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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설산업을 통한 사회간접자본의 축적은 지역과 국가경제

의 성장 엔진으로써 국민의 윤택한 삶과 국가경쟁력의 근간

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2014년 9월 기준으로 도급순위 100

위 건설사 중 40% 이상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건설산업이 위기에 직면해있다. 건설관련 예산

축소, 수주물량의 감소, 주택시장의 침체로 이어지는 일련의 

건설업 외부 환경변화 역시 건설업의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건설업은 그간 국가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체

계적인 연구를 통한 건설업의 국가기여도에 대한 인식전환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오히려 부정적인 이슈들만이 부각되

며 건설산업의 위기 상황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의 대들보로서 건설업의 역할이 부

정될 수는 없다. 건설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건설업의 국가경제 기여도를 파악하고, 국가경제

에 얼마만큼의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데이

터를 기반으로 정량적으로 분석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13)은 보고서를 

통해 건설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변화를 산업연관표를 이용

하여 시계열로 분석하였으며, 건설산업이 생산유발과 고용

유발 부문에서 오랜기간 상당한 경제적 영향력을 유지했음

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 중 교통부문 산업을 대상으로 하여 

그간의 국가경제 기여도 및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도

로와 철도로 구성된 교통부문은 인적자원 및 물적자원의 이

동에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민의 복지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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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문의 경제적 기여도 및 파급효과 도출을 위한 산업연관분석 연구 - 2003~2009년 산업연관표 중심으로 -

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교통부문의 중요성을 통계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량적

으로 확인하고 교통부문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기반 연구라

는 의의가 있다. 또한 보다 정확한 건설업의 산업연관효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건설업의 세분류 산업 수준에서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연구필요성에 부합한다.

본 연구는 교통부문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하여 각종 계수를 

도출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구한 각종 계수 및 

수치들을 시계열적으로 나열하여 교통부문의 역사적 기여도

를 확인하고,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교통부문의 산업구조를 

고찰하고 경제적 기여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산업연관분석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레온테에프 교수

(Wassily W. Leontief)에 의해 창시되었다. 한 국가의 경제

는 다양한 산업들의 생산 활동으로 이루어지는데, 각 생산 

활동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성을 

지니게 된다. 다시 말하면 각 산업이 생산 활동을 위해 상호

간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 및 판매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

를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게 된다. 이러

한 산업간 거래관계를 일정기간(보통 1년)동안 일정한 원칙

에 따라 행렬형식으로 기록한 통계표를 산업연관표라 하며,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계수들을 도출하여 산업간 연관성을 

분석하는 것이 산업연관분석 기법이다(The Bank of Korea 

2011).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하면 다양한 계수들을 도출할 수 있

다. 각 계수들은 산업연관표 구성요소의 의미와 행렬의 역행

렬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주요 계수로는 투입계수, 생산

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수입유발계수, 노동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등이 있다. 산업연관표의 내생

부분은 투입구조를 나타내는 세로축 방향과 배분구조를 나타

내는 가로축 방향으로 나누어 읽을 수 있다. 산업연관표상에

서 i산업과 j산업의 교차점에 표기되는 Xij는, 투입구조로 보

면 j산업의 생산을 위해 소요되는 i산업의 투입금액을 말하고 

배분구조로 보면 i산업의 산출물 중 j산업으로 배분되는 금

액을 말한다. 이러한 이중적 의미는 산업연관분석이 역행렬

의 특성을 활용하여 각산업간의 연관관계를 표현할 수 있도

록 하는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 산업연관표에는 내생부분 

외에 외생부분이 표현되는데, 외생부분을 포함하면 총투입액

은 중간투입계와 부가가치계의 합으로, 총산출액은 중간수요

계와 최종수요계(Yi, 소비, 투자, 수출로 구성)의 합에서 수입

을 뺀 금액으로 표기되며 각 산업별로 총투입액과 총산출액

은 동일한 값을 지닌다.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산업연관표는 다음과 같이 

대표적인 행렬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AX+Y-M=X (1)

X : 총산출액 또는 총투입액

A : 투입계수행렬(A=[aij], aij=Xij/Xj)

Y : 최종수요계

M : 수입계

위 식에서 A는 투입계수행렬로 j산업의 총투입액(Xij)이 각 

산업별로 어떻게 나누어 사용되는지를 나타내는 계수이다. 

