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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적 관점에서 우리 국가사회의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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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안 모색의 장으로서 기존의 동향분석 중심의 『과학기술정책』지를 과학기술정책
분야 전문학술지로 개편하여 사실상의 재창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학술지로서 『과학기술정책』은 앞으로 1년에 2회씩 발간될 예정이며 과학기술혁신,
과학기술과 경제사회의 상호작용, 창의인재와 일자리,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등 과학기술
관련 폭 넓은 주제를 문제해결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대안을 담으려고 합니다. 바라
기는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이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지평을 넓히는 데 하나의 나침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학술지 『과학기술정책』의 창간을 위해 애써 온 원내외 학술지 기획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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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과학기술정책: 회고와 전망
최영락*
초록

한국의 과학기술은 지난 50년간 그 유례가 없을 만큼 엄청나게 발전하였다. 또 기술혁신 역량에서
선진국 수준에 근접할 만큼 커다란 진전을 이루었다 . 본고에서는 한국 과학기술이 이렇게 선진국을
따라잡는 과정에서, 한국 과학기술정책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가를 밝혀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기존의 주요 문헌들을 분석하여 한국 과학기술정책의 특징적 양상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 과학기술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모습이 무엇인가를 모색해 보았다.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은 민간부문이 대단히 취약했던 초기부터 한국 과학기술이 발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최적의 발전 경로 모색, 연구개발 주체의 육성,
과학기술인력의 확충, 기술개발 지원제도 정립, 자원투입의 효율성 등을 추구하였다. 특히 한국 국가
기술혁신체제의 끊임없는 진화와 그 변환을 주도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 나름의 특징적인
전략과 독자적인 방식을 추구하고 , 또 이에 크게 성공하였다 .
다른 한편, 앞으로 한국은 새로운 모습의 과학기술을 추구해야만 추가적인 발전이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 따라서 과학기술정책도 현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각, 방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신(新)과학기술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그 요체는 민간주도의 기술혁신 체제로 완전하게 탈바꿈하는
한편 , 선진국 수준의 창의적 연구 수행 , 경제논리에서 벗어나 국가발전을 위한 가치창출에 초점,
연구자 중심의 연구과제 관리 , 선진화된 생태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제어 한국 과학기술 정부의 역할 기술혁신 과학기술정책 선진국 따라잡기
:

*

,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yourchoi1@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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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선진국에 접근한 한국의 과학기술

한국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50년간 세계에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과
학기술 역량, 투자, 인력, 시스템에서 엄청나게 발전하였다. 과학기술의 거의 모든 부
분에서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하였고 기술자립의 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하
였다. 또 총연구원수에서 프랑스와 영국보다 20% 많으며, 미국 특허등록에서 독일과
대등한 규모이고, 박사 연구원이 10만명인 시대에 이르렀다.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역
량은 2016년 현재 총연구개발비 세계 5위, GDP 대비 총연구개발비 2위, 총연구원수
6위, 미국특허(등록) 3위, 국제학술논문 12위를 차지할 만큼 주요한 과학기술국으로
발돋움하였다. 다만, 아직 총연구개발비 규모에서 2016년 현재 미국의 1/8.4, 일본
1/2.4, 중국 1/3.8에 불과한 실정이다.
구분

<표 1> 한국 과학기술의 발전 모습

1963

1970

1980

1990

2000 2010 2016

총연구개발비(백만달러) 4
32
321
4,676 12,245 37,935
정부 대 민간(%)
97:3 71:29 64:36
19:81 28:72 28:72
총연구개발비/GDP(%) 0.25
0.39
0.56
1.72
2.18 3.47
연구원수(상근기준,명) 1,750** 5,638** 18,434** 70,503** 108,370 264,118
국제학술논문(SCI)
27
159
1,587 12,316 41,385
미국특허(등록)
3
9
290 3,472 12,508

59,819
24:76
4.24
361.292
59,628
19,494

주: ＊ 총연구개발비/GNP ＊＊ 전체 연구원 수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각 년도)

그러면, 과연 한국의 과학기술은 주요 선진국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만큼 충분한 역
량을 확보하였는가? 아쉽게도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은 질적 수준에서 주요 선진
국에 비하여 아직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 한국의 핵심기술 수준은 2016년 현재 평균
78.6%(국가전략기술 120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자료)이며, 최고 94.1%(초정밀
디스플레이 공정 및 장비기술)이고 최저 56.7%(우주감시 시스템기술)이다. 특히, 글로
벌 과학기술 프런티어 개척능력은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열세인 채, 유럽
강소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 <표 2>에서와 같이 피인용 상위 0.1%논문 제1저자
(2002-2012)에서 한국은 0.7%이고, 피인용 상위 0.01%논문 제1저자(2002-201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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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한국 0.9%로 유럽 강소국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표 2> 피인용 상위논문 제1저자 국제비교

상위1%논문
구분
(2002-2012)
미국
45.0%
영국
8.1%
독일
6.3%
중국
5.6%
일본
3.3%
스위스
2.0%
스웨덴
1.1%
벨기에
0.9%
한국
1.2%
자료: 한국연구재단(2013)

상위0.1%논문
(2002-2012)
50.0%
8.5%
5.5%
4.2%
2.8%
2.2%
1.1%
0.8%
0.7%

상위0.01%논문
(2002-2012)
53.7%
9.7%
4.3%
2.8%
3.3%
1.8%
1.1%
0.5%
0.9%

Ⅱ. 한국 기술혁신활동의 진화

한국 과학기술의 발전과정에서 어떠한 기술혁신활동 단계를 거쳐 왔는가에 대하여
Kim(1997)은 기술모방(imitation)에서 기술혁신(innovation)으로 이행하였다고 매우
의미 있는 분석을 하였다. 이외에도 한국의 기술혁신 과정을 유동기, 과도기, 경화기
로 구분한 모형을 원용하여 한국은 선진국과는 반대의 경로를 거쳐 발전했다고 주장
한 Kim (1980), 한국을 토대로 개발도상국의 기술발전 과정을 도입단계, 내재화단계,
창출단계로 보면서 기업/산업/국가/세계의 관점에서 고찰한 Lee et al.(1988)이 있다.
또한 Kim(1999)은 한국의 기술발전 과정을 복제모방단계, 창의모방단계, 혁신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후 후발자의 탈추격 관점에서 한국의 기술발전을 설명하려는 연구들이 수행되었
다. Lee and Lim(2001)은 한국 사례를 3개 유형인 경로추종형 추격, 단계생략형 추
격, 경로창출형 추격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Hobday et al.(2004)은 한국이 추격단계
에서 선도단계로 이행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Lee, Lim and Song(2005) 역시 한국
이 기술적으로 도약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 송위진 외(2007)는 기업 차원의 기술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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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탈추격형 기술혁신 과정으로 전환하였음을 설파하였다. 그리
고 이공래 외(2008) 역시 한국의 대표적인 기술혁신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혁신경로
창출능력을 어느 정도로 구축하였는가를 살펴보았다.
이상에서 고찰한 한국의 기술혁신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기업 외부자의 시각에서
분석한 것들이다. 하지만, 기술혁신활동에서 기업 내부자의 시각과 전략 그리고 노력
은 더욱 중요하다. 이와 같이 시각에서 기술혁신 전략과 기술혁신 방식을 분석한 예
로는 Choi(1996)가 있다. 이렇게 한국 주력산업에서 일어났던 기술혁신활동을 기업
내부자의 입장에서 그 동태적 진화과정을 파악한 기술혁신 모형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이 모형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기술혁신 역량이 발전해온 과정을 다음과 같은 4
단계로 구분하였다. 제1단계는 한국 기업들이 초기에 해외에서 도입한 생산기술들을
바탕으로 조립기술, 가공기술, 운전기술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둔 시기이다. 제2단
계는 해외에서 도입한 기술과 자신들이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생산기술과 공정기술
의 고도화를 자체적으로 실현한 시기이다. 제3단계는 기업 자신들이 기술집약형 신제
품을 창출하고 부품 및 소재기술의 발전에 초점을 둔 시기이다. 제4단계는 세상에 없
던 전혀 새로운 기술 혹은 독창적 아이디어를 통해 세계를 지배하는 선도제품을 창출
하는 데에 초점을 두는 시기이다. 현재 대다수의 한국 기업들은 두 번째 단계에 머물
고 있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일부 기업만이 세 번째 단계로 이행하고 있다. 참고로 제
4단계는 한국 기업들이 지향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이며,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
트 등과 같이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기술을 확보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단계이다.
<표 3> 한국 기업의 기술혁신활동 진화과정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제4단계
(경로추종)
(경로실현)
(경로창출)
(경로선도)
위한
혁신을 위한
혁신을 위한
창조를 위한
기술혁신 초점 모방을
문제풀기
문제풀기
문제설정
문제설정
해결해야 할 문제 확보 가능
확보 가능
불확실
불확실
문제해결 대안
확보 가능
불확실
불확실
불확실
독창적 제품,
혁신적 발명,
핵심역량 조립, 가공, 운전 생산성, 품질
아키텍처
아이디어
핵심요소
역행 엔지니어링 공정기술, 생산기술 신기술, 부품/소재 원천기술, 과학
기술혁신 방식
집단 학습
집단 재조합
집단 창출
집단 창조성
자료: 최영락 외(2010)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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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현재까지 추진된 주요 과학기술정책

한국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이
러한 정부의 역할은 그 어느 개발도상국도 시행하지 못한 것이며, 그 내용 및 방식에
서 한국식이라고 불러도 충분할 만큼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국 정부는 첫째, 과학
기술 자원이 매우 빈약함을 잘 인식하여 초기부터 연구개발투자의 확대와 과학기술인
력의 확충에 가장 큰 힘을 쏟았다. 그 결과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한국의 과학
기술 자원(투자, 인력)은 초고속으로 팽창하였다. 둘째, 한국 정부는 한국 과학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최적의 발전 경로를 찾아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
이를 위해 당면하고 있던 현상에 대하여 가장 객관적인 진단과 분석 그리고 이를 바
탕으로 가장 바람직한 미래 경로 대안을 탐색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셋째, 초기부터 연구개발 주체의 육성에 힘을 쏟았다. 1970년대에는 정부출연연구기
관, 1980년대에는 기업, 1990년대에는 대학 등 순차적으로 그 육성에 초점을 두었
다. 또 국가기술혁신체제의 구성요소들인 관련 제도, 지원기관 육성, 인프라 등을 구
축하기 위한 노력들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넷째, 과학기술 역량을 조기에 고도화하기
위하여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핵심적인 정책수단들을 동원하였다. 그 가장 대표적
인 수단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강력한 추진하며, 또 다른 수단은 기술개발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지원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한 것이다. 다섯째, 자원투입의 생산성을 추
구하였다. 이를 위해 전략적 영역을 선정하고 이에 가용자원을 집중하는 방식을 채택
하였다. 종합하여, 한국 정부는 한국 국가기술혁신체제의 끊임없는 변환과 발전을 앞
장서서 이끌어 왔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대덕연
구단지, 선도기술개발사업 등 한국 특유의 독자적 자산들을 창출하는데 크게 성공하였
다. 그리고, 초기에는 정부주도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켰지만 점진적으로 민간기업이 연
구개발의 중심체인 민간주도 체제로 완전히 이행되도록 하였다. 다만, 이렇게 한국 과
학기술이 초단기에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과 대등하게 경
쟁할 수 있는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 연구개발 시스템, 연구개발 방식을 아직은 갖추
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한국은 그동안 어떠한 과학기술정책들을 전개하여, 오늘날 한국 과학기술의
모습을 실현하였는가? 이하에서는 이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은 1945년
광복 시점에서 약간의 과학기술 유산을 물려받았으나, 주로 하급기술을 다루었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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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등교육기관들과 시험연구기관들이 전부이었다. 또 광복 이후에 이공계 고등교육
기관의 정비 및 국공립 시험연구기관의 정비 등이 이루어졌지만 과학기술정책의 부재
로 인해 답보상태에 머물렀었다. 다만, 이 시기는 소수의 국가연구기관이 과학기술 연
구의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이었고, 과학기술의 불모지 속에서 향후 발전을 위한 씨앗
을 어느 정도는 잉태한 시기였다. 한편, 한국의 과학기술은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육성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960년대 이후 과학기술정책에 초점을 두어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수많은 정책과 사례 중에서 한국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과학기술정책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1)
1.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진화
1) 정부 부처

과학기술 행정조직의 시초는 과학기술을 전담하는 최초의 독립된 정부기구인 원자
력원(1959년 설립)이다. 이후 경제기획원에 기술관리국이 1962년 설립되어 과학기술
정책을 전담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조직은 과학기술처 설립의 모태이었다. 또 1967년
에는 과학기술 전담부처인 과학기술처가 설립되었는데, 이는 당시 개발도상국 중에서
최초로 각료급 과학기술을 전담부처를 갖춘 사례이다. 이후 과학기술처는 40여년간
한국 과학기술을 1960년대의 개발도상국 상태로부터 21세기 초반에 선진국 문턱까지
끌어올리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김대중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집행능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1997년 2월 과학기술 전담부처를 ‘처’에서 ‘부’로 격
상시켰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2003년 청와대 내에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신설하였다. 또 2004년 과학
기술행정체제를 개편하였는데, 그 핵심은 과학기술부 장관을 “과학기술부총리”로 격상
시키고 과학기술부 내에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을 주관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한 것이었다. 과학기술정책의 역할이 국정 현안과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확대됨에
따라 산업, 교육, 지역 등 관련 정책들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과학기술행정체제를 개편
하였다. 고등교육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
어 교육과 과학기술을 결합한 교육과학기술부를 출범시켰다. 또 과학기술 부총리와 과
학기술혁신본부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 신설에 따라 정보과학기술보좌

1) 이하의 내용은 이종욱 외(1886), 김영우 외 (1997), 황용수 (20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7)의 내용에서
발췌 요약한 것이며 , 필자의 지식과 경험도 첨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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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폐지하고 교육문화수석실에 과학기술비서관을 두어 대통령을 보좌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교육 현안 위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운영되면서 과학기술 행정이 약화되었다
는 지적을 받아들여,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비상설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2011년 장관급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하여 과학기술 종합조정과 행정 기능을 강화
하고자 하였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
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축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기존의 교육과학기술부를 개편하여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전
담하는 부처로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였다. 또 박근혜 정부는 미래전략수석비서관
아래에 과학기술비서관과 정보방송통신비서관을 두었다.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출
범하면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흡수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과학기술 부문과
정보통신 부문을 결합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발족시켰다. 또 대통령에게 과학기술정
책을 적극 보좌하는 과학기술보좌관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참여정부의 경험을 살려 과
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출범시켰다.
2) 종합조정 기구

