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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가치사슬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2008년 금융위기 전후
전·후방참여 효과의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세계투입산출표 데이터(World Input-Output Database, WIOD)를
이용하여 2000년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교역규모가 구조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위기 전후 비교 분석을 통하여 GVC 전·후방참여가 각국의 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GVC 참여 효과를 비교 분석하는 한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GVC 전·후방참여 효과도 비교 분석하였다. 국가 간 패널모형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하여 GVC 전·후방참여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특히 제조업 및 개
발도상국 대상 GVC 전방참여의 경제성장 효과가 위기 이후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비스업 및 선진국 대상 GVC 전·후방참여의 경
제성장 효과는 위기 이전에는 유의하였으나 위기 이후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추정되었다.

핵심 주제어: 글로벌 가치사슬, 전방참여도, 후방참여도, 경제성장, 글로벌 금융위기
JEL Classification Numbers: F14, F15, O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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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 논문은 세계투입산출표 데이터베이스(World Input Output Database, WIOD)
를 이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
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1) 구체적으로 국제무역에서의 글로벌 가치사슬
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전방참여(forward

participation)와

후방참여

(backward participation) 효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전방참여 효과는 한
국가의 수출품이 타국의 생산에 중간재로 투입되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전방참
여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고, 후방참여 효과는 한 국가의 생산을 위해
타국으로부터 수입한 중간재를 투입하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후방참여가 경제성
장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
향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 비교,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비교, 선
진국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교역의 비교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
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로 하여 GVC 전·후방참여가 경제성
장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특히 제조업 및 개발도상국 대상
GVC 전방참여의 경제성장 효과가 위기 이후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비스업 및 선진국 대상 GVC 전·후방참여의 경제성장 효과는 위기 이전에는 유의
하였으나 위기 이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 교역규모가 위기 이전 규모로 회복되지
못한 반면 각국의 GDP는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2) 네덜란드 정부의 싱크탱크인
CPB가 작성한 다음 <그림 1>에서도 글로벌 GDP에 비하여 글로벌 교역량이 회복되
고 있지 못함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에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1) 세계투입산출 데이터베이스(WIOD)는 네덜란드 University of Groningen에서 12개 연구기관과 함께
작성 및 발표하는 자료로 가장 최근 2016년 발표된 자료는 43개국 56개 산업에 대해 2000∼2014년
기간을 포함한다 (Timmer et al., 2016).
2) Constantinescu et al. (2015) IMF working paper, “The Global Trade Slowdown”과 Mckinsey Global
Institute (2019), “The Future of Trade and Value Chain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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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글로벌 교역과 GDP 비교: 2008년 금융위기 전후를 중심으로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Index 2008 Q3 = 100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는 무역의존도(약 80%)와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
율(약 40%)이 주요국가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으로 전개될 국제무역 구조의 변화에 대한 선제
적 정책 대응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Ⅱ장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를 보여
주는 주요통계와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Ⅲ장에서는 세계투입산출표를 중심
으로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된 데이터의 구성과 주요 특성을 보고하였다. Ⅳ장
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적 배경 소개와 함께
실증분석에 사용된 패널분석 계량모형을 설명하고 추정 결과와 그 해석을 보고하였
다. Ⅴ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와 학문적인 의의를 정리 요약하고 정책적인 함의를
논의하였다.

3

BOK 경제연구 제2020-12호

Ⅱ.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추세 및 관련 연구
1.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추세
글로벌 가치사슬(GVC)은 2000년대 들어 빠르게 성장했으나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약화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GVC 참여도는 측정하는 방법과
데이터에 따라 그 수치가 상이하지만, 주요 기관에서 발표하는 다양한 지표를 살펴
보면 대체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VC의 성장이 위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절
에서는 주요 기관에서 제공되는 GVC 참여도의 최근의 변화추이를 살펴본다.3)
UNCTAD의 World Investment Report (2018)에 따르면 아래 <그림 2>에서 보여
지듯이 2000∼2010년 기간 중 GVC 참여도 증가율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우
각각 11%, 13%에 달하였으나 2010∼2017년 기간 중 약 1%, 3% 수준으로 각각 크게
하락하였다. 개발도상국을 지역별로 나누어보면 아시아는 2000∼2010년 기간 중
GVC 참여도 증가율이 14%였으나 2010∼2017년 기간 중 4%로 감소하였고,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도 각각 11%, 14%에서 약 1%대로 크게 감소하였다.
<그림 2> GVC 참여도 증가율(%), 2000∼2010년, 2010∼2017년

자료: World Investment Report 2018 (UNCTAD, 2018)

3) 본 절에서는 GVC 참여도 변화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국제기구 및 선행연구에서 제공되는 GVC 참여도를
제시하였으며 지표별로 참여도를 산출하는 데에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되는 GVC 참여도
는 본 절에서 제시된 참여도와 다르게 정의되었으며 Ⅲ장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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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지역별 GVC 전·후방참여도
전방참여도

주: 외국의 수출에 포함된 자국 부가가치 비중
자료: OECD TiVA

후방참여도

주: 수출국의 총수출 대비 해외 부가가치 비중
자료: OECD TiVA

OECD는 부가가치 기준 무역데이터(Trade in Value-Added, TiVA)를 집계하여
국가별 GVC 전 ‧ 후방참여도를 지표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TiVA에서는 GVC 전방참
여도를 외국의 총수출에서 자국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GVC 후방참여도
를 자국의 총수출에 내재된 해외 부가가치 비중으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에서 해외 중간재를 수입하여 생산한 후 수출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 중 해외 중
간재가 차지하는 부가가치의 비중이 높을수록 우리나라의 후방참여도가 높아진다.
한편, 중국이 우리나라의 중간재를 수입하여 생산한 최종재를 제3국가로 수출할 경
우 중국 수출 중 우리나라 중간재 부가가치 비중이 높다면 우리나라의 전방참여도가
높아진다.
OECD TiVA 기준 2005∼2015년 기간 중 국가별 GVC 전방참여도(해외 총수출 중
자국 부가가치 비중)와 후방참여도(자국의 총수출 중 해외 부가가치 비중)의 지역별
추세는 <그림 3>에 보여진다. 전 ‧ 후방참여도 모두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
으로 2008년 이전까지는 증가하다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등락을 보이
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전방참여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남미 지역에서 위와
같은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북미지역과 유럽에서도 약하지만 유사한 추세가 나
타난다.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전방참여도 수준이 가장 낮고 변화가
크지 않으나 위기 기간 중 감소하고 이후 다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한편, 후방참여도의 경우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참여도 수준이 가장 높게 나
타나는데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해외 중간재를 수입하여 생산한 최종
재를 수출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변화추세를 살펴보면 후방참여도는
2008년까지 증가하다 2008∼09년에 크게 감소한 후 2011년까지 회복되다 그 이후
감소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2014년 이후 후방참여도 감소가 더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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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해졌는데, 이러한 아시아의 후방참여도 감소는 중국의 중간재 국산화의 영향이 반
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미와 유럽의 후방참여도 수준은 매우 낮으나 변
화추세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반면 중남미와 여타 지역의 경우 위기 이후 완만한 증
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WTO, OECD, World Bank 등이 공동으로 발간한 Global Value Chain
Development Report (2019)에서는 Wang et al. (2017)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총생
산을 부가가치 최종소비 및 원천에 따라 더욱 세부적으로 분해한 GVC 참여도를 제
시한다. 아래 <그림 4>는 1995∼2017년간 GVC 부가가치가 글로벌 GDP에서 차지하
는 비중의 변화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국내(Domestic)는 국내 수요를 위한
국내 생산활동이 글로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며, 나머지 3가지
GVC(Traditional GVC, Simple GVC, Complex GVC)는 각각의 GVC 교역과 관련된
활동이 글로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4) 전통적
(Traditional) GVC는 한 국가에서 생산된 최종재가 수출된 상대국에서 소비되는 전
통적인 교역의 부가가치가 글로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단순
(Simple) GVC는 국경을 한번만 통과하는 중간재 교역의 부가가치가 글로벌 GDP에

