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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2005-2013년간 울산지역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3대 주력산업(석유화학산업, 조선산업, 자동차산

업)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성장하였는지를 투입산출 구조분해분석법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

국은행에서 공표한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3대 주력산업의 구조변화를 살펴보고, 각 산업의 요인별 성장기여율을 

최종수요, 수출수요, 최종재수입대체, 중간재수입대체, 기술변화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울산의 3대 주력산업 중 

석유화학산업과 자동차산업의 총산출과 총수요 증가율은 2005-2010년에 비해 2010-2013년에 증가하였지만, 조선산

업의 총산출과 총수요 증가율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대 주력산업의 총산출 증가에 대한 요인별 성장기여율 분

석한 결과, 수출수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석유화학산업은 수출수요 성장기

여율이 2005-2010년에 209.23%, 2010-2013년에 113.7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자동차산업은 수출수요 성

장기여율이 2005-2010년에 258.72%, 2010-2013년에 72.69%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기술변화 성장기여율은 2005-

2010년에 -115.36%에서 2010-2013년에 16.91%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조선산업은 2005-2010년에 수출수요 성장

기여율이 94.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0-2013년에는 -255.32%로 크게 감소하였고, 최종수요 성장기

여율도 2005-2010년에 1.75%에서 2010-2013년에 -502.65%로 급감하였으나, 최종재수입대체와 기술변화 성장기여

율은 280.68%와 492.21%로 크게 증가하였다. 울산의 3대 주력산업의 성장요인 분석은 관련 산업정책을 재정리하고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주력산업, 지역산업연관분석, 투입산출 구조분해 분석법, 성장요인 

Abstract : This paper analyzes empirically how the three main industries (petrochemical industry, ship-
building industry, automobile industry) that are driving the growth of Ulsan region in 2005~2013 have 
grown by what factors. For this purpose, we investigate the structural changes of the three main indus-
tries by using regional input-output tables announced by the Bank of Korea and examine the growth 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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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 세계적으로 산업의 국제화와 분업화, 신기술

의 발전 및 산업의 융합 등으로 산업환경은 급격

하게 변화하고 있고, 세계경제의 장기침체와 저유

가의 지속 등으로 글로벌 경제여건도 악화되면서 

세계경제는 상당기간 저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중국을 비롯한 

주변 동아시아 국가들의 저임금 및 기술진보 등으

로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내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의 경우도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해 기업의 도

산 및 해고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들 업종이 

입지한 지역의 경제는 침체하고 실업률이 증가하

는 등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울산지역은 1960년대 초부터 국가공업단지로 

개발된 이후 한국의 산업수도, 세계적인 중화학

공업도시로 발전해 오면서 석유화학산업, 자동

차산업, 조선산업의 3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고

용, 생산, 수출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어져 왔고, 특

정 산업이 집적되어 성장해온 울산지역의 경제는

(정준호 외, 2005) 국내외 산업환경의 변화 및 글

로벌 경제환경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의 경기가 기대한 만큼 회복되지 

않고, 조선산업은 해외 수주절벽으로 인해 구조조

정을 겪고 있으며, 자동차산업도 국내외적으로 치

열한 경쟁으로 인해 타격을 받고 있어 울산지역의 

주력산업 및 울산의 경제도 성장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강영훈, 2015). 
이러한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경제 및 산업환

경 하에서 울산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

해서 울산 지자체는 3대 주력산업이 일정 기간 동

안 어떠한 요인으로 인하여 성장하여 왔는지 성장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울산지역 발전전략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울산지역

의 산업구조 변화를 살펴보고 3대 주력산업의 성

장요인을 지역산업연관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

하고자 한다. 

울산광역시를 대상으로 산업연관분석방법을 이

용하여 수행한 연구는 몇몇 존재하고 있다. 이들 

tribution rate of each industry that is divided into domestic final demand, export demand, import substi-
tution for final goods, import substitution for intermediate goods and technological change, respectively. 
The growth rate of gross output and aggregate demand in petrochemical and automobile industries in-
creased in 2010-1013 compared to 2005-2010, but the growth rate of gross output and aggregate demand 
in shipbuilding industry slowed down. As a result of analysis of factors contributing to the increase in 
gross output of the three main industries, export demand has the greatest effect. By industry, the rate of 
growth contribution of export demand in petrochemical industry is recorded as 209.23% in 2005-2010 
and 113.78% in 2010-2013, respectively. The rate of growth contribution of export demand in automo-
bile industry is recorded as 258.72% in 2005-2010 and 72.69% in 2010-2013, respectively. On the other 
hand, the rate of growth contribution of export demand in shipbuilding industry is recorded as 94.47% 
in 2005-2010, but it decreased to -255.32% in 2010-2013. Analysis of growth factors of Ulsan’s three 
main industries is expected to serve as the basis for reorganizing related industrial policies and establish-
ing them.

Key Words :  Major Industry, Regional Input-Output Analysis, Input-Output Structural Decomposition 
Analysis, Growth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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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비조사법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산

업구조 분석 및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등

이며, 지역산업의 성장에 기여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현재까지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한국

은행에서 공표한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울

산지역 경제의 구조와 특성을 살펴보고, 울산시의 

3대 주력산업의 산업별 성장기여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장을 견인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관련 산업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이며, 관련 데이터는 한국은행의 2005년, 2010년,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 통합중분류를 활용하고, 

개념적 범위로는 울산시의 3대 주력산업으로 석탄 

및 석유제품(16) 및 기초화학물질(17)을 포함한 석

유화학산업과 자동차(42), 선박(43) 산업으로 재

구성하여 분석한다.1) 

연구방법은 투입산출 구조분해 분석 방법 중 ‘중

간값 방식’을 적용하여 3대 주력산업 총산출의 변

동요인을 최종수요, 수출수요, 최종재수입대체, 

중간재수입대체, 기술변화의 다섯 가지 성장요인

으로 나누어 추정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의 구체적인 목차는 다음과 같

다. 2장에서는 지역을 대상으로 산업연관분석을 

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3장에서는 산업연관분

석을 이용한 구조분해 분석모형을 검토한다. 4장

에서 울산광역시 산업구조의 특성과 울산시 3대 

주력산업의 총산출 변화에 따른 요인별 성장기여

율 변화추이 및 원인을 살펴본다. 5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국내에서 지역산업연관분석방법을 활용한 연

