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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지난 수십 년 사이에 국제무역의 양상은 빠르게 변해오고 있습니다.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자유무역협정의 활발한 추진은 제품 생산의
글로벌화를 빠르게 촉진하였습니다. 최종재의 생산이 한 국가에서 행해
지는 것이 아니라 각 생산단계별로 여러 국가에서 행해지는 글로벌 가
치사슬의 이점이 부각되며 이러한 추세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 국가의 영향력과 맞먹을 정도로 규모가 큰 다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출현하였으며 이러한 다국적 기업의 생산 네트워크는 전 세계
에 걸쳐 복잡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학자

는 “Made

in~” 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으며 이제는 대다수의 제품이
“Made in the World” 제품이라 언급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많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외생산으로
일컬어지는 오프쇼어링의 증가와 동시에 자국 제조업 고용의 감소 추세
를 경험하고 있는 대다수 선진국들에서 제조업 공동화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로 이전한 자국 기업의
생산기지를 다시 본국으로 귀환시키기 위해 각국은 리쇼어링 정책을 마
련하고 있습니다.
그간 중국, 베트남 등으로의 오프쇼어링을 통하여 기업효율성 개선을
도모해 온 한국 제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프
쇼어링에 따른 일자리 감소 및 임금 불평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한국 정부 역시 선진국의 정책과 발맞추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오프쇼어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

이 아직까지 충실히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식에서 시작된 본 연구는 한국기업의 오프쇼어링 추이와 인식을 조망해
보고, 오프쇼어링에 따른 기업의 성과 및 고용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
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글로벌 가치사슬은 여전히 매력
적인 생산 방식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을 쫓아가지 못할 경
우 자칫하면 한국 제조업 경쟁력의 약화가 우려될 수 있습니다. 한편으
로는 연관 산업에 미치는 제조업의 큰 파급효과와 금융위기 같은 외부
충격에 영향이 덜한 제조업 기반의 경제가 중요한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의 생산 기반을 견고하게 유지해 나가는 것이 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경제에 영향이 큰 제조업에 대하여 한국 기업의 오프쇼어
링이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지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상황
에 맞는 리쇼어링 정책의 방향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산업연구원의 2017년 자체 중장기 과제로 추진되었습니다.
본 연구과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익한 조언과 평가를 아끼지 않으신
동아대학교의 노영진 교수, 공주대학교의 박순찬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
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과제 기획에서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에 함께한
연구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그 밖에도 본 보고서에 깊은 관심과 조
언을 주셨던 원내외 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본 보고서가 향후 해외직접투자 정책 및 기업경영 여건의 개
선, 양질의 고용 창출과 우리나라 제조업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
는 산업정책을 마련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들의 견해이며 연구원의 공식 견
해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2017년 12월
산업연구원장 유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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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요약

제1장 서론
해외생산을 통한 중간재수입으로 정의되는 오프쇼어링(off-shoring)
은 국내외 주요 제조 기업들에게 있어 이미 주요한 경영전략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저렴한 인건비 등의 여러 가지 이점으로 인한 해외로의
생산기지 이전이 1990년대부터 시작하여 점차 보편화되고 있으며 2000
년대 초중반에는 주로 중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이 집중되었으나 2010
년대부터는 베트남으로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오프쇼어링의 경제적 효과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대다
수 학술연구의 실증분석결과로부터 국제 생산 분업은 기업의 생산성에
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짐작되는 반면 고용에 미치는 영
향은 불확실하다. 국내 고용의 해외고용으로의 대체로 인한 부정적 효
과가 발생할 수 있고 생산성 증가와 고부가가치(디자인, R&D 등) 영역
집중화로 인한 신규인력 창출의 긍정적 효과도 발생할 수 있게 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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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경쟁력 상승으로 인한 오프쇼어링의 수출 증대 효과도 여러 실증 연
구에서 발견되고 있다.
한편,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
어 오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은 각국에서 확대 기
조에 놓여 있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정부에서 법인세 인하(38% → 25%),
국내복귀기업의 공장 이전비용 20% 보조, 설비투자 조세감면 확대(1년 →
2년) 등 해외진출기업의 자국 내 복귀에 관한 유인을 제공하였고, 트럼프
정부에서도 외국 진출기업의 자국 복귀를 위한 지원정책의 확대를 추진
중이며, EU는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한 원산지 표기 의무제도를 도입(2014
년)하여 역내 생산방식의 장점 제고를 통한 간접적인 리쇼어링 지원정책
을 시행 중이다. 한국 역시 해외진출기업들이 국외 사업장을 일부라도 축
소하고 국내로 복귀 시 세제·입지·보조금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
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유턴기업지원법’을 2013년에 마련하였다.
하지만, 리쇼어링은 최근의 현상이기 때문에 분석자료가 불충분한 상
황이다. 따라서 리쇼어링의 국내 고용 및 생산성에 대한 면밀한 실증분
석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는 반면 오프쇼어링은 상대적으로 오래전부터
관찰되어온 현상이고 리쇼어링의 반대 개념이라 할 수 있기에 현 시점
에서는 상세한 오프쇼어링 성과분석을 통하여 리쇼어링의 정책 방향 및
산업경쟁력 강화 방향에 관한 고찰이 보다 적절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기업자료를 이용하여 오프쇼어링이 고용, 생산
성 등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오프쇼어링 또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영향분석 연구
가 지니는 주요 한계점을 보완하고 오프쇼어링과 기업성과 사이의 보다
엄밀한 인과관계 규명을 그 목표로 한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주체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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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기업 자료를 이용한 정량
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하며 주로 산업 및 국가 단위 위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오프쇼어링 및 해외생산과 관련된 개념들이 혼재
되어 사용되고 있기에 이와 관련한 개념을 명확히 정의한 후 분석을 진
행하고자 하며 해외생산과 기업성과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 분석의 장애
요인이라 할 수 있는 내생성 문제의 보완 방안도 고려한다. 마지막으로
이론적 모델의 검증을 위한 기존의 실증분석 방식보다는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위한 정량분석을 추진한다.

제2장 개념의 정의 및 관련 선행연구 검토
1. 오프쇼어링의 개념
본 연구의 목적인 한국 기업의 오프쇼어링 성과분석을 위해서 본 연
구에서는 수직적 FDI와 해외아웃소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오프쇼어링
을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오프쇼어링을 해외생산 또는 해외진출과 같은
개념으로 혼용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넓은 의미에서 수평적 FDI 역시 오
프쇼어링 범주에 포함되기도 한다. 한편, 리쇼어링은 최종재화의 생산
에 있어 과거의 오프쇼어링 프로세스를 최초 방식의 기업자체 생산으로
되돌리는 생산 및 경영전략으로 정의된다.
글로벌 가치사슬(이하 GVC)이란 생산이 국제적으로 분업화됨에 따
라 한 상품 안에 내재된 부가가치 역시 사슬처럼 국제적으로 얽혀 있다
는 의미이며 최근 들어 글로벌 가치사슬 관점으로 해외분업생산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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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다.
오프쇼어링의 개념과 글로벌 가치사슬의 차이는 동일한 현상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즉, 오프쇼어링은 기업의 관점에서
의 국제 분업 생산을 설명하는 개념이고, 글로벌 가치사슬은 국제거래
에서 상품에 내재된 가치의 구조 파악을 통하여 국제 분업 생산을 살펴
보는 방식이라 생각될 수 있다. 따라서 오프쇼어링의 전 세계 및 국내 현
황 파악 시 글로벌 가치사슬의 현황을 오프쇼어링 현황으로 간주한다.

2. 관련 선행연구의 검토
오프쇼어링의 생산성 효과에 관한 해외 연구의 경우 주로 특정 유형
의 기업집단에서(수직적 FDI 참여, 수출기업 등) 생산성에 긍정적인 효
과가 발견되나, 국내 연구의 경우 이론과 상반되는 오프쇼어링의 부정
적인 효과가 더 우세하였다. 또한 추정결과는 사용한 데이터, 오프쇼어
링의 정의 및 분석 방법에 따라 상이하게 도출되는 경향이 있으며 해외
연구에 비하여 국내의 연구는 사용 가능한 데이터의 제약으로 인한 방
법론 적용의 한계에 직면하여 상대적으로 관련 연구가 충실히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오프쇼어링의 고용 효과에 관한 분석에서는 주로 해외의 연구에서 오
프쇼어링의 고용에 대한 긍정효과가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하는 것으로
도출되고 있으며, 오프쇼어링과 관련성이 높은 외생적인 충격을 이용한
분석 방법론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생산성 효과
연구와 마찬가지로 국내의 연구는 연구의 양이나 추정 방식에서 상대적
으로 미약한 면모가 드러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과 관련된 오프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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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링의 효과는 불분명하게 도출되고 있다.
오프쇼어링의 기업성과에 대한 영향 분석은 과거 십여 년간 다뤄졌던
연구 주제이다. 따라서 동일한 주제에 대해 살펴보는 본 연구가 연구 주
제의 측면에서 차별성을 지니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미 파악해 본 바와
같이 오프쇼어링 효과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고 있기에 오
프쇼어링 성과분석 연구는 새로운 데이터로 새로운 연구 결과의 생산이
여전히 필요한 분야이다. 이에 글로벌 가치사슬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
지만 오프쇼어링 효과에 관한 연구가 미진하였던 한국의 오프쇼어링 사
례를 새로운 기업데이터로 분석한다는 점이 본 연구가 지니는 기존 연
구와의 주요한 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대다수의 국내 연구는 상
대적으로 짧은 분석 기간과 2010년도 이전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
행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WTO 가입 이후 해외직접투자가 급격히 증가
한 2006년부터 최근까지의 기간을 분석 기간으로 설정한 본 연구를 통
한 정책적 시사점이 더욱 중요성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제3장 국내외 오프쇼어링 현황분석
1. 전 세계 오프쇼어링 현황
전 세계 총수출액 대비 부가가치 수출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VAX ratio
는 1970년부터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1990년대
이후로 그 감소의 폭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VAX ratio의 감소는
총 수출액 중 자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비중의 감소를 의미하기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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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1970년 이후 최근까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생산 분업 또는 오
프쇼어링의 확대가 지속되고 있음이 파악된다.
한편, 다국적기업들의 대표적인 오프쇼어링 대상국인 중국의 수출액
에서 차지하는 외국 부가가치 비중의 변화를 통해서도 전 세계의 오프
쇼어링 추이와 그 구성의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중국의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외국 부가가치의 비중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도 17%
에서 2013년에는 약 두 배가량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다국적 기업들의 활발한 중국 진출 및 현지 생산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2013년 기준 중국의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외국 부가가
치는 약 30%로 100원의 상품을 수출할 때 이 중에서 70원만 자국에 귀속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 외국분 부가가치 30%에서 차지하는 국가별 기여분은 일본,
미국, 독일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한국은 4위를 차
지하였고 1990년도 이후 한국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
해 주요 선진국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한국기업들 역시 중국으로의 오
프쇼어링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부가가치 이득도 얻고 있는 사실
이 파악된다.

2. 한국의 오프쇼어링 현황
한국의 VAX ratio는 1995년 0.75에서 2011년 0.59를 기록하며 다른
국가 대비 빠르게 하락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의 오프쇼어
링 및 GVC 참여의 증가가 주요국에 비하여 더 활발하였음을 시사한다.
즉, 1995년 상품수출액 100원 중 75원이 국내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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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011년에는 국내분 부가가치가 59원으로 감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활발한 GVC 참여 및 오프쇼어링 증가 경향은 부가가치 무역
통계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국내에서 최종 생산된 제조업 상품의 국내
부가가치 비중은 1995년 75%에서 2014년 67%로 감소되었으며 이는 국
내 최종재의 중간 생산 과정이 점점 더 많이 오프쇼어링화 되어감에 따
라 나타난 결과라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1995년의 총산출액이 100이
라면 2014년에는 223으로 증가하였고 이와 동시에 국내 부가가치는 76
에서 150으로 약 97% 정도 증가하였다. 즉, 국내 총산출액에서 차지하
는 국내 부가가치의 비중은 오프쇼어링의 확대로 인하여 감소하였지만,
국내 총산출액이 확대되며 국내 부가가치의 절대치는 1995~2014년 기
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만을 가지고 오프
쇼어링으로 인하여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또는 고용 이슈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한국의 총수출에서 외국의 부가가치 기여 정도의 추이를 산업 부문
별로 살펴보았다. 우선, 오프쇼어링 형태의 생산이 많은 제조업에서 해
외부가가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비중은 1995년 27.4% 수준
에서 2008년 48%로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이후 글로벌 금
융위기와 이에 따른 무역정체로 인하여 2009년도에 외국의 부가가치 비
중이 감소하였다가 2012년까지 다시 상승하였으며 최근 들어 다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농림수산업, 서비스, 광업의 해외부가
가치 비중은 2000년대 중반까지 15% 내외의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상승
하였으며 2010년대 이후에는 20%대까지 상승된 비중을 유지하다 제조
업과 마찬가지로 최근 다시 감소하고 있다.
국제산업연관표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는 국가 및 산업 수준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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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별 수출입 구조에 기반을 두며 생산의 국가 간 연계성 분석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실제 오프쇼어링을 수행하는 개별 기업들의 현황을 세세히
설명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개별 기업들을 대상으로 각 기업
의 국제화 방식과 해외생산 등에 관한 설문 조사내용을 취합하여 실제
기업들의 오프쇼어링 및 해외진출 방식에 관한 현황과 인식을 추가적으
로 분석하였다.
해외진출기업의 향후 해외생산 계획에 대한 조사항목에서 국내로의
리쇼어링을 계획하고 있다는 응답은 4.7%에 불과한 반면 추가 해외생
산 확대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 약 49%로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2016년 조사에서는 현상태 유지가 73.4%로 가장 높았고 ‘해외생
산 확대 및 신규 해외생산 거점 구축’은 22.7% 순으로 나타났으며 리쇼
어링을 포함한 국내생산 확대는 1.6%에 불과했다. 국내로의 리쇼어링
을 고려하지 않고 해외생산을 늘리는 이유는 ‘생산비용 절감’과 ‘현지 시
장(수요)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향후 해외생산 확
대 및 신규 해외생산 대상 국가로는 베트남(33.3%), 중국(19.0%), 아세안
(10.7%) 순으로 높게 나타나 아시아 지역이 여전히 주요한 해외생산 기
지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4장 한국 기업의 오프쇼어링 성과분석
1. 분석자료 및 분석변수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2006~2015년도) 자료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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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데이터를 구성하여 정량분석에 사용하였다. 2006년부터 시작된 기
업활동조사는 기업의 다양한 경영활동(경영실적, 다각화, 계열화, 성과
관리제도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경제정책의 기초자료 및 기
업의 경영전략, 산업구조 변화 등에 관한 연구, 분석자료 제공 등을 목
적으로 한다.
기업 자료를 사용할 때, (제조업)기업의 직접수입액(상품)이 오프쇼
어링의 대리변수가 될 수 있다. 이는 Hummels et al.(2014)의 연구에서
사용한 방식으로, 그 이유는 만일 상품을 수입을 하는 기업이 제조업에
속해 있다면 그 수입품은 재판매를 위한 최종재화가 아니라 기업의 최
종재 생산에 있어 중간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업활동조사에는 각 기업별 산업코드와 직접수입액이 포함되어 있
으므로 기업활동조사의 직접수입액을 ‘광의’의 오프쇼어링 관련 변수로
간주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단위 오프쇼어링 변수를 생성할 수 있다. 즉,
최종적으로 해당 기업의 총부가가치(또는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직
접수입액의 비중을 기업단위 오프쇼어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단, 기업활동조사의 직접수입액이 Hummels et al.(2014)의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와 구분되는 점은 기업활동조사의 직접수입액은 상품뿐
만 아니라 재료수입액도 포함되어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업활동조사의 직접수입액에는 원재료 수입액이 포함되
고 업종별 직접수입액을 살펴보면 원유, 1차 금속산업의 철광석 및 비
철금속 정광 등 중간재에 해당되지 않는 원료 수입의 비중이 상당한 것
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며 분석을 진행하기 위하여 직접수입액 중 원
재료 수입 비중이 상당히 낮고 중간재수입 위주로 수입될 가능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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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산업만을 선별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산업연구원의 업종
담당자 자문을 통하여 기계, 식료품, 섬유·의류, 기타운송장비, 전자, 자
동차 등의 산업을 오프쇼어링 대표산업으로 선별한 후 정량분석의 강건
성 검정(robustness check) 시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오프쇼어링에 대한 기업단위 생산성 분석을 위하여 생산
성 변수를 생성할 필요가 있다. 기업단위 생산성은 노동생산성, 자본생
산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기도 하지만 오프쇼어링의 생
산성 전반에 대한 효과를 파악해 보기 위하여 기업단위 총요소생산성
(TFP)을 추정하여 정량분석에 활용한다. 기업단위 총요소생산성은 다
양한 방식으로 추정하여 도출할 수 있지만 최근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
는 대표적인 방식인 Levinshon-Petrin 방식(이하 LP-TFP)으로 추정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2. 오프쇼어링과 생산성
제조업 전체에 대한 오프쇼어링의 생산성 효과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
이 요약된다. 다른 설명변수를 고려치 않고 생산성의 과거값과 오프쇼
어링 전기변수만 고려하였을 시, 모든 경우에서 생산성에 대한 오프쇼
어링의 양(+)의 효과가 발견되었고, 추정된 계수는 유의 수준 10% 이내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추가적인 설명변수를 고려할 시와
기업통제변수를 고려할 경우에도 생산성에 대한 오프쇼어링의 양(+)의
효과는 지속적으로 발견되었고 통계적 유의성 역시 확보되었다.
국내소싱이 생산성에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은 발견되지 않
았다. 이러한 결과는 Antras(2003), Antras & Helpman(2004)의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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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높은 생산성과 오프쇼어링,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과 국내
소싱의 관계와 부합되는 추정결과라 할 수 있다. R&D 투자비중변수 역
시 통계적으로 0과 다르지 않았고 측정된 부호가 예상과 다르게 음(-)으
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R&D 투자의 효과가 없다라기 보다는 다중공선
성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로그매출액, 수
출더미, 외국인소유더미의 효과에 대한 추정 결과는 예상과 부합하는
양(+)의 값이 도출되었다.
추정된 오프쇼어링의 생산성 효과는 오프쇼어링 비중이 1% 증가에
대한 생산성이 0.02% 증가에서 생산성 0.13% 증가로 도출되었다. 분석
대상 자료의 평균 오프쇼어링 비중은 0.09이다. 따라서 만일 다른 조건
이 동일하다면 오프쇼어링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평균적으
로 0.18%~1.2%의 생산성 증가가 나타난다고 해석된다.
사용된 직접수입액 변수의 단점을 제한된 샘플 사용을 통하여 보완한
경우의 추정결과 역시 비슷하게 도출되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생산성
증가에 대한 양(+)의 효과가 발견되며 통계적으로도 유의수준 1%내에
서 유의하게 도출된다.
오프쇼어링의 효과를 보다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조사 대상 샘플을 기
업의 규모별, 산업별 기술집약도, 그리고 자본집약도로 분리한 후 재추
정해보았다. 분석의 결과 기술집약도 및 자본집약도와 관계없이 오프쇼
어링은 모든 산업군에서 기업의 생산성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다만 기업규모별 효과에서는 차이를 드러냈다. 중소기
업보다 중견·대기업에서 오프쇼어링을 통한 생산성 증가는 약 1.7배 정
도 크게 추정되었는데 이는 규모가 큰 대기업에서 오프쇼어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으며 해외에서의 상대기업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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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등의 문제로 인하여 중소기업에서 오프쇼어링의 효과를 극대화시
키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으로 나타났을 수 도 있다.

3. 오프쇼어링과 고용
제조업 전체에 대한 오프쇼어링의 고용 효과에 대한 추정결과는 다음
과 같이 요약된다. 예상과 부합하게 고용 수준 및 증가율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변수는 전년도의 고용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설명변
수를 고려치 않고 고용의 과거값과 오프쇼어링 전기변수만 고려하였을
시, 추가적인 설명변수를 고려할 시와 기업통제변수를 고려한 경우 모
두에서 오프쇼어링의 고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
다. 뿐만아니라 통계적 유의성을 무시하더라도 추정된 효과(계수값)는
0에 가까울 정도로 작은 수치로 도출되었다.
초기 연도 수출더미, 외국인소유더미의 결과는 예상과 부합하는 양
(+)의 값이 도출되었고 국내소싱은 생산성과 마찬가지로 고용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고용 수준 이외에
고용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전년도 로그매출액으로 파악되었
고 이는 선행연구 결과 및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오프쇼어링 대표산업군으로 구성된 자료만으로 추정해 보았을 때에
도 발견된 오프쇼어링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매출액 증가를 통제할
때 상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에 미치는 주요 요인은 매출액
이고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오프쇼어링이 매출액에 영향을 미쳐서 고
용에 파급되는 간접적인 오프쇼어링의 고용효과만 제한적으로 발견되
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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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쇼어링의 효과가 기업규모별로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대체로 대기업의 경우 양(+)의 고용효과가 발견되고, 중소기업의 경우
오프쇼어링에 따른 고용감소의 가능성이 발견되지만 통계적인 유의성
이 상실되어 고용에 미치는 명확한 근거라 할 수 없었다. 생산성 분석에
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본집약도는 오프쇼어링의 고용효과에 있어
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도출되었다.
다만, 기술집약도별로 오프쇼어링의 고용효과를 판별해 보았을 때,
일부 추정모형에서는 기술 수준에 따라 기술집약도가 높은 산업군에
서는 오프쇼어링이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낮은 산업
군에서는 고용 감소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발견되었다. 일반적
으로 기술 수준이 낮은 산업군에 속해있는 저기술 노동자는 그렇지 않
은 산업의 노동자에 비하여 자본 등으로의 대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군에서는 해외고용의 확대가 국내 고용 창출로 연결되기보
다는 국내 고용의 대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해 부정적인 고
용효과가 나타난 것이라 보여진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 역시 추정방식
의 변화나 추가적인 변수를 통제할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상실되는 문
제가 있었다.

