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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고에서는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을 분리하는 접근방법을 통해 우리나
라 IT 및 BT산업의 국제경쟁력 패턴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수출입 단가 및 교역조건을 선진국들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IT
및 BT산업의 수출구조는 대체로 선진국에 비해 기술수준이 낮은 저부가가치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수입구조는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교역조건도 선진국에 비해 불리한 것으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IT산업의 대세계 국제경쟁력 패턴은 2000년에 생산비면
의 비교우위에 기초한 무역흑자의 비중이 지배적이었지만 2007년에는 기술면
의 비교우위에 기초한 무역흑자의 비중이 지배적인 형태로 변화하였다. 반면,
우리나라 BT산업의 국제경쟁력 패턴은 기술면에서의 비교열위 패턴이 지배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기술산업은 향후 기술적 비교우위 영역을 확대하고, 특히 선진국과의 교
역관계에서 기술적 비교열위를 축소하여 산업내 무역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
향으로 나아가는 데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한다. IT는 기존의 비교우위 부문의
강점을 활용하여 미래형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BT는 기초기술
에 대한 투자의 강화로 선진국과의 비교열위를 축소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국제경쟁력 패턴의 개선은 산업간 특화의 이득에 더하여 산업내 무역의 증진
에 따른 규모의 경제의 이득, 그리고 교역조건의 개선에 따른 대세계 실질소
득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1) 본고는 조윤애·박종복·오영석·이상규·최윤희,「신기술산업의 국제분업구조와 글로벌 전략」
, 산
업연구원, 2008의 관련 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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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신기술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기술적)제품차별화가 상
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신기
술산업의 국제경쟁력의 유지 혹은 강
화를 위해서는 기술혁신 투자의 확대
를 통한 기술적 우위의 점유와 차별
재를 통한 렌트의 획득이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신기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생산비
(가격)면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기술
측면의 경쟁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기술이 표준화되고 제품이 상대적으
로 동질적인 부문에서는 생산비면의
유리성 여부가 국제경쟁력을 결정할
수 있다. 반면, 기술혁신과 기술적 제
품차별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부문
에서는 단순한 생산비면의 유리성보
다는 기술면의 유리성, 즉 기술투자를
통한 품질수준의 향상과 렌트의 획득
이 국제경쟁력을 결정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가격
경쟁력(생산비면의 비교우위 vs. 비교

열위)과 기술경쟁력(기술면의 비교우
위 vs. 비교열위)을 분리하는 접근방
법을 통해 우리나라 신기술산업의 국
제경쟁력 패턴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신기술산
업의 범위는 무역통계의 이용이 가능
한 IT와 BT를 중심으로 한다.2)

2. 신기술산업의 수출입단가와
교역조건의 추이
(1) 수출단가3)
한국 IT제품의 평균 수출단가는
2000년 약 40달러/㎏에서 2007년에
약 70달러/㎏으로 다소 상승하는 추
세이다. 부문별로도 가전, 정보통신기
기, 전자부품의 수출단가가 모두 다소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한편, BT제품
의 평균 수출단가는 2000년 이후 큰
변화 없이 대체로 30~40달러/㎏ 수
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IT제품의 수출단가를 선진국
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IT제품의 수
출단가는 2005년 약 51달러/㎏으로

2) 본고에서 IT와 BT의 무역통계 즉, 수출입단가, 교역조건, 국제경쟁력 패턴의 측정은 SITC 3단
위를 기준으로 한다. IT 및 BT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IT:가전(775, 761, 762, 763), 정보통신기기(752, 759, 764), 전자부품(769, 772, 776), BT:541,542
3) 본고에서 수출단가는 수출금액(천 달러)을 수출중량(㎏)으로 나눈 값이고, 수입단가는 수입금
액(천 달러)을 수입중량(㎏)으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수출(입)단가의 단위는 ㎏당 천 달러이
다. 수출(입)단가는 SITC 3단위에서 측정하였다. 그리고 특정 산업부문의 수출(입)단가는 그
부문에 속해 있는 SITC 3단위 수출(입)단가의 단순평균을 사용했다. 한국의 수출입 단가 추정
은 무역통계 DB(한국무역협회)를 이용했다. 미국, 일본, EU의 수출입단가(2005년) 추정은
OECD 무역통계 DB를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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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국의 IT 및 BT 수출단가 추이