<그림 4> 글로벌 GDP대비 생산활동별 부가가치 변화추이(%), 1995∼2017년

주: Wang et al. (2017)의 부가가치 분해 방식으로 UIBE에서 산출한 GVC 지표로 1995∼2009년 기간은
WIOD(World Input-Output Database) 자료를, 2010∼2017년 기간은 ADB의 ICIO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
자료: WTO (2019)
4) Wang et al. (2017)에서 제시된 총생산 및 부가가치 분해방법에 따라 국내, 전통적 교역, 단순 GVC,
복합 GVC의 부가가치가 각각 글로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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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중간재가 수출되어 상대국에서 최종재
생산에 투입된 후 상대국 내에서 소비되는 경우이다. 복합(Complex) GVC는 국경을
최소 2번 통과하는 가치사슬의 부가가치 비중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예로 한 국가에
서 중간재가 수출되어 상대국에서 최종재로 생산된 후 제3국으로 재수출되어 소비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세 유형의 GVC 모두 전반적으로 2008년까지 증가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 크게
위축된 이후 다소 회복되다 2011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하거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난다. 복합 GVC의 비중은 전 기간에 걸쳐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1995∼2008년 기
간 중 증가속도가 가장 빠르게 나타났고 단순 GVC는 2008년부터 전통적 교역의 비
중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2∼2016년 중 GVC 활동의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이 중 감소폭은 복합 GVC, 단순 GVC, 전통적 GVC 순으로 크게 나타
났다. 2017년에는 GVC 활동의 비중이 전년에 비해 증가되었으나 이러한 증가추세
가 이어질 지에 대해서는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교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므로 이후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어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
하고 있다.
또한 GVC 참여도 변화를 국가 소득수준별로 나누어 본 결과는 아래 <그림 5>와
같다. 전반적인 변화 추이는 앞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인 후 위기 시 크게 하락하였고 2011년까지 회복되다 2012∼2016년 중 감
소하였다. 그러나 2017년에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전방참여도는 2008년까지
중간 소득수준 국가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1년 이후 중간 소득수준 국가

<그림 5> 국가 소득수준별 GVC 참여도 변화추이(%), 1995∼2017년
전방참여도

후방참여도

주: Wang et al. (2017)의 부가가치 분해 방식으로 UIBE에서 산출한 GVC 지표로 1995∼2009년 기간은
WIOD 자료를, 2010∼2017년 기간은 ADB의 ICIO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
자료: WTO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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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심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1995년 대비 2017년의 GVC 전방참여도 수준을 고려
할 때 전방참여도 증가는 고소득 국가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후방참여도 또한 글
로벌 금융위기 시 크게 하락한 이후 다소 회복되었으나 2011년 이후 중간 소득수준
국가를 중심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중간 소득수준 국가를 중심으로 한 GVC 참여도
감소는 중국 등 GVC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위 중간 소득국가가 산업고도화를
이루면서 수입 중간재를 국산화하는 등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 글로벌 가치사슬 관련연구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초 다단계 생산(multistage production)
및 수직분업(vertical specialization) 개념이 국제무역 연구에 도입되면서 시작되었
다고 할 수 있다(Yi, 2003 등). Hummels et al. (2001)은 중간재를 수입하여 한 국
가에서 최종재를 생산한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의 교역을 수직분업으로 정의
하고 14개 국가의 투입산출표를 활용하여 각국의 수직분업(Vertical Specialization,
이하 VS)지표를 산출하였다. 각국의 수직분업 지표는 산업별 총산출 대비 중간재 수
입 비중에 수출량을 곱한 값을 합산하여 산출되었다. 각국의 총수출 중 수직분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한 결과, 14개국의 총수출 중 약 21%가 수직분업에 의해 설명
되고 1970∼1990년 중 수직분업은 약 30% 증가하였다. 또한 이 국가들의 총수출
증가분 중 약 30%가 수직분업에 의해 설명됨을 발견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교역의
수직분업과 생산분업, 글로벌 가치사슬 관련 연구에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09년 세계교역이 급감한 원인 중 하나로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한 충격전파가 지적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에 관한 연구의 중
요성과 관심이 크게 증대되었다. (Bems et al., 2010, 2013; Eaton et al., 2016
등).5) 글로벌 가치사슬에 관한 연구를 크게 분류하면 글로벌 가치사슬을 측정하는 지
표를 소개하고 개발하는 연구(Johnson and Noguera, 2012; Koopman et al., 2014;
Wang et al, 2017 등), 글로벌 가치사슬을 이론적으로 모형화하는 연구(Baldwin
and Venables, 2013; Antras and de Gortari, 2017; Antras et al., 2017 등), 글
로벌 가치사슬의 특징과 그 영향을 분석하는 다양한 실증연구(Criscuolo et al.,
2015; Timmer et al., 2016; Chung, 2016; Kim et al., 2019 등) 등으로 나누어 볼

5) Bems et al. (2010, 2013), Eaton et al. (2016) 등의 연구는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수요감소
충격이 교역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내구재 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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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여러 측면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
운데, 일련의 연구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이 약화되면서 세계
교역이 둔화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Constantinescu et al., 2015 등). 그렇다면 글
로벌 가치사슬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변화되었을 가
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기산·장태윤(2018)은 2000년대 들어 빠르게 확산되던 글로벌 가치사슬이
2012년 이후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가 2008년 14.1%
를 기록하며 정점을 이루었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 13.2%까지 감소
하였다. 특히 2012년 이후 중국, 인도와 같은 신흥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약
화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전기·전자산업의 생산에서 해외 수입 중간재 투입
(후방참여도)이 하락하고 있으며 이러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약화는 지속적인 보호무
역주의 강화, 아시아 주요 제조국의 내수중심 경제로의 변화,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
국의 생산비용 차이 축소 등에 기인한다고 평가하였다.
McKinsey Global Institute (2019)에서는 방대한 무역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글로
벌 가치사슬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제조
업의 가치사슬 증가는 무역의 증가보다 낮아지고 있다. 둘째,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서비스업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셋째, 노동비용의 차이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
의 확대는 감소하고 있다. 넷째, 지식기반 산업에 있어서 글로벌 가치사슬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다섯째, 이전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비하여 좁은 지역에서의 가치사
슬은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
로벌 가치사슬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의 메커니즘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에 대해서
는 Ⅳ.1장의 글로벌 가치사슬과 경제성장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에서 선행연구
를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한편, 다수의 실증연구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와 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를 지표화하여 국가별 수출 및 부가가치 생산에 미치는 영향
을 추정하였다.6) Kim et al. (2019)은 각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및 참여위치
가 부가가치 기준 수출비중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2000∼2011년 중 61개국에 대
한 OECD-WTO의 부가가치 기준 교역자료(TiVA)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방참여도 및 위치가 높을수록 부가가치 기준 수출비중이 증가
6) 그 밖에 글로벌 가치사슬과 생산성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로는 Criscuolo et al. (2015) 등이 있는데,
개괄적인 관계를 통계로 제시하고 있으나 정치한 분석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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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산업별로 전방 및 후방참여도의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초점을 맞추어 글로벌 가치사슬의 현황과 영향을 분석한 연구
는 다음과 같다. Chung (2016)은 우리나라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가 제조업 부
가가치와 고용구조에 미친 영향을 1995∼2011년 중 세계투입산출표 데이터(WIOD)
로 분석하였다. 그의 연구에서는 분석 기간 중 우리나라의 총수출 대비 부가가치 수
출비중은 낮아졌지만, 외국으로의 중간재 공급이 활발히 이루어져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높아지면서 국내
제조업의 고용은 보다 고숙련 노동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임금격차가 증대되었음
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와 연관성이 높은 연구인 Wang et al. (2017)은 WIOD를 활용하여 국경을
1회 통과하는 단순 글로벌 가치사슬과 2회 이상 통과하는 복합 글로벌 가치사슬을
총생산 및 부가가치 기준으로 분해하고 국가별 글로벌 가치사슬 전·후방참여도를
측정하였다. 이렇게 측정된 전·후방참여도가 국가별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추
정하고 기간별로 그 영향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2∼2008년과 직후인 2010∼2011년 기간에는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가 높을수
록 경제성장이 높아지는 효과를 유의하게 발견하였으나 2009년에는 낮아지는 효과
를 발견하였고, 2012년 이후에는 유의한 영향을 찾지 못하였다. 또한 분석표본을 선
진국으로 한정하였을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양(+)의 효
과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Hummels et al. (2001)이 제시한 수직분업지표(VS) 및 Wang et
al. (2017)이 제시한 부가가치 기준 GVC 전·후방참여도 등을 참고하여 WIOD 데이
터로 국가별 GVC 전·후방참여도를 산출하여 GVC 참여가 국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모형으로 분석하였다. Wang et al. (2017)에서는 GVC 참여도를 단순 및
복합 참여도로 세분화하여 분해한 후 그 영향의 차이를 살펴보는 데에 초점을 맞춘
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Hummels et al. (2001)의 VS지표를 준용하여 중간재 수출
입의 산업별 생산대비 비중을 GVC 참여도로 지표화하여 GVC 전·후방참여도가 경
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선진국과 개도국별 분석표본을 나누어서
분석한 Wang et al. (2017)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선진국 및 개도국에 대한
GVC 전·후방참여도를 구분하여 지표화 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본 연
구는 서비스업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그 영향의 기간별 변화를 분석한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글로벌 금융위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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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국가패널 분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영향 차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에 따른 영향 차이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에서
미흡하였던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

