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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 과 세계화의 진 으로 IT제조업의 생산 효율화를 통한 비용 감의 방안으

로 각 생산공정의 국제분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국제분업을 통해 국가는 비교우 의 생산요소에 집

을 통해 효율화를 이루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분업을 통해 기술의 양극화 상이 나타나게 되

고 국제분업구조에서 기술 진국의 비교우 부문의 확보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되었다. 따라서 기술

진국이 장기 으로 국제분업구조에서 기술부문의 비교우 확보를 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 동시

에 이루어져야한다.

1. 서론

   

 정보통신기술의 발 으로  IT기기의 수요와 공

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기업은 IT제조업의 

생산효율화를 한 분업과 비용 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에 을 두게 되었다. IT제조업의 국제

 분업은 국가 간 요소부존량에  따른 특화된 생산

요소의 투입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국가 간 FTA

체결 경제블럭이 형성되고 세  통신비용의 감

를 통한 거래비용의 감소와 기술력 격차에 따른 IT

제조업 공 사슬간의 분업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

러한 IT제조업의 국제  분업형태를 고찰하고 국제

분업을 통한 경제  효과와 IT기술력 확보를 한 

정부와 민간부문의 정책  시사 을 제시한다.

2. IT제조업의 공정간 분업이 국제분업체제에 미

치는 향에 한 이론분석

 

 IT제조업의 생산 공정간 국제분업재편효과를 분석

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모형을 설정한다. 즉 

국과 국로 구성되는 2국 경제이고, 상 으로  

국이 기술 우 국이며, 산업은 정보통신산업에서 IT

제조업과 IT서비스업, 2개의 산업이 존재한다고 가

정한다. IT서비스업은 국가 간 이동이 불가능한, 운

, 유지보수, 기술지원에 특화된 노동력을 사용하

여, 경쟁  시장체제하에서 동질  서비스를 제공하

고, IT서비스에 투입된 노동량을 numeraire로 간주

한다.

IT제조업의 경우, IT제조업부문에 특화된 노동력을 

사용하여, 차별화된 IT재화를 생산한다.  

한편 소비자효용은 IT재화와 IT서비스의 소비를 통

해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단,   는 동질  IT서비스의 소비량이며, 은 다

양한 차별화된 제품인 IT재화의 소비를 CES지수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 때, N은 차별화된 IT재화의 체수이며, 는 IT

재화의 체탄력성, 는 소비지출에 있어, IT재수요

의 비율을 나타낸다. IT재화를 생산하는 제조업부문

의 생산공정은 상 으로 R&D 등 기술집약 인 

제품개발공정(headquarter service)과 제품생산공정

으로 구분한다. 기술집약 인 제품개발공정은 R&D

등 고정비용으로 구성되며, 제품생산공정은 한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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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으로 구성된다. 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세계

화의 향으로, 통신비용 등 국제거래비용이 속히 

낮아지면서, 한 기업의 제품개발과 제품생산이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내 국제분업이 등

장한다. 이때, 기업내 국제분업을 이룬 다국 기업의 

비용함수는 다음과 같다.

 

      

이때, 는 국 제품개발공정의 고정비용이며, 

는 국 량생산공정의 가변비용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독  경쟁시장체제에서 국기업이 국

시장에서 용하는 가격은, 이윤극 화문제의 해로

서,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한편    가 성립하도록 생산량을 결정할 

경우, 가격은 생산요소가격, 즉 임 과 동일하게 된

다. 이 제품을 해외시장에 수출할 경우, 해외시장에

서의 가격은, 통신비용 등 물리  거래비용과 무역

장벽 등 제도  거래비용(t)이 모두 포함된 종합  

거래비용   이 포함된 다음의 가격이 된다. 



독  경쟁시장에서의 0이 이윤조건에 따른, 국에

서 제품개발공정이 이루어지는 다국 기업의 

complementary slackness조건은 다음과 같다.



 
   ≤ 

한편 j국 생산요소시장의 균형조건은 다음과 같다

      

상기 생산요소시장의 균형조건은,국의 체 노동공

량은 국에 있는 국내기업의 생산에 소요되는 총

생산요소와 국에 본부를 두고 제품개발을 하는 다

국 기업의 고정비용으로서의 생산요소수요와 국

에서 들어온 다국 기업의 제품생산공정 부문에서의 

요소수요량의 합이 동일함을 의미한다. 

이 경우, 복합 간재로서의 제조업제품의 가격지수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즉 국에서의 복합 간재의 가격지수는, 국 국내기

업과 국에 투자진출한 국 다국 기업이 국에서 

생산한 제조업제품가격과 국에 투자진출한 국의 

다국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역수입한 재화가격과 

국기업이 국에서 생산한 제품의 수집가격의  

CES복합가격으로 구성된다. 

