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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상 적으로 큰 비중의 일 무역적자를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국내 제조업의 고도화 및 수출 증 에 편승하여 더욱 고착화되는 구조적 특징을 보이

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중간재산업인 소재부품산업의 경우, 세계 

무역흑자 폭 확 에도 불구하고 일 무역적자 규모는 꾸준히 큰 폭의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1)

우리나라 제조업 중간재의 세계 무역수지는 ‘07년 364억 달러 → ‘09년 512억 달러 → 

‘11년 867억 달러 → ‘13년의 975억 달러 흑자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일본에 해서는 동 -187억 

달러 → -209억 달러 → -201억 달러 → -228억 → -20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2)

물론 우리나라 제조업의 중간재산업은 정부의 다양한 산업정책적 지원과 관세장벽을 활용

한 보호주의에 힘입어 국산화 및 수입 체를 전개하여 일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일본의 제조업 중간재와 비교해보면 여전히 취약한 경쟁력

  * 이 논문은 2014학년도 동의 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2014AA320)
 ** 동의 학교 상경 학 무역학과 부교수

 1) 본 연구의 제조업 중간재산업의 범위는 국제산업연관표 분류표를 토 로 중간수요부문인 소재부품산업
을 상으로 하여 분석을 전개하고 있다. 이홍배(2005) 참고

 2)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 Data Base｣및 한국기계산업진흥회｢KOAMI Data Base｣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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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고 있어,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의 제약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제조업 중간재산업은 고도의 기술력과 막강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일본 산업의 고부

가가치를 창출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막 한 무역수지 흑자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제조업 중간재산업의 기술 및 제품경쟁력 확보와 이를 통한 세계 수출 

확 를 위해서는 세계 최고의 제조 및 요소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과의 협력 강화는 불가

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급속한 캐치업을 전개하고 있는 중국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을 고려하면, 일본과의 기술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는 곧 우리나라

가 향후 지속적으로 중국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 및 확 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중간재산업인 소재부품의 일 기술의존도와 상호 생산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한일간 기술격차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고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왜냐하면 한일간 중간재산업의 현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향후 상호 협력방향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선행연구와 통계자료

동 연구 범위와 유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한일간 중간재산업을 포함

한 양국의 산업간 상호 의존관계 및 경쟁력 현황을 분석한 연구는, 김광희·김창남(2009), 김광

희(2008), 남장근(2009), 민동기(2009), 신현수(2009), 신현수·이원복(2003) 등이 있으며, 이들 

연구는 일반 무역통계를 이용하여 우니라나 제조업의 일 경쟁력 변화에 따른 의존관계 

및 일 무역적자 현황을 실증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또한 국제산업연관표(International Input-Output Table)를 이용하여 양국간 또는 다국간 산업

별 의존구조 및 연관관계를 분석한 국내 연구로는, Isard(1951), Chenery(1953), Moses(1955) 

등이 표적이다. 동 연구는 국제산업연관분석의 틀을 학문적으로 발전시킨 연구들이다. 그리

고 이를 토 로  Miller(1966)는 양국 또는 지역간 피드백효과(Interregional Feedback Effect)의 

개념을 도입하여 분석하 으며, 이를 통해 Miyazawa(1966)와 Round(1985)는 행렬식을 이용하

여 연구를 전개하 다. Nakamura(1993) 또한 아시아 역내 국가간 상호의존관계를 분석하는데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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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로는 김종귀(2001), 산업연구원(2003), 이규인·임병인(2006), 이홍배·오동윤(2009), 

이홍배(2005) 정종인·방홍기(2001) 등을 들 수 있으며, 일본내 유사한 연구로는 岡本(2007, 

2006), 石川(2004), 佐野(2001), 佐野·長田(1998), 佐野·玉村(1996) 및 中村·戶塚·內田(2001) 등이 

존재한다. 이들 논문의 특징은 한일 양국을 비롯한 동북아 및 동아시아 국가·지역을 상으로 

제조업 중간재의 생산 및 투입구조 분석을 통한 의존 및 연관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점이다. 