구는 주로 지역산업의 구조를 분석하거나 지역 내 

특정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것이 대부

분이며, 지역산업의 성장요인을 요인별로 분해하

여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울산지역

을 대상으로 산업연관분석을 한 선행연구로는 김

상춘 외(2008), 한국은행 부산본부(2008), 김문연

(2010), 이우배(2012), 양기영(2013) 등이 있는데, 

모두 산업구조 특성을 분석하거나 지역경제파급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김상춘 외(2008)는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작성한 

「2003년 울산지역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항만

산업을 독립부문으로 재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울산지역 항만산업의 산업구조와 지역경제에의 

파급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산업의 투입구조 및 

수요구조를 중심으로 전국과 비교하고, 항만산업

의 최종수요와 항만산업의 생산활동에 의한 경제

적 파급효과를 측정하였다. 

한국은행 부산본부(2008)는 「2003년 지역산업

연관표」를 기초로 부산·울산·경남권에서 각 지역 

간의 산업연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 간 표를 

간접적으로 추출하는 방식으로 「부·울·경 지역 간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였다. 이를 기초로 부·울·

경 경제의 구조변화와 산업연관관계 등을 종합적

으로 분석하였는데, 특히 권역 내 제조업의 주력

업종 비중이 높아지면 이들 특정업종에 대한 경제

적 의존도가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선 등 특정업종의 경기위축 시 역내경제 전체가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김문연(2010)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를 기초로 울산광역시의 경제 및 

산업구조를 분석하였다. 울산의 경제흐름을 정리

하고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과 어떠한 관

계를 맺고 있는가를 파악하였고, 산업별 유발계수

를 통해 생산유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

체적으로 울산경제는 지역수요보다 생산이 많아

서 외부유출형 경제의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고, 주력산업 가운데 화학산업은 주로 해외와 

화학단지가 소재한 지역과 많은 교류를 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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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자동차와 조선산업은 인근지역 및 수도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전국에 파급되는 생산유발효과는 자동차와 조

선을 포함한 수송장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고, 

화학제품은 순수하게 울산에 파급되는 유발효과

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우배 외(2012)는 동남권 석유화학산업의 지

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한국은행의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해 동남권 지역산업연관

표를 도출하였다. 이를 기초로 석유화학산업의 경

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는데, 국내 여타 광역권

과의 전방산업연쇄효과가 매우 높게 나타나 수출

산업의 기능이 강하며, 다른 산업에 비해 권역 내 

생산유발효과가 높은 산업으로 나타났다.

양기영(2013)은 「2005년 전국산업연관표」를 바

탕으로 울산지역 산업연관모형을 작성하여 울산

의 산업구조와 전략산업의 파급효과를 분석하였

다. 전략산업은 부가가치 비중, 입지계수 등을 기

준으로 자동차산업과 석유화학산업, 조선산업으

로 선정하였는데, 이들 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타

산업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산업의 편중이 

심하며 전략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 밖에 지역산업을 대상으로 구조분해 분석을 

한 연구로는 박승규 외(2009)와 김의준 외(2011)
가 있다. 박승규 외(2009)는 1995년, 2000년, 

2005년의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 산업연관

표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산업구조변화와 취업계

수효과로 구분하여 고용자 변화에 대한 요인분석

을 시도하였다. 김의준 외(2011)는 「2005년도 지

역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7개 광역경제권으로 

통합하고, 여기에 압출-흡입 분석을 적용하여 투

입산출구조를 분해하고, 그 결과에 따라 Q-분석

을 사용하여 지역별 산업구조의 특성을 파악하였

다. 또한 생산량 변화 분해 분석을 통해 지역별 기

술수준 차이에 따른 생산량 차이를 산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전산업 및 특정산

업의 총산출 증가에 따른 성장요인을 분해 분석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고 있으나, 지역 특정산업의 

성장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대내

외적 경제 및 산업환경 하에서 울산지역의 경제성

장 및 산업정책의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서 울산지역 3대 주력산업의 산업별 성장률 변화

를 요인별로 분해해 성장기여율을 추정하여 제시

하고자 한다. 

3. 분석모형

한 나라 또는 지역의 경제에서 다양한 재화와 서

비스가 생산되고 그 생산과정에서 각 산업은 원

재료의 거래관계를 토대로 직접·간접으로 연관을 

맺게 되어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에 원·부재료로 

사용되거나 국내에서 소비·투자되며 또는 해외

로 수출된다(윤갑식, 2011). 산업연관표는 일정 기

간 동안 이와 같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 

내역을 일정한 원칙에 따라 행렬 형태로 정리하

여 기록한 표이며, 작성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전

국산업연관표와 지역산업연관표로 구분할 수 있

다. 전국산업연관표는 전국을 기준으로 산업별 거

래 내역을 나타낸 것으로 지역별로 다양한 생산기

술구조를 평균적인 개념으로 작성한 것이고, 지역

산업연관표는 지역 간에 상이한 산업구조와 기술

구조 그리고 거래 형태를 반영하기 위해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산업별 거래 내역을 나타낸 것이

다(한국은행, 2015).
특히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각 지자체들은 지역

의 발전을 위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계

획하고 실행하는데, 지역산업연관표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과 성과분석을 위해 지역 내 

산업간 또는 다른 지역과의 상호연관관계를 파악

하고 지역경제정책 효과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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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분석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김성록, 2012). 
한국은행은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2007년

에 공표하였는데, 동 표는 우리나라 최초로 실지

조사를 통해 작성한 지역산업연관표이며 전국을 6
개 권역으로 나누어 작성되었다. 그 후 2009년에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와 2015년 10월에 「2010
년 및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발표하였는데, 

전국을 16개 시·도로 구분하였고, 특히 「2010년 

및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는 기준표인 2010년 전

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에 부

문의 분류체계와 개념 그리고 포괄범위 등이 서로 

같다. 

