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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1)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2017년 수출은 대부분 산업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는 것과 달리 내수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부진이 지속

될 것으로 전망이다.

해외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버팀목으로 

작용할 국내 실적이 중요한 만큼 내수를 회복시키기 위

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내수 진작을 위한 정부의 소비 유인 정책은 크게 4가

지다.  

첫째, 개별소비세 인하(자동차, 디스플레이),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 구매 지원 정책(가전), 의류 구매비용 

소득공제(섬유), 관공선 조기발주, 내수 선박 신조 지

원 프로그램 추진(조선) 등과 같이 정부의 적극적인 소

비 유인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기존 경쟁력 저하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

루어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고부가 및 유망 신산업 부

문으로의 충분한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지원이 필

요하다.

셋째, 노후 차 교체 지원 등을 통해 확장하고 있는 

친환경차 시장지원(자동차), 스마트 공장 보급 및 설비

자동화 지원(일반기계), IoT 등 신규 모바일 서비스 활

-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의 활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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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지원(정보통신기기), 전자칠판, 교육용 태블릿 PC 

등을 보급(디스플레이) 등 신규 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넷째, 내수 침체에 따라 정부 R&D는 민간과의 시너

지 효과가 큰 분야,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의 재

원 집중 구조가 필요하다.

(2)  보호주의 확산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 전략 수립 필요

수출 의존적 시장 구조를 가지는 우리 산업을 고려할 

때 보호주의 확산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수출 확대 노력

이 필요하다.

주요 수출지역과 품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철강)

이 필요하다.

미국기업의 반덤핑/상계관세 제소에 대해 우리 기업

도 철저한 증거자료 준비 등을 통해 WTO 제소 등의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

(3) 중국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수출 전략 구축 

중국의 성장 속도 둔화, 중국 산업 경쟁력 상승, 중

간재 자국 생산 확대 등 최근 중국 산업구조 변화에 따

라 우리산업의 대중국 수출 전략 재구축이 필요하다.

중국 산업이 발전하면서 과거 자급률이 낮은 제품이 

완전 자급을 달성하면서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

으며, 이를 대체할 품목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석유화

학, 가전, 디스플레이)하다.

중국 내 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고품질 정유제품 수

요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정유)하다.

내수 활성화 방안

자동차 - 개별소비세 인하, 노후차 교체비용 지원 등 내수진작 정책

조 선
- 관공선 조기발주, 내수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 추진
- Eco-ship 펀드, 여객선 현대화 펀드로 발주 지원
- 대출상환기간 연장, 담보 인정비율 상향조정으로 중소선박 발주 지원

일반기계
- 기계산업 서비스화 확대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 스마트공장 보급 및 설비자동화 지속 추진

철 강 - 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사회인프라 투자 활성화 

석유화학 -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속적 설비투자 모색

정 유
- 원유 및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비효율적인 관세 및 세금에 대한 검토
- 석유제품 유통시장 구조의 효율화를 통한 소비 확대

섬 유
- 의류 구매비용 소득공제를 통한 의류 소비 활성화
-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쇼핑관광축제 정례화 및 체계화

가 전
- 맞춤형 가전개발로 틈새시장 창출
-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구매 지원 정책 지속

정보통신기기
- 스마트폰 시장의 단말 유통구조와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립
- 사물인터넷 등 신규 모바일 서비스를 활성화

디스플레이
- 세트제품에 대한 개별 소비세 인하 또는 폐지
-  초중등 학교를 대상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준비하는 전자칠판

(e-Board) 및 교육용 태블릿PC의 보급 확대

반도체 - 제4차 산업을 주도하는 AI, IoT, 스마트카 등 신규 산업 육성

음식료
- 신제품 개발 확대
- 국제적 스포츠 이벤트를 활용한 판매 촉진 활동 강화

<표 3> 산업별 내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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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 및 첨단 핵심부품 개발을 통해 한  중 분

업구조 고도화 추진(가전)이 필요하다.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 차원에서 핵심 수요처인 중국 

세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공동 마케팅, 지분투자, 신

제품 공동개발 등) 강화(디스플레이)가 필요하다. 

(4) 신흥 개도국 수출시장 적극 발굴 

기존 수출시장의 경쟁 심화에 따른 성장한계 극복을 위

해 신시장 진출 등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이란, 베트남, 인도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 수

요 분석을 통한 신규 시장 개척 전략 강화(석유화학, 

정유, 정보통신기기)가 필요하다.

