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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검토배경
최근 우리나라 철강산업은 대내적으로는 내수부진으로 철강수요가 감소
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세계 철강재 공급과잉 지속 중국발 국제 철
강재 가격 하락 등에 따른 수익률 저하 등 큰 어려움에 직면
이러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본 철강산업계가
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구조개혁 노력과 그 성과에
주목할 필요
일본 철강산업계는

년대말 이후 버블붕괴에 따른 장기간 경기침체

엔고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한국 등 후발 철강국의 추격 미국의 철
강산업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일본 주요 철강사들은 이러한 총체적 난관에 대응하여 고부가가치의 고
객지향형 기술개발 및 중소형 제철소들의 특화기술 개발 등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개별기업의 자발적인 합리화 노력을 경주
또한 대형화 생산체제의 강화를 위한 설비투자 경영의 다각화 해외
진출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그 결과 내수침체에도 불구하고
였던 철강수출이
산이

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

년대 초부터 증가로 전환하였고

년에 조강생

년대 초반의 높은 수준까지 회복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보였

으며 최근에는 엔저의 영향으로 수익성도 크게 개선
하지만 일본의 철강업계는 제 의 부흥기 도래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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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본 철강업계에서는 세계적인 철강 공급과잉 문제 세계 철강시
장에서의 상대적인 위상 저하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 환경문제에 대
한 대응 초대형 철강회사로부터의 적대적

리스크 고령화 시대

의 고급생산기술의 전승 보존 등을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보다 한 단계 앞서 역경을 헤치고 미국 등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여전히 세계 최고의 제철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일
본 철강산업계의 구조개혁 및 성과를 살펴보고 우리 철강업계가 참고
할만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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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일본 철강산업의 발전
일본의 철강산업은 석탄산업과 더불어 전후 일본의 경제를 부흥시키는 데
있어서 견인차 역할을 담당
전쟁의 패배로 철강설비가 파괴되고 철강수요가 급격히 하락하는 등
산업의 기반자체가 크게 붕괴되었던 일본의 철강산업은 한국전쟁

년

당시 미군의 군수물자 조달을 위해 대부분 강제폐쇄조치를 당했던 중
공업 관련 철강수요산업의 재가동으로 철강수요가 급증하면서 재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차에 걸친 합리화 조치를 통해 고속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
특히

년대 이후의 세계경기의 호조와 국내경제의 호황

년대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여러 기간산업의 성장을 바탕으로 철강수요 및
생산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일본의 철강산업은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년에는 조강생산이

억

천만 톤을 기록하는 등 세계철강산업을

주도하기 시작

일본의 조강생산 및 철강재 수출입 추이

주: 2014년도 자료는 월별 자료를 합산한 수치로 추후 발표되는 공식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The Japan Iron and Steel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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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년과

년 두 차례의 오일쇼크에 따른 세계 철강수요 감소

및 경기부진으로 일본의 철강생산은 답보상태에 빠졌으며

년대에는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 후발 철강국가들의 추격 그리고 프라자 합의
년 에 따른 엔고의 급속한 진행 등 구조적 문제에 봉착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의 철강산업은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합리화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대형화 경영의 다각화 해외진출 등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
이하에서는 이러한 일본 철강산업의 구조개혁 노력 분석에 앞서 전후
일본 철강산업의 발전과정 및 산업정책 그리고 그에 따른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음

1

부흥기(1951~65년)

패전후 일본은 폐허화된 생산설비를 복구시키기 위해 경사생산방식을
채택하여 철강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
특히 이 시기에는 정부주도하에
는데

차에 걸친 합리화 정책이 추진되었

차 합리화 기간중에는 한국전쟁에 따른 철강수요 증가에 대응

하기 위해 생산력 증대를 위한 설비투자 압연설비 중심 와 기술도입에
집중
차 합리화 기간중에는
고로

기 전로

차에 비해

배에 해당하는 설비투자를 통해

기를 건설하는 등 일관생산체제를 정비

차 합리화 기간중에는 도쿄올림픽

년 등 대규모 공공투자가 이루

어졌으며 투자의 대형화로 생산성도 크게 증대
차에 걸친 합리화 정책으로 일본 철강산업은 설비 기술 생산성 등이
국제적인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추후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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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예확대기(1966~70년)

