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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우리 경제는 1970년 이후 금융위기 발발 시점인 2008년까
지 연평균 6.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1990년대 후
반 이후 성장잠재력이 저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
이, 2008년 말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경기침
체로 인해 우리나라 산업도 성장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위기 국
면을 지속해 왔습니다.
금번 경제위기가 언제 종료되어 성장이 정상궤도에 진입하게
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보다 확실한 것은 경제위기
를 극복하기 위한 그동안의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거나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한편, 보다 중요하게는 그동안 저하되
어 온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준비한 것입니다. 즉, 본 연구의 목적
은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
한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전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
로 본 연구는 7개의 산업구조 고도화 범주별로 산업구조의 진
전양태를 분석하고, 성장잠재력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미래의 성장잠재력과 경제후생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
기 위한 전략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는 7개의 산업구조 고도화
범주에는 우선 생산성 변화, 탈공업화, 산업연관관계, 국제분
업구조 등 4개의 기본 범주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기본 범주들

은 산업구조 고도화 혹은 성장잠재력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혹은 적어도 암묵적으로라도 논의되고 평가되는 영역입니다.
나머지 3개의 범주는 금융 국제화, 녹색성장, 녹색보호주의입
니다. 이들 범주는 최근의 경제여건 변화로 인해서 산업구조
고도화 및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어 과
거보다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영역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오영석 연구위원, 김원규 선임연구위원, 김인철
연구위원, 민혁기 부연구위원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연
구진별 7개 범주의 집필 분야는 오영석 연구위원이 탈공업화
(Ⅲ장 2절)와 국제분업구조(Ⅲ장 4절)를, 김원규 선임연구위
원이 산업의 생산성(Ⅲ장 1절), 산업연관구조(Ⅲ장 3절), 녹색
성장(Ⅳ장 2절)을, 김인철 연구위원이 금융 국제화(Ⅳ장 1절)
를, 그리고 민혁기 부연구위원이 녹색보호주의(Ⅳ장 3절)를 담
당했습니다. 여타 장에서도 이러한 연구진별 집필 분야는 동일
하고, 나머지는 오영석 연구위원이 총괄 집필하였습니다.
또한 보고서의 집필과정에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지식경제부의 김대자 과장, 조익노 서기관, 한국경제연구원의
박승록 박사, 그리고 본 연구원의 윤우진 선임연구위원, 조윤
애 연구위원, 변창욱 연구위원, 김종호 연구위원께 감사를 드
립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고도화와 성장잠재
력 확충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정부, 산업계, 학계 일반에 미력이
나마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본
연구의 내용은 연구에 참여한 저자들의 견해이며, 연구원의 공
식견해가 아님을 밝혀 둡니다.
2009년 12월
산업연구원장 오 상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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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전략과 정책방향을 마련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양한 산업구조의 범주
내에서 산업구조의 변화가 어떤 양태로 변화되어 왔고, 현
재의 양태는 어떠하며, 또한 미래의 변화 가능성은 어떠한
가를 측정하고 규명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미래의 성장잠
재력과 경제후생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
한다.

Ⅰ. 산업구조 고도화와 성장잠재력 간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본 연구에서는 산업구조 고도화의 진전양태를 실증적으
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범주를 크게 기본 범주와, 최
근의 경제여건 변화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산
업구조 고도화 범주로 구분한다.
먼저, 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본 범주는 생산성 변화, 탈공
업화, 산업연관관계, 국제분업구조 등을 통해 현시되는 산
업구조 고도화 양태와 관련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혹은
적어도 암묵적으로라도 논의되고 평가되는 영역이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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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 고도화 범주의 유형 구분
성장잠재력과의
산업구조 고도화 기본 범주
관계

최근의 산업구조
고도화 개념 변화

Y = f(L, K)
① 생산성 측면
- 산업내 혁신: 기술 등 혁신
⑤
요소의 성장기여도 증가
- 산업간 혁신: 생산성 수준
n
=ΣY
및 증가율이 높은 산업으
i=1 i
로의 자원배분 촉진
n
=Σf
(L
,
K
)
②
탈공업화
측면
i
i
i=1 i
⑥
- 제조업내 고도기술 부문의
고용비중 상승
- 서비스업의 고용흡수력 확
대와 노동생산성 향상

금융국제화 측면
금융발전 촉진효과 극대
화, 금융불안효과 극소화
를 통한 산업혁신에의 기
여도 증가
녹색성장 측면
저탄소 녹색산업구조 전환

③ 산업연관관계 측면
- 고부가가치 중간투입물 국
=Σ(Q
i-Mi)
i=1
산화를 통한 산업연관도
제고
n

n
⑦ 국제무역질서 측면
=Σ{(Y
i/Qi) ④ 국제분업구조 측면
i=1
- 녹색보호주의 극복을 통한
[Ai+(xi- 혁신 생산요소에 기반한
수출의 성장잠재력 효과
mi)]}
비교우위
제고

주 : Y: GDP(부가가치), L: 노동, K: 자본, Q: 생산, M: 중간투입물, A: 내
수, (x-m): 경상수지, i : 경제내 i부문

생산성 변화 측면에서, 산업의 생산성 향상의 정도와 성장
요인별 성장기여도의 양태는 성잠잠재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탈공업화의 관점에서, 제조업에서 서
비스업으로의 노동이동은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가를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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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가에 따라 성장잠재력에 주는 함의가 달라질 수 있고,
더욱이 제조업에서 방출되는 노동이 서비스업에서 원활하
게 흡수되지 못하는 경우 실업의 형태를 통해 성장잠재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산업연관관계의 측면에
서, 신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 등 외생변수의 변화 시 산업
연관관계의 양태에 따라 경제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 또는
시너지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넷째, 국제분업구조의 측면
에서, 한 국가의 비교우위구조는 산업간 특화구조 혹은 자
원배분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산업구조의 양태,
특히 산업구조 고도화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다음으로, 최근의 경제여건 변화로 인해서 산업구조 고도
화 및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어 과
거보다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영역들이 존재한
다. 금융의 국제화, 녹색성장, 녹색보호주의 등의 영역이
그것이다.
첫째, 금융의 국제화 측면에서, 금융국제화에 따른 금융
발전 혹은 금융불안의 확대는 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의 변화
를 통해 산업구조의 양태 및 성장잠재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녹색성장의 측면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도
입 등 녹색성장에 따르는 제도변화 혹은 환경규제는 산업의
비용 및 경쟁력의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산업구조와 성장잠
재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녹색보호주의 측면
에서, 경기침체기의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녹색보호주의의
확대 가능성 등 국제무역질서의 변화는 국제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수출, 산업구조, 성장잠재력에 큰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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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수 있다.
이렇듯, 본 연구는 산업구조 고도화의 범주를 7개의 영역
으로 구분하여 각 범주별로 산업구조 고도화의 진전 양태
혹은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진단함으로써, 미
래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성장잠재력을 더욱 촉진할 수 있는
전략과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Ⅲ. 한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진전 현황과 시사점
1.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산업별 생산성 변화
산업구조 고도화에 있어 생산성의 증가는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한다. 즉, 개별산업의 기술혁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과 생산성 증가율이 높거나 생산성 자체가 높은 산업으로의
자원배분의 원활화는 경제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우리 경제의 성장을 순자본스톡(Net Capital Stock),
노동,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등의 성
장요인별로 분해해보면, 우리 경제는 1971~2008년의 기
간 동안 6.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는데, 이 중에서
순자본스톡의 기여율은 52.5%의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낸
반면, 총요소생산성의 기여율은 2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경제가 그동안 투자주도형 성장에 의
존해왔음을 의미한다.
2000년대 들어서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과 성장기여율
이 1990년대보다 크게 개선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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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이행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을 수 있으나, 투자 및 고용의 확대가 동반되지 못
했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가 진정한 혁신주도형 경제로 이행
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경제전체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제조업의 기여
율은 1980년대 24.8%에서 1990년대 후반에 126.5%까
지 상승하였다. 2000년대 들어 56.2%로 하락하였으나,
이는 여타 대분류산업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서비스업의 기여율은 1980년대 24.1%를 보였으나 1990
년대에는 마이너스의 기여율을 나타냈고, 2000년대 들어서
는 30.2%로 크게 상승하였다.
경제전체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산업구조의 변화를
감안하여 산업간 생산성 변화(정태적 효과와 동태적 효과)
와 산업내 생산성 변화로 요인 분해하였다. 경제전체의 총
요소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산업내 생산성 변화의 기여율은
1980년대 61.3%에서 1990년대 40.1%로 하락하였고
2000년대 들어서는 다시 75.6%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반
면, 산업간 생산성 변화 중 정태적 효과는 1980년대
30.1%에서 1990년대 40.6%로 상승하였다가 2000년대
에는 18.2%로 크게 하락하였다. 또한 산업간 생산성 변화
중 동태적 효과는 1980년대 8.6%에서 1990년대에는
19.4%로 상승하였다가 2000년대 들어서는 6.1%로 크게
하락하였다.
이처럼 2000년대 들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비해 경
제전체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산업간 생산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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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여율이 낮은 것은 총요소생산성의 수준 또는 증가율이
높은 산업으로의 자원배분이 원활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

2. 한국산업의 탈공업화 현상과 산업구조 고도화
우리 경제는 그동안 제조업이 성장을 주도하면서 부가가
치 생산 측면에서는 탈공업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고용 측면에서는 1991년 이후 제조업의 고용이 상대적, 절
대적으로 감소하는 탈공업화가 진행 중이다. 제조업의 고용
은 산업연관표 취업자 수 기준으로 1990년 435만 9천명,
2007년에는 333만 3천명을 기록하여 동 기간 중 약 103
만명이 감소했다. 제조업의 고용감소는 고위기술산업군보
다는 저위기술산업군의 고용감소에 주로 기인한 것이다. 서
비스업의 고용은 1990년 726만명, 2007년에 약 1,192만
명을 기록하여 동 기간 중 약 466만명이 증가했다.
산업별 고용변화 요인을 분석해 보면, 제조업의 고용감소
는 노동생산성 향상효과가 산업성장효과보다 큰 데 기인하
며, 그 감소양태는 산업구조 고도화 현상을 반영하는 경향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고용변화 요인을 기술
수준 산업군별로 보면, 고위기술산업과 중고위기술산업은
산업성장효과가 노동집약도 감소효과(노동생산성 향상효
과)보다 커서 고용이 증가한 반면, 중저위기술산업과 저위
기술산업은 노동집약도 감소효과가 산업성장효과를 상회하
여 고용이 감소했다. 또한 제조업의 산업성장효과를 내수효
과와 순수출(수출-수입)효과로 분해한 결과를 보면,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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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용변화 패턴은 내수보다는 순수출효과에 의해 큰 영향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대부분은 노동생산성 향상이 느리거나 노동
생산성이 하락하여 산업성장이 생산성 향상보다는 노동유
입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장패턴으로 인해 고용이 크게 증가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거시경제적 경제성장효과는 각 산업의 고용증가율
에 비슷한 영향을 미쳤으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변화
에 미친 상대적 영향력은 크게 다른 양태를 노정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경제성장효과가 노동집약도 효과 및 산업구
조효과를 압도한 것은 아니어서 고용의 변화에 결정적인 영
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전체적으로 노동집약도 감소효과(-48.3%)와 산업구조효과
(-6.6%)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에도, 경제성장효
과가 119.2%에 달해 고용증가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쳤다.

3. 우리나라의 산업간 연관관계 추이분석
일국의 국내산업 간 연관관계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전
산업 연관도(LD)는 1995년의 경우 1990년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으나, 1995년 이후 완만하나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수입중간재를 포함한 전산업 연관도(LA)도
1995년의 경우 1990년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으나, 1995
년 이후 대체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의 경
우 1990년 이후 국내 제조업 및 서비스업 간의 연계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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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1990년 이후 국내
서비스업 내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다. 이처럼 제조업과 서
비스업의 산업연관도 추이가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임에 따
라 국내산업 간 전산업 연관도(LD)가 1995년 이후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고, 수입중간재의 역할도 크게 축소되는 데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 제조업내에서 성장산업이 등장하
였지만, 성장산업과 여타 산업 간의 연계약화로 여타 부문
으로의 파급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서
비스업의 경우 특히 국내 서비스업 간의 연관관계가 강화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자체가 성장동력으로서 큰 역
할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서비스업의 경제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별 국내재 생산유발계수를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1990년 이후 생산유발계수가 대체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
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대체로 증가추세를 보
이고 있다. 제조업내에서는 1990년 이후 대표적인 성장산
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전기·전자기기산업과 수송장비산
업의 경우 생산유발계수가 1990년의 3.25와 2.64에서
2007년 1.75와 2.35로 하락하였다. 이처럼 서비스업의
생산유발계수 증가추세가 제조업의 생산유발계수 하락추세
에 의해 상쇄됨으로써 전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일정한 변
화패턴 없이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1990년 이후 제조업의 국내재 최종수요 비중이 증가추
세를 보이고 있고 서비스업의 경우 2000년 이후 동 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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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추세로 반전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 2000년 이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제전체의 시너지효과 창출이 약화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산업별 수입유발계수 추이를 살펴보면, 우선 전산업의 수
입유발계수는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국내재 생산유발
계수와는 달리 1990년 0.19에서 2007년 0.26으로 지속
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수입유발계수는 국내재
생산유발계수의 경우와는 달리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1990년 이후 대체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4. 국제분업구조의 고도화 진전
Heckscher-Ohlin-Vanek-Leamer 이론에 근거하여
‘내수에 체화된 생산요소량’
에 대한‘순수출에 체화된 생산
요소량’
의 비중을 생산요소별로 추정하여 우리나라의 비교
우위구조를 분석하였다.
대세계 무역에서‘내수에 체화된 생산요소량’대비‘순
수출에 체화된 생산요소량’
의 비중을 7개 중분류별 생산요
소를 기준으로 보면, 2005년에 ICT가 1위를 차지하여 가
장 풍부한 생산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세계 교역에서 ICT자본을 집약적으로 사용하여 생산하
는 재화에 비교우위를 갖는 패턴이 가장 강하게 나타남을
시사한다. 또한 고숙련(high-skilled) 노동인 전문기술관
리직 비중의 순위도 2005년에 7개 중분류별 생산요소 중
3위를 기록하여 대체로 풍부한 생산요소인 경향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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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반면, 7개 중분류별 생산요소중 농림어업
직, 비ICT자본, 생산관련직의 비중 순위는 2005년에 각각
7위, 6위, 5위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희소한 생산요소인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
여 생산하는 재화에 비교열위를 갖는 패턴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대일본(선진국) 및 대중
국(개도국)의 무역에서 7개 중분류별 생산요소의 비중 순
위를 보면, 먼저 전문기술관리직의 경우 2005년에 대일본
및 대중국 비중 순위가 각각 4위로 나타나 뚜렷한 비교우위
를 갖지 못하고, 특히 대세계 비중 순위(3위)보다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7개의 중분류 생산요소 중 전문기술관리직
을 제외한 나머지 생산요소의 경우 대일본 및 대중국 무역
에서의 비중 순위가 매우 대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일본 무역에서는 농림어업직, 기타기계 및 장비를 제외한
비ICT자본 등 혁신성이 다소 약한 생산요소에 비교우위,
ICT자본, 기타기계 및 장비 등 혁신성이 강한 생산요소에
비교열위의 위상을 갖는 반면, 대중국 무역에서는 ICT자
본, 기타기계 및 장비 등 혁신성이 강한 생산요소에 비교우
위, 혁신성이 다소 약한 생산요소에 비교열위를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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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최근의 여건변화가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
1. 최근 금융변화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금융변화의 주된 동인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금융국제
화인데, 특히 최근 수년간 선진국과 신흥국이 주도해온 자
본이동의 확대는 국가 간 금융연계를 심화시키면서 개별 국
가의 실물부문과 산업구조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절은 금융국제화가 초래하는 두 가지 효과, 즉 금융
발전 효과와 금융불안 효과를 구분하여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을 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금융발전은 산업별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산업구조 고도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산업별로 잠재적 성장기회가 도
래했을 때 금융발전이 증대될수록 자원재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지므로 성장기회를 실현시키기 쉬워지며 이는 다시 산
업구조를 고도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 반면, 금융불
안은 경제 내의 불확실성을 확산시킴으로써 산업구조 고도
화를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불안은 산업별로 달리
적용되는 미시적 현상이 아니라 전체 실물부문에 공통의 동
시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시 현상으로 파악되며 이는 산업구
조의 개선을 지연시켜 산업구조 고도화를 늦추는 부정적 힘
으로 작용한다. 한편, 산업별 생산성 향상의 속도는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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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높은 산업에서 더 빨랐던 것으로 나타나 산업구조
고도화는 기존 산업 중 생산성이 높은 산업 위주로 불균등
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2. 녹색성장을 위한 온실가스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효과분석
녹색성장정책의 추진에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은 감
축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회피할 수 없는 핵심과제
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시장기능에 입각한 제도, 즉
탄소세(Carbon Tax) 또는 온실가스 총량제한 배출권거래
제(Cap & Trade Scheme)의 도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
상된다.
최근 세계 각국의 추세를 보면, 직접적인 온실가스 총배
출량 감축 가능성, 제도도입의 용이성 차원에서 탄소세보다
는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저
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서 배출권거래제의 도입근거를 마련
하였다. 금년 7월에 발표된‘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에 따르면, 2011년에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범적으
로 도입하고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동 제도의 도입을 추
진할 예정으로 있다.
본 절에서는 Hassett, Mathur and Metcalf(2008)의
방법에 기초하면서, 2007년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온실가
스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에 따른 산업별 가격상승효과를 분
석하였다. 그 결과, 전산업의 가격상승효과는 1.38%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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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금속제품, 전기·가스·수도업, 비금속광물제품 등은
2.4% 내외의 높은 가격상승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가
구·기타제조업(1.93), 운수장비(1.75), 섬유·가죽제품
(1.69), 목재·종이제품 및 출판·인쇄업(1.68), 기계·
전기·전자제품(1.64), 건설업(1.58), 음식료품·담배제
품(1.56), 석유·석탄·화학제품(1.42) 산업들의 가격상
승효과가 전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으로 산업
전반적으로 가격상승효과가 발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배출권거래제
를 도입하지 않는 중국 등의 개발도상국들에 비해 가격경쟁
력의 약화를 초래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국내산업의 어려움
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3. 녹색보호주의 확산의 동향과 시사점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있어 수출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해 왔다. 최근 5년(2003~2007년) 간 경제성장에서 수
출의 기여율은 평균 70%를 상회한다. 그러나 2008년 글로
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기침체와 보호주의 무역정책의 확
산은 수출을 크게 감소시켰다. 실물경기 회복은 이러한 보호
주의 무역정책을 감소시키고 있으나, 녹색보호주의 정책이
라 할 수 있는 환경관련 규제는 EU를 중심으로 오히려 강화
되고 있는 양상이다. EU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RoHS,
REACH)과 재활용에 관한 지침(WEEE, ELV)은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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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녹색보호주의 정책이라 할 수 있으며, 미국·일본·중국
등도 자국의 실정에 맞는 환경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녹색보
호주의는 환경기준, 배출기준, 공정기준, 제품기준 등을 규
정하는 직접규제 방식과 환경세, 보조금, 예치금 등 환경관
련 조세를 통한 간접규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녹
색보호주의 정책을 도입한 해당국에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
지속적인 수출을 하고자 한다면, 해당국의 환경기준에 부합
하는 상품을 생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기업은 추가
적인 생산 비용 상승을 감당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환경부는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 기업이 5∼10%의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추정
하고 있으며, EU 내에서 진행된 다양한 연구결과 역시
REACH에 등록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 적
지 않음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
해온 수출이 이와 같은 녹색보호주의에 의해 받게 될 영향
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은 필수적이다.

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 촉
진전략
1. 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본전략과 정책방향
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본전략
우리 경제가 경제위기 이후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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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본 전략과 방향
전략적 목표
<지속가능한 성장잠재력 확충>
거시경제목표(성장·일자리·국제수지) 달성을 선도
산업구조 고도화 기본 전략
지식·혁신 주도형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
산업구조고도화의 내용

-

-

제조업
경공업의 숙련노동집약 산업화
비교우위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cash-cow 역할
미래 신기술 산업 투자 확대 :
핵심부품소재·융합기술·녹색
기술
제조업의 녹색 산업화

-

서비스업
고용 흡수력 확대
노동 생산성 제고
지식 서비스의 수출 산업화
금융발전과 실물경제 혁신촉진

범주별 산업구조 고도화 기본방향

생산성 향상
탈공업화 대응

투자·고용과 연계된 생산성 향상과 산업간 자
원배분 효율화
서비스업의 고용확대와 생산성 향상

산업연관도 제고

신성장동력 투자·수출 확대의 파급효과 극대화

국제분업구조 고도화

혁신생산요소에 기반한 비교우위와 샌드위치 극복

금융 발전

금융국제화의 산업혁신효과 제고

녹색 성장

산업성장과 온실가스 감축 간 조화와 조정비용
최소화

녹색보호주의 극복

녹색보호주의 극복과 수출 성장의 지속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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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창출 등 경제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지식과 혁신요
소에 대한 투자의 확대로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함으로써
지식·혁신 주도형 산업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그와 동시
에,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대응하여 기존산업의 국
제경쟁력을 유지·강화하고 녹색기술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회를 선점하는 방향으로의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도 필요
하다. 이러한 지식·혁신주도형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모색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산업구
조 고도화 촉진의 기본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지식·혁신주도형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각
범주별 산업구조고도화의 지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
산성 향상 측면에서, 투자·고용과 연계된 생산성 향상과
산업간 자원배분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둘째, 탈공업화 대
응 측면에서, 서비스업의 고용흡수력 확대와 노동생산성 향
상이 필요하다. 셋째, 산업연관도 제고 측면에서, 고부가가
치 부품·소재의 발전을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과 관련하여
여타 부문의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도 제고해야 한다.
넷째, 국제분업구조 측면에서, 혁신 생산요소에 기반한 비
교우위를 통해 샌드위치 위상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다섯째, 금융발전 측면에서, 금융국제화의 산업혁신효과를
제고해야 한다. 여섯째, 녹색성장 측면에서, 산업성장과 온
실가스 감축 간 조화와 조정비용의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
다. 마지막으로, 녹색보호주의 극복을 통해 수출의 성장기
여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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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 고도화의 속도에 관한 논의와 정부의 역할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
해서는 현재의 비교우위구조를 넘어서는 미래 지향적인 혁
신과 투자, 그리고 제도구축이 지속되어야 한다. 그와 동시
에, 혁신과 미래에의 투자가 현재 기술수준과 요소부존구조
를 크게 벗어나는 정도로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현재의
비교우위산업에 대한 과소투자 형태와 같은 과도한 기회비
용을 야기하여 성장잠재력을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산업구조 고도화에는 적절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는 시장기능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므로 정부의 적절한 역할이 필요하다. 정부의 주요 역
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정책의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는 신성장동력 혹은 동태
적 비교우위 부문의 창출을 촉진하는 것이며, 정부의 역할
은 신성장동력의 선정과 구체적인 추진과정에서 공공부문
과 민간의 전략적 협력을 이끌어내고 적절한 지원을 모색하
는 것이다. 둘째,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의 촉진 과정에서
지식·기술의 외부성과 동태적 규모의 경제, 정보 외부성,
조정 외부성 등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정
책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정보의 외부성은 미래 신
기술산업에서 발생할 가능성 크고, 정보의 외부성이 발생하
면 선발투자자와 후발투자자 간 무임승차 문제로 인해 미래
의 비교우위산업이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특히 미래
신기술산업의 초기형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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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정외부성에 따른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한 정부의 역
할로서 보완적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 민간의 투
자활성화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셋째, 지속가능한 성장
잠재력의 확충을 뒷받침하기 위한 R&D시스템의 개편과
지식·기술의 창출이 자유로운 인적자본 등 혁신 생산요소
및 무형자산의 창출과 축적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산업
구조 고도화의 촉진을 위해서는 경제제도의 개선도 필요하
다. 예컨대, 항시적 금융·실물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 등
금융국제화의 산업혁신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절한 유인과 지원제도, 녹색보호주
의 극복과 지속적 수출성장을 위한 무역환경의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2. 범주별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전략과 정책방향
생산성 향상과 투자·고용 간 연계강화
진정한 혁신주도형 경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기업가 정신에 바탕을 둔 생산성 향상과 투자확대가 필요하
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업환경개선 노력과 더불어 민
간부문의 R&D투자와 사업화 확대를 촉진할 필요가 있고,
특히 최근처럼 녹색성장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에서는
R&D 차원을 넘어 RDD&D(Research, Development,
Demonstration & Deployment) 차원에서의 정부역할
확대가 요구된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녹색성장의 추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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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에너지효율 투자가 크게 요구되고 있고, 제조업의 녹
색산업화를 위한 기업가정신의 발휘가 무엇보다 중요하므
로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또한 노동과 자본 등의 생산요소가 생산성이 높거나 생산
성 증가율이 높은 산업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실
업-교육훈련-재고용 간의 연계를 강조하는 노동시장의 유
연안정화(flexicurity)를 추진할 필요가 있고, 시중 유휴자
금의 생산자금화와 신성장동력산업으로의 원활한 연계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탈공업화에의 대응과 고용확대
첫째, 제조업의 지속성장과 고용의 유지·확대를 위해서
는 현재의 자본, 기술집약적 비교우위 부문의 노동생산성
향상, 신성장동력 투자를 통한 외연적 성장, 경공업의 숙련
노동집약 산업화,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한 국제경
쟁력 저하의 방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국제경쟁이
치열한 산업에서는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
의 강화와, 노동생산성 향상 효과를 상회하는 산업성장 효
과의 달성만이 고용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향후 제
조업내의 비교우위구조 변화와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생산
성 격차로 인해 서비스업으로의 노동이동 압력이 지속될 가
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서비스업의 고용흡수능력 제고가 매
우 중요하다. 서비스업의 고용흡수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규
제완화를 통한 신규기업 진입의 활성화, 생산성·경쟁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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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을 통한 수요창출, 지식서비스 등에 대한 투자확대와
수출산업화 노력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조업의 고
용변화 패턴은 순수출효과에 의해, 서비스업의 고용변화 패
턴은 경제성장효과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양
부문 간 차별화되고 균형 있는 성장패턴 및 고용창출 전략
이 필요하다.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한 산업간 연관관계의 강화
신성장동력산업과 여타 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는 우선 기술개발사업들 간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
다. 특히, 녹색기술을 포함한 신성장동력 관련 기술개발사
업 추진 시 부품소재 관련 기술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일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부
품소재 기술개발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만성적
인 대일무역수지 적자상태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향
후 녹색성장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녹색기술에 있어 우위에
있는 일본을 따라잡지 못한다면 대일무역수지 적자의 해소
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국내산업 간 연
계강화는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좌우되므로
이를 위해서는 국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공동기술개
발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정부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녹색기술 등 신성장동력분야의 창출과 관련 부품소
재산업의 동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적 지원도 중요
하지만 민간부문의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연구개발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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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확대개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교우위구조 고도화와 혁신 생산요소에의 투자확대
첫째, 우리나라 산업의 중장기적 혹은 동태적 비교우위구
조 비전에 걸맞은 혁신 생산요소에 대한 투자와 축적 시스
템이 범부처적, 종합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대세계 무역에서 현재 비교우위의 위상을 갖고 있는 ICT자
본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BT, NT, GT 등 보완
적 자산 혹은 기술에 대한 투자를 병행하여 ICT기반의 융
합산업 창출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ICT자본 중 기
술체화형 자본의 성격이 강한‘기타 기계 및 장비’는 대일
본(선진국) 무역에서 가장 희소한 자원인 것으로 나타난
바, 이는 기계설비에 대한 투자, 특히 기술체화형 설비투자
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넷째, 혁신 생산요소의 축적과 비교
우위구조의 고도화는 우리나라 경공업에도 적용되어야 한
다. 즉, 경공업 부문에서도 ICT, 기술체화형 설비투자, 전
문 숙련노동의 양성 등을 통해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여 국
제경쟁력 및 고용의 급격한 쇠퇴 현상을 방지해 나가는 것
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미래 신성장동력인 융
합기술산업, 녹색기술산업, 지식서비스업이 향후 세계시장
에서 국제경쟁력 및 비교우위를 갖기 위해서는, 관련 혁신
인력의 축적, 기술체화형 설비투자 및 자본축적을 통해 교
역상대국에 비해 생산의 기회비용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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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국제화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첫째, 금융발전이 산업구조 고도화와 성장잠재력에 미치
는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생산
측면의 자원 재배분이 경제내에서 장단기적으로 가장 효율
적인 곳으로 흘러가는가 여부를 주의 깊게 관측하면서 그에
따라 자원 재배분 프로세스를 정책적으로 개선해갈 필요가
있다. 특히, 경제발전과 산업구조 변화가 아직까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실물부문의 구조
조정,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등 구조변화 과정에 꾸준한 주
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곧 산업구조 고도화와 성장잠재력 확
충에 장애(bottleneck)를 일으키는 부문이 생겨날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둘째, 금융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국
제화를 추진하되 금융국제화의 부정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금융불안을 제도, 정책, 규제를 통해 강력히 제어할 필요가
존재한다. 특히, 자본이동, 국내외 금융 및 실물자산, 환율,
금리 등 금융불안은 다양한 소스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
이될 수 있으므로 금융불안에 대한 부단한 감시, 중립적 거
시감독 체제, 제도적 방어수단 등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는
산업구조 고도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매우 유용하게 작
용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녹색성장전략 추진 시 조정비용의 최소화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의 차원에서는 온실가스 총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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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배출권거래제의 본격적인 도입이 요구되나, 저탄소 녹색
산업구조로 이행해 가는 과도기적 단계에서는 기존 산업의
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에 정책초점을 맞
출 필요가 있다.
첫째, 온실가스 총배출량 감축과 더불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산업계의 충격, 특히 생산
비용의 상승으로 인한 국제경쟁력의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반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총량제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녹색규제의 도입 시 국민의 합의와 기업의
부담정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민관협력체제를 구
축하고 동 기구의 실질적인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
째,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
소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배
출권거래제 도입 이전부터 에너지효율 및 저탄소 기술개발
의 투자확대 등에 정부의 지원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시 중국 등 개도국에 비
해 기존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차
별화를 위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녹색화 전략을 보다 강
화할 필요가 있다.
녹색보호주의 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의 친환경적 전환
녹색보호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산업구조 전반
의 친환경적 전환이 필요하다. 환경규제라는 것은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사안별로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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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어려울 뿐 아니라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앞으로 녹
색보호주의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나
라 산업구조의 친환경적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 환경관련
녹색보호주의가 향후 교역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등
장할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환경관련 규제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인식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보제공 시스
템의 확대와 기업별 혹은 산업별 피해사례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차원에서는 국제사회에서 환경
규제와 관련된 녹색보호주의를 배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산업계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의무 발생 시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과반수 이상
(60%)이 영향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환경부(2008.3),“기후변화 대응 지자체와 산
업계 등 의식조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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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ategies for Industrial Upgrading to Expand
the Growth Potential after
the Global Economic Crisis

Young-seok Oh
(ysoho@kiet.re.kr)

