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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최근 일본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은 제조업,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일반기계·수송
기기·정밀기기 등 조립산업 및 반도체 등의 전자부품이 주도하고 있다. 이와 같
은 조립산업 및 전자부품 분야 최종제품의 호조는 동 산업 부문 자체의 뛰어난
기술개발 능력 등 경쟁력에 힘입은 바 크지만, 후방에서 이를 떠받치고 있는 화
학·금속 등 핵심소재 업체들의 혁신적 기술력에 의해 뒷받침된 부분이 더 크다.
더욱이, 일본은 자동차, 가전 등 조립산업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장비, 그리고 이
들 산업에 투입되는 소재의 가공부문을 담당하는 기반산업인‘소형재(素形材)산업’
까지 거의 자급하고 있는 등, 원세트(또는 풀세트)형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일본 소재부문의 경쟁력 요인으로서는 ① 장기적 관점에서의 기술축적 및
신소재 개발, ② 효율적인 수직통합형 제품 아키텍처, ③ 혁신적 산업클러스터
형성 및 산학연 연계, ④ 그 밖에 일본정부의 장기 산업비전 제시와 연구개발
지원, 장인정신 및 모노즈쿠리(제조) 중시 풍토 등을 들 수 있다.
국내 주력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히 소재부문의 획기적 육
성·지원에 힘써야 하는바, ① 완제품·부품과는 성격이 상이한 소재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에 걸친 지속적인 기술개발 노력을 강화하고, ② 수요(조
립부문) 대기업과 소재업체 간의 유기적인 상생·협력체제를 구축하며, ③ 대
학·연구기관과의 산학연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④ 그 밖에도 정밀화학(특히 전자소재) 분야 등의 일부 유망 대기업을 초대
형 글로벌 소재기업으로 육성하고, 일본‘단카이(團塊)세대’퇴직기술자 및 부
품·소재기업의 유치 확대 등의 노력도 요구된다. 이와 같은 일련의 노력과 정
책 배합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염원인 대일 수
입의존적 산업구조에서의 탈피는 물론 소재·부품의 명실상부한 글로벌 공급
기지로의 발전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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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가공조립형 제조업의 경쟁력
최근 일본은 반도체 등 전자부품과
일반기계, 자동차 및 디지털 가전 등
주력 가공조립산업이 세계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는 등, 양호한
실적을 올리면서 본격적인 경기회복
을 이끌고 있다.1) DVD 리코더, 디지
털 카메라, LCD-TV 등 디지털 가전
분야는 출시 초창기 세계시장을 석권
했으나, 일부제품은 한국·대만 등의
추격으로 점유율이 하락했다.
자동차의 경우 일본은 도요타, 닛산,
혼다 등이 2006년 1,148만 대를 생산
하여 1,126만 대 생산에 그친 미국을
앞지르고 13년 만에 세계 1위를 탈환
했다. 대표적인 정밀기기 중 하나인 디
지털 컬러복사기는 부품 수가 2만
5,000개에 달하여 자동차 못지않은 정
밀기기인데 캐논, 리코, 후지제록스, 미
놀타 등 일본기업이 세계시장을 독점
하고 있다. 전통적 필름카메라 분야도
일본업체가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공작기계·산업용 로봇·건설기
계·중전기·반도체 제조장비 등 주
요 일반기계 산업에서도 일본업체들
(파낙, 야스카와전기, 후지코시 등)이
세계 제일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막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기계산

업 분야에서 세계 상위 10대기업 중
여덟 개가 일본업체이고, 공작기계는
상위 10사 중 네 개가 일본기업이다.