KOTRA가 시행 중인 지사화 사업을 신흥국 대상으

로 확대 추진하여 잠재 수요가 있는 신흥국 수출시장 

조기 진출 지원(일반기계)이 필요하다.

동남아, 중남미 등 신흥국 들은 수입쿼터, 내국세 등

을 비관세장벽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와 교역량이 

작아 비관세 장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하다. 

국가별로 다양한 비관세장벽 관련 정보와 노하우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 힘든 비관세장벽을 허물기 위

해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수출 촉진 방안

자동차
- 수출 차종의 고급화 및 첨단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 국내 부품업체들의 납품선 다변화와 해외 OEM과의 협업 모색
- 동남아, 아프리카 등 신규 수출지역 발굴 

조 선
- 위축된 신조 시장을 보완할 친환경 개조 시장 공략
- 발주업체 기인 인도 지연 해양플랜트의 처리대책 수립

일반기계
- 신흥국 수출 시장 조기 진출을 위한 지원 필요 
  (예 : KOTRA 지사화 사업 확대)

철 강
-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소재-부품 공급업체 공동 진출 계획 및 동시추진  

석유화학
- 인도 등 비관세 장벽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모색
- 중국 내 자급률이 높은 화학제품군에 대한 신전략 모색

정 유
- 수출지역 다변화 전략의 지속적 노력
- 수요확대가 예상되는 미주, 남미, 아프리카 등의 신규 수출확대

섬 유
- 역직구 활성화 지원
- 한류 연계 신흥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

가 전
- 중소형 가전제품의 고부가가치화
- 고부가가치/첨단 핵심부품 개발
- 미국 보호주의 강화에 대응

정보통신기기
- 기업의 인도, 동남아 등 신규시장 개척에 대한 지원 강화
- 중소업체의 신규분야 진출 지원
- 이차전지 등 스마트기기 핵심부품의 경쟁력 강화

디스플레이
- 핵심 수요처인 중국 세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강화
- OLED의 양산력 확보를 통한 LCD 대비 가격경쟁력 제고  
- OLED 시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마케팅 강화

반도체 - 선제 기술 개발을 통한 신시장 선점

음식료
- 신규 시장 확보 및 정보 생산
- 현지 전략형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표 4> 산업별 수출 촉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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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 달러, %)

업  종 2015 
2016 2017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자동차
71,344 32,700 32,077 64,777 32,028 32,209 64,237 

(-5.6) (-10.9) (-7.4) (-9.2) (-2.1) (0.4) (-0.8) 

조 선
40,107 18,523 16,834 35,357 17,050 13,690 30,740

(0.6) (-17.3) (-5.0) (-11.8) (-8.0) (-18.7) (-13.1)

일반기계
42,598 20,647 20,418 41,065 21,005 20,882 41,887 

(-3.0) (-7.6) (0.8) (-3.6) (1.7) (2.3) (2.0)

철 강
30,201 14,548 13,449 27,997 14,000 14,200 28,200 

(-15.0) (-9.9) (-4.4) (-7.3) (-3.8) (5.6) (0.7)

석유화학
37,791 17,238 18,331 35,569 18,655 18,881 37,536

(-21.7) (-11.3) (-1.0) (-5.9) (8.2) (3.0) (5.5)

정 유
32,002 12,103 13,097 25,200 12,749 15,144 27,893

(-37.0) (-27.2) (-14.8) (-21.3) (5.3) (15.6) (10.7)

섬 유
14,304 6,723 6,735 13,458 6,650 6,874 13,524

(-10.2) (-6.6) (-5.2) (-5.9) (-1.1) (2.1) (0.5)

가 전
12,475 5,362 5,796 11,158 5,050 5,550 10,600 

(-16.0) (-12.7) (-8.5) (-10.6) (-5.8) (-4.2) (-5.0)

정보통신기기
38,834 17,540 16,534 34,074 17,449 18,145 35,594 

(6.3) (-4.6) (-19.2) (-12.3) (-0.5) (9.7) (4.5)

디스
플레이

29,657 11,424 13,712 25,136 11,862 13,890 25,752

(-8.2) (-26.2) (-3.3) (-15.2) (3.8) (1.3) (2.5)

