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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유지(油脂, fats and oils)는 동물 는 식물로부터 얻은 지방(fat, 脂)과 기름(oil, 油)을 의미한

다. 개 상온에서 고체 상태거나 유체 상태로 존재하여 그 상태에 따라 지방(fat)과 기름(oil)으

로 구별하는데, 양자의 구별은 뚜렷한 것은 아니고 온도에 따라 상태가 변화하므로 일반 으

로 양자를 통틀어 유지라고 한다. 

유지는 추출 상에 따라 크게 식물성유지와 동물성유지로 구분된다. 식물성유지에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참기름, 콩기름, 고추기름, 올리 유, 팜유 등이 있고, 동물성유지에

는 육지동물에서 추출한 우지(쇠기름), 돈지(돼지기름), 양지(양기름)와 수산물에서 추출한 

어유(물고기기름) 등이 있다. 이 게 추출된 유지는 주로 일상생활에서 음식에 넣어 요리를 

  * 본 논문은 지난 2013년 5월 4일에 개최된 제27회 한국일본근 학회 춘계학술 회에서 발표된 자료를 

발 시킨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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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 학교 국제통상학과 부교수, 교신 자



446  日本近代學硏究……第 41 輯

하는데 사용되거나, 가공하여 라면유지, 버터, 마가린, 소트닝 제품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공업용으로는 비 , 세제, 의약품, 화장품, 페인트 등의 원료로 사용되기도 한다1)   

유지산업은 유지, 화장품, 의약품 등 용도가 다양하여 인간의 식생활이나 삶을 풍부하고 

아름답게 해주는 필수산업인 동시에 인구 증가  소득수 의 향상으로 수요  생산에 있어 

그 요성이 강조되는 산업이다.2) 인구의 증가  소득수  향상, 그리고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차 웰빙, 미용, 건강을 요시한 고성능 친환경 제품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이에 부응하여 과거 석유화학 기반제품으로부터 탈피하여 식물성유지와 동물성유

지에서 추출되는 보다 친환경 인 원료와 제품생산에 주력하고 있다.3)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가장 요한 교역국이면서 가장 큰 무역 자를 안겨주는 나라이다. 

한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산업에 걸쳐 첨단부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만든 후 해외에 

수출하는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일 간에 유지산업은 해외시장에서 무한경쟁을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  유사성으로 인해 상호보완 계에 있는 산업이기도 하다. 

한 유지산업은 과거 한국 제조업의 공업화 과정에서 자본투자, 고용유발 등 부가가치 확

에 기여해온 기간산업  하나이기도 하다.4) 그리고 최근에는 한류의 향으로 화장품을 심

으로 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이 확 되고 있어 그 요성이 확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 우리나라에는 유지산업 회 등 련 단체나 연구기 이 일본에 

비해 무 부족하고 연구자료 한 거의 무하다는 표 이 당할 것이다. 석유화학 련 

연구는 다수 있지만, 유지화학 제품 같은 화장품이나 유지산업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자는 유지산업 련 사업을 30년 넘게 해 오면서 연구자료  정보 부족을 항상 

안타깝게 생각해 왔는데, 이러한 경험도 이번 연구의 하나의 배경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동･식물성유지와 화장품 비 ･세제류를 심으로 지난 10년간 한･일 무역구조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우리나라 유지산업의 일본 무역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목 이다. 아울러 향후 FTA 등 한일간에 유지산업을 심으로 상호보완  력가능성에 

해서도 알아보았다.  

본 논문의 구성은 제2장에서는 과거 한･일 유지산업의 발달과 상호 계에 해 기술하 고, 

3장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한일간 유지산업의 세율 변화와 수출입 성과를 비교분석 하 으

며, 4장에서는 무역결합도, 무역특화, 그리고 비교우 지수룰 심으로 한일간 유지산업의 

 1) 日本油脂化學協會(1987)油脂用語辭典辛書房, p.190
 2) 黑崎富裕·八木化久(2010)｢油脂化學入門｣産業圖書, pp.4-5
 3) Yusof Basiron(2002), ‘Palm Oil and Its Global Supply and Demand Prospects', Oil Palm Industry Economic 

Journal, Vol.2(1), pp.4-7 
 4) 제 (1988)｢유지산업｣식품과학과 산업제21권 제3호, 한국식품과학회,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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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계와 그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결론  정책  시사 을 

제시하 다.   

2. 한･일 유지산업의 발달과 상호 계 

한국의 유지산업은 해방 후 일본의 제조기술과 설비를 받아서 소규모의 식품유지 제조가공

을 통해 식용 유지산업으로서의 틀을 갖추기 시작했다. 1960년 의 유년기, 1970년 의 성장

기, 1980년 의 성숙기를 거쳐 재에 도달하 다5). 유지기술의 발달로 공장설비도 1960년  

후반 재래식에서 1970년  들어와서 국민소득수 의 향상과 식생활 패턴의 변화, 유지산업에 

한 새로운 인식변화로  생산설비를 갖춘 규모 공장이 설립되었다. 1980년 에는 

을 이용한 미강착유 공장의 화 계획이 추진되어 각 업체들이 통폐합되면서, 품질  

생산성이 낙후한 업체는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어 1985년 식용유지 업체는 90개에서 42개로 

그 수가 반으로 어들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메이지유신 이후 본래 섬유 산업이 번창했는데, 청·일 쟁(1894년), 러·일 

쟁(1904년), 그리고 제1차 세계 (1914년)을 계기로 공업이 발달하 다. 일본은 패  

이후에 연합군 총사령부(GHQ/SCAP)6)에 의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일본사회 반에 

걸친 일련의 개 이 추진되었으나, 상다수의 공업 생산설비들은 사용가능한 상태로 남게 

되었다. 이러한 공업의 발달을 기반으로 일본의 유지산업은 석유산업, 자동차산업, 화학산

업 등 일본의 주력 산업의 지원에 따라 병행 으로 발 하 는데, 경사(傾斜)생산방식을 비롯

한 정부의 산업부흥정책도 유지산업 발달에 한 몫을 하 다.7) 결국 일본의 유지산업은 섬유, 

고무, 라스틱산업처럼 석유화학산업에서 부족한 화학제품들을 상호보완하면서 발 했다고 

할 수 있다. 재 일본은 큰 범주인 화학산업과 유기화학, 의약품, 무기화학 등 범용품에서 

특수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제품군을 제어할 능력이 있으며 미국 다음으로 세계 2 의 생산

