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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글로벌 생산분업 확대 및 경쟁 심화, 보호무역기조 부각 등으로
수출경쟁력에서 품질 등 비가격 요인의 중요성이 높아진 반면 가격 요인의 영향력
은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중국 등 아시아 신흥국의 산업
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 국가와 경합관계에 있는 한국의 시장점유율이 하락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어 왔다. 본고는 이러한 글로벌 교역여건 변화가 국가
별 수출경쟁력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의 시장점유율 변동을 가
격, 품질 및 소비자선호, 시장구조, 해외의존도 등 요인별로 분해하였다.
분석결과 중국의 경우 시장진입 초기에는 가격경쟁력 상승이 시장점유율 확대
를 주도하였으나 점차 품질 등 비가격경쟁력 요인의 영향력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중국 시장점유율에 있어 환율의 영향력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점차 축
소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시장점유율 하락은 신흥국과의
품질 격차 축소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한국은 중국 등 교역비중
이 높은 아시아 신흥국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시장점유율이 꾸준히 확대되었으나
수입중간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부가가치 기준 시장점유율은 성장세가 제약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의 분석결과는 품질 향상, 주요 교역국과의 협력 강화, 수출구조 다변화 등
을 통해 장기적인 수출경쟁력을 제고해야함을 시사한다.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본 자료의 내용을 보도하거
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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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그림 2>

주요국 실질실효환율1)

2000년대 중반 이후 실질실효환율1)과 수출시장 점
유율 간의 관계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
의 경우 실질실효환율이 상승(통화가치 상승)하는 가
운데 수출시장 점유율 역시 상승세를 지속하였고 미
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환율과 시장점유율이 함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이 주요 교역국의 통
화가치와 가격경쟁력 간 관계가 약화되었다는 평가가
제기되면서 수출경쟁력 변동 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

주: 1) Broad index(2000=100)
자료: BIS

지고 있다.2)
1990년대 이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본격화, 글로
<그림 1>

주요국 수출시장점유율1)

벌 생산분업 확대 및 경쟁 심화, 최근 보호무역기조
부각 등은 개별 국가의 수출경쟁력 측면에서 비가격
요인의 중요성을 높인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국 등 아시아 신흥국과의 경쟁 및 협력관
계가 심화되는 가운데 기업의 해외생산과 수입중간재
투입 비중이 늘면서 환율이 수출가격에 미치는 영향
력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황광명·이예일,
2015). 이에 본고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교역국
의 시장점유율 변동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최근 글로벌

주: 1) 전세계 수출 대비 국가별 수출비중
자료: UN Comtrade, 조사국 계산

교역여건 변화를 점검하고 우리나라 수출경쟁력 제고
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실질실효환율은 개별 국가의 전반적인 가격경쟁력 지표로 이용되며 실질실효환율 상승은 통화가치 상승 및 가격경쟁력 약화로 해석된다(Chinn, 2006).
2) 환율과

수출 간의 관계 약화에 대한 연구는 IMF(2015), Ahmed, Appendino, Ruta(2015)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에 착안하여 Benkovskis·Wörz(2014, 2015)는
시장점유율 변동을 가격, 품질, 시장구조 등의 요인으로 분해하였으며, Bems·Johnson(2015)는 새로운 실질실효환율 계산식을 이용하여 실질실효환율의 시장점유율 설명
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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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존 연구는 대체로

다. 분석결과 시장점유율 변동을 주도하는 요인은 국

각 국가의 품목별 시장점유율 간 상대적 크기를 비

가별, 시기별로 차별화된 양상을 보였다. 중국의 경

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Balassa(1965)

우 시장진입 초기에는 주로 가격경쟁력 상승에 힘입어

에 의해 제안된 현시비교우위지수(RCA, Revealed

시장점유율이 상승하였으나 점차 품질 등 비가격 요

Comparative Advantage Index)3)는 전세계와 분

인의 영향력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시장점

석대상 수출국의 품목별 시장점유율을 이용하여 해

유율에 있어 환율의 영향력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점

당 품목에 대한 비교우위를 평가하며 무역특화지수

차 축소되었다. 이에 반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지

(TSI, Trade Specialization Index)4)는 수출입 규

속적인 시장점유율 하락은 신흥국과의 품질 격차 축

모의 상대적 크기를 이용한다. 불변시장점유율(CMS,

소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중국

Constant Market Share) 모형의 경우 수출 변동

등 아시아 신흥국과의 국제분업구조 확대, 품질 향상

을 경쟁력 요인과 구조변화 요인5)으로 분해함으로써

에 힘입어 시장점유율이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

수출경쟁력 변화를 설명한다.

