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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출의 글로벌 소득탄력성 하락
요인 분석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재화 수출의 글로벌 소득
에 대한 탄력성이 하락한 원인을 분석한다. 2000년~2019년 국제산업연관
표를 이용하여 우리 재화 수출의 소득탄력성 변동 요인을 분해한 결과, 국
제생산구조 변화와 글로벌 최종수요구조 변화 모두 소득탄력성 하락 요인
으로 작용하였으나 국제생산구조 변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생산구조 변화는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서 교역유발 효과
가 낮은 서비스 중간투입 비중이 상승하는 방향으로 기술구조가 변화하는
가운데 중국에서 중간투입재 국산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된 데 주로 기인하
였다. 또한 글로벌 최종수요구조 변화는 글로벌 서비스 수요 증가, 최종재
에 대한 수입대체를 통해 우리 재화 수출의 소득탄력성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흥국 경제 비중 증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
다. 향후에도 글로벌 경제의 서비스 비중 상승,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축소
등에 따른 자국 생산 제품으로의 수요 대체는 우리나라 재화 수출의 소득
탄력성을 낮춤으로써 글로벌 경기 회복 시에도 우리나라 수출 확대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하겠다.

핵심주제어: 수출, 소득탄력성, 국제생산구조, 글로벌 최종수요구조
JEL Classification: F14, F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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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재화 수출은 글로벌 소득에 비해 큰 폭으로 둔화되었
다. 2001~2008년중 우리 재화 수출은 연평균 11.4%(GDP 실질 기준) 증가하며 글로
벌 GDP 증가율(4.2%)을 크게 상회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2~2020년
중에는 글로벌 GDP 증가율(2.7%)보다 낮은 2.0%를 기록하며 글로벌 소득에 비탄력
적으로 반응하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우리 재화 수출의 글로벌 소득에 대한 단기
소득탄력성은 <그림 1>의 우측 그래프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2001년을
제외하고는 탄력적이었던 반면, 2013년 이후에는 2017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비탄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화 수출 부진이 단순히 글
로벌 경기부진에서만 기인한 것이 아니라 소득탄력성의 구조적 하락에서도 비롯된
것임을 시사하며, 우리 재화 수출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향후에도 낮은 수준을 지속
할 경우 글로벌 수요가 회복되더라도 우리 수출 증가세는 제약될 소지가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그림 1> 우리 재화 수출 및 글로벌 GDP
<수준 변수1)>

