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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995~2008년 기간 동안 전자제품의 투입구조는 소재와 부품 투입은 증가
하고 서비스 투입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부품 투입 증가는 전
자제품의 디지털화, 첨단화, 다기능화, 융합화, 지능화에 따라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전용 부품 및 반도체의 탑재가 증가하고 영상화면의 대형화에 따라
디스플레이 투입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전자제품의 국산화율은 2008년 현
재 23~88%로 품목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1995년에 비해 모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자제품의 부가가치율도 영업잉여 감소와 피
용자 보수 증가 둔화 등으로 하락 추세이다. 이에 따라 전자제품의 후방연쇄
효과와 전방연쇄효과도 축소되고 있으며, 그 결과 후방산업뿐 아니라 전방산
업과의 생산 연관성이 낮아지고 있다.
향후 전자산업이 국민경제와 동반 성장하면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첫
째, 무선통신기기에 비견할 또 다른 유망 전자제품의 발굴과 육성을 통한 지
속적인 성장의 발판 마련, 둘째, 강소 중소기업 육성으로 전용 및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하락하고 있는 국산화율 제고, 셋째, 전자제품의 스마트화에
대응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산업과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1. 문제 제기
전자산업은 기술발전과 수요의 변
화가 여타 산업보다 매우 역동적이며,
제품 및 시장의 구조도 급격한 변화
를 겪고 있다. 1990년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모바일 기기와 디지털 제품들
이 현재의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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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잘 나가던 워크맨 같은 제품들은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전자제품만큼 제품수명주기가 단축
되고 있는 산업도 없을 것이다. 휴대
폰은 유선전화기 시장을 대체하면서
교체 주기도 2~3년으로 짧아지고 있
고, 가전제품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로 바뀌면서 전면적인 구조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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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고 있다. 또한 융·복합화가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가전기기와 정보통신기
기 간의 경계도 사라지고 있다. 휴대
폰에 디지털 카메라 기능과 MP3P
기능이 기본 사양으로 장착되고 있고,
PC에서만 가능하던 인터넷이 TV와
결합하여 IPTV와 스마트TV로 발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제품 생산
에 투입되는 부품 및 소재의 구조도
과거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반도체
와 디스플레이의 투입이 크게 증가하
고, 전용 부품의 채용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범용 부품 사용이 줄어들
고 있다.
본고에서는 전자 완제품을 대상으
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생산요소
의 투입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전자산업계가 나아
가야 할 방향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전자제품의 생산요소 투입 구조
변화
(1) 총산출 구조 변화
전자제품1) 총산출액은 1995~2008
년 기간 동안 26조 7,000억원에서 92
조 1,000억원으로 3.5배 증가했다.

1995년 당시 가전기기 생산은 13조
5,000억원으로 13조 2,000억원의 정보
통신기기 생산을 상회하면서 전자산
업 발전을 이끌었다. 그러나 2008년
현재 가전기기 총산출은 24조 1,000
억원으로 연평균 4.6% 증가에 그친
데 비해 정보통신기기는 연평균 13.4%
의 놀라운 증가율로 68조원을 기록했
다. 가전기기산업의 완만한 성장세와
정보통신기기산업의 비약적 성장세라
는 대조적인 발전 모습에 따라 전자
산업의 구조도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
고 있다.
성장 궤도가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
는 품목은 무선통신방송장비와 컴퓨
터·주변기기이다. 무선통신방송장비
의 총산출액은 1995년 2조 3,000억원
으로서 당시 전자제품 대비 8.6%의
비중으로 11개 품목 중 5위에 머물렀
으나, 연평균 27.5%의 증가율로 2008
년에 54조 1,000억원을 기록했다. 그
위상도 전자제품 총산출의 절반 이상
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로 전자산
업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반면, 1995년 7조원의 가장 많은
총산출액으로 전자제품의 1/4을 차지
하면서 전자산업의 총아로 자리매김
했던 컴퓨터·주변기기는 연평균 1.7%
라는 매우 낮은 증가율로 2008년 현

1) 본고에서는 소재·부품의 투입구조 변화 분석의 대상 범위를 완제품인 가전기기와 정보통신기기
로 하며, 가전기기에는 전구·조명, TV, 음향기기, 기타영상·음향기기, 냉장고, 세탁기, 기타 가
정용 기기를 포함하고 정보통신기기에는 유선통신기기, 무선통신방송장비, 컴퓨터·주변기기, 사
무용 기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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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자제품별 총산출액 변화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 각호.