었다. 한편, 한국 수출의 높은 해외의존도는 부가가치

이에 반해 Benkovskis·Wörz(2014)는 UN

기준 시장점유율을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mtrade의 세분화된 품목별 교역자료를 이용하여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 시장점유율

각 수입국의 수요함수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국가별 시

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소개하고 Ⅲ장에서 본

장점유율 변동을 가격, 품질, 시장구조 등의 요인으로

고의 분석방법을 설명하였다. Ⅳ장에서는 주요국의

분해하였다. 이 경우 품목별로 서로 다른 대체탄력성6)

시장점유율 분해 결과와 수출경쟁력 변동 요인을 정리

을 이용함에 따라 가격변화가 시장점유율에 미치는 영

하였으며, Ⅴ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을 제

향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시하였다.

후, Benkovskis·Wörz(2015)는 글로벌 생산분업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국제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부
가가치 기준 시장점유율 변동을 분석하였다.
본고는 Benkovskis·Wörz(2014)의 방법론을
원용하여 수출국별 시장점유율 변동 요인을 분석하였

3) 전세계와 특정 수출국의 시장점유율을 비교함으로써 특정 상품 및 국가별 비교우위 정도를 지수화한 것으로, 현시비교우위지수가 1보다 큰 경우 해당 상품 수출에 비교우위가 있
음을 의미한다.
4) 총 교역액대비 무역흑자규모로 계산되며 그 값이 클수록 수출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5) 경쟁력요인은 수출국의 시장점유율 변화에 따른 영향을, 구조적 요인은 시장점유율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수출 시장의 상품구성 및 수요 요인을 반영한다.
6) 대체탄력성은

A국 수출에 대한 수요감소율
을 나타내며, 자세한 추정방법은 <부록1>에 정리하였다.
A국 수출가격 상승률
시장점유율 분해를 통한 수출경쟁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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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장점유율 변동 요인

다음으로 글로벌 생산분업(GVC, Global Value
Chain) 참여는 중간재 교역 확대, 생산효율 및 시장

본고는 시장점유율 변동을 가격, 품질, 시장구조,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시장점유율을

해외의존도 등으로 분해하였다. 이 가운데 품질은 객

상승케 하는 요인이다. 글로벌 생산분업체계는 1990

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기술수준뿐만 아니라 디자인이

년대 이후 정보통신기술발전, 교역비용 감소 등에 힘

나 브랜드와 같은 소비자선호, 국가 간 무역장벽 등을

입어 확대되면서 중간재 교역 성장을 견인하였다. 이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요인으로 정의된다.

에 따라 전세계 GDP에서 중간재 교역이 차지하는 비

개별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격경쟁력은

중은 1998년 17%에서 2011년 26%까지 상승하였

장기적으로 각 국가의 산업별 생산성에 의해 결정되나

으며(<그림 3>)8), 이는 특히 2000년 이후 중국 등 아

단기적으로는 통화가치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시아 신흥국의 전세계 시장점유율 상승에 기여한 것으

이에 BIS, 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개별 국가의 전

로 평가된다.9) 한편, GVC 참여 확대로 수출의 해외

반적인 가격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실질실효환율

중간투입재 의존도가 높은 경우 부가가치 기준 시장점

(REER, Real Effective Exchange Rate)을 계산

유율은 낮아지게 된다. 우리나라 수출의 해외부가가

하여 공개하고 있다(<표 1>). 일반적으로 실질실효환

치 의존도는 2014년 기준 34%로 전세계 평균(30%)

율 상승, 즉 통화가치 상승은 해당 국가의 가격경쟁력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그림 4>).

