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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에서 자본자유화를 앞두고 1960년대말에 자동차산업에 대해 실
시된 통산성의 산업정책을 검토하여 1960년대 일본 산업정책의 의의와 한계를 분석하는
데 있다.
통산성은 자동차산업에 대한 자본자유화를 가능한 늦게 실시하고, 외자의 진출에 대비
하기 위해 국내 자동차기업간의 합병 등을 통한 산업재편성정책을 추진했다. 이 정책은,
당시 일본 자동차산업이 규모의 경제를 발휘하는 데 충분한 생산규모에 도달하지 못하는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인식에 근거했다.
1971년 4월부터 실시된 자본자유화 이후에도 일본 자동차산업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
다. 이는 정부의 산업재편성 정책이 성공해서가 아니라, 이미 외국기업의 진입에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을 일본 자동차산업이 충분히 구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본자
유화가 논의되고 있던 1960년대 후반에 일본 자동차산업은 급속한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높였는데, 통산성은 그 실상을 파악하지 못한 채 1960년대 초반의 상황에 근거
해 정책을 실시하였던 것이다.
1970년대부터 일본 산업정책의 기조는 기존의 직접 개입에서 가이드라인 제시로 전환
되었는데, 이 전환의 배경에는 이와 같은 1960년대의 경험을 통한 정부-기업간 관계의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자본자유화, 산업정책, 일본 자동차산업, 국제경쟁력,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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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본고의 목적은, 자본자유화에 대한 산업정책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1960년대 일본
산업정책의 역사적 의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1940년대말부터 1970년대까지 적극
적으로 실시되었다고 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산업정책은 거의 10년 단위로
크게 3시기로 구분된다. 먼저 1950년대는 유치산업의 보호와 산업화 촉진, 60년대는
국제화와 산업체제의 정비, 그리고 70년대는 준칙형 규제정책의 도입과 산업조정이 각
각 주요한 산업정책 목표였다(鶴田, 1982). 그 중에서 전반에 무역자유화, 후반에 자본
자유화 대책이 있던 1960년대는, 그 앞뒤 시기와 비교해도 가장 적극적인 정책이 실시
되었다. 1950년대부터의 목표인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내산업의
체제를 정비하여 대외개방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
무역자유화에 대비해서 일본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입법화가 시도
된 ｢특정산업진흥임시조치법｣(이하, 특진법으로 표기함)은 그러한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한 전형적인 정책이었는데, 자본자유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재편성’ 정책도 합병
등을 통한 기업의 대규모화가 주된 정책내용으로, 논리적으로는 특진법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그런데 자본자유화는 무역자유화와 달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싸고
일본 사회 전반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정책담당자의 상황인식과
정책수단의 의미가 분명해졌다. 그러나 구체적인 산업 레벨에서 자본자유화 시기의 산
업정책의 의의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상황 하에서 본고에서는 자동차산업을 소재로 하여 자본자유화 시기의
산업정책에 대해 분석하여 그 의의와 한계를 해명하고자 한다. 자동차산업은 무역ㆍ자
본 자유화의 모든 시기에 ‘문제산업’으로 간주되어, 산업정책의 찬반 양측 모두에서 자
주 예시되었으나, 산업정책의 의의라는 관점에서 자동차산업에 관한 연구는 그다지 이
루어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고의 분석방법은, 우선 산업정책의 논리구조, 즉 자본자유화의 영향에 대한 인식 그
리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의 정합성을 검토한다. 다음은 산업정
책의 타당성, 즉 정책대상산업의 실태에 근거한 정책내용인가를 검토한다. 일반적으로
산업의 특성ㆍ동향을 이해하고 대상산업의 이해와 국민경제의 필요성 간의 조정 등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업계의 ‘실상’을 적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 시기 산업정책의 의의와 한계를 해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제2절에서는 자본
자유화의 영향과 대책을 둘러싸고 전개된 당시 논의를 정리하고, 자본자유화 대책으로
산업재편성 정책이 도출되는 논리를 확인한다. 제3절에서는 자동차산업을 대상으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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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정책 담당부서인 통산성의 논리구조와 산업의 실태에 관한 상황인식을 검토한다. 그
로부터 통산성은 자동차업계의 요구에 따라 자동차의 자본자유화 시기를 가능한 한 늦
추고, 자동차산업의 재편성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을 확인한다. 그리고 제4절에서는 관
점을 바꾸어 당시 자동차산업의 ‘실상’을 검토한다. 그로부터 1960년대 중반에 일본의
자동차산업은 이미 자본자유화에 대처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에 돌입해있었다는 점을
확인한다. 제5절에서는 1960년대 중반 이후 일본 자동차산업의 급속한 경쟁력 향상의
원인에 대해 분석한다. 결론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 시기 산업정책의 역사
적 의의에 대해 필자의 소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자본자유화 시대의 산업정책
1. 자본자유화의 배경과 대책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에서는 외자법에 의해 외국자본의 일본내 기업 설립 및 주
식의 취득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었다. 외국기업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합작기업
을 설립할 때도 외자 지분은 49%를 넘지 못했다. 그런데 1964년에 OECD에 가맹하고
IMF8조국으로 이행함에 따라 일본의 자본자유화도 의무사항이 되었다. 다만, 국제수
지 및 중소기업 문제를 이유로 일본은 자유화 코드 37개 항목 중 18개 항목에 대해 자
유화를 유보하였다. 그 대신 장래 점진적으로 유보항목을 철폐한다는 각서를 OECD에
제출했다. 그러나 그 이후 실제로 유보 철폐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가맹국으로부터 자
유화요구가 거세졌고, 일본의 통산성도 1966년 중반경부터 자유화 스케줄을 본격적으
로 검토하게 되었다.
자본자유화에 대한 통산성의 입장은 ｢자본거래의 자유화에 대한 기본 입장(資本取引
の自由化に対する考え方について)｣(66. 6. 16)에 처음으로 공표되었는데, 거기서는 외
자에 의한 일본 산업계의 지배를 방지한다, 산업계의 실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한
다, 자유화에 대처할 수 있는 산업계의 체제정비ㆍ체질개선을 촉진한다는 원칙이 강조
되었다. 그 원칙에 따라 같은 해 8월에는 광공업 104업종, 유통ㆍ서비스업 6업종에 대
해, 성장성, 산업체제ㆍ기업체질ㆍ기술개발력ㆍ판매기구ㆍ국제경쟁력, 외자 진출상황
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산업별로 경쟁력ㆍ대응체제정비 정도 등에
관한 차이가 확인되어, 단계적으로 자유화를 추진한다는 통산성의 원칙이 강화되었다.
또한 이러한 원칙은 정부내 유관 부처에서도 공유되었다.1) 그리고 통산성은 민간경제
1) 1967년 1월의 외자심의회에서 대장성은 자본자유화에 대한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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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2) 구체적인 대책을 1967년에 산업구조심의회 종합부회
에 신설된 자본자유화대책특별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했다.3)
이상의 과정을 거쳐 1967년 7월에 제1차 자본자유화가 실시되어, 오토바이 등 17업
종은 100%까지 외자의 진입이, 합성섬유 등 33업종은 50%까지의 진입이 각각 가능하
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일본내에서는 세계경제의 조류에 부합할 필요성과 국
내산업의 상황을 고려한 타협책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었고, 외자에 의한 영향이 그다
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것은 외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유화수준이 너무 낮
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미국 상무성이, 이 수준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본자유화라고
할 수 없으며, “사실상 쇄국주의에 집착하고 있다”(通商産業省通商産業政策史編纂委員
<표 1> 자본자유화의 추이
기업의 신설(업종수)
자유화 단계

