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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여타의 교역장벽에 비해 정책적 접근이 용이한 변수로서

세계 각국이 시행한 무역관련 정책의 주된 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WTO체제 출범 이후에는 관세 인하 및 철폐를 통한 자유로운 교역

환경을 구축하려는 일련의 시도로서 전 세계적 다자간 협상과 특정

국가 간의 FTA 체결 및 경제블록화 현상이 가속화되어 온 것이 사

실이다. 이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도 2000년대 이후 대외

(對外) 수출 관세 인하를 위한 정책적 차원의 노력을 경주해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대외 관세 인하 및 철폐가 한국 제조업에 미친

수출 증대효과를 추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수출을 통한 지

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해온 한국 경제에 있어 신규 수출의 증대는

수출동력 창출을 의미하는 바, 기존 수출상품의 수출 증대효과(내연

효과)와 새로운 수출상품 등장에 따른 수출 증대효과(외연효과)를



분리하여 추정하였다. 또한 제조업을 구성하는 각 산업별로 관세 인

하 및 철폐에 따른 내연효과와 외연효과의 크기와 비중을 추정하여

산업별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한국 경제의 대외 수출액을 기

준으로 상위 20개국을 선정하여 이들 국가로의 상품 수출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각 국가로의 수출 자료는 HS(Harmonized

System)의 6자리를 기준으로 구축되었으며, 각 연도별로 실제 적용

된 관세율을 자료에 반영하였다. 이와 같이 구축된 자료에

Melitz(2003)와 Chaney(2008)의 산업 내 생산성의 이질적 분포를 가

정한 이론을 적용하여 패널 고정효과 모형 중 로짓 모형과 일반 선

형모형을 활용해 추정하였다.

그 결과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대외 수출 증대는 대체로 내

연효과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외연효과의 비중

도 약 30%에 달하고 있어, 신규 수출 역시 수출 증대에 상당 부분

을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산업별 분석에서는 가공식품 산

업과 비금속제품 제조업과 같이 비교적 부피가 가벼우면서도 생필

품의 성격을 지니는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에서 외연효과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동차나 전자기기, 기계류를 생산하는

산업에서는 내연효과가 외연효과를 압도하여 산업별로 내연효과와

외연효과의 상대적 비중에는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수

입국에서 다른 상품으로 대체되기 어려운 가공식품류에서 외연효과

의 비중이 큰 반면, 대체성이 높아 비교적 경쟁이 치열한 상품을 생

산하는 산업에서는 내연효과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품차별화 정도가 큰 산업일수록 외연효과의 비중이 크고,

상품차별화 정도가 낮은 산업일수록 내연효과의 비중이 커진다는

Chaney(2008)의 이론적 결론에도 부합한다.

한편 실제 정책 단위인 국가별 분석에서는 내연효과의 경우 신흥



수출 시장인 멕시코, 브라질, 러시아로의 수출에 집중된 반면, 외연

효과는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2000년대 이후 신흥 수출 시장으로 평가

받아온 지역과의 수출이 안정세에 접어들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외연적 성장은 주로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지속적 수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주요어 : 관세 인하, 내연효과, 외연효과, 로짓 모형, 고정효과 모형

학 번 : 201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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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대표적 무역장벽(trade barrier)으로 평가되는 관세(關稅, tariff)는

자연발생적이거나 단기간에는 접근 불가능한 여타의 무역장벽1)과는

달리 정책적 접근이 가능한 대상으로서 세계 각국의 무역관련 정책

의 주요 정책 변수로 활용되어 왔다. 전 세계적 차원에서 무역의 기

본 틀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고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다자간 협상도 예외는 아니다. 비록 협상이

장기화되고는 있으나, 관세 인하 및 철폐를 통한 자유로운 무역을

지향하려는 기본 방향과 취지는 1995년 출범 이래로 끊임없이 재확

인되어 왔다. 여기에 최근에는 특정 국가 간의 배타적인 관세 인하

및 철폐를 골자로 하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 체결 및 경제 블록화 현상까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2) 이처럼 자유로운 무역을 지향하는 전 세계적 추세 하에서 무역

관련 정책은 관세 인하 및 철폐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내수보다는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에 초점을 둔 수출 의존적인 성

격을 지닌 한국 경제도 이와 같은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수입국 관

세 인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세계 주요 수

1) 무역장벽과 교역규모의 상관관계를 규명한 대다수의 연구에서 주요 변수로 활용

되고 있는 운송비(transportation cost), 종교, 지리적 특성(섬, 사막 여부) 등은

물리적 한계나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사회적·문화적 차이에 의한 것으로 정책

적 유용성을 가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 WTO 체제 하의 다자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고, 특정 지역에만 통관 상의 혜

택을 부여함으로써 자국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각국의 전략적 행위의 결과

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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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시장과의 FTA(Free Trade Agreement) 체결이 적극적으로 추진

되었다. 마침내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2년 칠레와의 FTA 체

결(2004년 발효) 이래 46개국과의 FTA를 체결·발효하고, 37개국과

의 협정이 협상 진행 중 또는 공동연구 및 여건조성 중에 있다.3) 이

와 더불어 지리적 인접국들과의 다자간 협정인 아시아-태평양무역

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 APTA)에도 참여하여 보다 나

은 수출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는 수입국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가 교역비용(trade cost)을 낮추어 대외(對外) 수출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 수출에 대한 관세의

탄성치가 클수록 관세 변동의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와 같은 수출증대효과가 나타나는 경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교역비용이 감소되면서 기존에 수출되고

있던 품목의 수출이 증가하는 내연효과(Intensive Margin)가 나타난

다. 이는 원래 수출되던 상품이 관세 인하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상

승하는 효과를 누려 수출이 증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나타날 수 있는 효과로는 새로운 상품 수출에 의한 외연효과

(Extensive Margin)를 들 수 있다. 이는 기존에는 수출되지 않던 상

품이 교역비용의 하락으로 수출되기 시작하여 최종적으로는 총 수

출이 증가하는 효과이다.

이러한 효과를 계측하기 위해 Krugman(1980) 이후의 신무역이론

(New Trade Theory)을 전제로 한 일련의 실증분석에서는 중력모형

(Gravity Model)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통상적인 중력모형은 교역관

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즉 교역액이 ‘0’으로 나타나는 경우(zero

trade flow)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신규 수출에 의한 효

과인 외연효과를 계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지닌다. 이는

3) 2013.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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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내에 존재하는 모든 상품에 대한 생산성이 동일하다는 이론적

한계에 기인한다. 실제로는 동일 산업 내에 존재하더라도 특정 상품

들만이 수출되지만 모든 상품의 생산성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는 수출규모 외에 수출여부를 결정하는 이론적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Melitz(2003) 이후의 새로운 무역이론에서는 산업 내에 존재

하는 기업들 간의 생산성 차이(firm heterogeneity)가 있다는 보다

현실적인 가정을 도입하여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특히

Chaney(2008)과 Crozet and Koenig(2010)는 이를 확장하여 교역비

용 하락에 따른 총 수출의 증대효과를 내연효과와 외연효과로 분리

하여 추정할 수 있는 이론적·실증적 차원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한국의 대외 관세 인하 및 철폐가

대외 수출에 미친 영향을 내연효과와 외연효과로 분리하여 살펴보

고자 한다. 특히 제조업을 구성하는 각 산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

여 관세 인하에 대한 두 효과의 크기 및 상대적 비중을 파악하고

이를 비교함으로써 관세 인하에 대한 수출액 내부의 반응을 파악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은 무역이론과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consistent) 실증분석이라는 점에서 이론적 배경 없이 조작적 정의

를 활용해 내연효과와 외연효과를 추정한 기존 연구와 차별되는 시

도이다. 또한 교역비용의 주요 변수로서 관세를 설정하여 정책적으

로 접근 가능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유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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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효과

(Intensive Margin)

외연효과

(Extensive Margin)

Crozet and Koenig

(2010)

기존 수출 품목의

수출액 증가

새로운 수출 품목의

수출액

Hillberry and

Hummels(2008)
총 수출액 증가 선적(shipment) 수 증가

Andersson(2007),

Berthou and

Fontagne(2008)

기업 평균 수출액

증가
수출 기업 수

Helpman et al.(2008) 총 수출액 증가 수출 여부(0,1)

Flam(2003) 총 수출액 증가
새로운 수출 품목의 수

증가

<표 1> 내연효과와 외연효과에 대한 정의

제 2 절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관세 인하가 한국의 대외 수출에 미치는 내연효과

