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일본의 국 무역의존도 변화와 

특징 분석

 1)

이홍배*

hbleesoka@deu.ac.kr

오동윤**

dyoh@kosbi.re.kr

<目次>

1. 서론

2. 선행연구와 분석모형

3. 실증분석 결과

   3.1 한국의 대중국 무역의존도 변화와 특징

   3.2 일본의 대중국 무역의존도 변화와 특징

   3.3 중국의 대한국 및 대일본 무역의존도

변화와 특징

4. 결론 및 시사점

主題語: 무역의존도(Trade Dependency), 후방연 효과(Backward Linkage Effect), 국제산업연 표(International 
Input-Output Table), 한 일 경제통합(Korea-China-Japan Economic Integration) 

1. 서론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12년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캄보디아 놈펜에서 개최된 동아

시아 역내국가간 정상회의에서, 한 일 FTA  역내 포  경제동반자 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의 상 개시가 공식 으로 선언되었다. 동아시아 

역내 국가간 차원의 FTA인 RCEP 상은 그동안 정체되어 왔던 한 일 3국간 FTA 상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데 기여했으며, 만일 한 일간 상이 이 과 동일하게 지체될 

경우, RCEP 차원에서의 상 개를 통해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기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1)

  * 동의 학교 무역학과 조교수, 제1 자

 ** 소기업연구원 연구 원, 제2 자

 1) 한 일간 FTA 논의는 1999년 마닐라에서 개최된 3국간 정상회담에서 한국 측 제안으로 공동연구에 

착수하면서 시작되었으며, 2012년 공동연구결과가 제5차 정상회담 안건으로 정식 보고되면서 정부간 

상 범   방식 등이 본격 으로 논의되었다. 이홍배(20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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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켜 보면 한 일간 FTA의 필요성은 그동안 로벌 융 기 이후 발생하고 있는 기존 

선진국 시장의 수요 감소를 체할 역내시장 창출, 서비스부문의 경쟁력 제고 등의 정  

측면 외에도, 경제 력 계 심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안정 인 정치 력 계 

강화를 해 강조되어 왔다.2)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는 국경제의 지속 인 고성장과 이에 

따른 산업고도화  수출 증  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곧 인 국가인 한국과 일본의 

산업 생산  무역을 유발하는 새로운 3국간 분업구조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 일간 개되는 경제 력 긴 화 상은 역설 이지만 치열한 경쟁

계를 래하면서 3국간의 무역불균형을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 을 제기하고 

있다.3) 이른바 한 일 각국의 생산기술격차가 여실히 나타나면서 각국의 산업 활동이 상 국

의 산업 활동에 미치는 향력이 가거와 달리 훨씬 커졌음을 말해 다. 이는 곧 동북아의 

심국가로 부상한 국의 경제활동  산업생산이 한국과 일본의 경제는 물론 산업  무역 

정책 등에 지 한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이에 본 논문은 국경제의 고성장에 따른 동북아 역내 교역구조가 어떠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한국과 일본의 산업생산  무역에 어떠한 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실증 으로 고찰하는데 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한 일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국가간의 무역 계

를 연구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후, 본 논문에서 도입한 실증분석 모형에 해 설명한다. Ⅲ장은 

국제산업연 분석의 투입계수와 온티에  승수 모형을 이용하여 한국과 일본의 국 

무역의존구조를 정량 으로 찰하고 있다.4) 그리고 Ⅳ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분석결

과를 요약한 후, 시사 을 제시하고 있다.

2. 선행연구와 분석모형

본 논문에서 개한 분석방법과 유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Miller(1963, 1966, 1969)

와 Miyazawa(1966, 1976)의 논문을 들 수 있다. 러는 2지역간 온티에  승수를 통해 상호 

 2) 한 일 3국이 세계 경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 은 1992년 19.2%에서 2011년 20.5%로 증가하 으며, 
동 기간  세계 수출비 은 각각 12.1%에서 16.5%로, 수입 비 은 동 10.6%에서 16.2%로 확 되었다. 

