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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가치사슬과 산업경쟁력

[요 약]
국제가치사슬형 분업은 무수히 많은 상품과 서비스가 결합된 복합무역을 통해
산업의 지평을 무한하게 넓힐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
가치사슬형 분업구조에서의 경쟁력은 완제품의 생산과 수출보다는 가치사슬을
둘러싼 시장지배력과 부가가치의 크기에 의해 결정
- 국제가치사슬을 대표하는 아이폰의 경우 애플사가 판매수익을 거의 독식하
면서 주요 선진국 기업들이 나머지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국제가치사슬을 고려한 최근 연구에서는 산업구조나 무역성과에 대하여 기존
의 연구와는 다소 다른 견해를 제시
- 국제가치사슬에서 제조공장 및 수출기지 역할을 하는 중국, 멕시코, 체코 등
은 부가가치에 대한 기여가 낮아 산업화가 과대평가된 것으로 인식
-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를 부가가치 기준으로 계산하면 총무역액으로
계산한 수치의 60% 수준에 불과
- 수출의 부가가치가 낮은 중국의 경우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도 작기 때
문에 환율 조정을 통한 무역불균형 해소에 한계를 노정
신흥시장국의 산업화는 국제가치사슬에 대한 참여를 통해 효율적인 생산·수출
체제를 구축하는 패턴으로 변화하는 추세
- 우리 기업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치사슬의 핵심인 R&D, 상품기획, 디자
인, 첨단부품 생산 등으로 기업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
- 정부는 기술, 지식, 인력 등 창조적인 생산요소가 부단히 축적되고 상호 유
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기업생태계의 조성에 주력

□ 1990년대 이후 세계무역은 국제가치사슬이 주도
과거 20년간의 세계무역 흐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국제적 수직분업에
따른 가치사슬의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임.
-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무역은 물류·유통의 대형화, 정보통신기술 혁명,
무역 자유화 진전 등에 힘입어 가치사슬에 의한 국제 분업 확대와 교역재
의 다양화로 진화되고 있음.
국제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에 기반을 둔 무역모델은 상품 기획에서
상품 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활동별로 혹은 부가가치별로 분리되어 국제
적인 수직분업을 통해 수행된다는 것임(<그림 1> 및 <그림 2> 참조).
- 생산이 복잡해지고 국제화됨에 따라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모기업은 핵
심역량에 집중하면서 나머지 부문은 오프쇼어링, 즉 해외조달에 의존함으
로써 경영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음.
국제가치사슬형 무역에서는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구성하는 모든 과정이 단
위별로 분리되어 가장 효율적인 기업들이 수행하도록 분업 네트워크가 설계
됨으로써 부가가치의 최적화를 꾀하고 있음.
- 새로운 형태의 국제무역은 해외생산과 해외조달을 두 축으로 활용하여 글
로벌소싱, 중간재 교역, 직접투자 및 부가서비스 무역 등 다양한 형태로 구
현됨.
- 국제가치사슬은 무수히 많은 상품과 서비스가 결합된 복합무역을 통해 무
역과 산업의 지평을 무한하게 넓힐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새로
운 산업혁명의 시작’
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음.1)
국제가치사슬에 의한 무역은 상품, 기술, 자본, 아이디어가 국제적으로 교환
되고, 기술, 경영, 시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공유되는 무역-투자-서비스의
결합으로 이루어짐.
- 생산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는 참여기업들이 수직분업에 의해 얼마
나 효율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에 의해 좌우됨.

1) A. Blinder,“Offshoring : The Next Industrial Revolution?”
, Foreign Affairs, March/Apri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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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제가치사슬 예시

<그림 2>

국제 수직분업 예시

상품기획
R&D/디자인/시제품
부품 조달
조립
최종재생산
마케팅/수출
구매자 서비스

자료 : Bo Meng,“Rise of Value Chains and Trade in Value Added”
, October 2011(세미나 발표자료).