약화를 의미한다.7) 그러나 가격 변화폭이 동일하더라
도 대체탄력성이 높을수록 시장점유율에 미치는 영향

<그림 3>

글로벌 중간재 및 최종재 수입

이 커지므로 시장점유율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에는 품목별 대체탄력성과 가격변동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표 1>

주요 국제기구 실질실효환율
BIS

IMF
OECD
제3국시장1)
가중치 수입가중치 및 이중수 원자재, 공산품 등
각 국가별 교역의 이중가중치 산정방식
출가중치의 가중 평균
상대적 중요도 고려
원자재, 제조업 및
대상품목
제조업
제조업
서비스업(일부국가)
대상국가
61개국/26개국
184개국
46개국
디플레이터
CPI2)
CPI3)
CPI

자료: UN Comtrade, 조사국 계산

주:1) 양국간 실질환율에 대한 가중치 계산시 제3국에서의 교역규모 이용
2) 인도의 경우 도매가격지수 이용
3) 일부 국가의 경우 단위노동비용을 함께 사용
자료: BIS Quarterly Review(March, 2006) 재인용

7) 상품별 가격의 움직임이 서로 유사하고, 각 수입품목에 대해 대체탄력성이 모두 동일하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한다(McGuirk, 1987).
8) 2012년

이후 전세계 교역신장률이 낮아지면서 중간재 교역 비중은 2015년 21%까지 낮아졌다. 이러한 교역신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글로벌 투자부진, GVC 성숙, 신흥국 경제
비중 확대 등이 지목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Constantinescu, Mattoo, Ruta(2015), Ollivaud·Schwellnus(2015) 등을 참조하라.
9) 전세계 중간재 교역에서 아시아 신흥국 비중은 2000년 10.6%에서 2015년 20.8%로 확대되었다(UN Com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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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국가별 해외부가가치 의존도

자료: WIOD, 조사국 계산

전세계 수입시장 내 신흥국 비중이 확대되는 경우

<그림 5>

중국 및 미국의 수입시장점유율

자료: UN Comtrade, 조사국 계산

<그림 6>

한국과 멕시코·캐나다의 수출시장점유율

대(對)신흥국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와 같은 시장점유율 변동을 시장구
조 요인에 의한 것으로 정의한다. 한국은 2001년 중
국의 WTO 가입 이후 중국경제가 빠르게 성장함에 따
라 중국 및 전세계 수입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함께
상승하였다. 반면 미국의 전세계 수입시장 내 비중이
낮아지면서 대미 교역비중이 높은 멕시코와 캐나다의
전세계 시장점유율은 꾸준히 하락하였다. 2010년 이
후에는 미국 경기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미국의 전
세계 수입시장 내 비중과 멕시코의 시장점유율이 함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관측은 어려우나 품질, 소비
자선호, 무역장벽 등도 시장점유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해당한다. 중국의 경우 시장진입 초기에
는 범용기술 및 가격경쟁력에 근거하여 시장점유율을
확대하였으나 생산비용 상승 등으로 점차 품질요인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축소 및
중·고기술 제품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국가 간 외교 분쟁, 보호무역주의 등은
특정 국가에 대한 소비자 선호, 비관세 장벽 등에 영
향을 미침으로써 시장점유율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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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장점유율 분해

별 시장점유율은 아래 식 (2)와 같이 수입국의 수출국
간 대체탄력성( ), 수출품의 상대가격(
(

1. 분석방법

), 품질

) 등에 의해 결정된다.11) 이에 따르면 가격경쟁력

상승으로 상대가격이 1% 하락하는 경우 시장점유율
본고는 Benkovskis·Wörz(2014)의 방법론을 원

)% 상승한다.12) 품목별 수요는 품목 구성에

은(

용하여 국가별 시장점유율 변동을 가격, 품질, 시장구

따라 대체성과 보완성을 모두 가지므로 상대가격 변

조 등 요인으로 분해하였다. 시장점유율 변동은 아래

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13) 이를 이

식 (1)과 같이 수출집약도(IM, Intensive Margin)

용하여 국가별 수출집약도 변동을 가격, 품질, 시장구

와 수출다양도(EM, Extensive Margin)로 분해되

조, 시장경쟁도 등 요인으로 분해하면 식 (3) 및 (4)와

며, 수출집약도는 다시 가격, 품질, 시장구조 등 요인

같다.