재 8조 7,000억원에 머물러 있으며,
그 비중도 9%로 대폭 하락했다.
가전기기산업에서도 전구·조명기기
와 음향기기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전구·조명기기는 연평균 10.0%로 지
속적인 성장을 하면서 전자제품 대비
5%의 위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음향기기는 오히려 연평균
2% 감소하여 총산출액이 2조 2,000
억원에서 1조 7,000억원으로 줄어들
었고 전자제품에서의 비중도 2%로
최하위이다.
이러한 산출구조 변화에는 수출의
영향이 크다.
전자제품은 글로벌 표준이 중요하
고, 표준에 따른 글로벌 수요의 동질
성이 크며, 글로벌 규모의 시장이 필
요하다는 점에서 글로벌 산업으로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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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전
자제품들도 수출 확대를 통해 협소한
내수 시장을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으
로의 편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경쟁력 확보 여부와 글로벌 수요
증가 정도에 따라 품목별로 수출 실
적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무선통
신방송장비는 휴대폰의 경쟁력 강화
로 세계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높
아지면서 총산출 대비 수출비율이
1995년 39%에서 2008년 69%로 30%
포인트 올랐다. 이러한 수출 급증이
무선통신방송장비의 성장을 견인한
것이다. 컴퓨터·주변기기도 수출비율
이 같은 기간에 44%에서 61%로 17%
포인트 상승하면서 산출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여 제2위의 산출액을 기록
하고 있다. 세탁기와 냉장고 등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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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가전도 수출비율이 높아지면서 견
조한 생산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반면, 1995년에 수출비율이 50%에
달했던 음향기기는 경쟁력 약화로 수
출이 대폭 감소하면서 전자제품 중
유일하게 생산이 감소했다. TV는 글
로벌 생산체제 구축을 통한 현지 시
장 대응 전략으로 인해 국내로부터의
수출이 대체되면서 수출비율이 낮아
지고 있다.

(2) 소재·부품 투입 구조 변화
지난 15년 동안 전자제품은 소재와
부품의 투입이 늘어나고 서비스의 투
입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생산요소의
투입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TV, 컴퓨
터·주변기기, 냉장고 외에 나머지 8개
품목은 부품의 투입비중이 2~9%까
지 상승하였다. 소재의 투입비중도
TV, 유선통신기기, 컴퓨터·주변기기,
사무용기기, 냉장고 등에서 높아지고
있다.
부품투입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 주
요인은 전자제품이 디지털화, 첨단화,
다기능화, 융합화, 지능화되면서 이러
한 기능을 수행하는 전용 부품 및 반
도체의 탑재가 늘어나고 또 영상화면
의 대형화로 디스플레이 투입량이 증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5~2008년 기간 동안 각 품목별
로 해당되는 전용 부품의 투입 비중
상승폭을 보면, 전구·조명부품 3.7%