한편 본 논문은 2000년 한일국제산업연관표와 2008년 한일국제산업연관표(Korea-Japan 

Input-Output Table)를 실증분석 통계로 사용하고 있다. 2008년 한일간 표는 2005년 아시아 

국제산업연관표를 한일 2국간 통합분류표로 연장추계하여 작성한 통계분류표로서 본 연구를 

위해 비공식적으로 작성하 다.3) 2008년 한일국제산업연관표의 산업분류는 한일간 무역 비

중이 상 적으로 높은 제조업의 중간재산업을 중심으로 구성하 다.4)

3. 실증분석 모형

본 연구에서 도입한 실증분석 틀은 국제산업연관분석의 레온티에프역행렬승수모형이다. 

동 모형은 다음과 같이 행렬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행의 항등식은 FZiX += 이다. 투입계수는 1ˆ −= XZA 로 구할 수 있으며, 투입계수를 사용

하여 항등식을 고쳐쓰면 FAXX += 가 된다. 따라서 산업연관모델은 FAIX 1)( −−= 가 

된다( i 는 행의 합계를 계산하기 위한 단위열 백터). X는 총산출을 의미하며, Zi는 제조업의 

중간재, F는 최종수요를 나타낸다.

<그림 1>은 한국과 일본의 제조업 중간재에 한 국제산업연관표 개념도를 나타낸다.5) 

 3) 동 연구에 도입한 2008년 한일국제산업연관표는 통계의 시차를 해소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한편 아시아 국제산업연관표는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 말레이
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과 만, 미국 등 10개국으로 구성된다. 약 5년의 시차를 두고 한국을 
비롯한 10개국 중앙은행 및 정부 부처가 공동 작성한 통계로서,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IDE)에서 발간하
고 있으며, 2005년 아시아 국제산업연관표는 2013년 발표되었다. 

 4) 2005년 아시아 국제산업연관표(76부문)를 토 로 2008년 한일 2국간 수입경쟁형 투입산출표를 추계하
고, 수출입 관련통계는 “World Trade Atlas”이며, 실증분석 상시기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이다.

 5) 여러 가지 형식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형식은 비경쟁수입형의 Isard 型이다. 이는 산업과 국가를 
나누어 기재하어 있어 관련 정보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홍배·岡本(200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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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일간 제조업 중간재의 국제산업연관표 개념도

한국(R) 일본(S) 최종수요

총산출
중간재1 중간재2 중간재1 중간재2 한국

(R)
일본
(S)

한국
(R)

중간재1 zRR
11 zRR

12 zRS
11 zRS

12 f RR

1 f RS

1 xR

1

중간재2 zRR
21 zRR

22 zRS
21 zRS

22 f RR

2 f RS

2 xR

2

일본
(S)

중간재1 zSR
11 zSR

12 zSS
11 zSS

12 f SR

1 f SS

1 xS

1

중간재2 zSR
21 zSR

22 zSS
21 zSS

22 f SR

2 f SS

2 xS

2

부가가치 vR

1 vR

2 vS

1 vS

2

총투입 xR

1 xR

2 xS

1 xS

2

주: 1) zRR
11 의 경우, 왼쪽 상첨자는 생산(공급)국, 오른쪽 상첨자는 수요국, 왼쪽 하첨자는 공급부문, 

오른쪽 하첨자는 수요부문을 나타냄.
자료: 필자 작성. 

국제산업연관표의 이론적 개념은 다음과 같다. 행방향은 제품의 판매(수출)방향을 나타내

고 있으며, 한국(R국)의 제1 중간재산업 제품은 국내 중간재와 일본(S국) 중간재로 판매(수출)

되고, 그리고 최종재는 한국(R국)의 최종수요와 일본(S국)의 최종수요로 판매(수출)된다. 여기

에서 중요한 것은 동일한 제1 중간재라 해도 국가가 다르면 별개의 업종으로 취급되고 있는 

점이다. 열방향은 중간재산업의 투입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른바 1국에서는 제품의 투입이 

국내뿐이었으나, 국제산업연관표에서는 자국의 투입뿐만 아니라 해외로부터(여기에서는 S국

으로부터) 수입한 중간재의 투입도 나타내고 있다. 