본 연구는 울산지역의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

하여 울산의 3대 주력산업의 성장요인을 분석한

다.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와 「2010년 및 2013
년 지역산업연관표」는 기준년도와 부문의 분류체

계가 다르기 때문에 「2005 및 2010 기준년 상품분

류 비교표」를 참고하여 부문분류를 실시하고 2010
년 기준 실질가격으로 불변화하여 사용하였다. 

울산지역 주력산업은 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2005년 기준 78개 부문, 2010년 기준 82개 부문)

를 활용하여 2005년 기준 석탄제품(22), 석유제품

(23), 기초화학제품(24), 자동차(48), 선박(49) 산
업을, 2010년 기준 석탄 및 석유제품(16), 기초화

학물질(17), 자동차(42), 선박(43) 산업을 추출하

여, 이들 산업을 재분류하여 3대 주력산업으로 설

정하였다. 그리고 수출, 수입, 총산출, 국내최종수

요, 중간재의 2010년 실질가격으로의 불변화는 재

화부문의 중간거래의 경우 생산자물가지수를 이

용하여 국산투입을 불변화시켰으며, 수입투입에 

대하여는 수입물가지수를 사용하였고, 최종수요 

중 수출은 수출물가지수를 사용하여 불변화하였

다(박승규·김의준, 2009 참조).

구조분해 분석법(Input Output Structural De-
composition Analysis; 이하 구조분해 분석법)은 

산업의 산출액 증가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기초

로 시작되어, 경제의 성장이나 산업의 성장 등 어

떠한 경제변수의 변화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여

러 결정요인으로 분해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가중치(weight) 선정방식의 변화에 따라 발전되어 

왔는데, 기본방식인 라스파이레스식(Laspeyres)
과 파셰식(Paasche), 두 지수법을 혼합한 혼합방

식, 두 지수법의 결과를 산술평균한 평균방식, 기

준시점과 비교시점 변수 값의 평균을 가중치로 

쓰는 중간값 방식(mid-point weight) 등으로 발전

되어 왔다. 이는 성장요인 측정방법의 발전과 함

께 여러 경제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져왔는

데, 대표적으로 Chenery 모형2), CSW(Chenery-
Shishido-Watanabe) 모형3), Syrquin 모형4) 등이 

있다. 

먼저 기본방식은 시점 선정이 자의적이며, 요인

별 기여도가 왜곡될 여지가 있고, 성장 변화분이 

요인별로 완전분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위의 두 방식을 임의로 혼합한 혼합방식은 

가중치 선정이 자의적일 뿐 아니라, 요인별 기여

도가 왜곡될 여지가 많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최근까지 여러 연구에 꾸준히 활용되고 있다. 

특히 Chenery는 각 산업의 성장요인을 중간수요, 

국내최종수요 및 수출의 통합효과와 수입대체효

과의 두 가지로 나누어 계측하였다. 그러나 Chen-
ery 모형은 중간수요 항목을 국내최종수요나 수출

과 같이 하나의 독립된 요인으로 취급함으로써 투

입계수 등이 중간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CSW 모형은 Chenery 모형에

서 독립변수로 취급된 중간수요 항목의 변동이 실

제는 투입계수변동과 최종수요변동 및 수입대체

효과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고려하여 중간수요

를 국내총산출과 투입계수의 곱으로 나타내어 국

내총산출 계측모형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모형은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Chenery 모
형보다 개선되었지만, 투입계수와 최종수요를 국

산과 수입으로 구분하지 않아 수입대체효과가 최

종재수입대체와 중간재수입대체로 구분되지 않는

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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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Syrquin 모형은 평균방식으로 발전되었는

데, 라스파이레스식과 파셰식으로 한 요인의 기여

도를 각각 구한 다음 두 값을 산술평균하거나 혼

합방식에서 구한 각각의 기여도를 산술평균한 방

식이다. 평균방식은 완전분해가 되며, 가중치 선

정의 자의성을 줄여 요인별 왜곡현상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많이 쓰이고 있으며, Syrquin
은 CSW 모형에서 국산과 수입으로 구분하지 않

은 투입계수와 최종수요를 국산과 수입으로 구

분하여 산업별 국내총산출의 성장요인을 계측

하였다. 평균방식은 이후 Dietzenbacher and Los 
(1998), Hitomi et al.(2000) 등에 의해 중간값 방

식으로 발전되었는데, 평균방식과 마찬가지로 완

전분해가 되면서 가중치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 

요인의 중간값을 취하여 평균방식보다 가중치 선

정이 덜 자의적이며 계산방법도 평균방식보다 더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Syrquin 모형에서 발전되어온 중

간값 방식을 이용하여 울산광역시 3대 주력산업

의 국내총산출 증가요인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즉, 국내총산출 증가요인 분석방법으로 기준년도

의 생산유발계수와 비교년도 생산구조를 이용하

는 라스파이레스식과 비교년도 생산유발계수와 

기준년도의 생산구조를 결합하여 총산출액의 변

동(ΔX)에 대한 요인의 효과를 설명하는 파셰식으

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두 식에 중점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값을 사용하였다.5)

총공급은 국내총산출과 수입으로 구성되고, 총

수요는 중간수요와 최종수요로 구성된다. 여기서 

최종수요는 국내최종수요와 수출로 나눌 수 있으

므로, 총공급[국내총산출(X)+수입(M)]=총수요

[중간수요(W )+국내최종수요(D)+수출(E)]로 나

타낼 수 있다. 