<단기 소득탄력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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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해당지수(2010년=100)의 로그값
자료: IMF WEO(21.4월), 국민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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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우리 재화 수출 증가율/글로벌GDP 증가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교역의 소득탄력성 하락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의 국가
에서 나타난 현상이며 이러한 배경으로 다양한 요인들이 지목되었다. 우선 최종수요
구성 등 수요측 요인의 변화가 글로벌 교역의 소득탄력성을 하락시켰다는 견해인데,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상대적으로 교역유발효과가 큰 내구재에 대한 수요 부
진이 지속되어 글로벌 교역의 소득탄력성이 둔화되었다는 주장이다.(Bussière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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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3; Eaton et al., 2016) 두 번째는 2000년대 들어서 가속화되던 글로벌 생
산분업이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정체되어 글로벌 교역의 소득탄력성이 둔화되었
다는 구조적 견해이다. 국제생산 분업화의 정체 배경에 대해서는 2000년대 급속한
가속화에 따른 반사작용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며, 보호무역 대두에 따른 교역비용
증가가 주요 원인일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Evenett and Fritz, 2015) 이외에도
글로벌 경제에서 신흥국 경제비중 상승, 중국 등 주요국의 경제구조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글로벌 교역의 소득탄력성 하락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소득탄력성 추정에 대한 연구들은 글로벌 교역의 소득탄력성에
구조적 변화가 있었음을 실증적으로 보이고 있으나, 그 변화요인에 대해서는 정량
적이기보다는 서술적 평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소득탄력성 변화요인에
초점을 맞춘 실증연구들은 다양한 요인들간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하기보다는 특
정 변동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유효성을 평가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방법론적으로
도 소득탄력성 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국가 패널분석은 개별 국가의 특수성을 고려
하기 어려우며, 중간재 간접교역 등 복잡한 국제분업체계를 엄밀히 반영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입수요에 대한 간접 교역효과까지
고려하면서 여러 요인들을 일관된 체계하에서 평가하기 위해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하기도 한다. Timmer et al.(2016)는 WIOT(World Input-Output Tables)를
이용하여 소득탄력성과 유사한 개념인 수입집약도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글로벌
수입집약도 변화1)의 기여도를 최종수요 구조변화와 국제생산분업변화로 나누어
중요성을 평가한다.
본고에서는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재화 수출의
글로벌 소득탄력성 하락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방
법론적으로는 Timmer et al.(2016)의 글로벌 수입집약도 변화에 대한 기여도 분해
를 우리 재화 수출의 소득탄력성 분해에 적용하고, 수입대체효과, 기술변화 등 세부
항목의 영향도 평가할 수 있도록 기존 방법론을 확장함으로써 관련 연구에 기여한
다. 분석 데이터로는 글로벌 생산분업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중간재의 직접교역
뿐만 아니라 2차, 3차 간접교역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하기 위해 국제산
업연관표를 이용한다. 기존의 WIOT를 이용한 분석들이 2014년까지로 한정되어 있
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의 변화가 일시적인지 아니면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구
조적인 현상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ADB MRIO(Multi-Region
1) 글로벌 최종수요에 의해 유발된 수입 증가율과 글로벌 GDP 증가율의 차이로 정의되며, 양수일 경우
소득탄력성은 1보다 크며, 음수일 경우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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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Output Database)2)를 WIOT에 연결하여 비교적 최근 시점인 2019년까지 분
석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탄력성 하락이 구조적 현상인지 평가한다. 국
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분석은 일관된 체계하에서 여러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유의해야할 점도 있는데, 통상 최
종수요에 변동이 발생하면 현재의 생산구조가 유지된 채 최종수요를 충족시키도록
생산이 차질없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므로 기존 생산구조에 얼마만큼의 공급충격이
정확히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는 한 실제 공급충격의 영향3)을 별도로 추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공급충격이 발생하기 쉬운 위기기간에 초점을 맞추기보
다는 위기기간 전후를 비교한다. 또한 국제산업연관표는 실질이 아닌 명목금액으로
작성되어 있어 본고의 결과 또한 명목 변수를 기반으로 도출되었다. 통상 물가 상승
률이 등락을 반복하고 이로 인해 실질과 명목간 괴리가 생길 수 있으므로 매 연도의
결과를 분석하기보다는 기간중 평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상 연도가 한정적
이기는 하나 2008년 및 2018년 접속불변표를 이용한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본
고에서의 주요결과가 물량을 기반으로 한 분석결과와 대체로 유사함을 보인다.
분석기간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한 2001년~2008년과 2012년~2019년의
두 기간으로 나누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재화 수출의 소득탄력성 하락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생산구조 변화 및 글로벌 최종수요구조 변화
모두 우리 재화 수출의 소득탄력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국제생산
구조 변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우리 재화 수출의 소득탄력
성 하락은 글로벌 전체 교역에 비해서도 국제생산구조 변화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문별로는 반도체 등이 포함된 컴퓨터·전자기기에 대한 영향이
가장 컸다. 둘째, 국제생산구조 변화의 우리 재화 수출의 소득탄력성에 대한 영향을
기술구조변화와 중간재 수입대체효과로 나누어 살펴보면 두 요소의 기여도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미국 등 우리 주요 교역국의 생산구조는 교역유발효과가 낮
은 서비스투입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변하였으며 이러한 생산구조변화는 우리
재화 수출의 소득탄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수입대체 영향은 주로
2) ADB MRIO는 WIOT를 기반으로 호환성을 유지하며 확장된 표로 국가분류는 WIOT의 모든 국가(기
타국 제외)를 포괄하며, 부문분류는 소폭 다르다. WIOT와 중첩되는 기간인 2013년, 2014년의 총량
지표, 국별·부문별 GVC 지표 등을 비교한 결과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여, 두 데이터를 연결하여 사
용하기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2014년까지는 WIOT를, 2015년부터는 ADB
MRIO를 사용한다.
3) Los et al.(2016)과 Dietzenbacher et al.(2019)와 같이 가상추출법을 사용하여 특정 부문의 생산 또는
수입이 사라질 경우를 공급충격으로 가정하여 그 영향을 시뮬레이션할 수는 있으나, 개별국가 및
부문에서 실제 얼마만큼의 생산 또는 수입에 차질이 발생하였는지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실제
파급효과 또한 추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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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수입중간재 국산화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글로벌 최종수요구조 변
화가 우리 재화 수출의 소득탄력성 하락에 미친 영향을 국가비중 변화, 품목구조 변
화, 최종재 수입대체 영향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신흥국 비중 상승 등 글로벌 국가비
중 변화의 부정적 영향은 거의 없었으며, 품목구조 변화 및 최종재 수입대체 영향은
비슷한 정도로 소득탄력성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생산구조와 마찬가지로 주요 교역
국들의 최종수요에서 제품의 비중이 줄고 서비스 비중이 상승하였는데 이러한 서비
스로의 수요 품목구조 변화는 재화에 대한 교역유발효과를 약화시켜 우리 재화 수출
의 소득탄력성을 하락시켰다. 또한 중국, 미국, 인도, 대만 등 주요 교역국에서 최종
재로 소비, 투자되는 제품중 자국 제품 비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승하였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교역둔화 및 소득
탄력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소개한다. Ⅲ장에서는 실증분석에 사용된 방법론을 소
개하고 Ⅳ장에서는 우리 재화 수출의 소득탄력성 변동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는 한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선행연구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교역량 둔화에 대한 연구와 관련이 있으나, 글로
벌 교역량 둔화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존 연구들은 최종수요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국제생산구조의 역할을 강조한 본고와는 다른 결론이 도출되었다. Bems et
al.(2011)는 GTAP을 이용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중 의외로 중간재보다 최종재
교역 감소율이 더 컸음을 보였다. Aslam et al.(2017)은 1985년~2016년중 국가 패
널분석을 통해 2012년 이후 글로벌 교역둔화의 80% 이상이 수요둔화로 설명되며,
일반균형모형 분석을 통해 선진국의 경우 신흥국에 비해 수요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함을 보였다. Auboin and Borino(2017)는 1995년~2015년중 수입집약도를 보정한
총수요(Import-intensity-adjusted aggregate demand, IAD)를 설명변수로 한 패
널회귀분석을 통해 총수요 변화가 글로벌 수입 변화의 대부분을 설명하며 2012
년~2015년중 교역둔화도 총수요 요인이 80%를 설명한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
구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교역둔화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는 데서 본 연구와 맥
락을 같이 하나, 분석 대상변수가 교역량 변수로써 소득탄력성에 초점을 맞춘 본 연
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교역량은 소득탄력성 뿐만 아니라 최종수요 규모에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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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받기 때문에 통상 최종수요의 역할이 더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소득탄력성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총수요구성 변화, 국가별 상대적 경제비중
변화, GVC 변화, 보호주의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러한 다양한 요
인들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한 가지 요인에 초점을 맞춘
분석이 주를 이룬다. 우선 최종수요 구성의 영향을 강조한 연구에서는 내구재의 역
할을 강조한다. Bussière et al.(2013)는 1985년~2011년중 OECD 18개국에 대해 수
입집약도를 보정한 총수요(IAD)를 산출한 후 패널 회귀분석을 통해 수입의 소득탄
력성을 추정하였는데, 위기기간중 수입집약도가 높은 투자와 수출의 탄력성이 크게
나타나는 등 최종수요의 구성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Eaton et
al.(2016)은 다국가 일반균형 모형을 통해 위기기간중 소득탄력성 저하는 주로 내구
재 감소로 인한 것임을 보인다. 한편, 글로벌 수직분업의 역할을 점검한 연구에서는
글로벌 수직분업의 영향력에 대한 결론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이다. Escaith et
al.(2010)는 1980년~2009년중 상태공간모형 및 오차수정모형분석을 통하여 소득탄
력성을 추정·비교하였으며, 국가간·부문간 소득탄력성의 차이를 수직분업으로 설명
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다. Gagnes et al.(2014)는 제품구성효과와 GVC효과
가 소득탄력성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1995년~2009년중 일반
교역과 GVC교역으로 나뉜 중국 세관데이터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GVC의 영향은 불명확하다고 결론짓는다. 반면, Constantinescu et al.(2015)는
1970년~2013년중 오차수정모형 추정을 통하여 글로벌 교역과 GDP간의 관계에 구
조적 변화가 있었으며 이러한 원인으로는 보호무역이나 교역 및 GDP의 구성변화보
다는 국제분업구조 변화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요인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Martinez-Martin(2016)은 1960년~2015년중 27개
OECD국가에 대한 패널오차수형모형 분석을 통하여 2000년과 2009년에 글로벌 교
역의 소득탄력성에 구조변화가 나타났는데 주로 소비의 영향이 가장 크며, GVC의
기여도는 경기순환적 패턴을 보이므로 구조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분석하였다.
ECB(2016)는 1980년~2015년까지 글로벌교역의 소득탄력성을 개별국가의 소득탄력
성변화, 수입비중 변화, 성장변화로 분해한 결과,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경제비중
이동이 글로벌 소득탄력성 변화의 거의 절반을 설명하며, 국가 패널분석을 통해 추
정된 소득탄력성 1.7 중 GVC 기여도는 0.4 정도임을 보여준다. 한편, Timmer et
al.(2016)은 2014년까지의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국
제분업구조와 최종수요구조가 글로벌 수입집약도에 미친 영향의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하였다. 2011년 이후 국제분업이 정체되고, 서비스 수요 비중이 상승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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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집약도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글로벌 수입집약도 하락에 있어 국제분
업구조와 최종수요구조 변화의 상대적 중요성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의 소득탄력성이
하락하였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수출구조를 반영한 세부적인 요
인분석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변창욱 외(2009)는 1995년~2007년중 HS 6단위
코드를 이용하여 국가별·품목별 수출의 소득탄력성을 패널로 추정하고 2000년 이후
소득탄력성의 영향이 줄어들었음을 보였다. 이진면 외(2017)는 연립방정식, 공적분
관계 등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등의 양국간 수출함수를 품목별로 추정
하였으나 소득탄력성보다는 가격탄력성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최문정·김경근(2019)
은 2000년~2016년중 수입집약도를 보정한 총수요(IAD) 변수를 이용한 패널분석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우리나라의 대 선진국 수출의 소득탄력성이 둔화되었
으며 선진국 투자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이굳건 외(2020)
는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수출 둔화 원인을 다각도
로 분석하였다. 부가가치 기준 우리 수출을 글로벌 최종수요, 글로벌 분업체계, 부
가가치율 변화로 분해한 결과, 우리 수출증가율 둔화에 있어 글로벌 최종수요 기여
도 하락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굳건 외(2020)는 앞서 언
급된 글로벌 교역량 둔화와 관련된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최종수요 증가율에
크게 영향을 받는 수출증가율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어 최종수요 변동효과가 통제
된 개념인 탄력성에 초점을 맞춘 본고와는 다른 결론이 도출되었다. 또한 글로벌 최
종수요 변동은 경기순환적 성격이 있으므로 우리 수출의 구조적 둔화요인을 살펴보
기 위해서는 수출증가율이 아닌 탄력성을 별도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Ⅲ. 방법론
본 장에서는 우리 재화 수출의 소득탄력성 변동요인에 대한 분석에 앞서 Timmer
et al. (2016)을 기반으로 한 방법론을 소개한다. 본고에서는 Timmer et al. (2016)
의 수입집약도4) 대신 소득탄력성 개념을 사용하며, <그림 2>와 같이 변동요인을 더
4) Timmer et al.(2016)는 글로벌 수입량을 글로벌 GDP로 나눈 값을 수입집약도로 정의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수입집약도 변화는 글로벌 수입증가율과 글로벌 GDP 증가율의 차이를 의미하며, 두 증가율
의 비율로 정의되는 탄력성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다만, 수입집약도 변화와 소득탄력성 사이에는
비선형적 관계가 성립하는데 수입집약도 변화가 양의 값을 가질 경우 소득탄력성은 1은 초과하고,
음일 경우 1보다 작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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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세분화하여 분석한다. 즉, 기존의 국제생산구조 변화의 영향을 기술구조 변화와
수입대체 영향으로 세분화하며 글로벌 최종수요구조의 영향도 국가비중 변화, 수요
품목 변화, 수입대체 영향으로 분해한다. 본 장에서의 변수 정의는 가급적 Timmer
et al. (2016)을 준용하고자 하였다.
<그림 2> 수출의 소득탄력성 요인 분해 플로우 차트
기술구조 변화
국제생산구조 변화
중간재 수입 대체
수출의 소득탄력성
국가비중 변화
글로벌 최종수요구조 변화