한 동 기간  한 일간 역내 무역비 은 각각 12.3%에서 21.3%로 늘어났다. 이창재외(2012년) 참고.
 3) 한 일간 무역불균형 황과 구조  특징에 해서는 이홍배(2007) 참조.
 4) 투입계수는 기술계수(Technical Coefficient)를 일컬으며 산업의 생산기술구조를 의미한다. Leontief(195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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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 계를 분석하 으며, 미야자와는 산업을 구분하여 산업간 연 계를 찰하고 있다. 

최근의 주요 연구로는 Inomata 외(2006), Fujikawa 외(2005), 岡本信廣 編(2006, 2007), 이홍배

(2004, 2008), 이홍배 외(2012), 오동윤(2012) 등이 표 이다. 이들 연구는 동아시아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산업별 생산연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각국의 생산기술구조 변화가 국가간의 

무역의존 계에 큰 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한 石川(2003, 2004)은 동아시아국

가들의 투입구조를 통해 이들 국가들의 산업별 생산구조의 시계열 변화와 특징을 고찰하여 

경제성장과의 연 성을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본 논문은 2000년 아시아 국제산업연 표(International Input-Output Table)를 토 로 

연장추계하여 작성한 2008년 한 일 국제산업연 표를 분석통계로 사용한다.5) 가능한 분석

시 의 시차 극복을 해 2008년표를 통계로 사용하고 있는 이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부문

이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한 일 국제산업연 표의 산업분류는 한 일간 무역 비 이 상

으로 높은 제조업을 심으로 구성하 다. 2000년 아시아 국제산업연 표(76부문)를 토

로 2008년 한 일 2국간 수입경쟁형 투입산출표를 추계하 고, 수출입 련 통계는 “World 

Trade Atlas”이며, 실증분석 상시기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로 설정하 다.

한편, 본 논문은 이하의 분석모형을 도입하여 한국과 일본의 국 무역의존도를 정량 으

로 찰하고 있다. 이하의 항등식은 실증분석에 사용한 투입계수와 온티에  승수  이를 

토 로 추계한 후방연 효과(Backward Linkage Effect) 지표를 나타내고 있다. 

국제산업연 분석 모형에서 직･간 의 효과는 온티에  승수에 의해 부여된다. 온

티에  승수를 이용하여 산업의 의존구조를 분석하는 것은 Rasmussen(1956)에 의해 고안되었

다. 그리고 그 후, 후방연   방연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는 이를 토 로 표 화되었다. 

국제산업연 분석 모형의 2국간 분석의 온티에  승수는 (1)식과 같이 역행렬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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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식과 같이 온티에  역행렬은 각국의 직･간  생산활동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

으며, 동시에 상 국으로의 과 자국으로의 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국내부분( 각)에

 5) 아시아 국제산업연 표는 한국, 국, 일본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 말 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과 만, 미국 등 10개국으로 구성된다. 약 5년의 시차를 두고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IDE)
에서 발간하고 있으며, 2005년 아시아 국제산업연 표는 2013년 상반기 공식 발표될 정이다. 아울러 

2008년 한 일 국제산업연 표는 통계의 시차를 해소하기 해 비공식 으로 작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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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국내에 산업의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가를 악할 수 있으며, 상 국부분(비

각)에서는, 산업활동에 의해 상 국 생산이 직･간 으로 어느 정도 유발되는가를 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직  는 간 인 유발효과를 포함한 연 을 종합 인 연 계(Total 

Linkage)라고 일컫는다. 

구체 으로 투입계수와 이에 따른 온티에  승수를 이용한 후방연 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6) s국의 제j부문에 한 최종수요가 1단  증가한 경우, r국의 제i산업에 해 직 ･
간 으로 유발되는 생산량의 증가는 온티에  역행렬 

1)( −Α−Ι=B 요소 brs

ij 로 나타낸다. 

