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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 GVC)의 확산이 국가 산업 전략과 교역을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GVC의 확산은 기업경영 전략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환경변화를 인지하고 이에 대응
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은 당연히 기업 자신의 몫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적  및 물적 자원의 한
계를 가진 중소기업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정부차원에서 지
원할 수 있는 대응과제를 도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담당자의 사고 전환이
다. 정책 담당자는 국내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 정책이 GVC의 확산으로 인한 글로벌 환경의 변화를 인지해야 한
다. GVC의 확산은 정책 담당자가 종합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수출 제조업 중심의 사고에서 벗
어나 고부가가치를 생성할 수 있는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의 국제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원정책을 제공해야 한다. GVC의 확산은 GVC상에서 고부가가치를 생성하는 사슬로 
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의 패러다임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주제어 : 중소기업, 글로벌가치사슬, 지원정책, 국제화, 글로벌화 

Abstract  The proliferation of GVC(Global Value Chain) requires the changes of paradigm on national 
industrial strategy and trade. It also provides multiple implications on business strategy. The business itself is 
the main agent which recognizes environmental change and establishes counterstrategy. This study is based on 
the necessity of support for small-medium sized companies in governmental level, since they are personally and 
materially vulnerable. This study is emphasize on deriving matching tasks of supporting globalization of 
companies at governmental level. The spread of GVC requires policy makers' comprehensive view and inspires 
us that we should focus and provide strategic supports on not only manufacturing business but also high 
valued service industry as well.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supporting policies for expansion of 
globalization of companies. The proliferation of GVC means to enter into the chain which creates high values. 
This is exactly the same as the paradigm of creative economy which our government pursues consta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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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 : GVC)과 련

된 연구 자료는 WTO 사이트에 잘 정리되어 있다. 학문

으로는 미국의 록펠러 재단 등이 지원하면서 듀크 학

과 국의 서섹스 학을 심으로 운 되는 The Global 

Value Chains Initiative의 사이트를 통해 GVC에 한 연

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WTO(World Trade Organization)는 GVC를 상품  

서비스의 생산단계가 여러 단계로 분화되고 각각의 단계

가 어느 한 국가가 아니라 비용의 경쟁력이 있는 국가에

서 발생하며 각 단계별로 가치가 창출되는 새로운 패러

다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는 상품의 생

산  매가 기획, 디자인, 원료부터 부품생산, 반제품생

산, 완제품생산, 포장, 수송, 매에 이르기까지 세분화된 

단계를 거치는데 각각의 단계들이 각기 경쟁력이 있는 

다른 국가에서 발생하는 상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GVC를 거시 인 에서 각국은 자국 기업들이 

로벌가치사슬 상에서 차지하는 치를 정확히 악하는 

것이 무역정책 수립의 기 가 될 것이다. GVC의 에

서 향후 무역거래의 자유화가 진 될수록 선진국의 경우

에는 기술 신, R&D, 디자인과 이들의 융합 등이 보이지

는 않으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특화하는 동시

에 발 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반면 개도국이나 개발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낮

은 제조업 분야의 단순조립 공정을 담당하는 역할을 담

당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책 담당자는 자국의 산업과 

기업들이 GVC 상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역할로 

환이 가능하도록 정책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미시 인 에서 소기업의 국제화를 고려해 보면 

GVC 상의 다양한 사슬과 역할에 국내 소기업들을 편

입시키고 진입시키기 한 정책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다수 소기업들이 국제 상품시장에서 다국 기업들

과 경쟁 계라기 보다는 다국 기업의 가치사슬 반에 

걸쳐 암묵 인 분업 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를 해 소기업 스스로 신을 통해 자신의 부가가치

를 상승시키기 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GVC의 개념에 해 거시  은 물론 

미시  에서 연구가 반 으로 미미한 것이 실이

다. 그러나 OECD(2007) 등에서는 소기업의 국제화를 

진하기 해 자국 소기업들이 로벌가치사슬에 보

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소기업의 시각에서 GVC를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한 자국 소기업에 한 정책

 배려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GVC를 이해하고 국내 소기업의 

GVC 편입을 활성화하며 지원하기 한 정책지원과제를 

도출하는데 있다. GVC 내 업을 통한 국내외 기업들의 

로벌 경쟁력 강화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업 

략 인 시사 을 발굴하고자 한다. 기업 사례분석은 미

시 인 시각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실질 인 로그램이

나 사업뿐만 아니라 근본 인 정책방향을 설립하는데도 

유용한 시사 을 제공해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국제화 

 GVC의 개념에 한 이해도를 높이기 해 선행연구

와 GVC의 이해에 필요한 이론  배경과 최근 GVC 련 

논의 동향을 정리하 다. 한 소기업의 국제화와 

로벌화에 한 개념을 소개하고 소기업이 로벌 시장

에 진입하는 다양한 형태와 략을 정리하 다. 

제3장에서는 국내 소기업들이 국내외 기업이 지

배하는 GVC에 편입되는 유형을 해외 소재 로벌기업

으로의 편입, 국내 진출 로벌 기업으로의 진입, 국내 

기업 GVC로의 편입 사례 등을 소개하고 이의 시사 을 

논의하 다. 제4장에서는 최근 GVC 개 동향의 시사

과 사례분석의 시사 을 종합하여 정책과제를 도출하

다. 정책과제는 GVC의 정책 로그램을 도출하기 해 

필요한 실질 인 지원 로그램을 제안하기 앞서 갖추어

야 할 사안과 소기업의 GVC 편입을 활성화하기 한 

사업과제로 분류하여 논의를 개하 다. 

2. 선행연구 및 글로벌가치사슬의 이해

2.1 선행연구

박우종⋅박 호(2012)는 공 사슬 경쟁력을 강화시키

는 소기업의 핵심역량이 상생 력 활동의 성과에 미치

는 향에 해 분석한 결과 8개의 가설 에서 6개를 채

택하 다. 역량에서는 개발역량이 신뢰부문에서는 력

문화가 기술 신부분에서는 제품 신, 공정 신, 외부기

술 신 모두 채택되었으며 공 사슬경쟁력 한 상생

력 성과에 유의하게 채택되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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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태⋅정진우(1997)는 기업과 소기업의 양극화

를 기업생태계의 에서 보면 상생 력의 부재로 인해 

가치사슬의 고리가 약해졌다고 하 다. 기업 경쟁력의 

3가지 차원은 제품개발, 조립생산, 공 사슬 등이며 이 

 공 사슬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기업과 소기업 간

의 력 계가 매우 요하다고 제시하 다. 따라서 

기업의 제품경쟁력은 소기업의 기술역량이 큰 향을 

미치며 방의 신뢰구축은 상생 력의 기반이 된다고 주

장하 다[4].

한정화⋅이종욱⋅김기찬(2006)은 기업과 소기업

의 상생 력과 련하여 국내 15개 유형별 상생 력 사

례분석을 통해 재 우리나라의 기업과 소기업 간 

력 계가 공동 연구개발이나 신제품개발 등과 같은 장

기  신역량 강화를 한 력활동이 미흡함을 지 하

고 있다. 개방형 신의 패러다임 하에서는 기업이 가지

고 있는 내부역량 뿐만 아니라 외부역량을 어떻게 활용

하는지가 요하다고 분석했다[5]. 