제1차 이전

비자유화

50%까지 100%까지
허용
허용

전 업종

기존 기업의 주식취득
투자가
1인당

투자가 전체
비제한 업종 제한 업종

5% 이하 15% 이하 10% 이하

제1차(67년 7월)

33

17

7% 이하 20% 이하 15% 이하

제2차(69년 3월)

160

44

7% 이하 20% 이하 15% 이하

제3차(70년 9월)

447

77

7% 이하 25% 미만 15% 이하

자동차 자유화(71년 4월)

453

77

7% 이하 25% 미만 15% 이하

원칙

228

10% 미만 25% 미만 15% 이하

원칙

조건부 100% 자유화

제4차(71년 8월)

7

제5차(73년 5월)

5

자료：三和ㆍ原(2010), p.168.
것은 경쟁력 정도에 따라 자유화 수준을 결정한다는 통산성의 입장과 같았다. 구체적으로는
100%까지 외자 진출을 자동인가하는 제2종 자유화업종은, 보통강, 오토바이, 시멘트, 면방적, 조
선업 등 당시 이미 일본이 높은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이, 그리고 50%까지 인가하는
제1종 자유화업종은, 민생용 전기기계, 라디오, 시계 , 합성섬유, 철도차량 등 상당 정도의 경쟁력
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이 각각 대상이었다.
2) 자본자유화에 대해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과 상공회의소는 원칙적으로 찬성했는데 비해, 경제동
우회는 “현대 유럽에서 나타나듯이 타국의 경제발전 실태를 무시하는 듯한 자본자유화의 도전은
자유세계를 진보시킨다는 고차원의 이념 실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通商産業省通商産業政策史編
纂委員会編, 1991: 401)고 약간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경제동우회란, 2차대전 직후, 기존 재계인
사의 숙청에 따라 중견간부에서 급작스럽게 최고경영자가 된 인물들을 중심으로 1946년에 설립
되었는데,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1947년에 ‘수정자본주의의 구상’을 발표한 것으로 유명하다.
3) 산업구조심의회는 통산성의 자문기구로 1964년에 설치되어 현재까지도 존속하고 있는 대표적 심
의회이다. 일본 산업정책에서 심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인만(2020) 13장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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会編, 1991: 430)고 불만을 표명한 것도 당연한 반응이었다. 이러한 외국으로부터의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그 후에도 자유화조치는 단계적으로 계속되어 73년의 제5차 자
유화에 의해 원칙적으로 모든 업종이 자유화되게 되었다(<표 1>).4)

2. 자본자유화 대책으로서의 산업재편성
이처럼 자본자유화는 통산성의 원칙에 따라 업종별로 자유화 시기를 조정하면서 점
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외자의 진입에 따른 영향이 산업별로 다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자유화시기를 연기시키는 것은 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
건은 아니다. 따라서 자본자유화에 의해 예상되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즉 통산
성의 산업정책이 필요했다.
자본자유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산성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 산업재편성 정책인
데, 이는 다음과 같은 논리에 입각했다. 무역자유화 시대의 국제경쟁은 품질ㆍ가격 등
비교우위원칙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자본자유화 시대에는 그것이 그뿐만 아니라 자본ㆍ
노동ㆍ기술ㆍ마케팅ㆍ경영 등 기업의 종합력에 좌우된다. 즉 상품의 경쟁에서 기업의
경쟁으로 변했기 때문에 경쟁수단이 다양화되었는데, 결국 경쟁력은 기업의 규모에 의
해 규정된다. 따라서 외자의 거대 규모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본기업을 집약화하는
산업재편성 정책이 필요해진다(林, 1967b). 이 논리는 당시 미국 기업의 진출에 의해
큰 타격을 받고 있던 유럽의 사례를 보면서 일본에 만연해 있던 ‘국가 이익’이라는 국
민정서와도 합치했다.
여기서 산업재편성이란 ‘산업체제’(산업조직)를 산업계, 금융계, 그리고 정부의 상호
협력 하에 의도적으로 개편하여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업ㆍ산업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그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설비투자조정ㆍ카르텔ㆍ공동투자 등에 의한 생
산규모의 적정화, 생산계열의 합리화, 합병ㆍ주식상호보유ㆍ업무제휴ㆍ협업화 등에 의
한 기업규모의 실질적 확대, 산업과 금융의 관계 조정 등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들
방법의 대부분은 무역자유화 대책으로 입법화가 추진된 특진법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
었고, 기업합병만이 새롭게 추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5) 즉 산업재편성 정책은 기업합
병 촉진 정책이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산업별 그룹화를 강조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이러한 산업재편성 정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기업합동에
의한 거대기업화는 경영내부의 경영관리상 곤란한 결과를 야기한다”, “단순하게 미국
4) 이 시기에도 자유화 예외업종으로 남게 된 것은, 농림수산업, 광업, 석유업, 피혁ㆍ피혁제품제조
업, 소매업의 5개 업종이었다.
5) 특진법의 논리구조와 정책수단의 관계, 논리구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인만(201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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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일본기업의 규모를 비교하여 양자의 격차를 국제경쟁력 격차로 이해하는 견해
가 일반적이나, …기업합동으로 곧바로 생산ㆍ판매면에서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지는
않는다”(日本経済調査協議会, 1967: 3-4). 이러한 비판은 주로 근대경제학자들이 자주
제기했는데, 대표적인 논객이 고미야 류타로(小宮隆太郎) 도쿄대 교수였다. 그는 ‘규모
의 경제에 대한 신앙’은 미신일 뿐이고 이윤이 작은 분야에 외자가 진입할 리가 없다고
단언했다. 이는 당시 일본 기업은 ‘과소설비’, ‘과당경쟁’으로 구조적 저이윤 상태에 있
기 때문에 이자가 진입해 올 경우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당시의 상식적
견해를 비판한 것이었다. 따라서 자유화 대책으로서도 국제경쟁력 강화라든지 산업재
편성이라는 당시 통산성이 추진하던 정책은 거의 무의미하고, 외자의 시장지배를 방지
하기 위한 독점 대책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小宮, 1967).
그런데 이러한 근대경제학자의 주장은 학계에서도 소수파였다. 다수파를 대변하는
경제학자의 조직인 종합정책연구회가 1967년 5월에 “작금 산업자본의 새로운 존립 양
태가 문제로 되고 있는데, …그 목표는 월드 엔터프라이즈에 질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국제적 기업의 확립이다”고 제언한 것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6) 이 연구회의 구체
적인 자본자유화 대책도 일본기업의 자본력, 기술력, 경영관리능력, 설비규모, 업계의
체제 등을 고려한 국제경쟁력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것이었다. 그리
고 외자의 신규진입에 대해서도 구미와의 기술격차가 큰 산업(전자계산기), 성장성이
크고 장래 일본의 핵심산업이나 현재 산업체제 정비가 불충분하여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산업(자동차, 석유화학 등)은 개별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総合政策委員会,
1967).
요컨대 통산성이 국내외에서 비판을 받으면서도 자본자유화 시기를 연기하려고 했던
것은 외자의 위협이라는 당시 일반국민의 정서뿐만 아니라, 학계 혹은 경제단체의 요
청이 있기도 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 대응책으로서의 산업재편성도 다수의 지지를 받
던 정책이었다. 그런데 가장 강조되었던 기업규모의 확대 정책은 그다지 큰 성과를 올
리지 못했다. 대규모 기업합병은 그 이전 시기에 비해 늘어나기는 했지만, 기업그룹내
재편성을 위한 경우가 많았고, 당초 정책이 의도했던 산업내 집약화가 추진되었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표 2>).