EU의 수출단가(51달러/㎏)와 비슷하
지만, 미국(114달러/㎏) 및 일본(118
달러/㎏)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IT 수출제품이 미국
및 일본의 IT 수출제품에 비해 상대
적으로 기술수준이 낮은 범용성의 저
부가가치 제품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BT제품의 수출단가를 선진국과 비
교하면, 우리나라의 수출단가는 2005
년 약 32달러/㎏으로 일본의 수준(24
달러/㎏)보다는 다소 높지만, 미국
(251달러/㎏) 및 EU(118달러/㎏)의
수준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것
은 우리나라 BT 수출제품이 미국 및
EU의 BT 수출제품에 비해 상대적으
로 기술수준이 낮은 저부가가치 제품

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2) 수입단가
우리나라 IT제품의 평균 수입단가
도 2000년 약 70달러/㎏에서 2007년
에 약 100달러/㎏으로 다소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전자부품의 수입
단가가 2000년 약 100달러/㎏에서
2007년 280달러/㎏으로 빠르게 상
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BT제품의 평균 수입단가는 2000년
대에 40~60달러/㎏의 수준을 보이
고 있다.
한편, IT제품의 수입단가를 선진국
의 경우와 비교하면, 수출단가의 경우
와는 상이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200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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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국의 IT 및 BT 수입단가 추이

앞서 살펴본 수출단가의 경우 우리나
라는 특히 미국 및 일본보다 훨씬 낮
은 수준이지만, 수입단가의 경우는 미
국 및 일본의 수준과 큰 차이를 보이
지 않는다. 즉, 우리나라 IT제품의 수
입단가는 2005년 약 89달러/㎏으로
일본(89달러/㎏)과 비슷하고 미국(72
달러/㎏) 및 EU(47달러/㎏)의 수준
보다 높다. 이것은 우리나라 IT제품
의 수출구조가 대체로 선진국에 비해
저부가가치 제품군으로 구성되어 있
는 반면, 수입구조는 상대적으로 고부

가가치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IT산업의 무
역구조가 질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우리나라 BT제품의
수입단가(50달러/㎏)는 미국(470달러/
㎏)과 EU(130달러/㎏)보다는 낮지만
일본(40달러/㎏)의 수준과 상대적으
로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3) 교역 조건4)
우리나라 IT제품의 교역조건(수출

4) 교역조건(terms of trade : 수출단가/수입단가)은 세계시장에서 수출재 한 단위와 교환할 수 있
는 수입재의 양을 말한다. 교역조건의 개선은 수출재 한 단위와 교환할 수 있는 수입재의 양이
많아짐을 의미하고 따라서 여타의 조건이 일정할 경우 실질소득의 상승을 의미한다. 반면, 교역
조건의 악화는 수출재 한 단위와 교환할 수 있는 수입재의 양이 적어짐을 의미하고 따라서 여
타의 조건이 일정할 경우 실질소득의 하락을 의미한다. 한편, 교역조건은 수출단가를 수입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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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한국 IT 및 BT의 교역조건 추이

단가/수입단가)은 2000년 0.63에서
2007년에 1.36으로 상승했다. 특히,
가전과 정보통신기기의 교역조건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즉, 가전(정보
통 신 기 기 )의 교 역 조 건 은 2000년
0.72(0.64)에서 2007년에 1.56(1.70)
으로 상승했다.
반면, BT제품의 교역조건은 2000
년 0.97에서 2007년에는 0.75로 다소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 IT제품은 세계시장에서 수출재
단위당 교환될 수 있는 수입재의 양
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BT제품은 수
출재 단위당 교환될 수 있는 수입재
의 양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

낸다.
한편, 교역조건의 수준을 국별로 비
교하면, 한국 IT제품의 교역조건은
2005년에 0.99로 미국(1.64), 일본
(3.52), EU(3.22)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한 BT제품의 교역
조건도 2005년 0.68로 일본(0.41)보다
는 높은 수준이지만 미국(1.37) 및
EU(0.99)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것
은 우리나라 IT 및 BT산업은 세계시
장에서 수출재 단위당 교환될 수 있
는 수입재의 양이 대체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신기술산업 무역
구조가 질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시
사한다.