김기찬 외(2006)는 기업과 소기업의 상생 력 발

모델을 제시하면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생태계

를 한 기업 사이 상생 략의 핵심과제는 부품경쟁력, 

연결경쟁력, 열린 신경쟁력 등으로 이를 높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부품경쟁력과 연결경쟁력이 재의 공 사

슬 경쟁력을 나타낸다면 열린 신경쟁력은 미래 공 사

슬 경쟁력을 높여 다. 부품경쟁력, 연결경쟁력, 열린 

신경쟁력을 해서는 소기업의 역량강화의 길, 신뢰구

축의 길, 열린 신의 길을 닦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5]. 

이병호(2008)는 소기업 수출역량과 해외마  제

휴선의 역량간의 상호작용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분석에서 기업이 보유한 해외마  제휴선의 역량

과 기업의 비용 역량은 한국 소기업의 수출성과에 유

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기술역량

과 제품차별화 역량은 부분 으로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

나 소기업들은 아직까지 비용에 의존한 수출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외부 해외마  제휴선에 의존하고 있음

을 제시했다[1].

최낙균(2013)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로벌가치사슬

을 포착하기 해 세계투입산출표와 사회경제계정을 이

용하고 1996-2009년 기간  세계 주요 15국  20개 산

업별로 무역의 고용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분석하 다. 

분석결과 첫째, 우리나라 수출의 고용유발 구성비는 지

속 으로 증가하지만 고용유발계수는 빠르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리나라 수출구조는 노동 약

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고 노동보다는 ⋅  

노동을 상 으로 더 유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6]. 

본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소기업

들이 국내외 기업이 지배하는 GVC에 편입되는 다양

한 유형에 해 자세히 소개하고 이의 시사 을 논의하

고자 한다. 한 국내 기업들이나 문 로벌화 행 

기구 등의 사례에 해서도 소개하고자 한다. 더불어 최

근 GVC 개 동향의 시사 과 사례분석의 시사 을 종

합하여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2.2 글로벌 가치사슬의 이해   

2.2.1 글로벌 가치사슬의 주요 이슈

로벌 교역을 GVC의 에서 보게 되면 국가 간의 

산업 경쟁력에 한 통  시각이 달라져야 함을 알 수 

있다. GVC라는 에서 국가 간의 산업 경쟁력을 정확

히 단하기 해서는 국가 간 는 기업 간의 분업구조

와 교역상에 분배되는 부가가치의 배분을 정확히 악하

는 것이 요해 졌다는 것이다. 

원자재의 생산에서부터 최종재를 완성하는 로벌 생

산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산업과 국가를 분석하

여 최종 수요국을 기 으로 양자 간 교역에서의 부가가

치 수출입규모를 산정함으로써 통 인 교역을 이해하

는 방식에 과거와는 다른 시각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

다. 우리가 수출을 이해하는 시각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De Becker and Yamano(2012)는 각국의 수출에서 

간재 등의 수입 성격이 차지하는 비 을 1995년과 2005

년을 비교하여 보여주었다. [Fig. 1]에서 한국의 경우 

1995년도 약 30%에서 2005년도 약 40%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수치는 분석 상 40개국 가운데 10번째로 

높은 수치로서 한국보다 수출에서 차지하는 수입비 이 

높은 국가는 체로 한국보다 산업경쟁력이 약하다고 인

식되는 국가들이다[10]. 

룩셈부르크가 1 를 차지했는데 1995년 40% 약간 넘

는 수치에서 2005년에 60%에 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수출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 이 증가하고 있으나 상

할 수 있는 것처럼 1995년 약 10%에서 2005년 20% 정도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사례 및 지원과제에 관한 연구

162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4 Jul; 12(7): 159-175

로 낮게 나타났다.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미국은 1995년 

약 10%에서 2005년에 20%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국의 경우 약 16% 정도에서 2005년 30%에 못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특정 수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 해외로부터 

유입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로 산정되기 

불가능한 간재의 비 이  품목에 걸쳐 반 이상을 차

지하고 있다. [Fig. 2]에서 기장비의 경우 수출품을 생

산하는데 사용된 수입 간재의 비 이 2009년 76%를 

차지해 국내 산업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

다. 제조업 심으로 섬유의류 약 50%, 화학 약 60%, 일

반기계  수송 장비는 약 50% 이상으로 나타나 우리나

라 주요 산업의 수출의 질이 매우 높지 않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unit : %)

Source : International Comparative Evidence on Global Value 

Chains, Koen De Backer & Norihiko Yamano,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Working Papers 

2012/03.

[Fig. 1] Import Ratio into Export each Nation 
(unit : %)

Source : Korea, OECD/WTO TRADE IN VALUE-ADDED 

(TIVA) INDICATORS(2013). 

 [Fig. 2] Import intermediate materials Ratio Utilized 
in the Export production each Nations 

2.2.2 글로벌 가치사슬의 형성 요인

로벌 가치사슬은 상품의 기획, 생산, 매에 이르는 

기업 가치사슬의  과정이 로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 로벌 가치사슬은 어느 기업 

가치사슬의  단계에 걸쳐 기업조직  기업 간 거래의 

분화와 통합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함으로써 로벌 

생산사슬, 로벌 상품사슬  로벌 분배사슬 등의 개

념을 포 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로벌 가치사슬이 형성되는 요인으로는 기업 간 경

쟁의 증가, 운송수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신흥개도

국의 렴한 공 업체의 등장, 무역자유화로 인한 기업

략의 변화 등을 꼽을 수 있다.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됨

에 따라 기업들은 자신의 경쟁력 제고를 해 고부가가

치 핵심역량  활동에 집 하고 비 핵심활동은 외주화

하는 상이 발생한다. 

[Fig. 3]에서 다국 기업은 수평  기업과 수직  기

업으로 구분하는데, 이러한 개념의 차이에 따라 아웃쇼

싱(Outsourcing)과 오 쇼어링(Offshoring)의 개념으로 

구분된다. 최근 GVC 연구에서 수직  다국 기업의 역

할을 더욱 주목하고 있다. 그 이유는 수직  다국 기업

들이 다양한 국가에서 생산 활동을 연계시켜 어느 한 국

가의 생산 활동이  다른 국가의 생산 활동에 투입요소

로 작용하면서 국가 간 생산 활동이 복잡한 형태를 나타

내기 때문이다. 수직  개념과 수평  개념을 비해 보

면 두 개의 개념이 의미하는 바를 더욱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Source : Backer and Yamano(2012)

 [Fig. 3] Outsourcing and Offsh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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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글로벌 가치사슬의 논의 동향

GVC의 정의  연구의 방법과 련하여 Humphrey 

and Schumitz(2000)의 연구를 들 수 있다. Gereffi et. 

al.(2005)은 GVC의 지배 구조 형태를 분류하고 형성 요

인을 이론 으로 설명하면서 [Fig. 5]와 같이 가치사슬의 

통치에 을 두고 5개의 패턴을 제시하고 있다[13][14]. 