신예확대기에는 일본의 고도성장기를 대변하는 이른바 이자나기 경기
년 로 인해 내수소비 붐 이 일어나면서 철강재 수요는 폭발적

년

으로 증가
대중 차 발매에 의한 마이카 붐

년 올림픽을 계기로 컬러

진행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에어컨 구입 등 이른바 자동차
텔레비전

의

의 보급이 급속도로
에어콘

컬러

소비 붐을 말함

특히 이 시기에는 임해 산업단지에 최신예 대형 제철소가 건설되면서 철
강설비능력도 비약적으로 증대되었음
고로면적은

3

년

년

로 증대

안정성장기(1971~75년)

일본의 철강산업은

년 오일쇼크를 계기로 세계 경제가 불황에 처하게

되면서 그간의 고도성장기에서 안정성장기로 이행
년 일본은 조강 생산량이

억

천만톤을 기록하면서 미국과 대등

한 수준의 철강대국으로 부상하였으나 오일쇼크를 계기로 철강수요가
급감하면서

년에는 조강생산과 철강수출이 전년대비 각각

씩 감소하였으며 기업의 수익성도 크게 악화

4

축소안정기(1976~88년)

오일쇼크 이후 사상 최악의 경영적자를 기록하였던 일본의 철강산업은
년에 걸쳐 실시된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흥정책에 힘입어
년 조강생산이 억 천만톤에 달하는 등 회복의 기미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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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차 오일쇼크 및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저하 정부의 공공투

자억제정책 등으로 다시 하락국면에 접어들면서 조강생산이

억톤을

년대 중반 이후에는 급속한 엔고의 진행으로

하회하기도 하였으며

철강기업의 수익성이 극도로 악화됨
전후 일본 철강산업의 발전과정
구분

부
흥
기

‧ 한국전 특수

2차
합리화
(1956~60)

‧ 설비투자붐(설비투자액 6,255억엔)

‧ 1차 합리화가 완료된 1953년에는

‧ 설비투자액 1,282억엔
‧ 압연 설비의 대형화 및 철강업의 부흥

‧ 고로(10기) 및 전로(15기)의 증설
‧ 대형화 및 일관생산체제의 정비
‧ 투자의 대형화

1966~70

‧ 동경올림픽(1964년) 시기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공공투자

‧ 이자나기 경기에 따른 내수소비 붐
(1965년 11월~70년 7월)

1971~75

축
소
안
정
기

1976~88

조강 생산능력이 1000만 톤에 육박

‧ 설비, 기술, 생산성 등이 국제적인
수준에 도달

‧ 생산성 향상

‧ 설비투자액 1조 920억엔

‧ 임해산업지에 최신예 대형제철소 건설

안
정
성
장
기

구
조
개
혁
기

성과

1차
합리화
(1951~53)

3차
합리화
(1961~65)
신
예
확
대
기

주요내용

‧ 고로의 연간 생산능력 향상
(1960년 80만톤 → 1965년 130만톤)
‧ 철강설비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
(고로면적

1966년

2,000㎥

→

1970년 3,363㎥, 전로 170톤 →
250톤)
‧ 1973년 조강생산 1억 2천만 톤

‧ 1차 오일쇼크(1973년) 발생에 따른 대
내외 철강수요 부진(1974~75년)

기록
‧ 1975년 조강생산 전년대비 12%,
철강수출 10% 감소

1989~현재

‧ 2차 오일쇼크(1979년) 및 교역분쟁

‧ 조강생산 1억톤 유지

‧ 엔고의 진행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 수출 감소

‧ 버블붕괴 후 내수 침체

‧ 조강생산 1억톤 유지

‧ 일본기업의 합리화 노력

‧ 1990년 이후 수출비중 지속증가

(품질경쟁력 향상, 경영다각화, 구조조정)
‧ M&A를 통한 대형화

‧ 2007년 1973년 이후 처음으로 조
강생산량 1억 2천만 톤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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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일본 철강산업의 구조개혁 노력
일본의 철강산업은
라자 합의

