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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을 통한

식품산업의 수출구조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경제사회학부 농업·자원경제학 전공

김지연

FTA 체결 확대 및 운송수단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은 국제적으로

생산의 분업화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어떠한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

사슬 전 과정이 여러 국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의 확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산업의 가치사슬

에서 발생하는 수직특화(Vertical Specialization, VS)의 심화는 중간재

교역을 증가시켰으며, 이는 원산지의 개념을 모호하게 만들어 기존의 총

액기준 교역통계에서는 부가가치의 중복계산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부가가치의 중복계산 문제를 고려하는 글로벌 가치

사슬 분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철강, 자동차 등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이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분

석도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농식품 산

업에서도 생산 공정의 현대화 및 다국적 식품기업의 성장 등을 배경으로

한 농식품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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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동시다발적인 FTA의 추진으로 인하여 농식품 부문의 시

장개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값싼 해외 농산물을 수입한 후 국내

에서 가공하여 다시 해외로 수출하는 형태로 식품산업의 글로벌 가치사

슬에 참여하고 있다. 기존의 총액기준 교역통계를 이용하여 식품산업의

수출구조를 분석할 경우 중복계산 문제로 인해 분석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는 총액기준의 교역통계를 이용

하여 식품산업의 수출구조를 분석하거나, 글로벌 가치사슬의 참여도를

분석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WIOD(World

Input-Output Database)의 세계산업연관표 및 총수출 분해 방법을 이용

하여 2000년부터 2014년간의 식품 총수출 내 부가가치의 구조 변화를 살

펴보고자 한다. 또한 사회 관계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이

용하여 식품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한국을 포함한 국가 간 수출 연

계 구조를 분석한다.

한국의 식품 총수출 분해 분석결과 한국 식품 총수출에 내재된 국내

부가가치의 비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한 반면 해외 부가가치와 순

수 중복계산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이는 한국의 식품산업에서도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과의 주요 교역대

상국인 중국, 일본, 미국의 식품 총수출 분해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국의 식품 총수출 내 국내 부가가치의 비중은 증가하였으며, 그 외 국

가들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내 부가가치의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그 크

기는 한국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분해한 부가가치를 이용하여 수직특화 비율(VS ratio)과 후

방연계 부가가치 수출 비율(VAX_B ratio)을 계산한 후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의 식품산업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

과 2000년 대비 2014년 한국의 VAX_B 비율의 감소폭이 주요 국가보다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15년간 한국에서는 식품 수출을 통한 국내

부가가치의 기여가 작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 관계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결과, 부가가

치 기준으로 생산 분업화가 권역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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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00년 식품산업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의 중심에는 미국, 프랑스, 독

일, 영국 등 미국과 서유럽국가들이 구조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던 반

면, 2014년에도 여전히 미국과 서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나, 중

국,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중심으로 이동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별 식품산업 총수출 내 부가가치

구조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기존 총액기준 교역통계에서

발생하는 중복계산 문제를 반영하여 식품산업의 수출구조를 보다 정확하

게 분석하고자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식

품 수출 정책 및 전략 수립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식품산업, 글로벌 가치사슬, 수직특화, 세계산업연관표,

총수출 분해

학 번 : 2016-2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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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다국적 기업의 성장 등을 배경으로 생산의 분

업화가 국제적으로 심화되고 있다(이우기 외, 2013). 또한 FTA 체결 확

대로 기업 간 경쟁이 증가하고, 운송수단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신

흥시장 내 저비용 공급업체의 등장, 무역자유화로 인한 기업전략의 변화

등은 글로벌 경영환경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의 확대를 필연적으로 야기하고 있다(박근호, 2017).

글로벌 가치사슬이란 어떠한 재화나 서비스의 기획부터 생산과 판매

에 이르는 가치사슬의 전 과정이 다수의 국가를 통해 분업화되어 이루어

지는 것을 의미한다(Gereffi and Fernandez-Stark, 2011). 이와 같이 산

업의 가치사슬에서 수직특화(Vertical Specialization, VS)가 심화되면서

중간재 교역은 증가하였으며(Hummels et al., 2001), 이는 원산지의 개념

을 모호하게 만들어 기존의 국가 간 총액기준 교역통계에서 부가가치의

중복계산 문제를 야기하였다(Koopman et al., 2014). 이에 따라 최근 중

복계산 문제를 반영하며 글로벌 가치사슬을 고려한 부가가치 기준에서

교역을 측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은 ICT, 철강, 자동차 부문 등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

로 활성화되고 있어 기존의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에 대한 연구도 제조업

분야 위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최근 농식품 산업에서 생산 공정의 현

대화가 가속되는 동시에 생산의 수직계열화, 유통망의 확대, 다국적 식품

기업의 성장 등을 배경으로 농식품 산업에서도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의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다(Swinnen et al., 2007; 김영훈 외, 2016).

우리나라는 동시다발적인 FTA의 추진으로 인해 농식품 분야의 시장

개방 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1), 값싼 해외 농산물의 유입으로 국내

1)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18년 기준 총 52개의 국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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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업체에서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원료 중 국내산 원료가 차

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31.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2016). 한편, 2016년을 기준으로 전체 농식품 수출에서 가공식

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62.3%로 한국 또한 해외 원료를 가공하여 수출함

으로써 식품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에 기존 연구에서 활용한 총액기준의 교역통계를 바탕으로 한국의 식품

산업 수출구조를 분석한다면 부가가치의 중복계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다. 따라서 식품산업 총수출을 부가가치로 분해한 후 식품산업의 수출구

조를 부가가치 기준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연구 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 국가들의 식품산업 수출구조를

부가가치 기준에서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총액기준 교역통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의 중복계산 문제를 보완하여 식품산업의 수출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식품산업에 있어 한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 국가

간 수출의 연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여 한국의 식품산업 수출과 관

련된 향후 정책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계투입산출데이터베이스(World Input-Output

Database, WIOD)의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세계산업연관표(World

Input-Output Tables, WIOT)를 이용하여 식품 수출액을 부가가치의 종

류별로 분해한 후, 총수출에 내재된 국내 부가가치의 크기를 통해 한국

의 식품 수출을 통한 국내 부가가치 창출 정도와 부가가치의 구조 변화

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수직분업 측정지표를 이용하여 한국을 포

함한 주요 국가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

으로 사회 관계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이용하여 식품산업

의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한국을 포함한 국가 간 수출 연계 구조를 분석

하고자 한다.

15건의 FTA가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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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1. 총수출 분해를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에 대한 연구는 iPod과 같이 특정 기업의 제품

을 대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을 분석하는 것처럼 기업수준에서도 이루어

지지만(Dedrick et al., 2009), 대부분 산업 및 국가수준에서 생산의 수직

특화를 측정하는 방법과 세계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분

석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Hummels et al., 2001; Daudin et

al., 2011; Stehrer, 2012; Johnson and Noguera, 2012; Koopman et al.,

2014; Wang et al., 2013).

Hummels et al.(2001)은 생산 공정에 있어 국가 간 상호 연결성이 증

가하는 현상에 주목하였고 이와 같은 생산의 국제적 분업 현상은 수직특

화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았다. Hummels et al.(2001)은 총수출에 내재된

수입 중간재의 가치를 의미하는 수직특화 지수(Vertical Specialization

Index, VS Index)와 제 3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교류된 중간재의 가치인

VS1(The value of exports that are embodied in a second country’s

export goods)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며, OECD 투입산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OECD 주요 10국의 수직특화 지수를 계산하였다. 그러나

Hummels et al.(2001)은 VS1 지수에 대한 수학적 정의를 제시하지 않았

는데, Daudin et al.(2011)은 Hummels et al.(2001)에서 제시하지 않은

VS1 지수를 수학적으로 정의하였다. 더 나아가 수출된 후 다시 수출국

으로 재수입되어 국내에서 최종 소비된 재화에 내재된 부가가치를 의미

하는 VS1* 지수2)의 개념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이후 교역에 내재된 부가가치를 형성되는 형태에 따라 구분하고 이들

을 수학적으로 정의한 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2) VS1* 지수는 특정 국가에서 수출한 중간재가 나머지 국가의 최종재 생산에

사용된 후, 해당 최종재를 재수입했을 경우 발생한 최종재 수입에 내재된 자국

의 중간재 수출에 의해 발생한 국내 부가가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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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hrer(2012)은 교역에 내재된 부가가치를 수출과 수입 측면에서 동시

에 고려하여 총액기준 무역수지와 무역수지에 체화된 부가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부가가치 기준 무역(Trade in

Value Added, TiVA)과 체화된 부가가치(Value Added in Trade, VAiT)

의 개념을 구분하고 각각의 개념을 분석할 수 있는 수학적 방법론을 제

시하며, WIOD의 세계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부가가치 기준 무역과 체

화된 부가가치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Johnson and Noguera(2012)은

부가가치 수출(value added to gross exports, VAX)의 개념과 수학적

정의, 총수출 대비 부가가치 수출의 비율을 의미하는 VAX 비율(The

ratio of value added to gross exports, VAX ratio)을 측정할 것을 제시

하였다.

앞서 살펴본 글로벌 가치사슬과 관련된 지표들의 측정 방법을 보다

일반화시키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Koopman et al.(2011; 2014)은

Hummels et al.(2001)과 Johnson and Noquera(2012)에서 제시한 글로벌

가치사슬과 관련된 지표들을 일반화된 틀에서 측정하는 방법으로 ‘총수

출의 분해(Decomposition of gross exports)’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특정 국가의 총수출을 아홉 개의 부가가치 항목으로 분해하고, 각각의

세부 부가가치 항목들의 선형결합을 통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VS지수,

VS1 지수, VS1＊ 지수, 그리고 부가가치 수출(VAX)을 측정할 수 있음

을 보였다. Koopman et al.(2014)의 분석방법은 국가수준의 분석에 머물

고 있으며, 산업수준에 그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Wang et al.(2013)은 국가-산업 수준에서 총수출의 완전한 분

해를 위한 분석방법과 WIOD의 2011년 판 세계산업연관표를 활용한 실

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글로벌 가치사슬과 관련하여 국내 연구들은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들의 방법을 적용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특히 국내에서는 한국

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한국과 주요 국가들 간의 연관관계 구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윤우진(2016)은 WIOD와 요코하마 대학의 세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의 국제 산업연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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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미·일 의존형’에서 ‘미·중 의존형’으로 변화했음을 보였으며, 그 외

정준호 외(2016)는 OECD TiVA 자료를 이용하여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의 네트워크를 시각화하여 나타내었다. 이홍배 외(2017)는 아시

아 세계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한중일 소재부품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소재부품산업에 있어 한중일 간 일방향적 의존구

조에서 쌍방향적 의존구조로 전환되며 동시에 한국의 수입의존적 연관관

계가 심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농식품 부문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연구로는 김영훈 외(2016), De Backer and Miroudot.(2013), Greenville

et al.(2017a; 2017b), 박윤선 외(2018)가 있다. 김영훈 외(2016)는 OECD

TiVA 자료를 이용하여 RCEP 및 TPP 회원국의 농식품 산업에서의 글

로벌 가치사슬 전후방참여도를 도출하였다. De Backer and

Miroudot.(2013)은 국제 생산 네트워크에서의 국가별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 크게 6가지 산업(농업, 식품제조업, 화학, 전자·전기, 운송장비, 비즈

니스 서비스 및 금융 서비스)에 대한 국가별 글로벌 가치사슬 전후방참

여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Greenville et al.(2017a)은 GTAP(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자료를 활용하여 구축한 ICIO(Inter-Country Input-Output) 표

를 이용하여 농식품 품목별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를 분석하였다. 국가

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가가치 기준 농식품 교역액이

총수출액의 절반정도로 측정되어 기존의 교역통계에 발생하는 부가가치

중복계산 문제를 밝혀냈다. 또한 총수출과 최종수요를 부가가치로 분해

했을 때 그 원천을 살펴보면, 가공식품의 경우 원재료가 되는 농업이 차

지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가공이 덜 일어나는 농산물에서도 농업이 차지

하는 비중이 가장 높음을 보였다.

