 F1 자동차 경주장 주변지역 개발사례 분석 및 시사점”, 전남발전연구원 리전인포
제202호, 2010; 나강열, “F1 코리아그랑프리 개최에 따른 연관산업 육성 방안”, 전남발전연구원 리전인포 제226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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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의 장기적 육성을 위해서는 기회요인의 활용이 긴요한데, F1 특별법을 통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활용하여 F1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대외 이미지를 확립하고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의
핵심 콘텐츠로 활용하면서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적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자동차 부품 및 튜닝 관련업체의 유치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F1 대회를 통한 선
진국형 모터스포츠문화를 창출하는 것이다. 끝으로 갖가지 위협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F1 브랜드 및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 및 마케팅을 전개하는 동시에 중국과 일본 등 인근 국가들의 모터스포츠 마니아
를 겨냥한 타켓 마케팅을 펼치고, 국내 스피드웨이와 서킷과 경쟁하기 위해 계절별․월별․기종별로 차
별화된 테마경기의 기획 운영하며, 끝으로 F1 경기대회 후 관련 시설의 사후 활용방안으로서 모터스포츠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안영진 외, 2009).

3.3 모터스포츠산업 육성 비전과 방향 그리고 전략
전남의 모터스포츠산업의 육성을 위한 비전으로서는 ‘동북아 모터스포츠산업 거점(비즈니스밸리) 조
성’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발전 목표는 F1의 성공적 개최와 모터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모터스포츠산업을 전남의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데 맞출 수 있다. 이를 위한 육성방향
으로서는 우리나라 모터스포츠산업의 선점 및 동북아 글로벌거점 육성, 모터스포츠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을 통한 고부가가치의 수요 창출형 신성장 동력산업 기반의 구축, 모터스포츠산업의 입지 및 투자를 견
인할 수 있는 산업경제 환경 및 지원체계 조성 등을 제시할 수 있다(안영진 외, 2009).
이상에서 언급한 비전과 발전 방향에 따라 전남의 모터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몇 가
지 측면에서 구상해 볼 수 있다. 우선은 장기적으로 모터스포츠산업 비즈니스밸리를 구축하기 위한 전단
계로서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다.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의 1년 1회 개최로는 지역발전에 한계
가 있으므로, F1 관련 모터스포츠산업육성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전남 모터스포츠산업 클러스
터 추진은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내에 모터스포츠 연구개발센터(연구개발동, 시험인증동, 전시교육센터)
와 모터스포츠 산업단지(튜닝단지, 벤처단지)를 조성하고, 튜닝부품 실차테스트와 전문드라이버 양성 실
습장은 인근의 F1 경기장을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모터스포츠산업 엔지니어링 분야의 초기 핵심영역인

<그림 2> 전남 모터스포츠산업 육성 비전과 방향
출처: 안영진 외(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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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F1 경주장 및 모터스포츠산업 클러스터 구축
출처: 전남발전연구원(2009: 9)