최초의 과학기술정책 종합조정기구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이
다(1973년 설치). 하지만 1970년대에는 정부 각 부처의 과학기술 사업들이 소규모이
고 이해 상충도 심각하지 않아 그 기능이 활발하지 않았다. 또 1980년대에는 기술진
흥확대회의가 별도로 운영되었고, 1990년대에는 과학기술처의 조정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그 기능이 활발하지 못하였다. 다른 한편, 기술드라이브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 과학기술정책이 통치권 차원에서 강력한 지원을 받는 시기가 있었다. 1982
년부터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여야 정치인, 국무위원, 재벌 총수, 학계와
연구계 등 대표인사 250명 내외가 참여하는 “기술진흥확대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
였다. 이 기술진흥확대회의는 1982년부터 1987년까지 6년 동안 총 12회가 개최되었
으며 총 27개의 핵심적인 정책과제들을 다루면서, 한국 과학기술을 한 차원 끌어올리
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여러 부처에서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면서 과학기술정
책 및 연구개발투자의 종합조정 필요성이 매우 커졌다. 이를 위한 종합조정기구로는
종합과학기술심의회(1973년-1996년), 과학기술장관회의(1996년-1998년), 1999년부
터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2013년부터 국무총리 소속의 국
가과학기술심의회로 이어졌다. 이들 종합조정기구에는 국무위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

14 ∙ 과학기술정책 | 제1권 제1호(2018)

가들도 참여하였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 컨트롤타워로서 “국가과학기
술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위원장 2명(국무총리, 민간위원)
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간사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다.
다만, 대통령 자문기관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긴밀하게 연계시키기 위해 2018년
4월 17일부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속의 심의회가 되었다.
한편,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1991년 3월 국가과학기술자
문회의법이 제정됨으로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상설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공식
출범하였다. 이후 자문회의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과학기술정책의 중장기 방향 설정,
과학기술 주요 이슈 등에 대하여 자문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자문회의는 자문위원을
민간 전문가들로만 구성함으로써 보다 자유로운 의견제시와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반
영하도록 하였다. 이번 자문회의는 의장(대통령)과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기는 2017년 12월에 출범하였다.
3) 연구조직 관리기구

김대중 정부는 정부의 간섭을 줄이기 위해 연구회 체제를 신설하였다. 이에 1999
년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기초기술, 공공기술, 산업기술의 3개 분야로 나누고 분야별로
단일 이사회를 갖는 3개 연구회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이들 연구회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관리 감독을 국무총리실로 일원화하여 부처별 간섭을 최소화하고자 하였
다. 한편, 노무현 정부는 2004년 과학기술행정체제를 개편하면서 3개 과학기술계 연
구회와 소관 19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국무총리실에서 과학기술부로 이관하였다. 또,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공기술연구회는 해체되고 기초기술연구회는 교
육과학기술부로, 산업기술연구회는 지식경제부로 그 관리체제가 이원화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의 일관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
기술연구회를 1개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2014년 6월 일원화하였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추구하는 취지에서 단일 연구회 체제를 그대로 계승하였다.

2.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정부는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한국 과학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고 또 이를 강력하게 실행함으로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주도하였다. 중기 과학기
술 발전계획으로는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1966)에 발맞추어 경제기획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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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관리국이 수립한 “제1차 기술진흥5개년계획(1962-1966)”이 최초이다. 이어 1967
년에 설립된 과학기술처는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7-1971)에 발맞추어 “제2차
과학기술진흥5개년계획(1967-1971)”을 수립하였다. 이후 과학기술처는 경제개발5개
년계획과 연계하여 “제3차 과학기술개발5개년계획(1972-1976)”, “제4차 경제개발5개
년계획: 과학기술부문계획(1977-1981)”, 제5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과학기술부문계획
(1982-1986)”, 제6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과학기술부문계획(1987-1991)”을 수립하였
다. 다만, 수립되었던 “제7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과학기술부문계획(1992-1996)”은
김영삼 정부가 추진했던 “신경제5개년계획: 기술개발전략부문계획(1993-1997)”으로
조정되었으며, 이 계획은 민간 중심의 경제를 추구하는 취지에서 유도계획(indicative
planning)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이후의 과학기술 발전계획들은 기본적으로는 유도
계획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여전히 목표지향적으로 추진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 이후
의 과학기술 발전계획들은 매 정권의 이념과 지향점을 반영하면서 추진되었다. 이후
김대중 정부의 “과학기술혁신5개년계획(1997-2002)”과 “과학기술혁신5개년수정계획
(2000-2002)”, 참여정부의 “제1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03-2007)”, “이명박정부의 제
2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08-2012)” 박근혜 정부의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13-2017)” 문재인 정부의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으로 이어졌다.
다른 한편, 과학기술이 나아가야 할 장기 방향을 점검하고 중점 분야를 발굴하여
육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과학기술 장기발전계획들도 추진되었다. 과학기술처는
최초의 장기계획인 “과학기술개발장기종합계획(1967-1986)”을 수립하였다. 1967년
수립된 이 계획은 20년 후인 1986년까지 한국이 개발도상국 중에서 최상위권에 도달
함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실제로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한국 과학기술은 개발도상
국 중 선두그룹으로 부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외에도 과학기술처는 20년에 걸치
는 “장기인력수급계획(1967-1986)”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한편,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다가오는 21세기에 대비하여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가 과학기술계의 주요
화두로 등장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과학기술처는 2년여 기간에 걸쳐 준비한 “2000년
대를 향한 과학기술발전장기계획(1987-2001)”을 1986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2000년까지 한국의 전략적 분야에서 세계 10위권의 기술선진국을 구현하겠다는 담대
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실행방안들을 정립하였다. 이어 과학
기술처는 1994년 “2010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장기계획(1995-2010)”을 수립하여 한
국이 2010년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전략적 연구개발 영역들을 도출하였다. 또
과학기술부(1999년 과학기술부로 승격)는 21세기 한국의 과학기술을 어떻게 만들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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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주요 과제들을 점검하기 위하여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
발전 장기비전(2000-2025)”을 1999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2025년까지 선진
7개국 수준의 과학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3. 연구개발 주체의 육성
1) 정부출연연구기관

1959년 2월 설립된 원자력연구소는 현대적인 연구소로서 사실상 종합연구기관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이어 1966년 2월 최초의 현대적인 종합연구소인 한국과학기술연
구소(KIST)가 설립되었다. KIST는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설립되었지만 자율적인 운영
을 위해 재단법인이라는 법적 형태를 갖추었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높은
처우를 제공하였다. 그로 인해 KIST에는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들었고 이들은 산업기
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여 한국 산업의 발전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
다. KIST의 성공으로 시작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모델은 한국의 독특한 제도로서,
1970년대 들어 중화학공업 분야의 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전문분야별 연구소 설립으
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소(1973년), 한국표준연구소(1975년), 한국기
계금속시험연구소(1976년), 한국화학연구소(1976년) 등이 설립되었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과 연구조직의 능률성을 극대화한다는 취지에서
1980년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16개를 9개로 통폐합하는 조치가 단행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새로운 첨단기술 분야가 한국에서 대두됨에 따라, 이에
부응하기 위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신설 및 개편 작업이 이어졌다. 몇 개의 연구기관
을 통폐합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1985년)이 출범하였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1985
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1989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1989년) 등이 설립되었으며,
현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에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소속되어 있다.
2) 기업연구소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에 착수한 이후 뒤이어 민간기업의 연구소를 육성
하기 위한 시책들을 추진하였다. 1981년에 기술개발촉진법이 개정되어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기업부설연구소가 참여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연구요원에 대한 병역특례, 연
구용 견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연구원 30명 이상을 보유한 연구소의 건물 및 토
지에 대한 지방세 면제,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연구개발용품에 대한 관세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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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은 일련의 지원제도가 시행되었다. 한국에서 기업부설연구소가 설립되기 시작
한 것은 1979년이며, 그해 말까지 46개 기업부설연구소, 1985년 183개, 1988년
500개를 넘었고, 1991년 4월 1,000개를 돌파하고, 1995년 9월에는 2,000개를 돌파
하였다. 또 기업부설연구소는 1990년대 말 벤처 붐에 따라 그 수가 더욱 급증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00년 5,000개, 2004년 10,000개, 2014년 30,000개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고, 2018년 3월 기업부설연구소는 40,000개를 돌파하는 성과를 이루었
다. 특히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들은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하여 2018년 9월 현
재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3) 대학

1980년대까지 대학은 정부의 정책연구 및 조사연구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이며 대학원 정원 확대, 우수연구센터 육성사업, 대학원 중심대학과 연
구중심대학 육성 등이 주요 정책으로 시행되면서 대학의 연구조직이 본격적으로 육성
되기 시작하였다. 이 가운데, 1990년에 시작된 우수연구집단 육성사업은 특정 분야별
로 세계수준의 선도 과학자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학의 연구조직 육성에 크
게 기여하였다. 이 사업은 과학연구센터와 공학연구센터로 구분하여 추진되었으며,
2006년까지 총 113개 센터를 지원하였다. 한편, 대학 연구역량의 질적 강화를 위해
교육부는 “두뇌한국 21사업(BK21: Brain Korea)”을 1999년부터 시행하였다. 이 사
업은 세계 수준의 대학원 육성과 우수한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석ㆍ박사 과정 및 신
진 연구인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1단계 BK21 사업은 1999년에 시작
하여 2005년까지이며, 2단계 BK21 사업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이고, BK21 사
업의 3단계인 BK21플러스(Plus)를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추지하고 있다. 또 정부
는 2000년대에 들어서, 창의적 기초연구 육성을 위한 개인 및 우수 연구집단의 창의
적 연구에 중점을 두어 지원하였다. 이를 위해 1999년 국가지정연구실, 2003년 국가
핵심연구센터, 2010년 글로벌연구실 사업을 추진하였다. 한편, 지방 대학의 혁신역량
을 강화하여 지역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누리(NURI: 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 사업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되었다.

4) 지원기관 및 인프라

정부는 과학기술 연구능력의 배양과 과학교육의 진흥을 증진시켜 과학기술을 창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1977년 5월 한국과학재단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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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소규모로 대학의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이후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됨에 따라 양 부처 산하의 한국과학재단, 한국학
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등을 통합하여 2009년 대형의 한국연구재단이 출
범하였다.
또, 새로 설립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을 한 곳에 집결시켜 연구시설을 공동 활용
하고 인력과 정보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정부는 대규모 연구단지인 대덕연구단지를
1974년부터 건설에 착수하였고 20년 후인 1994년에 완공하였다. 이 단지에 1978년
부터 정부츨연연구기관들의 이전이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충남대의 이전,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추가적인 설립, 기업연구소들의 이전과 설립이 이루어졌다. 또 한국과
학기술원(KAIST)이 1989년 이곳으로 이전하였다. 이후 1999년부터 밴처기업 입주와
재한적인 생산시설의 입주를 허용하였고, 2005년에는 대덕연구단지와 주변 지역을 통
합한 연구개발특구로 그 명칭이 전환되었다.
한편, 1999년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이들을 전
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본격적으로 출범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설립되
었다, 또, 이명박 정부는 2011년에는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를 지향하는 기초과학연
구원을 출범시켰고, 중이온가속기의 설립이 진행되고 있다.
다른 한편, 한국은 196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주로 해외 자금을 지원
받아 연구시설과 장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는 연구기반 구축 사
업 등을 통해 중형 아음속 풍동, 초고전압 투과전자현미경, 방사광가속기 등 대형 연
구시설과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였다. 이후, 주요 초대형연구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정부 예산으로 적극 지원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는 하나로 연구용원자로(1985-1995),
차세대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1995-2007), 양성자가속기(2002-2012), 4세대방사광가
속기(2011-2014), 수출용 신형연구로(2002-2016), 국제핵융합실험로(2009- ), 거대
마젤란망원경(2009- ), 한국형발사체(2010- ), 중이온가속기(2011- ) 등이다.
4.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과학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은 1960년대 이후에 이루어졌다. 산업화
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60년대에는 경공업이 국가 주력산업으로 선정되었고, 경공업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능공과 기술자의 양성이 최우선 과제이었다. 이에 따라 직업훈련
강화, 실업교육 강화, 공업고등학교의 양적확대 등이 실시되었다. 1970년대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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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정책은 국가 기간산업이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이동함에 따라 이들 중화학
공업 발전에 필요한 현장기술자와 과학기술자의 양성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산
업 분야별, 수준별로 특성화된 인력들을 계획적으로 공급하였으며, 기계, 전자, 화공
분야를 중심으로 이공계 대학의 정원을 확충하고 또 조정하였다.
1980년대의 과학기술인력 정책은 중화학공업의 발전과 향후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첨단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고급 과학기술자 양성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이공계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 이공계 전문대학원의 역량 강화를 통한 고급 과학기술자의 양
성, 그리고 국제수준의 핵심 과학기술 두뇌의 확보 등을 추진하였다. 특히, 정부는 산
업기술의 고도화와 연구개발을 주도할 고급 과학기술두뇌를 국내에서 양성하기 위하
여 1971년 특수 이공계대학원인 “한국과학원(KAIS, 현재의 KAIST)”을 설립하였다.
당시까지의 고급 과학기술인력은 거의 전적으로 해외유학에 의존하고 있었는바, 중화
학공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고급 과학기술두뇌를 국내에서 육성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설립되고 많은 특혜가 부여된 한국과학원은 우수한 고급 과학기술
자들을 양성하는데 크게 성공하여, 한국 산업기술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한
편,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설립되면서 1968년부터 과학기술처는 재외 한국인 과학기
술자 유치사업을 시작하였고 이들은 초기 한국 과학기술의 발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1960년대 후반에 시작된 해외 과학기술두뇌의 유치는 1980년대에는 민
간기업이 많은 해외 과학기술 두뇌를 직접 유치하는 것으로 발전하였으며, 1968년
-1990년에 영구 유치된 해외 과학기술자는 1,051명에 달한다.
다른 한편, 1980년대부터 과학기술인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양성하기 위한 과학영
재 육성사업이 추진되었다. 이에 과학고등학교의 설립이 추진되었으며, 1983년 문을
연 경기과학고등학교가 그 최초이다. 이후 과학고등학교 설립 붐이 일어나 1993년까
지 전국에서 13개 과학고등학교가 설립되었다. 이에 더하여 2000년대에는 상위 1%
에 해당하는 과학영재에 대한 수월성 교육을 목표로 하는 과학영재고등학교의 설립이
시작되었다. 부산과학고가 첫 번째 한국과학영재학교로서 2003년부터 과학영재 입학
생을 받기 시작하였고, 서울과학고 등이 추가 지정되어 모두 4개로 늘어났다. 그리하
여 2017년 현재 과학고등학교 20개, 과학(예술) 영재학교 8개가 운영되고 있다.
1990년대의 과학기술인력 정책은 원천기술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급 과학기
술인력의 양성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인재의 확보, 석박사 고급 인재 양성, 대학원 위주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국
내 우수인재의 해외연수 확대, 해외 우수인재의 유치 및 활용 등이 추진되었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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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과학기술원의 성공을 거울삼아 지역별로 과학기술특성화대학들이 설립되었
다. 민간의 연구중심대학으로서 1986년 포항공과대학이 설립되었고, 1995년 광주과
학기술원 개교, 2011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개교, 2015년에 새롭게 출범한 울산과학
기술원의 개교가 이어졌다. 그 결과 세계적 연구중심대학을 지향하는 과학기술특성화
대학은 현재 5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연구 역량이 뛰어난 해외학자의 확보를 통해, 대학의 교육
과 연구 풍토를 혁신하고, 탁월한 업적을 내는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2008년-2012년에 총 33개 대학에서 140개 과제를 지
원하였으며, 유치된 해외학자는 노벨상 수상자 9명을 포함하여 총 342명이었다.
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개