박윤선 외(2018)는 2011년 기준 GTAP 9.0 DB를 이용하여 다지역산

업연관표를 구축한 뒤 이를 이용하여 기존이 농식품 산업 교역통계에서

부가가치의 중복계산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였으며, 한국의 전체 산업 대

비 농업부문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정도가 주요 농업국가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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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브라질·미국보다 낮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기존의 총액기준

무역통계에서 한국의 가장 큰 농식품 무역적자 교역상대국은 미국이나,

부가가치 기준에서는 중국이 한국의 가장 큰 농식품 무역적자 교역상대

국임을 밝혔다.

2. 농식품 산업의 수출구조 분석

김한호 외(2009)는 한국 과실류의 교역형태를 분석하기 위해

1991-2007년의 교역통계를 이용하여 과실류 5개 품목의 중력모형을 추

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한국 과실류 교역에서 국가 간 편중

현상이 심하다는 점과 둘째, 수출량에 있어 국가 간 지리적 거리보다는

사회경제적 특성이 보다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것, 셋째, 교역형태에 있

어 품목별 이질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임정빈 외(2010)는 헥셔-오린(Heckscer-Olin) 이론에 근거한 산업간

무역(Inter-Industry Trade)과 산업내 무역(Intra-Industry Trade) 개념

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농식품 산업의 무역패턴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도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농식품 분야에서 산업내무역이 상

당수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과실

류, 축산물, 낙농품 및 곡물류의 수출은 교역 대상국과의 거리가 가까울

수록 증가한다는 것을 보였다.

총액기준의 교역통계와 사회 관계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을 이용한 농식품 산업의 교역구조 분석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

다. 현기순 외(2017)는 HS코드 기준 농식품 4개 품목의 교역에서 세계적

으로 지역 간 연계가 확대되고 있으며 경제통합 정도가 가장 높은 유럽

국가는 역내 활발한 농식품 교역을 통해 농식품 교역의 중심국가로서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은상규 외(2016)는 한국의

농산물 수출 지역의 범위와 수출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국내 농산물 수

출 지역 중 미국, 일본, 중국이 전체 지역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

으며,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한 수출 확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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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본 논문에서는 식품 총수출을 부가가치별로 분해한 후 식품산업 수출

구조의 변화를 부가가치 기준에서 분석한 후 국가 간 연계구조를 글로벌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교역통계를 이

용하여 식품산업의 수출구조에 대해 분석하고자 했던 대다수의 선행연구

에 비해 중복계산 문제를 반영한 식품산업의 수출구조 분석이 가능할 것

으로 기대된다.

또한 식품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국가별

식품산업 글로벌 가치사슬의 참여도를 측정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며 식품

총수출을 부가가치 요소별로 분해한 후 부가가치 기준에서 수출구조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달리 본 논문에

서는 세계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각각의 국가와 산업별로 분석하며, 더

나아가 2000년~2014년 기간 동안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식품 총

수출에 내재된 부가가치의 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된다고 할 수 있다.

제 4 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 및 필요

성, 연구 목적 및 방법을 논의하고 관련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 2장에서는 기존 총액기준의 교역통계와 WIOD의 세계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한국 식품산업의 교역 현황 및 식품산업에서의 중간재 수출 현

황을 살펴본다. 제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분석 자료와 총수출

분해 방법론 및 글로벌 가치사슬 측정 방법을 서술하며 제 4장에서는 분

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

하고 정책적 시사점 및 한계에 대해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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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식품산업의 교역 현황

제 1 절 식품산업의 총액기준 교역 현황

1. 농식품 부류별 교역 현황

한국은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18년 기준 총 52개의 국

가와 15건의 FTA가 발효되었으며, 이와 같은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

은 국내 농식품 분야의 시장개방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그림 2-1>

은 한국의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18년간의 농식품 산업의 수출입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18년 동안 총수출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

구하고 총수입의 증가폭이 커 농식품 산업의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림 2-1> 한국 농식품 산업의 수출입 변화

단위: 백만 달러

주: 농식품은 HS코드 2단위 기준 01-24류의 교역액 합으로 계산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검색일: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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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은 한국 농식품 총수출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요 수출 품목

의 변화를 2000년과 2017년을 기준으로 비교하고 있다. 2000년과 2017년

모두 어류와 베이커리 제품을 주로 수출하였으며, 2000년에는 육류 및

어류의 조제품, 채유용종자·인삼, 당류에 대한 수출이 많았던 반면, 2017

년에는 담배, 조제식료품, 음료의 수출이 농식품 총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표 2-2>는 2000년과 2017년 한국의 농식품 수입액을 기준

으로 상위 5위에 해당하는 품목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000년 한국의

농식품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곡물, 어류, 육과 식용설육, 채유용종자·인

삼와 조제사료가 있다. 2017년에는 2000년과 유사하지만 종자에 대한 수

입이 줄고 과실 및 견과류에 대한 수입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농식품 수입에 있어서는 수입액이 증가했을 뿐 주요 수입 품목에

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2000년 2017년

HS

코드
품목군 수출액

HS

코드
품목군 수출액

03 어패류 1,056 3 어패류 1,356

16 육·어류조제품 319 24 담배 1,259

19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230 21 기타 조제식료품 1,258

12 채유용종자·인삼 168 19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960

17 당류와 설탕과자 166 22 음료·주류 식초 796

주 1) 수출액은 십만 자리에서 반올림함.

2) HS코드(HS1996 분류체계 기준) 2단위

자료: UN Comtrade, 관세청 세계HS정보시스템(검색일: 2018.07.17.).

<표 2-1> 한국의 농식품 수출 상위 5위 품목 변화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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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공식품 부류별 수출 현황

<그림 2-2>는 한국 농식품 산업3)의 수출 동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가

공식품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부터 2017년

까지 전체 농식품 수출액 중 가공식품의 비중은 2000년부터 점차 상승하

는 추세를 보이다 2017년에는 전체 농식품 수출액 중 가공식품의 비중이

60%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본 장에서는 품목 기준이 아닌 산업 기준의 교역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품목 기준 교역액과는 다를 수 있음.

2000년 2017년

HS

코드
품목군 수입액

HS

코드
품목군 수입액

10 곡물 1,509 2 육과 식용설육 4,393

03 어패류 1,230 3 어패류 3,630

02 육과 식용설육 1,129 10 곡물 3,085

12 채유용종자·인삼 661 23 조제사료 1,794

23 조제사료 489 8 과실 및 견과류 1,750
주 1) 수출액은 십만 자리에서 반올림함.

2) HS코드(HS1996 분류체계 기준) 2단위

자료: UN Comtrade, 관세청 세계HS정보시스템(검색일: 2018.07.17.)

<표 2-2> 한국의 농식품 수입 상위 5위 품목 변화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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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한국의 농식품 산업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주: 신선농식품은 농산물, 축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하고 있음.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5, 2018)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p.323, pp.463-465.)

가공식품 부류별 수출 현황을 <표 2-3>에 정리하였다. 2000년 전체

농식품 수출액에서 가공식품의 비중은 32.4%인 반면, 2017년 가공식품의

비중은 62.2%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 대비 2017년 가공식품 수출액은 5

배 이상 증가하였다. 가공식품 세부 부류별 수출 변화를 살펴보면, 2000

년에는 기타를 제외하고 과자류, 주류, 목재류가 주로 수출되었다면 2017

년에는 연초류, 면류, 소스류에 대한 수출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구분 2000년(A) 2014년 2017년(B) B/A

총 수출액1) 3,012.4 8,249.7 9,153.4 3.0

가공식품 974.9
(32.4)

5,029.0
(61)

5,731.2
(62.6) 5.9

<표 2-3> 가공식품 부류별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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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주요 식품 교역국 변화

총액기준의 교역통계를 이용하여 살펴본 한국의 주요 식품산업 교역

국의 변화는 다음의 <표 2-4>와 같다. 한국은 식품산업에서 있어 주로

일본, 미국, 중국, 홍콩,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등으로 수출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2000년 대비 2017년 수출액은 증가하였으나 한국의 식품

총수출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비중은 24.2% 감소하고 중국의 비중이

11.4% 증가하였다. 반면 홍콩으로의 식품 수출 비중이 1.1%,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0.6% 감소하였으며, 러시아로의 수출은 줄고 아랍에미리트

로의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측면에서는 한국은 주로 미국, 중국, 영국, 호주, 일본으로부터

식품을 수입해왔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국, 일본으로부터의 식품 수

입은 감소하고 브라질, 베트남으로부터의 식품 수입이 증가하였다.

구분 2000년(A) 2014년 2017년(B) B/A

연초류 52
(1.7)

702.4
(8.5)

1,209.7
(13.2) 23.3

과자류 153.1
(5.1)

489.9
(5.9)

415.5
(4.5) 2.7

면류 117.7
(3.9)

320.2
(3.9)

514.4
(5.6) 4.4

주류 145.9
(4.8)

404.2
(4.9)

386.3
(4.2) 2.6

음료 - 281.7
(3.4)

346.8
(3.8) -

소스류 37.6
(1.2)

187.5
(2.3)

209.6
(2.3) 5.6

유제품 11.4
(0.4)

157.2
(1.9)

127.9
(1.4) 11.2

목재류 121.5
(4.0)

243.5
(3.0)

253.5
(2.8) 2.1

기타 335.7
(11.1)

2,242.4
(27.2)

2,267.4
(24.8) 6.8

주 1) 총 수출액은 신선농식품, 가공식품, 수산식품 수출액의 합을 의미함.

2) ( )는 총 수출액 중 각 부류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5, 2018)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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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식품산업의 중간재 수출 현황

생산에 있어 국제 분업화가 고조될수록 전체 교역 중 중간재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활용하는 WIOD의 세계산

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식품산업의 중간재 및 최종재 수출 현황을 살펴보

았다. 본 절에서 정의하는 중간재 수출은 한국 식품산업 생산물이 수출

되어 세계 각국 산업의 중간재로 투입된 금액의 총합으로 계산되며, 최

종재 수출은 한국의 식품산업 수출품이 해외의 최종수요에 투입된 총액

으로 계산하였다.