년대 후반 한국 등 후발 철강국가들의 추격과 프

년 이후의 엔고현상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문

제에 봉착
게다가

년대 초반 부동산 버블의 붕괴로 시작된 일본경제의 장기

불황으로 인한 설비투자 부진 공공공사 축소 등으로 전기 건설 등은
물론 최대의 수요산업인 자동차 등 제조업 생산기지의 본격적인 해외
이전 등으로 철강경기의 침체는 더욱 심화
또한 미국의 철강산업 보호주의로

년 월

조 발동 일본의 철강수출

환경은 더욱 악화되었으며 중국의 잠정적인 세이프가드 실시 등으로
년 월 일본 주요 철강사들은 총체적인 난국에 빠지게 됨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의 철강산업은 고부가가치의 고객 지
향형 기술개발 및 중소형 제철소들의 특화기술 개발 등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동시에 개별기업의 자발적인 합리화 노력을 경주
또한 대형화 생산체제의 강화를 위한 설비투자 경영의 다각화 해외
진출 등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그 결과 내수침체에도 불구하고

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

년대 초부터 증가로 전환

였던 철강 수출이

년에는 조강생산이

년대 초반의 높은 수준까지 회복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며 최근에는 엔저의 영향으로 수익성도 크게 개
선되고 있는 실정
이하에서는

년대 이후 일본 철강산업의 특징적인 구조개혁 노력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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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요산업의 요구에 대응한 기술개발
년대 이후 구조개혁 과정에서 일본의 철강업체들은 수요산업의 다양

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신강재 개발에 역량을 집중
자동차 산업에서는 신일본제철이 자동차용 고강력강판인

강의 개발

을 통해 자동차의 경량화 및 충돌안정성의 향상이라는 자동차 산업의 요
구에 적극적으로 대응
의 약칭

스미토모금속은 강도 및 가공성이 우수하면서도 내식성을 획기적으로
강판을 세계 최초로 개

향상시킨 차세대 방청강판인 스미징크
발하여 적극적인 판매활동을 전개

이외에도 가와사키제철은 성형성과 충돌안전성을 향상시킨
강판 및 초성형성 냉연강판을 개발하였고 고베제강은 측면충돌시 충격
흡수가 가능한 도어빔용 초고강도 냉연강판을 개발
년대 이후 수요산업의 요구에 대응한 일본의 신강재 개발
구 분

수요산업의 요구

자동차

경량화, 충돌안정성
고강도, 고가공성,
내식성, 성형성,
충격흡수 등

‧
‧
‧
‧

건설

내진 설비 등
건축구조용 신강재

‧ 강한 염분에 견딜 수 있은 내후성강
‧ 교통소음반사음 감소 고가이면흡음판, 제진댐퍼용
신강재, 태양전지일체형 지붕재

에너지 절약형

‧ 모터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킨 전기 강판(가와사키제철),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고효율 모터용 전기 강판
(일본강관)
‧ 재활용성 향상 등 고기능성 Pre-Coated강판(고베제강)
‧ 항균스테인리스 강판(일신제강)

기계

고강도, 고인성

‧ 냉간 다이스 주강, 비조질 봉강

용기

청정공정 생략

‧ 필름 라미네이트 강판

전기
전자

관련 개발기술(철강회사)
자동차용 고강력강판 TRIP강(신일본제철)
Smizinc 강판(스미토모 금속)
Dual Phase강판, 초성형 냉연강판(가와사키제철)
도어빔용 초고강도 냉연강판(고베제강)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철강산업의 기술혁신패턴과 전개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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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부문에서는 일본의 철골조 건축이 커다란 피해를 입은 한신

대

지진을 계기로 내진설비용 건축구조 강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기술개발이 진전
전기 전자 부문에서는 에너지 절약형 신강재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가와사키제철은 모터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강
판을 일본강관은 전기 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사용될 수 있는
고효율 모터용 전기강판을 개발
고베제강은 원가절감 재활용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을 실현한 고기
강판을 개발하여 에어컨 의료시설 펌프 등의 소재로

