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지역 경제교류 활성화 방안
한일 지방정부간 경제교류의 현재를 분석해 보고 미래 상호 우호적 관계
정립을 위한 경제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

Ⅰ 한일 양국 성과
○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 양국의 상품 교역이 431 배 증가, 대일 수출은
776 배, 수입은 343 배 증가
- 무역/투자 측면에서 일본은 2 번째 투자국이며, 교역량에서는 3 번째
국가임
- 서비스수지 측면에서도 우리의 주요 교역국 중 거의 유일한 흑자국임
○ 한국 경제에 있어 일본의 비중은 최근 감소
※ 한때 우리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비중이 40%에 육박
○ 한일 국교정상화 50 주년을 맞아, 그간 일본과의 경제협력 성과를 더욱
확대하여 양국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파트너십이 필요함

Ⅱ 한일 양국 경제협력 성과
○ 투 자
- 한국의 대일투자 대비 일본의 대한투자가 6 배 이상 많고, 일본은
투자건수 기준으로는 1 위, 금액기준으로는 미국에 이어 2 위 국가
- 일본의 대한투자는 제조업 비중이 높고, 투자국가 중 직접투자 비중이
가장 높아 고용 등 국내 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며, 중간재의 일본 무역을
통해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에도 기여
- 최근에는 국내 수요기업에 납품을 위한 부품소재 특히 화학 분야의
투자가 크게 증가, 건당 투자금액도 확대하는 등 투자 대형화
○ 상품교역
- 무역수지는 누적적자가 5,000 억불, 부가가치기준으로 재평가하면 1/3
이하임

- 주로 일본의 부품 소재를 수입, 이를 가공하여 재수출하는 구조에 기인
○ 서비스 교역
- 서비스 교역의 경우 한국이 일본에 대해 134.47 억불의 누적 흑자를 기록,
일본은 주요 교역국 중 한국이 서비스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거의 유일한
국가
- 관광수지분야의 흑자가 가장 높고, 누적 관광객 기준으로 일본 관광객이
가장 많음
- 서비스 수지 중 지식재산권 분야는 일본으로부터 기술 도입이 늘어남에
따라 기술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음

Ⅲ 울산의 무역 및 투자 현황
○ 무역 현황
- 한국 제조업의 중심도시인 울산의 경우, 일본은 4 번째 무역국가이며, 무역
교역량이 줄어들고 있음
- 연도별 수출입 현황
(단위 : 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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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현황
- 일본은 5 대 대한투자국이자 울산의 2 위 규모 투자국
· 울산지역 외국인 투자총액의 20% 규모인 35 개사 12 억불 투자
· 특히, 2011 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대규모 안정적 입지를 보유한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 일본기업의 신․증설 투자 증가
※ JX 에너지 440 백만불, 아사히카세이 173 백만불, 테이진 57 백만불 등
- 전국 최대규모의 울산석유화학단지에는 SK, S-oil,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대한유화 등 굴지의 국내기업이 활발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다양한
합작투자 사업기회 상존

○ 석유화학단지내 다양한 합작투자 기회 발생 전망
- 석유화학산업 고도화, 기존 공장 리모델링, 유휴부지 활용 등 신․증설투자
수요 지속 발생

Ⅳ 제안사항(협조사항)
○ 최근 제 3 국에서 인프라, 자원, 제조업 분야에서 한일 양국 협력이 증가하고
있고, 이를 보다 확대하고 콘텐츠, 헬스케어 등 서비스분야에서도 제 3 국
공동 진출 추진 필요
○ 울산 및 일본 기업 간의 합작투자 유치를 위한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최근 한일간의 무역 추세에 대한 수출입 감소 추세에 있어 울산과 일본간의
협력을 통한 무역 확대 필요
○ 융․복합, 신성장 동력, 미래에너지 산업 등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울산과
일본 간의 상호 협력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