제5장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우선 오프쇼어링의 개념을 정립한 후 부가가치 무역통
계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하여 한국기업의 오프쇼어링 현황을 살펴보았
다. 국제산업연관표와 부가가치 무역통계에서 나타나듯이 1990년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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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로 중간재 무역증가율과 교역량은 급속히 증가하여 왔으며 전 세계적
으로 해외생산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증가 경향을 확인하였다. 세계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국내의 경우에도,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국내 부가가
치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해외 부가가치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나 국내 기업의 활발한 해외생산 분업의 경향이 나타났으나 다만 최근
들어 중간재교역 증가의 정체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소 및 중견기업의 실태분석결과로부터 한국 기업들에게 있어
서 오프쇼어링 및 해외진출은 여전히 중요한 경영전략의 수단으로 작용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향후 오프쇼어링을 확대하려고 계획 중인
기업들이 리쇼어링을 추진하려는 기업보다 월등히 많음도 알 수 있었
다. 즉, 집계된 통계에서나 기업단위 미시적 설문분석으로도 우리나라
의 오프쇼어링은 여전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그 이유는 기업
들 자체적으로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현황분석과 정량분석결과 모두를 종합하여 볼 때, 국내의 제조 기업
은 오프쇼어링을 통하여 일정 정도 생산성 증가의 이득을 누리고 있으
며 오프쇼어링을 중요한 경영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상황이라 여겨진
다. 즉, 오프쇼어링의 긍정적인 효과인 생산성 증가는 명확하나 고용
에 대한 부정적인 면모는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의 오프쇼어링 분석
에 포함되지 않는 변수들이 기업의 리쇼어링 선택 및 성과에 있어 중요
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본 연구를 통하여 리쇼어링의 효과를 직접적으
로 예측할 수는 없다. 하지만, 리쇼어링 정책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기업
의 오프쇼어링이 위축된다면 본 연구를 통해 발견된 국내 기업의 생산
성 및 경쟁력 증가의 이득은 감소될 수밖에 없다. 즉, 무조건적인 리쇼어
링의 확대를 유도하는 산업정책의 추진이 오프쇼어링의 위축으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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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면 대폭의 고용 증가보다는 기업 경쟁력 약화라는 부작용만 불러일
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추론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리쇼어링 정책
의 확대 추진은 신중히 진행될 필요가 있고 OECD(2016)의 연구결과에
서 언급되었듯이 리쇼어링과 오프쇼어링은 대체관계이기보다는 보완
관계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일 리쇼어링 확대를 유도하더라
도 오프쇼어링과 보완적인 관계로 병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배경
해외생산을 통한 중간재수입으로 정의되는 오프쇼어링(off-shoring)
은 국내외 주요 제조 기업들에 있어 이미 주요한 경영전략으로 자리매
김하고 있다. 저렴한 인건비 등의 여러 가지 이점으로 인한 해외로의 생
산기지 이전이 1990년대부터 시작하여 점차 보편화되었으며 2000년대
초중반에는 주로 중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이 집중되었으나 2010년대
부터는 베트남으로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 제조업체가 국내외에
서 생산한 전체 부가가치 가운데 해외생산의 비중이 2003년 4.6%, 2006
년 7.9%, 2009년 13.5%, 2012년 17.2%, 2013년 18.4%에 달하는 등 해외
생산은 이미 한국 제조업의 주요 생산 수단이 되었다. H자동차의 2015
년 자동차 생산량 496만대 중 62%인 309만 대가 해외에서 생산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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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S전자의 2016년 스마트폰 해외생산 비중이 90%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S전자 베트남 현지 스마트폰 공장(2009년 가동) 인
력은 4만여 명 규모이며, 2017년까지 대베트남 투자액 규모는 약 20조
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오프쇼어링의 경제적 효과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아이
폰4(판매가 560달러)의 수익배분 구조에서 미국 애플사가 368달러를 가
져가고 생산을 맡은 중국 폭스콘의 몫은 단 7달러에 불과하다는 사실과1)
대다수 학술연구의 실증분석결과로부터 국제 생산 분업은 기업의 생산
성에 주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짐작된다. 반면, 고용에 미
치는 영향은 불확실하다. 국내 고용의 해외고용으로의 대체로 인한 부
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생산성 증가와 고부가가치(디자인, R&D
등) 영역 집중화로 인한 신규인력 창출의 긍정적 효과도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가격경쟁력 상승으로 인한 오프쇼어링의 수출 증대 효과도
여러 실증 연구에서 발견되고 있다.
한편,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
되어 오고 있다. 독일, 일본 등 제조 강국들이 금융위기에서 먼저 벗어
나면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수단으로서 ‘제조업 부흥’이 강
조되고 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전 국내 수요 기반을 약화시켜
미국 경제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킨 중산층 붕괴에 미국 기업의 생산설
비 해외이전을 의미하는 오프쇼어링이 주요한 원인이라는 오바마 비판
(Obama’s Critique, 2008)이 많은 설득력을 얻어왔다.
이와 동시에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은 각국에서 확대 기조에 놓여

1) http : //news.hankyung.com/article/2016112572211?nv=o / 2017.11.2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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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정부에서 법인세 인하(38% → 25%), 국내복
귀기업의 공장 이전비용 20% 보조, 설비투자 조세감면 확대 (1년 → 2년)
등 해외진출기업의 자국 내 복귀에 관한 유인을 제공하였고, 트럼프 정
부에서도 외국 진출기업의 자국 복귀를 위한 지원정책의 확대를 추진 중
이다. EU는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한 원산지 표기 의무제도를 도입(2014
년)하여 역내 생산방식의 장점 제고를 통한 간접적인 리쇼어링 지원정
책을 시행 중이다. 한국 역시 해외진출기업들이 국외 사업장을 일부라
도 축소하고 국내로 복귀 시 세제·입지·보조금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
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유턴기업지원법’을 2013년에 마련하
였다. 또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나타나듯이 중소기업 대
상인 각종 유턴기업 지원책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리쇼어링(re-shoring)의 효과에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해외생산의 매력 반감, 셰일가스 개발에 따른 에너지비용
감소 등 자발적인 이유로 자국 복귀를 결정한 기업이 여럿 존재하지만
리쇼어링에 의한 상당한 고용 증가의 증거가 미미하고 고부가가치 분야
와 관련된 고급 제조인력의 증가보다는 저부가가치 분야에 종사하는 단
순조립가공 인력만 증가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또한, 로봇도입
및 생산설비 자동화로 인하여 리쇼어링을 통한 제조업의 고용유발 효
과는 예상보다 높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데이터를 이용
한 최근의 한 연구결과에서는 1990-2007년도 제조업 일자리 파괴의 가
장 주요한 원인은 오프쇼어링이 아니라 로봇의 도입인 것으로 밝혀졌다
(Acemoglu and Restrepo, 2017).
리쇼어링은 최근의 현상이기 때문에 분석자료가 불충분한 상황이다.
따라서 리쇼어링의 국내 고용 및 기업성과에 대한 면밀한 실증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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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기에 현재로서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반면, 오프쇼어링은 상대
적으로 오래전부터 관찰되어온 현상이고 리쇼어링의 반대 개념이라 할
수 있기에 현 시점에서는 상세한 오프쇼어링 성과분석을 통하여 리쇼
어링의 정책 방향 및 산업경쟁력 강화 방향에 관한 고찰이 보다 적절할
수 있다.

(2) 연구목적 및 기대효과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오프쇼어링이 고용, 생
산성 등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오프쇼어링 또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영향분석 연구
가 지니는 주요 한계점을 보완하고 오프쇼어링과 기업성과 사이의 보다
엄밀한 인과관계 규명을 그 목표로 한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주체는 기
업인데도 불구하고 기업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기업 자료를 이용한 정량
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하며 주로 산업 및 국가 단위 위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오프쇼어링 및 해외생산과 관련된 개념들이 혼재
되어 사용되고 있기에 이와 관련한 개념을 명확히 정의한 후 분석을 진
행하고자 하며 해외생산과 기업성과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 분석의 장애
요인이라 할 수 있는 내생성 문제의 보완 방안도 고려한다. 마지막으로
이론적 모델의 검증을 위한 기존의 실증분석 방식보다는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위한 정량분석을 추진한다.
실증분석에 기반한 오프쇼어링 효과분석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
이고 사용된 데이터, 분석 기간, 오프쇼어링 변수설정, 분석방법론에 따
라서 결과가 상반되게 도출되는 문제로 기존의 연구에서도 오프쇼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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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이에 선행연구의 보완
및 장기간의 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진행하는 본 연구는 실증 연구가 부
족한 이 분야에 추가적인 결과물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지닐
수 있다. 또한, 업종의 성격별 (자본집약적, 기술집약적 등) 오프쇼어링
효과를 파악하는 본 연구는 업종별 차별적인 오프쇼어링 효과 및 그 원
인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현실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결과는 리쇼어링 정책 방향의 수립 및 보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의미를 지닌다. 만일 오프쇼어링의 고용
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미미하고 오프쇼어링 기업의 부가가치가 현저하
게 증가되었다면, 즉 한국기업들이 오프쇼어링이라는 경영전략을 통하
여 큰 혜택을 누리고 있는 명확한 증거가 발견된다면 2013년 법 제정이
후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중소기업 80곳에 불과한 실정에 근거해 볼 때
단순 고용 증가의 가능성을 이유로 추진하는 리쇼어링 정책 방향에 시
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상세한 오프쇼어링 효과 분석을 통하여, 무조건적인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보다는 국내복귀 시 긍정적 효과가 큰
분야의 기업 위주로 복귀를 유도하는 선별적인 리쇼어링 정책 방향 설
정에 관하여서도 고찰할 수 있을 것이며 글로벌 가치사슬 관점에서 고
부가가치 생산을 촉진시킬 수 있는 리쇼어링 정책 방향도 모색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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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오프쇼어링의 생산성 및 고용 효과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에
서는 제조업에 속한 한국 기업을 연구 대상으로 하며 오프쇼어링의 성
격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나는 서비스업의 오프쇼어링은 연구의 범위에
서 제외하였다. 공간적으로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분석하되, 오프쇼어
링 현황 및 리쇼어링과 관련한 제도에 대해서는 미국 및 전 세계에 대하
여 제한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의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오프
쇼어링, 해외직접투자, 글로벌 가치사슬 등 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용어들의 정리를 통하여 각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다. 또한, 오프
쇼어링 성과분석 관련 기존의 실증 연구들을 정리하며 이를 통해 본 연
구의 진행방향도 점검한다. 3장에서는 오프쇼어링의 국내외 현황을 살
펴본다. 국제산업연관표와 부가가치 무역통계로 측정된 글로벌 가치사
슬의 국내외 현황을 파악하고 기업설문을 통해 드러난 국내 중소 및 중
견기업의 해외진출 실태를 살펴본다.4장에서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의 한국 기업데이터를 이용하여 오프쇼어링의 생산성 및 고용효과를 추
정한다. 5장에서는 리쇼어링 관련 국내외 제도를 살펴보고 본 연구의 분
석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이 리쇼어링 정책 방향에
시사하는 바를 고찰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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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업조직 및 국제 생산 분업과 관련한 이론과 사례분
석을 위한 국내외 문헌을 조사하고 이 과정에서 OECD, 세계은행 및 연
구기관들의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정책 등에 대한 비교를 시도한다.
산업데이터를 활용한 현황분석에서는 각종 연구보고서의 결과와
OECD의 부가가치 무역통계를 활용하고 기업 데이터를 활용한 통계분
석을 위해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 및 기업활동조사, 한국은행의 국민
계정, 중소기업부의 중소기업 통계, 산업별 관련 협회 통계, 주요 기업의
사업보고서 등을 활용한다.
다음으로는 주요 산업별 전문가, 학계 및 연구기관의 국제 무역 및 해
외직접투자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연구 진행 방향 및 기초 결과
에 대한 보충의견을 청취하고 정량분석의 충실한 해석을 위한 기업면담
도 수행한다.

제2장
오프쇼어링의 개념 정의 및
선행연구 검토

본 장에서는 오프쇼어링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와 관련한 용어들을 정
리해본다. 또한, 오프쇼어링의 효과와 관련한 실증 연구 위주로 문헌 조
사를 실시하여 국내외 주요 선행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며 본 연구와 적
합한 정량분석 방법론에 대해서도 검토해 본다.

1. 오프쇼어링의 개념
(1) 오프쇼어링의 정의 및 관련 용어
1) 다국적기업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Cooperation, MNC)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
는 부재하다. 미국 통계에서는 외국의 다국적기업이 자국 기업 주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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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상을 소유한 경우 자국 기업을 외국기업의 자회사로 간주하고,
마찬가지로 본국 기업이 외국기업 지분을 10% 이상 소유한 경우 이 기
업을 다국적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2)
이는 10%의 지분보유가 상대 기업에 영향력(경영참가, 기술제휴 등)
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만큼의 소유권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에도 외국환거래법과 해외투자촉진법 상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의 10% 이상 취득하는 기업 간의 투자를 해외투자로 간주하고 있다.
2)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자국 기업이 외국기업 지분의 10%를 인수하거나 해외에 새로운 생
산 공장을 건설할 경우 이를 해외직접투자3)라고 하고 전자의 경우를 브
라운필드형 투자 (brownfield FDI) 또는 국제 M&A형 투자(cross-border
mergers and acquisitions)로, 후자의 경우를 그린필드형 투자(greenfield
FDI)라고 한다.
FDI는 투자의 방향에 따라 해외직접투자(outward FDI)와 외국인직접
투자(inward FDI)로 구분될 수 있는데 국내 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의 설
립, 기존 외국법인에의 자본 참가, 지점 설치 등이 해외직접투자에 해당
되고 외국기업이 경영참가와 기술제휴를 목적으로 국내 기업에 행해진
투자를 외국인직접투자라고 한다.
한편, 국내의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외국인이 국내 기업의 의결권

2) Krugman, Obsfeld, and Melitz(2010)에서 참고하였다.
3) 단순한 자본투자를 통한 시세차익이나 배당수익만을 추구하는 해외간접투자와 구분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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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거나 임원파견·기술공여 등으로 국내 기
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를 외국인직접투자로 간주하고 있다. 마찬
가지로, 외국환거래법상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 포함)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 이상 취
득하는 투자를 해외직접투자로 간주하고 10% 미만일지라도 임원의 파
견, 기술제휴 등의 실질적 경제관계 수립 시 해외직접투자로 인정된다.
FDI는 투자의 형태에 따라 수평적 FDI(Horizontal FDI)와 수직적인
FDI(Vertical FDI)로 분류될 수 있는데, 해외의 자회사가 모기업과 동일
하거나 비슷한 생산 활동을 영위하는 경우를 수평적 FDI라고 하고 모기
업이 생산과정 중의 일부분을 해외의 자회사에 위임하여 모기업과 자회
사가 공동으로 생산하기 위한 투자를 수직적 FDI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수평적 FDI와 수직적 FDI는 그 투자의 목적이 서로 다를 수밖
에 없으며, 수직적 FDI는 비용의 이점으로 주로 선진국에서 저임금 국가
로 이루어지고 수평적 FDI는 수요시장이 큰 위치에 투자하기 때문에 선
진국 사이에서 주로 이루어지게 된다.
3) 생산 분업(production fragmentation)
산업의 구조가 고도화되어가고 최종재화의 생산 과정이 점차 복잡해
짐에 따라서 기업은 최종재 생산을 위한 각 생산단계 중 일부분을 외부
의 기업 또는 자회사와 공동으로 생산할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고 수
직적 FDI와 같은 분업 생산(Production Fragmenation)의 경향이 보편화
되면서 이와 관련한 다양한 개념과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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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직통합(Vertical Integration)
한 기업이 생산 분업을 통하여 최종재 생산을 하는 데에 있어 생산과
관련한 중간재를 공급받기 위해 다른 기업을 설립하거나 소유하게 되면
이를 내부화(internalization)라고 하고 국내의 자회사(수직 통합), 해외의
자회사(수직적 FDI)가 이에 해당된다.
5) 아웃소싱
아웃소싱은 수직통합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한 기업이 중간재를 공
급받기 위해 자회사를 보유하는 대신 독립적인 기업과의 계약을 통하
여 생산 분업을 수행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이 중에서 국내 독립기업과
의 계약을 통한 분업생산이 이루어질 때 이를 국내 아웃소싱이라 한다.
기업이 해외에 있는 독립기업과 계약관계를 성립할 때에는 해외 독
립기업에 라이선스를 제공해서 생산 및 판매 활동을 하기 위한 경우와
(수평적 FDI의 대체개념) 비용경쟁력을 확보한 해외 독립기업과의 계약
을 통하여 최종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가 (수직
적 FDI의 대체개념) 있다. 이때, 후자에 해당하는 해외계약을 해외아웃
소싱으로 정의한다.
6) 오프쇼어링
학계에서는 생산 분업의 유형 중에서 수직적 FDI와 해외아웃소싱 모
두를 포괄하는 생산형태를 오프쇼어링이라 정의한다(<그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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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기업의 조직형태와 오프쇼어링의 정의
Ownership of Production Process

Location
of Production
Process

Home
Country

Vertical
Integration

Outsource

Domestic
Integration

Domestic
Outsourcing

Offshoring
Foreign
Country

Multinational

Foreign
Outsourcing

출처 : Antras(2003) 이용하여 작성.

일반적으로 오프쇼어링을 해외생산 또는 해외진출과 같은 개념으로
혼용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수평적 FDI 역시 넓은 의미에서 오프쇼어링
범주에 포함되기도 한다.
7) 글로벌 가치사슬4)
글로벌 가치사슬(이하 GVC)이란 생산이 국제적으로 분업화되고 이
에 따라 한 상품 안에 내재된 부가가치가 사슬처럼 얽혀 있다는 의미이
다. 최근 들어 글로벌 가치사슬 관점으로 해외분업생산을 분석하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다. 이는 과거에 비하여 생산의 국제 분업구조가 훨
씬 더 복잡·세분화되면서 상품의 국가 간 거래를 측정하는 총 수출액만

4) 정성훈(2015)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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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실제 각 국가에서 이뤄지는 생산 활동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
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GVC의 관점은 상품이 아니라 상품을 완성하기까지의 생산 활
동과 그에 따른 부가가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
수출통계, 국제산업연관표 등의 통계지표가 활용되고 있다.
8) 리쇼어링(re-shoring)5)
리쇼어링은 최종재화의 생산에 있어 과거의 오프쇼어링 프로세스를
최초 방식의 기업자체 생산으로 되돌리는 생산 및 경영전략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때, 해외의 생산시설을 모회사가 있는 본국으로 이전하게 되
면 이를 백쇼어링(back-shoring)이라고 하고, 오프쇼어링 국가의 근접
국가로 이전하게 되면 이를 니어쇼어링(near-shoring)이라고 한다. 또
한, 리쇼어링의 개념이 반드시 해외생산시설물의 완전한 철수를 의미할
필요는 없다. 해외의 생산 공장을 본국으로 이전하더라도 기존 해외공
장은 다른 역할을 위하여 존속시키는 경우 역시 리쇼어링의 범주에 포
함될 수 있기 때문에 리쇼어링의 확대가 글로벌화의 감소를 반드시 의
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본 연구에서의 오프쇼어링 개념 정립
본 연구의 목적인 한국 기업의 오프쇼어링 성과분석을 위해서 본 연

5) OECD(2015) 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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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의 오프쇼어링은 <그림 2-1>에서와 같이 수직적 FDI와 해외아웃
소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오프쇼어링의 개념과 글로벌 가치사슬의 차이는 동일한 현상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즉, 오프쇼어링은 기업의 관점에서
의 국제 분업 생산을 설명하는 개념이고 글로벌 가치사슬은 국제거래에
서 상품에 내재된 가치 구조를 파악하여 국제 분업 생산을 살펴보는 방
식이라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오프쇼어링의 전 세계 및 국내 현황 파
악 시 글로벌 가치사슬의 현황 역시 오프쇼어링 현황으로 간주하여 살
펴본다. 또한, 수평적 FDI와 수직적 FDI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의 현황자료 역시 현황분석에 사용한다.

2. 선행연구 검토
오프쇼어링의 효과와 관련한 연구는 초기의 이론적 모델에 기반한 연
구와 그에 기반한 실증 연구들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는 오프쇼어링 기
업의 성과 파악을 위한 실증 연구의 성격을 지니므로 이론적 기반의 오
프쇼어링 효과에 대한 문헌의 기술은 생략한다.
이론으로부터 도출된 오프쇼어링의 예상 효과는 주로 생산성, 고용,
상대임금 등에 대한 영향인데, 이 중에서 기업과 관련성 있고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는 오프쇼어링과 생산성 및 오프쇼어링과 고용에 관한 실
증분석 연구결과들을 위주로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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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프쇼어링과 기업성과
Görg and Hanley(2005)와 Görg, Hanley, and Strobl(2008)의 연구는 기
업단위 데이터를 사용하여 오프쇼어링과 생산성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최초의 연구로서, 아일랜드 기업데이터를 사용하여 재료 및 서
비스 오프쇼어링이 생산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밝혀냈다. 단, 오
프쇼어링의 긍정적인 효과는 오직 다국적기업과 수출기업에 한하여 발
견되었다.
Hijzen, Inui and Todo(2010)의 연구는 일본 제조업 기업데이터를 이
용하여 1994년부터 2000년까지의 오프쇼어링과 생산성의 관계를 규명
하였다. 분석결과, 수직적 FDI는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해
외아웃소싱을 통한 오프쇼어링의 경우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발견되
지 않았다. 분석의 결과는 해외의 오프쇼어링 대상업체 탐색비용이 일
정 정도 오프쇼어링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Jbbour(2010)의 연구는 1999년의 프랑스 기업데이터로 오프쇼어링의
형태별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에 미치는 오프쇼어링의 효과를 분석하
였다. 분석결과는 Hijzen et al.(2010)의 연구결과와 상반되게 나타났는
데, 오직 해외아웃소싱을 통한 오프쇼어링의 경우에 오프쇼어링을 통한
생산성의 증가와 수익증대가 발견되었다.
박순찬(2009)의 연구는 1995~2005년 기간의 한국 제조업을 대상으로
산업별 집계데이터를 사용하여 오프쇼어링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서비스 오프쇼어링의 생산성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발견되었고
재료 오프쇼어링의 경우 생산성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이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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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수 외(2010)의 연구는 한국 기업패널자료(2006~2008)를 사용하
여 오프쇼어링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오프쇼어링의
생산성 효과는 유의하지 않거나(전 산업, 제조업) 부정적(서비스업)인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상반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Yoon(2014)의 연구는 한국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2000년부터 2009
년 기간 동안 한국 제조업의 오프쇼어링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
명하였다. 분석결과, 서비스 오프쇼어링은 노동생산성에 유의한 양의
효과가 발견되었지만 재료 오프쇼어링의 노동생산성에 대한 영향은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총요소생산성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을 경
우, 서비스나 원자재 오프쇼어링 모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Lee(2015)의 연구에서는 박문수 외(2010)의 연구에서와 동일한 한국
기업패널데이터(2006~2010)를 사용하여 수직적 FDI, 해외아웃소싱 등
오프쇼어링의 형태를 결정짓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프쇼어링이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
과가 발견되었다.