첫째 Market이 지배하는 경우이고, 둘째 Modular 

Value Chain이고, 셋째 Relational Value Chains이고, 넷

째 Captive Value Chains이고, 다섯째 Hierarchy 형식으

로 제시하 다. 

Source：Gereffi G., J. Humphrey and T. Sturgeon 

              (2005)

 [Fig. 4] Five GVC Control Mode

2.2.4 글로벌 가치사슬과 계량 분석

Koopman et. al.,(2010)은 USITC(미국 무역 표부)의 

국제산업 연 표 개발  분석 결과를 소개하고 부가가

치의 간 인  효과를 추정하고 있다. 한 IO 분석

의 모든 최종수요를 기 으로 하는 생산  효과를 분

석하고 이에 부가가치 유율을 고려하여 GVC 내 무역

에서 부가가치의 최종 귀속지를 분류하 다[15].

이들의 연구에 의해 수출액의 GVC 귀속은 [Fig. 5]와 

같이 5가지로 분해될 수 있다. 

첫째, 재화와 서비스의 최종재의 수출에서 국내 부가

가치가 추가되어 해당 제품의 수입 업체에 가 흡수된 

부가가치. 

둘째, 재화와 서비스의 간재 수출에서 국내 부가가

치가 추가되어 해당 제품의 수입업체에 가되면서 그것

이 해당 국가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해 사용

된 추가가치. 

셋째, 재화와 서비스의 간재 수출에서 국내 부가가

치가 추가되어 해당 제품의 수입업체에 가되면서 제3

국에서 소비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해 사용된 

부가가치(간 부가가치 수출). 

넷째, 재화와 서비스의 간재 수출에서 국내 부가가

치가 추가되어 해당 제품의 수입업체에 가되고 다시 

국내에서 수요 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사용된 부

가가치(국내에 반사되는 부가가치). 

다섯째, 수출품  국외에서 추가된 부가가치(수출  

국외에서 형성된 부가가치)로 구분된다. 이러한 연구결

과는 교역을 GVC의 에서 부가가치로 산정하는 연

구의 시발 이라 할 수 있다.

Source: Koopman R., W. Powers, Z. Wang and S.J. Wei,(2010)

 [Fig. 5] Total Export Decomposition Key Map of 
Value-added Criteria

      

2.2.5 글로벌 가치사슬과 산업 

GVC의 에서 산업을 분석하는데 Christian and 

Gereffi(2010)는 미국의 패스트푸드 산업에 한 GVC 연

구에서 미국계 형 체인이 GVC 형성과 소비자의 기호 

개발 그리고 개발도상국 기업들의 모방 략 등에 큰 

향력을 가진다는 을 지 하고 있다. Birch(2011)는 스

코틀랜드의 생명과학산업의 성장 략에 해 GVC를 

도출하고 생명과학산업과 같은 지식산업의 육성을 한 

정책지원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8][9]. 

미국 듀크 학에서는 2010년도에 칠 의 Offshore 서

비스 기업의 유치에 한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자

료는 [Fig. 6]와 같이 ITO(Information Technology 

Outsourcing),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KPO (Knowledge Process Outsourcing)의 황과 육성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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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Value Chain of Offshore Services 

ITO의 다양한 오 쇼어(Offshore) 서비스 가운데서 

소 트웨어 R&D  IT 컨설 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

고 KPO는 그 사슬 자체가 상당히 고부가가치를 창출하

는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Romero and Tejada(2011)는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의 여행업계를 GVC의 에서 

분석하 는데 산업 연  분석의 후방 연  분석  기

업 인터뷰를 통해 [Fig. 7]과 [Fig. 8]과 같이 호텔산업과 

여행사를 구분하여 지배력을 분석하 다[8].  

Source : Romero and Tejada(2011)

[Fig. 7] Value Chain of Hotel Industry

Source : Romero and Tejada(2011)

[Fig. 8] Value Chain of Travel Agents 

2.2.6 글로벌 가치사슬과 기업

Dedrick et. al.,(2009a)는 iPod와 모바일 PC의 총이익 

기 으로 이익의 배분을 부품별로 악하여 Apple사가 

iPod의 신에서 얻은 이익이 매우 큰 반면 PC 제조업체

가 얻은 이익은 상 으로 작다고 제시하 다[11]. 

한 Dedrick et. al.,(2009b)는 iPod 해 CMs(계약기

업)와 ODMs(오리지  디자인기업)가 로벌 네트워크

로 연결되어 생산을 아웃소싱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 

그 신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연구결과 30GB iPod 모델의 소매가격이 299달러일 경우 

한국에 마진은 1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

다[12].  

이 연구 결과 요한 논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

의 요성이다. 둘째, 신의 요성이다. 셋째, 무역 통

계에 의한 정보는 오도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010년도 들어 이윤의 배분에 애 사의 이윤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련 국가들의 이윤 배분구조에는 변

화가 나타나고 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세계 휴

화 매의 3/4 이상이 세계 5  랜드인 노키아, 모

토로라, 삼성, 소니-에릭슨, LG이었다. 그러나 2009년 이

후 애 과 리서치인 모션(RIM), HTC 스마트폰의 시장

유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2011년 4사분기에는 애 과 

삼성 두 기업이 업계 체 업이익의 99%를 차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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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OECD(2011) 발표에 따르면 [Fig. 9]와 같이 한국

의 원자재 공 업체가 아이폰4 한 를 수출해서 받는 

가는 소매가(600달러)의 약 13%를 차지한다. 반면 국

의 조립업체가  받는 가는 1%이고 일본기업은 거의 나

타나지 않는다. 부분 이익이 반도체, 디스 이 등 고

기술 부품을 공 하는 한국과 미국, 독일 등 선진공업국

의 자제품 기업과 이 제품을 설계하고 매하는 애

사에게 돌아간다는 이다[16].

Source : OECD(2011)

 [Fig. 9] Value-added Distribution of Apple 
iPhone 600 Dollars each Nations

이러한 의미에서 [Fig. 10]을 보면 스마일 커 는 일반

인 가치사슬의 어떤 부분에서 고부가가치가 생성되는

지를 보여 으로써 기업 략은 물론 산업정책 측면에서 

요한 시사 을 제공한다. 

Source : Business Week International online extra, May 16, 2005, 

Stan Shih on Taiwan and China

[Fig. 10] Value-added Distribution in Smile- 
Curve and Value Chain

3. 국내 중소기업의 GVC 편입 사례

3.1 해외 소재 글로벌 대기업으로의 편입 

해외에 소재한 로벌 기업의 GVC에 진입한 국내 

소기업의 표 인 사례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 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GVC의 편입을 포함한 모든 로벌화의 기 는 

소기업 자체가 기술력을 바탕으로 로벌시장에서 경

쟁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GVC 편입을 한 소기업의 해외 기업과의 력지

원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KAI(한국항공우주산업)

의 1차 력업체인 하이즈항공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

으로 보잉사의 1차 벤더로 선정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지

자체와 KAI의 지원이 있었다. 