따라서 r국 산업에 해 직･간 으로 유발되는 생산량의 증가분은 아래와 같은 항등식으

로 개된다.

∑=
i

rs
ij

rs
j bL

(2)

한 r국 산업에 해 직 ･간 으로 유발되는 생산량의 증가가 내생부문인 한 일에 

해 유발되는 생산량의 증가에 하는 비율은 온티에  역행렬의 열의 합 비율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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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논문은 상술한 온티에  승수의 후방연 효과를 통해 생산기술격차의 변화와 최종수

요의 변화를 토 로 한국과 일본의 국 무역의존도의 변화를 분석한다. 특히 각국의 생산

기술구조( 간재 의존구조) 변화와 특징을 토 로 한국과 일본의 생산 활동이 국에, 한 

국의 생산 활동이 한국과 일본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정량 으로 고찰한다. 

 

 6) 후방연 효과는 투입계수의 역행렬로 구해지며 기술력계수라고 정의하고 있어, 국가간의 생산기술력을 

정량 으로 보여 다. 상세한 항등식에 해서는 이홍배(200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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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증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실증분석 모형을 토 로 개한 한국과 일본의 국 생산기술구조 변화와 

특징을 살펴본 후, 2000년  들어 한일 양국의 국 무역의존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구조  변화가 어떠한 요인에 유발되고 있는가를 찰하고 있다. 

한 일 3국간 산업별 생산기술구조의 변화와 특징은 투입계수와 온티에  승수를 통해 

도출된 후방연 효과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후방연 효과를 통해 한 일 3국의 산업별 생산

기술구조 변화, 즉 간재수입 의존구조의 변화가 어떠한 형태로 상 국에게 향을 미치고 

있는가, 특히 국의 변화가 한국과 일본에 어떠한 향을 유발하고 있는가를 악한다.7) 

  한 본 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국 의존 계와 병행하여 한국의 일

본과 일본의 한국, 그리고 국의 한국  일본의 의존 계를 제시하여, 

한 일 3국의 상호 간재 수입의존 계를 함께 악할 수 있도록 하 다.

3.1 한국의 국 무역의존도 변화와 특징

상술한 분석모형을 토 로 한국과 국 양국간 산업별 생산기술구조의 변화와 특징, 이른바 

간재 수입의존구조를 악하기 해 국가  산업간 후방연 효과를 측정하 다. 후방연

효과는 술한 바와 같이 온티에  승수의 세로방향을 통해 구해지며, 국가  산업간 

간재투입구조 즉 간재수입 의존 계를 나타낸다.8) 

<표 1>과 <그림 1>은 한국의 국 의존 계의 분석결과(후방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한국의 자국에 한 후방연 효과는 1국의 산업연 분석의 후방연 효과와 거의 동일

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여기에는 상 국의 생산 활동에서 되는 피드백효과(Feedback 

Effect)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 다르다. 한편 상 국에 한 후방연 효과는 자국 산업의 

수요가 상 국 산업의 체 생산에 어느 정도 향을 미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어느 산업에 1단 의 수요가 발생한 경우, 즉 생산기술구조가 변화하 을 

경우, 이것이 국의 체 산업에 어느 정도의 향(생산유발)을 미치는가를 나타낸다. 

2000년부터 2008년에 걸쳐 9년 동안 한국의 자국에 한 후방연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7) 투입계수  온티에  승수는 어느 국가의 산업별 간재 투입구조의 변화와 특징을 나타낸다. 상세한 

내용은 이홍배(2008) 참고.
 8) 생산유발비율을 이용하여 한일 양국의 간재 수입의존 계를 체 평균치로 계산하여 상  크기로 

표시한 것이 후방연 효과이며, 일반 으로 향력계수(Power of Dispersion)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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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특징이 악되었다. 