수요품목 변화

최종재 수입 대체

대외수입수요 발생은 <그림 3>과 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나라의 수출을 유
발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특정 품목에 대한 소비재 수요가 증가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해당 소비재가 자국재일 경우 해외로부터의 직접적인 최종재 수입은 발생하지
않으나, 해당 소비재를 자국내에서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국 중간재 뿐만 아니라 수
입중간재도 필요하며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일본 등 여러 국가의 중간재 수
출을 유발한다. 또한 중국, 일본 등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간재를 생산하고 수출하
기 위해 우리나라의 중간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2차, 3차 중간재
수출을 파생시킨다. 반면 소비재가 국산재가 아닌 수입재일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하
여 중국, 일본 등은 직접적으로 최종재를 미국에 수출하게 되며, 중국, 일본은 최종
재 수출을 위해 우리나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는 등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을 간
접적으로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대외수입수요 발생에 따른 국제교역 흐름을 국제산업연관표5)를 이용한
수식으로 표현해 보자. 총 C개 국가와 N개 부문으로 구성된 국제산업연관표의 투
입계수행렬(CN×CN)을 A, 모든 원소가 1인 가상의 글로벌 최종수요 바스켓 벡터

5) 국제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및 주요 행렬에 대한 정의는 <부록 1>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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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1)를 z라고 가정하면 글로벌 최종수요 바스켓 z가 직간접적으로 유발한 국가
별·품목별 중간재 교역(   )은 식 (1)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최종재 생산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중간재는  
 6)이며, 이 중 교역재는 자국 투입은 0이고 나머지
 에 원소간 곱(Hadamard product)하면
는 1인 (CN×CN) 교역추출행렬   을  
된다. 또한 이러한 직접적인 중간재 교역은 간접적인 중간재 교역을 연쇄적으로 파
생시키게 되는데, 이를 모두 합한 총 중간재 교역행렬(   )은 식 (1)의 우변과 같
이 표현된다.

     ∘       ∘  
      ∘  
 ２  ＋ …

(1)

     
   ∘   
<그림 3> 대외 최종수요의 직간접 교역유발 흐름도(예시)
최종수요(미국)

자국 최종재

수입 최종재
MF

자국 중간재

수입 중간재

일본

중국

한국
Mint

미국

…

중국

일본

한국

미국

한국

…

미국

…

한국

미국

한국

…

한국

:

:

주: 1) 점선은 대외 최종수요로 유발된 글로벌 교역흐름

한편 식 (1)의 단위수요벡터(z)를 실제 글로벌 최종수요벡터(F  )7)로 대체하면 식
(2) 우변의 첫째 항과 같이 실제 글로벌 최종수요에 의해 유발된 국가별·품목별 중간
6)

 는 비대각원소가 0인 대각행렬 변환 연산자이다.

7)

  는 국가별 최종수요 행렬 F(CN×C)을 글로벌 벡터(CN×1)로 합산하는 (C×1) 단위벡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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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교역벡터(   )가 도출된다. 여기에 국가별 최종수요행렬 F과 교역추출행렬

  8)을 원소간 곱하여 산출된 최종재 교역벡터(   )를 더하면 글로벌 총교역벡터
(M)가 된다.
            ∘   
          ∘   

(2)

이제 식 (2)에 시간개념을 도입하여 기준시점을 0, 비교시점을 1이라고 가정하자.
기준시점의 실제 글로벌 총교역벡터는 식 (3)과 같이        로 표현될 수 있으며,
비교시점의 실제 글로벌 총교역벡터는 식 (4)와 같이        로 나타낼 수 있다.
한편 글로벌 최종수요구조 변화의 영향을 통제한 채 국제생산구조변화9)가 교역에
미친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식 (5)와 같이 가상의 교역벡터(        )를 구성할 수
있는데, 이는 국제생산구조 및 글로벌 최종수요가 각각 1기 및 0기일 경우의 교역을
나타낸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국제생산구조가 0기, 글로벌 최종수요가 1기일 경우의
글로벌 교역벡터는 식 (6)과 같이        로 표시될 수 있다.
            ∘   
          ∘    

(3)

            ∘   
          ∘    

(4)

            ∘   
          ∘    

(5)

            ∘   
          ∘    

(6)

두 시점간 수출증가율은 로그 차분으로 표시될 수 있는데, 식 (7) 및 (8)과 같이
국제생산구조 변화의 영향과 글로벌 최종수요구조 변화의 영향으로 각각 분해할 수
있다. 식 (7) 우변의 첫 번째 항목은 글로벌 최종수요구조가 1기로 고정된 상태에서
국제생산구조변화의 영향을, 두 번째 항목은 국제생산구조가 0기로 고정된 상태에
서 글로벌 최종수요구조변화의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가중치를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는데, 식 (8)은 글로벌 최종수요구조 및 국제생산구조가 각각 0기 및 1기로
8) 개별국가의 자국재에 대한 소비(N×1)는 0, 나머지는 모두 1로 이루어진 CN×C 행렬이다.
9) 기본적으로 투입구조를 의미하나 투입구조에 수입중간재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강조하여 국제생
산구조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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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되었을 경우의 국제생산구조변화 영향과 글로벌 최종수요구조 변화의 영향을
나타낸다.