This research aimed at the establishment of strategies for
industrial upgrading and accompanying policies for expanding
the growth potential of the Korean economy. The paper
consists of 5 chapters including the introduction.
In Chapter 2, we present the approaching methods for the
research. Specifically, the concept and definition of industrial
upgrading are examined and accordingly, industrial upgrading
in the Korean economy is categorized. On the one hand, there
are four basic categories affecting industrial upgrading:
productivity, de-industrialization, inter-industrial relationship,
and international specialization. On the other hand, there are
three supplementary categories concerning recent global
trends: financial globalization, green growth, and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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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onism. Then we investigate the economic significance of
industrial upgrading by category as well as the relationship to
growth potential.
In Chapter 3 we analyze the four basic categories. First,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to economic growth has risen
since 2000 though both investment and job creation have been
sluggish. Our analysis attributes higher TFP to intra-industry
productivity rather than inter-industry redistribution of
resources. Second, de-industrialization in terms of employment
has been in process since 1991. Higher labor productivity
seems to play a major role than industrial growth, which
suggests industrial upgrading. More specifically, the pattern of
employment change in manufacturing is affected mainly by net
exports while in service by economic growth. Third, the interindustrial relationship in the Korean economy as a whole has
strengthened since 1995 but that in manufacturing is
weakening. A stronger connection among related industries is
required to maximize and reap the spillover effect of newly
growing industries. Fourth, based on the factor endowment
theory we estimate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specialization
using the revealed pattern of trade to the world, Japan, and
China, in particular. It is shown that Korea has a comparative
advantage in ICT capital-intensive goods in the pattern of
trade with the world. Moreover, Korea has a comparative
advantage in less innovative production factors with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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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more innovative production factors with China.
In Chapter 4, we analyze the three supplementary
categories. First, we divide financial globalization into financial
development and financial instability, and estimate their
effects on industrial upgrading. The result suggests that the
former facilitates industrial upgrading through industrial
resource redistribution and the latter to the contrary hinders it
by the buildup of macroeconomic uncertainty. Second, in
relation to green growth, we estimate the effect of the capand-trade system of carbon emission rights on prices by
industry. As expected, it triggers a rise in prices across the
board, which implies that every industry should prepare for
the system not to hit heavily by relative competitiveness
reduction. Third, we need to be alert to the surging green
protectionism that regulates international trade on an
environmental concern and ready to take appropriate actions
when required. Otherwise, it would raise a high barrier to
Korean exports in the future.
In Chapter 5, based on the analyses hereto, we propose
strategies for industrial upgrading and policy directions. To
expand the growth potential of the Korean economy and to
improve social welfare, first of all, increased investment in
knowledge and innovation is crucial. Also, we should make an
utmost effort to develop green technology and seize the
unexploited opportunities that it could provide, which en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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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economy to sustain green growth and to prepare
for green protectionism most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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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 경제는 1970년 이후 금융위기 발발시점인 2008년
까지 연평균 6.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지만, 그동안 시
간이 갈수록 성장잠재력이 저하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2000
년대 들어서는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졌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고용의 부진 속에 성장률이 2008년
까지 연평균 4.3%로 저하되었다. 또한, 2008년 말 미국발 금
융위기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우리나라 산업
도 성장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위기 국면을 지속해 왔다. 그러
나 최근에는 경기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면서 국내외적으로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금번 경제위기가 언제 종료되어 성장이 정상궤도에 진입하게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그러나 보다 확실한 것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그동안의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거나 성공
적으로 마무리하는 한편, 보다 중요하게는 그동안 저하되어 온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문제인식과 목적은 바로 우리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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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관련된 것이다.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그동안 저하되어 온 것은‘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우선,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자
원배분의 효율성 여부는 성장잠재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제조업의 생산성 증가율 둔화
와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이 경제전체의 성장잠재력을 낮추고
있고, 생산성 향상이 투자 및 고용을 창출하는 혁신경제로의
전환도 미흡하다. 고용 측면의 탈공업화 현상도 고용부진과 성
장잠재력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생산성 향상이 빠른 제조
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느린 서비스업으로의 고용이동 경향은
서비스업의 고용흡수 능력에 따라 실업의 형태를 통해 성장잠
재력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고, 서비스업의 낮은 노동생산성으
로 인해 경제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 또
한, 수출 확대나 신성장동력 투자 등 외생수요 증가 시 첨단부
품소재 분야가 취약하여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상의 산업연관
효과가 미흡하고, 이는 최근‘고용 없는 성장’의 현상이 나타
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제무역의존도가 높고 후발개도국의
추격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는 국제분업의 양태도 무
역성과를 통해 성장잠재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듯,
산업의 생산성, 탈공업화 현상, 산업연관효과, 국제분업구조
등 제반 산업구조의 양태와 그 변화는 성장잠재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른 한편, 최근의 경제 위기와 녹색성장 전략은 산업구조
및 성장잠재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동인들이 더
욱 강조되어야 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2008년 말 이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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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및 실물경제 위기로 전
파되면서 나타난 지구적 차원의 경제위기는 금융국제화가 한
국가의 산업구조 및 성장잠재력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가져
올 수 있는지 새로이 일깨워주고 있다. 금융국제화는 금융발전
을 촉진하거나 최근의 예에서 보듯 금융불안의 확산을 초래함
으로써 산업의 혁신과 성장잠재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도입 등 녹색성장전략에 따르는 환
경규제 혹은 제도변화는 산업의 경쟁력에 전례 없는 형태의 영
향을 가져올 수 있고, 환경과 국제무역을 연계하는 녹색보호주
의의 확산도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 및 성
장잠재력에 큰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 변화를 이끄는 동인은 다양
한 범주내에서 논의되고 평가될 수 있다. 또한 특정 범주내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구조의 모습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런데
특정 범주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산업구조의 양태 중
어떤 모습은 성장잠재력 및 경제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어떤 모습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산업구조 고도
화란 특정 범주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산업구조의 양태
중에서 성장잠재력 및 경제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그러한 산업구조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
다. 그런데 실증적 관점에서는 특정 범주내에서 산업구조의 변
화가 어떤 양태로 진전되어 왔고 현재의 양태는 어떠하며, 또
한 미래의 변화 가능성은 어떠한가를 측정하고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정 공간 및 시간의 영역에서 실증적으로 파악되는
산업구조의 양태는 성장잠재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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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습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습일 수
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업구조 변화양태에 대한 실증
적 규명이 이루어져야 그에 대응하여 경제주체들이 합리적인
대응을 하거나, 적절한 정책수단을 통해 성장잠재력에 보다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 본 연구의 문제인식과
목적이 담겨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잠재
력 확충을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전략과 정책방향을 마련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양한 산업구조의 범주내
에서 산업구조의 변화가 어떤 양태로 변화되어 왔고, 현재의
양태는 어떠하며, 또한 미래의 변화 가능성은 어떠한가를 측정
하고 규명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미래에 성장잠재력과 경제후
생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산업구조로의 전환
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한다.
한편, 본 연구의 시간적 지평은‘산업구조 고도화’와‘성장
잠재력 확충’의 표현에 묻어나듯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
과 정책방향이 구상되지만, 그것은 결코 단기적인 관점이 배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산업
구조의 양태와 여건변화는 현재에 진행 중인 것이고, 본 연구
에서 제시하는 전략과 정책방향도 경기침체기인 바로 지금부터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경
제위기가 언제 극복될지는 아직 유동적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
은 경제위기 극복 이후에는 어떤 형태로든 세계경제 질서가 크
게 변화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의 확충 노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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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우리 경제의 재도약 여부가 판가름나게 될 것이며, 그러
한 노력의 준비는 경기침체기인 바로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는 점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

2.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서론을 포함하여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Ⅱ장에서는 본 연구의 접근방법을 제시한다. 즉, 산업구조 고도
화의 개념과 정의를 고찰하고 산업구조 고도화의 범주를 구분
하는 논거를 제시한다. 또한, 각 범주별 산업구조 고도화의 경
제적 의미와 성장잠재력과의 관계를 살펴본 후, 본 연구에서의
분석 범위, 전체적인 연구 체계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산
업구조 고도화의 기본 범주로서 산업의 생산성, 탈공업화, 산업
연관관계, 국제분업구조 등 4개의 영역과, 최근의 여건변화를
반영하는 범주로서 금융국제화, 녹색성장전략, 녹색보호주의
등 3개의 영역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Ⅲ장에서는 4개의 기본
범주 영역에 대한 현상분석을 수행하고, Ⅳ장에서는 최근의 여
건변화를 반영하는 3개의 영역에 대한 현상과 영향을 분석한
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
을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전략과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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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 고도화와 성장잠재력 간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기존의 산업구조 고도화의 개념과 논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크게 산업구조의 변
화를 초래하는 요인, 산업구조 변화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 산
업구조 고도화의 정의 등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대별할 수 있
다.1)
첫째, 산업구조의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은 먼저 수요 요인으
로서,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소득탄력성이 높은 산업의 비중
이 높아진다. 대표적인 논의는“일국의 경제가 성숙함에 따라
산업구조는 1차산업→2차산업→3차산업으로 이행하는 현상을
보인다.”는 소위 3부문가설로 집약된다. 이 가설에 따르면, 1
인당 GDP가 상승함에 따라 농업의 비중은 하락하고, 제조업
의 생산 및 수요비중은 초기 발전단계에서는 상승하지만 경제
가 발전하면서 하락하게 되고, 서비스의 비중은 계속적으로 상
승한다. 산업구조의 변화는 수요에 의해 견인될 뿐만 아니라

1) 이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오영석·이진면·후지카와키요시(2006)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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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측면에서도 자본축적 및 기술혁신의 결과로 인해 생산구
조의 변화가 야기될 수 있다. 예컨대, 자본축적 및 기술혁신의
결과로 인해 생산구조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 및 기술집
약적 산업으로 이행할 수 있다. 또한 국제분업 측면에서도 국
제분업을 야기하는 국가간 요소부존도와 기술수준의 격차가 산
업구조의 변화방향을 결정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비
교우위구조는 산업간 특화구조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자본축적
및 기술수준의 변화로 인해서 비교우위구조가 변화하면 산업구
조 또한 변화한다.
둘째, 산업구조변화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서는 산업구조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구조적 이득가설
(structural bonus hypothesis)이 논의의 중심에 있다. 경
제성장 및 캐치업(catch-up)의 과정은 생산성 수준의 상승뿐
만이 아니라 산업 부문 간 생산요소 및 산출물의 재배분을 수
반한다. 경제구조와 그 변화패턴이 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다는 사고는 경제학 자체만큼이나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Salter(1960)는 생산성과 기술진보에 관한 고전적인 논문에
서, 기술진보 혹은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영역은 산업간
에 크게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의 주장은“생산구조의 유
연한 변화는,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기술진보 패턴에 대응하여
산업별 자원재배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전체 경제의 생산
성 향상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Kuznets
(1979)는“1인당 GDP 혹은 노동생산성의 빠른 상승은 그에
상응하는 산업부문간 구조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
고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가 성장 및 생산성 상승을 가져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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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원천이라는 가설은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 분
야의 중심 주제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구조적 이득가설을 상정하고 있다. 즉, 경
제의 일부 산업에서 잉여노동이 존재할 경우, 근대산업
(modern industries)부문으로의 노동이동은 생산성이 낮은
부문으로부터 높은 부문으로의 노동이동을 야기하여 경제성장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산업구조 고도화에 관한 기존의 정의들은 경제발전단
계가 높아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산업구조의 변화모습을 그린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생산성 및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산업구
조의 변화모습을 그린 것일 수도 있다. 또 일부의 정의는 실증
적인 정의일 수 있고, 다른 일부의 정의는 규범적인 정의일 수
도 있다. 예컨대, Ernst(2001)는 특화(specialization)와 통
합(integration)이 산업 업그레이드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으
로 보고, Chenery(1960), Ozawa(2000), Ernst(2001)의
논의를 종합하여 산업구조 고도화의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서
산업의 업그레드(industrial upgrading)를 다음과 같은 다섯
개의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 산업간 업그레이드(inter-industry upgrading) : 경공업
과 같은 저부가가치 산업부문으로부터 중화학, 고기술산업
부문과 같은 고부가가치 부문으로의 이행
▶ 생산요소간 업그레이드(inter-factoral upgrading) : 생
산요소의 관점에서 천연자원, 비숙련노동 등“부존된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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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wed assets)”으 로 부 터 물 적 자 본 (physical
capital), 인적자본(human capital), 사회자본(social
capital) 등과 같은“창출된 자산(created assets)”으로의
이행
▶ 수요의 업그레이드(upgrading of demand) : 소비가 필수
재(necessities)→편의재(conveniencies)→사치재
(luxury goods)로 이행
▶ 기능적 활동의 업그레이드(upgrading along functional
activities) : 부가가치 사슬(value-chain)상 판매와 유통
→최종 조립 및 시험(testing)→부품생산, 엔지니어링, 제
품개발, 시스템 통합으로의 이행
▶ 전 후 방 연 관 상 의 업 그 레 이 드 (upgrading within a
hierarchy of forward and backward linkages) : 중간투
입물의 관점에서 유형의 투입물 및 제품타입의 투입물로부터
무형의 투입물, 지식집약적 지원서비스 투입물로의 이행

2. 본 연구의 접근방법 : 산업구조 고도화 범주와 성
장잠재력과의 관계
(1) 산업구조 고도화 범주의 유형 구분
산업구조 고도화에 관한 기존의 다양한 논의는 결국 경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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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계가 높아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산업구조의 변화 모습을
그린 것이거나 혹은 생산성 및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산업구
조의 변화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구조에 영향
을 미치거나 그 변화를 이끄는 동인은 다양한 범주에서 논의되
고 평가될 수 있다. 또한 특정한 범주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
재적인 산업구조 변화의 모습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런데 특정
범주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산업구조의 양태 중 어떤
모습은 성장잠재력 및 경제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어
떤 모습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산업구조 고도화란
특정 범주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산업구조의 양태 중에
서 성장잠재력 및 경제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산업구조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런데 실증적 관점에서는 특정 범주내에서 산업구조의 변화
가 어떤 양태로 진전되어 왔고, 현재의 양태는 어떠하며, 또한
미래의 변화 가능성은 어떠한가를 측정하고 규명하는 것이 중
요하다. 특정 공간 및 시간의 영역에서 실증적으로 파악되는
산업구조의 양태는 성장잠재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모습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습일 수
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업구조 변화양태에 대한 실증
적 규명이 이루어져야 그에 대응하여 경제주체들이 합리적인
대응을 하거나, 적절한 정책수단을 통해 성장잠재력에 보다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구조 고도화의 진전양태를 실증적으로 측
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범주를 크게 기본 범주와, 최근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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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 변화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산업구조 고도화
범주로 구분한다.
먼저, 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본 범주는 생산성 변화, 탈공업
화, 산업연관관계, 국제분업구조 등을 통해 현시되는 산업구조
고도화 양태와 관련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혹은 적어도 암묵

<표 Ⅱ-1>
성장잠재력과의
관계

산업구조 고도화 범주의 유형 구분

산업구조 고도화 기본 범주

최근의 산업구조
고도화 개념 변화

Y = f(L, K)

n

=ΣY
i=1 i
n

=Σf
(Li, Ki)
i=1 i

n

=Σ(Q
i-Mi)
i=1

n

=Σ{(Y
i/Qi)
i=1
[Ai+(xi-mi)]}

① 생산성 측면
- 산업내 혁신: 기술 등 혁신
요소의 성장기여도 증가 ⑤
- 산업간 혁신: 생산성 수준 및 증가율이 높은 산업으
로의 자원배분 촉진
⑥
② 탈공업화 측면
- 제조업내 고도기술 부문의 고용비중 상승
- 서비스업의 고용흡수력 확
대와 노동생산성 향상

금융국제화 측면
금융발전 촉진효과 극대화,
금융불안효과 극소화를 통한
산업혁신에의 기여도 증가
녹색성장 측면
저탄소 녹색산업구조 전환

③ 산업연관관계 측면
- 고부가가치 중간투입물 국
산화를 통한 산업연관도
제고
④ 국제분업구조 측면
⑦ 국제무역질서 측면
- 혁신 생산요소에 기반한 - 녹색보호주의 극복을 통한 수
비교우위
출의 성장잠재력 효과 제고

주 : Y: GDP(부가가치), L: 노동, K: 자본, Q: 생산, M: 중간투입물, A: 내수,
(x-m): 경상수지, i : 경제내 i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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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라도 논의되고 평가되는 영역이다.
첫째, 생산성 변화 측면에서, 산업의 생산성 향상의 정도와
성장요인별 성장기여도의 양태는 성잠잠재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생산성의 수준 및 향상속도가 높은 산업으
로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구조적 이득가설) 혹은 그
반대의 방향으로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구조적 부담가
설)도 산업구조 고도화의 진전양태 및 성장잠재력에 중요한 함
의를 갖는다.
둘째, 탈공업화의 관점에서, 부가가치 측면에서 생산성이 빠
르게 이루어지는 제조업의 비중 변화는 경제발전단계 및 경제
의 성숙화와 관련된 산업구조 변화의 논의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경험하고 있는 고용측면의 탈
공업화 양태는 산업구조 고도화 및 성장잠재력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즉,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노동이동은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가를 수반하는가에 따라 성장잠재력에 갖
는 함의가 달라질 수 있고, 더욱이 제조업에서 방출되는 노동
이 서비스업에서 원활하게 흡수되지 못하는 경우 실업의 형태
를 통해 성장잠재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산업연관관계의 측면에서, 신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
등 외생변수의 변화 시 산업연관관계의 양태에 따라 경제전체
에의 파급효과 또는 시너지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전
산업연관도, 생산 및 수입유발 효과의 정도에 따라 외생변수의
변화가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넷째, 국제분업구조의 측면에서, 한 국가의 비교우위구조는
산업간 특화구조 혹은 자원배분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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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산업구조의 양태, 특히 산업구조 고도화와 밀접한 관련성
을 갖는다. 예컨대, 혁신 생산요소를 기반으로 한 수출특화구조
를 시현하는 국제분업구조를 가지는 경우, 이것은 생산성이 높
은 산업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과 함께,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이행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최근의 경제여건 변화로 인해서 산업구조 고도화
및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어 과거보다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영역들이 존재한다. 금융의
국제화, 녹색성장, 녹색보호주의 등의 영역이 그것이다.
첫째, 금융의 국제화 측면에서, 금융국제화의 진전은 한 국
가의 금융발전을 촉진시키기도 하고, 최근의 금융위기의 예에
서 보듯 금융불안을 확대하여 경제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금융국제화에 따른 금융발전 혹은 금융불안의 확
대는 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의 변화를 통해 산업구조의 양태 및
성장잠재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녹색성장의 측면에
서,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녹색성장시대에
지속가능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산업내 녹색혁신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도입 등 녹색성장에 따르는 제도변화 혹은 환경규제
는 산업의 비용 및 경쟁력의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산업구조와
성장잠재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녹색보호주의 측면에서, 경기침체기의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녹색보호주의의 확대 가능성 등 국제무역질서의 변화는
국제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수출, 산업구조, 성장잠재
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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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본 연구는 산업구조 고도화의 범주를 7개의 영역으
로 구분하여 각 범주별로 산업구조 고도화의 진전 양태 혹은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진단함으로써, 미래의 산
업구조 고도화와 성장잠재력을 더욱 촉진할 수 있는 전략과 정
책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2) 산업구조 고도화 범주별 경제적 의미와 성장잠재력
과의 관계
여기에서는 산업구조 고도화의 7개 범주별로 그 경제적 의미
와 성장잠재력과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 ) 생산성 변화와 성장잠재력
우선 경제 전체 또는 개별 산업의 생산성 향상은 산업의 함
수에 기초할 때 직접적으로 일국의 성장잠재력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한편, 기술혁신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투자와 고
용의 증대를 유발하여 간접적으로 성장잠재력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생산성과 연계하여 산업구조의 변화도 성장잠재력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이론으로서 다음과 같은 대립
되는 가설들을 들 수 있다.2) 하나는 구조적 이득가설(structural bonus hypothesis)이다. 동 가설은 산업구조 변화와

2) Peneder(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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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간에 正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데, 경제발전 과정에
서 노동이 저생산성 산업으로부터 고생산성 산업으로 이동함으
로써 경제전체의 생산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
본적으로 고생산성 산업의 경우 노동 이동성이 매우 높은 고숙
련 인력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유인할 수 있는 여력이 크
다는 데 기초한다.
이와 정반대되는 가설은 산업구조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구조적 부담가설(structural burden
hypothesis)이다. 이의 대표적인 이론은 Baumol(1967)의
불균형 성장가설(unbalanced growth hypothesis)인데, 산
업간에 본질적인 노동생산성 차이가 존재하고 고생산성 산업에
서 저생산성 산업으로 노동이동이 초래됨으로써 경제전체의 성
장이 정체된다는 것이다.3) 한편, Oulton(1999)은, 저생산성
산업이 최종재가 아닌 중간재를 공급하고 생산성이 하락하지만
않는다면, 경제전체의 성장은 정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
하기도 하였다.
위의 대립되는 두 가지 가설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Peneder(2002)는 경제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정태적 효과
(static shift effect), 동태적 효과(dynamic shift effect),
산업내 생산성 증가효과(within-industry effect)로 요인 분
해하였다. 정태적 효과는 산업별 생산성이 불변일 경우 산업별
3) Baumol의“cost disease”논거에 따르면, 개인·사회·공공서비스 산업의 경우 기
술진보 또는 자본심화 등을 통한 노동생산성 증대에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저생산성 산업으로의 노동 이동과 더불어 고생산성 산업의 높은 임금에 따른 파
급효과로 저생산성 산업의 임금 부담 또한 증대됨. 따라서, 저생산성 산업의 생산비용
증대 및 고용·부가가치 비중 증대로 경제전체의 성장은 정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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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의 변화가 경제전체의 생산성 증가율에 미치는 효과인데,
동 효과가 (+)의 부호를 나타낸다면 구조적 이득가설이 타당
함을 의미한다. 동태적 효과는 산업별 생산성과 산업별 비중의
변화가 경제전체의 생산성 증가율에 미치는 효과인데, 동 효과
가 (-)를 보인다면 구조적 부담가설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산업내 생산성 증가효과는 산업별 비중이 불변일 경우
산업내 생산성의 변화가 경제전체의 생산성 증가율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낸다.
2) 탈공업화와 성장잠재력
일반적으로 탈공업화는 경제전체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
중이 작아지는 현상을 지칭하며, 경제구조가 고도화되면서 나
타나는 산업구조 고도화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탈공업화의 논의에서 제조업의 비중은 부가가치 생산
과 고용을 기준으로 측정되고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먼
저, 경제가 발전하면서 제조업과 서비스 간 소득 탄력성 및 생
산성 격차로 인해 경상부가가치 기준으로 제조업의 비중은 하
락하고 서비스의 비중은 상승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선진
국에서 이러한 유형의 탈공업화 현상을 경험한 바 있다. 즉, 서
비스업은 제조업보다 소득탄력성이 커 경제가 발전하면서 서비
스에 대한 소비의 비중이 더 크게 되고, 또한 제조업이 서비스
업보다 생산성 향상 및 가격하락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 커서
경상 부가가치 기준으로 제조업의 비중은 하락하고 서비스업의
비중은 상승한다는 것이다.4)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면서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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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생산기준으로도 탈공업화의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는
다소 불분명하고, 선진국의 경험에서도 일관적인 추세가 나타
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실질 부가가치 기준의 제조업/
서비스업 간 비중에는 양 부문 간 생산성 격차 요소가 배제되
어 있고, 또한 불변가격 기준연도에 따라 양 부문 간 비중이 달
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 측면에서도 탈공업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고용측면
의 탈공업화 현상, 특히 부가가치기준에 비해 고용기준의 제조
업 비중이 더 빠르게 감소하는 현상의 이론적 배경은 일반적으
로 제조업과 서비스 간 생산성 격차 및 국제분업관계의 변화
등이다. 먼저, 제조업의 빠른 노동생산성 향상과 서비스업과의
생산성격차로 인해서 예컨대 양 부문의 성장률이 동일한 경우
제조업의 고용은 감소하고 서비스업의 고용은 증가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후발국의 부상으로 국제경쟁이 격화되
면서 자원의 배분이 노동집약적 저위기술산업에서 노동절약적
고도기술산업으로 이동하는 한편, 노동생산성 상승 압력으로
제조업의 고용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상 및 실질부가가치 생산면에서는 아직
탈공업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고용측면서는
1991년 이후 탈공업화 현상이 진행 중이고, 이는 최근의“고
용없는 성장”의 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
다. 고용의 산업 부문 간 재배분과 그 원활성 여부는 경제의 성

4) 이 외에도 제조업의 아웃소싱 증가, 국제무역과 국제투자의 유형변화도 부가가치 생산
기준의 탈공업화 현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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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잠재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제조업내의 고용 재배
분은 그것이 산업구조 고도화 현상을 반영하는 것인가에 따라
제조업 성장잠재력에 갖는 함의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제조
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고용이동은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가를
수반하는가에 따라 경제전체의 성장잠재력에 갖는 함의가 달라
질 수 있고, 더욱이 제조업에서 방출되는 노동이 서비스업에서
원활하게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 실업의 형태를 통해 성장잠재
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3) 산업연관구조와 성장잠재력
산업연관구조의 양태도 성장잠재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산업간 연관도의 상승은 일반적으로 여타 조건이 일정한 경우
소득이나 고용을 위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
는 것을 의미한다.5) 즉 산업간 연관관계의 강화는 전산업에서
생산되는 중간 산출물의 증가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경제전체
의 총산출량이 증가하고 생산과정에서 창출되는 소득과 고용도
증가하게 된다. 이는 외생변수의 변화에 따른 한 국가의 산업
성과는 산업연관구조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있는
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일국의 산업연관구
조 형태에 따라서 주어진 외생변수의 변화량이 그 국가의 실질
부가가치 및 소득을 더 많이 창출할 수도 있고 더 적게 창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5) 이건우(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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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경제에서는 수입중간재가 산업연관도의 정도에 큰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즉, 여타의 조건이 동일한 경우 수입중간재의
역할이 작아질수록 산업간 연관도는 상승하게 된다.6) 이러한
점은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수출확대 등 외생수요의 증가
시 산업연관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국제분업의 효
율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입대체 등 연관산업
의 발전 모색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
한다.
예컨대, 최근 우리 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전 세계
적인 경제위기의 상황 속에서 신성장동력, 녹색기술에 대한 투
자확대 등 미래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다양한 산업구조 고
도화 전략들을 추진하고 있다.7) 그러나 이러한 신성장동력의
창출이 단지 개별부문의 성장에만 국한되고 과도한 수입유발효
과의 확대를 초래한다면 신성장동력 창출에 따른 경제전체의
시너지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
더라도 지나친 수입의존성을 축소하고 국내산업 간의 연계성을

6) 다소 다른 관점에서 산업간 연관도는 산업의 발전단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음. 즉
한 국가의 산업간 연관도는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무한정 커지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어느 수준에 이르게 되면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이 경우 산업간 연관도가 감소
국면에 들어서는 이유는 소득이 증가하면서 서비스 경제화가 진전되고 중간투입 절약
적 기술진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임. 이건우(2009) 참조.
7) 우리 정부는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향후 5년간 17개 신성장동력부문에 24.5조 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임. 특히, 17개 부문 중 13개 부문에 대한 62개의 스타브랜드를 선
정하고 1,200여 개의 핵심기술과제를 도출하였음. 또한 녹색성장정책의 일환으로 27
개 중점 녹색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정부의 녹색기술 투자를 2008년 약 1조 원
에서 2012년 약 2조 원으로 확대할 예정임. 중점 녹색기술개발과 상용화전략 외에도
그린IT국가전략, 2009년 녹색기술 연구개발 시행계획, 녹색기술 표준화 전략 등을 마
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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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함으로써 신성장동력부문의 성장이 국내의 다른 부문으로
파급되는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산업간 연관관계
의 강화는 신성장동력의 창출과 관련하여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산업연관구조의 취약에 기인하는 다양
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즉,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최종재 조립가공업과 부품소재산업
간, 그리고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간의 연계 미흡에 따라 부문
간 성과 격차, 경제전체의 시너지 효과 미흡, 만성적인 대일무
역 적자, 수출성과의 경제파급효과 미흡 등 우리 경제의 구조
적 문제를 노정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국제분업구조와 성장잠재력
개방경제에서 한 국가의 국제분업구조는 산업간 국제생산전
문화 혹은 특화구조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구조의 양
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분업구
조 고도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 방향을
함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요소부존도이론에서 한 국가는 자국에 풍부하게 부
존되어 있는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여 생산하는 재화에
수출특화하고, 희소하게 부존되어 있는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여 생산하는 재화에 수입특화한다. 리카도 모형에서는
노동생산성 혹은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재화에 수출특화
한다. 그런데 요소부존도 이론과 리카도 모형은 특화구조의 동
인이 국제분업 혹은 산업구조 고도화에 갖는 함의가 일맥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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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즉, 요소부존도 이론에서 숙련노
동 혹은 기술체화형 자본과 같이 혁신 생산요소 집약재에 수출
특화하는 경우 리카도 모형의 관점에서도 그 재화에 비교우위
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혁신생산요소의 축적은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따라서 혁신 생산요소 집약재에서 노
동생산성도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제분업과 산업구조 고도화의 관계는 동태적 측면의 해석에
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예컨대, 불완전경쟁시장을
상정하여 산업내 무역과 산업간 무역을 통합하는 모형에서는
“양국간 요소부존도가 유사할수록 비교우위의 경제적 힘이 약
화되어 산업내 무역이 지배적이고, 양국간 요소부존도의 격차
가 클수록 비교우위원리에 따른 산업간 무역이 지배적”이라는
가설이 도출된다.8) 이는 개방경제하에서 산업구조의 변화 방향
이 국가간 요소부존도 및 기술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컨대, 경제발전단계가 낮아 혁신생산요소 혹은 기
술 집약적 산업에서 비교열위를 갖는 산업에서 동태적으로 혁
신생산요소의 축적도가 높아지고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는 경우 이 재화의 비교열위의 정도가 낮아지거나 비교우위
를 갖는 특화구조로 이행할 수 있다. 이는 혁신생산요소의 축
적과 그에 따른 기술수준의 향상으로 국제분업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진전되어 가는 한편,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이행을 통
해 경제의 성장잠재력 또한 높아져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한 국가의 비교우위구조는 산업간 특화구조 혹은 자
8) 오영석 외(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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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배분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산업구조의 양태, 특
히 산업구조 고도화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예컨대 요소부존도이론을 통해 우리나라가 혁신 생산요
소에 기초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는 우리나
라 산업 및 무역구조 고도화의 위상과 경제위기 이후의 성장잠
재력 확충 방향 설정에 시사점을 가질 수 있다.
5) 금융국제화와 성장잠재력
한 국가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이 서로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특히 경
제성장이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되면 금융부문의 발전이 실물부
문의 발전에 인과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다수의 이론적·실증
적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즉, 금융부문의 발전이 실물부문의
발전과 현재 및 미래 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이러한
영향은 경제성장이 진행되면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국제화가 국내 금융부문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고 국내 금융부문의 발전에 중요한 단계로 또는 계기로 작
용할 수 있다. 금융국제화를 통해 금융발전에 필수적 요건인
대규모 자금의 유입, 선진 금융기법의 도입, 고급 금융인력의
확충, 관련 제도의 정비와 개선, 해외 투자기회의 활용, 잠재적
성장기회의 확대 등이 빠르고 쉽게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들
개별 요건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성하고 결합하여 이용하는
가에 따라 국내 금융부문이 결정적 영향을 받게 되고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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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부문과 전체 경제성장 또한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과거부터 최근까지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여 단기간에
타 지역으로 전이된 수차례의 금융위기로부터 알 수 있듯이 금
융국제화는 국내 금융부문을 해외 금융부문의 불안요인에 노출
시킴으로써 경제 전체에 심각한 불안정성을 초래하기도 한다.
해외에서 금융불안이 발생하면 금융국제화를 통해 국내 금융불
안이 야기되고, 뒤이어 금융부문뿐만 아니라 실물부문과 현재
및 미래 경제성장이 부정적 영향을 받는 일련의 연계가 존재하
는 것이다.
이렇듯 금융국제화는 국내 금융부문에 대하여 그리고 경제성
장에 대하여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모두 가져올 수 있
다. 금융부문에 가해진 영향은 다시 국내 실물부문, 전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고 종국적으로 미래의 성장잠재력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6) 녹색성장전략과 성장잠재력
경제위기 이후 성장잠재력 확충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산업구
조 고도화전략의 지속적 추진은 필수적인 과제인데, 최근 저탄
소 녹색성장전략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면서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의 개념과 내용도 변화하고 있다.
녹색성장전략을 산업구조 고도화 차원에서 해석하면, 산업간
구조고도화(inter-industrial upgrading)와 산업내 구조고
도화(intra-industrial upgrading)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
간 구조고도화는 산업구조 자체가 구조적으로 저탄소·녹색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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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고, 산업내 구조고도화는 산업내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녹색제품의 개발 등 기존산업 자체의 녹
색화를 위한 산업내 녹색혁신(green innovation)을 의미한다
고 할 수 있다.
녹색성장전략이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고 성장잠재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지식·혁신 집약형 산업발전
을 통한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 녹색기술·환경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등이 필요하다. 에너지·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지
식·기술집약적 저탄소형 성장동력의 창출은 산업발전의 추구
와 함께 환경보전 혹은 개선을 가능케 할 수 있다. 예컨대, 융
합기술을 통한 신산업 창출, 지식서비스의 발전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협약에의 선제적 대응을 통한
녹색기술과 환경산업의 육성은 기존 산업의 저탄소화 및 경쟁
력강화와 함께 신성장동력 창출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환
경문제의 해결과 함께 지속적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
다. 이처럼 에너지 다소비 업종으로부터 이들 지식·혁신 집약
형 부문과 환경·에너지 부문으로 자원배분이 이동해 가는 현
상을 녹색성장시대의 산업간 구조고도화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녹색성장전략이 전체경제의 성장잠재력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현재 비교우위 부문의 국제경쟁력을 훼
손하지 않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즉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후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성장잠재력이 과거보다 절대적으로
저하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경쟁국들에 대한‘상대적 국제경쟁
력’은 유지·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녹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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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 발전을 통한 기존 주력산업의 녹색혁신 전략 즉, 산업내
구조고도화 전략이 포함된다. 그런데 온실가스 감축이후 기존
산업의 국제경쟁력의 유지·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탄
소배출권거래제 도입 등 제도적 변화가 산업의 경쟁력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7) 녹색보호주의와 성장잠재력
우리나라 경제성장은 산업화 이후 지속적인 수출 증대와 그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지속적인 수출 증대는 내적으로
는 수출지향적인 산업정책, 외적으로는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추세에 힘입은 바 크다. 상대적으로 협소한 국내시장을 가진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해 온 데에는 수출 증대
가 필수적 요건이었다.
그런데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에서 채택한 보
호주의 무역정책들은 경제 위기가 진정되면서 완화되고 있으
나, 탄소배출 관련 규제를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환경보호주
의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보호주의는 외
국기업의 상업적 이익을 방해하기 위해 환경규제를 교묘히 이
용하는 것을 지칭하는데, 수출국의 기업들이 수입국의 환경기
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환경규제를 채택한 국가의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는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으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환경보호주의를 채택하는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환경관
련 기술 분야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설정한 환경관련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에게 생산단계에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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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비용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며, 환경보호주의를 채택
한 국가에서 상품의 경쟁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환경보호주의에 적절한 대응을 못할 경
우 수출 감소를 초래할 것이고, 결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나라 경제구조를 고려하면 성장잠재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다.