상기 요소시장의 균형조건과 복합 간재 가격지수에 

근거하여, 기업의 최 생산량을 구하면, 제품개발과 

생산을 동일국가에서 행하는 기업과, 생산공정간 기

업내 국제분업을 수행한 다국  기업의 생산량은 다

음과 같이 나타난다.

 
 


 

  
 


 

단 는 지역의 소득제약으로, 의 생산량은 소비

자효용극 화문제의 해로부터 도출되며     는 복

합 간재인 제조업제품의 CES 가격지수이다. 한편 

요소소득의 합으로서의 각 지역별 총소득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이때 생산요소인 노동력의 총량  농업부문의 임

수 은 1로 가정하며, 는 제조업부문 조동자 , 

국 노동자의 비율이다. 따라서 우변의 첫째항은 농

업부문으로부터의 요소소득이며, 둘째 항은 제조업

으로부터의 요소소득이다. 

이때, 정보통신기술 발달의 향으로 인한 거래비용

의 감소로, 제품개발공정, 즉 R&D 공정이나, 제품 

Design 공정 등은, 단 부가가치 당 생산단가가 낮

은 곳, 즉 상  기술집약도가 높은 곳으로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가정한다. 이와 같은 가정에 근거하

여, 이윤극 화 조건과 공정간 분업이 이루어진 다

국 기업의 수요함수로부터, 다음과 같이 국의 요

소소득식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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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임 방정식에 기업내 분업시 복합 간재의 

CES 가격지수, 그리고 요소소득식을 입한 후, 국

의 요소소득식을 국의 제조업부문 요소 부존비율  

()에 해 미분하면, 다음의 결과를 도출된다.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따라서 각 국가별로, 고부가가가치공정인 제품개발

공정에서 국제 인 산업집 이 이루어지는 조건은, 

추가 인 제품개발공정인력의 유입이 요소소득을 증

시킬 경우, 즉 의 미분식이 의 부호를 가질 

때이다. 의 미분식이 양의 부호를 가지는 것은  

≻ 일 때이며,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즉 정보통신기술의 발 에 따른 거래비용의 감소와 

세계화에 다른 국제무역장벽의 철폐의 결과, 가 

차 낮아지거나, 제품개발공정에서 복합 간재의 사

용비 이 늘어날수록, 즉가 커질수록, 제품개발공

정의 국제  집 (agglomeration)은 진되게 된다. 

3. 결론  정책  시사

 의 모형분석결과는 정보통신기술의 속한 발

과 세계화의 진 에 따른 국제거래비용의 감소는, 

세계분업구조의 재편에 있어, 산업별 부가가치  

기술집약도에 따라 다른 형태의 국제  집 을 보인

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즉 부가가치  기술집약

도가 높은 제품개발공정, 즉 R&D 공정이나, 제품 

Design 공정 등은 차 상  기술집약도가 높은 

국가로 집 되고, 단순제조업의 경우, 한계생산비가 

낮은 곳으로 집약되게 된다. 의 분석결과는 기술

력편차가 존재하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과 세계화

에 따른 속한 시장개방은, 국가별로 매우 상반된 

국제분업구조의 재편을 래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고부가가치 산업  첨단기술의 집에 있어, 

상 으로 비교우 에 있는 국가의 경우, 제품개발

공정 등 기술집약  산업의 추가 인 집 이 이루어

지고, 제품생산공정은 단순생산비가 렴함 지역으

로 집 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세계분업구조에 있어, 

산업별로 기술  간 국가들의 경우, 산업의 공동

화가 발생하여, 고유한 비교우 부문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이다.

 장기 인 기술우 를 해 제품개발과 R&D를 

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투자와 기술개발이 필요

하고 국내 인 산업구조조정을 해 략 인 외

무역정책과 내 인 산업구조정책의 조화가 실하

다. 한 정보통신산업에서 IT서비스의 요성이 나

날이 증 되고 있어 IT서비스에 한 수직  분업

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조성갑, “인 라정보경 론”,진한엠앤비, 2010

[2] 정호상, “경쟁우 의 새로운 원천 : SCM ”, 삼

성경제연구소, 2008. 8

[3]안 모/이 택/최정호, “기업 핵심역량 강화를 

한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청미디어, 1999

[4]Steve Bittinger, "ITIL Implementation Best 

Practice", Garthner Audio Teleconference,2004

[5]Paul R. Krugman, Maurice Obstfeld, " 

International Economics-Theory & Policy ", 

PEAESON, 2006

- 968 -

제34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제17권 2호 (2010.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