-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기업의 무역패턴이나 경쟁력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생산요소를 가지고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느냐에 따라 결정됨.
□ 무역의 가치사슬에서 기여하는 부가가치에 주목해야
국제분업에 의한 무역현상은 이미 1990년대부터 제조업의 개별적인 사례연
구를 통해 제기되어 왔음.
- 최근 들어서는 정보통신기술의 고도화에 힘입어 서비스의 오프쇼어링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음.2)
국제분업이 고도화된 상품에서는 수출상품의 원산지 자체가 모호해져 특정
국가에서 생산·수출되는 제품은 사실상 다국적 제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
음.3)
- 국제가치사슬을 통한 무역은 기술혁신과 표준화가 시장을 지배하는 IT산
업에서 두드러지고 있음.
- 전기전자 또는 정보통신 산업에서의 비교우위는 어느 나라(기업)가 완제

2) G. Grossman and E. Rossi-Hansberg,“The Rise of Offshoring”
, Mimeo., August 2006, pp.1~2.
3) 세계무역기구(WTO)는 국제가치사슬에 의한 무역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과 관심의 고조에 발맞추어
“Made in the World(다국적 제품)”이니셔티브를 주창하고 활발한 연구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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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느냐보다는 어느 나라(기업)가 가치사슬을 주도하
느냐에 의해 결정됨.
다국적 제품의 대명사가 된 아이폰 3G의 경우 미국의 애플사가 디자인과 마
케팅을 담당하고, 미국, 한국, 독일, 일본의 9개사가 부품을 공급하여 중국에
서 조립되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음.
- 아이폰의 판매수익은 가치사슬을 주도하는 애플사(수익률: 64%)가 거의
독식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제조원가 구성에 기여하는 국가의 부품공급사
들에 돌아가고 있음.
- 아이폰의 조립생산과 수출을 담당하는 중국은 원가구성비에서 3% 정도
의 기여에 그침(<그림 3> 참조).
아이폰의 사례는 국제가치사슬형 무역에서 단순한 완제품 무역의 흐름으로
비교우위나 무역수지를 분석하는 것은 자칫 잘못된 판단과 해석을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함.
- 하이테크 제품인 아이폰은 가치사슬의 주도국인 미국이 비교우위를 가지
고 있으나, 중국이 생산하여 수출하고 미국이 수입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함.
- 따라서 아이폰의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국가의 비교우위나 경쟁
력의 원천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완제품의 무역액보다는 부가가치에 대한

<그림 3>

아이폰 3G의 제조원가 구성

자료 : Y. Xing and N. Detert,“How the iPhone Widens the United
States Trade Deficit with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
ADBI Working Paper, No. 257, May 2011에서 발췌하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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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미국의 아이폰 3G 무역수지 비교(2009년, 수출액 vs. 부가가치액)

자료 : WTO and IDE-JETRO, Trade Patterns and Global Value Chains in East Asia: From
Trade in Goods to Trade in Tasks, 2011(통계의 원출처는 <그림 3>과 같음).

기여나 판매수익의 배분에 관심을 두어야 함.4)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아이폰 무역을 둘러싼 무역수지를 분석하면 단순 무역
액으로 본 미·중 간의 무역수지도 크게 부풀려 있음을 알 수 있음.
- 위의 사례에서 2009년 중국의 미국에 대한 아이폰 수출을 1,130만대로
추산하면 완제품 무역으로 본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19억 달러에 달
함.5)
- 부가가치액으로 계산해 보면 중국의 부가가치 기여도는 극히 낮기 때문에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불과 700만 달러에 그치고 있음(<그림 4> 참조).6)
□ 신흥시장국은 선진국에 비하여 부가가치 기여도가 낮아
어느 국가가 무역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부가가치 창
출에 그 나라가 얼마나 기여하느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4) 노키아 N95 스마트폰의 국제가치사슬을 분석한 사례연구는 다음 링크를 참조.
http://www.wider.unu.edu/publications/newsletter/articles-2011/en_GB/05-2011/
5) 중국의 대미 수출액(완제품 수출)=179달러×1,130만대=20억 2,000만 달러, 미국의 대중 수출액(부품
수출)=10.8달러×1,130만대=1억 2,000만 달러이므로 무역수지는19억 달러로 계산됨.
6) 부가가치액 기준으로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6.5달러×1,130만대=700만 달러로 계산됨. 나머지 국가
들에 대한 무역수지도 부가가치 기여액으로 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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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경제권별 주요국의 VAX 비율
단위 : %
전 산업

