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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출역량을 통해 본
신성장산업 선정 방안1)

요

약

본고에서는 상품공간(product space) 모형을 기반으로 수출상품별 경쟁력을 확인하고, 미래 성
장산업 식별을 위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핵심역량과의 적합도는 전
반적으로 1992~2004년에 감소한 후 2004~2016년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
리나라의 핵심역량과 가장 부합하는 상품들인 순밀도 상위 상품들조차 가치상승여력이 대부분
0보다 작아 추후 성장잠재력이 높지는 않은 상품들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한 시사점을 보면, 우
리 경제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과의 연계성이 높
으면서 복합성이 높은 상품 생산에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이나 지식, 혹은 자원을 보유한 산업을
신성장산업의 대상으로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

1) 본고는 박문수·고대영·김바우·박진(2018), 「우리나라 수출구조의 동태적 변화와 경쟁력에 관한 연구」, 산업연구원
의 내용 일부를 재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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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현재 한국경제를 보면 지난 30여 년간 우리 경

계성 및 복합성이 낮은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에

제를 이끌어온 자동차·조선·철강·전자 등 주력

서 연계성 및 복합성이 높은 중심부에 속한 상품

수출제조업의 성장세가 2011년을 기점으로 점차

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이동하는 산업구조의 변화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들 산업에서 과

가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고 주장하는 ‘상품공간

거와 같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기대하기는

(product space)’모형과 맥이 닿아 있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최근 정부에서는

Hidalgo et al.(2007)가 제시한 상품공간모형은

기존 주력 수출산업의 역할을 대신할 신성장산업

현시비교우위(RCA) 개념과 네트워크 이론을 결

의 발굴과 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 산업구조를 고

합하여 수출상품 간 연계구조와 산업구조 변화를

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

입체적인 위상구조 형태로 나타내는 방법이다.2)

지만 그동안 추진되어 온 신성장산업 관련 정책

이 모형은 한 국가의 경제적 복합성을 토대로 생

들은 선정기준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산역량의 외부성(externality)에 주목하면서 그 나

는 제시되지 않은 채, 기존 생산요소의 투입결과

라가 보유한 생산역량이 향상될 때 복합성이 높

로 나타난 단순 비교우위 수준을 토대로 신성장

은 상품의 생산 역시 수월해질 수 있다는 점에 집

산업을 선정하고 관련 육성정책을 수립하는 모습

중한다.

이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

물론 어떤 산업을 미래의 신성장산업으로 선정

한 산업구조 고도화는 다른 상품과의 연계성이 낮

할 것인가는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산업의 생산

아 상품공간상 주변부에 위치한 상품을 생산하는

성,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고용 부담률, 전 세

산업에서 연계성 수준이 높아 상품공간상 중심부

계대비 기술수준, 수출경쟁력, 시장 수용성 등 여

에 위치한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러 관점에 따라 신성장산업의 대상은 달라질 수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따라서 새

있다.

로운 수출상품 생산에 있어 기존 상품 생산에 투

본 연구에서는 기존 산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

입된 생산능력과의 연계성을 파악할 경우 수출경

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인지 여부

쟁력이 높은 유망상품을 식별하고 예측하는 것이

가 신성장산업의 대상이 되기 위한 핵심 기준이라

가능해진다.

는 점에 주목한다. 이는 오늘날 새롭게 부상하는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 분석들과 달리 생산역량

산업 대부분은 기존 산업의 기술과 지식을 바탕
으로 상품과 상품 혹은 상품과 서비스 간의 융·복
합에 기대어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이러
한 신성장산업에 대한 기준은 주변부에 속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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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idalgo, C. A., Klinger, B., Barabasi, A. L. and Hausman, R. (2007),
“The product space conditions the development of nations”, Science,
317: 482-487. 상품공간모형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박문수 외(2018)
의 연구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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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외부성에 주목하는 상품공간모형을 이용하여
3)

우리나라 수출상품별 경쟁력을 확인하고 미래 성

장산업의 식별을 시도한다. 또한, 분석결과를 바
탕으로 향후 신성장산업 선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3)

3) 본 연구에서는 UN이 발표하는 상품 무역데이터인 UN Comtrade database에 수록된 SITC rev.3(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Rev.3) 상품코드로 분류된 세 자리 단위(3-digit) 무역통계를 이용,

1992~2016년 기간 동안 204개 국가(수출대상국가)의 347개 품목 수출
액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상품고도화’ 수준 및 ‘상품 연계성’ 변화
(1) 상위 10대 수출상품고도화 변화 추이

라 전반적인 산업구조 고도화 수준 역시 향상되었
음을 시사한다.