 5) 제 (1988), 의 책, p.69
 6) ‘General Headquarters/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의 약칭으로 연합국군 최고사령  총사령

부를 뜻한다. GHQ는 후 일본의 사실상의 통치권자 최고권력자로서, 1945년 10월 2일부터 샌 란시스

코 강화조약이 발효된 1952년 4월 28일까지 6년 반 동안 설치되어 실질 으로 일본을 통치했다. 출처: 
정 숙 외(2007)일본학개론한국방송통신 학교, p.192

 7) 경사생산방식이란 철강재를 증산해서 으로 탄 에 배분하고, 증산된 석탄은  철강산업에 집  

배분하여 이 두 부문의 생산을 우선 증 시킨 후, 어느 정도 수 에 이르게 되면 증산된 석탄을 다른 

기간산업 부문에 공 하여 체 인 확  재생산을 이룩한다는 정책이다. 출처: 정 숙 외(2007)일본

학개론한국방송통신 학교, p.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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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가지고 있다.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유지화학산업은 80년 와 90년 를 거치면서 지속 인 상승세를 기

록해 왔다. 그러나 외환 기 이후 석유화학 기 유분, 원료부문, 화장품, 치약, 비  세제부문 

등 일부 부문을 제외하고는 노동생산성이 감소하거나 정체 상태에 머물고 있다. 한국은 범용

품 량생산국으로 규모 장치산업에는 집 도가 높지만 제품 다양성면에서 일본에 크게 

뒤지고 있는 형편이다. 한 재 한국의 유지산업 수 은 소수의 기업을 제외하면 부분

의 개별업체는 연구개발 인력, 장비, 시설면에서 취약하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한 일본 

제품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8)

재 한국의 유지산업은 일본에 비해 교역  경쟁부문에서 취약하지만 그 다고 다른 

부품, 소재산업 만큼 일본에 한 의존도가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산업별 품목별 수출입 

추이를 분석하면 생산비나 제품면에서는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품목도 있다. 유지산업

에서 한국은 어유, 두유, 화장품 등에는 비교우 가 높지만, 옥수수유, 유기화학물, 인체용 

세정제, 비 세제류 등에서는 비교우 가 낮은 편이다. 향후 제Ⅳ장에서 후술될 정이다. 

3. 한일 유지산업의 세  수출입 구조 

3.1. 유지산업 분류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유지산업을 한국은행 산업연 표 부록에 있는 <부문별 산업분류표>를 이용

하여 소분류 부문(168분류)에서 유지  식용류(028)와 화장품  비 (064)로 한정하고, 이를 

다시 기본부문(403분류)에서 동물성유지, 식물성유지, 화장품  치약, 비   세제 등 총 

4개의 제품으로 세분화하 다. 유지산업 분류 상에 유지  식용유는 물론이고 화장품  

비 까지 포함시킨 것은 유지가 최종상품으로의 소비보다는 화장품, 의약품, 비 , 세제 등 

원재료로 더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다.9) 

이제 한국은행 산업연 표상의 <부문별 산업분류표>와 세청 HSK 품목분류표를 연계시

 8) 김홍률·박연수(2012)｢한·일 FTA 체결이 국내 유지산업에 미치는 향｣국제상학제27권 제3호, 한국국

제상학회, pp.211-226  
 9) 이러한 품목분류 방법은 정동 ･박재운(2012)의 방법을 원용하 다. 출처: 정동 · 박재운(2012)｢산업연

표를 활용한 한국 소비재산업의 구조변화  기술구조변화지수 추이분석｣국제통상연구제17권 제1
호, 한국국제통상학회,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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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개별 유지품목을 선정하 는데, 그 결과는 아래 <표 1>와 같다. 즉, 한일간에 거래되는 

상  품목을 심으로 동물성유지에서는 어류, 우지, 동물성유지(사료용) 등 3개 품목을 포함

시켰고, 식물성유지에서는 두유, 들기름, 동백, 미강유, 참기름, 땅콩유, 유채, 면실유 등 

7개 품목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화장품  비 에서 각각 3개  4개 품목을 선정하여 총 

14개 품목을 선정하 다.10)

 

<표 1> 유지산업 분류  HS 코드와의 연계

산업연 표 

소분류

산업연 표 

기본분류
HS 품목 (6-10단 )

유지  

식용류(028)

동물성유지

(069) 어류(150420), 동물성(사료용)(151800),우지(151610)

식물성유지

(070)
두유(150790), 들기름, 동백, 미강유 등(151590), 

참기름(151550), 땅콩, 유채, 옥수수 등(151620)

화장품  

비 (064)

화장품  치약  

(156)
기 화장품(3304991000),메이크업화장품(3304992000), 
치약(3306100000)

비   세제   

(157)
화장비 (3401300000), 기타 액상비 (3401200000), 
종이비 (3401192000), 세탁비 (3401191010)

이번 분석을 해 수집된 자료는 지난 2003~2012년까지 총 10년을 상으로 연도별 유지산

업의 세율, 유지품목의 수출입, 한일간 교역 등 각종 세  수출입 련 통계이다. 주요 

자료수집원은 한국, 일본 세율의 경우 세청 <세계 HS 정보시스템>에서 기본 세율, WTO 

특혜 세, 그리고 FTA 정 세율을 검색하 고, 유지품목 교역통계의 경우 한국무역 회 

무역통계시스템(KOTIS)에서, 그리고 국가별 교역은 IMF의 DOT에서, 품목별 교역은 UN 

Comtrade 등에서 수집하 다.    