6) 종합정책연구회란 1951년에 일본경제의 부흥에 관한 정책 제언을 위해 창립된 연구회로, 초대 회
장은 경사생산방식을 제언한 것으로 유명한 마르크스 경제학자이자 도쿄대 교수인 아리사와 히로
미(有沢広巳)였다. 1967년 5월 현재 연구회 멤버는, 아리사와 외에, 관료 출신으로 경제학자인 이
나바(稲葉秀三)ㆍ사키사카(向坂正男), 농업경제학자인 가와노(川野重任), 경영사학자인 와키무라(脇
村義太郎), 저널리스트ㆍ경제평론가인 엔조지(円城寺次郎), 오오키(大来佐武郎), 다카하시(高橋亀
吉), 츠치야(土屋清), 후쿠라(福良俊之) 등이었다(総合政策研究会,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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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960년대의 대형 기업합병 일람

연월

합병
기업명

1960.06

이시카와지마
중공업

1964.06

(단위: 억엔)

피합병
자본금

기업명

합병후
자본금

기업명

자본금

이시카와지마
하리마중공업

102.0

미쓰비시 중공업

791.2

150.0

고베제강소

580.0

구레하방적

55.0

도요방적

173.0

350.0

프린스자동차

120.2

닛산자동차

398.0

후지제철

820.1

도카이제철

200.0

후지제철

1020.0

1968.10

닛쇼

70.0

이와이산업

62.8

닛쇼이와이

118.9

1969.10

도요고압공업

131.4 미쓰이화학산업

88.1

미쓰이
도아츠화학

219.5

1969.04

가와사키중공업

180.2

가와사키항공기

80.5

가와사키차량

22.5

가와사키
중공업

280.0

1969.06

스미토모
기계공업

54.0

우라가중공

32.0

스미토모
중기계공업

71.6

1969.10

니치보

100.0

일본레이온

128.2

유니치카

223.2

1970.03

야하타제철

1273.6

후지제철

1020.0

신일본제철

2293.6

78.0

하리마조선소

40.0

신미쓰비시
중공업

337.6

미쓰비시
일본중공업

229.5

미쓰비시조선

224.0

1965.04

고베제강소

432.0 아마가사키제철

1966.04

도요방적

129.0

1966.08

닛산 자동차

1967.08

자료：三和ㆍ原(2010), p.170.