튜닝산업의 기반 조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튜닝부품 기술개발 및 시험인증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지식
경제부․전라남도, 2009).
모터스포츠산업의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요청된다. 제1단계에서는 기초 인프라
조성 및 수요를 창출하고(F1 경주장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부품업체 및 튜닝업체 우선 유치, 하이퍼
포먼스 엔지니어링사업의 실현을 위한 관련 법령 점검과 행정지원 기능 구축), 제2단계에서는 기술 집약
과 인력양성, 국내시장 개척(물류시설 및 고객 친화형 자동차 제품 시승시스템 구축과 교육시설 활성화
를 통한 인력 재교육 기능 강화, 디자인센터 기능 활성화를 통한 클러스터 자체 브랜드 육성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제3단계에서는 해외진출의 가시화와 세계 시장의 선도(경주장과 산업단지의 결합을 통한 시너
지효과 극대화로 자동차 특구의 캐릭터 구축, 해외 명품 튜너의 아시아 본부유치로 국내 업체 경쟁력 강
화, 일본과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등 인접 국가를 대상으로 고성능 튜닝카 제조 및 공급 등)를 추진하
도록 한다(나강열, 2010).
둘째, 국내 자동차회사 참여 유도 및 타 지역의 자동차 연관기업과 시설 연계 및 공유를 추진하는 것
이다. 국내 모터스포츠 및 모터스포츠산업의 활성화와 성장을 위해서는 국내 자동차메이커의 참여는 필
수불가결하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 자동차 메이커의 모터스포츠 참여 사례 소개 및 벤치마킹, 모터스포츠
및 모터스포츠산업 간의 선순환구조에 대한 인식 제고, 자동차 메이커의 사업 다각화 필요성 및 기술발
전 극대화에 대한 지속적 홍보, 정부차원에서 국내 대기업 자동차 메이커의 모터스포츠산업에의 참여를
적극적인 유도하는 노력 등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자동차 메이커 참여에 대한 각종 지원책
및 과감한 인센티브(재정, 부지 등)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광주와 군산, 창원, 울산 등지에 입지
한 대규모 완성차 제조회사와 부품업체들과 협업을 통해 연구개발 시설과 테스트베드의 공동 활용, 모터
스포츠 경험의 공유․축적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외국의 유명 튜닝샵과 F1 자동차 경주팀, 연구개발
센터, 부품업체 등의 유치를 통해 중국과 일본, 동남아 시장을 겨냥한 모터스포츠산업의 국제적 아울렛을
개설해야 할 것이다(조상필, 2009; 나강열,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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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전남 모터스포츠산업을 위한 산업경제 환경 및 지원체계의 확립이다. 이를 위해 우선 모터스포
츠산업 전문기술 인력의 육성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젊고 스피디한 이미지의 모터스포츠를 활
용, 이공계를 기피하는 청소년들에게 엔지니어링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레이싱
체험 등)하여 향후 고급 엔지니어 육성을 통하여 자동차 완성차 업체와 부품업체에 고급 인력을 공급하
고, 아울러 전남 도립대학의 특성화와 연계하여 관련 학과 혹은 교과목을 전략적으로 개설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아울러 도내 전문대학과 산학연계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인력의 수급체계를 만들고, 모터스포츠
산업에 필요한 전문기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과 별개로 ‘전문교육원’의 설립 및 운영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전문 드라이버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드라이버 양성 프로그램을
수립․추진하고, 튜닝 전문 엔지니어(미케닉)를 양성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기술 및 자본력이 우월한 완
성차와 부품업체들과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한다. 레이싱카 기술이 일반 승용차기술을 선도
하기 때문에 모터스포츠의 첨단기술을 양산차에 응용하려는 국내 타 지역 및 외국의 완성차와 자동차부
품 업체들과 상호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모터스포츠산업의 기반시설을 조기에 구축하여 외국의 유명 튜
닝업체와 자동차부품기업 그리고 레이싱팀 등을 유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터스포츠산업 이벤트
및 컨퍼런스 등 산학연관 공동프로젝트의 추진도 필요하다. 모터스포츠산업 관련 연구협력 체계를 구축
하고, 산학연관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기술이전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터스포츠산업 관
련 이벤트 및 각종 컨퍼런스를 조직하여 운영해 나감으로써 관련 산업의 정보유통을 강화하고 혁신환경
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튜닝산업 발전을 위한 단계별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즉, 튜닝산업의 발전을 위한 단계별
실행계획의 구상 및 추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제1단계에서는 튜닝 산업화의 목표를 설정하고 안
정적 발전을 위해 기존 정부 공공기관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에 부품 인증기관(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또
는 자동차부품연구원)을 지정하고, 완성차와 대규모 부품회사의 제품 외에 튜닝 관련 부품의 개별 인증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다. 아울러 차량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서류를 간소화하고, 튜닝 또는 구조변경 전담
업무부서의 설립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제2단계에서는 튜닝 부품의 인증 및 관련 전문기관의 설립 및
관련 분야의 연구를 진행시키는 것이다. 튜닝산업(및 전기자동차) 관련 기관 또는 민간단체 ‘(가칭)사단
법인 튜닝협회’를 설립하고, 튜닝 관련 분야 전문가의 구성을 통해 관련 법규 개정안을 마련하고 튜닝관
련 개선 및 발전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특히 튜닝산업의 발전 가능성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튜닝의
범위를 규정하고 튜닝제품의 안전한 장착이 가능한 튜닝 전문점의 등록 또는 절차를 모색하고, 안정적인
튜닝작업이 가능한 기술력 검증을 위한 절차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모터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추진이다(조상필, 2009). 모터스포츠산업 육성을 위
해서는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이 중요하다. 자동차 메이저 제조업체뿐 아니라 자동차 관련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도 부품개발 및 정비, 자동차튜닝 분야 사업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튜닝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튜닝 자격증 제도 및 성능 책임 인증, 튜닝자동차 활동 합법화 등
을 모색하고 차량 정비관련 각종 규제 중 시설물을 기준으로 정해진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사람을 기준
으로 하는 전향적 규제를 마련하며, 더불어 무제한 속도를 위한 교통법 및 보험법 등의 보완도 요구된다.
여섯째, 모터스포츠산업의 수요기반의 조성이다. 모터스포츠산업의 시장구축 및 안정화를 위해서는 모
터스포츠의 대중화가 필수불가결하다. 이를 위해 정부 지원의 대폭적 확대가 요구된다. 현재 모터스포츠
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F1 등 대규모 이벤트 등을 계기로 정부 또는 지자체, 대기
업들에게 모터스포츠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육성 필요성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
며, 다음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일반인들에게 자동차는 스포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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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아닌 이동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모터스포츠는 불쾌한 소음과 폭주족을 먼저 연상시킬 만큼 부정적
요소가 많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는 것이 긴요하다. 그리고 자동차
메이커 및 튜닝 등 관련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들의 경우 모터스포츠를 통한 자동차
기술발전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거의 사장되고 있다. 매 경기를 통해 확보되는 각
팀과 메캐닉들이 엄청난 데이터와 기술적 노하우가 자동차 메이커들에게는 최소 수십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산차에 적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형편이다. 이러한 문제점
을 해결을 위해 경주용차에서 얻어진 각종 데이터와 기술력 등을 검증 및 상품화할 수 있는 적법화된 기
관과 업체 등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울러 모터스포츠와 튜닝업계의 긴밀한 협조와 유기적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모터테인먼트의 활성화도 추진하도록 한다. 모터스포츠의 대중화를 위해서
는 엔터테인먼트의 자연스러운 연계가 단기적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곱째 무안 국제공항 MRO센터와 모터스포츠산업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모터스포츠산업 클러스
터를 확대한 모터스포츠산업 '비즈니스밸리'(business valley)를 장기적으로 특구로 지정하거나 경제자유
구역에 포함시켜 규제 완화를 통해 외자 등을 유치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motor-sports
vehicle’ 육성차원에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등 모터 관련 분야를 모두 포함시켜 육성하고, 또한
국내 유수의 자동차 제조업체의 F1 대회에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도 요청된다.