1992년, 2004년, 2016년 3개 연도별 상위 10대
수출상품들의 수출규모 및 비중 등과 더불어 경
쟁우위(RCA) 및 상품고도화 지수(PRODY)4) 변화

(2) 우리나라 상위10대 수출상품의
‘상품 연계성’ 변화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상위 10대 수출
상품들을 대상으로 살펴보았을 때 2004년과 2016

본 절에서는 Freitas et al.(2015)가 제시한 상품

년 사이에는 큰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1992

공간(product space) 모형5)을 기반으로 상위 10대

년과 2004년 사이에는 상당한 변화가 관찰된다.

수출상품의 ‘현시연관성지수(이하 RRI)’6) 행렬 내

1992년과 2004년 모두 전자부품, 자동차, 선박 및

유의한(significant) 상품 수, RRI 행렬 내 유의하

해상구조물, 통신기기, 컴퓨터기기, 석유화학 제

고 0보다 큰 상품 수 및 비중, RRI 행렬 내 유의하

품 등이 포함되었으나, 1992년에 상위 10대 수출

나 0보다 작은 상품 수, 특정상품의 다른 제품들

상품에 포함되었던 섬유(SITC 653), 신발류(SITC

과의 연계성 수준을 대리하는 외향경로(out-path)

851), 헬멧 및 비직물의류(SITC 848) 등은 2004년
부터는 상위 10대 수출상품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처럼 1992년부터 2004년 사이 상위 10대 수출
상품의 구성이 고도화 수준이 낮은 상품에서 그
수준이 높은 상품으로 대체되었다는 것은 우리나
4) PRODY 지수는 정의상 1인당 GDP가 높은 국가의 수출경쟁력 혹은 경
쟁우위가 있는 상품일수록 그 값은 커지기 때문에 상품고도화 수준으
로도 불린다.

5) Freitas. M. L., C. Nunes and R. C. Neves (2015), “Productive experience and specialization opportunities for Portugal: an empirical assessment”, Portuguese Economic Journal, Volume 14, Issue 1, pp
5-30. Freitas et al.(2015)가 제시한 상품공간모형은 Hidalgo et al.(2007)
가 제시한 모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추정상의 약점을 보완한 방법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박문수 외(2018) 참조.
6) 상품공간상에 존재하는 모든 상품들 간의 유사성이나 연계성 수준을 거
리 개념으로 표시하는 현시연관성지수는 특정 상품이 비교우위를 갖고
수출된다는 조건하에서 상품공간상 유사한 생산능력을 필요로 하는 상
품이 비교우위를 갖고 수출될 수 있는 ‘조건부 확률(conditional probability)’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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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상위 10대 수출상품 변화 추이: 1992, 2004, 2016년
1992
sitc
description
수출액(십억 달러) 수출비중(%)
776
Valves/transistors/etc
7.76
10.13
653 Man-made woven fabrics
4.19
5.46
793
Ships/boats/etc
4.11
5.37
851
Footwear
3.18
4.15
781
Passenger cars etc
2.54
3.31
764 Telecomms equipment nes
2.34
3.05
752
Computer equipment
2.13
2.78
673
Flat rolled iron/st prod
1.97
2.58
334
Heavy petrol/bitum oils
1.62
2.12
848 Headgear/non-text clothg
1.59
2.07
수출액 총합
수출비중 총합
10대 수출상품 전체(총합, 평균)
31.44
41.03
2004
sitc
description
수출액(십억 달러) 수출비중(%)
764 Telecomms equipment nes
31.10
12.33
781
Passenger cars etc
24.60
9.77
776
Valves/transistors/etc
24.40
9.69
793
Ships/boats/etc
15.30
6.07
931
UN Special Code
13.70
5.44
759 Office equip parts/accs.
11.00
4.36
752
Computer equipment
10.10
4.02
784 Motor veh parts/access
5.33
2.11
511 Hydrocarbons/derivatives
4.25
1.69
778 Electrical equipment nes
4.14
1.64
수출액 총합
수출비중 총합
10대 수출상품 전체(총합, 평균)
143.92
57.13
2016
sitc
description
수출액(십억 달러) 수출비중(%)
781
Passenger cars etc
37.50
8.80
793
Ships/boats/etc
33.10
7.78
931
UN Special Code
30.60
7.19
784 Motor veh parts/access
21.90
5.15
764 Telecomms equipment nes
16.40
3.84
871 Optical instruments nes
16.20
3.80
778 Electrical equipment nes
16.00
3.76
772
Electric circuit equipmt
12.50
2.93
511 Hydrocarbons/derivatives
10.50
2.46
728 Special indust machn nes
10.20
2.39
수출액 총합
수출비중 총합
10대 수출상품 전체(총합, 평균)
204.90
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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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A
4.40
6.90
6.43
3.90
0.61
1.50
1.19
3.94
1.29
6.69
RCA 평균
3.68