으로 분해된다. 수출집약도는 각 시장10)별 평균 수출
규모를 의미하며 기존 시장 내 거래규모의 증가 또는
감소를 반영한다. 수출다양도는 한 국가가 진출한 수

(2)

출시장의 수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수출다양도 변
동이 시장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은 수출집약도에 비해
서는 작은 수준을 보인다.

,

,

는 각각 기에 수출국 로부터 수입한

상품 의 물량, 단가, 품질이며,

는 상품 의 수출국

집합, 는 상품 에 대한 대체탄력성,

(1)
는 기
),

의 총증가율(gross growth rate,
는 국의 기 전세계 시장점유율,

는 기 상품

의 수입물가(<부록2> CES 효용함수를 이용한 시장점유
율 분해)

와

는 각각 기 국의 전세계 수출시장 수출집약도와
수출다양도

(3)
는 기 국 총수출에서 대 국 수출 비중,
는 기 전세계 수입에서 국 비중으로 시장구조를 나타냄

각 국가의 수입품에 대한 CES 효용함수를 가정하
는 경우 동 수입국의 개별 품목( )에 대한 수출국( )

10) 각각의

수입국 및 품목별로 별개의 시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전제하였으며, 개별 품목은 HS코드 6단위 기준(HS코드: 관세, 무역통계 등의 기준이 되는 품목별 분류번호로
1988년 공표된 HS협약이후 모든 체약국에서 사용)으로 구분하였다.
11) CES 효용함수와 시장점유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1>과 <부록 2>를 참조하라.
12) 일반적으로 원자재와 같이 상품이 표준화된 경우 대체탄력성이 높고 상대가격 하락시 시장점유율이 크게 상승하게 된다.
13) 이에 따라 품목간 대체탄력성( )은 모든 수입국에서 1의 값을 갖는 것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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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수출품의 가격, 품질, 경쟁도, 자국 내 부가가치
비중 등으로 분해된다.
(4)
는 기 국의 대 국 총수출에서 품목 비중,
,

,

는 각각 기 국의 품목 수

입시장에서 국의 가격, 품질, 경쟁도 변화에 의한 시장
점유율 변동분

(5)
는 기 국의 품목 수입시장에서 국의 해외

또한, 글로벌 생산분업 확대가 시장점유율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부가가치 기준 시장점유율 변동

의존도 변화에 의한 부가가치 기준 시장점유율 변동분,
그외 항은 부가가치 기준 시장점유율의 요인별 변동분

을 분석하였다. Benkovskis·Wörz(2015)는 시장
점유율 계산시 각 품목별 수입금액을 국가별 부가가치

2. 분석자료

창출 비중으로 분해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 기준 시장
점유율을 분석하였다. 이 경우 중간재를 수입·가공

분석에 이용한 자료는 UN Comtrade의 1996

하여 최종재로 수출할 때 최초 중간재 교역에 포함된

~2015년 중 교역자료와 WIOD (World Input-

부가가치가 최종재 교역에 중복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

Output Database)의 2000~2014년 중 국제투입

하므로 Benkovskis·Wörz(2015)는 최종재14)만을

산출표이다. 교역자료는 품목별 대체탄력성( ) 추정

이용하여 시장점유율을 계산하였다. 그러나 중간재

과 시장점유율(

와 최종재 간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방

기간 중 시장점유율 계산의 일관성을 위해 2015년 중

식으로 계산된 시장점유율은 정확도가 크게 낮아질 수

수입금액 기준 상위 50개 국가의 품목별 수입금액16)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고려하여, 본고는 전체 수

및 물량 자료를 이용하였다.

) 계산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분석

출품목을 분석 대상으로 하되 각 품목별 수출금액 가

각 변수와 이에 이용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먼저

운데 해당 수출국 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만을 이용

UN Comtrade의 수출국( ) 및 품목( )별 수입국( )

15)

하였다.