<그림 2-3>은 전 세계 식품 총수출액과 함께 총수출 대비 중간재와

최종재가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3>을 통해

식품산업의 총수출에서 중간재 교역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가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수출국 주요 수입국

2000년 2017년 2000년 2017년

총수출 1,248 총수출 5,483 총수입 2,404 총수입 10,011

일본
563

일본
1,148

미국
534

미국
1,843

(45.1) (20.9) (22.2) (18.4)

미국
156

중국
804

중국
247

중국
1,546

(12.5) (14.7) (10.3) (15.4)

홍콩
83

미국
650

영국
226

호주
954

(6.6) (11.9) (9.4) (9.5)

러시아
68 아랍

에미
리트

435
호주

226
브라질

680

(5.5) (7.9) (9.4) (6.8)

중국
42

홍콩
301

일본
148

베트남
468

(3.3) (5.5) (6.2) (4.7)
주: 식품은 HS코드(HS1996 분류체계 기준) 16-24류의 교역액 합으로 계산함.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07.17.)

<표 2-4> 한국의 식품 교역 상위 5위 상대국 변화

단위: 백만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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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세계 식품산업의 중간재 및 최종재 수출 변화

단위: 백만 달러(좌), %(우)

자료: WIOD(Released 2016)을 이용하여 저자 계산 및 작성

<그림 2-4>는 한국의 식품 부문의 수출 중 중간재와 최종재가 차지

하는 비중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4>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이 식품산업의 총수출에서 중간재 교역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4> 한국 식품산업의 중간재 및 최종재 수출 변화

단위: 백만 달러(좌), %(우)

자료: WIOD(Released 2016)을 이용하여 저자 계산 및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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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OD의 세계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살펴본 한국 식품산업의 주요

중간재 수출 상대국의 변화는 다음의 <표 2-5>와 같다. 한국의 식품산

업은 주로 일본, 인도네시아, 중국, 미국, 대만 등의 국가 전체 산업에 중

간재로 투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과 2014년 모두 일본으

로의 중간재 수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2000년과 비교하

였을 때 2014년 총 중간재 수출 대비 일본으로의 중간재 수출은 8.2%

감소하였다. 또한 2000년 대비 2014년 기타 국가와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지난 15년간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2000년 2014년

총 중간재 수출 155.5 총 중간재 수출 1,037.6

수

출

상

대

국

일본
56.7

일본
292.5

(36.4) (28.2)

인도네시아
30.7

기타 국가
254.7

(19.7) (24.5)

기타 국가
29.2

중국
236.5

(18.8) (22.8)

중국
8.8

인도네시아
90

(5.6) (8.7)

미국
5.2

미국
40.2

(3.3) (3.9)

대만
4.3

대만
40.1

(2.7) (3.9)
주: 식품산업의 중간재 수출을 구하는 식은 3장 2절 참고.
자료: WIOD(Released 2016)을 이용하여 저자 계산 및 작성

<표 2-5> 한국의 식품 중간재 수출 상위 5위 상대국 변화

단위: 백만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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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제 1 절 분석자료

1990년대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되고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경

제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

고, 현재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OECD/WTO, 일본무

역진흥기구 아시아경제연구소(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IDE-JETRO) 등의 국제기구와 각국 주요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세계산업연관표를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다(한국은

행, 2014).

다음의 <표 3-1>에 현재 제공되고 있는 주요 세계산업연관표의 작성

현황을 정리하였으며, 주요 세계산업연관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WIOD의 세계산업연관표는 EU 집행위원회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기타

국가(the Rest of the World, ROW)를 제외한 43개의 국가 및 UN 국제

표준산업분류 개정(ISIC Rev.4) 기준 56개의 산업, 2000년~2014년의 시

계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OECD-WTO는 합동사업을 통해 부가가치 기준 무역(TiVA) 데이터

를 제공하고 있다. 2016년 판 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총 63개 국가 및

ISIC Rev.3 기준 34개의 산업, 1995년~2011년의 시계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 GTAP 데이터베이스는 미국의 퍼듀대학교에서 일반균형

(CGE) 모형 분석을 목적으로 개발하였으며, 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57

개 산업 부분에 대한 140개 국가의 산업연관표를 제공하고 있다.

호주연구위원회(Australian Research Council)의 자금지원을 통해 구

축된 Eora 다지역산업연관(Multi-Regional Input-Output; MRIO) 데이터

베이스의 세계산업연관표는 ISIC Rev.3 기준을 따르는 26개의 산업 부

문과 190개의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 본 세계산업연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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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TAD/Eora 부가가치 기준 무역(TiVA) 데이터베이스의 기반이 되

고 있으며, 1990년부터 2015년까지의 시계열을 구축하고 있다.

일본무역진흥기구 아시아경제연구소(IDE-JETRO)는 아시아태평양지

역의 10개국(중국,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대만, 필리핀, 싱가포

르, 태국, 일본, 미국)과 76개의 산업으로 구성된 아시아 세계산업연관표

(Asian Internation Input-Output Tables; AIITs)를 작성하였다. 본 데이

터베이스에서는 1975년부터 2005년까지 5년마다의 아시아 세계산업연관

표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에서 구축한 아시아

개발은행-다지역투입산출표(Asian Development Bank, multi-regional

input-output tables; ADB-MRIO)는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

국 등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과 ISIC Rev.3 기준의 35개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기관에서는 2000년, 2005~2008년, 2011년 자

료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요코하마국립대학의 YNU-GIO(YNU-Global Input

Output) 데이터베이스는 11개의 아시아 지역 국가를 포함한 29개의 내생

(endogenous)국가와 59개의 외생(exogenous) 산업부문으로 이루어진 세

계산업연관표를 제공하고 있다. 본 데이터베이스의 세계산업연관표는 35

개의 산업군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1997년부터 2012년까지의 시계열이

구축되어 있다.

데이터베이스 작성기관
대상

시계열
국가 산업(분류)

WIOD EU 집행위원회 43 56(ISIC Rev.4) 2000-2014

ICIO (TiVA) OECD/WTO 63 34(ISIC Rev.3) 1995-2011

GTAP 퍼듀대학교 140
57(GTAP

분류)

2004, 2007,

2011

Eora MRIO 호주연구위원회 190 26(ISIC Rev.3) 1990-2015

AIIOTs 일본무역진흥기구 10 76(AIIO 분류) 1975, 1980,

<표 3-1> 주요 세계산업연관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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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총 7개의 세계산업연관표가 제공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1)　가장 최근의 수출구조를 반영할 수 있으면서도 긴 시계열이 구축되

어 있고, 2) 산업분류가 세분화되어 있으며, 3) 모든 자료들을 활용함에

있어 별도의 제약과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WIOD의 세계산업연관표를

사용하고자 한다.

WIOD는 현행 통계 시스템으로는 글로벌 가치사슬을 정확히 분석하

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EU 집행위원회의 후원아래 11개 기관의

소속 학자 및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WIOD 프로젝트를 통해 구축되었으

며(Dietzenbacher, 2013; 이재민 외, 2017), 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세계

산업연관표를 포함하여 국제공급사용표(International Supply Use

Tables, International SUTs) 및 국가별 공급사용표(National Supply

Use Tables, National SUTs) 등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WIOD의 세계산업연관표는 각 국가별 국민계정(National Account),

공급사용표(National SUTs) 혹은 산업연관표 및 국가 간 무역(bilateral

trade)통계를 이용하여 작성된 세계공급사용표(World SUT)를 바탕으로

작성된다(Dietzenbacher, 2013; 이재민 외, 2017; 라미령, 2017).

<표 3-2>는 K개의 국가, M개의 산업으로 이루어진 WIOD 세계산업

연관표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며, 국가간·산업간 중간재 거래는

(K×M)×(K×M) 행렬로 작성되어 있으며, 최종수요는 민간소비지출, 비영

데이터베이스 작성기관
대상

시계열
국가 산업(분류)

아시아경제연구소

(IDE-JETRO)

1985, 1990,

1995, 2000,

2005

ADB-MRIO
아시아개발은행(AD

B)
45 35(ISIC Rev.3)

2000, 2005,

2006, 2007,

2008, 2011

YNU-GIO 요코하마국립대학 29
35(YNU-GIO

코드)
1997-2012

자료: 각 데이터베이스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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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관소비, 정부소비지출, 총고정자본형성, 재고증감으로 구성된다. 세계

산업연관표에서 가로(행) 방향으로는 각 국가 및 해당 국가 산업에서 생

산된 생산물이 어떤 국가와 해당 국가 산업에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알

수 있고, 세로(열) 방향으로는 각 국가 및 그 국가 산업의 생산 활동에

투입되는 국가별·산업별 중간재, 부가가치 등을 파악할 수 있다(라미령,

2017).

2016년에 발표된 자료가 가장 최신의 자료이며, 본 세계산업연관표는

기타 국가(ROW)를 제외한 총 43개 국가(EU 28개국, 북미 3개국, 동아

시아 4개국, 기타 8개국) 및 ISIC Rev.4를 따르는 총 56개 부문의 산업

에 대해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시계열을 갖추고 있다.4)

4) 2016년 판 WIOD 세계산업연관표의 국가 및 산업분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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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수요(국가, 산업) 최종수요(국가)
총

산

출

1 … K 1 … K

1, 2, ⋯ M 1, 2, ⋯ M 1, 2, ⋯ M 최종수요항목1)

중간

투입

1

1

⋮

M
  ⋯     ⋯    

⋮ ⋮ ⋮ ⋱ ⋮ ⋮ ⋱ ⋮ ⋮

K

1

⋮

M
  ⋯     ⋯   

중간투입계 
  



  
  



 

순생산물세

cif/fob조정

해외직접구매

국내직접구매

부가가치   ⋯  

국제운송마진

총투입   ⋯  

주 1) 민간소비지출, 비영리기관소비, 정부소비지출, 총고정자본형성, 재고증감

2) s, r은 국가로 은 M×M행렬,   ,  은 M×1벡터,  는 1×M벡터이며, K는

총 국가수, M은 총 산업수, 상첨자 T는 벡터의 전치 연산자를 의미함.

3) 본 표에서 사용하는 단위는 경상가격 기준 백만 달러임.

자료: WIOD(Releasedd 2016, 자료 검색일: 2018. 2. 20)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3-2> WIOD 세계산업연관표의 구조(K국가, M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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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방법

본 논문에서는 식품산업을 대상으로 국가간·산업간 부가가치의 흐름

을 파악하기 위해 전통적인 산업연관분석을 응용 및 확장한 방법인 총수

출 분해방법을 이용하여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별 식품 수출에 내재된

부가가치의 원천과 귀착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총수출을 교역상대국

별, 산업별로 분해했을 때도 정합성을 갖춘 Wang et al.(2013)의 총수출

부가가치 분해 방법을 이용하여 식품 총수출에 내재된 부가가치를 분해

한 후, 수직특화(VS) 및 후방연계 부가가치 수출(VAX_B)의 구조 분석

을 통해 식품산업의 수출구조를 부가가치 기준에서 살펴보고자 한다.5)

1. 총수출 분해 분석(K국 M산업 모델)

K개의 국가와 M개의 산업으로 구성된 세계산업연관모형은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은 s국가(s = 1,2, ⋯, K)의 산업별 총산

출 벡터(M×1),  은 s 국가의 r 국가(r = 1,2, ⋯, K)에 대한 국가간 산

업간 중간재 거래행렬(M×M),  은 r 국가에서의 s 국가에 대한 산업

별 최종수요 벡터(M×1),  은 s 국가의 r 국가에 대한 투입계수행렬

(M×M),  은 s 국가에 대한 산업별 글로벌 최종수요 벡터(M×1)를 의

미한다.