      

      

      

      

      

      

      

      

log         log         log   log 

(7)

log         log         log   log 

(8)

수출증가율을 위와 같이 분해할 때 식 (7)과 (8) 중 이론적으로 어느 식이 선호되
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없으므로 식 (9)와 같이 식 (7)과 (8)을 단순평균10)
한 후, 글로벌 GDP 증가율로 나누면 수출의 소득탄력성을 계산할 수 있다.
log   log 
 log     log   



log   log 
log   log 



국제생산구조 변화의 영향





(9)

 log  log    log  log  

log   log 



글로벌 최종수요구조변화의 영향





한편 Timmer et al. (2016)은 수입집약도 변화를 글로벌 수준에서 국제생산구조
변화와 글로벌 최종수요 구조변화로 분해하는데 그쳤으나, Miller and Blair(2009)
를 적용하면 국제생산구조 변화의 영향을 세부적인 국가·품목별로 분해할 수 있다.
레온티에프

역행렬(     )을

B라고

할

때

두

시점간

역행렬의

변화

(∆         )는 투입계수 변화의 가중평균(  ∆    )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전체 투입계수변화 행렬(∆   )은 개별 열(i)의 변화(∆    )의 선형 결합으
로 표현11)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국가·품목 i의 투입구조변화(∆    )가 교역에

  ∆       ∆   
     로 나타낼 수 있으며,
미치는 영향은   ∘   
이를 통해 특정 국가 및 품목의 생산구조변화가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 즉 우리 수
10) 다만, 투입구조나 최종수요구조가 한 기간에 급변하지는 않으므로 식 (8)과 같이 평균하지 않고 식
(7)이나 (8) 중 하나만 써서 탄력성을 계산해도 결과는 거의 유사하다.
 ∆ ⋯ ∆   
  ⋯ ∆ ⋯  

∆    ⋮
⋮
⋮ ∆ 
⋮ ⋱
⋮
∆  
1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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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에 미치는 영향을 식 (10)과 같이 분해12)할 수 있다.
         ∘   
      
      ∘   

(10)

   ∘  
 ∆  ∆ 
 
   ∘




  
 ∆  ∆ 
 

 



여기서 더 나아가 Syrquin(1976)의 성장요인모형13)을 국제산업연관표에 적용하
면 이러한 국제생산구조 변화를 기술변화와 수입대체로 분해할 수 있다. 특정 항목
에 대한 두 시점간 투입계수 변화는 서로 다른 종류의 중간재간 투입구성 변화(기술
변화)와 동일한 중간재 품목 내에서 원산지 구성 변화(수입대체효과)로 나눌 수 있
다. 예를 들어, 기준연도(0기) j 부문에 투입되는 특정 중간재 품목( 
 )은 국산품일
수도, 수입품일 수도 있으며, 수입품 중에서도 수입국가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
다. 이 때 이러한 원산지에 상관없이 j에 대한 품목 k의 총 투입계수는

 

∨∈ 


 

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를 1기에 대해서도 정의할 수 있으며,
  
   는 특정 품목 중간재(k) 구성비율이 0기와 같다고 가정할
×

   ∨∈ 





∨∈ 


때, 즉 기술변화를 통제했을 때의 1기 j 부문의 재산정된 투입계수를 의미한다. 이
를 이용하면 수입대체로 인한 투입계수 변화는 식 (1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한
편, 기술변화에 따른 투입계수 변화∆  는 주어진 중간재 품목의 원산지간 비중
이 유지된 채 순수히 서로 다른 투입품목간 비율의 변화로 나타나며 전체 투입계수
변화에서 수입대체효과로 인한 변화분을 제외한 부분∆    ∆  으로 나타낼
수 있다.
  
      
∆     ×
   ∨∈ 





(11)

∨∈ 


12) 같은 방법으로 최종수요 가중치가 0기 아닌 1기로 고정된 경우도 표현할 수 있다.
13) 한 국가의 생산구조변화를 분해할 때 수입거래표가 따로 존재할 경우 중간재 및 최종재 각각에 대해
수입대체효과 및 기술변화효과를 나누어 분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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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식 (10) 및 (11)을 이용하면 국가별·품목별로 국제생산구조 변화가 우리 수출
에 미친 영향을 식 (12)과 같이 수입대체효과로 인한 영향과 기술변화에 따른 영향
으로 추가 분해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면 식 (9)의 국제생산구조 변화가 소득탄력
성에 미친 영향을 요인별·국가별·품목별로 추가 분해할 수 있다.
  

  
  ∆      ∆   
    



 




수입대체효과

                  ∘ 






  
  ∆        ∆   
    




기술변화효과

(12)



한편 글로벌 최종수요 구조변화가 우리 재화 수출의 소득탄력성에 미친 영향은 식
(9) 우변의 두 번째 항과 같이 표현될 수 있는데, 이는 국가간 상대 경제비중 변화의
영향, 수요품목 구성변화의 영향, 품목내 수입대체 영향으로 세분화14)될 수 있다.
국제생산구조를 1기로 고정하였을 경우를 살펴보면 글로벌 최종수요구조 변화에 따
른 교역 증가율은 식 (13)의 좌변과 같이 log                로 표시된다. 한편
식 (13) 우변의 첫 번째 항은 품목구성(p) 및 동일 품목내 원산지 구성(s)을 1기로 고
정한 가운데 국가간 경제비중(c)이 0기에서 1기로 변한 영향을 측정하며, 두 번째 항
은 국가간 경제비중(c)은 0기로, 품목내 원산지 구성(s)을 1기로 고정하였을 때 수요
품목구성(p) 변화의 영향을 측정한다. 마찬가지 논리로 세 번째 항은 다른 변화는
통제한 가운데 원산지 구성(s)이 0기에서 1기로 변화한 영향을 측정한다15). 최종수
요내 수입대체는 식 (11)의 국제생산구조변화의 수입대체효과 변화와 마찬가지로 품
목구성이 통제된 가운데 동일 품목내 원산지 비중 변화로 측정한다.



         

         

         

         

         

         

log   log   log   log 

(13)


 
 

수요품목구성변화
품목내수입대체
국가간 경제비중 변화

14) Timmer et al.(2016)은 국가비중 변화와 상품구성 변화로 최종수요 구조변화를 나누나, 본고에서는
상품구성 변화를 품목구성 변화와 품목내 수입대체 변화로 더 세분화한다.
15) 식 (13)이 글로벌 최종수요 구조변화의 영향을 분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개별 항목의 기여
도 계산시 가중치를 0기로 설정하느냐, 1기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많은 조합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국제생산구조를 1기가 아닌 0기로 고정할 수도 있고, 국가간 경제비중 영향 측정시 수요품목간 비
중을 1기가 아닌 0기로 고정할 수도 있다. 다만 연간 구조변화는 급격하지 않아 그 결과는 거의 유
사하므로 실증분석시에는 식 (13)의 결과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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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재화 수출의 소득탄력성16) 변화요인 분해
우리 재화 수출의 글로벌 소득탄력성을 식 (9)를 이용하여 분해한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생산구조 및 글로벌 최종수요구조 변화 모두 탄력성을 하락시키
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국제생산구조 변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
다. <표 1>에서와 같이 2001년~2008년중 글로벌 GDP가 1% 증가할 때 우리 재화
수출(명목금액 기준)은 평균적으로 3.7% 증가하였는데 소득탄력성 3.7 중 2.0은 국
제생산구조 변화에 의해, 나머지 1.7은 글로벌 최종수요구조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대 들어서도 글로벌 생산분업이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글
로벌 수요구조 또한 우리 수출에 유리한 여건으로 작용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2012년~2019년중 우리 재화 수출의 소득탄력성은 연평균 –0.6을 기록하여 비탄력
적으로 변화하였는데, 글로벌 최종수요 구조변화의 기여도가 하락(1.7 → 0.2)한 가
운데, 국제생산구조 변화의 기여도는 더 크게 하락(2.0 → -0.8)하였다. 한편 우리
나라는 글로벌 전체에 비해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탄력성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재화 수출의 소득탄력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1.2 감소하는데 그쳤으나 우리 재화 수출의 소득탄력성은 4.3 감소하였으며, 감소
요인에 있어서도 글로벌 전체에 비해 국제생산구조 변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중
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표 1> 재화 수출의 소득탄력성1) 변화 요인
(연평균)

소득탄력성
(A+B)

국제생산구조 변화
기여도(A)

글로벌 최종수요 구조변화
기여도(B)

2001~2008년 (C)

3.7 [1.9]

2.0 [0.6]

1.7 [1.3]

2012~2019년 (D)

-0.6 [0.7]