(Intensive Margin)와 외연효과(Extensive Margin)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내연효과와 외연효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내연효과와 외연효과를 분리하여 살펴보려는

시도는 Melitz(2003) 이후 촉발되었다. 그러나 각 상품의 수출여부를

설명하는 이론적 배경이 제시된 것은 Chaney(2008) 이후로 그 이전

의 실증분석에서는 각기 다른 조작적 정의를 활용해 내연효과와 외

연효과를 추정하고 있으며, 이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 중에서도 Crozet and Koenig(2010)과 마찬가지로

Chaney(2008)의 정의를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Chaney(2008)는 외

연효과의 크기를 이론적인 토대 위에서 정의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

은 설정을 통한 실증분석은 이론과도 일치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닌다. 아울러 현존하는 자료 가운데 활용 가능한 기업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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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수출 기업 수나 기업 평균 수출액 자료를

활용한 접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설정이 가

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먼저 HS(Harmonized System)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6자리를

상품단위로 파악해 각 상품별 수출액 및 관세자료를 구축하였다. 구

축된 자료는 국제 산업표준(ISIC)에 근거해 각 산업별로 분류하여

총 9개의 산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관세

인하에 따른 내연효과와 외연효과를 분리하여 살펴보기 위해

Chaney(2008)의 이론에 근거하여 관세에 따른 내연효과와 외연효과

를 의미하는 탄력성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론적 배경을 통해 도출된 각각의 탄력성 중 내연효과는 품목별

수출액을 종속변수로 하는 선형(linear) 모형을 활용해 추정 가능하

다. 외연효과는 수출이 일어나지 않은 품목과 일어난 품목에 각각 0

과 1의 값을 부여하여 이항선택모형(Binary Choice Model)인 로짓

모형(Logit Model)을 활용하여 추정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로짓모

형을 통해 관세 인하가 수출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추정한 뒤,

앞서 내연효과에서 계산된 탄력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외연효과의

크기를 산출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는 이들 분석을 산업별로 적용하여 각 산업별로 관세

인하에 따른 내연효과와 외연효과의 크기를 비교하고자 한다. 그리

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연효과의 비중이 큰 산업군과 외연효과의

비중이 큰 산업군으로 분류하여 그 특성을 파악할 것이다. 특히 특

정 산업 내 상품 차별화 정도가 외연효과와 내연효과의 크기에 미

치는 영향이 상이하다는 이론적 결과가 실증분석의 결과와도 일치

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실제 정책 단위인 국가별로도

내연효과와 외연효과를 각각 추정하여 향후 관세를 포함한 무역관

련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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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내연효과와 외연효과에 대한 정의는 연구

자들 사이에서도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내연효과는 기존

에 이루어지고 있던 수출의 증가를 의미하며, 외연효과는 수출품목

다양화에 따른 수출 증가효과를 나타낸다. 교역을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 변화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형태로 발생하더라도 이

와 같이 기존 수출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새로운 수출 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으로 분리하여 살펴볼 수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

나 전통적인 무역이론과 Krugman(1980) 이후의 신무역이론에 근거

한 대다수의 실증분석에서는 수출액 또는 교역액을 종속변수로 하

되, 교역액이 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는 곧 내연효과만을 분석한 결과로, 외연효과에 대한 깊이 있는 이

론적·실증적 차원의 접근이 미미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Krugman(1981)부터 수출 다양성(export diversity)에 초점을

둔 외연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이 일부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들을 지

지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이들 연구에서는 외연

효과에 대한 각기 상이한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졌고, 결과에 대한

이론적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Melitz(2003)에서는 Krugman(1980) 이후 전개된 불완전경쟁

시장 모형을 유지하되 산업 내 기업들의 생산성이 동질적이라는 기

존의 가정에서 벗어나 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존재한다는 보다 현

실적인 가정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동일한 산업 내에 존재하더라

도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수출에 참여하고, 생산성이 낮은 기업들은

퇴출되거나 내수에만 참여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처럼 각기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생산성이 기업 수출행위에 영향

을 미친다는 이론적 근거는 기존의 무역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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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상품의 수출여부를 설명하는 주요한 이론적 단초라 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Chaney(2008)는 내연효과와 외연효과의 크기를 각각

기존 수출품의 수출 증가액, 새로운 수출품의 수출액으로 정의하고

교역비용(trade cost) 감소에 따른 각 효과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산

출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이 도출되기 이전의 실증연구에서는 전통적

인 형태의 중력모형을 활용해왔다. 다만 내연효과와 외연효과를 분

리하여 살펴보기 위해 각기 다른 종속변수를 설정하거나 지수를 활

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또는 수출하지 않는 경우를 직접적으로

모형에 반영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각 효과에 대해 서로 다른 종속변수를 설정하여 추정

한 일련의 연구에서는 기업당 평균 수출액(품목당 평균 수출액), 수

출 기업수(수출 품목수)를 각각 내연효과와 외연효과 분석의 종속변

수로 삼았다. Flam and Nordstrom(2006)은 품목당 수출액과 수출

품목수를 기준으로 세계 90개국의 내연효과와 외연효과를 분석하였

다. Belenkiy(2009)는 기업단위(firm-level)의 자료를 활용한 분석에

서 수출 기업 수를 외연효과로 정의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

Melitz(2003) 이후의 기업 생산성 차이를 반영한 이론은 OECD국가

간의 제조업 교역에만 일치되는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수출하지 않는 경우를 모형에 직접 반영한 Helpman et al.(2008)

의 결과와는 다소 상이한 것으로 제조업이라도 산업별, 국가별로 내

연효과와 외연효과의 크기와 부호가 상반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식으로는 Hummels and

Klenow(2005)와 같이 수입국에서의 시장점유율로부터 내연효과 및

외연효과를 나타내는 지수를 산출해 종속변수로 활용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김민정·김종섭(2012)에서는 한국이 FTA

체결을 통해 수출 증대효과를 누렸으며 외연효과의 비중이 약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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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달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시욱(2009)은 한국의 대중국 수출

에 한정된 추정에서 중국으로의 수출 확대는 대체로 내연효과에 의

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Melitz(2003)와 Chaney(2008)의 이론적 토대

와의 일관성(consistency)이 결여되어 있다는 단점을 지닌다. 이에

Crozet and Koenig(2010)는 내연효과와 외연효과에 대한 이론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프랑스의 기업 자료를 활용하여 내연효과와

외연효과의 구체적 크기를 실증적으로 추정한 바 있다.

단,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전통적인 중력모형을 활용하고 있어

수송비의 대리변수(proxy variable)인 거리를 주요 변수로 설정하였

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관세를 주요 변수로 설정한 연구

로는 Debaere and Mostashari(2005)가 있으나, 이는 수출행위가 아

닌 수입행위를 분석한 것이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haney(2008)의 이론적 배경을 활용하여 정책적으로 조정 가능한

관세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내연효과와 외연효과로 분리하여 추

정하는 실증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는 최근 자유무역협정 등을

통해 관세 인하로 수출 증대를 꾀하고 있는 현실의 상황과도 부합

하는 분석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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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분석 모형

제 1 절 이론적 배경

관세인하에 따른 수출의 내연효과와 외연효과를 분리하여 살펴보

기 위해 Krugman(1980) 이래 사용된 독점적 경쟁시장 모형에 산업

내 생산성 차이가 존재한다는 보다 현실적인 가정을 반영한

Melitz(2008)와 Chaney(2008)의 모형을 상정하였다. 즉, 독점적 경쟁

시장 모형의 기본 전제들은 유지하면서도 산업 내 생산성의 이질적

분포를 도입하여 생산성에 따라 수출여부가 결정되는 과정을 설명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내연효과 뿐만 아니라 외연효과

도 추정이 가능하다. 먼저 수입국 의 소비자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

은 CES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1)  

 




∈




 


 



여기서 는 기준재(numeraire good)에 대한 소비량이며 는 산

업 의 차별화된 상품 에 대한 소비량을 나타낸다. 또한 는 국

의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산업  내 수입품의 총 집합을 의미한

다. 는 산업 의 상품에 소비자가 지출하는 지출액의 비중을 나타

내며, 따라서 총 개의 산업에 대해  




  의 관계가 성립한

다. 는 산업  내에서 정의되는 상품 간의 대체탄력성을 나타내며

 의 범위를 가지는 모수로서, 의 크기가 클수록 상품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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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품 차별화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소비자의 총 지출액을 라고 하고, 각 재화의 가격을 로 나

타내면 산업 에 대한 이 소비자의 예산제약은 다음과 같다.