Ⅲ. 자본자유화와 자동차 산업정책
1. 자동차산업의 자본자유화 과정
전술한 것처럼, 자동차의 자본자유화는 1971년 4월에, 3차와 4차 자유화 사이에 실
시되었는데, 그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였을까?
제1차 자유화 직후인 69년 9월에 개최된 제6회 미일무역합동위원회에서 자동차 자
유화 문제가 거론되었고, 12월의 미일 자동차회담에서도 미국측으로부터 관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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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엔진 등 주요 부품의 수입자유화와 함께 자본자유화가 강력하게 요구되었다.
그에 따라 통산성은 제2차 자유화의 시기와 업종에 대해 검토하여, 69년 3월부터 자유
화 업종을 대폭 증가시킨 제2차 자유화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자동차는 합성세제, 화장
품, 제지 등과 함께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69년 5월에 내일한 미국 상무
장관은, 미국의 관심은 섬유제품과 자동차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자는 수출규제, 후자
는 자본자유화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러한 압력을 받아, 결국 69년 10월의
각의에서 71년 10월부터 자동차의 자유화를 실시하기로 결정되었다(通商産業省通商産
業政策史編纂委員会編, 1991).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앞당긴 71년 4월부터 실시되게 된 자동차 자본자유화는 외자
가 신규로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 50% 지분까지 가능하고, 기존 기업과의 합작일 경
우는 개별 심사하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대장성령인 대내 증권투자기준에 의하면, 외
자가 기존 일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에는 1인당 7%, 3인 이상은 20%까지 가능
하지만, 경영참가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개별심사하도록 되어 있었다. 즉 기존 기업
의 주식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구조였다.
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통산성이 이처럼 자동차의 자유화 시기를 가능한 연기하
고, 더구나 외자의 진입에 따른 영향을 억제하려고 노력한 것은, 전술한 것처럼 자동차
산업의 낮은 국제경쟁력 혹은 대응 체제의 미비를 감안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자동
차공업회 이사회는 67년 7월에 “체제정비 등 국내 사정이 미성숙한 현단계에, (자동차
자유화의) 시기를 결정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통산성 차관도 자동차는
71년도까지 자유화을 고려하지 않는다, 자동차는 자본자유화의 최후의 업종으로 유보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나아가 통산성은 “자동차 기업을 가능한 한 소수로 집약하
고”, 이러한 “체제정비를 감안하여 가능한 한 조기에 자유화 시기가 결정되도록 한다”
고 정식으로 공표했다(通商産業省通商産業政策史編纂委員会編, 1990: 307).
실제로는 이러한 업계와 통산성의 방침이 관철되지 못하고 전술한 것처럼 71년 4월
부터 자유화가 실시되기는 했지만, 이상의 경위로부터 통산성의 방침이 자동차업계의
인식에 매우 근접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침의 근거는 어
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우선 당시 자본자유화 조치로 유럽에 진출한 미국 자동차기업의 영향을 받아 유럽
자동차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1955~65년간 영국에서는
제3위 기업인 루츠(Roots)가 미국계 기업에 인수됨으로써 미국계 기업의 생산점유율
이 과반을 점했고, 프랑스에서도 제2위 기업인 심카(Simca)가 미국의 크라이슬러에게
인수되었다.
또한 미국 자동차기업들이 일본에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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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차대전 후 미국 기업이 일본에 진입하려는 시도는 수차례 있었으나 실현된 경우
는 없었다. 60년대 들어서도 61년에 포드가 도요타에 자본참가(40%)한다는 구상이 부
상했으나, 포드의 사정으로 무산된 적이 있었다. 64년에는 GM이 일본통운과 제휴하여
일본에서 자동차조립기업을 설립하는 구상이 있었으나, 통산성의 반대로 실현되지 않
았다. 자본자유화의 시기가 활발히 논의되던 68년 6월에는 포드 회장이 경단련 회장에
게 일본 진출 계획을 표명했는데, 당시 포드는 한국의 현대자동차와 제휴하여 한국에
서 조립생산을 결정한 시기였던 만큼, 업계에서는 부품업계를 기반으로 일본시장에 진
출한다는 포드의 구상을 매우 현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野村総合研究所
証券調査部, 1968).
물론 이상을 근거로 한 통산성의 자동차 자유화시기에 대해 비판이 없던 것은 아니
다. 자본자유화에 적극적인 입장이던 근대경제학자들은, 자유화시기를 연기하자는 입
장을 비판하고, 당시 일본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수준을 높게 평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동차의 조기 자유화 실시를 주장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 자국 기업들의 부진은 미
국 기업의 ‘종합경쟁력’ 때문이 아니라, 동족경영의 한계, 낮은 생산성 때문이라고 지
적했다. 또한 당시 일본의 자동차산업은 이미 적정규모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주장했
다7). 적정규모와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소개하면서
다음 절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다음 항에서는 자동차의 자본자유화에 대한 통산성
관료의 사고방식과 그에 입각한 산업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통산성의 인식과 자동차 산업정책
1) 자본자유화에 대한 통산성 관료의 사고방식
이제까지는 통산성의 인식과 대응이 업계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반응한 결과라는 인상
을 주는데, 실제로 그러했던 것일까? 이 점을 당시 정책을 담당했던 통산성 관료의 사고
방식을 통해 검토해본다. 구체적으로는 1966~69년에 통산성 대신관방 기획실장으로
통산성을 대표하는 논객이었던 하야시 신타로(林信太郎)의 인식을 사례로 살펴본다.8)
우선 하야시는 자본자유화를 단순한 자본의 이동이 아니라 경영의 이동으로 파악한
다. 이는 미국 자본이 일본의 잉여노동력과 결합하여 고용 증가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7) 제2차자본자유화 대상품목에 자동차를 포함시킬 것인가를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졌다고 하는데(通
商産業省通商産業政策史編纂委員会編, 1991), 그것도 이러한 주장이 배경에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8) 하야시의 경력 및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林ㆍ柴田(2008)을 참조. 또한 하야시의 자료는 시모타
니(下谷正弘) 교수에 의해 정리되어 교토대학 경제학부 도서관에 ｢林信太郎文書｣로 소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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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품의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결국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상승한다는 근대경제학
자의 논리를 비판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미국도 이민법을 개정하여 노동력의 이동을
자유화한다면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도 하락하여 경쟁력이 향상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주장은 “미국측에도 이민법이라는 특수사정이 있다
면 일본에도 사정은 있다. 경제산업의 발전단계가 다른, 부존생산요소가 다른 일본경제
에게 하마다설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없다”(林ㆍ柴田 2008: 361)9)는 국익론으로 이
어졌다.10) 이러한 인식에 의해 자유화대책은 자본뿐만 아니라 노동ㆍ기술ㆍ생산요소ㆍ
경영요소 전반에 걸쳐 국제간 이동에 의한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으로 이
어졌고, 결론적으로 기업규모와 생산규모를 확대시켜야 한다는 산업재편성 정책이 도
출되었다. 앞 절에서 소개한 통산성의 자유화 대책은 사실 이러한 하야시의 논리와 동
일했던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의거해, 하야시는 자동차의 자본자유화에 대해서도 매우 소극적인 입
장을 취했다. 그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표 3>이다. 이는 자본자유화에 의
해 미국 기업이 일본에 진출해 생산하게 되면, 미국에서 생산할 때보다 45%(55/120)
만큼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林, 1967a). 즉 자본자유화는 일본의 경
쟁우위요소인 노동력을 외국 기업에 개방하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구미 각
국이 일본 제품에 대한 차별을 가하고 이민법으로 노동력의 이동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는 일본도 그 자본자유화를 미루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표 3>의 주장의 의도는 이해되지만, 너무 무리한 가정에 입각해있다. 우선
자동차 생산비 중 인건비의 비율을 60%로 설정하고 있다.11) 이는 강재 1톤당 일본과
9) 이에 이어 하야시는 “이 논점은 결과적으로 통산성이 마르크스경제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근대
경제학자들이 반대편에 서는 기묘한 분포를 이루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자본자유화를 노동력
이동문제와 관련시키는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당시의 마르크스경제학자들이 지지했다고는 믿기
어렵다.
10) 여기서 하마다설이란 하마다 고이치(浜田宏一)의 『資本の国際間移動』을 일컫는 것인데, 이 책에
대해 하야시는 “‘이 책은 미국인이 쓴 책이라면 이해할 만하지만, 일본인이 쓴 책인가’라고 의심
이 들 정도였다”고 지적했다(林ㆍ柴田, 2008: 281). 또한 이러한 국인을 중시한 관점은 특진법
의 정책 담당자였던 사하시 시게루(佐橋滋)의 인식과도 일치한다. 사하시는 퇴직 후이기는 하지
만, 자본자유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내셔널리즘을 빼고 자유화를 논하는 것은 넌센
스다. 긴 역사로 볼 때 2차대전이 끝나고 20년이 지난 현재의 혼란 상태에서 자본자유화를 실시
한다면 어떻게 될까? 취업기회가 있으면 괜찮다고 하는 한가로운 주장은 이상하다”, “선도산업
혹은 기반산업인 일본경제의 토대 산업을 외국자본에 넘겨서는 자본주의 그 자체를 타도하지 않
는 한, 일본인은 종업원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ダイヤモンド』 1967년 6월 5일호, p.81). 참고
로, 하야시가 비판한 하마다 고이치는 당시 경제학계의 신진기예 학자로, 그 후 예일대학 교수가
되었으며, 아베노믹스의 이론을 정립하는 등 최근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11) 林ㆍ柴田(2008), p.279에는 <표 3>이 약간 가공되어 수록되고 있는데, 인건비의 비율이 70%로
더욱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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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미국차를 미국과 일본에서 생산할 경우의 제조비용 비교
미국내 생산

일본내 생산

100

55

60

15

수출관련 비용

10

0

수입관세

10

0

120

55

생산비
인건비

합계

주：수출관련 비용의 의미는 명확하지 않으나, 미국에서 생산하여 일본으로 수출ㆍ판매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자료：林(1967a), p.15.