수집된 통계의 분류단 는 세청의 HSK 6단 ~10단 이다. 수집단 를 6단 와 10단 로 

혼재시킨 이유는 분석의 정확성 때문이다. 이번 분석에서는 개별 유지품목들의 수출입 규모와 

무역경쟁력 지수 그리고 세 인하율까지 구체 으로 계산해야 되므로 HSK 10단 까지 구분

된 세분류 상품을 필요로 하 으나, 특정연도의 경우 일본 유지 수출이 매우 어 정상 인 

통계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동물성  식물성유지는 6단 를 기 으로 데이터를 수집하 다. 

10) 본래 유지품목 에서 국제거래가 많은 품목은 의 14개 품목이외에도 올리 유, 팜유, 리세린, 채종

유 등 다수가 있으나 이들 제품은 주로 말 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집 으로 생산･거래되고 

있고, 한일간에는 거의 거래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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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실질가 평균 세율  세 액 변화 등은 한국은행 <산업연 표>를 이용하 다. 

산업연 표는 어떤 산업부문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최종수요가 변할 때 산업간 직·간 인 

상호의존 계를 통해서 산업 체에 미치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주는 표인데, 

유지산업과 련하여 실제로 용된 세율, 세수입액, 수출입규모 등에 한 실측치를 

얻을 수 있어 실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11) 

3.2 한일 유지산업의 세율 비교

우리나라 유지산업의 세율은 다른 농산물이나 농산물 가공품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높은 

편이다. 어류, 동물성유지 등 원자재에는 2~3%를 부과하고, 두유 등 식물성유지나 간재에

는 5~8%를 부과하며, 화장품, 비 , 세제 등 완제품에는 8% 이상의 높은 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이한 은 일부 품목에 해서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해서 상당히 높은 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다. 를들어 들기름, 참기름, 땅콩유, 유채 등 우리 농가소득과 직 으

로 련이 있는 완제품에는 36~40%의 고 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 재 발효 인 9건의 

FTA에서도 들기름, 참기름 등은 거의 양허되지 않았다. 참기름의 경우 한-아세안 FTA와 한미 

FTA 등에서는 오히려 630%로 인상되기도 하 다.  

반면, 화장품, 치약, 비 , 세제류는 기본 세율은 8%이지만 WTO 정세율은 6.5%로 낮은 

세를 유지해 왔는데, 한-칠  FTA, 한-터키 FTA 등에서는 부분 무 세화하 다. 결국 

우리나라 유지산업의 세율은 아래 <표 2>와 같이 단순평균 세율은 13.0%이고 실제로 

용된 수입가 평균 세율은 아래 <표 3>에서와 같이 약 2.75%이다. 

한편, 일본 유지산업의 세율은 한국보다 낮은 편이다. 일본의 경우 어류, 동물성유지, 

두유, 참기름 등 간재는 2.5~13.2%까지 부과하고 있지만, 부분의 원재료는 무 세이다. 

화장품, 화장비  등 완제품의 경우에만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해 다른 품목에 비해 높은 

세가 부과되어 왔다. 하지만 과거에 화장품 5.8%, 기 화장품 5.3%, 돈지 5%, 화장비  

4.6% 등을 부과해 왔는데, 이번 연구에서 <세계 HS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검색해본 결과 

2013년 재에는 아래 <표 2>와 같이 부분 무 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1) 산업연 표는 일정기간 동안 일정 지역내의 각 산업의 생산활동을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으로 악하여, 
각 산업의 투입구성과 산출구성을 한 장의 표로 읽을 수 있도록 행렬의 형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산업연

표의 기본 인 구조는 간수요( 간투입)부문(inter-mediate demand sector), 최종수요부문(final 
demend sector), 조부가가치부문(crude value added sector)의 3개 블록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3개의 블록이 

서로 보완하면서 체로서 경제의 순환구조를 실물  흐름으로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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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일 주요 유지품목의 세율 비교(2013년 기 )

구  분 품  명
세율(%) 

비    고
한국 일본 

동물성

유지

어류 4.0 7.0 한국, FTA 0-2%

동물유지(사료용) 16.4 2.5 한국, 사료용 5%

우지 14.6 4.0 한국, FTA 0-4%

식물성

유지

두유   10.8 13.2 한국, FTA 1.5-5.4%

들기름,동백,미강유 23.4 3.4 한국, 들기름 36%, FTA 29.2%

참기름 40.0 9.5 한국, 참기름 40%, FTA 630%

땅콩,유채,옥수수 26.9 3.5 한국, 낙화생, 유채 등 36%

화장품 

 치약

기 화장품 6.5 0 한국, FTA 0-6.4%

메이크업화장품 6.5 0 한국, FTA 0-4%

치약 6.5 0 한국, FTA 0-2.6%

비   

세제 

화장비 6.5 0 한국, FTA 0-2%

액상비 6.5 0 한국, FTA 0%

종이비 6.5 0 한국, FTA 0%

세탁비 6.5 0 한국, FAT 0%

13.0 3.1

출처: 세청, <세계 HS 정보시스템>,  http://www.customs.go.kr/kcshome/wtm_index

한편, 한국은행 <산업연 표>를 이용하여 지난 6년간 실제로 유지품목에 용된 세율을 

계산해 보면 아래 <표 3>와 같이 매년 7% 이상씩 하락해 왔고, 세율도 단순 평균 세율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2) 이 에서 비교  세가 높은 화장품  비 의 경우 2005년 

이후 거의 변동이 없다가 2009년 4.1%, 2010년 2.6%로 격히 하락하 다. 과거 6년간 유지산

업 평균 세율은 2.75%, 소분류의 동물성유지 3.7%, 분류의 화장품, 비  3.3%, 소분류의 

비 , 세제 4.7%로서 소폭 인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체로 유지품목의 세율은 2008년 이후 속하게 인하되었는데, 이러한 원인은 국제원자

재 가격폭등과 높은 환율로 국내 소비자물가 안정을 고려한 정부당국의 한시 인 세할당 

인하조치가 반 된 것으로 보인다.