1980년대에 이르러 정부는 국가의 전략적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대표적 정책
수단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과학기술처가 1982년에 출범시킨 “특정연
구개발사업”이 그 최초이다. 한편, 상공부는 1986년 공업발전법을 제정하면서 기존의
7개 업종별 지원법률을 폐지하는 대신에 기술개발, 인력개발, 공업입지 등과 같은 기
능별 지원정책(functional sectoral policy)을 강화하였다. 또 상공부는 1987년부터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은 산업계에서 시급히 개
발을 필요로 하는 공통애로기술이나 민간기업의 자체 노력만으로는 수준 향상이 어려
운 기술을 대상으로 삼았다.
1990년대에 들어와 다수의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들이 신규로 추진되었는바, 이는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의 한정된 과학기술 자원을 전략기술 분
야에 집중해기 위한 취지이었다. 이러한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사업이 “선도기술개
발사업(G7 프로젝트)”이다. 선도기술개발사업은 2001년에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선진7
개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대 세계시장에
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전략제품군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제품기술개발
9개과제와 이에 필요한 원천･기반기술을 개발하는 기반기술개발 9개 과제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다. 또 1999년부터 2013년까지이며 수행된 “21세기 프런티어 연구개발사업”
은 생명기술, 나노기술, 환경기술 등 전략기술을 선택･집중 개발하여 2010년대 초반
까지 세계 정상급 기술력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창출하는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사업에서는 총 22개 사업단을 선정하였다. 한편, “글로벌 프
런티어사업”은 미래 유망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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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창출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사업기간은 2010년에서 2022년까지이며 총 10개
연구단을 선정하였다.
한편,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및 창조형 기술혁신체제로의
전환이 논의되어 왔다. 그 결과 노무현 정부는 2003년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전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디지털 TV/방송,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 콘텐츠/SW 솔루션, 바이오 신약/장기 등을 10대 차세대 성장동
력 사업을 확정하였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사업으로 녹색기술산업 분
야, 첨단융합산업 분야, 고부가서비스산업 분야에서 총 17개 신성장동력 사업을 추진
하였다. 또 박근혜 정부는 미래신산업 분야, 주력산업 분야, 공공복지･에너지산업 분
야, 기반산업 분야에서 총 19대 미래 성장동력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문재인 정
부는 2018년-2022년까지 총 13개 혁신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능화 인프라
분야의 인공지능, 차세대통신, 빅데이터; 스마트 이동체 분야의 자율주행차, 드론(무인
기); 융합 서비스 분야의 지능형 로봇, 가상/증강현실, 스마트시티, 맞춤형 헬스케어;
산업기반 분야의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를 선정하였다.
6. 기술개발 지원제도의 확립

한국은 국내의 기술 기반이 대단히 취약했기 때문에 산업화 초기부터 해외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을 통한 산업발전을 추구하였다. 하지만 1960년대에는 해외기술의 도입
을 상당히 엄격하게 통제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면서
해외 첨단기술의 도입 필요성이 커지자 정부는 기업이 필요한 기술들을 적시에 도입
하도록 하였다. 특히 1977년 수출고가 10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외화 사정이 좋아지
게 되어 1978년에 제1차 기술도입 자유화 조치를 취하였다. 또 국내 경기가 계속 호
전됨에 따라 1979년 제2차 기술도입 자유화 조치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술도입에
대한 심사 방식이 기존의 허용업종 열거방식(positive system)으로부터 제한업종 열
거방식(negative system)으로 전환되었다.
한편, 1970년대 들어서 과학기술 진흥과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의 마련
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우수한 기술자 및 기능자를 양성하고 확보
하기 위하여 일원화된 자격제도를 확립하고 기술인력의 자질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1973년 국가기술자격법을 제정하였다. 특히 기술개발과 관련된
법령으로 1972년 제정된 “기술개발촉진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의 주요 목적은 민간
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 기술개발준비금 적립제도를 창설하고, 이 준비금의 사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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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를 기업화하는데 필요한 투자 등에 대해 금융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것
이었다.
1980년대에는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의욕이 크게 고취되었는바, 이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기술개발지원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사실상 한국의 기술개발지원제도
는 1980년대에 대부분 정비되었다. 여기에는 조세지원제도, 금융지원제도, 정부구매
제도, 연구인력 병역특례제도 등이 포함된다. 기술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1981
년의 전면적인 세제개편을 계기로 정비되기 시작하여, 당시에 정부의 세제개편은 감면
의 폭을 축소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술개발의 경우에는 이를 더욱 강화하였
다. 1981년에는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과는 관계없이 기술 및 인력 개발에 대한 세액
공제제도가 신설되었고, 기업의 신설 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의 면제, 기술개
발 선도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잠정세율의 적용,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
제 등이 이루어졌다. 또 1981년에 마련된 연구요원 병역특례제도는 산업계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연구요원에게 병역의무를 면제하는 대신에 연구기관에
서 5년간 근무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 중 산업계 대상기관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거
하여 신고가 이루어진 기업부설연구소이어야 하고 특례기관 시점에서 자연계 석사학
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어야 했으며, 중소
기업의 경우에는 석사 3인 이상으로 선정 대상기관이 될 수 있었다.
한국의 지식재산권 제도는 1970년대에 급속한 경제성장과 수출 확대로 외국기업과
의 합작 및 기술제휴가 빈번해짐에 따라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허 제도의
확립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1973년에 특허법을 개정하였으며, 1979년에 세계
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 가입하는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주요 기구 및 국제협약에 가입하였다. 이와 함께 특허담당 행정
조직을 상공부의 외국인 특허국에서 특허청으로 1977년 확대 개편하였다. 또 미국의
압력에 의해 1986년에 개정한 특허법으로, 물질특허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에도 한
국은 지적재산권 제도의 선진화와 국제화를 위해 많은 노력들 기울여 특허 심사관의
대폭 확대, 우수 심사관의 유치, 인터넷 기반의 전자출원시스템(KIPONet), 특허정보
원 설립, 특허심판원 설치 등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지식재산권 심사기간의 대폭 단
축 등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의 특허행정을 실현하였다.
한국의 공업표준화 업무는 1963년 KS(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 한국
산업표준)가 실시되면서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1975년에는 3,000종, 1970년대 말에
는 6,752종, 1991년에는 8,686종을 보유할 만큼 성장하였다. 또 1963년 국제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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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 최초로 가입하면서
국가표준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한편 1995년 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가 출범하면서 무역기술 장벽이 주요 쟁점으로
등장함에 따라 표준 및 적합성 평가에 대한 국제적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 ISO 등 국제표준을 집중적으로 도입하여
1994년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시행하였고, 1996년 ISO 14001(환경경영
시스템) 인증을 시행하였다. 또 2013년부터 KS의 활용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KS를
대폭 정비해왔다. 그리고 1999년에는 국가표준 행정을 총괄하는 조직으로서 국가기술
표준원이 출범하였다. 특히, 국가표준과 국제표준의 일체화를 추구해온 결과, 2017년
현재 부합화 대상 국제표준 14,476종과의 부합화율을 97%까지 끌어올릴 정도로 발
전하였다.
Ⅳ. 한국에서 새로운 모습의 과학기술 등장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모습의 과학기술이 한국에 등장하였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며 과학기술의 모습이 본질적으로 바뀐 것이다. 첫째, 그동안 과학기
술은 경제사회의 외부에 존재하는 영역으로 간주되면서, 일단 외부에서 잘 육성하고
이후 경제사회 안으로 들여와 잘 결합하면서 활용하는 영역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이
제 과학기술은 처음부터 경제사회의 안에서 잉태하고 육성되어지며 활용하는 영역이
된 것이다. 과학기술은 산업은 물론이고 보건, 교육, 인프라, 공공서비스, 농업, 환경,
국방에 이미 체화되어 있기(embodied) 때문에 과학기술은 별도로 떼어놓고 논의하는
대상이 아니라, 같이 붙어있고 함께 다루어져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둘째, 과학기술에서 새로운 영역들의 등장하였고 이들 새로운 영역과 기존 영역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결합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졌다. 4차 산업혁명으로 회자되는 인
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증강현실, 클라우드컴퓨팅, 블록체인, 빅데이터,
드론, 딥런닝 등이 대표적이다. 즉,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의 과학기술 영역을 넘어서,
과학기술의 디지털 변환(digital transformation)이 진행되면서 인간/제품/서비스/인
프라/공간의 연계, 현실과 가상의 연계,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기반과 소
프트웨어와 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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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들은 비즈니스 모델 → 혁신전략 → 기술확보의 순서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끈임 없이 변화하는 불확실성과 비가시적인 세계에서 그 방
향성의 파악 및 설정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
기 위한 혁신전략을 수립하며, 그 이후에 필요한 기술들을 확보하는 방식의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한국기업들도 과거의 방식과 단절해야 하며, 목표를 찾기가 어
려운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신의 방향 및 혁신전략을 먼저 정립하고, 그 이후 필요한
기술을 개발 및 확보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넷째, 기존의 획일적인 경제적 효과 위주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를 함
께 반영하여 과학기술을 평가하는 새로운 가치관의 시대가 되었다. 삶의 가치와 보람
그리고 국민 복지를 실현하는 사회적 가치가 과학기술에서 더욱 중요해졌으므로, 투입
대비 산출의 지나친 경제논리에서 탈피하여 국가발전에의 기여라는 가치 창출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한 많은
신기술들이 경제논리를 따지지 않는 것에서 창출되었는바 컴퓨터, 인터넷, 우주선, 태
양전지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섯째, 과학기술이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에서 탈바꿈하여, 경제사회 발
전을 “선도”하는 역할이 본격화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주제보다는 성공 확률은 낮지만 일단 성공한다면 세상의 판을 바꿀 수 있는 연구에
주력해야 한다. 또 연구자들이 금전적 동기와 단기성과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에서
벗어나, 호기심을 바탕으로 하고 인류사회에 기여함에 만족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
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현상들은 과거와는 확연하게 다르며, 새로운 시각에 입각한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모습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하여 정책
담당자와 정책 연구자들이 아직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준
비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
가?
(1) 새롭게 대두된 과학기술의 모습은, 무엇보다도 주요 정책과제들이 매우 다양한
측면의 요소들이 뒤엉켜있는, 거대하고도 고도로 복잡다기한 복잡계(complexity) 특
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핵심쟁점을 도출하여 그 해답을 찾
아내는 데에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최근의 대표적 화두인 제4차 산업혁명, 소
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유경제, 블록체인 등에 대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수많은 정
책 담당자와 전문가들의 논의가 있었지만, 그 어느 경우에도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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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였다. 이들의 본질을 파악하고, 한국의 좌표를 설정하며, 또 한국이 나아가야할
해답을 과거와 같이 몇 개월 만에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이다.
(2) 또, 현재 당면하고 주요 정책과제들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과 복
합적 요소들을 한 통에 넣어 함께 다루어야 한다. 전자, 기계, 재료, 바이오, 화학 등
다양한 하드웨어 영역을 포괄하여 다루어야 할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영역
도 포함하여 다루어야 한다. 또 경제, 사회, 문화, 생활 등의 시각들도 같이 섞어서
다루어야 하며, 나아가 역사, 철학, 윤리 등 기존에는 과학기술과 연관성이 없어보였
던 영역까지도 다함께 한통에 넣어 해답을 찾을 것이 요구된다. 이제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다양하게 얽히고설킨 영역 모두를 섭렵하면서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시각,
접근법, 방식이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3) 한편, 과학기술에 대하여 고도의 전문성과 심층지식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절대적인 시대가 되었다. 일반적 상식에 의해 판단하거나, 지시형 업무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오직 높은 안목과 깊은 통찰을 갖고 있는 세부주제별로 탁월한 전
문가에 의해서만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전문가 중심의 시대가 되었다. 그동안 기술자
혹은 기능인으로 인식되어온 한국 과학기술자들에게, 이에서 벗어나 전문가 본연의 판
단과 행동을 보장하는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 회계사는 회계사가, 변호사
는 변호사가, 의사는 의사가 자율 규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자 또한 과학기
술자가 자율 규제하는 과학기술자 중심 시대가 되어야 한다.
(4) 그리고, 선진국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역량과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곧
바로 도태하는 단계에 한국이 진입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뒤에서 추격하던 기존의 모
방·학습 위주에서 벗어나, 선도·창조를 추구하는 연구개발 본래의 모습으로 정상화되
어야 한다. 또 관행적 연구주제에서 탈피하여 세상이 풀 수 없는 난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려는 연구, 세상을 바꾸고 세상에 없는 것을 창조하는데 매진하는 연구,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거나 우리 사회의 절실한 문제를 푸는 연구 등 나라를 구하는 탁월하고
위대한 연구결과로 한국에서 꽃 피고 열매 맺는 연구들을 추진해야 한다.
(5) 또한, 새로운 정책결정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
과 시민사회가 다 함께 논의하고 합의를 이루어 해답을 찾는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관료들의 미시적 관리와 평가권한을 대폭 축소하여 불필요하게 세세한 부분까지 통제
하면서 과학기술자를 옥죄고 왜곡시키지 않아야 한다. 또 과학기술계의 순치된 자세와
수동적 태도로 인해 자율성을 상실한 후진적 과학기술 문화를 타파해야 한다. 한국도
과학기술의 본연의 내재적 특성인 합리성, 창의성, 다양성이 존중되는 선진화된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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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문화로 탈바꿈하여, 연구자가 연구개발의 기획과 집행의 중심에 서는 시대가 되어
야 한다.
그러면 왜 한국의 과학기술정책과 접근법은 여전히 답보 상태로 과거와의 연장선상
에 머물고 있는가? 첫째, 기존 산업화 과정의 성공 패턴인 선진국 추격·모방의 달콤
한 열매에 안주하고 있다. 둘째, 집단이익으로 왜곡된 연구비 배분, 권위주의, 연고주
의, 칸막이, 봐주기 등 후진적 연구문화가 지배하고 있다. 셋째, 대학, 정부출연연구기
관, 기업 등 과학기술주체들이 쪼개지고 흩어지며 파편화된 채 각자의 이익에만 집착
하고 있다. 넷째, 연구비, 연구 성과 등에서 이룩한 작은 성취에 만족한 채 치열한 글
로벌 경쟁의 거친 파도를 헤쳐 나가려는 의지를 상실하고 있다. 다섯째,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료화, 선진국 유행에 따라 자주 변하는 연구정책, 연구사업의 미시적 관리,
부처 간 힘겨루기와 칸막이 등이 연구에 몰입하는 것을 철저하게 제약하고 있다. 마
치 서서히 끓어가는 가마솥 안에서 죽는 줄 모르고 앉아있는 개구리 같다는 진단이
나온 지 꽤 오래 되었건만, 위기의식이 실종된 상태이다. 특히 어느 조직, 어느 그룹
도 새로운 과학기술로 나아가기 위한 재창조(reset)에 힘을 기울이지 않아, 그 비전,
전략, 실행수단의 마련이 매우 빈약한 상태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만들
어진 판에 과학기술자들이 맞출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자들이 새로운 판
을 창조해 내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하는, 과학기술의 새로운 거국정책(grand
policy)이 요구된다.