(3) 본 연구의 분석범위와 체계
본 연구에서는 산업구조 고도화의 7개 범주별로 산업구조 고
도화의 진전 양태를 분석하거나 산업구조 변화에의 영향을 파
악하여 향후 산업구조 고도화를 더욱 촉진할 수 있는 전략과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지속가
능한 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모색하여 거시경제목표(경제
성장, 일자리창출, 경상수지)의 달성을 선도할 수 있는 산업부
문의 전략과 정책방향을 모색한다.
본 연구에서 7개 범주의 산업구조 고도화 현상에 대한 분석
은 Ⅲ장과 Ⅳ장에서 수행되는데, 각 범주별 분석의 범위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생산성 변화 측면에서, 우리는 생산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가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경제
전체 성장률을 자본증가율, 노동증가율,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로 요인분해하여 경제성장에 있어 각각의 역할을 분석하는 한
편, 대분류 산업과 제조업내 중분류 산업별로 총요소생산성 증
가율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경제전체의 총요소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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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증가율을 산업간 생산성 변화와 산업내 생산성 변화로 구분
하여 각각의 역할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둘째, 탈공업화 측면에서, 고용 측면 탈공업화의 요인분석에
초점을 두는데, Fiona Tregenna(2009)의 분해방식을 확장
하여 산업구조적, 미시적 관점에서 그리고 고용-산업구조-생산
성 간 연계구조의 관점에서 고용 측면 탈공업화 현상의 요인을
분석한다.
셋째, 산업연관관계의 측면에서, 일국의 산업간 연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분석도구로서 Kubo, Melo, Robinson, and
Syrquin(1986)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된 전산업 연관도를 사
용하여 우리 경제의 종합적인 산업연관관계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산업 연관도 외에 국내산업간 연관관계
를 파악할 수 있는 생산유발계수 및 수입유발계수를 각각 살펴
보고자 한다.
넷째, 국제분업구조의 측면에서, 다생산요소 모형인
Heckscher-Ohlin-Vanek-Leamer 이론에 근거하여 우리나
라가 혁신생산요소에 기반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
한다.
다섯째, 금융국제화 측면에서, 산업구조 고도화를 경제 내에
축적된 혁신의 성과인 총요소생산성의 변화로 파악하는 방식으
로서 금융국제화, 금융발전, 금융불안 등 금융부문의 변화요인
이 산업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자 한다.
여섯째, 녹색성장의 측면에서, 우리는 녹색성장정책의 추진
시 도입이 불가피한 총량제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주요 선진국들과 우리나라의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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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정책을 개관해보고 주요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
입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미국의 배출권거래제 도입
효과를 소개한 다음, Hassett, Mathur and Metcalf(2008)
의 방법에 기초하여 총량제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시 우리나라의 산업별 가격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자 한다.
마지막으로, 녹색보호주의 측면에서, 경기침체기의 보호무역
주의와, 녹색보호주의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의 가능성과 함의
를 파악한다.

제Ⅱ장 산업구조 고도화와 성장잠재력 간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그림 Ⅱ-1>

본 연구의 분석범위와 체계
전략적 목표
<지속가능한 성장잠재력 확충>
거시경제목표(성장·일자리·국제수지) 달성을 선도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전략과 정책 방향 모색

산업구조 양태에 대한 실증분석과 함의 도출

분석의 범위

산업구조 고도화 범주

주요 분석 내용

① 생산성 변화

- 성장요인별 성장기여도 추정
- 구조적 이득 가설 vs. 구조적
부담가설 검증

② 탈공업화 현상

- 고용 측면 탈공업화 요인 분석

③ 산업 연관 관계

- 전산업 연관도, 생산·수입 유발
효과 추정

④ 국제분업구조

- 요소부존도 측정과 비교우위 구
조 분석

⑤ 금융국제화

- 금융 발전 및 금융 불안이 총요
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⑥ 녹색성장

-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이 산업의
비용에 미치는 영향

⑦ 녹색보호주의

- 녹색보호주의에 따른 무역 규제
의 논의와 함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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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Ⅲ장

한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진전 현황
분석과 시사점

1.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산업별 생산성 변화
(1) 경제성장의 요인별 분해
산업구조 고도화는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산업내
혁신을 통해 경제전체의 성장률 또는 생산성 증가율이 높아지
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구조 고도화에 있어 생산성의 증가는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한다. 개별 산업의 기술혁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과, 생산성 증가율이 높거나 생산성 자체가 높은 산업으로의
자원배분의 원활화는 경제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우선, 우리 경제의 성장을 순자본스톡(net capital stock),
노동,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등의 성장
요인별로 분해해 보면, 우리 경제는 1971~2008년의 기간 동
안 연평균 6.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는데, 이 중에서 순
자본스톡의 기여율이 52.5%로 가장 높고 총요소생산성의 기
여율은 2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경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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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의 요인별 분해9)

<표 Ⅲ-1>

단위 : 2000년 불변기준, %

1971~ 1971~ 1981~ 1991~ 1996~ 2001~
2008
1980
1990
1995
2000
2008
증
가
율
기
여
도
기
여
율

국내총생산

6.51

6.99

8.37

7.52

4.28

4.33

순자본스톡

9.98

13.02

10.91

13.27

8.06

4.15

노동

1.94

3.53

2.75

1.97

-0.02

0.16

총요소생산성

1.83

0.12

2.89

1.84

1.69

2.72

순자본스톡

3.42

4.62

3.67

4.36

2.64

1.50

노동

1.26

2.25

1.80

1.33

-0.05

0.10

총요소생산성

1.83

0.12

2.89

1.84

1.69

2.72

순자본스톡

52.54

66.04

43.89

57.91

61.69

34.68

노동

19.33

32.25

21.54

17.64

-1.13

2.37

총요소생산성

28.14

1.71

34.56

24.46

39.44

62.94

자료: 산업연구원 추정.

그동안 투자주도형 성장에 의존해 왔음을 의미한다.
순자본스톡의 성장기여율은 1970년대 66.0%를 기록한 후
1980년대에는 43.9%로 하락하였고, 1990년대에는 다시 상승
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투자부진의 지속으로 34.7%로 급격
히 하락하였다. 노동의 성장기여율은 1970년대 32.3%를 기록
한 후 하락추세를 지속하여 외환위기를 포함한 1990년대 후반
9) △lnYt = (1-αt)*△lnKt-1+αt*△lnLt+△lnAt, 여기에서 Y는 실질 부가가치, K는 순자
본스톡, L은 노동(=취업자수*근로시간), A는 총요소생산성, 노동의 부가가치 탄력성
αt=(α1t+α1t-1/2, α1t=α2t*(1+bt/2), α2는 노동소득분배율(=피용자보수/(피용자
보수+자본잉여+고정자본소모)), b는 비임금근로자수/임금근로자수, b를 2로 나눈
것은 비임금근로자는 임금근로자 임금의 1/2 수준을 받는다는 가정에 기초함. 순자본
스톡의 경우 1997~2007년은 통계청의 연도별 유형고정자산 자료(2000년 불변기
준)를 사용하였고 1970~1996년의 순자본스톡 측정방식은 김원규(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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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1.1%까지 하락하였고, 2000년대 들어서는 일자리창출
력 미흡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2.4%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율은 1970년대 1.7%에 불과하였
으나 1980년대에는 34.6%로 상승하였고 1990년대 전반에는
24.5%로 하락하였다. 동 기여율은 1990년대 후반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00년대에는 순자본스톡의 기여율보다 높은
62.9%에 달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과 성장기여율이 1990
년대보다 크게 개선된 것은 생산성 중심의 혁신주도형 경제로
의 이행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
점들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첫째, 2000년대 들어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과 성장기여율
이 높아졌으나, 경제성장률 자체는 크게 회복되지 못하고 과거
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2000년대 들어 투자부진의 지속과 일자리창출력 미흡
등으로 인해 성장에 있어 자본과 노동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총요소생산성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확대
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1990년대에 비해 증가한 것은
기술혁신과 기업가정신 등 역동적인 요인들에 기인한다기보다
는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과 기업경영방식의 효율성 위주로
의 전환 등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진정한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효율성 위주보
다는 기술혁신과 기업가정신에 바탕을 둔 총요소생산성의 향상
이 필요하고, 생산성 수준 및 증가율이 높은 산업으로의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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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의 촉진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확대가 필요하다.

(2) 대분류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추이분석
대분류 산업을 기준으로 할 때,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경제전체의 성장과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주도한 산업은 제조
업이라고 할 수 있다. 1981~2008년 기간 중 제조업의 성장
률은 연평균 8.8%를 기록하였고,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도
4.6%의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그러나 제조업의 성장률은 그동안 둔화되는 경향을 보여 왔
다. 즉, 제조업의 성장률은 1980년대 11.3%에서 2000년대
6.7%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의 총요소생산
성 증가율도 1980년대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2000년대 들어 다시 둔화되고 있다.
서비스업의 성장률과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980년대 이후
경제전체의 수준에 비해 낮은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1981~
2008년 기간 동안 서비스업의 성장률은 연평균 5.9%에 그치
고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도 매우 낮은 0.7%를 기록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도 서비스업의 성장률은 4.0%의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고,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도 과거보다는 높은 1.5%
를 기록하고 있으나 경제전체의 수준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그러나 서비스업 중 운수·창고·통신업은 1980년
대 이후 성장률과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경제전체의 수준보다
높은 7.9%와 3.1%를 기록하고 있어 서비스업과 경제전체의
성장 및 생산성 향상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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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대분류 산업별 부가가치 및 총요소생산성 증가율10)
단위 : 2000년 불변기준, %

1981~ 1981~ 1991~ 1996~ 2001~
2008
1990
1995
2000
2008
경제전체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서비스업
운수·창고·통신업
도소매·음식숙박업
금융보험·부동산·
사업서비스업
사회·개인서비스업

GY

6.3

8.4

7.5

4.3

4.3

GA

2.4

2.9

1.8

1.7

2.7

GY

2.0

3.1

2.1

1.4

0.8

GA

3.4

3.0

5.0

1.8

3.9

GY

-1.7

-0.1

-6.5

-2.7

-0.2

GA

-0.2

3.5

-2.6

2.1

-5.0

GY

8.8

11.3

7.8

7.6

6.7

GA

4.6

3.9

4.9

6.3

5.1

GY

9.9

14.4

9.6

7.9

5.7

GA

2.8

6.4

-0.4

1.4

1.2

GY

5.3

9.9

7.0

-2.2

2.9

GA

1.7

4.6

-3.2

0.3

2.2

GY

5.9

7.7

5.6

3.9

4.0

GA

0.7

1.3

-0.4

-0.5

1.5

GY

7.9

7.9

8.7

9.5

6.9

GA

3.1

2.9

3.0

3.5

3.5

GY

5.8

9.0

5.0

3.7

2.2

GA

1.0

1.5

-0.7

1.1

2.9

GY

7.1

9.6

6.7

3.5

4.3

GA

-1.2

0.4

-3.0

-3.4

-0.9

GY

4.3

5.5

3.8

2.3

3.3

GA

-0.8

-0.8

-0.9

-2.0

-0.6

자료 : 산업연구원 추정.
주 : GY는 실질 부가가치 증가율, GA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임.

10) △lnYit = (1-αit)*△lnKit-1+αit*△lnLit+△lnAit, 여기에서 Yi는 산업별 실질 부가가
치, Ki는 산업별 순자본스톡, Li은 산업별 노동(=취업자수*근로시간), Ai는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산업별 노동의 부가가치 탄력성 αi는 경제전체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에
의해 산출함. 1980~1997년의 산업별 순자본스톡 측정방식은 김원규(2004)와 동
일하고 1998년부터의 순자본스톡은 1997년의 순자본스톡에 통계청의 연도별 생산
자산증가율(2000년 불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함.

제Ⅲ장 한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진전 현황 분석과 시사점

63

들어서도 운수·창고·통신업의 성장률과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은 경제전체보다 높은 6.9%와 3.5%를 기록했다.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대분류 산업별 성장기여율을 살펴
보면, 제조업의 성장기여율은 1980년대 28.3%에서 1990년
대 후반 46.2%로 상승하였고, 2000년대 들어서는 44.2%로
다소 하락하였다.
서비스업의 성장기여율은 1990년대 전반 57.6%까지 증가
하였으나, 그 이후 크게 하락하여 2000년대에는 46.7%를 기
록하였다. 서비스업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운수·창고·
통신업의 성장기여율은 1980년대 4.9%에서 1990년대 후반
13.4%까지 상승하였고, 2000년대에는 11.6%로 다소 하락하
였다. 한편, 2000년대 들어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
의 성장기여율은 18.4%로 서비스업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경제전체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대분류 산업별 기여
율을 살펴보면, 제조업의 기여율은 1980년대 24.8%에서
1990년대 후반 126.5%까지 상승하였다. 동 기여율은 2000
년대 들어 56.2%로 하락하였으나, 이는 여타 대분류 산업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기여율이다.
서비스업의 기여율은 1980년대 24.1%를 기록한 후 1990
년대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30.2%
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처럼 2000년대 들어 서비스업의 기여
율이 크게 증가한 것은 주로 운수·창고·통신업과 도소매·음
식숙박업의 높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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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경제전체 부가가치 및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대분류 산업별 기여율
단위 : 2000년 불변기준, %

1981~ 1981~ 1991~ 1996~ 2001~
2008
1990
1995
2000
2008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서비스업

운수·창고·통신업

도소매·음식숙박업
금융보험·부동산·
사업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CGY

2.9

4.7

1.8

1.8

0.6

CGA

11.1

12.1

28.0

7.5

5.9

CGY

-0.2

0.0

-0.8

-0.3

-0.0

CGA

0.2

1.1

-1.9

0.8

-0.6

CGY

33.3

28.3

26.6

46.2

44.2

CGA

49.5

24.8

68.6

126.5

56.2

CGY

3.0

2.4

2.7

4.4

3.5

CGA

2.1

3.2

-0.8

2.7

1.2

CGY

7.9

11.4

11.5

-5.5

4.3

CGA

5.8

13.8

-32.5

5.2

5.4

CGY

51.8

51.8

57.6

50.9

46.7

CGA

18.0

24.1

-12.0

-23.5

30.2

CGY

7.5

4.9

5.9

13.4

11.6

CGA

8.7

4.9

11.1

16.9

11.1

CGY

9.9

12.1

10.1

9.2

4.9

CGA

4.4

5.2

-24.5

8.2

10.4

CGY

20.4

19.1

27.0

17.5

18.4

CGA

-10.7

2.6

-42.4

-57.4

-6.6

CGY

13.8

15.5

14.4

9.9

11.5

CGA

-5.7

-5.8

3.1

-28.4

-1.1

자료 : 산업연구원 추정.
주 : CGY(CGA)는 경제전체의 부가가치(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산업별 기
여율임. 각 산업의 연도별 기여도 산출을 위한 가중치로 전년도 해당산업의
실질부가가치 비중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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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조업내 중분류 산업별 생산성 변화 추이분석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제조업내 중분류 산업별로
살펴보면, 1994~2000년 기간 동안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향상을 주도한 산업11)은 출판·인쇄·기록매체복제, 비금속광
물제품, 컴퓨터·사무용기기,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장
비, 정밀기기, 자동차·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0년대 들어 제조업의 총요소생산
성 향상을 주도한 산업12)은 섬유제품, 의복·모피, 가죽·가
방·신발, 코크스·석유정제품·핵연료, 전자부품·영상·음
향·통신장비 제조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와
2000년대를 비교할 때 제조업 전체의 총요소생산성 증가를 주
도한 산업들이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을 제
외하고는 기간별로 상이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제조업내 중분류 산업별
로 살펴보면, 1994~2000년 기간 동안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주도한 산업 13)은 코크스·석유정제품·핵연료, 화합
물·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제1차금속제품, 컴퓨터·사무
용기기,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장비, 정밀기기, 자동차·
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등이다. 반면, 2000년대 들어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주도한 산업14)은 의복·모피, 코크

11)
12)
13)
14)

1994~2007년의
1994~2007년의
1994~2007년의
1994~2007년의

제조업
제조업
제조업
제조업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6.0%)보다 높은 산업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6.0%)보다 높은 산업임.
노동생산성 증가율(8.1%)보다 높은 산업임.
노동생산성 증가율(8.1%)보다 높은 산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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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제조업내 중분류 산업별 생산성 증가율15)
단위 : 광공업통계기준, %

1994~2007 1994~2000 2001~2007
GY/L
GA
GY/L
GA
GY/L
GA
음식료품
담배
섬유제품
의복·모피
가죽·가방·신발
목재·나무제품
펄프·종이·종이제품
출판·인쇄·기록매체복제업
코크스·석유정제품·핵연료
화합물·화학제품
고무·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제1차금속제품
조립금속제품
기타기계·장비
컴퓨터·사무용기기
기타전기기계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장비
정밀기기
자동차·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가구·기타제조업

3.4
-5.3
5.7
7.0
4.9
4.7
3.7
-1.9
10.4
6.6
4.1
8.4
5.5
-0.0
6.9
14.3
4.9
17.1
8.1
7.7
6.8

2.2
-9.3
4.5
5.5
3.2
3.1
1.4
-2.3
7.0
5.1
3.3
6.2
2.8
-1.2
5.9
13.7
3.6
12.2
7.2
6.4
5.4

4.6
-2.4
5.1
1.0
2.5
4.8
5.4
7.2
8.4
9.4
3.5
11.4
9.2
-0.7
7.5
25.5
5.6
17.6
10.1
11.6
8.9

2.8

1.6

3.6

2.1
2.1
2.2
-6.3 -8.1 -12.2
2.6
6.4
6.4
-0.7 13.0 11.6
0.3
7.3
6.2
1.4
4.6
4.9
-0.4
2.0
3.3
6.3 -10.9 -10.9
2.2 12.3 11.8
5.5
3.9
4.8
2.5
4.6
4.1
7.0
5.4
5.4
4.3
1.8
1.3
-2.4
0.7
0.1
6.0
6.2
5.7
22.7
3.1
4.8
3.5
4.2
3.6
9.4 16.7 15.0
9.5
6.1
4.9
7.9
3.8
4.9
6.1
4.8
4.6
1.2

2.1

1.9

자료 : 산업연구원 추정.
주 : GY/L는 노동생산성 증가율, GA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임.

15) △ln(Y/L)it = (1-αit)*△ln(K/L)it+△lnAit, 여기에서 (Y/L)i는 산업별 실질 노동생
산성(=실질부가가치/노동), (K/L)i는 산업별(자본스톡/노동), 산업별 노동은 산업별
(종사자수*근로시간), Ai는 산업별 총요소생산성임. 산업별 노동의 부가가치 탄력성
αi는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의 산업별 노동소득분배율의 현재 및 전년도 평균을 사용
하였고 불변기준 산업별 자본스톡은 광공업통계의 산업별 연말기준 유형자산을 유형
자산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산출하였으며 유형자산 디플레이터는 유형별 투자디플레이
터를 유형별 자산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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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제조업 전체 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중분류 산업별 기여율
단위 : 광공업통계기준, %

1994~2007 1994~2000 2001~2007
노동 총요소 노동 총요소 노동 총요소
생산성 생산성 생산성 생산성 생산성 생산성
음식료품
담배
섬유제품
의복·모피
가죽·가방·신발
목재·나무제품
펄프·종이·종이제품
출판·인쇄·기록매체복제업
코크스·석유정제품·핵연료
화합물·화학제품
고무·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제1차금속제품
조립금속제품
기타기계·장비
컴퓨터·사무용기기
기타전기기계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장비
정밀기기
자동차·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가구·기타제조업

2.4
-0.1
6.1
3.3
0.9
0.7
1.0
-0.4
0.4
4.3
3.1
4.0
3.4
-0.9
7.7
2.7
3.5
24.2
1.6
6.6
1.9

2.8
5.7
2.4
2.6
0.4
0.8
0.2
-1.2
6.4
9.0
1.9
4.7
0.0
1.2
6.9
4.4
1.5
31.3
1.3
15.7
5.3

3.6
-0.1
6.5
-1.6
0.3
0.7
1.7
3.8
0.3
0.4
2.0
5.5
5.7
-2.3
7.1
4.7
4.1
21.7
1.6
9.4
1.5

4.3
12.3
1.7
1.7
0.1
1.1
0.2
0.4
6.1
6.4
1.3
6.4
-0.9
2.6
9.2
5.5
1.2
8.7
1.6
24.3
8.6

1.3
-0.1
5.8
8.2
1.5
0.6
0.3
-4.6
0.6
2.4
4.2
2.4
1.2
0.5
8.3
0.8
3.0
26.7
1.5
3.9
2.3

1.3
-0.9
3.0
3.5
0.7
0.5
0.3
-2.8
6.7
6.0
2.5
3.0
0.9
-0.3
4.6
3.3
1.8
53.9
0.9
7.0
2.0

1.0

0.2

1.6

0.5

0.5

0.0

자료: 산업연구원 추정.
주: 각 산업의 연도별 기여도 산출을 위한 가중치로 노동생산성의 경우 당해 연도
제조업내 해당산업의 노동비중을, 총요소생산성의 경우 당해 연도 제조업내
해당산업의 실질부가가치 비중을 사용함.

스·석유정제품·핵연료,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장비 제
조업 등 3개 제조업에 국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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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를 비교할 때 코크스·석유정제품·핵연료, 전자부
품·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은 지속적으로 제조업 전체의
노동생산성 증가를 주도하였으나, 1990년대의 여타 주도 산업
들은 2000년대 들어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크게 하락하였다.
한편, 제조업 전체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제조업내
중분류산업별 기여율을 살펴보면, 1994~2000년 기간 동안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의 기여율이 24.3%로 가장 큰 것으
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담배, 기타기계·장비, 전자부품·
영상·음향·통신장비, 기타운송장비 제조업의 순으로 높은 기
여율을 나타내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 제조업 전체의 총요
소생산성 증가율에 가장 큰 기여율을 보인 산업은 전자부품·
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인데, 그 기여율이 53.9%에 달
하고 있다. 이는 2000년대 들어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
장비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22개 산업 중 가장 높은
15.0%의 수준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동 산업의 제조업내 비
중이 크게 상승한 데 기인한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제조업내 중분류 산업별 기여율을
보면, 1994~2000년과 2001~2007년의 기간 모두 전자부
품·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의 기여율이 각각 21.7%와
26.7%를 나타내는 등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4) 산업간 및 산업내 생산성 변화 추이분석
우리나라 경제전체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980년대에
연평균 2.94%, 1990년대에 1.46%, 2000년대에는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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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록했다. 경제전체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기인한 산업간 생산성 변화와 산업내 혁신에 기인한 산
업내 생산성 변화로 구분되고, 산업간 생산성 변화는 다시 산
업구조 변화만을 고려한 정태적 효과와 산업구조 및 생산성 변
화 모두를 고려한 동태적 효과로 구분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요인분해방식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총요
소생산성 증가율의 변화요인을 살펴본다. 먼저, 1990년대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980년대에 비해 약 1.5% 포인트 하
락하였는데, 이는 산업내 생산성 변화가 1.2% 포인트 하락하
고 산업간 생산성 변화 중 정태적 효과가 0.3% 포인트 하락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1~2008년 기간의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은 1990년대에 비해 1.3% 포인트 상승하였는
데, 이는 주로 산업내 생산성 변화가 1.5% 포인트 상승한 데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업간 생산성 변화는 정태적
효과와 동태적 효과 모두 각각 0.1% 포인트 하락하였다.
한편, 2000년대 들어 산업내 생산성 변화의 기여율이 높아
지고, 산업간 생산성 변화의 기여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
다. 즉, 경제전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산업내 생산성
변화의 기여율은 1980년대 61.3%에서 1990년대 40.1%로
하락하였고, 2000년대 들어서는 다시 75.6%로 급격히 상승
하였다. 반면, 산업간 생산성 변화 중 정태적 효과는 1980년대
30.1%에서 1990년대 40.6%로 상승하였다가 2000년대에는
18.2%로 크게 하락하였다. 또한 산업간 생산성 변화 중 동태
적 효과는 1980년대 8.6%에서 1990년대에는 19.4%로 상승
하였다가 2000년대 들어서는 6.1%로 크게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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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요인분해(1981~2008)16)
단위 : 2000년 불변, 연평균증가율 기준, %

총요소생산성 기준

1981~1990

1991~2000

2001~2008

기여도

기여율

산업간 생산성 변화

1.13

38.71

(정태적 효과)

0.88

30.09

(동태적 효과)

0.25

8.62

산업내 생산성 변화

1.80

61.30

계

2.94

100.00

산업간 생산성 변화

0.87

59.93

(정태적 효과)

0.59

40.56

(동태적 효과)

0.28

19.37

산업내 생산성 변화

0.58

40.08

계

1.46

100.00

산업간 생산성 변화

0.68

24.36

(정태적 효과)

0.51

18.24

(동태적 효과)

0.17

6.12

산업내 생산성 변화

2.11

75.64

계

2.79

100.00

자료: 산업연구원 추정.

이처럼 2000년대 들어 경제전체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산업간 생산성 변화의 기여율이 낮아진 것은 총요소생산
성의 수준 또는 증가율이 높은 산업으로의 자원배분이 원활하
16) lnA t -lnA 0 =Σ i=1,n (lnA i0 -lnA 0 ) * (S it -S i0 )+Σ i=1,n (lnA it -lnA i0 ) * (S it -S i0 )+
Σi=1,n(lnAit-lnAi0)*Si0, 여기에서 A는 경제전체의 총요소생산성, Ai는 산업별 총요
소생산성, Si는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임. 상기 식 우변항의 첫 번째 항은 산업간 생산
성 변화 중 정태적 효과, 두 번째 항은 산업간 생산성 변화 중 동태적 효과, 마지막 항
은 산업내 생산성 변화 효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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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2000년대 들어 산업내 생산성 변
화의 기여율이 높아진 것은 산업구조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작
은 가운데 제조업 등 일부 산업의 높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한국산업의 탈공업화 현상과 산업구조 고도화
일반적으로 탈공업화는 소득수준의 향상, 제조업과 서비스
간 생산성 격차, 후발국의 부상에 따른 구조조정, 해외직접투
자, 제조업의 아웃소싱 증대 등에 의해 나타는 것으로,17) 산업
구조 고도화 과정의 중요한 일단면으로 간주된다. 우리나라는
1991년 이후 고용측면 탈공업화가 진행 중인 반면, 부가가치
생산측면에서는 탈공업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
황이다. 최근의‘고용 없는 성장’의 논의 중 상당부분은 고용
측면 탈공업화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존의 탈공업화 논의는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 간 고
용 및 부가가치 비중의 변화 및 그 원인에 대해 거시적, 총체적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을 뿐, 산업구조적 관점 혹은 산업구조
고도화의 관점에서 탈공업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관한
고찰이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 본 절에서는 산업구조적, 미시
적 관점에서 그리고 고용-산업구조-생산성 간 연계구조의 관점
에서 고용측면 탈공업화 현상의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17) 탈공업화 관련 논의는 Fiona Tregenna(2009), 하병기·오준병(2003), 강두용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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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산업의 탈공업화 현상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 생산 측면에서는 탈공업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먼저, 실질 부가가치 생산 측면에서는 그
동안 탈공업화의 현상을 보였다기보다는 그 반대의 현상, 즉
제조업의 비중이 상승하고 서비스업의 비중은 하락하는 현상을
보여 왔다.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 산업의 성장이 제조업을 중
심으로 한 수출주도형 성장을 보여 왔고, 또한 교역재인 제조
업이 서비스업보다 생산성이 빠르게 이루어져 가격하락이 상대
적으로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전산업 실질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은 7.6%(1970) →
23.8%(1990) → 29.4%(2000) → 34%(2007)로 지속적
으로 상승한 반면, 서비스업의 비중은 61.4%(1970) →
54.5%(1990) → 54.4%(2000) →52%(2007)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한편, 일본의 경우 실질부가가치 기준 제조
업 및 서비스업의 비중은 지난 10여 년간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다. 즉 제조업의 비중은 1996년 21.4%에서
2005년 21.3%로 거의 변화가 없고, 서비스업의 비중은 동 기
간 중 68.7%에서 71.1%로 소폭 증가했다.18)
다음으로, 경상부가가치 생산 측면에서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상승하는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제조업의 비중
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아직 탈공업화
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전

18) 일본 경제산업성 통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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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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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구조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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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산업 경상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은 1980년 정
점에 달한 후 감소추이가 나타났으나, 외환위기 이후 다시 높
아지면서 최근까지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다. 즉,
제조업의 비중은 17.8%(1970) → 27.3%(1990) → 29.4%
(2000) → 27.9%(2007)의 추이를 보여 왔다. 반면, 서비스업
의 비중은 44.7%(1970) → 49.5%(1990) → 54.4%(2000)
→ 57.6%(2007)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한편, 일본은 경상부가가치 기준 서비스업의 비중은 상승하고
제조업의 비중은 하락하는 탈공업화의 현상을 경험해 오고 있
다. 즉, 서비스업의 비중은 1970년 50.5%에서 2006년에는
71.6%로 상승한 반면, 제조업의 비중은 동 기간 중 34.9%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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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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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구조변화(경상부가가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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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7%로 하락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산업은 그동안 제조업이 성장을 주도하
면서 부가가치 생산 측면에서는 탈공업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고용 측면에서는 1991년 이후 제조업의 고용이
상대적,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탈공업화가 진행 중이다.
제조업의 고용은 산업연관표 취업자수 기준으로 1990년
435만 9천명, 2007년에는 333만 3천명을 기록하여 동 기간
중 약 103만명이 감소했다.19) 제조업의 고용감소는 고위기술
산업군보다는 저위기술산업군의 고용감소에 주로 기인한 것이
다. 즉, 1990~2007년 기간 중 저위기술산업군의 고용감소는
19) 한편, 경제활동인구 기준의 제조업 고용은 1991년 515만 6천명으로 정점에 달한 후
감소추세가 지속되어 2007년에는 411만 9천명을 기록하여 동 기간 중 약 104만명
이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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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전체의 고용감소폭과 비슷한 약 101만명에 달한 반면,
고위기술산업의 고용은 오히려 증가했다. 서비스업의 고용은
1990년 726만명, 2007년에 약 1,192만명을 기록하여 동 기
간 중 약 466만명이 증가했다.
고용측면의 탈공업화 현상, 특히 부가가치기준에 비해 고용
기준의 제조업 비중이 더 빠르게 감소하는 현상의 이론적 배경
은 일반적으로 제조업과 서비스 간 생산성 격차 및 국제분업관
계의 변화 등20)이다. 즉, 제조업의 빠른 노동생산성 향상과 서
비스업과의 생산성격차로 인해서 예컨대 양부문의 성장률이 동

<그림 Ⅲ-3>
80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비중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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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주 : 전산업 취업자 수(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20) 이 외에도,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소득탄력성 격차, 제조업 상대가격 하락 등도 탈공
업화의 요인이지만, 이것은 (경상)부가가치 기준 탈공업화의 논의에 보다 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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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

산업별 취업자 수 추이
단위 : 천 명

취업자 수

기간별 증감

1990

2000

2007

1990~ 1990~ 2000~
2007
2000
2007

농림어업

2,946

2,229

1,749

-1,197

-717

-480

광업

72

19

17

-55

-53

-2

4,359

3,195

3,333

449

462

50

37

13

801

972

-16

-187

171

845

1,005

-55

-214

160

1,900

1,100

895

-1,005

-800

-206

전기, 가스, 수도

61

72

72

12

11

0

건설업

1,191

1,249

1,691

500

57

442

서비스업

7,260

9,913

11,921

4,662

2,653

2,008

제조업계

고위기술산업
412
제
조 중고위기술산업 988
업
중저위기술산업 1,060
저위기술산업

-1,026 -1,164

138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각 연도.
주 : 1)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에 의한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1991년에 515
만 6천명으로 정점에 달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7년에 411만 9
천명을 기록. 산업연관표상 취업자 수와의 차이는 취업자 수 산정기준의
차이에 기인.
2)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내 세부 산업별 취업자 수의 이용을 위
해 산업연관표상의 취업자 수를 사용

