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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흉 輪

이 연구에서는ι 국패 제재산업의 생산성 변화와 국제경쟁력과획 관계를 알아보았다. 19701건 

부타 2많3년까치 시겨i 혈자료를 이용하여 톤휘벼스트 지수를 구하고 국제경쟁력의 변화에 대 

한 총요소생산쟁펴 영향을 분석하였다. 국채경쟁력을 측쩡하는 지표로서 현시비교우위 (RCA) 

저수와 산업대무역짧힘 자수를 이용하여 국대 채재산업의 경쟁력을 살펴본 결과 지난 30년간 

정쟁력은 급격확 즐0]든 잦으로 나라났다， 생산성 변화가 국제경쟁략에 며치는 영향을 노동생 

산성， 총요소생/냥성 몇 환윷여 포함된 표형을 설정하C댁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그 곁과 총요 

소생산성아 경쟁력 향양애 영향을 빽치는 주요한 요얀으로 나타났고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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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퍼is st뼈뼈y analyzed the technological change and competitiveness of sawmill industry in Korea. 

끼『잉 analyze the effect of tot밟 factor pr밟uctivity on the change in competitiveness, firstly Tömqvist 

in성응정 was calculated fm‘ the 1970-2003. Over the last three decades, the 

。 Korean sawmill h뼈ustry has been eroded, as the value of RCA and 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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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의 제재산업에서 생산성향상이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제재 산업은 1970년대에 값싼 노동력 자 한다. 

을 이용하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었지만 1990 

년대 이후 자본과 원료 집약적인 산업으로 변 

화하면서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해왔다. 이러 

한 산업의 구조적 변화는 자본축적， 기술진보 

에 의한 생산성 향상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 

제재산업은 석유파동， 열대우림의 원목 수 

출 금지， 원화절상 등의 대내외적인 경제여건 

의 변화가 있을 때에도 유연하게 대응하여 지 

속적인 성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1997년 외 

환위기로 인해 국제수지의 악화와 경제성장의 

둔화가 동시에 발생하여， 국내 제재산업이 전 

체적으로 위기의 국면에 돌입하였다. 제재산 

II. 분석모형 

1. 경쟁력 평가 며론 

국제경쟁력이란 개념은 각국간 무역불균형 

의 심화로 통상마찰이 본격화되면서 세계시장 

에서 자국제품의 비교우위 확보를 위한 정부 

의 정책 노력이 강조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거 

론되기 시작하였다. 국제경쟁력이란 넓은 의 

미에서는 자국 상품의 해외시장에 대한 침투 

력과 외국상품에 대한 자국 시장의 방어력을 

의미한다. 또한 좁은 의미에서의 국제경쟁력 

업 특성상 원료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 은 단순히 수출경쟁력만을 의미한다. 국제경 

리나라에서는 생산성향상을 기반으로 국제경 쟁력이란 용어가 경제분석에 실제로 사용되기 

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국내 제재산업의 성장 위해서 보다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즉 국제 

에 튼튼한 기초가 될 것이다. 경쟁력의 개념을 규정할 때 그 경제적 주체를 

총요소생산성은 투입요소의 증가를 제외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산업과 기술 수준에서 

기술진보와 생산과정에서의 자원배분의 효율 의 경쟁력은 실제로 생산되는 제품이나 서비 

성 증가 등으로 인한 생산량의 증가를 의미한 스가 국제시장에서 평가받는 척도로서 중요시 

다. 기술변화와 자본축적을 통한 자본집약도 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국가 수준의 경쟁력 

의 증가가 자본이 부족했던 한국에서 경쟁력 에 관해서는 국민의 실질소득증대를 가장 중 

증가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요한 목적으로 하면서， 그 실질소득을 국제경 

이 연구는 1980년부터 2003년까지 시계열 쟁력의 척도로 간주하고， 소득증대의 달성수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제재산업의 장기적 수 단으로서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포함시키는 

출경쟁력과 총요소생산성의 변화를 분석한다. 경우가 많다. 이 연구에서는 산업의 국제경쟁 

기존의 연구들은 살펴보면， 곽승영 (1997)는 

한국 제조업을 대상으로 생산성의 성장기여 

도 및 결정요인 분석을 하였고， 주경원과 장 

선미 (2003)는 기술변화와 자본집약도의 변화 

가 한국제조업의 비교우위에 미친 영향을 총 

요소생산성과 자본축적의 변화를 통해 분석 

하였으나 제조업 군을 대상으로 하여 개별산 

업에 대한 특성을 고려한 실증분석이 약하다. 

