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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부품･소재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경제  상

1. 부품･소재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부품･소재산업은 완제품 경쟁력의 원천으로 중요성이 매우 높은 산업이다. 부품･소

재의 품질은 완제품의 가격, 품질 및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부품･소재산업의 패러다임이 최근 들어 크게 변화되고 있다. 

  첫째로 제조업의 경쟁력이 완제품에서 부품･소재로 전이되면서, 핵심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완제품 

생산 중심에서 부품･소재 공급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강화되고 있

다. 특히, 다국적 부품･소재 전문기업들은 자사의 원천기술 특허를 기반으로 세계시장 

* 기은경제연구소 연구 원, 경 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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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디젤엔진 연료분사장치는 Bosch(독일), 

Denso(일본) 등 3개사가 전세계 시장의 70%를, 쇽업소버는 Tenneco, Mannesmann 등 

3개사가 전세계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액정소재를 생산하는 치소와 

자동수지제어장치를 생산하는 화낙은 세계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둘째로 개별기업간 경쟁에서 기업군간 경쟁으로 전이되고 있다. 과거에는 완성품 제

조업체간 경쟁 혹은 부품･소재기업간 경쟁이 치열하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가치사슬 

상에서 수평 네트워크 구축이 강화되고 있다. 이는 신기술 개발 성공률의 저하와 상업

화의 불확실성이 증가되면서, 수평적 협력을 통해 초기 시장선점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

관계가 합치되면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마지막으로 부품･소재 기술의 융･복합화가 진행되면서, 모듈화가 진전되고 있다. 과

거에는 완성품 제조업체에서 세부부품별로 납품을 받아서 조립생산을 하였으나, 최근

에는 세부부품을 큰 단위의 모듈부품으로 납품받아 조립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이

는 자동차 산업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과거에는 2만여개의 부품을 완성업

체에서 개별적으로 납품받아서 조립하였다. 최근에는 완성차 조립업체는 자동차를 크

게 7-8개의 모듈부품으로 구분하고, 이의 생산을 담당하는 모듈업체로부터 납품을 받

아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모듈화의 진전은 부품･소재 업

체의 협상력을 강화시켜 주고 있다. 핵심 모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자사의 부품･소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부품･소재 기술을 보다 복합화 시키고, 인접분야의 기술을 융합

하는 현상을 낳고 있다. 

2. 부품･소재산업의 경제  상

  부품･소재산업은 국내 제조업의 핵심근간 산업으로 2001년 이후 견고한 성장 추세를 

시현하여 제조업 생산액의 42%를 차지함으로써 양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하였

다. 부품･소재산업의 생산액은 2004년 336조원으로 300조원을 넘겼으며, 2006년에는 

390조원을 달성해 제조업 생산액의 42.7%를 달성하였다. 고용측면에서도 부품･소재산

업은 2006년 기준 총 137만명을 고용하여 제조업 전체 고용의 47.2%를 차지하고 있다. 

부품･소재산업 고용인력의 88만 9천명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48만 6천명은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부품･소재산업의 고용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총 15만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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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증가하여 완제품 산업의 11만명 증가와 비교하여 보면, 고용창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표－1> 부품･소재산업의 산업 황

2000 2001 2002 2003 2004

생산액

(조원)

부품･소재(A) 214.3 217.7 243.3 270.8 336.0

제조업(B) 564.8 583.8 634.2 677.4 794.9

A/B(%)  37.9 37.3 38.4 38.0 42.3

월평균

종사자수

(만명)

부품･소재(A) 121.3 120.5 122.9 126.0 128.5

제조업(B) 265.3 264.8 269.6 273.5 279.8

A/B(%)  45.7 45.5 45.6 46.3 45.9

자료：산업자원부, 부품･소재통계;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통계

  국제경쟁력을 나타내는 무역특화지수2)도 2004년 이후 전산업을 추월한 이후 가파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품･소재산업의 무역특화지수는 2002년부터 가파르게 상승