PRODY
10,195
7,667
11,194
6,502
15,358
13,960
10,904
8,463
8,167
4,744
PRODY 평균
9,715

RCA
3.72
1.91
2.47
8.63
0.77
2.16
1.43
0.88
3.46
1.08
RCA 평균
2.65

PRODY
18,196
18,128
14,917
11,173
11,036
17,130
16,601
17,623
16,344
13,949
PRODY 평균
15,510

RCA
1.88
9.74
0.69
2.06
1.59
7.39
2.45
1.79
6.02
2.01
RCA 평균
3.56

PRODY
22,483
16,297
22,690
18,562
17,714
18,812
20,234
22,912
22,976
29,395
PRODY 평균
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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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등을 통해 상위 10대 수출상품의 상품 연계

가했으나 여전히 1992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

성 지표들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

고 있어, 주력 수출상품들의 경쟁우위가 긍정적

해 이 상품들의 상품공간상 위치를 파악하고자 한

인 영향을 끼치는 상품들의 범위가 전반적으로

다. 여기서 RRI 행렬 내 유의한 상품 수는 각 시점

1990년대에 비해 2010년대에 감소한 것으로 나

에서 경쟁우위를 가진 상품 생산에 사용되었던 역

타났다.

량 혹은 생산경험이 얼마나 많은 수의 연관상품

<표 2>의 마지막 열의 외향경로 지수는 ‘전반

경쟁우위에 긍정적(RRI>0) 혹은 부정적(RRI<0)인

적으로’ 어떤 한 상품의 생산 경험이 ‘다른 상품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7)

(other products)’의 경쟁우위를 발생시키는 데 어

1992년 기준 우리나라 상위 10대 수출상품들

느 정도로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

의 RRI 행렬 내 유의한 상품 수 평균값은 151.7개

한다.9) 따라서 외향경로 지수 값은 해당 상품이

로 나타나고 있어 10대 수출상품들은 평균적으로

상품공간 내에 중심부에 위치하는지, 아니면 주

151.7개의 연관상품의 경쟁우위 확보에 통계적으

변부에 위치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4

외향경로 값은 시점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지므로,

년의 경우 우리나라 상위 10대 수출상품들의 RRI

외향경로 값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는 것

행렬 내 유의한 상품 수 평균값은 101개였으나,

은 우리나라 상위 10대 수출상품들이 다른 상품들

2016년에는 125.9개로 증가해 우리나라 상위 수

의 생산에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출상품들과 다른 상품들 간 연계성이 확대된 것으

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한다.