부가가치 기준 시장점유율 역시 수출집약

의 수입금액(

)과 수입물량(

도 및 수출다양도로 분해되며, 수출집약도는 식 (5)와

여 수입단가(

)를 계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

)을 이용하

14) UN의 가공단계 분류 기준(BEC, Broad Economic Categories)을 토대로 구분하였다.
15) 본고의 부가가치 기준 시장점유율 계산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3>에서 소개하였다.
16) UN Comtrade는 수출과 수입에 대한 자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수입자료를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각 수입국은 수
입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므로 수출에 비해 수입신고의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수입금액은 운임, 보험 등을 포함한 CIF 기준으로 신고되므로 본고의 가격요
인은 거래비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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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탄력성(

)과 각 품목 및 전체 수입물가(

,

Ⅳ. 분석결과

)를 추정하였다. 시장구조는 전세계 수입금액에
)으로, 시장

본고는 중국, 미국, 일본, 한국 등 주요 수출국의 시

)는 각 수입시장에 참여하는 수출국 개

장점유율 변동 요인을 분석하였다. 주요 수출국의 시

수를 나타내는 Feenstra 지수17)를 이용하여 계산하

장점유율 변동 추이19)를 보면 2000년대 이후 한국과

였다. 한편, 본 논고에서 품질(

)은 가격, 시장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미

구조, 시장경쟁도 등으로 설명되지 않는 기타 시장점

국과 일본의 시장점유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율 변동 요인을 모두 포함하게 되므로 분석결과 해

그림 7>). 시장점유율 증가율을 요인별로 분해한 결

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과, 이와 같은 시장점유율 변동은 선진국과 신흥국 간

서 각 수입국( )이 차지하는 비중(
경쟁도(

글로벌 생산분업이 부가가치 기준 시장점유율에 미

품질 격차 축소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

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제투입산출표의 자국 내

격 요인의 경우 환율에 따라 시장점유율 변동 요인으

부가가치 비중(

)을 이용하였다. WIOD의 국

로 작용하였으나 그 영향력은 점차 축소되었다. 2000

제투입산출표는 43개 국가의 56개 산업(ISIC rev.

년대 초반 중국의 시장점유율 상승은 위안화 가치하락

4)에 대해 산업별 총산출에서 자국 내 부가가치 비중

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을 제공한다. UN Comtrade의 HS코드 6단위 기준

2000년대 중반 이후 가격 요인에 의한 시장점유율 변

5,000여개 품목을 56개 산업으로 분류한 다음 동일

동은 품질 및 시장구조 요인에 비해 제한적인 수준을

산업에 속한 품목들은 자국 내 부가가치 비중이 모두

보였다. 한편, 중국 등 신흥국의 경제성장은 상대적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18)

로 대신흥국 교역비중이 높은 한국의 시장점유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7) Feenstra

지수( )는 아래 식과 같이 개별 시장에 얼마나 많은 수출국이 진출해 있는지를 측정한다(Feenstra, 1994). Feenstra 지수를 이용한 시장경쟁도 계산식은 <부록
2>을 참고하라.

,

.

는 기 국 품목 수입시장에 참여중인 수출국 집합,
는 기와
기 모두 국 품목 수입시장에 참여중인 수출국 집합.
18) 국제투입산출표 분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tehrer(2012)를 참고하라.
19) 각 국 연도별 시장점유율의 2000년 대비 총증가율(
)의 로그값으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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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전세계 시장점유율1) 변동2)

<그림 7>
<한국>

<중국>

<미국>

<일본>

주: 1) 총액 기준
2) 시장점유율 변동(실선)은 각 연도별 시장점유율의 2000년 대비 총증가율의 로그값을 나타내며, 요인별 시장점유율 변동(막대)은 각 요인에 따른 연도별 시장점유율의 2000년 대비 총증
가율의 로그값을 나타낸다. 각 요인별 시장점유율 증가율을 모두 합하면 전체 증가율과 일치한다.
자료: UN Comtrade, WIOD, 조사국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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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에서는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부가가치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중국 정부의 자급률

기준 시장점유율을 분석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제고 정책 등에 힘입어 자국 내 부가가치 비중이 높아

2000년대 중반 유가 상승으로 해외 중간투입재 의존

지고 있다.20) 미국의 해외의존도는 분석기간 중 큰 변

도가 높아지면서 시장점유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

동을 보이지 않았다.