Ⅲ. 자료 및 변수의 구성7)
본 연구에 사용된 WIOD 데이터는 2000∼2014년 기간 중 43개국의 56개 산업의
투입산출 관계를 아우르고 있어 관측치 수가 36,120에 이르는 등 국제산업연관표로
서 상당히 큰 범위의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여타 국제산업연관표가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WIOD는 산업분류가 가장 세분화되어 있고 국가 간 정합성이 높은 자료로
평가된다.8) WIOD를 주요 자료로 이용함에 따라 2000∼2014년 기간에 대해 43개
국가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고, 이에 따라 추정에 사용된 다른 변수들의 데이터도
시계열 범위를 조정하여 사용하였다.
<표 1>은 WIOD의 구조를 3개국 3개 산업으로 간략하게 도식화하여 보여준다. 각
행은 한 국가의 각 산업의 산출이 자국 및 상대국의 중간투입과 최종수요로 배분되
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각 열은 한 국가의 각 산업이 생산을 위해 자국 및 상대국
으로부터 투입한 중간투입과 부가가치를 분해하여 보여주고 있다. 즉, 각 행에서는
한 국가의 산업별 생산 중 중간재로 상대국의 생산에 투입된 수출규모를 알 수 있
고, 각 열에서는 한 국가의 산업별 생산을 위해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한 중간재 투입
규모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자료의 특성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가·산업별 글로벌 가치사슬 참
여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각국의 산업별 총산출 대비 중간재 수출입 비중을 중
심으로 전방참여도(forward participation,  )와 후방참여도(backward participation,

7) WIOD의 자료 정리에는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 양선주가 큰 도움을 주었다.
8) WIOD는 2000~2014년 기간의 43개국 56개 산업에 대한 국제산업연관표를 제공하고 있다. 43개국
외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Rest of World(ROW)로 분류하여 포함하고 있다. 이 외에 Eora
multi-region IO Database는 1990~2015년 기간의 189개국의 26개 산업에 대한 국제산업연관표 자료
를 제공하고 있으며, OECD Inter-country IO Tables는 1995, 2000, 2005, 2008~2011년 기간의
63개국 34개 산업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ADB Multi-regional IO Tables는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45개국에 대한 2000, 2005~2008, 2011년의 국제산업연관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WIOD는 산업분류가 가장 세분화 되어있고 국민계정체계(SNA, 2008)을 반영하고 있어 국가 간 정합성
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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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세계투입산출표(WIOD)의 간략한 구조
중간수요 및 부가가치
국가1

최종수요

국가2

국가3

국가1

산업1 산업2 산업3 산업1 산업2 산업3 산업1 산업2 산업3 부문별

산업1 

국

가 산업2 
1

중
산업3 
간

산업1 
투 국

입 가 산업2 
2

산업3 
공

산업1 
급
국

가 산업2 
3

산업3 
총 중간투입
부가가치
총 산출



 

국가3

부문별 부문별

총
산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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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다음과 같이 정의 및 구성하였다.
글로벌 가치사슬 상에서 전방참여는 원자재 및 부품·소재 등 중간재를 수출함으로
써 이루어지므로 각국의 산업별 수출에서 중간재 수출비중이 높을수록 전방참여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9) 따라서 전방참여를 측정하는 변수   는 국가의 산업
의 총산출 대비 중간재 수출비중으로 정의하였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
임가공업(  )의 총산출 중 43개국 56개 산업 생산의 중간재로 투입된 수출의 비
중이 각 산업별 전방참여도가 된다.10) 즉, 중간투입 행렬 부분 중 자국을 제외한 각
행의 합은 중간재 수출을 의미하며 이를 각 행의 총산출로 나눈 값이 중간재 수출비
중을 나타내는 전방참여도이다. 이를 통하여 2408개의 43개 국가의 56개 산업에
대하여 전방참여도 변수   를 구성하였다.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 상에서 후방참여는 원자재 및 부품 ‧ 소재 등 중간재를 수입
함으로써 이루어지므로 각국의 산업별 생산에서 수입 중간재 투입비중이 높을수록

9)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를 OECD TiVA, Wang et al. (2017) 등의 선행연구와 같이 부가가치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직접적이고 정교한 측정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에
대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를 나누어 보는 데에 용이한 방법으로 총산출 및 중간재 수출입액 기준의
간접적인 측정 방법을 사용하였다. 각국의 산업별 중간재 수출입액과 부가가치 간에 차이가 있지만
중간재 수출입의 비중이 높을수록 각국의 산업별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의 중요도가 높다는 가정하에
글로벌 가치사슬의 간접적 참여도를 산출하였다.
10) 자국을 제외한 42개국과 ROW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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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참여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후방참여도 지표   역시 국가의 
산업의 총산출 대비 중간재 수입비중으로 정의하였다. 예를 들어, 캐나다(   )
의 기계산업(  )의 생산을 위해 외국의 56개 산업으로부터 수입된 중간투입을
동 산업의 총산출로 나눈 값을 후방참여도로 정의하였다. 즉, WIOD의 중간투입 행
렬 부분의 각 열의 합을 활용하여 후방참여도를 측정하였다. 이 역시 2,408개의 43
개 국가의 56개 산업에 대하여 후방참여도 변수   를 구성하였다.
추정에 있어서 종속변수로서 국가별 성장을 나타내는 실질GDP(    ) 증
가율은 IMF와 OECD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한 국가의 성장에 기여하는 설명변수
로 자본(   ), 인구(   ), 실질이자율(   ), 실질실효환율(   )이 포
함되었고, 이들 자료는 UN의 population forecast, IMF, CEIC, OECD등의 데이터
베이스를 통하여 구축하였다. 실질이자율(   )의 경우 IMF의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각국의 시장 명목이자율에서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증가율을 차감하여
산출하였다. 또한 최근 경제 성장에서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R&D)
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OECD의 데이터 베이스를 통하여 각국의 연
구개발 지출(   )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다양한 측면에
서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제조업(manufacturing)과 서비스업(service)의 전·후방
참여도를 각각 구분하여 산출하였다.11) 이를 통하여 43개국 제조업의 전·후방참여
도와 서비스업의 전·후방참여도가 각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차별화된 효과를 살
펴볼 수 있다. 56개 산업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류는 우리나라 통계청의 표준산업
구분을 따라 구별하였으며, 제조업은 19개 산업, 서비스업은 29개 산업을 각각 포함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표준산업구분에 따르면 국제투입산출표(WIOD)의 56개 산업
중 8개 산업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포함되지 않는 산업이 존재한다. 제조업과 서비
스업의 구분은 다음의 <표 2>에 보고하였다.