(1)











 

 

⋮

 













    ⋯  

    ⋯  

⋮ ⋮ ⋱ ⋮

  ⋯ 














  



 


  



 

⋮


  



 













    ⋯  

    ⋯  

⋮ ⋮ ⋱ ⋮

    ⋯  











 

 

⋮

 













 

 

⋮

 

5) 본 논문에서는 R x64 3.5.0을 이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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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을 레온티에프 역행렬을 이용하여 나타내면 다음의 식 (2)와 같

다. 여기서 는 단위행렬(M×M),  은 s 국가의 r 국가에 대한 (M×M)

차원의 레온티에프 역행렬(생산유발계수행렬)이며, 식 (3)의  은 r 국

가의 국내 레온티에프 역행렬(M×M)을, 식 (4)의  는 s 국가의 부가가

치6)계수 벡터(1×M) 의미한다.

(2)











 

 

⋮

 













    ⋯  

    ⋯  

⋮ ⋮ ⋱ ⋮

    ⋯  











 

 

⋮

 













    ⋯  

    ⋯  

⋮ ⋮ ⋱ ⋮

    ⋯  











 

 

⋮

 

(3)      













 
 ⋯ 




 

⋯ 


⋮ ⋮ ⋱ ⋮


 

 ⋯




(4)     ⋯  
  




  




   

 
 ⋯ 



한 국가의 총산출은 국내에서 소비되거나 다른 국가로 수출될 수 있

다. r 국가의 총산출은 다음의 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는 s 국가의 총수출을 의미한다.

(5)

       
 ≠ 



   

     

          

     

6)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s국가 i산업의 부가가치는 s국가 i산업의 총산출(
)

에서 s국가 i산업으로의 중간투입 합(
  




  




)을 제외한 나머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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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s국가의 r국가로의 수출  은 최종재 수출( )과 중간재 수출

(  )로 구성되며,  과 s국가의 총수출  은 식(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6)         
 ≠ 



 

s 국가의 r 국가로의 최종소비재 수출은 다음의 식 (7)과 같이 산업별

국내 및 해외 부가가치로 분해될 수 있다. 여기서 T는 벡터의 전치 연산

자를 나타내며, #은 원소별 곱셈(element-wise multiplication) 연산자를

의미한다.

(7)              
 ≠  



    

s 국가의 r 국가로의 총 중간재 수출액을 산업별로 분해하면 다음의

식 (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8)

                
 ≠  



     

              

        
 ≠  



     

앞에서 구한 식 (7)과 식 (8)을 합치면 다음의 식 (9)와 같은 s 국가의

r 국가로의 총수출을 분해할 수 있다.7)

7) 자세한 도출 과정은 Wang et al.(2013)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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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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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그룹 하위그룹 수식

국내 부가가치

(DVA)

직접수입국에서 소비된 최종재

(DVA_FIN)
    

직접수입국에서 소비된 중간재

(DVA_INT)
      

제3국으로 재수출된 중간재

(DVA_INTrex)

     
≠



        
≠



 

    
≠



 
≠



 

국내로 되돌아온

부가가치

(RDV)

최종재로 국내에 되돌아온 중간재

(RDV_FIN)
            

≠



  

중간재로 국내에 되돌아온 중간재

(RDV_INT)
      

해외 부가가치

(FVA)

최종재 수출에 내재된 해외 부가가치

(FVA_FIN)
    

≠



    

중간재 수출에 내재된 해외 부가가치

(FVA_INT)
       

≠



      

중복계산

(PDC)

국내 부가가치의 중복계산

(DDC)
     

≠



         

해외 부가가치의 중복계산

(FDC)
       

≠



      

주: 수식은 식 (9)와 같음.

자료: Wang et al.(2013), p. 17.을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표 3-3> 총수출 내 부가가치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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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9)와 같이 식품산업의 총수출은 총 16가지의 부가가치로 분해될

수 있으며, 이들은 다시 네 가지의 상위그룹과 아홉 가지의 하위그룹으

로 분류될 수 있으며 다음의 <표 3-3>과 같다.

우선 부가가치의 상위그룹에는 1) 국내에서 생산된 후 최종재나 중간

재의 형태로 수출되어 해외에서 최종 소비되는 국내 부가가치(Domestic

Value Added, DVA), 2)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가 중간재로 수출되었으

나 다시 국내로 재수입되어 국내에서 최종 소비되는 되돌아온 부가가치

(Returned Domestic Value Added, RDV), 3) 해외에서 생산된 재화가

중간재나 최종재로 국내에 수입되어 수출재 생산에 소비되는 해외 부가

가치(Foreign Value Added, FVA), 4) 국내 혹은 해외에서 생산된 중간

재가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이중으로 계산되는 순수 중복계산 부분(Pure

Double Counted terms, PDC)이다. 이 중, 국내 부가가치(DVA)와 국내

로 되돌아온 부가가치(RDV)는 국내에 귀속되는 부가가치이며 해외 부가

가치(FVA)는 국내를 제외한 세계 각 국가들이 기여한 부가가치를 의미

한다.

또한 DVA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종류로 분해될 수 있다. 먼저, 국

내에서 생산된 최종재 중 직접수입국에 수출된 후 직접수입국에서 최종

소비되는 부가가치(DVA_FIN)가 있으며, 다음으로 국내에서 중간재 형

태로 수출된 후 직접수입국의 최종재 생산에 투입되어 소비되는 부가가

치(DVA_INT),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중간재 형태로 직접수입국으로 수

출된 후 다시 제3국으로 재수출되어 해외에서 최종재로 소비되는 부가가

치(DVA_INTrex)가 있다.

국내로 RDV는 국내로 재수입된 형태에 따라 직접수입국으로 수출된

중간재가 최종재로 수입된 부분인 RDV_FIN과 중간재로 수입된 부분인

RDV_INT로 나누어진다.

또한 FVA는 최종재 수출에 포함된 해외 부가가치(FVA_FIN)와 중간

재 수출에 포함된 해외 부가가치(FVA_INT)로, PDC는 국내 부가가치의

중복계산분(DDC)과 해외 부가가치의 중복계산분(FDC)으로 분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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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구조 분석

<그림 3-1>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기준국가(reference country)와

상대국가 간 전·후방연관관계(Forward and Backward linkage)를 보여주

고 있다. <그림 3-1>에서는 S국가를 기준으로 J·K·R·T국가와의 직·간

접적인 교역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S국가의 교역구조를 가치(value)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K국으로부터 중간재 a를 수입한 후 국내 생산요

소를 이용하여 생산한 산출물(b1+b2)을 각각 J국가와 R국가로 수출한다.

S국가를 기준으로 K국가 산업의 S국가 산업으로의 최종재 생산에 대한

기여는 후방연관과 관련이 있다. S국가는 R국가와는 전방연관(Forward

linkage)관계에 있다할 수 있으며, K국가 중간재의 수요자 및 J국가 공

급자로서 전방연관관계의 중심에 있는 동시에 R국가 중간재 공급자로서

R국가와 T국가의 후방연관(Backward linkage)관계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다.8)

주: 점선의 화살표는 기준국가 S국가의 수출에 사용된 수입된 중간재에 내재된 해외

부가가치(a, b1)를 의미하며(후방연관), 실선의 화살표는 R국가의 수출에 사용된

S국가의 중간재 수출에 내재된 S국가의 국내 부가가치(b2, c)를 의미함(전방연

관).

자료: Kowalski et al.(2015), p. 14.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림 3-1>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후방(Forward and Backward) 참여

8) Greenville et al.(2017a), pp.14-15.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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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가치사슬의 참여는 생산에 있어 국제 수직분업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가를 통해 측정될 수 있다. 국제적 수직분업 참여도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에는 대표적으로 VS 지수를 총수출로 나눈 VS 비율과 총

수출에서 부가가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VAX 비율이 있

다. VS 비율은 기준 국가의 총수출에 기준 국가 외 다른 국가의 부가가

치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가를 즉, 기준 국가의 총수출에 들어있는 해

외 부가가치를 측정하는 지표이다(Hummels et al, 2001).

VS 비율은 어떤 국가가 무역거래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에 얼마나 깊

이 참여하고 있으며 중간재 수출 의존도는 얼마나 높은가를 가늠하는 지

표로 사용된다. VS 지수는 식 (9)의 해외 부가가치와 순수 중복계산 항

목의 합으로 계산된다.

부가가치 수출(VAX)은 Johnson and Noguera(2012)에 의해 제안된

개념으로 전방연계 측면에서 정의한 국내 부가가치를 의미한다. 국내 부

가가치(DVA)와 부가가치 수출(VAX)은 모두 국내에서 수출되어 해외에

서 최종 소비되는 국내 부가가치를 의미한다. 그러나 국내 부가가치

(DVA)는 후방연계 측면에서 부가가치 수출(VAX)은 전방연계 측면에서

정의되기 때문에 그 크기가 다르다.9) 전방연계 방식으로 국가-산업 수준

의 총수출 분해를 시행할 경우 분해한 부가가치의 총합이 총수출과 일치

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Wang et al., 2013) 식품 산업의 총

수출을 분해하는 본 연구에서는 후방연계 방식으로 정의된 국내 부가가

치(DVA)를 후방연계 부가가치 수출(VAX_B)로 정의하였다. 총수출에서

DVA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한 VAX_B 비율(VAX_B ratio)을 통해 식

품 총수출 내 국내 부가가치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

9) 국내 부가가치(DVA)는 해당 산업을 포함한 국내의 전체 산업에서 부가가치

가 투입된 후 해당 산업의 수출을 통해 해외에서 최종 소비되는 부가가치를 의

미한다. 반면 Johnson and Noguera(2012)가 정의하는 부가가치 수출(VAX)은

해당산업의 부가가치가 해당산업은 물론 다른 산업에 투입된 후 모든 산업의

수출을 통해 해외에서 최종 소비되는 부가가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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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지표 설명 수식

VS 지수 국내 총수출에 내재된 해외기여 부가가치
FVA_FIN

+FVA_INT

+PDC

VAX_B

지수

중간재나 최종재로 수출된 후

해외에서 최종 소비되는 국내 부가가치

DVA_FIN

+DVA_INT

+DVA_INTrex
주: 각 지수를 총수출로 나누어주면 VS 비율, VAX_B 비율이 됨.

자료: Wang et al.(2013), p. 17.을 인용하여 저자 작성

<표 3-4>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분석 지표

국제 수직분업에 의해 각국에서 생산과 거래가 발생함에 따라 그 구

조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글로벌 가치사슬 지수를 이용하여 국제 수직

분업구조를 한번에 파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각국의 수직

분업구조 참여 지표와 사회 관계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방법

을 이용하여 식품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를 시각화함으로써 식품산

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국가 간 연계구조 및 한국과의 연계 국가를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보일 수 있다. 사회 관계망 분석은 네트워크의 구

조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

나, 본 논문에서는 원과 선을 통해 국가별 식품 수출 관계를 표현한다.10)

모든 관계들을 나타내는 것은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관계

를 식별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해석의 용이함 및 간명한 네트워크

의 시각화하기 위해 분석대상 국가는 기타 국가(ROW)를 제외한 부가가

치 수출의 총합이 350억 달러 이상인 25개 국가로 한다. 본고에서는 식

품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의 교역 흐름을 선의 방향으로 나타내며, 선은

해당 교역에 내재된 수출국의 국내 부가가치를 의미하고 선의 굵기는 전

세계 대상 총수출 대비 수출상대국으로의 수출비중을 나타낸다. 또한 네

트워크 분석에는 R 패키지 “igraph”를 이용하였으며, 국가 간 교역에 있

어 연결점이 높을수록 가까이 모이는 네트워크 배치 알고리즘을 적용하

였다.