미국 기업의 비용 비교에 이용된 철강연맹의 미국 철강업 인건비 비율(60%)을 참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노동집약적 사업에서도 60%는 높은 편인데, 자동차와 같은 기계산업
에서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나아가 하야시는 자동차산업처럼 수출
이 증가하고 있는 산업은 자유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출경쟁력의 원인이
노동요소 우위 특히 임금격차에 있는 경우에는,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자본자유화에 취
약한 업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논리에 의하면, 일본의 임금수준
이 구미제국의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자본자유화에 의해 국민경제상으로는 어찌되
었든, 일본에 진출하는 외자와 경쟁하는 산업ㆍ기업은 필연적으로 손실을 입게 된다.
즉 일본의 임금수준이 구미 제국보다 높아져, 외국 기업이 일본에 진입할 유인이 없어
질 때까지 자본자유화를 단행해서는 안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었기 때문에 하야시는 자동차업계의 요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동차업계보다도 더 강한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자
유화 논의가 본격화된 1966년 가을경까지 자동차업계에서는 자동차의 자유화에 찬성
하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안전성 조사를 위해 미국을 다녀온 66년말경부터 자유화 반대
론이 강해진 것에 대해, 하야시가 바람직스러운 인식의 변화라고 지적한 것도 그 때문
이었다. 또한 도요타 자동차의 이시다 타이조(石田退三) 사장은 자신에게 자유화되면
도요타는 견딜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도 경단련 등 외부에 대해서는 자유화 찬성이라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林ㆍ柴田, 2008: 355). 즉 통산성의 자본자유화 대책은 자동차업
계의 ‘실태’에 기반한, ‘본심’을 대변하는 것이었다고 당시 정책 담당자는 확신하고 있
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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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산업의 재편성
그렇다면 자동차산업에서 재편성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즉 통산성에 자유화 시기
를 늦추도록 요구한 업계에서는 그에 맞춰 통산성이 요구하는 산업재편성에 적극적으
로 대응했던 것일까?
자동차산업에서 산업재편성의 대표적인 예는 전게 <표 2>에 제시했듯이, 1966년 8
월에 이루어진 닛산과 프린스의 합병이다. 그런데 이 합병은 자본자유화 대책이라기보
다 특진법 정책의 연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진법안의 입법화가 최종적으로 무산된
1964년 9월에 통산성은 향후 외자가 진입할 것을 대비해, 자동차 기업에게 외자, 부
품, 판매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그 중 외자에 대한 내용은, “향후 자동차공업에 대한
외자의 진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기존 기업이 외자와 제휴는 물론 외자의 진
출을 유발하는 자본도입에는 신중해야 하며, 외자보다는 국내 기업간 협조에 의해 문
제를 해결해야 한다”(通産省重工業局自動車課編, 1965: 31-32)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65년 3월에 사쿠라우치(桜内) 통산대신이 닛산의 가와마타( 川
又) 사장을 방문하여 프린스 자동차와 합병의향을 타진하고 이어서 사쿠라우치, 가와마
타에 이시바시(石橋) 프린스 회장이 참가한 3자회담이 성사되어, 결국 같은 해 5월에
합병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체제정비를 외쳐온 통산성이 비로소 체면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エコノミスト』 1965년 6월 15일호, p.26).
가와마타 사장도 “국민경제적 요청에 부응한 합병”(日産自動車株式会社社史編纂委員
会編, 1975: 15)이라고 자평하고, 합병은 이에 그치지 않고 주거래은행이 동일한 후지
중공업도 포함시켜 미국의 GM 방식을 지향하겠다고 밝혔다(『東洋経済』 1965년 7월
10일호, p.70). 사하시(佐橋) 통산성 사무차관도 65년 9월에 승용차 기업의 합병ㆍ제
휴는 다음 해인 66년까지 완료하여 최종적으로는 3사로 집약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는 의견을 표명했다(日産自動車株式会社社史編纂委員会編, 1975: 10). 또한 미국과 유
럽처럼 상위 2~3사의 시장점유율이 90% 정도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通
産省重工業局自動車課編, 1966: 47).
실제로 이상과 같은 방침에 따른 움직임이 계속되어 65년 10월에는 도요타와 히노
자동차의 제휴가 성사되고(실시는 66년 11월부터), “최근 몇 년간 그 필요성을 느끼면
서도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던 자동차업계의 재편성은 향후 급속히 전개될 기운이 나타
나고 있다”(通産省重工業局自動車課編, 1966: 206)고 평가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67년
11월에 도요타와 다이하츠의 업무 제휴, 68년 10월에는 닛산과 후지중공업과의 제휴
가 각각 실현되었다. 이같은 상황 하에서 구마가이(熊谷) 통산성 사무차관은 69년 7월
에 “(더 이상) 통산성이 유도하는 자동차업계의 체제정비는 불가능하며, 향후 추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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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가 없다”(通商産業省通商産業政策史編纂委員会編, 1990: 313)는 담화를 발표했다.
이로써 무역자유화를 앞둔 1950년대 후반부터 통산성이 추진해온 자동차 기업 집약
화 즉 산업재편성정책은 최종적으로 종료되었다. 통산성은 그 정책 전환의 이유를, 이
시기에 이미 도요타와 닛산에 의한 과점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들고 있으
나, 본고의 문제의식에서 본다면 이 시점에서 자본자유화 대책의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전술한 것처럼, 71년부터의 자동차자유화를 69년 10월에 일본 정부가
각의 결정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12)
이러한 방침 전환의 직전인 1969년 5월에 미쓰비시중공업(1970년부터 미쓰비시자
동차)가 미국 크라이슬러와 제휴를 발표했는데, 통산성은 당초 그에 반대했지만 결국
71년 5월에 정식으로 인가했다. 그 직후인 6월에는 이스즈와 GM의 제휴도 체결되었
다. 그러나 모두 일본 자동차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고, 오히려 자본자유화를
계기로 일본 자동차의 해외진출이 확대되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통산성의 자동차산업
정책은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 목표와 내용에 비추어 보
면 산업재편성정책은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없고, 자본자유화의 영향을 일본의 자
동차산업이 크게 받지 않은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반복하지만, 통산성이 무역자유화 대책 이래 추진해온 산업재편성 정책의 핵심은 중
복하는 차종을 삭감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효과를 발휘시키는 데 있었다. 자본자유화
대책으로서는 외자와 경쟁차종인 소형 승용차부문의 규모의 경제가 강조되었다. 닛산
<표 4> 소형자동차 생산집중도의 추이

(단위：%)

기업명

1955년

1965년

1975년

도요타

35.0

39.7

36.5

닛산

35.8

프린스

5.0

35.8

33.6

마쓰다

6.6

9.7

미쓰비시

5.5

6.7

혼다

1.2

8.5

4.8

1.7

이스즈

9.1

자료：三和ㆍ原(2010), p.171.
12) 이 무렵이 되면, 외자의 영향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매우 작을 것이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
했는데, 그와 관련하여 “일본정부는 원래 보수적인데, 그 보수적인 정부가 자유화를 결정했으니
아마도 영향은 없을 것이다”(『エコノミスト』 1969년 11월 4일호, p.23)란 지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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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프린스의 합병은 전형적인 소형승용차 기업간 합병으로 통산성의 정책목표와 일치
했다. 그러나 그밖에 도요타와 다이하쓰(경차) 및 히노(트럭), 닛산과 후지중공업(경차)
의 제휴는 차종을 보완하는 것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로 연결되지 않는 유형이었다. 오
히려 이 시기에는 혼다, 마쓰다, 미쓰비시 등 경차에서 소형차로 새롭게 진입하는 기업
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즉 재편성 정책의 핵심인 승용차 3사 구상은 결국 파탄을 맞게
되었던 것이다(<표 4>).
재편성이 진전되지 않았던 이유로는, 고도성장이 지속되면서 당시 모터리제이션이
개시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승용차 시장이 확대되어 차종 다양화에 유리했던 시장
조건을 들 수 있으나, 그밖에도 일본 자동차산업의 발전과정상의 특징을 지적할 수 있
다. 그것은 삼륜차와 이륜차에서 시작하여 4륜 경차를 거쳐 4륜 소형차부문으로의 발
전으로, 미국은 몰론 유럽제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본만의 특징이었다.13) 그 특징
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책담당자는 삼륜차, 경차에서 소형차로 진입하는 것을
규모의 경제를 해치는 것으로 인식했던 것이다.14)