포인트, TV부품 1.4%포인트, 음향기
기부품 2.4%포인트, 무선통신단말기
5.1%포인트, 컴퓨터·주변기기 부품
3.9%포인트, 세탁기부품 17.3%포인
트, 기타 가정용 기기부품 22.6%포인
트 등이다.
반도체 사용은 반도체 칩으로 구현
되는 성능이 주요한 제품 경쟁력으로
작용하는 영상·음향기기와 통신기기
에서 크게 늘어났다. 반도체는 회로
블록의 one-chip화, IC의 고집적화와
소형화로 사용 부품의 수와 부피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범용 반
도체 칩보다는 품목별 전용 칩의 채
용이 증가하고 있다. 영상의 고화질
화, 다양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다양
한 콘텐츠를 공급받는 부가서비스, 데
이터서비스 등의 양방향 서비스 등이
제공되면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전용 칩의 탑재가 증가하고 있다.
1995년 대비 2008년의 투입비율의 상
승폭을 보면, 유선통신기기 14.6%포
인트, 기타영상·음향기기 11.2%포인
트, 음향기기 9.6%포인트, TV 3.8%
포인트, 사무용 기기 1.4%포인트 등
이다.
디스플레이는 거의 모든 전자제품
에서 투입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대표
제품으로는 TV를 들 수 있다. TV는
시장 구조가 브라운관을 사용하던 아
날로그TV에서 LCD와 PDP를 사용
하는 디지털TV로 전면적으로 바뀌면
서 디스플레이 투입비중이 16.1%포
201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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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자제품별 생산 투입부문 비중 변화
단위 : %
1995

2008

변화(%포인트)

소재

부품

서비스

소재

부품

서비스

소재

부품

서비스

전구·조명기기

42.6

34.1

23.3

37.9

42.7

19.4

TV

6.0

77.9

16.0

10.5

70.1

19.5

-4.7

8.6

-3.9

4.4

-7.9

3.5

음향기기

10.2

69.7

20.1

7.5

75.1

17.3

-2.7

5.4

-2.8

기타 영상·음향기기

7.8

65.1

27.1

7.9

70.6

21.4

0.1

5.6

-5.6

유선통신기기

8.5

65.5

26.0

10.7

67.8

21.5

2.2

2.2

-4.5

무선통신방송장비

8.4

67.2

24.4

6.9

72.9

20.2

-1.5

5.8

-4.3

컴퓨터·주변기기

5.6

77.8

16.7

6.1

77.1

16.8

0.6

-0.7

0.1

사무용 기기

13.5

45.1

41.4

18.5

53.3

28.2

5.0

8.1

-13.2

냉장고

25.5

49.7

24.9

41.7

40.5

17.7

16.2

-9.2

-7.2

세탁기

28.3

51.3

20.5

25.5

55.5

18.9

-2.7

4.2

-1.6

기타 가정용 기기

25.4

54.8

19.8

24.4

59.2

16.4

-1.0

4.4

-3.4

인트 높아졌다. 무선통신방송장비에서
도 핸드폰 시장의 지속적 확장과 화
면 확대에 힘입어 11.9%포인트 상승
했다. 컴퓨터·주변기기에서는 모니터
크기가 과거 13인치대에서 최근 20인
치대 이상으로 커지면서 역시 디스플
레이의 투입비중이 7.1%포인트 상승
했다. 음향기기에서도 MP3P 시장 창
출로 5%포인트 상승했고, 이 밖에 기
타영상·음향기기2)에서는 7.7%포인
트, 유선통신기기에서는 2.1%포인트,
사무용기기에서는 6.1%포인트 높아
졌다.
소재도 산업용 플라스틱제품과 금
속제품을 중심으로 상당수 전자제품
에서 투입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냉장고, 세탁기, 기타 가정용 기기 등
의 생활가전제품에서 플라스틱제품,
합성수지, 기타 금속제품 등 소재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는 양
문형 냉장고, 드럼 세탁기, 시스템 에
어컨 등으로 용량이 커지면서 소재
사용도 동반하여 증가하고 있기 때문
이다.
이와 같이 전자제품에서 부품과 소
재의 투입비중이 높아지면서 서비스
의 투입비중은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서비스 투입비중이 높아진 품목
은 TV와 컴퓨터· 주변기기뿐이다.
TV의 경우 아날로그 TV의 핵심부품
이던 전자관이 디지털 TV에서는 투
입비중이 대폭 하락하면서 소재와 서

2)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VCR, DVDP, 영상·음향기록매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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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비중이 상대적으로 상승한 것으
로 풀이된다.