국제산업연관표에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국가도 하나의 표 안에 연결되어 있어, 1국의 

산업연관표보다 넓은 공간적 범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다국간 산업연관관계

를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도 공간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표라고 하겠다. 

우선 행방향은 다음과 같이 식(1)의 항등식이 성립한다. 

RRSRRRSRSRRRR xffzzzz 11112111211 =+++++

RRSRRRSRSRRRR xffzzzz 22222212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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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SRSSSSSRSR xffzzzz 11112111211 =+++++

SSSSRSSSSSRSR xffzzzz 22222212221 =+++++ ······························································ (1)

각국의 투입계수를 도출하여 이를 행렬식으로 나타내면 식(2)가 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

S

R

R

SSSR

SSSR

RSRR

RSRR

S

S

R

R

SSSSSRSR

SSSSSRSR

RSRSRSRR

RSRSRSRR

x
x
x
x

ff
ff
ff
ff

x
x
x
x

aaaa
aaaa
aaaa
aaaa

2

1

2

1

22

11

22

11

2

1

2

1

2212221

12111211

22212221

12111211

·································· (2)

그리고 식(2) 행렬식을 각국으로 나누어 분할행렬식으로 표시하면 식(2)으로 표시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S

R

SSSR

RSRR

S

R

SSSR

RSRR

X
X

FF
FF

X
X

AA
AA

·················································· (3)

이어서 식(3)을 총산출로 계산하면 국제산업연관분석의 기본모형 식(4)를 구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SSSR

RSRR

SSSR

RSRR

S

R

FF
FF

AIA
AAI

X
X

1

················································ (4)

그리고 식(4)를 식(5)로 나타내면 레온티에프역행렬승수모형은 식(6)으로 표시된다. 

⎥
⎦

⎤
⎢
⎣

⎡
=⎥

⎦

⎤
⎢
⎣

⎡

−−
−−

−

SSSR

RSRR

SSSR

RSRR

BB
BB

AIA
AAI

~~
~~1

 
⎥
⎦

⎤
⎢
⎣

⎡
=⎥

⎦

⎤
⎢
⎣

⎡

+
+

S

R

SSSR

RSRR

F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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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6)과 같이 한일 각국에 최종수요를 부여함으로써 양국간에 새로운 생산이 유발되므로, 

식(7)이 성립된다,

SRSRRRR FBFBX ~~ +=

SSSRSRS FBFBX ~~ += ······························································································ (7)

식(7)은 한국(R국)의 생산액은 자국의 최종수요와 자국의 레온티에프역행렬의 크기

( RRR FB~ )에 더해 일본(S국)의 최종수요와 S국이, R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는 레온티에

프역행렬의 크기( SRS FB~ )의 합으로 결정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일본(S국)이 자국의 

최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국(R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R국의 수출)하고 있어 R국의 

생산이 유발( SRS FB~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곧 한일간 중간재의 생산파급효과를 

의미한다.

4. 한일간 제조업 중간재의 수출입 현황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 제조업의 중간재는 지속적인 기술경쟁력 제고에 따른 산업 고도화

를 주도하는 산업군 중 하나이며, 한국경제의 생산과 고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더욱이 제조업의 중간재는 한국 전체 수출의 47%를 상회하는 높은 비중을 보이면서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1997년 이후 16년 연속 무역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2003년 이후 국내 제조업 중간재의 세계 무역흑자 규모는 세 자리수로 확 되었으며, 

2013년 세계 무역수지는 97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등, 한국의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세계 중간재 수출은 2012년(2,534억 달러) 비 

4.0% 증가한 2,630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수입은 동 2.5%(1,625억 달러) 증가에 머무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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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규모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그러나 한편으로, 소재부품 중심의 중간재의 수출은 일부 품목에 편중되어 있으며, 핵심·고

부가가치 중간재는 원천기술 부족으로 인해 여전히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등, 기술경쟁력 열위에 따른 구조적 취약성 문제를 안고 있다. 핵심기술 부재는 

수입의존 심화를 야기하여 국내 산업간 파급효과 상실 →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 초래 → 