셋째, 견기업이나 소기업의 GVC 편입은 해당 

견기업이나 소기업 력업체의 로벌 수 을 제고하

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넷째, GVC에 편입되기 한 

략은 동시에 여러 가지를 추진할 수 있다. 소기업은 

GVC의 게임의 법칙을 이해하기 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2].   

3.1.1 자사의 기술력으로 GVC 진입 사례

       (화진 ⇨ 닛산 및 혼다)

화진은 국내 기업 외 닛산, 혼다 등에 납품하고 있

다. 1992년에 설립되어 차량용 내장재 표면처리제품 

문기업으로 닛산⋅혼다에 차 내장재를 수출하고 있다.

주력 생산품은 자동차 내장재에 쓰이는 우드그 인과 

진공증착 제품이며, 우드그 인은 라스틱 표면에 나무

무늬 필름을 입힌 자동차 내장재로 부품 표면에 필름을 

붙이는 기술이다.

회사 설립 때부터 ⋅기아차에 납품해오면서 안정

인 성장을 이뤘으며, 재 납품비 은 70% 수 , 높은 

기술력을 보유했으나 ⋅기아, 용차 등 국내 업체

에 한 높은 매출 의존도는 단 으로 지 되고 있다.

이 문제 을 극복하기 해 최근 해외 고객을 개척하

기 해 노력해왔으며 2011년 12월부터 일본 닛산에 우

드그 인을 공 하고 있다. 

SUV(Sports Utility Vehicle) 차종에 우선 으로 탑재 

시작했으며 추후 소형, 형 세단으로 용범 를 확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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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자사의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도움 사례

      (에어비타 ⇨ 월마트)

에어비타는 월마트  해외 유명 홈쇼핑 채 의 통해 

자사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2000년 개인회사(2002년 

법인)로 시작한 공기청정기 문업체로 독일 호주 등 선

진 유럽국가와 미국 일본 등 26개국 이상에 제품을 수출

하고 있다.

기존 공기청정기와는 다르게 간편하게 기 소켓에 

끼우기만 하면 되는 소형 공기청정기와 자동차 시거잭

에 꽂는 공기청정기를 개발하여 독창 인 특허 상품을 

시장에 출시했지만 국내에서는 큰 심을 끌지 못했다.

신 해외 로를 개척하여 2002년 2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국내에 아직 제품에 한 인식과 시장이 형성되

지 않아 해외시장을 먼  공략한 경우이다. 2012년 4월 

소기업청 주 의 ' 기 미국시장 개척단'을 통한 미국 

출장에서 미국 최  홈쇼핑 채 과 월마트 등에 납품할 

기회를 얻었다. 

에어비타의 사례를 통해 소기업청이나 기업은 

소기업이 부족한 외 신뢰수 을 높여주는 정책  지원

을 통해 소기업의 GVC 편입  진출을 지원할 수 있

다는 시사 을 얻을 수 있었다. 

3.2 국내 진출 글로벌기업으로 편입 

국내에 진출해 있는 다국  기업들이 국내 소기업

들을 GVC로 편입시키는 사례의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로 진출한 기업의 GVC에 진입되는 것은 

해당 편입기업의 기술력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며 로

벌 경 기법에의 노출을 통해 경 의 선진화는 물론 

로벌화에 한 시각을 넓  수 있다. 

둘째, 국내로 진입하는 로벌 기업의 가치사슬에 

국내 소기업의 진입을 장려하는 정책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포르쉐의 사례는 국내에 진출한 다국  기업 

GVC가 국내 소기업과 거래 력 계를 많이 만들고 

상생 력을 통해 국내 소기업들이 GVC에 편입되도록 

하는 사례이다[2]. 

3.2.1 국내 진출 글로벌기업의 편입 사례 1 

      (쿠쿠홈시스 ⇨ 한국암웨이)

쿠쿠홈시스는 창기 암웨이의 유통망을 통해 해외 

수출 기회를 얻었다. 1978년 설립된 국내 가 업체로 지

난 1998년 자체 랜드 런칭과 동시에 한국암웨이를 통

해 유통망을 확보하 다. 당시 한국암웨이는 원포원(One 

For One)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었다. 

원포원 로그램을 통해 암웨이는 쿠쿠홈시스의 우수

한 제품을 얻을 수 있었고 쿠쿠홈시스는 당시 14만 명에 

달하는 암웨이의 매 조직망을 얻었다. 원포원으로 쿠

쿠홈시스의 기밥솥은 2010년까지 1,600만개 이상 매

하 다.

암웨이는 력사 포탈사이트를 운 하고 이 포털사이

트는 국내 소기업이 24시간 휴일에도 자사가 보유한 

우수한 기술력이나 잠재력이 높은 원재료나 상품 등을 

암웨이에 제안할 수 있는 채 이라고 볼 수 있다. 

3.2.2 국내 진출 글로벌기업의 편입 사례 2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 포르쉐)

국산 자동차부품의 품질과 가격경쟁력이 업그 이드

되면서 로벌 완성차 업체의 수요가 비약 으로 늘어났

으며, 가 랜드에서 탈피한 국내 완성차업체의 해

외 인지도가 높아졌다.

1992년 단 5억 달러에 불과했던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20년 새 무려 50배가량 증가했으며, 2012년도 국산 자동

차부품 수출액은 246억 달러, 무역흑자는 197억 달러를 

각각 기록하며 3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동차업계 계자는 "정부 지원, 완성차 업체의 상생 

노력, 부품업체의 자체 경쟁력 강화 등으로 자동차부품

의 품질과 가격경쟁력이 로벌 수 으로 올라섰다"며 "

앞으로 한국 자동차부품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망했다. 국내 소기업이 GVC에 편입되어 상생 력과 

동반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3.3 국내 대기업으로 편입 

국내 기업의 로벌 GVC에 편입되는 사례는 다음

과 같은 시사 을 제공한다. 

첫째, 기업이 로벌화 되어야 해당 기업의 가치

사슬에 편입되는 소기업의 로벌화를 유도할 수 있다. 

피에스 이는 삼성 자와 오랜 력 계를 맺어왔던 

계로 안정 인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로벌화에 한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삼성이 강소기업으



A study on domestic small-medium sized company's case of assimilation with global value chai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7

로의 진화를 요구함에 따라 로벌화와 GVC상에서의 

경쟁력에 한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2]. 

둘째, 자사의 력기업을 GVC에 진입시키는 국내 

기업을 상으로 우수 력사례를 발굴하고 하는 

로그램의 개발과 우수 사례를 제공하는 해당 기업에게 

인센티 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내 기업들이 로벌화를 한 오  랫폼

을 제공하는 것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노출을 

꺼리는 핵심기술 분야 등은 불가능 할 것이나, 소 트웨

어 분야 등에는 기업이 랫폼을 오 하여 력사뿐만 

아니라 국내 소기업 체를 상으로 력 계를 구축

하고 해당 소기업을 로벌시장의 GVC에 편입시킬 

수 있는 지원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3.1 2차 및 3차 벤더로 GVC 진입효과 사례

      (피에스케이 ⇨ 삼성전자)

피에스 이는 삼성 자 반도체 장비 납품업체로 들어

가서 경쟁력이 강화된 사례이다. 1990년에 설립되어 삼

성 자와 공동개발을 통해 국산화에 성공한 200mm 

Asher(감 액 제거기)로 주목을 받았다. 삼성 자는 오

랜 력 계를 맺어오다 2011년 강소기업 후보업체로 선

정했다.