제조업

서비스산업

일본
한국
중국

0.85
0.63
0.59

0.53
0.46
0.40

3.93
2.62
1.97

미국
캐나다
멕시코

0.77
0.70
0.52

0.49
0.44
0.41

1.58
1.97
1.27

독일
영국
프랑스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0.74
0.79
0.73
0.59
0.54

0.47
0.51
0.47
0.43
0.38

2.52
1.24
1.79
1.51
1.39

전체 국가 평균(94개국)

0.73

0.44

1.46

자료 : R. Johnson and G. Noguera,“The Value-Added Content of Trade”
, Vox, June 7, 2011.

- 부가가치의 비중을 파악하는 지표의 하나로‘부가가치 수출/총수출’
(VAX)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음.
- VAX 비율에서 분자는 수출에 기여하는 국내 부가가치를, 분모는 무역통
계상의 총수출액을 각각 의미함.7)
동아시아, 북미, 유럽의 주요국들에 대한 VAX 비율을 계산한 <표 1>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
- 첫째, 제조업의 VAX 비율은 서비스산업의 VAX 비율에 비하여 현저히 낮
은데, 이는 제조업이 서비스산업의 투입에 의존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부
가가치 창출이 작음을 의미함.
- 둘째, 반면에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하기 때
문에 총수출액이 작더라도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기여도는 더 크
다고 할 수 있음.8)
7) 구체적으로 A국의 B국에 대한 부가가치 수출은 B국에 대한 수출에 직접적으로 포함된 A국의 국내 부가
가치와 제3국의 B국에 대한 수출에 간접적으로 포함된 A국의 국내 부가가치를 합한 수치임. 수입 측면
에서 보면 B국의 A국으로부터의 부가가치 수입은 A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직접적으로 포함된 A국의 국
내 부가가치와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에 간접적으로 포함된 A국의 부가가치를 합한 수치임.
8) 다시 말하면, 서비스는 직접 수출되기보다는 제조업 제품에 부가가치로 체화되어 공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부가가치로 계산하면 제조업은 낮아지고 서비스산업은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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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각 지역에서 제조업의 수출 창구 역할을 하는 중국, 멕시코, 체코 등
은 주로 조립생산에 의존하기 때문에 VAX 비율이 낮게 나타남.
- 넷째,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모두에서 선진국들은 신흥국에 비하여 VAX
비율이 높기 때문에 부가가치액으로 보면 선진국이 신흥국에 비하여 무역
에 대한 기여가 더 큼.
두 나라 간의 무역액도 부가가치로 계산해 보면 총무역액과는 상당한 차이
를 보임.
- <그림 5>는 미국과 주요국 간의 수출입액을 VAX 비율로 계산하여 보여
주고 있는데, 선진국에 비하여 신흥시장국에 대한 VAX 비율이 낮음.
- 이를 확대하여 해석하면 선진국 간의 무역은 부가가치가 높은 반면, 선진
국과 신흥국 간의 무역은 부가가치가 낮음을 시사함.
<그림 5>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멕시코와 중국에 대한 VAX 비율을 보면
수출이 수입보다 크다는 것임.
- 즉, 부가가치로 계산하면 미국의 중국 및 멕시코에 대한 수출이 미국의 중
국 및 멕시코로부터의 수입보다 크기 때문에 미국의 중국 및 멕시코에 대
한 무역수지는 총무역액으로 계산한 수치보다 개선됨.
- 반면에 한국 또는 대만과의 VAX 비율을 보면 수출이 수입보다 작아 이들
<그림 5>