력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관해서 요약하면 무역 

이 시행되는 비교대상의 양국에 대해서 전부 

동일한 제품이 생산되는 경우에는 제품 1단위 

당 생산비용의 저하가 바로 그 제품의 국제경 

쟁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생산 비용의 

비교는 절대 수준보다는 비용지수의 상대비교 

를 통해 분석이 가능하고， 품목을 충분히 세분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제경쟁력과 총요소 화하면 매우 정확한 양국의 상대적 국제경쟁 

생산성의 개념과 측정방법을 검토하고， 한국 력을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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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설훌!2.활 

산업수준에서의 생산성변화가 국제경쟁력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국제경쟁 

력을 구성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주요한 요인 

들은 대부분의 경우 생산성 관련 지표들로 구 

성되어 있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 연구에 필요한 모형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제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RCA 

지수와 산업내무역지수로 나타낼 수 있다. 국 

제경쟁력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언들은 다 

양하게 열거할 수 있으나 주요한 요소들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생산과정에 투입되 

는원자재와노동，자본등의 생산요소의 가격， 

기술수준과 판매과정에서 국제가격에 영향을 

주는 환율 등을 들 수 있다 어들 중에서 가격 

변에서 국제경쟁력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 

향을 주는 요소는 환율이다. 즉， 교역재의 가격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해당국 통 

화의 평가절하나 평가절상 등에 의한 수출입 

가격의 변화이다. 또한 비용 측면에서 국가경 

쟁력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국제경쟁 

력을 측정하는 벼용 관련 지표들로서 인적자 

원의 생산효율화를 측정하는 노동생산성 및 

임금비용으로 살펴본 단위노동비용， 그려고 

금려로 나타얘는 자본벼용 등을 들 수 있다. 

즉 국채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들은 환 

율? 노동생산성， 자본버용 및 거술수준의 발달 

릉을 플 수 있다. 이 요인들은 때부분 생산성 

관련지표들로새 생산성과 국제경쟁력의 관계 

를 파악하기 위한 모형을 설정하면 식 (1)과 같 

얘 나타낼 수 있다. 

IC = f (ULC, τ힘'P， ER) 

!JRCA 걱.l\ v.으 

RCA 
!JULC , !JTFP 

- "、 I '"2 ULC μ 3 TFP 

여거서 IC는 한국 채재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나타내며， 현시된 비교우위(RCA)지수， 산업내 

무역 (IIT)지수 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RεA지 

수는 수출측면에서 파악한 국제경쟁력이며 nτ 

지수는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까지 포함하는 국 

제경쟁력이다. 또한 ULC는제재업 부문의 노동 

생산성을 표시하는 단위노동비용， T땐는 기술 

수준의 진보를 나타내는 제재산업의 총요소생 

산성， ER은 평균환율이다. 국제경쟁력과 생산 

성의 관계 규명을위해서 설정된 위의 분석모형 

애서 환율이라는 요소를 포함시킨 것은 국제경 

쟁력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환율변동에 

의한 가격변화를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생산성변화가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앞에서 언급한 분석모형을 식 

(2), (3)과 같이 변화율 형태로 바꿀 필요가 있다. 

상기 추정식에서 RCA는 현시된 비교우위지 

수， llT는 산업내무역지수， 6는 증가분을 표시 

한다. 본 모형을 통해 단위노동비용의 변화， 총 

요소생산성의 변화 및 환율의 변화가 RCA지 

수와 산업내무역지수의 변화율로 다타낸 국제 

경쟁력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 

수 있다. 여기서 추정계수 Q들과 P들은 1%의 

단위 노동벼용의 변화， 1%의 총요소생산성의 

변화 그래고 1%의 환율의 변화에 따라 RCA지 

수와 산업내무역지수가 몇 % 변화하는가를 나 

타내고 었다. 이 때 ().2<0, 82<0언 경 우에는 단 

위노동버흉의 감소를 롱한 생산성 향상애 확해 

국제경 쟁 력 이 강화되고， ().3>O, 83>0인 경 우에는r 

기술진보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의해 국제경쟁 

력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01 러한 

내용을 분석하가 위해 단계별로 나누어 상관관 

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워의 식을 

간단하게 식 (4),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a , !J~ a4 ER 

!JIIT (3) 으용_，L 
IIT 

= β1-\ β24￡파ζ + β34IEE +β44휠뀔 
ι ULC 'I>';J TFP '1>' 4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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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ðrca = a 1 + a 2 • ðulc + a 3 • ð，뼈 + a4' ðeγ 