피에스 이는 반에 주요 고객사인 삼성이 요구하니 

따라가기에 했으나 자생력을 높이라는 삼성 자 

력사경 자문단의 지 에 따라 기의식을 느끼기 시작

하 고 태도가 변했다.

2011년 18회, 2012년 65회에 걸쳐 제조기술, 물류, 시

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인사⋅경  부문까지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쳤으며 이를 통해 실에 안주하지 않는 도

과 신이 요하다는 을 깨달았다. 

강소기업 활동의 첫 번째 결과는 설비검증 장치를 구

축했으며 이를 통해 제조 단계별로 스피드하게 시스템화 

된 설비 검증을 통해 제조시간을 단축했으며 부품을 블

록 형태로 모듈화 시켜 부품수를 261% 이는데 성공했다.

피에스 이는 삼성 자에게 지원받은 노하우를 자사

의 29개 력사들에게 수하고 있다. 한국 국 의 기

업이 심이 되는 GVC에의 편입은 1차 벤더가 되는 

소기업뿐만 아니라 1차 벤더와 거래를 하는 2차 3차 력

사의 국제화를 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3.3.2 협력의 다양성에 따른 Win-Win 사례

      (네오플램⋅송월타월⋅도루코 ⇨ 락앤락)

해외 진출에 성공한 국내기업과 력을 맺는 방식으

로 해외 유통망을 확보하는 소업체들이 있다. 국시

장에 성공 으로 진출한 락앤락의 지 직   가맹

과 쇼핑몰에서 제휴를 맺은 다른 소업체의 제품을 

매하고 있다.

락앤락의 사례는 견- 소기업간 상생 력 모델이라

고 할 수 있다. 락앤락은 국내기업들의 제품을 병행 매

를 통해 주력제품인 폐용기, 라스, 텀블러, 아웃도어

뿐 아니라 유아제품이나 생활용품 등까지 상품이 확

되면서 직간 으로 제품 구성을 다양화하는 효과가 있다.

3.4 독자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GVC 편입

휴맥스의 경우 1996년 아시아 최 , 세계에서 3번째로 

디지털 성방송 수신용 셋톱박스를 개발하는 등 세계 

최고 수 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사의 셋톱박스를 해외

에 수출하고 있다. 

다산네트웍스는 1993년 설립돼 세계 최 로 리 스 

기반 라우터를 상용하는 등 기술력을 기반으로 국내 네

트워크 통신장비 회사로는 처음 일본 통신서비스시장에 

자력으로 진출했다. 

주성엔지니어링은 박막형  결정형 태양 지 생산라

인을 턴키방식으로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장비업체로서 

유럽  아 리카 시장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이 소기업들은 자사의 소규모 GVC를 지배하는 기

업이며 1차  2차 력기업을 자사의 가치사슬에 포함

하고 있다. 다수 소기업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

력을 제고 할 수 있으나 이를 유지하고 신을 거듭하면

서 지속 으로 로벌한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인

력이나 물  자원 등에 있어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이 소기업들이 공 사슬의 력업체로서 구

축하고 있는 소규모의 가치사슬을 지속 으로 지원하여 

해당 가치사슬이 GVC를 형성하고 해당기업들이 지배력

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2].

3.4.1 특정 기술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GVC에 독

자적으로 진입한 사례(휴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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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맥스는 소기업이 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독자

인 GVC를 형성한 사례이다. 1989년에 설립된 1세  

벤처기업 노래반주기로 시작해 DVD 이어, 셋톱박스

로 사업 분야를 옮겼으며 2010년에 매출 1조원을 달성하

는 등 재 세계 인 인지도를 갖춘 셋톱박스 업체로 발

하 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독일, 국, 동시장에서 

시장 유율 1  랜드로 자리 매김하는 등 로벌기업

으로 성장하 다. 

1996년 아시아 최 , 세계에서 3번째로 디지털 성방

송 수신용 셋톱박스를 개발했으며, 철 하게 수출 주의 

략을 펼쳐 당시 세계시장을 목표한 셋톱박스로 성과를 

거두었다. 

휴맥스는 1997년 외환 기 이후 새로운 시장을 개척

하기 해 국에 지법인을 세우는 등 유럽시장 개척

에 극 나섰으며 자체 랜드 사용하는 방식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했다. 소기업이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GVC에 편입하거나 심 기업이 될 수 있으며 GVC 형성

으로 로벌화가 가능하다는 시사 을 보여주었다.

3.4.2 특정 기술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GVC에 독

자적으로 진입한 사례      

      (다산네트웍스)

다산네트웍스는 1993년 설립돼 세계 최 로 리 스 

기반 라우터를 상용화 후, 2000년부터 국내 유무선 통신

장비시장을 선도했으며 체 매출의 50% 이상 수출하고 

2013년 9월부터 국내 처음 일본 통신서비스 시장에 진출

했다.

2012년도 국에 합작법인 차샨네트웍스를 설립하여 

국시장 공략을 강화. 합작법인 설립으로 국시장에 

효과 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망했다. 일본시장

을 기반으로 북미와 국 등 해외시장 개척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LGU+와 함께 장비국산화를 한 공동 기술개발에 참

여하고 있으며,  KT의 다른 소 력사들과 합께 력업

체로 '모바일 월드 콩그 스(MWC) 2013'에 참가하는 

등 국내 기업과의 력도 활발하다. 소기업이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GVC에 편입하거나 GVC의 심기업 

 로벌화가 가능하다는 시사 을 보여주었다.

3.5 대⋅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 

⋅ 소기업의 동반진출은 어떠한 형태로던 국내에

서의 일방 이고 종속 인 계를 탈피할 수 있는 매우 

유효한 방법이라는 단이다. 한 ⋅ 소기업의 동반

진출의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확산시키는 로그램이 필

요하다. 

소기업들이 해외진출에 필요로 하는 지원니즈를 

악하고 재 동반성장 지원 사례를 검토하여 산업별로 

동반진출 랫폼을 구축하는데 투자할 필요가 있다. 

⋅ 소기업 동반진출에서 소기업 시장다변화 지원과 

소기업 독자 역 구축 등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차별화

가 필요하다.

우수동반진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동반 성장지수에 

반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보다 범 하게는 단

순히 상생 력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 소기업의 GVC 

편입지원 지수”를 개발하여 동반 성장지수에 반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2].  

3.5.1 대⋅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 사례 1

       (CJ와 우포의 아침 - 제조업)

국내 식품산업의 발 과 한식 세계화를 통한 매출 증

방안을 모색하던 CJ제일제당은 지방 소식품업체를 

발굴해 해외에 알리는 동반성장 로그램을 운 할 필요

성을 느 다. 