12) 한국은행 <산업연 표>에서의 평균 세율이 HS 정보시스템 검색 결과에 따른 평균 세율보다 낮은 

이유는 세우선 용 순서에 따라 수입품에 한 실제 세부과는 기본 세율보다 FTA 특혜 세, 
개도국 특혜 세 등이 우선 으로 용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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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도별 유지산업 실행 세율 변동 추이

(단 : %)

품   목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

세율

연평균

증가율

유지산업     3.62 3.61 2.98 1.90 2.06 2.29 2.75 -9%

  동물성유지 5.21 4.42 3.78 3.24 2.78 2.90 3.73 -11%

  식물성유지 3.53 3.55 2.92 1.83 2.01 2.25 2.69 -9%

화장품/비 3.44 3.17 3.18 3.29 4.08 2.56 3.29 -6%

  화장품,치약 3.19 2.96 2.98 3.11 3.96 2.31 3.09 -6%

 비 , 세제 5.06 4.71 4.67 4.54 4.91 4.33 4.71 -3%

자료 : 산업연 표, 2005~2010년 각 년호(격 5년)

3.3 한일 유지산업의 수출입 구조 

한일간 유지산업의 교역구조를 이해하기 해서는 유지품목의 과거 수출입 규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 <표 4>와 같이 2003~2012년까지 과거 10년간 우리나라 유지산업의 수출입 

규모를 살펴보면 수출은 연평균 21% 이상 증가하고, 수입은 연평균 8% 이상 증가하여 한일간 

유지산업의 교역은 크게 증가해왔음을 알 수 있다. 14개 품목을 기 으로 과거 10년간 우리나

라 유지산업의 일본 총 수출은 3억 1,211만달러, 총 수입은 11억 2.836만달러에 이른다. 

수출에서는 기 화장품과 메이크업 화장품의 수출이 두드러졌고, 수입에서는 동물성유지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 다. 

한편, 우리나라 유지산업의 일본 교역은 아래 <표 4>와 같이 부분의 품목에서 무역 자 

상태이며 이러한 경향은 해가 거듭될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10년간 한일간의 

표 인 교역상품 14개 품목을 기 으로 발생된 무역 자 액은 8억 1,624만달러이다. 

재 우리나라의 유지생산은 두, 참깨, 들깨 등을 제외하고는 생산이 미미하여 식용성유지

의 자 률은 10% 수 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자재  간재를 부분 인도네시아, 일본 

등 해외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난 수 십년 동안 무역 자가 되어 왔는데, 특히, 일본으로부

터는 식품가공용으로 수요가 많은 동물성유지와 모든 산업에서 범용원료로 사용되는 리세

린, 식물성유지, 지방산 등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시장에서 생산되는 원자재와 간재

의 양이 많기 때문에 한국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구조 측면이외에도 우리나라 유지산업의 일본 무역 자가 확 되는 원인 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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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시장개방으로 인한 세인하, 소득증가, 그리고 은층의 소비주도, 명품이미지 

선호 등 생활패턴의 변화와 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시장개방과 생활패턴의 변화로 

유지산업에서도 국산소비 보다는 품질과 이미지가 좋은 수입소비가 크게 증가하 는데, 특히 

피부손질을 목 으로 사용되는 스킨, 로션, 크림 등 기 화장품과 분, 운데이션, 볼터치 

등 문 화장에 쓰이는 메이크업 화장품의 수입규모가 크게 증가하 다. 다만 어유  유지 

등 동물성유지의 원자재는 일본과 비교하여 완제품보다는 덜 비교열 에 있는 편이다. 

<표 4> 우리나라 유지품목의 일본 수출입 황(2003~2012)

(단 : %, 천달러)

구  분 품  명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액

연평균

증가율
액

연평균

증가율

동물성 유지

어류 4,509 -11 % 13,833 -8 % -9,324

동물유지(사료용) 8,234 41 % 97,129 34 % -88,895

우지 5,515 41 % 379 13 % 5,136

식물성유지

두유   11,571 13 % 1,311 4 % 10,260

들기름,동백,미강유 6,426 65 % 14,665 1 % -8,239

참기름 1,215 26 % 765 10 % 450

땅콩,유채,옥수수 341 14 % 11,951 -1 % -11,610

화장품  

치약

기 화장품 193,899 38 % 815,955 12 % -622,056

메이크업화장품 56,705 56 % 145,700 13 % -88,995

치약 10,647 9 % 1,187 -20 % 9,460

비   

세제 

화장비 6,197 3 % 7,315 -5 % -1,118

액상비 3,932 3 % 10,652 -1 % -6,720

종이비 2,791 -29 % 6,831 36 % -4,040

세탁비     135 29 % 690 22 % -555

합계 312,117 21 % 1,128,363 8 % -816,246

  

자료 : 한국무역 회

그런데, 우리나라 유지산업이 만성 인 무역 자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최근에 화장품 수출

이 크게 증가한 것은 매우 고무 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화장품 수출증가는 우리나라 

화장품의 품질향상에 따른 수출경쟁력 증가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국, 동아시아 등 한류(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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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80 1990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유지  식용류 53,340 9,952 26,080 21,892 28,700 30,943 81,236 97,436 88,149

 동물성유지 4,819 412 7,253 7,439 9,237 9,624 12,554 8,756 11,674

 식물성유지 48,521 9,541 18,827 14,426 19,464 21,321 68,680 88,679 76,475

화장품  비 24,678 182,516 559,279 792,771 774,625 839,711 1,457,939 1,681,045 1,810,586

 화장품/치약 1,485 118,211 385,594 562,965 559,738 580,400 1,089,523 1,246,698 1,411,603

 비 /세제 23,194 64,306 173,685 229,806 214,887 259,311 368,417 434,346 398,983

유지산업 합계 78,017 192,468 585,360 814,636 803,325 870,654 1,539,175 1,778,480 1,898,735