2. 일본의 경기회복을 떠받치는
소재부문
주력 제조업 분야 최종재에 있어
일본의 이와 같은 높은 경쟁력은 동
산업 조립 대기업의 뛰어난 기술개발
능력 및 브랜드파워 등에 힘입은 바
크지만, 부가가치의 원천은 후방에서
이를 떠받치고 있는 핵심 부품·소재
업체들의 혁신적 기술력에 의해 뒷받
침된 부분이 더 크다. 여기서 ‘핵심
부품·소재’
란, 범용 부품·소재를 제
외한 일부 고기능 기초소재에서 고기
능 응용소재 및 일부 핵심부품까지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디지털 가전
등 조립산업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장
비, 그리고 이들 산업에 투입되는 소
재의 가공부문을 담당하는 ‘소형재
(素形材)산업’2)까지 거의 자급하고
있는 등, 이른바 원세트(또는 fullset)형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
를 통해, 가공·조립산업 부문에서 세
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
편 높은 부가가치율과 국산화율을 나

1) 강두용(2007. 11. 26),“일본경제 재부상의 산업적 특징과 한일 산업관계”
, 일본경제 재부상과
한국산업 국제세미나 발표자료, http://www.meti.go.jp/statistics/kaiseki/18-1/h4a0606j1.pdf
2) 금형·주조·단조·판금·사출성형·분말야금·열처리·절삭·연마·에칭·코팅·레이저가공
등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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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본의 주요 산업별 부가가치율, 국산화율 및 수입유발계수
단위 : %
1)

2)

부가가치율

국산화율

수입유발계수3)

기초소재 업종

33.7(27.3)4)

82.6(67.5)

0.177(0.399)

가공조립 업종

29.2(28.1)

92.6(70.3)

0.113(0.369)

제조업

33.0(28.5)

89.0(71.4)

0.131(0.357)

전 산업

52.2(44.1)

-

0.095(0.259)

자료 : 한국은행(2007. 4),“2003년 산업연관표로 본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계간 국민계정」
, 제1호
(통권 제28호).
주 : 1) 부가가치율= (부가가치액/국내총산출액)×100 = 100 - 중간투입률.
2) 국산화율= (국산중간재/[수입중간재+국산중간재])×100.
3) 수입유발계수는 특정산업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했을 때, 해당제
품의 최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된 해당제품이 직접적으로 사용한 수입중
간재와, 해당제품의 생산을 위해 중간재로 투입된 국산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사용된 수
입중간재를 더한 값. 단위는 무명수임.
4) 일본은 2000년 통계이고 ( ) 안은 2003년 한국 통계.

타내고 있다.
즉, 일본은 전자산업의 가공·조립
부문에서부터 핵심 부품·소재산업,
나아가 관련 제조장비 산업 및 소형

<그림 1>

재산업까지 공급망(supply chain)의
대부분을 자급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며, 상류(소재)∼하류(최종재)에
이르는 공급망(특히 상류 및 중류)이

일본 주력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자료 : 經濟産業 (2007. 5),「2007年版ものづくり白書」
.
주 : 1) 매출액 기준임.
2) IT기기의 경우 이견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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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일본 디지털가전산업의 공급망별 세계시장 점유율

자료 : 經濟産業 (2006. 6),「2006年版ものづくり白書」
.
주 : 1) 상류 및 중류(부품·장비)는 후방산업, 하류는 전방(수요)산업에 해당.
2) 2005년 기준.

세계시장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확보
하고 있다.
구미 선진국의 경우, 화학소재 분야
에 오랫동안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기초소재 부문에 다수의 원천기술과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사업화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고 기업
규모도 작은 일본의 경우 일찍부터
틈새시장인 응용소재 부문에 특화, 강
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의 부품·소재산업을 담당하는
주체는 일부 글로벌 대기업과 다수의
중소·중견기업들이며, 이들이 가진
‘모노즈쿠리(제조)’기반기술이 일본
산업의 강점이라는 것이 경제산업성
의 자체 판단이다. 특히 디스플레이용
컬러필터, 실리콘 웨이퍼, DVD 기판

용 수지, HDD 기판용 유리 등은 일
본 유수의 화학업체가 공급하는 전자
산업의 핵심소재인바, 이들 소재 없이
는 세계 전자산업이 성립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와 같이, 특히 전자산업의 소재분
야에서 일본 정밀화학(또는 기능성
화학) 기업의 존재는 가히 독보적이
며, 많은 품목에서 세계시장을 석권하
고 있다.