Ⅴ. 신(新)과학기술정책으로 대전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과학기술이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시대를 맞이하
고 있다. 이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은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이러한 새로
운 흐름에 맞게 재설정하는 것이다. 기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과학기술정책
에 대한 담대한 설계가 필요하다. 그러면 21세기 한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과학기
술이 가장 시급하게 수행해야 할 임무와 역할은 무엇인가? 한국에게 가장 절박한 요
소는 5천만 국민이 좁은 국토에서 온갖 시련들을 극복하고 세계 선진국이자 강대국으
로서 우뚝 서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과학기술의 역사적 소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과
학기술 역량을 확보하여, 선진국 따라잡기를 넘어 한국이 21세기 선진국이자 강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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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일류강국을 실현하는 것을 최선두에서 이끌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현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은 평균적으로 75점짜리에 불과하다. 또 한국의 경
제·산업·사회 역시 현재 평균적으로 75점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최단 시간에 100점
짜리 과학기술을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다. 이 두 가지 모두를 100
점짜리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과학기술을 100점짜리로 끌어올려야 하며, 이를
통해 경제·산업·사회를 100점짜리로 끌어 올려야 한다. 100점짜리 과학기술이 없이
는 100점짜리 경제·산업·사회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에 한국이 도달하였다.
그리고, 21세기 새로운 한국 과학기술을 설계함에 있어 어느 범위와 어느 수준까지
를 달성하겠다고 욕심을 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재창조의 출발점이다. 즉 등정
목표가 뒷동산이냐, 북한산이냐, 백두산이냐, 에베레스트이냐에 따라 내용·시스템·방
식·기준이 전혀 다르다. 한국 과학기술자의 대다수가 백두산 그리고 상당수는 에베레
스트를 목표로 삼아야 하는데, 행여 많은 과학기술자들이 뒷동산 내지는 북한산을 목
표로 함에 만족하는 것은 아닌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과학
기술의 발전과정을 에스(S)-커브로 표시하면, 아래 [그림 1]에서와 같이 S₁(개도국 모
습), S₂(중진국 모습), S₃(선진국 모습)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은 1980년대 중반에 다
행스럽게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매우 넘기 어려운 S₁에서 S₂로의 1차 절벽을 비교
적 용이하게 넘는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선진국으로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매우 고
통스럽고 힘든 과정인 2차 절벽을 다시 넘어서야 하지만, 2005년 무렵에 반드시 넘
었어야 할 S₂에서 S₃로의 변환을 안타깝게도 2018년 현재에도 이를 넘지 못한 채 지
난 10여년이 넘게 여전히 정체되어 있다. 특히 S₃로 넘어가고 또 완전한 S₃를 성취하
기 위해서는 정부 연구개발의 선도적인 역할이 가장 중요하며, 향후의 국가연구개발사
업들에서는 현 75점짜리를 100점짜리 과학기술로 끌어올리는 데에 집중적으로 투입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도 선진국형 과학기술정책인 신(新)과학기술정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기존과 같이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도구로서가 아니라, 선진국형 연구개발을 통
해 새로운 한국의 창조를 선두에서 견인하는 과학기술이어야 한다. 또, 선진국형 신과
학기술정책은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접근법으로 해답을 찾아내는 정책역량이 필수적
이므로, 정부 관료와 정책 전문가의 정책역량 강화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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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부가 중점을 두어야 할 연구개발 영역

(1) 핵심 과학기술 정책과제의 해답을 내는 능력 확보
현재 한국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만 잘하면 마치 과학기술정책을 가장 잘
수행한다는 편향된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한 부분은 이제 전문관리 기구에 맡기면
된다. 정책 담당자가 수행해야할 가장 중요한 임무는 과학기술정책의 핵심과제에서 그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한국이 나아가야할 좌표를 올바르게 설정하며, 한국이 실
행해야 할 최적의 해답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때 그 본질을 진단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해답을 찾아내는데 많은 시간을 투입
해야 하는 한편 창의적 발상으로 새롭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 다양한 관
점과 고도의 판단력으로 종합적인 해답을 찾아내야만 한다. 과거와 같이 몇 개월 안
에 해답을 찾아내려는 방식은 불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몇 년에 걸친 조사와 분석을
통해 해답을 찾아내야 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미래에 등장할 핵심과제들을 미리 찾
아내어 사전에 준비하는 선행적인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2) 과학기술 선진국으로서 특징적 강점자산 실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여 과학기술 역량, 자원, 인력 등 절대규모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을 추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만, 한국의 전략
적 선택 영역에서는 선진국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특유의 강점자산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기초연구와 정보통신기술 그리고 국방연구개발, 독
일은 산학연 협력과 부품소재, 일본은 기초연구와 부품소재, 영국은 기초연구,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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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거대과학에서 두드러진 강점을 갖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 KIST, KAIST, 대덕연구단지, 선도기술개발사업 등 한국 고유의 연
구개발 방식과 시스템을 고안하고 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선진국 따라잡기에 성
공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과학기술 선진국으로서 다시 한국만의 새로운 독창적인 방식
과 시스템을 창안하여 한국 특유의 강점자산을 만들어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
주력산업 및 미래산업에서 기술혁신상의 실용적인 강점자산을 확보해야 한다. 또, 개
인연구보다는 집단연구 그리고 산학연 간 자유롭게 이동하는 인구인력의 유동성이 최
대의 강점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에서 한국만의 독보적인 강점
기술을 확보하여 향후 세계 무대에 등장할 수 있는 교두보를 구축해야 한다. 뿐만 아
니라, 기초연구의 최소한 10개 영역에서는 압도적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프런티어 과
학기술 지식들을 창출해내야 한다.
(3) 선진국과 대등하게(head to head) 글로벌 경쟁
한국에게는 글로벌 톱 인재들이, 글로벌 톱 연구 주제를, 글로벌 톱 시스템에서 수
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 이러한 글로벌 프런티어 과학기술 자산
에는 기초연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생산기술, 첨단 부품소재 등도 포함된
다. 이를 위해서는 답을 찾지 못한 문제와 아무도 의심을 품지 않았던 미답지 개척
그리고 새로운 접근방식 등 연구자 스스로의 틀을 깨고 연구자의 한계를 확장하는 모
험적 연구,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탐구하거나 10년이나 20년 뒤에 빛을 볼 수
있는 연구, 미답지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에 의거한 특이성과 독창성으로 미지의 신세
계를 탐구하는 연구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 대학은 기업이 생각하지 못하고 선진국 대학에서도 생각하지 못하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내는 돌파형 연구에 몰입해야 한다. 또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분야 원천기술과 시스템을 창출하는, 한국
형 공공기술의 메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특히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데
몰두하는 최고의 두뇌집단이자 세계적인 대가들이 일하는 곳이어야 한다. 그리고 기업
의 경우, 구글, 애플,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러 등 글로벌 기업이 만든 시장에 한
국 기업들이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시장을 창조하기 위해 남들이 가르쳐
주지 않는 독특한 기술을 가진 세계적인 기업으로 부상해야 한다.
특히 앞으로 더욱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하게 될 중국의 대국굴기와 제국주의를 극
복할 수 있도록 중국이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품·소재를 창출해야 하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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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나노소재, 복합소재, 고강도복합소재, 핵심 정밀부품, 경량소재, 특수금속 등
에서 초일류화를 달성해야 한다. 또 일본과 대등한 수준의 부품·소재를 창출하는 역
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집중 육성하고 있는 혁신적 연료기술, 차세대 파워일
렉트로닉스, 혁신적 구조재료, 에너지 캐리어, 혁신적 설계 등임을 감안하여 이에 대
비한 한국의 강점자산을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독일이 첨단기술 전략을 수립하여 집
중 육성하고 있는 마이크로시스템, 자동차, 우주항공, 광학기술 등을 감안하여 그들의
글로벌 히든 챔피언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한국의 강점자산을 만들어내야 한다.
(4)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의 창출 역량 확대
그동안 국민들의 복지와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을 구현하겠다고 주장한 경
우는 매우 많았지만, 대부분 구호에 그치었고 실질적으로 국민적 과제를 확실하게 해
결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건강하고 활기찬 삶,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회 등을 과학기술이 선도적으
로 해결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 특히 과학기술은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복지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를 만들 수 있다.
한편,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니즈 분석, 연구개발,
실용화 등에서 지식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연구개발활동과는 전혀 다른 “문
제해결형 연구개발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과학기술과 사회를 아우르는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하면서 사업의 관리 프로세스를 전혀 다르게 설계해야 한다. 따라서 연
구개발의 기획 → 선정 평가 → 수행 → 관리 → 적용 및 확산 등 일련의 기술혁신
파이프라인에서 일반 연구개발사업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방식과 시스템을 적용하고,
선정기준과 평가기준도 전혀 다르게 운영해야 한다.
(5) 선진국형 연구개발 시스템으로 완전하게 개혁
무엇보다도 나열식으로 산만하게 운영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체계를 대폭 개편하여
사업의 전략성과 목표지향성이 뚜렷한 사업체계로 재설계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연구
개발사업을 (1) 목표지향적 대형연구개발사업, (2) 상향식 창의적 글로벌 프런티어 사
업, (3) 중소기업, 지역발전 등 취약부문을 지원하는 사업의 3개 유형으로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자정보, 바이오, 기계, 화학 등 분야별로 과학기술 역량을 육
성하기 위해 추진해온 대형연구개발사업들은 이제 폐지할 때가 되었다.
다른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서 관료들의 통제 위주의 미시 관리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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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축소하고, 민간 전문가들에게 연구과제의 선정·관리·평가 기능을 완전하게 이
양해야 한다. 따라서 연구행정을 관리 중심에서 연구 중심으로 전환하여 연구행정의
자율성, 간소화, 효율화, 투명성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법규가
현재 19개 부처에서 약 379개이며, 법 97개, 시행령 97개, 시행규칙 74개, 지침이
111개인 상황에서 연구에 몰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Ⅵ. 맺음말

한국 과학기술은 지난 50년 동안 엄청난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선진국 수준에 접근
하였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의 접근방식, 시스템, 행태는 그 동력과 효력을 완전히
상실하였기에 그에 의존하여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즉 21세기에 완전
한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틀로의 재창조가 매우 시급하며,
새로운 시각, 시스템, 방식의 과학기술정책으로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 다른 한편,
이렇게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과업을 앞장서서 이끌고 나갈 과학기술계의 개혁주도
그룹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 몫은 오로지 과학기술계 지도자들의 것이며, 현재 실
종되어버린 과학기술계의 리더십 확립으로 직결된다.
또, 작은 그림과 작은 이익에 안주하는 과학기술계 구성원들에게 경종을 울리면서,
21세기 한국 과학기술의 큰 그림을 새롭게 설계하고, 마지막 단계인 “과학기술 일류
강국”을 완성한다는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토대로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한다. 다행스럽
게, 과학기술은 인구, 국토, 부존자원 등 주어진 물리적 제약을 벗어나 끝없이 역량의
확장이 가능하고,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 무한하게 한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귀중한 국가적 자산이자, 한국의 유일한 무기이다. 특히 세상을 크게, 높게,
또 멀리 보는 과학기술자들의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톱 과학기
술 역량의 확보에 전력을 기울인다면, 이러한 목표의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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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
Retrospect and Future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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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om the early 1960s, the Korean government has actively been involved in developing
science and technology, and, as a result, recently succeeds in drastically closed the
gap with global leading countries.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key features of Korea’s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 for such a remarkable achievement. For that
purpose, this paper begins with a brief review of current status and performance of
Korea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Then, it shifts the focus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 that Korean government
has shown over the past four decades. This includes such key policies as expansion
of research & development investment, choice of best progress paths, promotion of
research & development actors, cultiv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manpower, incentive schemes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efficient utilization of resources, and
so on. However, Korea needs a new paradigm and new approach in her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to upgrade its national innovation system toward the level of advanced
countries'. They are the successful transformation for private-led system, curiosity-driven research & development, convergent technology between hardware and
socioeconomic elements, advanced ecosystem, and so f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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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 경제성장
- 생산성 및 기업동학을 중심으로 안상훈*
초록