流) 향에 따른 한국 화장품의 수요증가와 련이 있다.13) 한류(韓流)란 1990년  말부터 

국, 홍콩, 일본, 필리핀 등 아시아에서 일기 시작한 한국 드라마, 가요 등에 한 문화의 

열풍인데, 이것이 문화를 넘어 한국 상품에 한 선호로 나타난 상을 말한다. 한류의 

최  수혜품목 의 하나가 바로 화장품인데, 우리나라 화장품 체 수출의 약 50% 이상은 

국, 일본 등으로의 수출이다. 지난 2008년 기  일본의 화장품연감에 따르면,  한류붐으로 

화장품 소비에서 한국이 8 이고 수입액은 64억 5,764만엔으로 91.8%의 신장을 보이고 

있는 등 인기가 상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제품의 차별화와 한류스타들의 고 향이라는 

분석이다.14) 

한편, 아래 <표 5>와 같이 세청의 무역통계자료를 산업연 표의 부문  품목 분류에 

따라 재분류하면 산연연 분석의 수출입이 재구성된다. 우리나라 유지산업의 특성상 원료, 

간재 등 간수요의 외의존도가 높은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 이번 분석을 통해 

최종수요에서 수출의 규모와 비  역시 빠르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아래 <표 5>에서와 

같이 지난 6년동안 유지산업의 수출을 보면 바로 화장품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980년 14억원에서 → 1990년 1,182억원 → 2005년 5,629억원 → 2008년 1조 

895억원 → 2010년 1조 4,116억으로 과거 30년동안 매년 평균 20%이상 증가해 왔는데, 최근 

10년 사이에 그 규모가 3배 이상 증가하 음을 알 수 있다.15)  

 

<표 5> 연도별 유지산업 수출수요 추이( 액기 , 1980~2010년)

(단 : 백만원)

13) 이승근(2012)｢한류가 국내 화장품 산업에 미치는 향｣국산학기술학회 발표논문집, p.123 
14) 加長英夫(2010)日本化粧品産業年鑑 週間裝業, p.115
15) 김홍률(2013)｢산업연 분석을 이용한 우리나라 유지산업의 구조변화 분석｣무역연구한국무역연구원,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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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산업연 표, 1980~2010년 각 년호(격 5년)

4. 한･일 유지산업의 수출경쟁력 분석

4.1 무역결합도 

무역통계를 이용하여 한 나라의 국제경쟁력을 악하는 데에는 여러 형태의 지수들이 사용

될 수 있으나 일반 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표는 무역결합도지수(TII: Trade Intensity 

Index),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fication Index), 그리고 시비교우 지수(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이다. 각 경쟁력 측정지수는 어느 한 측면만을 보는 단편 인 

분석방법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들이 내포될 수 있으나 체로 산업경쟁력의 결과 

드러난 무역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최근까지 많이 사용되고 있다. 

무역결합도지수(TII)는 1970년에 I. Yamazawa16)가 제시하 는데, 양국의 수출상품구조가 

유사할수록 상호의존 계가 높다는 가정하에서 특정 시장에서의 양국간 수출상품구조의 

긴 성 정도를 계량화한 것으로 해외시장에서 국가간 상호의존 정도를 측정하는데 유용하다. 

무역결합도 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즉 아래 (식 1)의 오른쪽 계산식과 같이 수출상 국 

j국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규모


와 i국에서 j국으로의 수출이 i국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 


간의 상  크기로 표시된다. 

16) Yamazawa, Ippei(2001), The Developing Economies. WTO 



456  日本近代學硏究……第 41 輯

TII ij=
(Xij /Mjw)

(Xiw/Mww)
=
(Xij /Xiw)

(Mjw/Mww)
········································································· (식 1)

       단, I ij   = i국의 j국에 한 무역결합도 

          X ij   = i국의 j국에 한 수출액,   X iw  = i국의 총수출,   

          M jw  = j국의 총수입,  Mww = 세계총수입(=총수출)

무역결합도의 경제  의미는 특정산업에서 i국의 j국에 한 수출비 이 클수록 는 j국의 

수입이 세계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 이 낮을수록 이 지수는 높아진다. 만약 i국의 j국에 

한 수출비 이 j국의 세계 총 수입비 보다 크다면 무역결합도 지수는 TII > 1이 될 것이고 

반 로 i국의 j국에 한 수출비 이 j국의 세계 총 수입비 보다 작다면 TII < 1이 될 것이다. 

비교국가간의 무역결합도지수가 1에 가까우면 수출상품구조가 서로 유사하고 이들 국가의 

수출상품은 서로 보완성  의존 계에 있으며, 반 로 0에 가까우면 두 나라간의 수출상품 

구조가 서로 다르고 경합 계도 크지 않다고 본다. 

<표 6> 세계시장에서 한일간 무역결합도지수  

연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산업 1.79 1.77 1.76 1.74 1.62  1.44 1.35 1.32 1.52 1.47 

유지산업* n.a. n.a. n.a. n.a. n.a. 3.72 8.74 8.69 8.64 11.77

자료 : 한국무역 회, IMF DOT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주) * 한국의 일본에 한 유지산업 무역결합도는 UN Comtrade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의 <표 6>에서와 같이 한국의 일본에 한 무역결합도는 TII>1.32~1.79이므로 체로 

한일간에는 다른 세계 나라와의 교역비 과 비교해 볼 때 무역결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세계 여타 나라와의 교역보다 일본과의 교역비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로서 

어느 정도 견될 수 있는데, 그동안 지리  거리, 역사  배경, 경제  력 등 여러 요인으로 

우리나라의 일본 무역비 이 높았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난 10년동안 한일간

의 TII는 꾸 하게 감소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003년 무역결합도는 1.79인데 2012년 

무역결합도 1.47까지 감소하 다. 물론 융 기 당시인 2008~2010년 동안에는 더욱 하락하는 

경향을 보 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우리나라 교역의 일본 탈피와 국으로의 교역 계 

심화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유지산업만을 상으로 한일간의 무역결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산업을 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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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무역결합도 보다 훨씬 높고  그 결합 정도가 해마다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한일간에 

유지산업을 상으로 한 교역이 다른 산업의 평균 결합도 보다 높아 한일간에 유지산업의 

긴 도  상호의존 계가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2 무역특화지수

한･일간 유지산업의 보완 계를 양 인 지표가 아닌 질 인 지표를 이용하여 심층 으로 

분석하기 해서는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fication Index)를 이용해야 한다. 양국의 시장