3. 일본 소재부문 경쟁력의 원천
(1) 장기적 관점에서의 기술축적 및
신소재 개발에 전념
일본기업은 연공서열형 임금제도
2008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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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장기적 시야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전 업종에 걸친 공통된 특징이
라 할 수 있다. 특히, IT 소재업체3)의
경우 상위기업 중 상당수가 100년 내
외의 전통기업들로서 기업기반이 확
고하게 자리잡고 있다.
이들 유력 소재기업이 거액의 설비

<표 2>

투자를 단행하는 한편 친환경 소재,
나노소재 등 첨단 신소재 개발에 주
력하고 있다. 예컨대 데이진(帝人),
도레이(Toray), 미쓰비시(三 )레이
온 등 유력 섬유업체들도 IT분야의
신소재 개발에 진출4)하고 있다.
일본의 상당수 첨단 소재업체들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신소재 개발 사례

○ 닛폰제온
- 특수고무 분야에서 세계 제일의 시장점유율 확보
- 1988∼2000년까지 400억 엔이 넘는 누적 적자를 기록, 신규사업은 2000년에 비로소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
- 연구개시→출시(제품화)→흑자실현까지 12년 소요
- 지금까지 몇 개의 세계 최고 특수합성 고무제품을 개발·생산
·제트폴(엔진용 타이밍벨트): 70%, C5F8반도체 제조용 에칭(식각) 가스‘제오로라’
: 100%
점유율 확보
○ 후지필름
- 후지필름은 이미 1990년대 초에 디지털 카메라 시대의 도래를 내다보고, 장래 유망기술로서 기
능성 소재기술, 영상설계·평가기술 및 光디바이스기술 등 3대 기술을 선정
- 1992년 10월, TN-TFT용 시야각 확대필름 연구 개시, 1994년 원반형 화합물 개발에 성공
- 1995년 12월 Wide View 필름의 판매 개시, 모든 LCD 업체가 동일규격의 와이드뷰 필름을 탑
재, 사실상의 업계표준이 됨.
- 관련 특허 100여 건 출원, 2003년 기준 시장점유율 100%로 LCD 화면의 대형화에 크게 기여
○ 신닛테쓰(新日鐵)화학
- 휴대폰용 2층 CCL기판‘에스파넥스’
를 개발하여 세계시장의 60% 점유
- 특수처리된 동박을 구입하여 다양한 구조의 폴리미드를 도포해 가는 지루한 작업을 반복
- 1986년 파일럿 플랜트 가동에서 1999년 흑자로 전환하기까지 13년 소요
자료 : 桑嶋健一(2005. 5),“機能性化學の製品開發·顧客(4) - 富士フィルム「ワイドビュ一·フィル
ム」
-”
, 東京大學21世紀COEものづくり 營硏究センタ一, MMRC Discussion Paper, No. 42;
山崎正宏(2006. 11. 2),“日本を强くする - 産官學協業による新産業創出のすすめ: 日本ゼオン
の新規事業とMOT”, 經濟産業硏究所 政策シンポジウム資料(http://www.rieti.go.jp/
jp/events/bbl/06110201.html?ref=rss); http://sunday.join s.com.

3) JSR, 닛토(日東)전공, 아사히(旭)글래스, 톳판(凸版)인쇄, 스미토모(住友)금속 등.
4) 泉谷涉(2006. 5),「電子材料王國ニッポンの逆襲」
, 東洋經濟新報社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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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에는 손해가 되더라도, 장래의 거
대한 수요를 예상하고 시장선점 내지
독점을 위해 장기적 안목에서 미래의
신소재 수요를 예상하고 신제품 개발
에 매진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
과정에 세트(조립)업체 및 디바이스
(반도체 등) 업체들의 자금지원을 받
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로 되어 있다.