따라서 이 계수에 총투입액(X)을 곱하면 i산업에 투입되는 각 

산업의 투입액(∑aijXj=∑Xij
j j ), 즉 중간수요계가 된다. 식(1)의 

좌변은 배분관점에서 각 산업에 투입되는 중간수요계와 최종

수요계에서 수입을 뺀 금액이 되며 이는 곧 총산출(X)과 같아

야함을 의미한다. 위 식 (1)을 X에 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X=(I-A)-1(Y-M) (2)

위 식(2)는 총산출(X)은 최종수요(정확하게는 국내의 최종

수요임)와 (I-A)-1의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데, 여기서 역행렬의 특성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해석이 가

능하다. (I-A)-1=I+A+A2+A3+…이므로 최종수요가 증가

하면 해당만큼의 산출(I)이 필요하고, 이로부터 1차로 유발되

는 생산(A)이 필요하며, 1차 유발액으로부터 2차 생산액(A2)

이 유발되며 이러한 관계가 무한이 반복되는 것이 최종수요

에 의해 발생하는 생산의 파급효과라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연관분석과 관련된 연구는 다양한 산업부문에서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정보통신산업의 수

출 및 가격변화에 따른 파급효과를 산업연관분석으로 측정

한 연구(Chung and Jung 2004), 정보통신산업의 경제적 기

여도에 대한 추이를 다년에 걸친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도출

한 연구(Kim 2007),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정략적으로 측정하고 선진국과 비교한 연

구(Lee and Kwak 2012) 등이 있다. 또한 산업연관분석을 활

용하여 U-City산업(Kim et al. 2006, Lim et al. 2013), 공간

정보산업(Lim et al. 2012) 등 새롭게 떠오르는 유망산업군에 

대한 경제적 기여도를 분석한 연구들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에 Hong and Ji(2014)는 산업연관분석법을 기반으로 한 I-O 

LCA모델과 Hybrid LCA모델을 정의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을 평가하였으며, Kim(2014)은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부문별 유발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교통부문 산업에 대한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한 연구도 

확인할 수 있다. Chang and Choo(2012)는 교통과 통신의 상

호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1980년부터 2005년까지의 산업연관

표를 활용하여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였으며 해당 연구에서

는 교통분야 산업을 교통제조산업과 교통서비스산업으로 구

분하여 접근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분류 및 소분류를 중심

으로 제조업 중 교통과 관련된 분야를 교통부문산업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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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는 대신 기본부문을 중심으로 도로시설과 철도시설 부

문을 교통산업으로 인식하여 건설 측면을 보다 강조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Yoon(2008)은 2003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철도운송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하였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철도여객서비스, 철도화물서

비스 등 본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한 교통서비스에 초점

을 맞추어 분석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13)의 연구결과, 2000년 기준으로 

교통부문이 건설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생산액 관점에서 

20%이상, 고용자수 관점에서 30%가량이 되는 것으로 분석

하고 있다. 교통부문은 산업분류표 상에서 건설산업을 구성

하고 있는 여러 부문 (건축부문, 교통부문, 수자원부문, 에너

지환경부문, 기타건설부문)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는 건설산업의 중요한 산업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교통부문 산업을 대상으로 2003년, 2005년, 2006

년, 2007년, 2008년, 2009년의 6개 연도에 대한 산업연관표

를 분석하여 교통부문 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및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교통부문 산업은 산업연관표상

의 기본부문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연구가 수행되는 시

점에서 기본부문에 대한 산업연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연도

인 2003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9년의 6개연도에 

대한 분석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교통부문으로 선정

한 기본부문 산업은 2003년 산업연관표의 ‘317 도로시설’과 

‘318 철도시설’과 2005년 이후 산업연관표의 ‘308 도로시설’

과 ‘309’철도시설이다. 본 연구에서 수정된 산업연관표는 다

음과 같은 구조를 지닌다(Table 1).