다. 중국의 경우 2000년대 중반까지는 해외의존도가

주요국의 전세계 시장점유율1) 변동

<그림 8>
<한국>

<중국>

<미국>

<일본>

주: 1) 부가가치 기준
자료: UN Comtrade, WIOD, 조사국 계산

20) 천용찬ㆍ조규림(2015), 박동준(2017) 등은 중국의 자급률 상승·경제구조 변화 및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을 자세히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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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부가가치 기준>

한국의 지속적인 시장점유율 상승은 시장구조 및 품
질경쟁력 향상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그
림 9>).21) 특히 다른 수출국에 비해 시장구조 요인의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 아세
안 등 우리나라와 긴밀한 생산분업 관계에 있는 아시
아 신흥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점
유율을 견인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
기 이후 원화 가치가 상승세를 보였으나 시장점유율에
자료: UN Comtrade, WIOD, 조사국 계산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22) 한편
2006~2011년 중에는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그림 10>은 미국과 중국의 수입시장에서 한국 수

으로 수출의 해외 중간투입재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부

출의 부가가치 기준 시장점유율 변동을 요인별로 분

가가치 기준 시장점유율이 하락하였으나 이후 하락폭

해한 결과를 나타낸다. 한국의 미국 내 부가가치 기준

은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장점유율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
였으나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소비자선호,

<그림 9>

한국의 전세계 시장점유율 변동
<총액 기준>

무역장벽 등 품질 요인 개선과 해외의존도 축소에 힘
입어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중국에서는 2012년 이후
품질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자료: UN Comtrade, WIOD, 조사국 계산

21) 수출다양도 하락은 기존 수출시장에서의 철수를 의미하나, 본고와 같이 개별 수출시장이 HS코드를 기준으로 정의되는 경우 HS 품목 코드가 통합되거나 재분류될 때에도 수출
다양도가 낮아질 수 있다. 다른 수출국 대비 한국 수출다양도의 큰 폭 하락은 HS 코드 개편(1997년, 2002년, 2007년, 2012년)에 상당부분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장점
유율 변동의 품질 요인은 가격, 시장구조 등 요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잔차로서 파악되므로 본고에서 추정된 한국의 수출다양도 하락과 품질경쟁력 상승폭 모두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보다 정확한 수출다양도 평가를 위해 각 품목별 HS 코드의 이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22) 2009년 이후 BIS 기준 실질실효환율이 20% 상승한 가운데 가격 요인에 의한 시장점유율 하락은 8%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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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한국의 지역별 시장점유율1) 변동
<미국>

위안화 가치가 큰 폭 상승하였으나 이전 기간에 비해
가격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
났다.24) 또한, 중국 정부의 가공무역 억제 및 품질 향
상을 통한 자급률 제고 정책으로 해외 중간투입재 의
존도가 낮아지면서 부가가치 기준 시장점유율이 총액
기준 시장점유율 상승폭을 상회하고 있다.

<그림 11>

중국의 전세계 시장점유율 변동
<총액 기준>

주: 1) 부가가치 기준
자료: UN Comtrade, WIOD, 조사국 계산

<중국>

자료: UN Comtrade, WIOD, 조사국 계산

<부가가치 기준>

주: 1) 부가가치 기준
자료: UN Comtrade, WIOD, 조사국 계산

2. 중국

중국의 시장점유율은 2000년대 초반 통화가치 하
락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 2000년대 중반 이후 선
진국과의 기술격차 축소에 따른 품질경쟁력 제고에 힘
입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23) 2000년대 중반 이후