혁신은 경제의 성장과 발전의 주요 동인이다. 슘페터의 혁신이론, 신고전파 성장이론, 내생적 성장이
론, 진화론적 혁신체제이론 등 혁신과 경제성장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논의들에 따르면, 혁신에 의해
기업이 성장하고 보다 나은 일자리가 창출되며, 혁신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지식기반 자본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
혁의 시급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모방을 통한 추격성장의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혁신성장을 향한 패러다
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새로운 상황 속에서 문제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고 창의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역량을 획득하는 과정이 혁신성장의 요체이다. 혁신은 위험을 감수하는 모험이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도전이다. 혁신을 통해 생산성이 제고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은 길고 복잡하다. 혁신성장의
과정은 새로운 기업이 기존의 기업을 대체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기존의 일자리를 위협하며, 더 나아가
새로운 영역에서 신산업이 등장하고 기존의 주력산업이 근본적인 변화를 겪는 산업구조 전환의 과정이
다. 혁신성장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에 근거한 구조개혁이며 시스템개혁이다.
주제어 혁신 경제성장 생산성 기업동학 구조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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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혁신은 경제의 성장과 발전의 주요 동인이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새
로운 공정을 도입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생산과 유통을 조직함으로써 혁신은 새로운
기업, 새로운 산업,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삶
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가는 토대가 된다. 선진 경제의 혁신 전략을 재검토하고 정
리한 OECD 혁신전략보고서 The Innovation Imperative: Contributing to
Productivity, Growth and Well-Being (OECD, 2015)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혁
신을 통해 우리는 인구 구조의 변화, 자원의 고갈, 기후 변화 등 전 지구적으로 가시
화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의 변화하는 환경
에 적응해 나갈 수 있다.
과연 그러한가? 혁신이란 무엇인가? 혁신은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방식으로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가? 혁신을 통해 우리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서 가계와 기업과 정부는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우리 정부를 비롯한 각국의
정책담당자들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혁신관련 정책들의 한계는 무엇이고 대안은 무엇
인가? 본고의 목적은 혁신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논의 결과들을
정리하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특히 ‘생
산성’과 ‘기업동학’의 측면에 주목하여 혁신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살피고 혁신성장의
의의와 과제를 점검하고자 하였다. 혁신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핵심 경로가 ‘생산성’
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혁신이 실현되는 ‘창조적 파괴’의 구체적 과정이 ‘기업동학’이
기 때문이다. 혁신을 통해 생산성이 제고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은 길고 복잡하다.
혁신성장의 과정은 새로운 기업이 기존의 기업을 대체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기존의
일자리를 위협하며, 더 나아가 새로운 영역에서 신산업이 등장하고 기존의 주력산업이
근본적인 변화를 겪는 산업구조 전환의 과정이다. 이런 점에서 혁신성장은 곧 구조개
혁이며 시스템개혁이다.
제2장에서는 혁신의 정의와 측정에 관한 논의로부터 시작하여 혁신과 경제성장 사
이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간략히 정리한다. 특히 혁신 활동에 의해 새로운
제품이 출현하고 새로운 생산방식이 도입되며 생산과 유통이 보다 효율적으로 조직됨
으로써 경제 전체의 생산성 증대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주요 경로들을 이론적 측면
에서 살펴보았다. 슘페터의 혁신이론, 신고전파 성장이론, 내생적 성장이론, 진화론적
혁신체제이론 등 혁신과 경제성장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논의들에 따르면, 혁신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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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기업이 성장하고 보다 나은 일자리가 창출되며, 혁신에 의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
을 높이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
이러한 이론적인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정책입안자들은 혁신 전략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 부심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혁신성장의 필요성과
의의를 여러 각도에서 확인하고 그 실증적 토대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지식기반 자
본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의 시급성이 높아
지는 가운데 모방을 통한 추격성장의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혁신성장을 향한 패러다임
의 전환이 요구된다. 익숙한 문제를 기계적으로 푸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상황 속에
서 문제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고 창의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역량을 획득하는 과정이
혁신성장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생산성과 기업동학의 측면에
주목하여 혁신의 실제 효과와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실증적으로 점검할 것이다.1) 제4
장에서는 바람직한 혁신성장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며 기존의 혁신성장정책에 대한 비
판적 논의들을 간략히 소개한다.
Ⅱ. 혁신과 경제성장의 이론적 기초
1. 혁신의 정의와 측정

슘페터는 그의 저서 뺷경제발전의 이론뺸에서 경제 발전의 동인으로서 혁신
(innovation)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는 제품혁신, 공정혁신, 시장
혁신, 공급혁신, 조직혁신 등을 망라하는 혁신의 유형들을 제시하였다. 혁신은 생산요
소의 새로운 결합으로 나타나는데, 기존의 지식, 자원, 장비 등을 새롭게 결합함으로
써 혁신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새로운 생산요소의 활용을 통해
혁신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다양한 방식의 혁신 활동에 의해 새로운 제품이 등장하
고, 새로운 생산 방식이 도입되며,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고, 원료나 중간재의 새로운
공급원이 확보된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가는 이러한 다양한 방식의 혁신을 통해 초
과 이윤을 확보하고자 부단히 노력한다. 그 과정에서 산업과 기업의 조직에도 변화가
1) 연구개발 투자 등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특허 활동, 조직 혁신, 연구개발 협력 등 개별기업의 혁신 활동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효과와 조건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생산성과 기업동학에
주목한 실증 연구 문헌들은 Bartelsman and Doms(2000), Syverson(2011), Ahn(2001, 2002) 등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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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난다. 한 기업이 혁신을 통해 한 산업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도 있고, 새로
운 기업이 이미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던 기존의 기업을 혁신을 통해 구축함으로
써 독점을 파괴할 수도 있다. 혁신에 의해 새로운 기업이 기존의 기업을 구축하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은 기업 생태계 진화의 동력이 된다. 그 동태적 경쟁의 과정에서
새로운 기업이 출현하고 성장하며 기존의 기업이 쇠퇴하고 퇴출되는 현상, 이른바 “기
업동학”(firm dynamics)이 발생한다. 이러한 적자생존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업의
투자와 혁신, 생멸과 성쇠, 기술의 발전,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 생산성의 증대가 진
행된다.
혁신 활동은 기존 활동의 양적인 확대나 연장과는 다른 질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새
로운 영역으로의 활동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혁신 활동에 대한 측정이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혁신과 경제 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 또한 제대
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혁신 활동을 어떻게 정의하고 혁신 활등의 정
도를 과연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OECD의 오슬로 매뉴얼은 기술 혁신 데이터의
수집과 해석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과학기술활동의 측정을 위한 매뉴얼이다. 오슬
로 매뉴얼의 초판은 1992년에 발간되었는데 이를 기반으로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의 “공동체 혁신 조사” (Community Innovation Survey: CIS)가 수행
되었다. 이로써 혁신이라고 하는 매우 복잡다단한 과정에 대한 데이터를 개발 수집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오슬로 매뉴얼에서도 역시 슘페터가 제안한
혁신의 다양한 형태들과 기업의 혁신 동기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오슬로
매뉴얼(제3판)은 슘페터가 말한 혁신의 형태들을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다 (OECD
and Eurostat, 2005).
․

․

․

․

․

․

(제품혁신) 신제품의 도입 또는 기존 제품의 질적 변화
(공정혁신) 생산 공정의 혁신
(시장혁신) 새로운 시장의 개척
(공급혁신) 원자재 및 기타 투입 요소의 새로운 공급원 확보
(조직혁신) 산업 조직의 변화

오슬로 매뉴얼에서는 이 중에서 특히 기업 수준에서의 기술적 제품혁신 및 공정혁
신(Technological Product and Process Innovation: TPP)에 일차적으로 주목하였
다. 또한 기술적 혁신과는 구별하여 기업 내 조직혁신도 기타 혁신활동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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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슬로 매뉴얼은 또한 기술의 확산에 의해 한 기업이 외부에 존재하던 제품이나 공정
을 기업 내에 새롭게 도입하는 경우도 낮은 수준의 혁신으로 다루고 있다. 기술의 확
산까지 포괄하는 혁신에 대한 이러한 유연한 해석은 제3장에서 논의할 후발국의 ‘추
격형 혁신’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보다 넓은 의미에서 혁신은 연구개발 활동이나 기술에 대한 투자에만 국한되지 않
는다. 슘페터가 혁신을 통한 창조적 파괴의 주체로서 기업가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사실이나, 기업은 물론 공공부문을 포함한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혁신은 발생한다.
2018년 발간된 오슬로 매뉴얼 제4판에서는 정부, 가계, 비영리기구 등 경제의 모든
부문에 적용될 수 있는 혁신의 개념적 틀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지식기반
서비스 부문의 혁신과 무형자산 내지 지식기반 자본(Knowledge-Based Capital,
KBC) 투자에 대한 개념 정립 및 측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2.경제성장이론과 혁신

한 국가의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들이 무엇이며 그 요인들 간의 상호 작용
이 경제성장의 경로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구명하는 일은 아담 스미스 이래로 경제
학의 주요한 주제가 되어 왔다. 20세기에 들어서는 1950년대 중반에서 70년대 초반
에 이르는 시기와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시기에 경제성장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
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신고전파 성장이론과 내생적 성장이론이 각각 등
장하였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자본 축적의 중요성에 주목하는 신고전파 성장이론에서
는 기술 진보를 외생적으로 주어진 과정으로 간주하여 혁신 활동의 독립적 역할에 크
게 주목하지 않았다.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의 메커니즘에 대한 천착이 본격적으로 이
루어진 것은 이른바 내생적 성장이론이라 불리는 신성장이론의 등장 이후의 일이다.
1980년대 이후 기술혁신과 경제활동의 국제화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신무역이론
과 신성장이론이 등장했고, 경쟁과 혁신과 성장과 무역의 관계를 천착하는 과정에서
국제무역 이론과 경제성장 이론의 통합이 시도되었다 (Grossman and Helpman,
1991a).
경제성장에 관한 방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 문헌들의 핵심을 Helpman(2004)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포인트로 요약하였다. 첫째, 경제성장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물적
자본과 인적자본의 축적이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본 축적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일부에 불과하다. 기술적 요인들과 제도적 요인들도 자본 축적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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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고 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기술적 제도적 요인들이 더 근본적인 역할을 한
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경제성장을 설명하는데 있어 생산성은 적어도 자본 축적만큼
중요하다. 생산성의 결정요인들을 이해하려면 지식의 축적을 이해해야 하고, 지식 생
산의 유인 구조(incentives)를 잘 이해해야 한다. 특히, 연구 개발(R&D), 실행 학습
(learning-by-doing), 외부 효과(externalities), 규모의 경제가 중요하고 지식 생산
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요인들이 중요하다. 셋째, 각국의 경제성장률은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는데 이는 지식의 흐름이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이고 대외무역과 대외투자가
혁신, 모방, 신기술 사용의 유인 구조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넷째, 경제 제도와 정
치 제도는 자본 축적과 혁신의 유인 구조에 영향을 주며 변화에 적응하는 각국의 능
력에 영향을 준다.
1) 자본 축적과 경제성장

내생적 성장이론이 대두되기 전까지는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의 축적이 경제성장의
주요 동인으로서 주목을 받았다. 물적 자본은 기계, 장비, 구조물 등으로 구성되며,
인적 자본은 교육과 훈련 같은 사람에 대한 투자의 효과가 노동력에 체화된 형태로서
이해할 수 있다. Solow(1956, 1957)의 신고전파 경제성장이론에서는 이러한 물적 자
본 및 인적 자본의 축적이 경제적 유인 구조에 반응한다고 보았고, 이를 중심으로 경
제성장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반면에, 기술 변화는 경제적 유인 구조의 영
향권 밖에 놓인 외생적인 과정으로 취급되었고, 신고전파 경제성장이론에서는 기술 변
화 그 자체에 깊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 같이 자본 축적에 의해 주도되는 신고전파 성장이론에 따르면, 일인당 소득의
증가율은 장기적으로 기술진보율에 수렴할 것이다. 자본 축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
본-노동 비율이 점차 증가할 때 일인당 소득의 증가율은 점차 하락할 것이다. 국가
간 비교 시 다른 여건이 같다면 자본 집약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일인당 소득의 증가
율은 낮은 경향을 보일 것이다. 다른 여건이 같다면, 초기의 일인당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이후 시기의 일인당 소득의 증가율이 낮은 경향을 보일 것이다.2)

2) Barro and Sala-i-Martin(1992)은 이렇게 초기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이후의 소득 증가율이 낮은 경향을
“조건부 수렴 ”이라고 칭하였고 , 그들의 실증분석 결과는 이러한 조건부 수렴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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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의 외부 효과와 혁신

Romer(1986)는 신고전파 경제성장이론이 예측하는 소득증가율의 하락 경향이 실
제 역사적 데이터에서는 나타나지 않음에 주목하고서, 외생적으로 주어진 일정한 기술
변화율을 가정하는 신고전파 성장 모델이 장기적인 추세를 설명하는데 충분하지 않다
고 판단했다. 그는 지식의 축적에 외부 효과(externalities)가 존재하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에서 산출은 노동과 자본으로 표시되는 종래의 투입요소들에 의존하는 동시
에 경제 전체의 지식의 스톡에도 의존한다. 개별 기업의 산출은 그 기업이 가진 지식
의 스톡과 경제 전체의 지식 스톡에 모두 의존한다. 이 모델에서 개별 기업들은 각자
자기의 지식 스톡을 늘리기 위해 투자하는데 그 결과 경제 전반의 지식 스톡 증대에
도 기여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지식 축적에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모델이다.
이러한 지식 축적의 외부 효과로 말미암아 개별 기업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사적
지식의 축적에 따른 한계생산성이 체감하는 반면 경제 전반의 차원에서는 지식 축적
의 한계생산성이 체증하고 규모의 경제가 작동한다. 경제 전반의 차원에서는 지식 축
적의 한계생산성이 체감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전파 성장 모델에서 나타나는 소득증가
율 하락도 이 모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Lucas(1988)의 내생적 성장 모델에서는 인적 자본의 형태로 외부 효과가 도입되었
다. 이 모델에서 경제 전체의 산출은 물적 자본과 경제 전체의 인적 자본, 그리고 노
동력의 평균 인적자본 수준에 의존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평균 인적자본 수준이 높
을수록 이 경제에서 물적 자본과 전체 인적 자본이 산출에 미치는 효과도 커지는 것
으로 가정함으로써 평균 인적자본 수준이 산출에 미치는 효과에 외부성이 존재하게
된다. Lucas(1988)는 인적 자본의 형태로 외부 효과가 작동하는 또 다른 모델로서
학교교육 대신에 생산 현장에서의 실행 학습(learning-by-doing)을 통해 축적되는
특화된 인적 자본을 고려하였다.
Romer(1990)는 개별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R&D에 자원을 투자하
는 형태의 내생적 성장 모델을 제시하였다. R&D 투자를 통해 개발된 새로운 제품의
청사진은 특허를 통해 보호되고 이에 따른 독점적 초과이윤에 대한 기대가 R&D 투
자를 통해 혁신활동에 유인 구조를 제공한다. Romer(1990)는 R&D 혁신활동의 의도
하지 않은 부산물로서 특허에 체화되지 않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지식 스톡이 증가하
여 R&D 비용이 시간이 갈수록 낮아지는 외부 효과를 모델에 도입하였다.
Romer(1990)의 모델에서는 모든 제품들이 서로 같은 정도로 대체가능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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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하고 있고 혁신을 통해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의 종류가 수평적으로 늘어
나는 경우를 상정하였다. 반면에 Grossman and Helpman(1991a, 1991b)과
Aghion and Howitt(1992) 모델들은 혁신을 통해 갈수록 더 높은 질의 제품들이 등
장하는 경우를 상정하였다. 이 경우에는 새롭게 등장하는 고품질의 제품들이 오래된
저품질의 제품들을 구축하는 “창조적 파괴” 현상이 나타나고 지속적인 품질 개선에
의해 생산성이 증대하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Romer(1990), Grossman and Helpman(1991a, 1991b),
Aghion and Howitt(1992) 모델들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은 규모의 경제가 작동
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경제의 규모가 클수록 성장률이 높아지고 R&D에 투입되
는 자원이 늘어날수록 생산성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모델들이다. 규모의 경제를 가정
한 내생적 성장 모델들은 시장의 규모가 클수록 R&D 혁신 활동이 촉진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의 실제 생산성 증가율의 추이는 규모의 경제를 가정
한 모델들의 예측과는 매우 다르게 전개된 측면이 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른바
“생산성 패러독스”라고 하는 혁신 활동과 생산성 증대 사이의 괴리를 둘러싸고 다양
한 이론적 실증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3.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와 기업동학