가격 차이가 있고 일본의 비 세 장벽이 존재하고 유통구조가 복잡한 을 감안하면 수출입 

추이만으로 교역효과를 분석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무역특화지수는 각 품목의 수출입 

차이를 해당 품목의 교역규모(수출+수입)로 나  값으로서, 특정 상품의 상 국가에서의 수출

우  정도를 표시해 다. 이 게 도출된 무역특화지수는 일정 시 에서 품목별, 국가별 분석

이 가능하고 동시에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여 양국 간의 무역 는 분업구조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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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TSI ijk = i국의 k상품의 j국에 한 무역특화 지수

         Xijk = i국의 k상품의 j국에 한 수출액

        M ijk
 = i국의 k상품의 j국에 한 수입액 

무역특화지수(TSI)는 -1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0<TSI<1이면 수출특화를 나타내고 

-1<TSI<0 이면 수입특화를 나타낸다. 그리고 무역특화지수의 값이 크면 클수록 특화의 

정도가 큰 것인데, 만약 지수 값이 +1이면 완  수출특화를 의미하고, -1이면 완  수입특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수출과 수입이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에서는 산업내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래 <표 7>와 같이 과거 10년 동안 우리나라 유지산업의 일본 무역특화지수는 부분 

마이 스(-)로서 한국의 유지산업이 수입특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의 <표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유지산업이 부분 무역 자 상태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무역

특화지수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우지, 두유, 들기름, 참기름 등이 수출특화되어 있고,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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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유지, 화장품, 비 류 등은 수입특화되어 있다. 이 에서 두유, 치약 등은 완 수출특화 

수 이고, 땅콩, 유채, 옥수수, 종이비  등은 완 수입특화 수 이다. 

<표 7> 한국 유지산업의 일본 무역특화지수(2003~2012)   

품  명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어류 -0.60 -0.03 -0.32 -1.00 -0.18 -0.85 -0.88 -0.59 -0.62 -0.68 

동물유지 -0.89 -0.87 -0.83 -0.48 -0.50 -0.25 -0.90 -0.90 -0.87 -0.83 

우지 -0.12 -0.49 -0.93 -0.88 -0.82 0.00 -0.78 0.99 0.96 0.71 

두유   0.80 0.71 0.57 0.60 0.60 0.45 0.70 0.80 0.92 0.90 

들기름,동백 -0.96 -0.92 -0.92 -0.90 -0.92 -0.80 -0.65 -0.38 0.05 0.23 

참기름 -0.32 -0.61 -0.01 0.21 0.47 0.34 0.36 0.27 0.23 0.29 

땅콩,유채 -0.99 -0.96 -0.71 -0.99 -0.99 -0.97 -1.00 -0.88 -0.99 -0.97 

기 화장품 -0.84 -0.87 -0.88 -0.83 -0.80 -0.59 -0.65 -0.64 -0.49 -0.26 

메이크업 -0.88 -0.86 -0.88 -0.93 -0.93 -0.65 -0.34 -0.45 -0.31 0.06 

치약 0.60 0.74 0.91 0.91 0.57 0.57 0.64 0.99 0.98 0.97 

화장비 0.20 0.34 0.03 -0.54 0.42 0.03 -0.06 -0.01 -0.25 -0.08

액상비 -0.30 -0.32 -0.46 -0.59 -0.27 -0.50 -0.50 -0.70 -0.45 -0.13 

종이비 0.83 0.82 0.63 0.34 -0.55 -0.55 -0.53 -0.80 -0.89 -0.94 

세탁비 -0.80 -0.94 -0.88 0.14 -0.97 -0.47 -0.69 -0.96 -0.90 -0.69 

 

자료 : 한국무역 회 자료 이용하여 계산 

주) 수출액은 FOB 기 , 수입액은 CIF 기 임. 

한편 지난 10년 동안 유지산업의 특화지수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농가가 직  재배하고 있는 유지품목인 두, 들기름, 동백유, 참기름 등과 미강유, 메이크업 

화장품 등은 수입특화에서 수출특화로 변하 고, 반 로 종이비 , 화장비  등의 경우에는 

수출특화가 수입특화로 변하 다. 수입특화에서 수출특화로 변화된 제품들은 향후 한･일 

FTA 등으로 세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상품이며 품목에 

따라 분업화가 진행될 것으로 기 된다. 한편, 화장비 의 경우 평균 무역특화지수 값이 

거의 0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산업내 무역의 발달로 인해 균형무역이 실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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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과거 10년간 우리나라 유지산업의 무역특화지수 변화(2003-2012) 

무역특화 비교  품  목 

수출특화 유지품목 두유, 치약

수입특화→수출특화 들기름, 동백, 미강유 등. 참기름, 우지, 메이크업 화장품 

수입특화 유지품목 어류, 동물성유지, 액상비 , 세탁비 , 땅콩, 유채, 옥수수 등, 기 화장품 

수출특화→수입특화 종이비 , 화장비  

한편, 일본의 경우 수입특화와 수출특화를 보이는 품목들이 한국의 경우와 정반 인 것으로 

나타났는데,17) 이는 한일간 유지산업이 경합 계보다는 무역 는 분업부문에서 서로 보완 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자재 수입국인 한･일 양국은 원료와 간재인 계면활성제 등은 상호 

의존형 구조를 갖는 반면에 완제품인 화장품은 무역역조 상이 계속해서 확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유지산업에서 범용제품은 식물성유지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앞으로 한･일 FTA 등이 체결되면 양국은 자국이 경쟁력이 있는 분야나 핵심 기능은 국내에

서 제조하고 나머지 기능은 아시아 각지에서 최 의 가치사슬(value chain)을 구축하여 양국 

유지산업에 분업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상된다. 특히 유지산업의 특성상 원자재를 

수 하는 문제와 간재로 가공 정제하는 과정에서 공해문제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료생산

국 지에서 원자재를 가공하고 원료생산국은 자국에서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여서 수출하

는 경향있는데, 앞으로 원료수입국인 한국은 간재 형태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무역구조로의 분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림 1> 과거 10년간 무역특화지수 변동추이(2003-2007 Vs 2008-2012)