X+M=W+D+E (1)

이는 산업연관표의 거래표에서 국산과 수입으

로 구분하여 변형이 가능한데, 중간수요(W)는 투

입계수와 국내총산출 벡터의 곱으로 나타내어 국

산중간투입(AdX)과 수입중간투입(AmX)으로 구분

하고, 수입(M)은 수입중간투입(AmX)과 최종재수

입(FM)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X=(AdX+AmX)+D+E-(AmX+FM)

X=AdX+D+E-FM (2)
여기서 X: 국내총산출 벡터

Ad: 국산품 투입계수 

Am: 수입품 투입계수

D: 국내최종수요 벡터

E: 수출 벡터

FM: 최종재수입 벡터

식(2)에서 최종재수입을 국내최종수요에 대한 

최종재수입비율 

<

Mf 과 국내최종수요 D의 곱으로 

나타내고, 국내최종수요에 대한 국산최종재의 비

율을 uf(uf=I-

<

Mf )라 하고, 생산유발계수행렬 Rd 

(I-Ad)-1를 이용하면 국내총산출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X=(I-Ad)-1[(I-

<

Mf )D+E]=Rd(

<

u f D+E) (3)

식(3)을 총산출 변동량(ΔX)로 분해하여 기준년

도를 가중치로 한 라스페이레스식과 비교년도를 

가중치로 한 파셰식으로 정리하면 각각 식(4)와 식

(5)가 된다. 

ΔX= R1
d

<

u1
fΔD+R1

dΔE+R1
dΔ

<

u fD2+R1
dΔ

<

uwA2X2

+R1
d

<

u1
wΔAX2 (4)

ΔX= R2
d

<

u2
fΔD+R2

dΔE+R2
dΔ

<

u fD1+R2
dΔ

<

uwA1X1

+R2
d

<

u2
w ΔAX1 (5)

여기서 

<

uw: 국산중간재비율

위 식에 중점가중치를 적용하여 기간별 국내 총

산출액 변동량을 나타내면 국내 최종수요증가, 수

출증대, 최종재수입대체, 중간재수입대체, 기술

변화 효과 등의 요인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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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ΔX=R1
d
/2

<

u1
f
/2ΔD [국내 최종수요 성장기여율]

  +R1
d
/2ΔE [수출수요 성장기여율] 

  +R1
d
/2Δ

<

u f D1/2 [최종재수입대체 성장기여율]

  +R1
d
/2Δ

<

uwA1/2X1/2 [중간재수입대체 성장기여율]

  +R1
d
/2Δ

<

u1
w
/2 ΔAX1/2 [기술변화 성장기여율] (6)

즉 총산출 변동량 구조분해를 통해 우변의 첫째 

항부터 순서대로 국내 최종수요의 증가가 총산출 

증가에 미친 영향, 수출수요의 증가가 총산출 증

가에 미친 영향, 최종재와 중간재의 수입품이 국

산화됨에 따라 총산출 증가에 기여하는 효과, 기

술의 향상이 총산출 증가에 미치는 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나타낼 수 있다. 

4. 울산광역시 3대 주력산업 

구조변화와 성장요인 분석

1) 울산 산업구조 현황

우리나라는 1960년 이후 수도권과 동남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해왔다(김

동수 외, 2011). 울산은 제1차 경제개발계획의 첫 

사업으로 1962년에 공업특정지구로 결정된 이후 

정유 및 석유화학산업, 자동차산업, 조선해양산업 

등의 공업이 입지하여 기간산업 기지로 급속히 변

모하였고, 1975년 산업입지 개발구역으로 지정·

개발되어 공업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으며, 지

난 50년 간 전략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신성장동력

산업 발굴·육성을 추진하며 우리나라 산업수도이

자 세계적인 중화학공업도시로 발전해왔다. 현재 

울산지역에는 단일시설 세계 최대 규모의 대기업

인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SK에너지 등의 3대 

기업이 자리잡고 있다.

2006년에 울산의 3대 산업을 기념하는 행사로 

“울산 3대 주력산업의 날”이 제정되었으며, 2007
년 처음으로 화학의 날, 자동차의 날, 조선해양의 

날의 산업별 행사가 시작되었다. 이에 힘입어 3대 

주력산업은 2011년 울산 수출 1000억 달러 달성의 

선도역할을 하였다.

울산의 품목별 산출액 구성비를 살펴보면 공산

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86.0%로 전국(50.0%)보다 

매우 높았으며 서비스 비중은 9.4%로 전국(39.6%)

보다 매우 낮았다. 울산의 공산품 산출 비중을 부

문별로 살펴보면, 석탄 및 석유제품(29.0%), 운송

장비(19.7%) 및 화학제품(19.0%)이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 업종의 비중은 전국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장치형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를 보이고 있다. 

산업별 입지계수(LQ; Locational Quotient)6)를 

이용하여 울산의 산업별 특화정도를 살펴보면 석

탄 및 석유제품(6.699), 운송장비(2.927), 화학제

품(2.575)이 가장 높은 입지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산업별 산출액 구성비와 입지계수 등을 기준으로 

볼 때, 제조업 중 석탄 및 석유제품과 기초화학제

품을 포함한 석유화학산업과 운송장비 즉, 자동차

산업과 조선산업을 울산의 3대 주력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은 울산 3대 주력산업의 총산출과 각 구성

부문의 증가율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기간별로 3
대 주력산업의 총산출 증가율은 2005-2010년에 

5.51%에서 2010-2013년에 26.14%로 상승하였

다. 증가율 변화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석유화학

산업은 2005-2010년 0.21%에서 2010-2013년에 

35.71%로 증가하였고, 자동차산업은 2005-2010
년에 6.66%에서 2010-2013년에 18.62%로 증가

하였다. 반면 조선산업은 2005-2010년에 31.28%
에서 2010-2013년에는 0.92%으로 증가율이 둔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별로 3대 주력산업의 총수요 증가율은 

2005-2010년에 22.63%에서 2010-2013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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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로 증가하였다. 석유화학산업은 2005-

2010년에 23.94%에서 2010-2013년에 34.75%

로 증가하였고, 자동차산업은 2005-2010년에 

13.97%에서 2010-2013년에 17.88%로 증가하였

다. 조선산업은 2005-2010년에 35.43%에서 2010 

-2013년에 -0.39%로 감소하였다.