10) 국가별 총 부가가치 수출액을 원으로 표현하고, 양국 간 부가가치 거래를

선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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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결과

제 1 절 총수출 분해 분석결과

1. 한국 식품 총수출의 부가가치 구성요소 변화

<표 4-1>은 한국의 식품산업 수출구조를 부가가치 기준에서 파악하

기 위해 식품산업의 총수출을 4개의 부가가치 상위그룹11)으로 분해한

후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변화를 비교하고 있다. 우선 식품 총수출에

내재된 부가가치의 구성요소를 살펴보자면 2014년 식품 총수출 기준으로

국내 부가가치(DVA)는 75.3%, 국내로 되돌아온 부가가치(RDV)는

0.06%, 해외 부가가치(FVA)는 23.81%, 순수 중복계산분(PDC)은 0.83%

차지하고 있다. 식품 총수출의 99%는 국내외 부가가치로 구성되어 있으

며 RDV와 중간재의 국경 간 이동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PDC의 비중은

식품 총수출에서 1% 만을 차지하고 있다.

DVA의 비중은 2000년 82.11%에서 2014년 75.3%로 감소한 반면,

RDV의 비중은 2000년 0.02%에서 2014년 0.06%로 소폭 증가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FVA의 경우, 식품 총수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000년 17.63%에서 2014년 23.81%로 증가하였으며, PDC의 비중도 2000

년 0.24%에서 2014년 0.83%로 증가하여 이를 통해 한국이 식품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11) 3장 2절 p2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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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 총수출에 내재된 국내 부가가치와 해외 부가가치의 비중

변화는 다음의 <그림 4-1>과 같다. 국내 부가가치의 경우, 2000년부터

2007년까지는 증감을 반복하다 2008년 73.1%로 감소한 이후 2012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발생

으로 원유,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한

국은 수입 원유와 밀,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을 수입한 후 밀가루, 배합사

료 등을 생산하여 국내 산업에 투입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경우

주요 곡물이나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수입액 상승을 유발

하여 해외 부가가치의 비중 상승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분 총수출 DVA RDV FVA PDC

2000
2,028.81 1,665.8 0.43 357.78 4.81

(100) (82.11) (0.02) (17.63) (0.24)

2005
2,569.44 2,091.35 0.6 471.82 5.66

(100) (81.39) (0.02) (18.36) (0.22)

2010
4,801.60 3,597.17 1.64 1,179.44 23.35

(100) (74.92) (0.03) (24.56) (0.49)

2014
6,585.83 4,959 4.07 1,567.96 54.8

(100) (75.30) (0.06) (23.81) (0.83)
주 1) 소수점 2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부가가치의 총합과 총수출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 )는 식품 총수출에서 부가가치 구성요소별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WIOD(Released 2016)을 이용하여 저자 계산 및 작성

<표 4-1> 한국 식품 총수출의 부가가치 구성요소별 변화

단위: 백만 달러, (%)



- 32 -

<그림 4-1> 한국 식품 총수출의 부가가치별 비중 변화

주: DVA와 FVA는 각각 총수출 내 국내 부가가치와 해외 부가가치를 의미함.

자료: WIOD(Released 2016)을 이용하여 저자 계산 및 작성

앞에서 정의한 식품산업 총수출의 DVA는 한국의 전체 산업으로부터

식품산업에 투입된 값이다. 따라서 국내의 어떤 산업이 식품 총수출에

내재된 국내외 부가가치를 얼마나 유발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식품

총수출 내 국내외 부가가치를 산업별로 분해할 필요가 있다.12)

<그림 4-1>에서 나타나는 한국 식품 총수출의 국내외 부가가치의 비

중은 전체 산업에서 유발되는 부가가치로, 이를 다시 산업별로 분해하면

총수출 대비 산업별 국내외 부가가치 유발 비중을 구할 수 있다. 식품

총수출에 투입되는 국내 부가가치를 크게 농림수산업, 광업, 식품제조업,

비식품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나누면 다음의 <표 4-2>와 같다.

먼저 한국 식품 총수출 내 DVA의 산업별 비중을 살펴보면, 2014년을

기준으로 식품 총수출 내 국내 부가가치의 60% 이상은 농림수산업

(29.59%)과 식품제조업(31.87%)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 40%는 서비

12) 국내 및 해외 부가가치의 산업별 분해는 p.24의 식(9)의 국가별 부가가치계

수 벡터( ), 총산출 벡터( ), 총수출 벡터( )를 대각행렬로 바꿔준 후 식(9)

에 대입하는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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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업(28.65%), 제조업(9.74%) 및 광업(0.1%) 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

로 2000~2014년 동안의 산업별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국내 부가가치

에서 농림수산업과 식품제조업의 비중은 2000년 72.08%에서 2014년

61.46%로 특히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약 9.5%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광업의 비중은 0.08% 가량 소폭 감소하였으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모두 2%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식품 총수출 내 FVA의 산업별 비중을 살펴보면, 2014년을

기준으로 식품 총수출 내 해외 부가가치의 약 29%는 농림수산업

(23.93%)과 식품제조업(5.25%)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 71%는 서비

스업(34.32%), 제조업(19.52%) 및 광업(17%)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

로 2000~2014년 동안의 산업별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해외 부가가치

구분 농림수산업 광업 식품제조업 제조업 서비스업

2000
650.52 3.01 541 117.05 354.24

(39.06) (0.18) (32.48) (7.00) (21.28)

2005
718.68 3.23 688.54 167.69 513.18

(34.36) (0.15) (32.92) (8.01) (24.54)

2008
810.86 3.15 943.05 243.77 774.9

(29.20) (0.11) (33.97) (8.78) (27.93)

2010
1,039.26 3.61 1,166.16 343.32 1,044.83

(28.89) (0.1) (32.42) (9.55) (29.03)

2012
1,375.05 4.01 1,523.39 437.59 1,333.16

(29.43) (0.09) (32.6) (9.37) (28.52)

2014
1,467.54 5.2 1,580.38 483.19 1,422.65

(29.59) (0.1) (31.87) (9.74) (28.65)
주1) 산업분류는 WIOD(Released 2016)의 분류코드를 기준으로, 농림수산업(r01-03),

광업(r04), 식품제조업(r05), 제조업(r06-r23), 서비스업(r24-r56)으로 재구성함.

2) ( )는 연도별 국내 부가가치액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WIOD(Released 2016)을 이용하여 저자 계산 및 작성

<표 4-2> 한국 식품 총수출에 내재된 국내 부가가치의 산업별 비중 변화

단위: 백만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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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농림수산업과 식품제조업의 비중은 2000년 대비 2014년 3.6% 감소

했으며 특히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약 2.7%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광업의 비중은 4% 가량 증가하였으며, 제조업의 비중은 소폭 감소

한데 비해 서비스업의 비중은 소폭 증가하였다.

이처럼 식품 총수출의 부가가치에서 농림수산업과 식품제조업의 비중

이 감소한 반면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한 것은 경제수준이

발전함에 따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비중과 다른 산업에 중간

재로 투입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윤우진, 2016).

이와 같은 변화는 한국의 식품산업이 발전됨에 따라 서비스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형 중간재 투입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또

한 Greenville et al.(2017b)은 GTAP 자료를 이용하여 고소득 국가와

중·저소득 국간 간 농식품 최종소비의 산업별 비중을 비교하였는데, 고

구분 농림수산업 광업 식품제조업 제조업 서비스업

2000
95.39 46.48 21.88 72.4 121.61

(26.66) (12.99) (6.12) (20.27) (34.00)

2005
116.72 73.1 24.17 92.11 165.72

(24.74) (15.49) (5.12) (19.53) (35.11)

2008
256.32 168.53 49.98 186.59 337.76

(25.65) (16.87) (5.00) (18.68) (33.82)

2010
293.95 182.62 60.58 241.55 400.71

(24.92) (15.48) (5.14) (20.48) (33.97)

2012
456.5 304.3 86.81 340.14 581.08

(25.81) (17.20) (4.91) (19.22) (32.85)

2014
375.32 266.57 82.3 305.93 537.8

(23.93) (17.00) (5.25) (19.52) (34.32)
주1) 산업분류는 WIOD(Released 2016)의 분류코드를 기준으로, 농림수산업(r01-03),

광업(r04), 식품제조업(r05), 제조업(r06-r23), 서비스업(r24-r56)으로 재구성함.

2) ( )는 연도별 해외 부가가치액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WIOD(Released 2016)을 이용하여 저자 계산 및 작성

<표 4-3> 한국 식품 총수출에 내재된 해외 부가가치의 산업별 비중 변화

단위: 백만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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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국가일수록 농업보다는 식품의 비중이 더욱 크며 그 다음으로 기타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Greenville et

al.(2017b)의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위의 결과도 한국의 경제

가 발전함에 따라 식품산업의 구조가 변한 것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2. 주요 국가별 식품 총수출의 부가가치 구성요소 변화

제 2장에서 살펴본 식품산업의 총액기준 교역 현황을 바탕으로 한국

의 주요 식품 교역상대국인 중국, 일본, 미국을 대상으로 주요 국가별 식

품 총수출을 부가가치별·산업별로 분해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 국가의

식품 총수출에서 국내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85% 이상이었

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주요 국가에서 국내 부가가치의 비중이 감소

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국내 부가가치의 비중이 감소하

다 2008년 이후부터는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0년 대비 2014

년 중국의 국내로 되돌아오는 부가가치(RDV)와 중복 계산(PDC)도 0.2%

이상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의 국내 부가가치 비중이 증가하는 현

상은 중국이 국내 제조업에 대한 전후방산업 연관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

직분할 및 국산 중간재 사용률 제고 정책을 시행함(김화섭 외, 2013)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2000년 대비 2014년 일본과 미국의 식품 총수출에 내재된 국내 부가

가치는 감소한 반면, 해외 부가가치는 모두 증가하였다. 그러나 국내로

되돌아온 부가가치(RDV)가 식품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는 두 국

가가 다른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일본의 RDV는 감소한 반면 미국의

RDV는 증가하였다. 일본의 RDV 비중 감소는 일본의 식품 총수출 중

수출된 이후 다시 일본으로 재수입되어 최종재 혹은 중간재의 형태로 최

종 소비되는 비중의 감소로 인한 것으로 유추된다. 중간재 교역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의 순수한 중복계산분(PDC)의 경우 세 국가 모두 총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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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였으며, 이는 이들 세 국가의 식품산업 중

간재 교역이 복잡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전 세계 평균적인 식품 총수출 내 부가가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2000년 식품 총수출의 대부분은 DVA(81%)와 FVA(17%)로 이루어져 있

으며 그 외에는 PDC(1%)와 RDV(0.5%)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난 15년 간 DVA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FVA, RDV,

PDC의 비중은 증가하여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식품산업에서의 생산

분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5>와 <표 4-6>는 주요 국가별 식품 총수출에 내재된 국내외

부가가치에서 산업별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주요 국

가별 식품 총수출의 국내 부가가치를 산업별로 살펴보았을 때, 시간이

구분
중국 일본

DVA RDV FVA PDC DVA RDV FVA PDC

2000 92.90 0.08 6.83 0.20 93.21 0.82 5.56 0.41

2005 89.54 0.12 10.02 0.31 90.85 0.74 7.75 0.66

2010 90.50 0.31 8.77 0.42 89.96 0.38 9.06 0.60

2014 92.20 0.46 6.91 0.42 86.67 0.37 12.07 0.88

구분
미국 전 세계 평균3)

DVA RDV FVA PDC DVA RDV FVA PDC

2000 89.76 1.83 7.76 0.65 81.01 0.54 17.39 1.05

2005 87.88 1.99 9.34 0.80 80.09 0.48 18.3 1.13

2010 87.61 1.81 9.62 0.95 77.01 0.64 20.67 1.68

2014 86.15 2.24 10.36 1.25 76.25 0.77 20.95 2.02
주 1) DVA는 국내 부가가치, RDV는 국내로 되돌아온 국내 부가가치, FVA는 해

외 부가가치, PDC는 중복 계산분을 의미함.