11) 제조업의 GVC 참여도는 각국의 제조업의 총산출 중 중간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서비스
업의 GVC 참여도는 각국의 서비스업의 총산출 중 해외 중간수요로 수출된 비중을 기준으로 하였다.
서비스업의 GVC 참여에 대한 예를 들면 미국의 과학기술관련 전문서비스업에서 우리나라 컴퓨터‧
전자산업이나 건축산업의 중간투입으로 제공하는 연구 및 기술관련 서비스 등이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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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제조업(manufacturing)과 서비스업(service) 산업의 구분
구분

제조업
(19개
산업)

서비스업
(29개
산업)

산업

Food products, beverages and tobacco products
Textiles, wearing apparel and leather products
Wood and products of wood and cork, except furniture
Paper and paper products
Printing and reproduction of recorded media
Coke and refined petroleum products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Basic pharmaceutical products and pharmaceutical preparations
Rubber and plastic products
Other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Basic metals
Fabricated metal products, except machinery and equipment
Computer, electronic and optical products
Electrical equipment
Machinery and equipment
Motor vehicles, trailers and semi-trailers
Other transport equipment
Furniture; other manufacturing
Repair and installation of machinery and equipment
Wholesale and retail trade and repair of motor vehicles and motorcycles
Wholesale trade, except of motor vehicles and motorcycles
Retail trade, except of motor vehicles and motorcycles
Land transport and transport via pipelines
Water transport
Air transport
Warehousing and support activities for transportation
Postal and courier activities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 activities
Publishing activities
Motion picture, video and TV program production, sound recording and music publishing activities
Telecommunications
Computer programming, consultancy and related activities; information service activities
Financial service activities, except insurance and pension funding
Insurance, reinsurance and pension funding, except compulsory social security
Activities auxiliary to financial services and insurance activities
Real estate activities
Legal and accounting activities; activities of head offices; management consultancy activities
Architectural and engineering activities; technical testing and analysis
Scientific research and development
Advertising and market research
Other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activities; veterinary activities
Administrative and support service activities
Public administration and defense; compulsory social security
Education
Human health and social work activities
Other service activities
Activities of households as employers
Activities of extraterritorial organizations and bodies

주: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 구분을 따름. WIOD의 56개 산업 중 8개 산업 제외. 각주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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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또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는
접근으로서 각국의 GVC 전·후방참여도를 선진국(advanced economy)과 개발도상
국 및 신흥국(emerging economy)에 대한 참여도로 나누어 분석이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 각국의 총산출 대비 중간재 수출입 비중을 계산할 때 수출입 대상국이 선진
국인 경우와 개발도상국인 경우를 나누어 산출하였으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분
류는 IMF의 선진국(advanced economy)과 신흥국(emerging economy) 기준을 사용
하였다. 아래 <표 3>에 선진국과 신흥국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표 3>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신흥국의 구분
구분

국가

선진국
(31국가)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Ireland, Italy, Japan, Republic of
Korea, Latvia, Lithuania, Luxembourg, Malta, Netherlands, Norway, Portugal,
Slovakia,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aiwan,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개발도상국/신흥국
(12국가)

Brazil, Bulgaria, China, Croatia, Hungary, India, Indonesia, Mexico, Poland,
Romania, Russian Federation, Turkey

주: IMF의 advanced economy와 emerging economy의 구분을 따름

추정에 사용된 주요 변수의 통계적 특성과 그래프는 다음의 <표 4>와 <그림 6>에
각각 보고하였다.
<표 4> 주요 변수들의 통계적 특성: 43개국, 2000∼2014년
변수
(Variables)

평균
(Mean)

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

실질 GDP 증가율( 
)


1.23%

3.87%

전방참여도(  )

0.026

0.11

후방참여도(  )

0.027

0.20

자본량 증가율(  )

0.32%

15.47%

연구개발 지출 증가율( 
 )

3.42%

8.28%

인구 증가율(   )

0.45%

0.77%

실질 시장이자율(  )

2.56%

5.80%

실질실효환율 변화율(  )

-0.24%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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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주요국의 GVC 전·후방참여도: 2000∼2014년12)
a) 한국의 전방참여도(  )

b) 한국의 후방참여도(  )

c) 중국의 전방참여도(  )

d) 중국의 후방참여도(  )

e) 일본의 전방참여도(  )

f) 일본의 후방참여도(  )

g) 미국의 전방참여도(  )

h) 미국의 후방참여도(  )

i) 독일의 전방참여도(  )

j) 독일의 후방참여도(  )

주: 전(후)방참여도는 산업별 총산출 대비 중간재 수출(입) 비중의 가중평균 값임

12) <표 2>에 보여지는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 구분에 따르면 WIOD에 제시된 56개 산업 중 제조업과
서비스업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산업들이 존재한다. 농업, 수산업, 건설업, 전기업, 수도업, 하수도
업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 부분의 산업생산이 총 산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22% 정도이다.
따라서 일부 국가에서는 총전(후)방효과와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후)방효과의 합과 차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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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글로벌 가치사슬과 경제성장의 관계: 이론 및 실증분석
1. 이론적 배경
본 절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자 한
다. 한 경제 내의 생산은 다음과 같이 생산요소와 기술력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는 생산량,  와  은 각각 생산에 투입되는 자본과 노동,  는 생산요소
외에 기술력 등 생산성을 의미한다. 생산량 Y는 자본과 노동 등 요소투입과 생산성
의 불감(non-decreasing) 함수( •)로 가정한다. 한 경제 내의 생산은 자본 및 노
동과 같은 요소투입 외에 생산성에 의해 설명되는데, 생산성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
인 중 하나로 GVC를 들 수 있다. 즉, 생산성은 생산효율과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GVC, R&D 등에 대해 불감(non-decreasing) 함수라고 가정할 때, 아래와 같이 생
산성(  )의 결정함수를 표현할 수 있다.13)

    &
따라서 GVC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와 같이 GVC가 생산성을 향상시켜
생산을 증대시키는 경로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      ×′    ≥ 




GVC가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는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대해
Criscuolo et al. (2015)는 GVC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

13)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로 GVC외에 연구개발(R&D)이 포함되었는데, R&D가 생산성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서는 Griliches (1980)이래로 다양한 연구에서 분석되어 왔다. 한편 최근 연구에 따르면
GVC와 R&D 두 변수의 관계는 독립적이지는 않을 수 있는데, Lee and Hur (2019) 등에 따르면 GVC와
R&D간에는 보완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VC 후방참여의 경우, 중간재를 수입하는 기업들이
R&D를 동시에 수행하여 최종재 생산의 국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고, GVC 전방참여의 경우 고부가
가치 소재 및 부품 수출기업들이 R&D도 함께 수행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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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보여주는데, 이로부터 GVC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경로를 크게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GVC는 생산의 수직분업(vertical specialization)과 오프쇼어링(offshoring)
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국가 간 교역비용이 감소하고 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생산효율성이 높은 국가로 각 생산단계가 분업화되면서 상품생산의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 즉, 한 국가 내에서 효율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생산단계만 국내에
서 이루어지고 국내생산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단계는 해외로 오프쇼어
링 되면서 기업은 전체 생산에서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다. Grossman and
Rossi-Hansberg (2008)은 자국 내에서 효율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일부 생산공정
에만 특화하여 국제분업에 참여함으로써 국내 자원의 재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져 전체적인 산업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보였다. 이렇게 특화된 수직분업을 통
해 국내 생산성이 향상되는 경로는 GVC 전·후방참여가 높아질수록 생산성이 향상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GVC를 통해 수입 중간재를 생산에 투입함으로써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
국산 중간재보다 품질이 우월하거나 비용부담이 적은 수입 중간재를 생산에 투입함
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중간재 수입을 통해 선택 가능한 중간재가 다양해진
다는 측면에서도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miti and Konings,
2007; Kasahara and Rodrigue, 2008; Goldberg et al., 2010; Topalova and
Khandelwal, 2011; Bas and Strauss-Kahn, 2015; Halpern et al., 2015) 이는 특
히 GVC 후방참여로 인한 생산성 증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다국적기업이 GVC를 구축하면서 지식전파가 이루어지는 경로로 생산성 향
상이 가능하다. 다국적기업의 GVC에 참여하는 산업에서 후방연계성을 통해 생산성
향상 파급효과가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Havranek and
Irsova, 2011; Alfaro, 2014) 그러나 다국적기업이 국내기업과의 경쟁이 강해지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국내기업이 퇴출되는 과정에서 생산성 향상 파급효과가
단기적으로는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Aitken and Harrison, 1999;
Kosova, 2010)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경로를 통해 GVC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생산성 증가가 경제성장을 가져온다는 생산함수의 구조를 연결해볼 때 GVC
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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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증모형 및 추정결과
본 논문의 핵심 연구 주제인 ‘국가 간 GVC 전·후방참여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하여 WIOD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후방참여도를 나타내는 변수   와   는 앞 Ⅲ장에서 설명된 대로 각각 구
성하였다. 전방참여도를 나타내는 변수   는 국가의 산업 별로 구성되어 있는
데 한 국가 내에서 56개 산업의 전체적인 전방참여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각 산업의
전방참여도를 가중평균(weighted average)하였다.14) 이는 다음의 (1)식과 같이 국
에서 발생하는 전체적인 전방참여도를 나타낸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2)식에서 국
의 전체적인 후방참여도를 산출하였다.