하기 시작하였다. 무역특화지수의 개선은 전통적으로 취약산업으로 분류되어 온 부품･

소재산업의 경쟁력이 급속히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1> 부품･소재산업의 무역특화지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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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1)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부품･소재통계시스템

               2) 한국무역협회, KITA.NET

2) 무역특화지수(무역수지/총교역)는 특정시장에서의 국가간 경쟁력 분석지표로 수출의 상  비교우

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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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무역 황

  부품･소재 무역현황을 보면, 수출은 1999~2007년간 연평균 12.1%로 빠르게 증가하

여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대 이후 꾸준히 45%대를 유지하고 있다. 부

품･소재의 수입은 같은 기간동안 연평균 10.9%씩 성장하고 있어 부품･소재의 수입도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부품･소재 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48.2%에서 2007년 36.9%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부품･소재의 대외 의존도가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 부품･소재 무역수지를 보면, 1997년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이래로 

견고한 무역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2004년에는 무역수지가 152억 달러 흑자를 기

록하여 100억 달러이상 흑자를 달성하였고, 2007년에는 36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연

평균 18.6%의 무역수지 흑자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전산업 무역수지 흑자(157억 달러, 

2007년)의 2배 이상 흑자를 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부품･소재 전반에 걸쳐 

국산화율 제고 및 글로벌 소싱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활발해진 중소

기업 및 대기업의 해외진출로 부품･소재산업의 무역수지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표－2> 부품･소재산업의 무역 황
(억 달러,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우리나라 체수출 1,437 1,723 1,504 1,625 1,938 2,538 2,844 3,255 3,715 

부품･소재 수출 670 799 620 678 820 1,079 1,238 1,487 1,682 

부품･소재 비 46.6 46.4 41.2 41.7 42.3 42.5 43.5 45.7 45.3 

우리나라 체 수입 1,198 1,605 1,411 1,521 1,788 2,245 2,612 3,094 3,568 

부품･소재 수입 577 706 592 649 758 927 1,011 1,140 1,318 

부품･소재 비 48.2 44.0 42.0 42.7 42.4 41.3 38.7 36.8 36.9 

부품･소재 무역수지 93 93 27 29 62 152 227 347 364

자료：한국무역협회, KITA.NET,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부품･소재통계시스템

  지역별 수출현황을 보면, 최근 중국에 대한 부품･소재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

상을 볼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중국에의 수출이 지난 10여년 동안 급격히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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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고 있다. 이는 많은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면서, 중국 현지공장에 납품하는 

부품･소재가 늘어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액

(제조업, 순투자 기준)중 중국 비중은 1990~2000년간 평균 30% 정도였으나 

2001~2004년간에는 평균 54%로 증가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표－3> 부품･소재산업의 지역별 수출 황
(단위：억 달러, %)

국 일본 미국

1996  52  57 91 

1997  64  61 102 

1998  59  49 104 

1999  73  60 122 

2000 101  81 156 

2001 96  62 101 

2002 126  65 105 

2003 195  77 100 

2004 291   96 125 

2005 376 113 140 

2006 430 136 158 

2007 504 135 167 

연평균 증가율 22.9 8.2 5.7 

자료：1)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부품･소재통계시스템

      2) 한국무역협회, KITA.NET

  부품･소재산업의 수입현황을 보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금액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중국, 미국의 순으로 부품･소재의 수입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전체 부품･소재 수입의 증가율을 보면 중국이 증가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일본, 

미국의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은 부품･소재산업에서 한국과 가장 교역량이 높

은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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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부품･소재산업의 지역별 수입 황
(단위：억 달러, %)

국 일본 미국

1996  30 167 135 

1997  35 160 144 

1998  27 111 120 

1999  41 157 144 

2000  54 196 158 

2001  53 165 115 

2002  72 183 122 

2003  90 216 129 

2004 130 255 144 

2005 176 274 152 

2006 231 292 160 

2007 314 322 163 

연평균 증가율 23.9 6.1 1.7

자료：1) 한국기계산업진회, 부품･소재통계시스템

      2) 한국무역협회, KITA.NET

  부품･소재산업의 지역별 무역수지를 보면, 중국 무역수지 흑자로 일본 무역수지 

적자를 메우고 있는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일본 무역수지 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 무역수지 적자는 감소하다가 2007년에는 흑자