반도체
62,916 28,686 33,489 62,175 30,820 34,050 64,870

(0.4) (-7.5) (4.9) (-1.2) (7.4) (1.7) (4.3)

음식료
4,087 2,094 2,221 4,315 2,229 2,277 4,506

(-2.4) (3.5) (7.6) (5.6) (6.4) (2.5) (4.4)

12대 합계
416,316 187,588 192,693 380,281 189,547 195,792 385,339

(-9.6) (-12.3) (-4.8) (-8.7) (1.0) (1.6) (1.3)

주 :  1) (   )는 전년 동기비 증가율 
2) 수치는 통관 기준 
3)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4) 일반기계는 사무기기(MTI 714)와 광학기기(715) 제외 기준

<표 5> 2017년 12대 주력산업의 수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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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업  종 2015 
2016 2017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자동차
(천대)

4,556 2,196 1,999 4,195 1,988 2,055 4,043

(0.7) (-5.4) (-10.5) (-7.9) (-9.5) (2.8) (-3.6)

조 선
(만CGT)

1,270 650 570 1,220 580 490 1,070 

(5.0) (-1.5) (-6.6) (-3.9) (-10.8) (-14.1) (-12.3)

일반기계
(10억원)

103,701 49,775 51,525 101,300 50,846 51,859 102,705

(1.3) (-4.4) (-0.3) (-2.3) (2.2) (0.6) (1.4)

철 강
(백만톤)

73,102 35,835 38,003 73,838 36,870 36,500 73,370 

(0.5) (-0.6) (2.5) (1.0) (2.9) (-4.0) (-0.6)

석유화학
(천톤)

21,028 10,533 10,560 21,093 10,525 10,527 21,052

(-2.0) (-0.5) (1.1) (0.3) (-0.1) (-0.3) (-0.2)

정 유
(십만배럴)

11,170 5,729 5,891 11,620 5,871 6,010 11,881

(8.4) (4.7) (3.4) (4.0) (2.5) (2.0) (2.2)

섬 유
(10억원)

74,654 38,568  33,697  72,265  37,190  33,702  70,892  

(-3.0)  (-2.4) (-4.1) (-3.2) (-3.6) (-0.0) (-1.9) 

가 전
(10억원)

32,244 15,959 15,661 31,620 15,718 15,619 31,337 

(-3.4) (0.8) (-4.6) (-1.9) (-1.5) (-0.3) (-0.9) 

정보통신기기
(10억원)

70,308  31,028 31,681 62,709 31,480 33,431 64,911 

(0.4)  (-8.6)  (-12.9)  (-10.8)  (1.5) (5.5) (3.5) 

디스플레이
(10억원)

38,934 16,825 18,,026 34,851 17,213 18,346 35,559

(-2.8) (-16.2) (-4.5) (-10.5) (2.3) (1.8) (2.0) 

반도체
(10억원)

74,635 37,039 36,995 74,034 38,135 39,173 77,308

(-0.6) (0.5) (-1.6) (-0.9) (3.0) (6.0) (4.5)

음식료
(10억원)

81,604 40,945 42,617 83,562 42,215 43,426 85,641

(2.1) (3.5) (1.4) (2.4) (3.1) (1.9) (2.5)

주 :  1) (   )는 전년 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정유는 석유제품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표 6> 2017년 12대 주력산업의 생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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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 달러, %)

업  종 2015 
2016 2017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자동차
15,078 8,125 7,664 15,789 8,129 8,641 16,770 

(8.0) (8.5) (1.0) (4.7) (0.0) (12.7) (6.2) 

조 선
 4,399 1,706 1,654  3,360 1,608 1,372  2,980

(10.8) (-19.8) (-27.2) (-23.6) (-5.7) (-17.0) (-11.3)

일반기계
27,425 12,248 11,642 23,890 11,819 11,657 23,476

(-7.6) (-12.4) (-13.4) (-12.9) (-3.5)  (0.1)  (-1.7)

철 강
22,319 9,645 10,887 20,532 11,000 11,300 22,300 

(-25.2) (-18.6) (4.0) (-8.0) (14.0) (3.8) (8.6) 

석유화학
13,339 5,886 5,996 11,882 5,736 5,686 11,422

(-18.9) (-16.3) (3.3) (-10.9) (-2.5) (-5.2) (-3.9)