한국의 자국에 한 후방연 효과는 2008년 기 으로 섬유제품(2000년 1.9875→2008년 

2.0437), 수송기계(동 2.3440→1.9747), 기･ 자(동 1.7061→1.8413), 정 기계(동 2.0021→

1.8178), 일반기계(동 2.1205→1.7511), 속기계(동 2.1722→1.7124) 순으로 크게 찰되었다. 

그러나 섬유와 기･ 자를 제외하면 모든 제조업에서 2000년 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력 수출산업인 일반기계와 속기계, 화학제품의 자국내 후방연 효과는 

2000년에 비하여 2008년 큰 폭 감소하 다. 

한편 동 기간동안 한국의 국  일본에 한 후방연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찰되었다. 

앞서 서술하 듯이 상 국에 한 후방연 효과는 매우 요하다. 그 이유는 양국의 생산기

술 향상 는 감소에 따른 상 국에 한 간재 수입의존 비 의 변화를 상세하게 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산업 생산이 국 는 일본의 산업 생산을 어느 정도 유발시키고 

있는가를 악하는 것으로써, 이른바 한국의 국  일본 생산기술의존도, 즉 국 

간재 수입의존도의 수 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한국의 경우 국에 해서는 2008년 기 으로 기타 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

서 후방연 효과가 큰 폭으로 상승하 다. 특히 섬유제품(2000년 0.0497→2008년 0.1376), 화

학제품(동 0.0279→0.0438), 속제품(동 0.0331→0.2263), 일반기계(동 0.0345→0.1606), 기･
자(동 0.0553→0.1725), 수송기계(동 0.0298→0.1524)  정 기계(동 0.0368→0.0903) 등 국

의 주력 수출품목에서 상 으로 매우 크게 나타났다. 2000년 이후 국경제의 고성장이 

한국경제에 지 한 향을 미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의 일본 후방연 효과는 2008년 기 으로 정 기계(2000년 0.1609→2008년 

0.0983), 일반기계(동 0.1340→0.1262), 속제품(동 0.1367→0.1216), 수송기계(동 0.1358→

0.1203), 기･ 자(동 0.2096→0.1171) 등에서 후방연 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일본의 그것

에 비하여 그 수 은 압도 이다. 그러나 정 기계를 제외하면 모든 제조업의 일 후방연

효과는 2000년 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기･ 자의 감속 폭은 상 으로 

매우 크게 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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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국의 국  일본 후방연 효과 변화와 특징

　 　 2000 2008
　 　 한국 국 일본 한국 국 일본

　 농림수산업 1.6185 0.0077 0.0149 1.5153 0.0247 0.0213 
　 원유・천연가스 1.0000 0.0000 0.0000 1.0000 0.0000 0.0000 
　 기타 업 1.5776 0.0189 0.0164 1.4520 0.0186 0.0156 
　 식료품 2.0995 0.0105 0.0231 2.1163 0.0456 0.0316 
　 섬유제품 1.9875 0.0497 0.0565 2.0437 0.1376 0.0445 
　 기타 경공업 2.0286 0.0435 0.0524 2.0782 0.0589 0.0468 
　 화학제품 1.5820 0.0279 0.0661 1.4724 0.0438 0.0465 
　 요업・토석제품 2.0076 0.0253 0.0493 1.4747 0.0912 0.0388 
한 속제품 2.1722 0.0331 0.1367 1.7124 0.2263 0.1216 
국 일반기계 2.1205 0.0345 0.1340 1.7511 0.1606 0.1262 
　 기・ 자기계 1.7061 0.0553 0.2096 1.8413 0.1725 0.1171 
　 수송기계 2.3440 0.0298 0.1358 1.9747 0.1524 0.1203 
　 정 기계 2.0021 0.0368 0.1609 1.8178 0.0903 0.0983 
　 기타 제조업 2.0484 0.0473 0.0883 1.9651 0.0874 0.0815 
　 력・가스・수도 1.5195 0.0194 0.0206 1.0976 0.0135 0.0040 
　 건설 1.9873 0.0292 0.0534 1.6404 0.1117 0.0754 
　 상업・운수 1.5307 0.0170 0.0168 1.6190 0.0177 0.0145 
　 서비스업 1.5463 0.0154 0.0143 1.4755 0.0196 0.0157 