  ∑  

(1)

  ∑  

(2)

단,   는 국가  산업의 생산이 전체 산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실증분석을 위하여 다음의 (3)식에 보여지는 패널모형(panel model)을 사용하게
된다. 추정모형은 Barro (1996) 이후 실증적 성장모형 추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
는 추정식을 사용하였다. 즉, 선형화된 생산함수에 기초하여 피설명변수 실질GDP의
증가율을 설명하는 설명변수(explanatory variable)로서 자본량의 증가율과 노동량
의 증가율을 사용한다. 또한 최근 첨단 산업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각국의 연구개발(R&D) 지출 증가율도 설명변수에 포함한다. 이러한 경제성장에 영
향을 미치는 기본변수들을 통제한 후,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전·후방참여도
변수   와   를 추정식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추정식에서 전방참여도와 후방참
여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역할은 자본과 노동에 직접 영향을 주는 역할보다는 암묵
적으로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통하여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
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피설명변수(dependent variable)로서 실질GDP 증가율( 
)이 있


으며, 설명변수(independent variable)로서 위에 설명된 전방참여도(∑      )

14) 산업 가중치  는 산업의 생산과 전체 56개 산업의 생산의 비율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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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후방참여도(∑      )가 포함되었다. 또한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자본량
의 증가율( ), 인구 증가율( ), 연구개발 지출 증가율( 
 ), 실질이자율( ), 실질
실효환율(  ) 변화율 등을 설명변수로 포함하게 된다. 특히 전방참여도와 후방참
여도 변수는 모두 시계열적인 상관관계가 높은 관성효과(momentum effect)를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동일시점의 변수와 1기 시차 변수 모두를 설명변수로서 포함
하였다.15)

               


     
      

(3)


는  국의 실질GDP 증가율, 는 시계열 추세선,   와   는 각
단,  


각  국의 GVC 전 ‧ 후방참여도,  는  국의 자본량 증가율,  는 인구 증가율,  

는 연구개발 지출 증가율,  는 실질 시장이자율,   는 실질실효환율 증가율,  
은 오차항.
실증분석은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3가지의 관점에서 실행되었다. 첫째, 2008년
의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GVC 전 ‧ 후방참여 효과의 비교, 둘째, 제조업과 서비스
업의 GVC 전 ‧ 후방참여 효과의 비교, 셋째, 각국의 GVC 전 ‧ 후방참여 대상국을 선
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나누었을 때 효과 비교이다. 아래 Ⅳ.2.1절에서 Ⅳ.2.5절까
지 차례로 위의 연구 순서에 따라 추정결과와 그 해석을 보고하였다.

15) 전방참여도(∑   ) 변수는 0.821 그리고 후방참여도(∑   ) 변수는 0.8921의 1기 시차
변수와의 시계열 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다른 설명변수(independent variables)에서는 시계열
상의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두 변수가 1기 시차변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상황은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완전한 다중공선성(perfect multicollinearity)가
아니면 OLS의 가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 변수의 1기 시차변수를 추정에 포함하였다. 더 나아가
추정모형의 설정에 있어서 전방참여도(∑   )와 후방참여도(∑   )의 제곱항을 포함하
여 두 효과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한계효과가 감소하는지도 살펴보았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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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전 산업에 대한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효과 비교
첫번째 실증분석은 43개 국가의 56개 전 산업의 GVC 참여도의 효과를 2000∼
2014년 기간을 모두 포함한 추정으로서 앞으로 전개될 다양한 추정에서의 기준점
(benchmark)으로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되는 WIOD 데이터는 2000년에서
2014년까지 43개국의 56개 산업을 아우르고 있어 패널데이터 구축이 가능하다. 이
러한 패널데이터는 시계열의 관찰 수( )가 15인 반면 횡단면의 관찰 수(  )는 43이기
때문에 개체수에 비해 시계열이 짧은 형태(short and wide)의 패널자료가 된다. 이
러한 패널데이터 구조하에서 일반적으로 추정식의 절편항의 차이가 국가별로 존재
하며, 각 독립변수 계수의 추정치는 동일한 고정효과(fixed effects model) 추정을
하게 된다.
또한 WIOD 데이터의 구성 상 가장 눈에 띄는 특성은 국가 시계열 자료의 시계열
상의 상호관계이다. 예를 들어 한 국가(  )에서 한 시점에 발생하는 충격(shock)이나
경기변동은 그 시점 이후의 모든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한 국가의 관찰
되지 않은 특징이 설명변수에 포함되지 않고 오차항에 포함된다면 같은 국가 추정식
의 오차항에 시계열 상의 상관관계로 남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추정에 있어서
클러스터 표준오차(cluster-robust standard error)를 사용하여 동일 국가의 오차
항에서 시계열 상의 상관관계를 보정하게 된다.16)
추정결과는 다음의 <표 5>에 보고되어 있다. 전 기간 2000∼2014년을 모두 포함
한 추정에서 각국 전 산업의 전방참여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누적 순효과
(cumulative net effect)는 0.1216 (1.2538-1.1322)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
나 전방참여도 1%p 증가시 경제성장률은 약 0.0012%p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
다.17) 그러나 후방참여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통제변수의 경우 자본증가율( ), 연구개발지출 증가율( 
 ), 실질실효환
율(  ) 증가율이 각각 1%p 증가할 때 경제성장률은 0.006%p, 0.0002%p,
0.005%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 그러나 인구증가율( )과 실질이자율( )이

16) 추정모형의 선택과 강건성(robustness)을 위하여 다양한 패널 추정모형을 검토하였다. 특히, 1) 피설명
변수(dependent variable) 시차변수(
   )를 설명변수(independent variable)로 포함시켜 GMM으로
추정과 2) 확률모형(random effect) 추정의 여부를 모두 검정한 결과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 누적 순효과(cumulative net effect)는 유의한 시차변수 계수의 합으로 추정되어 진다. Teräsvirta,
Tröstheim, and Granger (2010) 참조.
18) 분석시 실질GDP증가율와 인구증가율 변수는 %단위 자료를 사용하였고 그 외의 변수는 1이하의 증가율 값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인구증가율을 제외한 변수의 계수 추정치는 100으로 나누어 %p 기준으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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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0∼2008년)과 이후(2009∼2014년) 기간을 나
누어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위기를 전후로 하여 전 ‧ 후방참여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한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19) 위기 이전 전방참여의 누적 순효과
는 0.3887 (1.2077-0.8190)로 1% 수준에서 유의하였지만, 위기 이후 0.0126
(1.5802-1.5676)으로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방참여도가 1%p 증가할 때 위기 이전 경제성장률은 약 0.004%p 증가하였으나 위
기 이후 0.0001%p 증가하는 데 그쳤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후방참여 효과의 경우 위기 이전 누적 순효과는 -0.0265로 추정되었으나 위기 이
후 -0.0011 (-0.2414+0.2403)로 추정되었고 모두 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즉, 후
방참여도가 1%p 증가할 때 경제성장률은 위기 이전 0.0003%p 감소하였으나 위기
이후 0.00001%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후방참여 효과는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보
인다.
요약하면 전체 산업을 살펴볼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하여 GVC 전
방참여의 경제성장 제고효과는 유의하게 감소하여 위기 이후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
났으며, 후방참여 효과는 위기 전후 모두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결과는 제조업 뿐 아니라 비제조업을 포함한 분석결과이므로 GVC 참여가 두드러지
는 제조업의 경우를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제조업
과 서비스업에 대한 세부적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2.2. 제조업에 대한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효과 비교
본 절에서는 총 56개 산업 중 19개 제조업의 GVC 전 ‧ 후방참여 효과를 추정하였
다.20) 글로벌 가치사슬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강하게 형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체 산업보다는 제조업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후방참여가 높은 주요 신흥국 내에서 소재 및 중간재의 국산화가 가속화된
점을 고려할 때 제조업에서의 GVC 참여도가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의 변화를 살펴보
는 것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고부가가치 소재 및 부품 등 GVC 상위 생산단
계를 통한 전방참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조업의 GVC 전 ‧ 후
19) 전체기간을 금융위기 전(before)과 후(after)로 나누어 추정함에 있어 전후 기간에 각각 2008년과
2009년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도 추정하였으나 결과의 유의성과 추정치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20) 제조업 산업의 분류는 앞 Ⅲ장의 <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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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전체 산업에 대한 추정결과
               


