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항공기산업의 산업연관효과 분석
- 산업연관표를 중심으로 안 영 수
(연구위원)

〈요

약〉

1993년부터 1998년 기간까지 한국 항공기산업은 외형적으로 비약적인 발
전을 이루고 있었던 시기였다. 이 기간 동안 매출액이 6,000억원 내외에서
1조 2,900억원 정도로 약 두 배 이상 신장되었고, 시기적으로는 F-16 전투
기, UH-60 헬기를 비롯한 각종 군용기의 라이선스 생산사업이 초기단계에
서 성숙ㆍ완료단계로 이행하는 시기였다. 따라서 모든 생산활동이 가장 왕
성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한국 항공기산업의 산업연
관효과는 전반적으로 크게 높지 않게 나타났다. 모든 지표들은 수송기계산
업 평균에도 크게 못미치고 있으며 상당수 지표들은 제조업 평균에도 미치
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항공기산업이 갖는 특성인 높은
생산유발효과와 광범위한 전후방 연관효과, 그리고 높은 부가가치를 향유한
다는 점과 크게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항공기산업의 일반적 특성으로 거론되고 있는 높은 산업연관효과
를 빠른 시일내에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주도의 대형 개발사업이 지
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발사업을 통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누릴 수 있으며, 자체 설계를 통한 관련 부분품의 국내조달로 높은 생산유
발효과 및 전후방 산업연관효과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사업자 지
정에 의한 라이선스 생산 또는 개발사업의 수행방식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
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주사업자의 이익 극대화 전략이 국가적인 산
업경쟁력 강화와는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
부는 이러한 사업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감시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
스템을 구축하여 산업연관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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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한국 항공기산업은 양적ㆍ질
적인 측면에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
다. F-16 전투기, UH-60 군용 헬기
의 기술도입 생산에 따라 양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KT-1 기
본훈련기, T-50 경전투ㆍ고등훈련기
의 개발에 따라 질적인 성장을 지속
하고 있다. 2001년의 생산규모는 10
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규모이고,
그 동안 국제하청 분업에 의존하던
생산방식이 초등 훈련기의 독자적 개
발 능력 확보로 독자모델에 의한 완
제품 수출을 이룩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였다.
본 연구는 그 동안 한국 항공기산
업의 성장에 대한 산업연관분석을 시
도하여 한국 항공기산업의 자체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함으로써 항공기산업
정책개발에 대한 참고가 되고자 한다.

2. 한국 항공기산업의 현황
산업연관분석의 기본 틀을 제공하
는 지표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산업연관표”
이다. 산업연관표는 5년
주기로 발간되며 5년 사이의 매 3년
마다 연장표가 발행된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산업연관표는 2001년에 발표
된 1998년 산업연관표(연장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8년까지의

한국 항공기산업의 동향을 파악하기
로 한다.
1998년 한국 항공기산업의 생산실
적은 9억 2,500만 달러로 연평균
(1988∼98) 15.8%씩 증가하여 왔다.
1998년의 실적은 달러 기준으로 보았
을 때 1997년보다 약간 감소하였으나
이는 외환위기에 따른 원화 상승 때문
이며 원화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생산의 견인차는 F-16 전투기, UH60 헬기 등 軍需要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업종이 IMF 위기로 인해
생산감소를 겪고 있었으나 항공기산
업은 생산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1998년의 수입액은 11억 7,500만
달러로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
였으며 1988년에 비해서도 수입규모가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수입이 급감한
원인은 IMF 위기에 따라 수입의 대부
분을 차지하던 대형 여객기의 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1998년의 수출액은 2억 4,400만 달
러로 연평균(1988∼98) 10.6%씩 증
가하였다. 수출의 대부분은 국제하청
에 의한 부품가공이다. 주거래 대상은
미국의 보잉사, 유럽연합의 에어버스
사이며 이외에도 군용기 수입에 따른
절충교역 방식에 의한 미국의 록히드
마틴사 등 일부 군수업체가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1998년의 내수 규모는
18억 5,600만 달러로서 전년 대비

–18–

한국 항공기산업의 산업연관효과 분석

〈표 1〉

한국 항공기산업 수급추이
단위：백만 달러, %
1988

1993

1998

연평균 증가율
(1988∼98)

생 산

214

748

925

15.8

수 입

1,445

1,996

1,175

-2.0

수 출

89

165

244

10.6

내 수

1,570

2,579

1,856

1.7

자료：산업연구원,「국내외 항공기산업의 환경변화와 대응방안」
, 1999. 10.