신고전파 성장이론과 신성장이론의 많은 모델들은 전형적인(representative) 생산
자/소비자를 상정하고 이 개인의 이윤극대화/효용극대화 행동의 결과로서 거시경제
차원의 경제성장 패턴을 모형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복잡한 현실
을 최대한 단순화하고 추상화하여 모델을 구성함으로써 복잡다단한 현실의 배후를 관
통하는 경제성장의 메커니즘을 포착하고 구명하기 위해 택하는 불가피한 접근이라고
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전형적 생산자 모형의 모델 구축 전략은 현실에서 광범하게
관측되는 기업의 이질성을 간과하게 한다는 약점을 지닌다. 실제로 기업 수준이나 사
업장 수준의 미시데이터를 사용하여 생산성 분석을 수행한 실증 분석 문헌들을 보면,
매우 좁게 정의된 산업 또는 시장 내에서도 매우 이질적인 생산자들이 경쟁하고 있다
는 사실이 거듭 확인된다. 현실의 경쟁은 이론에서 가정하는 동질적인 생산자들 간의
경쟁이 아니라 규모, 업력, 기술 수준, 생산성 수준 등 여러 측면에서 매우 이질적인
생산자들 간의 경쟁인 경우가 많다. 기존의 기술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제적 유인을
갖는 기존 기업과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통해 기존의 기업에 도전하는 신규 기업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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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쟁의 과정에서 진행되는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 과정에서는 더더욱 기업의 이
질성에 기반을 둔 기업동학(firm dynamics)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Aghion, Akcigit and Howitt(2015)이 강조하듯이 슘페터의 관점에 입각한 성장
모형들은 다음의 세 가지 중요한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 첫째, 혁신이 성장의 원천이
다. 둘째, 독점 이윤의 획득이라는 이윤 동기에 기반한 창업자들의 투자가 혁신을 낳
는다. 셋째, 새로운 혁신이 낡은 기술을 대체한다. 슘페터가 제시한 “창조적 파괴”를
통한 혁신의 개념을 내생적 성장이론에 도입한 일련의 모델들은 거시적 성장이론과
미시적 경쟁이론을 통합하여 산업조직, 기업동학, 경제발전 분야에 걸쳐 중요한 가설
들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슘페터식 성장이론들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경쟁의 역할에 주
목하여 기업 간, 부문 간 생산요소의 재분배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기업의
진입, 퇴출과 기업의 규모별 분포 등 미시데이터의 풍부한 정보를 적극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이질성을 간과하는 여타의 성장 모형들과 차별화된다.

III. 혁신성장의 의의와 실증적 토대
1. 패러다임의 전환과 혁신성장의 의의

낡은 패러다임을 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택하는 일은 그 자체로 하나의 혁신이
다.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서 혁신성장이 갖는 필요성과 의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대체하고자 하는 기존의 패러다임과 대비시켜 볼 때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혁
신성장의 의의를 강조하는 주요 논의들을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의 시각에서 차례로
살펴보자.
1) 물적 자본과 무형 자본 (physical capital vs. intangible capital)

한때 대단히 성공적이었던 패러다임일수록 환경이 크게 달라진 상황에서 필요한 새
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체하기가 힘들다. 우리 경제가 유래 없는 고도성장을 이루던
1970년대 전후의 한국 경제의 성장 패러다임은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한 자본
축적과 양적 성장이었다. 기계, 장비, 구축물 등으로 대표되는 물적 자본은 신고전파
성장이론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지식재산, 인적자본, 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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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빅데이터 등과 같은 무형 자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사람들이 양적 확대보다도
삶의 질을 추구하는 단계에 이르러서도 과거의 양적 성장 위주의 성장 패러다임을 고
집한다면 혁신성장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혁신성장의 패러다임은 지식기반 자본
(Knowledge-Based Capital, KBC)을 비롯한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등 무형의 자
본을 중시하며 기술의 변화를 외생적으로 주어진 조건으로 보기보다는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증대가 성장의 주요 동력임을 강조한다.
2) 케인스식 수요확대와 슘페터식 공급혁신 (Keynes vs. Schumpeter)

성숙 단계에 접어들기 시작한 한국 경제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고도성장기의 성장
패러다임에 의한 양적 성장의 지속이 아니라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이라
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개입주의적인 정책을 펴서 직접 자원을 동원하고
배분할 것이 아니라 경제주체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창의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는 쪽으로 경제정책의 중심이 옮겨가야 한다는 것이다. 불황의 원
인은 수요 부족이므로 정부가 재정정책과 금융통화정책의 정책 조합을 통해 총수요를
적절히 관리하는 단기 안정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 케인스식 수요확대 정책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불황의 원인이 수요의 부족이라기보다는 혁신
(공급)의 부족이라고 보고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목표로 경쟁 환경 조성과 구조개혁을
통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슘페터식 공급혁신의
정책 패러다임이다(변양균, 2017).

3) 추격형 혁신과 선도형 혁신 (catch-up vs. post catch-up)

혁신이 경제성장의 주요 동인이라고 보는 슘페터의 관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
국과 같은 후발국의 추격형 성장에 있어서 혁신의 역할에 주목하고 그 특성을 국가
적·산업적·기업적 차원에서 분석하는 일은 혁신 연구의 중요한 분야이다(이근, 2014;
Kim, 1997). 2000년대 중반 이후 추격(catch-up)을 넘어서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으로서 ‘탈추격’(post catch-up) 혹은 ‘선도형’ 혁신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연구와 논
의가 한국의 산업혁신연구 전문가들 사이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정재웅황혜란,
2017). 산업혁신 차원에서의 ‘탈추격’(post catch-up) 내지 ‘선도형’ 혁신활동이란
“후발산업국가의 기술능력 축적으로 인해 모방이나 추격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됨에
따라 스스로 새로운 기술 궤적을 형성하는 혁신활동”을 말한다(황혜란·정재용·송위진,
2012).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방에서 혁신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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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이는 한편으로는 성공적인 추격의 결과로 패
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이 등장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추격을
지원하던 혁신시스템의 잠재성 고갈에 따라 새로운 성장 체제에 대한 요청이 증가”하
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정재웅·황혜란, 2017).
4) 개념설계와 실행 (implementation vs. concept design)

고도성장기에 유효했던 과거의 요소투입형 성장 패러다임이 이미 그 역할을 다하여
가므로 과감히 폐기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혁신주도의 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지도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한국 경제의 성장 패
러다임 전환은 이미 20년 가까이 지체되고 있다는 진단도 있다. 이정동(2017)은 이러
한 패러다임 전환의 지체를 다단계 로켓에 비유하여 ‘1단 엔진 분리 실패와 2단 엔진
점화 실패’라고 칭하였다. 이에 따르면, 한국 산업이 당면한 위기의 핵심은 개념설계
역량의 부족에 있다. 모든 제품은 밑그림에 해당하는 ‘개념설계(concept design)’와
그 밑그림대로 제품을 만드는 ‘실행(implementation)’의 단계를 거쳐 만들어진다. 혁
신적인 개념설계가 있어야만 혁신적인 제품이 나올 수 있다. 고도성장기 한국 기업들
은 해외의 선진 기업들이 그려준 밑그림을 받아와 빠르고 효율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성장해 왔다. 그 결과, 한국 산업은 실행 역량은 강하지만 밑그림을 그리는 개념설계
역량이 부족하다. 주어진 익숙한 문제를 기계적으로 푸는 ‘실행’의 차원을 넘어 새로
운 상황 속에서 문제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고 창의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개념설계’의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도전적인 시행착오의 경험을 꾸준히 축적하면서 ‘개념설계의
역량’을 획득해가는 과정이 혁신성장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2. 생산성 패러독스와 그 원인
1) 혁신과 생산성

혁신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준다. 혁신을 통해 우리는 과거에 존재하지 않
던 새로운 제품들을 소비할 수 있게 되고, 이전보다 질이 높은 제품을 소비할 수 있
게 된다. 소비자로서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의 다양성이 증대되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
는 것도 혁신이 주는 편익 중의 하나이다. 혁신을 통해 제품의 생산 원가가 하락하여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입할 수도 있다. 기업이 해외에 새 시장을
개척하고 생산의 규모를 늘릴 경우에도 규모의 경제로 인해 단위 당 생산 비용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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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기업은 제품의 가격을 낮추어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도 있고, 기존의 가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보다 많은 이윤을 거둘 수 있다.
원자재나 중간재의 새로운 공급원이 확보될 경우에도 비용 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성공적인 혁신을 이루어 사업의 규모를 늘릴 수 있게 된
기업은 보다 많은 사람을 고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종사자들은 더 많은
임금 소득을 받아갈 수도 있다. 또한 기업 조직 또는 산업 조직의 혁신으로 인해 자
원 배분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경쟁의 압력 속에서 보다 나은 생산 기술들이
이용되면서 혁신은 경제 전반의 생산성 증대에 기여한다.
생산성이 경제의 전부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한 나라의 평균적인 국민이 누리는 생활수준의 개선 정도는
거의 전적으로 그 나라의 노동생산성 향상 정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Krugman,
1990). 다시 말해서,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높이는 방법은
생산성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높이는 방법 외에는 없다. 일례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Solow의 신고전파 경제성장 모형에 따르면 한 나라의 일인당 소득 증가율은 장기적
으로 그 나라의 기술진보율 다시 말해 생산성 증가율에 수렴한다. 기술혁신이 한 나
라의 생산성 증가율을 높일 경우 그것은 결국 그 나라의 소득 증가율을 높이는 효과
를 갖는다.
2) 생산성 패러독스

그런데 혁신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오늘날 뜻밖에도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
진국들의 생산성 증가율은 오히려 이전보다 상당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생산성
연구자들은 이 현상을 가리켜 ‘생산성 패러독스’라고 부른다.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생산성 패러독스’의 원조는 1980년 후반에 제기된 이른바 ‘Solow 패러독스’이
다. 1980년대 퍼스널 컴퓨터가 미국 사회에 대대적으로 보급되어 가정과 직장의 모습
을 크게 바꾸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시대의 도래에 따른 생산성 증가 효과는
전혀 관측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1987년 당시 Solow의 문제 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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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미국의 산출 증가 및 총요소생산성 증가 추이(1959~2006)
1959구분
2006
민간 부문 산출
3.58
노동시간
1.44
평균 노동 생산성
2.14
자본 심화의 기여분
1.14
노동 질의 기여분
0.26
총요소생산성
0.75
자료: Jorgenson et al.(2008)

19591973
4.18
1.36
2.82
1.40
0.28
1.14

19731995
3.08
1.59
1.49
0.85
0.25
0.39

19952000
4.77
2.07
2.70
1.51
0.19
1.00

(단위: %)

20002006
3.01
0.51
2.50
1.26
0.31
0.92

생산성 연구자들은 후속 연구를 통해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의 생산성 증가세가
현저히 회복되었음을 발견하였다. Jorgenson, Ho, Stiroh(2008)의 분석 결과에 따르
면 1953~73년 기간에 미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연평균 1.14%였는데,
1973~1995년 기간에는 0.39%로 크게 하락하였다가 1995~2000년에 와서는 1.00%
로 반등하였고 2000~2006년 기간에도 0.92%를 기록하였다. ‘Solow 패러독스’로 지
칭되는 생산성 둔화 현상이 1995년 이후부터 사라지고 생산성 증가세가 되살아난 것
처럼 보였다. Jorgenson, Ho, Stiroh(2008)는 1990년대 중반에 반등한 생산성 증가
율이 다시 1970~80년대의 수준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이어진 후속 연구의 결과는 그와 반대였다. 1990년대 중반의 생산성 증가
세 회복 역시 오래 지속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Syverson(2017)의 분석 결과를
보면, 미국의 노동생산성 연평균 증가율이 1947~73년 기간에 2.73%였다가
1974~94년 기간에 1.54%로 크게 하락하였고 1995~2004년 기간에 2.85%로 되살
아났으나 2005~2015년 기간에 생산성 증가는 다시금 둔화되어 1.27%를 기록하였다.
<표 2> 미국의 노동생산성 증가 추이(1947~2015)
기간
1947-1973
1974-1994
1995-2004
2005-2015
자료: Syverson(2017)

분기별 노동생산성 증가율(%)
0.681
0.386
0.712
0.317

(단위: %)

연간 노동생산성 증가율(%)
2.73
1.54
2.85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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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미국의 생산성 증가 둔화 현상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
여 경기하강 국면에 진입하기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으며, 생산성 연구 문헌들을 보면
영국을 비롯한 유럽 주요국들 및 호주 등에서도 유사한 생산성 증가율 하락이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전에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Syverson, 2017). 다수의 선진 경제
에서 공통적으로 관측된 생산성 둔화 현상이 단지 경기후퇴기의 일시적 현상으로 보
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공식 통계 자료의 한계로 말미암아 생산성 증가가 과소평
가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통계적 착시 현상만으로는 최근의 생산성
둔화 현상을 설명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견해도 있다.
3) 생산성 정체 현상의 원인

혁신의 시대에 오히려 생산성 증가가 둔화되는 역설적인 현상을 대체 어떻게 설명
할 수 있을까? 크게 보아 (1) 측정의 문제, (2) 분배의 편중, (3) 변화의 시차 등 세
가지 요인에 의거한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생산성 정체 현상 중 상당 부분은 공식 통계 작성 방식의 한계에 따른 측정
의 부정확함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Feldstein, 2017). GDP를 포함하여 국민계정
의 공식 통계를 작성하는 방법이 지속적으로 개선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통계는
실질 산출량의 증가를 과소평가하고 그 결과 생산성의 증대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과거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제품이 혁신을 통해 세상에 등장하는 경
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공식적인 국민계정 통계는 이를 즉각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다. 예를 들어 퍼스널 컴퓨터가 최초로 등장한 이후 성능 대비 가격이 가파르게 하락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GDP를 계산하기 위한 가격지수에 퍼스널 컴퓨터 가격의 변
동이 반영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같은 이유로 신약이 개발되어 사람들의 건
강에 큰 공헌을 하게 된 경우에도 이러한 기술혁신이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현격
하게 개선시킨 긍정적인 효과가 GDP 통계에는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3)
둘째, 신기술의 생산성 증대 효과가 분명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술혁신에 따르는