(2) 오프쇼어링과 고용
Wagner(2010)의 연구는 2001년부터 2006년의 독일 제조업 데이터를
이용하여 오프쇼어링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해외진출 이전
에 보다 규모가 크고, 생산성이 높으며, 수출 비중이 높음을 확인하였으
며, 이러한 내생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섯 종류의 성향점수매칭
기법을 사용하여 오프쇼어링이 독일제조업 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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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규명해 보았으나 일반적인 예상과 다르게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인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Harrison and McMillan(2011)의 연구는 미국 기업자료를 이용하여 저
임금 국가로의 해외진출(수평적 FDI)로 인한 해외고용이 국내 고용과
대체관계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해외 자회사와 국내 자회사
의 역할이 다른 수직적 FDI의 경우(오프쇼어링) 국내 고용과 해외고용
이 보완관계가 될 수 있음이 발견되어 다국적기업의 증가로 인한 해외
진출이 전체 제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미미할 수 있음을 발
견하였다.
Hijzen et al.(2011)의 연구는 영국의 기업데이터를 이용하여 최종재
생산을 위한 서비스 부분의 오프쇼어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는데 수요확대에 따라 기업의 생산, 매출액, 고용 증가가 이루어졌을
뿐 오프쇼어링 확대에 따른 고용의 감소는 발견되지 않았다.
Ottaviano, Perri, and Wright(2013)의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07년
까지의 미국 산업자료를 이용하여 미국 제조업 전체 고용에 미치는 오
프쇼어링의 영향이 거의 없었음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오프쇼어링이 직
접적으로 국내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생산성 증가를 통한
기업규모 확대의 긍정정 효과가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기 때문이었다.
Sethupathy(2013)의 연구에서는 1984년부터 2004년의 미국 기업데이
터와 자연실험적 접근법인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오프쇼어링의 국내
고용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오프쇼어링이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과 비교하여 자국 고용이 감소된 근거
가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오프쇼어링 확대집단의 생산성 및 수익성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증대되었음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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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ght(2014)의 연구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미국 제조업의 산
업단위 데이터와 GMM 3SLS 방법을 사용하여 중국의 WTO 가입 이후 급
증하게 된 오프쇼어링의 고용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오프쇼어링
의 직접적인 고용의 감소는 비용 감소를 통한 고용 증대로 상쇄되었음이
나타났고 이러한 경향은 오프쇼어링의 가능성이 더 큰 산업에서 더 크게
도출되었다. 또한, 오프쇼어링에 따른 저숙련 일자리의 6% 감소와 숙련
일자리 1% 증가를 종합해볼 때 전체적으로 오프쇼어링에 따라 2.6%의
고용 증가가 이뤄진 것으로 도출되었다.
Monarch, Park, and Sivadasan(2017)의 연구는 미국의 무역조정지원
(TAA)데이터와 U.S. Census Bureau의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하여 오
프쇼어링의 다양한 영향을 추정해 보았는데, 이중차분법 및 성향점수
매칭방법을 적용한 결과 오프쇼어링 기업에서 큰 고용의 감소가 발견
되었고 오프쇼어링 이후 6년 이후에도 고용은 회복되지 않았다는 결과
가 도출되었다.
Kovak, Oldenski, and Sly(2017)의 연구는 1987~2007 기간의 미국의
다국적 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오프쇼어링의 고용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를 위해 국가 상호 간의 조세조약으로 인한 오프쇼어링 비용 감소 충격
을 외생적 충격으로 설정한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오프쇼어링과 고
용의 내생성 문제의 극복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해외 자회사 고용의
10% 증가는 국내 모회사 고용을 1%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오프쇼
어링의 긍정적인 고용효과가 발견되었다. 또한, 해외에 신규로 자회사
를 설립할 경우에 비하여 기존의 자회사를 확장할 경우에 국내의 고용
증가폭이 더 크다는 사실이 도출되었다.
박순찬(2009)의 연구에서는 오프쇼어링의 생산효과뿐만 아니라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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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서비스 오프쇼어링은 사무직
의 고용은 증가시켰지만 생산직 고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
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종합적으로는 제조업의 전체 고용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이 도출되었다. 반면, 재료 오프쇼어링의
경우 생산직 고용의 감소와 유의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석 기간을 1995년부터 2007년까지로 확대한 박순찬(2011)의
연구에서는 추가적인 사실이 도출되었다. 서비스 오프쇼어링, 특히 운
송, 통신, 금융 부문의 서비스 오프쇼어링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재
료 오프쇼어링은 사무직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는 결과였다.
박문수(2010)의 연구에서는 오프쇼어링의 생산효과뿐만 아니라 고용
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였는데,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산업별로 오프
쇼어링이 고용에 대하여 유의한 음(-)의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도출되
었다.
Lee, Mitra, and Ranjan(2017)의 연구에서는 박문수 외(2010)의 연구에
서와 동일한 한국 기업패널데이터(2006~2010)를 사용하여 오프쇼어링
의 고용효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고 산업적 특성(부품의 대체탄력
성) 및 기업의 특성(수출기업 여부)에 따라서 오프쇼어링의 고용효과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 될 수 있음이 나타났다.

(3) 종합
1) 선행연구 요약
오프쇼어링의 생산성 효과에 관한 해외 연구의 경우 주로 특정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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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업집단(수직적 FDI 참여, 수출기업 등)에서 생산성에 긍정적인 효
과가 발견되나 국내 연구의 경우 이론과 상반되는 오프쇼어링의 부정적
인 효과가 더 우세하였다. 또한 추정결과는 사용한 데이터, 오프쇼어링
의 정의 및 분석 방법에 따라 상이하게 도출되는 경향이 있으며 해외 연
구에 비하여 국내의 연구는 사용 가능한 데이터의 제약으로 인한 방법
론 적용의 한계에 직면하여 상대적으로 관련 연구가 충실히 진행되지 못
한 것으로 여겨진다.
오프쇼어링의 고용 효과에 관한 분석에서는 주로 해외의 연구에서 오
프쇼어링의 고용에 대한 긍정효과가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하는 것으로
도출되고 있으며 오프쇼어링과 관련성이 높은 외생적인 충격을 이용한
분석 방법론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생산성 효과
연구와 마찬가지로 국내의 연구는 연구의 양이나 추정 방식에서 상대적
으로 미약한 면모가 드러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과 관련된 오프쇼
어링의 효과는 불분명하게 도출되고 있다.
2) 본 연구의 차별성
오프쇼어링의 기업성과에 대한 영향 분석은 과거 십여 년간 다뤄졌던
연구 주제이다. 따라서 동일한 주제에 대해 살펴보는 본 연구가 연구 주
제의 측면에서 차별성을 지니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미 파악해 본 바와
같이 오프쇼어링 효과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고 있기에 오
프쇼어링 성과분석 연구는 새로운 데이터로 새로운 연구 결과의 생산이
여전히 필요한 분야이다. 이에 글로벌 가치사슬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
지만 오프쇼어링 효과에 관한 연구가 미진하였던 한국의 오프쇼어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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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새로운 기업데이터로 분석한다는 점이 본 연구가 지니는 기존 연
구와의 주요한 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대다수의 국내 연구는 상대적으로 짧은 분석 기간과 2010
년도 이전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한 바, 연구결과의 정책적 시
사점에 한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의 WTO 가입 이후
해외직접투자가 급격히 증가한 2006년부터 최근까지의 기간을 분석 대
상 기간으로 설정한 본 연구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이 더욱 중요성을 지
닐 수 있을 것이다.

제3장
국내외 오프쇼어링 현황분석

본 장에서는 국내 및 해외의 오프쇼어링 현황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
선 국제산업연관표와 부가가치 무역통계에 나타난 글로벌 가치사슬의
추이를 통하여 국내외 오프쇼어링의 현황을 간접적으로 조사한다. 또
한, 주요 기관에서 수행하였던 기업설문조사의 결과를 정리하여 국내
기업들의 오프쇼어링 및 리쇼어링에 관한 인식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해외 오프쇼어링 현황
전 세계 총수출액 대비 부가가치 수출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VAX ratio
는 1970년부터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1990년대
이후로 그 감소의 폭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VAX ratio의 감소는
총 수출액 중 자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비중의 감소를 의미하기에 이
를 통해 1970년 이후 최근까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생산 분업 또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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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전 세계 VAX ratio 추이

자료 : Antras(2015).

프쇼어링의 확대가 지속되고 있음이 파악된다.
세계은행의 보고서(2017)는 오프쇼어링과 생산의 분업화 추이를 살
펴보기 위하여 국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GVC 지표를 도출하였고 이
를 바탕으로 국내총부가가치의 합인 국내총생산(GDP)을 다음의 네 가
지의 요소로 분해하였다.
첫째 요소인 국내생산(pure domestic value-added production)은 미용
서비스와 같이 완전히 국내에서 생산되고 국내에서만 소비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의미하고, 둘째 요소인 전통적인 방식의 수출(traditional trade
production)은 상품의 생산이 오직 한 국가에서만 이뤄지고 소비는 다
른 한 국가에서 이뤄지는 재화 및 서비스를 의미한다. 세 번째 구성요소
인 단순 GVC (simple GVC)는 두 국가에서의 생산 분업을 통하여 부가가
치가 창출되는 가치사슬로 정의되며 마지막 요소인 복합 GVC(complex
GVC)는 세 국가 이상에서의 분업생산으로 제품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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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사슬로 정의된다.
위의 네 가지 요소로 전 세계 GDP를 분해하면 세부적인 오프쇼어링
및 GVC 추이를 가늠할 수 있다. 우선, 총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국내
생산으로 인한 부가가치의 비중이 1995년 85%에서 2008년 80% 이하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전 세계적인 VAX ratio가 급격히
감소된 사실에 더하여 이러한 국내생산 부가가치 비중의 급격한 감소는
해외 분업생산 또는 GVC가 199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하여오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증가한 총수출 중에서 복
잡한 유형의 GVC 비중이 가장 빠르게 확대된 사실을 통하여 확대되어
온 국제 분업생산은 두 국가에서 이뤄지던 과거의 단순한 유형에서 최
종재 생산까지 여러 국가의 생산거점이 필요한 복잡한 유형의 국제 분
업생산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 GVC의 확산 속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다소 정체되고 있는 면모도 드러나고 있다.
<그림 3-2> 전 세계 GDP의 분해

자료 : 세계은행(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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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중간재 무역 증가율과 비중 추이(전 세계)

자료 : 윤우진(2017).

최근의 GVC 정체 현상은 중간재 무역증가율과 중간재 무역비중의 추
이를 통해서도 관찰되고 있다. <그림 3-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GVC
의 활동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인 중간재 무역증가율이 2012
년 이후 급락 후 정체되었으며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중간재 무역 비
중 역시 2013년 정점에 도달 후 2014년 하락하였다.
한편, 다국적기업들의 대표적인 오프쇼어링 대상국인 중국의 수출액
에서 차지하는 외국 부가가치 비중의 변화를 통해서도 전 세계의 오프
쇼어링 추이와 그 구성의 변화를 가늠해볼 수 있다. <그림 3-4>에서 나
타나듯이, 중국의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외국 부가가치의 비중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도 17%에서 2013년에는 약 두 배가량 증가된 것
으로 보이는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다국적 기업들의 활발한 중국 진출
및 현지 생산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2013년 기준 중국의 수
출액에서 차지하는 외국 부가가치는 약 30%로 100원의 상품을 수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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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중국의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외국의 부가가치 비중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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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Feenstra(2016).

때 이 중에서 70원만 자국에 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 외국분 부가가치 30%에서 차지하는 국가별 기여분은 일본,
미국, 독일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한국은 4위를 차
지하였고 1990년도 이후 한국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
해 주요 선진국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한국기업들 역시 중국으로의 오
프쇼어링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부가가치 이득도 얻고 있는 사실
이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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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오프쇼어링 현황
(1) 산업연관표에서 나타난 오프쇼어링 현황
1) 국제산업연관표 기준 오프쇼어링 현황
한국의 VAX ratio는 1995년 0.75에서 2011년 0.59를 기록하며 다른
국가 대비 빠르게 하락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의 오프쇼어
링 및 GVC 참여의 증가가 주요국에 비하여 더 활발하였음을 시사한다.
즉, 1995년 상품수출액 100원 중 75원이 국내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였다
면 2011년에는 국내분 부가가치가 59원으로 감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중간재 무역증가율과 비중도 세계 중간재 무역 변화의
추세와 비슷한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1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의 중간재 무역의 비중이 큰 폭으로 중가하였는데 VAX ratio
의 큰 폭의 감소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중간재 무역의 확대 역시 한국의
GVC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단, 최근 전 세계
<그림 3-5> 한국 및 주요 국가별 VAX ratio 추세
1995

2000

2005

2011

증감률(%)

한국

0.75

0.70

0.67

0.59

-21.7

일본

0.92

0.90

0.86

0.81

-11.3

중국

0.84

0.82

0.72

0.75

-9.7

대만

0.67

0.63

0.56

0.52

-21.6

독일

0.79

0.74

0.72

0.69

-12.6

미국

0.83

0.78

0.78

0.79

-4.3

자료 : 정성훈(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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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중간재 무역 증가율과 비중 추이(한국)

자료 : 윤우진(2017).

적 중간재 교역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중간재 수출은 5% 내외로
비교적 견고한 증가세를 유지하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활발한 GVC 참여 및 오프쇼어링 증가 경향은 부가가치 무역
통계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국내에서 최종 생산된 제조업 상품의 국내
부가가치 비중은 1995년 75%에서 2014년 67%로 감소되었으며 이는 국
내 최종재의 중간 생산 과정이 점점 더 많이 오프쇼어링화되어감에 따
라 나타난 결과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1995년의 총산출액이 100이
라면 2014년에는 223으로 증가하였고 이와 동시에 국내 부가가치는 76
에서 150으로 약 97% 정도 증가하였다. 즉, 국내 총산출액에서 차지하는
국내 부가가치의 비중은 오프쇼어링의 확대로 인하여 감소하였지만, 국
내 총산출액이 확대되며 국내 부가가치의 절대치는 1995~2014 기간 동
안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만을 가지고 오프쇼어링
으로 인하여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또는 고용 이슈가 발생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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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국내에서 최종 생산된 제조업 상품의 총산출액과 부가가치 비중변화
(%)

(1995=100)

자료 : 정성훈(2015), 2014년의 자료는 원저자가 제공.

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한국의 총수출에서 외국의 부가가치 기여 정도의 추이를 산업 부문
별로 살펴보았다. 우선, 오프쇼어링 형태의 생산이 많은 제조업에서 해
외부가가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비중은 1995년 27.4% 수준
에서 2008년 48%로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이후 글로벌 금
융위기와 이에 따른 무역정체로 인하여 2009년도에 외국의 부가가치 비
중이 감소하였다가 2012년까지 다시 상승하였으며 최근 들어 다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농림수산업, 서비스, 광업의 해외부가
가치 비중은 2000년대 중반까지 15% 내외의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상승
하였으며 2010년대 이후에는 20%대까지 상승된 비중을 유지하다 제조
업과 마찬가지로 최근 다시 감소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제조업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해외부가가치 기여의 비
중을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았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원재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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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한국의 총수출 중 해외부가가치 기여 추이 : 대분류 산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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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OECD-TiVA 이용 산업연구원 작성.

해외의존도가 높은 석탄 및 석유제품의 경우 평균 78%대의 높은 해외부
가가치 기여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1차금속과 화학제품이 해
외부가가치 기여 비중이 높은 산업이다. 특히 화학제품의 경우 1995년
27%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53% 수준으로 두 배 가까이 증
가하였다. 이는 화학제품 수출을 위해 원자재 수입뿐 아니라 수출을 위
한 해외로의 외주화가 같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
의 전통적인 주력수출 산업인 자동차와 전자 부문을 살펴보면, 우선 자
동차는 1995년 24.6% 수준에서 점차 증가하다 2008년 39.0%을 정점으
로 2014년에는 감소하여 34.1% 수준이다. 컴퓨터, 전자 및 광학업종도
1995년 27.8% 수준에서 정점인 2008년 44.4%까지 상승하였고, 최근에
는 38% 수준이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전기기기, 기계장비 등도 비슷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총수출에서 기여하는 주요 국가의 부가가치 기여율 추이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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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한국의 총수출 중 해외부가가치 기여 추이 : 제조업 업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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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OECD-TiVA 이용 산업연구원 작성.

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미국과 일본은 한국의 총수
출에 기여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점차 약화된 반면 한국의 주요 오프쇼
어링 대상국인 중국과 베트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이
다. 주요 제조업 국가인 독일의 경우에는 4% 내외의 일정한 비중을 꾸
준히 유지하고 있다.
각 국가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이면서 주요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R&D센터
와 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
하는 정도가 크지만 그 비중은 최근 들어 감소 추세에 있다. 1995년 기준
미국의 부가가치 기여는 22%인데 반해 2014년에는 14% 수준으로 상당
히 낮아졌다. 미국보다도 일본의 부가가치 기여분의 감소폭이 더욱 특
징적이다. 일본 제품은 한국의 주력수출 업종과 세계시장에서 경쟁관계
에 있지만, 한편으로는 고부가가치 핵심 부품과 기술의 경우 일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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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존도가 높은 실정임에도 한국의 총수출에서 일본이 기여하는 비중
이 1995년 기준 24.4% 수준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
에는 9%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는 최근 들어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
등에서 좁혀진 일본과의 기술격차 및 수출경쟁력 차이가 이러한 일본의
대한국 부가가치 기여의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중국은
한국의 주요 해외생산기지로서 한국의 대세계 수출에서 중국이 기여하
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 부가가치의 비중은 1995년
3.6%의 미미한 수준에서 2000년대 중반 10% 수준을 넘었고 2014년에는
16.3% 수준으로 미국과 일본보다도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이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이면서 주력 오프쇼어링 대상지로서 상호 보완관
계에 있으며 그 정도가 더욱 가속화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베
트남의 경우도 그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2000년대 초반에 비해 한
국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00년 0.4% 수
<그림 3-10> 한국의 총수출 중 해외부가가치 기여 추이 : 주요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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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18.9
17.8

18.8
17.5

18.2
16.4

16.8
15.7

15.0
10.7

10.0

8.2
5.5

5.0

0.0

3.6
0.2

5.5
4.2

5.4
4.6

5.2
4.3

4.9
4.0

0.3

0.3

0.4

0.4

5.5

11.2

15.8
14.4
12.3

15.0
13.9
13.5

14.5
13.4

14.8
13.9

11.7

12.1

4.1

4.3

0.6

0.8

14.8
14.0
13.0

9.0

16.11 16.30
15.17
14.4
14.23
13.61 14.04
13.4
11.5 11.07
9.61
9.09

6.7

3.6

3.8

0.4

0.5

4.5

4.7

4.5

4.6

4.4

4.7

0.4

0.4

0.5

0.4

0.4

0.5

3.8

3.8

3.87

4.07

4.39

0.9

1.0

1.23

1.34

1.42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독일

일본

자료 : OECD-TiVA 이용 산업연구원 작성.

미국

중국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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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꾸준히 유지되다가 베트남의 개방도가 높아지면서 적극적인 해외
투자 유치로 2010년대 들어서는 1.4%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2) 국내산업연관표 기준 오프쇼어링 현황
국내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도출한 오프쇼어링 지수6)로 한국의 오
프쇼어링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제조업의 재료 오프쇼어링 지수7)는
1995년 18%에서 2013년 23%로 증가되었고, 제조업의 서비스 오프쇼어
링 지수8)는 1995년 0.6%와 2013년도 0.9%로 나타났다. 즉, 한국 제조업
의 재료 오프쇼어링은 높은 수준에서 증가하고 있지만 서비스 오프쇼어
링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앞의 국제산업연관표를 통
<그림 3-11> 한국 제조업의 오프쇼어링 지수(1995~2013)
(%)

자료 : 최희선(2015).
6) 오프쇼어링 지수의 개념과 공식은 최희선(2015)를 참고하면 된다.
7) 제조업의 재료 투입 중에서 수입원재료 가치의 제조업 총생산액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8) 제조업의 서비스 투입 중에서 수입 서비스 가치의 제조업 총생산액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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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한국 제조업의 업종별 재료 오프쇼어링 지수(1995~2013)

자료 : 최희선(2015).

해 파악된 사실과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제조업의 재료 오프쇼어링 지수의 추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음식료품, 섬유 가죽제품, 석탄 및 석유제품, 1차 금속제품, 전기 및 전자
기기 부문에서 지수가 2005년 이후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 제조
업 중, 글로벌화의 정도가 가장 심화된 산업은 IT제조업으로 알려져 있
는데 재료 오프쇼어링 지수(2013년 기준 26.9%)를 통해서도 이러한 사
실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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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오프쇼어링 현황
앞서 살펴본 국제산업연관표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는 국가 및 산업
수준의 산업별 수출입 구조에 기반을 두며 생산의 국가 간 연계성 분석
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실제 오프쇼어링을 수행하는 개별 기업들의 현
황을 세세히 설명해 주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개별
기업들을 대상으로 각 기업의 국제화 방식과 해외생산 등에 관한 설문
조사내용을 취합하여 실제 기업들의 오프쇼어링 및 해외진출 방식에 관
한 현황과 인식을 분석한다.
1) 중소 수출기업 경쟁력 실태조사9)
한국 무역협회산하 국제무역연구원에서는 2016년부터 자기제조시설
을 가지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중소 수출기업 경쟁력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동 조사의 목적은 한국의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
력 수준과 글로벌화 현황 및 기술력 확보 수준을 파악하고 수출 중소기
업의 관점에서 경쟁력 강화 방안과 수출 증대 방안을 수립하는 데 있다.
주요 조사항목은 수출 현황 및 전망, 사업현황 및 글로벌화 현황, ICT 기
술확보 및 전자상거래 활용 수준 등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
해 다각도로 구성되었다.
중소 수출기업의 국제화 진출 관련 내용 소개에 앞서 실태조사에서
9) 본 절은 무역협회에서 실시한 “중소 수출기업 경쟁력 실태조사” 내용에서 국제화 관련 조사
항목을 요약 소개한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무역연구원(2017), “2017년 중소 수
출기업 경쟁력 실태조사”를 참조하기 바란다. 또한 일부 내용은 2016년의 동일한 조사표에
서 인용하였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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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2017 중소 수출기업 경쟁력 실태조사 기초통계
기업규모
전체
(1015)

소기업
(460)

중기업
(402)

중견기업
(153)

3년 이내

10.5

41.1

27.1

31.8

4년 ~ 7년

23.0

54.1

38.2

7.7

8년 ~ 15년

36.2

50.7

41.7

7.6

16년 ~ 30년

23.2

41.7

46.8

11.5

31년 이상

7.1

8.2

28.8

63.0

50만~100만 미만

22.2

61.3

24.5

14.2

32.3

60.7

33.8

5.5

18.0

37.2

48.6

14.2

500만 이상

27.5

19.7

52.7

27.6

식음료

5.9

41.7

41.7

16.6

섬유류/의복

7.2

43.8

42.5

13.7

목재/종이

4.9

48.0

36.0

16.0

화학제품

8.0

37.0

45.7

17.3

고무/플라스틱

8.3

50.0

38.1

11.9

비금속/1차 금속

6.8

29.0

52.2

18.8

금속가공

11.6

50.8

35.6

13.6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13.1

42.1

42.9

15.0

의료/광학기기

7.1

59.7

27.8

12.5

기타 기계/장비

19.0

56.0

37.3

6.7

자동차/운송장비

5.8

25.4

37.3

37.3

석유정제품/기타

2.3

21.7

43.5

34.8

구분

수출
경력

수출액 100만~300만 미만
(달러) 300만~500만 미만

주요
수출
품목

자료 : 국제무역연구원(2017) 재인용.