(2) 효율적인 수직통합형 제품
아키텍처
일본기업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제
품은 무엇인가에 대한 유효한 분석
시각을 제시해 주는 것이 최근 일본
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제품 아
키텍처(architecture)론이다.5) ‘제품
아키텍처’란 간단히 말하면 제품의
기본 설계사상이다.
제품을 설계할 때 설계자는 제품의
각 기능을 하부시스템, 즉 부품으로
분할하여 각 부품을 어떻게 연결하여
전체 기능을 실현할 것인가를 구상한
다. 제품의 요구 기능이나 복잡도에
따라 기능·부품 간의 상호의존도가
높은 제품이 있는데, 이런 제품의 경
우 설계과정에서 각 부품 간의 빈번
한 상호 조정을 해야만 전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제품을 수직통합형(조율형;

이른바 ‘스리아와세’
형) 아키텍처라
고 부른다.‘스리아와세(擦り合わせ)’
란, 자동차 및 디지털전자와 같이 최
적으로 설계된 부품을 완제품 업체와
부품·소재 업체가 서로 긴밀한 커뮤
니케이션을 유지하면서, 세부 공정에
서 상호 미묘한 조정을 거듭할 때 비
로소 토털시스템으로서 생산활동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또 하나의 제조 아키
텍처(기본 설계사상)인 ‘모듈형’
(조
합형)과 대조되는 개념이다. 모듈형
아키텍처는 기능·부품 간의 관계가
비교적 단순하여 부품 간의 인터페이
스(연결방식)를 표준화하기 쉽고 따
라서 부품의 설계를 비교적 독립적으
로 수행하여 이후에 조립해도 전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품은 모듈형(조립형)
아키텍처라 부르는데, 전자의 수직통
합형 아키텍처의 대표적인 제품은 자
동차와 디지털가전이고, 후자의 모듈
형 아키텍처의 대표적인 예는 PC이다.
일본 제조업체들은 전통적으로 전
자인 수직통합형 가공조립산업에 특히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일본기업들이 팀워크 중심의 문제해결
능력이 뛰어난 조직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6) 즉 일본 제조업체들은 생
산현장에서의 수직통합형 조율의 연쇄

5) 동경대학의 후지모토(藤本隆宏) 교수가 최초로 제안한 개념임. 자세한 내용은 藤本隆宏(2004),
“製品ア一キテクチャの槪念·測定·戰略に關するノ一ト”
, 東京大學大學院 經濟學硏究科附屬 日
本經濟國際共同硏究センタ一, Discussion Paper J-series, CIRJE-J-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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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촉진하여 혁신을 유도한다. 기술이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양산체제가 확립
되면 공정의 모듈화·분화가 진전되는
한편, 후속 혁신을 향해 새로운 조정
이 시작된다. 이‘조정의 연쇄’
는 일
본에 고도 부품·소재산업 집적이 있
기 때문에 실현될 수 있었다. 일본기
업은 이 때문에 새로운 시장에 대하여
높은 적응력을 가지고 있다.

(3) 혁신적 산업 클러스터 형성 및
산학연 연계
일본 전자산업에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고도의 부품·소재산업 클
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클러
스터는 상품 제조에 필수적인 요소기
술(정밀 미세가공, 특수소재 합성 등)
의 네트워크화를 통해서 생산현장의
신속하고도 정밀한 응용·조정(전술
한‘스리아와세’
)을 가능케 함으로써,
지속적인 혁신이 발생하게 하는 원동
력이 된다.
한국, 대만 등에서 디스플레이 패널
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것도 특수소
재 합성기술 등이 뛰어난 소재산업,
정밀 미세가공 능력이 뛰어난 기능성
부품산업 등, 일본의 부품·소재·가
공산업 클러스터를 잘 활용한 덕분이
다. 더욱이, 일본의 부품·소재 대기

업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중견기업
에서 동아시아 기업의 평면 패널 제
조 관련 설비를 납품하는 사례가 증
가하고 있다.
일본 전자산업의 경우, 하류업체
(최종제품 조립업체)의 경쟁력의 상
대적 저하도 원인이 되어, 상류 및 중
류의 부품·소재·장비 업체들은 한
국 및 대만의 해외업체들과 거래관계
를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거래관계의
다면화가 진전된 결과 일본의 상류·
중류·하류 각 단계의 기업은 개발력,
영업력 등 경쟁력을 상호 강화할 수
있게 되어, 개별기업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클러스터 전체의 경쟁력을 더욱
제고하게 된다.
고도 부품·소재산업 클러스터의
이점으로는 수요(조립) 대기업과의
다양·복잡한 거래관계를 촉진하는
효과를 들 수 있다. 1990년대의 장기
불황하에 상류(upstream ; 원재료·
소재) - 중류(midstream ; 부품) - 하
류(downstream ; 최종제품)의 각 단
계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 결과,
종래의 단순 수직통합형 하청(계열)
분업구조가 크게 변화했다.
조립 대기업(하류)과 하청기업
(중·하류) 간 거래관계가 다면적으
로 전개되어 종전의 피라미드형에서
그물(mesh)형의 복잡한 네트워크 구