3) 제조 과정의 혁신을 통해 제품의 질이 급속히 높아지는 상황에서 제품 가격의 상승 중에 제품의 질의 향
상에 기인한 부분을 파악하여 정확한 디플레이터를 계산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Feldstein (2017)은 의료기술 혁신의 예로 백내장 수술을 들었다 . 과거의 백내장 수술은 수술 후 1주일
정도의 입원을 요하던 것이었으나 의료 기술의 발달로 현재에는 백내장 수술 후 바로 통원 치료가 가능해
졌다 . 이러한 기술혁신을 통한 의료 서비스 질의 현격한 개선이 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했음이
분명하지만 ,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GDP 통계가 제대로 포착하기는 어렵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속화하면
서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기존 재화와 서비스의 질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
민경제의 산출을 측정하는 공식 통계인 국민계정의 GDP 측정 방식은 기술혁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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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이윤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 격화되고 혁신의 과실이 극히 소수에게만 귀속된다
면 대다수의 경제 주체들이 체감하는 생산성 증대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이와 관
련하여, Andrews, Criscuolo, and Gal(2016)은 소수의 선도 기업과 나머지 기업들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 많은 OECD 나라들에서 경제 전반의 생산성 증가 둔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
작했다. 그러나 기업수준의 미시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이 시기에도 소수 선도 기업들의
생산성은 계속 증가한 반면 나머지 대다수 기업들의 생산성은 정체한 것으로 나타난
다. 소수 선도 기업들의 화려한 성과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심화되고 있는 승자독식형 경쟁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다른 한편에서 소수 선도기
업들을 제외한 대다수 기업들의 생산성이 정체되어 있다는 사실은 기술 확산의 부진
을 시사한다. 아울러 원활한 기업동학을 통한 생산요소의 효율적 재분배를 저해하는
요인들이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기술혁신이 본격적인 생산성 증대 효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존
재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특히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중대한 기술변
화인 경우 이를 수용하는 사회 전반의 재구조화가 수반되어야하기 때문에 생산성 증
대가 가시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증기기관, 전
력, 컴퓨터 등 사용 범위가 매우 넓고 생산과 소비의 현장을 크게 바꾸어 놓을 잠재
력을 지닌 기술들을 Bresnahan and Trajtenberg(1995)는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ies: GPTs)이라고 명명했다. 범용기술로서의 증기기관, 전력, 컴
퓨터의 등장은 각각 1차, 2차, 3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졌다. 컴퓨터 혁명의 와중에
Solow 패러독스가 등장했듯이, 현재의 생산성 패러독스 또한 차세대 범용기술로서의
인공지능(AI)이 도입되는 과정의 산물로 볼 수 있다(Brynjolfsson, Rock and
Syverson, 2017). 그렇다면,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와 이에 수반된 사회 전반의 변화
에는 큰 비용이 따를 것이고,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지금 관
찰되는 것과 같은 생산성의 하락을 수반할 것이다.
3. 한국 경제의 산업구조 전환과 기업동학

앞 절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혁신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제고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은 대단히 길고 복잡하다. 혁신은 위험을 감수하고 벌이는 모험적 도전
이다. 혁신성장의 과정은 새로운 기업이 기존의 기업을 대체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기
존의 일자리를 위협하며, 더 나아가 새로운 영역에서 신산업이 등장하고 기존의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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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이 근본적인 변화를 겪는 산업구조 전환의 과정이다. 이 절에서는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산업구조 변화 추이를 점검하고, 사업체별 미시데이터를 통하여 사업체와 일
자리가 생성되고 사멸하는 동태적인 과정의 단면을 살핀다.
1) 산업구조 변화 추이

한국경제는 개발연대와 고도성장기의 성공적인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을 넘어 보다
성숙한 혁신주도형 경제발전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변화와 혁
신을 추진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1960년대 중반 이후 한국경제의 고도성장 단계에
서는 실물자본 및 인적자본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의 지속적인 확대가 진행되
었고, 이러한 생산요소 투입의 증대와 아울러 제조업 부문의 빠른 생산성 증대가 경
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성공적인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한국
은 저임금에 기반을 둔 노동집약적 산업화 단계를 거쳐 자본집약적이고 기술집약적인
산업이 주도하는 경제로 산업구조 고도화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대기업을 중심으
로 연구개발투자를 과감히 늘려가며 선진 경제와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혀 왔다.
한국경제는 중국이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이후 특히 1980년대
말부터 저숙련 노동의 집약도가 높은 의류 및 신발 산업의 비교우위를 급속하게 잃기
시작했다. [그림 1]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저기술 제조업의 고용비중은 1987년의
14.0%를 정점으로 급속한 하락을 거듭하여 불과 10년 만에 3분의 1로 축소되었다.
제조업 전체의 고용비중 또한 1989년의 28.7%를 정점으로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
강하고 있다. [그림 1]과 [그림 2]가 보여주는 제조업 고용비중의 추세적 하강과 서비
스업 고용비중의 확대는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현상으로, 선진국의 탈
공업화 현상과 유사한 구조 변화가 우리 경제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경험한 저기술 제조업 고용비중의 하락은 OECD의
나라들 가운데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가장 빠른 속도의 가파른 하락이었다. 반
면 같은 시기에 전자, 통신, 반도체 등 연구개발 집약도가 비교적 높은 고기술 제조업
의 부가가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
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술 제조업의 고용비중은 1990년대
이후로 크게 늘지 않았는데, 이는 고기술 제조업이 자본집약도가 높은 반면 노동집약
도는 낮은 분야라는 사실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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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조업 기술수준별 고용 구성 변화

주: 2006년 이후 고기술산업→고R&D산업, 중고기술산업→중고R&D산업으로 정의가 변경됨
자료: OECD STAN database

[그림 2] 서비스업 부문별 고용 구성 변화

주: 2003년까지는 ISIC level3 기준, 2004년부터는 ISIC level4 기준
자료: OECD STAN database

1990년대 이전의 산업구조 변화는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농업부문의 고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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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고 제조업 등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문의 비중의 증대하는 방향으로 진
행되면서, 산업구조의 변화가 경제 전체의 생산성 증대와 분배의 개선에 기여하였다.
반면, 1990년대 이후의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제
조업 부문의 고용 비중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 부문의 고용 비
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는 점에서 경제 전체의 생산성 증대와 분배구조
개선에 도전 요인이 되고 있다. 이 시기에 한국경제는 보다 자본집약적이고 기술집약
적인 고기술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진전시켰다. 저기술 제조업의 쇠퇴
와 고기술 제조업의 약진은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고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기여하였다. 그러나 고용창출의 측면에서 보면, 고기술 제조업 부문이
자본집약도가 높고 기술집약도가 높은 반면 노동집약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고
기술 제조업 부문의 고용 창출 여력은 크지 않다.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외환위기를 전후한 1990년대 이래로 낮아지기 시작하여
2000년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일인당 소득의 증가와 추격 성장의 진
전에 따른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성숙 단계에 접어드는 경제에서 관찰되는 자연스러운
경향이지만 우리의 경우 그 하락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특
히 고도성장기 양질의 저임금 노동과 규모의 경제에 주로 의존하던 일부 주력 수출주
도 산업에서 중국 등 후발국 경쟁업체들의 가격경쟁력에 밀려 시장점유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투자와 고용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면서, 경제의 구조전환과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의 고도화가 더욱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2) 기업동학과 경제의 역동성

혁신을 통한 활발한 창업과 역동적인 혁신 생태계의 발전은 우리 경제의 성패의 관
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들어 한국경제가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서 경
제의 신진대사가 저하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은 이런 점에서 매우 우려할 만하다.
특히 각종 규제와 부실기업 지원은 창조적 파괴와 생산요소의 효율적 재분배를 저해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각종 규제가 결과적으로 잠재적 신규 기업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경제의 역동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과, 기존 부실기업의
보호가 잠재적 신규 기업의 진입을 저해함으로써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
다는 점에 특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OECD,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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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일자리 생성률과 소멸률 추이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혁신에 성공한 젊은 기업들이 급속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용이 창출되는 반
면, 진입장벽의 보호 가운데 안주하는 기존 기업들에게서는 새로운 양질의 고용이 창
출될 여지가 크지 않다. 이런 점에서 부실기업의 지원을 통한 고식적인 고용 유지 정
책의 한계가 분명함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최경수김정호(2016)의 연구에서도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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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된 바와 같이 기업의 역동성 저하는 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의 일자리는 전체 고용규모가 아니라 채용 규모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기업성장의 동태성과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그런데, [그림 3]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종사자 수 기준의 진입율과 퇴출율, 다시
말해 일자리의 생성률과 소멸률은 2000년대 전반 이후 낮은 상태에 머물고 있다.
기업동학의 역동성이 위축되고 있다는 실증적 증거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에서도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동학의 위축이 생산성 증가를 둔화
시키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다(Syverson, 2017). 거시경제 전반의 성장률 및 고용율
추이나 산업 간의 비중 변화도 대단히 중요한 변수들이지만, 그 저류의 개별 기업과
개별 산업 수준에서 부단히 진행되고 있는 ‘창조적 파괴’의 역동적 과정에 혁신 활동
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주목해야 한다. 생산성은 혁신이 성장에 기여하는 핵심
경로이고, 기업동학은 혁신이 실현되는 창조적 파괴의 구체적 과정이다.
[그림 4]는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의 2006년, 2011년, 2016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2006~11년 기간과 2011~16년 기간의 산업별 고용증가율을 계산하고 이를 사업체의
진입, 퇴출, 성장, 쇠퇴 등 기업동학의 유형별 요인으로 분해한 것이다. 기준연도와
비교연도에 모두 관측된 사업체를 존속 내지 유지사업체로 정의하고 기준연도에는 관
측되지 않고 비교연도에만 관측된 사업체는 진입사업체, 기준연도에만 관측되고 비교
연도에는 관측되지 않은 사업체는 퇴출사업체로 보았다. 각 사업체별 종사자 수의 변
화를 진입사업체의 기여분(+), 퇴출사업체의 기여분(-), 고용 증가 사업체의 기여분(+),
고용 축소 사업체의 기여분(-)으로 분류하고, 산업별 종사자 수의 증가율을 이 네 가
지 유형의 합으로 분해하였다.
[그림 4]가 보여주듯이, 높은 고용증가율을 보이는 부문에서도 사업체의 퇴출이나
규모 축소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고용이 정체하고 있는 부
문에서도 신규 사업체의 진입이나 기존 사업체의 성장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
다.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사실은 분석 기간 내내 존속한 업력 5년 이상의 유지사
업체들이 일자리 창출과 소멸에 기여한 부분보다도 이 기간 중 진입하거나 퇴출한 사
업체가 일자리 창출과 소멸에 기여한 부분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사실이다. 혁신의 주
역인 창업기업과 젊은 고성장기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일
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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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부문별 고용증가율의 요인별 분해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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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

새로운 상황 속에서 문제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고 창의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역량
을 획득하는 과정이 혁신성장의 요체이다. 혁신은 위험을 감수하는 모험이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도전이다. 혁신성장의 과정은 새로운 기업이 기존의 기업을 대체하고, 새
로운 일자리가 기존의 일자리를 위협하며, 더 나아가 새로운 영역에서 신산업이 등장
하고 기존의 주력산업이 근본적인 변화를 겪는 산업구조 전환의 과정이다. 혁신성장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에 근거한 구조개혁이며 시스템전환이다. 과학기술정책 전문가들
은 한국 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 부분적 개선이 아닌 시
스템적 전환이 필요하며,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적인 대책의 나열이 아닌 장기적·전략적
인 접근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송위진 외(2004)는 ‘모방형·각개약진형’ 기술혁신 모형을 넘어 ‘창조형·공동체형’
기술혁신 모형으로 나가기 위한 한국 국가혁신체제의 시스템 전환 필요성을 제기하였
다.4) 박병원 외(2012)는 국가 시스템이 일회성의 대증적 정책 위주가 아닌 국가전략
에 근거한 체계화된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중장기전략 수립과정에 미래연구가 활
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5) 그런데 문제는, 십여 년 전부터 시스템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광범한 동의가 있었고, 역대 정부가 중장기 전략의 수립에 공을 들여왔음에도
불구하고, 패러다임 전환의 지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홍성주·이정원 외(2015)
의 전문가 설문 결과에 따르면, 1) 부처별로 파편화된 정책사업과 과도한 행정관리,
2) 국가 차원의 전략 부재, 3) 지식자본의 축적 체계 부실, 4) 관료제의 비효율과 제
도적 경직성, 5) 의사결정 거버넌스의 비전문성, 6) 과학기술계의 의제와 대안 형성
능력 부족 등이 전환 지체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의 전
략 부재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미래를 고려한 국가 차원의 선택과 집중
4) 같은 맥락에서 홍성주 ·이정원 외(2015)는 우리나라의 경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요구되는 시대적 상
황이라는 인식 하에 전문가 조사를 바탕으로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의 문제점을 다음의 세 가지로 요
약하였다 . 첫째 , 국내 환경에 안주하는 갈라파고스화 경향. 둘째, 연구개발 투자 대비 성과 산출의 비효율
성을 함축하는 ‘코리안 패러독스 ’. 셋째 , 추격형 성장 이후 대안의 전략 부재.
5) 미래연구는 정책결정을 위한 미래정보를 제공하고 정책결정에 대한 참여를 제도화하며, 정책대안 도출을

데, 우리나라의
각이 지배적이
관련된 다양한 분야
의존하는 경향이 강

지원하고, 예측되는 갈등상황의 사전적 조정 및 해소를 통해 정책 이행을 촉진한다. 그런
국가전략 수

립과정에는

연계성이 부

하다 . 다

섯 째,
족하다.