드러난 응답 기업의 일반적인 현황은 <표 3-1>과 같다.10) 실태조사에 응

10) 무역협회의 ‘2017년 중소 수출기업 경쟁력 실태조사’는 자가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2016년
수출실적이 50만 달러 이상인 16,103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1,015개 기업
이 응답하였다(오차 범위 : 95% 신뢰구간에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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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한 기업은 총 1,015개로 이 중 중소기업이 총 862개로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견기업이 13%인 153개로 구성되어 있다. 수출경력이 8년 이상
15년 이하의 기업이 전체 36.2%로 가장 많으며 이 중 소기업이 50% 이상
을 차지하고 있다. 수출경력을 규모별로 비교했을 때 평균적으로 소기
업이 상대적으로 짧은 수출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중기업이 상대적으로
긴 수출경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31년 이상의 수출경력을 보유
하고 있는 기업의 63.0%가 중견기업이며 4~15년 이내의 경력을 보유하
고 있는 기업에서는 중견기업이 8% 이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양극
화된 경향을 보여준다. 수출 규모는 100만 달러 이상 300만 달러 미만의
기업이 32.3%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500만 달러 이상이 27.5%를 차지하
고 있다. 300만 달러 미만 수출기업 중 소기업이 60% 정도의 비중을 차
지하고 있고 50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에서 중기업이 52.7%, 중견기업
이 14.2%를 차지하고 있어 기업규모가 클수록 수출액도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주요 수출품목은 기타기계/장비가 1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
지하고 다음으로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가 13.1%, 금속가공 11.6%
순이다. 응답 기업들의 주요 수출시장은 중국(23.1%), 미국(19.5%), 일
본(15.2)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국제화 관련 조사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중소 수출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연계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국제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 참여 정도를 조사한 결
과 응답 기업의 73.6가 국제가치사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GVC 참여 현황을 생산의 가치사슬 단계별로 보면 32.6%가 ‘완제품
생산 또는 공정’ 단계에 참여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부품 또는 부분품
생산’(20.2%) 단계의 참여율이 높았다. 가치사슬에서 고부가가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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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중소 수출기업의 GVC 참여현황
가. 가치사슬 단계별

나. GVC 참여 대상 기업 국적
(%)

(%)

자료 : 국제무역연구원(2017) 재인용.

를 의미하는 ‘마케팅 및 브랜딩’이나 ‘제품 기획, R&D 및 디자인’은 각각
2.4%와 2.2%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수출 중소기업이 국제가치사슬에 편입된 정도는 높으나 고부가가치 분
야에의 참여도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생산과 관련하여 국내에 자가제조시설을 보유한 1,015개 중소
수출기업 중 24.9%는 해외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매출액의 평균
31.8%를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규모가 클
수록 해외생산 거점 보유율은 높아져 중견기업의 경우 52.4%가 해외생
산 거점을 보유하였으며 중기업은 25.5%, 소기업은 19.4%만이 해외생
산 거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국제무역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2016년 수출기업 경쟁력 실태조사”에서는 대기업도 포함된 조
사를 실시하였는데 전체 기업의 20.8%가 해외생산 거점을 보유한 것으
로 응답하였고, 규모별로 대기업은 33.3%, 중견기업이 33.6%, 중소기업
은 19.5%가 해외생산 거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11) 수출금액별로
도 살펴보면, 500만 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을 보유한 업체의 40.3%가 해
11) 2016년 조사 결과에서는 자세한 내용은 국제무역연구원(2016), “2016년 수출기업 경쟁력
실태조사”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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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생산 거점 보유 여부
가. 기업규모별

나. 수출액별
(%)

47.6
80.6

74.5

24.9

19.4

25.5

전체

소기업

중기업

75.1

52.4

해외생산 거점 없음

중견기업

해외생산 거점 있음

(%)

수출액

해외생산
거점 있음

해외생산
거점 없음

50만~100만 미만

15.1

84.9

100만~300만 미만

17.6

82.4

300만~500만 미만

27.0

73.0

500만 이상

40.3

59.7

자료 : 국제무역연구원(2017) 재인용.

외생산거점을 보유한데 반해 100만 미만 업체는 15.1%만이 해외생산기
지 보유하고 있어서 수출액이 많은 기업일수록 해외생산 거점을 보유할
경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대상 기업들의 해외생산 거점의 운영방식과 조달 방식을 살펴보
면, 해외생산거점이 있는 응답 기업의 61.8%가 현지공장 형태로 해외생
산 거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원부자재는 한
국으로부터의 조달이 45.6%로 가장 높았고 현지조달이 29.2%, 제3국으
<표 3-2> 기업규모별 해외생산 거점 운영방식
단위 : %

구분

현지공장

합작공장

위탁생산

기타

소기업

42.4

18.2

30.3

9.1

중기업

70.3

13.5

12.2

4.1

중견기업

81.8

12.1

6.1

-

자료 : 국제무역연구원(2017) 재인용.
주 : 현지공장은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이며, 합작공장은 지분 50% 이하의 공장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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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의 해외조달이 25.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규모별로 운영방식을 살펴보면 기업규모가 클수록 직접 운영하
는 현지공장 형태로 해외생산 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기업의 경우
도 현지공장(42.4%)의 비중이 높으나 상대적으로 위탁생산의 경우도
30.3%로 높았다.
해외진출 기업의 향후 해외생산 계획에 대한 조사항목에서 국내로의
리쇼어링을 계획하고 있다는 응답은 4.7%에 불과한 반면 추가 해외생
산 확대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 약 49.1%로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2016년 조사에서는 ‘현상태 유지’가 73.4%로 가장 높았고 ‘해외생
산 확대 및 신규 해외생산 거점 구축’은 22.7% 순으로 나타났으며 ‘리쇼
어링을 포함한 국내생산 확대’는 1.6%에 불과했다. 국내로의 리쇼어링
을 고려하지 않고 해외생산을 늘리는 이유는 ‘생산비용 절감’과 ‘현지 시
장(수요)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향후 해외생산 확
대 및 신규 해외생산 대상 국가로는 베트남(33.3%), 중국(19.0%), 아세안
(10.7%) 순으로 높게 나타나 아시아 지역이 여전히 주요한 해외생산 기
지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5>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생산 계획
가. 추후 해외생산 계획

나. 해외생산 신규·확대·이전 이유
(%)

자료 : 국제무역연구원(2017) 재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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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견기업 실태조사12)
중소기업청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2017년부터 ‘중견기업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중견기업은 ‘중견기업법 제2조’에 기초하여 “중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기
업”을 의미한다. 중견기업 실태조사는 그동안 정부의 산업정책의 초점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위주로 각각 분리되어 추진되어 왔으나 건실하
게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을 위한 지원정책은 상대적
으로 부족하고 이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중견기업
시책수립 및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되었다. 동 조사의 주
요 목적은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도모하고, 중견기업의 글로벌
화 전략을 지원하여 중견기업이 한국 경제의 허리로서 지속적으로 성장
하도록 기여하는 데에 있다. 동 조사는 2015년 국가 승인통계로 지정하
여 2014년 말 재무재표를 기준으로 중견기업 2,979개사를 선정하여 표
본을 설정하고 2015년 말 재무재표를 기준으로 경영실적 등 조사항목에
대해 2016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017년 첫 실태조사보고서를 발간하
였다. 주요조사 항목은 일반현황, 중견기업 진입 및 성장, 기술혁신, 인
재확보, 국제화 촉진, 수·위탁거래 및 동반성장, 금융 및 자금조달, 기업
의 사회적 책임 등 8개 부문, 6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수출기
업을 중심으로 조사한 무역협회의 ‘중소 수출기업 경쟁력 실태조사’와는
달리 국제화나 수출경쟁력 관련 조사항목은 상대적으로 적으나 국제화

12) 본 절은 중소기업청(2017) “2016 중견기업실태조사 보고서”의 국제화 관련 조사항목을 요
약 소개한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2017) “2016 중견기업실태조사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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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과 관련한 기본적인 조사항목을 수록하고 있고 해외진출 여부와 방
식을 조사하고 있어 본 연구에 참고할 내용을 담고 있고 중소기업과 중
견기업의 해외진출 방식에 대한 비교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참고로 앞
절에서 소개한 무역협회의 ‘중소 수출기업 경쟁력 조사’에서는 응답 기
업 1,015개 중 153개의 중견기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두 자료의 분석결
과는 기업규모별로 구분하여 해석하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결과로 해
석해야 할 것이다.
중견기업의 국제화 진출 관련 내용 소개에 앞서 실태조사에서 드러
난 한국 중견기업의 일반적인 현황을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전
체 중견기업은 총 2,979개 기업으로 일반중견기업 2,379개(79.9%), 관
계기업 600개(20.1%)로 구성되어 있다.13) 업종별로는 제조업(1,331개)
이 44.7%, 비제조업(1,648개)이 55.3%로 제조업 상세 업종은 1차금속·
금속가공 173개(13.0%), 전자부품 통신장비 170개(12.8%), 자동차·트
레일러 165개(12.4%)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매출액 규모별로는 1,000
억 원 미만 기업이 전체의 55.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000억 원이상
2,000억 원 미만 기업이 560개사로 18.8%를 차지하며 1조 원 이상 매출
을 달성한 회사도 57개사로 1.9%를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100명 미만인 기업이 44.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00명 이상 200명 미
만인 기업이 18.2%를 차지하고 있다. 업력별로는 설립된지 7~20년 미
만인 기업이 41.3%로 가장 많고, 0~7년 미만인 기업이 12.2%로 20년 미
만인 기업의 비중이 전체의 53%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의 성장단
계별로는 진입 4~5년차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5.0%로 가장 많았고,
13) 여기서 관계기업이란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다른 국내 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
배 또는 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의미한다.

제3장 국내외 오프쇼어링 현황분석

67

진입 1~3년차는 29.9%, 진입 6~9년차는 22.0%로 조사되었다. 중소기업
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으로 회귀를 검토해본
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전체 6.9%의 기업이 회귀를 검토를 해봤다
고 응답했으며 이 중 일반기업은 5.3%인 반면 관계기업은 13.3%가 그
렇다고 응답해 관계기업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더 많이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이 8.3%로 5.8% 응답한 비제조업
보다 제조업 기업이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더 고려해본 것으로 조사
되었다.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한 요인으로는 조세혜택이 5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금융지원이 24.8%로 높았고, 중소기업 적합업
종지정이나 공공조달 지원 같은 판로규제도 주요 중소기업 회귀 검토
요인으로 응답하였다.
중견기업에 대한 국제화 관련 조사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
선 중견기업 전체 중 해외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은 39.3%이며, 일반 중
견기업은 41.3%, 관계기업은 31.4%가 해외 수출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68.2%가 수출기업인 반면 비제조업은
16%만 수출실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수출 중견기업 중 직
접수출을 하는 기업은 78.3%인 반면 간접수출을 하는 기업은 21.7%로
직접수출 비중이 간접수출 비중의 세 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출 대상국 순위는 중국이 57.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
국(40.6%), 일본(36.0%), 베트남(20.8%) 순이다. 전체 수출금액은 686.5
억 달러이며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185.6억 달러로 가장 많고, 미국
(153.6억 달러), 베트남(58.4억 달러), 일본(45.2억 달러) 순이다. 기업별
평균 수출금액은 중국 1,629억 6,000달러, 미국 1,348억 9,000달러, 베트
남 512억 4,000달러, 일본 396억 9,000달러, 독일 220억 2,000달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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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수출 중견기업의 주요 수출 국가 및 수출액
가. 수출비중
(%)

나. 수출액
(억 달러)

자료 : 중소기업청(2017) 재인용.

순으로 조사되었다.
중견 수출기업 중 해외에 현지법인이 있는 기업은 전체 52.7%이며,
일반 중견기업은 57.1%, 관계기업은 29.7%로 조사되어 관계기업보다
는 독립적인 일반 중견기업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출 중견기업의 현지법인은 총 1,921개이며 기업
당 평균 현지법인 수는 전체 중견기업이 3.1개, 일반 중견기업의 경우
기업당 평균 3.3개의 현지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
가별로는 중국이 685개(평균1.11개), 미국 249개(0.40개), 베트남 188개
(0.30개) 순으로 수출국가와 금액 순위 및 현지법인의 수가 동일한 순으
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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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수출 중견기업의 현지법인 설립 현황
단위 : 개사, %, 중복응답

국가

현지법인 수

비중

평균 현지법인 수

중국

685

35.7

1.11

미국

249

12.9

0.4

베트남

188

9.8

0.3

인도

72

3.7

0.12

인도네시아

67

3.5

0.11

일본

61

3.2

0.1

홍콩

58

3

0.09

러시아

43

2.2

0.07

태국

34

1.8

0.06

독일

34

1.7

0.05

필리핀

32

1.7

0.05

싱가포르

32

1.7

0.05

멕시코

30

1.6

0.05

말레이시아

27

1.4

0.04

그외 국가

309

16.1

0.01

전체

1,921

100

3.11

자료 : 중소기업청(2017) 재인용.

중견기업의 향후 신규 해외진출(수출 포함)계획과 관련한 조사 결과,
중견기업의 24.1%가 향후 신규 해외진출 및 추가 진출을 고려하고 있으
며, 해외진출 희망시점은 1~3년 이내가 58.1%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
로 1년 이내(20.0%), 3~5년 이내(16.7%)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장기적 계
획인 5년 이후는 5.1%로 가까운 시일 안에 해외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중
견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미 수출을 하고 있
는 기업이 해외진출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이 46.9%로 내수 기업의 응
답률 9.2%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 기업이 해외진
출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 비중(35.0%)이 비제조업(15.2%)보다 월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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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다. 또한 매출규모와 종사자가 클수록 해외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의
응답 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외진출을 고려하는 이유는 해외유통망확보(41.0%)와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 증가(38.0%)순으로 나타났으며 현지의 값싼 노동력을 이유로
<표 3-4> 중견기업의 해외진출 고려 여부 1
단위 : %

전체

사례 수

해외진출 고려

해외진출 미고려

(2,979)

24.1

75.9

일반 중견기업

(2,379)

26.2

73.8

관계기업

(600)

15.7

84.3

수출있음

(1,171)

46.9

53.1

수출없음

(1,808)

9.2

90.8

제조업

(1,331)

35.0

65.0

비제조업

(1,648)

15.2

84.8

1백억원미만

(425)

11.0

89.0

1백억원∼5백억원미만

(834)

9.1

90.9

5백억원∼1천억원미만

(384)

23.8

76.2

1천억원∼2천억원미만

(560)

33.9

66.1

2천억원∼3천억원미만
매출 규모 3천억원∼5천억원미만

(333)

39.4

60.6

(235)

33.0

67.0

(151)

47.3

52.7

1조원이상

(57)

62.2

37.8

50명미만

(862)

10.8

89.2

50∼100명미만

(470)

13.3

86.7

100∼200명미만

(543)

21.5

78.5

200∼300명미만

(317)

35.0

65.0

(322)

38.7

61.3

(305)

44.6

55.4

(160)

45.7

54.3

기업 유형
수출 여부
업종

5천억원∼1조원미만

종사자 수 300∼500명미만
500∼1,000명미만
1,000명이상
자료 : 중소기업청(201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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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중견기업의 해외진출 계획
가. 진출 시점

나. 진출희망 국가

다. 진출 전략

자료 : 중소기업청(2017) 재인용.

진출하려는 기업도 12.6%로 조사되었다. 해외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투
자 대상 국가는 역시 중국이 3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베트남(18.3),
미국(12.6%), 인도(8.8%) 순으로 미국을 제외하면 중국과 동남아시아 신
흥국가들이 투자 유망지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전략을 조사한 결과 ‘기술 및 품질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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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중견기업의 해외진출 고려 여부 2
단위 : %

구분

기술 및
해외 기업 국내
품질
해외
과의 대기업과 우수 인력 해외 기업
기타
경쟁력 현지생산 전략적 의 동반 확보
M&A
강화
제휴
진출

전체

38.3

25.1

20.7

8.2

2.5

0.3

4.9

기업 일반 중견기업
유형 관계기업

37.5

25.5

20.5

8.5

2.5

0.3

5.2

44.0

22.2

21.8

6.5

2.6

0.0

2.9

제조업

41.1

31.6

15.6

8.2

1.0

0.5

2.0

비제조업

33.2

12.9

30.2

8.2

5.3

0.0

10.2

수출있음

36.1

29.0

19.3

8.4

2.4

0.4

4.4

수출없음

45.6

12.2

25.2

7.7

2.7

0.0

6.6

업종
수출
여부

자료 : 중소기업청(2017) 재인용.

를 통한 수출전략이 38.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 항
목에서 주목할 점은 해외현지생산이 25.1%, 해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가 20.7%, 국내 대기업과의 동반진출 8.2%, 해외 기업 M&A가 0.3%로 오
프쇼어링과 깊이 연관된 진출전략이 여전히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무역협회의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해외생산에 대한 의향에서 기존의 해외생산을 확대하
거나 신규 해외진출을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와 유사한 응답이다.
즉, 현재 수출이나 해외진출을 진행하고 있는 중소, 중견 기업들은 여전
히 해외진출 확대전략으로 해외생산과 같은 오프쇼어링을 주요 수단으
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4장
한국 기업의 오프쇼어링 성과분석

본 장에서는 오프쇼어링 성과분석을 위한 정량분석의 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기술한다. 우선, 정량분석을 위해 사용된 자료와 주요변수의 생
성 과정을 살펴보고 최종 분석자료에 대한 기초 통계분석을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오프쇼어링과 생산성 및 고용의 인과관계에 대한 통계적
검정과정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시한다. 단, 정량분석에 대한 종합적
인 해석은 제5장에서 정책관련성과 함께 다루도록 한다.

1. 분석자료 및 분석변수
(1) 분석자료
본 연구의 정량분석을 위하여 사용한 기업데이터는 통계청의 기업
활동조사(2006~2015년) 자료이다. 기업활동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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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기에 이를 이용한 분석에 있어 대표
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국제 무역 및 기업의 경영전략과 관련한 다
양한 변수의 사용이 가능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오프쇼어링과 관
련된 변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업의 장기적인 행태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기업패널데이터는 전 세계적으로 흔치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오프쇼어링과 관련한 연구에 있어 기업활동조사가 현 시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데이터라고 판단되어 본 연구의 정량분석에 사용
하였다.
기업활동조사의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최초 실시 연도는 2006년
이며 기업의 다양한 경영활동(경영실적, 다각화, 계열화, 성과관리제도
등)를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경제정책의 기초자료 및 기업의 경영
전략, 산업구조 변화 등에 관한 연구, 분석자료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한
다.14) 조사일 기준 국내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법인 중 상
용근로자 50인 이상이며 자본금 3억 원 이상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하고 있다. 단,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은 상용근로자가 50
인 미만이더라도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조사 대상은 전 산업이며, 매년 평균 1만 2,000~1만 3,000개의 기업이 기
업활동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기업의 유무형자산 및 기업경영 방향, 국내외 기업 간의 거래내역, 관
계회사 사항 등이 주요 조사 항목이며 조사표는 두 가지(조사표 1, 조사
표 2)로 나누어져 있다. 기업활동조사표 1은 조사원이 방문하여 조사하
는 것으로 기업의 일반사항, 기업 내 조직 및 종사자 수, 유·무형 자산,

14) 이용자용통계정보보고서, 통계청(2016)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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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사항, 국내외 기업 간 거래, 기업의 경영방향 등을 주요 항목으
로 포함된다. 기업활동조사표 2는 행정자료(국세청법인세, 부가가치세)
로 대체되며, 재무구조(자산, 부채, 자본), 사업내용(경영실적, 비용내역,
매출액내역, 창설년도, 자본금(출자금), 사업내용 등이 주요 항목이다.
한편 기업활동조사는 매년 6월~7월에 조사가 이루어지며, 조사기준년
도 익년 11월에 공표된다. 2-3개월에 거친 세부시행 계획 수립 후 조사항
목 확정, 조사표 설계 등의 작업을 거쳐 본조사가 진행되는데 본조사는
조사 대상 기업에 대해 전수조사, 면접조사방식으로 진행된다. 자료처
리 및 종합내검의 과정을 거쳐 조사결과가 공표되는데 공표는 언론(보
도자료) 및 전산망(인터넷), 간행물 등을 통해 공표되며 매년 12월 기업
활동조사보고서가 공표된다.

(2) 주요 변수의 생성절차
1) 오프쇼어링 변수
글로벌화의 확대로 인해 오프쇼어링은 이미 보편화된 생산형태로 자
리매김해왔지만, 이에 반하여 오프쇼어링을 측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는 아직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초기의 오프쇼어링 관련 연구
는 산업 단위 자료에 주로 의존하였는데, 산업단위 데이터로는 오프쇼
어링의 수행 주체인 기업의 이질성(firm heterogeneity)을 고려하지 못하
는 단점으로 인하여 기업단위 자료를 이용한 정량분석이 최근 들어 많
이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업단위 자료가
전 세계적으로 제한적인 실정이며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제공되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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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류가 풍부하지 않은 단점이 존재하기에 기업단위 오프쇼어링 변수
의 구성은 관련 연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절차 중의 하나일 것이다.
기업 자료를 사용할 때, (제조업)기업의 직접수입액(상품)이 오프쇼
어링의 대리변수가 될 수 있다. 이는 Hummels et al.(2014)의 연구에서
사용한 방식으로, 그 이유는 만일 상품을 수입하는 기업이 제조업에 속
해있다면 그 수입품은 재판매를 위한 최종재화가 아니라 기업의 최종재
생산에 있어 중간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15)
기업활동조사에는 각 기업별 산업코드와 직접수입액이 포함되어 있
으므로 기업활동조사의 직접수입액을 ‘광의’의 오프쇼어링 관련 변수로
간주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단위 오프쇼어링 변수를 생성할 수 있다. 즉,
해당 기업의 총부가가치(또는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직접수입액의
비중을 기업단위 오프쇼어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기업활동조사의 직접수입액이 Hummels et al.(2014)의 연구에
서 사용된 데이터와 구분되는 점은 기업활동조사의 직접수입액은 상품
뿐만 아니라 재료수입액도 포함되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에 있다. 다
시 말해서, 기업활동조사의 직접수입액에는 원재료 수입액이 상당 부
분 포함될 수 있고 이는 업종별 직접수입액을 살펴보았을 때 정유, 1차
금속산업 등 중간재보다 원유, 철광석 및 비철금속 정광 등의 원재료를
주로 수입하는 산업의 직접수입액이 확연히 높은 점으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며 분석을 진행하기 위하여 직접수입액 중 원

15) Hummels et al.(2014)의 연구에서는 또한 수입상품의 재판매 비중이 총 수입액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제조업의 경우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낮고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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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제조업 내 중간재수입 비중이 높은 산업 리스트
산업중
분류

산업명

산업중
분류

산업명

10

식료품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
신장비

11

음료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3

섬유제품(의복 제외)

28

전기장비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29

기타 기계 및 장비

15

가죽, 가방 및 신발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31

기타 운송장비

25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33

기타 제품

자료 : 산업연구원 작성.