17) 박연수･김홍률(2013.5.4)｢한일 유지산업의 무역구조  경쟁력 분석｣제27회 한국일본근 학회 춘계학

술 회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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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어류 1.81 2.92 1.29 0.00 2.44 0.23 0.24 0.86 1.68 0.57 

동물유지 0.42 0.46 0.33 0.93 0.73 0.68 1.12 1.66 1.30 1.73 

우지 1.59 0.63 0.08 0.02 0.03 0.01 0.01 21.66* 12.65* 19.90*

두유   2.59 2.97 0.58 0.97 0.58 0.35 2.74 4.48 5.99 2.56 

들기름,동백, 등 0.06 0.07 0.10 0.18 0.22 0.62 1.63 2.17 3.72 9.01 

참기름 0.03 0.01 0.09 0.11 0.15 0.09 0.17 0.12 0.12 0.11 

땅콩,유채,옥수수 0.01 0.15 0.96 0.02 0.03 0.05 0.01 0.43 0.02 0.06 

기 화장품 0.36 0.29 0.36 0.64 0.63 1.98 1.87 2.34 2.72 0.00 

메이크업화장품 0.07 0.07 0.09 0.05 0.05 0.30 0.91 0.82 0.84 0.00 

치약 0.29 0.30 0.34 0.57 0.48 0.28 0.29 0.31 0.50 0.60 

4.3 시비교우 지수( R CA )

시비교우 지수(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는 어느 국가가 특정제품을 다른 

국가보다 상 으로 많은 비율로 수출하고 있다면 이는 수출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가정

하에서 각국의 특정 상품의 수출경쟁력과 비교우  형태를 분석하기 한 지표이다. 즉, 시

비교우 지수는 한나라의 특정국에 한 어떤 품목의 수출 유율과 그 나라의 특정국에 한 

총수출 유율간의 비 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한다. 

RCA 지수값이 1보다 크면 자국의 특정 품목이 다른 품목과 비교해서 비교우 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반 로 1보다 으면 비교열 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한일간 

유지산업 경쟁력 비교에서 한국의 특정 품목의 RCA 지수가 다른 품목의 RCA 지수보다 높다

면 그 상품은 일본으로의 수출에 비교우 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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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RCA(i, j, k) =  i국의 j시장에 한 k품목에 한 시비교우 지수

    Xijk Xij = 각각 i국의 j시장에 한 k품목 수출액, i국의 j시장에 한 총 수출액

    Xjk  Xj  = 각각 j시장의 k품목 세계 총 수입액, j시장의 세계 총 수입액

<표 9> 일본시장에서 유지품목의 시비교우 지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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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비 0.20 0.45 0.32 0.15 0.15 0.13 0.14 0.18 0.14 0.21

액상비 0.69 0.45 0.43 0.28 0.67 0.39 0.83 0.64 0.48 0.00 

종이비 0.60 0.42 0.50 0.33 0.16 0.33 0.29 0.18 0.04 0.00 

세탁비 0.00 0.00 0.00 0.02 0.00 0.02 0.01 0.00 0.00 0.00

자료 : 한국무역 회 자료를 이용하여 자 작성

주) * 2010~2012년에 우지의 시비교우 지수가 갑자기 증가한 것이 통계상의 오류는 아님. 우지는 

수출입 액이 워낙 기 때문에 특정연도의 격한 수출증가가 RCA지수 증가로 나타난 것임. 

우리나라의 유지품목 에서 일본에 해 경쟁력이 있는 품목은 동물성 어류와 식물성 두

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유는 경쟁력이 비교  일정하고 어류는 2006년에 많이 약화된 

도 있지만 여 히 비교우 를 가지고 있다. 우지는 2010년이후 속하게 상승하 으나 

과거 RCA 지수 값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비교우 로 단하기는 어렵다. 나머지 참기름, 

땅콩기름, 비 류, 화장품, 비 , 치약 등은 체로 경쟁력 수 이 낮은 편이다. 특히 메이크업 

화장품과 비 류의 경쟁력은 매우 낮은데,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비교우 에 놓인 이 

없었다.  

신에 과거에는 경쟁력이 없었지만 최근들어 경쟁력이 좋아진 품목이 여러 개 있다. 동물

성유지(사료용)이 2009년부터 경쟁력이 생기기 시작하 고, 들기름, 동백, 미강유 역시 2009년

부터 일본시장에서 비교우 가 높아졌다. 요한 것은 기 화장품의 경우 일본으로의 수출도 

증가하고 과거보다 경쟁력도 높아졌다는 이다. 즉, 2003년에 RCA가 0.36에 불과하 으나 

2011년에는 2.72까지 상승하 다. 이는 앞의 <표 4>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한류의 향으로 

기 화장품의 일본시장 유율이 높아지는 것과 같은데, 특히 피부손질을 목 으로 사용되는 

스킨, 로션, 크림 등 기 화장품의 경쟁력이 높아졌다. 반면에 운데이션, 볼터치 등 문 

화장에 쓰이는 메이크업 화장품은 아직 우리나라의 무역 자가 크고, 일본시장에서의 경쟁력

도 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0> 과거 10년간 시비교우 지수 변화 분류(2003-2012) 

시비교우 품         목 

비교우  품목(RCA>1) 어류, 두유

비교열 ->비교우 (RCA<1->RCA>1) 동물성(사료용), 들기름, 동백, 미강유 등, 기 화장품

비교열  품목(RCA<1) 세탁비 , 참기름, 땅콩, 유채, 옥수수 등, 화장비 , 
종이비 , 치약, 메이크업화장품, 액상비 (기타) 

비교우 ->비교열 (RCA>1->RCA<1) 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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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과거 10년간 시비교우 지수 변동추이(2003-2007 Vs 2008-2012)

5. 결론

  

에서 설명한 세 가지 경쟁력 비교 지표를 이용하여 한･일 유지산업의 경쟁력을 무역결합

도, 무역특화지수, 그리고 시비교우 지수를 종합 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 11>과 같다. 