Table 1. Reclassification of industrial sectors 

Reclassified sectors
404 by 404 

sectors in 2003

403 by 403 sectors 

in 2005~2009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001-030 001-029

Mining 031-045 030-044

Manufacturing 046-304 045-297

Electricity, gas and water supply 305-311 298-304

Construction 312-316, 319-328 305-307, 310-320

Service 329-404 321-403

Road facilities 317 308

Railroad facilities 318 309

산업연관표 상의 기본부문 분류에는 ‘여객 및 운송서비스’

가 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교통부문 산업이라 하면 

해당 서비스를 포함할 수도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

려하여 2003년 산업연관표의 ‘335 도로여객운송’, ‘336 도로

화물운송’과 ‘333 철도여객운송’, ‘334 철도화물운송’, 2005년 

이후 산업연관표의 ‘329 도로여객운송’, ‘330 도로화물운송’, 

‘327 철도여객운송’, ‘328 철도화물운송’을 각각 ‘도로시설’과 

‘철도시설’에 포함하여 ‘도로분야’와 ‘철도분야’로 확장한 분석 

결과를 추가하도록 한다.

2. 교통부문의 산업 규모 및 변화

2.1 교통부문의 경제 규모

2003년에서 2009년까지 우리나라 산업의 경제규모 변화

를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전체 산업의 규모는 2003년 

1924.3조원에서 2009년 3,180.5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중 

약 47.17~50.42%는 제조업이, 35.94~39.13%까지는 서비

스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건설업은 약 5.31~7.05%를 차지하

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도로시설의 경우 2003년 14.1조원

에서 2009년 20.4조원으로 경제규모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5~0.89%이다. 철도시설의 경

우 2003년 2.4조원에서 2009년 4.3조원으로 경제규모가 증

가하였으며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0.14% 수준

이다. 이를 서비스를 포함하여 확대해 보면 도로분야의 경우 

전체산업의 1.85~2.37%까지, 철도분야의 경우 전체산업의 

0.29~0.30%까지 차지하고 있다. 도로시설 및 철도시설의 규

모를 보면 2005년과 2006년에 감소한 사실이 있으나 서비스

를 포함한 도로분야 및 철도분야의 경우 꾸준히 규모가 증가

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2. Economic Scale from 2003 to 2009

(Unit : trillion won)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All industry
1,924.3 2,312.1 2,474.1 2,709.2 3,213.6 3,180.5

100% 100% 100% 100% 100% 100%

Manufacturing
907.7 1,120.7 1,193.9 1,317.4 1,620.3 1,582.9

47.17% 48.47% 48.26% 48.63% 50.42% 49.77%

Service
752.9 889.6 954.2 1,043.20 1,155.1 1,186.7

39.13% 38.48% 38.57% 38.51% 35.94% 37.31%

Construction
135.6 140.1 144.3 157.3 170.5 177.2

7.05% 6.06% 5.83% 5.81% 5.31% 5.57%

Road 

facilities

17.1 15.8 14.8 15.2 17.7 20.4

0.89% 0.68% 0.60% 0.56% 0.55% 0.64%

Railroad 

facilities

2.4 2.2 2.7 3.1 3.5 4.3

0.12% 0.10% 0.11% 0.11% 0.11% 0.14%

Road sector
45.7 51 51.9 54.3 59.3 63

2.37% 2.21% 2.10% 2.00% 1.85% 1.98%

Railroad 

sector

5.9 6.6 7.3 8 9.2 9.6

0.31% 0.29% 0.30% 0.30% 0.29% 0.30%

2.2 교통부문 규모의 증가율

2003년부터 2009년 사이 경제규모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Fig. 1). 전체산업의 연평균증가율(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은 8.7%로 나타났으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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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은 9.7%, 서비스업은 7.9%, 건설업은 4.6%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인 도로시설은 3.0%로 건설업보다 낮게 나타

났으며 철도시설은 10.4%로 제조업보다도 높은 증가율을 나

타내고 있다. 서비스를 포함하여 도로분야와 철도분야로 살

펴보면 각각 5.5%와 8.4%로 도로시설에 비해 증가, 철도시

설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각 경우 전체산업의 증가율보다 작

은 값을 보였다.