재료 수입 비중이 상당히 낮고 중간재수입 위주로 수입될 가능성이 높
은 산업만을 선별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단, 선별과정에서
특정한 정량기준을 부여하기보다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정성적인 방식
의 적용이 보다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직접수입액이
중간재일 가능성이 높은 산업군을 산업연구원의 업종 담당자 자문을 통
하여 선정하였고 그 결과는 <표 4-1>에 제시되어 있다.
2) 각 기업별 대표산업 지정
기업활동조사는 전 산업을 대상으로 조사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
의 주 목적은 국제 생산 분업을 의미하는 오프쇼어링이 한국 기업의 생
산성과 고용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파악이라는 점에서 분석 대상 산업
을 제조업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본 연구
의 분석 대상은 제조업에 속한 종사자수 50인 이상의 국내 기업이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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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기업단위로 구성된 데이터를 해당 산업에 따라 다시 분류하려면 우
선적으로 각 기업마다 정확한 산업코드를 부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기업활동조사에서는 각 기업별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중분류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종류가 이질적인 두 가지 이상
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가장 큰 상품에 해당하는 산
업코드가 부여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정량분석에서는 단년도 자료가 아니라 2006년도부
터 2015년도까지의 다년도 자료를 연결한 패널형태의 자료가 이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동일한 기업인데 연도별로 산업의 코드가 변경되
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 구축 과정에서도
표본기간(2006~2015년)동안 산업중분류가 변동된 다수의 기업이 발견
되었다. 예를 들면, 단순히 각 연도 자료를 결합하였을 경우 어떤 기업A
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산업중분류 코드 26)’에 종사하는 기업으로, 2011년부터 2013년
까지는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산업중분류 코드 29)’에 종사하는 기
업으로, 그 이후에는 다시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
조업(산업중분류 코드 26)’ 기업으로 나타났고 이와 유사한 문제가 다수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석 기간 동안 두 개 이상의 산업
분류코드를 갖는 기업에게 대표산업을 지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대
표산업을 지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1)조사 첫 해의 산업분류코드를 부
여하는 방식과 2)조사 기간 동안 가장 빈번하게 기록된 산업분류코드를
부여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2)의 방식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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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즉, 각 기업의 산업중분류코드 최빈값을 구하고, 이를 해당 기업
의 대표 중분류산업으로 지정하였다. 앞의 기업A의 경우 ‘전자부품, 컴
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산업중분류 코드 26)’에 속한 기업
으로 간주된다.
<표 4-2> 중분류 산업별 표본기업의 수
산업중분류

산업명

표본기업 수

10

식료품

563

11

음료

47

13

섬유제품(의복 제외)

364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286

15

가죽, 가방 및 신발

73

16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 제외)

42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182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09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18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485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208

22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575

23

비금속 광물제품

279

24

1차금속

465

25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536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287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312

28

전기장비

536

29

기타 기계 및 장비

973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1,020

31

기타 운송장비

221

32

가구

81

33

기타 제품

102

자료 : 산업연구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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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제조 기업이므로 각 기업
별로 부여된 대표산업코드를 이용하여 대표산업코드가 제조업에 해당
되는 산업중분류 코드 10에서부터 34 사이의 기업이 본 연구의 정량분
석에 이용된 최종 샘플 기업이다. 또한, 정량분석 시 제조업 내의 산업군
별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이때에도 작업한 대표산업코드가 활용되었다.
대표산업코드에 따라 분석 대상에 포함된 제조업 기업은 총 8,764개
이며, 중분류 산업별 표본분포는 <표 4-2>와 같다. 16)
3) 생산성
오프쇼어링 변수와 더불어 본 연구의 주요 변수는 기업단위 생산성
변수일 것이다. 이때 기업단위 생산성은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등 다
양한 방식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오프쇼어링
이 기업의 전반적인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해 보기 위하여 기업
단위 총요소생산성(TFP)을 추정하여 정량분석에 활용하였다. 기업단위
총요소생산성의 추정방식 역시 다양한 방법론이 존재하지만, 관련 연구
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고 대표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는 LevinshonPetrin 방식(이하 LP-TFP)으로 추정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17)

16) 실증분석의 강건성 확보를 위하여 1)번 방식(조사 첫해 연도 산업분류)을 적용하여 제조업
기업을 분류한 경우의 분석도 시도해 보았고 결과가 유사하여 보고는 생략한다.
17) LP-TFP의 이론적 배경과 본 연구에서의 추정절차는 <부록 2>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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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 통계분석
오프쇼어링의 효과 측정을 위한 정량분석에 앞서, 정량분석의 주요
변수에 대한 기초 분석을 진행하여 각 변수의 추세 및 변수들 간의 관계
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점검해 보며 이를 통해 적합한 추정 방법에 대하
여 모색해 본다.
본 연구의 목표인 오프쇼어링의 효과 추정에 있어 필요한 주요 변수
는 기업 총 고용량, 부가가치, 매출액, 생산성, 수입액 등이다. 총 고용
량은 기업활동조사의 상용근로자 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오프쇼어링
대리변수라 할 수 있는 직접수입액과 기업규모를 나타내는 매출액 자
료는 기업활동조사에서 명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원시자료를 이용하
였다. 기업당 부가가치는 매출액에서 인건비, 감가상각비, 세금과공과,
대손상각비를 감한 값으로 계산하였으며 기업단위 총요소생산성은 부
가가치, 매출액, 유형고정자산 및 인건비 총액 등을 이용하여 추정하였
고 별도로 상용근로자 수당 부가가치로 계산한 노동생산성 변수도 도
출해 보았다.
<표 4-3>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
단위 : 백만원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고용

57,531

284.8554

1,792.207

1

101,973

부가가치

57,527

171,659.8

1,760,406

-56,431

137,000,000

매출액

57,531

197,620.1

2,016,726

1

158,000,000

총요소생산성

56,829

51.241

41.857

0.002

1345.65

노동생산성

57,527

378.441

634.1548

-3,455.5

59,570.86

수입액

54,851

41,770.1

687,126

0

49,700,000

자료 : 산업연구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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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변수의 평균을 포함한 기초통계량은 <표 4-3>에 정리되어 있다.
분석 대상 기업의 평균 고용은 284.86명이고, 평균 매출액은 1,976억
2,000만 원이며, 평균 부가가치는 1,716억 5,900만 원에 달한다. 또한, 평
균 총요소생산성은 51.24이고, 평균 노동생산성은 3억 7,800만 원 수준
이며 수입액의 평균은 약 420억 원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오프쇼어링에 참여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하여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을 비교해 보았다(<표 4-4>). 이를 위해 기업별
로 평균수입액을 계산한 후, 평균수입액이 0(zero)인 기업은 오프쇼어링
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작업 결과, 총 8,764개의 표본기업
중 표본기간(2006년~2015년) 동안 오프쇼어링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기
업은 2,407개로 나타났고 이는 전체 표본의 약 27%에 해당된다. 주요 변
수에 대하여 오프쇼어링 참여 기업과 미참여 기업의 기초통계값을 비교
해보면, 오프쇼어링 참여기업에서 참여하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고용,
부가가치, 매출액, 총요소생산성, 노동생산성 등 모든 주요변수의 평균
값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오프쇼어링 참여 기업이 미 참
<표 4-4> 오프쇼어링 참여 유무에 따른 주요변수의 평균값 비교
오프쇼어링 미참여기업

오프쇼어링 참여기업

기업 수

2,407

6,357

평균 고용

98.55

324.55

평균 부가가치

21,675.29

203,615.7

평균 매출액

26,392.16

234,103.5

평균 총요소생산성

37.61

54.01

평균 노동생산성

232.6821

409.4966

평균 수입액

0

50,465.46

자료 : 산업연구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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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기업에 비해 고용은 약 3배, 부가가치 및 매출액은 약 9배가량 높았으
며 생산성에 있어서도 오프쇼어링 참여 기업이 미참여 기업에 비해 평
균적으로 우위를 보이는데, 총요소생산성은 1.4배, 노동생산성은 약 두
배 차이로 나타났다.
주요 선행연구의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자료
에서도 오프쇼어링 기업이 비오프쇼어링 기업에 비해 매출액, 고용, 생
산성 등 모든 측면에서 우위를 보이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자료
를 이용하여 정량분석을 진행할 경우 오프쇼어링 기업의 생산성이 비오
프쇼어링 기업에 비하여 높다고 하여도 그것이 오프쇼어링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우위에 있기에 비롯된 것인지 판별하기 곤란한
자기선택 편이(sample selection bias)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오프쇼어링이 생산성 및 고용에 미치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발견하기 위
<그림 4-1> 생산성과 수입액 변화
100,000
400

80,000
300

60,000
200

40,000
100

0

자료 : 산업연구원 작성.
주 : 수입액은 오른쪽 종축에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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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매출액, 부가가치와 수입액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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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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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자료 : 산업연구원 작성.
주 : 수입액은 오른쪽 종축에 표시함.

<그림 4-3> 고용량과 수입액 변화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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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산업연구원 작성.
주 : 수입액은 오른쪽 종축에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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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고용량과 수입액 변화 주요변수 추세 비교 :
오프쇼어링 참여기업 vs. 미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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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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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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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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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150

40

100

35

자료 : 산업연구원 작성.

해서는 자기선택 편이로 인한 내생성 극복의 문제 해결이 상당히 중요
하다고 할 수 있고 본 연구에서도 정량분석을 진행할 시 이러한 내생성
의 문제를 고려하여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요 변수들의 추세를 그래프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우
선 생산성과 수입액의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그림 4-1), 2011년도까지
노동생산성은 수입액(오프쇼어링)과 동조적인 추세를 보이며 변화하였
으나 그 이후부터는 탈 동조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주요 관심
변수인 총요소생산성의 경우 목측으로는 수입액(오프쇼어링)과의 특정
한 패턴이 관찰되지 않았다. 매출액, 부가가치 및 고용과 수입액(오프쇼
어링)의 추이를 파악하여 보았을 때에도 (그림 4-2, 4-3), 2011년 이전의
수입액(오프쇼어링)과 타 변수들과의 동조적인 움직임이 2011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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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는 관찰되지 않으며 따라서 각 변수들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 파
악을 위해서는 통계적 기법에 기반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 <4-4>는 매출액, 부가가치 고용, 노동생산성에 대한 오프쇼어
링 기업과 비오프쇼어링 기업의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고용과 총요소
생산성의 경우 비오프쇼어링 기업은 절대치가 낮은 수준에서 오프쇼어
링 기업과 유사한 방향으로 변동하고 있으나, 매출액과 부가가치의 경
우에는 비오프쇼어링 기업과 오프쇼어링 기업군의 유사한 변화 추세가
관찰되지 않고 있다.

3. 오프쇼어링과 생산성
(1) 분석절차
오프쇼어링의 생산성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추정모형은 Hijzen et al.(2010)의 동적패널분석 추정모형을 참고하여 설정하였으며 식
(1)과 같이 종속변수를 생산성의 증가율로 설정한 후 생산성 증가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효과에 관한 추정을 시도하였다.

(1)
여기서 추정식(1)의 TFPijt는 t년도 j산업의 기업 i의 총요소생산성을 의
미하고 생산성이 수렴하는 특성(convergence)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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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의 생산성 수준을 설명변수에 포함시켰으며 이로 인해 추정모형은
동태적패널모형(dynamic panel data model)이라 할 수 있다.
주요 설명변수인 OFFij, t-1은 오프쇼어링을 의미하며 기설명하였듯이
해당기업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직접수입액의 비중으로 정의하였
다. 오프쇼어링 변수는 오프쇼어링 참여 또는 미참여의 이산형 변수(binary variable)가 아닌 0값에서 절단된 연속형 변수이다. 따라서, 식(1)의
추정을 통하여 도출된 오프쇼어링 효과는 오프쇼어링 미참여 기업과 오
프쇼어링 참여 기업의 차이(extensive margin effect)뿐만 아니라 오프쇼
어링 기업의 오프쇼어링 정도의 증가에 대한 효과(intensive margin)도
포함하게 되고 이를 통해 앞서 언급하였던 자기선택 편이의 문제로 인
한 내생성의 문제가 일정정도 완화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당해 연
도의 오프쇼어링이 아닌 전년도의 오프쇼어링 값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오프쇼어링이 생산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과 생산성과의 내생성 문제가 당해 연도 값을 사용
하였을 경우에 비하여 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서 발견된 생산성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요
인들을 설명변수에 포함하였다. DOMij, t-1은 오프쇼어링과 대비되는 변
수라 할 수 있는 국내소싱비율을 의미하고 국내소싱/부가가치로 정의
하였으며 오프쇼어링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수직적 거래활동을 대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다고 판단되기
에 사용되었다. 또한,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비 비중 (R&D 투자액/부가
가치) 변수, RDij, t-1, 역시 생산성과 관련변수라 할 수 있으며 미 고려 시
발생할 수 있는 누락변수편이(omitted variable bias) 방지를 위하여 분석
에 고려하였다. 국내소싱 변수와 연구개발비중 변수 역시 전년도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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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주요 설명변수 이외에 기업의 특성을 통제한 통제변수로는 기업규모
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한 초기 연도의 로그매출액과, 수출에 따른 생산
성 영향 통제를 위한 수출기업여부를 측정하는 수출더미변수, 그리고
경영특성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한 외국인소유기업더미 변수가 사용되
었다. 또한, 산업적 및 시간적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타 요인을
제거한 후 순수한 오프쇼어링 효과만 측정하기 위하여 산업고정효과와
연도고정효과를 모든 분석에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식(1)의 생산성증가율에 대한 추정모형을 식(2)와 같
이 생산성 수준에 대한 추정식으로 변형하여 추정하였다. 이는 식(2)의
추정식이 해석상 더 용이한 이점이 있고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하기
수월하기 때문이다.

(2)

추정모형 (식(2))에 대한 추정방법으로는 일반최소자승법(OLS), 임
의효과모형(random-effect estimator), GMM 타입의 Arellano-Bond estimator를 적용하였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추정모형은 동태적 패널 모형
이다. 추정모형이 동적패널모형일 경우 패널고정효과모형(fixed-effect
estimation)의 추정치는 일치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inconsistent estimates) 추정방식에서 고정효과모형은 제외하였다. 추정식이 동태적 모
형일지라도 교란항에 대한 임의효과 가정이 성립할 때에는 임의효과모
형의 추정치는 일치추정치(consistent estimates)라 할 수 있기에 임의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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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고 설명변수의 내생성 문제를 보완
할 수 있는 동적패널모형 추정방식인 Arellano-Bond estimator도 적용한
다. 일반최소자승법으로 도출한 추정치 역시 일치성이 확보되지 않지만
비교의 목적으로 분석 방법에 포함하였다.
오프쇼어링으로 인한 기업의 생산성 효과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 제조업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식(2)를 추정해본 후 앞서
기술하였던 직접수입액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조업
중 오프쇼어링 대표산업으로 재구성한 샘플에 별도로 식(2)를 적용하는
강건성 검정을 수행한다. 또한, 기업규모와 해당산업의 성격에 따른 차
별적인 오프쇼어링의 효과를 확인해보기 위하여 다양한 기준으로 분석
샘플을 재구성한 후 추가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2) 분석결과
1) 제조업 전체
제조업 전체에 대한 오프쇼어링의 생산성 효과 추정결과는 <표 4-5>
에 제시되어 있다. 다른 설명변수를 고려치 않고 생산성의 과거값과 오
프쇼어링 전기변수만 고려하였을 시 (모형1, 4, 7) 모든 경우에서 생산성
에 대한 오프쇼어링의 양(+)의 효과가 발견되었고 추정된 계수는 유의
수준 10%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추가적인 설명변수를
고려할 시와 (모형 2, 5, 7) 기업통제변수를 고려할 경우에도(모형 3, 5)
생산성에 대한 오프쇼어링의 양(+)의 효과는 지속적으로 발견되었고 통
계적 유의성 역시 확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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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소싱이 생산성에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은 발견되지 않
았다. 이러한 결과는 Antras(2003), Antras & Helpman(2004)의 상대적으
로 높은 생산성과 오프쇼어링,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과 국내
소싱의 관계와 부합되는 추정결과라 할 수 있다. R&D 투자비중변수 역
시 통계적으로 0과 다르지 않았고 측정된 부호가 예상과 다르게 음(-)으
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R&D 투자의 효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

<표 4-5> 오프쇼어링과 생산성 추정결과 1(제조업 전체)
log(TFP)

OLS
(1)

(2)

RE
(3)

(4)

(5)

GMM
(6)

(7)

(8)

log(TFP) t-1

0.923*** 0.922*** 0.862*** 0.826*** 0.822*** 0.713*** 0.633*** 0.620***
(0.003) (0.003) (0.005) (0.005) (0.005) (0.007) (0.028) (0.031)

off/va t-1

0.031*** 0.031*** 0.023*** 0.030*** 0.030*** 0.020*** 0.240*** 0.126*
(0.005) (0.005) (0.003) (0.005) (0.005) (0.003) (0.074) (0.069)

dom/va t-1

0.004 0.005
(0.004) (0.004)

0.004 0.004
(0.004) (0.004)

0.020
(0.022)

R&D/va t-1

-0.002 -0.002
(0.003) (0.002)

-0.002 -0.002
(0.003) (0.002)

-0.0003
(0.001)

log(sales) in
2006

0.037***
(0.002)

0.088***
(0.003)

D.export t

0.004*
(0.003)

0.006**
(0.003)

foreign

0.021***
(0.003)

0.028***
(0.005)

Time FE

Yes

Yes

Yes

Yes

Yes

Yes

No

No

Industry FE

Yes

Yes

Yes

Yes

Yes

Yes

No

No

관측치
(그룹 수)

47,593

46,501

46,501

47,593 46,501 46,501 39,646 38,307
(7,936) (7,898) (7,898) (6,950) (6,909)

R2

0.851

0.850

0.852

0.849

자료 : 산업연구원 작성.
주 : *** 유의수준 1%, ** 유의수준 5%, * 유의수준 10%.

0.848

0.8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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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기보다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고 판단된다.18) 모형 (3)과 (6)에서 로그매출액, 수출더미, 외국인소유더
미의 결과는 예상과 부합하는 양(+)의 값이 도출되었다.
추정된 오프쇼어링의 생산성 효과는 오프쇼어링 비중 1% 증가에 대
한 생산성 최저 0.02% 증가(모형6 기준)에서 생산성 최고 0.13% 증가(
모형8 기준)로 도출되었다. 분석 대상 자료의 평균 오프쇼어링 비중은
0.09이다. 따라서 분석결과는 만일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오프쇼어링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0.18%~1.2%의 생산성
증가가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오프쇼어링 대표산업
<표 4-6>에는 오프쇼어링 대표산업군으로 구성된 자료만으로 추정
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사용된 직접수입액 변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한된 샘플 사용을 이용한 추정결과 역시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
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생산성 증가에 대한 양(+)의 효과가 발견되며 통
계적으로도 유의수준 1%내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추정식(8) 제
외)19)

18) 본 보고서에서는 생략하였지만 R&D 투자액 비중대신 로그 R&D 투자액을 사용할 경우 통
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R&D 효과가 도출된다.
19) 1기의 시차변수를 포함하였을 경우, Arellano-Bond 추정에 대한 1차 자기상관검정 결과는
오차항에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여야 하고 2차 자기상관검정
에서는 귀무가설이 기각할 수 없어야 한다. 추정모형(7)의 경우 2차 자기상관에 대한 귀무
가설이 유의수준 10% 이내에서는 기각되나 유의수준 5% 이내에서는 기각되지 않음을 밝
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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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오프쇼어링과 생산성 추정결과 2(오프쇼어링 대표산업군)
log(TFP)

OLS
(1)

(2)

RE
(3)

(4)

(5)

GMM
(6)

(7)

(8)

log(TFP) t-1

0.913*** 0.912*** 0.853*** 0.808*** 0.804*** 0.699*** 0.622*** 0.593***
(0.003) (0.003) (0.006) (0.006) (0.006) (0.008) (0.035) (0.037)

off/va t-1

0.060*** 0.059*** 0.032*** 0.063*** 0.062*** 0.029*** 0.222*** 0.097
(0.007) (0.007) (0.007) (0.008) (0.009) (0.007) (0.076) (0.075)

dom/va t-1

0.007 0.007*
(0.004) (0.004)

0.006 0.006
(0.004) (0.004)

0.004
(0.020)

R&D/va t-1

-0.002 -0.001
(0.003) (0.002)

-0.002 -0.001
(0.003) (0.002)

-0.0004
(0.001)

log(sales) in
2006

0.038***
(0.002)

0.091***
(0.003)

D.export t

0.006*
(0.003)

0.008**
(0.004)

foreign

0.021***
(0.004)

0.026***
(0.006)

Time FE

Yes

Yes

Yes

Yes

Yes

Yes

No

No

Industry FE

Yes

Yes

Yes

Yes

Yes

Yes

No

No

관측치
(그룹 수)

34,980

34,283

34,283

34,980 34,283 34,283 28,850 28,195
(5,907) (5,877) (5,877) (5,154) (5,133)

R2

0.830

0.829

0.832

0.829

0.828

0.825

-

-

자료 : 산업연구원 작성.
주 : *** 유의수준 1%, ** 유의수준 5%, * 유의수준 10%.