-0.8 [-0.1]

0.2 [0.8]

차이(D-C)

-4.3 [-1.2]

-2.8 [-0.7]

-1.4 [-0.5]

주: 1) 우리 재화 수출증가율/글로벌 GDP 증가율 (명목금액 기준)
2) [ ] 내는 글로벌 전체 기준

16) 본 분석은 명목금액으로 표시된 국제산업연관표를 사용하였으므로 실질변수를 이용한 소득탄력
성 추정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소득탄력성 수준 자체보다는 변화요인을 설명하는데 주 목적
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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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탄력성 변화폭 및 변동요인은 부문별로는 다소 상이한 모습을 나타냈다. <표
2>에서와 같이 고무, 비금속광물 제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소득탄력성이 상
승하였으나, 수출비중이 가장 큰 컴퓨터·전기전자를 중심으로 여타 품목들은 소득탄
력성이 하락하였다. 한편, 기계류, 자동차 등 내구재는 국제생산구조변화의 영향보
다 글로벌 최종수요 구조변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 반면, 컴퓨터·전기
전자, 화학제품, 기초금속 등은 국제생산구조변화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표 2> 주요 품목별 수출의 소득탄력성 기여도 변화

수출비중1)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변화2) (A+B)

<0.05>

기여도
국제생산구조
변화 (A)

글로벌최종수요
구조변화 (B)

-0.5

0.4

-0.9

<0.05>

-1.2

-2.5

1.3

석유제품

<0.08>

-4.7

-3.8

-1.0

화학제품

<0.12>

-3.2

-3.7

0.5

고무제품

<0.01>

0.7

0.9

-0.2

비금속광물

<0.01>

1.2

1.8

-0.5

3)

음식료품
섬유·가죽제품

3)

기초금속

<0.08>

-6.1

-5.5

-0.6

컴퓨터·전자기기3)

<0.21>

-8.6

-5.0

-3.6

기계류

<0.07>

-1.5

-0.4

-1.1

자동차

<0.10>

-0.5

-0.1

-0.3

주: 1) 우리 재화 수출중 비중(2014년 WIOT 기준)
2) 2012~2019년중 연평균과 2001~2008년중 연평균 소득탄력성의 차이
3) 부문분류는 WIOT 분류기준인 ISIC rev4. 기준이며, ADB MRIO 분류기준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부
문은 유사부문의 결과를 제시. 즉, 2015년 이후 섬유·가죽제품에는 ADB MRIO의 섬유제품을, 기초
금속에는 기초·가공금속을, 컴퓨터·전자기기에는 전기·광학을 사용

2. 국제생산구조 변화의 영향
본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우리 재화 수출의 글로벌 소득탄력성 변화요인 중 국제생
산구조 변화의 영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특정 국가·제품의 생산구조 변화는 우리
재화 수출의 소득탄력성에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친다. 첫 번째 경로는 서로
다른 중간재 품목간 상대적 투입비율 변화, 즉 기술구조 변화17)를 통해서다. 예를 들
17) 본고에서는 품목별 중간투입계수(국산+수입) 비중의 변화를 기술구조 변화로 정의하고 있다. 다
만, 특정 품목의 중간투입계수 비중 변화는 순수한 기술변화 뿐만 아니라 품목내 하위품목간 생산
비중 변화, 중간재 상대가격 변화의 결과로도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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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어떤 국가에서 A 품목을 생산하는데 있어 중간재 B 대신 C를 많이 사용하는 방향
으로 생산구조가 바뀐다면 B를 주로 수출하는 국가들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C를 주로
수출하는 국가들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두 번째 경로는 중간재 조달에 있
어 수입국 대체가 발생한 경우이다. 부품의 국산화 정책, 무역장벽 강화 등으로 수입중
간재가 국산재로 대체되거나, 수입 중간재 사이에서도 가격·품질 경쟁력, 무역협정 체
결 등으로 수입국가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각국 중간재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1. 국가별·산업별 영향
글로벌 최종수요 변화의 영향을 통제한 가운데 국제생산구조 변화가 우리 재화 수
출의 소득탄력성에 미친 영향을 분해한 결과 <표 3>과 같이 기술구조와 중간재 수입
대체 모두 비슷한 정도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탄력성을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1년~2008년중 국제생산구조 변화의 우리 재
화 수출의 소득탄력성에 대한 기여도는 2.0이었는데 이중 0.8은 중간재 기술구조 변
화에 의해, 나머지 1.2는 수입 대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
기 이후 기간인 2012년~2019년 중에는 기술구조 변화 및 수입 대체효과의 기여도
가 각각 -0.7 및 -0.1로 전환되었으며, 그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국제생산구
조 변화의 기여도 변화분(-2.8) 중 -1.5는 기술구조 변화에 의해, 나머지 -1.3은 수
입 대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국제생산구조변화 기여도 분해
(연평균)

국제생산구조 변화 기여도
(A+B)

기술구조 변화
(A)

수입 대체
(B)

2001~2008년(C)

2.0

0.8

1.2

2012~2019년(D)

-0.8

-0.7

-0.1

차이(D-C)

-2.8

-1.5

-1.3

국가별18)로 살펴보면 <그림 4>와 같이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두 국가 모두 우리 재화 수출 소득탄
력성에 양의 기여도를 보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양의 기여도가 크게 하
18) 우리나라의 10대 수출국(2019년 통관수출 기준)인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 일본, 대만, 인도, 싱가
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중 특징적인 국가를 위주로 서술한다. 다만, 이중에서 베트남, 홍콩, 싱가
포르, 말레이시아는 WIOT 분류상 기타국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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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한 가운데, 중국은 음의 기여도로 전환되었다. 요인별로는 미국의 경우 <그림 5>에
서처럼 국제생산구조변화 중 기술구조의 변화가 우리 재화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친 반
면, 중국의 경우 기술구조 변화보다는 수입대체로 인한 영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의 생산구조 변화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
재화 수출의 소득탄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간에는 그 부정적 영향이 완화되어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비교시에는 실질적
으로는 양의 기여도를 보였다. 한편 인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소폭 음의 기
여도를 보였으나, 이후에는 소폭 양의 기여도로 전환되었으며, 일본, 인도 모두 중국
과 마찬가지로 기술구조 변화보다는 수입대체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국제생산구조변화 기여도의 주요 국별 분해
0.8
0.6

2001년~2008년
2012년~2019년
차이

0.4
0.2
0.0
-0.2
-0.4
-0.6
미국

중국

대만

일본

인도

<그림 5> 국제생산구조변화 기여도 변화1)의 국별·요인별 분해

주: 1) 2012년~2019년 평균과 2001년~2008년 평균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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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산업별로는 <표 4>에서와 같이 제조업 국제생산구조 변화가 우리 재화 수
출의 소득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이 서비스업 등 여타 부문의 영향보다 상대적으로 크
게 나타났다. 국제생산구조변화의 우리 재화 수출 소득탄력성에 대한 기여도는
2001~2008년중 연평균 2.02에서 2012~2019년중 연평균 -0.80로 감소하였는데
감소분(-2.82) 중 제조업 국제생산구조변화의 기여도는 –1.71에 달하였다. 제조업
하위 부문에서는 전기전자 부문의 글로벌 생산구조 변화의 우리 재화 수출 소득탄력
성 하락에 대한 기여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0.66에서 위기 이후 -0.14로 0.79
하락하는 등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수송기기
(-0.16), 금속(-0.14), 기계(-0.1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또 한가지 특징적인 사
실은 중간투입 중 재화의 비중이 제조업에 비해 크게 낮은 서비스업 또한 우리 재화
수출의 소득탄력성을 하락시키는데 적지 않은 기여(-1.02)를 하였다는 점이다.
<표 4> 글로벌 산업별 생산구조변화의 기여도1)
(연평균)