Fig. 1. CAGR of economical scale from 2003 to 2009

3. 교통부문의 경제적 구조

3.1 수요공급 측면의 특징

수요 및 공급구조를 살펴보는 것은 한 산업부문의 총수요 

및 총공급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총수요의 경우 타산업의 중간재로 활용되는 중간수요와 최종

제품에 대한 수요인 최종수요로 나눌 수 있다. 2009년의 경

우 우리나라 전체산업은 총수요 중 중간수요와 최종수요가 

각각 53.12%와 46.88%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조업은 60.56%

와 39.44%로, 서비스업은 43.46%와 56.54%로, 건설업은 

5.63%와 94.37%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비해 본 연구 대상

인 도로시설과 철도시설은 모두 최종수요로만 구성이 되어있

다는 특징이 있다. 서비스만을 분리해서 살펴보면 도로서비

스의 경우 62.34%와 37.64%, 철도서비스의 경우 47.92%와 

42.08%로 구성되어 있다. 

공급측면에서 총공급액을 구성하는 총산출과 수입액을 살

펴보면, 2009년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산업에서 총산출액과 

수입액의 비중이 84.45%와 15.55%였으며, 제조업의 경우 

80.92와 19.08%, 서비스업의 경우 93.56%와 6.44%로 구성

되었으며 건설업의 경우 100% 총산출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도로시설과 철도시설 역시 총공급액의 100%

를 총산출이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만을 분리해서 살펴보면 

도로서비스 및 철도서비스의 총공급액에는 수입액이 포함되

어 있기는 하나 지난 기간(2003년~2009년) 동안 도로서비스

의 경우 97%이상, 철도서비스의 경우 90% 이상이 총산출로 

구성되어 있다.

위 내용을 통해 살펴보면 도로 및 철도시설, 도로 및 철도

분야의 경우 타산업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중간수요보다는 최

종제품으로서의 수요가 많으며 공급측면에서는 수입액의 비

중이 낮으며 총산출액의 비율이 높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3.2 중간투입률 및 부가가치율

중간투입률(rate of inter-mediate input)은 한 산업에서 

생산된 제품이 타산업의 중간재로 쓰이는 비율을 의미하고 

부가가치율(added value ratio)은 한 산업의 산출액에서 부가

가치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는 곧, 한 산업에서 생산된 제

품이 타산업에 중간투입 되거나 최종제품으로 판매되어 부가

가치를 창출한다는 개념이므로 두 비율의 합은 1이다. 부가

가치율 측면에서 보면 2009년 도로시설은 38.6%로 건설업

보다 높으나 철도시설은 26.0%로 건설업보다 낮았다. 서비

스를 포함하여 볼 경우 부가가치율은 상승하지만, 도로분야

(53.9%) 및 철도분야(44.6%) 모두 서비스의 부가가치율에는 

못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 2). 도로시설의 부가가치

율은 2003년 49.5%로 최고값을 기록했으며 2008년 38.2%로 

최저값을 기록했다. 철도시설의 경우 2003년 34%로 최고값

을 기록했으며 2008년 25.9%로 최소값을 기록하였다.

Fig. 2. Rates of intermediate input and added value ratio in 2009

3.3 대외의존도 및 국산화율

대외의존도(the dependency on foreign trade)는 총공급 

중 수입과 수출 등 대외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하는 지

표로서, ‘(수출액+수입액)/총공급액’의 식으로 구할 수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경제구조상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

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대표적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보면 다음 그림

과 같다(Fig. 3). 전체 산업 기준으로 2009년 34.6%의 최고

치를 기록하였으며, 제조업이 가장 큰 대외의존도를 보이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설업의 경우 대외의존도가 매우 낮

게나온다는 특징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도로

시설과 철도시설의 경우 대외의존도가 0%로 나타나므로 그

림에서는 표기하지 않았다. 단, 도로서비스 및 철도서비스

를 볼 때 대외의존도는 도로서비스 3.2%~4.4%, 철도서비스

교통부문의 경제적 기여도 및 파급효과 도출을 위한 산업연관분석 연구 - 2003~2009년 산업연관표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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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3%로 나타나고 있으며 도로서비스의 경우 꾸준하게 

감소하는 반면 철도서비스의 경우 최근 급격하게 상승하였음

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서비스 및 철도서비

스의 대외의존도는 서비스업보다는 낮게 나타난다.

국산화율(domestic development rate)은 전체투입에서 국

산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고, ‘(국산중간투입액/총중간

투입액’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만약 국산화율이 높으면 최종

품 생산에 수입품이 중간투입으로 많이 사용되었다는 말이 

되며, 이는 국제 원자재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말한다.