능성

활용하였으며 일신제강은 세탁기나 주방기기용 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
항균 스테인레스 강판을 개발
또한 기계 부문에서는 강도와 인성이 높은 냉간 다이스 주강과 새로운
형태의 비조질 봉강 등이 개발되었고 용기 부문에서는 청정공정을 생략
할 수 있는 필름 라미네이트 강판이 개발
특히

년대에 들어선 이후 일본의 양대 철강회사 그룹인 신닛데츠슈킨
과

스틸은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은 물론 동남아시아 등지

에서의 현지 자동차용 강판 생산거점을 두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
써 글로벌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
년 이후 일본의 해외 수요기반 구축사업
국가/지역
미국 알라바마주
신닛
데츠
슈킨

멕시코 몬테레시
태국 라용현
인도네시아 치레곤시
인도네시아 자르칸트주
태국 라용현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JFE
스틸
베트남
인도 칼나타카주
자료: 각사 홍보자료

프로젝트명
AM/NS
Calvert
Tenigal
NSGT
KNSS
JCAPCPL
JSGT
JSGI
일관제철FS
JSW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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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현재

출자
비율
(%)

산세
냉연

연속
소둔
만톤

50

250

60

140

열연530

49
100
80
49
100
100

-

-

40
36
48

2017년 가동

15

230

(48)
60

190

도금

40
40
40

비고

2016.3월 가동
2014.9월 포기

2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철강제품 생산

일본의 철강산업은 수요산업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고부가가치
철강재 개발 및 생산에 집중
그 결과 일본 철강업체는 고기능성 철강 제품 분야에서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를 보유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철강시장의 경쟁 심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철강수요 부진 세계적인 철강제품의 공급과잉 등 불리한 환경에
도 불구하고 일본의 강재 수출은 특수강 등 고부가가치 제품군을 중심
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특히 고로
강괴

에서 전로

로 이어지는 제조방법을 중심으로 한 고도의

제조기술과 압연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일본의 철강

제품은 정밀도 측면에서 세계시장에서 상대적 우위를 차지
자동차 기계 건축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는 형강
선재 보강 판재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고기능성 제품을 생산하는 등
고부가가치 철강제품 부문에서 일본 철강업은 시장선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
중소 철강회사의 고부가가치 추구

일본의 철강제품 구조 고도화

동경제철 사례

주: 생산대비 비중
자료: The Japan Iron and Steel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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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비율은 제품군별 수익률
자료: Innosight Institute(2011)

또한 중소형 철강기업들은 대형 고로철강업체의 규모의 경제화 등 프로
세스개선 등을 통한 수익성 증대 전략에 맞서 철강제품군별 고부가가치
상품 기술개발 및 생산체제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생존에 성공
철스크랩 등을 주원료로 하여 전기로를 이용하여 생산을 하는 도쿄제
철과 같은 일본의 중소형철강기업들은 철강제품군별 고부가가치 상품의
개발 및 전환 등 미국의 중소형 철강기업들이 취하였던 경영전략을
활용하여 대내외 도전에 적절히 대응
일본의 고기능성 철강제품
품종

고기능성 제품

철로

고강도 열처리 선로
내화강

형강

선재
봉강

후판

박판

저항복점강

년 기준

특징
열처리를 통한 내마모성 향상

철도

내화피복의 저감 및 절감이 가능
강도가 낮고 연성이 극히 높은 철강재
지진 대비 구조물 등에 사용

고성능590N급 강재

강도, 인성, 용접성 등의 특성을 최대한 함유한 고장력강

타이어코드용 선재

탄소함유량0.7~0.9%, 개재물, 편석, 표면평상이 뛰어난 극
세신선용 고강도 선재

고강도 선재

용도

고강도, 고인성 교량용 선재

건축
타이어
제조
토목
건축

부품용 고기능 강재

자동차보안 부품용 비조질강, 기소강(gear류), 연질 냉단
강, 용수철, 축수강 등

자동차
산업기계

고기능 후판

선박용 고장력강, 탱크용 고내부식강, 해양관계 공사에서
사용되는 내후성강, 산업기계용 내마모강 등

조선
토목
산업기계

고강도 강판

자동차용 고장력강판 등 차체 경량화에 기여

자동차

고가공성 강판

자동차용 deep drawing강판
차체 프레스 성형의 편리성 제고
차체 경량화, 차체 디자인 향상에 기여

자동차

녹 방지 강판

합금화용융 아연도금 강판(자동차), 전기아연도금 강판
(건재, 가전용) 등

자동차
기계
건축

극박 강판

TMBP강판(캔 제조용 극박)