(3) 국산화율 변화
전자제품의 국산화율은 2008년 현
재 23~88%로 품목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1995년에 비해
모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화
율 하락폭이 가장 큰 품목은 기타영
상·음향기기로서 41.9%포인트나 낮
아졌고, 그 다음으로 컴퓨터·주변기기
로 29.2%포인트 하락했으며, 음향기
기도 28.2%포인트 하락했다. 상대적
으로 하락폭이 적은 품목은 전구·조
명기기(1.5%포인트), 세탁기(2.9%포
인트), 냉장고(3.0%포인트) 등이다.
국산화율 하락의 가장 주된 요인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제품의
생산요소에서 소재와 부품의 하드웨

<그림 2>

어적 부문 투입이 늘어나면서 국내에
서 전액 조달 가능한 서비스부문의
투입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부
품도 국내산 사용보다는 해외조달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기타영상·음향기기와 음향기기의
경우 중간투입의 15% 이상을 차지하
는 기타전자부품의 국산채용률이 각
각 5%포인트, 66%포인트 하락했다.
또 투입비중이 10% 이상인 집적회로
도 국산화율이 25%포인트 이상 크게
낮아졌다. 그 결과 현재 기타영상·음
향기기의 기타전자부품 국산화율은
27%, 집적회로는 0.6%에 불과하고,
음향기기의 기타전자부품 국산화율은
2.5%, 집적회로는 4%의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컴퓨터·주변기기는 소프트웨어 개
발공급 부문을 제외하고는 모든 투입
요소의 국산화율이 하락했다. 중간투

전자제품의 국산화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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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3대 부품인
컴퓨터 및 주변기기, 집적회로, 기타
전자부품의 국산화율은 0.5% 이하로
거의 수입품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
다.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강국임에
도 불구하고 디지털 표시장치의 국산
화율도 28%에 불과하며 과거보다 더
욱 낮아졌다.
전자제품 중 산출규모가 가장 큰
무선통신방송장비는 무선통신단말기
부품의 국산화율이 상당히 높아졌음
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국산화율이
1995년 58.5%에서 2008년 53.7%로
낮아졌다. 무선통신단말기의 화면이
<표 2>

넓어지면서 디지털 표시장치의 투입
비율이 대폭 상승한 가운데, 국산화율
은 79.2%에서 59.8%로 19.4%포인트
나 급락하였고, 집적회로의 국산화율
도 13.9%에서 1.5%로 크게 하락하여
무선통신방송장비의 국산화율을 끌어
내리고 있다. TV도 TV부품과 디스
플레이의 국산화율은 과거보다 높아
졌으나, 집적회로, 전자관, 인쇄회로기
판, 전선 및 케이블 등은 큰 폭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제품의 국산화율은
1995년보다 5.5%포인트 하락했다.
국산화율이 대폭 낮아진 전자제품
들은 국산 생산유발효과도 축소되고

전자제품별 주요 부품의 국산화 비율 현황(2008년)
주요 부품

전구·조명
TV
음향기기
기타 영상·음향기기
유선통신기기

전구·조명부품(71.8%), 기타전기변환장치(88.1%), 산업용유리제품(93.4%), 전기
공급 및 제어장치(91.6%)
TV부품(87.2%), 디지털 표시장치(85.5%), 집적회로(0.3%), 개별소자(22.4%)
기타전자부품(2.5%), 집적회로(3.9%), 개별소자(12.7%), 디지털 표시장치(95.7%)
기타전자부품(27.0%), 기타영상·음향부품(20.8%), 집적회로(0.7%), 개별소자
(4.1%)
집적회로(8.5%), 유선통신부품(56.5%), 개별소자(54.8%), 전선 및 케이블(98.4%)

무선통신방송장비

무선통신단말기(63.8%), 집적회로(1.5%), 디지털 표시장치(59.8%), 개별소자
(18.4%)

컴퓨터·주변기기

컴퓨터·주변기기(0.3%), 집적회로(0.6%), 기타전자부품(0.2%), 디지털 표시장치
(28.1%)

사무용 기기

사무용기기부품(23.0%), 디지털 표시장치(30.3%), 집적회로(34.0%), 기타금속제
품(99.2%)