부가가치로 본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별 무역액(2004년)

자료 : R. Johnson and G. Noguera,“The Value-Added Content of Trade”
, Vox,
June 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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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미국의 주요국 별 무역수지 비교(2004년)

자료 : R. Johnson and G. Noguera,“The Value-Added Content of
Trade”
, Vox, June 7, 2011.

국가와의 무역수지는 총무역액으로 계산한 수치보다 악화됨.
실제로 미국과 이들 국가들과의 무역수지를 총무역액과 부가가치액으로 계
산하여 비교한 <그림 6>을 보면 VAX 비율에 따라 국가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그림에서 부가가치로 계산한 수치를 보면 수입 VAX 비율보다 수출 VAX
비율이 큰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는 크게 줄어든 반면,
- 수입 VAX 비율보다 수출 VAX 비율이 작은 일본 및 대만, 한국에 대한 무
역적자는 오히려 늘어남.
□ 무역에 대한 효과는 가치사슬의 구조와 부가가치 크기를 고려해야
환율 변화 등 무역의 흐름에 충격을 주는 변수들의 효과는 가치사슬의 어느
부문에 위치하면서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느냐에 따라 달라짐.
- 앞의 아이폰 사례를 보면 중국은 단지 조립생산만 할 뿐 가치사슬에서 차
지하는 역할이나 부가가치 비중은 미미하기 때문에 위안화 절상이 아이폰
수출에 미치는 영향 역시 매우 작을 것임.9)

9) 이를 수입국인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달러화 가치 하락이 아이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 중국으로부터
의 아이폰 수입이 감소되고, 이에 따라 무역수지가 개선된다고 기대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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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자국 통화가치 변화가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 추정
(미국과 일본 : 10% 하락, 유로와 중국 : 10% 상승 시)

자료 : IMF,“Changing Pattern of Global Trade”
, June 2011, Table 6에서
발췌.
주 : 1) 환율이 수출입가격에 완전히 전가된다는 가정 아래 추정한 수치임.
2) ( ) 안의 수치는 <표 1>에 제시된 VAX 비율임(유로지역은 5개국
평균치).

-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환율의 인위적 변화 등 외부적 충격이 수출입과 무
역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도 가치사슬 구조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음.
실제로 환율 변화가 주요국의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를 보면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VAX 비율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줌.
- <그림 7>에서 보면 괄호 안에 표시된 VAX 비율이 높을수록(낮을수록)
수출에 미치는 효과가 크게(작게) 나타남.10)
- 중국의 경우는 완제품을 수출하는 가치사슬의 하류에 위치하면서 국내 부
가가치가 작기 때문에 환율의 변화에 덜 민감하게 반응함.11)
- 반면에 일본은 부품을 수출하는 가치사슬의 상류에 위치하면서 국내 부가
가치가 크기 때문에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큼.
국제가치사슬에 의해 국가 간의 무역이 어느 정도 수직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 최종수요 변화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짐.

10) 예를 들어 중국 수출의 경우 부품 수입가치 비중이 크고 국내 부가가치 비중이 낮기 때문에 위안화가 절상
되면 수입 부품 가격이 싸지는 효과가 커지고 이에 따라 수익률이 높아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짐.
11) 부가가치 기준에서 환율 조정을 통한 무역 불균형 해소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의 수출 부가가
치에 기여하는 아시아 신흥국들의 환율 조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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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미국의 최종수요 1% 감소가 수출에 미치는 효과

자료 : R. Bems 외,“The Collapse of Global Trade: Update on the Role of Vertical
Linkages”
, Vox, November 2009.
주 : 제조업, 건설업과 유틸리티산업만을 고려함.