6) 반면, 철저한 분업주의에 입각한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조직특성을 갖는 미국기업은 대체로 모듈
형 아키텍처 제품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오재훤(2007. 4),“공장 생산혁신 통해 기업체질 튼튼
히”
,「나라경제」
, KDI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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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일본의 반도체·FPD7) 관련 주요 산업클러스터

○ 규슈(九州)지방의‘Silicon Island’
- 주로 반도체 후공정 부문이 집적해 있음.
- 구마모토(熊本)縣 : NEC규슈, 미쓰비시(三 )전기 구마모토, 소니 등의 양산거점
- 오이타(大分)縣 : 도시바(東芝) 오이타공장, 오이타 NEC, TI 히노데(日出)공장, 소니, 규슈 마
쓰시타(松下), 캐논(디지털 카메라 부문)
- 후쿠오카(福岡)縣 : 미쓰비시 후쿠오카, 도시바 기타규슈, 롬 아마키(甘木)
- 미야자키(宮崎)縣 : 오키(沖)전기
- 나가사키(長崎)縣 : 소니
- 가고시마( 兒島)縣 : 후지쓰(富士通), NEC, 소니, 야마하, 교세라
○ 나가노(長野)縣·야마나시(山梨)縣 지역의 정밀가공산업 클러스터
- 기술수준이 높고 독자기술을 살려 독립업체로 성장한 기업이 많음.
- 반도체 분야 : 후지(富士)전기 마쓰모토(松本)공장, 후지쓰 스자카(須坂)공장, 세이코엡슨 후지
미소(富士見)공장, 올림푸스광학 다쓰노( 野)사업장, 요코가와(橫河)IMT 미야다(宮田)공장 등
- FPD 분야 : 세이코엡슨, 스탠리전기(伊那제작소) 등
- 야마나시(山梨)縣 : 도쿄일렉트론AT1)의 생산거점, 그 밖에 요코가와전기, TDK, NEC 등이 진
출, 르네사스 테크놀로지 고후(甲府)사업소, 유디나 디바이스(舊후지쓰 컨덤디바이스), 고후 카
시오(중소형 액정) 등이 입지
○ 미에(三重)縣의‘Crystal Valley’
- 일본 중부지방의 미에현에‘Crystal Valley’
라는 이름의 액정산업 클러스터 형성
- 그 핵심을 이루는 것이 샤프의 다키초(多氣町), 가메야마(龜山)市 소재 3개 공장인데, 샤프는
이 공장에서 2006년 말부터 최신형의 제8세대 LCD 패널 및 TV를 조립·생산
- 특히, 샤프의 가메야마 신공장은 최첨단 설비와 기기로 자동화율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림.
- 2005년 4월 기준으로 동사의 공장 주변에 LCD 패널 前·後 공정 등을 담당하는 총 65개 업체
의 73개 공장이 집적
- 패널공장과 조립공장 외에도 제조장비·응용장비 공장 및 물류업체까지 한 군데에 모여 있어,
일관생산이 전개되는 강점을 지니고 있음.
자료 : 中小企業 融公庫 總合硏究所(2005. 3. 16),「半導體·FPD關聯産業における中小企業の現狀と課
題: デジタル家電市場 大の中で」; 近藤信一(2005. 10. 27),“液晶産業の動向と地域における産
業育成の取り組み”
, 機械振興協會經濟硏究所 ; 日本 三重縣, “クリスタルバレ一構想”
(http://
www.pref.mie.jp/KYGYORI/boshu/BUSINESS/valley/crys/ map/data.htm) 등 취합.
주 : 1) 일본 최대의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

조로 변화(<그림 3> 참조)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중류 기업 간, 또는
상류 업체 간에 새로운 제휴가 잇달
아 체결되고 있다.
또한, 일본 내 수요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의 조립 수요기업과도 긴밀한 제

휴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
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전자부품·소재
기업들의 해외진출 시에는 총합상사
(總合商社)가 확보한 글로벌 네트워
크를 활용함으로써 비용절감 효과를

7) 평판디스플레이(Flat Panel Display). LCD, PDP, OLED 등의 총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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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조립기업-하청기업 간 분업구조의 변화

자료 : 經濟産業 (2004. 5),「新産業創造戰略」
.