국내산업 중 국산화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것은 전력가

스수도업으로 2009년 44.0%였다. 제조업의 경우 당해연도

에 68.8%를 기록하였다. 아래 그림은 도로시설, 철도시설, 

도로분야, 철도분야에 대한 국산화율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Fig. 4). 서비스를 포함할 경우 도로분야는 국산화율이 감소

하지만, 철도분야는 국산화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며, 모

든 기간에 대해 92%이상의 국산화율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5년~2008년까지 국산화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경향이 있으며 2009년에 국산화율이 상승하였다. 

Fig. 3. Annual ratios of the dependency on foreign trade

Fig. 4. The change of domestic development rates

4. 교통부문의 경제적 기여도

4.1 생산유발효과

한 산업에서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

여 전체 산업에서 관련된 생산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현상

은 산업간의 연관관계에 의해 발생하는데 이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생산유발계수이다. 생산유발계수는 산업연관

분석의 주요한 결과물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다음 그림은 2009년 우리나라 산업의 생산유발계수를 나

타내고 있다(Fig. 5). 먼저 전체 산업은 19.4의 생산유발계

수를 가지며, 제조업은 2.09로, 서비스업은 1.68, 건설업은 

2.1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인 도로시설의 경우 2.18

로 제조업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철도시설은 2.40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를 포함할 경우 도로분야는 1.84로, 철

도분야는 2.01로 낮아지는데, 이 두 값 모두 서비스의 생산유

발계수보다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Fig. 5. 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s in 2009

다음 표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나라 산업의 생산

유발계수 변화를 보여준다(Table 3). 전체 산업을 보면 생산

유발효과가 점점 커지고 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점

은 우리나라 산업들이 점차 상호 연관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본연구의 대상인 도로시설과 철도시설, 도로분

야와 철도분야 모두 꾸준히 생산유발계수가 커지고 있는 현

상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3. The change of 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s

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All industry 1.80 1.89 1.90 1.90 1.93 1.94 

Manufacturing 2.00 2.08 2.10 2.09 2.05 2.09 

Construction 1.96 2.06 2.07 2.08 2.09 2.13 

Service 1.60 1.66 1.68 1.67 1.66 1.68 

Road facilities 1.92 2.08 2.10 2.11 2.16 2.18 

Railroad facilities 2.17 2.32 2.34 2.35 2.35 2.40 

Road sector 1.75 1.79 1.81 1.80 1.85 1.84 

Railroad sector 1.83 1.91 1.92 1.90 1.89 2.01 

임시영·김석·오은호·이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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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부가가치유발효과

한 산업에서 최종수요의 발생은 경제 전반에 걸쳐 생산을 

유발할 뿐 아니라 부가가치도 유발한다. 부가가치유발효가는 

각 산업의 부가가치계수행렬과 생산유발계수행렬로부터 구

해질 수 있다. 

다음 표는 지난 기간 동안 부가기치유발효과의 변화를 보

여주고 있다(Table 4). 2009년의 경우, 광산업이 0.85, 서비

스업이 0.81로 높은 부가가치유발계수 값을 보이고 있으며, 

제조업은 0.44, 건설업은 0.70의 부가가치유발계수 값을 지

닌다. 도로시설은 0.71, 철도시설은 0.66으로 부가가치유발

계수 값이 높지 않게 나타났으며, 서비스를 포함할 경우 도

로분야는 0.74로 급격하게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도로분야 및 철도분야는 서비스의 부가가치유발계수보다 작

은 값은 가진다. 도로시설 및 철도시설의 부가가치유발계수 

값은 2008년까지 감소한 경향을 보이며 2009년 약간 증가하

였다. 