2) 식품은 WIOD(Released 2016)의 산업분류 중 r5를 의미함. 자세한 분류체계

는 부록 참고

3) 전 세계 식품 총수출 내 부가가치별 비중을 식품 총수출로 가중 평균함.

자료: WIOD(Released 2016)을 이용하여 저자 계산 및 작성

<표 4-4> 주요 국가별 식품 총수출 내 부가가치 구성요소 비중 변화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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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남에 따라 중국과 미국의 국내 부가가치에서 농림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

고 있으나 농림수산업이 식품 총수출에 내재된 국내 부가가치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감소하였다. 또한 식품 총수출 내 국내 부가가치에서 식품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이 50% 이상으로 세 국가 중 가장 컸으

며, 중국과 미국은 35%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과 비교했을 때

중국은 농림수산업과 식품제조업 부문이 국내 부가가치에 기여하는 부분

이 많은 반면 서비스업 부문이 기여하는 부분이 작다. 반면 미국은 농림

수산업과 식품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이 국내 부가가치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 국가별 식품 총수출 내 해외부가가치에서 각 산업별 비중에 있

어 세 국가 모두 공통적으로 2000년 대비 2014년 농림수산업, 광업 및

식품제조업의 비중이 1% 이상 증가했다. 특히 중국은 농림수산업의 비

중이 약 13% 이상 증가했다. 또한 세 국가 모두 비식품 제조업과 서비

스업이 해외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했다. 이는 서비스업의

경우 다른 산업에 비해 국제적인 생산의 분업화가 덜 이루어지는 현상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혹은 서비스 산업은 아직 교역통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통계에 미반영된 부분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

문일 수도 있다(김재덕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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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국 일본

농림

수산업
광업

식품

제조업
제조업 서비스업

농림

수산업
광업

식품

제조업
제조업 서비스업

2000 31.01 2.31 40.16 9.46 17.07 12.7 0.16 52.98 8.52 25.65

2005 35.29 2.28 38.37 8.02 16.04 12.72 0.12 53.11 8.31 25.72

2008 37.2 2.45 35.72 7.79 16.85 12.15 0.09 53.79 7.99 26.05

2010 36.91 2.1 36.11 7.32 17.58 11.85 0.12 55.4 8.1 24.56

2012 35.8 2.04 37.45 6.6 18.1 12.33 0.13 54.84 8.02 24.69

2014 35.57 2.24 35.18 6.52 20.46 12.4 0.12 56.59 7.33 23.58

구분

미국 전 세계 평균3)

농림

수산업
광업

식품

제조업
제조업 서비스업

농림

수산업
광업

식품

제조업
제조업 서비스업

2000 12.85 0.94 39.24 10.93 36.06 19.12 0.82 42.27 6.07 24.8

2005 15.57 1.42 37.7 10.26 35.07 18.4 1.05 42.2 5.37 23.44

2008 15.77 2.28 37.24 9.97 34.74 19.07 1.31 40.13 5.2 22.23

2010 15.42 1.66 39.47 9.44 34.05 20.61 1.22 40.8 5.4 23.86

2012 17.7 1.74 36.43 9.46 34.65 21.58 1.34 40.09 5.13 23.94

2014 18.29 1.76 36.07 8.81 35.08 21.91 1.28 39.89 5.04 24.43
주 1) 산업분류는 WIOD(Released 2016)의 분류코드를 기준으로, 농림수산업(r01-03), 광업(r04), 식품제조업(r05), 제조업(r06-r23),

서비스업(r24-r56)으로 재구성함.

2) 식품 총수출에 내재된 국내 부가가치의 산업별 투입 비중은 연도별 국내 부가가치액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3) 전 세계 식품 총수출에 내재된 DVA의 산업별 비중을 DVA로 가중 평균함.

자료: WIOD(Released 2016)을 이용하여 저자 계산 및 작성

<표 4-5> 주요 국가별 식품 총수출에 내재된 국내 부가가치(DVA)의 산업별 비중 변화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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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국 일본

농림

수산업
광업

식품

제조업
제조업 서비스업

농림

수산업
광업

식품

제조업
제조업 서비스업

2000 11.62 11.24 2.5 36.26 38.4 23.47 13.03 4.25 19.44 39.8

2005 19.67 14.02 3.05 28.48 34.78 23.39 17.65 4.18 18.69 36.09

2008 23.57 16.7 3.95 21.65 34.1 24.9 20.31 3.96 16.44 34.4

2010 24.98 16.37 3.95 21.42 33.29 23.93 18.7 4.04 17.93 35.39

2012 26.05 18.16 4.24 18.32 33.24 22.48 21.63 3.99 16.57 35.3

2014 24.93 17.07 3.77 19.35 34.87 24.27 20.06 4.57 17.16 33.91

구분

미국 전 세계 평균3)

농림

수산업
광업

식품

제조업
제조업 서비스업

농림

수산업
광업

식품

제조업
제조업 서비스업

2000 16.72 11.62 2.33 29.93 39.41 14.22 5.41 4.51 24.24 67.7

2005 14.72 17.43 2.44 27.33 38.08 13.54 7.71 4.46 22.25 68.41

2008 15.07 18.85 2.85 25.15 38.09 15.35 9.29 4.83 20.08 67.21

2010 16.47 15.89 2.95 26.01 38.71 16.63 8.4 5.32 19.9 65.3

2012 17.07 18.25 3.49 24.33 36.83 16.82 9.8 6.04 18.8 64.76

2014 17.47 15.21 3.29 25.93 38.07 16.21 7.93 5.71 19.53 65.25
주 1) 산업분류는 WIOD(Released 2016)의 분류코드를 기준으로, 농림수산업(r01-03), 광업(r04), 식품제조업(r05), 제조업(r06-r23),

서비스업(r24-r56)으로 재구성함.

2) 식품 총수출에 내재된 해외 부가가치의 산업별 투입 비중은 연도별 해외 부가가치액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3) 전 세계 식품 총수출에 내재된 FVA의 산업별 비중을 FVA로 가중 평균함.

자료: WIOD(Released 2016)을 이용하여 저자 계산 및 작성

<표 4-6> 주요 국가별 식품 총수출에 내재된 해외 부가가치(FVA)의 산업별 비중 변화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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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구조 분석결과

본 절에서는 Wang et al.(2013)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국가별 식품 총

수출을 부가가치 기준으로 분해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직특화(VS) 지수

와 후방연계 부가가치 수출(VAX_B) 지수를 도출한 후, 한국과 주요 국

가별 식품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구조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1. 식품산업의 수직특화(VS) 구조 분석

VS 지수는 총수출 내 해외 부가가치 및 해외출처의 중복계산을 합한

값으로 수출에 내재된 해외기여분(foreign content of trade)을 의미한다.

VS 비율은 수출액에 내재된 해외기여분의 비중을 의미하며, VS 비율이

높을수록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높다할 수 있다.

다음의 <표 4-7>은 한국 식품산업의 VS 비율과 VS 비율을 구성하

는 항목별 비중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2000년과 비교하여

2014년 식품 총수출에 내재된 해외기여분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이는 해

당 기간 동안 식품산업 글로벌 가치사슬의 참여가 확대되었음을 의미한

다.

VS 비율을 구성하는 항목을 살펴보면 80% 이상이 최종재 수출에 내

재된 해외 부가가치(FVA_FIN)로 구성되어 있으며, 5% 이상은 중간재

수출에 내재된 해외 부가가치(FVA_INT)로 그 외 해외 부가가치의 중복

계산분(FDC)은 4%가 채 안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간이 지

남에 따라 FVA_FIN이 VS 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FVA_INT와 FDC의 비중이 증가한 것은 한국의 식품수출 구조가 최종

재를 단순 가공 및 수출하기 보다는 중간재를 수입·가공하여 다시 중간

재로 수출하는 구조로 형태가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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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은 주요 국가별 식품 총수출 중 해외에서 기여한 부가가치

가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

을 제외한 주요 국가들의 VS 비율은 대부분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주요 국가들과 한국의 VS 비율을 비교하였을 때 한국의 VS 비율이

높으며, 이는 한국의 경우 식품 수출을 위한 해외조달이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년도 총수출
VS 비율

(A+B+C)

항목별 비중1)

FVA_FIN

(A)

FVA_INT

(B)

PDC

(C)
2000 2,028.81 17.87 92.30 6.38 1.33

2005 2,569.44 18.58 92.84 5.99 1.19

2010 4,801.6 25.05 90.64 7.42 1.94

2014 6,585.83 24.64 84.12 12.50 3.38
주 1) 항목별 비중은 VS 비율 중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WIOD(Released 2016)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및 작성

<표 4-7> 한국 식품산업의 VS 비율 변화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년도
VS 비율

(A+B+C)

항목별 비중1)

FVA_FIN

(A)

FVA_INT

(B)

PDC

(C)

중국

2000 7.02 85.16 12.08 2.80

2005 10.33 85.22 11.80 3.00

2010 9.19 81.64 13.78 4.55

2014 7.33 79.18 15.13 5.71

일본

2000 5.97 77.48 15.59 6.91

2005 8.41 76.61 15.49 7.90

2010 9.66 82.11 11.68 6.23

2014 12.96 80.11 13.05 6.82

미국
2000 8.41 74.34 17.94 7.74

2005 10.14 72.43 19.64 7.88

<표 4-8> 주요 국가별 식품산업의 VS 비율 변화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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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산업의 후방연계 부가가치 수출(VAX_B) 구조 분석

다음의 <표 4-9>는 한국 식품산업의 VAX_B 구조의 변화를 보여주

고 있다. VAX_B 비율을 구성하는 항목을 살펴보았을 때 70% 이상이

최종재 수출에 내재된 국내 부가가치(DVA_FIN)로 구성되어 있으며,

6% 이상은 중간재 수출에 내재된 국내 부가가치(DVA_INT)로 그 외 제

3국으로 재수출되어 소비되는 부가가치(DVA_INTrex)의 비중은 3% 수

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0~2014년 동안 VAX_B 비율은 감소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DVA_FIN이 VAX_B 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DVA_INT와 DVA_INTrex의 비중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DVA_FIN 비중의 감소 및 DVA_INT, DVA_INTrex 비중의 증가