냉장고

냉장고부품(95.1%), 산업용 플라스틱제품(99.2%), 합성수지(99.3%), 기타금속제
품(96.8%), 펌프 및 압축기(38.1%)

세탁기

세탁기부품(94.9%), 산업용 플라스틱제품(98.2%), 합성수지(99.9%), 발전기 및
전동기(44.2%)

기타 가정용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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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정용기기부품(79.1%), 전열기기부품(60.1%), 산업용 플라스틱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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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전자제품별 국산생산유발효과 계수 변화
제조업+서비스 계

제조업 국산 부문 계수

서비스업 부문 계수

1995

2008

차이

1995

2008

차이

1995

2008

차이

세탁기

2.13

2.53

0.40

1.81

2.14

0.33

0.32

0.40

0.07

냉장고

2.06

2.52

0.46

1.72

2.15

0.43

0.34

0.37

0.03

기타 가정용 기기

2.30

2.45

0.15

1.91

2.11

0.20

0.39

0.34

-0.05

전구·조명

2.10

2.31

0.22

1.75

1.95

0.20

0.34

0.36

0.02

TV

2.17

2.15

-0.01

1.84

1.81

-0.03

0.33

0.35

0.02

유선통신기기

1.86

1.99

0.14

1.52

1.65

0.12

0.34

0.35

0.01

사무용 기기

2.17

1.97

-0.20

1.60

1.57

-0.03

0.57

0.40

-0.17

무선통신방송장비

1.75

1.80

0.05

1.44

1.52

0.08

0.31

0.28

-0.03

음향기기

1.98

1.64

-0.35

1.64

1.37

-0.27

0.34

0.26

-0.07

기타 영상·음향기기

2.15

1.60

-0.55

1.75

1.33

-0.42

0.40

0.27

-0.13

컴퓨터·주변기기

1.80

1.35

-0.46

1.53

1.15

-0.38

0.28

0.20

-0.08

있다. 기타영상·음향기기는 1단위 생
산 증가 시 국내 소재·부품 생산 유
발효과가 1995년 1.75에서 2008년에
는 1.33으로, 서비스업 매출 유발효과
는 0.40에서 0.27로 감소했다. 그 결과
1995년에는 국산 생산유발효과가 11
개 전자제품 중 4위로 비교적 상위권
에 위치했으나, 현재는 10위로 추락했
다. 1995년이나 지금이나 최하위 국산
생산유발효과계수를 기록하고 있는
컴퓨터·주변기기 역시 효과의 크기가
더욱 감소했다. 이 밖에 음향기기, 사
무용기기, TV 등의 국산 생산유발효
과가 낮아졌다.
반면, 비록 제품의 평균 국산화율은
다소 낮아졌으나, 투입비율이 높은 주

요 소재 및 부품의 국산화율이 70~
100%로 매우 높은 세탁기, 냉장고,
기타 가정용 기기, 전구·조명 등의 국
산생산유발계수는 높아졌다.

(4) 부가가치율 변화
전자 완제품의 부가가치율3)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냉장고와 세탁기는 30%대에서
15%대로 절반 가까이 하락했고, 무선
통신방송장비와 기타 가정용 기기는
9%포인트 하락했다. 그 결과 1995년
에는 부가가치율 20% 이상인 품목이
6개이고, 여타 품목들도 15% 이상이
었으나, 2008년에는 전구·조명과 기

3) 부가가치율=부가가치/총산출, 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간접세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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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영상·음향기기만 20% 이상을 기록
하고 있다. TV와 음향기기의 부가가
치율이 13~14%로 가장 낮은 수준이
며, 컴퓨터·주변기기, 세탁기도 17%
대로 낮은 실정이다. 부가가치율 하락
요인은 영업잉여 감소와 피용자 보수
증가 둔화이다.
1995~2008년 기간 동안 영업이익
증가폭이 중간투입 증가폭을 상회하
는 품목은 기타 영상·음향기기와 무
선통신방송장비뿐이다. 전구·조명은
영업이익 증가폭이 중간투입 증가폭
을 하회하고, 나머지 품목들 즉, TV,
음향기기, 유선통신기기, 컴퓨터·주변
기기, 사무용기기, 냉장고, 기타 가정
용 기기의 영업잉여는 감소했다. 영업
잉여의 감소폭이 가장 큰 품목은 컴
퓨터·주변기기이고, 그 다음으로 기타
가정용 기기, TV 순이다.