Table 4. The change of value added requirements coefficients

Value added requirements 

coefficients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0.86 0.84 0.84 0.83 0.77 0.78 

Mining 0.89 0.87 0.87 0.87 0.84 0.85 

Manufacturing 0.67 0.58 0.56 0.54 0.34 0.44 

Electricity, gas and water supply 0.61 0.58 0.57 0.56 0.49 0.52 

Construction 0.78 0.76 0.76 0.75 0.69 0.70 

Service 0.85 0.85 0.84 0.84 0.80 0.81 

Road facilities 0.80 0.76 0.76 0.75 0.69 0.71 

Railroad facilities 0.73 0.71 0.72 0.70 0.63 0.66 

Road sector 0.79 0.78 0.78 0.76 0.71 0.74 

Railroad sector 0.79 0.79 0.80 0.79 0.74 0.74 

4.3 전후방연쇄효과

전후방연쇄효과는 한 산업이 해당산업의 전방산업과 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데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전

방연쇄효과가 높은 산업은 타산업에 중간재로 투입되므로 기

술혁신이나 제품가격인하 등으로 전체 산업에 기여를 크게 

할 수 있으며, 후방연쇄효과가 높은 산업은 해당산업의 타산

업의 발전이 중간투입재를 생산하는 타산업의 발전을 견인하

는 역할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전방연쇄효과는 감응도계

수(Index of the sensitivity of dispersion)으로 측정하고, 후

방연쇄효과는 영향력계수(Index of the power of dispersion)

으로 측정한다. 다음 표들은 전체 산업의 영향력계수(Table 

5)와 감응도계수(Table 6)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

인 도로시설과 철도시설은 영향력계수가 1.12, 1.24로 높게 

나오는 반면, 감응도계수는 0.51, 0.51로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값은 제조업 1.08, 건설업 1.10보다 높은 

값이므로 도로시설 및 철도시설은 후방연쇄효과가 매우 큰 

산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도로시설 및 철도시설의 최종수요를 발생시키고 해

당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경제 전반에 걸쳐 그 효과가 크게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Table 5. Annual index of the power of dispersion

Index of the power of 

dispersion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0.93 0.93 0.93 0.93 0.96 0.96 

Mining 0.84 0.87 0.87 0.86 0.86 0.86 

Manufacturing 1.11 1.10 1.10 1.10 1.07 1.08 

Electricity, gas and water supply 0.86 0.80 0.79 0.80 0.82 0.79 

Construction 1.09 1.09 1.09 1.09 1.09 1.10 

Service 0.89 0.88 0.88 0.88 0.86 0.86 

Road facilities 1.07 1.10 1.10 1.11 1.12 1.12 

Railroad facilities 1.21 1.23 1.23 1.24 1.22 1.24 

Table 6. Annual index of the sensitivity of dispersion

Index of the sensitivity of 

dispersion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0.66 0.64 0.64 0.63 0.62 0.62 

Mining 0.59 0.56 0.55 0.55 0.54 0.53 

Manufacturing 2.50 2.72 2.74 2.78 2.86 2.89 

Electricity, gas and water supply 0.75 0.72 0.72 0.72 0.75 0.72 

Construction 0.61 0.56 0.55 0.55 0.54 0.54 

Service 1.79 1.74 1.75 1.72 1.65 1.67 

Road facilities 0.56 0.53 0.53 0.53 0.52 0.51 

Railroad facilities 0.56 0.53 0.53 0.53 0.52 0.51 

5. 교통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

생산유발계수는 한 산업분야에서 최종수요가 1 증가할 때 

전체산업에서 발생되는 생산유발효과를 측정하는 계수이다. 

해당 생산유발계수의 계산과정을 살펴보면 각 산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생산액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보다 상세히 보

면 특정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ripple effect)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 그림은 2009년 도로시설과 철도시설이 타 산업에 미

친 파급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도로시설의 최종수요 1 증가

는, 농림수산어업에서는 0.024, 광산업에서는 0.006, 제조업

에서는 0.842, 전력가스수도업에서는 0.023, 건설업기타에

서는 0.003, 서비스업에서는 0.279의 생산유발액을 발생시

켰다(Fig. 6). 건설업기타에서는 건축분야에서만 파급효과를 

발생시켰으며 타 분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교통부문의 경제적 기여도 및 파급효과 도출을 위한 산업연관분석 연구 - 2003~2009년 산업연관표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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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ipple effect of road facilities in 2009

철도시설의 최종수요 1 증가는, 농림수산어업에서는 

0.024, 농림수산어업에서는 0.024, 광산업에서는 0.017, 제

조업에서는 0.981, 전력가스수도업에서는 0.028, 건설업기

타에서는 0.003, 서비스업에서는 0.349의 파급효과를 발생

시켰다(Fig. 7). 도로시설과 마찬가지로 건설업에서는 건축에 

대해서만 파급효과를 발생시켰으며 건설업의 그 외 산업에서

는 파급효과를 일으키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 Ripple effect of railroad facilities in 2009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통부문의 도로시설 및 철도시

설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가장 큰 파급효과를 미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지난 2003년~2009년까지의 파급효과를 살펴

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도로시설의 경우 2009년과 마찬가지

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 가장 큰 파급효과를 발생시

킴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제조업에 대해서는 2003년 0.566

의 파급효과가 2009년 0.842까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2003년 0.299의 파급효과가 2009년에

는 0.279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Fig. 8).