3대 주력산업의 총수요 중 기간별 중간수요 

증가율은 2005-2010년에 -3.2%에서 2010-

2013년에 29.4%로 증가하였다. 특히 자동차산

업은 2005-2010년에 -44.76%에서 2010-2013
년에 48.56%로 크게 증가하였고, 석유화학산

업은 2005-2010년에 5.76%에서 2010-2013년
에 25.57%로 증가율이 상승하였다. 조선산업은 

2005-2010년에 102.22%에서 2010-2013년에 

73.53%로 둔화하였지만, 분석기간 차이로 인해 

연간 평균증가율은 2005-2010년에 20.44%에서 

2010-2013년에 24.51%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

타났다. 

표 1. 울산 3대 주력산업의 총산출 및 구성부문 증가율
(단위: %)

울산 3대 주력산업
2005-2010 2010-2013

기간 증가율 연간 평균증가율 기간 증가율 연간 평균증가율

총산출

(석유화학산업)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5.51
0.21
6.66
31.28

1.10
0.04
1.33
6.26

26.14
35.71
18.62
0.92

8.71
11.90
6.21
0.31

총수요

(석유화학산업)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22.63
23.94
13.97
35.43

4.53
4.79
2.79
7.09

26.12
34.75
17.88
-0.39

8.71
11.58
5.96
-0.13

중간수요

(석유화학산업)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3.22
5.76

-44.76
102.22

-0.64
1.15

-8.95
20.44

29.40
25.57
48.56
73.53

9.80
8.52
16.19
24.51

국내최종수요

(석유화학산업)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39.54
42.25
39.21
32.57

7.91
8.45
7.84
6.51

24.63
41.62
12.64
-5.21

8.21
13.87
4.21
-1.74

수출

(석유화학산업)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37.07
38.94
38.00
30.40

7.41
7.79
7.60
6.08

28.11
47.33
13.35
-2.35

9.37
15.78
4.45
-0.78

수입

(석유화학산업)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60.75
62.41
29.24

388.49

12.15
12.48
5.85
77.70

25.96
30.65
7.07

-41.75

8.65
10.22
2.36

-13.92

자료: 한국은행,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 「2010년 및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 2005년도 불변지역산업연관표(연구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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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별 국내최종수요의 증가율은 2005-2010
년에 39.54%에서 2010-2013년에 24.63%로 다

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간 평균증가율

은 2005-2010년에 7.91%에서 2010-2013년에 

8.21%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선

산업은 2005-2010년에 32.57%에서 2010-2013
년에 -5.21%로 감소하였다. 

기간별 수출 증가율은 2005-2010년에 37.07%

에서 2010-2013년에 28.11%로 다소 둔화하였지

만, 연간 평균증가율은 2005-2010년에 7.41%에

서 2010-2013년에 9.3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석유화학산업은 2005-2010년에 38.94%에

서 2010-2013년에 47.33%로 증가하였으나, 자

동차산업은 2005-2010년에 38.00%에서 2010-

2013년에 13.35%로 성장이 둔화되었고, 조선산업

은 2005-2010년에 30.40%에서 2010-2013년에 

-2.35%로 감소하였다. 

기간별 수입 증가율은 2005-2010년에 60.75%

에서 2010-2013년에 25.96%로 둔화되었다. 특

히, 조선산업은 2005-2010년에 388.49%에서 

2010-2013년에 -41.75%로 크게 감소하였다. 

2)  울산광역시 3대 주력산업 요인별 성장기 

여율 변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별 울산 3대 주력

산업의 총산출 변동량에 대한 요인별 성장기여율

은 식(6)과 같이 최종수요, 수출수요, 최종재수입

대체, 중간재수입대체, 기술변화로 나타낼 수 있

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에 정리하였다. 

울산 3대 주력산업의 성장은 분석기간 동안 수

출수요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5-2010년에 수출수요에 의한 성장기여율

은 192.80%이고, 최종수요 성장기여율은 9.29%

이며, 최종재수입대체 성장기여율이 1.46%로 3
대 주력산업의 성장에 양(+)의 효과를 미쳤고, 

중간재수입대체, 기술변화 성장기여율은 각각 

-32.86%, -70.68%로 음(-)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울산 3대 주력산업의 성장에 마이너스 효과

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0-2013년에는 수출수요 성장기여율

은 104.10%로 2005-2010년에 비해 둔화되었지

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최종수요 성장

기여율은 -3.99%, 최종재수입대체 성장기여율은 

-1.99%로 오히려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중간재수입대체 성장기여율과 기

술변화 성장기여율은 그 비중이 2005-2010년에 

비해 증가하여 각각 2.77%와 -0.89%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3은 식(6)의 투입산출 구조분해를 이루고 있

는 구성요소 중 국산최종재비율(U f )와 국산중간

표 2. 울산 3대 주력산업의 총산출 변동량에 대한 요인별 

성장기여율
(단위: %)

 3대 주력산업 2005-2010 2010-2013

최종수요 9.29 -3.99
수출수요 192.80 104.10

최종재수입대체 1.46 -1.99
중간재수입대체 -32.86 2.77

기술변화 -70.68 -0.89

총산출증가 100 100

표 3. 울산 3대 주력산업 투입산출 구조분해 구성요소 

기간별 증가율 추이
(단위: %)

울산 3대 주력산업 2005-2010 2010-2013

국산최종재투입비율

(석유화학산업)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12.85
-5.74
24.43

-121.02

-244.74
-337.37
-36.68

-2,509.57

국산중간재투입비율

(석유화학산업)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20.97
-19.72
-27.94

4.72

0.34
-4.36
21.16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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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비율(Uw)의 기간별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

는 최종재와 중간재의 수입대체정도, 즉 국산화 

정도를 의미하며, 성장기여율 변화의 원인 분석에 

활용된다. 