로 나눈 값이다. 그리고 특정 산업부문의 교역조건은 그 부문에 속해 있는 SITC 3단위의 교역
조건의 단순평균을 사용했다. 한국의 교역조건 추정은 무역통계 DB(한국무역협회)를 사용했고
미국, 일본, EU의 교역조건(2005년) 추정은 OECD 무역통계 DB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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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경쟁력 패턴의 분석
(1) 접근 방법
1) 국제경쟁력 패턴의 유형 구분5)
특정 산업 혹은 특정 제품의 수출
입단가는 가격요소와 비가격요소에
관한 정보를 함께 가지고 있는 지표
로 해석할 수 있다. 수출입단가가 생
산비용만을 반영하고 상품이 동질적
이라면 생산비용이 낮은(높은) 국가
는 수출물량과 수입물량의 차이인 순
수출물량이 플러스(마이너스)를 기록
할 것이다. 반면, 만일 높은 생산비용
에도 불구하고 순수출물량이 플러스
를 기록한다면 이것은 기술, 브랜드나
마케팅과 같은 비가격요인이 우월하
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
출입단가를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모든 산업의 국제경쟁력 패턴 혹은
비교우위 패턴은 다음과 같이 유형화
할 수 있다.
유형 1(기술 비교우위 산업군) :
수출단가i수입단가이면서 수출량 i
수입량. 선진국과 개도국의 무역에
서 선진국일수록 이러한 유형의
특화패턴을 유지할 가능성
유형 2(생산비 비교열위 산업군) :
수출단가 i수입단가이면서 수출량h

수입량
유형 3(생산비 비교우위 산업군) :
수출단가h수입단가이면서 수출량 i
수입량.
유형 4(기술 비교열위 산업군) :
수출단가h 수입단가이면서 수출량h
수입량. 선진국과 개도국의 무역에
서 개도국일수록 이러한 유형의
특화패턴을 유지할 가능성
유형 2와 유형 3은 생산비용에 의
해 비교우위가 결정되며 성숙화된 제
품이나 표준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산
업군의 경쟁력 패턴이다. 반면에, 유
형 1과 유형 4는 기술적 요소에 의해
비교우위가 결정되며 기술혁신이 빠
르게 이루어지는 기술집약 제품을 생
산하는 산업군의 경쟁력 패턴이다.
동태적 국제경쟁력, 특히 동태적 기
술경쟁력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유형 1의 산업군의 비중이 높아질수
록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은 고품질, 고부가가치 제품군의
순수출 비중이 높아져 산업구조가 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구조로 변화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유형 1(기
술 비교우위 산업군)과 유형 3(생산
비 비교우위 산업군)을 비교해 보면,
유형 1의 비중 증가는 산업구조가 고
부가가치 구조로 전환됨과 아울러 교
역조건의 개선으로 실질소득이 상승

5) 구체적인 접근방법은 다음을 참조. 산업연구원,「한국산업의 경쟁력 분석」
, 연구보고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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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2) 측정 방법
4개 산업군의 국제경쟁력 변화는
무역수지 비중에 의한 무역성과를 측
정하여 파악할 수 있다. 즉, IT 및
BT산업의 각 유형의 무역수지 비중
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 그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IT(또는 BT)산업의 각 유형의 무
역수지 비중={각 유형의 무역수지/
[(IT 또는 BT)의 대세계(또는 교
역상대국별) 총무역액)/2]}
이것은 IT(또는 BT)의 대세계(또

<표 1>

는 교역상대국별) 제조업 평균 무역
규모, 즉 수출액과 수입액의 평균에
대한 해당 산업군의 무역수지 비중을
나타낸다. 각 유형의 구분은 SITC 3
단위 수준에서 측정하였다.

(2) 한국의 대세계 국제경쟁력 패턴
우리나라 IT산업의 대세계 교역에
서 국제경쟁력 패턴은 2000년에 생산
비면의 비교우위에 기초한 무역흑자
의 비중이 지배적이었지만 2007년에
는 기술면의 비교우위에 기초한 무역
흑자의 비중이 지배적인 형태로 변화
하였다. 즉, 2000년에는 유형 3(생산
비면의 비교우위)의 무역수지가 IT산
업의 대세계 평균무역규모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51%로 압도적이었지만,