로 반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내 부품･소재산업은 일본의 원천 핵심 부

품･소재를 구매하여 가공한 후, 중국의 한국 현지공장이나 중국 공장에 납품하는 동북

아 3각 분업구조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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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부품･소재산업의 지역별 무역수지
(단위：억 달러)

국 일본 미국

1996  22 -110 -44 

1997  29  -98 -42 

1998  32  -62 -16 

1999  32  -97 -21 

2000  47 -115  -1 

2001  43 -103 -14 

2002  54 -118 -17 

2003 106 -139 -29 

2004 161 -159 -19 

2005 200 -161 -11 

2006 198 -156  -2 

2007 190 -187   5 

자료：1)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부품･소재통계시스템

      2) 한국무역협회, KITA.NET

  한편, 대일 무역적자의 약 62.5%(2007년 기준)가 부품･소재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으

며, 부품･소재 무역적자의 약 30% 정도가 반도체 및 전기전자부품 등 IT분야에서 발생

하고 있다. 대일 무역적자 중 부품･소재의 비중은 1998년 전체 무역수지 적자를 초과하

는 133.8%까지 올라갔으나, 이후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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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일 무역수지 자  부품･소재산업의 비
(단위：억 달러, %)

부품･소재(A) 산업(B) 부품･소재 비 증가율

1996 -110 -157 70.1 

1997 -98 -131 74.8 -10.6 

1998 -62 -46 133.8 -37.4 

1999 -97 -83 117.5 57.9 

2000 -115 -114 101.4 18.4 

2001 -103 -101 101.7 -10.6 

2002 -118 -147 80.1 14.4 

2003 -139 -190 73.0 17.9 

2004 -159 -244 64.9 14.2 

2005 -161 -244 65.9 1.3 

2006 -156 -254 61.3 -3.2 

2007 -187 -299 62.5 20.0 

자료：1)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부품･소재통계시스템

      2) 한국무역협회, KITA.NET

  대일 부품･소재 무역역조를 구분해서 보면, 부품산업에서의 무역역조는 일정 수준에

서 유지되고 있으나, 소재산업에서 무역역조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는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소재의 상당부분을 전량 일본

에 의존하고 있는 결과로,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소재의 기술개발을 통한 수입대체가 

절실함을 알 수 있다. 

<그림－2> 일 부품･소재 무역역조 세분화

(단위：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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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부품･소재산업의 국제경쟁력

  그동안의 부품･소재산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최근 부품·소재기업의 경쟁력이 개선되

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식경제부의 부품･소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진국 대비 

품질경쟁력은 2001년에 비해 크게 강화되었으며, 설계 등 기술수준도 상당부분 개선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부품･소재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2001년에 비해 약화

되고 있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기술 개선 및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품･소재의 품질 경쟁력은 눈에 띄게 개선되었으며, 이중 소재 경쟁력에서 상당히 강

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기술격차는 아직도 좁혀

지고 않고 있어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은 86%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 동안의 부품･소

재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강화로 설계, 신제품 개발, 신제품 응용기술 역량은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생산기술 개선수준은 아직 더딘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3> 부품･소재산업의 국제경쟁력

     자료 : 한국산업기술재단, 부품･소재 발전비전 및 전략

<표－7> 부품･소재기업의 선진국 비 경쟁력 변화

구 분
 체 업종형태

2001 2004 부품 소재

선진국 비

경쟁력 

품질 85.0 91.7 87.5 100.7

가격 85.7 84.9 84.8 85.0

종합 84.1 89.2 86.9 94.4

선진국 비

기술수

설계기술 67.7 79.5 75.7 88.0

신제품개발기술 66.4 76.5 72.7 85.2

신기술응용 68.6 77.0 73.3 85.5

생산기술 77.8 82.0 78.4 90.3

평 균 70.13 78.75 75.03 87.25

  주：선진국 경쟁력을 100으로 가정

자료：산업자원부, 부품･소재 실태조사(‘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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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변화를 보면, 부품산업에서는 기술역량 및 시장 수요대응 