(1) 석유화학산업의 성장기여율 변화 분석

표 1에서 울산지역 석유화학산업의 총산출 증가

율은 2005-2010년에 0.21%에서 2010-2013년에 

35.71%로 증가하였다. 표 4에서 기간별 총산출량 

변화를 요인별 성장기여율로 살펴보면, 2005년부

터 2010년까지 수출수요 성장기여율은 209.23%

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최종수요와 최종

재수입대체 성장기여율은 각각 13.45%와 3.43%

로 나타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중간재수

입대체와 기술변화 성장기여율은 각각 -39.10%

와 -87.01%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기간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제조업 전체의 약 

7.0%를 점하였으며, 울산의 석유화학산업 총산출

량은 2010년 기준 78조324억원으로 국내 석유화

학산업 총산출량(2010년 기준 162조128억원)의 

약 48.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울산 석

유화학산업은 수출액 35조원 이상을 기록한 수출 

효자산업이자 국가 및 울산지역 주력 기간산업으

로 자리잡았다. 5년간 수출수요 성장기여율이 가

장 높은 비중을 기록한데에는 표 1의 총수요 중 수

출 증가율이 38.94%로 높았기 때문인데 석유화

학산업 중에서도 기초화학제품의 수출 증가율이 

71.44%로 높게 나타났다. 

최종수요와 최종재수입대체 성장기여율이 석유

화학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 것은 표 1의 국내

최종수요 증가율이 42.25%로 양(+)의 값을 보인 

것에 기인하고, 중간재수입대체와 기술변화 성장

기여율이 마이너스 값을 나타낸 것은 표 3의 국산

중간재로의 대체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인 국산중

간재투입비율 증가율이 -19.72%로 마이너스 증

가율을 보인 것에 기인한다. 특히 중간재수입대체 

성장기여율이 음(-)의 값을 나타낸 것은 수입중간

재의 국산 대체정도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므

로 수입의존도가 높아 울산의 석유화학산업 성장

에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석유화학산업

의 수출수요 성장기여율이 113.78%로 나타나, 

2005-2010년 수출수요 성장기여율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지만 5가지 성장요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0-2013년에 석유화학산

업 중 기초화학제품의 수출 증가율이 71.44%에

서 46.61%로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석유화학 제

품 가격은 국제 유가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

는 산업이며 우리나라는 석유화학 생산의 절반을 

수출하고 있고 수출의 특정국 의존도가 매우 높아 

해외 경기와 국제시장의 동향에 의해 수출량이 크

게 좌우되는 구조이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2010-

2013년 동안 글로벌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중국의 

석유화학제품 수입수요 부진 등은 울산 석유화학

산업의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0-2013년 최종수요 성장기여율과 최종재수

입대체 성장기여율은 각각 -2.47%와 -3.55%로 

감소하여 마이너스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표 

3에서 국산최종재투입비율의 증가율이 -337.37%
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중간재수입대체와 기술

변화 성장기여율은 이전 기간보다 증가하여 각각 

-0.54%와 -7.22%를 나타냈다. 기술변화 성장기

여율의 증가는 해당 산업의 기술발전으로 인해 투

표 4. 울산 석유화학산업의 총산출 변동량에 대한 요인별   

성장기여율
(단위: %)

석유화학산업 2005-2010 2010-2013

최종수요 13.45 -2.43
수출수요 209.23 113.78

최종재수입대체 3.43 -3.55
중간재수입대체 -39.10 -0.54

기술변화 -87.01 -7.22

총산출증가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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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효율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5-2010년과 2010-2013년 울산지역의 석

유화학산업 성장에는 해외 수출증가가 가장 큰 기

여를 하였고, 최종재와 중간재의 국산화정도는 석

유화학산업 성장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쳤다. 이러

한 특성을 가진 석유화학산업의 성장을 위해 지속

적인 수출경쟁력 확보와 함께 최종재와 중간재의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 

겠다. 

(2) 자동차산업의 성장기여율 변화 분석

1975년에 현대자동차가 종합자동차공장을 울산

에 건설하면서 한국 자동차산업은 근대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고, 국내에서 완성차의 대량생산 체제

를 갖추고 부품업체들도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확

보할 수 있게 되었다(이정협, 2007). 이후 1990년
대에 들어 울산의 자동차산업은 대량수출 및 독

자기술 개발을 통해 본격 성장하였으며 중간재 국

산화율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1990년대 중후

반 외환위기를 맞게 되었지만 대대적인 구조조정

에 돌입하여 단기간 내에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

었고, 해외수요의 증가 속에 원화가치의 하락은 

국내 자동차업계의 수출을 뒷받침해 주었다. 이

후 21세기에 진입하면서 울산의 자동차산업은 제 

2의 도약기를 맞이하여 산업의 양적 성장 및 대형

화, 국제화도 이루어졌다. 

표 5에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울산지역 자

동차산업의 총산출 변동량에 대한 요인별 성장기

여율을 살펴보면 수출수요 성장기여율이 258.72%
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울산의 자동

차산업 생산대수는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데 생산

과 수출 간 Pearson 상관계수7)는 0.956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며, 생산과 내수 간 상관계수는 0.529
로 비교적 높지만 수출과의 관계에 비해 낮은 수

준이다(문상식, 2009). 즉, 자동차산업물의 해외 

수출증가는 자동차산업의 성장에 매우 큰 기여를 

한다는 것인데, 표 1과 같이 2005-2010년간 자동

차산업 수출이 38.00% 증가하였기 때문에 수출수

요 성장기여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2009년에 현대기아자동차는 세계 경기 침체

에도 불구하고 중·소형차 부문의 경쟁력을 바탕

으로 464만대의 자동차를 전 세계 시장에서 판매

해 세계 제5위의 자동차 그룹으로 성장했다.

2010-2013년 수출수요 성장기여율은 72.69%

로 2005-2010년에 비해 둔화되었는데, 이는 표 1
에서 총수요 중 수출 증가율이 13.35%로 2005-

2010년에 비해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최종수요 성장기여율의 경우 2005-2010년 

8.17%로 양(+)의 효과를 나타내다가, 2010-2013
년에는 -1.29%인 음(-)의 비중으로 감소하였다. 