CJ는 막걸리를 만드는 소업체인 ‘우포의 아침’에 자

사의 유통망을 제공해주고 인지도를 높이기 해 <CJ본

가막걸리>로 모기업의 랜드명을 덧붙여 일본 등 해외

수출을 지원하고 <우포의 아침>에 ‘ 력사 이윤보장제’

를 실시했다.

일본에서는 주류 문 업체 '삿포로'와 제휴하여 B2B 

유통망에 진출했으며 살균막걸리 제조기술을 ‘우포의 아

침’에 수했다. ‘우포의 아침’은 CJ와 력 계를 맺은 1

년 만에 월 평균 매출이 1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16배 상승하고 2012년에는 매출이 총 571톤 5.1억 원으로 

동반진출을 통해 규모가 확 되었다.

3.5.2 대⋅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 사례 2

       (롯데마트와 녹차원 - 서비스업)

롯데마트가 베트남 등 해외시장에 진출하면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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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조사들의 우수한 제품이 소개되면 롯데마트와 

소기업이 Win-Win할 수 있는 길이라 단했다. 우수한 

제품경쟁력을 보유했으나 납품처 확보에 어려움을 느끼

고 있던 녹차원에 해 롯데마트는 베트남 지에 별도

의 매  마련과 지에서 상담을 주선해 주었다.

녹차원은 롯데마트와의 동반진출을 통해 매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새로운 거래처 확보에 성공했으며 롯데마트 

베트남 포 입   지 형마트 20군데에서 올린 매

출액보다 롯데마트 1개 포에서 올린 매출액이 3배를 

넘었다.

롯데마트 입 에 따른 인지도 상승으로 재 국 롯

데마트 80개 포에 모두 입 한 상태이다. 롯데마트와 

해외 동반 진출한 업체는 칫솔업체 <듀아드>, 김 업체 

<성경식품>, 커피업체 <한국맥 티> 등이 있으며 롯데

마트는 해외진출 력사 수를 2011년 20개에서 2015년 

100개, 2018년 200개로 확 할 계획이다.

3.6 대기업의 중소기업 GVC 편입 지원 프로

그램 활용

⋅ 소기업 력을 통한 해외 동반진출사례는 기술

력과 정보력에 우 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지원이 

소기업의 GVC 편입에 얼마나 요한 요소인지를 보여

주고 있다. 다수 소기업은 해외시장 정보에 근하

기 어렵고 국내 경 에만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함으로 

자사가 로벌화 될 수 있는 기회를 분석하기 어렵다. 

로벌 문 인력 등이 소기업의 로벌화 기회를 

분석하고 로벌시장에서 축 된 노하우를 수함으로

써 성공 인 로벌화를 추진할 수 있었다. 기업이 

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함으로써 내수시장에서 

검증을 받은 소기업이 기업의 도움으로 해외진출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2].

3.6.1 대기업의 GVC 편입지원 활용 사례 1

       (한국동서발전 해외동반진출 프로그램)

한국동서발 의 해외동반진출 로그램에는 시장개

척단을 비롯해 해외마  지원, 해외 시회, 해외바이어 

청 수출상담회, 해외시장 정보제공 등이 있다. 국제

시회의 출품 지원 액은 기업 당 국내 300만원, 국외 500

만원을 한도로 소요비용이 한도를 과할 경우 총 비용

의 70%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2005년 7월부터 한국정수공업 등 96개 기업을 상으

로 지원한 결과 소기업들이 167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동서발 과 한피엔씨는 2005년 9월 필리핀, 

12월 라스베가스, 2006년 3월 두바이, 6월 필리핀, 9월 베

트남, 10월 일산 등 10회에 걸치는 시회에 참여.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26만 달러의 수출성과를 보 다.

한피엔씨는 한국동서발 과의 동반 해외 시회 참

가로 해외진출과 신뢰도 확보, 경쟁업체 악 등 효과, 지

원성과는 한국동서발 에 돌아왔다. 해외동반진출은 

랜드 이미지 높이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

었다.

3.6.2 대기업의 GVC 편입지원 활용 사례 2

     (전경련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 해외 GVC 참여 촉진)

경련 소기업 력센터는 경련 경 자문단 24명

을 신규 자문 원 하여, 국내외 기업 장에서 익힌 

로개척과 생산·품질 리기법 등에 한 경험과 노하우

를 소기업에 나눠주어 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시켜 

왔다.

소기업은 아이디어와 열정은 있지만, 기술인력 부족

과 생산시스템 미비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자문

단들의 경험을 수 받아 문제 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으

로 기 할 수 있다. 앞으로 소기업들의 니즈에 맞게 

장경험이 풍부한 문가를 지속 으로 입하여 경련 

경 자문단의 면모를 더욱 새롭게 할 계획이다.

3.7 중개 및 대행기구 등을 통한 GVC 편입

아래 사례들은 과거 고려무역과 같은 문 로벌 

개  업무 행기구의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2].  

 

3.7.1 중개 및 대행기구 등을 통한 GVC 사례

      (한국남동발전 G-TOPS)

남동발 은 발 랜트 수출 문 행기업 <G-TOPS>

를 남동발  이업종 의회 16개 회원사와 공동 설립, 

소기업제품의 해외 로  시장개척을 통해 수출 진을 

선도하고 있다.

최근 개발도상국 심으로 발 랜트 산업이 호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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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Contents

Offshore
Global

Enterprise
Transfer

HWAJIN 
→ 

NISSAN &
HONDA

◦ Delivers to domestic major companies and Nissan and Honda
◦ Main Product is woodgrain, used as car interior material
◦ Proportion of supply to Hyundai and Kia is about 70% of all products.
◦ The demands for technology provision of cooperation enterprise have been
   stepped up after  Hwajins  incorporation into GVC.

AirVita
 → 

Walmart

◦ Exports Its own products to Walmart and send them through famous oversees
   home-shopping channels.
◦ Exports to over 26 countries including Germany and Australia as an air cleaning
   specialized company.
◦ Has chance to supply its products to America's biggest home-shopping channel 
   and Walmart.
◦ Major companies support small-medium sized companies with policies to help
   them get into GVC successfully.

Domestic
Advance
Global

Enterprise
Transfer

CUCKOO 
 → 

AMWAY

◦ Cuckoo had a chance to export its products via AMWAY's distribution network at
   first.
◦ Cuckoo sets aside its distribution network using 'One For One' program of 
   AMWAY Korea.
◦ AMWAY provides an example of multinational company's being a path to local 
   small company's internationalization.

Auto Parts
Company

 → 
Porsche

◦ As quality and price competitiveness of domestically manufactured automobile 
   parts have been upgraded, global automobile companies demand more of the products.
◦ Demand of auto parts is expected to be higher due to government aid, mutual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automobile companies and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of parts company itself.