측면에서 산업 경쟁력이 많이 강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소재산업에서는 기

술역량과 산업구조의 측면에서 역량이 상당히 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까지 산업생산성의 개선이 상당히 더딘 측면을 보이고 있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산

업구조적 측면에서는 소재산업은 대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여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반면, 부품산업은 중소기업 중심의 구조가 고착화되어 산업구조의 경쟁력 강화가 더딘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4>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변화

  주：2001년을 100으로 가정 

자료：한국산업기술재단, 부품･소재 발전비전 및 전략

  부품･소재산업에서의 외국인 투자현황을 보면, 전체 외국인투자의 75%가 부품･소재

산업에서 일어날 정도로 활발한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선진국 제품

의 Catch-up 위주의 연구개발 투자 전략에서 Fast Follower로 연구개발 투자 전략을 

수정하면서,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외국기업의 투자매력도가 상승

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액정표시장치, 전자집적회로와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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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부품･소재산업의 외국인투자 황

             자료 : 한국산업기술재단, 부품･소재 발 비   략

Ⅳ. 부품･소재산업의 문제

1. 핵심 부품･소재의 취약한 기술 수

  부품･소재산업의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원천기술력이 취약하여 고부가가치 

부품･소재의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원천기술에 의존하는 

부품･소재의 경우 기술수준이 선진국 대비 60% 수준으로 조사되어 아직 부품･소재산

업의 기술개발이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강한 자동차부

품, 반도체, 섬유소재산업에서의 부품･소재 경쟁력이 선진국의 50～60% 수준으로 조사

되어, 부품소재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8> 부품･소재산업의 분야별 기술수

정 기기

부품
반도체

일반

자부품

자동차

부품

항공기

부품

라즈마

기술
섬유소재

60 66 70 50 50 35 65

  주：선진국 기술수준 = 100

자료：산업자원부, 부품･소재 정책자료집(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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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경쟁우위에 있는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컴퓨터 및 주변기기, 평면 디스플레이, 

TV 및 부분품 등 5대 IT산업은 전체 IT산업 수출액의 97.5%, 총 수출액의 30%(2003

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IT 산업의 핵심인 동 산업들에서 평균적으로 부품소재의 

6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취약한 기술력이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수입대체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반도체, 휴대폰, LCD 모니터 등 수출주력품목의 국

산화율도 대체로 저조하며, 특히 반도체장비 중 75%이상을 차지하는 전공정 장비는 국

산화율이 6.7%에 그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수입유발적 산업구조로 인해 국내산업간 

전후방 연관효과와 외화가득률이 저하되어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표－9> IT산업의 원자재 수입 의존도
(단위：%)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컴퓨터  주변기기 평면 디스 이 TV  부분품

66.8 78.8 50.9 67.7 43.7

자료：한국은행, 「IT산업의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이유」(2004)

2. 특정국가에 편 된 무역구조

1) 고착화된 부품･소재 일역조

  부품･소재 무역특화지수와 시장점유율은 지난 5년간 상당 수준 향상되었으나, 고착

화된 대일무역역조는 지난 40여년 동안 누적된 대일 무역적자의 주된 요인이었다. 지난 

10년간(1996～2005년) 부품･소재 대일적자 누계는 1,162억 달러에 달하고 있어, 일본에 

종속된 ‘가마우지 경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日 무역적자는 중국, 미국 등과의 

무역흑자가 그대로 이전된 것이어서 통상마찰의 불씨가 되고 있다. 부품･소재 日 적

자규모는 IMF기간 (1997～1999)이후 11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에는 160.7억 달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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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부품･소재산업의  일본 무역 추이
(단위：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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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對日 수입 부품소재 對日 수입 부품소재 對日 적자