한국의 대세계 국제경쟁력 패턴
2000
유형 1
전체

IT

가전

정보통신기기
전자부품
BT

전체

0.0080

2005

2007

0.5873

0.5049

유형 2

-

0.0008

0.0761

유형 3

0.5123

0.1218

0.0701

유형 1

0.0080

-

0.0971

유형 2

-

0.0008

-0.0020

유형 3

0.0962

0.0894

0.0363

유형 1

-

0.5873

0.4078

유형 2

-

-

0.0781

유형 3

0.3490

-

-0.0051

유형 3

0.0671

0.0324

0.0390

유형 2

-0.3643

-

-

유형 4

-0.4761

-1.1799

-1.1792

주 : 수치=각 유형의 대세계 무역수지/IT(BT)의 대세계 평균무역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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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는 유형 1(기술면의 비교우
위)의 무역수지의 비중이 50%로 압
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IT
산업의 비교우위의 원천이 기존의 생
산비에서 기술로 변화했다는 것을 의
미하고, 이것은 우리 IT산업의 기술
발전을 시사한다. 한편, 대세계의 교
역에서 IT산업은 유형 4(기술적 비교
열위)에 기인하는 경쟁력 패턴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IT산업의 부문별로는, 2007년에 가
전과 정보통신기기는 기술면의 비교
우위(유형 1)에 기초한 무역수지 비
중이 지배적이고, 전자부품은 생산비
면의 비교우위(유형 3)에 기초한 무
역수지의 비중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 즉, 가전과 정보통신의 유형
1의 무역수지 흑자가 IT의 대세계 평
균무역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
각 9.7%, 40.8%를 기록했고, 전자부

<표 2>

품의 경우 유형 3의 무역수지의 비중
이 3.9%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우리나라 BT산업의 국제경쟁력 패턴
은 유형 4의 패턴, 즉 기술면에서의
비교열위 패턴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유형 4의 무역적자가 BT
의 대세계 평균무역규모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2007년에 118%인 것으로
나타났다.

(3) 교역상대국별 국제경쟁력 패턴
1) 대미국 국제경쟁력 패턴
IT산업의 대미국 교역에서 경쟁력
패턴은 기술적 비교우위(유형 1)에
기초한 무역수지의 비중이 압도적인
가운데, 생산비면의 비교우위(유형 3)
와 기술면의 비교열위(유형 4)의 패
턴도 나타난다. 이것은 IT의 부문별

한국의 대미국 국제경쟁력 패턴

전체
IT

가전
정보통신기기
전자부품

BT

전체

2000

2005

2007

유형 1

0.1978

0.1353

0.7661

유형 3

0.2794

0.4068

0.1883

유형 4

-

-

-0.3218

유형 3

0.0912

0.1917

0.1900

유형 1

0.1978

0.1353

0.7661

유형 3

0.3022

0.5394

0.0043

유형 3

-0.1139

유형 4
유형 3
유형 4

-0.3243

-0.0060

-

-

-0.3218

-

-1.4877

-1.3693

주 : 수치= 각 유형의 대미국 무역수지/IT(BT)의 대미국 평균무역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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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패턴이 반영된 것이다.
즉, IT의 대미 국제경쟁력 패턴을
부문별로 보면, 정보통신기기는 기술
면의 비교우위(유형 1)에 기초한 무
역수지의 비중이 지배적이고, 가전은
생산비면의 비교우위(유형 3)에 기초
한 무역수지 비중이, 그리고 전자부품
은 기술적 비교열위(유형 4)에 기초
한 무역적자의 비중이 지배적인 특징
을 보이고 있다. 즉, 2007년에 정보통
신기기는 유형 1의 무역흑자가 대미
국 IT 평균무역규모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76.6%이고, 가전은 유형 3의 무
역흑자의 비중이 19%이며, 전자부품
은 유형 4의 무역적자의 비중이 32%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한편, BT산업의 대미국 경쟁력 패
턴은 기술면의 비교열위(유형 4)에
기초한 무역적자의 비중이 지배적이
다. 즉, 2007년에 유형 4의 무역적자
가 대미국 BT 평균무역규모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136%에 달하고 있다.

2) 대일본 경쟁력 패턴
IT산업의 대일본 교역에서 국제경
쟁력 패턴은 기술면의 비교열위(유형
4)에 기초한 무역적자의 비중이 지배
적이다. 이것은 주로 전자부품의 기술
적 열위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2007년에 전자부품은 기술
적 비교열위(유형 4)에 기초한 무역