<그림 3>

26

KIET 산업경제

이러한 영업잉여 축소는 매출액 영
업이익률 하락에 기인한다. 영상·음향
기기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1995년
8.1%로 높았으나, 2008년에는 0.7%
로 겨우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으
로 악화되었다. TV의 경우 기술발전
과 신제품 개발에 따른 제품수명주기
의 단축, 치열한 경쟁 등으로 인해 가
격이 매년 20~30%씩 하락하고 있으
므로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통신기기·방송
장비 역시 8%대에서 4%로 낮아졌다.
피용자 보수의 경우, TV, 기타영
상·음향기기, 컴퓨터·주변기기, 사무
용 기기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서는
피용자보수 증가폭이 중간투입 증가
폭을 훨씬 하회하고 있다. 유선통신기
기는 오히려 피용자 보수가 감소했다.
피용자 보수 증가율이 중간투입액 증

전자제품별 부가가치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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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율을 상회하는 품목들의 경우 원가
상승 부담으로 인해 영업잉여가 감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용자 보수 증가 둔화 현상은 전자
제품의 부품 모듈화와 생산공정의 자
동화 진행으로 생산 증가에 수반하여
고용 수가 증가하지 않고, 근로 유연
화에 따른 생산직의 비정규직화로 보
수 인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5) 전·후방 연쇄효과 변화
전자제품의 전반적인 부품 국산화
율 하락과 서비스부문 투입 비중 하
락으로 후방연쇄효과와 전방연쇄효과
도 축소되고 있다.
소재 및 부품 생산과 서비스 매출

<표 4>

에 영향을 미치는 후방연쇄효과 즉
영향력계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5
년에는 무선통신방송장비와 컴퓨터·
주변기기 외에 다른 10개 품목의 영
향력계수는 전 산업 평균보다 높았다.
그러나 2008년 현재 영향력계수가 전
산업 평균보다 높은 품목은 주로 가
전기기로서 TV, 유선통신기기, 냉장
고, 세탁기, 기타 가정용 기기, 전구·
조명 등 6개로 축소되었다. 생활가전
기기는 영향력계수가 상승하고는 있
으나, 전자제품 산출에서의 비중이 미
약하여 국내 부품·소재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반
면, 전자제품 산출의 절반 이상을 차
지하고 있는 무선통신방송장비는 영
향력 계수가 하락하여 전방산업과의
연관성이 약화되고 있고, 산출액 2위