2009년 기획재정부의 발표로 시행된 자동차 세제

지원 제도는 199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노후

차량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이 신차로 교체 구매하

면 개별소비세 및 취·등록세를 70% 감면해 주는 

제도로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국내 자동차 소

비량이 늘어나고 국내 자동차 업계에 불황을 극복

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

나 세제지원 제도 종료에 따른 기저효과와 타지역 

경쟁업체의 신차 출시 등의 영향으로 울산 자동차

산업의 국내최종수요를 구성하고 있는 민간소비

지출과 민간고정자본형성, 정부고정자본형성 등

에서 성장률이 낮아져 표 1과 같이 전체적인 국내

최종수요 증가율이 2005-2010년에 39.21%에서 

2010-2013년에 12.64%로 둔화하였다. 뿐만 아니

표 5. 울산 자동차산업의 총산출 변동량에 대한 요인별   

성장기여율
(단위: %)

자동차산업 2005-2010 2010-2013

최종수요 8.17 -1.29
수출수요 258.72 72.69

최종재수입대체 2.22 -2.93
중간재수입대체 -53.75 14.62

기술변화 -115.36 16.91

총산출증가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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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표 3의 국산최종재투입비율 증가율이 2005-

2010년 24.43%에서 2010-2013년 -36.68%로 감

소하여, 최종수요 성장기여율뿐 아니라 최종재수

입대체 성장기여율도 2005-2010년에 2.22%에서 

2010-2013년에 -2.93%로 감소하였다. 

중간재수입대체 성장기여율은 2005-2010년

에 -53.75%에서 2010-2013년에 14.62%로 증가

하였고, 기술변화 성장기여율은 2005-2010년에 

-115.36%에서 2010-2013년에 16.91%로 급증하

여 최근 3년간 중간재수입대체와 기술발전이 울

산 자동차산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나타났다. 중간재수입대체와 기술변화 성장

기여율을 구성하는 국산중간재투입비율 성장률

이 2005-2010년에 -27.94%에서 2010-2013년에 

21.16%로 증가하였기 때문인데(표 3), 이는 중간

재 수입의 국산대체 정도가 커졌음을 의미하므로 

국산화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뜻이다.

울산 자동차산업의 총산출 변동량에 대한 요인

별 성장기여율은 2005-2010년과 2010-2013년 

모두 수출수요 성장기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

만, 2010-2013년에는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었고, 

기술변화와 중간재수입대체 성장기여율 비중의 

증가로 수출수요 성장기여율의 비중은 감소된 것

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자동차산업은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대외환경 변화는 자동차산업 

뿐 아니라 울산지역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다. 이러한 관점에서 울산 자동차산업의 수출증가

율 회복과 최종재·중간재의 국산화율 증가 및 관

련 산업의 기술변화에 따른 효율이 개선될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해나가야 하겠다. 

(3) 조선산업의 성장기여율 변화 분석

울산은 현대중공업 준공 이후 10년이 지난 1983
년에 선박 수주량과 건조량이 세계 1위를 기록하

였고, 한국은 2003년부터 일본과 유럽 등 경쟁국

을 제치고 조선산업 세계 1위를 차지하게 되었으

며, 2008년까지 건조량과 수주량에서 모두 세계 1

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의 장기침체, 저유가의 지속

으로 인한 신조선 발주의 급감과 중국의 추격 등

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은 예전에 없는 어

려움을 겪게 되었다. 전세계 신조선 수주량 비중

에서 중국은 2009년 42.1%로 한국의 수주량 비

중 20.8%를 넘어섰고, 건조량 역시 2010년 중국 

36.4%로 한국의 28.9%를 넘어 이후 2015년까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조선자료집, 각년도). 

조선 호황기 선박공급 과잉과 경제위기로 인한 

선박금융 위축의 지속은 울산지역 조선산업의 수

출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울산 조선산업의 수출액

은 울산 전체 수출액인 1천억 달러를 돌파한 2011
년 이후 감소하였고, 울산 전체 수출액 증감에 대

한 조선산업의 기여도 역시 감소하였다. 

표 1에서와 같이 울산지역 조선산업의 총산출 

증가율은 2005-2010년에 31.28%였으나 2010-

2013년에는 0.92%에 불과하고, 국내최종수요 증

가율은 2005-2010년에 32.57%에서 2010-2013
년에 오히려 -5.21%로 감소를 나타냈으며, 수출

도 2005-2010년에 30.40%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0-2013년에는 -2.35%로 마이너스(-)값을 기

록하였다. 

표 6에서 기간별로 조선산업 총산출 변동량에 

대한 성장기여율을 살펴보면 먼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수출수요가 총산출 변화에 94.47%의 

비중으로 크게 기여하였고, 기술변화 성장기여율 

표 6. 울산 조선산업의 총산출 변동량에 대한 요인별   

성장기여율
(단위: %)

조선산업 2005-2010 2010-2013

최종수요 1.75 -502.65
수출수요 94.47 -255.32

최종재수입대체 -4.10 280.68
중간재수입대체 0.84 85.08

기술변화 7.04 492.21

총산출증가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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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최종수요 성장기여율 1.75%, 중간재수입

대체 성장기여율 0.84% 순으로 미미한 수준에서 

성장에 기여하였으며, 최종재수입대체 성장기여

율은 -4.10%로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조선산업 총산출

량 변화의 요인별 성장기여율은 이전 기간에 비

해 변화가 두드러진다. 수출수요 성장기여율이 크

게 감소하여 -255.32%를 나타냈고, 최종수요 성

장기여율 역시 크게 하락하여 -502.65%의 비중

을 차지해 울산의 조선산업 성장에 기여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재수입대체와 중간재수

입대체 성장기여율은 증가하여 각각 280.68%와 

85.08%의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조선기자재

산업에서 국산화가 많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한편 2010-2013년 요인별 성장기여율 중에 기

술변화 성장기여율이 492.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투입효율 개선 등의 기술발전이 조

선산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

타났다. 