      
       
단, 
는  국가의 실질GDP 증가율,  는 시계열 추세선,  는  국가의 GVC 전방참여도,


 는  국가의 GVC 후방참여도,  는  국가의 자본량 증가율,   는 인구 증가율, 
 는 연구개발
지출 증가율,  는 실질 시장이자율,  는 실질실효환율 증가율,  은 오차항.
I. 전 기간: 2000∼2014년
                        


(0.0000)
(0.0309)
(0.0000)
(0.0000)
(0.1252)
(0.2560)
       
          


(0.0000)

(0.0981)

(0.1401) (0.1052)

(0.0000)

Adjusted   = 0.8141

II.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 2000∼2008년
                        


(0.8612) (0.0411)
(0.0000)
(0.0000)
(0.0172)
(0.1872)
       
          


(0.0000)

(0.0575)

(0.4091) (0.7590)

(0.0000)

Adjusted   = 0.7273

III.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간: 2009∼2014년
                             



(0.0000)

(0.0001)

(0.0000)

(0.0000)

(0.0268)

(0.0311)


        
  
      
(0.0000)
(0.0471)
(0.4138) (0.8726) (0.0000)

Adjusted   = 0.7990
주: 추정치 아래 괄호값은 p-값을 의미, cluster-robust standard error 사용

방참여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추정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2000∼2014년 전체 기간에 대한 추정에서 각국
제조업의 전방참여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누적 순효과는 0.0856 (1.6253-1.5397)으
로 1%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후방참여도의 누적 순효과는 -0.2121로 10%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는 전방참여도가 1%p 증가하거나 후방참여도가 1%p 감소할 때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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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제조업 추정결과
               


      
       
단, 
는  국가의 실질GDP 증가율,  는 시계열 추세선,  는  국가의 GVC 전방참여도,


 는  국가의 GVC 후방참여도,  는  국가의 자본량 증가율,   는 인구 증가율, 
 는 연구개발
지출 증가율,  는 실질 시장이자율,  는 실질실효환율 증가율,  은 오차항.
I. 전 기간: 2000∼2014년
                          


(0.0000) (0.0005)
(0.0000)
(0.0000)
(0.0547)
(0.4277)
        
          

(0.0000)
(0.0329)
(0.6253) (0.8879) (0.0000)

Adjusted   = 0.8125

II.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 2000∼2008년
                        


(0.1915) (0.0000)
(0.0058)
(0.0033)
(0.0758)
(0.5647)
      
           


(0.0000)

(0.0721)

(0.5998)

(0.0959)

(0.0000)

Adjusted   = 0.7494

III.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간: 2009∼2014년
                        


(0.0001)
(0.0001)
(0.0000)
(0.0000)
(0.1682)
(0.7927)
        
          

(0.0000)
(0.0332)
(0.1495) (0.8688) (0.0000)

Adjusted   = 0.8027
주: 추정치 아래 괄호값은 p-값을 의미, cluster-robust standard error 사용

성장률은 각각 0.0009%p, 0.002%p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GVC 참여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참여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방참여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후방참여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단순조립 등 후방참
여보다 고부가가치 소재 및 부품 수출을 통한 전방참여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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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0∼2008년)과 이후(2009∼2014년)로 기간을
나누어 추정한 결과, 위기 전후로 제조업의 GVC 전 ‧ 후방참여의 경제성장 효과에 변
화가 유의하게 발생하였음을 볼 수 있다. 위기 이전 전방참여의 누적 순효과는
-0.0150 (0.8535-0.8685)이었으나, 위기 이후 0.0992 (2.0579-1.9587)로 상승하
였다. 즉, 위기 이전 전방참여도가 1%p 증가할 때 경제성장률은 위기 이전 약
0.0002%p 감소하였으나 위기 이후 약 0.001%p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후방참여도의 누적 순효과는 위기 이전 -0.2402로 10% 수준에서 유의하였
으나 위기 이후 유의하지 않게 추정되었다. 이는 후방참여도가 1%p 증가할 때 경제
성장률은 위기 이전 약 0.0024% 감소하였으나 위기 이후 그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요약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43개국 제조업에서 전방참여의 경제성장 제고
효과는 커졌으나, 후방참여의 경제성장 감소 효과는 위기 이후 소멸된 것으로 보인
다. GVC 참여에 있어 전방참여의 중요성이 위기 이후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는
위기 이후 제조업의 소재 및 부품 등 고부가가치 중간재 수출을 통한 GVC 전방참여
가 경제성장을 높이는 데에 중요성이 커졌음을 시사한다.

2.3. 서비스업에 대한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효과 비교
본 절에서는 총 56개 산업 중 29개 서비스업의 전‧ 후방참여의 효과를 2008년 글
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비교 분석한다.21) 제조업에서 GVC의 역할이 주로 관심을 받
았으나 서비스업에서도 그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업의 GVC
와 경제성장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중
간투입 수출 규모는 작지만 선진국을 중심으로 서비스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서비스업의 GVC에 대한 예를 들면, 미국의 과학기술 관련 전문서비스업에서
우리나라 컴퓨터‧ 전자 산업에 제공하는 연구개발 서비스나 건축산업에 제공하는 기
술관련 서비스 등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서비스업 GVC 전방참여, 우리나라의 입장에
서는 후방참여로 볼 수 있다.
추정결과는 <표 7>에 보고되어 있다. 전 기간 2000∼2014년에 대한 추정에서는
서비스업의 GVC 전방참여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누적 순효과는 0.7755로 5% 수준에
서 유의하게 추정되었으나 후방참여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게 추정되었다. 즉, 전방

21) 서비스업 산업의 분류는 앞 Ⅲ장의 <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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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서비스업 추정결과
               


      
       
단, 
는  국가의 실질GDP 증가율,  는 시계열 추세선,  는  국가의 GVC 전방참여도,


 는  국가의 GVC 후방참여도,  는  국가의 자본량 증가율,   는 인구 증가율, 
 는 연구개발
지출 증가율,  는 실질 시장이자율,  는 실질실효환율 증가율,  은 오차항.
I. 전 기간: 2000∼2014년
                     


(0.0000)
(0.00159)
(0.0492)
(0.1990)
(0.1282)
(0.5106)

       
  
      
(0.0000)
(0.0731)
(0.7884) (0.7223) (0.0000)

Adjusted   = 0.7918
II.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 2000∼2008년
                        


(0.3626) (0.0000)
(0.0413)
(0.0695)
(0.0926)
(0.0100)
        
          

(0.0000)
(0.0488)
(0.4608) (0.2162) (0.0000)

Adjusted   = 0.7480
III.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간: 2009∼2014년
                   


(0.0000) (0.0097)
(0.4823)
(0.7828)
(0.8513)
(0.2902)

        














(0.0000)
(0.0281)
(0.1455) (0.8002) (0.0000)