(2)   
∈



식 (1)과 (2)로부터 소비자의 효용극대화 문제를 풀면 국 소비자

의 상품 에 대한 수요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도출된다.

(3)  


 


 

 

 
∈


 




한편 수출국의 수출행위는 상품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을

맺는다. 산업 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로 수출할 때 발생하는 고정

비용(fixed cost)을 고려할 경우, 상품 를 생산하여 수출하기까지

발생하는 총 비용()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4)     

여기서 는 교역비용(trade cost)으로 산업 의 상품이 로 수출

될 경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괄하는 가변비용(variable cost)을

나타낸다. 만약  라면 1단위의 상품을 생산해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가변비용이 1.3단위의 상품을 생산해 교역비용이 없는 상태

에서 자유롭게 수출할 경우의 가변비용과 동일하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이러한 교역비용은 Samuelson(1952)에 의해 최초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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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에는 관찰 가능한 무역장벽인 관세 및 거리에 따른 운

송비용부터 관측 불가능한 교역비용인 문화적·정치적 차원에서의 비

용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교역비용을 도입한 후 최종적으로 도출되는 총 비용은 수출량 

와 상품 생산의 한계비용(), 고정비용()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비용구조 하에서 이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5)  

식 (5)로부터 도출된 이윤 극대화 조건은 다음과 같다.

(6) 





   ⇒ 







이 때 식 (3)을 활용하여∂

∂
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7) 


 

  


  

이를 다시 식 (6)에 대입하고 (3)의 결과를 활용하면 수입국 국에

서의 상품 의 가격은 다음과 같다.

(8) 




이는 기존 독점적 경쟁시장 모형에서 도출되는 균형가격과 동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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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한계비용인 에 상품의 대체탄력성에 따른 일정 비율이 곱해진

(constant mark-up over marginal cost) 형태로 도출된다. 한편 이

는 수출에 따른 교역비용()이 클수록 수입국에서의 가격이 높아지

는 구조를 나타낸다.

식(3)과 식(8)을 이용하면 수입국 로 수출되는 상품 의 총 수출

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9)   







 

이러한 이론적 결과는 Krugman(1980) 이후 전개된 신 무역이론

(New Trade Theory)의 결과와 동일하다. Chaney(2008)는 여기에

동일한 산업 내에 존재하더라도 상품  각각에 대해 생산성이 이질

적이라는 가정을 도입하였다. 이는 기존의 모형과는 차별화 되는 가

정으로 보다 현실에 가까운 가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여 한계비용 는 산업 내에서 0과 1사이의 범위 내에

존재하며, 그 분포는 파레토 분포(Pareto distribution)를 따르는 것

으로 간주한다. 한계비용이 낮을수록 생산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계비용을 생산성의 지표로 간주하고, 그 분포를 나타내는

모수(scale parameter)인 4)를 각 산업별로 도입하여 다음의 관계를

도출한다.

(10) ≤     

여기서 는 누적확률함수(cumulative probability function)이며,

는 확률분포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을 의미한다. 여기

4) ≥ 의 값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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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 크기가 1에 가까울수록 산업 내에서 한계비용이 균등하게

분포(uniformly distributed)함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의 크기가 커

질수록 산업 내 생산성의 분포는 동질적(homogeneous)이다.

한편 수출국에서 를 생산하여 로 수출할 경우 발생하는 이윤은

다음과 같다.

(11) 




각 수입국에 대해 이 값이 0보다 크면 상품 를 수출하고, 작으면

수출하지 않으므로 수출국 로의 수출여부를 결정하는 한계비용 

(threshold)는 위 식을 0과 같다고 처리하여 푼 값이므로 다음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12) 










  






 





만약 산업 내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한계비용이 모두 

보다 낮은 경우 산업 내 모든 상품은 국으로 수출되며, 그 반대의

경우는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동일 산업 내에 존재하더

라도 생산성의 차이에 의해 상품별 수출이 결정되는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를 활용하여 산업 내에 존재하는 총 상품의 가짓수

()에 대해, 수출되는 총 상품의 가짓수()와 수입국 로 수출되

는 총 수출액()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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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는 총 수출액이 수입국에서의 지출액()과 수출국의 공급능력

()에 비례하며 교역비용()과는 역(-)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사실은 Krugman(1980) 이후 전개된 독점적 경쟁시장 모

형에서 나타난 사실과도 부합하는 결과이다. 즉 수입국의 소비규모

가 확대되거나(증가) 수출국의 공급능력()이 증가하면 수출 규

모는 증대되지만 교역비용이 상승할수록 수출 규모는 감소한다.

한편 기존의 모형에서는 산업 내에 존재하는 모든 상품의 생산성

이 동일하다는 가정에 따라 교역비용() 감소에 대한 수출 탄력성

은 상품 차별화정도인 에 의해 결정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식

(9)). 그러나 본 모형에서는 산업 내 생산성의 분포가 수출 탄력성을

결정짓는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미분

을 통해 알 수 있다.

(15)








이처럼 산업 내 생산성이 이질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가정하면,

교역비용 감소에 대한 수출 탄력성은 상품차별화 정도인 에 의존

하지 않고 산업 내 생산성 분포와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된다.

한편 교역비용의 감소로 인해 수출액이 증가하는 기제는 내연효과

와 외연효과로 구분되어 설명할 수 있다. 즉, 생산성에 의해 가격과

이윤 수준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수출 여부가 결정되는데 교역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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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락하게 되면 식(13)에 의해 수출 품목의 수가 증가하여 총 수

출액이 증가한다. 또한 교역비용 하락은 식(9)에 의해 수출되는 품

목의 수출 규모 자체가 증가하는 내연효과도 발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나누어 살펴보기 위해 로 표현된 탄력성을 각

각 내연효과와 외연효과를 의미하는 탄력성으로 분해한다.

먼저 식 (9)를 통해 외연효과를 나타내는 탄력성(
)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는 교역비용 감소에 의해 새로 수출

되는 품목 수와 그 수출액을 곱한 값을 의미한다.

(16) 
  










한편 식(9), 식(12), 식(13)을 이용하여 내연효과를 나타내는 탄력성

(
)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7) 
 

이는 기존의 독점적 경쟁시장 모형과는 다소 상이한 결과이다. 독

점적 경쟁시장 모형에서는 상품차별화 정도가 높을수록(가 낮을수

록) 수출이 증가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생산성이 이질적

이라는 가정 하에서는 상품차별화 정도를 의미하는 대체탄력성()

이 내연효과와 외연효과에 각기 다르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만약 교역비용의 감소로 인해 생산성이 낮은 상품이 수출된다 하

더라도 해당 상품이 존재하는 산업 내에서 대체탄력성()이 클수록

수출 이후에도 심각한 경쟁 상태에 놓인다. 따라서 수출을 시작하더

라도 그 규모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생산성이 높고 이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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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고 있던 상품의 수출 규모는 더욱 증가한다. 반면 동일한 조건

에서 대체탄력성()이 낮은 경우에는 상품차별화 정도가 높기 때문

에 새로운 상품의 수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다. 이미 수출

중이던 상품의 수출 규모는 증가하지만 그 규모는 다소 작아지게

된다. 즉, 의 크기가 내연효과와 외연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상반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제 2 절 추정 모형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실제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하고자 다음과

같은 관계를 설정하였다. 먼저 관세인하에 따른 무역의 내연효과와

외연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식 (18)과 같은 관세()와 교역비용 사

이의 관계를 정의하였다. 관측 불가능한 교역비용을 포함한 기타 교

역비용은 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교역비용 중 관세만을 유일한

가변비용(variable cost)으로 설정하여 관세 인하에 따른 효과를 추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설정에는 거리만을 유일한 가변

비용으로 취급한 Anderson and Wincoop(2004)과 Crozet and

Koenig(2010)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해당 연구들을 비롯하여 중력모

형과 관련한 실증분석에서는 거리를 유일한 가변비용으로 취급하지

만 본 연구에서는 관세만을 가변비용으로 처리하였다는 점에서 기

존 연구와 차이점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설정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기인한다.