2001~2008년

2012~2019년

차이

농림,수산, 광업

0.04

-0.06

-0.10

서비스업

0.69

-0.33

-1.02

제조업

1.30

-0.41

-1.71

(전기전자)

0.66

-0.14

-0.79

(수송기기)

0.11

-0.05

-0.16

(금속)

0.10

-0.04

-0.14

(기계)

0.08

-0.05

-0.13

(섬유)

0.07

-0.05

-0.12

2.02

-0.80

-2.82

합계

주: 1) 우리 재화 수출의 소득탄력성에 대한 기여도

2. 2. 기술구조 변화
기술구조 변화는 국가별,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났으나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우리
최대 교역국인 중국, 미국을 중심으로 생산과정에서 재화투입의 비중이 줄고 서비스
투입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그림 6>의 좌측 그래프와 같이 총 중간투입중 서비스
투입의 비중은 일본, 인도, 대만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정체되었으나, 중
국은 2001년~2008년 연평균 22%에서 2012년~2019년 연평균 25%로 상승하였으
며, 미국도 60%에서 62%로 상승하였다. 기본적으로 서비스 생산의 재화 수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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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발효과는 <그림 6> 우측 그래프와 같이 제조업에 비해 크게 낮기 때문에 서비
스 투입비중 상승은 우리 재화 수출의 소득탄력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향후 많은 신흥국에서 서비스 투입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생산구조가 변화할 경
우 이는 추가적으로 우리 재화 수출의 소득탄력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제품과 서비스의 상대 투입비중 변화 외에도 제품내 대체, 즉 수입유
발이 낮은 제품이 수입유발이 높은 제품을 대체할 경우 우리 재화 수출의 소득탄력
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제조업 부문별로는 글로벌 차원에서의 전
기전자 부문의 기술구조 변화의 영향이 두드러졌다. 한편 이러한 해외부문의 기술구
조 변화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생산기지 해외이전과 같은 국내 요인도 우리나라
와 생산기지 이전 국가의 투입구조를 변화시켜 소득탄력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자료 한계상 그 영향을 별도로 구분하기는 어려웠다.
<그림 6> 서비스 중간투입 및 우리 수출유발계수
<서비스1) 중간투입 비중>

<부문별 우리 재화수출 유발계수1)>

0.7

0.030
미국

0.6

일본
인도

0.5

중국
대만

0.4

0.025

제조업

0.020

서비스업

0.015
0.010

0.3

0.005

0.2

0.000
0.1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주: 1) 총중간투입중 서비스(전기가스수도,
건설 미포함) 비중
자료: WIOT, ADB MRIO

중국

미국

주: 1) 1단위 생산증가시 우리 재화 수출 유발액.
세부 부문별 총산출 비중으로 가중평균
(2014년 기준)
자료: WIOT

2. 3. 중간재 수입대체
중간재 수입대체는 수입재의 국산재로의 대체와 수입국간 대체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재화 수출의 소득탄력성 하락의 주된 원인은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수입 중간
재 국산화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 국가의 수입
중간재중 우리 재화의 비중은 하락하지 않았으며 중간재 투입중 자국재의 비중도 미
국,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상승하지 않았으나, 중국은 87.4%에서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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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중간재 국산화 경향은 2000년대 들어 추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에도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
만, 중국의 현재 높은 국산화율을 감안할 때 향후 우리 수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은 과거에 비해서는 급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 5> 중간재 투입중 자국재1) 및 수입중간재중 한국 재화2)
중국

미국

일본

(%, %p)

자국재

한국재화

자국재

한국재화

자국재

한국재화

2001~2008년(A)

87.4

12.3

83.1

2.9

90.6

9.0

2012~2019년(B)

93.9

13.2

78.0

4.4

87.0

10.0

차이(B-A)

6.4

0.9

-5.1

1.4

-3.6

1.0

주: 1) 해당국 재화 중간투입 중 자국재 비중
2) 해당국 수입중간재 중 한국재 비중
자료: WIOT, ADB MRIO

3. 글로벌 최종수요구조 변화의 영향
글로벌 최종수요구조 변화는 우리 재화 수출의 소득탄력성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본 절에서는 이를 국가간 상대비중 변화, 최종수요 품목구
조 변화, 최종재 수입대체 등 세 가지 경로로 세분화하고 각 경로의 상대적 중요성
을 평가한다.
3. 1. 국가간 상대비중 변화
첫 번째는 글로벌 최종수요내 개별 국가들간 상대적 비중 변화를 통한 경로이다.
예를 들어, A라는 국가가 여타 국가들에 비해 수입집약도가 낮은 품목19)을 소비·투
자하는 경향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동시에 A국가가 이러한 소비·투자 성향을 유지한
채 여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경우 이는 글로벌 소득탄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ECB(2016)는 1980년~2015년 글로벌 교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흥국 수입탄력성이 선진국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으므로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수요이동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교역의 소득탄력
19) 수입재보다 국산재를 주로 소비·투자하거나, 수입재 중에서도 다른 국가에 대한 파급효과가 적은
재화를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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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저하의 약 절반 정도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
전 기간(2001년~2008년)과 이후 기간(2012년~2019년)을 비교해보면 글로벌 최종
수요에서 차지하는 신흥시장국의 비중은 크게 상승하였다. <그림 7>에서와 같이 중
국이 연평균 4.9%에서 14.1%로 가장 큰 폭(9.2%p)으로 상승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는 인도(1.2%p), 브라질(0.7%p), 인도네시아(0.6%p)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진국
은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하락하였다. 미국의 비중이 30.3%에서 24.9%로 5.4%p
하락하였고, 일본은 9.9%에서 6.5%로 3.4%p 하락하였다. <식 13>을 이용하여 글로
벌 최종수요내 국가간 비중 변화가 우리 재화 수출 소득탄력성 변화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및 이후 모두 양의 기여도를 유지한 가운데, 글
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여도는 0.4%p에서 0.6%p로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등 글로벌
교역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우리 재화 수출의 소득탄력성에 대한 부
정적인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신흥시장국의 세계경제내에서의 비중 확대에
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우리 재화 수출에 대한
유발효과 또한 하락하여 이를 상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7> 글로벌 최종수요내 주요국별 비중
<증가국>

<감소국>

(%, %p)

16

(%, %p)
35

14

30

12

2001년~2008년 연평균
2012년~2019년 연평균

10

변화

2001년~2008년 연평균

25

2012년~2019년 연평균

20

8

15

6

10

4

5

변화

0

2

-5

0
중국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러시아

미국

일본

영국

이탈리아

독일

-10

자료: WIOT, ADB MRIO

<표 6> 글로벌 최종수요구조 변화의 기여도 분해
(연평균)

글로벌 최종수요구조
변화 기여도1) (A+B+C)

국가비중 변화
(A)

품목구조 변화
(B)

수입대체 효과
(C)

2001~2008년(D)

1.7

0.4

2.3

-1.0

2012~2019년(E)

0.2

0.6

1.6

-2.0

차이(E-D)

-1.4

0.2

-0.7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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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최종수요 품목구조 변화
같은 금액을 지출하더라도 교역유발효과가 큰 품목에 대한 지출비중이 줄면 우리
재화수출의 소득탄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선 대부분 국가에서 재
화 지출의 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 등 비재화 지출비중이 상승하였는데, 비재화는
재화 중간투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우리 재화 수출의 소득탄력성을 낮추는 요인
으로 작용한다. <그림 8>에서와 같이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전후로 최종수요
에서 재화비중이 0.5%p 감소하였으며, 중국은 1.6%p, 일본은 1.2%p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화에 대한 지출비중이 하락하였다. 특히 중간투입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신흥국의 전체 지출중 재화에 대한 지출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아직 크게
높기 때문에 향후 재화지출 비중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러한 품목구조
변화의 영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최종수요에서 개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
은 품목마다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수송기기, 기계의 비중은 상승하였으나, 전기전
자, 화학 등은 감소하였는데 전기전자 지출의 교역유발효과가 다른 품목에 비해 높
아 해당 품목의 부정적 영향이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최종수요 지출 품목구
조 변화의 우리 재화 수출의 소득탄력성에 대한 종합적인 영향은 <표 6>와 같이 글
로벌 위기 전후로 하여 탄력성을 0.7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 최종수요내 지출비중
<재화 비중1)>