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1992년의 평균값보

계산된 상위 10대 수출상품들의 평균 외향경로

다는 상대적으로 작아 우리나라 상위 수출상품들

지수 값을 보면 1992년에는 23.41이었으나 2004

과 다른 상품 간 연계성 수준은 1990년대에 비해

년에는 17.90으로 감소한 후, 2016년에는 23.32로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상

이는 <표 2>의 다섯 번째 열에 제시된 RRI>0
8)

위 10대 수출상품에 포함된 상품들의 생산경험이

인 상품 수 비중 에서도 다시 확인된다. 1992년

다른 상품들의 생산에 전반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

에는 상위 10대 수출상품들의 RRI>0 상품 수의 평

도가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다소 감소하였지만,

균 비중이 43.7%에 달했으나, 2004년에는 29.0%

그 이후에는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

로 감소했다. 반면, 2016년에는 36.1%로 다시 증

한 결과는 앞서 RRI 행렬 내 유의한 상품 수, RRI
가 유의하고 0보다 큰 상품 수 및 비중 등의 결과

7) 예를 들어, 1992년 기준 유의한 연관관계를 갖는 상품수가 150개인
SITC 653(Man-made woven fabrics)는 111개인 SITC 776(Valves/
Transisotrs/etc)에 비해 더 많은 상품들의 경쟁우위 확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8)해당 상품의 경쟁우위가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관
상품들이 전체 상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와는 외형상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즉, RRI 행
렬 내 유의한 상품 수, RRI가 유의하고 0보다 큰
9) 이 지수는 세계 전체 시장 속에서의 각 상품을 대상으로 정의되기 때문
에 개별 국가의 산업구조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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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상위 10대 수출상품 연계성 관련 변화 추이
1992
sitc

description

776
Valves/transistors/etc
653 Man-made woven fabrics
793
Ships/boats/etc
851
Footwear
781
Passenger cars etc
764 Telecomms equipment nes
752
Computer equipment
673
Flat rolled iron/st prod
334
Heavy petrol/bitum oils
848 Headgear/non-text clothg
10대 수출상품 평균
sitc

description

764 Telecomms equipment nes
781
Passenger cars etc
776
Valves/transistors/etc
793
Ships/boats/etc
931
UN Special Code
759 Office equip parts/accs.
752
Computer equipment
784 Motor veh parts/access
511 Hydrocarbons/derivatives
778 Electrical equipment nes
10대 수출상품 평균
sitc

description

781
Passenger cars etc
793
Ships/boats/etc
931
UN Special Code
784 Motor veh parts/access
764 Telecomms equipment nes
871 Optical instruments nes
778 Electrical equipment nes
772
Electric circuit equipmt
511 Hydrocarbons/derivatives
728 Special indust machn nes
10대 수출상품 평균

RRI 유의 상품 수

RRI>0 상품 수

111
150
138
185
152
147
114
230
123
167
151.7

111
150
138
185
152
147
114
230
123
167
151.7
2004

RRI유의 상품수

RRI>0 상품수

71
160
64
86
33
96
83
165
136
116
101

70
160
64
86
29
96
83
165
136
116
100.5
2016

RRI 유의 상품 수

RRI>0 상품 수

166
86
85
194
85
89
140
167
119
128
125.9

166
80
84
194
85
89
140
167
119
128
125.2

RRI>0 상품 수
1)
비중 (%)
32.0
43.2
39.8
53.3
43.8
42.4
32.9
66.3
35.4
48.1
43.7
RRI>0 상품수
비중(%)
20.2
46.1
18.4
24.8
8.4
27.7
23.9
47.6
39.2
33.4
29.0
RRI>0 상품 수
비중(%)
47.8
23.1
24.2
55.9
24.5
25.6
40.3
48.1
34.3
36.9
36.1

주 : 1) 전체 374개 상품 중 RRI 행렬 내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0보다 큰 값을 가지는 상품들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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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I<0 상품 수
0
0
0
0
0
0
0
0
0
0
0
RRI<0 상품수
1
0
0
0
4
0
0
0
0
0
0.5
RRI<0 상품 수
0
6
1
0
0
0
0
0
0
0
0.7