Adjusted   = 0.7621
주: 추정치 아래 괄호값은 p-값을 의미, cluster-robust standard error 사용

참여도가 1%p 증가할 때 경제성장률은 약 0.008%p 높아지지만 후방참여도의 효과
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위기 전후의 효과 변화를 추정한 결과, 전방참여 경제성장에 미치는 누적 순효과
는 위기 이전 0.1543 (0.9860-0.8317)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나 위기 이후
유의하지 않게 추정되었다. 후방참여의 효과는 위기 이전 0.4661 (-0.5844+
1.0505)로 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위기 이후 유의하지 않게 추정되었다.
이는 위기 이전에는 서비스업의 GVC 전후방참여도가 각각 1%p 증가할 때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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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이 약 0.0015%p, 0.0047%p 증가하였으나 위기 이후 그 효과가 관찰되지 않는 것
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GVC 참여가 글로벌 금융위
기 이후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지에 대해 세부 산업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GVC 참여는 생산자 및 수출입 업자들이 참여주체가 되기 때문에 서비스업에서도 공
공서비스 보다는 민간서비스 업종에서 더욱 활발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서비스업 중에서도 민간서비스에 대해서만 추후 분석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
다. 또한 서비스업의 GVC와 그 영향의 변화는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교
역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정책적 이슈와 연결지어 추후 더욱 심도있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4. 선진국에 대한 GVC 참여 효과
본 절에서는 각국의 GVC 참여 대상국을 31개 선진국에 국한하여 GVC 전·후방참
여가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2008년 금융위기 전후로 비교 분석한다.22) 일반적으
로 GVC에서 하위 생산단계는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개도국에서 이루어지
고 소재 및 부품 등 고부가가치 중간재 생산은 상대적으로 기술이 발달한 선진국에
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각국이 GVC 참여를 선진국과 개
도국 중 어떤 상대국에 대해 하는지에 따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지 분석
한다. 이를 위해 전방참여도는 각국의 산출대비 선진국에 대한 중간투입 수출비중으
로 정의하고, 후방참여도는 각국의 산출대비 선진국으로부터의 중간투입 수입비중
으로 정의하여 산출하였다.
추정결과는 <표 8>에 보고되어 있다. 2000∼2014년 전 기간에 대한 추정결과, 선진국
에 대한 GVC 전방참여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누적 순효과는 -0.0078 (1.4010-1.4088)로
추정되었고, 후방참여의 누적 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기간을 2008년 금융위기 이전(2000∼2008년)과 이후(2009∼2014년)로 나누
어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위기 전후로 GVC 전 ‧ 후방참여의 효과에 유의한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위기 이전 전방참여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누적 순효과는
0.0238 (1.1724-1.1486)로 나타났으나 위기 이후 -0.7231 (1.0724-1.7955)로 변화
하였으며 두 추정치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즉, 선진국에 대한 GVC 전방참

22) 선진국의 분류는 Ⅲ장의 <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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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선진국에 대한 전·후방참여 효과 추정결과
               


      
       
단, 
는  국가의 실질GDP 증가율,  는 시계열 추세선,  는  국가의 GVC 전방참여도,


 는  국가의 GVC 후방참여도,  는  국가의 자본량 증가율,   는 인구 증가율, 
 는 연구개발
지출 증가율,  는 실질 시장이자율,  는 실질실효환율 증가율,  은 오차항.
I. 전 기간: 2000∼2014년
                         


(0.0067)
(0.0018)
(0.0000)
(0.0000)
(0.5744)
(0.5971)

        
  
      
(0.0000)
(0.0442)
(0.3254) (0.4695) (0.0000)

Adjusted   = 0.8135
II.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 2000∼2008년
                           


(0.8415) (0.0000)
(0.0001)
(0.0000)
(0.0054)
(0.0059)
       
           

(0.0000)
(0.0681)
(0.4014) (0.0839)
(0.0000)

Adjusted   = 0.7588
III.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간: 2009∼2014년
                      


(0.0024) (0.0042)
(0.0001)
(0.0000)
(0.1330)
(0.4639)

        














(0.0000)
(0.0491)
(0.2879) (0.2842) (0.0000)

Adjusted   = 0.8063
주: 추정치 아래 괄호값은 p-값을 의미, cluster-robust standard error 사용

여도가 1%p 증가할 때 경제성장률은 위기 이전 약 0.0002%p 증가하였으나 위기 이
후 약 0.007%p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후방참여도의 누적 순효과는 위기 이전 0.0286 (-0.8222+0.8508)으로 1% 수준
에서 유의하게 추정되었으나, 위기 이후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는 선진국에 대한 GVC 후방참여도가 1%p 증가할 때 위기 이전에는 경제성장률이
약 0.0003%p 증가하였으나 위기 이후에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요약하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하여 각국의 선진국에 대한 GVC 참여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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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은 위기 이전 전‧ 후방참여 모두 양(+)의 효과를 유의하게
보였으나 위기 이후 이러한 효과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금융위기 이
전에는 GVC 상에서 선진국에 대한 GVC 전·후방참여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
를 가졌던 반면 위기 이후 전방참여 효과는 오히려 부정적이고 후방참여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생하여 선진국 실물경제가 침체되면서 선진국과의 GVC에서의 전·후방 참여관계
가 가져오는 효과가 변화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2000년대 후반 중국 등 주요 신
흥국의 중간재 투입 국산화 추세가 강화된 점 등과도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2.5. 개발도상국에 대한 GVC 참여 효과
본 절에서는 총 43개 국가 중 12개 개발도상국에 대한 GVC 전·후방참여가 각국
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23) 앞서 선진국에 대한 전·후방참여도가
각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과 비교하여 신흥국에 대한 GVC 참여가
각국의 경제성장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
에 대한 GVC 전방참여도를 각국의 총산출 대비 개발도상국에 대한 중간투입 수출비
중으로 정의하고, 후방참여도를 각국의 총산출 대비 개발도상국으로 부터의 중간투
입 수입비중으로 정의하여 산출하였다.
추정결과는 <표 9>에 보고되어 있다. 2000∼2014년 전체기간을 모두 포함한 추
정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GVC 전방참여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누적 순효과는
0.1085 (2.3821-2.2736)로 1% 수준에서 유의하게 추정되었고, 후방참여 효과는
-0.1052 (0.6786-0.7838)로 5% 수준에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즉, 전체 기간 중
개도국에 대한 GVC 전방참여가 1%p 증가할 때 경제성장률은 약 0.001%p 높아지는
반면 개도국에 대한 후방참여가 1%p 증가할 때 경제성장률은 약 0.001%p 감소하였
다.
추정기간을 위기 전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개도국에 대한 전방참여가 각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누적 순효과는 위기 이전 -0.9404 (1.7437-2.6841)였으나 위기
이후에는 2.3597로 상승했으며, 두 추정치 모두 5% 수준에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이는 개도국에 대한 전방참여가 1%p 증가할 때 경제성장률이 위기 이전에는 약
0.009%p 감소하였으나 위기 이후에는 0.024%p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개도국에

23) 개발도상국의 분류는 Ⅲ장의 <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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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개발도상국에 대한 전·후방참여 효과 추정결과
               


      
       
단, 
는  국가의 실질GDP 증가율,  는 시계열 추세선,  는  국가의 GVC 전방참여도,


 는  국가의 GVC 후방참여도,  는  국가의 자본량 증가율,   는 인구 증가율, 
 는 연구개발
지출 증가율,  는 실질 시장이자율,  는 실질실효환율 증가율,  은 오차항.
I. 전 기간: 2000∼2014년
                            


(0.0000) (0.0139)
(0.0001)
(0.0003)
(0.0128)
(0.0102)
       
          

(0.0000)
(0.0817)
(0.9934) (0.6643) (0.0000)

Adjusted   = 0.8032
II.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 2000∼2008년

                  

  
(0.0065)
(0.0000)
(0.0347)
(0.0105)
(0.6646)
(0.6488)

       
  
      
(0.0000)
(0.0628)
(0.4497) (0.1672) (0.0000)

Adjusted   = 0.7496
III.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간: 2009∼2014년
                         


(0.0081)
(0.0083)
(0.0106)
(0.2166)
(0.0153)
(0.0001)

       














(0.0000)
(0.0917)
(0.5313) (0.6848) (0.0000)

Adjusted   = 0.7865
주: 추정치 아래 괄호값은 p-값을 의미, cluster-robust standard error 사용

대한 GVC 후방참여가 각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누적 순효과는 위기 이전에는 유의
하지 않았지만, 위기 이후 -0.8472 (0.8836-1.7308)로 5% 수준에서 유의하게 추정
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위기 이후에는 각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GVC
전‧ 후방참여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구조적인 변화
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이후에는 개도국에 대
한 전·후방참여도가 각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뚜렷해졌음을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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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중간투입 수출을 통해 전방참여가 강해질수록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이 있는
반면 개도국으로부터 중간투입 수입 통해 후방참여가 강해질수록 경제성장에 부정
적 영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GVC에서 상위 생산단계를 선점하고 하위 생산단계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개발도상국에 특화시켜 전방참여를 강화함으로써 경제성장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VC가 약화되는 추세와 세계교역 둔화
가 지적되어 왔음에도 선진국에 대한 GVC 전·후방참여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은 약화된 반면 개발도상국에 대한 전방 참여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강화된 측면이 있음을 보여준다.

