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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보팀 ☏ 064-710-4091~2

일본 핵심 소재 수출 규제 계기로 본 국내 소재·부품 산업의 과제

일본 정부의 소재 수출 규제 조치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라는 이유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의 핵심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리지스
트·고순도 불화수소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미 반도체
수요 감소 및 단가 하락, 디스플레이 경쟁 심화 등으로 고전 중인 우리 기업
의 입장에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문제가 터진 것이다. 우리나라 전 산업
수출의 약 30%를 차지하던 핵심 주력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이
고작 3개 품목의 수출규제에 왜 이리 동요하는 것일까? 해당 3개 품목은
일본이 글로벌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어 해당 소재 없이는 반도체·디스플
레이의 생산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m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리지스트·고순도 불화수소
의 2019년도 대일본 수입의존도는 각각 93.7%, 91.9%, 43.9%에 이른다.
우리나라 반도체·디스플레이 수출이 늘면 늘수록 일본의 소재 수입도 덩달아
증가하는 구조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소재·부품 무역흑자는 467억
달러이지만, 대일본 소재·부품 무역적자는 151억 달러로, 중국에서 벌어
들인 무역흑자의 3분의 1을 고스란히 일본에 가져다준 셈이다.
m

▢

가마우지 구조, 해외 의존적인 한국 경제

m

1989년 일본의 경제평론가 고무로 나오키는 그의 저서 <한국의 붕괴>에서
‘한국이 완제품을 생산해 매출이 발생하면 그 이익은 제품 생산에 필요한
소재·부품을 납품한 일본이 취하는 구조’라는 의미로 ‘가마우지 경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목에 줄이 묶인 가마우지가 강에서 물고기를 잡
으면, 목줄 때문에 고기를 삼키지 못하고 주인에게 바치게 되는 구조를
말한다. 전통 제조업 강국인 미국, 독일, 일본 등은 1980년대부터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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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산업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인지하고 자국의 산업구조를 핵심 고부
가가치 소재·부품 중심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는
최종 제품 위주의 빠른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핵심 소재·부품
의 해외 의존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초래하고 말았다.
m 이에 우리 정부는 가마우지 경제라는 오명을 씻고, 글로벌 소재·부품 강
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2001년 ‘부품·소재 전문 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을 10년 한시법으로 제정한 후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 지원을 본격적으로 펼쳐 눈부신 성장을 일궈냈다.
우선 특별법 시행 10년 만에 소재·부품 수출은 2001년 620억 달러에서
2010년 2,290억 달러로 약 4배, 무역흑자는 27억 달러에서 779억 달러로
약 29배 증가했다. 이는 2010년 전 산업 수출의 49%, 무역수지의 1.9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재·부품 산업이 전 산업 수출 및 무역흑자 증가를
주도한다고 할 만큼 성장했다. 대일본 소재·부품 수입 의존도 역시 특별
법 시행 이후 완화됐다. 대일본 무역적자는 2001년 105억 달러에서 2010
년 243억 달러로 확대되었지만, 수입 의존도는 2001년 28%에서 2010년
25%로 3%p 하락했다.
m

▢

특히 2008년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달라진 소재·부품 산업의 위상은
더 큰 빛을 발했다. 2008년도는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133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해였다. 그런데도 소재·부품 산업은 수출 1,835억 달러, 무역수지
34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했음을 보여
주었다. 이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한 수출 호조세
가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때를 기점으로 우리 산업은 소재·부품 중심의
무역구조로 점차 변화되기 시작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재산업 발전에 집중

m

소재·부품 정책 10년을 통해 소재·부품 산업은 양적 성장과 소재·부품 강국
으로 나아갈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마련했으나,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 대일본 무역적자 중 소재의 비중은 2001년 42%에
서 2010년 58%로 증가했고, 원천기술이 부족한 소재 중심으로는 역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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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 심화됐다. 세계 각국의 기술력 향상으로 범용 소재·부품의 기술
격차는 좁혀졌지만, 오랜 기간 많은 투자가 필요한 고부가가치·핵심 소
재 분야의 기술 경쟁력은 여전히 부족했다.
m

▢

이에 2011년 정부는 특별법의 시한을 2021년까지 10년 연장하고, ‘소재·
부품 미래비전 2020’ 정책을 선포하며 미래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핵심소재 개발에 주력했다. 이처럼 10년 단위의 중·장기 정책을 두 차례
추진하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소재·부품은 수출 3,162억 달러, 무역수지
1,391억 달러로 사상 최대 기록을 달성하는 정도로 성장했다. 어려운 상황
에서도 경제 중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30년 전 지적된 가마우지 경제가 여전히 우리
산업구조에 남아있다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이제는 자유무역주의에 기반
한 우리 소재·부품 정책의 기조를 핵심 소재·부품의 무기화에 대한 대응
및 자립화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립화·고부가가치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m

m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올해
6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에서 그 답
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소재·부품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분석하여
소재·부품 산업의 맥을 짚어야 한다. 주력 산업별로 글로벌 가치사슬을
분석하고, 품목별로 우리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냉정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경쟁력이 취약한 품목의 원인이 무엇인지, 자립화를 위한 도
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핵심 소재·부품의 자립화를 위한 담대한 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소재·부품 자립화가 필요한 대상 품목을 발굴하고, 해당 품목의
자립화를 위해 매년 1조 원 이상의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소재 강국의 기술력을 따라잡기 위한 새로운 혁신 방법론이 필요하
다. 최근 미국, 중국, 일본 등 제조업 강국은 각각 MGI(Material Genome
Initiative), CMGI(China MGI), MI2I(Material Research by Information
Integration Initiative)라는 이름으로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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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재·부품의 설계·실증·신뢰성
등 기술 혁신의 속도는 높이고 비용은 절감하기 위해서다. 우리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m