36.4%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내수
규모가 대폭 감소한 이유는 이미 지
적한 바와 같이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등 대형 운항사들의 여객기 수
요 감소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국내 생산의 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8년 8% 수준에
서 1993년 22.6%, 1998년에는 36.7%
로 크게 개선되고 있다. 90년대 초반
까지만 하더라도 국내생산은 내수와
는 크게 상관없이 이루어졌으나 90년
대 중반부터 생산이 내수부문으로 급
격히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내수를 위한 생산은 이미 언
급한 바와 같이 군수요에 의한 군용
기 생산 때문이다.
〈표 2〉

3. 한국 항공기산업의 산업연관
효과 분석
(1) 부가가치율
1998년 말 현재 산업연관표를 이용
한 국내 항공기산업의 부가가치율은
28.6%로 자동차ㆍ조선 등 수송기계
전체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 주력산
업의 하나인 자동차의 경우 1993년에
는 부가가치율이 31.2%에 달했으나
같은 기간 24.7%로 크게 하락하였다.
같은 기간 항공기산업의 부가가치율
은 5.5% 포인트가 상승하여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자동차 등 수송기계산업 전체

한국 항공기산업의 부가가치율 추이
단위：%
1988(A)

1993(B)

1998(C)

항공기

35.2

23.1

자동차 및 부품

28.8

수송기계

26.6

증

감

B-A

C-B

28.6

-11.1

5.5

31.2

24.7

2.4

-6.5

29.9

29.0

3.3

-0.9

자료：韓國銀行,「産業聯關表」
,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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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내 항공기산업의 부가가치 구조(1998)
단위：백만원, %
부가가치 투입

금액
비중

중간투입

피용자
영업잉여
보 수

1,043,812

156,400

71.4

10.7

(–)

(37.4)

고정자본
소
모

간접세

111,723

80,439

69,475

-9

7.6

5.5

4.8

0.0

28.6

(26.7)

(19.2)

(16.6)

(–)

(100)

보조금

소 계

총산출액

418,028 1,461,840
100.0

주：( ) 안은 부가가치 구성비임.

의 부가가치율이 최근 5년간 하락하
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항공기산
업의 부가가치율 증가는 좋은 시사점
이 될 수 있다.
국내 항공기산업의 총산출액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1998년 현
재 10.7%를 차지하고 있다. 분야별 부
가가치 구조를 살펴보면 피용자 보수
비중이 37.4%로 가장 높고 영업잉여
26.7%, 고정자본 소모 19.2%, 간접세
16.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국산화율
항공기산업의 국산화율을 보면
1998년의 부가가치를 포함한 국산화
〈표 4〉

율은 62.8%로 자동차를 비롯한 여타
산업에 비해 국산화율이 상당히 저조
한 수준이며 최근 5년간 부가가치율
도 3.1% 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자동차와 조선의 국산화율은 약
80∼90%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율을 제외한 순수
한 의미의 국산화율은 더욱 낮게 나타
나는데, 1998년의 순수 국산화율은
47.8%를 기록하여 상당부분을 해외수
입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비중은 1993년 대비 불과 0.2% 포
인트 증가하여 국산화율이 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국산화율이 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항공기산업

한국 항공기산업의 국산화율 추이
단위 : 백만원, %
국

산

수

입

1993

1998

1993

1998

438,771

917,320

296,246

544,520

부가가치 및 서비스 269,244
투입 제외

499,292

296,246

544,520

전체포함*

합
1993

계
1998

국산화율
1993

1998

735,017 1,461,840

59.7

62.8

565,490 1,043,812

47.6

47.8

주：*는 부가가치 투입(임금, 이윤, 세금 등)과 서비스 투입(금융비용, 유통비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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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산중간재의 투입구조는 상당한
변화를 보였다. 1998년의 경우 국산
중간재 투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
면 항공기 27.2%, 금융 8.3%, 기업내
연구개발 6.0%, 사업 관련 전문서비
스 5.1% 등의 순서이다. 1993년의 경
우 항공기 17.3%, 금융과 주단조품은
각각 8.7%, 5.5%, 사업 관련 전문 서
비스 5.2%였다. 가장 특징적인 현상
은 항공기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기업내 연구개발 활동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비해 주단조품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다.
이와 같은 추세는 항공기산업 내부
의 생산파급 효과가 커지고 있으며
그 동안 부품가공에 의존하는 방식에
서 자체적인 R&D 역량을 확보할 정
도로 항공기산업이 고도화되고 있다
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사례로는 1993년의 경우 163개
품목 중 75개 품목이 투입되었고, 금
융ㆍ서비스 업종을 제외한 제조업 투
입품목은 48개 품목이었는데 비해
1998년의 경우 총 167개 품목 중 88
〈표 5〉