Ⅳ. 자본자유화 시대 일본 자동차산업의 실태와 경쟁력 수준
1. 1960년대 후반 일본 자동차산업의 현황과 경쟁력
자본자유화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고 있던 1960년대 중반에는 무역자유화가 90%
수준까지 진전되었는데,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일본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자동차의 경우에도 당초 우려와 달리 구미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
다. 1964, 65년에 13,500대 정도였던 수입대수는 무역자유화 이후인 66년에 15,569
대, 67년 15,108대에 머물렀다. 67년의 수입대수를 국별로 보면 서독이 49%, 미국
24%, 영국 14%, 이탈리아 7% 순이었다. 또한 일본의 전체 4륜승용차(경차를 제외) 판
매대수에서 점하는 수입차의 비중은 67년에 1.7%에 불과하였고, 이 비율이 이후로도
그다지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수입차가 급속히 증가하지 않았던 최대 원
인은 물론 일본 소형차의 경쟁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자본자유화
시기를 앞당기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업계에서는 생각하고 있었다.
13) 이 특징의 형성과정 및 의미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呂(2011)가 있다.
14) 전술했던 사하시(佐橋) 차관의 다음 발언은 그러한 통산성의 입장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업계는 도무지 자유화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닛산과 프린스, 도요타와 히노처럼 어
느 정도 재편성은 진전되고 있지만, 경사륜기업이 소형차 분야로 진입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
스럽지 않다(『ダイヤモンド』 1967년 6월 5일호,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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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출은 대미수출이 급증했지만,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일본차의 비중은 미미
한 수준이었다. 더구나 일본차는 미국 기업이 생산하지 않는 소형 세그먼트였기 때문
에 그것을 증가시키기 위해 일본 시장에 대한 자본자유화의 시기와 범위를 조정해야
할 필요도 없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자동차의 자본자유화에 대해 업계와 통산성이 소
극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현황에 입각해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자본자유화를 위해 일본 기업의 경쟁력 유무를 판단하는 지표로 일반적으
로 받아들여지던 규모의 경제 수준은 어떠했을까? 규모의 경제 혹은 최소최적규모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다양한 주장이 소개되어 있었다. 예를 들었다. 아메리칸 모터스
(AMC) 사장은, 1교대 1일 1,000대 즉 연간 18~22만대가 자동차 기업의 최적생산규
모이고, 2교대로 연간 36~44만대를 생산하게 되면 비용을 약간 더 삭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GM 쉐보레와 포드는 연간 150만대를 생산하고 있지만, 그것은 각지
에 분산된 조립공장을 합계한 것으로, 1공장에서는 연평균 10~15만대를 생산하고 있
었다. 그런데 67년 현재 도요타는 연산 82만대, 닛산 75만대를 생산하고 있었고, 68
년에는 양사 모두 연간 150만대를 계획하고 있었다. 이는 당시 미국의 크라이슬러, 독
일의 폴크스바겐에 필적하는 규모였다. 즉 당시 이미 일본의 주요 기업은 규모의 경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생산규모에 도달해있던 것이다(中村, 1968).
또한 실버스톤 곡선(Silberston curve)도 널리 알려져 있었다. 이는 동일 차종의 연
간 생산대수가 1,000대에서 5만대로 증가할 경우 제조비용은 약 40% 감소하고, 10만
대가 되면 추가로 15%, 20만대가 되면 추가로 5%가 줄어든다는 이론이다. 그리고 그
이상이 되면 비용감소 효과는 축소되다가 100만대 수준에서 그 효과는 사라진다. 따라
서 이 주장에 따르면 연간 10만대 이상의 차종은 어느 정도의 규모의 경제 수준에 도
달해있는 것인데, 일본에서는 67년 현재 코로나, 카롤라, 블루버드의 3차종이 그에 해
당되었다. 더구나 일본에서는 트럭과 부품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표 5> 국별 주요 모델의 생산대수 비교

미국(1967年）
모델
대수
Chevloret(GM) 1,150,255
Ford(Ford)
699,356
Pontiac(GM)
445,956
Mustang(Ford)
394,482
Shubel(GM)
375,816

서독(1967년)
모델
대수
VW(VW)
818,416
Kadett(Opel)
224,191
Benz(Benz)
197,197
Colt(Opel)
156,493
Taunus(Ford) 156,313

프랑스(1966년)
모델
대수
RenaultR4,R3 258,896
Peugeot404
201,735
Citroen３CV 180,085
RenaultR8
176,388
Simca1000
174,068

일본(1967년)
모델
대수
Corona(Toyota) 320,520
Bluebird(Nissan) 169,846
Collora(Toyota） 162,138
Crown(Toyota)
92,435
Sunny(Nissan)
76,879

주：일본의 Corona, Collora, Crown은 엔진을 공유하는 승용차와 상용차의 합계
자료：野村総合研究所証券調査部(1968),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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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형으로 분류하면 모델당 연간 생산대수는 더욱 많아지게 되어, 미국의 빅3에는 미
치지 못하지만, 유럽차에는 필적할 만한 규모를 갖추고 있었다(<표 5>).
다음으로 일본 자동차산업의 취약한 산업구조의 근거로 자주 거론되었던 낮은 시장
집중도라는 지적도 당시와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 당시 일반적으로 지적되던, 상위
2~3사가 전체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은 사실은 미국과 같은
시장구조야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유럽제국에서 상위 3사로의 집중도는 75~80%였
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에서 상위3사로의 집중도는 약 60% 정도로 구미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신규기업의 진입 때문이었다(<표 6>). 그러나
<표 6>의 일본의 전체 시장규모에는 도요타, 닛산이 생산하고 있지 않는 경차를 포함
하고 있어, 승용차가 대부분인 소형차에 국한하면, 전게 <표 4>에 나타낸 것처럼 상위
2사의 점유율만으로도 75%에 달해, 이미 미국과 유사한 시장집중도를 보이고 있었다.
<표 6> 주요국의 자동차 시장규모와 집중도 비교(1967년)

기업명
GM
Ford
Chrysler
기타
합계

미국
천대
4,798
2,123
1,506
597

％
53.2
23.5
16.7
6.6

기업명
Toyota
Nissan
Mazda
Mitsubishi
기타
9,024 100 합계

일본
천대
832
726
388
317
883
3,146

％
26.4
23.1
12.3
10.1
28.1
100

서독
프랑스
기업명 천대 ％ 기업명 천대
VW 1,162 46.8 Renault 775
Opel
549 22.1 Citroen 500
Ford
370 14.9 Peugeot 405
Benz
254 10.2 기타
330
기타
147 6.0
합계 2,482 100 합계
2,010

％
38.6
24.9
20.1
16.4

기업명
BMC
Ford
Vauxhall
기타

100 합계

영국
천대
642
528
291
476

이탈리아
％ 기업명 천대 ％
33.1 Fiat 1,312 85.0
27.3 기타 231 15.0
15.0
24.6

1,937 100 합계 1,543 100

자료：野村総合研究所証券調査部(1968), p.23.

요컨대, 당시 일본의 자동차산업은 유럽 각국에 비교하면, 시장규모뿐만 아니라 시
장구조, 기업별ㆍ차종별 규모의 경제 수준 등의 면에서 큰 문제점은 없었던 것이다. 물
론 전술한 것처럼, 유럽에서는 미국 자본의 진출에 의해 자국 기업의 실적 부진이라는
의미에서 국내 자동차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고, 당시 일본에 진입해올 것으로 예상된
것은 미국 기업이었다. 그러나 미국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같은 생산규모,
시장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미국 기업
에 일본에 진입해올 가능성, 일본기업의 경쟁력 정도를 검토하기로 한다.