전자 강판

방향성 전자강판(자계방향이 일정, 변압기 등에 사용),
무상향성 전자강판(자계방향이 균일, 모터 등에 사용)

전기기계
에너지
자동차

이음새 없는 강관

내압, 내부식성이 매우 높아 석유천연가스 유전용, 원자력 발
전 및 화학공업용 강판

에너지
화학

강관

내압, 내저온, 내부식성이 높아 석유, 천연가스용 파이프라
인에 사용되는 강판
자료: 일본지식정보센터, <일본의 철강 제품별 시장 분석>
대경(大徑)용접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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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에너지

3

전략적 제휴 및 대형화
년대 들어 일본 철강기업들은 지속적인 기술개발 노력을 경주하는
를 통한 대형화로 자체 경쟁력을 강화

동시에 전략적 제휴 및

일반적으로 강력한 제휴관계의 구축과

등을 통한 경영통합 등

에는 각자의 장 단점이 존재하고 있는데 일본의 철강업계는 이와 같은
장 단점에 맞추어 경영환경변화에 매우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으로 평가
연대
구분

제휴와 합병간의 장단점 비교
장점

단점

연대
제휴

‧ 보완자산에 대한 접근성
‧ 경쟁상대와의 상호학습
‧ 규모의 이익추구
‧ 리스크관리와 비용분담
‧ 속도
‧ 저비용 신규시장진입

‧ 조정력 결여
‧ 잠재적 경쟁기업 지원
‧ 장기지속성을 보증 못함
‧ 학습효과의 통합이 어려움

합병

‧ 속도
‧ 규모의 경제
‧ 기술, 자금상의 경제성
‧ 보완자산에 대한 접근성
‧ 잠재적경쟁기업의 배제
‧ 기업자원의 업그레이드

‧ 매수비용
‧ 불필요한 관련사업
‧ 조직의 충돌에 따른 통합 저해
‧ 강한 약속이 필요

년대 초반 일본의 대형 철강기업들은 원가를 절감하고 기업간 과다
경쟁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를 적극 활용
철강기업간 채산성 없는 설비의 상호 폐지 및 강점 있는 분야로의 집
중 생산 물류거점의 공동 활용 생산 및 판매의 공동실시 등 상호 보
완적인 제휴를 통해 수익률을 개선하고자 노력
이러한 전략적 제휴는 철강산업에서 수요산업으로 국내에서 해외로
그 영역 및 활동의 범위를 더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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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초 일본 철강기업의 전략적 제휴
구분

제휴업체

제휴시기

신일철-고베제강

2001년 12월

‧ 반제품 공급과 제품운송,
‧ 원료조달 - 비용절감

신일철-스미토모금속

2001년 12월

‧ 철원공급 체제, 물류비 절감
‧ STS 강판, H형강분야 통합검토

고베제강-(이)루치나와

2001년 12월

‧ 자동차 서스팬션용 특수강 Wire 등의 기술
상호교류

신일철-(프)Usinor

2001년 1월

‧ 자동차용 강판사업 분야

NKK-Thyssen

2002년 3월

‧ 자동차 강판사업 제휴
- 글로벌 강재 공급체제 확립

스미토모금속-CORRUS

2002년 1월

‧ 자동차용 강판사업 중심의 협력
‧ 건설용 강재사업까지 협력 확대

국내

해외

제휴내용

자료: 한국철강협회, <국내외 철강업 현황>

또한 이와 더불어 일본 국내 철강기업간

를 통한 대형화도 적극 추진

일본 철강기업의 전략적 제휴 및 대형화

자료: 일본경제산업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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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는 일본에서 생산규모 기준 위인
사키제철