(5) ðiit = β1+ β2 • ðulc + ß 3 • ð.빼 + β 4' ðer 

여기서 órca는 RCA지수의 변화율， óulc는 (l )RCA 지수 

단위노동비용의 변화율， 야φ는 총요소생산성 국제 경쟁력 개념의 기본을 이루는 비교우 

의 변화율， óer은 평균환율의 변화율， óiit는 위에 대한 개념은 리카도(D. Ricardo)에 의해 

산업대무역지수 변확율을 나타낸다. 상관관 주장되었고， 핵셔-올린(Heckscher-Oh1i띠이나 

계 분석에서 órca에 대해 ωlc는 부(-)의 관 스툴퍼-사무엘슨(Stolper-Samuelson) 등에 의해 

계， Ói뺑와 óer은 정(+)의 관계에 있음을 예상 체계화， 정치화가 진행되어왔다. 그 근본을 이 

할 수 있으며 ， óiit에 대해서도 óulc는 부(-)의 루는 사고는 어떤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풍부 

관계， δ#와 óer에 있어서는 정(+)의 관계에 하게 부존되어 있는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즉， 단위노동비용의 사용하는 재화에 벼교우위가 있고， 그 재화를 

감소는 노동생산성의 향상아나 임금수준의 수출함에 따라 무역으로 인해 이익이 극대화 

안정화를 통해 국제겸쟁력을 향상시키는 요 됨과 동시에 소비자의 효용도 증가하는 것이 

인아다. 반면에 총요소생산성의 증가는 기술 다. RCA지수는 비교우위의 이론이 결과적으 

진보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원화 로 실제 무역실적에 반영된다. 

평가절하는 가격경쟁력이 강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활 것으로 예상월다. 따라서 노동생산성 

과 총요소생산성으로 나타난 생산성은 국제 

경쟁력과 정(+)의 관계에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맴 경쟁력 ÃI수웰 
총요소생산설엌 측정방법 

1. 곁짧력 측정치표짧 측정방법 
경쟁력 지표를 통해 제재산업과 같은 목재 

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자체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국제경쟁력과 세계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상대적인 경쟁력이 기간별로 어떻게 변 

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한국 제재산업 

RCA 지수는 세계의 총임산물 수출액에서 

특정 상품 j의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과 비 

교하여 한국의 총임산물 수출액에서 특정 상 

품 j의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상호비교 

한 것이다. RCA 지수가 1보다 클 경우 한국 

이 j상품에 대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6) RCA 지수 = (X kj/X w)/(X k/X w) 

X kj : 한국의 j재 수출액 

X떠: 세계의 j재 수출액 

X k : 한국의 총임산물 수출액 

X w : 세계의 총임산물 수출액 

의 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들 이 RCA 지수는 이미 실현된 무역을 통하여 

로서 가격경쟁력， RCA 지수， RC 지수， 순수출 나타난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국제경쟁력을 지 

비율， 역 RCA 지수， 수입품의 시장점유율， 산 수화하는 것이다. 어떤 특정한 상품에서 RCA 

업내무역지수 등이 있다. 이 연구의 실증 분석 지수가 1보다 크면 그 특정국가는 당해상품에 

에서는 경쟁력 지표 중에 RCA 지수， 산업내무 비교우위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어 

역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두 가지 경쟁 떤 특정 국가의 어떤 상품에 대한 RCA 지수가 

력 측정 지표별 채념과 측정방법을 살펴보면 1보다 작다는 것은 그 특정국가는 당해상품에 

다음과 같다. 비교열위가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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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je - Mjel 
(7) ffT j = (l - (X;: + 화)-) x 1애 