전자제품별 영향력 계수와 감응도 계수 변화
영향력계수

감응도계수

1995

2008

차이

1995

2008

차이

TV

1.173

1.096

-0.077

0.691

0.641

-0.049

음향기기

1.074

0.833

-0.241

0.588

0.552

-0.036

기타 영상·음향기기

1.164

0.814

-0.350

0.554

0.548

-0.005

유선통신기기

1.006

1.015

0.008

0.726

0.652

-0.075

무선통신방송장비

0.949

0.916

-0.034

0.644

0.705

0.060

컴퓨터·주변기기

0.977

0.685

-0.292

0.901

0.683

-0.218

사무용 기기

1.176

1.001

-0.175

0.660

0.548

-0.112

냉장고

1.117

1.283

0.166

0.622

0.591

-0.032

세탁기

1.156

1.290

0.134

0.628

0.719

0.091

기타 가정용 기기

1.247

1.247

0.000

0.619

0.735

0.116

전구·조명

1.136

1.178

0.042

0.815

0.77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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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컴퓨터·주변기기의 영향력계수는
0.69로 11개 품목 중 최하위 수준이
다. 그 결과 전자제품의 총산출이 늘
어나도 국내 부품·소재산업에 돌아가
는 생산효과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전자 대기업의 수출
호황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부품·소재업계가 동반 성장은커녕 어
려움을 겪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방연쇄효과 지표인 감응도계수는
그 속성상 부품·소재와 같은 중간재
산업이 높고 완제품은 낮은 편이다.
1995년 전자제품의 감응도계수는
0.554~0.901 수준이었으나, 2008년에
는 0.548~0.775로 낮아졌다. 1995년
감응도계수가 0.901로 가장 높았던 컴
퓨터·주변기기는 현재 0.683으로 가
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고, 2위였던 전
구·조명도 0.815에서 0.775로 감응도
계수가 낮아졌다. 전자제품 수요에 영
향을 미치는 전방 산업과의 연계성이
계속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3. 시사점
1995~2008년 기간 동안 11개 전
자제품의 성장 모습을 요약해 보면,
음향기기는 마이너스 성장, 무선통신
방송장비는 연평균 30%대의 급속 성
장, 전구·조명기기는 10%대의 높은
성장, 나머지 8개 전자제품은 연평균
2~6%의 완만한 성장이라고 할 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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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 결과 1995년에는 11개 품목
의 산출액이 1조~7조원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2008년에는 무
선통신방송장비에 대한 전자 완제품
산출 의존도가 50% 이상을 넘어서는
매우 불균형적인 분포로 구조가 변화
하고 있다. 또한, 소재와 부품의 투입
이 늘어나면서 국내산보다는 해외로
부터의 조달증가로 국산화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국산 생산유발효과
가 하락하고 있는 점도 우려된다. 더
욱이 임금과 영업이익 증가 둔화로
부가가치율도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경제 기여도도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전자산업이 극
복해야 할 과제는 첫째, 무선통신기기
에 비견할 또 다른 유망 전자제품의
발굴과 육성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의
발판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와 같은
구조하에서는 무선통신기기의 향후
성장 속도에 따라 한국 전자 완제품
의 미래가 좌우될 수 있다. 즉, 대외
환경 변화에 취약한 무선통신기기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전자제품의 미래
가 불투명하다. 그러므로 성장동력 제
품의 다변화가 요구된다.
둘째, 강소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전
용 및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하
락하고 있는 국산화율을 제고하는 것
이 급선무이다. 특히 산출규모가 가장
큰 무선통신방송장비의 국산화율이
50%에 불과하여 무선통신기기의 수
출과 생산이 증가하더라도 국내 부

전자제품의 부품·소재 투입구조 변화와 시사점

품·소재업계가 향유할 수 있는 과실
이 제한적이다. 더욱이 2000년대 이후
영상·음향기기 및 정보통신기기의 소
프트웨어 기능이 중요해지면서 집적
회로와 개별소자의 사용이 대폭 확대
되고 있다. 그러나 국산화율이 매우
낮아서 동 제품의 생산이 증가할수록
수입을 유발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
다. 이러한 구조를 해소해 나가야 전
자산업 성장과 국민경제 성장 간의
괴리를 좁힐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소프트웨어산업과 콘텐츠산
업의 경쟁력 강화가 반드시 이루어져
야 한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
트 TV 등 전자제품이 스마트화되면
서 경쟁력의 원천이 하드웨어적 제조
가 아니라 스마트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와 소비자들이 즐길 수 있
는 콘텐츠 제공 능력으로 바뀌고 있

다. 그러므로 완제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의 뒷
받침이 필수요건이다.
한편, 세탁기와 냉장고 등의 생활가
전은 우리나라 전자제품의 발전 방향
에 대해 몇 가지 좋은 사례를 보여준
다. 우선, 전용 부품의 국산화율이
95% 이상이며, 전용부품 투입 비중도
상승하고 있어서 국산생산유발효과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플라스틱이나 합
성수지 등 사용하는 소재의 국산화율
도 99%에 달하여 전방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 생활가전은 국별
생활관습과 문화의 차이가 크고 자국
브랜드 선호 경향으로 해외시장 진출
이 용이하지 않은 환경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생활가전산업은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수출이 늘어나면서 생
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 9월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