극대화하고 있다.
한편, 이화학연구소(약칭 ‘리켄(理
硏)’) , 산업기술총합연구소(AIST)
및 신에너지·총합연구개발기구
(NEDO)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 동
경대 등 주요 대학 및 산업계, 지방자
치단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신기술개
발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다.8)

(4) 기타
그 밖에도, 일본정부는 경제산업성
주도로‘신산업 창조전략 2005’
(혁신
적 부재산업 창출 프로그램, 신산업창
조 고도부재 기반기술개발), ‘기술전
략지도(map)’, 연구개발 촉진세제,
중소기업의 모노즈쿠리 기반기술 고
도화 촉진 등에 의해 리스크가 큰 연

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부품·소재
산업의 오랜 기간에 걸친 개발 경험
및 노하우 축적, 끊임없는 개선 및 기
술혁신 노력, 방대한 내수시장을 바탕
으로 자국기업끼리 치열한 경쟁을 전
개하여 실력을 쌓은 후 글로벌 시장
지배, 상품 제조 시 기술과제에 진지
하게 대응하는 자세(장인정신, craftsmanship), 성실하게 제품을 제조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이를 전승하고자 하
는 생산현장 중시형 기업가 및 공장관
리 풍토(이른바 ‘모노즈쿠리[= 제
조]’기업문화) 등도 빼놓을 수 없다.
또 당장에는 손해가 되더라도, 긴
호흡으로 멀리 내다보면서 장래의 폭
발적 수요를 예상하고 신제품개발을
지속하는 기업문화9), 위기나 환경변화
를 적극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기업

8) 예컨대 http://www.nanonet.go.jp/japanese/mailmag/2004/050a.html 등을 참조.
9) 한국기업과 달리 일본기업은 전통적으로 장기고용, 장기거래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와 같은 장기중시형 노사관계·거래 문화는 이익률이 저하되는 문제점으로 작용하기도 하며,
경쟁사보다 고가에 소재를 판매하는 등 장기 거래관계에 따른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
도 있다. 經濟産業 (2004. 5),「新産業創造戰略」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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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신과 현장의 뛰어난 팀워크, 신뢰
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거래관계
속에서 신용평가를 중시하는 비즈니
스 관행, 방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
로, 다소 가격이 비싸더라도 고부가가
치의 높은 품질과 신속한 대응을 요
구하는 까다로운 수요자(조립 대기
업)의 존재 등도 무시할 수 없는 요
인이다.

4. 정책적 시사점
(1)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차원의
신소재 개발 노력 강화
첨단소재 부문의 설계기술 및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적어도 5∼10년 이
상의 개발기간에 걸쳐 리스크가 큰
부문을 중심으로 정부가 일관성 있게
공동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는 등, 유망
핵심소재 전문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국내 첨단소재 분야의 한정된 자원
(인력·자금·기술·정보 등)을 고려
하건대, 특히 유망 소재부문의 원천기
술 개발에는 ‘선택과 집중’ 원칙을
철저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일본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의 조립 제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후방(상류)산업에 해당하
는 소재산업의 탄탄한 기술력이 뒷받
침되어야 한다. 국내기업은 일본 등
선진국 기업과 소재분야 원천기술에