일한 경우 제조업의 고용은 감소하고 서비스업의 고용은 증가
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후발국의 부상으로 국제경쟁
이 격화되면서 자원의 배분이 노동집약적 저위기술산업에서 노
동절약적 고도기술산업으로 이동하는 한편, 노동생산성 상승
압력으로 제조업의 고용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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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측면 탈공업화 현상의 요인분해 분석
1 ) 접근 방법
시간에 따른 산업별 고용변화는 Fiona Tregenna(2009)의
방식에 따라 우선 노동집약도 효과와 산업성장효과로 분해(제1
분해)한다. t기의 i산업 고용(Lit)은 노동생산성의 역수인 노동
집약도(Φit)와 산업성장(Qit)의 곱으로 정의된다.
Lit = ΦitQit, Lit : t기의 i산업의 고용, Qit : t기의 i산업의
부가가치, Φit = Lit/Qit : t기의 i산업의 노동집약도
이제 (t-h)기와 t기 간의 산업별 고용변화(△Li)는 노동집약
도 효과와 산업성장효과로 분해되며, 본고에서는 산업성장효과
를 내수효과와 순수출효과로 추가적으로 분해하였다.
(제1분해) △Li = ΦitQit - Φit-hQit-h
=(Φit-Φit-h)[(Qit+Qit-h)/2]+(Qit-Qit-h)[(Φit+Φit-h)/2]
(노동집약도 효과)

(산업성장효과)

=(Φit-Φit-h)[(Qit+Qit-h)/2]+(Ait-Ait-h)[(Φit+Φit-h)/2]
(노동집약도 효과)

(내수효과)

+(NXit-NXit-h)[(Φit+Φit-h)/2]
(순수출효과)
본고에서 내수효과와 순수출효과의 분해에서는 생산에서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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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차감하여 내수를 추정한 후(내수=생산-순수출), 내수
및 순수출에 부가가치율(부가가치/생산)을 곱하여 부가가치 생
산이 내수와 순수출의 합이 되도록 조정하였다.
(Qit-Qit-h)[(Φit+Φit-h)/2]=(Ait-Ait-h)[(Φit+Φit-h)/2]+
(산업성장효과)

(내수효과)

(NXit-NXit-h)[(Φit+Φit-h)/2]
(순수출효과)
여기서 Ai=(Qi/PQi)(PQi-PNXi), NXi=(Qi/PQi)PNXi이
고, PQi는 i부문의 생산액, Qi는 부가가치액, PNXi는 순수출
액(수출액-수입액)이다.
또한 본고에서는 Fiona Tregenna(2009)의 방식에 따라
산업별 고용변화를 노동집약도효과, 산업구조효과, 경제성장효
과로 분해(제2분해)하였다. 이 분해에서 t기의 i산업 고용은
노동생산성의 역수인 노동집약도(Φ it), 부가가치비중(δit),
GDP(Qt)의 곱으로 정의된다.
Lit = ΦitδitQt, δit : t기의 GDP 대비 i산업 부가가치 비중,
Qt : t기의 GDP
이제 (t-h)기와 t기 간의 산업별 고용변화(△Li)는 다음과
같이 분해된다.
(제2분해) △Li = ΦitδitQt - Φit-hδit-hQ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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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Φit-Φit-h)[(δit-hQt-h+δitQt)+(Qt-h+Qt)(δit-h+δit)]
(노동집약도효과)
+(1/6)(δit-δit-h)[(Φit-hQt-h+ΦitQt)+(Qt-h+Qt)(Φit-h+Φit)]
(산업구조효과)
+(1/6)(Qt-Qt-h)[(Φit-hδit-h+Φitδit)+(δit-h+δit)(Φit-h+Φit)]
(경제성장효과)
2) 분석 결과
먼저 제1분해의 분석결과를 대분류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의
고용감소는 노동생산성 향상효과가 산업성장효과보다 큰 데 기
인하며, 그 감소양태는 산업구조 고도화 현상을 반영하는 경향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0~2007년 기간 중 제조업의 취업자는 23.5% 감소했
는데, 이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나타내는 노동집약도 감소효과
(-174.1%)가 산업성장효과(150.6%)를 상회한 데 기인하는
것이다. 제조업의 고용변화 요인을 기술수준 산업군별로 보면,
고위기술산업과 중고위기술산업은 산업성장효과가 노동집약도
감소효과(노동생산성 향상효과)보다 커서 고용이 증가한 반면,
중저위기술산업과 저위기술산업은 노동집약도 감소효과가 산
업성장효과를 상회하여 고용이 감소했다. 즉, 1990~2007년
기간중 고위기술산업의 고용은 산업성장효과(703.2%)가 노동
집약도 감소효과(-691.1%)를 상회하여 12.1% 상승한 반면,
저위기술산업의 고용은 노동집약도 감소효과(-58.9%)가 산업
성장효과(3.8%)를 상회하여 -55.1% 감소했다. 더욱이,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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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과 중고위기술산업은 중저위·저위기술산업에 비해
노동집약도 감소효과 및 산업성장효과가 더 큰 가운데 고용증
가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생산성 및 성장이 빠른 고도기술 부
문으로의 자원배분을 의미하는 산업구조 고도화의 진전을 시사
한다.21)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동 기간 중 노동집약도 감소효과(48%)보다 산업성장효과(112.2%)가 월등히 커서 64.2% 증
가했다. 이는 서비스업의 경우 노동생산성 상승속도가 상대적
으로 낮아22) 산업성장이 생산성 향상보다는 고용유입에 주로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2000~2007년 기간에는 고위기술, 중고위기술, 중저
위기술 산업의 고용증가에 힘입어 제조업의 고용이 4.3% 증가
하고, 서비스업의 고용은 20.3% 증가했다. 그러나 제조업내
저위기술산업의 고용은 마이너스 산업성장과 노동생산성 향상
으로 인하여 22.4% 감소했다.
한편, 제조업의 고용 변화 요인을 세부 산업별로 보면, 고위
기술 및 중고위기술산업군내 많은 산업은 상대적으로 큰 폭의
노동집약도 감소효과(노동생산성 향상효과)에도 불구하고 산
업성장효과가 커서 고용이 증가하였다. 1990~2007년 기간
중 고용이 증가한 산업은 고위기술산업군에서 전자부품·영
상·음향·통신, 중고위기술산업에서 일반기계, 정밀기기, 자
21) 예컨대, 1990~2007년 기간 중 고위기술, 중고위기술, 중저위기술, 저위기술산업의
실제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각각 16%, 9.4%, 5.8%, 4.9% 성장하고, 부가가치 성
장률은 연평균 각각 16.8%, 9.3%, 5.5%, 0.3% 성장함.
22) 1990~2007년 기간 중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9.3% 증가한 반면, 서비스
업의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2.0% 성장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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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산업별 고용변화 요인(제1분해)
단위 : %

1990~2007

1990~2000

2000~2007

노동 산업
노동 산업
노동 산업
고용
고용
고용
집약도 성장
집약도 성장
집약도 성장
변화율
변화율
변화율
효과 효과
효과 효과
효과 효과
농림어업

-40.6 -55.9

광업

-76.3 -49.5 -26.8 -73.7 -47.6 -26.1 -10.0

계
제 고위기술산업
조 중고위기술산업
업 중저위기술산업
저위기술산업

15.3 -24.3 -39.9

-23.5 -174.1 150.6 -26.7 -105.3
12.1 -691.1 703.2

15.6 -21.5 -22.6

78.6

8.9 -244.9 253.8

2.6 -214.0 216.6 -18.9 -141.7 122.8
-5.1 -107.9 102.7 -20.2 -89.4
-55.1 -58.9

3.8 -42.1 -54.7

1.1

-7.2

-2.8

4.3 -44.8

49.1

2.9 -114.4 117.3
26.4 -23.5

50.0

18.9

-5.6

24.6

12.6 -22.4 -13.3

-9.1

69.2

전기, 가스, 수도

19.3 -153.1 172.4

18.9 -85.8 104.7

0.4 -41.0

41.4

건설업

42.0 -11.2

53.1

4.8 -19.9

24.7

35.4

11.9

23.5

서비스업

64.2 -48.0 112.2

36.5 -30.3

66.9

20.3 -10.3

30.6

자료 : 산업별 고용은 산업연관표(한국은행)의 취업자 수, 산업별 부가가치는 실질
부가가치(2000년 불변기준, 한국은행)를 사용.
주 : 1) 고용변화율, 노동집약도효과, 산업성장효과는 기준연도 고용 대비 변화율
(%)을 의미하며, 이하의 표에서도 동일.
고용변화율 = (100△Li/Lit-h), 노동집약도효과 =(Φit-Φit-h)[(Qit+
Qit-h)/2](100/Lit-h), 산업성장효과 = (Qit-Qit-h)[(Φit+Φit-h)/2]
(100/Lit-h)
2) 고용변화율 = 노동집약도효과 + 산업성장효과.

동차, 기타 수송기계 등이다. 2000~2007년 기간에는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를 제외한 고위기술 및 중고위기술 산업군내 모
든 산업에서 고용이 증가했다.
반면, 중저위 및 저위기술산업군내 대부분의 산업은 상대적
으로 낮은 산업성장효과를 보인 가운데 노동생산성 향상이 이
루어지면서 고용이 감소했다. 1990~2007년 기간 중 고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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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한 산업은 고무·플라스틱, 금속제품, 전기기계에 불과했
다. 2000~2007년 기간에는 저위기술산업의 경우 담배제조업
을 제외한 모든 산업의 고용이 여전히 감소했으나, 중저위기술
산업의 경우 비금속광물, 석유·석탄제품, 기타제조업을 제외
한 모든 산업에서 고용이 증가했다. 특히, 금속제품, 전기기계,
기타제조업 등은 동 기간 중 노동집약도가 상승(노동생산성이
하락)했다.
제조업의 산업성장효과를 내수효과와 순수출(수출-수입)효과
로 분해한 결과를 보면, 제조업의 고용변화 패턴은 특히 순수출
효과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2007년
기간 중 산업성장효과가 노동집약도 감소효과를 상회하여 고용
이 증가한 고위기술산업은 순수출확대효과(601.1%)가 내수확
대효과(102.1%)를 크게 상회했다. 2000~2007년 기간에는
특히 고위기술산업의 경우 내수효과(-18.2%)가 마이너스였음
에도 불구하고 순수출확대효과(135.5%)가 매우 높아 산업성
장 및 고용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반면에, 중저위 및 저위기술
산업의 경우 순수출효과가 매우 낮거나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산업성장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이것이 고용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저위기술산업과 저위기술산업의
순수출효과는 1990~2007년 기간에는 각각 -13.8%, -4.2%
를 기록하고, 2000~2007년 기간에는 -5.9%, -7.9%를 기
록했다.
한편, 서비스업의 대부분은 노동생산성 향상이 느리거나 노
동생산성이 하락하여 산업성장이 생산성 향상보다는 노동유입
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장패턴으로 인해 고용이 크게 증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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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산업별 고용변화 요인(1990~2007, 제1분해)
단위 : %
고용 노동집약도 산업성장
변화율
효과
효과

내수
효과

-23.5

-174.1

150.6

110.2

40.4

12.1

-691.1

703.2

102.1

601.1

의약, 화장품

-46.7

-182.5

135.8

155.4

-19.6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56.5

-372.0

315.4

231.0

84.5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

53.3

-1015.6

1068.9

중고위기술산업 전 체

2.6

-214.0

216.6

114.0

102.6

석유화학, 기타화학

-20.1

-205.7

185.6

150.8

34.8

제조업 전 체
고위
기술
산업

고위기술산업 전 체

중고위 일반기계
기술

가정용전기기기

산업

정밀기기
자동차

62.5 1006.4

21.2

-214.5

235.6

149.5

86.1

-80.3

-184.0

103.8

100.5

3.3

58.7

-162.4

221.0

451.9 -230.8

8.9

-207.6

216.4

125.7

90.7

70.8

-242.6

313.4 -172.9

486.3

중저위기술산업 전 체

-5.1

-107.9

102.7

116.5

-13.8

고무, 플라스틱

24.2

-101.9

126.1

118.3

7.7

-47.8

-97.4

49.6

60.1

-10.5

기타수송기계
제조업

순수출
효과

비금속광물
중저위 철강

-37.8

-163.0

125.2

129.4

-4.2

기술

비철금속

-3.6

-146.1

142.5

145.0

-2.5

산업

금속제품

56.5

1.4

55.0

63.8

-8.7

전기기계

54.8

-117.5

172.3

200.1

-27.8

석유, 석탄제품

-38.6

-277.7

239.1

-

-

기타제조업

-68.5

-26.3

-42.3

저위
기술
산업

서비스업

78.3 -120.6

저위기술산업 전 체

-55.1

-58.9

3.8

8.0

-4.2

음식료품

-36.2

-67.7

31.6

-

-

담배제조업

-57.4

-79.6

22.2

-

-

섬유의복, 가죽

-71.1

-48.4

-22.7

-13.0

-9.7

목재, 나무제품

-35.4

-45.1

9.7

-

-

종이, 인쇄, 가구

-15.9

-47.6

31.6

28.7

2.9

112.2

서비스 전 체

64.2

-48.0

도소매

21.7

-51.1

72.8

음식점 및 숙박

95.5

-9.3

104.7

운수 및 보관

47.8

-66.8

114.6

통신 및 방송

95.6

-500.2

595.9

금융 및 보험

36.0

-137.8

173.8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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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노동집약도 산업성장
변화율
효과
효과
부동산
사업서비스
서비스업

공공행정 및 국방

48.4

-36.3

84.7

273.9

42.0

231.9

19.6

-35.8

55.4

교육 및 연구

152.8

77.2

75.6

의료 및 보건

119.9

11.1

108.7

59.1

-48.4

107.5

기타서비스

내수
효과

순수출
효과

자료 : 내수효과와 순수출효과의 추정에 필요한 산업별 생산은 실질생산(2000년
불변기준, 한국은행)을, 산업별 실질순수출은 산업별 명목수출입액(한국무역
협회)을 수출입가격지수(2000년 불변기준, 한국은행)로 불변화하여 사용.
주 : 1) 내수효과 = (Ait-Ait-h)[(Φit+Φit-h)/2](100/Lit-h), 순수출효과 =
(NXit-NXit-h) [(Φit+Φit-h)/2](100/Lit-h)
2) 고용변화율 = 노동집약도효과+산업성장효과, 산업성장효과 = 내수효과
+순수출효과

으로 분석되었다. 1990~2007년 기간에는 서비스업내 모든
세부 산업에서 고용이 증가하였고, 특히 사업서비스, 교육 및
연구, 의료 및 보건 부문은 노동집약도효과가 플러스를 시현
(노동생산성이 하락)하였다. 다만, 통신 및 방송은 제조업 평
균수준을 상회하는 노동집약도 감소효과(-500.2%)를 능가하
는 산업성장효과(595.9%)로 인해 고용이 증가했다. 2000~
2007년 기간에는 도소매, 금융 및 보험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
서 고용이 증가하였고, 부동산, 사업서비스, 교육 및 연구, 기
타서비스의 노동집약도 효과가 플러스를 시현(노동생산성이 하
락)하였다.
한편, 1990~2007년 기간 동안 산업별 고용변화의 요인 중
산업성장효과를 산업구조효과와 경제성장효과로 구분하여 분
해한 결과를 보면, 제조업의 경우 전산업 대비 부가가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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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0> 세부 산업별 고용변화 요인(2000~2007, 제1분해)
단위 : %
고용 노동집약도 산업성장
변화율
효과
효과

고위
기술
산업

제조업 전 체

4.3

고위기술산업 전 체

2.9

의약, 화장품

0.5

-44.8

49.1

내수
효과

순수출
효과

33.4

15.7

- 1 1 4 . 4 1 1 7 . 3 -18.2 1 3 5 . 5
-56.6

57.2

67.4 -10.2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50.5

-20.7

-29.7 -17.7 -12.0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

11.5

-138.8

150.3 -31.3 181.5

중고위기술산업 전 체

26.4

-23.5

50.0

20.7

석유화학, 기타화학

11.3

-18.8

30.2

26.3

3.9

중고위 일반기계
기술 가정용전기기기
산업 정밀기기

18.3

-33.4

51.7

16.3

35.4

19.7

-8.0

27.7

66.3 -38.6

38.5

-8.1

46.6

75.8 -29.2

자동차

37.1

-22.2

59.3

32.0

기타수송기계

37.2

-30.6

67.8 -33.0 100.8

중저위기술산업 전 체

18.9

-5.6

24.6

30.4

-5.9

고무, 플라스틱

31.5

-11.0

42.5

44.7

-2.2

제
조
업

비금속광물

29.3

27.4

-4.5

-21.5

17.0

28.1 -11.1

중저위 철강
기술 비철금속
산업 금속제품

12.1

-23.2

35.3

39.7

-4.4

30.5

0.6

29.8

19.7

10.1

43.0

46.8

-3.8

1.9

-5.7

전기기계

19.7

4.9

14.8

석유, 석탄제품

저위
기술
산업

서비스업

25.7 -10.9

-1.7

-41.3

39.6

기타제조업

-37.2

6.0

-43.2

저위기술산업 전 체

-22.4

-13.3

-9.1

-1.2

-7.9

-1.3

-3.4

2.1

-

-

-

-

음식료품
담배제조업

-

-

-2.9 -40.3

1.3

-12.5

13.8

섬유의복, 가죽

-36.3

-13.4

-22.8

목재, 나무제품

-8.5

-22.4

14.0

-

-

-8.0

-8.6

0.5

종이, 인쇄, 가구

-19.5

서비스 전 체

20.3

-10.3

30.6

-0.2

-15.9

15.7

9.1

-7.4

16.5

도소매
음식점 및 숙박

-11.5

-1.3 -21.6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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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노동집약도 산업성장
변화율
효과
효과

서비스업

운수 및 보관

26.7

-6.8

33.5

통신 및 방송

27.1

-61.1

88.2

금융 및 보험

-13.9

-59.5

45.7

부동산

60.8

44.0

16.7

사업서비스

94.5

47.4

47.1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및 연구
의료 및 보건
기타서비스

7.4

-10.3

17.7

50.6

25.6

25.0

9.4

-25.4

34.8

41.4

13.9

27.5

내수
효과

순수출
효과

이 상승하여 산업구조효과가 40.9%에 달해 고용증가에 긍정
적 영향을 미쳤고, 경제성장효과도 101.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경우 동 기간 중 전산업 대비 부가가치
비중이 하락하여 산업구조효과가 -6.6%로 고용감소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경제성장효과는 119.2%를 기록한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거시경제적 경제성장효과는 각 산업의 고용증가
율에 비슷한 영향을 미쳤으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변화
에 미친 상대적 영향력은 크게 다른 양태를 노정하고 있다. 제
조업의 경우 경제성장효과가 노동집약도 효과 및 산업구조효과
를 압도한 것은 아니어서 고용의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
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고위기술 및 중고위기술산업의
경우 거의 모든 산업부문에서 경제성장효과는 산업구조효과와
비슷한 수준이고,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의 경우는 산업
구조효과(616.9%)가 경제성장효과(282.4%)를 크게 상회하
였다.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전체적으로 노동집약도 감소효과
(-48.3%)와 산업구조효과(-6.6%)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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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음에도, 경제성장효과가 119.2%에 달해 고용증가에 지배
적인 영향을 미쳤다.23) 세부 산업별로 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
산업은 도소매, 음식점 및 숙박, 운수 및 보관, 금융 및 보험, 부
동산, 공공행정 및 국방, 기타서비스 등이다. 다만, 통신 및 방
송의 경우 산업구조효과(326.5%)가 경제성장효과(199.1%)
를 크게 상회하여 고용증가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
났다.

<표 Ⅲ-11> 세부 산업별 고용변화 요인(1990~2007, 제2분해)
단위 : %

고용 노동집약도 산업구조 경제성장
변화율
효과
효과
효과
제조업 전체

제조업

-23.5

-166.1

40.9

101.7

고위기술산업 전 체
12.1
고위
의약, 화장품
-46.7
기술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56.5
산업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 53.3

-586.6

390.0

208.7

-175.0

33.8

94.5

-330.5

148.6

125.4

중고위기술산업 전 체
석유화학, 기타화학
중고위 일반기계
기술 가정용전기기기
산업 정밀기기
자동차
기타수송기계

-847.8

616.9

284.2

2.6

-198.1

83.3

117.4

-20.1

-192.4

64.3

108.0

21.2

-197.5

94.8

123.9

-80.3

-179.3

17.2

81.8

58.7

-151.5

81.4

128.8

8.9

-192.3

82.7

118.5

70.8

-218.8

144.4

145.2

(계속)

23) 1990~2000년, 2000~2007년 기간에도 이와 유사한 특징이 나타남. 즉, 서비스
업의 노동집약도 효과, 산업구조효과, 경제성장효과는 1990~2000년 기간에 각각
-30.3%, -0.3%, 67.2%였고, 2000~2007년 기간에는 각각 -10.4%, -5%, 35.6%
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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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노동집약도 산업구조 경제성장
변화율
효과
효과
효과
중저위기술산업 전 체

-5.1

-107.5

2.8

99.5

24.2
-47.8
-37.8
-3.6
56.5
54.8
-38.6
-68.5
-55.1

-100.2
-102.0
-157.8
-140.9
1.5
-112.6
-253.0
-33.0
-66.6

15.0
-27.9
25.4
32.5
-62.4
45.7
100.3
-109.4
-65.2

109.4
82.0
94.7
104.8
117.3
121.7
114.0
73.8
76.7

음식료품
저위
담배제조업
기술
섬유의복, 가죽
산업
목재, 나무제품
종이, 인쇄, 가구
서비스 전체

-36.2
-57.4
-71.1
-35.4
-15.9
64.2

-73.1
-86.8
-58.3
-50.5
-51.6
-48.3

-47.7
-47.1
-82.7
-69.7
-56.3
-6.6

84.6
76.5
69.9
84.8
92.0
119.2

도소매
음식점 및 숙박
운수 및 보관
통신 및 방송
금융 및 보험
부동산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및 연구
의료 및 보건

21.7
95.5
47.8
95.6
36.0
48.4
273.9
19.6
152.8
119.9

-53.0
-9.5
-66.8
-429.9
-131.3
-37.4
40.7
-37.9
82.1
11.4

-30.5
-23.6
-0.1
326.5
49.6
-27.9
53.5
-46.8
-79.8
-27.7

105.1
128.5
114.7
199.1
117.7
113.8
179.7
104.3
150.5
136.1

59.1

-48.8

-9.6

117.5

고무, 플라스틱
비금속광물
중저위 철강
기술 비철금속
산업 금속제품
전기기계
석유, 석탄제품
기타제조업
저위기술산업 전 체

서비스업

기타서비스

자료 : 경제성장효과 추정에 필요한 GDP는 전산업 실질부가가치(2000년 불변기
준, 한국은행)를 사용
주 : 1) 노동집약도효과 = (1/6)(Φit-Φit-h)[(δit-hQt-h+δitQt)+(Qt-h+Qt)(δit-h
+δit)](100/Lit-h), 산업구조효과 = (1/6)(δit-δit-h)[(Φit-hQt-h+Φit
Qt)+(Qt-h+Qt)(Φit-h+Φit)](100/L it-h), 경제성장효과 = (1/6)
(Qt-Qt-h)[(Φit-hδit-h+Φitδit)+(δit-h+δit)(Φit-h+Φit)](100/Lit-h)
2) 고용변화율 = 노동집약도 효과+산업구조효과+경제성장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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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의 산업간 연관관계 추이분석
(1) 국내산업 간 연관관계의 중요성과 국내재 최종수요의
변화
최근 우리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위기 이후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다양한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들을 추진하고 있는
데, 이러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녹색기술을 포함한 신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새로
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성장동력의 창출이 단지 개별부문의 성장에
만 국한되고 과도한 수입유발효과의 확대를 초래한다면 신성장
동력 창출에 따른 경제전체의 시너지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내산업 간의 연계성을 확대함으로써 신성장동
력부문의 성장이 국내의 다른 부문으로 파급되는 효과를 제고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산업연관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 절에서는 우리
나라의 산업연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 이전에, 우선
1990년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산업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국내
재 최종수요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재 최종수요의 증가율은 1990년대 후반에 5.6%로 크
게 둔화되었고, 외환위기를 극복한 시점인 2000년 이후에도
크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재 최종수요 중 제
조업의 비중은 불변기준으로 1990~2007년 간 9.8%p 증가
한 반면, 서비스업의 비중은 1990년 이후 4.1%p 증가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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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2>

국내재 최종수요 비중
단위 : 2005년 불변기준, %, %p

농림수산품
광산품
제조업
음식료품
섬유·가죽제품
목재·종이제품
인쇄·복제
석유·석탄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제1차금속제품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전자제품
정밀기기
수송장비
기타제조업제품
전력·가스·수도업
건설업
서비스업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보관
통신·방송
금융·보험
부동산·사업서비스
공공행정·국방
교육·보건
사회·기타서비스
기타
전산업
(연평균 증가율)

1990
2.7
0.0
31.2
8.0
5.9
0.1
0.5
1.3
2.6
0.1
0.9
0.9
2.3
2.5
0.4
4.3
1.4
0.6
24.5
40.9
6.2
3.6
5.8
0.3
1.4
5.4
6.5
8.8
2.9
0.1

1995
2.4
0.0
34.5
5.5
4.4
0.4
0.1
3.5
3.4
0.2
1.1
1.4
3.2
4.0
0.5
5.9
1.0
0.9
21.0
41.0
6.7
3.1
5.1
0.6
2.6
5.8
5.7
8.1
3.3
0.2

2000
1.5
0.0
36.3
5.0
3.5
0.3
0.0
4.5
3.3
0.1
1.3
0.6
2.8
7.4
0.4
6.4
0.8
1.4
13.2
47.4
5.6
3.7
5.2
1.5
3.3
9.4
5.8
9.0
3.8
0.2

2005
1.3
0.0
38.9
3.7
2.4
0.2
0.0
2.6
3.7
0.2
1.6
0.7
3.4
11.7
0.6
7.4
0.6
1.1
12.6
46.1
4.9
3.3
3.7
1.9
3.1
9.4
6.1
9.6
4.0
0.1

2007 비중 증감
1.1
-1.5
0.0
0.0
41.0
9.8
3.3
-4.8
2.1
-3.7
0.2
0.1
0.0
-0.5
2.5
1.2
3.6
0.9
0.1
0.1
1.8
0.8
0.8
-0.0
3.8
1.5
13.2
10.6
0.8
0.4
8.4
4.1
0.5
-0.9
1.1
0.5
11.7 -12.7
45.0
4.1
4.7
-1.5
3.2
-0.4
3.6
-2.2
1.7
1.4
3.5
2.1
8.8
3.4
6.0
-0.5
9.6
0.8
3.8
0.9
0.0
-0.1

100.0
(-)

100.0
(9.2)

100.0
(5.6)

100.0
(5.4)

100.0
(6.6)

(6.7)

자료 : 산업연구원 추정.
주 : ( ) 안은 1991~1995년, 1996~2000년, 2001~2005년, 2006~2007
년, 1991~2007년의 연평균 증가율임. 우측열의 비중 증감은 1990년 대비
2007년 산업별 비중의 증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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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쳤다.
제조업내에서는 전기·전자기기산업의 비중이 1990년 이후
10.6%p 증가하였고, 수송장비산업의 비중도 4.1%p 증가하
여 양 산업이 1990년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였다.
전기·전자기기산업의 비중은 2007년에 13.2%로 28개 산업
중 가장 크고, 수송장비산업의 비중도 8.4%로 28개 산업 중
5번째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서비스업내에서는 부동산·사업서비스업의 비중이 1990년
이후 3.4%p의 가장 높은 증가를 나타냈고, 금융·보험업도
2.1%p의 비교적 높은 비중 증가를 나타냈다.

(2) 우리나라의 전산업 연관도 추이분석
국내산업 간 연관관계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전산업 연관도
(LD)24)는 1995년의 경우 1990년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으나,
1995년 이후 완만하나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이처럼
최소한 1995년 이후 국내산업 간 연관관계가 미미하나마 개선
되고 있으나, 1990년 수준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을 기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입중간재를 포함한 전산업 연관도(LA)도 1995년의 경우
1990년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으나, 1995년 이후 대체로 증가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LD보다는 LA의 변화폭이 큼에 따

24) Kubo, Melo, Robinson, and Syrquin(1986), 오영석·이진면·후지카와 키요시
(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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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내생산에 있어 수입중간재의 역할을 나타내는 (LA-LD)
의 차이는 1990~1995년 기간에 크게 하락하였고, 그 이후
다시 증가하여 0.61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는 특히 1995년 이후 국내산업 간 연관관계의 개선폭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2000년 이후 국내산업에 있어 수입중간재
의 역할이 축소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
지해 왔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와는 달리 성장산업
의 여타 국내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미흡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전산업 연관도 추이25)

<표 Ⅲ-13>
1990

1995

2000

2005

2007

LD

1.893

1.832

1.854

1.860

1.863

LA

2.525

2.403

2.460

2.476

2.467

LA-LD

0.632

0.571

0.606

0.617

0.604

자료 : 산업연구원 추정.
주 : 1) LD: 국내산 기준 전산업 연관도, LA: 수입중간재를 포함한 전산업 연
관도.
2) 국내재 최종수요의 산업별 비중은 1990·1995·2000·2005년 산업
별 비중들의 평균을 사용함. 이처럼 연도별로 동일한 산업별 비중을 사용
하는 것은 국내 최종수요의 산업별 비중 변화에 따른 효과를 고려하지 않
고 순수하게 투입산출계수의 변화만을 고려하기 위함임.
25) 전산업 연관도를 측정하기 위해 28개부문의 1995-2000-2005년 접속불변표(2005
년 불변기준)를 사용하였으며 1990년의 경우 28개부문의 2000년 불변기준 산업연
관표를, 2007년의 경우 28개부문의 경상기준 산업연관표를 한국은행의 총산출 디플
레이터를 사용하여 2005년 기준으로 각각 불변화함. LD = SUMC[(I-Ad)-1*Fd], 여
기에서 SUMC: 벡터 원소들의 합계, I: identity matrix, Ad: 국내재 투입산출계수,
Fd: 수입을 제외한 국내재 최종수요의 산업별 비중임. LA = SUMC[(I-A)-1*Fd],
여기에서 A: 수입중간재를 포함한 투입산출계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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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4>

LD

93

제조업 산업연관도 추이
1990

1995

2000

2005

2007

전산업

0.844

0.745

0.755

0.725

0.708

제조업

0.647

0.599

0.614

0.592

0.582

서비스업

0.120

0.093

0.089

0.089

0.085

전산업

1.291

1.108

1.128

1.088

1.062

제조업

0.930

0.837

0.845

0.816

0.798

서비스업

0.193

0.147

0.147

0.152

0.146

전산업

0.447

0.363

0.373

0.364

0.355

제조업

0.283

0.238

0.231

0.224

0.216

서비스업

0.073

0.054

0.058

0.063

0.060

LA

LA-LD

자료 : 산업연구원 추정.
주 : 국내재 최종수요는 제조업의 비중(1990·1995·2000·2005년 평균)을
고려함.

한편, 제조업의 전산업 연관도 추이를 살펴보면, LD의 경우
1990년 이후 대체로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LA의
경우 더욱 크게 하락함으로써 (LA-LD)도 1990~2007년 기
간 중 대체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1990년 이후 주로
국내 제조업 간의 연관관계가 약화되는 가운데 국내제조업과
해외제조업 간의 연관관계 또한 약화되고 있는 데 기인한다.
또한 국내 제조업과 국내 서비스업 간의 연관관계도 약화되고
있는 데 일부 기인한다. 이러한 사실은 국내 제조업내 성장산
업이 여타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작았음을
시사한다.
서비스업의 전산업 연관도를 살펴보면, LD의 경우 1990년
이후 대체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LA의 경우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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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5>

LD

LA

LA-LD

서비스업 산업연관도 추이
1990

1995

2000

2005

2007

전산업

0.697

0.702

0.690

0.722

0.731

제조업

0.109

0.109

0.094

0.101

0.103

서비스업

0.525

0.538

0.552

0.573

0.580

전산업

0.816

0.827

0.822

0.865

0.876

제조업

0.172

0.172

0.153

0.167

0.171

서비스업

0.550

0.569

0.589

0.616

0.625

전산업

0.119

0.126

0.132

0.143

0.145

제조업

0.063

0.063

0.059

0.066

0.068

서비스업

0.025

0.031

0.037

0.043

0.045

자료 : 산업연구원 추정.
주 : 국내재 최종수요는 제조업의 비중(1990·1995·2000·2005년 평균)을
고려함.