  일본은 고부가가치 부품 소재의 생산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핵심기술보호 및 동종

기업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과의 산업내 분업시스템 구축에 주력하며 부품･소재

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범용부품의 생산비중은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으

로 인해 지속 감소하는 반면, 차세대 고부가가치 부품･소재의 생산비중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7> 일본의 자부품 생산비  추이

13.9% 11.9%
9.4%

'93 '98 '03

주1) ‘생산비중’은일본내전체생산액중차지하는비중을나타냄
자료: 일본경제산업성기계통계, A.T, Kearney Analysis

일본의범용전자부품생산비중추이1) 일본의고부가가치전자부품생산비중추이

수동
부품

• 수동부품의예: 저항기, 콘덴서등염가양산품

CAGR (’93~’03)= -3.8%

4.5%
3.1%

1%

'93 '98 '03

변환
부품

• 변환부품의예: 스피커, 마이크로폰, 소형모터

CAGR (’93~’03)= -14.0%

5.1%
9.4%

16.7%

'93 '98 '03

액정
디바
이스

• 액정디바이스: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용, 디스플레이부품

CAGR (’93~’03)= 12.6%

8.5%
9.5%

10.5%

'93 '98 '03

반도체
소자

• 반도체소자: 첨단디지털가전용CCD/CMOS 등부품

CAGR (’93~’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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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격한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부품에 대한 기술장벽(Block)화 및 동종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일본기업이 ‘新중

일 합작운동’을 주도하며 중일간 산업내 분업시스템 기반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한중일 분업구조’의 강화를 주된 전략으로 하는 한국의 부품소재산업 육성정책에 상당

한 위험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기업들의 중일 합작 사례를 보면, 도요타/혼

다/닛산과 중국 주요 자동차업체와의 대형 완성차 합작프로젝트 외에도 자동차 부품 

및 강판 강관 기업간 합작프로젝트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도요타자동차 계열의 

15개 부품기업들이 현재 중국기업과 합작생산을 계획중이며, 신일철(新日鐵)은 상해 

보산(寶山)강철공사와 자동차용 강판 합작생산 프로젝트를 추진중에 있다. 일본은 ‘통

상백서 2004’를 통해, 일본이 핵심부품을 생산하고 중국이 핵심부품을 수입해 기계장비

나 완성차를 조립하는 중일 분업시스템이 이미 완성되었다고 발표하였다. 

2) 부품･소재 국 수출의존도 심화

  부품･소재분야의 중국 무역비중은 수출액의 30%, 무역수지의 88.3%를 차지하는 등 

중국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중국은 1998년 이후 세계의 생산기지로 전환되면서, 중

국정부가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등 중화학공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함에 

따라 관련 부품･소재의 중국 수출이 급격히 확대되었다. 1998～2005년 동안 중국의 

부품･소재 수입규모는 연평균 28.1%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중 한국의 중국 부품･소

재 수출은 연평균 30.2% 급증하였다. 

<그림－8> 국의 부품･소재 수입 추이

 (단위：억 달러)

-

1,000

2,000

3,000

4,000

98 99 00 01 02 03 04 05

              자료：한국무역협회,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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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중국 부품･소재 무역수지는 흑자규모가 1996년 22.4억 달러였으나, 연평균 

27.6% 급증하여 2005년에는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의 부품･소재 수출에서 중국

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9.4%에서 2005년 30.3%로 급증하였으며, 일부 업종에서는 

40%에 육박하는 등 수출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전기기계부품 

등은 대 중국 수출비중이 40%를 넘어섰으며, 1차 금속, 컴퓨터부품, 자동차부품 등의 

분야도 30%를 상회하는 수출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산업용 유리 등 비금속광물은 

중국 수출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나,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증가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10> 우리나라 부품･소재 수출입에서 국이 차지하는 비
(단위：%)

국 수출비 국 수입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1 2002 2003 2004 2005