X je = (X j !2)*(짧(Xj+Mj)/용X j) 는 무역불균형이 조정된 수출액 

M je = (M;!2)*(웰Xj + M;)/훌M) 는 무역불균형이 조정된 수입액 

Xf : 한국의 j재 수출액 

M j : 한국의 j재 수입액 

야와 갚은 없￠씨a 지수는 애떤 양품의 수출성 

과에 근거를 두편서 한 나라악 그 상품의 수출 

사장점유율이 二l 냐라확 전수출상품의 수출샤 

정 점유율에 바해 상다Q 적인 묘기를 보여주는 

자표이파. 즉 애펠 상품의 상대적 시장점유율 

얻 RCA 지수로썩 당해상품확 빽교우위 즉 국 

체경쟁력올 측청하는데 이첫은 수출점유율외 

증가가 책외사장의 수요변화요얀 보다도 수출 

상품의 챙쟁력흉가에 크게 거인하고 있다는 

때 그 야풍적 근거를 두고 있다e 

(2) 산업댐-환뺑 -^]수 

산업태우역책 팩한 관심은 역대무역야 활발· 

해점에 따긍t 二l 채념과 측정방법에 대한 정균3 

획 필요성야 패두되면삭 증대되었다。 산업내 

우역은 풍일한 산업대확 상품들이 일국에 입 

해 동시적으로 수출 o 수입되는 것으로서; 이 

러 웰 현쌓은 채드ε업 부문외 본질적 복잡성 따f 

문에i 채쪽:업부품액책 특칙 환치하게 나타나고 

다}푸역은- 전통적인 산업간 

무역여론쐐 왜하C략 보완2쩍 성격을 띠고 있다@ 

일반적으효 산협나}무역확 정도를 측정할 때 3 

유외할 점은 푸역불균형에 대한 조정 문제안 

마， 야를 해결하얘 가장 널려 야용되는 Aqαino 

(1978)의 수정 된 산업 패 무역 지 수는 식 (7)과 

같이 니-타낼 수 있다. 

산업내푸역지수(뾰압는 이미 실현된 무역성 

파를 통하여 동일한 산업내애서 수출과 수입 

얘 이루약지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이 지수 

는 0-100의 값을 가자벼? 산업얘 무역지수가 

;쩡우헥숫>-> 산→업갚 3유역받이 야륙갇혀져고 

100얀 경우에는 산업 1갱 무역만이 말생하였음

을 나타낸다。 야 때 산업내무역을 결정하는 

요인은 규모의 청제， 제품차별화， 연구개발집 

약도， 중간재 투입비율， 해외직접투자 등인데 

이들은 모두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요 

언들이다. 즉3 규모의 경제에 의한 평균생산 

비의 감소， 제품 차별화에 의한 다양한 기호 

의 충족， 연구개발투자애 의한 기술진보， 다 

국적기업활동의 증가를 유발하는 해외작접투 

자 등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g 。 훌풀2::ít뿔짧짧짧 훌젤뿔響 

총요소생산성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아 연구에서는 Cristensen and 

Diewε땐(1982) 어} 의 해 제 시 된 망O뾰lqvist -Theil 

의 지수를 시계열간 횡단면간 벼교가 가능하 

도록 만들어장 다면초월대수 지수(m벼tilater빼 

translog index)를 응용하영 생 산성 을 추정 한다， 

Divisia 지 수약 Tornqvist -Theil의 지 수에 서 는 

개별산업의 생산햄수를 생산요소가 자본(훼， 

노동(L) ， 중간재(1\1)로 구성 되 는 다음알 함수료 

가정한다. 

(8) Z = f(L, K, M) 

이때 총요소생산성은 앞에서 설명한 산출량 

변화와 투입량 변화먹 차이로 나타낸다. 제재 

산업아 N가지 산출물을 뼈 가지의 투입물을 

야용하여 생산한다고 가정하자. 총요소생산성 

악 변화율은 핵러 가차 방법으로 계산활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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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T FP = 훨8;[ lny i( t) - lny i(t-l)] - 옐강[lnz/t) -lnzj(t-l)] 

단， 정j = 두 연도에 있어 i번째 산출물이 제재산업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평균 

「도j - 두 연도에 있어 j번째 투입물이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평균 

지만， 톤퀴비스트 생산성 변화지수를 사용할 

경우 t 연도와 t-1 연도 사이의 생산성 변화율 

은 식 (9)와 같이 계산된다(단， 본 연구에서 제 

재 산업의 산출물을 1가지로 가정한다). 

각 산출불과 투입물의 수량 및 가격자료가 

있으면 위의 생산성 변화지수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 

N. 분석 결과 및 고찰 

1.자료의 구성 및 추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1980년부터 2003년 

기 간중 한국의 제 재산업 부문1)으로 한정 하였 

다. 1980년은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이행하였기 때문에 환율변화에 의해 국제경쟁 

력이 영향을 받기 시작한 시점이다. 또한 국제 

경쟁력지수의 작성은 국제통계자료를 사용해 

야 하므로 유용한 데이터 사용 기간을 선정하 

여 〈부표 1>과 같이 분석자료를 산출하였다. 

FAO 통계를 기초자료로 사용하여 한국 제 

재산업 의 RCA지 수를 계산하였다. 또한 FAO 

통계 자료와 통계청의 「광공업통계연보」를 기 

초자료로 사용하여 한국 제재산업 각 부분에 

대한 산업내 무역지수를 산출하였다. 제재산 

업의 노동생산성 및 총요소생산성， 평균환율 

자료는 통계청의 「광공업통계연보J ， 한국은행 

의 r경제 통계」에서 1970년부터 2003년까지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였다. 국내 제재산업의 

2. RCA. IIT. 총요소생산성 변화율 추이 

본 논문에서는 한국 제재산업의 국제경쟁력 

을 앞에서 설명한 국제경쟁력 지표들을 이용 

하여 연도별로 계산하였다. 이러한 지표들은 

우리나라 제재산업의 현재 경쟁력을 직접적으 

로 이해할 뿐 아니라 앞으로 중국과 같은 주변 

국가의 경제성장이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에 

대해서 예측해 볼 수 있는 간접적 지표를 제공 

해 준다. 