외부환경 변화 적응력 및 미래 기술경쟁력 확보 지연 → 경제성장 동력 약화 등의 우려를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부분의 중간재 관련업체는 중소기업(99%)으로 구성되어 있어, 규모의 세성과 

R&D 투자 부진 등으로 인한 생산성 둔화(저부가가치)와 수입유발(해외단순기술 도입) 촉진 

등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표 1> 한국 중간재의 세계 수출입 현황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01 2005 2007 2009 2010 2011 2013

중간재
(A)

수 출 620 1,238 1,682 1,710 2,290 2,560 2,630
수 입 593 1,011 1,318 1,197 1,512 1,685 1,655

무역수지 27 227 364 513 779 874 975

전산업
(B)

수 출 1,504 2,844 3,715 3,635 4,664 5,565 5,596
수 입 1,411 2,612 3,568 3,231 4,252 5,244 5,156

무역수지 93 232 146 405 412 321 440

비중
(A/B)

수 출 41.2 43.5 45.3 47.0 49.1 46.0 47.0
수 입 42.0 38.7 36.9 37.0 35.6 32.1 32.1

자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KOAMI DB.

한편 한국 제조업 중간재의 일 수출입 비중은 점진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핵심중

간재의 일의존도 심화로 인해 적자규모는 여전히 크게 관찰되고 있다. 2013년 한국 중간재

의 일 무역적자는 205억 달러로 전체 일 무역적자의 81%를 점하고 있으며, 지난 20년간 

적자 누계액은 3,283억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2011년 이후 일 수입 감소에 따른 향으로 무역적자 폭은 감소세로 전한되었으

며, 이는 곧 한국 제조업 중간재의 일 기술 및 수입의존도 축소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2013년 기준 한국 중간재의 일 수출입은 총 483억 달러규모로 전체(947억 달러)의 약 51%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 수출은 2011년 급격한 수출 증가 현상이후 점진적인 감소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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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고 있으나, 일 수입이 큰 폭으로 축소된 점이 양국간 중간재 수출입 구조의 최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6)

이에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한국 제조업 중간재의 일 수입 감소 현상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 나타나고 있는가를 관찰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며, 이를 위해 한일간 중간재의 

생산기술의존도와 생산파급 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표 2> 한국 중간재의 일 수출입 현황과 무역수지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01 2005 2007 2009 2010 2011 2013

수  출
62

(10.0)
113
(9.1)

135
(8.0)

102
(6.0)

138
(6.0)

170
(6.6)

139
(5.3)

수  입
165

(27.8)
274

(27.1)
322

(24.4)
303

(25.3)
381

(25.4)
397

(23.6)
344

(20.8)
무역수지 -103 -161 -187 -201 -243 -228 -205

주: 한국 중간재의 세계 수출입 비 일본의 비중.
자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KOAMI DB.

5. 한일간 중간재의 생산파급효과

5 .1 한일간 중간재 기술의존도 변화와 특징

우선 한일간 제조업 중간재의 기술의존도 변화와 특징, 이른바 양국간 중간재 수입의존구조

를 파악하기 위해 향력계수(Power of Dispersion)를 측정하 다. 향력계수는 한일국제산업

연관표분석를 토 로 레온티에프역행렬의 세로방향을 통해 구했으며, 한일간 중간재의 투입

구조, 이른바 중간재수입 의존관계를 나타낸다.

<표 3>은 한일 양국의 자국내 및 상 국에 한 기술의존도(국산품 투입)를 나타내고 있는

데, 여기에서는 한국 자체적인 기술의존도 뿐 아니라 일본의 생산 활동에서 파급되는 피드백

효과(Feedback Effect)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어, 한일간 중간재 생산 

및 수출입 활동이 상 국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파급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다

 6) 한국기계산업진흥회 ｢KOAMI Data Base｣의 ‘국가별 부품소재산업 무역현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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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어느 중간재산업에 1단위의 수요가 발생한 경우, 

즉 기술구조가 변화하 을 경우, 이것이 일본의 중간재산업에 어느 정도의 향(생산유발)을 

미치는가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분석 상인 2000년부터 2008년에 걸쳐 한일 양국의 자국에 한 기술의존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났다. 