외향경로
(out-path)
18.39
25.28
20.50
29.46
26.10
22.49
16.48
34.78
15.01
25.57
23.41
외향경로
(out-path)
11.52
29.66
11.45
13.01
2.64
17.35
14.53
35.28
23.35
20.18
17.90
외향경로
(out-path)
33.61
8.90
13.14
39.36
15.21
21.82
24.10
29.07
21.07
26.91
23.32

산 업 경 제 분 석

상품 수 및 비중의 평균값은 1992년에 비해 2016

음에도 불구하고 외향경로 값의 차이가 크지 않다

년 값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10대 수출상품

면 상품 간 연관성의 정도는 크게 증가했다고 볼

들의 외향경로 평균값은 1992년과 2016년간에 거

수 있기 때문이다.

의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먼저 상품 간 연계

이러한 지수 간 차이는 비록 우리나라의 상위 10

성 측면에서 볼 때 1992~2016년 기간 동안 우리나

대 주력 수출상품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라 상위 10대 수출상품들이 다른 연관상품의 수

있는 연관상품 수는 줄어들었지만, 해당 연관상

출경쟁력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상품의 수는

품들에 미치는 그 영향의 크기는 상당히 늘어나

감소해 주력수출상품의 상품네트워크는 전반적

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는 외향경로 값

으로 위축된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나라 상위 10

은 정의상 연관상품의 수뿐만 아니라 각 상품과

대 주력수출 상품들의 경쟁우위 혹은 핵심역량이

의 연계성 수준(각 상품별 RRI 값 자체)에도 영향

연관상품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오히려 증가

을 주므로, RRI 행렬 내 유의한 상품 수가 훨씬 적

했음을 보여준다.

3. 우리나라 경쟁우위 수출상품의 ‘순밀도’ 지수 변화
우리나라의 상품별 순밀도(pure density)와 가

국가가 그동안 축적한 (생산)경험이 해당 특정 상

치상승여력(value increment)을 조합하여 1992

품의 생산에 필요한 역량과 연관성이 높음을 나

년, 2004년, 2016년 각 시점별 경쟁우위 수출상품

타낸다. 그래프상으로는 y축에서 멀어질수록 순

의 특화 패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밀도 값은 증가해, 해당 국가나 지역의 전반적인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산 경험이 상품 생산에 필요한 역량과 연관도가

Freitas et al.(2015)에 따르면 상품 간 ‘순밀도’는

높아짐을 나타낸다.

핵심역량과의 적합도를 판단하는 지표로서 한 국

‘가치상승여력’은 국가의 수출고도화 지수(EX-

가가 현재 특화된 상품 생산에 이용한 다양한 경

PY) 값 대비 각 상품별 상품고도화 지수(PRODY)

험 혹은 역량이 향후 생산을 고려하는 새로운 상

값 간의 비(odds)로 정의된다. 따라서 국가별-시

품(new product) 생산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

점별로 수출상품들이 어느 정도의 성장 잠재력이

을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한 국가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때 가치상승여력이 0보다

특정 상품과 관련된 순밀도 값이 크다는 것은 해

클수록, 즉 x축에서 위쪽으로 먼 값을 가질수록

당 국가가 특정 상품의 생산에 쉽게 적용될 수 있

상품의 상품고도화 지수 값이 해당 국가의 수출

는 생산 경험을 많이 축적했음을 의미하며, 해당

고도화 지수 값보다 큰 것을 의미하므로 추후 성

2 0 1 9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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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경쟁우위
경쟁우위상품의
상품의 순밀도-가치상승여력
<그림
순밀도-가치상승여력분포
분포추이
추이

0.00

1.00

년
1992년

-3.00

VALUE INCREMENT
-2.00
-1.00

776

0.00

5.00

10.00
PURE DENSITY

15.00

20.00

0.00

1.00

년
2004년

-3.00

VALUE INCREMENT
-2.00
-1.00

764

0.00

5.00

10.00
PURE DENSITY

15.00

20.00

1.00

년
2016년

-3.00

VALUE INCREMENT
-2.00
-1.00

0.00

781

- 10 -

0.00

5.00

10.00
PURE DENSITY

15.00

20.00

주
크기는지역
지역
총수출
주 :원의
원의 크기는
내내
총수출
대비 대비
비중.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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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기반으로 수출상품별 경쟁