백만톤 와

백만톤 이 합병을 통해

위인 가와
백만톤

라는 대형 철강사로 재탄생
최근에는 경영 합리화를 이유로 조강생산 규모 세계
위 스미토모금속이

년

위 신일본제철과

월

는 대형 철강사 조강생산량

일 합병을 통해 신닛테츠슈킨 이라
백만톤 세계 위 규모 가 출범

이로 인해 일본 철강업계는

개의 대형 철강기업에 의해 주도되는 양

강체제로 개편
이들 대형 철강기업의 경우 주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거래하고 있어
수요기반이 탄탄하며 원재료 구매 등에서도 가격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출하량 및 가격 등을 안정적으로 유지 가능
급변하는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을
투자 및 기술개발 등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많은 이점
위한
특히 일본 철강업계의 경우 산업의 원료가 되는 철광석이 전세계 공급의
이상을
빌리튼 리오틴토
등 빅 업체가 독점적 구조를
형성하여 개별 기업차원에서의 협상력이 공급사에게 밀리는 상황이었고
일본 내 최대 수요산업인 자동차 산업도 개의 주요 업체들로 개편되면서
철강제품 판매에 있어서도 가격협상력 제고가 필요하게 된 점도 대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배경으로 작용

한편 대형화 이후 일본 철강기업의 성과를 살펴보면
조

억엔으로 전년에 비해

년 판매액이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도

억엔

급증하는 등 실적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향후에

으로 전년에 비해
도 양호한 수익이 기대
대형화
구분

년 이후 일본기업 대 고로업체 의 수익성

2011
2012
111,534
104,772
판매액(억엔)
(0.4)
(-6.1)
2,686
701
영업이익(억엔)
(-51.5)
(-73.9)
영업이익률(%)
2.4%
0.7%
주: 2015년 이후의 수치는 전망치
자료: 도쿄미쓰비시UFJ은행

2013
115,841
(10.6)
5,828
(730.8)
5.0%

- 13 -

2014
112,847
(-2.6)
9,215
(58.1)
8.2%

2015e

2016~17e

-2%

2~3%

7%

20~50%

9%

12~15%

4

수출중심의 구조개편 및 해외진출

일본의 철강산업은

년대 이후의 장기침체에 따른 내수부진에 대한

대응으로 그간 내수위주의 철강제품 생산구조에서 고부가가치 철강제품
을 중심으로 해외 수출을 강화하는 구조로 전환을 모색
일본의 철강제품 내수 및 수출 비중
(%)

구분
1991~95
1996~00
2001~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내수
85.1
80.0
72.4
71.9
63.9
65.4
69.3
66.5
69.1

수출
23.2
27.4
33.4
34.4
42.6
42.3
40.2
42.9
40.6

주: 생산대비 비중
자료: The Japan Iron and Steel Federation

그 결과

년

년에는

에 불과하였던 수출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까지 확대

이를 바탕으로 장기침체에 따른 내수부진 엔고 현상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등의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억톤 이상의 생산을 유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해외수출 강화와 더불어

를 통한 해외

시장 진출도 적극적으로 추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일본제철
의 해외

는

스미토모금속 등 철강

개사

건으로 위기 이전에 비해 배 이상 증가

이들 철강기업은 자동차 등 일본의 수요업체가 이미 진출하고 있는 지역을
위주로 합병기업을 설립하여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
하고 있으며 고강력 강판 등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위주로 해외생산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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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철강기업의 글로벌 사업전개 현황

자료: 포스코경영연구원

앞으로도 일본 철강기업의 해외 현지생산은 보다 가속화 될 것으로 보
이며 국내외에서의 생산체계 최적화를 위한 구조조정도 활발하게 진행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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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일본 철강업계의 향후 과제와 대응전략
일본의 철강산업은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다각적인 구조조정과 업계의
자율적 재편을 통해 제 의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하지만 일본의 철강업계에서는 앞으로도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선제적인 해결책을 마련
일본 철강업계는 세계적인 공급과잉문제 세계 철강시장에서의 상대적
인 위상 저하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초대형
철강회사로부터의 적대적