먼저 한국의 자국에 한 기술의존도, 이른바 국산품의 투입의존도를 보면 2008년 섬유제

품, 수송기계, 전기·전자, 정 기계, 일반기계, 금속기계 순으로 크게 관찰되었으나, 섬유와 

전기·전자를 제외하면 모든 제조업에서 2000년 비 감소하 다. 특히 수출 주력업종인 일반

기계와 금속기계, 화학제품의 자국내 기술의존도는 2000년에 비하여 2008년 큰 폭으로 축소된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자국에 한 기술의존도는 2008년 한국과 유사하게 수송기계, 일반기계, 전기·전자, 

정 기계, 금속기계, 섬유제품 순으로 나타났으나, 전 업종의 연관효과는 2000년 비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2000년에 비하여 2008년 수송기계, 전기·전자, 금속 및 섬유제품의 감소 

폭이 크게 관찰되었다.

한일 양국 모두 2000년 비 2008년의 자국내 기술의존도가 감소된 것은 중간재 부분 

업종에서 외부로부터의 중간재수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한편 2000~2008년 기간동안 한일 양국의 상 국에 한 기술의존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되었다. 

상 국에 한 기술의존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양국의 생산기술 

향상 또는 감소에 따른 상 국에 한 중간재 수입의존 비중의 변화가 파악 가능하기 때문이

다. 한국의 중간재산업 생산이 일본 중간재 산업의 생산을 어느 정도 유발시키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으로써, 이른바 한국의 일 중간재 기술의존도, 즉 일 중간재 수입의존도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한국의 경우 일본에 해 2008년 정 기계, 일반기계, 금속제품, 수송기계, 전기·

전자 등에서 기술 즉 수입의존도가 크게 나타났으며, 그 수준은 압도적이다. 그러나 정 기계

를 제외하면 모든 제조업 중간재의 일 수입의존도는 2000년 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기·전자의 감속 폭은 상 적으로 매우 크게 관찰되었다. 

일본의 경우, 한국에 한 기술의존도는 2008년 전기·전자, 일반기계, 금속제품, 정 기계, 

수송기계 순으로 크게 관찰되어, 한국과 동일한 업종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과 

달리 상술한 중간재 업종의 한국에 한 수입의존도는 전기·전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큰 폭 

상승하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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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 모두 동일하게 수출 주력업종에서 상 국에 한 수입의존도가 높게 관찰되었으

나, 한국의 일 의존도 수준이 일본의 그것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아, 양국간 무역불균형의 

원인을 제공하는 의존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일 수입의존도는 감소하는 반면, 

일본의 한 수입의존도는 상승하고 있어 업종별 차이는 존재하지만, 향후 양국간 중간재의 

무역불균형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기 된다. 특히 전기·전자의 경우 한국의 일 수입의존도

는 크게 낮아진 반면, 일본의 한 수입의존도는 여전히 높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일 양국의 수입의존도가 거의 동일한 중간재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크다는 것은, 양국간 

중간재 업종의 상호 의존 및 보완관계가 그만큼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치열한 

경쟁관계를 유지하면서 상 국 생산을 유발시키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4> 한일간 중간재의 상 국에 한 기술의존도 변화

한  국 일  본

2000년 2008년 2000년 2008년
자국내

섬유제품 1.9875 2.0437 2.0186 1.8238 
기타경공업 2.0286 2.0782 1.9911 1.8991 
화학제품 1.5820 1.4724 1.7896 1.6122 
요업·토석제품 2.0076 1.4747 1.9629 1.5708 
금속제품 2.1722 1.7124 2.1505 1.8888 
일반기계 2.1205 1.7511 2.1305 1.9737 
전기·전자기계 1.7061 1.8413 2.1160 1.9627 
수송기계 2.3440 1.9747 2.5978 2.3699 
정 기계 2.0021 1.8178 1.9155 1.9532 
기타제조업 2.0484 1.9651 2.1367 2.1068 