정 유
15,348 5,592 5,933 11,525 5,877 6,951 12,828 

(-49.1) (-28.0) (-21.7) (-24.9) (5.1) (17.2) (11.3) 

섬 유
14,461 6,507 8,153 14,660 6,735 8,457 15,192

(-1.3) (0.6) (2.0) (1.4) (3.5) (3.7) (3.6)

가 전
5,109 2,743 2,871 5,614 2,950 3,050 6,000 

(-4.3) (9.3) (10.5) (9.9) (7.5) (6.2) (6.9) 

정보통신기기
22,001 10,793 11,769 22,562 11,004 12,175 23,179 

(8.1) (1.2) (3.8) (2.6) (2.0) (3.4) (2.7) 

디스플레이
3,880 1,452 1,468 2,920 1,321 1,382 2,703

(-1.8) (-24.7) (-24.8) (-24.7) (-9.0) (-5.9) (-7.4) 

반도체
38,278 18,076 18,357 36,433 18,125 18,731 36,856

(5.0) (-1.7) (-7.8) (-4.8) (0.3) (2.0) (1.2)

음식료
10,795 5,298 5,410 10,708 5,330 5,295 10,625 

(-6.6) (-3.4) (1.9) (-0.8) (0.6) (-2.1) (-0.8) 

12대 합계
192,432 88,071 91,804 179,875 89,634 94,697 184,331

(-10.8) (-7.9) (-5.1) (-6.5) (1.8) (3.2) (2.5)

주 :  1) (   )는 전년 동기비 증가율 
2) 수치는 통관 기준 
3)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4) 일반기계는 사무기기(MTI 714)와 광학기기(715) 제외 기준

<표 7> 2017년 12대 주력산업의 수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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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업  종 2015 
2016 2017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자동차
(천대)

1,834 938 860 1,798 857 900 1,757

(1.6) (9.2) (-11.8) (-2.0) (-8.5) (4.7) (-2.2)

조 선
(만CGT)

114 54  51  105  52  50  102  

(3.8) (-3.6) (-5.4) (-7.8) (-3.7) (-2.0) (-2.9)

일반기계
(10억원)

86,540 39,832 41,688 81,520 40,053 41,390 81,443

(-1.0) (-6.4) (-5.2) (-5.8) (0.6) (-0.7) (-0.1)

철 강
(백만톤)

55,487 28,055 29,795 57,850 29,000 28,500 57,500 

(0.4) (2.9) (5.6) (4.3) (3.4) (-4.3) (-0.6)

석유화학
(천톤)

10,529 5,224 5,333 10,557 5,178 5,166 10,344

(-2.3) (-1.6) (2.1) (0.3) (-0.9) (-3.1) (-2.0)

정 유
(십만배럴)

8,562 4,518 4,655 9,173 4,726 4,836 9,562

(4.2) (8.2) (6.1) (7.1) (4.6) (3.9) (4.3)

섬 유
(10억원)

74,832  38,319 35,330 73,649 37,288 35,530 72,818 

(-1.0)  (-1.0) (-2.2) (-1.6) (-2.7) (0.6) (-1.1) 

가 전
(10억원)

24,029 12,858 12,383 25,241 13,250 12,782 26,032 

(2.8) (8.6) (1.6) (5.0) (3.0) (3.2) (3.1) 

정보통신기기
(10억원)

51,875 23,041 26,414 49,455 23,907 26,665 50,572 

(-2.1) (-9.7) (0.3) (-4.7) (3.8) (1.0) (2.3) 

디스플레이
(10억원)

9,826 5,020 4,302 9,322 4,827 4,149 8,977 

(-7.2) (-3.0) (-7.5) (-5.1) (-3.8) (-3.5) (-3.7) 

반도체
(10억원)

45,879 24,643 19,313 43,956 23,317 21,309 44,626

(-3.4) (2.9) (-0.5) (-4.2) (-5.4) (10.3) (1.5)

음식료
(10억원)

89,184 44,741 46,192 90,933 45,858 46,852 92,710

(2.2) (3.1) (0.9) (2.0) (2.5) (1.4) (2.0)

주 :  1) (   )는 전년 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정유는 석유제품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표 8> 2017년 12대 주력산업의 내수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