Domestic
Big

Enterprise
Transfer

PSK Inc.
→ Samsung 
Electronics 

◦ Example of strengthening its competitiveness by being a vendor of Samsung 
   Electronics' semiconductors equipment. 
◦ PSK Inc. produces 200mm Asher through joint development with Samsung 
   Electronics.
◦ PSK Inc. transfers their know-how, supported from Samsung Electronics, to 29
   partners & operates business consulting panels.

NEOFLAM,
SONGWOL
TOWEL, 

DORCO etc.
→LocknLock

◦ LocknLock’s Chinese local merchants and shopping mall deal with other small
   companies' products.
◦ Example of Locknlock is a win-win cooperation model between medium and 
   small sized companies.
◦ Locknlock shows the possibility of globalization thorough formation of GVC.

GVC
Transfer
Based on
Proprietary
Technologi

-es

HUMAX Co.

◦ Example of medium sized company's independent GVC formation by its own 
   development.
◦ HUMAX Co. is set top box manufacturing company and has grown to the top
   global company. 
◦ Targets overseas market with export-oriented strategy and using its own brand.
ㅇ HUMAX Co. shows the possibility of globalization thorough formation of GVC.

DASAN
Networks

◦ This company leads domestic wired and wireless communication equipment 
   market.
ㅇ Exports over 50% of total sales and get through Japanese communication service market.
◦ Excelerates its development of overseas market of northern America and China, 
   stand on basis of Japanese market.
ㅇ DASAN Networks shows the possibility of getting into GVC based on advanced
   technology.

Overseas
Expansion
Accompan-

ed by
Big &
Small 

Enterprise

CJ & 
Morning of
WooPo

◦ CJ runs Shared Growth Program, which discovers and introduce small-medium
   sized food chain to abroad.
◦ CJ provides its own distribution network to‘Morning of WooPo'. Makgeoli
   manufacturing company, supports export to Japan and established profit 
   guarantee of partners. 
ㅇ Win-Win example of accompanied overseas expansion of manufacturing industry.

LotteMart
& 

Nockchawon

◦ LotteMart judges introducing products of high-quality domestic small companies 
   to abroad would be a win-win strategy for both of them.
◦ Nockchawon greatly increased its sales because of advancing together with 
   LotteMart and also succeeded to secure new customers.
ㅇ Win-Win example of accompanied overseas expansion of service industry.

<Table 1> Case Summary of GVC Transfer of Domestic Medium and Small-sized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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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면서 이 시장을 공략하기 해 소기업 제품 수출

창구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해외 바이어를 

상으로 로확 를 극 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해 <연구개발 실

증센터>를 개설해 실증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체계 인 ‘원-스톱 기술상용화 진시스템’을 가동하

여 연구개발에서 수출단계까지 지원시스템을 구축했으

며 단순히 수출 자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가치

사슬의 문성을 가진 기업 지원의 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Table 1>로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 다. 

4. 중소기업 지원 과제  

로벌 가치사슬 확 로 인한 로벌 교역  경  환

경의 변화는 각국의 무역, 산업, 신  소기업 정책 

등에 한 새로운 시각을 요구한다. 우리나라의 산업 정

책을 GVC의 에서 재 검하고 국가 인 산업 략

을 재구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GVC의 확산은 기업의 에서 새로운 시각과 략

을 요구한다. 국내 기업들도 자사가 GVC상에 치한 

사슬이 생성하는 부가가치를 재검토하고 고부가가치를 

생성하는 사슬부문에  진입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가치사슬로 진입하기 해서는 ⋅ 소기업 간의 다

양한 사슬이 경쟁력을 가져야 하며 이를 해 력업체

들의 로벌 경쟁력을 동시에 제고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소기업의 GVC 편입을 지원하기 

한 정부의 정책과제에 을 두고 있다[2]. 

4.1 정책사고 전환 과제

GVC의 확산은 국가의 외 교역이나 기업의 로벌

화 혹은 국제화에 해 통 으로 가지고 있는 사고의 

환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우선 으로 기업 

스스로가 인지하고 이에 한 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들은 로벌화 된 인력과 로벌 정보

에의 다양한 근성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에 근할 수 

있다. 

그러나 소기업들은 인 , 물  자원의 한계로 인해 

로벌한 도 에 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소기

업의 국제화 혹은 로벌화를 지원하는 정책 담당자가 

이러한 로벌 환경의 변화를 인지하고 이에 응하는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의 소기업 국제화 정책은 통 인 Stage 

Model의 시각에서 이해되고 소기업의 직 수출을 지

원하는 정책 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로벌 가

치사슬에 근할 수 있는 방법은 로벌 기업이나 다

국 기업의 체 사슬에 걸쳐 다양하게 시도될 수 있다.

GVC상에서 고부가가치를 생성하는 부문은 생산 사슬

에서 단순히 조립이나 제조를 하는 부문보다는 서비스 

사슬에 더욱 많이 분포되어 있다. 국가차원에서 고부가

가치를 생성하는 분야로 국내 소기업들이 로벌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정책  사고가 필요하다. 

로벌 가치사슬을 지배하는 기업들은 해당 가치사슬

에 편입되기 한 다양한 기 을 요구한다. 따라서 정책 

담당자는 지역 소기업들을 GVC에 편입시키기 해 

필요한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토 로 정책을 지

원할 필요가 있다.  

4.2 정책 추진 과제

GVC는 산업별로 특성들이 달라서 획일화된 정책 방

향을 선정하기 어렵다. 정부차원에서 각 산업의 GVC를 

악하고 국내기업들의 치를 정확히 분석해야 우리가 

각 산업별로 국가 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기업차원에

서 어떠한 부가가치를 생성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는 국가 산업 략을 총체 인 차원에서 재 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기업측면에서는 자신이 속한 

GVC 상에서 어느 사슬로의 진입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GVC의 확산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한 정책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융합에 있다. 우리가 강 을 가지고 있는 ICT 경쟁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와 통  제조기술의 융

합을 활성화하기 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제조

업에 비해 상 으로 기업설립 기의 고정비용이 작다

는 측면에서 작고 유연한 지식기반 소기업의 생성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 소기업 간의 상생 력은 국가  산업경쟁력 유

지차원에서 해당산업 내 우리기업 간 네트워크 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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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고 유지하기 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원의 

은 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기업에

게는 국내 소기업과의 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유인

책을 제공하는데 두어야 할 것이다.   

