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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태양광, 풍력 산업의 가치사슬과
가치시스템 선순환 구조 분석

박중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

문제 제기

다. 반면, 관련 산업과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구조
에 대한 분석은 미흡하였다. 이는 분석모형의 틀

21세기 들어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환경

을 수립하는 것이 어렵고 실질통계 수집에 제약이

오염방지, 신성장동력산업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Institute of Management

너지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대표적

Accountants, 2001).

으로, 미국은 기후변화실행계획(Climate Change

이에 따라 본 논문은 한국 신재생에너지산업,

Action Plan, 2013), 유럽은 전략적 에너지기술계

특히 태양광과 풍력산업을 대상으로 가치사슬

획(Strategic Energy Technology Plan, SET-Plan

(Value Chain, 이하 VC)과 가치시스템(Value Sys-

2011), 일본은 에너지환경혁신전략(2012), 중국

tem, 이하 VS) 분석을 통해 기업 내 공정 간에 부

은 재생가능에너지에 관한 12차계획(2012)이라

가가치의 선순환구조가 형성되어 있는지와 산업

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

내 공정 간에 선순환적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국 역시 화석에너지 원료의 수입을 줄이고 온실

를 분석하기로 한다.

가스 감축과 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
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

가설설정과 방법론

풍력, 연료전지,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등을
집중 육성분야로 선정하고 연구개발(R&D)과 사

1) VC

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VC 개념은 마이클 포터(M. Porter)가 기업의

그러나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분

전략적 단위 활동을 구분하여 자사의 강·약점을

석은 기술적·공학적인 관점에서 주로 이루어졌

파악하고, 경쟁 기업과의 현재적·잠재적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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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신재생에너지산업의 VC분석
6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산업
R&D지원

1

신재생에너지기업의
R&D투자 증가

2

신재생에너지기업의
R&D성과 증가

3

신재생에너지기업의
제품 생산량 증가

4

신재생에너지기업의
제품 생산비용 감소
(규모의 경제)

5

신재생에너지기업의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 증가

7

가치 창출 원천을 분석하기 위해 정립한 경쟁우

따라 현재까지 VC에 대한 연구는 상당수 설문방

위평가에 관한 이론이다. VC는 광범위하게 활용

식으로 진행되었다.

되는 이론적 틀로서, 연구개발(Research & De-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VC를 분석한 국내·

velopment, 이하 R&D), 조달, 제조, 영업, 판매,

외 논문은 많지 않다. 이에 본 논문은 Watanabe

물류, A/S 등 일련의 흐름에서 제품이나 서비스

등(2000)의 분석방법을 기반으로 VC상에서 선 경

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으로도 설명된다.

영활동이 후 경영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창

넓은 의미에서는 원재료 생산자 또는 부품 공급

출된 부가가치가 생산과 R&D 투자의 증가로 이

자로부터 제품이 완성되어 최종 사용자에 이르

어지는 선순환구조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

기까지의 가치창출 단계에 기여하는 기업의 모

고자 한다(<그림 1> 참조).

든 내·외부 활동을 말한다. 주요 활동의 각 공정

본 논문은 이러한 VC에 대한 분석방법론에 따

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리로 연결되어 있으

라 태양광, 풍력산업별로 각 공정단계를 따라 다

며, VC 내 연계는 한 활동의 변화가 다른 활동의

음과 같이 7개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치와 비용에 영향을 주는 쌍방향적 특징을 나
타내고 있다.
이러한 기업 내 VC 분석을 통한 경쟁우위 평가

가설 1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산업 R&D지원 증
가는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R&D투자 증가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

방법은 내부비용 분석, 내부차별화 분석, 수직적

가설 2 :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R&D투자 증가는

연계분석 등이 있다. 이 중 기업 내부비용과 내부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R&D투자 성과(특허) 증가

차별화 분석방법은 기업이 제공하는 재무자료 등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을 통해 분석된다. 그러나 실질통계는 기업의 내

가설 3 :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R&D투자 성과

부 자료로 접근이 어려워 분석에 한계가 있기 때

(특허)는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제품 생산량 증가

문에 많은 VC 분석이 수직적 연계분석 방법을 선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택하고 있다(Shank & Govindarajan, 1993). 또한

가설 4 :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제품 생산량 증

수직적 연계분석도 기업들이 각기 가치사슬의 전

가는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생산비용 감소(규모의

분야 또는 일부 분야에만 참여하는 다양성 때문에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프로세스를 파악하기 위한 표준화된 방법론이 없

가설 5 :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생산비용 감소(규

어 분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제약에

모의 경제)는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매출액 대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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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등 모듈화된 산업은 각 공정이 동시 공학

가설 6 :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매출액 대비 경

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동시 공학(concurrent

상이익률 증가는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제품 생산

engineering)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한국산업기

량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술재단, 2007).