2. 미국 기업의 일본 진입 가능성
앞서 소개한 것처럼, 당시 외자 특히 미국 기업은 일본으로의 진입에 큰 관심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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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그것은 당시 일본의 자동차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67
년말 현재 승용차1대당 인구는 미국이 2.5명, 영국 5.6명, 서독 5.4명이었는데 비해
일본은 34.9명에 불과했다. 더구나 당시 일본은 모터리제이션이 진행되고 있어, 227만
대였던 시장규모가 72년까지는 400만대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판매시장
으로의 매력뿐만 아니라, 일본에는 장래 동남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을 정도의 저임금ㆍ양질의 노동력이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어 생산기지로서의 유
인도 충분했다.
자본자유화에 의한 외자의 본격적인 대일 진입 즉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진입 방
법으로는, 신규진입과 기존 자동차기업의 인수합병에 의한 방법이 있었다. 기존 자동차
기업과의 합작에 의한 신규기업 설립은 당시 일본 정부가 불허할 방침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지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중 신규진입은 사업범위에 따라 KD조립
공장과 생산공장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주요 부품을 본국에서 수입하여 일본에서
조립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대부분의 부품을 일본에서 조달 혹은 직접 생산하는 방식
이다.
이러한 유형 중 먼저, 100% 출자에 의해 KD조립 공장을 건설하는 방식은 당시 미
국 기업의 진입방식 중 가장 실현성이 높을 것으로 여겨졌다. 후보 차종으로는 코티나
(영국 포드), 카데트(폴크스바겐), 복스홀(영국 GM), 팰컨(미국 포드), 타우너스(독일 포
드) 등이 거론되었는데, 코티나가 가장 유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것은 당시 포드가
이 모델을 한국에서 현대자동차와 합작으로 1968년부터 KD조립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코티나(엔진배기량 1,598cc)에 대해 일본에서 제조할 경우의 원
가명세를 조사한 것이 <표 7>이다.
<표 7> 미국 기업의 일본내 KD조립 제조원가명세표
항목

원가(만엔)
39.5

부품
운임ㆍ보험료
관세
조립비용

비고
FOB가격, 한국으로의 수출가격

4.5
12.0
3.2

합계

59.2

판매가격

88.0

평균 27% 적용
공수 80시간, 공임 400엔, 경비 제외

물품세15%, 딜러 마진30%

주：영국 포드의 Cortina 모델 기준
자료：野村総合研究所証券調査部(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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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에 따르면, 코티나는 59만엔 정도로 제조되어 88만엔의 소매가격으로 판매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당시 수입하고 있던 이 모델의 가격이 140~173.5만엔
인 점을 감안하면, 40~50%의 비용이 절감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모델의 경쟁차종
인 도요타의 코로나1600DX의 소매가격은 63.9만엔으로 양자의 가격차는 여전히 컸
다. 일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KD조립공장을 건설할 유인은 매우 낮았던 것이다.
다음으로 100% 자회사를 신설하여 부품까지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를 살펴
보자. 시장조직론의 권위자인 베인(J. Bain)의 연구에 의하면, 자동차의 경우 진입장벽
으로 작용할 수 있는 최소최적규모의 공장건설에 필요한 자금은 2.5~5억 달러(900~
1,800억엔)에 달했다. 또한 전술한 AMC 사장은 최적생산규모인 연간 20만대의 자동
차를 생산ㆍ판매하기 위해서는 5.7억달러(2,052억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참
고로 일본흥업은행(현 일본개발은행)의 시산에 따르면, 월산 1만대 규모에서는 제조단
계에서 610억엔, 판매단계에서 제조기업 부담분 532억엔의 합계 1,142억엔, 월산 3
만대의 경우에는 3,240억엔(제조 1,750억엔, 판매 1,490억엔)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日本の自動車産業 1967年版』, pp.69-70). 요컨대, 막대한 투자자금이 필요
하여, 당시 유럽 기업의 경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미국 기업의 경우에도 매우 가능
성이 작은 선택지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일본의 자동차기업의 과반수 지분을 매수함으로써 경영지배권을 획
득하는 방법인데, 이는 실제로 크라이슬러가 프랑스에서 심카를 인수하는 데 이용되었
다. 같은 방법을 1968년 현재 일본에 적용할 경우, 도요타에는 1,241억엔(765만주
×318엔×51%), 닛산 861억엔, 마쓰다 733억엔, 혼다 497억엔이 각각 필요했다. 전
술한 조립 및 생산 공장 건설에 비해 필요한 자금규모보다는 적으나, 당시 일본 정부의
방침상 실현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즉 통산성은 이 방법에 의한 외자 진
입을 가장 경계하고 있었고, 대장성도 경영권 지배를 위한 외자진입의 경우 개별심사
를 통해 가능한 억제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상으로부터 자동차의 완전자유화를 실시해도 실제로 외자가 일본에 조립ㆍ생산공
장을 설립하는 직접투자의 가능성은 매우 작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국내에 경쟁
력을 갖춘 일본 자동차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정 기간 동안의 손실을 무릅쓰고
진입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반복해서 지적한 것처럼, 당시 일본에서는 최적생산규모
를 갖춘 기업이 존재하고 있었다. 결국, 자본자유화 대책은 외자의 기술ㆍ판매, 경영권
등에 관한 조항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즉 독점금지법 및 상법의 정비로 충분했
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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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1960년대 일본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상승 요인
그렇다면 자본자유화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은 언제, 어떠한 과정
을 거쳐 형성된 것일까? 당시의 통산성 관료는 왜 이러한 경쟁력 실태를 파악하고 못
했을까? 이하에서는 이 점에 대해 검토해보자.15)
일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수준은 기술ㆍ품질ㆍ가격 등을 반영한 수익성ㆍ점유율 등
시장성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정량적인 측정이 가능한 생산성 향상을 대리 지표로
검토한다. 생산성 향상은 제품가격에 반영되어 시장성과로 연결될 것이라는 전제가 그
다지 무리한 가정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생산성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여기서, Y는 생산량, L은 노동력, K는 설비자본)
즉 생산성 혹은 노동생산성(Y/L)은 자본장비율(K/L)과 자본생산성(Y/K)의 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본생산성의 부분을 재료를 포함하는 식으로 다음
과 같이 변형시킨다.





 ∙ ∙ 







(여기서, M은 투입재료량)
즉 자본생산성 부분을 설비기계 재료충전율(M/K)과 재료원단위(M/Y)로 분해한 것이
다. 재료원단위란 최종생산물에 사용되는 재료투입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공과정에서
낭비되는 재료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생산성 산식에 재료를 포함시키는 이유
는, 원가에 점하는 재료의 비중이 큰 자동차와 같은 기계산업의 경우, 재료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일반적인 생산성 산식이 투입량에 대한 산
출의 비율 즉 물적 생산성만을 표현하는 데 비해, 재료를 포함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이
원가절감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6)
이상의 생산성 산식을 이용하여, 1955~67년간 자동차산업의 생산성 상승 과정을
15) 이하, 이 절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지적하지 않는 한, 機械振興協会経済研究所(1968)에 의한다.
16) 재료원단위에 대한 강조는 물자부족이 심각했던 부흥기에 기업경영상 재료의 절약이 절실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점에 주목한 연구로는 武田(2007)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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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 것이 <그림 1>이다. 이를 통해 이 기간 동안 자동차산업의 생산성은 약 4배 상
승했는데, 그 과정은 자본장비율(K/L)의 상승, 재료원단위(M/Y)의 하락을 동반한 것이
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생산성 상승의 속도는 1960년대 이후 급격해졌다는 점도 확
인할 수 있다.
<그림 1> 자동차산업 생산성상승의 요인별 추이

자료：機械振興協会経済研究所(1968), p.53.