<재화별2)>
(%)
5.0

(%, %p)
35

2001~2008년

2001-2008
2012-2019
차이

30
25

4.0

2012~2019년
차이

3.0
20
2.0

15
10

1.0

5
0.0
전기전자

0
미국
-5

일본

중국

인도

대만

-1.0

주: 1) 각국 최종수요중 재화 비중의 기간중 평균
2) 글로벌 최종수요 중 각 재화별 비중의 기간중 평균
자료: WIOT, ADB MRIO

화학

수송기기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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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최종재 수입대체
기존에 수입에 의존하였던 소비, 투자재를 국산재로 대체하거나, 또는 우리나라로
부터의 수입품을 다른 나라의 수입품으로 대체할 경우 우리나라의 최종재 수출은 직
접적으로 감소하게 되며 간접적으로는 국제분업을 통한 파급효과를 통해 우리 중간
재 수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최종재로 소비, 투자되는 제품중 자국 제
품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를 비교해 볼 때 중국, 미국, 인도, 대만 등에서는
상승하였으나, 일본에서는 하락하였다. 또한 최종재로 수입되는 제품 중 우리나라
제품의 비중은 중국, 대만에서는 상승하였으나, 미국, 인도, 일본 등에서는 하락하
였다. 종합해보면 <표 7>에서와 같이 주요국에서 수입재 대체 경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 결과 <표 6>에서처럼 수입대체의 부정적 영향은 품목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보다도 소폭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주요국 최종재 재화지출 중1) 국산재 및 수입 한국재 비중
(기간중 연평균, %, %p)

최종수요 중 국산재 비중
2001~2008년 2012~2019년

수입 최종재 중 한국재 비중

차이

2001~2008년 2012~2019년

차이

중국

77.9

84.1

6.2

9.3

12.6

3.3

미국

69.8

69.9

0.1

3.7

3.6

-0.2

일본

81.1

73.5

-7.6

5.4

5.3

-0.1

인도

87.7

92.0

4.3

6.8

3.9

-2.9

대만

52.5

54.8

2.4

4.6

5.9

1.3

주: 1) 서비스, 농림수산, 광업을 제외한 제조업 제품에 대한 지출
자료: WIOT, ADB MRIO

4. 접속불변표를 이용한 분석
국제산업연관표가 미달러 금액기준으로 작성되므로 지금까지의 분석은 명목변수
를 기반으로 하였다. 그러나 교역의 소득탄력성이 주로 실질변수를 기준으로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의 분석결과가 실질변수를 이용하였을 때도
비슷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본고의 분석기간인 2001~2019년 전체 기간에 대해
서는 비교가 불가능하나 2008년 및 2018년 두 개 연도20)에 대해 2010년 가격기준
20) ADB MRIO 데이터베이스는 2008년, 2018년 단 두 개 연도에 대해 불변표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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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평가한 접속불변표가 존재함에 따라, 본 절에서는 경상표에 적용했던 방법론을
2008년 및 2018년 접속불변표에 적용해보고 그 결과를 비교해본다. 명목표를 이용
한 지금까지의 분석은 연간 탄력성의 기간중 평균치를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비교
하였던데 반하여, 본 절에서는 특정 연도 사이의 탄력성 수치에 대한 결정요인을 설
명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다만 접속불변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연도와 이후 연도를 포함하기 때문에 두 연도 사이의 탄력성 결정요인과 앞 절에서
분석한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변화요인의 상대적인 기여도의 중요성을 대략적으로
비교해보고자 한다.
<표 8>과 같이 2008~2018년중 소득탄력성은 경상표 및 불변표에서 소폭 차이는
있으나 대략 1 근방의 수치를 나타내었다. 결정요인에 있어서는 글로벌 최종수요 구
조변화는 경상표 및 불변표에서 모두 국제생산구조 변화의 기여도보다 높게 나타났
으며, 국제생산구조 변화는 모두 음수를 나타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글로
벌 최종수요구조변화보다 국제생산구조 변화가 우리 재화 수출의 소득탄력성에 미
친 부정적 영향이 더 컸다는 앞 절에서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표 8> 소득탄력성1) 결정요인 분해(2008년, 2018년)
소득탄력성
(A+B)

국제생산구조 변화
(A)

글로벌 최종수요 구조변화
(B)

경상표

1.26

-0.09

1.35

불변표

1.00

-0.23

1.23

주: 1) 우리 재화 수출 증가율/글로벌 GDP 증가율 (2008년 대비 2018년)

국제생산구조 변화의 우리 재화 수출의 소득탄력성에 대한 영향의 세부분해는
<그림 9>의 좌측 그래프와 같이 경상표와 불변표가 다소 차이를 보였다. 경상표에서
는 주로 수입대체의 부정적 영향이 컸던데 반하여 불변표에서는 수입대체 및 기술변
화효과 모두 비슷한 정도의 부정적 영향을 나타내었는데, 앞서 명목표를 이용한 기
간중 평균 분석결과는 수입대체 및 기술변화 모두 음의 기여도를 보여 불변표의 결
과에 보다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글로벌 최종수요구조 변화의 세부분해는 <그
림 9>의 우측 그래프와 같이 모든 항목에서 경상표와 불변표가 거의 유사한 모습을
나타냈다. 특히 앞서 명목표를 이용한 기간중 평균을 비교한 분석결과에서도 수입대
체의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이 점에서 유사한 방향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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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국제생산구조 및 글로벌 최종수요구조 영향 세부 요인분해
<국제생산구조 변화>