서 전략적 제휴를 강화함으로써 틈새
시장을 확보해 가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IT소재 등 고부가가치
유망 핵심소재 분야에서 우리 기업은
세계 어느 나라 기업도 흉내내기 어
려운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한
‘Only One & No. 1 소재 공급기업’
을 지향해야 한다. 특히, 일본의 IT소
재 분야 기업처럼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내다보고 기술혁신 역량 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2) 수요 대기업과 소재업체 간의
상생·협력 강화
우리나라에서도 오래 전부터 대-중
소기업 간 상생·협력사업을 정부주
도로 추진해 오고 있으나, 기대한 만
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
겠지만, 일본과 같이 신소재 개발 단
계에서부터 수요자인 조립 대기업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개발하지 않고, 소
재업체가 독자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데 큰 원인이 있다.
따라서, 완제품용 신소재의 개발 단
계에서부터 조립 대기업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개발·생산하고, 생산된 제
품을 수요기업이 안정적으로 구입하
는‘수요기업 지향형’분업시스템 도
입이 필요하다.
또, 국내 소재부문의 대부분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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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중소기업의 취약한 기술인력·
자금·정보 등을 고려할 때 자력에
맡겨서는 신소재 개발이 요원할 것으
로 판단된다. 일본의 사례와 같이, 수
요 대기업 측의 중소 소재업체에 대
한 기술인력 및 자금지원이 필요하다.
더욱이, 국내 종합무역상사의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에 의한 글로벌 시장전
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대학·연구기관과의 산학연 연계
강화를 통한 개방형 혁신체제 확립
우리나라의 경우 대졸 우수인력이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고 있어 중·상
류 부문에서 기술축적이 어려운 데다,
전술한 소형재산업을 ‘3D업종’으로
인식하여 기피하고 있어 일본과 같은
폐쇄적인 원세트형 산업구조 형성이
곤란하다.
동 부문을 중국 등 후발국에 이전
(outsourcing)하는 대신, 선택과 집중
원칙에 의거 일부 유망 IT소재 등에
서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확보하는
데 자원을 집중 투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조립 대기업이 위치한 지
역에 소재기업도 함께 입지하는, 소
재-조립 연계형 혁신클러스터를 조성
해야 한다.
첨단소재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은
기초과학 연구를 담당하는 대학과 공

공 연구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바,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 유기적이
고 개방적인 산학연 협력체제를 구축
할 필요가 있다.

(4) 기타
일본기업들도 자국 내에서의 시장
쟁탈전을 넘어서 전 세계로의 판로
(시장) 확대를 필요로 하고 있는 만
큼, 일본 부품·소재기업의 對韓 투자
를 적극 유치하는 노력을 더욱 확대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전자산업 부
품·소재 분야에서 일본기업의 투자
를 적극 유치하여 좋은 성과를 내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더욱
10)
퇴직
이, 일본 ‘단카이(團塊)세대’
기술자들의 유치 확대 등의 노력도
요구된다. 이미 중국, 대만 등에서 이
들 일본 퇴직 기술자들을 대거 채용
하고 있는바, 국내기업도 이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한-미·한-EU FTA 체결을
앞두고 일본기업이 미국 화학시장 진
출을 위한 전진기지로 한국을 활용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판매망 공유 등
전략적 제휴의 확대 모색도 가능하다.
특히,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진 일본계 산업용 기초화학 소재
업체들의 국내진출은 전방산업인
PDP·LCD 디스플레이산업 및 TV

10)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49년 사이의 베이비 붐 시대에 태어난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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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물류비용 절감, 수입대체, 가
격경쟁력 제고 및 고용창출은 물론
대미 및 대EU 수출 증대에 크게 기
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화학, 화섬 및 철강 등 여타 소
재산업 분야의 대기업들이 최근 들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있는바, 이들
기업이 정밀화학(특히 전자소재) 분
야에 진입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재기업을 다수 육성하는 일도 시급
한 과제이다.
무역위원회에서 산업피해 구제제도
를 활용하여 일본 소재업체의 덤핑전

략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KOTRA, 산업기술재단 등은
주요 선진국(일본·미국) 소재업체의
기술동향 및 시장정보 등을 신속하게
입수하여 국내 소재업체에 적시에 제
공하는 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노력과 정책 배
합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함으로써, 중
장기적으로 우리의 염원인 대일 수입
의존적 산업구조에서의 탈피는 물론
소재·부품의 명실상부한 글로벌 공
급기지로의 발전을 이뤄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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