3) 기업규모별 오프쇼어링 효과
오프쇼어링을 통한 생산비용의 절감 그리고 이를 통한 생산성 변화
의 효과는 기업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를 확인해 보
기 위해서는 우선 분석 대상 각 기업을 대기업 및 중소·중견기업으로
구분지은 후 각 집단별 별도의 추정이 필요하지만 분석자료인 기업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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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사에는 해당기업의 대기업, 중소기업 여부가 명시적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다. 또한, 현행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지정기준이 동일하
지 않으며 그에 필요한 변수의 종류가 상이한 문제로 인하여 기업정보
를 사용하여 각 기업을 대기업, 중견,중소기업으로 정확히 정의하기엔
상당한 가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
기업을 지정한 후 그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기업을 중견 및 대기업으로
분류하였다.
매출액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을 정의할 시,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상에
서는 제조업 6개 업종에 대하여서는 평균매출액 1,500억 원 이하를 중소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조업 12개 업종은 평균매출액 1,000억 원
이하, 그리고 이외 6개 업종에 대하여서는 평균매출액 800억 원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여러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일 경우
제1매출액 기준으로 업종을 지정하게 된다.20) 하지만 기업활동조사 자
료를 이용할 경우, 앞서 언급하였듯이 동일한 기업의 업종이 전 분석 기
간 동안 변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기업별 분석 기
간 동안의 최다업종을 그 기업의 대표 산업으로 지정한 바 있다. 따라서,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상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중소기업을 판별
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었고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 기간 평균
매출액 1,000억 원 이하의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그 이상인 기
업을 중견·대기업으로 분류한 후 분석을 진행하였다.21)

20)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록3>을 참고하면 된다.
21) 중소기업기본법상에서 중소기업은 매출액 등의 규모기준과 자산총액의 상한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또한 계열관계에 따른 판단 기준으로서 독립성
기준역시 충족이 요구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매출액 기준(규모
기준)을 가용한 자료와 분석 목적에 맞게 변경하여 적용하였음을 재차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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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전체 및 오프쇼어링 대표산업에 대한 생산성 효과 추정 시에
는 OLS, RE, GMM 방식의 다양한 추정방법을 적용하였지만, 기업규모별
분석시에는 임의효과모형(random effect estimation) 방식으로만 분석을
시도하되 중소기업샘플과 중견·대기업 샘플로 구분하여 추정을 시도
하고 뿐만 아니라 전체 샘플에서 중소기업더미변수를 생성한 후 차별적
인 오프쇼어링 효과 파악을 시도해보는 등 추정 방법론보다는 적용 방
식의 다양화를 시도하였다.
<표 4-7>에는 기업규모별로 추정한 오프쇼어링이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가 제시되어 있다. 우선 모든 유형의 추정식에서 양(+)의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생산성 증가 효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추정식(2)와 (3)
에서는 추정식 (5), (6)의 경우와는 다르게 양(+)의 국내소싱 효과가 발
견되었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비하여 대기업의 경우에는 국내소싱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국내소싱 역시 생산성 증가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오프쇼어링 효과에 비하여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추정 대상 샘플을 중소기업과 중견·대기업으로 분리하여 추정할 경
우, 발견된 오프쇼어링 효과의 방향은 비교할 수 있지만 그 추정된 효과
의 절대적인 수치를 비교할 수는 없다. 즉, 샘플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으
로 분리하여 각각의 경우에 오프쇼어링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해보았을 때, 모든 경우에서 생산성에 대한 오프쇼어링의 긍적적인 효
과가 발견되었음을 알 수 있었지만, 어느 경우에서 오프쇼어링의 효과
가 더 큰지는 파악하기 불가능하다. 따라서, 추정식 (7)과 (8)에서는 중
소기업 더미변수를 생성한 후 전체 샘플을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가 제
시되어 있다. 추정결과 오프쇼어링 비중 1%의 증가는 평균적으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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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오프쇼어링과 생산성 추정결과 3(기업규모별)
log(TFP)

대기업
(1)

(2)

중소기업
(3)

(4)

(5)

Pooling
(6)

(7)

(8)

log(TFP) t-1

0.827*** 0.824*** 0.803*** 0.751*** 0.746*** 0.688*** 0.759*** 0.712***
(0.009) (0.010) (0.011) (0.007) (0.007) (0.008) (0.006) (0.007)

off/va t-1

0.043*** 0.054*** 0.047*** 0.022*** 0.022*** 0.018*** 0.054*** 0.040***
(0.011) (0.012) (0.012) (0.003) (0.002) (0.004) (0.012) (0.012)

off/va t-1
*sme

-0.032* -0.021*
(0.012) (0.012)

dom/va t-1

0.021*** 0.023***
(0.008) (0.008)

0.003 0.003 0.004 0.004
(0.004) (0.004) (0.004) (0.004)

R&D/va t-1

-0.018 -0.024
(0.031) (0.029)

-0.002 -0.001 -0.002 -0.002
(0.003) (0.002) (0.003) (0.002)

log(sales) in
2006

0.024***
(0.004)

0.085***
(0.004)

0.065***
(0.003)

D.export t

-0.0004
(0.008)

0.006*
(0.003)

0.005*
(0.003)

foreign

0.014**
(0.006)

0.030***
(0.006)

0.022***
(0.005)
-0.200*** -0.096***
(0.006) (0.007)

sme
Time FE
Industry FE
관측치
(그룹 수)
R2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10,596 10,378 10,378 36,997 36,123 36,123 46,501 46,501
(1,399) (1,389) (1,389) (6,537) (6,509) (6,509) (7,898) (7,898)
0.818

0.817

0.816

0.760

0.757

0.753

0.848

0.847

자료 : 산업연구원 작성.
주 : *** 유의수준 1%, ** 유의수준 5%, * 유의수준 10%.

의 생산성을 0.04% 증가시키나 (추정식 8기준) 중소기업의 경우는 그렇
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생산성 증가효과가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중견·대기업의 경우 오프쇼어링 비중 1% 증가는 0.04% 생산성 증가에
해당되나 중소기업의 오프쇼어링 효과는 그 효과가 감소된 약 0.0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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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가설이 본 분
석을 통하여 통계적으로 검증되었다 할 수 있다.
4) 기술집약도별 오프쇼어링 효과
오프쇼어링은 분업화된 국제생산을 의미하고 따라서 국제 분업생산
<표 4-8> 산업별 기술집약도 분류
4점 척도, 1=low, 4=high

KSIC(중분류)

기술집약도

21
26
27
3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4
4
4
4

20
28
29
3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
3
3
3

19
22
23
24
2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2
2
2
2
2

10
11
12
13
14
15
16
17
18
32
33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 제외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가구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1
1
1
1
1
1
1
1
1
1
1

자료 : OECD(2011)을 이용하여 산업연구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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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는 생산기술의 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기업이 속해있는 업종의 기술
집약도별 오프쇼어링의 생산성 효과를 살펴보았다. 각 산업별 기술집약
도는 연구개발 집약도를 기반으로 산업의 기술집약도(technology intensity) 분류를 시도하였던 OECD(2011)의 분류방식을 적용하였으며 기술
집약도에 따라 전 산업을 4개의 그룹으로 구성한 결과(KSIC 중분류)는

<표 4-9> 오프쇼어링과 생산성 추정결과 4(기술 수준별)
log(TFP)

1
(1)

2
(2)

(3)

3
(4)

(5)

4
(6)

(7)

(8)

log(TFP) t-1

0.869*** 0.775*** 0.866*** 0.773*** 0.826*** 0.689*** 0.776*** 0.690***
(0.009) (0.012) (0.009) (0.013) (0.009) (0.013) (0.011) (0.013)

off/va t-1

0.055*** 0.029** 0.021*** 0.010 0.029*** 0.024*** 0.053*** 0.027**
(0.013) (0.013) (0.007) (0.009) (0.005) (0.002) (0.014) (0.011)

dom/va t-1

-0.033** -0.003* -0.003 -0.003 0.029*** 0.027*** 0.007** 0.008**
(0.002) (0.002) (0.006) (0.006) (0.008) (0.008) (0.004) (0.004)

R&D/va t-1

0.019*** 0.019*** -0.031 -0.029 -0.041 -0.040 -0.003 -0.002
(0.002) (0.001) (0.019) (0.019) (0.051) (0.043) (0.003) (0.003)

log(sales) in
2006

0.075***
(0.005)

0.070***
(0.005)

0.097***
(0.005)

0.083***
(0.006)

D.export t-

0.005
(0.005)

-0.003
(0.005)

0.008
(0.005)

0.015
(0.010)

foreign

0.010
(0.011)

0.013
(0.009)

0.039***
(0.007)

0.039***
(0.015)

Time FE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Industry FE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관측치
(그룹 수)
R2

9,321
9,321 10,090 10,090 17,166 17,166 9,924
9,924
(1,645) (1,645) (1,693) (1,693) (2,786) (2,786) (1,774) (1,774)
0.914

0.910

0.878

0.878

자료 : 산업연구원 작성.
주 : *** 유의수준 1%, ** 유의수준 5%, * 유의수준 10%.

0.839

0.838

0.782

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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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에 나타나 있다.
<표 4-9>에는 기술집약도를 기준으로 샘플을 분리하여 추정한 오프
쇼어링의 생산성 효과가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경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오프쇼어링의 생산성 증진효과가 발견되었으며
(추정식4 제외), 그 효과는 생산성 1% 증가 시 0.02% 증가에서 0.06%
증가로 추정되었다. 또한, 국내소싱의 경우 저기술 산업에서는 생산성
에 부정적인 효과를 지니나 기술 수준이 높아질수록 국내소싱 역시 생
산성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앞의 기업규모별
분석에서의 대기업 추정결과와 유사한 결과로서 오프쇼어링은 기술
수준에 관계없이 전 산업에서 생산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나 국
내소싱의 경우 제한적으로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5) 자본집약도별 오프쇼어링 효과
오프쇼어링의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Antras(2003)
과 Antras and Helpman(2004)의 연구에 따르면, 자본집약도가 높을수
록 분업생산에서 연구개발, 제품 디자인 등을 담당하는 헤드쿼터의 역
할이 높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자본집약도에 따라 아웃소싱에 비하여
수직통합에 의한 분업생산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된다. 해외분업생
산의 경우 역시도 자본집약도가 높을 경우 해외아웃소싱 대신 수직적
FDI의 선택확률이 높아진다고 예상할 수 있다. 물론, 본연구의 목적은
오프쇼어링의 형태별(수직통합 또는 아웃소싱) 분석이 아니라 수직통
합과 아웃소싱을 포괄하는 오프쇼어링 전체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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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예측에 의해 자본집약도에 따른 오프쇼어링의 생산성 효과의
변화를 예상하기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자본집약도는 오프쇼어링 행
위에 있어 중요한 변수라고 판단되기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속해있
는 산업의 자본집약도에 따른 차별적인 오프쇼어링의 효과를 추가적
으로 살펴보았다.
산업별 자본집약도는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도
출하였으며, 본 연구의 분석 기간 중간 연도에 해당하는 2011년도 자료
를 이용한 결과를 분석 기간 동안의 대표 자본집약도로 간주하였다. 한
편, 자본집약도(K/L)는 KSIC 중분류별로 도출하였고 산업별 유형자산총
액을 총급여액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였으며 2011년도의 자본집약도
가 중위값 이상인 산업을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정의하고 그 이하인 산
업을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정의하였다.22)
오프쇼어링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자본집약도에 따라 추정해본
결과는, <표 4-10>, 전체 제조업에 대하여 추정해본 결과와 큰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자본집약적인 산업에서나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오프쇼
어링은 전반적으로 생산성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
되었으며 이에 따라 샘플을 분리하지 않고 자본집약도 더미변수를 이용
한 추정에서 (추정모형7~8) 자본집약도와 오프쇼어링의 교차항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도출되지 않았다.
반면, 국내소싱의 생산성에 대한 양(+)의 효과는 오직 자본집약적 산
업에서만 나타났는데 자본집약적일수록 국내소싱에 의존할 확률이 크
22) 자본집약도 상위 3개 산업은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KSIC 19), 1차금속 제조업
(KSIC 2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KSIC 20)로 도출되었고 하위 3개 산
업은 기타,제품 제조업(KSIC 33),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KSIC 15),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KSIC 14)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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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오프쇼어링과 생산성 추정결과 5(자본집약도별)
log(TFP)

자본집약적
(1)

(2)

노동집약적
(3)

(4)

(5)

Pooling
(6)

(7)

(8)

log(TFP) t-1

0.827*** 0.824*** 0.803*** 0.751*** 0.746*** 0.688*** 0.822*** 0.713***
(0.009) (0.010) (0.011) (0.007) (0.007) (0.008) (0.005) (0.007)

off/va t-1

0.043*** 0.054*** 0.047*** 0.022*** 0.022*** 0.018*** 0.044*** 0.016**
(0.011) (0.012) (0.012) (0.003) (0.002) (0.004) (0.017) (0.008)

off/va t-1
*kratio

-0.002 0.0004
(0.002) (0.001)

dom/va t-1

0.021*** 0.023***
(0.008) (0.008)

0.003 0.003 0.004 0.004
(0.004) (0.004) (0.004) (0.004)

R&D/va t-1

-0.018 -0.024
(0.031) (0.029)

-0.002 -0.001 -0.002 -0.002
(0.003) (0.002) (0.003) (0.002)

log(sales) in
2006

0.024***
(0.004)

0.085***
(0.004)

0.087***
(0.003)

D.export t

-0.0004
(0.008)

0.006*
(0.003)

0.006**
(0.003)

foreign

0.014**
(0.006)

0.030***
(0.006)

0.028***
(0.005)
0.009 -0.002
(0.006) (0.007)

kratio
Time FE
Industry FE
관측치
(그룹 수)
R2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10,596 10,378 10,378 36,997 36,123 36,123 46,501 46,501
(1,399) (1,389) (1,389) (6,537) (6,509) (6,509) (7,898) (7,898)
0.818

0.817

0.816

0.760

0.757

0.753

0.848

0.846

자료 : 산업연구원 작성.
주 : *** 유의수준 1%, ** 유의수준 5%, * 유의수준 10%.

고 이에 따라 생산성 증가효과가 나타난 것이라 판단되며 앞서의 결과
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 오프쇼어링 효과에 비하여 그 효과는 보다 약하
게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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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프쇼어링과 고용
(1) 분석절차
오프쇼어링의 고용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추정을 위하여 우선
Hijzen et al.(2011)과 Lee, Mitra, Ranjan(2017)에서 사용된 주요 설명변수
를 참조한 후 식(2)의 생산성 효과 추정모형과 유사한 동적패널모형을
설정하였고 그 추정모형은 다음과 같다.

(3)

위 식(3)의 종속변수는 Lijkt는 t년도 j산업, k지역의 기업 i의 총고용자
수를 의미하고 주요 설명변수인 OFFijk, t-1은 생산성 추정에서과 같은 오
프쇼어링 변수이다. 또한 오프쇼어링의 반대개념이지만 국내소싱변수
역시 기업의 고용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다면 오프쇼어링의
효과와 대비되는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DOMijk, t-1도 설명변수로 사용
되었다. 대다수 선행연구에서 발견되었듯이 기업의 고용 수준 및 증가
율은 수요충격과 깊은 관련성을 지닌다. 따라서 기업의 판매제품에 대
한 수요충격요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전년도 로그매출액값, lnSalesijk, t-1
을 주요 설명변수에 포함시켰다.
로그매출액이 주요 설명변수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주요 설명변수 이
외에 기업의 특성을 통제한 통제변수로는 초기 연도 수출기업인지 여부
를 나타내는 초기수출더미변수와 경영특성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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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소유기업더미 변수가 사용되었다. 또한, 고용 증가의 지역적 특성
을 반영하기 위하여 생산성 추정식과는 다르게 고용효과 추정에서는 산
업고정효과, 연도고정효과 이외에 지역고정효과도 포함하여 분석을 진
행하였다.
추정모형 식(3)에 대한 추정방식은 생산성 효과 추정과 같은 방식으
로 진행하였다. 우선, 다른 추정결과와의 비교를 위한 일반최소자승법
(OLS) 분석을 시도하고 임의효과모형(random-effect estimator)과 GMM
타입의 Arellano-Bond estimator의 추정을 적용하였다. 또한, 사용된 오
프쇼어링 변수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추정모형 (식
(3))을 제조업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해본 후, 강건성 검정을 위하여 제조
업 중 오프쇼어링 대표산업으로만 구성된 샘플에 추가적으로 적용하였
다. 마지막으로 생산성효과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오프쇼어링의 고용
효과를 기업규모별, 기술집약도별, 그리고 자본집약도별로 파악해 보았
으며 이때에는 임의효과모형으로만 추정을 진행하였다.

(2) 분석결과
1) 제조업 전체
제조업 전체에 대한 오프쇼어링의 고용 효과에 대한 추정결과는 <표
4-11>에 제시되어 있다. 예상과 부합하게 고용 수준 및 증가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전년도의 고용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설명변수를 고려치 않고 고용의 과거값과 오프쇼어링 전기변수만 고려
(모형1, 4, 7)하였을 시, 추가적인 설명변수를 고려(모형 2, 5, 7)할 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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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오프쇼어링과 고용 추정결과 1(제조업 전체)

log(L)

OLS
(1)

(2)

RE
(3)

(4)

(5)

GMM
(6)

(7)

(8)

log(L) t-1

0.966*** 0.908*** 0.907*** 0.949*** 0.868*** 0.867*** 0.423*** 0.534***
(0.002) (0.003) (0.003) (0.002) (0.004) (0.004) (0.048) (0.039)

off/va t-1

0.004 -0.002 -0.003 0.005 -0.0001 -0.001 0.080 0.099
(0.004) (0.002) (0.003) (0.004) (0.002) (0.002) (0.072) (0.070)

dom/va t-1

-0.002 -0.002
(0.001) (0.001)

-0.002 -0.002
(0.001) (0.001)

0.001
(0.001)

log(sales) t-1

0.050*** 0.049***
(0.002) (0.002)

0.068*** 0.067***
(0.003) (0.003)

0.014
(0.009)

D.export
in 2006

0.004***
(0.002)

0.010***
(0.003)

foreign

0.005
(0.003)

0.011***
(0.004)

Time FE

Yes

Yes

Yes

Yes

Yes

Yes

No

No

Industry FE

Yes

Yes

Yes

Yes

Yes

Yes

No

No

Regional FE

Yes

Yes

Yes

Yes

Yes

Yes

No

No

관측치
(그룹 수)

48,266

48,266

48,266

48,266 48,266 48,266 39,947 39,947
(8,022) (8,022) (8,022) (7,037) (7,037)

R2

0.920

0.922

0.922

0.920

0.921

0.921

-

-

자료 : 산업연구원 작성.
주 : *** 유의수준 1%, ** 유의수준 5%, * 유의수준 10%.

기업통제변수를 고려(모형 3, 5)한 경우 모두에서 오프쇼어링의 고용효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통계적 유의
성을 무시하더라도 추정된 효과(계수값)은 0에 가까울 정도로 작은 수
치로 도출되었다.23)
23) 1기의 시차변수를 포함하였을 경우, Arellano-Bond 추정에 대한 1차 자기상관검정 결과는
오차항에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여야 하고 2차 자기상관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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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오프쇼어링과 고용 추정결과 2(오프쇼어링 대표산업)

log(L)

OLS
(1)

(2)

RE
(3)

(4)

(5)

GMM
(6)

(7)

(8)

log(L) t-1

0.963*** 0.900*** 0.899*** 0.943*** 0.856*** 0.854*** 0.415*** 0.539***
(0.002) (0.003) (0.003) (0.003) (0.005) (0.005) (0.051) (0.044)

off/va t-1

0.017*** -0.009 -0.014 0.023*** -0.004 -0.010 -0.110 -0.061
(0.006) (0.008) (0.009) (0.006) (0.008) (0.009) (0.081) (0.074)

dom/va t-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log(sales) t-1

0.055*** 0.054***
(0.002) (0.002)

0.076*** 0.075***
(0.003) (0.003)

0.016
(0.011)

D.export
in 2006

0.005*
(0.003)

0.009***
(0.003)

foreign

0.014***
(0.004)

0.022***
(0.005)

Time FE

Yes

Yes

Yes

Yes

Yes

Yes

No

No

Industry FE

Yes

Yes

Yes

Yes

Yes

Yes

No

No

Regional FE

Yes

Yes

Yes

Yes

Yes

Yes

No

No

관측치
(그룹 수)

35,522

35,522

35,522

35,522 35,522 35,522 29,338 29,338
(5,974) (5,974) (5,974) (5,222) (5,222)

R2

0.916

0.918

0.918

0.916

0.917

0.917

-

-

자료 : 산업연구원 작성.
주 : *** 유의수준 1%, ** 유의수준 5%, * 유의수준 10%.

모형 (3)과 (6)에서 초기 연도 수출더미, 외국인소유더미의 결과는 예
상과 부합하는 양(+)의 값이 도출되었고 국내소싱은 생산성과 마찬가지
로 고용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고
에서는 귀무가설이 기각할 수 없어야 한다. <표 4-11>과 표 <4-12>의 추정모형(7)과 (8)의
경우 2차 자기상관 검정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분석의 결과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음을 밝혀둔다. 하지만, 주요변수인 오프쇼어링의 고용효과가 발견되지 않았으므
로 결과의 해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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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수준 이외에 고용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전년도 로그매출
액으로 파악되었고 이는 선행연구 결과 및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2) 오프쇼어링 대표산업
사용된 직접수입액 변수의 단점을 제한된 샘플 사용을 통하여 보완한
경우의 추정결과 역시 비슷하게 도출되었다. <표 4-12>에는 오프쇼어링
대표산업군으로 구성된 자료만으로 추정된 결과가 제시되어 있는데 대
부분의 경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오프쇼어링의 고용 효과가 발견
되지 않았다(추정식 (1), (4) 제외).
또한, 추정식 (1)과 (4)의 경우도 추가적으로 매출액 증가를 통제할 시
오프쇼어링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상실되었다. 이는 오프쇼어링이 고
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효과라기보다는 오프
쇼어링이 생산성 증가를 통한 수요증가로 이어져서 매출액 증가가 고용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기여하는 간접적인 영향일 가능성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3) 기업규모별 오프쇼어링 효과
기업규모별로 살펴본 오프쇼어링의 고용효과 추정 <표 4-13>에서는
생산성 효과 분석과는 다르게 오프쇼어링의 효과가 기업규모별로 확연
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대체로 대기업의 경우 양(+)의 고용효과가
발견되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며(추정모형 1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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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오프쇼어링과 고용 추정결과 3(기업규모별)
log(L)

대기업
(1)

(2)

중소기업
(3)

(4)

(5)

Pooling
(6)

(7)

(8)

log(L) t-1

0.951*** 0.901*** 0.899*** 0.865*** 0.811*** 0.811*** 0.864*** 0.864***
(0.005) (0.007) (0.008) (0.004) (0.005) (0.005) (0.004) (0.004)

off/va t-1

0.024*** 0.007 0.005 -0.0003 -0.001 -0.002 0.012 0.009
(0.011) (0.012) (0.012) (0.002) (0.002) (0.002) (0.012) (0.012)

off/va t-1
*sme

-0.014 -0.012
(0.012) (0.012)

dom/va t-1

0.0001 0.00002
(0.007) (0.007)

-0.002 -0.002 -0.002 -0.002
(0.001) (0.001) (0.001) (0.001)

log(sales) t-1

0.058*** 0.058***
(0.007) (0.007)

0.059*** 0.058*** 0.056*** 0.055***
(0.003) (0.003) (0.003) (0.003)

D.export
in 2006

0.018**
(0.007)

0.008***
(0.003)

0.009***
(0.003)

foreign

-0.001
(0.007)

0.011**
(0.005)

0.008*
(0.004)
-0.062*** -0.061***
(0.006) (0.006)

sme
Time FE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Industry FE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Regional FE
관측치
(그룹 수)
R2

10,654 10,654 10,654 37,612 37,612 37,612 48,266 48,266
(1,401) (1,401) (1,401) (6,621) (6,621) (6,621) (8,022) (8,022)
0.931

0.932

0.932

0.799

0.801

0.801

0.921

0.921

자료 : 산업연구원 작성.
주 : *** 유의수준 1%, ** 유의수준 5%, * 유의수준 10%.