<글로벌 최종수요구조 변화>
1.5

0.4
0.3

1.0

0.2

0.5

0.1
0.0

0.0

-0.1
-0.2
-0.3

경상

-0.4

불변

-0.5

경상

-1.0

불변

-1.5

-0.5
수입대체

기술변화

합계

국가비중

수입대체

품목구조

합계

경상표와 불변표를 이용한 분석이 글로벌 최종수요구조와 관련된 분석에서는 유
사하나, 국제생산구조와 관련된 분석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우선 가격효과가 국제
산업연관표의 레온티에프 역행렬을 통해 증폭되었기 때문이다. 글로벌 최종수요구
조 영향의 경우 레온티에프 역행렬이 기준시점으로 고정된 가운데 최종수요 구조변
화만을 고려하는데, 최종수요 구조는 가격변수의 영향이 크지 않으므로 경상표이던
지 불변표이던지 결과는 유사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는 본 절의 분석대상기간인
2008년 및 2018년 사이의 증가율은 중간 연도들 증가율의 누적합과 유사한데, 가격
및 물량변수가 급변하였던 글로벌 금융위기가 포함되어 있어 그 영향을 받았을 가능
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가격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서 명목표를 대상
으로 한 분석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하고 그 이전 및 이후 기간을 비교
하였으며 특정 연도를 비교하기보다는 기간중 평균을 사용함으로써 가격효과를 비
롯한 개별연도의 일시적 영향을 최소화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Ⅴ. 결론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우리 재화 수출의 글로벌 소득탄력성 변화 요인
들을 점검하고 다양한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하였다. 교역의 소득탄력성에
대한 대부분 기존 연구들이 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중반까지 글로벌
전체 교역을 대상으로 분석한데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생산분업 참여도가
높은 우리나라 재화 수출에 중점을 두고 소득탄력성 저하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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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그 요인은 무엇인지를 일관된 체계하에서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국가패
널분석에 주로 의존한 기존 연구와 달리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각국별·산업별
간접적 영향까지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국제생산구조 변화 및 글로벌 최종수요구조 변화 모두 글로벌 금융위
기 이후 현재까지 우리 재화 수출의 소득탄력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
나, 국제생산구조 변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우리 재화 수
출의 소득탄력성 하락은 글로벌 전체 교역에 비해서도 국제생산구조 변화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제생산구조 변화의 영향을 기술구조변화와
중간재 수입대체효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두 요소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구조변화의 주된 원인으로는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 미
국을 중심으로 생산과정에서 재화 대신 교역유발효과가 낮은 서비스 투입 증가가,
수입대체효과의 주된 원인으로는 중국의 중간투입재 국산화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글로벌 최종수요구조 변화 요인중 신흥국 비중 증가 등 수요국가간 상
대 비중 변화의 부정적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최종수요 품목구성 변화 및 수입
대체는 비슷한 정도로 우리 재화 수출의 탄력성을 낮추는데 기여하였다. 대부분 국
가에서 최종수요중 서비스 비중이 높아진 가운데, 중국, 인도 등을 중심으로 수입재
대신 자국재 지출비중이 높아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근까지 우리 재화 수출의 소득탄력성 하락은 일시적이기
보다는 구조적 요인이 큰 것으로 보여 우리 수출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향후에도 글로벌 경제의 서비스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중간재 및 최종수요에
서 교역유발효과가 낮은 서비스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재화 수출의 소득탄력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생산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조업 산업별로 글로벌 생산기술
변화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변화하는 수요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고 경쟁력을 향상
시킬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경쟁력을 향
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미중 교역 갈등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되고 최
근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각국의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축소, 리쇼어링 등이 가
속화될 경우 수입재 대신 자국 생산품에 대한 수요를 확대시켜 수입수요는 더욱 감
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FTA 등 무역협정을 통해 주요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수입대체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공급망이 짧아지고 생산의
자국화, 지역화가 확대되더라도 무역협정은 회원국에 대한 우선적인 접근성을 제공
하여 부정적 영향을 일부 완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한편 글로벌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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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구조변화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정책적 개입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과 해외 소비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등 보조적인
정책수립을 통해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복잡한 글로벌 생산분업구조를 분석에 감안하기 위해 국제산업연관표
를 기반으로 분석하였으나 국제산업연관표는 기본적으로 명목금액으로 작성되기 때
문에 실질 기준의 소득탄력성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가격변동의 영
향이 클 수 있는 연도별 비교보다는 기간중 평균을 비교·분석하였으며, 2008년
-2018년 불변표를 이용한 결과도 제시하였다. 향후 매 연도에 대해 불변표가 작성·
공표될 경우 실질 변수를 기준으로 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코로나19같은 위기 기간중에는 글로벌 공급망이 단기적으로 교란되어 수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데, 본고에서 사용한 분석방법은 연간 시계에서 공급은 차질없이 수
요를 충족시키킨다는 가정하에 도출된 결론으로 이러한 단기적인 공급충격으로 인
한 영향을 식별하여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는 소득탄력성
변화 요인으로 주요국의 생산구조 및 수요구조 변화 등 주로 대외부문의 영향에 대
해 점검하고 있으며, 국내 요인의 영향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국내기업의 생산기지 해외이전은 우리나라 및 생산기지 이전 국가의 생산구조
및 최종재 수출구조 또한 변화시키며 이는 유발효과를 통해 결과에 반영되어 있으
나, 어떠한 요인이 생산기지 이전 등 우리 생산구조를 변화시켰고 별도의 영향은 어
느 정도인지에 대한 분석은 자료한계상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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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국제산업연관표 구조 및 주요 행렬 정의
총 C개 국가와 N개 부문으로 구성된 국제산업연관표는 아래 그림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정 행의 가로 방향은 주어진 품목의 배분구조를 나타내는데, 어떤
국가·부문에 얼마만큼 중간재로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어느 국가의 최종재로 사용되
는지를 알 수 있으며, 특정 열의 세로 방향은 주어진 부문의 투입구조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국가 1·부문 1의 생산에 중간재로 투입된 국가 C·부문 N은 K11CN 이며,
투입계수 A11CN는 중간투입(K11CN)을 투입부문의 총산출(CT1N)로 나누어 계산된다.
따라서 글로벌 투입계수행렬(A)은 CN×CN의 차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최종수요 행
렬(F)은 국가별로 최종 소비, 투자되거나 재고로 쌓이는 내역을 나타나며, 국가별
벡터를 모아놓은 CN×C의 차원의 행렬이다.

국가1
부문
1

…

K1111

부문1

국가C
부문 N

…

부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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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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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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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 교역 추출행렬(   )은 자국 중간재 투입은 0, 나머지는 1인 행렬로 C가
3, N이 3이라고 가정할 경우 아래와 같은 형태를 나타나게 되며, 최종재 교역 추출
행렬(   )도 C가 3, N이 3일 경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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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2. 제조업 부문분류 비교
WIOT(2016)은 ISIC(rev4) 분류에 맞추어 총 56개 부문으로 나누어지며, 이중 농
림, 수산, 광업, 서비스를 제외한 제조업 부문은 19개 부문이다. 한편 ADB MRIO는
총 35개 부문이며, 이중 제조업 부문은 14개다.
WIOT(2016) 제조업 부문분류
ADB MRIO 제조업 부문분류
Manufacture of food products, beverages and tobacco products Food, Beverage and Tobacco
Textiles and Texile Products
Manufacture of textiles, wearing apparel and leather products
Leather, leather products, and footwear
Manufacture of wood and of products of wood and cork, except
Wood and Products of Wood and Cork
furniture; manufacture of articles of straw and plaiting materials
Manufacture of paper and paper products
Pulp, paper, paper products, printing, and publishing
Printing and reproduction of recorded media
Manufacture of coke and refined petroleum products
Coke, refined petroleum, and nuclear fuel
Manufacture of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Manufacture of basic pharmaceutical products and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pharmaceutical preparations
Manufacture of rubber and plastic products
Rubber and plastics
Manufacture of other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Other nonmetallic minerals
Manufacture of basic metals
Manufacture of fabricated metal products, except machinery and Basic metals and fabricated metal
equipment
Manufacture of computer, electronic and optical products
Electrical and noptical equipment
Manufacture of electrical equipment
Manufacture of machinery and equipment n.e.c.
Machinery, nec
Manufacture of motor vehicles, trailers and semi-trailers
Transport equipment
Manufacture of other transport equipment
Manufacture of furniture; other manufacturing
Manufacturing, nec;recylcing
Repair and installation of machinery and equipment

The Causes of Decline in the Income Elasticity of
Korea’s Exports
Kyungkeun Kim*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auses of decline in the elasticity of Korea’s goods
exports with respect to global income in the post global financial crisis. Using
international input-output tables from the years 2000 to 2019, I show that both the
change in the international production structure and the change in the global final
demand structure contributed to the decrease in the income elasticity, with the effect
of the former relatively larger. The effect of the change in the international production
structure on the income elasticity was driven by the steady localization of intermediate
inputs in China, while the technological structure i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changed in higher input share of services which are low
trade-inducing. In addition, the change in the global final demand structure was found
to lower the income elasticity through increased service demand and substitution for
imported goods. However, there were no negative effects from the increased share of
emerging economies in global final demand. In the future, continuing expansion of
service sectors in global economy and the localization of production to reduce global
supply chain risks are likely to constrain the expansion of Korea’s exports even during
a global economic 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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