상 국

섬유제품 0.0565 0.0445 0.0125 0.0093 
기타경공업 0.0524 0.0468 0.0035 0.0045 
화학제품 0.0661 0.0465 0.0118 0.0076 
요업·토석제품 0.0493 0.0388 0.0057 0.0048 
금속제품 0.1367 0.1216 0.0133 0.0166 
일반기계 0.1340 0.1262 0.0088 0.0183 
전기·전자기계 0.2096 0.1171 0.0204 0.0184 
수송기계 0.1358 0.1203 0.0079 0.0138 
정 기계 0.1609 0.1701 0.0134 0.0158 
기타제조업 0.0883 0.0653 0.0127 0.0145 

주: 수치는 자국(한국)의 어느 산업에 한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할 때 자국(한국) 또는 상 국(일본) 
산업 전체의 생산에 어느 정도 향을 미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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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한일간 중간재 생산파급효과 변화와 특징

또한 <표 5>와 같이 한일 양국의 상 국에 한 생산유발비율 즉 생산유발계수의 구성비를 

분석하여 양국간 향력계수의 차이, 이른바 기술 즉 수입의존도 변화에 따른 생산파급효과의 

크기를 측정하 다. 다시 말하면 한일간 기술격차는 상 국 생산에 어느 정도 파급되고 있는

가를 관찰하 다.7)

생산유발비율은 자국 업종에 1단위의 최종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자국 및 상 국의 각 업종

에 직접․간접적으로 생산이 유발되지만, 양국에서 유발되는 전체 생산 가운데 상 국에서만 

유발되는 크기만을 나타내고 있어, 상 국에 한 생산파급효과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따라서 생산유발비율은 자국 산업이 상 국의 중간재 수입에 어느 정도 의존

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관찰하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분석결과, 한국 중간재 업종의 일본에 한 생산유발비율(2000년 5.16% → 2008년 4.68%)은 

2시점 모두 일본의 그것(동 0.53% → 0.63%)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일 

중간재 수입의존도 심화 현상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업종별(2008년 

시점)로 보면, 정 기계(8.56%), 일반기계(6.72%), 금속제품(6.63%), 전기·전자(5.98%), 수송기

계(5.74%) 순으로 일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기·전자를 제외하고

는 모두 의존도가 상승하는 추세이다. 

반면 전기·전자의 경우 2시점에 걸쳐 가장 큰 폭의 의존도 하락(10.94% → 5.98%)을 보여, 

2008년 상술한 업종 가운데 상 적으로 낮은 일 중간재 수입의존도를 나타낸 것이 큰 특징

이다(주력산업 가운데 2000년 첫 번째 → 2008년 네 번째). 즉 한국의 중간재 업종 가운데 

전기·전자기계의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할 경우 일본의 동 업종 생산을 5.98% 증 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일본의 그것(0.93%)과 비교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의 한국에 한 생산유발비율(2008년 시점)은 전기·전자(0.93%), 일반기계(0.92%), 

금속제품(0.87%), 정 기계(0.80%), 수송기계(0.58)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2시점에 걸쳐 비

율은 상승(0.39% → 0.48%)하는 추세를 보 다. 특히 전기·전자, 섬유 및 화학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조업의 비율은 2000년 비 큰 폭 상승하여, 일본의 한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심화되

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7) 향력계수는 한일 양국의 중간재 업종이 자국 및 상 국 업종에 어느 정도의 향을 미치는가, 즉 
중간재의 수입의존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가능한 일목요연하게 비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양국간 경제적 규모의 차이를 감안할 경우, 상술한 지표는 한일 양국의 최종수요의 크기가 고려되지 
않은 상태인바, 자국의 수요가 상 국의 생산을 어느 정도 유발하는가 하는 그 규모를 정확하게 측정하
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진다. 이홍배·오동윤(200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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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한일간 업종별 중간재의 생산파급효과 변화

(단위: %)

한국 → 일본 일본→한국

2000년 2008년 2000년 2008년

섬유제품 2.77 2.13 0.62 0.51 
기타경공업 2.52 2.20 0.18 0.24 
화학제품 4.01 3.06 0.65 0.47 
요업·토석제품 2.40 2.56 0.29 0.30 
금속제품 5.92 6.63 0.62 0.87 
일반기계 5.94 6.72 0.41 0.92 
전기·전자기계 10.94 5.98 0.96 0.93 
수송기계 5.48 5.74 0.31 0.58 
정 기계 7.44 8.56 0.69 0.80 
기타제조업 4.13 3.22 0.59 0.69 

평 균 5.16 4.68 0.53 0.63 

또한 <표 6>, <표 7>과 같이 생산유발의존도를 측정하여, 한일 양국의 중간재 생산이 상 국

의 최종수요에 의해 어느 정도 유발되는가를 추계하 다.  