는 식품산업에 있어 한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는 주로 중간재

무역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년도 총수출

VAX_B

비율

(A+B+C)

항목별 비중1)

DVA_FIN

(A)

DVA_INT

(B)

DVA_INTrex

(C)

2000 2,028.81 82.11 92.36 6.39 1.25

2005 2,569.44 81.39 92.91 6.00 1.09

2010 4,801.6 74.92 90.77 7.44 1.79

2014 6,585.83 75.30 84.35 12.56 3.08
주 1) 항목별 비중은 VAX_B 비율 중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WIOD(Released 2016)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및 작성

<표 4-9> 한국 식품산업의 VAX_B 비율 변화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년도
VS 비율

(A+B+C)

항목별 비중1)

FVA_FIN

(A)

FVA_INT

(B)

PDC

(C)
2010 10.58 68.13 22.81 9.02

2014 11.61 67.04 22.16 10.77
주 1) 항목별 비중은 VS 비율 중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WIOD(Released 2016)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및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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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표 4-10>은 국가별 식품 총수출에서의 수출 부가가치 비

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VAX_B 비율에 있어 중국은 90% 이상이며

2000년(93.1%) 대비 2014년(92.62%)에는 약 0.48%가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미국은 2000년 대비 VAX_B 비율이 감소하기는 했으나 한

국의 수치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일본, 한국은 2000년 대

비 2014년 VAX_B 비율이 6% 이상 감소하여 이들 국가에서는 식품 수

출을 통한 국내 부가가치의 기여가 작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식품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사회 관계망 분석

<그림 4-2>는 국가별 총수출 내 국내 부가가치를 이용하여 세계 식

품산업의 수출구조를 사회 관계망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이

다. 본 그림에서 원은 국가별 국내 부가가치 총수출의 크기를 나타내며,

국가 년도

VAX_B

비율

(A+B+C)

항목별 비중1)

DVA_FIN

(A)

DVA_INT

(B)

DVA_INTrex

(C)

중국

2000 92.90 85.51 12.14 2.35

2005 89.54 85.86 11.89 2.26

2010 90.50 82.80 13.98 3.21

2014 92.20 80.71 15.44 3.85

일본

2000 93.21 78.91 15.92 5.17

2005 90.85 77.90 15.80 6.30

2010 89.96 82.85 11.84 5.31

2014 86.67 80.81 13.24 5.95

미국

2000 89.76 77.60 18.64 3.76

2005 87.88 75.58 20.41 4.01

2010 87.61 71.12 23.73 5.15

2014 86.15 70.63 23.26 6.12
주 1) 항목별 비중은 VAX_B 비율 중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WIOD(Released 2016)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및 작성

<표 4-10> 주요 국가별 식품산업의 VAX_B 비율 변화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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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방향은 원산국에서 수출국으로의 수출 방향을 의미하고 선의 굵기

는 양국 간 부가가치 수출액의 크기를 나타낸다.

분석결과, 2000년 부가가치 기준 식품 수출에 있어 미국, 프랑스, 독

일, 네덜란드, 영국 등이 전 세계 식품 수출의 중심 국가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미국 및 서유럽국가들이 세계 식품시장의 주

요 공급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유럽 국가들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수출 관계가 연계되어 있으며, 그 외 한국을 포함

한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수출 관계가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14년의 경우 2000년과 비교하였을 때 식품산업에 있어 국가별 국내

부가가치 수출의 구조가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부가가치 기

준 세계 식품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유럽 내

에서는 2000년 프랑스와 독일 비슷한 비중을 차지한데 비해 2014년 독일

의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2000년과 2014년 모두 식품산업 네트워크의 외곽에 위치

하고 있으나, 연결된 선의 수가 증가하여 전통적인 식품 수출대상국인

일본, 미국, 중국 외에도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으로의 식품 수출이 증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식품산업에 있어 한국의 국내 부가가치 수출액 기준 상위 10개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국내 부가가치 수출구조를 분석한 결과를 <그림 4-3>

과 같이 나타냈다. 2000년의 경우,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국가에는 기타

(ROW) 국가를 제외한 호주, 캐나다, 중국, 독일, 스페인, 영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대만, 미국이 있다. 2014년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은 2000년

의 경우와 비슷하나 영국으로의 부가가치 수출은 줄고 프랑스로의 부가

가치 수출은 증가하였다. 수출구조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으로 한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선이 굵어져 전반적으로 2000년 대비 2014년 중국으로

의 국내 부가가치 수출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의 식품시

장 내 위치가 중심부로 이동한 것을 통해 세계 식품산업의 주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국가들에 있어 중국이 신흥국으로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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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2014년>

주 1) 기타(ROW) 국가를 제외한 부가가치 수출의 총합이 350억 달러 이상인 국가를 대상으로 함.

2) 원의 크기는 국가별 식품산업의 부가가치 수출 총합에 비례하며, 선의 굵기는 교역별 부가가치 수출의 크기에 비례하며, 화

살표의 방향은 원천국가에서 상대국가로의 부가가치 수출 방향을 의미함.

3) 양국 간 수출 중 수출액이 5천만 달러 이상인 경우만 선으로 표시함.

자료: WIOD(Released 2016) 및 R 패키지 “igraph”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및 작성

<그림 4-2> 국가별 식품산업의 부가가치 기준 수출구조 연도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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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2014년>

주 1) 기타(ROW) 국가를 제외한 해당년도 한국의 식품 수출대상 국가 중,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 상위 10위 국가를 대상으로 함.

2) 원의 크기는 국가별 식품산업의 부가가치 수출 총합에 비례하며, 선의 굵기는 교역별 부가가치 수출의 크기에 비례하고, 화

살표의 방향은 원천국가에서 상대국가로의 부가가치 수출 방향을 의미함.

3) 양국 간 수출 중 수출액이 5천만 달러 이상인 경우만 선으로 표시함.

자료: WIOD(Released 2016) 및 R 패키지 “igraph”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및 작성

<그림 4-3>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 상위 국가들 간 식품 수출구조 연도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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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한국 식품산업의 수출구조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의 교역통계와

WIOD의 세계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한국 식품산업의 부류별 교역 현황

과 중간재 및 최종재 수출 현황을 통해 한국이 식품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에 참여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WIOD의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세계산업연관표와 Wang et al.(2013)의 총수출

분해 방법을 이용하여 식품 총수출의 부가가치 구조와 한국과 주요국들

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구조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식품 총수출의 부가가치를 총 16가지로 분해한 후 이를 다시 네

가지의 상위항목(국내 부가가치, 국내로 되돌아온 부가가치, 해외 부가가

치, 중복계산)과 9가지의 하위그룹으로 분류하였다. 한국의 식품 총수출

분해 분석결과, 한국 식품 총수출에 내재된 국내 부가가치의 비중은 시

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한 반면 해외 부가가치와 중복계산의 비중은 증가

하였다. 이는 한국의 식품산업에서도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한국의 주요 식품 수출대상국인 중국,

미국, 일본을 대상으로 국가별 식품 총수출 내 부가가치의 구조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간에 지남에 따라 중국의 식품 총수출 내 국내

부가가치의 비중은 증가하였으며 그 외 국가들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

내 부가가치의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국내 부가가치 비중은 한국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식품 총수출 내 국내 및 해외 부가가치를 산업별로 분해하여 각 산업

이 국내외 부가가치에 기여하는 정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식

품 총수출 내 국내 부가가치의 60% 이상은 농림수산업과 식품제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20% 이상은 서비스업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일본은 식품제조업 부문이 국내 부가가치에 기여하는 비중이 큰 반

면, 미국은 식품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의 기여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한국과 주요국 모두 서비스업 부문이 해외 부가가치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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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비중이 가장 컸으며, 한국과 일본은 농림수산업 부문의 비중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분해한 부가가치를 이용하여 수직특화 비율(VS ratio)과 후

방연계 부가가치 수출 비율(VAX_B ratio)을 계산한 후 국가별 식품산업

글로벌 가치사슬의 참여구조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은 주

요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수직특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는 식품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하부에 위치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과 한국은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2000년 대비

2014년 VAX_B 비율의 감소폭이 커 지난 15년간 이들 국가에서는 식품

수출을 통한 국내 부가가치의 기여가 작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과 관련하여 식품산업의 생산과 거래는 각국에서 발

생하여 그 구조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각국의 부가가치 수출액과 사회

관계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기법을 이용하여 세계 식품 수출

의 국가 간 연관관계를 글로벌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이를

시각화함으로써 그 구조를 보였다. 분석결과, 세계 식품시장에서 권역별

로 생산 분업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00년 식품

산업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의 중심에는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 미

국과 서유럽국가들이 구조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2014년의 경우

미국·서유럽국가들 외에 중국,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이 글로벌 가치사

슬의 중심으로 이동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세계 식품산업에서 중

국이 주요 공급자로 새롭게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분석자료로 사용한

WIOD의 세계산업연관표는 품목수준이 아닌 산업수준으로 분류되어 있

어 식품산업 총수출의 부가가치 구조를 품목단위로 살펴볼 수 없으며,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어 아세안을 포함한 기타 아시아 국

가들의 가치사슬에 대한 분석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 본 논문에서

는 주로 한국 및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가별 식품산업 총수출의 부

가가치 구조만을 분석하고 있어 향후 연구에서는 수입측면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는 거래비용을 포함한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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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통해 식품산업 총수출의 부가가치 구조를 분석하는데 그쳤으나,

이를 제외한 순부가가치를 이용하여 식품산업의 무역구조를 분석하는 것

또한 중요한 후속 연구과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식품 총수출의 부가

가치를 후방연계 측면에서 주로 살펴보았으나 전방연계 측면에서의 부가

가치 구조 및 교역구조도 살펴봄으로써 다각적인 관점에서 식품 수출의

부가가치 구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식품산업 총수출 내 부가가치 구조의 변화에 대한 분석

을 진행하였으며, 기존의 교역통계에서 발생하는 중복계산 문제를 반영

하여 식품산업의 수출구조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고자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국내 부가가치의 창출 확대가 가능한 방향으로 식품

산업의 수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식품산

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활용하여 저부가가치의 중간재는 해외에서 조달

받되, 연구개발 등 국내 고부가가치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수출로 인한

국내 부가가치의 창출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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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번호 국가명 코드 번호 국가명 코드

1 호주 AUS 23 아일랜드 IRL

2 오스트리아 AUT 24 이탈리아 ITA

3 벨기에 BEL 25 일본 JPN

4 불가리아 BGR 26 한국 KOR

5 브라질 BRA 27 리투아니아 LTU

6 캐나다 CAN 28 룩셈부르크 LUX

7 스위스 CHE 29 라트비아 LVA

8 중국 CHN 30 멕시코 MEX

9 키프로스 CYP 31 몰타 MLT

10 체코 CZE 32 네덜란드 NLD

11 독일 DEU 33 노르웨이 NOR

12 덴마크 DNK 34 폴란드 POL

13 스페인 ESP 35 포르투갈 PRT

14 에스토니아 EST 36 루마니아 ROU

15 핀란드 FIN 37 러시아 RUS

16 프랑스 FRA 38 슬로바키아 SVK

17 영국 GBR 39 슬로베니아 SVN

18 그리스 GRC 40 스웨덴 SWE

19 크로아티아 HRV 41 터키 TUR

20 헝가리 HUN 42 대만 TWN

21 인도네시아 IDN 43 미국 USA

22 인도 IND 44 기타 국가 ROW

<부표 1> WIOD 세계산업연관표의 국가분류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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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IC

Rev.4
WIOD 산업명

A01 r1 Crop and animal production, hunting and related service activities

A02 r2 Forestry and logging

A03 r3 Fishing and aquaculture

B r4 Mining and quarrying
C10-

C12
r5 Manufacture of food products, beverages and tobacco products

C13-

C15
r6 Manufacture of textiles, wearing apparel and leather products

C16 r7
Manufacture of wood and of products of wood and cork, except

furniture; manufacture of articles of straw and plaiting materials
C17 r8 Manufacture of paper and paper products

C18 r9 Printing and reproduction of recorded media

C19 r10 Manufacture of coke and refined petroleum products

C20 r11 Manufacture of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C21 r12
Manufacture of basic pharmaceutical products and pharmaceutical

preparations
C22 r13 Manufacture of rubber and plastic products

C23 r14 Manufacture of other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C24 r15 Manufacture of basic metals

C25 r16
Manufacture of fabricated metal products, except machinery and

equipment
C26 r17 Manufacture of computer, electronic and optical products

C27 r18 Manufacture of electrical equipment

C28 r19 Manufacture of machinery and equipment n.e.c.