크게 증가함으로써 (LA-LD)도 1990년 이후 증가추세를 지속
하고 있다. 서비스업 LD의 증가 추이는 주로 국내 서비스업내
의 연관관계 강화에 기인하고, (LA-LD)의 증가 추이는 국내
서비스업과 해외 제조업·서비스업 간의 연계강화에 기인한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제조업의 경우 1990년 이후
국내 제조업 및 서비스업 간의 연계가 약화되고 있는 반면, 서
비스업의 경우에는 1990년 이후 국내 서비스업내의 연계가 강
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산업연관도 추이가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임에 따라 국내산업
간 전산업 연관도(LD)가 1995년 이후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
고, 수입중간재의 역할을 크게 축소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 제조업내에서 성장산업이 등장하였지
만, 성장산업과 여타 산업 간의 연계약화로 여타 부문으로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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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서비스업의 경우
특히 국내 서비스업 간의 연관관계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서비스업 자체가 성장동력으로서 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
으로써 서비스업의 경제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미흡했던 것
으로 판단된다.

(3) 생산유발계수 추이분석
우리나라 전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1990년 이후 대체로 일
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제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1990년
이후 대체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0년 이후 제조업내 대표적인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한
전기·전자기기산업과 수송장비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1990
년 각각 3.25와 2.64에서 2007년에는 각각 1.75와 2.35로
하락하였다. 또한 1990~2007년 기간 중 국내재 최종수요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던 석유·석탄제품, 화학제품, 제1차금속제
품, 일반기계, 정밀기기 등의 생산유발계수도 1990년 이후 뚜
렷한 증가추세를 나타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비스업의 경우, 1990~2007년 기간 중 국내재 최종수요
의 비중이 증가한 통신·방송업, 금융·보험업, 교육·보건업,
사회·기타서비스업의 생산유발계수는 1990년 이후 증가추세
를 보이고 있다. 반면, 부동산·사업서비스업의 생산유발계수
는 2000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2007년의 수준
이 1990년의 수준보다 아직 크게 낮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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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6>

농림수산품
광산품
제조업
음식료품
섬유·가죽제품
목재·종이제품
인쇄·복제
석유 석탄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제1차금속제품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전자제품
정밀기기
수송장비
기타제조업제품
전력·가스·수도업
건설업
서비스업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보관
통신·방송
금융·보험
부동산·사업서비스
공공행정·국방
교육·보건
사회·기타서비스
기타
전산업

국내재 생산유발계수26) 추이
1990
1.67
1.56
2.33
2,19
2.41
1.95
1.83
1.15
2.07
2.25
2.25
2.28
2.35
3.25
2.08
2.64
2.11
1.68
1.67
1.59
1.60
1.86
1.58
1.48
1.57
1.65
1.68
1.31
1.79
2.90
1.84

1995
1.69
1.58
2.08
2.01
2.08
1.80
1.85
1.09
2.11
2.16
2.19
2.22
2.27
2.42
2.16
2.34
2.06
1.76
1.85
1.60
1.57
2.15
1.59
1.53
1.44
1.57
1.67
1.35
1.85
2.72
1.82

2000
1.70
1.55
2.10
2.11
2.29
2.00
2.00
1.11
2.14
2.14
2.26
2.20
2.44
2.11
2.20
2.45
2.10
1.57
2.00
1.57
1.53
1.95
1.53
1.73
1.45
1.48
1.53
1.47
1.90
2.67
1.83

2005
1.75
1.72
2.05
2.09
2.06
2.00
2.04
1.14
2.06
2.01
2.26
2.36
2.34
1.85
2.05
2.46
2.19
1.46
2.02
1.65
1.65
2.02
1.58
1.81
1.59
1.54
1.56
1.56
1.94
2.84
1.85

2007
1.76
1.69
2.00
2.08
1.99
1.98
2.04
1.21
2.05
1.91
2.23
2.37
2.27
1.75
1.91
2.35
2.21
1.48
2.09
1.67
1.65
2.03
1.58
1.87
1.69
1.56
1.59
1.59
1.96
2.76
1.85

자료 : 산업연구원.
주 : 제조업, 서비스업, 전산업의 경우 각 산업의 세부산업별 생산유발계수를 국
내재 최종수요 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함.

26) 국내재 생산유발계수는 [(I-Ad)-1*Fd]에 의해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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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서비스업의 생산유발계수 증가추세가 제조업의 생산
유발계수 하락추세에 의해 상쇄됨으로써 전산업의 생산유발계
수는 일정한 변화패턴 없이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1990년 이후 제조업의 국내재 최종수요 비중이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 서비스업의 비중은 2000년 이후 하락
추세로 반전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 2000년 이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제전체의 시너지효과 창출이 약화되었음을 의미
한다고 할 수 있다.

(4) 수입유발계수 추이분석
우리나라 전산업의 수입유발계수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
는 국내재 생산유발계수와는 달리 1990년 0.19에서 2007년
0.26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수입유발계
수는 국내재 생산유발계수의 경우와 달리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1990년 이후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내에서 수입유발계수가 1990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
가추세를 보인 산업으로는 음식료품, 인쇄·복제업, 석유·석
탄제품, 제1차금속제품, 기타제조업제품 산업 등을 들 수 있
다. 제조업내 대표적인 성장산업인 전기·전자기기산업은 수입
유발계수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수송장비산업은
1990년 이후 하락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 이후 증가추세로
반전되었다. 제조업내에서 1990~2007년 기간 중 국내재 최
종수요의 비중이 상승한 산업에서는 화학제품의 수입유발계수
는 일정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일반기계의 수입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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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7>

농림수산품
광산품
제조업
음식료품
섬유·가죽제품
목재·종이제품
인쇄·복제
석유 석탄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제1차금속제품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전자제품
정밀기기
수송장비
기타제조업제품
전력·가스·수도업
건설업
서비스업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보관
통신·방송
금융·보험
부동산·사업서비스
공공행정·국방
교육·보건
사회·기타서비스
기타
전산업

수입유발계수27) 추이
1990
0.097
0.092
0.345
0.165
0.367
0.434
0.159
0.472
0.405
0.282
0.379
0.301
0.379
0.726
0.345
0.381
0.276
0.311
0.111
0.119
0.103
0.125
0.266
0.103
0.050
0.063
0.163
0.052
0.099
0.235
0.189

1995
0.131
0.114
0.354
0.185
0.361
0.331
0.159
0.396
0.454
0.251
0.436
0.291
0.341
0.530
0.250
0.335
0.302
0.373
0.140
0.127
0.096
0.175
0.329
0.132
0.054
0.064
0.140
0.064
0.130
0.297
0.211

2000
0.127
0.116
0.397
0.203
0.361
0.376
0.187
0.610
0.443
0.272
0.446
0.300
0.340
0.505
0.322
0.315
0.317
0.472
0.172
0.126
0.095
0.171
0.376
0.111
0.053
0.055
0.112
0.093
0.135
0.320
0.236

2005
0.135
0.153
0.389
0.225
0.307
0.365
0.190
0.645
0.418
0.282
0.461
0.284
0.297
0.448
0.340
0.350
0.293
0.404
0.188
0.122
0.109
0.165
0.351
0.123
0.058
0.070
0.108
0.100
0.128
0.253
0.237

2007
0.143
0.163
0.399
0.244
0.303
0.382
0.206
0.793
0.450
0.300
0.520
0.318
0.295
0.426
0.292
0.349
0.318
0.466
0.217
0.133
0.114
0.180
0.394
0.131
0.062
0.080
0.120
0.111
0.138
0.274
0.256

자료 : 산업연구원.
주 : 제조업, 서비스업, 전산업의 경우 각 산업의 세부산업별 수입유발계수를 국
내재 최종수요 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함.

27) 수입유발계수는 Am*[(I-Ad)-1*Fd]에 의해 산출함. 여기에서 Am는 수입중간재 투입계
수 행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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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는 대체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업내에서는 총 9개 산업 중 공공행정·국방을 제외한
8개 산업의 수입유발계수가 1990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추
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90~2007년 기간 중 국내재 최종
수요의 비중이 증가한 산업들, 즉 금융·보험업, 방송·통신
업, 부동산·사업서비스업, 교육·보건업, 사회·기타서비스업
모두의 수입유발계수가 1990년 이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산업별 수입유발계수의 추이가 시사하는 바는 제조업과 서비
스업뿐만 아니라 전산업의 수입유발효과를 하락시키는 것이 우
리 경제의 현 상황에서 쉽지 않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성장산업의 하나인 전기·전자산업의 경우 수입유
발계수가 1990년 이후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7년의
수입유발계수가 전산업 및 제조업 평균 수준을 아직 상회하고
있다. 수송장비 산업의 수입유발계수도 1990년 이후 하락추세
를 보였으나, 2000년 이후 증가추세로 반전되었다. 또한,
1990~2007년 기간 중 국내재 최종수요의 비중이 증가한 산
업들 중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입유발계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 국내재 최종수요의
비중이 하락하거나 큰 변화가 없는 산업들 중 대부분의 산업에
서도 수입유발효과가 증대되었다.

4. 국제분업구조의 고도화 진전
요소부존도 이론은 한 국가가 개방경제에서 어느 재화에 비
교우위를 갖고 어느 재화에 비교열위를 갖고 있는가를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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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교우위론의 대표적인 논거다. 그런데 한 국가의 비교우위
구조는 산업간 특화구조 혹은 자원배분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라는 점에서 산업구조의 양태, 특히 산업구조 고도화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요소부존도 이론을 통해
우리나라가 혁신 생산요소에 기초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가
에 대한 검토는 우리나라 산업 및 무역구조 고도화의 위상과
경제위기 이후의 성장잠재력 확충의 방향에 일정한 시사를 갖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요소부존도 이론에 근거하여 국제분업구조의 관
점에서 한국의 비교우위 부문이 혁신생산요소의 투입에 근거하
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산업구조 고도화의 한 측면을 파악하고
자 한다.

(1) 접근 방법
1 ) 이론적 배경
본고에서는 Heckscher-Ohlin-Vanek-Leamer 이론28)에
근거하여‘내수에 체화된 생산요소량’
에 대한‘순수출에 체화
된 생산요소량’
의 비중을 생산요소별로 추정하여 우리나라의
비교우위구조를 분석하였다. 이 이론모형에 의하면, 다수의 생
산요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비중이 큰 생산요소일수록 그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여 생산하는 재화에 비교우위를

28) Vanek, J.(1968), Leamer, E.(19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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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반면, 그 비중이 작은 생산요소일수록 그 생산요소를 집
약적으로 사용하여 생산하는 재화에 비교열위를 갖는 무역패턴
을 시사한다.
2) 추정 방법과 사용 자료
가. 추정 방법
순수출에 체화된 특정 생산요소(L)의 양은 다음과 같이 도출
하였다.

L ·(I-A)-1·NX
식①:⌒
여기서, ⌒
L 은 다음과 같은 (n×n) 매트릭스이고, 각 요소 Lj
는 j산업 1단위 생산에 투입된 생산요소 L의 양을 나타낸다.
L1
0
⌒
L= ·
0

0
L2
·
0

…
…
…
…

0
0
0
Ln

노동의 경우 직업별 고용으로 세분하여 추정하고 있는데, j직
종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Pj1E1
0
⌒
L= ·
0

0
Pj2E2
·
0

…
…
…
…

0
0
0
Pj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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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js=(s산업 j직종의 고용자 수/s산업의 총고용자 수),
P1s+P2s+‥Pjs = 1,
Es = (s산업의 임금비용/s산업의 총산출액)
A는 각 요소가 aij(=Xi / Xj: 산출물 j 한 단위 생산에 투입
되는 산출물 i의 양)로 구성되는 (n×n) 매트릭스이고, (I-A)1

는 레온티에프 역행렬(Leontief inverse)이며, 각 요소 bij는

j산업 최종수요 1단위가 증가할 때 직·간접적으로 투입되는 i
산업 생산의 양을 나타낸다.

(I-A)-1 =

b11
b21
·
bn1

b12
b22
·
bn2

…
…
·
…

b1n
b2n
·
bnn

NX는 각 산업의 순수출(수출-수입)을 나타내는 (n×1)벡터
이고, 각 요소 xj는 j산업의 순수출을 나타낸다.

x1
x
NX= 2
·
xn
한편, 내수에 체화된 특정 생산요소(L)의 양도 위와 마찬가
지의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L ·(I-A)-1·D
식 ②: ⌒
여기서, D는 내수를 나타내는 (n×1)벡터이고, 각 요소 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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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j산업의 내수를 나타낸다.

D=

d1
d2
·
dn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식 ①의 벡터계와 식 ②의 벡터계를
토대로 내수에 체화된 생산요소의 양 대비 순수출에 체화된 생
산요소의 양의 상대적 비중을 각 생산요소별로 추정하였다.
나. 사용자료
본 연구에서의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산업연관표(한국은행)
의 29개 대분류별 자료를 사용하였다. 직업별 고용은 산업연관
표의 9개 직종 데이터를 사용하고, 산업별 임금은 산업연관표
의 피용자 보수를 사용했다. 자본 스톡은 EUKLEMS DB의
부문별 자본스톡을 사용하였다. 대일본, 대중국 순수출은 한국
무역협회의 산업별 수출입을 사용하였다.

(2) 추정 결과
1 ) 대세계 추정결과
대세계 무역에서‘내수에 체화된 생산요소량’대비‘순수출
에 체화된 생산요소량’의 비중을 7개 중분류별 생산요소를 기
준으로 보면, 2005년에 ICT가 1위를 차지하여 가장 풍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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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세계 교역에
서 ICT자본을 집약적으로 사용하여 생산하는 재화에 비교우위
를 갖는 패턴이 가장 강하게 나타남을 시사한다. 16개의 세부
생산요소별로 보아도, 통신기기가 2005년에 2위를 차지하고
소프트웨어는 1995년 6위에서 2005년에는 3위로 순위가 상
승하였다.
또한 고숙련(high-skilled) 노동인 전문기술관리직 비중의
순위도 2005년에 7개 중분류별 생산요소 중 3위를 기록하여
대체로 풍부한 생산요소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세부 생산요소별 순위를 보면, 전문기술관리직 중 전문가와,
‘기술공 및 준전문가’의 순위가 각각 5위, 4위로 나타나 풍부
한 생산요소인 경향을 갖는 반면,‘의회의원, 고위임직원, 관리
직’의 순위는 15위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 중 단순노무직의
비중 순위가 1995, 2000년에 각각 4위에서 2005년에는 2위

<표 Ⅲ-18> 대세계 무역에서 내수에 체화된 생산요소량 대비
순수출에 체화된 생산요소량의 비중과 순위(중분류)
1995
비중
전문기술관리직 -0.0140
노동

자본

2000

2005

순위

비중

순위

비중

순위

3

-0.0140

3

0.0080

3

사무서비스직

-0.0129

2

-0.0028

2

-0.0037

4

농림어업직

-0.0762

7

-0.0871

7

-0.0857

7

생산관련직

-0.0223

6

-0.0230

5

-0.0115

5

단순노무직

-0.0182

4

-0.0142

4

0.0085

2

ICT

-0.0075

1

0.0050

1

0.0241

1

non-ICT

-0.0206

5

-0.0237

6

-0.0143

6

자료 : 산업연구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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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승한 것이 특징적이다.
반면, 7개 중분류별 생산요소 중 농림어업직, 비ICT자본, 생
산관련직의 비중 순위는 2005년에 각각 7위, 6위, 5위로 나타
나 상대적으로 희소한 생산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여 생산하는 재화에 비교열위를

<표 Ⅲ-19> 대세계 무역에서 내수에 체화된 생산요소량 대비
순수출에 체화된 생산요소량의 비중과 순위(세분류)
1995
비중
의회의원, 고위임직
전문기술 원 및 관리직
관리직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노
동

사무종사자
사무
서비스종사자
서비스직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직

생산관련직

자
본

non-ICT

-0.0599 14

비중

2005

순위

-0.0116 10

비중

순위

-0.0556

15

-0.0038

1

0.0076

2

0.0147

5

-0.0077

4

0.0058

4

0.0194

4

-0.0157

9

-0.0032

8

0.0059

7

-0.0068

3

-0.0025

7

-0.0176

11

-0.0025

6

-0.0147

10

농업 및 임업, 어업
숙련종사자

-0.0762 15

-0.0871 16

-0.0857

1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0.0093

-0.0364 14

-0.0007

9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0.0363 12

-0.0099

9

-0.0190

12

-0.0182 10

-0.0142 11

0.0085

6

0.0258

2

단순노무직 단순노무종사자
ICT

2000

순위

5

통신기기

-0.0054

2

0.0080

1

소프트웨어

-0.0106

6

-0.0001

5

0.0216

3

수송기계

-0.0380 13

-0.0541 15

-0.0482

14

기타기계 및 장비

-0.0137

3

0.0408

1

비거주용건물

-0.0320 11

-0.0364 13

-0.0385

13

주택

-0.0144

-0.0171 12

00002

8

자료 : 산업연구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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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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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패턴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16개 세분류별 생산
요소의 순위를 보면, 비ICT자본 중에서 기타기계 및 장비의 순
위는 2005년에 1위를 차지하여 가장 풍부한 생산요소인 반면,
수송기계와 비거주용 건물의 순위가 각각 14위, 13위로 나타
나 전체 비ICT자본의 순위를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대세계 무역에서는 통신기기, 소프트
웨어 등 ICT자본과, 전문가,‘기술공 및 준전문가’등 고숙련
노동, 혁신성이 강한 기타기계 및 장비 등이 상대적으로 풍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혁신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여 생산되는 재화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한편, 대세계 관계에서 우리나라 산업구조 고도화의 진전양태
를 나타낸다.
2) 대일본 및 대중국 추정 결과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대일본(선진국) 및 대중국(개
도국)의 무역에서 7개 중분류별 생산요소의 비중 순위를 보면,
먼저 전문기술관리직의 경우 2005년에 대일본 및 대중국 비중
순위가 각각 4위로 나타나 뚜렷한 비교우위를 갖지 못하고, 특
히 대세계 비중 순위(3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일본
무역에서 전문기술관리직의 순위는 1995년과 2000년에 각각
6위에서 2005년에 4위로 상승한 반면, 대중국 무역에서의 순
위는 1995년과 2000년에 각각 3위에서 2005년에 4위로 하락
했다. 16개의 세분류별 생산요소의 비중 순위를 보면, 대일본
무역에서는 전문기술관리직 중 특히 기술공 및 준전문가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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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12위로 하위에 머물러 있고, 대중국 무역에서는 전문가의
순위가 13위로 하위에 머물러 있다.
한편, 7개의 중분류 생산요소 중 전문기술관리직을 제외한
나머지 생산요소의 경우 대일본 및 대중국 무역에서의 비중 순
위가 매우 대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일본 무역에서는 2005년에 농림어업직(비중 순위 1
위), 비ICT자본(2위), 사무서비스직(3위)이 상대적으로 풍부
한 생산요소이고, 생산관련직(7위), 단순노무직(6위), ICT자
본(5위)이 상대적으로 희소한 생산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대중국 무역에서는 2005년에 생산관련직(1위), ICT자본
(2위) 등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생산요소이고, 농림어업직(7
위), 비ICT자본(6위), 사무서비스직(5위)이 희소한 생산요소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ICT자본의 순위를 세부 생산요소별로 보면, 비ICT
자본 중에서 기술체화형 자본(technology-embedded
capital)의 성격이 강한 기타기계 및 장비의 순위는 대일본 무
역에서 16위로 최하위를 기록한 반면, 대중국 무역에서는 1위
를 기록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단순노무직을 예외로 한다면, 대일본 무
역에서는 농림어업직, 기타기계 및 장비를 제외한 비ICT자본
등 혁신성이 다소 약한 생산요소에 비교우위, ICT자본, 기타기
계 및 장비 등 혁신성이 강한 생산요소에 비교열위의 위상을
갖는 반면, 대중국 무역에서는 ICT자본, 기타기계 및 장비 등
혁신성이 강한 생산요소에 비교우위, 혁신성이 다소 약한 생산
요소에 비교열위를 갖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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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0> 대일본 무역에서 내수에 체화된 생산요소량 대비
순수출에 체화된 생산요소량의 비중과 순위(중분류)

노동

자본

1995
비중
전문기술관리직 -0.0110
사무서비스직 -0.0109
농림어업직
0.0137
생산관련직
-0.0184
단순노무직
-0.0085
ICT
-0.0102
non-ICT
-0.0066

순위
6
5
1
7
3
4
2

2000
비중
-0.0076
-0.0053
0.0185
-0.0089
-0.0061
-0.0074
-0.0025

2005
비중
-0.0080
-0.0069
0.0092
-0.0137
-0.0098
-0.0092
-0.0063

순위
6
3
1
7
4
5
2

순위
4
3
1
7
6
5
2

자료 : 산업연구원 추정.

<표 Ⅲ-21> 대일본 무역에서 내수에 체화된 생산요소량 대비
순수출에 체화된 생산요소량의 비중과 순위(세분류)
1995
비중 순위

노
동

자
본

의회의원, 고위임직
전문기술 원 및 관리직
관리직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종사자
사무
서비스종사자
서비스직
판매종사자
농업 및 임업, 어업
농림어업직
숙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생산관련직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직 단순노무종사자
통신기기
ICT
소프트웨어
수송기계
기타기계 및 장비
non-ICT
비거주용건물
주택

자료 : 산업연구원 추정.

2000
비중 순위

2005
비중 순위

-0.0125 11 -0.0077 12 -0.0073

8

-0.0101 8 -0.0066 9 -0.0056 6
-0.0111 9 -0.0084 14 -0.0099 12
-0.0132 12 -0.0067 10 -0.0093 10
-0.0059 4 -0.0023 6 -0.0020 2
-0.0048 7 -0.0055 5
0.0137

1

0.0185

1

0.0092

1

-0.0148 13 -0.0015

3

-0.0103 14

-0.0224 15 -0.0161 16 -0.0160 15
-0.0085 5 -0.0061 8 -0.0098 11
-0.0096 7 -0.0070 11 -0.0087 9
-0.0111 10 -0.0082 13 -0.0099 13
-0.0088 6 -0.0016 5 -0.0069 7
-0.0193 14 -0.0149 15 -0.0201 16
-0.0049 3 -0.0002 2 -0.0038 3
-0.0047 2 -0.0016 4 -0.005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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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2> 대중국 무역에서 내수에 체화된 생산요소량 대비
순수출에 체화된 생산요소량의 비중과 순위(중분류)

노동

자본

1995
비중
전문기술관리직 0.001439
사무서비스직 0.001614
농림어업직 -0.006157
생산관련직
0.002160
단순노무직
0.001166
ICT
0.001380
non-ICT
0.000401

순위
3
2
7
1
5
4
6

2000
비중
0.00370
0.00323
-0.02315
0.00709
0.00452
0.00323
0.00201

2005
순위
비중
3
0.0087
4
0.0076
7
-0.0264
1
0.0132
2
0.0096
4
0.0099
6
0.0061

순위
4
5
7
1
3
2
6

자료 : 산업연구원 추정.

<표 Ⅲ-23> 대중국 무역에서 내수에 체화된 생산요소량 대비
순수출에 체화된 생산요소량의 비중과 순위(세분류)
1995
비중 순위

노
동

자
본

의회의원, 고위임직
전문기술 원 및 관리직
관리직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종사자
사무
서비스종사자
서비스직
판매종사자
농업 및 임업, 어업
농림어업직
숙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생산관련직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직 단순노무종사자
통신기기
ICT
소프트웨어
수송기계
기타기계 및 장비
non-ICT
비거주용건물
주택

자료 : 산업연구원 추정.

2000
비중 순위

0.0006 11 0.0054
0.0013 7
0.0017 5
0.0020 4
0.0008 10

4

2005
비중 순위
0.0105

4

0.0028 12 0.0059
0.0040 8 0.0103
0.0041 6 0.0099
0.0015 14 0.0029
0.0029 11 0.0062

13
5
6
14
11

-0.0062 15 -0.0232 16 -0.0264 16
0.0025

3

0.0074

3

0.0076

10

0.0027

1

0.0089

1

0.0198

2

0.0012 9 0.0045 5 0.0096
0.0013 8 0.0030 10 0.0094
0.0015 6 0.0036 9 0.0106
0.0003 13 0.0041 7 0.0086
0.0027 2 0.0077 2 0.0202
-0.0004 14 0.0003 15 0.0026
0.0004 12 0.0019 13 0.0059

7
8
3
9
1
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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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의 금융 변화가 산업구조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1) 금융국제화의 추이
최근 세계경제의 주요 여건 변화 가운데 하나로 선진국과 신
흥국이 주도하는 전 세계적인 금융국제화를 꼽을 수 있다.29) 금
융국제화(financial globalization)란 금융자산의 국가간 이
동을 통하여 금융부문의 국제적 연계가 증대되는 현상을 지칭
한다.30)
금융국제화는 1980년대부터 금융선진국에서 전 세계로 확
산되기 시작하였고, 특히 2000년대 이후 세계 최대금융국인

29) 금융국제화에 대한 개관은 Eichengreen(2001), Prasad et al(2003), Kose et
al(2009a, 2009b), Mishkin(2006), Henry(2007), Obstfeld(2007) 등을 참조.
30) 한편 금융국제화와 자주 혼용되는 금융통합(financial integration)은 한 국가의 관
점에서 금융국제화를 바라본 것으로 세계금융시장에 대하여 자국 금융시장의 연계가
증대되는 현상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음. 금융국제화와 금융통합이 엄격하게 구분되
는 개념은 아니며 여기서는 금융국제화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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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위주로 세계적인 저금리, 비은행금융기관과 자산유동화
의 확대, 금융부문에 대한 규제 완화 및 미비 등으로 인해 확산
이 가속화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금융국제화도 1990년대 초부터 제도적으
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고, 외환위기 전후 금융시장 개방을 통
해 실질적으로 큰 진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31)
<표 Ⅳ-1>에는 세계 금융자산의 변화 추이가 나타나 있다.
1990년 48조 달러였던 세계 금융자산 총액은 2007년 194조
달러로 이 기간 동안 약 4배, 연평균 8.6%씩 증가하였다. 동
기간 실물자산의 세계 명목 GDP가 연평균 6.0%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실물자산 대비 금융자산의 증가가 더 빨랐음을 알 수
있다.
단, 2008년에는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세계 금융

<표 Ⅳ-1>

세계 금융자산 변화 추이
단위 : 조 달러, %

1990

2000

2005

2006

2007

2008

증권

10

37

45

54

62

34

민간부채

10

24

37

42

48

51

정부부채

9

17

27

28

29

32

예금

19

34

46

51

56

61

총계

48

112

155

174

194

178

세계GDP

21.2

37.0

48.6

52.3

56.8

60.7

금융자산/GDP

227

303

320

334

343

293

자료 : McKinsey Global Institute(2009).

31) 양두용 외(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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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규모가 2006년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주로 금융위
기에 가장 민감한 단기자산인 증권부문의 급감에 따른 현상이
다. 증권부문을 제외한 여타 금융자산(민간부채, 정부부채, 예
금)은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로부터 세계 금융자산의 단기적 위
축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가 진정되면 금융국제화 추세가 계속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표 Ⅳ-2>에는 신흥국 금융자산의 변화 추이가 나타나 있다.
실물부문의 경제성장이 세계 어느 국가군보다 빠르게 이루어지
고 있는 신흥국의 경우 금융자산의 증가는 실물자산보다 더 빠
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1990년 1조 달러였던 신흥국 금융자산
총액은 2007년 35조 달러로 급증하였다. 동 기간 신흥국의 명
목 GDP는 연평균 13.4% 증가한 반면, 금융자산은 연평균
23.3% 증가하였다. 그에 따라 세계 금융자산에서 신흥국 금융

<표 Ⅳ-2>

신흥국 금융자산 변화 추이
단위 : 조 달러, %

1990

2000

2005

2006

2007

2008

증권
민간부채
정부부채
예금
총계

0
0
0
1
1

2
1
2
5
9

6
2
3
9
20

9
2
4
10
25

16
2
4
12
35

8
3
5
14
30

신흥국 GDP

1.9

6.7

11.8

13.5

16.0

18.5

금융자산/GDP

63

139

167

187

218

160

신흥국금융자산/세
계금융자산

2.1

8.0

12.9

14.4

18.0

16.9

자료 : McKinsey Global Institute(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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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0년에는 2.1%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에는 18.0%까지 상승하였다.
단, 신흥국 역시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아 2008년 금융
자산의 규모는 30조 달러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세계 금융자산
과 마찬가지로 신흥국 금융자산의 경우에도 단기자산인 증권부
문의 급감이 주된 원인이었으나, 증권부문을 제외한 여타 금융
자산(민간부채, 정부부채, 예금)이 금융위기에도 증가 추세를
이어갔음을 감안할 때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의 금융국제화 추
세 역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Ⅳ-3>에는 세계 국가 간 자본이동의 변화 추이가 나타나
있다. 앞서 보았던 세계 및 신흥국의 금융자산 규모의 증가와
더불어 세계 전체의 자본이동도 크게 확대되어 1990년 1조 달
러이던 규모가 2007년에는 10.5조 달러에 달할 정도로 10배
이상 급속히 상승하였다. 2007년 세계 자본이동 규모는 세계
명목 GDP의 20.7%에 달하는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표 Ⅳ-3>

세계 국가 간 자본이동 변화 추이
단위 : 조 달러, %

1990

2000

2005

2006

2007

2008

직접투자

0.2

1.9

1.2

1.5

2.1

1.8

증권

0.0

0.9

1.2

1.1

0.8

1.6

부채

0.3

1.0

2.4

2.7

2.6

-0.2

예금/대출

0.5

1.5

2.8

3.1

4.9

-1.3

총계

1.0

5.3

7.6

8.3

10.5

1.9

자본이동/GDP

4.7

13.5

15.9

17.3

20.7

3.1

자료 : McKinsey Global Institute(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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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8년에는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 자본이동 규
모 역시 부채와 예금/대출부문을 위주로 크게 줄어들었다. 다
만 금융위기가 진정되면 세계 금융자산의 회복과 함께 세계 자

<그림 Ⅳ-1>

한국의 대외채권 및 대외채무 추이

5,000
4,000
3,000
2,000
1,000
0

1995

1997

1999

2001

대외채무(억 달러)

2003

2005

2007

대외채무(억 달러)

자료 : 한국은행.

<표 Ⅳ-4>

대한국 외국인투자 추이
단위 : 억 달러, %

직접투자
증권

2001

2002

2003

2004

532.1

626.6

660.7

877.7 1,048.8 1,157.7 1,219.6

2005

2006

2007

2008
852.9

1,063.9 1,162.0 1,650.3 2,103.1 3,104.6 3,523.9 4,566.5 2,522.9

부채

673.0

732.2

737.8

739.7

현금 및 예금

42.4

57.1

64.1

77.2

90.3

118.1

158.8

269.7

파생금융상품

4.2

9.4

9.0

9.0

13.2

24.2

49.1

143.1

무역신용

133.0

136.4

202.3

273.1

332.1

423.5

579.9

690.5

기타부채

39.8

48.1

53.5

55.1

49.2

46.8

60.2

81.9

총계
국내GDP 대비 비중

756.4 1,228.4 1629.1 1,457.8

2,488.2 2,771.7 3,377.6 4,134.9 5,394.4 6,522.6 8,263.3 6,018.8
49.3

48.1

자료 : 한국은행, 국제투자대조표.