개 품목이 투입되었고, 이 중 순수 제
조업 품목이 60개로 확대되고 있어
다양한 부문에서의 투입이 이루어지
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같은 기간 자
동차산업의 경우 총 90개 품목이 투
입되었고, 이 중 79개 품목이 순수 제
조업종에서 투입되었다. 중간투입금액
이 자동차의 4%에 불과한 항공기산
업이 전체 투입부문에서 비슷한 품목
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관
련 산업에 대해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3) 생산유발효과
항공기산업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
위 발생했을 때 이의 충족을 위해 필
요한 타산업의 직간접 생산파급효과
를 나타내는 지표인 생산유발계수는
1998년 현재 1.574를 기록하였다. 이
와 같은 수치는 같은 기간 자동차
2.330, 수송기계산업의 2.088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동 수치는 1988
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이나 1993년
에 비해서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전체

국내 항공기산업의 국산중간재 투입구조 변화 추이
단위 : 백만원, %

1993
1998

사업 관련 기 업 내
전문서비스 연구개발

항공기

주단조품

비금속
1차제품

금융

금액

46,465

14,716

15,056

23,551

16,709

비중

17.3

5.5

5.6

8.7

5.2

금액

135,755

8,935

22,965

41,563

비중

27.2

1.8

4.6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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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합계

n.a

152,747

269,244

n.a

56.7

100.0

25,229

30,137

234,708

499,292

5.1

6.0

47.0

100.0

〈표 6〉

국내 항공기산업의 생산유발계수 추이

1988(A)

1993(B)

1998(C)

항공기

1.202

1.663

자동차

2.072

수송기계

2.088

1.574

0.477

-0.089

2.289

2.330

0.217

0.041

2.222

2.088

0.053

0.134

0.869로서 전산업 평균(=1)에 비해
동 부문의 산업연관효과가 상당히 미
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동
기간의 자동차, 수송기계산업 영향력
계수는 각각 1.272, 1.174로서 후방산
업연관효과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
며 감응도계수는 각각 1.017, 0.838로
서 전방산업연관효과는 제조업 전체
에 비해 비슷하거나 낮게 나타났다.
항공기산업의 전후방 산업연관효과
는 10년 전에 비해 크게 개선되고 있
으나 각 부문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
이고 있다. 영향력 계수는 최근 5년간
오히려 낮아졌으나 감응도 계수는 계
속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후방산업연
관효과는 최근 5년간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비해 전방산업연관효과는 지

(4) 전후방 연관효과
항공기산업과 타산업과의 상호의존
관계의 정도를 표시하는 전후방 연관
효과 지표인 감응도계수와 영향력계
수를 보면 1993년에 각각 0.620과

항공기
자동차
수송기계

감
C-B

적으로 보면 최근 10년간 항공기산업
의 생산유발효과는 자동차ㆍ수송기계
산업에 비해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항공기산업의 생
산유발효과는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
을 보였다. 이는 자동차, 수송기계산
업 등 관련 산업들이 같은 기간 동안
생산유발계수가 미미하나마 지속적으
로 높아지고 있는 것과는 크게 대조
되는 것이다.

〈표 7〉

증
B-A

국내 항공기산업의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 추이
1988

1993

1998

영향력계수

0.655

0.886

0.869

감응도계수

0.553

0.592

0.620

영향력계수

1.130

1.192

1.272

감응도계수

1.419

1.136

1.017

영향력계수

1.229

1.204

1.174

감응도계수

0.941

0.91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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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전후
방 연관효과는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다.

입유발효과는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
다.