첫째, 거리로 표현되는 수송비(transportation cost)가 물리적 거리

나 유가(油價)와 같이 정책적 접근으로는 낮출 수 없는 외생적 요인

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적절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 어

렵기 때문이다. 실증분석을 통해 각 산업 수출에 수송비가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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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파악할 수는 있으나 이는 시장개방과 같은 정책적 노력을

통해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바, 정책 변수인 관세를 주요 가변

비용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시간불변변수(time-invariant

variable)인 물리적 거리를 수송비의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 사

용할 경우 추정에 제약을 받게 된다. 패널 자료를 분석하는 기법인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에서는 시간불변변수를 추정할

수 없으므로, 거리를 변수로 포함하는 분석을 시행할 시 반드시 확

률효과 모형(Random Effect Model)을 사용해야 한다. 즉, 주어진 자

료에 대해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의 유의성에 대한 하우즈

만 검정(Hausman Test)을 실시하여 모형을 설정하기 보다는 확률

효과 모형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제약 하에서 추정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非)정책변수이자 시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수송비를 국가-품목 특정적(country-commodity

specific) 고정효과로 처리하고, 정책변수이면서도 연도별로 변화하

는 관세만을 주요 가변비용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구축

된 자료의 개체(entity)는 특정 국가()로의 상품()단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변화하지 않는 거리를 개체 특성으로 간주하고, 고정

효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교역비용과 관세()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는 교역비용에 대한 관세의 탄력성을 나타낸다.

(18)  
   

이 관계를 앞 절에서 도출된 결과에 적용하면 통해 관세인하에 따

른 수출에 대한 내연효과와 외연효과를 나타내는 탄력성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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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 
 

이제 해당 탄력성을 추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형태의 실증분석

모형을 상정하였다. 구축된 자료는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의 각 산

업에 대한 상품별 관세와 수출액을 포함하는 패널 자료이다. 먼저

각 탄성치에 공통으로 포함되는 내연효과는 식 (9)를 활용하여 추정

한다. 이를 위해 식 (9)의 양변에 로그를 취하여 다음과 같이 추정

가능한 식으로 변환한다.

(21) ln  ln ln  

 
  



 

여기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국의 경제 규모를 제어하기 위

해 해당국의 연도별 국내총생산( )설정하였다. 아울러 시간에

따른 한국 내 상황 및 환율구조 등의 영향을 제어하고자 연도별로

더미변수를 설정하였으며, 거리와 수입국에서의 고정비용을 반영하

기 위해 고정효과를 나타내는 를 설정하였다.

외연효과를 산출하기 위해 식 (10)과 식 (12)를 활용한다. 특정 수

준의 한계비용에서 해당 상품이 수출될 확률은 다음과 같다.

(22) Ex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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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확률은 실제 자료 상에서 0 또는 1의 값으로 나타나므로

식(22)에 로그를 취한 후 다음과 같은 로짓 모형을 구성하였다.

(23) ln ln  

 
  



 

이를 고정효과 모형으로 추정할 경우 여기서 도출된 에서 앞

서 추정된 내연효과를 나타내는 을 빼주면 외연효과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는 수입국 특정적 고정효과

를 의미하며 는 시간 더미변수이다.

실증분석은 먼저 구축된 제조업 전체 자료에 한해 실시되었으며,

이후 각 산업별로 구분하여 추정을 실시하였다. 모든 모형에는 하우

즈만 검정을 실시하여 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제 3 절 자료 구축 및 분석

앞서 제시한 분석모형을 토대로 한 실증분석의 대상이 되는 산업

은 제조업으로 한정하였다. 분석기간은 관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분

류체계가 HS2007로 동일한 2007년부터 2011년이며, 분석기간 내 연

평균 수출액이 가장 높았던 20개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품목의 단위는 국가별로 동일한 코드를 사용하는 HS 6자리를 기준

으로 하였으며, 현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국

제표준산업분류체계 3.1(ISIC Rev.3.1)의 분류에 따라 총 9개의 개별

산업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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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품목수 HS 2자리 분류

가공식품 산업 123 11, 18, 19, 20, 21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62 39

고무 제품 제조업 78 40

비금속제 제품 제조업 19 82, 83

인조섬유 제조업 102 54, 55

각종 기계류 제조업 175 84

전기 기기 제조업 506 85

자동차 산업 75 87

철강 및 철강재 산업 285 72, 73
*가공식품 산업의 경우 곡물 및 전분 가루, 코코아 및 초콜릿, 곡물 및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채소 및 과실 가공품, 기타 가공식품을 포함하고 있다.

** 표에 제시된 분류는 HS 2자리를 기준으로 한 대략적 분류만을 기재하였다.

<표 2> 산업 분류

한편 앞서 제시된 식 (21)과 식 (23)을 이용해 수출에 대한 관세인

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각 산업 및 품목에 대한 연도별 수출

액과 관세자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국제연합(UN)에서 제공하는 COMTRADE 자료를

활용하여 각 국가에 대해 연도별 및 품목별 수출액 자료를 구축하

였으며 모든 수출액 자료는 FOB(Free On Board)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관세자료는 세계무역기구(WTO)와 프랑스 국제연구소(CEPII)

의 자료를 활용하여 구축하였다. HS 분류체계는 모든 국가에서 6자

리까지 동일하지만 실제 관세가 부과되는 기준이 되는 10자리 또는

8자리(Tariff Line)는 그 기준이 상이하여 이들의 단순 평균을 계산

하여 활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해당 국가와의 교역에서 실제 적용된 관세를 분석에

반영하기 위하여 최혜국세율(Most Favored Nation rate: MFN rate)

로 통일하지 않고, 해당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여부, 양허관세

협약 체결여부를 고려하여 구축하였다. 단, 종가세(ad-valorem)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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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태로 적용되는 관세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먼저 수출액이 가장 많은 중국의 경우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APTA)의 가입국으로 해당 협정에 따라 일부 품목에 한해 양허관

세를 설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해당 협정에 가입한 회원국인 인도도

협정에 따라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이전까지 APTA에

따른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였으나 2010년부터 한-인도 CEPA가 발효

되면서 CEPA에 따른 양허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분석대상에 포함된 아세안(ASEAN)국가들은 시기별로는 차이가

있으나 한-아세안 FTA에 따른 양허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 유럽연합(EU)와의 FTA가 체결됨에 따라 회

원국인 독일과 영국, 네덜란드는 2011년부터 양허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록 FTA를 비롯한 무역협정을 체결한 것은 아니나 러시아와 호

주에서는 일부 품목에 한해 일반특혜관세(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GSP)를 적용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최혜국 세율(MFN)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 적용되는 일반 특

혜관세 자료를 먼저 구축한 후 이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에 한해 최

혜국 세율을 조사하여 적용하였다.

해당 기간 내에 어떠한 관세 협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미국과 일본,

멕시코에서는 최혜국 세율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의 대상

이 되는 시기는 2011년까지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 발효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중

동국가인 아랍에미리트 연합,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일반관세

(General Tariff)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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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008 2009 2010 2011

중국 APTA APTA APTA APTA APTA

미국 MFN MFN MFN MFN MFN

일본 MFN MFN MFN MFN MFN

독일 MFN MFN MFN MFN FTA

인도 APTA APTA APTA CEPA CEPA

인도네시아 MFN FTA FTA FTA FTA

베트남 MFN FTA FTA FTA FTA

멕시코 MFN MFN MFN MFN MFN

러시아 GSP GSP GSP GSP GSP

말레이시아 FTA FTA FTA FTA FTA

영국 MFN MFN MFN MFN FTA

호주 GSP GSP GSP GSP GSP

브라질 MFN MFN MFN MFN MFN

태국 MFN MFN MFN FTA FTA

필리핀 MFN MFN FTA FTA FTA

UAE General General General General General

네덜란드 MFN MFN MFN MFN FTA

사우디

아라비아
General General General General General

1) 홍콩 : 무관세 지역

2) 싱가포르 : 대체로 무관세이나 일부 품목에 특별 소비세를 부과하므로 이를 반영함.