52.5

57.2

63.9

68.6

78.8

64.8

제Ⅳ장 최근의 여건 변화가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

115

본이동도 반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세계 금융시장과의 통합을 통한 금융국
제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림 Ⅳ-1>과 <표 Ⅳ-4>에서 알 수 있
듯이 특히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들어 금융부문의 자유화·
국제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08년에는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금융
국제화의 추세가 단절되었고, 그 주된 요인은 세계 금융시장에
서의 현상과 마찬가지로 단기자산인 증권부문의 위축에서 비롯
되었다. 그러나 금융위기가 진정되고 세계 경제 및 우리나라
경제의 회복이 가시화되면 우리나라의 금융국제화도 곧 과거
추세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금융국제화의 효과 : 금융발전과 금융불안
금융국제화에 대한 많은 이론과 실증 연구들32)은 일국의 금
융시장이 세계금융시장과 통합되면 해당 국가의 경제가 중장기
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누릴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금융국제화가 선진 금융시장과의 연계를 통해 국내 금융
부문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자산 확대, 자본조달 용이,
리스크 분산 등을 가능케 하여 실물부문과 전체 경제성장에 필
요한 요소들인 성장기회 증대, 투자 확대, 생산 효율화, 포트폴
리오 다양화, 투자위험 축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32) Levine(2005), Kose et al(2009a)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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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시에 금융국제화는 세계 금융시장과의 다양하고 확
대된 금융거래를 통해 해외에서 발생한 금융불안을 단시간 내
에 국내의 금융불안으로 전이·확산시킴으로써 국내 금융부문
뿐만 아니라 실물부문과 전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
성도 높인다. 금융국제화가 의미하는 국내외 금융자산 규모 및
국가 간 금융거래의 확대는 신용팽창, 자산가격 변동성 증대,
자산가격 버블, 불량채무 확대, 디플레이션, 정부재정 악화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심대한 악영향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
다. 특히 과거 수차례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여 순식간에 타국
혹은 타 지역으로 파급되었던 금융·경제위기에서 볼 수 있듯
해외에서 발생한 금융불안이나 금융위기는 뜻하지 않게 국내
경제로 전이되어 대규모 위기상황을 불러올 수 있고, 이는 고
통스러운 조정과정과 그에 따른 사회후생의 급락이라는 국가적
비용을 초래하게끔 만들기도 한다.
금융국제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금융발전의 긍정적 효과
와 금융불안의 부정적 효과 중 어느 쪽이 더 큰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존재한다. 국내외 경제 환경에 따라 결과가 달
라질 수 있고, 금융국제화의 설계와 실행에 있어서 광범위한
스펙트럼과 다양한 변용이 가능하며, 각각의 상태에 대하여 금
융국제화가 가져오는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정량적·정성적
으로 비교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 여러 국가별 경험을 살펴볼 때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은 금융국제화가 곧 국내 금융발전이나 금융불안
을 자동적으로 또는 인과적으로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다. 금융국제화를 실행한 국가들 가운데서 그 효과가 미미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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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정적인 경우가 드물지 않으며, 반대로 금융국제화에 의한
긍정적 효과를 상당히 누리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금융국제화의 (순)효과가 긍정적일 것인가 부정적일 것인가
여부는 해당 국가의 경제사회 여건과 금융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설계와 운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Ranciere
et al(2006)은 금융국제화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는 금융국제화가 기업의 금융제약을 충분히 완화시키고 위험
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만큼 금융발전이 진전되고 금
융불안(위기)이 낮아져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실제로 금융국제화의 긍정적 효과를 누리고 있는 대부분의 국
가들은 오랜 시간을 들여 자국내 금융부문이 일정 수준 성숙되
고 금융불안이 일정 수준 통제된 후에야 금융국제화를 제도화
하는 신중한 경향이 발견된다. 이는 해당 국가의 경제여건과
금융국제화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적절성 여부가 금융국제화의
안착과 효과를 위한 주요 관건이 됨을 시사한다.33)
단, 일단 금융국제화가 제도화되어 실행되면 애초의 계획이
어떠했든 금융국제화로 인한 금융발전과 금융불안이 생겨나고,
이는 다시 국내 금융 및 실물부문에 불가피하고도 비가역적으
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 과정
에 있는 신흥국의 경우 금융국제화를 경제발전에 선용할 수 있
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하나,
금융국제화 추진 시 그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금융불안의 부
정적 효과와 금융위기의 파괴적 영향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

33) Klein and Olivei(2008), Mishkin(2009)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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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지배적인 결론이다.

(3) 금융발전 및 금융불안이 산업구조변화에 미친 영향
분석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금융발전 및 금융불안에 대한 다수
의 기존 연구 역시 앞서 설명된 결과와 유사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금융발전은 실물부문과 기업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반면,34) 금융불안은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35)
그에 반해 현재까지 금융발전이나 금융불안이 산업구조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다. 추측건대 그 이유
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구
조변화를 경제발전의 목적이나 성과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인식상의 난점과 경제발전의 각 단계에 해당하는 산업
구조의 상태를 정의하기 힘들기 때문에 실증분석에 필요한 계
량화가 어렵다는 분석상의 난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산업구조변화를 경제 내에 축적된 혁신이 노정된 결
과로 파악하면 산업구조변화를 구성하는 두 축인 산업내 구조
고도화와 산업간 구조고도화는 각각 내생적 성장이론에서 제시
하는 수직적 혁신(vertical innovation)과 수평적 혁신
(horizontal innovation)으로 이해할 수 있다.36) 내생적 성장
이론에서 혁신은 기존 산업(기업, 상품)의 질적 성장을 가져오
34) Cho(1988), 양두용 외(2004), 신용상·오완근(2005), 노영진 외(2009) 등 참조.
35) 이충언(2002), 이상호(2005), 이항용(2005), 홍기석(2006), 김진웅 외(2009)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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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직적 혁신과 신산업(기업, 상품)의 창출을 가져오는 수평
적 혁신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기존 산업이 질적으로 심화된
다는 측면에서 산업내 구조고도화로, 후자는 과거에 없거나 미
미하던 신산업이 새롭게 생성된다는 측면에서 산업간 구조고도
화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혁신은 생산 측면에서 경
제 전체 또는 산업별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에 반영되므로 금융발전 및 금융불안과 총요소생산성 간
의 관계를 분석하면 금융국제화가 금융발전과 금융불안을 거쳐
산업구조변화에 끼친 영향에 대한 함의를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금융발전과 금융불안이 각기 산업별 총요소생산
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고 그 결과를 산업
구조변화의 관점에서 해석함으로써 정책시사점을 얻기로 한
다.37)
금융발전과 금융불안이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거시자료와 산업별 패널자료를 이용
하는 추정모형을 구축하였다.38)
△lnTFPit=α0+α1FSIt+α2FDt△lnGOit+α3Xit+γi+εit (1)

36) Grossman and Helpman(1991), Schclarek(2006) 참조. 수직적 혁신은 상품품
질(quality ladder) 모형으로, 수평적 혁신은 상품다양성(product variety) 모형으
로 지칭됨.
37) 금융변수와 총요소생산성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로는 Greenwald et al(1990),
Aghion et al(2005), Bonfiglioli(2008), Arizala et al(2009) 등이 있음.
38) 추정모형에 대해서는 Wurgler(2000), 노영진 외(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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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추정식에서 TFPit는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FSIt와 FDt는
각각 경제 전체의 금융불안과 금융발전, GOit는 산업별 성장기
회, Xit는 산업별 총요소생산성의 편차, γi는 산업더미, εit는 오
차항, △는 1차 차분을 의미한다.
산업별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vtivity, TFPit)은
제조업 21개 각 부문의 부가가치, 자본, 총노동시간, 노동소득
분배율 자료와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성장회계 방
식으로 계산되었다.38)
경제 전체의 금융불안은 금융스트레스지수(financial stress
index, FSIt)를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금융스트레스지수는
경제 내 금융불안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 고안된 지수로서 대

<그림 Ⅳ-2>

한국의 금융불안(금융스트레스지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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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노영진 외(2009).

39) 김원규(미발간자료) 참조. 제조업 23개 부문 중에서 담배제조업과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은 자료상의 문제로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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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금융변수들인 주식가격, 환율, 채권가격, 은행 부문의 기
대손실, 위험, 불확실성 등을 측정하여 일정한 방식으로 가중
평균한 것이다.40) 이는 그 형태상 전체 금융부문의 피로도 또는
거시경제적 금융불안으로 볼 수 있으며, 외부충격의 규모와 금
융부문의 구조적 취약성에 의해 수준과 등락 정도가 결정된다.
금융발전(financial development, FDt)을 나타내는 변수로
는 민간신용(금융기관여신, 주식발행총액, 채권총액의 합)을
GDP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다.41) 산업별 성장기회(growth
opportunity, GOit)는 각 산업의 생산(출하)액을 사용하였
다.42) 성장기회는 해당 산업의 국내외 미래수요가 이상적이나
미래수요는 관측되지 않으므로 현재 생산(출하)액이 미래의 수
요를 반영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마지막으로 산업별 총요소생
산성의 편차 Xit는 각 산업별 총요소생산성이 제조업 총요소생
산성으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백분율로 계산한 값이다.43) 이는
제조업 총요소생산성으로부터의 편차(deviation)가 각 산업별
총요소생산성의 변화를 설명하는가 여부를 살피기 위한 것으로

Xit의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수치이면 총요
소생산성 수준이 평균보다 높은 산업일수록 총요소생산성 증가
율도 높다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추정계수의 결과로부터 산업

40) 금융스트레스지수는 Illing and Liu(2003, 2006)에 의해 최초로 개발되었고 노영진
외(2009), 김진웅 외(2009) 등에 의해 우리나라에 적용된 바 있음.
41) 노영진 외(2009) 참조. 민간신용/GDP는 금융발전의 양적변화를 위주로 한 변수로
서 기존의 연구에서 금융발전을 반영하는 대리변수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
42) 노영진 외(2009) 참조.
43)
TFPit - TFPmt
Xit=
×100이고, TFPmt는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임.
TFP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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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화가 산업 간에 서로 수렴(convergence)의 형태로 발
생하는가 혹은 발산(divergence)의 형태로 일어나는가, 총요
소생산성의 수준을 기준으로 할 때 어떤 산업에서 산업구조변
화가 더 빠르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추정식 (1)에서 금융불안은 단독으로, 금융발전은 성장기회
와 교차항의 형태로 우변에 포함되어 있다.44) 이는 금융불안이
거시경제적인 (하방)변동성을 증대시켜 총요소생산성에 직접
적으로 부(負)의 영향을 끼치는 반면, 금융발전은 산업별 성장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과정인 금융부
문의 자원배분을 통해 총요소생산성에 간접적으로 정(正)의 영
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45) 즉, 금융발전이 진전될수
록 산업간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해당 산업
과 산업 전체의 총요소생산성이 증가하게 된다.
추정식 (1)에서 사용된 금융불안이 산업별 변수가 아닌 거시
변수이므로 고정효과모형 추정 시 통상 포함되는 시간더미를
제외하고 산업더미만을 포함시킨 일방향 고정효과모형(oneway fixed effect model)을 사용하였다.
추정과정에서 일반최소자승법(GLS)을 활용한 우도(likelihood, LR) 검정 결과 패널이분산성이 발견되어 이를 감안한

44) 여기서 금융불안이나 금융발전이 경제성과에 직접적으로 혹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
향을 끼치는가 여부는 이론적 예측보다 추정결과를 통해 확인되는 실증분석상의 문제
로 파악됨. 실제 추정과정에서는 식 (1) 이외의 다양한 모형을 시도하였는데 그 결과
식 (1)이 금융불안 및 금융발전과 총요소생산성 간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
로 나타났음.
45) 금융발전이 성장기회를 통해 간접적인 경로로 경제성과에 기여한다는 설명의 근거와
추정계수에 대한 해석에 관해서는 Wurgler(2000), 노영진 외(2009)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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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이분산성 보정 표준편차(heteroskedastic 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를 사용하였다. 또한 일반적률법(GMM)을 이
용한 패널 인과성 검정 결과 금융발전과 성장기회의 교차항 및
총요소생산성 편차로부터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방향으로의 인과
관계가 발견되었으나 역인과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46)
추정에 사용된 자료는 1995~2007년 기간의 거시 및 산업
별 자료로서 출처는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ECOS)과 통
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이며 총요소생산성 추계치는 김
원규(미발간자료), 금융스트레스지수는 노영진 외(2009)로부
터 획득하였다.
아래 <표 Ⅳ-5>에는 위 추정식 (1)에 대한 추정결과가 요약
되어 있다.

<표 Ⅳ-5> 총요소생산성과 금융발전/금융불안 간의 관계 추정결과
△lnTFPit=α0+α1FSIt+α2FDt△lnGOit+α3Xit+γi+εit
금융불안
(FSIit)

금융발전·성장기회
(FDt△lnGOit)

총요소생산성 편차
(Xit)

-0.3795**
(0.1351)

0.2367**
(0.0485)

0.0299*
(0.0123)

R2=0.2643

Wald

χ=92.29
2

Prob >

χ=0.0000
2

주 : ( ) 안은 패널이분산성 보정 표준편차이며 *와 **는 각각 95%와 99% 신뢰
수준에서 추정계수가 유의함을 의미함. 상수항과 산업더미의 추정결과는 표시
하지 않았음.
46) 총요소생산성 증가율과 금융불안의 경우 양방향 모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음. 따라서 양자 간의 관련성은 추정의 결과인 한계효과와 유의성을 통해 살
펴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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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식에 포함된 세 가지 설명변수의 계수인 α1, α2, α3는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금융불안과 금융발전·성장기회의 계
수인 α1과 α2는 기대했던 대로 각기 음(-)과 양(+)의 부호를,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편차의 계수인 α3는 양(+)의 부호를 지
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α1가 유의한 음(-)의 값을 갖는다는 추정결과는 금융불
안이 커지면 총요소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의미이다.
음의 추정계수로부터 금융불안이 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미치
는 매개적 경로에 대하여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금융불안이
거시경제적 변동성 확대와 금융활동의 위축을 의미한다는 점과
총요소생산성의 주요 구성 요인인 기술개발, 신산업(신규기업,
신상품)창출이 초기의 불확실성과 금융제약에 취약하다는 점을
상기하면 금융불안의 증대가 이들 활동을 저해함으로써 총요소
생산성을 둔화시킬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우리나라 거시·산
업자료를 바탕으로 한 이 결과는 금융불안(위기)의 발생 개연
성이 상대적으로 큰 신흥국에서 거시경제적 변동성의 확대가
총요소생산성의 둔화를 초래한다는 Arizala et al(2009)의
국가간 실증분석 결과와 상통한다. 금융불안과 총요소생산성
간의 부정적 관계는 금융불안이 총요소생산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산업구조변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임을 강하게 시사
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금융불안의 발생은 불확실성과 금융
제약을 높이는데, 그 결과 기술개발이 지연되면 산업내 구조고
도화가 저해되고, 상대적으로 총요소생산성의 수준 또는 증가
율이 낮은, 즉 비생산적이거나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는 부문에
정체되어 있는 자원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재배분되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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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신규기업, 신상품)창출이 지연되면 산업간 구조고도화
가 저해되기 때문이다. Koopman and Szekely(2009)는 유
럽의 경험으로부터 금융불안(위기)이 유럽 각국의 총요소생산
성과 산업구조변화(industrial restructuring)에 부정적 영
향을 끼쳤음을 논한 바 있다.
한편, 금융발전과 성장기회의 교차항의 추정계수(α2)가 유의
한 양(+)의 값을 지닌다는 추정결과는 금융발전이 성장기회를
실제 경제성과로 실현시키는 매개체로 작동함으로써 총요소생산
성을 증가시킴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금융발전이 경제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King and Levine(1993) 이래 많은 기
존 연구의 결과와 합치한다.47) 특히 Rajan and Zingales
(1998), Beck et al(2000), Fisman and Love(2007) 등은
금융발전이 자본축적보다 산업간·산업내 생산성 향상을 통해
실물부문에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α2는 산업간
자원재배분의 효율성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48) α2가
유의한 양(+)의 값을 지닌다는 추정결과는 산업별로 상이한
성장기회가 있을 때 그중에서 잠재적 총요소생산성이 가장 높
은 성장기회가 실현되도록 금융부문을 통한 자원재배분이 이루
어짐을 뜻하게 된다. 이는 금융발전이 총요소생산성이 낮은 산
업으로부터 총요소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의 산업간 자원재배
분을 초래하여 산업구조고도화에 기여한다는 Wurgler(2000)
의 국가간 산업별 연구결과와 동일한 시사점을 갖는다.
47) Levine(2005) 참조.
48) 금융발전과 성장기회의 추정계수에 대한 Wurgler(2000), 노영진 외(2009)의 해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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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산업별 총요소생산성의 편차인 α3가 양(+)의 부
호를 갖는다는 추정결과는 총요소생산성이 높은 산업일수록 그
증가율도 높다는 의미이다. 즉, 산업별 총요소생산성의 수준과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이 상호 정(正)의 관계를 지니면서 총요
소생산성이 평균보다 높은 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가 더 빠
르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정결과는 산업구조변화와
관련하여 총요소생산성 수준이 높은 산업이 향후에도 여타 산
업보다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산업구조 고도화는 이
들 산업을 위주로 이루어질 것임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해 준다.

2. 녹색성장을 위한 온실가스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효과분석
(1) 녹색성장정책과 총량제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주요 선진국들은 현재 경제위기 와중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녹색뉴딜정책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녹색
성장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미래의 국
가·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기후
변화 대응전략이라는 점과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모두를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정책방
향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기후변화법안인 Waxman-Market법안(American
Clean Energy & Security Act)이 2009년 6월 하원을 통
과한 상황에 있고, EU는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에

제Ⅳ장 최근의 여건 변화가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

<표 Ⅳ-6>

127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녹색정책
녹색뉴딜정책

녹색성장정책
*American Clean Energy & Security Act

*American Recovery & Reinvestment 하원통과(2009.6)
미국

Act(2009.2)
- 총지원금액 7,870억 달러 중 817.2억 달
러(10.4%)를 그린에너지 부문에 배정

- 연방정부 차원의 탄소배출권거래제(Cap
& Trade Scheme) 도입
- 에너지효율 및 저탄소에너지소비를 위한
인센티브 및 제도 도입
*교토의정서에 따라 2단계(2008~2012년)

*2008년 11월 EU 차원의 2,590억 달러 경 탄소배출권거래제(EU-ETS) 시행 중이며 3
기부양책 발표
EU

차 EU-ETS 계획 중

- 2009-2010년 중 에너지 인프라와 통신망 *Strategic
에 대한 63억 달러(기합의) 투자

Energy

Technology

Plan(2008.1): Triple Twenty target 발표

- 유럽 그린카 정책(European green car - 2020년까지 온실가스 20% 감축(1990년
initiative)에 64억 달러 지원

대비), 총에너지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
20%로 확대, 에너지효율 20% 개선
*Cool Earth 에너지 혁신기술계획(2008.

*2008년 10월과 12월, 2009년 4월 세 차례
걸친 경기부양책 발표(사업비 120.7조엔,
일본

재정투입 24.4조엔)
- 성장력강화를 위한 저탄소정책 추진(사업
비 2.3조엔, 재정투입 1.7조엔)

5): 21개 탄소저감기술개발 및 신성장산업
육성
*후쿠다비전(2008.6): 2005년 대비 CO2
2020년까지 14%, 2050년까지 60~80%
감축 선언
*중기목표 발표(2009.6): 온실가스 2020년
에 2005년 대비 15% 감축

*50조원 규모(2009-2012년)의 녹색뉴딜정
책(2009.1) 추진
한국

- 녹색SOC, 저탄소·고효율산업기술, 친환
경·녹색생활 등의 분야(9개 핵심, 27개
연계사업)에 초점
- 총 96만개의 일자리창출 예상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국회계류 중
- 녹색산업 지원근거 및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제도도입 근거 마련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2009.5), 녹색기
술개발전략(2009.5) 등 마련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을 발표
(2009.7)

주 : UNEP(2009), US-EPA(2009), 이형근(2009), 정성춘(2009),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2009), 녹색성장 관련 정부부처 보도자료(2009) 등을 참조하
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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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효율 향상에 관한 구체적인 목표를 금년 1월에 발표하였으
며, 일본은 탄소저감기술개발 촉진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9~2012년 기간 중 50조원 규모의 녹색뉴
딜정책을 추진 중이고, 녹색산업 지원근거,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각종 제도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탄소 녹색
성장기본법을 마련하였으며,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 녹색
기술개발전략,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을 발표하는 등
녹색성장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녹색성장정책의 추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은 정
도의 차이는 있지만 회피할 수 없는 핵심 과제이며, 이를 위해
시장기능에 입각한 제도, 즉 탄소세(carbon tax) 또는 총량제
한 배출권거래제(Cap & Trade Scheme)의 도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세계 각국은 직접적인 온실가스 총배
출량 감축 가능성 및 제도 도입의 용이성 차원에서 탄소세보다
는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서 배출권거래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였다.
즉, 금년 7월에 발표된‘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에
따르면, 2011년에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동 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

(2) 주요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현황
주요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현황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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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의 대표적인 것은 EU의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이다. EU에서는
2005~2007년 기간에 시범적으로 1단계 EU-ETS가 시행되
었으며, 현재 2008~2012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2단계 EUETS가 시행 중이다. 또한 2013~2020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3단계 EU-ETS 추진을 계획 중에 있다. 2008년 현재
EU-ETS의 탄소거래량은 3,903 MtCO2e, 거래가치는 919.1
억 달러로서 전세계 탄소할당량시장(carbon allowance
market) 거래량(거래가치)의 94.4%(99.0%)를 차지하고 있
고,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을 포함한 전
체 탄소시장 거래량(거래가치)의 64.3%(72.7%)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해 2008년
6월 기후변화 관련 법안인 Lieberman-Warner Act가 제출되
었으나 미상원의 본회의에서 부결되었고, 금년 6월에는 2012
년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일명 Waxman-Markey Act)가 다시 제출되어
현재 미하원에서 가결된 상황이다. 다른 한편, 미국의 경우 현
재 RGGI(Regional Green House Gas Initiative),
WCI(Western Climate Initiative) 등 지방정부 차원의 지
역별 배출권거래제가 추진 중이다.49) 또한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하에서 탄소시장인 CCX(Chicago Climate Exchange)
49) RGGI는 북동부 및 대서양인접중부 지역에 소재한 10개의 주를 대상으로 2009년 추
진 예정으로 있고 WCI는 캘리포니아 등 7개 미국 지역과 4개의 캐나다 지역을 대상
으로 시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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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EU-ETS

미국

호주

(현재 2단계 시행 중)

(도입예정)

(도입예정)

*2008~2012년 : 1990
*2012년: 2005년
년 수준의 6% 감축
3% 감축
*2020년: 1990년 수준의
*2020년: 2005년
20% 감축
중장기
17% 감축
*포스트 교토체제 관련 국
목표
*2030년: 2005년
제협정 체결 시: 1990년
42% 감축
수준의 30% 감축
*2050년: 2005년
*2050년: 1990년 수준의
83% 감축
60~80% 감축
*국 가 상 한 선 : 2008- *2012년:
2012년중 연평균 2,080 CO2e
MtCO2e
*2020년:
배출량
*2013년 이후 EU차원 상 CO2e
상한선
한선 설정
*2030년:
(cap)
-2020년 20%(30%) 감 CO2e
축 목 표 를 위 해 1,720 *2050년:
(1,505) MtCO2e
CO2e

대상
범위

수준의
*2011년 7월 시행 예정
수준의 *2020년: 2000년 수준의
5~15% 감축(25% 감축
수준의 가능성 상존)
*2050년: 2000년 수준의
수준의 60% 감축

7,042 Mt5,808 Mt3,049 Mt-

*2010년에 결정 예정

1,234 Mt-

*처음에는 CO2대상
-N2O와 PFCs: 2008~
2012년(쌍무적 기반위에
*교토협정에 포함된 모든
서 포함), 2013~2020
온실가스
년 (포함)
*전력, 정유, coke ovens, *교토협정에 포함된 모든 *산업공정, stationary
금 속 광 석 및 철 강 , 온실가스와 EPA(미 환경 energy, 수송, 폐기물
등으로 부터의 온실가스
cement kilns, 유리, 세 청)에 의해 지정된 가스
*미국의 총온실가스 배출 배출
라믹, 종이 및 펄프 등
-2012년 이후 항공산업 량의 85%와 화석연료 -농업부문은 2015년에
연소로 인한 모든 배출량 포함 예정
포함
-2013~2020년: 대상산 을 포함하는 배출 상한선 *호주 배출량의 75%를 대
설정
상으로 하고 있고 약
업 확대
1,000개 업체에 대한 강
*현재 EU CO2 배출량의
절반정도, 총온실가스배
제의무 포함
출량의 40% 정도를 차지
하는 에너지/산업부문의
10,000여개 시설 대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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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호주

(현재 2단계 시행 중)

(도입예정)

(도입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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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007년: 배출권
의 최대 5% 경매, 대부
*2012년 기준 47.7억 배
분 무상배분
*2008~2012년: 최대 출권 설정
*석탄화력발전, 에너지집
*세부시행계획 및 할당방
10% 경매 허용
약산업, 무역에 있어 민
식은 아직 미정
*2013~2020년:
배출권
감한 변화를 나타내는
-전력부문 100% 경매 -2011년 4월 첫 번째 분
할당
산업 등에 대해서는 이
기 경매 예정
(예외규정 존재)
방식
행상의 어려움을 해소하
-여타부문 2013년 20% *에너지집약산업의 국제경
기 위해 행정적으로 배
경매, 2020년 70% 경 쟁력 약화 방지를 위한
출권 할당
매, 2027년 100% 경매 output-based rebate
-국제경쟁력에 있어 부정 제도 도입
적 영향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무상 배분

자료: World Bank(2009).

가 운용되고 있다.
일본은 2008년 10월 자발적인 참여의 기반 위에서 시범적
인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였다. 동 제도는 VAP(Keidanren
Voluntary Action Plan), 국내 옵셋(offset) 제도, J-VETS
(Japan Voluntary Emission Trading Scheme) 등 기존의
정책들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하에서는 잠재적 참
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하고 배출량 감축목표를 제시하
며, 참여자는 내부적인 감축노력, 국내배출권, 국내 및 교토의
정서상의 옵셋 사용 등을 통하여 감축의무를 해소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참여기업 수는 기대와는 달리 매주 저조한 실정이
다.50)
50) 2008년 12월 현재 참여기업 수 500개 미만임.

132 경제위기 이후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전략

호주는 금년에 배출권거래제인 CPRS(Australian Carbon
Pollution Reduction Scheme)를 마련 중이었는데, 금년 5
월에 정치적인 이견대립으로 시행시기를 2011년 7월로 1년
연기한 상황이다. 뉴질랜드는 지난 9년간의 기후변화정책 관련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하기로 결정되었던 배출권거래제(New
Zealand ETS)가 2008년 11월에 연기되었고, 현재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재검토를 추진 중이다.
최근 주요국들의 배출권거래제 추진과 관련하여 주요 특징들
을 살펴보면, 우선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부시 행정부
와는 달리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
다. 둘째, 최근의 세계경기 침체 및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반영하여 주요국들은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을 연기하거
나 완화하고 있다.51) 셋째, 주요국들도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으
로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는 산업들에 대한 충격완화장치를 강구
중이다.52)53)

51)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하여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EU의
경우에도 배출량 감축 수준이 IPCC(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에
서 제시된 수준(선진국의 경우 2020년에 1990년 수준의 25~40% 감축)보다 작은
수준임.
52) EU는 3단계 ETS에서 세계적 경쟁에 취약한 부문에 대해서는 배출권의 무상배분을
추진할 예정인데, 무상배출권 총량도 1단계 ETS 기간 중의 배출비중에 비례하여 설
정하고 3단계 배출권 상한선에 비례하여 연차적으로 낮출 예정임.
53) 미국의 최근 법안(Waxman-Markey Act)에서는 청정에너지경제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국제경쟁에 취약한 기본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에너지집약 제조업 시설에 산출량
기준 리베이트(output-based rebate) 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음. 동 제도는 온
실가스 배출량의 일정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도임. 이
는 이들 산업이 탄소배출감축의무가 없는 개도국으로 해외이전할 유인을 축소함으로
써 국내 생산 및 고용이 급격히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54)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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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배출권거래제 도입 효과분석 결과
미국의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는 최
근의 기후변화 관련 법안(Waxman-Markey Act)의 경제적
효과를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54)하였는데,
주요 분석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 법안은 미국경제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관련정책이 없을 경우 2015년에 도달
할 에너지 소비수준이 동 정책을 추진할 경우 2050년까지도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생에너지 보급은 향후
20년 동안 150%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에는 포함되
어 있 으 나 분 석 에 는 포 함 되 지 않 은 RES(Renewable
Electricity Standard)를 고려할 경우 재생에너지 보급은 분
석결과보다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발전을 위한 CCS(Carbon Capture & Storage) 기
술은 2015년경 현실화되어 신규 및 기존의 석탄발전에 활용
될 것으로 예상되고, 전력부문이 전력사용자의 에너지효율성
제고 및 저탄소배출기술의 확대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가격은 배출권
가격의 증가를 반영하여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배출권 가
격은 2015년 13~17달러, 2020년 17~22달러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표 Ⅳ-8>에 따르면 금번에 분석된 배출권거래제 도입
의 효과가 과거의 분석 결과에 비하여 작은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금번 분석 시 최근의 경기침체 및 기존 에너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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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55)의 효과가 기준전망치에 반영되어 기준전망치 자체가 낮
아진 데 기인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번 배출권거래제의 GDP
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과거의 효과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여타 에너지정책들을 추진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
스런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은 다소 큰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이번 분석에는 미국의 녹색뉴딜정책인
ARRA(American Recovery & Reinvestment Act)의 효
과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녹색뉴딜정책은
향후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된다.

<표 Ⅳ-8> 미국 배출권거래제의 GDP에 미치는 효과 관련 연구결과
단위 : 기준전망치 대비 증가율 기준, %

2020
(2015)
-0.75
(-0.60)
-0.26
(-0.27)

2030

2040

2050

-1.18

-1.64

-2.23

-0.50

-0.94

-1.60

EPA-IGEM

-2.6

-3.8

-5.2

-6.9

EPAADAGE

-0.7

-0.9

-1.4

-2.4

EIA

-0.3

-0.3

-

-

CRA

-1.1

-1.0

-1.6

-3.5

Heritage

-1.4

-2.2

-

-

관련법안/분석기관(모형)
Waxman- EPA-IGEM
Markey
EPAAct
ADAGE

Lieberman
-Warner
Act

자료 :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2009).

55) 2007년 Energy Independence & Security Act와 주단위의 RES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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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배
출량 감축노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외 옵셋(offset)의 활
용은 배출량 감축비용을 축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배출권거래제에서 국제 옵셋의 활용을 배제할 경우 배출권
가격이 96%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배출권 경매에 따른 수익을 모두 가계부문에 지급할
경우 배출권거래제가 가계부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완화될
수 있고, 특히 중하위 소득계층의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민간소비는 기준전망치에 비해 2015년 0.02~
0.11%, 2020년 0.17~0.19%, 2030년 0.37~0.39%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 가계
부문에 대한 지원이 없을 경우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중하위
계층의 부담이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으로 인해 에너지집약 제조업의
생산은 기준전망치 대비 2015년에 0.4%, 2020년에 0.9%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에너지집약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출량기준 리베이트 제도를 도
입할 경우 에너지집약 제조업의 생산은 기준전망치 대비 2015
년에 0.1% 증가하고 2020년에는 0.3% 정도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출량기준 리베이트 제도의 도입은 에너지집약산업
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방지하여 동 산업의 생산 및 고용 감소
를 억제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 제도가
2021~2030년의 기간에는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2030
년 이후 에너지집약산업의 생산은 기준전망치에 비해 급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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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되는 모습을 보인다.