<표 1> 국내 제재산업 경쟁력 지수 

년도 RCA지수 IIT 지수 

1976 46.405 16.683 

1981 38.815 14.568 

1986 75.979 45.141 

1991 37.056 93.043 

1992 29.355 74.435 

1993 24.641 45.754 

1994 12.821 35.012 

1995 9.0’n 27.454 

1996 6.610 19.996 

1997 4.403 12.548 

1998 1.405 6.538 

1999 1.547 6.522 

2αm 3.664 15.664 

2001 3.542 16.821 

2002 3.134 15.525 

2003 3.402 16.162 

총요소생산성 변화율은 이요한(2006)의 비용 주 :RCA지수와 llT지수 비교 분석을 위해 기준단 

함수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톤퀴비스트 지수 위를 100으로 설정 

를 추정하였다. 

1) 이 연구는 제재산업을 광공업통계 분류번호 20101 
협의의 일반제재산업을 지칭한다. 

RCA 지수를 보면 1990년대 초반에 비해 크 

게 낮아져서 수출 경쟁력은 낮아진 것을 보여 

준다. 당시 배경 을 살펴 보면 1980년대 이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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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원목수출을 금지 

하고 1차 가공 및 반제품을 수출토록 하였다 

이러한 임산업정책 변화로 인해 남양재의 원 

목수입이 어려워져서 국내 남양재 제재산업은 

박을 내리고 1990년대 초반부터 뉴질랜드， 칠 

레 등으로부터 침엽수 수입이 급증하여 침엽 

수 위주의 제채산업으로 국내제재산업의 수입 

구조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에 

환율의 상승으로 가격 경쟁력은 높아졌으나 

국내 경기 침체로 제재산업이 크게 위축되어 

수출여력얘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산 

업내무역지수때T)는 90년대 초반에 높은 값을 

보였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최근 회복되 

는 추세이다. 국내 제재산업은 90년대 초반에 

산업내무역이 활발하고 국제경쟁력이 증대되 

었으나 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여후에 산업내 

때
 
때
 
때
 

year 

〈그림 1> 경쟁력지수와 총생산성 변화율 추이 

가를 유발하는 해외직접투자 등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증가시켜야 한다. 더욱이 최근 중국의 

원목수입의 블랙홀 현상과 제재산업의 성장은 

앞으로 국내 시장에 큰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 

이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국내 산압 

계의 현명한 대처가 요구된다. 경쟁력 지수의 변 

화율과 총요소생산성 변화율을 함께 그래프로 

무역의 정도가 크게 낮아졌다.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국내 제재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규모의 

경제에 의한 평균생산벼의 감소， 톰새서장 개발， 3. 효뿔저IXH싼영의 R~볕 설장률 

제품 차별화에 의한 다양한 가호의 충족， 연구개 한국제재산업의 실질생산은 연평균 6%외 

발투자에 의한 기술진보， 다국적기업활동의 증 성장률을 보여준다. 총요소생산성의 성장률은 

<표 2> 한국제재산업의 요인별 성장률 

기 간 별 

1971-1980 1981-1990 1991-1998 1999-2003 기간평균 

성장율 

실질생산 11% 3% -6% 23% 6% 
노 동 6% 0% -12% 2% -1 % 
자 효~ 19% 10% 0% 4% 9% 
중간재 11% 3% -6% 23% 6% 

(τ~] 브「 。님1 요λ) 3용% 13% -18% 29% 15% 
총요소생산성 7% 4% -12% 19% 3% 

기 여 율1) 

노 % 6% 0% 끽 1% -2% 

자 본 17% 13% 0% 9% 

중간재 79% 82% 83% 80% 

(총투입요소) 102% 95% 84% 87% 

총요소생산성 -2% 5% 16% 13% 
」←←←←

주 : 1) 기여율은 실질생산 성장에 각 투입요소와 총요소생산성이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값으로 소득분배율 

을 고려한 각 투입요소별 성장률을 산출성장률로 나누어 준 값임 
2) 실질성장이 음인 경우 기여율은 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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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3%로 증가한다. 총요소생산성의 실질생 

산에 대한 기여율에서 평균 13%의 성장을 보 

여준다. 