자료: UN Comtrade, WIOD, 조사국 계산

23) 한국과 중국의 제조업 기술격차는 2004년 4년에서 2015년 3.3년으로 축소되었으며(산업연구원, 2007, 2011, 강두용 외, 2016), 중국의 산업경쟁력지수는 1995년
1.84(전세계 20위)에서 2015년 5.31(2위)로 상승하였다(윤우진, 2017).
24) 2000~2005년

중 위안화 가치가 10% 하락(BIS 실질실효환율 기준)하면서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가격 요인에 의해 24% 상승하였으나, 2005~2015년 중에는 위안화 가치
가 53% 상승하는 동안 시장점유율이 가격 요인에 의해 14%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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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중국>

일본의 시장점유율은 품질경쟁력 저하로 분석기간
중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특히, 2013~2014년 중에
는 엔화 가치 하락에 따른 가격경쟁력 상승에도 불구
하고 시장점유율 하락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일본의 시장점유율 변동은 중국 내 시장점유
율 급락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 이는 일본의 센가쿠
열도 국유화 방침 천명25) 이후 반일정서 확산, 중국의
대일 무역규제 증가 등으로 일본 수출품에 대한 소비

주: 1) 부가가치 기준
자료: UN Comtrade, WIOD, 조사국 계산

자선호가 낮아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4. 미국
<그림 12>

일본의 시장점유율1) 변동
<전세계>

미국의 시장점유율은 2000년대 초반 품질경쟁력
저하로 하락하였다. 2012년 이후에는 품질경쟁력 향
상으로 시장점유율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미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며 가격경쟁력은 약화되는 상
황이다.

<그림 13>

미국의 전세계 시장점유율 변동
<총액 기준>

주: 1) 부가가치 기준
자료: UN Comtrade, WIOD, 조사국 계산

자료: UN Comtrade, WIOD, 조사국 계산

25) 2012년 9월 일본정부는 각료회의를 통해 센가쿠 열도의 5개 무인도 가운데 3개 섬을 개인소유자로부터 매입·국유화할 것을 공식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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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기준>

높아진 가운데, 환율 변동이 시장점유율에 미치는 영향
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점차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의 경우 수출규모 확대로 위안화에 대한 수요
가 높아지면서 시장점유율과 실질실효환율이 함께 상
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중국 등 아시아 신흥국의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시장구조 요인의 역할은 커
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신흥국과의 교역비중이 높
은 한국, 일본의 경우 시장구조 요인이 시장점유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글로벌 금융

자료: UN Comtrade, WIOD, 조사국 계산

위기 이후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수출품의 해외부가가치 의존도를 높여 부가가

Ⅴ. 맺음말

치 기준 시장점유율을 낮추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반
해 중국의 부가가치 기준 시장점유율은 자급률 제고 정

본고에서는 주요 교역국의 시장점유율을 가격, 품

책에 힘입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질 및 소비자선호, 시장구조, 해외의존도 등 요인별로

본고의 분석결과는 향후 장기적인 수출경쟁력 제고

분해함으로써 국가별 수출경쟁력 변동에 대한 글로벌

를 위해 품질 향상, 주요 교역국과의 협력 강화, 교역

교역여건 변화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고의 주요 분

품목 다변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함을 시사한

석결과는 시장점유율 변동을 주도하는 요인이 미국,

다. 중국 등 신흥국과 경합관계에 있는 산업에 대해

일본 등 선진국과 중국 간 차별화되었음을 보인다. 중

비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기술 산

국의 경우 시장진입 초기에는 가격 요인이, 이후에는

업으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가운데 이를 통해 소재·부

품질 등 비가격 요인이 시장점유율 확대를 주도한 것

품의 수입의존도를 완화해야 한다. 중국 정부가 추진

으로 나타났다. 미국 등 선진국의 시장점유율 변동에

하고 있는 주력 산업 생산성 개선 및 고부가가치화 정

는 가격보다 품질과 시장구조 요인의 기여도가 높았

책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대응책 마련은 더욱 중요하

다. 한국은 신흥국 경제성장에 따른 시장구조 변화 및

다. 한편, 보호무역기조 등 글로벌 교역구조 변화가

품질 향상에 힘입어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

우리나라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였다.