5. 결론

울산은 지난 50년 가까이 석유화학·자동차·조

선산업을 중심으로 거대한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

하여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주도해 온 산업수도이

며, 21세기 동북아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역동적

인 산업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울산은 

우리나라 석유화학 생산량의 32.3%를 차지하며 

우리나라 최대의 정유설비를 갖춘 굴지의 석유회

사들이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고 우리나라 자

동차 생산의 21%를 차지하는 자동차산업의 메카

이며, 선박 수주량과 건조량이 세계 1위를 기록했

던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조선해양도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요 수출국의 경기침체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울산은 2011년 수출정점을 찍은 

후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

어가고 있어, 울산 경제를 견인하는 3대 주력산업

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와 성장을 위해 해당 산

업이 어떠한 요인으로 성장하여 왔는지를 살펴보

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한 구

조분해분석법을 통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울

산 3대 주력산업의 총산출 구조변화와 총산출액 

증가에 대한 성장기여율을 분석하였다.

울산 3대 주력산업의 총산출 증가율은 2005-

2010년에 5.51%에서 2010-2013년 26.14%로 상

승하였다. 석유화학산업과 자동차산업의 총산출 

증가율은 증가하였지만, 조선산업의 경우 2005-
2010년에 31.28%에서 2010-2013년에 0.92%

로 증가가 크게 둔화되었다. 이 두 기간 동안 3
대 주력산업의 총수요 증가율 역시 22.63%에서 

26.12%로 증가하였으나 조선산업의 총수요 증가

율은 35.43%에서 -0.39%로 크게 감소하였다. 그

리고 수입 증가율은 2005-2010년에 60.75%에

서 2010-2013년에 25.96%로 크게 둔화되었는데, 

이는 조선산업의 수입 증가율이 2005-2010년에 

388.49%에서 2010-2013년에 -41.75%로 급감하

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울산 3대산업 총산출 변동량에 대

한 요인별 성장기여율은 최종수요 성장기여율

이 2005-2010년에 9.29%에서 2010-2013년에 

-3.99%로 감소하였고, 수출수요 성장기여율은 

2005-2010년에 192.80%에서 2010-2013년에 

104.10%로 둔화하였지만 두 기간 모두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최종재수입

대체 성장기여율은 2005-2010년에 1.46%에서 

2010-2013년에 -1.99%로 미미한 수준에서 감

소하였고, 중간재수입대체 성장기여율은 2005-

2010년에 -32.86%로 성장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다가 2010-2013년에는 2.77%로 긍정적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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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변화 성장기여율

은 2005-2010년에 -70.68%에서 2010-2013년에 

-0.89%로 크게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음(-)의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석유화학산업의 총산출 증

가에 대한 성장기여율은 2005-2010년에 수출수

요 성장기여율이 209.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최종수요, 최종재수입대체 성장기여율 

순으로 양(+)의 효과를 가져다주었고, 중간재수

입대체와 기술변화 성장기여율은 음(-)의 영향

을 미쳤다. 2010-2013년 수출수요 성장기여율은 

113.78%로 2005-2010년에 비해 둔화되었고, 나

머지 4개의 요인은 모두 음(-)의 영향을 미쳤다. 

석유화학산업의 성장에는 수출수요의 영향이 매

우 큰 것으로 나타나 세계시장에서 지속적인 글로

벌 경쟁력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산업의 총산출 증가에 대한 성장기여

율은 2005-2010년에 수출수요 성장기여율이 

258.72%에서 2010-2013년에 72.69%로 둔화되

었으나, 각 기간 동안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 최종수요와 최종재수입대체 성장기여율

은 양(+)의 성장기여율에서 음(-)의 성장기여율

로 감소하였으나, 중간재수입대체와 기술변화 성

장기여율이 음(-)의 성장기여율에서 양(+)의 성

장기여율로 비중이 증가하였다. 최근 세계 자동차 

시장은 고효율의 친환경과 ICT 등을 결합하는 방

향으로 변화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한 기술력

을 축적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

요가 있다. 

조선산업의 총산출 증가에 대한 성장기여율은 

석유화학산업과 자동차산업의 기간별 변화와 비

교하여 변화가 두드러진다. 2005-2010년에는 수

출수요가 94.47%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른 요

인들은 미미한 수준에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2010-2013년에는 수출수요 성장기여율

의 비중이 -255.32%로 크게 감소하였고 최종수

요 성장기여율 역시 -502.65%로 감소한 반면, 최

종재수입대체와 중간재수입대체, 기술변화 성장

기여율은 크게 증가하여 각각 280.68%, 85.08%, 

492.21%의 비중을 나타냈다. 특히 조선산업은 수

출을 기반으로 한 대표적인 산업으로서 2008년 세

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조선시장의 경기침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국내 조선산업의 구

조조정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 지역산업연관표가 공

표된 시점을 기준으로 두 기간에 걸쳐 울산의 3대 

주력산업의 산출변화에 영향을 미친 성장요인을 

분석하였고, 분석결과는 관련 산업정책을 재정립

하고 수립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역할

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

1) ( ) 안 숫자는 「2010년 지역산업연관표」 통합중분류표상

의 산업부문임.

2) Chenery, H. B. (1960) 참조.

3) Chenery, H. B., Shishido, S. and Watanabe, T. (1962) 참조.

4) Syrquin, M. (1976) 참조.

5) 중간값 방식을 적용한 결과값과 평균방식을 적용한 결과값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함. 

6) 산업별 입지계수(LQi
j=(Xi

j/Xi)/(X j/X), 단, Xi
j; i지역의 지

역 내 총산출액, X j; 전국의 j산업 산출액, X; 전국의 전산

업에 대한 충산출액)는 특정 지역의 특정 산업이 전국에 비

해 어느 정도 특화되어 있는가를 판단해 보는 지표이며, 동 

계수가 “1”을 초과할 경우 해당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정의

할 수 있음.

7) Pearson 상관계수는 변인 X와 변인 Y 간의 선형관계성의 

정도를 기술해 주는 통계치로 0.7과 1.0 사이이면 강한 양

적 선형관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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