한국 제재산업에서는 투입요소의 증가가 실 

질생산의 증가에 87%의 기여를 하였고， 총요 

소생산성의 기여는 15% 이하로 주경원과 장선 

미 (2003)의 연구 결과의 저기술 제조업군과 비 

슷한 결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 3> 국제경쟁력 관련지수와 특성변수와의 단순 
상관관계분석 

국제경쟁력 특 성 변 수 
상관계수 

관련지수 r5u/c 찌φ r5er 

다‘- τ 까‘ -0.480. 0.548' -0.198 
r5rca 

스페어만 -0.316 0.397 -0.074 

단 진 까r‘ -0.144 0.401 -0.212 
r5iit 

스페어만 0.1 30 O.1l3 -0.164 

채재산업에서 기여율은 중간재가 가장 높아 주 *상관계수는 0.05의 수준(양쪽)에서 유의 

기존의 연구들과 일치하며， 총요소생산성， 자 

본， 노동 순이었다. 기간별로 보면 1999년에서 한 수출과 수입을 포함한 국제경쟁력인 산업 

2003년에 높은 성장을 하였고 총요소생산성이 내무역지수는 단위노동비용은 부(-)의 상관관 

생산성의 향상에서 높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 계， 총요소생산성과는 정(+)의 상관관계， 그 

얀다. 전 기간을 통해 살펴볼 때 투입요소의 리고 환율과는 부( -)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증가가 생산성 향상에 큰 기여를 하였고， 그 있어 RCA지수와 부호에 동일한 결과를 보여 

중 중간재 투입 증대가 주요한 성장의 원동력 준다. 

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5. 경쟁력 지수와 영향요인메 대한 실증분석 

4. 쭉쩨겸행력과 관혔째수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생산성과 국제경쟁력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상관관계분석을 기초로 하여 각 특성변수들 

위해 국제경쟁력과 관련지수의 특성 변수들 간 이 국제경쟁력을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는지 

획 상관관계를 단순상관계수와 스페어만 상관 를 분석하기 위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정요 

계수-로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이 나타난다. 인이 무엇인가를 검증하기 위해 RCA지수와 

〈표 3>에서 수출액반으로 측정된 국제경쟁 

력 인 RCA 지 수와 단위 노동비 용은 부(-)의 관 

계， 총요소생산성과는 정(+)의 관계， 그리고 환 

율과는 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우리가 

설정한 모형에서 국제경쟁력을 환율을 제외하 

고 비교적 잘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표 4> 국제경쟁력에 관한 다중회귀 분석 

국제경쟁력 
상 수 

관련지수 óu/c 

órca 
-5.673 -0.234 

(-0.487) (-0.307) 

óiit 
-2.099 0.918 

(-0.175) (1.171) 

주 : ( ) 안의 값은 계수의 t 값을 나타냄 

산업내무역지수를 각각 종속변수로 하고 각 

특성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다중회귀 

분석 을 시 행 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위에서 회귀분석에 의해 추정된 계수들을 살 

펴보면， RCA 지수의 경우 단위노동비용， 총요 

소생산성， 환율 모든 값의 부호가 국제경쟁력 

토「g」 λ 。} 변 수 
검증동계량 

6낀b δer 

0.853 0.629 R2 
= 0.33 

(1.510) (0.606) D-W = 1.61 

1.132 0.775 R' = 0.22 

(1.944) (0.724) D-W = 1.54 



생산성변화가 국내제재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55 

<표 5> 국제경쟁력의 특성변수들간의 상관분석 

δ:ulc ðtfp ðer 

6μlc 망earson 상관계 수 -0.705*. 0.152 

δ뼈， Pearson 상관계 수 X -0.604"" 

&낭r Pearson 상판계수 

주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 

잘 설명해주고 있으며， 산업내무역지수의 

정우에는 단위노동비용아 (+)와 관계를 보여 

주는 것율 제확하고 나펙지 총요소생산성， 환 

율은 정(샘의 광객1로 보여주어 단위노동벼용 

을 제외한 특성햄수들역 국제경쟁력을 잘 설 

명해주고 있다‘ 그러나 총요소생산생변수확 

바교적 유의한값을보핵주며 그외의 계수추 

정치가 원-펴성을 냐타왜는 현수가 없는더L 야 

는 특성템수들간해 다충공선성여 존재하기 tr1l 

품인 것요 휩다‘ 

특성 특앨수들갚에 다중팡선썽 어 존재하묘로 

야 를 파양않깨 우} 해 특상 뺑수들간의 상「관괜책 

를 추정합C냉 상3랙보딴 <표표 5>와 같다， 

특성 편 수들갚획 상관관계를 나타내 는 。!