분석결과, 한국의 경우 2시점을 통해 중간재 생산이 자국의 최종수요에 의존(2000년 61.5% 

→ 2008년 52.8%)하는 비중이 크게 낮아져, 2000년  후반 들어 외의존도가 급속히 높아졌음

을 알 수 있다(<표 6> 참조). 일본 역시 동기간 자국의 최종수요에 의존(동 82.3% → 75.7%)하는 

비중이 큰 폭으로 낮아져, 외의존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그런데 주목

해야 할 점은 한일 모두 2000년 비 2008년 기타국으로 추계한 중국을 비롯한 ASEAN 등에 

의존하는 비중이 큰 폭 상승하 으며, 특히 중국에 한 생산유발의존도(한국 2.8% → 6.2%, 

일본 1.2% → 3.1%)가 크게 높아졌다는 것이다. 

2시점에 걸쳐 한일 양국이 상 국의 최종수요에 의존하는 비중을 측정한 결과, 한국은 

3.1% → 2.3%로 감소한 반면, 일본은 0.7% → 1.3%로 상승하여, 양국간 경제긴 화 및 상호 

의존관계 강화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일 의존도(2008

년 2.3%) 비중이 일본의 그것(동 1.3%)에 비해 상 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어, 일 무역불균형 

문제 해소에는 앞으로 상당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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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한일간 최종수요에 의한 중간재 생산유발의존도 변화

(단위: %)

2000년 2008년

한국 일본 기타국 한국 일본 기타국

한  국 61.5 3.1 30.5 52.8 2.3 36.3 

일  본 0.7 82.3 17.1 1.3 75.7 23.0 

주: 기타는 한일 양국을 제외한 미국, 중국, 만,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의미함.

업종별로 보면 한국의 경우, 2시점에 걸쳐 전기·전자, 금속제품, 화학제품, 일반기계, 정 기

계, 섬유제품 등 주력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일본의 최종수요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고). 그러나 이들 업종의 일 의존도 비중은 2008년 큰 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 기계(8.0% → 3.3%)와 섬유제품(5.0% → 1.6%)의 의존도 하락이 현저하

다. 반면 동 기간 일반기계(2.3% → 3.7%)와 금속제품(4.3% → 4.8%)의 일 의존도는 소폭 

상승하 다.

일본 역시 2008년 시점 한국과 동일하게 정 기계(2.6%), 금속제품(2.4%), 일반기계(2.0%), 

전기·전자(1.7%), 화학제품(1.7%) 등에서 한국 최종수요에 생산유발의존도가 높았다. 특히 

2000년~2008년에 걸쳐 전기·전자(1.1% → 1.7%)와 금속제품(1.3% → 2.4%), 화학제품(1.0% 

→ 1.7%)의 경우, 한국에 한 생산유발의존도는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한국 중간재의 생산이 일본의 최종수요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데는 무엇보다도 기술력 

차이에 기인하고 있으며, 나아가 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도 또 다른 원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즉 한국은 고도성장기 과정에서 일본과 비슷한 풀셋트형 생산시스템을 추구하면서 

수출확 정책을 전개해 왔으나, 실질적으로는 외의존도를 상승시키는 생산구조가 정착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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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한일간 업종별 최종수요에 의한 중간재 생산유발의존도 변화

(단위: %)