섬유소재 14.7 15.1 17.1 18.9 22.0 34.3 36.0 37.5 38.9 44.1

화합물  화학제품 35.2 35.9 36.7 40.1 40.5 7.5 8.2 8.3 9.2 10.9

고무  라스틱 9.8 10.5 10.6 10.3 12.2 4.6 8.3 5.2 6.5 8.2

비 속 물 25.8 29.5 32.7 21.9 18.2 13.2 21.2 19.4 18.0 16.9

1차 속 18.9 23.2 29.0 27.1 33.3 8.4 10.7 11.5 16.9 23.6

일반기계부품 14.6 19.1 23.1 24.4 21.8 3.3 4.5 5.5 6.5 8.4

컴퓨터부품 11.4 17.2 30.8 40.5 38.8 20.6 25.8 29.7 39.9 47.4

기기계부품 19.7 26.8 30.4 34.5 40.6 25.1 33.9 34.1 36.7 38.8

자부품 20.4 12.7 17.0 20.5 27.3 16.6 7.7 8.7 10.4 12.9

자동차부품 3.3 5.4 22.0 29.2 31.7 0.8 1.0 1.7 2.5 5.0

부품･소재 체 19.2 18.7 23.8 27.0 30.3 12.0 11.2 11.8 14.1 17.4

자료：한국기계산업진흥회, 부품･소재통계시스템

  한편, 2001년 이후 중국 부품･소재 수입도 급증하고 있어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고 

있다. 중국 부품･소재 수입은 1996년 29.6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이후 연평균 21.9% 

증가하여 2005년에는 175.6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 특히 섬유소재, 컴퓨터부품의 중

국 수입비중은 40%를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전기기계부품은 2001년 25.1%에서 2005

년 38.8%로 급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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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부품･소재산업의  국 무역 추이

(단위：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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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국기계산업진흥회, 부품･소재통계시스템

  최근 중국의 고도 성장 및 외자유치, 한국의 중국 진출 등은 관련 부품･소재의 수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추세의 지속여부는 미지수로 나타나고 있다. 중

국의 경제정책이 ‘기술환시장’에서 ‘첨단산업 육성’으로 전환되면서, 이러한 위협은 더

욱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진출 외국인투자 기업들도 중국내 부품･소재업체 육성 및 모

국의 부품･소재업체 동반 진출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델파이, 보쉬 등 기술집약도가 

높은 부품･소재업체들의 중국진출 추세와 그에 따른 중국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강

화로 인해 중국으로부터의 역수입현상이 우려되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정부의 강력하고 다양한 정책지원에 따라 기술경쟁력 격차가 축소되고 있어 

2010년에는 대다수의 품목에서 중국과 동등하거나, 1~2년의 격차를 보일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화거계획’ 등 다양한 국가과학기술프로그램을 통해 신소재기술

의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동부/서부/동북 지역의 지방정부는 신소재산업을 기간

산업으로 대거 육성 중에 있다. ‘제10차 5개년 계획(2001～2005)’ 기간동안 ‘836계획’을 

통해 반도체조명용 부품･소재, 실리콘 단결정, 초고강도강철, 탄소섬유분야에서 획기적

인 기술성과를 달성하였다. 2004년 ‘서부지역 신소재행동계획’을 통해 신소재기업 육성 

및 15개의 국가급 소재특색 산업화기지를 조성하였다. 이상과 같은 중국정부의 노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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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간 부품소재 경쟁력 격차가 축소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도체를 제외한 대

부분의 산업에서 2010년에는 1-2년도 되지 않는 기술격차를 보일 것으로 조사되어, 한

중간 무역역조의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다.