마지막으로 제조업 가치사슬의 완결성을 확보해야 한다. 핵심 소재·부품
의 해외 의존도 문제지만, 이를 만들어내는 장비의 해외 의존도 문제다.
제조업의 ‘소재(Input)→장비(Process)→부품(Output)’으로 이어지는 가치
사슬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소재·부품과 장비를 연계한 제조업 전체의 균형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 다행히 현 특별법의 정책 범위를 소재·부품에서
장비까지 확대하는 한편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도 예정되어 있어, 소재·
부품 산업 생태계의 자립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Ⅱ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m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라는
국제기구가 있다. 19세기 말 특허권과 상표권과 관련한 파리협약과 저작권
에 관한 베른협약은 그들의 작품이다. 실연자 등의 보호에 관한 로마협약도
빼놓을 수 없다. 이처럼 조약별로 따로 규율되던 지식재산권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함께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TRIPs) 발효로 그 통일의 대업을 이루게 된다.
TRIPs,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식재산권, FTA 예외 인정 안 돼

m

WTO와 같이 FTA도 무역협정이므로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
흥미로운 사실은 상품이나 서비스 무역에서의 FTA 예외가 지식재산권
과 관련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한·미 FTA를 통해
양국은 다른 WTO 회원국에게 주지 않는 상품·서비스 무역에서의 특혜를
서로 제공할 수 있다. 관세 철폐나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등이다. 한국
이 FTA 비체결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8%의 관세를 부과하면서도
미국산 자동차에는 무관세 혜택을 주는 일이 용인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다른 회원국들을 똑같이 최선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최혜국대우 원칙
의 위반으로 볼 수 있으나, FTA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이 상품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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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제24조)과 서비스협정(GATS 제5조)에 각각 존재하므로 가능하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의 경우는 이러한 예외 조항이 없다. 실례로 한국은
미국과의 FTA를 계기로 저작권에 대한 보호 기간을 저작자의 생존 기간
과 사후 70년까지 보호하게 되었는데, 이는 미국 저작권 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저작권에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m

▢

추가로 최근의 FTA에서는 소리(sound)나 냄새(scent) 또한 상표로 인정해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영화 제작사 MGM은 영화 시작 전 로고
와 함께 등장하는 사자의 포효로 유명한데, 바로 이 울음소리가 소리 상표
의 예시라고 할 수 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유럽 對 캐나다의 엔드 게임

m

유럽은 캐나다의 특허법에 대해 WTO에 제소(DS114)해 2000년 4월 패널심
에서 승소했다. 문제가 된 캐나다 특허법 제55조 2항2은 특정인이 특허
상품의 특허 기간이 종료된 이후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미리 대량생산·
보관하는 것이 특허권 침해가 아님을 명문화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캐나다에서는 유럽의 신약 특허가 만료되기 전에 이를 사용하
여 복제약(generic)을 대량생산해 미리 보관(stock-piling)해뒀다가 기존
유럽 신약의 특허 기간 종료와 동시에 판매하는 것이 가능했다. 유럽은
캐나다의 이런 행위가 TRIPs 협정 제28조가 부여하는 특허권자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았고, 그렇다고 제30조에 근거해도 예외성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양측 모두 캐나다의 행위가 특허권자의 권리에 침해된다는 것은 인정했
으므로 쟁점은 제30조에 의한 예외 가능성이었다. 제30조에 따르면 예외
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① 제한적(limited)으로만 가능했는데, 캐나다 특허
법은 ② 복제약을 얼마만큼 제작·보관할 수 있는지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특허권이 종료된 뒤에도 경쟁사들이 복
제약을 생산·판매하기까지 기존 개발사의 독점적 지위를 어느 정도 인정
한 셈이다. 특허권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며, 유럽과 캐나다의 특허
권 엔드 게임은 그 엔딩의 해석에도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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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무역 소식 (TRADE NEWS)

제5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개최
m ‘제5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이 지난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열렸다. 전윤종 산업부 FTA정책관과 양정웨이 중국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을 비롯한 양국 정부 대표단 40여 명이 참석했다. 양국은
서비스, 투자, 금융 분야 등의 협정문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고,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해 협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과 투자자 보호 강화 등 양국이 관심을 가진 핵심 쟁점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

산업부는 한·중 FTA 후속 협상을 통해 제1의 서비스 수출 대상국이자
급속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국 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고, 기업 진출
확대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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