( 국)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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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요 산업별 한국의 국  일본 무역의존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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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일본의 국 무역의존도 변화와 특징

우선 2000년부터 2008년에 걸쳐 일본의 자국에 한 후방연 효과를 보면, 2008년 기 으로 

한국과 유사하게 수송기계(2000년 2.5978→2008년 2.3699), 일반기계(동 2.1305→1.9737), 

기･ 자(동 2.1160→1.9627), 정 기계(동 1.9155→1.7829), 속제품(동 2.1505→1.8888), 섬유

제품(동 2.0186→1.8238)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반면  산업의 연 효과는 2000년 비 감소

하 다. 특히 2000년에 비하여 2008년 수송기계, 기･ 자, 속  섬유제품의 연 효과 

감소 폭이 크게 찰되었다.

  

<표 2> 일본의 국  한국 후방연 효과 변화와 특징

　 　 2000 2008
　 　 한국 국 일본 한국 국 일본

　 농림수산업 0.0044 0.0129 1.7505 0.0045 0.0188 1.5827 
　 원유・천연가스 0.0016 0.0244 1.6294 0.0037 0.0146 1.4918 
　 기타 업 0.0073 0.0356 2.0323 0.0092 0.0291 1.8390 
　 식료품 0.0054 0.0168 1.9713 0.0056 0.0244 1.8376 
　 섬유제품 0.0125 0.0510 2.0186 0.0093 0.1853 1.8238 
　 기타 경공업 0.0035 0.0474 1.9911 0.0045 0.0302 1.8991 
　 화학제품 0.0118 0.0391 1.7896 0.0076 0.0262 1.6122 
　 요업・토석제품 0.0057 0.0400 1.9629 0.0048 0.0326 1.5708 
일 속제품 0.0133 0.0565 2.1505 0.0166 0.0573 1.8888 
본 일반기계 0.0088 0.0710 2.1305 0.0183 0.0716 1.9737 
　 기・ 자기계 0.0204 0.0891 2.1160 0.0184 0.0906 1.9627 
　 수송기계 0.0079 0.0848 2.5978 0.0138 0.0701 2.3699 
　 정 기계 0.0134 0.0779 1.9155 0.0158 0.0643 1.7829 
　 기타 제조업 0.0127 0.0620 2.1367 0.0145 0.0652 1.9532 
　 력・가스・수도 0.0025 0.0358 1.6579 0.0014 0.0064 1.1512 
　 건설 0.0053 0.0520 1.9653 0.0090 0.0436 1.7701 
　 상업・운수 0.0020 0.0299 1.5402 0.0024 0.0101 1.4647 
　 서비스업 0.0017 0.0298 1.5390 0.0023 0.0116 1.4389 

일본의 국 후방연 효과는 국의 일본 후방연 효과에 비하여 큰 변화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수출 주력품목을 심으로 보면, 섬유제품(2000년 0.0510→2008년 0.1853), 속

제품(동 0.0565→0.0573), 일반기계(동 0.0710→0.0716)  기･ 자(동 0.0891→0.0906)는 상

으로 상승하 으나, 화학제품(동 0.0391→0.0262), 수송기계(동 0.0848→0.0701)  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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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동 0.0779→0.0643)는 감소한 것으로 찰되었다. 

일본의 한국에 한 후방연 효과는 2008년(2000년 비) 기･ 자(2000년 0.0204→2008

년 0.0184), 일반기계(동 0.0088→0.0183), 속제품(동 0.0133→0.0166), 정 기계(동 0.0134→

0.0158), 수송기계(동 0.0079→0.0138) 순으로 크게 찰되어, 한국과 동일한 산업군으로 구성

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과 달리 일본 산업의 한국 후방연 효과는 기･ 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큰 폭 상승한 에 유의해야 한다. 