C29 r20 Manufacture of motor vehicles, trailers and semi- trailers

C30 r21 Manufacture of other transport equipment
C31-

C32
r22 Manufacture of furniture; other manufacturing

C33 r23 Repair and installation of machinery and equipment

D35 r24 Electricity, gas, steam and air conditioning supply

E36 r25 Water collection, treatment and supply

E37-

E39
r26

Sewerage; waste collection, treatment and disposal activities;

materials recovery; remediation activities and other waste

management services
F r27 Construction

G45 r28
Wholesale and retail trade and repair of motor vehicles and

motorcycles

<부표 2> WIOD 세계산업연관표의 산업분류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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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IC

Rev.4
WIOD 산업명

G46 r29 Wholesale trade, except of motor vehicles and motorcycles

G47 r30 Retail trade, except of motor vehicles and motorcycles

H49 r31 Land transport and transport via pipelines

H50 r32 Water transport

H51 r33 Air transport

H52 r34 Warehousing and support activities for transportation

H53 r35 Postal and courier activities

I r36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 activities

J58 r37 Publishing activities

J59-

J60
r38

Motion picture, video and television programme production, sound

recording and music publishing activities; programming and

broadcasting activities
J61 r39 Telecommunications
J62-

J63
r40

Computer programming, consultancy and related activities;

information service activities
K64 r41 Financial service activities, except insurance and pension funding

K65 r42
Insurance, reinsurance and pension funding, except compulsory

social security
K66 r43 Activities auxiliary to financial services and insurance activities

L68 r44 Real estate activities
M69-

M70
r45

Legal and accounting activities; activities of head offices;

management consultancy activities

M71 r46
Architectural and engineering activities; technical testing and

analysis
M72 r47 Scientific research and development

M73 r48 Advertising and market research
M74-

M75
r49

Other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activities; veterinary

activities
N r50 Administrative and support service activities

O84 r51 Public administration and defence; compulsory social security

P85 r52 Education

Q r53 Human health and social work activities

R-S r54 Other service activities

T r55
Activities of households as employers; undifferentiated goods- and

services-producing activities of households for own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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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수출 DVA RDV FVA PDC
2000 2,028.81 82.11 0.02 17.63 0.24
2001 2,013.43 81.19 0.02 18.54 0.24
2002 2,105.11 82.43 0.02 17.33 0.22
2003 2,252.65 81.97 0.02 17.78 0.23
2004 2,585.19 81.2 0.02 18.55 0.22
2005 2,569.44 81.39 0.02 18.36 0.22
2006 2,632.42 80.88 0.03 18.8 0.29
2007 2,982.4 79.41 0.04 20.18 0.37
2008 3,794.91 73.14 0.03 26.33 0.49
2009 4,086.74 76.58 0.03 22.98 0.41
2010 4,801.6 74.92 0.03 24.56 0.49
2011 5,998.72 71.76 0.04 27.67 0.53
2012 6,486.43 72.05 0.04 27.27 0.65
2013 6,528.38 73.5 0.05 25.66 0.79
2014 6,585.83 75.3 0.06 23.81 0.83

<부표 3> 한국 식품 총수출 내 부가가치 구성요소 변화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총수출 DVA RDV FVA PDC
2000 8,048.63 92.9 0.08 6.83 0.2
2001 8,766.51 93.03 0.08 6.72 0.17
2002 10,210.73 92.43 0.1 7.28 0.2
2003 12,724.47 90.93 0.12 8.69 0.26
2004 16,318.2 89.61 0.13 9.96 0.3
2005 20,186.48 89.54 0.12 10.02 0.31
2006 24,863.99 89.42 0.15 10.08 0.35
2007 29,805.45 89.35 0.2 10.02 0.43
2008 32,767.46 89.53 0.29 9.65 0.53
2009 29,993.92 91.64 0.32 7.65 0.39
2010 37,472.59 90.5 0.31 8.77 0.42
2011 46,477.38 90.15 0.38 8.99 0.48
2012 47,277.16 90.95 0.4 8.19 0.46
2013 52,174.44 91.33 0.48 7.72 0.47
2014 54,255.7 92.2 0.46 6.91 0.42

<부표 4> 중국 식품 총수출 내 부가가치 구성요소 변화

단위: 백만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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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수출 DVA RDV FVA PDC
2000 1,697.74 93.21 0.82 5.56 0.41
2001 1,791.97 91.86 1.68 5.58 0.88
2002 1,866.77 92.73 0.72 6.1 0.46
2003 1,982.19 92.41 0.74 6.34 0.52
2004 2,280.15 91.63 0.83 6.92 0.62
2005 2,498.61 90.85 0.74 7.75 0.66
2006 2,583.86 89.76 0.59 8.9 0.74
2007 2,909.64 88.68 0.42 10.16 0.74
2008 3,251.79 87.02 0.49 11.58 0.91
2009 3,370.15 90.36 0.42 8.62 0.6
2010 3,933.67 89.96 0.38 9.06 0.6
2011 3,967.04 87.81 0.44 10.9 0.84
2012 3,812.77 88.18 0.44 10.6 0.78
2013 4,103.14 87.22 0.37 11.58 0.83
2014 4,510.14 86.67 0.37 12.07 0.88

<부표 5> 일본 식품 총수출 내 부가가치 구성요소 변화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총수출 DVA RDV FVA PDC
2000 29,339.46 89.76 1.83 7.76 0.65
2001 30,108.25 90.1 2.1 7.14 0.66
2002 28,001.17 90.07 2.08 7.21 0.64
2003 29,798.25 89.95 2 7.43 0.62
2004 29,669.61 88.95 2.19 8.11 0.75
2005 32,739.2 87.88 1.99 9.34 0.8
2006 35,786.35 87.6 1.93 9.63 0.84
2007 42,529.66 87.23 1.91 9.93 0.92
2008 49,901.91 86.05 1.9 10.95 1.1
2009 46,083.98 88.84 1.77 8.61 0.78
2010 52,619.25 87.61 1.81 9.62 0.95
2011 59,892.76 85.99 1.75 11.22 1.05
2012 67,342.05 85.84 2.05 10.93 1.18
2013 72,909.92 86.42 2.12 10.25 1.22
2014 75,459.89 86.15 2.24 10.36 1.25

<부표 6> 미국 식품 총수출 내 부가가치 구성요소 변화

단위: 백만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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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수출 DVA RDV FVA PDC
2000 20,081.1 81.01 0.54 17.39 1.05
2001 20,726.46 81.19 0.54 17.26 1.01
2002 21,577.8 81.04 0.51 17.42 1.02
2003 24,663.78 80.71 0.5 17.72 1.07
2004 26,919.76 80.37 0.49 18.01 1.12
2005 29,072.84 80.09 0.48 18.3 1.13
2006 32,377.71 79.48 0.49 18.86 1.18
2007 37,852.97 78.58 0.53 19.52 1.37
2008 44,380.63 76.97 0.57 20.82 1.64
2009 39,055.26 78.29 0.61 19.62 1.48
2010 41,932.38 77.01 0.64 20.67 1.68
2011 52,070.68 75.69 0.67 21.69 1.95
2012 52,839.4 75.59 0.77 21.45 2.19
2013 56,466.06 76.58 0.74 20.66 2.01
2014 58,225.25 76.25 0.77 20.95 2.02

<부표 7> 전 세계 평균 식품 총수출 내 부가가치 구성요소 변화

단위: 백만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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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the Export Structure

in Food Industry

: The Global Value Chain Approach

Jiyeon Kim

Dept. of Agricultural Economics and Rural Developmen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expansion of signing FTAs and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re

intensifying the international fragmentation of production. This means

that the whole value chain of any goods or services is transferred to

the global value chain (GVC). In this way, the intensification of

vertical specialization (VS) in the value chain of the industry has

increased the intermediate trade, which makes the concept of origin

obscure from the trade statistics.

In this context, researches on the GVC analysis considering the

double counting problem of value added is being actively researched.

As the GVC is expanding especially in the manufacturing sector

including steel and automobile, the analysis has been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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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ly in these sectors. In recent years, however, the GVC of the

agri-food industry has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with the

modernization of production processes and the growth of multinational

food companies in the agri-food industry.

Korea is rapidly participating in the GVC of the food industry by

importing cheap overseas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them in

Korea, and exporting them abroad again. Although previous studies

have investigated the export structure of Korea, they may include

errors in the analysis since they have based on the conventional

trade statistic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structural change

of trade in value added within food sector from 2000 to 2014 by

using the World Input-Output Database (WIOD) and the

decomposition of gross exports method.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s the export linkages between countries including Korea in the

GVC of food industry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 (SNA).

As a result of analyzing Korea's value added of food exports, the

share of domestic value added (DVA) in Korea' s food exports

decreased with time, while the share of foreign value added (FVA)

and pure double counting (PDC) has increased. This shows that the

GVC participation is expanding in the Korean food industry. As a

consequence of decomposing the gross exports in food industry of

Chin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which are major trading partners

of Korea, the share of DVA in China's food exports has increased.

On the other hand, the share of DVA in other countries has

decreased like Korea, but the size of share was larger than that of

Korea.

Next, this study estimated the vertical specialization ratio (VS

ratio) and the value added via backward linkages ratio (VAX_B

ratio)in order to analyze the GVC participation in food industry.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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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the Korea’s VAX_B ratio declined significantly compared to

that of major countries. This shows that the contribution of DVA in

food exports has declined in Korea for the past 15 years.

Finally, as a result of social network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global fragmentation of production has been carried out by

each region. In addition, it could be observed that in 2000, the United

States and Western European countries were at the center of the

GVC in food industry. Although they were still at the center in 2014,

other countries such as China, Indonesia moved to the center of the

GVC.

This study has a significance in that it analyzed the changes of

value added structure in food exports for investigating export

structure in food industry more precisely.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on future food export

policies and strategies for policy makers.

keywords : Food Industry, Global Value Chain (GVC), Vertical

Specialization (VS), World Input-Output Table,

Decomposition of Gross Ex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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