중소기업의 경우 오프쇼어링에 따른 고용감소의 가능성이 발견되지만
이 역시 통계적으로 0과 다를 바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정도의 명확
한 근거로서는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었다. 중소기업 더미변수를 이용
한 분석에서도(모형 7~8) 오프쇼어링과 중소기업더미변수의 교차항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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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는 (-)으로 나타나 샘플을 분리한 경우의 결과와 일관되는 방향으로 나
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4) 기술집약도별 오프쇼어링 효과
오프쇼어링의 생산성에 대한 효과분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용에
관하여서도 기술집약도별로 그 효과를 추정해 보았다. 우선 기술집약도
<표 4-14> 오프쇼어링과 고용 추정결과 4(기술 수준별)
log(L)

기술 집약도 1

기술 집약도 2

기술 집약도 3

기술 집약도 4

(1)

(3)

(5)

(7)

(2)

(4)

(6)

(8)

log(L) t-1

0.906*** 0.904*** 0.877*** 0.875*** 0.852*** 0.850*** 0.852*** 0.851***
(0.008) (0.008) (0.008) (0.008) (0.008) (0.008) (0.010) (0.010)

off/va t-1

-0.042*** -0.048*** 0.004 0.002 0.0004 -0.00002 0.005 0.003
(0.013) (0.013) (0.003) (0.003) (0.001) (0.001) (0.013) (0.013)

dom/va t-1

0.0001 0.0002 -0.010*** -0.010*** -0.004 -0.004 -0.004 -0.004
(0.0004) (0.0004) (0.003) (0.002) (0.003) (0.003) (0.003) (0.003)

log(sales) t-1

0.048*** 0.046*** 0.062*** 0.061*** 0.078*** 0.077*** 0.080*** 0.080***
(0.005) (0.005) (0.007) (0.005) (0.005) (0.005) (0.006) (0.006)

D.export
in 2006

0.014***
(0.005)

0.015***
(0.005)

0.015***
(0.004)

-0.006
(0.006)

foreign

0.023***
(0.009)

0.007
(0.008)

0.002
(0.006)

0.024**
(0.011)

Time FE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Industry FE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Regional FE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관측치
(그룹 수)
R2

9,816
9,321 10,488 10,488 17,608 17,608 10,354 10,354
(1,681) (1,645) (1,707) (1,707) (2,809) (2,809) (1,825) (1,825)
0.912

0.913

0.919

0.920

0.931

0.931

0.916

0.916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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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L)

Pooling
(1)

(2)

(3)

(4)

(5)

(6)

log(L) t-1

0.950***
(0.002)

0.875***
(0.004)

0.874***
(0.004)

0.949***
(0.002)

0.868***
(0.004)

0.867***
(0.004)

off/va t-1

0.001
(0.013)

-0.024*
(0.014)

-0.025*
(0.015)

0.001
(0.010)

-0.021
(0.014)

-0.022
(0.014)

off/va t-1
*tech

0.001
(0.004)

0.008*
(0.005)

0.008
(0.005)

0.002
(0.004)

0.007
(0.005)

0.007
(0.005)

dom/va t-1

-0.002
(0.001)

-0.002
(0.001)

-0.002
(0.001)

-0.002
(0.001)

log(sales) t-1

0.063***
(0.002)

0.062***
(0.002)

0.068***
(0.003)

0.067***
(0.003)

D.export
in 2006

0.008***
(0.002)

0.010***
(0.003)

foreign

0.011***
(0.004)

0.011***
(0.004)

tech

0.004***
(0.001)

0.006***
(0.001)

0.006***
(0.001)

0.005
(0.004)

0.003
(0.004)

0.003
(0.004)

Time FE

Yes

Yes

Yes

Yes

Yes

Yes

Industry FE

No

No

No

Yes

Yes

Yes

Regional FE

Yes

Yes

Yes

Yes

Yes

Yes

관측치
(그룹 수)

48,266
(8,022)

48,266
(8,022)

48,266
(8,022)

48,266
(8,022)

48,266
(8,022)

48,266
(8,022)

R2

0.920

0.921

0.921

0.920

0.921

0.921

자료 : 산업연구원 작성.
주 : *** 유의수준 1%, ** 유의수준 5%, * 유의수준 10%.

그룹별로 샘플을 분리한 후 별도로 추정하였을 경우(<표 4-14>), 앞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고용에 대한 영향
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기술집약도가 가장 낮은 산업군에서 음(-)의 고용
효과가 발견되며 그 정도는 오프쇼어링 비중 1% 증가 시 고용의 0.05%
감소(추정식2 기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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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산업별 기술 수준 변수와 오프쇼
어링과의 교차항 변수를 주요 설명변수에 포함한 후 추가적인 추정을 시
도해 보았다(<표 4-15>). 추정결과, 추정식(2)의 경우 오프쇼어링 변수의
추정부호는 양(+)으로 도출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오프쇼어
링과 기술집약도의 교차항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였
다. 이는 기술집약도가 낮은 경우 (값=1 또는 2) 오프쇼어링 증가에 따
라 고용이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반면, 중간 이상 정도의 기술집약
적 산업(값=3)에서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며 가장 높은 기술집약
적 산업(값=4)에서는 오프쇼어링이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
다. 따라서 추정식(2) 결과 오프쇼어링은 산업의 기술 수준에 따라 고용
에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 있을 가능성을 의미할 수 있지만, 추
정식(2)에서 발견된 효과가 모형의 변화에도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설
명변수를 추가하거나(모형3) 산업고정효과를 추가할 경우(모형 4~6) 통
계적 신뢰성이 사라지게 되어 추정식(2)로부터 도출된 결론은 강한 통
계적 기반에 근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5) 자본집약도별 오프쇼어링 효과
오프쇼어링의 고용효과는 산업의 자본집약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표 4-16>). 전체 제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프쇼어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불명확하게 도출되었
으며 생산성 분석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본집약도는 오프쇼어링
의 성과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단,
자본집약적 산업에서 국내소싱은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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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오프쇼어링과 고용 추정결과 5(자본집약도별)
log(L)

자본집약적
(1)

(2)

노동집약적
(3)

(4)

(5)

Pooling
(6)

(7)

(8)

log(L) t-1

0.960*** 0.894*** 0.893*** 0.935*** 0.837*** 0.836*** 0.868*** 0.867***
(0.003) (0.006) (0.006) (0.004) (0.006) (0.008) (0.004) (0.004)

off/va t-1

0.003 -0.001 -0.001 0.011 0.003 -0.0002 -0.001 -0.006
(0.004) (0.002) (0.003) (0.008) (0.003) (0.004) (0.006) (0.008)

off/va t-1
*kratio

0.0002 0.001
(0.001) (0.001)

dom/va t-1

-0.004*** -0.004**
(0.002) (0.002)

-0.0004 -0.0004 -0.002 -0.002
(0.001) (0.001) (0.001) (0.001)

log(sales) t-1

0.055*** 0.054***
(0.003) (0.003)

0.085*** 0.083*** 0.068*** 0.087***
(0.004) (0.004) (0.003) (0.003)

D.export
in 2006

0.008**
(0.004)

0.012***
(0.003)

0.010***
(0.003)

foreign

0.006
(0.006)

0.019***
(0.005)

0.011***
(0.004)
0.015 0.019
(0.014) (0.014)

kratio
Time FE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Industry FE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Regional FE
관측치
(그룹 수)
R2

20,721 20,721 20,721 27,545 27,545 27,545 48,266 46,266
(3,472) (3,472) (3,472) (4,550) (4,550) (4,550) (8,022) (8,022)
0.926

0.927

0.927

0.911

0.913

0.913

0.921

0.921

자료 : 산업연구원 작성.
주 : *** 유의수준 1%, ** 유의수준 5%, * 유의수준 10%.

는데 자본집약적 산업에서 국내소싱 증가가 생산성을 증가시킨 것으로
도출된 앞서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국내소싱이 일정 정도 고용을
감소시키고 이를 통한 생산비용 절감이 생산성 증가로 연결돼 나타난
결과라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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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시사점을 모색하기에 앞서
연구의 결과와 관련성이 높은 리쇼어링 정책의 현황에 대해 우선적으로
파악해 본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기초 및 현황분석, 그리고 정량분
석의 주요 결과와 종합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리쇼어링 정책과 관련
한 시사점에 대해 고찰해 본다.

1. 리쇼어링 정책 현황
(1) 한국의 리쇼어링 관련 정책 현황
1)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는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에 관한 효율적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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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체계를 마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
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U턴기업 지원법)을 제정하였다.
해당 법령에서 밝힌 제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확대 및 해외 현지 경영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
내복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복귀를 위한 해외 현지 사업장의 청
산ㆍ양도 또는 축소 절차가 복잡하고 국내복귀 시 국내법에 따른 관세의
부과 및 국내사업장 입지 확보가 어렵기 마련이다. 또한, 해외진출기업
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증
설하는 등 국내복귀를 하는 경우 이를 지원 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
정하여 조세감면 및 자금지원 등 각종 지원을 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 및 정착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국내복귀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진출기업은 해외사업장을 유지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
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활성화법의 지원 대상기업은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2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
는 경우와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하거나 생산량을 50% 이상 축소하
는 경우가 해당된다(기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해외사업장 유지 가
능). 또한, 해외사업장의 업종과 국내에서 신·증설하여 운영할 사업장
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와(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동일 기준) 해외사
업장과 국내 신·증설하여 운영할 사업장의 실질적 지배자가 동일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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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해당된다.
한편, 2017년에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국내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제지원 대상과 지역을 확
대하고 해당 요건을 완화하였다.24)
완전복귀 기업의 경우 모든 기업에 소득·법인세 100%(5년), 50%(2
년) 감면, 중소기업에 관세를 면제하고 부분복귀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에 소득·법인세 100%(3년), 50%(2년) 감면, 중소기업에 관세 50%를 감
면한다.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U턴 기업 세제지원 대상을 중견기업
까지 확대하고 지역을 수도권 중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을 추가할 예
정이다. 또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해외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한 것을 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부분 축소하는 것으
로 보아 감면을 적용한다.
2) 정부 지원
한편 KOTRA는 국내복귀 희망 기업에 대해 구조조정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해외사업장을 청산, 양도 또는 축소하고자 하는 기업이
KOTRA에 등록된 컨설팅회사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할 때 비용의 일부
를 지원하는 것이고 적합성이 인정되는 경우 컨설팅 비용의 50%~70%를
(중국은 CNY 50,000, 베트남은 USD 5,000 한도) 컨설팅회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24)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를 참고하였다.

신·증설

신·증설

신·증설

신·증설

청산 또는 양도
수 미보유 유지 또는 생산량 축소
도
권 보유 청산 또는 양도
생산량 축소

신·증설

신·증설

신·증설

신·증설

신·증설
비 미보유
유지 또는 생산량 축소 신·증설
수
도
청산 또는 양도
신·증설
권 보유
생산량 축소
신·증설

청산 또는 양도

청산 또는 양도
수 미보유 유지 또는 생산량 축소
도
권 보유 청산 또는 양도
생산량 축소

신·증설

신·증설

신·증설

신·증설

국내
사업장

구조조정
관세
컨설팅
감면
보조금
입지

설비

보조금

자료 : KOTRA ‘국내복귀기업종합가이드’에서 재인용.
주 : * 중견기업의 신·증설 사업장이 수도권 인접지역인 경우 입지보조금지원 불가.

중
견
기
업

중
소
기
업

복귀유형

해외
사업장

청산 또는 양도
비 미보유
유지 또는 생산량 축소
수
도
청산 또는 양도
권 보유
생산량 축소

기존
기업 복귀
국내
유형 지역
사업장
고용
보조금
E-7

인력지원

<표 5-1> 국내복귀기업의 유형별 지원사항

E-9

자금융자
법인세
보증료
(중소기업
또는 소득세
우대·할인
진흥공단)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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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리쇼어링 관련 정책 현황
미국은 유턴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법률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
나, 제조업 활성화 정책을 통해 국내·외 제조업체의 국내 생산 활동 유
지 및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1년 6월, 오바마 대통령은 기업, 학계 및 정부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 첨단제조업 육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첨단제
조업파트너십(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이하 AMP) 설치를
발표하였고, AMP 설치에 이어 백악관 내에 제조업정책사무소(Office of
Manufacture Policy),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 이하 PCAST) 내에 AMP 운영위원
회(AMP Steering Committee)를 설치하며 정부 제조업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2012년 AMP 운영위원회가 제안하여 PCAST가 채택한 미국의 제조업
활성화 정책은 혁신 환경 조성, 인재 육성 및 기업 환경 개선 등 3부문으
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법안 및 행정조치로서 실행되었다.

