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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ing a Bigger Slice of the Global Value Chain
Pie: An Industry-Level Analysis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방식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
산업별 분석)
김종섭·이승호(서울대), 음지현

(연구 배경)
□ 세계화와 기술진보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이 국제적으로 분업
화됨에 따라 한 상품 안에 내재된 부가가치가 국경을 넘어 얽히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이하 GVC)이라는

개념이 등장
□ 대부분의 수출국들은 GVC에 편입되어 있으나 수출경쟁력 등에
따라 GVC 내에서의 참여도와 역할이 상이
⇒ 본고에서는 수출국의 GVC 참여방식*이 전 세계 수출에서 차지
하는 자국의 수출비중(부가가치

기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GVC 참여방식으로는 수출 상대국의 수출에 사용되는 투입재를 생산하는
upstream 활동에 특화된 전방참여와 수입한 중간재를 수출하기 위해 가공하는
downstream 활동에 특화된 후방참여가 있음 (Koopman et al., 2010; Fally, 2012)

(분석 방법)
□ 전 세계 부가가치 기준 수출 중 해당국의 부가가치 기준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GVC 참여도 및 GVC 내에서의 위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

문의처: 음지현 국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 (☎ 5364)
※ 이 연구내용은 집필자들의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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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GVC 참여도는 총수출 대비 수출상대국의 수출에 사용된 투입재의
부가가치를 전방참여도로, 총수출 대비 국내 수출을 위해 사용된 수
입중간재의 부가가치를 후방참여도로 각각 사용
(예) 총수출 대비 중국의 휴대폰 수출에 사용된 우리나라 반도체의 부가가치 → 전방참여도
총수출 대비 우리나라 의료기기 수출에 사용된 수입부품의 부가가치 → 후방참여도

ㅇ

GVC

내에서의

위치는

(upstream/downstream)로

후방참여도에

대한

전방참여도의

비율

정의하고, GVC 내에서 위치가 높다는 것은 상

대적으로 전방참여도가 높음을 의미
ㅇ 입수가능한 2000~2011년 중 61개국 대상으로 한 OECD-WTO의 Trade
in Value Added(TiVA)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
* 전 세계 투입산출을 고려하여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내 국가별·산업별
부가가치 기준 수출을 추정하여 제공

□ 또한 수출국들은 산업별 비교우위에 따라 각기 다른 역할로 GVC에 참여
하고 있으므로 산업 단위 분석을 수행하고, 운송장비, 전기 및 공학기기,
섬유, 식료품 산업*을 대상으로 심층 분석
* 독특한 산업구조(거래의 복잡성, 정보의 표준화, 주요 기업 및 공급자의 산업 내 파급력 등)를
지니고 GVC의 길이가 긴 (최종 생산까지 필요한 생산단계가 많은) 산업을 선정

(분석 결과)
□ 전체 제조업의 경우 GVC 전방참여도 및 위치가 높을수록 부가가치 기준
전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산업단위 심층 분석 결과,
ㅇ 운송장비 제조업의 경우 전방참여도가 높을수록 부가가치 기준 수출
비중이 높아지는데, 이는 완제품 수출 비중이 높고 완제품 생산 능력을
보유한 미·일·독 등 소수의 수출국들이 산업 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
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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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기 및 광학기기 제조업은 후방 참여도가 높을수록 부가가치 기준
수출 비중이 상승하는데, 이는 산업 내 표준화·자동화 정도가 높아
모듈성을 지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ㅇ 섬유 및 식료품 제조업은 전·후방 참여도 및 위치가 높을수록 부가
가치 기준 수출 비중이 상승하는데, 이는 기술수준 보다는 상대적으로
원자재가 중요한 산업인 동시에 소비자 중심의 공급체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산업

부가가치 기준 수출 비중이
증가하는 참여방식

전체 제조업

전방참여

특성

운송장비

전방참여

생산자 주도;
높은 완제품 수출 비중

전기 및 광학기기

후방참여

모듈성; 표준화

섬유 및 식료품

전·후방참여

최종소비자와의 근접성;
원자재 공급

(시사점)
□ 전체 제조업에 대해서는 전방참여도가 높을수록 부가가치 기준 수출 비중이
늘어났지만 산업별로는 상이하게 나타남
ㅇ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 기준 수출 비중은 관찰대상국 중 중상위권에
위치하며, 전체적으로는 후방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산업별로는 운송장비는 전방참여도가, 전기 및 광학기기와 섬유 및
식료품은 후방참여도가 약간 높아 부가가치 기준 수출 비중에 긍정적인
참여방식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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