3. 추정 결과의 요약
위에 제시된 다양한 추정결과를 다음의 <표 10>에 요약 보고하였다. 1) 전 국가의
전 산업, 2) 제조업, 3) 서비스업의 GVC 참여효과, 4) 전 국가의 전 산업의 선진국
에 대한 GVC 참여효과, 5) 전 국가의 전 산업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GVC 참여효과
에 대해 2000∼2014년 전체기간에 대한 효과 분석과 함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기간별 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를 비교하면 GVC 전·후방참여가 경제성
장에 미치는 영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하여 대부분의 추정결과에서
유의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특히, 제조업의 추정결과와 개발도상국에 대한 GVC 참여의 추정결과 사이에 유사
점이 발견되었다. 즉, 제조업의 GVC 전방참여와 개발도상국에 대한 GVC 전방참여
가 경제성장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의하게 나타났
다. 한편, 서비스업의 추정결과와 선진국에 대한 GVC 참여의 추정결과 사이에도 유
사점이 나타났는데, 서비스업과 선진국에 대한 GVC 참여에 있어서 전‧ 후방참여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양(+)의 효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유의하였으나 위기 이
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제조업-개발도상국, 선진국-서비스업 그룹의 유사성은 선진국의 산업구
조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개발도상국의 산업구조는 제조업 중심
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의 경우 서비스업과 제조업
이 GDP에서 차지하는 평균비중이 각각 70% 정도와 30% 미만인 데 반해, 개발도상
국의 경우 각각 50%와 45% 정도를 보이고 있다.24) 또한 분석결과에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전방참여의 긍정적 효과는 강화되고 후방참여의 효과는 오히려 부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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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난 것은 GVC 참여를 통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경제수준의 격차가 심화되
었다는 것을 시사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10> 추정결과 요약

I

II

III

IV

V

기간

산업 + GVC대상국가

전방참여도

후방참여도

전 기간
2000∼2014

전 산업 + 전 국가

(+)

No

금융위기 이전
2000∼2008

전 산업 + 전 국가

(+)

(-)

금융위기 이후
2009∼2014

전 산업 + 전 국가

(+)
절대값 감소

(-)
절대값 감소

전 기간
2000∼2014

제조업 + 전 국가

(+)

(-)

금융위기 이전
2000∼2008

제조업 + 전 국가

(-)

(-)

금융위기 이후
2009∼2014

제조업 + 전 국가

(+)

No

전 기간
2000∼2014

서비스업 + 전 국가

(+)

No

금융위기 이전
2000∼2008

서비스업 + 전 국가

(+)

(+)

금융위기 이후
2009∼2014

서비스업 + 전 국가

No

No

전 기간
2000∼2014

전 산업 + 선진국

(-)

No

금융위기 이전
2000∼2008

전 산업 + 선진국

(+)

(+)

금융위기 이후
2009∼2014

전 산업 + 선진국

(-)

No

전 기간
2000∼2014

전 산업 + 개발도상국

(+)

(-)

금융위기 이전
2000∼2008

전 산업 + 개발도상국

(-)

No

금융위기 이후
2009∼2014

전 산업 + 개발도상국

(+)

(-)

주: (+)는 10% 이하에서 유의한 양(+)의 누적 순효과(cumulative net effect), (-)는 10% 이하에서 유의한
음(-)의 누적 순효과, No는 10% 이하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누적 순효과를 의미.

24) 저자계산, World Bank 자료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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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교역규모 및 경제성장 둔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글로
벌 가치사슬의 변화를 지적하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국가 간 패널모형을 이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의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세계투입산출표(WIOD)를 활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전·
후방참여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영향이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영향의 차이를 살펴보는
한편, GVC 참여상대국이 선진국인지 신흥국인지에 따른 영향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국가 간 패널추정을 통해 실증분석한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8년 금
융위기를 전후로 하여 대부분의 추정 결과에서 전·후방참여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
향에 유의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특히, 제조업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GVC 참여를 중심
으로 전방참여의 경제성장 제고 효과가 위기 이후 유의하게 나타났다는 점이 두드러
졌다. 즉, 제조업의 GVC 전방참여와 개발도상국 대상 GVC 전방참여가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위기 이전 유의하지 않거나 미미한 음(-)의 값으로 추정되었으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모두 양(+)의 효과를 유의하게 나타내었다. 한편, 서비스업의 추정 결과와
선진국에 대한 GVC 참여의 추정 결과에서는 모두 위기 이전 전·후방참여의 양(+)의
효과가 유의하였으나 위기 이후 그 효과가 모두 유의하지 않게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이 세계교역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한편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향후 국제무
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약화가 지적됨에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여전히 전방참여가 높을
수록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발견된다는 점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소재 및 부
품 등 고부가가치의 상위 생산단계를 선점함으로써 경제성장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
한다. 이러한 결과는 상위단계에서 생산된 중간재는 주로 핵심기술을 활용한 고부가
가치 중간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술보호 등을 위해 국내에서 수행하려는 기업
행태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며, 제조기업들의 핵심기술이 사용된 중간재 생산은 해
외보다는 국내 생산시설에서 수행된다는 최근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25)
둘째, 선진국에 대한 글로벌 가치사슬 전·후방참여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약화된 반면 개발도상국에 대한 전방참여 효과가 위기 이후 더욱 강화된 것 역시 앞

25) Yoon and Hur (20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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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결과와 일관된 시사점을 제시한다. 즉, 소재 및 부품 등 중간재를 생산하여 개발
도상국에 수출하는 형태의 GVC 전방참여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국의 수출 뿐 아니라 자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는 나
라들의 수출현황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함의를 갖는 한편 후방참여보다 전방참여
형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본 연구의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다음과 같이 고찰
해볼 수 있다. 산업정책 측면에서는 고부가가치 중간재 산업의 경쟁력을 확충하는
한편 통상정책 측면에서는 중간재 부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개발도상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경제성장
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GVC 후방참여에서 전방참여로 참
여방식이 변화하는 영향도 존재할 것이며 이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효과가 과대 추정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역인과관계로 인한 내생성을 통제한 후 분석한다면 더욱 강건성
높은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2008년 이후 서비스업의 GVC
참여효과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최근 일부 연구결과
와 상이하였는데, 이는 29개의 서비스 산업에 GVC에 참여도가 낮은 공공서비스 부분
이 포함되어 일어날 수 있는 결과로 보여진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민간서비스와
공공서비스를 구분하여 서비스업의 GVC 참여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필
요가 있다. 그리고 분석기간이 2014년까지라는 점에서 이후 최근까지 GVC 참여도의
방향 및 정도의 변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향후 본 연구를 확장하여 다음과 같은 주제를 살펴본다면 학술적 기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주요 선진국들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서비스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이 제조업의 생산성에 기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26)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상호간의 전·후방참여의 교차효과(cross effect)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Wang et al. (2017)
에서 제시된 전통적, 단순, 복합(complex) GVC 참여도를 활용하여 경제성장에 미치
는 효과를 분석한다면 더 세분화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최
근 지역적인 경제 블럭(block)에서 회원국간 교역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주요 경제
블럭을 중심으로 지역적 가치사슬(Regional Value Chain) 참여가 경제성장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6) McKinsey Global Institute (20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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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sis. Specifically, the forward GVC participation effects for the manufacturing sector
and for emerging economies increased in the post-crisis period. However, the GVC
participation effects for the service sector and for advanced economies became
insignificant after the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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