( 국)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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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주요 산업별 일본의 국  한국 무역의존도 변화

3.3 국의 한국  일본 무역의존도 변화와 특징

한편 국의 경우, 2000년 비 2008년 자국의 후방연 효과는 모든 산업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이 찰되었다. 특히 주력 수출산업에서의 자국내 후방연 효과의 감소 폭이 

하게 나타나, 외의존도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표 3> 참조).

국의 한국에 한 후방연 효과는 2008년(2000년 비) 기･ 자(2000년 0.0491→2008

년 0.0771)를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국의 외의존도 상승이 한국보

다 일본과 기타 국가, 특히 ASEAN에 더 많이 의존하는 있음이 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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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의 한국  일본 후방연 효과 변화와 특징

　 　 2000 2008
　 　 한국 국 일본 한국 국 일본

　 농림수산업 0.0139 1.8853 0.0070 0.0043 1.3317 0.0049 
　 원유・천연가스 0.0000 1.6900 0.0031 0.0037 1.1404 0.0047 
　 기타 업 0.0084 2.1586 0.0071 0.0124 1.5763 0.0165 
　 식료품 0.0510 2.3298 0.0149 0.0063 1.8239 0.0079 
　 섬유제품 0.1116 2.5440 0.0443 0.0179 2.1863 0.0203 
　 기타 경공업 0.0344 2.3360 0.0094 0.0177 2.0553 0.0232 
　 화학제품 0.0363 2.3958 0.0189 0.0168 1.8498 0.0182 
　 요업・토석제품 0.0359 2.5455 0.0187 0.0183 1.9379 0.0233 

속제품 0.0622 2.7237 0.0208 0.0315 2.0670 0.0424 
국 일반기계 0.0322 2.6166 0.0156 0.0374 1.9970 0.0566 
　 기・ 자기계 0.0491 2.4740 0.0204 0.0771 2.0914 0.0990 
　 수송기계 0.0378 2.7846 0.0147 0.0308 2.1508 0.0559 
　 정 기계 0.0327 2.4005 0.0195 0.0278 2.1777 0.0339 
　 기타 제조업 0.0382 2.5234 0.0196 0.0269 2.2351 0.0317 
　 력・가스・수도 0.0355 2.2663 0.0068 0.0142 1.6083 0.0162 
　 건설 0.0230 2.6472 0.0119 0.0306 2.0556 0.0392 
　 상업・운수 0.0093 2.1336 0.0026 0.0140 1.5752 0.0167 
　 서비스업 0.0089 2.0613 0.0040 0.0133 1.5236 0.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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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주요 산업별 국의 한국  일본 무역의존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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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의 일본 후방연 효과는 2008년 화학제품(2000년 0.0491→2008년 0.0771), 속

제품(동 0.0208→0.0424), 일반기계(동 0.0156→0.0566), 기･ 자(동 0.0204→0.0990), 수송기

계(동 0.0147→0.0559)  정 기계(동 0.0195→0.0339) 등 주요 수출품목에서 상 으로 큰 

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국의 고성장과 산업고도화가 한국에 비하여 일본의 산업 생산을 

크게 유발하는 것으로 찰되었다. 

4. 결론  시사

이상과 같이 2000년  반 이후 속한 국제무역환경 변화와 함께 진 된 국경제의 

상 강화는 1990년 에 걸쳐 개된 동북아 역내 심국가인 한 일 3국간 산업의 생산기술

구조  상호 무역의존 계에 큰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한 간의 간재 수입의존구조를 보면, 양국간 주력 수출산업(섬유, 화학, 속, 일반기

계, 기･ 자, 수송  정 기계 등)을 심으로 2000년 시  비 2008년 한국의 국 

무역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국간 간재 수입의존 계가 1990년  

한국 심에서 국 심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른바 한국경제에서 

국의 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 으로 한 간 생산기술의존도는 2000년 시 과 달리 2008년 시 에서는 방향  

