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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 1990~200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총수출보다 빠
르게 증가해왔으나, 2013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더
욱 심화
ㅇ 2016년 대중국 상품수출은 전년대비 9.3% 감소하였으며 2013년
과 비교하면 14.7% 감소(미달러 표시 상품수출액 기준)
ㅇ 우리나라의 총상품수출 대비 대중국 수출비중은 1990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25% 수준에서 정
체한 후 2015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
□ 대중국 수출 감소는 우리나라의 총수출 감소와 함께 나타나면서
세계교역 둔화가 반영된 측면도 있으나 경제모형에 기반한 대중국
수출 감소원인 분석은 미흡
ㅇ 특히 중국의 성장세 둔화, 중국내 투자 및 소비선호 등 구조적
변화가 대중국 수출 감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
이 필요한 상황
⇒ 최근 심화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감소의 패턴과 주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회계분해분석 및 일반균형모형분석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

문의처: 최문정 국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 5540)
※ 이 연구내용은 집필자들의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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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방법)
□ 대중국 수출 감소의 패턴과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보완적인 두 가지 분
석 방법을 활용
ㅇ 세분화된 산업수준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회계분해(accounting
decomposition) 분석과 총량 수준의 변화요인과 경로를 파악하기 위
한 일반균형모형을 기반으로 한 분해(model-based decomposition) 분
석을 사용
□ [회계분해분석] 1990~2014년중 380여개 산업별 수출 및 산업연관표 자
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총산출대비 대중국 수출비중 변화를 ①산업내
효과(within-industry effect)와 ②산업간 효과(between-industry effect)
로 분해
ㅇ 예를 들어, 총산출대비 대중국 수출비중 감소는 ① 각 산업별 생산대
비 대중국 수출비중이 감소(산업내 효과)하거나 ② 대중국 수출비중이
높은(낮은) 산업의 생산비중이 감소(증가)할 경우(산업간 효과) 발생
□ [일반균형모형분석] 동태적 일반균형모형*을 응용하여 2004~2016년간 우
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변화의 주요 충격요인을 분석
*

Eaton, Kortum, Neiman, & Romalis가 세계최고 학술지인 American Economic
Review (2016)에 게재한 방법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시 나타난 세계교역 급감의
주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국가·다부문 동태적 일반균형모형을 구축

ㅇ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한국, 중국, G7, 기타
국가의 4개 국가그룹을 상정하여 제조업과 비제조업 부문에 대해 5가
지 요인별* 충격을 측정, 대중국 수출 감소를 설명하는 주요 원인을
찾아냄
*

4개 국가그룹의 고용, 생산성, 저축률(투자), 소비선호, 무역비용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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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 [회계분해 분석] 우리나라 총산출대비 대중국 수출비중의 변화는 대부분
산업내 효과(각 산업별 생산대비 대중국 수출비중 감소)에 의해 설명됨
ㅇ 제조업의 산업내 효과는 1990~2009년중 8.9%p 증가하며 대중국 수출
증가를 견인하였으나 2010년 이후(-0.7%p)에는 수출 감소를 초래하였
으며, 글로벌 가치사슬과 관련된 중간재 품목에서 더욱 뚜렷
ㅇ 반면 산업간 효과(대중국 수출비중이 높은 산업의 생산비중 감소)는 전기
간에 걸쳐 미미한 수준(1990~2009년중 –0.6%p, 2010년 이후 1.1%p)
□ [일반균형모형 분석] 대중국 수출감소는 중국내 저축률(투자) 감소 및 제
조업 상품에 대한 소비선호 감소 충격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ㅇ 중국의 저축률(투자)은 2013~2016년중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중국내 자
본재 및 자본재 생산을 위한 중간재 수입을 감소시킴에 따라 우리의
대중국 수출을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됨
ㅇ 중국내 소비선호가 제조업에서 서비스 등 비제조업으로 이동함에 따
라 우리나라의 대중국 제조업 수출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임
(시사점)
□ 대중국 수출비중 변화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산업내 효과가 중간재 품목
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우리나라와 중국간 글로벌 가치사
슬의 약화 가능성을 시사
□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감소가 세계교역 둔화 요인 보다는 중국의 투자 감
소 및 제조업 상품에 대한 소비선호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
후 서비스 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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