(4)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산업별 가격경쟁력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은행(2008)에 따르면, 2004년에 우리나라의 전산업 온
실가스 배출량은 5.1억 tCO2인데, 전기·가스·수도업이 21
개 산업 중 가장 높은 33.2%의 배출비중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으로 금속제품(제1차 금속제품 포함)이 13.4%를 차지하
고 있다. 또한 석유·석탄·화학제품(9.9%), 비금속광물제품
(8.7%), 운수·창고·통신업(8.0%)도 비교적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온실가스 배출계수(온실가스 배출량/불변기준 산출량)
를 살펴보면, 전산업의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0.30 tCO2/백만
원를 기록했는데, 전기·가스·수도업이 4.22 tCO2/백만원의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그 다음은 비금속광물제품이 2.02
tCO2/백만원, 가구·기타제조업이 1.08 tCO2/백만원의 수준
을 나타냈다. 또한 전산업의 배출계수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
는 산업으로는 금속제품, 농림어업, 기타서비스업, 광업, 운
수·창고·통신업, 석유·석탄·화학제품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Hassett, Mathur and Metcalf(2008)의
방법에 기초하면서 2007년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산업별 가격상승효과56)를 분석했다. 그
56) 동 방법은 가격상승에 따른 제품수요의 감소, 온실가스 다배출 중간투입재의 축소, 중
장기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을 고려하는 동태적·일반균형적 접근방법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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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도입의 산업별 가격에 미치는 효과57)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비중

온실가스
배출계수

가격상승
효과

(백만 tCO2)

(%)

(tCO2/백만원)

(%)

농립어업

25.50

4.79

0.642

0.87

광업

1.11

0.22

0.373

1.04

음식료·담배제품

3.19

0.62

0.052

1.56

섬유·가죽제품

5.55

1.09

0.130

1.69

목재·종이제품/출판·인쇄

4.11

0.80

0.139

1.68

석유·석탄·화학제품

50.39

9.86

0.315

1.42

비금속광물제품

44.50

8.70

2.020

2.36

금속제품

68.63

13.42

0.727

2.52

기계·전기·전자제품

22.10

4.32

0.072

1.64

운수장비

8.44

1.65

0.080

1.75

가구·기타제조업

12.77

2.50

1.083

1.93

전기·가스·수도업

169.91

33.24

4.217

2.47

건설업

2.49

0.49

0.021

1.58

도소매·음식숙박업

13.39

2.62

0.111

1.01

운수·창고·통신업

40.99

8.02

0.365

1.09

금융·보험업

1.86

0.36

0.024

0.46

부동산·사업서비스업

5.78

1.13

0.036

0.66

공공행정·국방

2.49

0.49

0.050

0.73

교육서비스업

5.02

0.98

0.095

0.61

보건·사회복지사업

3.31

0.65

0.079

0.96

기타서비스업

20.73

4.06

0.528

1.35

511.24

100.00

0.303

1.38

산업계

자료: 한국은행(2008).
주: 온실가스 배출량과 배출계수(2000년 불변 총산출기준)는 2004년 기준이고
가격상승효과는 2007년 산업연관표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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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보면, 전산업의 가격상승효과는 1.38%이고, 금속제품,
전기·가스·수도업, 비금속광물제품 등은 2.4% 내외의 높은
가격상승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가구·기타제조업
(1.93), 운수장비(1.75), 섬유·가죽제품(1.69), 목재·종이
제품 및 출판·인쇄업(1.68), 기계·전기·전자제품(1.64),
건설업(1.58), 음식료품·담배제품(1.56), 석유·석탄·화학
제품(1.42) 산업들의 가격상승효과가 전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은 제품의 가
격상승을 야기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
킬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지
않는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에 비해 가격경쟁력의 약화를 초래
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국내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지만 중간투입재의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비용 부담으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을
나타내는 정태적·부분균형적 접근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단기적 효과를
파악하는 데 유용함.
57)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가격상승효과: PI2 = (I-B’)-1*V, 여기에서 PI2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해 변화된 생산가격벡터, B는 (1+tij)*aij의 원소로 구성된 행렬, aij는 투
입산출계수, tij는 j산업의 i산업 중간투입재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배출 관련 단위당 비
용증가, V는 부가가치비율임. tij = αi*R/(Σj=1,nxij), 여기에서 αi는 i산업에 대한 배
출권경매로 인한 재정수입(revenue) 비율, R은 전체산업에 대한 배출권경매로 인한
총재정수입, xij는 j산업의 i산업 중간투입이고 가격상승효과(%)는 (PI2-1)*100으로
계산됨. 가격상승 효과분석 시 실제로는 tij를 계산하기 위해 EU-ETS의 2007년 배출
권거래가격(톤당 24.3달러; 원화기준 22,588원)에 산업별 배출량을 곱한 후 산업별
중간수요로 나누어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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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색보호주의 확산의 동향과 시사점
(1) 경제성장에서 수출의 중요성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있어 수출은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해왔
다. 경제성장에 대한 수출의 기여율을 보더라도 수출이 우리나
라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경제개발 5개
년계획이 실시된 1962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는 연평균
23%의 수출증가율을 보였으며, 이러한 수출증가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오랜 기간 큰 폭의 수출 증대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대내적으로는 산업화 과정에서의 수출지
향적 정책, 대외적으로는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경향이 우리나
라의 수출 증대에 기여한 대표적인 요인들이라 할 수 있다. <그
림 Ⅳ-3>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적 무역자유화의 척도라 할 수
있는 관세와 반덤핑조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10>

경제성장에 대한 수출 기여율
2003

2004

2005

2006

2007

수출증가율(%)

19.9

8.0

31.0

14.4

14.1

경제성장률(%)

3.1

4.7

4.2

5.1

5.0

수출에 의한 성장률(%)

3.4

4.3

2.8

3.6

3.2

111.2

93.3

69.2

72.9

64.3

경제성장기여율(%)

자료 : 국제무역연구원(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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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세계 평균 관세율과 반덤핑조치 증감

관세율(%)

반덤핑조치(개)

14

400

12

350

10

300
250

8

200

6

150

4

100

2

50

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반덤핑조치

0

관세율

자료 : WTO(2009), World Bank(2008).

(2) 경제위기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2008년 하반기에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심각한 실물 경기 침체를 가져왔다. 각 경
제 기관마다 예상치에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2009년에는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실물 경기 침체와 함께 세계무역량의 급격한 감소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또 다른 특징적인 현상이다. 세계무역량은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3.3% 증가에 그쳤으며, 2009년에는 -11%
로 급격하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적 경기 침체보다 더욱 급격한 세계무역량의 감소는 일
반적으로 세계 수요의 감소, 생산에 있어서 세계적 공급망
(Supply Chain)의 확대, 무역금융의 축소, 보호주의 무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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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확산58) 등 네 가지 요인으로 설명된다. 우리나라 또한 세
계무역량 감소 추세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기 때문에, 금융위기

<표 Ⅳ-11>

주요국 경제성장률의 변화 추이
단위 : %

2007

2008

2009

2010

세

계

5.1

3.1

-1.4

2.5

미

국

2.0

1.1

-2.6

0.8

유럽연합

2.7

0.8

-4.8

-0.3

일

본

2.3

-0.7

-6.0

1.7

중

국

13.0

9.0

7.5

8.5

한

국

5.1

2.2

-1.8

2.5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9. 7.

<표 Ⅳ-12>

금융위기 이후 주요 지역별 수출 실적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2008(1.1∼6.20)

2009(1.1∼6.20)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중

국

45,094

27.2

22.7

34,780

-22.9

22.8

미

국

21,534

1.2

10.8

16,579

-23.1

10.9

일

본

13,767

15.8

6.9

9,167

-33.1

6.0

E

U

28,599

15.0

14.4

21,224

-25.9

13.9

ASEAN

23,518

36.1

11.8

16,552

-29.7

10.9

인

도

3,930

39.6

2.0

3,423

-12.9

2.2

중

동

11,630

37.1

5.8

10,843

-6.6

7.1

중남미

13,895

25.8

7.0

10,273

-26.0

6.7

대양주

4,382

26.4

2.2

7,080

61.1

4.7

아프리카

4,417

51.2

2.2

3,761

-14.9

2.5

자료 :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2009. 7. 1.
58) WTO(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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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우리나라 지역별·상품별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급격
한 감소 추세에 있음을 <표 Ⅳ-11>과 <표 Ⅳ-12>를 통해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수출의 급격한 감소가 보호주의 무역정책의 채택보
다는 세계적 경기침체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지만, 일단 도입된 보호주의 무역정책은 현재뿐 아니라 경기
회복 과정에서도 국제 교역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출 감소의 원인으로서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요인이다.
경제위기 시 이와 같은 보호주의 무역정책이 확산되는 원인
은 각국 정부가 자국 내 산업과 일자리 보호를 요구하는 여론
을 무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장 쉽게 요구사항들을 받아들
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각국 정부는 보호주의 무역정
책이 궁극적으로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경제위기를 심화시키고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들을 인
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내 이익집단들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종종 사용한다. 실제
로 경제위기 극복과 보호주의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G-20
회의가 2008년 11월 개최되고 각국 지도자들이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협정에 서명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그 이후 17개국의 G-20 국가를 포함하는 많은 나라에서
47개의 보호무역주의 정책들이 채택되어 실행되고 있다는 사
실은59) 보호주의 무역정책이 국가 전체의 이익보다는 이해집단
의 이해관계에 더욱 민감함을 보여 준다.

59)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NEWS/Resources/Trade_Note_3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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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주요 품목별 수출액 변화
단위 : 백만 달러, %

분기별 2008년 1분기 2008년 2분기 2009년 1분기 2009년 2분기
금액

3,590

7,362

2,191

4,405

증가율

22.7

21.8

-39

-40.2

기초산업 금액
기계
증가율

3,734

7,906

2,007

4,457

57.8

60

-46.3

-43.6

금액
가정용
전자제품 증가율

3,514

7,112

2,110

4,651

5.1

9.7

-39.9

-34.6

7,419

18,327

4,374

9,510

산업기계

광물성
연료

금액
증가율

62.9

83.9

-41

-48.1

금액

6,220

14,063

5,133

11,397

증가율

13.6

23.9

-17.5

-19

석유화학 금액
제품
증가율

8,068

16,898

5,394

12,208

22.4

22.6

-33.1

-27.8

금액
산업용
전자제품 증가율

13,209

26,416

10,004

20,942

22.1

19.7

-24.3

-20.7

금액

14,939

30,994

10,724

25,786

증가율

-0.1

5.9

-28.2

-16.8

금액

1,803

4,037

1,466

3,361

증가율

1.8

0.9

-18.7

-16.7

금액

20,759

46,435

18,053

40,976

증가율

15.2

13.9

-13

-11.8

철강제품

전자부품
직물

수송기계

자료: 무역협회(2009).
주: MTI 2단위 기준 상위 10대 수출산업임.

한편,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수입규제 건수 역시 2003
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경제위기가 진행된 2008년
120건으로 2007년의 107건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2009년 7
월 말 기준으로 131건으로 2008년 말에 비해 증가하였다.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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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4> 금융위기 이후 채택된 각국의 보호주의 무역정책
국가

무역규제 조치

EU

- TV기능 내장 모바일기기에 대한 관세 인상
- 버터 등 유제품에 수출보조금 지급
- 독일 : 자동차 구입 보조금, 노동비용 인하로 수출기업 지원,
기술개발 비용지원
- 프랑스 : 자국산 부품 사용 대가로 자동차 회사에 정부 융자
및 자국기업 M&A 보호 펀드 조성
- 영국 : 자동차 업체 채무 보증, 영국 기업과 개인대출 증가 조
건으로 영국은행에 대한 구제금융
- 아일랜드 : 자국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증대를 조건으로 자국은
행에 대한 구제금융

미국

- 바이오 디젤 업체에 대한 세금환급을 통한 보조금 지급
- 자동차 기업에 정부의 저금리 융자
- Buy American을 통한 자국 상품 수요 장려

중국

- 자동차 구입 보조금 지급 및 자동차 기업에 보조금 지급
- 장비제조업 진흥계획을 바탕으로 자국산 기계설비 구매 유도
- 3,700개 수출제품에 대한 수출세 환급

러시아
우크라이나

인도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캐나다
호주

- 승용차 등 8개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 수입품목에 대한 추가적 관세 부과
-

철강 수입량 상한제, 목재수입량 제한
대두유 등에 대한 관세 인상
중국산 스테인리스 납연강판, 화학제품 반덤핑조사
6건의 세이프가드 조사

- 940개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 섬유, 피혁, 포도주에 관세 부과
- 자동차 부품, TV의 최저수입가격제도
- 자동차 기업에 대한 판매 지원
- 철강에 대한 관세율 인상
- 특정 물품 수입 시 특정 항만과 공항만을 이용하도록 규정
- 관세 부과대상 품목의 확대
- 자동차 산업 단기 정부 융자 및 지급보증
- 자동차 판매 딜러에 금융 지원

자료: 홍석빈(2009), JETRO(2009), KOTRA(2009) 등을 참조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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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색보호주의 동향
경제위기와 함께 확대된 직접적 수입규제를 포함하는 보호무
역주의는 글로벌 경제가 점차 회복 기미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지라도 완화될 전망이나, 회색규제61) 혹은 선진
국을 중심으로 한 환경규제 등의 형태를 갖는 수입규제는 앞으
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회색규제나 환경규제의 특징은
WTO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역관련 조항을 직접적으로 위배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동한다는 점이다.
가장 대표적인 환경규제 관련 정책이 최근 많이 논의되는 녹
색보호주의(green protectionism)이다. 녹색보호주의란 외국
기업의 상업적 이익을 방해하기 위해 환경규제를 교묘히 이용
하는 것을 지칭하는데,62) 수출국의 기업들이 수입국의 환경규
제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자국 내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는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으로 사용될 수 있다.
녹색보호주의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환경기준, 배출기준, 공정기준, 제품기준 등을 규정하는 직접규
제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환경세, 보조금, 예치금 등 환경관련
조세를 통한 경제적 수단을 통한 간접규제 방식이다. EU를 중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관련 법안들, 예컨대 유해물질 사
용제한 지침(RoHS, REACH)과 재활용에 관한 지침(WEEE,
ELV) 등은 전자에 속하고, 최근 미국에서 통과된 탄소관련 국
60) KOTRA(2009)“최근의 글로벌 수입규제 동향”, Kotra Executive Brief
61) 수입규제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규제의 역할을 하는 조치를 지칭함.
62) Simon Evenett and John Whalley(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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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세는 후자에 속한다. 어떠한 방식을 통해 녹색보호주의가 채
택되는가에 따라서 그 효과는 다르게 나타나지만, 해당국가의
환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수출업체로부터 수입을 제한하
는 보호주의 정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관련 환경규제는 가장 대표적인 녹색보호주의
정책이다. 교토협약(Kyoto Protocol)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를 할당받은 국가들은 이를 준수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을 줄이거나 혹은 탄소거래를 통해 감축 의무를 해결해야 한
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토협약(Kyoto Protocol)에서 비부속
서 국가 I(Non-Annex I)의 지위를 인정받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의무를 할당받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온실가스 배
출 관련 규제나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이다. 교토협약이 감
축의무 대상국만을 대상으로 한 환경규제라면, 최근 미국 청정
에너지 안보 법안(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이나 프랑스를 중심으로 EU 내에서 진행 중인 국경세
(Border Tax) 논의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받지 않은 국
가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환경규제이다. 결국 우리나라가 포스
트 교토협약에 의해 의무 감축 대상국의 지위를 얻게 되는가와
관계없이 온실가스 관련 환경규제를 받게 될 것이고, 이러한
환경규제는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강희찬
(2009)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하
지 않아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의무감축국이 온실가스 감축
에 따른 생산비용 인상분만큼을 국경세로 부과 시 예상되는 우
리나라 수출 감소율은 3.9%, 감소 금액은 4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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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5>
국가

탄소규제 이외의 녹색보호주의 정책
규제명

RoHS
EU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
침, 2006년 7월 시행)
WEEE

EU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
침, 2005년 8월 시행)

EU

REACH
(신화학물질관리제도)
EuP

EU

(에너지 사용 제품의 친
환경설계 의무지침)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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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대 유해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전기

폴리브롬화 폐비닐, 폴리 디페닐 에테르)

전자

의 함유 금지
생산 및 판매자가 전기전자제품 수거 및

전기

처리. 재활용을 80%까지 의무화함

전자

물질, 혼합물 그리고 완제품에 대해 물질
정보를 등록하고, 그를 바탕으로 평가, 허

고려한 친환경설계를 유도하며,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함. 환경친화적 설계가 입증된

전체

제품에 한하여 CE마크 부여
폐차 재활용과정에서 의무 재활용 비율
규정

한 법률, 2007년 1월)
AB1879/SB509

전체

가, 그리고 제한하는 제도
제품 개발 단계에서 제품의 Life Cycle을

(폐자동차 처리지침)
SB20/SB50

산업

전기전자제품에 환경과 인체에 유해한 6

ELV

미국 (폐전자제품 재활용에 관

대상

자동차

폐전기전자제품의 수집·재활용과 4가지

전기

유해물질의 사용금지 규정

전자

미국 (화 학 물 질 관 리 법 률 , 화학물질 규제를 위한 평가 및 자료 구축

화학

2008년 9월)
일본 자원 유효 이용 촉진법
화학물질관련 제조업의
일본 조사와 규제에 관한 법률

중국

6가지 유해물질 중 하나라도 포함하고 있
는 제품의 표시 의무화
화학물질인증제도로 안정성 평가 후 규제

진행
개정
China RoHS(전자정보 6가지 유해 물질에 대한 사용금지 및 유해
제품오염방지법)

중국 폐전자제품처리 법률

물질 표시 의무화
재활용비율을 높이기 위한 시설을 위한 자
금 확충

자료 : JETRO(2009), 김영우(2008) 등을 참조하여 정리.

전체

화학

전체
전기
전자

148 경제위기 이후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전략

온실가스 배출규제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환경관련 규제가
EU를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는데, 환경 규제들은 크게 유해물
질 사용제한 지침(RoHS, REACH)과 재활용에 관한 지침
(WEEE, ELV)으로 구분된다. <표 Ⅳ-15>는 현재 주요국에서
입법화된 환경관련 규제들이다.
이와 같은 환경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EU에서
는 2009년 1월부터 REACH의 등록이 시작되었고, 자동차 배
터리 내 카드뮴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2009년 4월부터는 섬
유, 신발, 세제 등에 대한 친환경 마크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9
월부터는 에너지 효율 A 등급 이하의 전구제품 사용이 금지된
다. 또한, 2010년 7월부터는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냉장고,
세탁기, TV는 판매가 금지된다. 2011년 1월에는 전자제품이
나 자동차 등에 납을 이용한 접착을 금지하며,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에어컨, 전기히터, 오븐, 비디오, 변압기 등의 판매가
금지되는 등 환경규제가 계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4) 녹색보호주의가 국내 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
현 WTO 체제하에서 회원국들은 환경보호와 관련된 자국의
환경규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환경관련 녹
색보호주의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 EU와 같은 국가들이 가진
환경관련 기술수준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사실은 환경관련
규제가 수입규제, 즉 녹색보호주의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녹색보호주의는 두 가지 형태로 우리나라의 수출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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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수 있다. 하나는 정해진 환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우리나라 수출 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수입 제한이며, 다른 하
나는 규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상승에 의한 수출 감소이다.
여기서는 EU의 대표적인 녹색보호주의 정책 중 하나인 신화
학물질관리제도(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본다. 신화학물질관리제도는
화학물질의 양과 위험정도에 따라서 등록·평가·신고·허
가·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기존 EU내에 존재하던 60여개
화학물질관리제도를 통합하여 2007년 6월에 도입되었다. 신
화학물질관리제도는 화학물질뿐 아니라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08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EU로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공유를 위한 사전등
록이 진행되었다. 향후 일정에 따르면 2010년 10월까지는 발
암성, 돌연변이성, 그리고 재생산가능 독성이 있는 물질에 대
한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2013년 3월까지는 100톤 이상
모든 환경유해 물질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고, 2018년 3월까지
는 1톤 이상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특히,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가 화학물질의 등록을 위해서
는 물질안전자료(Safety Data Sheet), 화학물질안정성 보고
서(Chemical Safety Report) 그리고 화학물질에 대한 상세
정보를 보여주는 기술서류(Technical Dossier)를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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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6>

REACH 도입에 따라 증대되는 직접 비용(EU)
단위 : 백만 달러

단계
사전등록(Pre-Registration)
테스트(Testing)

비용
62.2
2,985.6

화학물질안정성보고서(Chemical Safety Report)
물질안전자료(Safety Data Sheet)

236.36
311

등록(Registration)

995.2

승인(Authorization

248.8
계

4,839.16

자료 : EU, The Impact of REACH(2004).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막대한 추가적 비용이 개별 기업에게 발
생한다.
환경부(2007)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REACH에 등
록하기 위해서는 2.5조원 정도의 추가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
며, 생산비용 측면에서 5∼10% 정도의 비용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04년 REACH의 영향 평가 관련 학
술대회에서 발표된 연구들에 따르면 EU 전체적으로 REACH
관련 비용을 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예측하였다.
<표 Ⅳ-17>과 <표 Ⅳ-18>은 REACH 도입의 직접비용과 화
학물질의 하위사용자(Downstream Users)들의 비용까지 포
함하는 총비용을 각 기관에서 추정한 값을 보여 준다. <표 Ⅳ17>은 EU를 대상으로 추정한 값이고, <표 Ⅳ-18>은 개별 국
가별로 추정한 값을 보여 주고 있다.
직접비용(Direct Costs) 추정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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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물질의 테스트 비용에 대한 가정들이 각 연구마다 다르기 때
문이고, 하위사용자의 비용을 포함하는 총비용(Total Costs)
추정에서 차이는 간접비용이라 할 수 있는 전체 경제 가치 체
계에서 나타나는 도미노 효과를 어떻게 가정했는가에 의해 나
타난다.
신화학물질관리제도의 도입 효과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설
명하고 있는 것은 이 제도가 화학물질 생산자와 화학물질을 사
용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의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생산비용의 인상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유
럽 내에서 갖는 경쟁력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
서는 단언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경쟁력 변화를 판단하기 위해

<표 Ⅳ-17>

REACH 도입에 따라 증대되는 비용(EU)
단위 : 10억 유로

수행기관
Joan Canton
and CH. Allen
EC
ERM

제목
직접비용 총비용
A Microeconomic Model to Assess
the Economic Impacts of the EU's
2.3~3.6
New Chemical Policy
Extended Impact Assessment
2.3
2.8~3.6
New
European
Chemical
Strategy, UK Partial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3.6

REvised
Business
Impact
RPA and
12.9~
Assessment for the consultation
Statistics (EC)
26.6
Document, Working paper 4
Frank
Ackerman and The True Costs of REACH
Rachel Massey
자료 : EU, The Impact of REACH(2004).

3.5

5.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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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8>

REACH 도입에 따라 증대되는 비용(개별국가)
단위 : 10억 유로

수행기관

제목

직접비용

총비용

IDEA Consult
(벨기에)

Business impact van de 0.155~
ontwerpverordening REACH
0.2

ADL(독일)

Economic Effects of the EU
substances Policy and
supplements

43~51
(독일 GDP의
2.7~3.3%)

Ministry of
economy and
labour Poland
(폴란드)

Impact Assessment of the
REACH system on the
chemical industry

0.34~0.6

KPMG/TNO/Sira
consulting
(네덜란드)

The consequences and
administrative burden of
REACH for the Dutch
Business Community

ERM(영국)

New European Chemicals
Strategy,
UK
Partial 0.773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Mercer(프랑스)

Study of the impact of the
future chemicals policy

Inherent
Engineering and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Finnish Economy
ETLA(핀란드)

The Impact of the New EU
Chemicals Legislation on 0.467
Industry and Economy

0.46

The Ministry of
The
REACH
System
0.05
Industry and Trade Impacts on The Industry of
~0.17
(체코)
the Czech Rep.
자료 : EU, The Impact of REACH(2004).

28(GDP대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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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EU 내 생산자들과 EU로 수출하는 비EU 국가 생산자들
의 생산비용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 인상을 감내할 수 없는 기업에게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의
도입은 EU로의 수출을 포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
행히 환경부가 2008년 12월에 파악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 417개 사전등록 대상기업 중 70.7%인 295개 업체가 직접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121개 업체는 다국적 기업이
나 EU 본사 대응을 통해 사전등록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따라서 사전등록 대상기업 중 1개 업체만이 EU로의
수출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등록에
필요한 비용이 <표 Ⅳ-16>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비용 중 단
지 1.28%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등록을 완료
해야 하는 시점까지의 과정이 더욱 중요시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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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본 전략과 정책방향
(1) 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본전략과 방향
우리나라 경제가 경제위기 이후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일자
리 창출 등 경제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지식과 혁신요소
에 대한 투자의 확대로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함으로써 지
식·혁신 주도형 산업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국
제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대응하여 기존산업의 국제경쟁력
을 유지·강화하고 녹색기술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회를 선점
하는 방향으로의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도 필요하다. 이러한 지
식·혁신주도형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모색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의 기본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 산업이 지식·혁신 주도형 발전전략을 통해
지향해야 하는 산업구조 고도화의 모습을 상호 연계되어 있는
각 범주별로 살펴보자. 첫째, 생산성의 관점에서, 투자확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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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우리나라 산업은 지식, 기술, 인적자본
등 혁신요소에 대한 투자의 확대로 생산성의 향상을 모색함과
동시에, 그것이 투자 및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새로운 혁신
전략이 필요하다. 생산성의 수준과 증가율이 높은 산업부문으
로의 자원배분도 촉진되어야 한다. 둘째, 고용측면 탈공업화에
대한 대응의 관점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별화되고 균형
있는 성장패턴 및 고용창출 전략이 필요하다. 제조업은 경제위
기 이후 경공업의 숙련노동 집약 산업화, 신성장동력산업의 창
출과 함께 수출주도형 성장 및 고용창출의 요구에 대응해야 한
다. 서비스업은 지식서비스의 수출산업화를 모색하는 한편, 기
본적으로는 내수주도형 성장 및 고용창출의 요구에 대응하여
고용흡수력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나라 산업의 고용확대의 관건
이다. 또한 향후에도 서비스업으로의 고용이동은 지속될 가능
성이 높다는 점에서 전체산업의 성장잠재력확충을 위해서는 서
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산업연관도 제고의 관점에서,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확대, 수출수요의 확대 등 외생적 수요의 증가 시 부가가치, 고
용창출 면에서 경제 전체에의 파급효과 및 시너지효과가 극대
화되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분업의 효
율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보다 일반균형적이고
시스템적 투자전략 및 R&D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비교우위구조 고도화의 관점에서, 한 국가의 산업구조는 비교
우위 혹은 국제분업 구조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산업구
조 고도화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세계 비교우위구조
의 변화에 대응한 국제분업구조의 고도화 노력도 필요하다. 특

156 경제위기 이후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전략

히, 경제위기 이후 후발개도국의 추격에 대응하고 선진국과의
경쟁력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혁신 생산요소 집약부문에서
의 비교우위 확대 혹은 비교열위 축소와, 경공업 분야의 숙련
노동 집약 산업화도 필요하다. 이러한 비교우위구조의 고도화
는 수출재의 상대적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교역조건(terms of
trade)을 개선시킴으로써 실질소득(GDI 혹은 GNI)의 향상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다섯째, 금융발전을 통한 산업혁신의
관점에서, 금융국제화의 금융발전효과를 극대화하고 금융불안
유발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금융이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에 미치는 기여를 더욱 높여야 한다.
다음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과 관련하여, 이산화탄소 감축 전략은 현재 비교우위산업의 국
제경쟁력을 유지·강화63)하면서 녹색기술이 가져다주는 기회를
선점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을 모
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과도기적 단계에서는 기존 산업의
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에 정책의 초점을 맞
추고 온실가스 감축의 조정비용 최소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녹색보호주의 즉, 국제무역의 환경규제 추세가 수출의존
도가 높은 우리나라 수출 및 성장잠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한편, 이상과 같은 산업구조 고도화의 방향과 전략은 기능적

63) 현재 비교우위 산업의 국제경쟁력의 유지·강화는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온실가스 감
축으로 인한 현재 비교우위산업의 위축 혹은 생산성 저하 가능성의 문제와는 다른 것
임. 예컨대, 만일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해 현재 비교우위산업의 생산이 감소되어도 국
제경쟁력의 상대적 위상은 유지 혹은 강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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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별 혹은 범주별로 제시한 것이며, 그것은 산업구조 고도화
내용의 관점에서 다시 정리될 수 있다. 즉, 제조업내에서의 산
업구조 고도화의 방향은 현재의 자본·기술집약적 비교우위 부
문에서 산업내 혁신을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cashcow로서의 역할을 유지·강화해 나가고, 그것을 토대로 혹은
그와 동시에 미래 신기술산업에 대한 투자역량을 강화해 나가
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미래 신기술산
업에 대한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또한 그동안 중국 등 후발국의 부상으로 침체되어 제조업 고용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경공업 부문에서 숙련노동 집약화를
통해 질적 성장과 고용의 급격한 감소 방지 혹은 유지 전략도
필요하다.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하여, 현재 비교우위산
업의 상대적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녹색기술이 가져다
주는 기회를 선점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제조업의 구조고도화
내용은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 고용의 유지·확대, 산업연관도
의 제고, 비교우위 구조고도화, 녹색성장 등 범주별 구조고도
화 방향과 동전의 양면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서비스업의 구조고도화의 내용은 고용흡수력 확대와 노동생
산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한다. 향후에도 서비스업으
로의 고용이동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서비스업의
고용흡수 능력의 제고와 노동생산성 향상은 경제전체의 고용확
대와 성장잠재력 확충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업
의 고용확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총수요의 확대와 투자
및 기술혁신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지식서비스에 대한 투자확
대와 수출산업화 전략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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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

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본 전략과 방향

전략적 목표
<지속가능한 성장잠재력 확충>
거시경제목표(성장·일자리·국제수지) 달성을 선도

산업구조 고도화 기본 전략
지식·혁신 주도형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

산업구조 고도화의 내용

-

-

제조업
경공업의 숙련노동집약 산업화
비교우위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cash-cow 역할
미래 신기술 산업 투자 확대 :
핵심부품소재·융합기술·녹색
기술
제조업의 녹색 산업화

-

서비스업
고용 흡수력 확대
노동 생산성 제고
지식 서비스의 수출 산업화
금융발전과 실물경제 혁신촉진

범주별 산업구조 고도화 기본방향

생산성 향상
탈공업화 대응

투자·고용과 연계된 생산성 향상과 산업간 자
원배분 효율화
서비스업의 고용확대와 생산성 향상

산업연관도 제고

신성장동력 투자·수출 확대의 파급효과 극대화

국제분업구조 고도화

혁신생산요소에 기반한 비교우위와 샌드위치 극복

금융 발전

금융국제화의 산업혁신효과 제고

녹색성장

산업성장과 온실가스 감축 간 조화와 조정비용
최소화

녹색보호주의 극복

녹색보호주의 극복과 수출 성장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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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발전은 그 자체가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뿐만 아니
라 실물부문의 혁신과 일자리창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2) 산업구조 고도화 속도에 관한 논의와 정부의 역할
1 ) 산업구조 고도화 속도에 관한 논의
성장잠재력의 확충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혁신과 산
업구조 고도화가 필요하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혁신
과 미래 신기술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동태적 비교우위 산업
분야를 발굴·육성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
재의 기술수준과 요소부존구조에 조응하는 비교우위구조를 지
속하는 경우 정태적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
일지는 몰라도 동태적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지속적 성장잠재력
의 확충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는 미래 신산업 투자와 육성
을 통해‘현재의 비교우위구조에 조응하는 산업구조’를 벗어나
는 것으로서의 자원배분과 산업구조 고도화의 추구가 필요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는
시장기능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므로 정부의 적절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적극적 산업정책을 지지하는 논자들64)뿐만 아니라 시장기능

64) Justin Lin & Ha-Joon Jang(2009)에서 장하준 교수의 관점. 그 외 장하준
(2006), Ha-Joon Jang(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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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자원배분을 중시하는 신고전학파의 경우65)에도 산업구
조 고도화의 동태성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인정
한다. 즉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현재의 비교우위구조로부터 벗
어나는 혁신을 지향하는 산업구조 고도화가 불가피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양자는 모두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비교우위구조와 현
재의 산업구조(자원배분) 간 괴리의 존재 필요성을 인정한다.
예컨대, <그림 Ⅴ-2>에서 현재의 산업구조 고도화(자원배분)
수준이‘현재의 비교우위구조에 조응하는 산업구조(r- )’에 미치
지 못하거나(r1), r- 수준에서 진전되지 못하는 경우 동태적 성장

산업구조 고도화의 최적 속도 개념66)

<그림 Ⅴ-2>
성장잠재력 수준

미래를
위한
최적투자
r1

r-

r2

r3

산업구조 고도화
수준

주 : r- : 현재의 비교우위구조에 조응하는 산업구조
r1, r2, r3 : 현재 산업구조(자원배분)의 가상적 위치
r2 - r- : 미래를 위한 최적 투자
65) Justin Lin & Ha-Joon Jang(2009)에서 Justin Lin의 관점. 그 외 Howard
Pack & Kamal Saggi(2006) 참조.
66) 이것은 Justin Lin & Ha-Joon Jang(2009)의 논쟁에서의 핵심적 아이디어를 본고
에서 확장하여 도식화한 것임.