<표 3> 수입국 적용 관세 종류1), 2)

이처럼 해당 국가에 특정적인 관세자료를 구축하는 것은 실질적인

대외 관세 인하의 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함이다. 기존

관세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상의 이유로 최혜국세율을 일

괄 적용하여 평균적 관세 장벽의 수준을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는 HS 6자리까지 세분화된 관세 자료를 수입국 특성에 맞추어 설정

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해당 국가별로 집계된 제조업 전체에 대한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5)

5) 관세 변동은 수출액 증감에 영향을 미치므로, 수출액 비중을 가중치로 하는 가

중평균 관세를 계산할 경우 내생성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단순평균과 가중평

균을 함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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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008 2009 2010 2011

중국 9.202 9.387 9.257 9.316 8.303

미국 3.408 3.313 3.322 3.323 2.923

일본 2.183 2.495 2.495 2.495 1.217

독일 3.691 4.144 4.032 3.986 0.943

인도 12.122 11.914 11.212 10.069 7.809

인도네시아 6.934 5.166 2.177 2.526 2.719

베트남 9.841 8.641 6.853 6.853 4.261

멕시코 10.574 10.751 9.654 7.587 5.909

러시아 8.348 8.328 8.389 7.785 7.352

말레이시아 4.359 3.308 0.727 0.402 0.435

영국 3.691 4.144 4.032 3.986 0.943

호주 4.076 4.051 4.051 3.469 3.571

브라질 14.728 15.123 15.127 15.156 15.303

태국 7.310 7.297 3.715 2.361 2.286

필리핀 4.772 4.797 0.229 0.229 0.207

UAE 4.906 4.880 4.880 4.880 4.903

네덜란드 3.691 4.144 4.032 3.986 0.943

사우디

아라비아
4.906 5.247 4.880 4.865 4.823

<표 4> 수입국별 적용 관세(연도별 평균) : 단순평균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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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008 2009 2010 2011

중국 5.248 5.420 5.855 6.236 6.591

미국 1.982 1.924 2.013 1.912 1.912

일본 0.984 1.074 1.427 1.334 0.571

독일 4.945 3.977 3.829 3.633 2.661

인도 8.828 8.450 9.225 6.351 5.285

인도네시아 7.238 6.001 2.663 3.690 3.441

베트남 7.960 5.750 4.600 4.526 3.346

멕시코 13.193 12.894 9.987 7.991 8.087

러시아 11.326 10.959 11.668 10.699 10.427

말레이시아 2.241 2.534 0.813 0.338 0.383

영국 4.275 3.845 4.048 3.920 2.502

호주 2.655 5.518 5.893 4.602 4.715

브라질 19.503 21.217 22.608 22.738 22.899

태국 6.475 6.181 4.892 4.791 5.587

필리핀 4.675 4.553 0.401 0.236 0.135

UAE 4.936 4.947 4.933 4.881 4.907

네덜란드 3.013 2.867 2.717 2.703 1.813

사우디

아라비아
4.987 5.192 4.987 4.947 4.707

<표 5> 수입국별 적용 관세(연도별 평균) : 가중평균

단위 : %, 가중치: 수출액 비중

그 외 전통적인 중력모형 추정에 이용되는 거리변수 및 각국의 연

도별 국내총생산 자료는 CEPII와 세계은행(World Bank)의 자료를

활용하여 구축하였다. 분석을 위해 구축된 자료의 기초 통계량은 다

음과 같다.6)

6) 2011년 가공식품 수출에 대한 통계가 미비하여 이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25 -

2007 2008 2009 2010 2011

관측치 수(obs.) 28246 28808 28809 28751 26321

수출액

(백만$)

평균 3.63 3.80 3.06 4.32 5.63

최솟값 0 0 0 0 0

최댓값 5,680 5,180 4,620 5,460 7,480

관세

(%)

평균 7.57 7.42 6.10 5.70 4.50

최솟값 0 0 0 0 0

최댓값 654.6 581.8 525.4 436.2 124,9

거리

()

평균 6,506.64 6,506.64 6,506.64 6,506.64 6,506.64

최솟값 955.65 955.65 955.65 955.65 955.65

최댓값 18,364.5 18,364.5 18,364.5 18,364.5 18,364.5

GDP

(백만$)

평균 1,850 2,020 1,950 2,510 2,380

최솟값 71 91 97 106 124

최댓값 14,000 14,200 13,900 14,400 15,000

인구

(천명)

평균 20,600 20,300 21,000 22,036 23,100

최솟값 4,588 4,839 4,987 5,076 5,183

최댓값 1,317,885 1,324,655 1,331,269 1,337,705 1,344,130

정치

안정성

지수1)

평균 0.0139 0.0081 -0.0075 -0.0049 -0.0075

최솟값 -1.1556 -1.7031 -1.6403 -1.5649 -1.6403

최댓값 1.1625 1.3233 1.1568 1.1412 1.1568
1) 해당 지수는 Kaufmann et al.(2009)을 참고하였다. 지수는 –2.5에서 +2.5의 범위를 가지고,

값이 클수록 정치적 안정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표 6> 기초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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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도별 수출액 및 수출 품목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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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 나타나듯 본 연구에 활용된 품목 수는 총 1461개이며,

연도별로 자료의 접근성에 따라 품목의 수가 일부 조정되었다. 구축

된 자료 내에서 한 국가로라도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의 비

중은 2007년 96.2%, 2008년 95.9%, 2009년 96.5%, 2010년 90.8%,

2011년 97.2%를 기록하여 매년 증감은 있으나 대체로 지난 5년 동

안 소폭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출액은 2009년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해 감소하였으나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1년에는 가공식품 산업이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수출액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분석 기간 동안 한국의 대외 수출

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자료를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연도별 국가별로 자

료를 분류하여 국가별 수출 현황을 <표 6>과 <표 7>로 나타내었

다. 그 결과 세계 경기 흐름에 의해 2009년 잠시 수출되는 품목의

수와 규모가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한국의 대외 수출은 수출액뿐만 아니라 품목에 있어서도 증가세를

보여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이루어진 수출

증가 현상이 이미 수출하고 있던 국가에 기존 품목을 수출하여 일

어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품목 수출 확대로 인해 나타난 결과인

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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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2007 2008 2009

수출액

(백만$)
품목수

수출액

(백만$)
품목수

수출액

(백만$)
품목수

중국 25109.9 1219 25051.5 779 23602.8 1253

미국 24642.3 1086 24470.3 842 18708.3 1109

일본 8296.9 1098 9589.5 801 6898.0 1138

홍콩 3634.9 841 3028.0 816 2463.8 840

싱가포르 1398.5 786 1729.5 756 1490.2 807

독일 4818.0 742 3731.9 799 2490.4 782

인도 3774.1 840 4689.8 850 4163.3 891

인도네시아 1569.3 894 2027.6 844 1777.6 929

베트남 1877.9 1052 2647.2 798 3003.2 1099

멕시코 3567.4 675 3803.4 848 3077.2 697

러시아 5141.0 821 7032.1 779 2418.4 775

말레이시아 2046.5 671 1874.0 754 1161.3 735

영국 2553.6 608 2030.0 861 1447.6 636

호주 2395.6 768 2325.7 796 2451.9 805

브라질 1682.3 506 2710.3 782 2942.9 616

태국 2069.3 862 2927.6 902 2075.0 884

필리핀 791.2 732 945.6 730 834.9 757

UAE 1963.7 715 3108.9 836 3234.8 772

네델란드 2264.1 545 1873.0 816 1137.6 541

사우디아라

비아
3012.6 659 3920.6 731 2922.9 691

<표 7> 연도별 국가별 수출액 및 수출 품목수 현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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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011

수출액

(백만$)
품목수

수출액

(백만$)
품목수

중국 32036.9 1259 36095.4 1178

미국 26592.3 1119 32255.1 1021

일본 9245.5 1137 11487.3 1083

독일 3568.0 841 3413.3 786

인도 1670.0 815 1889.4 780

인도네시아 3089.9 785 3740.4 762

베트남 5860.8 889 6518.4 892

멕시코 2284.5 971 3362.3 935

러시아 3843.7 1120 4527.1 1054

말레이시아 4968.8 752 5824.9 737

영국 5041.9 838 7309.5 827

호주 1688.8 759 1980.5 721

브라질 1961.1 640 2036.0 614

태국 3418.5 812 4444.4 771

필리핀 4874.3 673 5447.4 686

UAE 3096.3 967 4616.2 914

네델란드 1091.8 781 1604.2 754

사우디아라

비아
2655.7 741 4709.6 761

<표 8> 연도별 국가별 수출액 및 수출 품목수 현황(2)

먼저 품목별로 구축된 수출액 자료를 활용하여 물리적 거리와 함

께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관세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형을

설정하였다. 여기에 Pooled OLS, 패널 고정효과 모형, 패널 확률효

과 모형으로 해당 자료를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자료상에 존재

하는 수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모든 자료가 분석대상에서 제

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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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안된 Ad-Hoc

방식을 고려해 보았다. Ad-Hoc방식은 종속변수인 교역량이 0인 경

우, 이를 로그를 이용하여 선형화 하는 과정에서 ln 이 정의되지

않는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수준의 조치이다. 이 경

우, 수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관측치가 분석대상에서 자동적으로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ln  ≈ ln의 관계를 이용하

여 아주 작은 값의 수로 수출액이 0인 관측치를 대체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추정은 단순히 제외될 자료를 분석 대상에

포함시킬 뿐, 해당 방식으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함의도 도출해낼 수

없다. 특히 집계된 ‘0’이라는 숫자 이면에 존재하는 생산 주체의 전

략적 행위를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Pooled OLS와 고정효과모형, 임의효과 모형에 수출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이항선택모형인 프로빗 모형(Probit Model)을 추가