<표－11> 2010년 한･  부품･소재 경쟁력 격차 분석

2003년 2010년

자동차 부품
범용부품(베어링, 범  등) 한국과 동등 한국 압도

요부품(엑슬, 이크 등) 3~6년 1~2년

건설기계 부품
변속기 가격경쟁력 상실 5년내 국 석권

요부품(유압펌 , 모터, 밸  등) 4~5년 1~2년

반도체

설계기술 5~6년 1~2년

공정기술 15년 5년

세정장비 10년 6년

자부품

픽업 3~4년 동등

디지털 TV 튜 3~4년 동등

MPEG-2 디코드 칩 6~7년 1~2년

조선 기자재 선박용 엔진 7년 5년

  

자료：산업자원부, 부품･소재 정책자료집(2004)

3. 국내 부품･소재기업의 세성

  과거 대기업 중심, 조립･가공 위주, 해외 기술도입 등 압축성장 전략으로 인해 부품･

소재산업 육성이 소홀하였으며, 그로 인해 중소기업의 사업체수 비중이 98.7%에 달하

는 것이 한국의 부품소재산업의 현실이다. 게다가 부품･소재기업이 조립가공 위주의 

대기업에 대해 하청 형태로 수직 계열화됨에 따라, 저부가가치의 부품･소재를 양산하

는 영세기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국내 부품･소재산업은 규모의 영세성, 신뢰성 부족, 

수요기업과의 수직적･전속적 거래관행 등으로 인해 부품･소재기업만의 노력으로는 독

자적 기술개발과 자금조달에 한계가 존재한다. 

  국내 부품소재기업의 현실을 보면, 50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기업이 전체 부품･소재

기업의 8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규모의 영세성→R&D 역량 부족→저부

가가치’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규모의 영세성은 국내 수요가 규모의 경제에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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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다품종･소량 주문생산에 의존하므로 인해 발생되고 있다. 규모의 영세성은 전

문생산체제 구축 및 기술개발, 해외시장 진출에 한계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개발된 부품･소재의 신뢰성 부족, 수요기업의 사용기피, 외국제품의 덤핑공세 등으로 

시장진입이 좌절되고 있어, 신제품 개발을 통한 시장진입보다는 전속적 거래관행을 통

한 기존시장 유지를 선호하게 되고, 부품소재기업의 전문화 및 대형화가 지체되는 현상

을 야기하고 있다. 

<표－12>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기업규모 황

2003년 2004년

체 기업 기업 소기업 체 기업 기업 소기업

사업체수(개)

(비 %)

34,913 413 3,771 30,729 35,583 415 3,802 31,321

(100.0) (1.2) (10.8) (88.0) (100.0) (1.2) (10.7) (88.0)

종사자수(명)

(비 %)

1,260,027 433,331 391,153 435,543 1,285,261 444,810 400,600 439,851

(100.0) (34.4) (31.0) (34.6) (100.0) (34.6) (31.2) (34.2)

생산액(10억원)

(비 %)

270,773 126,130 85,669 58,974 335,980 163,301 104,717 67,962

(100.0) (46.6) (31.6) (21.8) (100.0) (48.6) (31.2) (20.2)

출하액(10억원)

(비 %)

269,889 125,826 85,436 58,628 333,738 162,338 103,724 67,677

(100.0) (46.6) (31.7) (21.7) (100.0) (48.6) (31.1) (20.3)

  주：대기업은 300인 이상, 중기업은 50~299인, 소기업은 5~49인

자료：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부품･소재기업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요대기업에 수직 계열화된 중소

기업이 다수를 차지하며, 매출 규모별 분포도 전형적인 “U자형”으로 건실한 중견기업

군이 취약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부품소재기업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부품･소재 전

문기업중 종업원 50인 이하인 기업의 비중이 70%, 매출액 50억원 미만인 기업의 비중

도 59%에 도달하고 있다. 2007년을 기준으로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은 808개사로 

전체 부품소재기업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 

속에서도 매출액이 상승할수록 기업수가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부품소재산업

의 허리가 취약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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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매출 500억원 이상 부품･소재기업의 분포 황

        자료：한국산업기술재단, 부품소재 발  비   략, 2008

Ⅴ. 부품소재산업 육성정책의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

1. 부품소재산업 육성정책의 성과

  1980년대 이후 다양하게 추진된 부품･소재 육성정책에 힘입어 부품･소재산업의 무역

흑자 기조가 견고히 유지되고 있다. 또한 수요대기업에서도 수요-부품･소재기업간 협

력관계에 적극 나서고 있어 전반적인 부품･소재기업의 경쟁력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총 2.9조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투입하였으며, 인력･장비･정보