- 예를 들어 미국의 수입수요가 감소하면 미국에 대한 한국의 직접 수출뿐
만 아니라 중국의 수출에 포함된 한국산 중간재를 통한 간접수출도 감소
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증폭됨.
-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경기의 대침체 시 무역은 더 빠른
속도로 붕괴되었는데 국가 간 무역의 수직결합에 의한 증폭 효과가 그 원
인 중의 하나로 간주됨.
<그림 8>은 국제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각국의 수직결합 관계를 고려하여 미
국의 최종수요 1% 감소가 각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것임.
- <그림 8>에서 알 수 있듯이 수직결합관계를 고려했을 경우의 효과는 고려
하지 않았을 경우의 효과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산업경쟁력과 산업화도 국제가치사슬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
국제가치사슬이 지배하는 새로운 무역 흐름에서 산업경쟁력을 정확히 판단
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또는 기업 간의 분업구조와 부가가치의 배분을 파악
하는 것이 중요함.
- 특히, 부품이 표준화되고 공정 분리나 기술대여12)가 쉬운 산업에서는 저
렴한 노동력을 이용한 조립가공무역이 성행하기 때문에 완제품의 수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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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쟁력을 담보하지는 않음.
산업경쟁력을 가늠하는 지표로 흔히 무역통계를 이용한 현시비교우위
(RCA)지수나 수출유사성 지수 등을 이용하는데 분석대상 산업이나 품목에
따라 분석이나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분업구조가 복잡하고 조립 생산·수출 비중이 큰 전기전자 및 정보통
신산업에서 완제품 무역에 기반을 둔 경쟁력 분석은 왜곡의 소지가 큼.
국제적 수직결합에 의한 21세기형 산업 발전은 모든 공정을 일괄적으로 국
내에 구축하는 20세기 산업화와는 다른 접근과 전략이 필요함.
- 과거 일본, 한국, 대만 등이 추구했던 산업화는 수입대체에서 수출산업화
에 이르는 전후방 연관관계를 형성하는 길고 복잡한 과정이었음.
- 국제가치사슬이 지배하는 현대적 의미의 산업발전은 단기적 목표와 유연
한 전략을 통해 짧은 기간 동안 한정된 제품에서 효율적인 생산·수출체제
를 구축하는 패턴으로 바뀌었음.13)
국제가치사슬이 주도하는 산업에서 경쟁력의 원천은 자국 기업이 어느 정
도의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부가가치 창출에 효율적으로 기여하느냐에 달려
있음.
- 선진국들은 얼마나 창조적이고 효율적인 가치사슬을 생성하여 시장지배
력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경쟁력이 결정되고 있음.
- 신흥시장국들은 어떤 생산요소를 가지고 가치사슬에 참여하여 어느 정도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느냐에 따라 산업화의 성과가 달라지고 있음.
우리나라는 IT제품,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활동하
고 있으나, 가치사슬 경쟁력의 원천인 아이디어·지식·기술·마케팅 등 무형
자산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함.

12) 기술대여(technology lending)는 포괄적이고 현지화가 필요한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과는 달
리 특정 공정에만 한정되어 활용되기 때문에 기술흡수 능력이나 현지화가 불필요함.
13) 자동차산업의 사례를 보면 20세기형 산업화에 실패한 말레이시아와 21세기형 산업화에 성공한 태국이
비교가 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R. Baldwin,“Trade and Industrialization after Globalisation’
s 2nd
Unbundling”
, Mimeo, November 2011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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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업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치사슬의 핵심인 R&D, 상품기획,
디자인, 첨단부품 생산 등으로 기업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할 것임.
- 정부는 기술, 지식, 인력 등 창조적인 생산요소가 부단히 축적되고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기업생태계 조성에 주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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