하여 그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수출액이 0인 경우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즉, 무역장벽을 나타내는 변수인 관세

와 거리가 비단 수출되고 있는 상품의 교역규모에 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상품의 수출여부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최근에 고안된 Helpman et al.(2008)의 방법론

을 활용하여 Heckman Sample Selection 모형을 통한 추정을 시행

하였다. Heckman Sample Selection 모형은 추정 첫 단계에서 프로

빗 모형을 사용하여 수출여부에 대한 이항선택분석을 실시한 후 이

단계에서 추정된 계수를 활용하여 수출이 이루어진 관측치에 대한

OLS를 실시하는 기법이다. 각 모형을 통해 추정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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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led

OLS
FE RE Probit

Heckman S1)

Probit OLS

거리

(로그)

-0.404*** -0.381*** -0.161 -0.368*** -0.564***

(0.014) (0.102) (0.106) (0.004) (0.023)

관세

(로그)

-2.924*** -4.442*** -4.400*** -1.525* -0.649*** -4.670***

(0.201) (0.221) (0.221) (0.861) (0.036) (0.140

GDP

(로그)

0.238*** 0.391*** 0.263*** -0.052 0.103*** 0.311***

(0.009) (0.114) (0.060) (0.071) (0.002) (0.008)

인구

(로그)

0.153*** 0.438 0.151* 0.056 0.034*** 0.128***

(0.009) (0.374) (0.589) (0.063) (0.004) (0.012)

WTO

(더미)

0.308*** - 0.320 -0.113 - -

(0.048) - (0.341) (0.314) - -

2008
0.067** 0.042 0.063* 0.131 0.058*** 0.196***

(0.033) (0.036) (0.033) (0.177) (0.100) (0.033)

2009
-0.206*** -0.242*** -0.023*** 0.057 0.056** -0.061***

(0.033) (0.036) (0.033) (0.168) (0.009) (0.033)

2010
-0.037 -0.101** -0.060* 0.026 0.080*** 0.083***

(0.032) (0.044) (0.034) (0.163) (0.009) (0.033)

2011
0.113*** 0.021 0.802** 0.051 0.002*** 0.228***

(0.032) (0.055) (0.038) (0.277) (0.009) (0.033)

상수항
8.592*** -0.719 8.020*** 5.548*** 0.501*** 7.766***

(0.197) 4.833) (1.361) (1.206) (0.079) (0.257)
 

log  -451405
  2381.70***

괄호 안의 값은 SE(standard error)

*,**,***은 각각 신뢰수준 10%, 5%, 1%에 대한 유의성

1) 괄호 안의 값은 보정된 SE를 나타냄

<표 9> 중력모형 추정 결과(HS 6-digit)

(종속변수: 수출액)

먼저 패널 개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합동 OLS(Pooled OLS)를

실시한 결과, 주요 변수인 거리와 관세, GDP, 인구 변수에서 모두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부호와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패널

자료의 특성을 고려한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모형에서도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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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응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0’의 자료를 고려하여 추정된

프로빗 모형, Heckman Sample Selection모형에서도 기존 연구 결과

와 일치하는 부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모형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패널 자료의 특성을 고려한 F검정

의 결과로 패널개체의 특성이 0이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고정효

과 모형을 사용해야 일치추정량(consistent estimator)을 얻을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확률효과 모형(Random effect model)에서

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변수(time-invariant variable)인 거리

에 대한 계수도 추정되었으나 하우즈만 검정(Hausman Test) 결과

유의수준 1%에서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

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프로빗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부호와

모든 변수에 대한 신뢰수준 1%에서의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상품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새로운 상품 수

출에도 동일한 부호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거리가

가깝고, 관세가 낮을수록 기존 수출품의 수출증대 효과뿐만 아니라

새로운 상품이 수출될 확률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추정

된 3가지 추정에서의 계수와는 그 정도에 있어 다소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특히 주요 변수인 관세와 GDP, 수입국 인구 증가에 대

한 효과가 고정효과 모형에서 보다 크게 나타나 수출 행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의 변화가 내연효과와 외연효과에 미치는 크기가

상이함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추정된 Heckman sample selection모형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더욱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관세에 대한 추정 계수에 있어

서 1단계 프로빗 모형에서의 계수가 –0.649인 것에 반해 수출량을

종속변수로 하는 2단계 OLS에서는 –4.670에 달해 관세에 의한 영

향이 각 단계에서 다른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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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수출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반영하는 외연효과와, 수출이

시행된 이후의 수출액 증감과 관련된 내연효과를 서로 분리해서 살

펴볼 필요가 있음을 암시한다.

특히 지역적 차원의 수출 다양성과 품목에 대한 수출 다양성을 직

접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구축된 자료를 활용하여 외연효과 차

원에서 수출 행위를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축된 자

료의 개체가 특정 국가로 수출되는 특정 상품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외연효과 분석이 결국 지역적 차원의 수출 확대 및 수

출의 품목 다양성 확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축된 산업별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의 산업별 대외 수출에 관세 인하가 미치는

효과를 내연효과와 외연효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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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추정 결과

앞서 제시된 모형을 토대로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한국 제조업

의 9개 세부 산업에 대한 내연효과와 외연효과의 크기를 추정하였

다. 먼저 관세인하가 제조업 수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대상이 되는 산업 전체에 대하여 내연효과와 외연효과의 크기

를 추정하였다.7) 그 결과는 <표 10>와 같다.

(1) (2)

관세
-2.647*** -1.627***

0.519 0.278

GDP
0.878*** 0.060***

0.108 0.054

2008
0.081** 0.076***

0.033 0.17

2009
0.159*** -0.136***

0.031 0.016

2010
0.217*** 0.059***

0.037 0.020

2011
0.209*** 0.217***

0.047 0.025

상수항
-0.421

1.127
  0.026

log  -17379.985
 488.28***

괄호 안의 값은 SE(standard error)

*,**,***은 각각 신뢰수준 10%, 5%, 1%에 대한 유의성

<표 10> 관세에 대한 내연효과 및 외연효과 추정 : 제조업 전체

7) <표 9>에 제시된 2개의 모형은 모두 고정효과 모형이다.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

하고자 하우즈만 검정(Hausman Test)을 실시한 결과, 확률효과 모형보다 고정

효과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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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의 (1)열은 식 (23)의 로짓모형을 고정효과 모형으로 추정

한 결과이며, (2)열은 내연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식 (21)을 고정효과

모형으로 추정 결과이다. 외연효과의 크기는 (1)열과 (2)열에 제시된

계수의 크기 차이로 나타난다.

이에 근거하여 추정된 결과로부터 제조업 전체에 대한 관세 인하

의 내연효과와 외연효과의 크기를 산출한 결과 각각 –1.627과

-1.020로 나타났다. 이는 관세가 종전에 비해 1% 감소할 경우 기존

에 수출하고 있던 품목의 수출액은 1.627% 증가하며(내연효과), 관

세 인하에 의해 새로운 교역관계가 형성되어 1.020% 수출액이 증가

하는 것(외연효과)을 의미한다. 이처럼 내연효과의 크기가 외연효과

의 크기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지난 5년 동안 한국의 관세 인하에

따른 제조업 수출 성장은 내연효과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연효과와 외연효과의 비중은 각각 약 63.1%, 36.9%로 외

연효과 역시 수출 증대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관세 인하 및 철폐를 골자로 하는 FTA가 수출 증가에 미치

는 내연효과와 외연효과의 비중이 각각 63%. 37%인 것으로 나타난

김민정·김종섭(2012)의 결과와도 일치한다.8)

다음으로는 구축된 자료를 앞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산업별 자료

로 분류하여 이를 활용, 추정을 시행한 결과이다. 추정은 총 9개의

산업에 대해 이루어졌다.