표에 의 하맨 흥~JL소생 산성 을 나타나} 는 톤특객 

〈표 6> RCA ;>;:1 츄뼈i 광한 다증회구{분석 

국제갱챔력 ! 서 <

δúlc 

-Ll28" 
-펀펀f-」간: 

( -2.285) 

‘7.6앙4 

(-0.794) 

3.021 -1.175" 

(0.329) ( -2.447) 
ôrca 

-3.955 
(-0.460) 

1.29'겨 

1123) 

주 ljl상관져$ 수준{양쪽〉에셔 유획 

비스트 지수와 단위노동， 평균환율이 매우 유 

의 한 수준에서 (-)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따 

라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 

중된 다중회귀 분석이 필요하다， 다중공선성 

을 제거하거 위해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을 

배제한 후 회귀분석 한 결과 〈표 6>, <표 7> 

과같다. 

아래 표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자중된 다중 

회귀분석애 의해 추정된 계수들을 살펴보면， 

RCA 지수의 경우 단위노동바용， 총요소생산 

성， 환율 모든 값의 부호가- 국제경쟁력을 잘 

설명해주고 있으며， 산업내무역지수의 경우에 

는 단맑노동비용야 (-)악 판계를 보여주 총요 

소생산생， 환율은 정(샤의 관계로 특성변수들 

이 국제경쟁력을 잘 설명해주고 있으나 총요 

소생산성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분석모형에서 총요소생산성 증가를 통 

한 생산성 향상야 채재산업의 국제경쟁력의 

주요한 영향요얀암을 알 수 있다‘ 

아삼과 같이 주요 국재경쟁력 지수인 gεA 

지수약 n’r자수를 통해서 채재산업외 국제경 

쟁력을 측정하여 생산성의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그 결과 생산성 변화가 국제경쟁력에 

특 섬 변 수 
검증봉겨}량 

6텐P δer 

-0.481 R2 
= 0.24 

(-0.63야 DW = 1.64 

0.987* 0.783 R2 
= 0.33 

(2.855) (0.884) DW = 1.66 

R2 
= 0.23 

DW = 1.32 

0.803* R2 
= 0.30 

(2.928) D￦ = 1.54 

-0.745 R2 
= 0.039 

(-0.905) D￦ =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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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IIT 지수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국제경쟁력 
상 수 

관련지수 r5u/c 

11.733 -0.268 
(1.1 31) (-0.509) 

5.491 
(0.537) 

9.222 -0.338 
δllt 

(0.932) (-0.653) 

6.277 
(0.698) 

10.911 
(1.085) 

주 *상관계수는 0.05의 수준(양쪽)에서 유의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RCA 지수와 IIT 지수로 나누어 

볼 때， 영향인자의 추정값의 유의수준이 조금 

씩 다르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즉， 국제경 

쟁력의 정의에 따라 생산성과 국제경쟁력간의 

트 성 변 수 
검증통계량 

8엔b δer 

-0.699 R2 = 0.06 
(-0.865) DW = 1.29 

0.601 0.169 R2 = 0.16 
(1.629) (0.178) DW = 1.43 

R2 = 0.02 
DW = 1.36 

0.562* R2 = 0.16 
(1.957) DW = 1.46 

-0.762 R2 = 0.05 
(-0α.971) DW = 1.28 

다중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1981년에서 

2003년까지의 기간 중에서 한국의 제재산업에 

서 국제경쟁력을 측정한 RCA, IIT 지수에서 

생산성의 영향력이 분명히 나타났다. 즉 생산 

성 향상에 의해서 국제경쟁력이 강화되고， 이 

관계를 다르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나 총요소 는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로 나타나므로 

생산성의 증가가 중요한 영향요인임은 두가지 

모형에서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V. 결 론 

생산성향상을 통한 지속적인 국내 제재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절실할 것이다. 

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진보의 속도를 가속화하여 총요 

소생산성을 증가시키고， 노동의 질적 수준 향 

생산성변화가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상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 

분석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 국제경쟁력을 다. 환율은 분석대상기간 중에는 시장의 자동 

측정하는 지표를 수출부문만으로 측정하는 방 조절 메커니즘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외부적 

법과 수출과 수입을 전부 포함시키는 방법을 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 변인으로서， 장기적인 

동시에 고려하였다. 즉 국제경쟁력에 관한 변 관점에서 생산성향상에 의해 실질환율은 변하 

수를 현시된 비교우위 (RCA) 지수와 산업내무 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생산성 

역 (IIT)지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러한 국제 향상이 수반된 국제경쟁력의 상승이 더욱 필 

경쟁력이 생산성향상에 의해 얼마나 영향을 요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생산성향상방안을 

받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노동생산성， 총요소 

생산성 및 환율이 포함된 모형을 설정하여 검 

증하였고， 검증을 위한 통계방법으로는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고려할 수 있다. 