력을 확인하고 미래 성장산업 식별을 위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나타난 시사점을 정리해보면 산업구조 고도화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산 업 경 제 분 석

장 여력이 있는 고부가가치 상품일 가능성이 크

대비 비중이 높은 상품들 상당수가 순밀도(pure

다 하겠다.

density) 값이 5 미만인 영역에 속해 우리나라의

<그림 1>에 제시된 우리나라의 연도별 수출상
품의 특화패턴을 살펴보면, 1992년 기준 우리나

핵심역량이나 특화패턴에 대한 적합도 혹은 연관
도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라 경쟁우위 상품의 대부분은 5~10의 순밀도 값

또한, 2016년에는 2004년과 비교할 때 전반적

을 보이며, 가치상승여력 값은 -0.5~0.5 수준에 집

으로 상품 대부분의 순밀도 값이 큰 쪽으로 분

중되어 있으나, 그 분포는 상당히 넓게 형성되어

포가 넓게 형성되고 있어 2004년과는 상당히 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2년 기준 최대 수출상

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 최대 수출상품인 SITC

품인 SITC 776(Valves/transistors/etc)은 순밀도

781(Passenger cars etc)은 임계값인 5보다 훨씬

값이 임계값 5를 약간 웃도는 값을 보여 우리나

큰 10.38의 값을 가져 우리나라의 핵심역량, 생

라의 핵심역량이나 축적된 생산 경험, 혹은 특화

산경험, 혹은 특화패턴과의 적합도가 매우 높은

10)

패턴에 적합한 상품으로 판단된다. 가치상승여

상품으로 나타났으며, 가치상승여력도 0보다 큰

력 역시 0보다 커 향후 성장 잠재력 있는 상품으

값을 가져 추후 성장잠재력이 높은 상품으로 나

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총수출 대비 비중이 큰 상

타났다.

품들은 대부분 순밀도(pure density) 값이 5 이상

이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특

인 영역에 속해 우리나라의 핵심역량이나 특화패

화 구조상 핵심역량과의 적합도는 전반적으로

턴에 대한 적합도 혹은 연관도가 높았던 것으로

1992~2004년에 감소한 후 2004~2016년에 크게

확인되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2000년 중후반에 우리나

2004년의 경우 경쟁우위 상품들 대부분은 순밀

라 수출상품들이 우리나라의 핵심역량에 잘 부

도(pure density) 값이 3~10, 가치상승여력(value

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하

increment) 값은 -1~0.5 수준에 모여 있으며, 1992

지만, 우리나라의 핵심역량과 가장 부합하는 상

년과 비교할 때 분포가 매우 좁게 형성된 것으

품들인 순밀도가 높은 상품들조차 가치상승여력

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대 수출상품인 SITC

(value increment)이 대부분 0보다 작아 추후 성

764(Telecomms equipment)는 순밀도 값이 5보

장잠재력의 관점에서는 바람직한 산업구조의 형

다 작은 3.86의 값을 가져 우리나라의 핵심역량,

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생산경험, 혹은 특화패턴과의 적합도가 낮은 상

우리나라가 추후 고부가가치 상품 위주의 고도화

품으로 나타났다.

된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가치상승여력

반면, 가치상승여력은 0보다 큰 값을 가져 추후

이 높은 상품 생산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강화해

성장잠재력이 존재하는 상품으로 보인다. 총수출

야 하며, 향후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신산업 선
정에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10) 분석대상 국가의 수출상품 중 RCA>1인 상품의 평균 순밀도 수준인 5
를 임계값으로 정하였다.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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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성장산업의 선정 기준과 정책방향
본 연구에서는 상품공간(product space) 모형

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국, 신성장산업은 한

을 기반으로 수출상품별 경쟁력을 확인하고, 미

경제 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래 성장산업 식별을 위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업이 되어야 한다. 동