2000년 2008년
한국 일본 기타 한국 일본 기타

한국

섬유제품 31.5 5.0 63.3 64.4 1.6 34.0 
기타경공업 72.2 2.4 27.9 70.7 1.7 27.6 
화학제품 53.1 5.5 42.3 34.9 4.5 60.6 
요업·토석제품 74.9 3.0 23.6 65.2 2.7 32.1 
금속제품 52.1 4.3 46.5 26.8 4.8 68.5 
일반기계 61.8 2.3 35.7 36.0 3.7 60.3 
전기·전자기계 33.8 5.1 60.9 22.0 4.9 73.1 
수송기계 45.1 0.7 52.5 25.8 0.5 73.7 
정 기계 49.5 8.0 43.8 50.3 3.3 46.4 
기타제조업 51.4 5.1 42.8 19.2 3.0 47.8 

일본

섬유제품 0.4 85.7 15.1 0.6 86.1 13.3 
기타경공업 0.4 90.3 9.3 0.6 87.0 12.4 
화학제품 1.0 78.3 20.9 1.7 67.0 31.3 
요업·토석제품 0.6 83.7 14.6 2.4 74.7 22.9 
금속제품 1.3 73.3 26.4 2.4 54.7 42.9 
일반기계 2.1 66.7 30.0 2.0 48.8 49.2 
전기·전자기계 1.1 58.7 38.5 1.7 57.8 40.5 
수송기계 0.2 59.2 40.2 0.6 54.8 44.7 
정 기계 2.5 63.7 36.5 2.6 71.0 26.4 
기타제조업 0.7 78.2 21.9 0.7 71.1 28.1 

주: <표 6>과 동일.

6. 마치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실증분석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과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한일 양국의 자국내 기술의존도는, 수준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공통적으로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전자기계, 수송기계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동 중간재 업종에서는 양국 모두 

국산품 투입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자립형 중간재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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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상 국에 한 기술의존도는 거의 동일한 산업에서 높게 관찰되었다. 즉 양국은 상

국의 전기·전자기계, 정 기계, 수송기계, 일반기계, 금속제품, 섬유 및 화학제품 등에서 높았

다. 이는 양국의 중간재산업간 상호 의존관계가 그만큼 확 된 것을 의미하며, 생산파급효과

가 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상호 경쟁관계도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한일 

양국 모두 중국에 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셋째, 양국의 생산유발비율 변화에 해 살펴보면, 한국은 전기·전자기계, 정 기계, 수송기

계, 일반기계 등 기계류부문을 중심으로 일본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즉 동 업종에서 한국의 수출이 증가하면 할수록 일본의 생산은 더욱 유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만 한국의 일 중간재 수입의존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는 반면, 

일본의 한 중간재 수입의존도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양국의 중간재산업간 상호의

존 및 보완관계는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한국의 중간재 생산활동은 부분의 업종에서 일본의 최종수요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한일간 기술력 차이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한국의 일 생산유발의존도는 낮아지고 있는 반면, 일본의 한국에 한 생산유발의존도는 

상 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한일간 중간재의 수출입 현황에서도 나타났듯이, 한국의 일 중간재 수입 

비중이 최근 들어 현저히 하락하고 있는데는, 과거에 비하여 한국의 일 기술의존도 감소에 

따른 수입의존도 하락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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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旨>

한일간 간재의 의존 계와 생산 효과 분석

본 논문은 한일간 중간재의 상호 기술격차와 생산파급효과를 한일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고 있으며, 
분석시점은 2000년부터 2008년을 상으로 하고 있다. 
분석결과, 한일간 중간재의 기술격차에 따른 수입의존도는 양국의 주력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의 일 수입의존도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일본의 일 수입의존도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한일간 중간재의 생산파급효과는 한국의 일 생산파급효과가 한국의 그것에 비하여 상 적으로 
높게 나타나, 여전히 일 무역적자를 야기하는 구조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 중간재 생산 증 는 상 적으로 
일본의 중간재 생산을 더 크게 유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A Study on the Production Induced Effects of the Intermediate Products between 

Japan and Korea

This Paper focuses on identifying and analyzing the technological gap and production induced effect on the intermediate products 
between Japan and Korea. Based on data from the Japan-Korea International Input-Output Table 2000 and 2008. 

The empirical results showed that still depends quite heavily on imported the intermediate products from Japan. The results 
also showed clearly that Japan is gradually becoming more dependent on Korea's the intermediate products industry. This implies 
that the technology gap between Korea and Japan has gradually narrowed throughout the sample perio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