의존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2000년  반 이후 한국의 국 간재 수입의존도의 

꾸 한 증가세가 이를 변해 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구조  계가 심화될 경우, 그동안 

제기되어 온 한 간 무역 확 가 한국의 국 무역흑자를 유발하는 구조  무역불균형 

문제는 상보다 빠른 시 에서 해소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일 간의 간재 수입의존구조를 보면, 국의 화학제품, 속제품, 일반기계, 기･
자, 수송  정 기계 등 주요 수출품목의 일본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반면, 일본의 

국 의존도는 상 으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학제품과 수송  

정 기계의 의존도가 감소세로 환된 변화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는 곧 2000년  반 

이후에도 일 간 생산기술  수입의존도는 지속 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말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주요 수출품목의 국 수입의존도 상승은 향후 양국간 무역불균형 문제 

해소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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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으로 2000년부터 2008년에 걸쳐 개된 한 일 3국간 생산기술  상호 무역의존도 

변화는, 주력 수출품목을 심으로 2008년 시 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반면, 경쟁 한 

치열해지고 있음을 말해 다. 특히 2008년 시  국의 한국 의존도에 비하여 일본 무역

의존도 상승은 1990년 와 2000년 시 과 다른 동북아 역내 생산  무역구조가 정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 2008년 한 일 3국간 간재 수입의존구조는 2000년 시 과 달리 ｢ 국은 일본으로, 

일본은 국으로, 한국은 일본과 국으로｣라는 연 효과의 방향이 도출되었다. 이른바 속

한 한국의 국 의존도 심화 양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분석결과이다. 

그리고 한 일 3국 가운데 한국의 상 국에 한 후방연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 3국간 

FTA  경제통합 등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국과 일본에 비하여 상 으로 클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지속 인 국  일본 생산  무역 연 계 강화를 

해 보다 극 인 정책 개가 요구된다. 특히 2시 을 통해 도출된 3국간 생산  무역구조 

하에서는 2000년 시 과 달리 일본은 물론 국의 요성이 상 으로 요해진 만큼, 이에 

부합하는 략  정책운 이 필요한 시 이다.

마지막으로, 한  양국은 일본과의 무역을 통해 자국의 산업생산을 크게 증 시키고 있어 

일본 의존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 구조는 한  양국에 있어 일본과의 

무역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동일 규모만큼의 생산 효과를 기 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한 일 3국간 FTA  경제통합 과정에서 일본의 존재는 여 히 요하고 필요하

다는 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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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旨>
　

한국과 일본의 국 무역의존도 변화와 특징 분석

본 논문은 국경제의 고성장에 따른 동북아 역내 교역구조가 어떠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한국과 
일본의 산업생산  무역에 어떠한 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국제산업연 분석 모형을 통해 실증 으로 고찰하는데 을 
두고 있다. 

분석결과, 한 간의 간재 수입의존구조는 양국의 주력 수출산업을 심으로 2008년 한국의 국 무역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국간 간재 수입의존 계가 1990년  한국 심에서 국 심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른바 한국경제에서 국의 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구조  

계가 심화될 경우, 그동안 제기되어 온 한 간 무역 확 가 한국의 국 무역흑자를 유발하는 구조  무역불균형 
문제는 상보다 빠른 시 에서 해소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Changes in the Industrial Linkage and Trade Dependency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This Paper focuses on analyzing the structural of Trade Dependency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Specifically, the study 
adopted an international input-output framework to quantitatively measure the international interdependence between the three 
economies. 

Empirical analysis was carried out by determining the dominant relationship in the production technology structures of the 
three countries using import coefficients and 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s. 

The fact that the industrial linkage between Korea-China and Japan-China is more deeply interdependent and highly competitive 
compared with the Korea-Japan linkage. Finally, the industrial linkage in the electronics industry of Korea, China and Japan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tight, which implies that the three countries' interdependence in the industry has been deepening, 
and that China is rapidly upgrading its industrial structure and catching up with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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