석결과를 통해 나타난 시사점을 정리해보면, 산

시에, 산업구조상 중심에 위치하여 산업 간 효율

업구조 고도화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달

성과 생산성 확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

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과의 연계성이 높으면

써 경제전체의 성장과 고용의 원천이 되는 산업으

서 복합성이 높은 상품 생산에 필요한 핵심적인

로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술이나 지식, 혹은 자원을 보유한 산업을 신성

둘째, 기술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구조

장산업의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

로의 체질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앞

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기준으로 향후 신성

에서 언급한 신성장산업은 기본적으로 기술기반

장산업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정책의 방향성에

의 생산성과 부가가치 창출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대해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이 그 후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신성장산업

첫째, 신성장산업의 기준에 대한 재정립이 필

의 후보군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고부가가치 주

요하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력 산업구조에 대한 체질개선이 동반되어야 한

신성장산업은 새로운 핵심원천기술을 보유하고

다. 이는 최근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

있으면서 우리 경제의 부가가치와 고용을 늘리는

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은 현재 우리 주력

산업으로 정리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신성장산

산업인 기초소재, 기계, IT, 자동차 등을 근간으

업의 후보군은 해당산업 내에서 창출할 수 있는

로 파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산업과의 유기

경제적 성과물이 현 주력산업 대비 더 크게 나타

적 관계를 무시하고 독립적인 신산업창출을 위

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에 집중되었다. 하지만

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

이러한 기준은 융·복합을 통한 산업간 연계성 확

히, 선진국과 중국 등의 신흥국 사이에 끼어 넛크

대가 경제발전의 핵심 동인으로 여겨지는 지금의

래커(nut-cracker) 상황에 빠져 있는 현재 우리 경

경제패러다임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 하겠다. 박

제의 상황을 고려할 때, 기술기반 고부가가치 산

문수 외(2018)의 분석결과를 보면 한 나라의 수출

업의 출현이 지체될 경우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

고도화 및 경쟁력 결정에 있어 상품 간 연계성은

화는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정부

분명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

의 신산업 관련 정책은 산출물의 고부가가치화에

다. 따라서 신성장산업의 대상 조건 역시 기존의

집중되어야 하며 산업의 생산력, 고용 창출력, 혁

선정요건과 더불어 산업간 연계성에 바탕을 둔 외

신 잠재력, 대외 경쟁력 등을 기준으로 한 종합적

부효과(externality)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동

검토를 통해 고부가가치산업의 비중을 높이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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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두어 한다.

넷째, 신성장산업의 발전단계와 특성을 고려

셋째, 신성장산업의 핵심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한 차별화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전 세계

서는 산업 내 파급효과 및 낙수효과를 늘릴 수 있

를 관통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은 기존

는 역량 확보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실질적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더불어 고부가가치 신산

지원 간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 신성장산업의

업 창출 및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의 재편 필

핵심 요소는 산업생태계 내 중심부에 위치하여

요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먼저 산업생태계 전

산업 간 유발효과를 극대화하여, 이들 산업이 빠

반의 구조를 파악함과 동시에 산업 간 구조의 건

르게 성장할 경우 다른 산업의 생산 및 부가가치

전성과 후진성을 점검한 후 산업별 특성을 고려

도 동시에 성장시키는 산업이라는 점을 확인하였

한 단계별·세부 부문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

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그 파급

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산업의 혁신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신성장산업을

역량 향상을 위해 집중적인 정책대상이 되었던

둘러싼 가치사슬에서 핵심기술 및 주요 중간재를

R&D 지원뿐만 아니라 시장조성을 통한 수요창

제공하는 품목에 대한 국산화와 더불어 개별 기

출, 해당 분야 인력공급, 금융 혜택 등 신산업 창

업 차원에서 대응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정책지

출과 이를 성장시킬 기업의 경영활동 개선에 필

원이 필요하다. 특히,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요한 지원정책을 패키지화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

산업으로 부상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등 새

다. 이처럼 산업 간 연계성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로운 ICT와 관련 산업의 인력 양성, 지식재산권

신성장산업 육성정책은 우리의 산업구조가 특정

보호 등 정부의 정책판단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산업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며 풍요롭게

합리적 정책설계가 이뤄질 경우 신산업의 성장속

성장하는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도는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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