4. 요약 및 결론
(5) 부가가치 및 수입유발계수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최근 5년
간 국내 항공기산업의 산업연관효과
는 전반적으로 크게 높지 않다. 모든
지표들은 수송기계산업 평균에도 크
게 못미치고 있으며 상당한 지표들은
제조업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항공기산
업이 갖는 특성인 높은 생산유발효과
와 광범위한 전후방 연관효과, 그리고
높은 부가가치를 향유한다는 점과 크
게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최근 5년간
항공기산업의 산업연관 관련 효과들
은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부문간에 차이가 상존하고 있
다. 부가가치율, 감응도계수, 부가가치
유발계수, 수입유발계수 등은 개선되
고 있으나 개선 속도가 빠르지 않으
며 생산유발계수, 국산화율, 영향력계
수 등은 5년 전과 동일한 상황이거나

1단위의 항공기 최종수요 발생에
따라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
효과를 나타내는 1998년의 항공기산
업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0.526을
기록하여 타부문에 비해 현저할 정도
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같은 기간 동
안 자동차 및 수송기계산업의 동 계
수는 각각 0.712, 0.691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항공기산업과 자동차ㆍ수송기
계산업간의 부가가치 유발계수의 격
차는 점차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1998년의 수입유발계수는
0.474로 자동차 0.288, 수송기계산업
0.310 등 여타 부문에 비해 상당히 높
게 나타나 동 산업이 수입유발적 효
과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수
〈표 8〉

항공기
자동차
수송기계

국내 항공기산업의 부가가치 유발계수와 수입유발계수 추이
1988

1993

1998

부가가치 유발계수

0.436

0.494

0.526

수입유발계수

0.564

0.506

0.474

부가가치 유발계수

0.690

0.768

0.712

수입유발계수

0.310

0.232

0.288

부가가치 유발계수

0.667

0.739

0.691

수입유발계수

0.333

0.261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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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계수가 낮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5년간 산업연관 관
련 효과들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
는 이유는 외형상으로 보아 잘 이해
되지 않는 부분이다. 1993년부터
1998년 기간까지 한국 항공기산업은
외형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었던 시기였다. 우선 이 기간 동안
매출액이 6,000억원에서 1조 2,900억
원 정도로 약 2배 이상 신장하였고,
시기적으로는 F-16 전투기, UH-60
헬기를 비롯한 각종 군용기의 라이선
스 생산사업이 초기단계에서 성숙ㆍ
완료단계로 이행하는 시기였다. 따라
서 모든 생산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
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산업
연관효과들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요
인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라이선스 생산사업이 갖는 한계
점이다. 기술도입에 의한 생산방식은
그 속성상 높은 산업연관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중간재,
부품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며 관련
장비ㆍ설비 등도 수입에 의존할 수밖
에 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수입

〈표 9〉

유발계수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두번째 이
유는 현재의 주사업자 지정에 의한
생산방식 때문이다. 주사업자에 의한
생산방식은 최종 조립업자로 지정된
생산업자가 주어진 생산물량 내에서
생산을 할 경우 하청업자와의 생산에
있어서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
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 사업 추진에 따른 부품의 국내조
달을 통해 산업연관효과를 극대화시
킨다는 정부의 목표는 이와 같은 주
사업자 지정방식으로 인해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항공기산업의 일반적 특성
으로 거론되고 있는 높은 산업연관효
과를 빠른 시일내에 극대화시키기 위
해서는 국내 주도의 대형 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발사업을 통해 제품의 고부가가치
화를 누릴 수 있으며, 자체 설계를 통
한 관련 부분품의 국내조달로 높은
생산유발효과 및 전후방 산업연관효
과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
라 이러한 사업의 추진을 통해 산업
의 초기단계에서 나타나는 낮은 국산

국내 항공기산업의 산업연관지표 요약(1993/1998)
부가가치율(%) 국산화율(%) 생산유발계수

영향력계수

감응도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수입유발계수

1993 1998 1993 1998 1993 1998 1993 1998 1993 1998 1993 1998 1993 1998
항 공 기 23.1

28.6

47.6

47.8 1.663 1.574 0.886 0.869 0.592 0.620 0.494 0.526 0.506 0.474

수송기계 29.9

29.0

84.7

n.a

2.222 2.088 1.204 1.174 0.911 0.838 0.739 0.691 0.261 0.310

–24–

한국 항공기산업의 산업연관효과 분석

화율과 높은 수입유발효과를 개선시
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주사업자 지
정에 의한 사업수행방식은 사업의 원
활한 수행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만 주사업자의 이익 극대화 전략이
국가적인 산업경쟁력 강화와는 배치

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야 할 것
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사업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감시하고 모니터
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
업연관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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