의 연계지원으로 산학연 공동연구개발도 장려하고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 부품소재

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기반한 부품소재 기술개발 사업의 순차적 진행, 부품

소재 신뢰성 평가센터와 같은 기반 인프라 구축, 부품소재 특별법 제정과 같은 법･제도 

개선을 통해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은 가시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는 연구개발에서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전주기적 산업육성정책을 수행

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현재 지식경제부에서는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하

여 ‘기술기획 - 사업관리 - 평가 - 기술투자’에 이르는 기술사업화의 全단계를 육성하

기 위한 지원체계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5년 미래를 예측하는 부품소재 로드맵을 

한국산업기술재단에서 작성하여 중점 기술개발 영역을 설정하면, 한국부품소재산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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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원에서 사업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완료된 사업과제에 대해서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에서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과제는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에 

이관하여, 벤처캐피탈을 통한 자금투자가 집행될 수 있는 다양한 IR행사라 연계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림－10>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 추진체계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정책으로 IMF 이후 Global Sourcing 진입의 성공사례가 가시

화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중소부품업체를 중심으로 1천억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PCB 전문 생산업체인 심텍은 인피니온, 스테츠 등에 신형 PCB

를 연간 8천만 달러어치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만도는 

GM, 다임러크라이슬러, 포드 등 빅3에 ABS 및 조향장치를 공급(총 17.4억 달러)하고 

있으며, 동양기전도 GM, SAAB 등에 와이퍼모터를 공급(총 2.5억 달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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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품소재산업 육성정책의 향후 방향

  부품소재산업이 더욱 강화되기 위해서는 기술경쟁력 강화, 소재산업 시장 선점이 요구된

다. 이중에서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의 전략성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기획에

서 사업화에 이르는 모든 단계가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연계되어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부

품소재 기술개발사업의 체계가 기술기획 - 사업관리 - 평가 - 투자연계의 4단계로 구분되

어 있고, 사업관리와 평가에 중점이 두어져 있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시장

선점을 할 수 있는 원천 핵심 부품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술기획에 더욱 많은 무게를 

두어야 한다. 미래의 산업 변화동향을 예측하고, 그에 대응하는 핵심 부품소재를 미리 개발

하기 위해서는 기술기획에 더욱 많은 예산의 배정과 전문인력의 투입이 요구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부품소재로드맵이 7차에 걸쳐서 진행되어 왔다. 부품소재로드맵

에서는 전기, 전자, 자동차, 금속, 화학 등 8개 국내 핵심산업분야의 부품소재 개발을 위

한 기술기획을 전담하고 있다. 현재는 부품소재로드맵을 통해 120대 미래시장 선점형 

전략기술(모듈 50, 소재 50, 부품 20)을 선정하였다. 전략기술 개발을 위해 수요대기업

과 부품소재 중소기업간 공동연구개발 지원과 같은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산업계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였다. 

  부품소재로드맵은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부품소재산업이 선발주자(Front Runner)

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 한다. 7차 부품소재로드맵의 특징은 미래시장의 변화

된 수요를 기술기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와 시장 및 산업전

문가로 구성된 전략위원회의 이원화된 구조로 기술기획에 참여하였다는 점이다. 시장 및 

산업전문가는 산업의 변화동인과 이에 대응하는 기술영역를 제시하였고, 기술 전문가는 주

어진 기술영역을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개발과제를 발굴하였다. 이를 보다 효과적

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전략위원회의 운영으로 시장의 변화를 보다 빨리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전략위원회와 기술위원회의 통합적 운영으로 기술개발과제 발굴시에도 시

장 및 산업전문가가 참여하는 것도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부품소재산업의 특성인 기술사업화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개발단계

를 분화하여 단계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자체적인 피드백과정을 

삽입하여 시장의 수요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기술기획 기

간을 보다 길게 두어, 효과적인 기술기획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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