제Ⅴ장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전략

161

잠재력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혁신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즉 정태적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달성될지 몰라도 동태적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미래준비를 위한 투자가
확대되어 현재의 산업구조 고도화 수준이 r2에 도달하면 성장
잠재력 수준이 극대화될 수 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확대되어 현재의 산업구조 고도화 수준 혹은 현재의 자원
배분이 r3에 도달하면 성장잠재력 수준은 오히려 하락할 수 있
다. 미래에 대한 투자의 기회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즉,
현재의 기술수준 및 요소부존구조에 조응하는 비교우위구조로
부터 지나치게 괴리되는 정도의 미래투자 및 산업구조 고도화
의 추구는 현재의 비교우위부문으로의 자원배분을 축소하여 오
히려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성장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r2수준은 무엇인가? 즉,
현재의 실제 산업구조 혹은 자원배분이‘현재의 비교우위구조’
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는 것이 최적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논자들의 견해가 다를 수 있다.
신고전학파(new-classical)의 관점67)은 성장잠재력의 극대화
를 위해서는 r2가 현재의 비교우위구조(r- )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는 기본적으
로 현재의 비교우위수준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는 것이다(comparative advantage-conforming strategy).
산업구조 고도화는 현재의 비교우위산업에서의 부가가치 창출
을 토대로 하여 혁신 생산요소에의 투자를 통해 요소부존구조
67) 구체적으로 Justin Lin & Ha-Joon Jang(2009)에서 Justin Lin의 관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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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이것이 미래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과정을 통해 달성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비교우위구조
에 도전하여 미래 신기술산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와 보호정책
은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오게 되고 신기술산업의 발전을 오
히려 더디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시장
실패를 보정하여 산업구조 고도화의 촉진자로서의 역할에 머물
러야 하고, 경쟁력이 없는 유치산업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작용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반면, 적극적 산업정책을 지지하는 관점68)은 현재의 비교우위
구조는 하나의 베이스라인에 불과한 것이고, 특히 개도국의 경
우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비교우위에 도전해야 한
다는 것이다(comparative advantage-defying strategy).
기술과 혁신은 구체적인 생산과정에서 학습되고, 체화되며, 획
득되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분야의 유치산업을 육성
하고 필요 시 국제경쟁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혁신생산요소의 축적과 요소부존구조의 고도화를 이룬 이후에
즉 비교우위여건을 갖춘 이후에 미래 신산업에 진입해야 한다
는 것은 난센스라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두 관점에는 공통성도 존재한다.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산업구조(자원배분)가 현재의 비
교우위구조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비교우위구조를 지나치게 벗어난 미래에의 과도한 투자와 자원
배분은 현재의 비교우위산업에 대한 과소투자를 야기하는 등
68) 구체적으로 Justin Lin & Ha-Joon Jang(2009)에서 Ha-Joon Jang의 관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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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회비용이 지나치게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가 시사하는 것은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비교우위구조를 넘어
서는 미래 지향적인 혁신과 투자, 그리고 제도구축이 지속되어
야 한다는 점이다. 그와 동시에, 혁신과 미래에의 투자가 현재
기술수준과 요소부존구조를 크게 벗어나는 정도로 과도하게 이
루어지는 경우 현재의 비교우위산업에 대한 과소투자 형태와
같은 과도한 기회비용을 야기하여 성장잠재력을 오히려 위축시
킬 수 있으므로 산업구조 고도화에는 적절한 속도조절이 필요
할 수 있다는 점이다.
2) 정부의 역할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비교우
위구조를 넘어서는 미래에의 투자와 제도구축이 이루어져야 하
고, 여기에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우선,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정책의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는 신성장동력 혹은 동태적 비교우위 부문의 창
출을 촉진하는 것이며, 정부의 역할은 신성장동력의 선정과 구
체적인 추진과정에서 공공부문과 민간의 전략적 협력을 이끌어
내고 적절한 지원을 모색하는 것이다. Rodrik(2004)에 따르
면, 산업정책의 비전은 자국이 어느 산업부문에 비교우위 혹은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가(있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목
적을 가지고 민간부문과 정부부문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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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의 촉진 과정에서 지식·기술
의 외부성과 동태적 규모의 경제, 정보 외부성, 조정 외부성71)
등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정보의 외부성은 미래 신기술산업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정보의 외부성이 발생하면 선발투자자와 후발
투자자 간 무임승차 문제로 인해 미래의 비교우위산업이 형성
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72) 특히 미래 신기술산업의 초기형성
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예컨대, 녹색기술산업, 융합
기술산업, 핵심 부품소재산업, 지식서비스 등 신성장동력에 대
한 R&D투자와 산업의 생산성 제고노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인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조정외부성에 따른 시장실패를 보정
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로서 보완적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 민간의 투자활성화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예컨대, 녹
색기술산업 투자유도를 위한 녹색인프라 구축과 수요부문에의
69) Rodrik(2004)에 따르면, 산업정책이란 시장실패를 시정하기 위해서 최선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민간부문으로부터 정보를 이끌어내는 것에 관한 것임. 이러
한 관점이 고전적 비교우위론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기업들은 자국이 어느 산업부
문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가(가지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임. 또한 더욱 미시적인 관점에서 표현하면, 기업들은 어느 유망산업이
수익성이 있고 없을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임. Howard
Pack & Kamal Saggi(2006) 재인용.
70) 우리 정부는 민간과의 전략적 협력관계의 구축을 통해 신성장동력, 유망 녹색기술산
업, 유망 부품소재산업, 전략적 소재품목 등을 선정해 오고 있음.
71) 정보외부성(information externalities): 새로운 산업의 수익성 구조에 관한 정보의
사회적 가치가 개인적 가치보다 높기 때문에 발생하며 적절한 유인제공을 통하여 시
장에서 내부화할 필요; 조정외부성(coordination externalities): 투자부문 간의 연
계에 따라 어느 한 부문에 대한 투자가 다른 부문에 대한 투자와 연계되어야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외부성으로 협조적인 투자(보완적 투자)를 통하여 내부화할 필요. 윤우
진·김인철(2009) 참조.
72) Howard Pack & Kamal Saggi(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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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산업구조
고도화 범주

생산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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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별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전략과 정책방향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전략과 정책방향
○ 제조업의 생산성향상과 투자·일자리 창출의 연계
- 기업가 정신 제고, RDD&D 차원의 정부역할 확대
○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
- 진입규제완화, 지식서비스 투자확대 및 수출산업화
○ 산업간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
- 노동시장의 유연안정화, 시중 유휴자금의 생산자금화

○ 제조업의 일자리 유지·확대
- 경공업의 숙련노동집약 산업화, 노동생산성 향상과 국제경쟁력
탈공업화 대응
제고, 신성장동력 투자를 통한 외연성장
○ 서비스업의 고용확대 및 생산성 제고
산업연관도
제고

○ 신성장동력과 여타산업과의 연계강화
- 기술개발사업들 간 연계강화, 부품소재와의 연계강화
○ 부품소재산업의 발전
- 수요기업/선진국과 공동기술개발, 연구개발투자 조세감면

○ ICT기반 융합산업창출 등 ICT자본 활용성 극대화
비교우위구조 ○ 기술체화형 설비투자확대
고도화
○ 녹색기술산업의 비교우위확보 위한 녹색기술인력의 선제적 육성
○ 지식서비스의 수출산업화

금융발전

○ 금융국제화의 산업혁신효과 제고 위한 제도개선
- 항시적 금융·실물·기업 구조조정의 원활화를 위한 자원재배분
프로세스의 개선
○ 금융불안 축소를 위한 제도 구축
- 금융불안에 대한 부단한 감시체제, 중립적 거시감독체제, 제도적
방어체제 구축

녹색성장

○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 산업경쟁력 약화방지 위한 보완조치
- 할당방식에 탄력성 부여, 기업 조세부담 완화
○ 녹색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 녹색기술과 IT기술의 융합 강화
○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근본적 녹색산업화 전략 강화
- 대중국 비교우위 확보전략 강화

○ 녹색기술강화를 통한 근본적 대응
녹색보호주의
○ 녹색보호주의에 대한 정보제공과 인식제고
극복
○ 국제공조를 통한 녹색보호주의에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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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 그리고 R&D투자 기반 등 혁신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 또한 제조업의 보완분야이자 비교역재인 생산자서비
스 분야, 신성장동력 투자의 산업연관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관련 부품소재 분야, 우리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ICT기술을 기반으로 한 융합분야 창출을 위한 NT 등 보완적
기술분야 등도 일국의 성장잠재력 확충의 관점에서 그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커야 하는 분야라 할 수 있다.
셋째, 지속가능한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뒷받침하기 위한
R&D시스템의 개편과 지식·기술의 창출이 자유로운 인적자
본 등 혁신 생산요소 및 무형자산의 창출과 축적이 필요하다.
예컨대, R&D자원의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함께 RDD&D로의
정부 역할 확대가 필요하고, 경공업의 숙련인력 집약산업화와
신기술산업의 동태적 비교우위 확보를 위한 숙련노동에 대한
투자, 녹색기술산업의 비교우위 구축을 위한 녹색기술인력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산업구조 고도화의 촉진을 위해서는 경제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예컨대, 항시적 금융·실물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 등 금융국제화의 산업혁신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절한 유인과 지원제도, 녹색보
호주의 극복과 지속적 수출성장을 위한 무역환경의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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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주별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전략과 정책방향
(1) 생산성 향상과 투자·고용 간 연계강화
2000년대 들어 경제전체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과 성장기
여율이 크게 확대된 것은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이행을 의미한
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으나, 생산성 향상이 투자 및 일
자리창출 확대 등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진정한 혁
신주도형 경제라고 하기는 어렵다.
진정한 혁신주도형 경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기
업가 정신에 바탕을 둔 생산성 향상과 투자확대가 필요하다.73)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업환경개선 노력과 더불어 민간부문
의 R&D투자와 사업화 확대를 촉진할 필요가 있고,74) 특히 최
근처럼 녹색성장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에서는 R&D 차원을
넘어 RDD&D(Research, Development, Demonstration &
73) Ernst & Young(2009)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
는 열쇠는 바로 기업가정신이며 가장 중요한 성장동력인 기업가(entrepreneur)를 양
성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 특히, 정부의 역할로서 1) 혁신을 위
한 교육체제의 강화 및 투자 확대, 2) 기업과 글로벌시장의 연계 강화, 3) 국내자본
시장의 신뢰 구축, 4) 기업 관련 행정절차 및 요건의 간소화, 5) 경쟁력 있는 R&D프
로그램의 구축, 6) 실패에 대한 관용 및 기업청산의 용이성 제고, 7) 민간부문과 공
공부문 간의 건전한 파트너십 강화, 8) 혁신친화적 조세제도의 구축 등을 제시함.
74) 기획재정부(2009.7.2.)에 따르면, 원천기술과 신성장동력산업(17개)의 R&D를 중
심으로 R&D투자 세액공제를 OECD 최고 수준으로 대폭 강화할 예정임. 각 산업분야
에서 핵심원천기술에 대한 R&D는 OECD 최고수준(당기 R&D의 25%(중소기업
35%) 수준으로 인상)으로 지원수준을 인상하고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R&D의 세액
공제율을 OECD 상위 수준(공제율을 현재 당기 R&D금액의 3~6%(중소기업 25%)
에서 20%(중소기업 30%)로 인상)으로 인상하기로 함. 또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
반기업보다 세액공제율을 대폭 우대(세액공제율 10%p 인상)하여 적용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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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loyment)75) 차원에서의 정부역할 확대가 요구된다.
우리나라 경제전체의 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있어 제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것은 사실이나, 문제는 제조업의 성
장 자체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둔화되어 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높
은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으나, 제조업으로의 자원배분, 즉 투
자와 일자리창출의 확대는 미흡한 실정이다.
제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의 함양을 통한
신규기업의 진입 촉진과 기존기업의 신규사업 확대가 요구되는
데, 이는 기술혁신과 사업화의 원활화를 촉진해야 함을 의미한
다. 또한 최근 녹색성장의 추진과 더불어 제조업의 에너지효율
투자가 크게 요구되고 있고,76) 제조업의 녹색산업화를 위한 기
업가정신의 발휘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000년대 들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이 다소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므로 생산
성 향상에 정책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비스업 중
생산성 향상이 크게 부진한 부동산·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
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등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77)

75)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시제품개발과 상업화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임.
76) 산업은행의 설비투자계획 조사자료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제조업의 총투자 중 에너
지절감투자와 공해방지투자 비중은 각각 0.70%와 0.45%에 불과하고 2009년의 계
획치의 경우에도 각각 0.60%와 0.78% 정도를 나타내고 있음. 특히, 제조업의 에너
지절감 투자 비중은 1980년대 이후, 공해방지 투자 비중은 1990년대 후반 이후 하
향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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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경제전체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산업간·산업내
생산성 변화로 요인분해한 결과, 2000년대 들어 산업간 생산
성 변화의 기여율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생산
성이 높거나 생산성 증가율이 높은 산업으로의 자원배분이 원
활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동과 자본 등의 생산요소가 생산성이 높거나 생산
성 증가율이 높은 산업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실업교육훈련-재고용 간의 연계를 강조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안정
화(flexicurity)를 추진할 필요가 있고, 시중 유휴자금의 생산
자금화와 신성장동력산업으로의 원활한 연계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78)

(2) 탈공업화에의 대응과 고용확대
우리나라는 부가가치 생산면에서는 탈공업화 현상이 아직 나
타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성장패턴
77) 2005년 불변기준으로 2001~2008년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으로 측정해 본 결과,
서비스업내에서 부동산·사업서비스업(-2.6%), 교육서비스업(-0.3%), 보건사회복
지서비스업(-2.3%), 기타서비스업(1.3%) 등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극히 부진함.
78) 기획재정부(2009.7.2)에 따르면, 정부·산은·기은·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등이
금년 10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여 출자·장기채인수 및 대출 등 패키지 지원을 통
해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로 함. 특히, 신성장동력, 인프라구축 등 투자리스크가
크거나 개별기업에서 부담하기 힘든 대규모 투자를 중점지원하기로 함. 이 경우 중소
기업 투자에 우선 배정하여 기술력이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투자를 적
극 지원하기로 함. 또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2009.7.6)에 따르면, 녹색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녹색펀드, 녹색장기예금, 녹색채권 등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
였으며 지식경제부(2009.9.30)는 기 발표된“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금유입 체
계 구축방안”의 일환으로 녹색기술·녹색사업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제도를 내용
으로 하는 녹색인증 도입방안을 발표함.

170 경제위기 이후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전략

을 지속한 결과 실질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1970년대 이후 제
조업의 비중은 상승하고 서비스업의 비중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경상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서비스업의 비중은 상승
하고 있지만, 제조업의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큰 변화가 없는
횡보추세를 보여 왔다. 선진국의 경험이나 제조업/서비스업 간
생산성 격차 요소 등 이론적 논의를 감안할 때 향후 적어도 경
상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탈공업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1년 이후 고용측면의 탈공업화가 진
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용측면 탈공업화 현상의
요인을 분석했는데, 주요 발견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업의 고용감소는 노동생산성 향상효과가 산업성장
효과를 상회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문별
로는, 제조업의 고용감소는 주로 중저위 및 저위기술산업에서
발생하고 있고, 고위기술산업의 고용은 특히 2000년 이후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위 및 중고위기술산업은 중저
위 및 저위기술산업에 비해 노동생산성 및 산업성장이 더 큰
가운데 고용증가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제조업의 고용감소는
제조업내의 구조고도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고용측면의 탈공업화는 제조업내 고용이 저위기술산업으로부
터 성장 및 노동생산성 향상이 빠른 고위기술산업으로 이동하
는 산업구조 고도화 현상의 한 측면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둘째, 서비스업의 경우 노동생산성이 느리게 향상되거나
오히려 하락하여 산업의 성장이 생산성 향상보다는 주로 고용
흡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향으로 인해 고용이 크게 증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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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제조업의 고용변화패턴은 내수보다는
순수출효과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의 고
용패턴은 경제성장효과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산업의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방향 및 정
책과제에 대해 다음의 시사점을 가질 수 있다. 첫째, 제조업의
지속성장과 고용의 유지·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자본·기술집
약적 비교우위 부문의 노동생산성 향상, 신성장동력 투자를 통
한 외연적 성장, 경공업의 숙련노동집약 산업화, 국제적인 온
실가스 감축에 대응한 국제경쟁력 저하의 방지79)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제조업은 고용의
창출이나 성장잠재력의 확충 측면에서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의 제고가 중요하다. 투자확대와 자본축적, 기술혁
신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은 그 자체가 고용감소 요인이기는
하나, 산업구조 고도화와 국제경쟁력의 향상을 통해 산업성장
및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국제경쟁이 치열한
산업에서는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의 강화와,
노동생산성 향상 효과를 상회하는 산업성장 효과의 달성만이
고용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노동생산성 향상 속도를 상회하는 외연적 산업성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비교우위부문의 범위를 넘어서는 혁
신과 미래 신기술산업에 대한 투자확대가 필요하다. 예컨대,
융합기술산업, 녹색기술산업, 부품소재산업 등 신성장동력에

79) 이 부분에 대한 정책방향은 2절의 (6)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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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투자확대와 정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제조업 고용의
유지·확대를 위해서는 경공업의 숙련노동집약적 산업화의 노
력도 중요하다. 즉, 그동안 제조업의 고용감소에 큰 영향을 미
친 경공업 부문에서 숙련노동집약화와 질적 성장을 통한 국제
경쟁력의 유지와 고용의 급격한 감소의 방지도 중요하다.
둘째, 향후에도 제조업내의 비교우위구조 변화와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생산성 격차로 인해 서비스업으로의 노동이동 압
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서비스업의 고용흡수능
력 제고가 매우 중요하다. 서비스업의 고용흡수능력 제고를 위
해서는 규제완화를 통한 신규기업 진입의 활성화, 생산성·경
쟁력의 향상을 통한 수요창출, 지식서비스 등에 대한 투자확대
와 수출산업화 노력 등이 필요하다. 특히, 고용이 고생산성 부
문인 제조업으로부터 저생산성 부문인 서비스업으로 이동해 갈
때,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지 않을 경우 경제전체의
성장잠재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업의 고용
흡수능력의 확대와 함께 노동생산성의 향상 노력은 매우 중요
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조업의 고용변화 패턴은 순수출효과에 의해,
서비스업의 고용변화 패턴은 경제성장효과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양 부문 간 차별화되고 균형 있는 성장패턴
및 고용창출 전략이 필요하다. 제조업은 산업간·산업내 고부
가가치 부문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제고함으로
써 경제위기 이후 수출주도형 성장 및 고용창출 패턴의 지속
필요성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비스업의 경우 경제위
기 시에는 총수요관리정책을 통한 성장 및 고용의 관리,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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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이후에는 소비확대와, 민간투자 및 사회서비스관련 공공
투자의 확대를 통해 내수주도형 성장 및 고용창출 패턴의 필요
성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거시경제적 성장잠재력의 확충과 고
용확대를 위해서는 상호 의존적인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균형
적인 발전이 요구되며, 특히 생산자 서비스 부문의 발전을 통
한 양 부문 간 선순환효과의 제고가 필요하다.

(3)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한 산업간 연관관계의 강화
최근 우리 정부는 경제위기의 와중에서도 다양한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그리고 경제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재도약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신성장동력 확충 전
략의 경제전체에의 파급효과 확대 차원에서 신성장동력산업과
여타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전산업 연관도는
1995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성장동
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던 제조업의 산업연관도는 1990년
이후 대체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오히려 성장세가
미흡했던 서비스업의 산업연관도는 증가하였다. 이는 신성장동
력산업이 자체의 성장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
나, 여타 부문으로의 파급효과는 미흡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정부의 신성장동력 확충 전략이나 신성장동력에 있어 신기술
개발의 중요성에 입각해볼 때, 향후에도 신성장동력산업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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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제조업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제조업의 산업연관
도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
해서는 신성장동력산업 자체의 창출뿐만 아니라 신성장동력산
업과 다양한 국내 전방산업 간의 연계 강화도 필요하므로 결국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의 동반발전에 정책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는 신성장동력산업이 창출되더라도 국내 산업생산의 유발
보다는 과도한 해외수입의 확대로 연결된다면 부가가치율의 하
락, 국내 여타부문에의 파급효과 미흡, 무역수지에의 부정적
영향 등으로 그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녹색
성장정책의 추진 시 녹색기술의 뒷받침이 없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에너지 효율화 추진, 녹색제품의 보급 등의 확대에만 전
념할 경우 녹색정책의 성과 제고에는 기여할 수 있을지 모르나
성장정책으로서의 유효성은 반감될 수 있다.
신성장동력산업과 여타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는 우선 기술개발사업들 간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녹색기술을 포함한 신성장동력 관련 기술개발사업 추진
시 부품소재 관련 기술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과제선정 시 신성장동력사업
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일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부품소재 기술개발사
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80) 특히, 만성적인 대일무역수지 적자
80) 금년 1~8월 중 우리 경제는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267억 달러의 불황형 무역수
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일 무역수지는 171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
하고 있음. 특히, 금년 1~8월 중 대세계 부품소재 무역수지는 296억 달러의 흑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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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녹색성장정책의 추진
과 더불어 녹색기술에 있어 우위에 있는 일본을 따라잡지 못한
다면 대일무역수지 적자의 해소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
이다.
셋째, 국내산업 간 연계강화는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좌우되므로 이를 위해서는 국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공동기술개발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정부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내 수요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외 업체를 불문하고 경쟁력 있는 중간재를 활용해야 하고
경쟁력 있는 중간재의 수입은 또한 체화된 기술의 학습효과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기술발전에 기여한다. 따라서 해외 부품소
재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국내 부품소재기업의 기술력과 경
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녹색기술 등 신성장동력분야의 창출과 관련 부품소
재산업의 동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적 지원도 중요하
지만 민간부문의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확대개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81) 한편,
글로벌 개방형 혁신체제의 추세 확대, 세계 각국의 녹색기술
확대 추세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 발굴이 지연되
지 않도록 주요 선진국들과의 공동기술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기반구축에 정부의 역할을 보다 확대할 필요
가 있다.
시현하고 있는 반면, 대일본 무역수지는 12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81) 원천기술 및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R&D 조세지원제도 확대와 관련하여 기획재정
부(2009.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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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교우위구조 고도화와 혁신 생산요소에의 투자확대
우리나라의 대세계 무역에서는 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등
ICT자본과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등 전문기술관리직
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따라서 이들 혁신 생산요소를 집약적
으로 사용하여 생산되는 재화에 비교우위를 갖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대
일본 무역에서뿐만 아니라 대중국 무역에서도 전문기술관리직
은 뚜렷한 비교우위의 위상을 갖지 못하고 있고, 특히 대일 무
역에서는 ICT자본, 기타기계 및 장비 등 혁신성이 강한 자본이
상대적으로 희소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구조의 변화는 요소부존구조에 따
른 비교우위에 의해 내생적으로(endogenously) 결정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82) 산업구조 고도화의 촉진과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혁신생산요소의 축적과 그에 기반
한 비교우위의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산업의 중장기적 혹은 동태적 비교우위구조 비전에 걸맞은 혁
신 생산요소에 대한 투자와 축적 시스템이 범부처적, 종합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해서는
전문가, 기술공 등 노동내 혁신인력의 양성과, 소프트웨어 등
ICT자본의 지속적 축적을 통해 이들 혁신 생산요소에 기반한
82) Justin Lin & Ha-Joon Jang(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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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태적 비교우위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야 한다. 특히, 대
세계 무역에서 현재 비교우위의 위상을 갖고 있는 ICT자본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BT, NT, GT 등 보완적 자산
혹은 기술에 대한 투자를 병행하여 ICT기반의 융합산업 창출
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ICT자본 중 기술체화형 자본의 성격이 강한‘기타
기계 및 장비’는 대일본(선진국) 무역에서 가장 희소한 자원인
것으로 나타난바, 이는 기계설비에 대한 투자 특히, 기술체화
형 설비투자의 필요성이 강함을 시사한다. 기술체화형 설비투
자(technology-embedded investment)는 혁신 생산요소의
축적을 통해 무역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자본축적
과 노동생산성 향상, 그리고 총요소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넷째, 혁신 생산요소의 축적과 비교우위구조의 고도화는 우
리나라 경공업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즉, 경공업 부문에서도
ICT, 기술체화형 설비투자, 전문 숙련노동의 양성 등을 통해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여 국제경쟁력 및 고용의 급격한 쇠퇴 현
상을 방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정부의 종합적
인 대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미래 신성장동력인 융합기술산업, 녹
색기술산업, 지식서비스업이 향후 세계시장에서 국제경쟁력 및
비교우위를 갖기 위해서는, 관련 혁신인력의 축적, 기술체화형
설비투자 및 자본축적을 통해 교역상대국에 비해 이들 산업의
생산의 기회비용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
요하다. 특히, 녹색기술산업의 발전과 비교우위의 확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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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R&D투자와 그에 수반한 설비투자의 확대뿐만 아니라,
새로이 나타나게 될 녹색직업 및 인력에 대한 수요예측을 토대
로 관련 전문가를 선제적으로 양성해 나가는 중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

(5) 금융국제화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경제발전이 진전되고 경제수준이 선진화될수록 금융부문이
총요소생산성, 산업구조 고도화, 경제성장, 사회후생 등 경제
전체의 성과에 미치는 잠재적·실제적 영향도 지속적으로 커진
다. 세계 각국 특히, 선진국의 경험을 볼 때 금융국제화는 국내
금융부문에 대한 해외 금융부문의 긍정적·부정적 영향력을 모
두 확대시키므로 경제성과에 대한 양적·질적 효과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반 제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금융국제화가 자동적으로 금융발전이나 금융불안을
불러오는 것은 아니다. 제도적 설계와 정책 운용에 따라 금융
발전이 촉진 또는 답보될 수 있고 금융불안이 확산 또는 축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금융부문이 경제성과에 미치는 궁
극적 영향의 양적 규모와 질적 수준은 관련 제도와 정책에 크
게 의존한다. 따라서 금융국제화를 포함한 금융부문에 대한 제
도 및 정책은 실물부문과 경제 전체의 장단기 경제성과에 부합
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IV장 1절에서는 금융국제화를 통해 국내 금융부문이 해외
금융부문과 연계가 심화되는 경우에 예상되는 국내 금융부문의
발전과 국내 금융불안의 확대가 산업구조 고도화에 각기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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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총요소생산성으로 대리되는 산업혁
신의 관점에서 실증분석한 바 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
지 실증적 발견점이 제시되었다.
첫째, 금융발전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함으로써 주어
진 성장기회를 총요소생산성 향상으로 전환시키는 데에 기여
한다. 이는 곧 금융발전이 보다 효율적인 산업으로 자원을 재
배분하는 방식으로 산업구조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됨을
시사한다.
둘째, 금융불안은 거시경제적 변동성을 확대시켜 총요소생산
성을 비롯한 경제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금융불안이 발생하면 바람직한 산업구조변화가 저해되거나 오
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산업구조 변화는 산업별 총요소생산성의 상대적 수준
에 따라 달라진다. 즉, 총요소생산성의 수준이 높은 산업이 총
요소생산성의 증가율도 높은 경향이 있다.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실증적 발견점이 제시하는 정책방향과 정책과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국내 금융부문의 발전이 실물부문과 현재 및 미래 경
제성장에 대해 지니는 함의가 크므로 금융국제화와 제도 혁신
을 통한 금융발전을 꾸준히 촉진하는 것이 산업구조 고도화와
성장잠재력에 중요하다. 금융발전이 실물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특히 산업별로 투입되는 자원의 효율적 재배분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잠재적 성장기회를 만들어내
고 실현시키는 경제·산업의 능력과 연관되는데,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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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된 산업은 국내외의 잠재적 성장기회를 포착하여 실제
경제성과로 연결하는 능력이 뛰어난 산업일 수밖에 없다. 그러
나 금융부문의 발전과 그에 따른 자원 재배분 과정이 원활하지
못하면 성장기회를 포착하기도 실제화시키기도 어려워진다. 따
라서 정책적으로 생산 측면의 자원 재배분이 경제내에서 장단
기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곳으로 흘러가는가 여부를 주의 깊게
관측하면서 그에 따라 자원 재배분 프로세스를 정책적으로 개
선해갈 필요가 있다. 특히 경제발전과 산업구조변화가 아직까
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실물부문
의 구조조정,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등 구조변화 과정에 꾸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곧 산업구조 고도화와 성장잠재력 확
충에 장애(bottleneck)를 일으키는 부문이 생겨날 우려가 커
지기 때문이다.
둘째, 금융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국제화를 추진하되 금
융국제화의 부정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금융불안을 제도, 정
책, 규제를 통해 강력히 제어할 필요가 존재한다. 금융불안은
일부 산업에서만 국지적으로 발생했다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 현상으로 파악된다. 이는 곧 금융불안이 금융시스템과
그 안정성에 연관되며, 어디에서든 금융불안이 발생하는 경우
불안정한 금융시스템을 통해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대부분의
경제 부문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불러온 것으로
부터 알 수 있듯이, 금융국제화가 진전될수록 국가 간의 금융
시스템은 긴밀히 연결되고 과거에 비해 통제되지 않는 금융위
기의 가능성과 위험성은 더욱 커진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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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동, 국내외 금융 및 실물자산, 환율, 금리 등 금융불안은
다양한 소스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이될 수 있으므로 금융불
안에 대한 부단한 감시, 중립적 거시감독 체제, 제도적 방어수
단 등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는 산업구조 고도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매우 유용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6) 녹색성장전략 추진 시 조정비용의 최소화
향후 녹색성장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본격적으로 도입
할 필요가 있다. 최근까지 자발적 기반 위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아직까지는 그 성과가 미흡한 것으
로 판단되고, 일본도 점차 강제적인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가능
성이 증대되고 있다.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의 차원에서는 배
출권거래제의 본격적인 도입이 요구되나 저탄소 녹색산업구조
로 이행해가는 과도기적 단계에서는 기존 산업의 성장과 온실
가스 감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에 정책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 총배출량 감축83)과 더불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산업계의 충격, 특히 생산비용의 상
승으로 인한 국제경쟁력의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반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최근 EU, 미국, 호주 등에서처럼 배출권
할당방식에 탄력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83) 청와대(2009.11.17)에 따르면, 2020년 국가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 대비
30%(2005년 대비 4%) 감축하기로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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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하여 일본의 대응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총량제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녹색규제의 도입
시 국민의 합의와 기업의 부담정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
한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동 기구의 실질적인 역할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업부담의 완화 차원에서 법인세 등
기업조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부
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 경감 및 정부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
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배출권거래
제 도입 이전부터 에너지효율 및 저탄소 기술개발의 투자확대
등에 정부의 지원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84)85) 현재와 같은
경기위기의 상황하에서는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이로 인해 민간부문의 투자를 촉진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실물

84) 녹색성장위원회(2009)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녹색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51%에
불과한 실정이고 국산화율도 평균 57% 정도임. 기술별 기술수준(국산화수준)의 경
우 에너지원 기술은 55%(64%), 에너지 고효율화 기술은 55%(68%), 산업·공간
녹색화 기술은 50%(53%), 환경보호·자원순환 기술은 44%(48%), 무공해 경제활
동 기술은 65%(40%)를 나타내고 있음. 또한 녹색기술개발 관련 성과도 매우 낮은
수준인데, 선진국 대비 논문 수는 18%, 논문당 피인용 수는 48%, 특허 수 18%, 특
허당 피인용 수는 5% 이하에 불과함. 그리고 환경 및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무역수
지는 0.15로 우리나라 전체 기술무역수지 0.39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85) 녹색성장위원회(2009.5.13)에 따르면, 녹색기술의 신성장동력화와 녹색기술을 활용
한 저탄소화 실천전략을 마련하였는데, 동 전략에는 IT부문의 녹색화, 그린IT의 신성
장동력화, IT융합에 의한 경제·사회의 스마트 그린화, IT에 의한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그린 IT국가전략’, 우리나라가 확보해야 할 27대 중점 녹
색기술을 기술개발에서 상용화까지의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중점 녹
색기술개발과 상용화전략’, 녹색기술의 개발과 활용, 수출전략화를 체계적으로 뒷받
침하기 위한‘녹색기술 표준화전략’등이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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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의 투자보다는 보다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는 에너지 효율
투자 및 연구개발투자를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들을 강구할 필
요가 있다.
특히, 녹색기술의 개발과 관련하여 주요 선진국과의 공동기
술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녹색기술과 IT기술 간 융합기술
의 개발에도 정책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녹색성장
정책의 성공여부는 이처럼 녹색기술의 개발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녹색기술의 확산이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개발된 녹색기술의 사업화 및 수출산업화를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편,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시 중국 등 개도국에 비해 기존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차별화를 위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녹색화 전략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
다. 특히, 향후 기후변화 관련 국제회의에서의 포스트 교토체
제 논의과정에서 대선진국 전략뿐만 아니라 대중국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국내외 시장에서의 대중국 경쟁우위 확보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7) 녹색보호주의 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의 친환경적 전환
EU 및 환경관련 기술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한 환경 규제의
강화는 해당 상품들을 이들 국가로 수출할 때 큰 영향을 미친
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환경관련 기술이 일반적으로 이
러한 국가들보다 뒤처져 있을 뿐 아니라 환경관련 규제정책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미리 예단하고 선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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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해외 네트워크 및 환경관련 규제에 대한 정보가 부족
한 중소기업들이 환경관련 녹색보호주의 정책들에 대응하는 것
은 더욱 어렵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우리 경
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고려할 때 녹색보호주의 강화에 따른
수출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출활동을 위한 정
책들이 필요하다.
우선, 산업구조 전반의 친환경적 전환이 필요하다. 앞서 언
급하였듯이, 환경규제라는 것은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변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안별로 대응하는 것은 어려울 뿐 아니라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앞으로 녹색보호주의가 지속적으로 강화
될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친환경적 변화가 필
요하다. 물론 산업구조의 이러한 친환경적 변화는 친환경기술
개발을 통해 근본적으로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기술 개발을
위한 다양한 유인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유인은 공급측면
에서 정부의 강력한 재정지원뿐 아니라 수요측면에서 환경 친
화적 상품 소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친환경 상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둘째, 환경관련 녹색보호주의가 향후 교역에 있어서 더욱 중
요한 문제로 등장할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환경관련 규제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인식은 미비한 실정이다.86) 따라서 현재 한
국환경기술원이 운영하는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www.ten86) 산업계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의무 발생 시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과반수 이상
(60%)이 영향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환경부(2008.3),“기후변화 대응 지자체와 산
업계 등 의식조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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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com) 등의 정보제공 시스템의 확대와 정부, 산업계, 국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녹색보호주의 관련 회의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녹색보호주의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기업별 혹은 산업별 피해사례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차원에서는 국제사회에서 환경규제와 관련
된 녹색보호주의를 배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녹색보호
주의와 관련하여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국가들과 협력하
여 보호주의적인 흐름을 지연시키는 것은 녹색보호주의를 막는
직접적인 효과뿐 아니라 친환경기술 개발을 위한 시간을 확보
한다는 측면에서 효과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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