8) 해당 연구에서는 외연효과를 수출품목 수의 증가로 정의하고 이를 수출다양도로

명명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외연효과를 수출품목 수 증가에 따른 수출액의 증

가로 정의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결과에 대한 단순비교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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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플라스틱 고무

(1) (2) (1) (2) (1) (2)

관세
- 2.248 - 0.403 - 1.881 - 0.819 - 6.451 *** - 3.234 ***

(1.841) (0.854) (3.105) (0.859) (2.509) (1.217)

GDP
0.209 0.792 *** 1.371 * 0.559 *** 0.143 0.724 ***

(0.557) (0.280) (0.714) (0.169) (0.467) (0.237)

2008
0.173 - 0.015 0.230 0.055 - 0.143 0.015

(0.147) (0.074) (0.216) (0.053) (0.141) (0.073)

2009
0.136 - 0.026 0.669 *** - 0.011 - 0.071 - 0.072

(0.148) (0.075) (0.205) (0.050) (0.133) (0.072)

2010
0.313 0.185 0.917 *** 0.210 *** 0.054 0.124

(0.199) (0.098) (0.249) (0.062) (0.162) (0.087)

2011
0.835 ** 0.365 *** 0.601 *** 0.290 ***

(0.323) (0.080) (0.205) (0.108)

상수항
-17.196 1.167 - 3.422

(12.625) (3.469) (4.881)
  0.039 0.056 0.043

log 


-758.395 -382.113 -960.909

 45.00 *** 64.09 *** 63.96 ***

(1)열과 (2)열은 각각 식 (23)과 식 (21)을 고정효과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괄호 안의 값은 SE(standard error)

*,**,***은 각각 신뢰수준 10%, 5%, 1%에 대한 유의성

<표 11> 관세에 대한 내연효과 및 외연효과 추정 : 산업별 추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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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속제 제품 인조섬유 각종 기계류

(1) (2) (1) (2) (1) (2)

관세
- 2.604 - 0.256 - 1.281 - 0.591 - 3.762 ** - 2.901 ***

(1.670) (0.954) (0.840) (0.472) (1.510) (0.793)

GDP
1.928 *** 0.990 *** 1.046 *** 0.676 *** 0.650 *** 0.560 ***

(0.399) (0.190) (0.317) (0.185) (0.178) (0.088)

2008
- 0.191 - 0.030 - 0.036 - 0.071 0.128 ** 0.079 ***

(0.118) (0.058) (0.090) (0.050) (0.054) (0.027)

2009
0.063 - 0.277 *** - 0.032 - 0.301 *** 0.124 ** - 0.113 ***

(0.112) (0.056) (0.086) (0.049) (0.051) (0.264)

2010
- 0.061 - 0.085 - 0.104 - 0.083 0.279 *** 0.069 **

(0.135) (0.068) (0.104) (0.592) (0.061) (0.032)

2011
- 0.192 - 0.050 - 0.313 *** - 0.006 0.251 *** 0.240 ***

(0.172) (0.086) (0.131) (0.074) (0.077) (0.041)

상수항
-9.583 ** - 2.396 0.687

(3.904) (3.253) (1.808)
  0.025 0.024 0.025

log 


-1341.74 -2306.06 -6465.77

 68.59 *** 28.13 *** 156.13***

(1)열과 (2)열은 각각 식 (23)과 식 (21)을 고정효과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괄호 안의 값은 SE(standard error)

*,**,***은 각각 신뢰수준 10%, 5%, 1%에 대한 유의성

<표 12> 관세에 대한 내연효과 및 외연효과 추정 : 산업별 추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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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기기 자동차 철강 및 철강재

(1) (2) (1) (2) (1) (2)

관세
- 4.201 - 2.952 - 3.347 ** - 2.765 *** - 5.531 *** - 2.412 ***

(4.074) (1.815) (1.459) (0.715) (1.584) (0.894)

GDP
0.097 0.853 *** 0.690 0.812 *** 1.303 *** 0.478 ***

(0.533) (0.261) (0.470) (0.265) (0.230) (0.135)

2008
0.029 0.059 0.098 0.002 *** 0.118 * 0.216 ***

(1.590) (0.081) (0.144) (0.084) (0.070) (0.041)

2009
0.530 *** - 0.114 0.811 - 0.260 0.268 *** - 0.106 ***

(0.151) (0.077) (0.137) (0.079) (0.066) (0.040)

2010
0.478 *** 0.186 ** 0.292 ** - 0.006 0.192 ** 0.069

(0.178) (0.093) (0.161) (0.094) (0.079) (0.050)

2011
1.004 *** 0.253 ** 0.126 0.369 *** 0.154 0.230 ***

(0.231) (0.117) (0.202) (0.118) (0.100) (0.063)

상수항
-5.314 - 3.807 2.679

(5.342) (5.458) (2.771)
  0.037 0.064 0.021

log 


-703.36 -900.81 -3724.16

 77.71 *** 39.69 *** 155.51***

(1)열과 (2)열은 각각 식 (23)과 식 (21)을 고정효과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괄호 안의 값은 SE(standard error)

*,**,***은 각각 신뢰수준 10%, 5%, 1%에 대한 유의성

<표 13> 관세에 대한 내연효과 및 외연효과 추정 : 산업별 추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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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1) (2)

내연효과

(3)

외연효과

((1)-(2))

가공식품 산업 -2.248 -0.403 -1.845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881 -0.819 -1.062

고무 제품 제조업 -6.451 -3.234 -3.217

비금속제 제품 제조업 -2.604 -0.256 -2.348

인조섬유 제조업 -1.281 -0.591 -0.690

각종 기계류 제조업 -3.762 -2.901 -0.861

전기 기기 제조업 -4.201 -2.952 -1.249

자동차 산업 -3.347 -2.765 -0.582

철강 및 철강재 산업 -5.531 -2.412 -3.119

추정결과 각 산업에서 유의성에는 차이가 있으나 관세에 대해 일

관적으로 음(-)의 부호가 도출되었다. 이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내

연효과와 외연효과를 계산하여 <표 13>에 제시하였다.

<표 14> 산업별 내연효과 및 외연효과

<표 14>에 제시된 (1)열과 (2)열은 <표 11>∼<표 13>에 제시한

관세에 대한 추정 계수와 일치하며, 특히 (2)열은 식 (21)을 추정한

결과로 그 자체로 내연효과를 의미한다. 여기에 외연효과를 산출하

기 위해 (1)열에 제시된 계수에서 (2)열에 제시된 계수를 빼 계산한

후 이를 (3)열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일부 산업에서는 제조업 전체에 대한 추정 결과와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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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외연효과의 크기가 내연효과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파악하고자 도출된 내연효과와 외연효과의 크기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내연효과가 큰 산업과 내연효과가 큰 산업으로 분류해

<표 15>에 제시하였다.9)

내연효과>외연효과 내연효과<외연효과

자동차 산업

전기기기 제조업

각종 기계류 제조업

비금속제 제품 제조업

가공식품 산업

<표 15> 내·외연효과 비율에 따른 분류

0 1 2 3 4 5 6 7

가공식품산업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고무제품제조업

비금속제제품 제조업

인조섬유제조업

각종기계류 제조업
전기기기제조업

자동차산업

철강및철강재 산업

외연효과 내연효과

<그림 3> 산업별 내연효과 및 외연효과 크기 비교

이처럼 가공식품이나 비금속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에서는 관세

인하에 따른 외연효과가 큰 반면 각종 기계류 및 전기기기 제조업,

9) 내연효과와 외연효과의 비중을 계산한 결과, 그 차이가 미미한 산업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효과만을 고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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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에서는 내연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부피

가 작으면서도 생활필수품으로서의 활용도가 높은 품목을 생산하는

산업에서는 관세인하에 의해 외연효과의 비중이 더욱 큰 것이다. 반

면 부피가 크면서 한 번의 구매로 비교적 오랜 시간을 사용하는 자

동차나 각종 기기에 있어서는 내연효과의 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이들 품목은 비교적 고가이면서 가격 경쟁력 뿐만 아니라

제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교역관계를 형성하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가격 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관

세의 변화는 새로운 교역 관계를 형성하는 것보다 기존의 수출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그 효과가 집중되는 것이다.

한편 산업별로 내연효과와 외연효과의 상대적 비중이 차이가 나는

것은 Chaney(2008)에서 도출된 이론적 결론에도 상응한다.