체로 일본시장에서의 무역경합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동물성유지에서는 어류와 

동물성유지(사료용)가 수입도 증가하고 있고 무역 자 상태이기는 하기만 일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식물성유지에서는 국내에서 생산이 많은 두유가 무역수지도 흑자

이고 수출특화, 비교우  유지품목으로 일본내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 

경쟁력 한 상승하고 있다.

화장품은 이번 조사결과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보인 제품으로서 그동안 수입증가로 무역

자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스킨, 로  등 기 화장품을 심으로 일본시장에서 수출

특화로 환되고 있으며 경쟁력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한류 향으로 보인다. 반면 운데이션, 볼터치 등 메이크업 화장품은 수출 특화로 변화

하고 있지만 아직은 경쟁력이 약한 상태로 남아있다. 비   세제, 치약 등은 부분 무역 자 

상태로 수입 특화되어 있고, 비교우  경쟁력도 약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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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우리나라 유지산업의 수출 경쟁력 분석 

구  분 품   명 무역수지 TSI지수 RCA지수 

동물성

유지

어류 (-) 수입특화 비교우

동물유지(사료용) (-) 수입특화 비교열

우지 + 수입특화 비교우

식물성

유지

두유   + 수출특화 비교우

들기름,동백,미강유 (-) 수입특화 비교우

참기름 + 수출특화 비교열

땅콩,유채,옥수수 등 (-) 수입특화 비교열

화장품  

치약

기 화장품 (-) 수입특화 비교우

메이크업화장품 (-) 수입특화 비교열

치약 + 수출특화 비교열

비   세제 

화장비 (-) 균형 비교열

액상비 (-) 수입특화 비교열

종이비 (-) 수입특화 비교열

세탁비 (-) 수입특화 비교열

체로 우리나라 유지산업의 경쟁력이 일본 제품에 비해 뒤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책변화

로 인해 시장환경이 개선되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 일본시장에

도 특정 품목에 따라서는 세가 높은 품목이 있고, 비 세 장벽이 존재하며, 유통구조가 

복잡한 이 우리에게는 수출의 걸림돌이 되어왔다.18) 이제 한국 유지 기업 입장에서는 천연

재료와 부가가치가 높은 간재인 투입원료를 제조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일본으로 수출하

는 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유지산업에서도 한･일 FTA 등이 체결되어 세인하  무역기술장벽 등과 련된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면 재의 무역 자가 완화되고 투자가 진되며 양국 유지산업의 분업

화가 진행되어 상호보완  무역구조가 될 가능성이 있다.19) FTA로 인해 국내 유지산업도 

일본시장에서 간재 구매에 한 경쟁력을 갖게 되어 양국간에 교역이 확 될 뿐만아니라 

최종수요의 변화로 인해 국내 소비, 고용, 투자 등에 향을 받을 것이다.

18) 2010년 화장품제조  매업종 수는 약사법 기 으로는 3,163개, 화장품 제조 3,177개임(후생노동성 

약사공업생산동태조사) 출처: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2010)일본화장품연감, www.jcia.org
19) 일본기업의 한국투자는 2009년 19억달러(370건), 2010년 20억달러(423건), 2011년 재 22억달러(501건)

이다. 출처:KIEP(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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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일 FTA로 인해 투자, 자본, 인력이동 등이 자유로워진다면, 일본의 40%가 넘는 

소득세와 생산원가를 가 시키는 높은 기료,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유지산업은 한국에게 

유리하게 개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신흥공업국들의 기술발달과 다국  기업의 투자·유치로 

한･일 양국 유지산업은 많은 변화에 직면해 있는데, FTA 체결로 인해 자국내 생산비용이 

높은 일본이 한국으로의 설비수출 등을 통한 산업 력(Industrial Cooperation)  합작투자

(Joint-Venture)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일본비 세제 회(JSDA)20)에 따르면, 일본 

업체들은 10년 부터 필리핀, 말 이시아 등의 지 올 오 미칼 산업에 매년 투자를 해오

고 있다. 팜 농장뿐만 아니라 정제오일 지방산, 리세린 등 다양한 제품들을 지에서 생산하

고 있다. 

끝으로 우리나라 유지산업이 로벌 경쟁에서 스스로 생존하기 해서는 좋은 연구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기업연구소와 학 등에서 좀 더 다양한 연구 자료와 연구자가 많이 

나와야된다고 본다. 본 논문 역시 유지산업 일선에서 자가 30년 이상의 경험축 에 의한 

것으로서 참신한 정보가 되어 리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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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旨>

한일 유지산업의 무역구조  경쟁력 분석

본 연구의 목 은 한일간에 유지산업을 상으로 지난 10년간 무역구조와 비교우 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한 것이다. 분석결과 한국은 동물성유지에 비교우 가 있고, 일본은 식물성유지에 비교우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유지산업은 일본으로부터 많은 무역 자를 실 하고 있으나 일본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품목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류의 향으로 스킨, 로션 등 기 화장품의 수출특화  경쟁력이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한･일 FTA 등이 체결되면 양국은 자국이 경쟁력이 있는 분야나 핵심 기능은 국내에서 제조하고 나머지 기능은 
체결국에서 가치사슬(value chain)을 구축할 가능성이 커 유지산업에도 산업 분업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상된다. 

A Study on the Change of Trading Structure and Comparative Advantage Between Korea and 

Japanese Fats & Oils Industry

This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nge of the trading structure and comparative advantages for the last 10 years 
between Korea and Japan with special reference to fats and oils industry. As a result, it is proved that Korea has comparative 
advantages in animal fats and oils, while Japan has comparative advantages in vegetable fats and oils. The fats and oils industry 
in Korea yields trade deficit, but increasing number of products keeps competitiveness in Japan. In particular, the export specialty 
and competitiveness increase in skin care cosmetics due to the influence of the Korean Wave.  

If Korea–Japan FTA is entered, the two countries would focus on competitive areas or core functions for domestic manufacturing, 
and value chains would be constructed for other functions in the counterpart country, which might promote rapid industry 
specialization for the fats and oils indust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