Ⅳ. 결

론

이 논문은 전라남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모터스포츠산업의 특성과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의 육
성 가능성 그리고 그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다소 생소한 모터스포츠산
업의 개념과 주요 특성을 살펴보고, 국내외 모터스포츠산업의 실태와 현황, 발전경험을 탐색해 보고, 마
지막으로 미래 유망 신수종 산업으로서 모터스포츠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 그리고 향후 발전에 관
한 전망을 바탕으로 하여 전남의 모터스포츠산업의 육성 여건 및 활성화의 필요성에 관하여 검토한 뒤,
전남의 모터스포츠산업의 발전 비전과 목표, 육성전략을 구상해 보았다.
이 논문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 전라남도 영암에서 개최되는 ‘포뮬러 원’(Formula-1) 국제
자동차경주대회를 계기로 전남에 모터스포츠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성장 기
반 구축을 모색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유치를 계기로 모터스포츠산업을
전라남도의 고부가가치의 미래 신(新)성장 동력산업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모터스포츠산업은 모터스포츠라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제반 환경적 요인
들을 망라하는 것으로서 자동차 제조․설비, 소재산업, 정유, 연구․개발, 정비 및 서비스, 운송업, 스포
츠, 광고․마케팅, 교육 전시, 레저․관광, 기타 서비스업 등 관련 비즈니스들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모터스포츠산업은 인간과 기술의 조화, 자동차 생산․서비스 분야에서 2차 산업과 3차 산
업의 융합, 중소업체(튜닝업체)와 거대기업(양산업체)간 상호교류의 장, 최첨단 하이테크 기술개발을 통
한 양산차 기술의 산실, 광범위한 전후방 산업연관효과, 세계 규모의 기업체 참여 및 막대한 상업적 부가
가치 창출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모터스포츠산업은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
고 있다.
이러한 모터스포츠산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육성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선 산업적 측면에서
는 미래 성장 잠재력이 무한한 신산업이며, 막대한 전후방 산업연관효과를 창출하고, FTA 체결에 대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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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의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며, 기술적 측면에서는 자동차기술 핵심역량 극대화로 고부가가
치 생산구조 구축, 양산차 기술개발의 테스트베드 역할 수행에서, 그리고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국민 레
저수요의 증대, 자동차 및 모터스포츠에 대한 수요 증가, 지방정부의 모터스포츠에 대한 관심제고 등에서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전남의 경우 국내 모터스포츠산업의 육성을 위한 ‘critical mass’의 형
성, F1대회 유치를 계기로 고부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막대한 전후방 산업연관효과 창출로 산업 구조
개선 등의 측면에서 체계적인 육성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배경으로 이 논문은 전남의 모터스포츠육성 방향을 동북아 모터스포츠 산업거점(‘비즈
니스밸리’)의 조성에 두고, 이를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서 모터스포츠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국내 자동차
회사 참여 유도 그리고 타 지역의 자동차 연관기업 및 시설 연계 공유, 모터스포츠산업의 산업경제 환경
및 지원체계 확립, 튜닝산업 발전을 위한 단계별 발전의 추진, 모터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모터스포츠산업의 수요기반 조성 및 모터스포츠의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해 보았다.
물론 우리나라의 모터스포츠산업의 시장은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F1 코리아그랑프리의
개최로 모터스포츠산업의 성장 잠재력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전남은 F1대회의 개
최와 더불어 모터스포츠산업을 지역의 고부가가치의 미래 신(新)성장 동력산업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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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omotion Strategies for Motor-sports
Industry in Jeollanamdo, Korea

Young-Jin Ahn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Formula 1 Korean Grand Prix will be held annually for the next seven years at the Korea
International Circuit in Yeongam, Jeollanamdo. Formula 1 is highly rated as one of the big three
international sports along with the FIFA World Cup and Olympics. If Jeollanamdo is able to promote the
motor-sports industry systematically and efficiently with the link of Formula 1 motor-sports event,
Jeollanamdo will construct a new economic growth base of regional industry. This paper aims to explore
a vision and policy to promote the motor-sports industry in Jeollanamdo. Firstly this paper analyzes the
market situations and main trends of motor-sports industry. Secondly this paper explains the backgrounds
and urgent needs for the promotion of motor-sports industry. And finally this paper suggests a concrete
strategy and policy to develop the motor-sports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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