한국의 대일본 국제경쟁력 패턴
2000

전체

IT

가전

정보통신기기

전자부품
BT

전체

2005

2007

유형 1

0.1182

0.0053

0.0011

유형 2

-0.2327

-0.2660

-0.0939

유형 3

0.0320

-0.0187

0.0771

유형 4

-0.1343

-0.2246

-0.1972

유형 1

-

0.0053

0.0011

유형 2

-

-0.0200

-

유형 3

0.0318

-

0.0662

유형 1

0.1182

-

-

유형 2

0.0189

-

0.0013

0.0109

유형 3

0.0001

유형 2

-0.2327

-0.2849

-0.0939

유형 4

-0.1343

-0.2246

-0.1972

유형 2

-

-0.4842

-0.8683

유형 4

-1.2718

-0.3930

-

주 : 수치= 각 유형의 대일본 무역수지/IT(BT)의 대일본 평균무역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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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가 대일 IT 평균무역규모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19.7%에 달하고 있다.
반면, 가전과 정보통신기기는 2007년
에 생산비면의 비교우위(유형 3)에
기초한 무역흑자의 비중이 그다지 크
지는 않지만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
다. 즉 가전과 정보통신의 경우 유형
3의 무역흑자 비중이 2007년에 각각
6.6%, 1.1%를 기록했다. 한편, BT
제품의 대일 국제경쟁력 패턴은 생산
비면의 비교열위(유형 2)와 기술면의
비교열위(유형 4)의 패턴이 공존해
왔으며, 2007년에는 유형 2의 패턴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3) 대중국 경쟁력 패턴
IT산업의 대중국 교역에서 국제경
쟁력 패턴은 2007년에 생산면의 비교
우위(유형 3)에 기초한 무역수지의
비중과 기술적 비교우위(유형 1)에
기초한 무역수지의 비중이 지배적이
다. 즉, 유형 3과 유형 1의 무역흑자
가 대중국 IT 평균무역규모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2007년에 각각 18.2%,
13.5%를 기록했다.
부문별로는, 가전과 정보통신기기
는 기술면의 비교우위(유형 1)의 패
턴이 지배적이고 전자부품은 생산비

한국의 대중국 국제경쟁력 패턴

전체

가전

IT

정보통신기기

전자부품

BT

전체

2000

2005

2007

유형 1

0.0685

0.0726

0.1352

유형 2

-0.0390

0.3210

유형 3

0.3555

0.3794

유형 4

-0.0117

-0.0253

-

유형 1

0.0011

-

0.1352

유형 2

-0.0056

-0.0171

-0.0278

유형 3

0.0080

-0.0036

-

유형 4

-0.0048

-0.0253

-

유형 1

0.0675

0.0726

0.2170

유형 2

-0.0335

0.3308

-

유형 3

0.0148

유형 2

-

0.0072

0.0047

유형 3

0.3327

0.3831

0.1824

유형 4

-0.0070

-

-

유형 2

-1.1902

-1.0536

-1.0011

-

KIET 산업경제

0.1824

-

유형 3

-

-

-0.3163

유형 4

0.0843

-0.0365

-

주 : 수치= 각 유형의 대중국 무역수지/IT(BT)의 대중국 평균무역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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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의 비교우위(유형 3)의 패턴이 지
배적이다. 즉, 가전과 정보통신기기의
경우 유형 1의 무역흑자 비중이 대중
국 IT 평균무역규모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2007년에 각각 13.5%, 21.7%를
기록했고, 전자부품의 경우 유형 3의
무역흑자 비중이 18.2%인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BT산업의 대중국 경쟁력 패
턴은 대체로 생산비면의 비교열위(유
형 2)에 기초한 무역적자가 지배적인
경향을 보여 왔다.

4. 요약 및 시사점
수출입 단가 및 교역조건을 선진국
들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IT 및
BT산업의 수출구조는 대체로 선진국
에 비해 기술수준이 낮은 저부가가치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수입구
조는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으
로 구성되어 있는 경향을 보였다. 또
한, IT 및 BT산업은 세계시장에서
수출재 한 단위와 교환될 수 있는 수
입재의 양이 대체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무역구조가 질적으
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경쟁력 패턴을 기술경쟁력(기
술면의 비교우위 vs. 비교열위)/가격
경쟁력(생산비면의 비교우위 vs. 비교
열위)의 분리 방법에 의해 분석한 결
과, IT산업은 대세계 교역에서 2000

년 생산비면의 비교우위가 지배적이
었지만 2005년 이후 기술면의 비교우
위가 지배적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대일 교역에서는 여전히 기술적 비교
열위에 기초한 무역적자 패턴이 지배
적이다. BT산업은 대세계 교역에서
기술적 비교열위에 기인한 무역적자
패턴이 지배적이고, 대중국 교역에서
도 생산비면 혹은 기술적 비교열위
상태에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신기
술산업이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제
품으로의 구조고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국제분업
의 관점에서는 신기술산업의 기술적
비교우위 영역을 확대하고, 특히 선진
국과의 교역관계에서 기술적 비교열
위를 축소하여 산업내 무역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
다. IT는 기존의 비교우위 부문의 강
점을 활용하여 미래형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BT는 기초기
술에 대한 투자의 강화로 선진국과의
비교열위를 축소해 나가야 한다. 또한
수출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교
역조건의 개선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국제경쟁력 패턴의 개선 혹은
국제분업구조의 개선은 산업간 특화
의 이득에 더하여 산업내 무역의 증진
에 따른 규모의 경제의 이득, 그리고
교역조건의 개선에 따른 대세계 실질
소득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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