하기 위해 신흥국과의 교역관계 다변화 등도 병행되어

요인별로 보면 소비자선호 등 품질 요인의 중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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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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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함수를 결합하여 Leamer(1981)의 방법론을 토대로
대체탄력성 추정식을 유도하면 아래와 같다.

품목별 대체탄력성

본고에서는 Feenstra(1994) 및 Broda·

,

Weinstein(2006)을 따라 각 품목별 대체탄력성을 추
정하였다. 우선 <부록 2>의 효용극대화 문제로부터 수

,

출국 을 기준으로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아래와 같이
,

정리하였다.

,

.

이를 바탕으로 Soderbery(2013)을 따라 hybrid
LIML(Limited Information Maximum

위 식에서
와

는 공급탄력성의 역수,

는 각각 수요함수와 공급함수의 오차항을 의

미하며 변수는 서로 독립이다. 정리한 수요함수와 공급

Likelihood) estimator를 추정할 수 있다. 이때
의 LIML 추정치가 1보다 작은 경우, nonlinear
constrained LIML으로 다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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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EM: Extensive Margin)로 분해된다. 아래 식
에서

는 기

CES 효용함수를 이용한 시장점유율 분해

),

는 국의 기 전세계 시장점유율,

와
수입에서 얻는 효용은 아래와 같이 품목별, 수출국별

의 총증가율(gross growth rate,

는 국의 기 전세계 수출시장 내 수출

집약도와 수출다양도를 가리킨다.

수입에서 얻는 효용의 가중합으로 표현된다. 아래의
식에서

,

는 국에서 국으로부터 수입

한 재화의 수입물량 및 품질,

,

는 수입국

의 재화에 대한 수출국 간 대체탄력성, 품목간 대체
탄력성을 의미한다.
.
,
한편, 국의 수출집약도는 아래와 같이 각 수입
.

국별 수출집약도의 가중합으로 분해된다. 아래 식
에서

각 품목 및 전체 수입물가(

,

)는 소비자

효용극대화 문제를 통해 각 수입품 가격의 기하평균으
로 계산된다. 아래의 식에서

는 품목 가운데

,

는

재화가 차지하는 비중,

국 수출에서 국 및
는 전세계 수입에

서 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며,

는

으로 계산된다.

국으로부터 수입한 재화의 수입가격을 나타낸다.
,
,
.
위의 두 식을 바탕으로 국가( )별 시장점유율 변동
은 수출집약도(IM: Intensive Margin)와 수출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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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의

기 대비 기 시장점유율 총증가율의 로그

값을 각 요인별로 분해하면 아래와 같다.

.

와

는 Sato-Vartia 가중치이며, 각

각 국 품목 수입에서 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
는 비중, 국 전체 수입에서 품목 수입이 차지하는 비
,

중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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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의 수출집약도는 아래와 같이 각 수입국
별 수출집약도의 가중합으로 분해된다. 아래 식에서

부가가치 기준 시장점유율 분해

,

는 각각 국 수출에서 국 및 재화가 차

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을 뜻한다.
Benkovskis·Wörz(2015)는 부가가치 기준 시
장점유율 분해시 각 품목에 포함된 모든 국가의 부가

는 전세계 수입

에서 국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을 나타낸다.
는

으로 계산된다.

가치 비중을 이용하였다. 이 경우 수입 중간재를 가
공·조립하여 최종재로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가 중

,

복 계상될 수 있으므로, Benkovskis·Wörz(2015)
는 UN BEC 기준 최종재만을 대상으로 시장점유율을
계산하였다. 본고는 전체 수출품목을 대상으로 하되
총액 기준 수출의 자국 부가가치 비중만을 고려하였

,

다. 동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의 중복 계상을
방지하는 한편, 중간재와 최종재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26)도 보완할 수 있다. 자국부가가치비중 이

,

용시 국가( )별 부가가치 기준 시장점유율 변동은 아
래와 같이 분해된다. 아래의 식에서

는 국의 품

목 총액 기준 수출에서 자국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
을 의미한다.

.

26) 예를 들어, 타이어는 최종재로서 판매되지만 동시에 자동차 생산에 중간재로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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