먼저 기술진보에 의한 총요소생산성을 향 

상시키는 것이다. 제재산업의 생산성 제고와 

국내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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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화외- 함께， 경영기술， 연구개발， 신기술도 

입， 새로운 틈새시장 재척， 정보화 등의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를 통해 달성하는 것이 효율 

적일 것이다. 특히， 국내 제재산업은 제품 차 

별화에 의한 다양한 가호의 충족， 연구개발투 

자에 의한 기술진보 등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 

을 증가시켜야 한다. 이미 발 빠른 사업소에 

서는 제재목 생산구조를 다품목 소량주문체 

재로 전환하여 고부가가치의 생산방식을 시 

행하고 있다 

또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하는 

것은 이미 높은 수준에 이르렀고，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국내제재산업 시설의 완전 

자똥화를 통한 인력에 대한 효율성 제고가 매 

우 중요하다. 이러한 방안 。X 외에도 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 증대는 투자환경개 

선을 통한 자본유치의 노력 3 사장원리에 의한 

공정한 경쟁과 자유무역 서현 등을 통한 벼효 

율요인 제져와 같은 노력을 통해서 가능할 것 

이다。 

~ 흩 톰 휠 

1. 곽승영. 1997. 한국 제조업부문 생산성의 성 

장기여도 및 결정요인 분석. 산업연구원。 

2. 김 종만. 1992. 환율， 금래 및 임 금변동이 우 

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3. 박수철. 1996. 산업내무역의 측정방법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4. 이요한. 2006. 한국의 제재산업의 기술변 

화와 국제경쟁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5. 주경원 • 장선미 .2003. 한국제조업에서 기 

술변화와 자본축적이 비교우위에 미친 효 

과. 국제 경 제 연 구 9(2) : 223-263 

6. 한국생산성본부. 1997. 21세기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성향상방안 연구. 생산성 

리뷰。 각년도. 

7. Aq벼no， A. 1978. futra-industry 'frade and Inter

Industry Specialization as εurrent Sources of 

futemationa1 'frade in 뼈anufactures. Weltw합ts 

shaftliches Archiv. VoL 114. 

8. Deardorff, A.. 1974. Factor Proportions and 

εomparative Advantage in the Long Run : 

Com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없 

(4) : 829-833. 

9. Krugman, 맘aul R. 1994. εompetitiveness : A 

Dangerous Obsession. Foreign Affairs. 73(2) : 

30-35. 

10. Young 밟wyn. 1991. Le없ning by Doing an뼈 

the Dynarnic Effects of Intemational τ'rade. 

Quarterly Joumal of Economics 106 : 39-엠6. 



58 山林經濟冊究， 第14卷 第1號， 2006

〈부표 1> 분석메 사용된 지표들 

낼도 
RCA자수 IIT지수 단위노동비용 총요소생산성 평균환율 
변화융 변화율 변화융 변화율 변화율 

1981 -60.14 85.06 4.88 8.29 12.19 

1982 12.48 90.26 22.26 7.48 7.34 

1983 11.66 34.65 -14.11 29.36 6.02 

1984 104.21 -30.75 29.78 -18.23 3.87 

1985 -17.83 12.87 -6.21 -2.73 8.07 

1986 -7.12 54.75 -14.57 19.64 1.26 

1987 35.36 10.88 -2.94 15.65 -6.70 

1988 10.82 10.73 29.74 -12.54 -1 1.07 

1989 3.30 -1.49 30.51 7.57 -8.21 

1990 -41.14 13.89 28.72 -19.07 5.37 

1991 -46.53 49.63 10.66 7.88 3.79 

1992 -20.78 -20.00 14.66 -29.16 6.44 

1993 -16.06 -38.53 17.57 -32.41 2.77 

1994 -47.97 -23 .48 -2.70 34.92 0.09 

1995 -29.25 -21.59 7.13 -8.68 -4.05 

1996 -27.13 -27.17 -17.82 25.62 4.43 

1997 -33.38 -37.24 -13.24 -12.11 18.44 

1998 -68.09 -47.90 23.38 -78 .56 46.29 

1999 10.09 -0.23 -36.99 89.58 -14.79 

2000 136.88 140.15 -15.18 10.36 -4.84 

2001 -3 .34 7.38 -12.95 26.14 14.13 

2002 -1 1.49 -7.70 5.26 -6.46 -3.12 

2003 8.53 4.10 23.15 -25.63 -4.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