<표 5-2> 미국의 제조업 활성화 정책
혁신 환경 조성
· 제조업혁신네트워크 조
성 연구
· 첨단제조개발 투자

인재 양성

기업 환경 조성

· 지역대학 및 기업 지원
펀드

· 세제개편

· 군인자격증 및 라이센싱
태스크포스 구성

· 산업보호

· 천연가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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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혁신 환경 조성
혁신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국가차원의 제조업혁신네트워크(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이하 NNMI)를 구성하였고 첨
단제조 부문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제조업혁신네트워크
(NNMI)는 2012년 3월 오바마 대통령의 10억 달러 투자 제안으로 시작되
었으며, 첨단제조업 육성을 위한 신기술 개발 및 활용 촉진, 기술 기반 산
업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NNMI는 미국 국방부, 에
너지부 및 상무부, 국가과학재단 및 NASA 등으로 구성된 국내 제조업혁
신센터로서 2016년 3월 기준 7개의 혁신세터가 운영 중25)이다.
또한, 첨단제조 R&D 투자 확대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도 제
조업의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첨단제조 부문 R&D 지원에
22억 달러의 예산 배정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19% 증액한 규모
이다. 위 투자는 첨단소재분야 R&D 투자를 위한 소재게놈이니셔티브
(Materials Genome Initiative), 국가의 로봇 개발 프로젝트인 국가로보틱
스이니셔티브(National Robotics Initiative)를 포함한다.
2) 인재 양성
인재 양성 부문으로는 지역 대학 및 기업 지원펀드(Community College to Career Fund) 운영, 군인자격증 및 라이센싱 태스크포스(Military
Credentialing and Licensing Task Force) 설치 등이 주요하다. 지역 대학
25) http : //www.now.go.kr/ur/poliTrnd/UrPoliTrndSelect.do?screenType=V&poliTrndId=TRND
0000000000028890&pageType=002&currentHeadMenu=1&currentMenu=12/2017.07.2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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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업 지원펀드는 첨단 제조업 등 고성장 산업에 대한 인력 육성을 위
한 80억 달러 지원이 골자이며, 군인자격증 및 라이센싱 태스크포스는
첨단 제조업 관련 민간 자격증과 라이센스 취득 지원을 통해 퇴직 군인
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3) 기업 환경 조성
기업 환경 조성은 세제개혁, 천연가스 자원의 안전한 개발 및 국내 산
업 보호가 포함된다. 세제개혁에 해당하는 법인세의 경우 35%에서 28%
로 인하하고, 제조업의 경우 최대 25%까지 인하, 해외소득에 대한 최저
세 도입, 첨단제조업에 대한 세금 공제 확대 등이 골자이다. 또한, 트럼
프 정부는 지난 4월 법인세 15%로 인하, 해외소득에 대해 10% 송금세 과
세, 제조업의 설비투자즉시 송금 등 세제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산업 보호 측면에서 불공정 무역 사례 감독 및 방지를 위해 무역집행
부(Trade Enforcement Unit)를 설립하여 (특히)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
행, 지식재산권 침해 행태를 견제하고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주
정부의 경우 연방정부와 마찬가지로 유턴기업에 한정한 정책적 지원은
제공하지 않지만, 지역 내 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 환경 개선 차원에서 투
자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및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 주요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한 2006년 이후의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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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국내 제조 기업의 생산성 및 고용 변화에 대한 오프쇼어링의 영
향을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제인 오프쇼어링은 기업의 생산
전략의 일종으로서 생산 공정이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 분업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생산 공정의 일부를 해외의 생산거점에 위탁하는 생
산 방식을 의미한다. 한편, 이러한 해외생산의 형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에 기업의 해외생산을 일컫는 데에 있어 여러 용어가 혼재되
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해외직접투자, 아웃소
싱, 글로벌 가치사슬(GVC), 리쇼어링 등 기업의 해외생산과 관련한 여
러 용어에 관해 정리해 보았으며 이를 통하여 혼재된 용어들 사이의 관
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학술적으로 오프쇼어링은 해외 자회사를 통한
중간재 생산인 수직적 FDI와 계약을 통하여 분업 관계가 형성되는 해외
아웃소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되기에 본 연구에서도 이를 차
용하였으나 제3장의 현황분석에서는 오프쇼어링을 보다 넓은 개념으로
설정하여 수평적 FDI 역시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한편, 해외의 생산
공정을 본국 또는 제3국으로 이전시키는 의미의 리쇼어링은 오프쇼어
링의 대체 개념이자 보완적 개념이 될 수 있으며 글로벌 가치사슬의 경
우 오프쇼어링과 다른 개념이 아니라 기업적 관점에서 살펴본 글로벌 가
치사슬 분석이 바로 오프쇼어링 분석이라는 견해를 도출하였다.
제2장의 선행연구 분석에서는 생산성과 고용에 대한 오프쇼어링 효
과를 분석하였던 기존의 실증 연구결과를 요약하였다. 문헌 연구 결과,
분석에 사용된 기간과 자료의 종류, 변수의 정의 방식에 따라 분석결과
에 차이가 존재하게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오프쇼어링 변수를 포함
한 기업 자료의 접근이 제한적인 문제로 인하여 관련 실증 연구가 충분
히 진행되어오지 못한 면모도 확인할 수 있었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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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는 기업이고 따라서 기업의 이질성을 고려한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이
라 할 수 있는 오프쇼어링 실증분석은 여전히 그 중요성을 지닌다고 생
각된다. 장기간의 패널자료로 구축된 한국의 기업데이터를 이용하여 오
프쇼어링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실증 연구결과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중대한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다양한 출처를 통해 나타나는 국내외 오프쇼어링 현황
에 대하여 확인해보았다. 국제산업연관표와 부가가치 무역통계에서 나
타나듯이 1990년대 이래로 중간재 무역증가율과 교역량은 급속히 증가
하여 왔으며 전 세계적으로 해외생산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증가 경향을
확인하였다. 세계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국내의 경우에도, 수출액에
서 차지하는 국내 부가가치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해외 부가가치의 비
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 기업의 활발한 해외생산 분업의 경향
이 나타났으나 다만 최근 들어 중간재교역 증가의 정체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해외생산의 증가 경향에도 국내 부가가치의 절대치는 증가
된 것으로 나타나 해외 부가가치의 비중이 증가하였다고 하여 국내 생
산이 위축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즉, 부가가치 무역통계를 분석한
결과는 한국기업의 오프쇼어링 및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는 지난 10여
년간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이를 통해 국내 기업 역시 혜택을 누리
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중소 및 중견기업의 실태분석결과로부터 한
국 기업들에게 있어서 오프쇼어링 및 해외진출은 여전히 중요한 경영전
략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향후 오프쇼어링을 확
대하려고 계획 중인 기업들이 리쇼어링을 추진하려는 기업보다 월등히
많음도 알 수 있었다. 집계된 통계에서나 기업단위 미시적 설문조사 분
석으로도 우리나라의 오프쇼어링은 여전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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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그 이유는 기업들 자체적으로 오프쇼어링을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
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제3장의 오프쇼어링 현황에 대한 분석은 제2장에서의 오프쇼어
링의 정의 방식으로 측정한 현황이 아니라 오프쇼어링을 간접적으로 가
늠할 수 있는 글로벌 가치사슬과 수평적 FDI를 포함하는 해외진출의 현
황에 의존하고 있음을 재차 밝혀둔다. 본 연구의 정의방식대로 오프쇼
어링 통계가 존재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현황 파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
겠지만, 오프쇼어링을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기업단
위 자료 역시 제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프쇼어링의 효과
측정이 중요한 상황에서 분석 대상 자료가 부족한 점은 향후에도 관련
자료 및 통계의 체계적인 구축이 상당히 필요함을 시사한다. 제4장의 정
량분석은 기업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되었고 엄밀한 의미의 오프쇼어
링을 측정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지만 여전히
기업의 오프쇼어링을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만일, 조사 대상
기업이 각 생산 품목별 최종 생산에 있어 해외생산을 수행하고 있는지
와 해외생산의 성격과 비중 여부, 또한 각 기업의 고용자별 세부 정보가
추가된 기업 자료를 패널데이터의 형태로 국가기관에서 장기적으로 구
축해 나간다면 해외의 기업데이터에 비하여서도 우수하고 희소성을 지
니는 데이터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정책과 직결될 수 있는 보다 구체적
이고 엄밀한 분석결과 및 관련 연구의 생산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4장에서는 오프쇼어링의 성과분석에 관한 절차와 그 결과가 제시
되어 있다. 정량분석은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로 진행하였고 분석 가능
한 기간인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장기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진행
되었다. 분석 대상 샘플을 제조업 기업에 국한하였고 각 연도별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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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코드가 변경되는 문제점을 보정한 후 진행하였다. 해외의 방식대로
오프쇼어링 변수는 제조기업의 직접수입액을 사용하였으나 이 역시 문
제점을 내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한 분석의 결과 역시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생산성은 총요소생산성으로 측정하여 사용하였다.
우선, 전체 샘플을 대상으로 오프쇼어링과 생산성의 관계를 규명해
본 결과, 대다수의 경우에서 오프쇼어링 참여와 오프쇼어링 비중 증가
는 생산성 증가와 직결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분석 대상 산업을 제조
업 내에서 원료가 아닌 중간재 위주로 직접 수입할 가능성이 높은 오프
쇼어링 대표산업으로 한정시켰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생산성에 대한
긍정적인 오프쇼어링 효과가 발견되었다. 오프쇼어링의 효과를 보다 구
체화시키기 위하여 조사 대상 샘플을 기업의 규모별, 산업별 기술집약
도, 그리고 자본집약도로 분리한 후 재추정해 보았다. 분석의 결과 기술
집약도 및 자본집약도와 관계없이 오프쇼어링은 모든 산업군에서 기업
의 생산성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만 기업규
모별 효과에서는 차이를 드러냈다. 중소기업보다 중견·대기업에서 오
프쇼어링을 통한 생산성 증가는 약 1.7배 정도 크게 추정되었는데 이는
규모가 큰 대기업에서 오프쇼어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으며 해외에서의 상대기업 탐색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하여
중소기업에서 오프쇼어링의 효과를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
으로 나타났을 수 도 있다. 주로 특정 유형의 기업집단에서(수직적 FDI
참여, 수출기업 등) 오프쇼어링의 생산성 증가효과가 발견된 해외의 주
요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서 긍정적인 효과
가 발견된 본 연구의 결과는 오프쇼어링의 긍정적인 생산성 효과를 뒷
받침하는 보다 강한 증거라 생각된다. 다만, 분석 기간과 자료가 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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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 역시 차이가 나는 점과 그리고 오프쇼어링 변수의 설정을 해외의
연구에 비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 측정하였기에 나타났을 가능성도 일
정 부분 존재한다. 국내의 연구와 비교해 보았을 때, 오직 서비스 오프쇼
어링의 생산성 증가효과만 발견된 기존 연구와의 차이는 산업연관표에
기반한 기존의 분석과 기업데이터에 기반한 본 연구 분석 방식의 차이
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던 박문수(2010)
의 연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제조업에 대한 생산성 증가효과는 분석 기
간을 확대하였기에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즉, 산업데이터 사용과 단
기간의 분석 기간 설정 시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국내 기업의 오프쇼어
링을 통한 생산성 증가의 이득이 본 연구에서 발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오프쇼어링의 참여 또는 확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
거나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전체를 대상으로 추정해 보았
을 때 오프쇼어링의 고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
며 통계적 유의성을 무시하더라도 추정된 효과는 0에 가까울 정도로 작
은 수치로 도출되었다. 오프쇼어링 대표산업군으로 구성된 자료만으로
추정해 보았을 때에도 발견된 오프쇼어링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매출
액 증가를 통제할 시 상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에 미치는 주
요 요인은 매출액이고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오프쇼어링이 매출액에
영향을 미쳐서 고용에 파급되는 간접적인 오프쇼어링의 고용효과만 제
한적으로 발견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오프쇼어링의 효과가 기업규
모별로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대체로 대기업의 경우 양(+)의
고용효과가 발견되고, 중소기업의 경우 오프쇼어링에 따른 고용감소의
가능성이 발견되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이 상실되어 고용에 미치는 명확
한 근거라 할 수 없었다. 생산성 분석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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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도는 오프쇼어링의 고용효과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도출되었다. 다만, 기술집약도별로 오프쇼어링의 고용효과
를 판별해 보았을 때, 일부 추정모형에서 기술 수준에 따라 기술집약도
가 높은 산업군에서는 오프쇼어링이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으며 낮은 산업군에서는 고용 감소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발견
되었다. 일반적으로 기술 수준이 낮은 산업군에 속해있는 저기술 노동
자는 그렇지 않은 산업의 노동자에 비하여 자본 등으로의 대체 가능성
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에서는 해외고용의 확대가 국내 고용 창출
로 연결되기보다는 국내 고용의 대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
해 부정적인 고용효과가 나타난 것이라 보여진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
역시 추정방식의 변화나 추가적인 변수를 통제할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었다.
해외의 연구에서는 오프쇼어링의 고용효과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효
과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우세한 편이다. 즉, 분석의 자료와 방법을
차별화한 다수의 해외 연구결과에서 오프쇼어링을 통한 부정적인 고용
효과가 결국 비용감소와 생산성 증가로 연결되어 종합적인 고용효과는
긍정적이거나 또는 미미한 영향이라는 결과가 대다수였다. 오프쇼어링
의 고용에 대한 명확한 영향이 발견되지 않은 본 연구의 결과 역시 해
외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정량분석은 생산성
과 고용의 효과를 별도로 파악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즉, 생산성 효
과분석에서 명확한 증가효과가 발견되고 고용효과를 파악할 시 별도로
생산성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기에 오프쇼어링의 고용과 관련한 부정적
효과가 존재할 지라도 생산성 증가와 상쇄되어 고용에 미치는 종합적
인 영향이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단, 비록 약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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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이기는 하지만 기술집약도에 따라 차별적인 고용효과가 발견된 사실
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에서도 발견되었듯이, 오프쇼어링이
고용에 미치는 경로는 다양하기에 오프쇼어링이 단순히 고용의 증가 또
는 감소효과로 귀결되기보다는 일정 조건에 따라 그 효과가 부정적이거
나 긍정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생산성 분석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의 선행연구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 역시 분석 기간과 분석방식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최근 해
외 연구의 경향처럼, 국내의 연구에서도 향후에는 오프쇼어링과 관련한
외생적인 충격을 이용하여 오프쇼어링이 고용에 미치는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고 차별적인 고용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
는 기술집약도 등의 여타 요인에 대한 파악을 심도 깊게 진행해 볼 필요
가 있을 것이다.
제5장의 1절에서는 리쇼어링과 관련한 정책 및 제도에 대하여 간략하
게 살펴보았다. 리쇼어링 추진에 가장 적극적인 미국의 경우 혁신 환경
조성, 인력 양성, 기업 환경 조성 등의 제조업활성화 정책을 통하여 리쇼
어링 확산을 도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U턴기업 지원법을 마련
하고 KOTRA를 통해 유턴기업의 구조조정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등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직·간접적으로 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외로 나간 기업 중 지난해 국내로 돌아온 유턴 기업
은 4곳에 그치는 등 그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인건비,
세금 등 국내의 높은 생산비용으로 인해 해외진출기업은 국내로의 복귀
를 주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현황분석과 정량분석결과 모두를 종합하여 볼 때, 국내의 제조 기업
은 오프쇼어링을 통하여 일정 정도 생산성 증가의 이득을 누리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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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오프쇼어링을 중요한 경영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상황이라 여겨진
다. 즉, 오프쇼어링의 긍정적인 효과인 생산성 증가는 명확하나 고용
에 대한 부정적인 면모는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의 오프쇼어링 분석
에 포함되지 않는 변수들이 기업의 리쇼어링 선택 및 성과에 있어 중요
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본 연구를 통하여 리쇼어링의 효과를 직접적으
로 예측할 수는 없다. 하지만, 리쇼어링 정책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기업
의 오프쇼어링이 위축된다면 본 연구를 통해 발견된 국내 기업의 생산
성 및 경쟁력 증가의 이득은 감소될 수밖에 없다. 즉, 무조건적인 리쇼
어링의 확대를 유도하는 산업정책의 추진이 오프쇼어링의 위축으로 이
어진다면 대폭의 고용 증가보다는 기업 경쟁력 약화라는 부작용만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추론 가능하다. 그렇다면 리쇼어링 정책의 확
대 추진은 신중히 진행될 필요가 있고 OECD(2016)의 연구결과에서 언
급되었듯이 리쇼어링과 오프쇼어링은 대체관계이기보다는 보완관계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일 리쇼어링 확대를 유도하더라도 오프
쇼어링과 보완적인 관계로 병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분석 중 오프쇼어링을 통한 생산성 증가는 전 산업에서 발
견되지만 고용에 관한 부정적인 영향은 저기술 산업군에서만 제한적으
로 발견되었다. 일반적으로 기술집약도가 낮은 산업일수록 규모가 열악
하고 자본 수준이 낮으며 따라서 저임금국가로의 생산기지 이전을 통
한 생산성 증가를 도모하는 경향이 크다. 이러한 경우, 저기술 산업의
생산공정이 국내로 복귀하려면 국내에서의 경영환경 개선이 보장되어
야 하고 이는 적절한 세제 지원과 더불어 공정의 스마트화 촉진 등의 전
반적인 경영환경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내 경영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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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되어 해외생산을 통한 비용감소보다 국내 생산에서의 이득이 크다
고 판단하는 기업들의 경우 국내로의 복귀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고 이를 통해 생산성 손실의 최소화와 부수적인 국내 고용의 확대도 기
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 글로벌 기업
들에서 최근 리쇼어링 현상이 나타났는데 자동화 설비 구축 확대 등의
자국 내 생산성 향상에 따른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리쇼어링을 선택했
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기업이 활동하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의 자발적 판단에 따라 오프쇼어링 및 리쇼어링 여부를 결정한다면 각
각의 부정적인 요인은 최소화되며 오프쇼어링과 리쇼어링이 보완관계
로 진행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의 제고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존재함을 언급한다.
본 연구가 기업차원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점으로 인해 고용 관련 분석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오프쇼어링에 의해 중간부품을
해외에서 생산하여 수입하는 경우 대부분 부품 관련 활동은 당해기업 자
체가 아니라 그 기업의 계열 내지 하청관계의 회사가 담당하는 현실에서
해외에 진출해도 당해기업이 아닌 관련기업이 진출하기 때문에 고용과
관련한 영향이 낮을 수 있다. 산업 차원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모
두 고려되기 때문에 분석에서 왜곡의 가능성이 낮지만 기업단위의 계량
분석을 하면 이 점이 차별화 포인트가 되는 동시에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오프쇼어링 및 리쇼어링과 관련한 추가 연구에 있
어서는 기업패널데이터 사용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고려한 정밀한 방법
론의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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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오프쇼어링 및 리쇼어링 사례 조사
오프쇼어링 사례
S전자의 베트남 사례
글로벌 전자업계는 글로벌 가치사슬(Gloval Value Chain) 구축을 통해 새로운 생존 전략
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공정이 해외로 이전되는 오프쇼어링 현상이 나타
난다. 그간 우리 전자업계의 생산기지는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중국을 거쳐 베트남
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의 제조원가 상승과 협소한 시장을 극복하기 위해 다수
의 신흥국으로 생산 거점을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 전자업계는 2000년 초
반 중국으로 많이 진출하였으나 2013년경부터 베트남으로 해외생산 거점 이전이 두드러
진다고 할 수 있다.
S전자는 2009년 베트남 북부 박닌성 예풍공단에 연산 1억 4,000만대 규모의 스마트폰
공장을 가동했다. 2015년에는 하노이 타이응우옌성 예빈공장에도 연산 2억 4,000만대 규
모의 스파트폰을 생산하면서 베트남이 S전자의 최대 스마트폰 생산기지로 거듭나고 있
다. S전자의 타이웅우옌성 공장에 투자는 기존 투자액 20억 달러에 30억을 추가하여 모두
50억 달러에 달한다. 베트남 S전자법인은 전체 스마트폰 생산의 50%를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전 세계 판매량의 절반을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는 셈이다. 베트남의 경우 2008년
까지 스마트폰 수출을 하지 않다가 S전자가 진출한 이후 수출액이 2011년 68억 달러에서
2013년 215억 달러, 2015년 306억 달러로 성장하고 있다.
이어 2016년 상반기에는 호치민 ‘사이공 하이테크파크’에 DTV를 비롯한 소비자 가전
(CE)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제품 생산을 시작하였다. 이 복합단지의 규모는 70만㎡(약 21
만평)이고 투자금액은 20억 달러 수준으로 나타났다. S전자의 가전 복합단지는 첨단기술
의 전자제품 연구개발 및 생산을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S전자가 베트남 생산설비에 투
자한 금액은 약 110억 달러로 추정되며 베트남 내에서 가장 큰 외국인투자자로서의 영향
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S전자는 베트남 총 수출액의 약 20% 정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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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전자의 부품 계열사인 S전기는 2015년부터 하노이 타이응우옌성 빈공장에 31만㎡
규모의 생산공장을 가동하여 칩부품과 카메라 모듈 등 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S전기
는 S전자 베트남 공장과 같은 단지에 있어서 S전자의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과 회로기판
을 납품하기 적합하다.
S디스플레이는 2015년 하노이 근처 박닌성 옌풍공단에 모듈 공장을 건설하였다. 이 곳
에서는 한국에서 생산한 유기발관다이오드(OLED)와 액정표시장치(LCD) 패널을 모듈화
해 스마트폰 공장에 공급한다.
베트남에서 S전자는 대규모 스마트폰 R&D센터 건립과 연구개발 인력 증원을 통해 현
지 생산력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S전자는 베트남의 우수인력을 육성하고 연구개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베트남 현지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제 S그룹은 베트남에서 전자산업을 성공을 거둔 후속사업으로 보헙, 광고 등의 사업
진출을 강화하고 있다.

S그룹 전자계열사의 베트남 투자 현황
단위 : 억 달러, 천명

양산시기

생산품목

투자액

인력

2009.4

스마트폰, 태블릿
PC, 웨어러블기기

30

80

2014.3

스마트폰, 태블릿
PC, 전자엑세서리

50

40

2016.2Q

가전 제품

14

20

S SDI

2010.7

배터리 패키지

1.2

1.5

S전기

2014.8

칩부품, 카메라
모듈 등 전자부품

12.3

10

S디스플레이

2015.3

디스플레이

30

9

S전자

자료 : 주대영(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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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의 리쇼어링 사례
글로벌 스포츠용품업체인 아디다스는 2017년 중으로 운동화 생선거점을 중국과 베트
남에서 독일 본토로 전격 이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1993년 값싼 노동력을 찾아 개발도상
국으로 생산라인을 옮김 후 24년 만에 본국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아디다스를 독일로 불
러들인 것은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스마트 공장’이다.
독일 안스바흐에 설립한 스마트 공장 ‘스피드팩토리’에서는 사람의 손이 아닌 로봇의 팔
이 운동화를 만들고 있다. 이 공장은 2015년 말에 완공되어 현재는 시험 가동 중인 상황으
로 정식 가동에 들어갈 경우 연간 50만 켤레의 운동화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아디다스의 스피드 팩토리 투자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 사례로 여겨지고 있다.
스마트 공장은 각 공정마다 장비에 센서를 부착하여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
여 이 정보를 계속 축적하여 최적 생산 타이밍을 잡아내는 생산설비라 할 수 있다.
아디다스 스마트 공장은 제품 트렌드를 분석해 이를 디자인 부서와 생산라인에 즉각 반
영하도록 하는 IoT 시스템을 갖췄다. 에를 들어 인기스타 선수의 골 세리머니 등을 신발에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도 있다고 한다.
물론 운동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로봇이 만드는 완전한 자동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 에를 들어 기존 제조 방식으로는 약 120단계의 과정이 필요한
운동화 제조 공정에서 운동화 끈을 키우는 것 같이 섬세한 작업은 아직까지 로봇의 적용
이 어렵다고 한다.
그리고 아디다스의 생산 시설은 현재 90% 이상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당장 이전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중국ㆍ베트남 등지의 공장에서는 아디다스 운동화가 사
람 손으로 일일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들 나라에서도 인건비가 오르고 근로자가 힘든 일
을 기피하면서 생산직 기술자를 채용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즉, 아시아 의존도를
점차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제조 혁신이 독일과 미국에
스마트 공장을 건설하는 투자로 이어진 것이다. 실제로 독일과 미국의 스피드팩토리는 연
간 각각 운동화 50만 켤레를 생산할 뿐이다. 이는 지난해 아디다스가 생산한 3억6000만
켤레의 0.3%에 불과하다. 때문에 스피드팩토리만으로는 당장 아시아 공장이 생산하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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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은 운동화 상품을 기획하고 디자인한 뒤 완제품으로 나오기까지 약 18개월이 소요
된다. 원ㆍ부자재를 조달하고, 이를 부속품으로 만든 뒤 다시 부속품을 손으로 조립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단계마다 공급망 관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낡은 제
조 방식은 트렌디한 디자인을 빨리 소비하고 싶어하는 고객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 스피
드팩토리는 이 과정을 몇 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한다. 아디다스는 지난달 3D 프린터
를 이용해 운동화를 만드는 기술을 도입하기도 했다. 스마트 공장과 3D 프린팅 기술은 제
품을 사용할 최종 소비자로부터 가까운 곳에서 최신 유행 제품을 신속하게 만들어 공급하
는 유통 혁신이기도 하다. 스마트 제조는 대량 생산보다는 소수를 위한 맞춤형 고급 제품
을 만드는 데 더 적합하다. 이 때문에 스피드 팩토리는 대량 생산 공장의 리쇼어링보다는
고급 프리미엄 제품을 시장이 있는 곳에서 만들어 공급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 아디다스
의 경쟁사인 나이키와 언더아머 등도 스마트 공장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구체
적인 계획을 발표한 곳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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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기업단위 총요소생산성 추정방법
본 연구에서의 LP-TFP 추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다음의 식(1)과
같은 콥더글라스(Cobb-Douglas) 생산함수에서 출발한다.26) 1)
(1)
여기서 는 기업의 생산량(또는 매출액)의 로그값이며 와

는임

금지출액과 재료비의 로그값으로서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생
산요소(freely variable input)이다. 는 상태변수(state-variable)로서 현재
년도의 자본을 의미하는데 본 추정에서는 유형고정자산 변수를 이용하
였다. 매출액 및 여타 금액변수들의 경우 추정에 앞서 물가상승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실질화한 후 분석에 사용한다.
와 는 교란항(error term)의 구성요소로서 상태변수(state-variable)
인 는 관찰되지 않는 생산성 충격이며 는 여타 설명변수와 비상관관
계를 지니는 순수한 교란항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생산성의 일종인
는 기업의 생산요소 선택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나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치 않고 위 식(1)을 일반최소자승법(OLS)
로 추정할 시 생산요소에 대한 계수값의 일치성(consistency)이 보장되
지 못하게 되는 동시성 문제(simultaneity problem)가 발생하게 되며 이
에 따라 잔차항으로 도출된 총요소생산성 수치 역시 편기(biased)된 값
일 가능성이 높다.
26) 콥더글라스 생산함수 이외에도 trans-log 생산함수 등의 다양한 생산함수형태로 확장이 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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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ley-Pakes 방식과 Levinson-Petrin 방식의 총요소생산성 추정방법은
관찰되지 않는 생산성 충격과 생산요소 선택과의 내생성 문제를 극복하
며 생산함수 추정을 시도하는 방식으로서 Olley-Pakes 방식은 관찰 불가
능한 생산성 충격의 대리변수로 투자액(investment)를 사용하는 반면,
Levinson-Petrin 방식은 중간재투입액(intermediate input)을 생산성 충격
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총요소생산성 도출을 시도한다. 사용하는 대
리변수의 차이 이외에는 두 방식에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
반적으로 생산성 추정에 사용하는 기업 자료에서 가용할 수 있는 변수
에 따라 두 방식중 하나를 선택하여 생산성을 추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LP-TFP 방식을 선택하였으므로 Levinson-Petrin 방식 위주로 보다 구체
적인 분석 방법을 기술해 나간다.
중간재

에 대한 수요는 기업의 상태변수에 해당하는 와 의 함

수라 가정하며,

, 또한 중간재 수요함수를 생산성변수

인 에 대하여 단조증가(monotonically increasing)함수라 가정하게 되
면 관찰 불가능한 생산성 는 와

의 관찰가능한 두 변수의 함수,

, 로 표현이 가능해 진다. 마지막으로 생산성이 1계 마
르코프 프로세스(first-order Markov process)를 따른다는 가정을 이용하
면 다음의 식(2)과 같이 생산성을 두 요소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2)
여기서 는 생산성 충격(productivity innovation)으로서 자본 와는
관계가 없지만 다른 생산요소인 노동 와는 상관성을 지닐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잠재적인 동시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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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를 이용하여 초기의 생산함수 (1)을 다시 표현하면 다음의 식 (3)
과 같이 표현되게 된다.

(3)
이때,
이제 을 다음과 같이

추정한 후

를 도출하면 최종적으로 생산성이라 할 수 있는 변수가 다음의 식(4)를
이용하여 도출이 가능하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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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중소기업 지정 기준표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6개 업종)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식료품 제조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12개 업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음료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6개 업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그 밖의 제품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자료 : 중소기업범위해설(2014), 중소기업청.

분류기호
C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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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7
C24
C28
C32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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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2
C13
C16
C19
C20
C22
C25
C26
C29
C30
C31
D
F
G
C11
C18
C21
C23
C27
C33
E
H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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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평균매출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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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Abstract

An Assessment of Offshoring Performance for
Korean Manufacturing Firms
Jaeyoon Lee et al.(jlee177@kiet.re.kr)
Offshoring refers to the shifting part of operational process such as
assembling from one country to another county. Since 1990s, many
firms all over the world have adopted offshoring as a business strategy, and so have the Korean firms. Some statistics show that the foreign
value added as a share of gross exports has increased while the domestic one has decreased in Korea. That is, the offshoring by Korean
firms or their participation in the global value chain has increased over
the last few decades, which also implies that the firms has benefited
from offshoring.
Even with a growing number of offshoring firms along with greater
interest, there exists a lack of studies that examine and discus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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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ness of offshoring in Korea. This study contributes to fill the
gap by conducting an empirical analysis using Korean firm-level data.
Survey of Business Activities (SBA), which is carried out annually by
Statistics Korea targeting firms with at least 50 full-time employees and
300 million KRW or more capital stock, provides information of firms
such as the number of workers,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and
transaction among domestic and overseas enterprises. Using the information from the SBA for recent 10 years, 2006-2015, we construct
a set of firm-year level panel data and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offshoring on firm performance. In this study we focus on the manufacturing firms and measure the firm performance by productivity and
employment. We find a positive effect of offshoring on productivity;
firms tend to show higher productivity level as they offshore. The results are quite robust to a range of sub-samples with different levels of
firm size, technology intensity, and capital intensity. However, we find
little evidence of effectiveness of offshoring on employment. The estimated effects are not only very small but also statistically insignificant.
The results are consistently insignificant with various sub-samples :
different levels of firm size, technology intensity, and capital intensity.
The fact that Korean firms have benefitted productivity gain by adopting offshoring strategy and have not strongly affected domestic labor
demand indicates the downside of offshoring strategy in labor market,
which might be offset by the cost-advantage gains from foreign production.
This study consists of five chapters. The first chapter provides the
background; why we need this type of study and what we expect to
learn from conducting this analysis. In Chapter 2, the key concepts
are clarified. In the previous studies, there exist various definitions of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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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shoring depending on the scope and/or the purpose of analyses.
We discuss them and define the offshoring and other key terms of this
study. We also explore the previous studies on the effectiveness of
offshoring in Chapter 2. In Chapter 3, the current status of offshoring
worldwide and in Korea is analyzed. Chapter 4 includes the empirical analyses. It examines and discusses the effectiveness of offshoring
on productivity and employment.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follow in Chapter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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