이는 1960년경을 경계로 일본 자동차산업의 생산력 체계에 질적인 변화가 발생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즉 1960년대 이전은 그다지 설비기계를 신규로 투입하지 않고(자본
장비율이 크게 상승하지 않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킨 데 비해, 60년 이후는 설비기계
특히 재료절약적 설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했다. 그 결과 자본장비율은 급상승한 반변
재료원단위가 급락하여 결과적으로 노동생산성이 급속하게 상승했던 것이다.
재료절약적 설비 도입의 효과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예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도
요타에 차륜용 나사류를 납품하는 중견기업인 츠다철공소(津田鉄工)는 종래 봉강(철강)
에서 필요한 형상을 잘라내어 나사모양을 가공하는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었다. 도요타
에게 월산 1만대분을 납품하던 1950년대 중반에는 범용선반으로 나사를 생산했는데,
2만대분을 생산하는 1950년대 말부터는 나사 전용 선반을 이용하여 대응했다. 전용기
에 의한 생산은 공수를 절감하는 효과는 컸지만, 봉강에서 잘라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완성품 나사에 소요되는 재료량은 변화하지 않았다(재료원단위 일정). 그런데 1962년
이후 냉간단조기를 도입함으로써 생산방법은 획기적으로 변화했다. 즉 미리 필요한 사
이즈로 절단한 철강을 냉간단조기의 금형에 맞춰 냉간으로 압력을 가해 순간적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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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연속해서 소성변형시켰던 것이다. 그에 따라 재료 수율은 100%로 되고, 가공시
간도 종래의 300초에서 170초로 단축되었다.
요컨대 도요타의 생산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그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재료절약적인
설비기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즉 대량생산체제는 기술체계의 변화를 통
해 생산성 상승이라는 전형적인 규모의 경제 효과를 발휘시켰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생산규모 증가 속도가 매우 급속했다. 1956~59년에 일본 전체의 생산규모는 연간 50
만대, 최대 기업의 월산규모도 1만대 정도였는데, 그것이 60~62년에는 각각 100만대,
2만대로 2배 증가했고, 63~66년에는 각각 200만대, 4만대로 또다시 배증했기 때문이
다. 이러한 규모 확대 속도는 다른 산업에 비해서도 매우 급속했고, 결과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생산성상승률도 다른 산업보다 높았다.17) 이러한 생산성 상승으로 1955~65년
간 자동차 1대당 소요노동시간은 약 1/6로 단축되었다.
이러한 생산성 상승은 제조원가의 하락으로 연결되었다. <표 8>은 도요타의 승용차 1
대당 제조원가의 구성별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 경비에 비해 원재료비와 노무비의 하락
경향이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18) 그 원인이, 전술한 바와 같이 재료원단위 하락, 소
요노동시간 단축에 의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 결과 원가에서 점하는
원재료의 비율도 경향적으로 하락하여 60년의 91%에서 65년에는 83%로 하락했다.
<표 8> 승용차 1대당 제조원가의 추이

(단위：1,000엔)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1955년 하반기

384.0

64.5

34.1

482.6

1958년 상반기

563.2

34.7

34.9

632.8

1960년 하반기

509.8

21.7

28.4

559.9

1963년 상반기

428.9

24.7

44.0

497.6

1965년 하반기

361.7

27.1

44.6

433.4

1968년 상반기

325.4

26.3

38.7

390.4

1970년 하반기

363.2

28.1

44.5

435.8

자료：韓(2011), p.334
17) 산업별 생산성상승률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4개 산업의 평균상승률이 1955~60년에 약
30%, 50~65년에 약 40%였는데, 자동차산업은 각각 70%, 50%였다(韓, 2011: 320).
18) 생산성과 달리 제조원가가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저하하지 않는 것은 고급차종의 증가 등 승용차
의 차종별 구성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성 효과에 의한 제조원가의 하락 현상을 보기
위해서는 단기간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 구간별 변화를 보면, 55년~58년간,
68~70년간을 제외하고는 재료비와 노무비의 하락 폭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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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상과 같은 1960년대의 급속한 생산성 상승 즉 일본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향상은 매우 급속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산업의 외부에서는 포착하기 힘들었을 가능성
이 있다. 일본 자동차산업의 취약한 경쟁력이라는 통산성의 자동차산업에 대한 인식은
이러한 동시대의 변화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 소개
했던, 자동차기업 내부에서의 자본자유화에 대한 소극적 자세는, 업계의 상투적인 ‘엄
살’이라는 측면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Ⅵ. 결 론
자본자유화에 의해 외국 기업의 일본 진입과 시장지배라는, 당시 일반적으로 우려했
던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실제로 1970년대부터 일본 자동차산업은 활발하게 해외로 진출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처럼 자본자유화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던 것은, 통산성이 상정했던 것처
럼 산업재편성이 진전되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통산성은 1960년대 초반 무역자유화 단계에서의 일본 자동차산업에 대한 인식에 머
물러 있었기 때문에 자본자유화 시기를 가능한 연기하는 한편 국내 기업에게는 합병
등 기업규모의 확대를 요구했다. 업계에서는 자본자유화의 연기에는 당연히 큰 반대는
하지 않았지만, 기업합병 등 규모확대 정책에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런데, 자
본자유화 대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던 1960년대 중반에 일본 자동차산업은 급속한
설비투자 확대에 의한 생산성 상승으로 외국기업의 전면적인 일본 진입을 저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급속한 생산성 상승의 원인은
대규모 설비투자에 의한 자본증가율의 상승뿐만 아니라, 재료원단위의 급속한 하락에
있었다. 또한 대규모 설비투자가 가능했던 것은 일본 자동차산업이 그 설비를 가동시
킬 수 있는 생산규모 즉 규모의 경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있었기 때문
이었다.
자동차업계의 요구에 응하는 형식을 취하기는 했지만, 통산성의 자동차산업에 대한
자본자유화 정책은 너무나 소극적ㆍ보수적이었다. 따라서 근대경제학자의 주장처럼,
결과적으로 일본 소비자의 후생이 저해되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그 원인은 통
산성이 산업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자동차업
계의 이익을 보장해주기는 했지만, 자본자유화 대책에서 보여준 통산성의 인식과 대응
은 업계의 신뢰를 약화시켰을 것이다. 자본자유화가 정착한 1970년대에 일본의 산업
정책에 대한 효과는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일본주식회사’의 이미지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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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되었는데, 실제로는 그 시기에 그 이전까지의 정부-기업간 관계가 변화하기 시작했
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부터 통산성의 산업정책 기조는 직접적인 개입에서 가이드라인 제시로 전
면적으로 전환되었다. 그 원인으로는 일반적으로 국제수지흑자 기초 정착으로 산업보
호의 필요성이 약화된 반면,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증대에 따라 통상마찰 조정의 필요
성이 높아졌고, 주요 산업도 기존의 중화학공업에서 지식집약형 산업으로 변화했다는
점이 지적되는데(鶴田,1982), 본고의 관점에서 보면, 1960년대 산업정책의 성과와 한
계가 명확해진 시대에 통산성이 새로운 산업정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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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Japanese Automobile
Industry Policy on Capital Liberalization

Inman Y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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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Japanese industrial
policy through an analysis of the industrial policy conducted on the
automobile industry in the late 1960s, ahead of capital liberalization.
The policies for capital liberalization of the automobile industry implemented
by the MITI(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were as follows.
First, the period of liberalization is delayed as much as possible despite
foreign pressure. Second, in preparation for foreign automakers entering
Japan, the MITI actively promotes industrial restructuring policies such as
mergers of Japanese automakers. This policy was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Japanese automobile industry at
that time was very vulnerable to the American automobile industry.
Even after capital liberalization, which began in April 1971, the Japanese
automobile industry did not suffer much damage from the American automobile
industry. However, it was not because the MITI’s industrial reorganization
policy was successful, but because the Japanese automobile industry had
sufficient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late 1960s. At the time, the
Japanese automobile industry was rapidly improving productivity, but the
MITI was not aware of it.
In the background of this experience in the late 1960s, in the 1970s, the
stance of the MITI’s industrial policy shifted from direct intervention until
then to indirect induction.
<Key Words> Capital Liberalization, Industrial Policy, Japanese Automotive Industry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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