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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수입수요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
최문정, 김경근

(연구 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세계교역 부진이 경기적 요인 외에
도 교역의 소득탄력성 약화* 등 구조변화에 기인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그 원인으로 국제분업구조의 변화** 및 총수요 구성의 변
화*** 등이 거론
*

교역국의 소득증가율 대비 교역증가율을 의미하며, 2000년대 들어 세계교
역과 세계총소득 간 장기적 관계가 약화 (Constantinescu et al., 2015)

**

1990년대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한 국제생산분업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0
년대 들어 중국 등 주요 생산기지 국가의 부품자급률이 상승하는 등 국제
분업구조가 약화 (Constantinescu et al., 2015)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총수요 구성에서 투자 등 수입집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부문의 비중은 크게 줄어든 반면 정부지출 등 수입집약도가 낮은 부
문의 비중이 증가 (Bussière et al., 2013)

ㅇ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는 등 향후 우리 수출 성장세에 대
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 본고에서는 교역상대국의 직간접 수입구조를 반영한 수입수요 변
수를 산출하고 선진국*의 수입수요가 우리나라의 대 선진국 수출
에 미치는 영향이 변화하였는지를 점검
*

우리 수출에 대한 수요 중 중국 및 신흥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글로벌 생산분업구조를 감안할 때 세계교역에서 최종귀착지로서의
중요성이 높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위해 G7국가(미국, 캐나다, 영
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를 대상으로 한정

문의처: 최문정 국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 5540)
김경근 조사국 국제무역팀 과장(☎ 4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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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산업연관표(World Input-Output Table)를 이용하여 교역상대국의 직간접
수입수요 변수를 산출한 후 2000∼2016년 기간 중 G7 국가의 수입수요가
우리나라의 대G7국가의 수출에 미친 영향을 동태패널모형으로 분석
ㅇ 수입수요 측정을 위해 총수요 부분에서의 직접적인 수입 뿐 아니라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국가 간 생산분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
접적인 수입까지 포함
ㅇ 수입집약도가 민간소비, 공공소비, 투자, 수출 등 각 부문별로 상이하
다는 점을 감안,‘수입집약도를 보정한 총수요’(Import Intensity-Adjusted
Demand, IAD)를 산출하여 사용*
*

Bussière et al. (2013)은 OECD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18개국의 직간접 수입
집약도를 최종수요 부문(민간소비, 공공소비, 투자, 수출)별로 산출하고 이를
가중치로 이용하여 국가별 IAD를 산출하였는 바,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방법
을 국제산업연관표에 적용하여 38개국의 IAD를 산출

― 또한 수입집약도를 보정한 총수요(IAD) 뿐만 아니라 수입수요 개
별 부문(민간소비, 공공소비, 투자, 수출)별로 그 영향이 어떻게 다르
게 나타났는지도 점검
ㅇ 특히 세계교역 급감이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나누어 G7국
가의 수입수요가 우리나라의 대 G7 수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

(분석 결과)
□ G7국가의 수입수요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 탄력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
전에는 탄력적(2.22)이었으나 위기 이후 비탄력적(0.90)으로 변화됨
ㅇ 수입수요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에는 선진국
의 민간소비 위축이 우리 수출증가율을 감소시켰으며(탄력성 6.36), 위기
이후에는 선진국의 공공소비(정부지출 등) 증대가 우리 수출증가율 증
가를 주도(탄력성 1.93)한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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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G7국가의 투자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은 위기기간까지는 탄력적(1.02)
이었으나 위기 이후 비탄력적(0.62)으로 변화하면서 전체적인 수출의
소득탄력성 저하를 초래한 것으로 추정
ㅇ 한편, G7국가의 수출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위기 전후
모두(탄력성 0.99) 큰 변화없이 유의하게 나타남

(시사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수요에 대한 우리의 대 선진국 수출의 소
득탄력성은 구조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되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경기의 변화가 우리의 대 선진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약화된
것으로 보임
ㅇ 따라서 향후 선진국의 경기 회복세가 확대(약화)되면서 수입수요가
증가(둔화)하더라도 우리의 대 선진국 수출의 급격한 성장(둔화)세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
□ 추후 중국 및 신흥국을 포함한 글로벌 수입수요와 우리나라 수출의 관
계에 대한 연구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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