가설 7 :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매출액 대비 경
상이익률 증가는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R&D투자

3) 방법론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위 VC과 VS에서 설정한 가설 검증을 위해 정
부와 기업들의 실질통계를 구하려 했으나 제약

2) VS

이 있었다. 정부의 관련 통계는 현 상황을 설명

VC 분석이 기업 내부의 시각에서 부가가치 창

할 최근 통계가 부족하였고, 관련 기업들은 관련

출구조를 분석하고 있다면, VS 분석은 부가가치

통계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와 경쟁우위의 창출 단위를 산업 내 부가가치 창

러한 제약의 극복을 위해 본 논문은 한국 신재

출구조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간의 연계로 확장

생에너지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

한 것이다. 기업은 산업 내 VC 간의 새로운 조합

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이것은 선행 연구에

형태를 만들어 최종 소비자가 요구하는 가치를 창

서도 살펴본 다수의 논문들이 설문방식을 채택

조하기 위한 최적의 VS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유

하고 있는 이유와 동일하다. 분석 방법은 VC과

석진, 2000). VS 분석은 산업 내의 VC에서 부품·

VS 내 공정 간 인과관계에 대해 회귀분석을 활

소재-분배-구매-리사이클 등 각 공정에 걸쳐 관련

용하였다.

기업들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다.
특정 산업의 VS는 어떤 아키텍처를 가지느냐

분석의 결과

에 따라 구분된다(후지모토 다카히로, 2005). 아
키텍처는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부품을 어떻게

VC에 대한 분석의 결과(<표 1> 참조), 한국 태

연결하는가에 대한 개념으로, 제품이 요구하는

양광산업의 VC는 정부 R&D지원 증가가 관련 기

기능을 어떻게 전개하고 제품을 어떤 부품으로

업 R&D투자 증가로 이어졌고, 기업 R&D투자 증

나누고 기능을 배분하는가에 관한 기본규칙이

가가 기업 R&D성과 증가에 기여하였으며, R&D

다. 이러한 아키텍처는 통합형과 모듈형으로 구

성과 증가가 태양광 제품 생산량 증가에 영향을

분된다. 통합형 아키텍처는 자동차, 태양광 산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태양광 생산비

업 등과 같이 제조방식이 통합화된 산업에 있

용 감소가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 증가에 영향을

어서 하나의 제조공정이 끝난 이후에 다음 제조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기업의 제품 생산

과정이 차례로 진행되는 통합화 생산방식(inte-

량 증가가 제품 생산비용 감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gral manufacturing)을 따른다. 반면 PC와 풍력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의 매출액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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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국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VC 분석결과

경상이익률 증가가 생산량 증가에는 영향을 주고
있으나, 기업의 R&D투자 증가에는 기여하지 못

분석내용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순환구조에 들어서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 풍력기업의 VC는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은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증가에, 기업의 연구개

예상부호

추정치
태양광

풍력

1 정부 R&D지원 효과

+

0.463***

0.289*

2 기업 R&D투자 효과

+

0.242***

0.448***

3 기업 R&D성과 효과

+

0.242***

0.337**

4

제품 생산량 효과

+

발 투자 증가는 기업의 연구개발 스톡 증가에, 기

-0.124

5

제품 생산비용 효과

+

0.673**

업의 연구개발 스톡의 증가는 기업의 생산량 증

6

경상이익률 효과1

+

0.085*

가에 연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7

경상이익률 효과2

+

-0.010

-0.144
-0.273*
0.420***
0.207

주 : *, **, ***은 각각 10%, 5%, 1%의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통계
량을 의미함.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생산량 증가가 생산
비용의 감소로 이어지지 못하고 경상이익률의 증
가에는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경상이익률의 증가가 생산량의 증가에는 기여하