Fig. 8. Annual ripple effect of road facilities

철도시설의 경우도 2009년과 마찬가지로 제조업과 서비스

업에 대하여 가장 큰 파급효과를 발생시킴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제조업에 대해서는 2003년 0.745의 파급효과가 2009년 

0.981까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2003년 0.348의 파급효과가 증감을 반복하여 2009년 0.349

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Fig. 9). 철도시설은 도로시설보다 제

조업 및 서비스업에서 더 높은 파급효과가 있는 산업임을 알 

수 있다.

Fig. 9. Annual ripple effect of railroad facilities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교통부문 중 산업연관표상 해당되는 기본부

문인 도로시설과 철도시설에 대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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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산업연관표를 중심으로 산업의 규모, 증가율 및 수요공급, 

중간투입률 등의 경제적 구조를 파악하였다. 또한 산업연관

분석을 수행하여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효과, 전후방연

쇄효과, 경제 파급효과 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도로시설 및 철도시설은 각각 우리나라 전체 산업 

규모의 1.03%, 0.165%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설업 규모 중 

14.7%, 2.8%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평균 증가율 

관점에서 보면 도로시설이 다소 더딘 현상을 확인하였고, 철

도시설의 경우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산업연관표 상에 해당 산업들과 연결될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을 포함할 경우 기존 도로시설 및 철도시설과 증가율 등

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도로시설 및 철도시설은 최종수요와 총산출로만 이루

어진 산업이며, 중간수요, 대외의존도 등이 0%에 가깝게 나

오며, 부가가치율이 높지 않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음을 확인

하였다. 경제적 기여도 측면에서는 도로시설 및 철도시설 모

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작은 산업이나 후방연쇄효과가 매우 

큰 산업으로 나타났고, 생산유발효과도 높은 산업으로 나타

났다. 특히 철도시설은 건설업 및 제조업보다도 큰 생산유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상

세히 확인한 결과 도로시설 및 철도시설은 제조업과 서비스

업에서 높은 파급효과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특히 철도시설

은 그 값이 도로시설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교통부문의 경제

적 기여도와 파급효과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교통부문의 생

산유발효과는 2003년 이래 꾸준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

나,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도로시

설 및 철도시설 영향력계수는 1.12와 1.24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높은 후방연쇄효과가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제조업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파급효과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의 분석결

과를 종합해보면, 교통부문 자체가 부가가치를 유발하기보다

는 타 산업의 생산 및 유통에 기여하는 생산유발효과가 커지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도로시설 및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타당성 확보나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

하다. 그러나 도로시설 및 철도시설이 산업연관표상의 기본부

문에 존재하는 산업이며, 현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2009년까지 분석결과만을 제시하였다. 산업연관

분석은 산업간 거래관계를 기록한 산업연과표를 이용한 분석

으로 당시의 경제상황 및 정부정책 등의 다양한 영향인자를 

직접적으로 고려하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향후 

각 연도별로 동일한 산업군에서 차이가 나는 경제효과를 우선 

식별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당 시점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영

향인자에 대해 규명하는 추가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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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건설산업은 국가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한 건설업의 국가기여도에 대한 인식전환 노력의 
부족으로 위기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교통부문은 인적자원 및 물적자원의 이동에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
으며, 국민의 복지와 국가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만큼 정량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
분석을 적용하여 교통부문 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및 파급효과를 측정하였다. 도로시설 및 철도시설은 전체 산업 규모의 1.03%, 
0.1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종수요와 총산출로만 이루어진 특징이 있다.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작으나, 생산유발효과는 높으며 
후방연쇄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높은 파급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도로시설 
및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타당성 확보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키워드 : 교통부문 산업, 산업연관분석, 경제적 기여도, 경제적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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