4.3 사업 추진 과제

다수 소기업은 자신이 속한 GVC에 한 지식이 

부족하다. 자신이 로벌한 가치사슬의 어디에 치하는 

지를 정확히 인지해야 무엇이 필요하고 어디로 가야될지 

알 수 있다. 정부차원의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다양한 

FTA 교육과 홍보 로그램, 유사한 로그램을 개발하

고 소기업을 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를 해 · 소기업간 GVC 형성이나 정보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업 심의 "GVC 포럼" 개최를 장

려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사슬견학 로그램을 계획하

여 소기업의 로벌 가치사슬 견학 기회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GVC를 장하는 로벌 지배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

보를 산업별 혹은 품목별로 차별화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로벌 기업들은  세계를 상으로 가장 경쟁

력 있는 사슬을 형성하려 한다. 산업별로 GVC에 진입되

기를 원하는 소기업들을 선별하고 해당 산업에서 필요

로 하는 GVC의 진입 조건을 악하여 이를 연결하는 포

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GVC는 세계 인 기업만 심 기업이 되는 것이 아

니라 견기업이나 소기업만으로 형성되는 소규모

의 GVC도 존재한다. 이를 해 변 기술연구소를 심

으로 소규모의 GVC 형성을 지원하기 한 인큐베이

터 개념의 로그램을 운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해당 소규모의 시장을 확인하고 해당시장의 GVC를 

지배하기 한 략을 세우고 해당 GVC의 공 사슬  

분배사슬 상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략 개발 지원하

기 한 펀드를 조성해아 할 것이다. 해당 GVC를 장하

는 국내외 로벌 기업의 참여를 정기 으로 유도하여 

GVC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이나 기술을 제 로 반 하

고 있는지를 검할 수 있도록 한다.  

4.4 전략적인 FDI 추진

우호 인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지원책은 

로벌 공 사슬 내 기업의 통합을 진시키며 일부 정

책들은 다국 기업의 기술과 지식을 지 공 자  하

청업자에게 이 하는 것을 진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국내에 투자하려는 외국계 다국 기업이 국내 소기업

을 자사의 GVC에 연계시킬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R&D 투자액 기 을 완화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에 부

품을 공 하는 국내 소기업의 R&D 투자에 한 조세

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내 기업이 기존에 구축하고 있는 GVC에 신규 기

업을 편입시키는 것은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여

러 가지 측면에서 무리가 따를 수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이 가진 다양한 정보와 기술력을 제공하여 국내 

소기업이 GVC상의 다양한 사슬에 편입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사업은 정부차원에서 인센티 를 제공하며 권장

할 수 있다. 

소기업들이 수출이나 해외진출을 포함한 다양한 

로벌 경 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자 부족을 제외하면 언제나 로벌 시장에 한 정보의 

부족을 지 한다. 우리나라가 강 을 가지고 있는 ICT를 

기반으로 국내외 로벌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소

기업과 로벌 기업간은 물론 소기업간 정보의 구축, 

교환  달의 장을 구축할 수 있다. 

물리 으로 입주가 불가능한 지역 소기업들을 한곳

으로 모으고 소기업간 공동 디자인, 공동 R&D, 공동 

생산의 시 지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 자체 으로 소규

모의 미니 GVC를 형성할 수 있게 하여 국내외 로벌 

기업의 GVC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증 시켜  수 

있다.  

4.5 중소기업지원의 요약정리

- 수출 심의 시각에서 근하는 소기업 국제화 정

책에 한 정책 담당자 사고의 환

- 제조업 심에서 근하는 국제화 정책의 상을 확

하는 노력 시도 

- 기업과 소기업 력에 한 로벌 시각에서의 

근이 필요 

- 소기업의 로벌가치사슬(GVC) 편입조건에 한 

이해도 제고 

- 산업별 GVC 지도 작성과 국내 소기업의 치 

악의 필요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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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부가가치 사슬로의 이동을 한 국가  차원에서

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정책 수립

- 주요 산업에서의 “한국형 GVC 지배 모델” 구축이 

필요

- 소기업 상 GVC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다

양한 지원 

- 로벌 기업의 니즈에 부응하는 소기업 GVC 

매칭 정보 제공 포털 구축

- 견기업과 소기업 심의 " 소기업 GVC 창출 

인큐베이터" 구축

- 국내 소기업의 GVC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략

인 FDI 추진

- 기업의 “ 소기업 GVC 진입 력 지수” 개발  

인센티  지원의 필요성

- 가상 소기업 GVC 클러스터(Virtual SME GVC 

Cluster) 구축 지원 확

5. 결론 

GVC의 확산은 국가 산업 략은 물론 교역을 바라보

는 시각의 환이 필요함을 요구하고 있다. GVC의 확산

은 기업경  략, 특히 로벌화 략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시사 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단순히 단

계 으로 수출기업으로 성장해 간다는 과거의 수출기업

화 략은 GVC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21세기 산업

에서 개념  한계를 노출한다. 

이러한 환경을 인지하고 이에 응하는 략을 수립

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은 당연히 기업 자신의 몫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    물  자원의 한계를 가진 소기

업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제하에 소

기업의 로벌화를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응과

제를 도출하는데 주안 을 두고 있다. 

이를 해 가장 요한 것은 정책 담당자의 사고 환

이다. 정책 담당자의 사고는 그들이 공 하는 다양한 정

책이나 그에 기 한 사업에 그 로 드러나고 있다. 국내 

소기업의 국제화 지원 정책이 GVC의 확산으로 인한 

로벌 환경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여 히 국내의 

시각에서 수출이나 해외진출 일변도의 정책방향을 제시

하고 있다는 것이다. 

GVC의 확산은 소기업의 로벌화에 한 정책 담

당자의 사고가 내향형 국제화를 비롯하여 종합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수출 제조업 심의 사

고에서 벗어나 GVC 상에서 고부가가치를 생성할 수 있

는 서비스업에 해서도 국가 차원의 략 인 지원이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다. 

실제로 다수 소기업은 로벌 시장에서 로벌 

기업과 경쟁 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산업이나 

품목을 지배하는 로벌 기업의 로벌한 기업 가치사

슬과 다양한 형태의 력 계로 연결되어 있다. 이는 수

출이나 해외진출과 같은 외향형 국제화와 더불어 로벌 

기업의 기업가치사슬에 다양한 형태로 편입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을 제공하는 것이 성과 측면에서 더욱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GVC의 확산은 해외 랜차이즈의 도입이나 FDI 등

을 통한 해외 로벌 기업의 국내 진출도 략 으로 추

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삼성 자도 1970년

에 일본 자회사 SANYO로부터 기술, 자 , 인력을 

제공받아 단순히 흑백TV를 조립하던 회사로 시작된 기

업이다. 재 국내 기업 부분이 이런 내향형 국제화

를 통해 외향형 국제화를 추진하며 특정 산업의 GVC를 

지배하는 기업으로 성장해왔다. 

정부는 소기업의 국제화를 확산시키기 해 단순히 

제품이 아니라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제공

하기 해 노력해야 한다. 로벌 시장진입을 한 정부

의 소기업 정책은 고객의 요구, 시장 근성 확보, 소

기업의 역량 향상 여부에 있어 여러 문제가 지 되고 있

다. 이는 로벌 가치사슬상의 다양한 사슬에 진입한다

는 사고가 아니라 직 수출을 지원한다는 개념에서 국제

화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GVC의 확산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융복합을 통

해 GVC상에서 고부가가치를 생성하는 사슬로 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

제의 패러다임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

서 정부는 2014년 APEC에서 “APEC　Value Chain"의 

구축을 2014년 아젠다로 제시하 다. 역내 기업 간 력

을 통해 한국 소기업을 심으로 APEC 가치사슬을 구

축하는 략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단

순히 APEC Value Chain Portal을 구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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