는 잉곳·웨이퍼 기업, 태양전지 기업, 모듈기업,

나,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증가에는 기여하지 못

시스템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만들어내야 하는 선

하고 있어 VC의 선순환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분

순환적 산업생태계가 아직 미완성 상태에 있다는

석되었다.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의 태양광과 풍력산업의 VS에

한국 풍력산업 내 VS(<표 3> 참조)는 로터 블

대한 분석결과, 한국 태양광산업의 VS(<표 2> 참

레이드, 기어박스, 발전기 등 시스템 그룹과 타워

조)는 태양전지 기업의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

등 구조물 그룹 상호 간에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증가가 모듈기업의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 증가

과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연구개발 스톡, 매출액

에만 영향을 줄 뿐, 그 외의 산업 내 모든 공정에서

대비 경상이익률 등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표 2> 한국 태양광산업의 VS 분석결과

1

분석내용

예상부호

잉곳·웨이퍼
→ 태양전지

태양전지
→ 모듈

모듈
→ 시스템

정부 R&D지원 증가

+

1.098

0.011

0.067

2

태양광기업의 R&D투자 증가

+

0.742

-0.319

0.231

3

태양광기업의 R&D성과 증가

+

-0.125

0.158

-0.428

4

태양광기업의 제품 생산량 증가

+

0.208

-0.281

0.407

5

태양광기업의 제품 생산비용 증가
(규모의 경제)

+

-0.500

-0.314

0.339

6

태양광기업의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 증가

+

1.448

0.585**

-0.258

주 : *, **, ***은 각각 10%, 5%, 1%의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통계량을 의미함.

2 0 1 6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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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한국 풍력산업의 VS 분석 결과
signalfo
estimated
F-Value
recast
coefficients

시스템 그룹

구조물 그룹

정부의 풍력산업 R&D 지원

정부의 풍력산업 R&D 지원

+

0.740**

0.036

풍력 기업의 R&D 투자

풍력 기업의 R&D 투자

+

0.906***

0.002

풍력 기업의 R&D 스톡

풍력 기업의 R&D 스톡

+

0.740**

0.036

풍력 기업의 제품 생산량

풍력 기업의 제품 생산량

+

0.518

0.188

풍력 기업의 제품 생산 비용

풍력 기업의 제품 생산 비용

+

-0.267

0.522

+

0.885***

0.003

풍력 기업의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 풍력 기업의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
주 : *, **, ***은 각각 10%, 5%, 1%의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통계량을 의미함.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생산량

정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규모의 경제효과를

과 생산비용 등에서는 상호 간에 긍정적인 효과를

달성하고 세계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산업생태계

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풍력기업의 매

가 완성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액 대비 경상이익률 증가가 풍력기업의 R&D투
자 증가를 유발할 수 있도록 R&D지원정책을 강

정책적 시사점과 한계

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 풍력산업 내 VS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생태계의 정립을 촉진하는 정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로부터 VC 공정 간 선

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순환 구조와 산업 내 VS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본 논문은 한국의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해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태양광산업에

VC와 VS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정책적 시사점

있어서 첫째, 태양광기업의 제품 생산량 증가가

을 발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석모형을 세우기

규모의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정도로 이루어

어렵고 관련 기업의 실질통계를 수집하기 어려워

져 생산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지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나타내

원이 필요하다. 둘째, 태양광기업의 매출액 대비

고 있다. 향후 한국 신재생에너지산업이 발전하

경상이익률 증가가 R&D투자 증가로 이어져 VC

여 실질통계를 기반으로 보다 정밀한 분석이 이

상 선순환 구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R&D지원정

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한국

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 태양광산업

내 VC과 VS에 대한 분석에 그치고 있어, 세계적

내 VS의 선순환적 흐름을 위해 산업생태계의 구

추세인 국제가치사슬(GVC) 속에서 한국 신재생

축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산업의 상대적 위상을 분석하지 못했다는

국내 풍력산업에 있어서는 첫째, 풍력기업의

한계를 안고 있다. 이는 아직 세계적으로도 분석

생산량 증가와 생산비용 감소 간, 그리고 생산비

되지 않고 있어 추후 중요한 연구과제가 될 것으

용 감소와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 증가 간에 긍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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