리스크 고령화시대의 고급생산기술의

전승보존 등을 철강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대 과제로 인식하고 대응전략을 적극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임
세계적인 공급과잉문제
공급과잉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일본의 철강기업들은 범용재의 구성비를
지속적으로 저하시키고 고급강의 성장을 확실하게 다져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음
강재분야에서의 가격경쟁을 회피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는 있지만 범
용재 시황이 대폭적으로 하락할 경우 가격하락 압력이 일본이 주력으
로 내세우고 있는 고급강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최대한 고급강재
수요처와의 안정적인 수급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을 고수할 계획
세계 철강시장에서의 상대적인 위상 저하
중국은 물론 미국 유럽 등 세계적인 철강기업들은

와 설비확장 등

을 통해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주요 고로철강기업들의 경
우에는 당분간 생산능력 확충보다는 고부가가치 철강제품의 구성비 개선
등에 주력하는 등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고 있어 세계 철강점유율 조강생산
량 기준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인 위상저하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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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적정수준의 설비능력 확충도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
중국 한국 등에서도 일정 수준까지 고급강재 개발에 성공하고 있어 새
로운 성장분야인 철강 이외의 탄소섬유 알루미늄 강화플라스틱 소재 등
으로 급격한 소재대체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수요자와의
신제품 공동개발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세계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오염방지 대책 등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에너지
저감 노력을 추진한다는 방침
이에 따라 새로운 고로 증설 보다는 부산물의 최종 처분량 폐플라스틱
사용 증대 등에 대한 연구개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
초대형 철강기업에 의한 적대적

리스크

일본 철강업계는 일본국내 철강기업간 적대적

등이 발생할 가능

년의 미탈에 의한 아르세롤의 적대적

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으나

매수와 같은 사건은 언제든지 발생가능하다고 판단
이러한 세계적인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효율 개선에 의한 수익
강화 배당 증대 자기주식 취득 등 주주를 의식하는 경영으로 시가총
액을 늘려 해외로부터의 적대적 매수를 선제적으로 방어한다는 방침
고령화시대의 고급생산기술의 전승보존
고령화의 시대적 흐름하에서 일본 철강업계의 경우 다수의 숙련종업원이
적어도

년 이내에 은퇴할 예정

청년사원의 채용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 직원의 고용연장과 더불어
여타 업종의 경력직 사원의 중도채용 등을 통해 기술전승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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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정책적 시사점
최근 우리나라 철강산업은 대내적으로는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철강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세계 철강재 공급과잉에 따른
경쟁심화 중국의 저가수출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와 그에 따른 수익성
악화의 상황에 직면
이러한 상황은 장기침체에 따른 내수부진 엔고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였던 일본의

년 이후의 상황과 매우 유사

따라서 우리보다 한 단계 앞서 역경을 헤치고 미국 등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여전히 세계 최고의 제철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 철강산
업의 구조개혁 노력과 성과는 우리나라 철강산업계에 다음과 같은 시
사점을 제시
첫째 수요산업의 요구에 대응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의 경쟁력 강화 신
강재 개발 등 제품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철강재에 대한 수요 둔화현상은 모든 품목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세계 각국의 산업구조가 더욱 고도화됨에 따라 고급강재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증가
특히 철강산업을 둘러싼 시장의 성격이 공급자 주도에서 수요자 중심
으로 변모되면서 철강재의 다양화 고급화 고기능화 등에 대한 요구가
급증
즉 자동차 건설 가전 조선 등의 철강수요산업의 구조개편이 가속화
되는 가운데 편의성 향상 제조비용 절감 경량화 환경오염 축소 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산업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
해서는 제품구조의 고도화가 필요
더 나아가서는 기존에 철강재가 충분히 사용되지 않았던 시장을 대상으로
새로운 수요의 창출과 관련된 신강재의 개발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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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생산전략의 변화는 현재 일본이 대부분 점유하고 있는 철강시
장으로의 진입을 의미하며 고급강재 시장에서 일본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고급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위한 지식 정보 생태계의 구축
자동차 조선 등 수요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기술력 향상 등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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