Krugman(1980) 이후부터 Melitz(2003) 이전의 통상적인 독점적 경

쟁시장 모형은 수출의 내연효과만을 분석할 수 있는 모형으로 상품

차별화 정도를 나타내는 의 크기가 작을수록 총 수출은 확대된다

는 이론적 결론을 도출하였다. 고도로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하게 되

면, 수입국에서 해당 상품을 대체할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만큼 수출

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Chaney(2008)에서는 수출

의 내연효과와 외연효과를 모두 고려함으로써 의 크기가 내연효과

와 외연효과에 미치는 영향에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의 크기가 큰 경우, 즉 상품 차별화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비교적

심한 경쟁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생산성이 낮은 상태에 있는 품목

이 새로이 수출되는 효과는 작아지게 된다. 그러나 의 크기가 작은

경우, 즉 상품 차별화 정도가 큰 경우에는 생산성이 낮은 품목이더

라도 상대적으로 충분한 시장 내 지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새

로운 품목의 수출 증대효과가 커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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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산업의 경우, 수출국 자체가 각 품목별 고유의 정체성을

부여하면서 수입국에서 다른 품목으로는 대체 불가능한 차별적 지

위를 형성한다. 이처럼 상품차별화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는 가공

식품 산업에서는 외연효과의 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동

차나 전기기기, 기계류 제조업은 수입국에서의 경쟁이 치열하면서도

타국의 상품이나 기능적으로 유사한 품목으로의 대체가 비교적 용

이하기 때문에 수입지에서 심각한 경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이들 산업에서는 외연효과보다는 내연효과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상정한 주요 변수인 관세는 산업단위가 아닌 국

가 단위에서 변화하는 교역비용이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보다 유용

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분석과는 별도로 국가별 분석

을 시도하여 지난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한국 제조업 수출의 방

향을 가늠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구축된 자료를 국가별로 분

류하여 내연효과와 외연효과를 추정하고, 그 크기를 기준으로 상위

7개국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는 <표 16>와 같다.

순위
내연효과 외연효과

국가 크기 국가 크기

1 멕시코 -4.660 베트남 -4.775

2 러시아 -4.277 중국 -4.580

3 브라질 -4.251 멕시코 -3.985

4 말레이시아 -3.783 네덜란드 -3.804

5 일본 -3.003 호주 -2.176

6 태국 -2.289 인도네시아 -1.859

7 베트남 -1.349 러시아 -1.685

<표 16> 국가별 내연효과 및 외연효과 추정

분석 결과 내연효과는 멕시코,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 수출국으로

평가되는 지역에서, 외연효과는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와 같은 한

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과 더불어 네덜란드, 호주와 같은 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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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수출국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멕시코와 러시아, 베트남

에 대한 수출의 내연효과와 외연효과가 모두 다른 국가에 비해 높

아 분석 기간 동안 이들 지역에서의 관세인하 효과가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지리적으로도 인접하면서 아세안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타 지역에 비해 교역량이 적었으나

한·ASEAN FTA체결을 기점으로 관세가 대폭 인하되면서 새로운

수출관계 형성에 따라 외연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Kehoe and

Ruhl(2002)이나 Bergin and Glick(2005)와 같이 수출 품목의 증가로

외연효과의 크기가 크게 나타나는 교역 초기 단계의 특징을 잘 보

여주는 결과이다. 반면 한국의 전통적인 수출시장인 미국으로의 수

출에서는 내연효과와 외연효과에서 모두 관세에 대한 음(-)의 부호

와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분석 대상이 되는 기간 동안

대미(對美)수출이 정체기에 접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

과의 원인으로는 해당 기간 동안 미국 시장 내에서 중국을 비롯한

신흥 수출국보다 경쟁력이 떨어졌을 가능성, 타 수입국의 관세 인하

로 인한 수출 전환 효과 등을 들 수 있다.10)

이를 종합하면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대외 관세 인하 및 철

폐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는 대체로 내연효과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인접하면서도 관세 인하 폭이 컸던 동

남아시아 지역과 한국이 제조업에 비교우위를 지닌 일부 농산물 수

출 국가, 그리고 상품 차별화 정도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외연적 성

장을 이룬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수출이 안정화되

고 난 후 큰 값으로 계측되는 내연효과의 비중이 큰 자동차나 전자

10)수출 경쟁국을 고려할 경우 절대적 관세 수준만큼이나 상대적 관세 수준도 수출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본다면 본 연구는 대미(對美) 관세 인하 및 통관 정책

의 주요 기점인 한·미FTA가 발효된 2012년 이후를 분석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대미(對美)수출에 대한 최신 동향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

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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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기계류 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 관세 인하 조치가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외연효과가 주로 수출 초기 단계에서

나타난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외연효과가 크게 나타난 산업과 국

가를 중심으로 중·장기적 차원에서 수출을 지속할 수 있는 안정화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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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및 요약

본 연구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대외 수출에 대한 관세 변동이 한

국의 각 산업별 대외 수출에 미친 영향을 내연효과와 외연효과로

분리하여 살펴보려는 시도이다. 특히 기존 수출 상품의 수출 증가액

을 내연효과로, 신규 수출에 의한 총 수출액 증가분을 외연효과로

규정하는 Chaney(2008)의 이론을 토대로 하여 조작적 정의를 활용

하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이론과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분석에

엄밀성을 더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의 제조업 9개 산업에 대한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의 관세 및 수출액에 대한 정보가 담긴 패널 자료이다.

이에 대해 수출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짓모형과 수출액을 종속

변수로 하는 일반선형모형을 활용하는 방법론을 적용·추정하였다.

그 결과 분석 대상이 되는 기간 동안 관세 인하 및 철폐가 한국의

대외 수출 증대에 미친 효과는 대체로 내연효과에 집중되었던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연효과의 비중도 약 1/3에 달해 관세 인하가

수출의 외연적 성장에도 기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업별 분석에서는 비교적 부피가 작고, 가벼우면서도 생필품의 성

격을 지니는 상품을 생산하는 가공식품 산업과 비금속 제품 산업에

서 관세인하에 따른 외연효과의 크기가 내연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부피가 크면서도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형성되는 품질

에 대한 신뢰관계가 기반이 되는 자동차와 전자기기, 기계류에서는

내연효과의 크기가 외연효과의 크기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특정 산업 내에 존재하는 상품 간의 대체탄력성

이 낮은 경우, 즉 상품 차별화의 정도가 클수록 외연효과가 크고 차

별화 정도가 낮을수록 내연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는 Chaney(2008)의

이론적 결론에도 상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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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가별 분석에서는 신흥 수출시장으로 평가되는 지역에서의

내연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역관계가 중·후반부로 갈수록 내

연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는 일련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본다면, 이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이들 국가와의 교역관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반면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 또

는 농산물 수출국에서 외연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연효

과는 내연효과와는 달리 교역관계 초기에 집중되어 나타난다는 점

에서 관세 인하가 동남아 지역으로의 초기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였

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00년 이후 시행된 대외 관세 인하 및 철폐 관

련 정책이 새로운 수출 동력을 확보하고, 기존 수출 품목에 대한 경

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보여준다. 단, 외연효과는 수출

초기단계에 집중되어 나타나므로, 외연효과가 큰 산업과 국가에 한

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보

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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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nsive and Extensive Margins of

Korean Manufacturing Export

in Responses to

Foreign Tariff Reduction

Hyesun Jung

Department of Agricultural Economics & Rural Developmen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 tariff barrier in international trade has been a main policy

target unlike other major trade barriers because of its usefulness

in terms of policy approach. In particular, as an attempt to

establish trade platforms that ensure trade flows as freely as

possible by reducing or eliminating a tariff barrier, multilat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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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otiations under WTO, FTA or regional economic blocks

between countries have been under progress. Since its high

dependence on export growth, Korean government also signed in

several FTA and joined economic agreement to reduce and

eliminate foreign tariff.

This study sheds light on estimating the export growth effects

of tariff reduction in two different measures, intensive and

extensive margins. The former is the change in the export size

of already exported goods and the latter is the export value of

newly exported goods. In particular, to measure sectoral

difference in two margins, I further study the ratio of two

margins for some manufacturing industries which produce and

export final goods.

In doing so, I consider Korean manufacturing exports from 2007

to 2011 at the level of 6-digit HS classification and tariff(actually

applied) of top 20 importing countries. Based on the theoretical

model of Melitz(2003) and Chaney(2008), I estimate intensive and

extensive margins of export by using logit and linear fixed

model.

Controling for fixed cost and the size of importing markets,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Korea’s export growth is highly

dependent on intensive margin but extensive margin also

considerably contributes to export growth. In sectoral analysis,

extensive margin is larger than intensive margin in processed

food and base metal product manufacturing industry while

intensive margin is relatively larger in automobile and machinery

manufacturing. This is a consistent result to what Chaney(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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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d in theoretical frame work: the higher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is, the more sensitive the intensive margin is.

For its policy usefulness, I further conduct country-level

analysis. The Result shows that intensive margin has led the

export growth mainly in emerging markets such as Mexico,

Brazil and Russia. But extensive margin is high in export to

China and ASEAN countries. Since large extensive margin is the

main characteristics in initial export stage, policy support for

stabilizing newly formed export relationship in these countries is

needed.

Key Words : Tariff Reduction, Intensive Margin, Extensive

Margin, Logit Model, Fixed Effec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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