계성이 부

관련한

근시안적 시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신축성이 부족하다. 셋째, 국가전략과
족하다. 넷째, 국가전략 수행에서 시스템이 아닌 재량적 의사결정에
미래비전과 시스템적 투명성이 부 족 하다 . 여 섯째 , 미래전 망 과 정책실행 사이에

다. 둘째 , 급속한 환경

간의

다음과 같은 문제가 존재한다 . 첫째 , 국가전략과

시점 상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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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이 실종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 전략이 지나치게 자주 공
표되다 보니 전략이 없는 상황과 다를 바 없다”는 식의 다양한 시각의 답변들을 내놓
았다.
패러다임의 전환과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장기간 되풀이될 뿐 실제적인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만큼 구조개혁과 시스템전환이 대단히 어려운
과제임을 보여준다. 이는 과학기술정책이나 혁신정책에만 해당되는 사실이 아니다. 과
거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정부나 일본의 코이즈미 정부에서 시도했던 구조개혁의 사례
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구조개혁과 패러다임의 전환은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등에
없고 추진되는 경우에조차도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혁신성장의
과제도 예외가 아니다.
홍성주 외(2017)는 신정부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로서 노무현
정부 이래 역대 정부의 정책공약과 국정과제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정치적 중요도와
문제 반복도를 두 축으로 하여 역대 국정과제들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비교하였
다. 과제의 정치적 중요도가 높으면서도 문제 제기가 역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반복
되는 경우 이를 해당 과제가 기존의 해법으로는 풀기 어렵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문
제 인식과 해석을 달리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접근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았다. 모방
형·추격형 성장으로부터 창조형·선도형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혁신성
장의 방향은 이런 점에서 중장기 과제의 성격을 갖는다. 그렇다면, 중장기 과제의 성
격을 갖는 패러다임 전환의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주기에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한편 정치적 중요도는 높으나 이슈 제기가 적어 문제 반복도가 낮은 영역을 홍성주
외(2017)는 고도화 영역이라고 보고 주목하였다. 이 영역은 정부의 전문성과 리더쉽
이 중요한 영역으로 성장동력 발굴, 신산업육성, 중소벤처 기술개발지원 등의 세부 정
책들이 이에 해당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성장동력 논의와 관련해서는 “고민 없는 정
책의 반복”이라고 비판하며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성장동력”의 내용을 바꾸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벗어날 것을 촉구하였다. OECD(2014)도 한국의 산업 및 기술
정책을 평가하면서 정책과 프로그램의 숫자가 지나치게 많고 너무 자주 개편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 과잉’(policy activism)을 경계하였다.
요컨대, 혁신성장은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긴 호흡을
가지고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고민해야할 영역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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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 and Economic Growth:
Productivity and Firm Dynamics
Ahn Sanghoon

Abstract

Innovation is a major driver of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As postulated in
neoclassical growth theory, endogenous growth theory, and Schumpeterian evolutionary
economics, innovation potentially enhances the productivity of the overall economy and
quality of life. Innovation is a challenge that bears risks. The road to enhanced productivity and economic growth can be long and turbulent. Innovation entails firm dynamics of replacing existing businesses and industries with new ones. As demands for
structural reform to increase the long-term growth potential become stronger, a paradigm shift is needed towards innovation-driven growth.

Key words : Innovation, Economic growth, Productivity, Firm

dynamics, Struc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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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활동이 기업의 혁신성장에 미치는 영향
홍운선*, 김희재**
초록

최근 혁신성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그 일환으로서 기술혁신의 관점에서 혁신활동이
기업의 성장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특히, 그 동안 실증분석의 한계로 지적되어 왔던 통계자료
제약 및 분석기법상 문제를 해결하여 보다 신뢰할만한 연구결과를 얻고자 노력하였다. 통계자료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연구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SIMS)
의 195만개 중소기업 통계DB를 분석하였는데, 그 동안 진행된 실증분석 연구 가운데 가장 큰 통계
DB를 활용한 연구라 할 수 있다. 분석방법은 정규분포를 가정한 패널분석 외에 분위수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는데 , 분위수 분석방법은 기업의 성장속도 차이에 따른 기술혁신활동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혁신활동은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기업규
모별 효과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 중소기업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컸으며, 지표별로는 고용보다는
매출액에 미치는 효과가 더욱 컸다. 분위수 추정결과를 보면, 저성장기업과 고성장기업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저성장기업에 미치는 효과가 더욱 컸다. 지역별 효과는 지표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 기업규모별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중소기업의 효과가 더욱 컸다. 중견기업 대기업은
일부 지표를 제외하면 유의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 혁신활동의 1기 시차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는 부정적으로 나타나 혁신의 단기화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과 중견기업 대기업의 기술개발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된 점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

주제어 기술혁신 기술개발 경영성과 패널 분석 분위수 분석
:

,

,

,

,

* 중소기업연구원 혁신성장연구본부 지역경제연구실 실장, 연구위원, wshong@kosbi.re.kr, 02-707-9849
(교신저자)
** 중소기업연구원 혁신성장연구본부 지역경제연구실 연구원, kimhj@kosbi.re.kr, 02-707-9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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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Schumpeter(1934)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있어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으로
기술혁신을 언급한 이후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 후 진행된 연구의 상당수
는 기술혁신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나 모든
연구가 이 결론을 지지한 것은 아니었다. 그 이유는 실제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혁신의 모습은 상당히 복잡한 개념(Aunger, 2010)이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연
구자들이 채택한 통계와 분석방법의 차이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었다.1)
이와 같이 적어도 혁신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경
제이론이나 실증연구 그리고 기업사례를 통해 본 경험 등에 의해 상당한 설득력을 얻
고 있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실증분석 결과에 있어서는 서로 상반된 주장이 혼
재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개별 연구자가
활용한 통계자료와 분석방법의 차이에 주목하였다. 이미 기술혁신이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적,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를 다
루는 이유는 기존의 연구에서 채택되었던 분석방법과 통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각 기
업의 성장단계나 특성에 따라 기술혁신의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해 보는
것이 기존연구와 차별화될 수 있는 커다란 기여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선 상당수의 기존연구가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표본통계를 활용하고 있는데 설
문조사를 활용할 경우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다양한 혁신활동을 광범위하게 조
사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응답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모
집단의 대표성 부족은 한계로 지적된다. 분석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수통
계를 활용해야 하나 자료의 접근성 제약이 어려움으로 남아 있었다.
또한 실증분석에 있어서도 대다수의 기존연구가 정규분포를 가정한 패널분석을 주
로 활용하였는데 정규분포는 평균적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기에 기업의 혁신활동이 기
업의 성장성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측면까지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매출액과 고용 등 중소기업연구원
1) 예를 들어, Cefis & Orsenigo(2001)는 기업의 혁신활동과 매출액 증가사이에 강한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었다고 주장한 반면 , Hay & Kamshad(1994) 및 Carden(2005) 등은 혁신이 기업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 혁신에의 투자가 기업성장에 있어 유일하고도 가장 보편적인 전략임을 강조한 바 있다.

기술혁신활동이 기업의 혁신성장에 미치는 영향 ∙ 65

이 위탁 운영 중인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의 DB2)를 활용하여 방
대한 통계자료를 분석한다. 또한 기존의 통상적인 정규분포를 가정한 패널분석에서 벗
어나 분위수 추정기법(quantile regression method)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기술혁신
활동이 기업별 성장률에 있어 상위 기업과 중간 기업, 그리고 하위 기업에 미치는 상
이한 효과를 분리하여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혁신활동의 중요
성 및 기술혁신 활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들을
고찰한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실증분석에 이용한 기초통계와 분석방법 및 분석대상
의 선정배경을 설명하고, 제4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끝으로 제5장에서
는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 마무리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
1. 기술혁신의 의의와 중요성

Schumpeter는 기술혁신이란 ‘공정, 시장, 재료 및 조직 등 생산수단의 새로운 결
합을 통해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일련의 현상’으로 정의하였는데 이
후 시대가 바뀌면서 혁신에 대한 의미나 해석이 조금씩 변해왔다.3) 그럼에도 불구하
고 경제발전 또는 기업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기술혁신이 갖는 중요성은 매우 크며
특히 연구개발 활동과 학습 및 지식창출 등을 위한 기업 활동이 기술혁신에 있어 핵
심적인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경제이론에 따르더라도 기술혁신은 기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비교적 최근까지 활발하게 전개된 기술혁신에 대한 많은 연구들도 이
러한 결론을 지지하고 있다. 일례로 Evangelista & Vezzani(2010)는 혁신과 기업성
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제품혁신은 기술적 우월성과 제품의 개선된 성과를 거쳐 기업
2)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 (SIMS)”은 약 195 만개 중소기업들의 지원이력과 재무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유일의 통계DB이다 .
3) 프리만(C. Freeman)은 혁신을 “새롭거나 개선된 제품, 공정, 장비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
디자인 , 제조 , 관리 , 비즈니스 등에 대한 활동 ”이라고 정의하였고, 이후 포터(Michael Poter)는 경쟁력
우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혁신 행위가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 핵심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혁신에 관한 여러 정의의 자세한 내용은 홍사균 (2016)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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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경쟁우위를 제공하며, 공정혁신은 제품을 생산하는 보다 우월한 방법의 도입을 통
하여 획득된 생산성과 효율성 이익을 거쳐 기업에 경쟁 우위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2. 기술혁신과 기업의 경영성과와의 관계

1960년대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진 후속 연구의 대부분은 기술혁신이 기업의 경영성
과, 즉 성장과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의 공통된 결론을 도출하였다.
대표적으로 Mansfield(1962)와 Scherer(1965a, 1965b) 그리고 Mowery(1983) 등
은 실증분석을 통해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이 매출액을 증가시켜 기업이익을 증대시키
며, 결과적으로 기업을 더 빨리 성장시키는데 있어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
을 입증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도 활발한 연구가 전개되었는데 예를 들어 Geroski &
Machin(1992)과 Geroski & Toker(1996) 등은 혁신이 매출액 증가 및 이윤증대에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갖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후 Roper(1997) 역시 혁신제품이
매출액 증가에 긍정적 기여를 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Freel(2000)은 혁신기업들이 더 빠른 성
장을 보인다고 주장했으며, Del Del Monte& Papagni(2003) 역시 연구개발 활동과
매출액 증가사이에 正(+)의 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결과가 혁신활동이 기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고
설명하였으나 모든 실증분석이 이를 지지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Cefis &
Orsenigo(2001)의 경우 기업의 혁신활동과 매출액 증가사이에 강한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Liao & Rice(2010)는 기업의 혁신활동은 동태적 환경에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등
견해를 달리하는 연구결과들도 존재하였다. 이와 같이 기술혁신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 효과를 주장하는 연구결과가 다수인 가운데 이와 상
반되는 견해를 주장하는 연구결과가 동시에 존재한다.
3. 본 연구의 차별성

기술혁신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에서 서로 상반된 연구
결과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은 다양한 요인, 예를 들어 혁신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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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경로의 다양성과 복잡성, 그리고 특정 혁신활동의 정보에 대한 누락 등에 의
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만큼 더욱 중요한 것은 사실상 사용
되는 통계와 분석방법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특히, 활용가능한 통계의 범위는 분석결과의 신뢰성에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용평가기관의 기술개발활동에 관한 전
수통계와 중소벤처기업부의 통합관리시스템(SIMS)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매출액과 고
용 통계를 활용하여 기술혁신활동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가 기존연구와 차별되는 기본적인 특징은 바로 방대한 통계량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방법 역시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낸다. 특히, 패널 분
석을 활용한 계수 값이 평균값으로서 대표성을 띤다고는 할 수 있으나, 성장속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패널
분석 이외에도 구간을 분리하여 분석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분위수 추정기법4)을 활용한 실증분석은 기술혁신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상위 기업과 중간 기업, 하위 기업으로 나누어 상이한 효과를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Ⅲ. 기초통계와 분석방법
1. 활용된 기초통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위탁관리 중인 “중소기업지
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 DB를 활용하였다. 기업재무 정보로는 매출액, 고용,
연구개발비를, 기업개요 정보로는 업력, 지역 더미, 산업 더미, 시간 더미를 주요 지
표로 활용하였다. 분석기간은 2010~2015년이며, 제조업을 분석대상으로 한다.5)
4) 분위수 추정방법론 및 의의에 관해서는 Coad & Rao(2008)를 참조하기 바라며 , 이 글에서는 분위수 추
정방법론과 관련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5) 2016년도의 경우, 대기업 정보가 2015년의 1/3 수준에 불과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기간 (2010~2015) 내에서도 매출액 정보가 없는 기업,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1보다 크거나
0보다 작게 표시된 기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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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분석에 활용된 주요 지표
분석 지표
지표명
기업재무통계
매출액, 고용, 연구개발비
기업개요통계
업력, 지역, 산업, 시간
자료: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2018.10월 기준)

분석기간
2010~2015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구축된 제조업 정보를 보면, 2015년 현재 1인
이상 기업이 263,595개로 2010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기업의 평
균 매출액은 19,685백만 원(2010)에서 10,499백만 원(2016)으로 53.3% 수준으로 감소
하였는데, 이는 기업의 평균 매출액 감소라기보다는 영세기업과 소기업 DB가 지속적으
로 증가한 결과이다. 구축된 통계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증분석에서 너무 영세한 기업을 포함시키면 증가율의 변동 폭이 너무 크
게 발생6)하므로 종업원 수 5인 미만은 삭제7)하였다. 기업규모는 고용을 기준으로 중
소기업(5인~299인)-중견기업대기업(300인 이상)8)으로 구분한 후 중소기업에 대해서
는 5~9인, 10~49인, 50~299인으로 세분화하였다.
‧

<표 2> 기업규모별 주요 지표(1인 이상 전체: 가공 前)

(단위: 개, 명, 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평균 19,684.9 17,783.0
16,575.4
12,224.6
11,079.0
매출액 업체수 122,647
151,609
173,123
237,209
254,878
합계 2,414,291,100 2,696,057,500 2,869,588,700 2,899,785,400 2,823,800,600
평균
23.7
23.4
22
21.7
21
고 용 업체수 129,686
141,238
153,920
163,825
176,090
합계 3,073,264 3,304,374 3,393,862 3,558,832 3,700,803
평균
785.3
919.2
968.6
1,107.1
1,112.2
연구 업체수 27,485
25,968
27,577
28,330
29,202
개발비
합계 21,584,119 23,870,753 26,712,373 31,365,212 32,478,969
주: 2016년의 경우, 통계입력이 완전히 이뤄지지 못하여 생략함.
자료: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2018. 10월 현재 기준)을 가공하여 작성함.

2015
10,499.6
263,595
2,767,639,900

20.8
178,009
3,701,821
1,084.2
30,306
32,859,057

6) 예를 들면 , 고용이 2명 → 3명으로 증가한 경우와 , 20 명→ 25 명으로 증가한 경우의 성장율 차이를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7) 5 인 미만 기업의 삭제 결과 , 업체 수에 대한 정보는 1/3수준 (2016년 기준 )으로 감소하였으나, 매출액 규
모는 큰 변동이 없다.
8)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기준과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는 고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고용을 기업규
모의 분류기준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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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년도별 기업규모별 주요 지표(5인 이상: 가공 後)
‧

구분

평균
전체 업체수
합계
평균
매
출 중소기업 업체수
액
합계
중견기업 평균
· 업체수
대기업 합계
평균
전체 업체수
합계
평균
고용 중소기업 업체수
합계
평균
중견기업
· 업체수
대기업 합계
평균
전체 업체수
합계
평균
연구
개발 중소기업 업체수
비
합계
평균
중견기업
· 업체수
대기업 합계

2010

2011

2012

2013

(단위 : 개, 백만원, 명)
2014
2015

36,729

37,297

35,607

34,932

32,854

30,898

61,475

68,247

75,450

77,299

81,085

82,913

2,257,892,969 2,545,405,448 2,686,577,622 2,700,239,865 2,663,979,900 2,561,808,267

11,874

11,840

10,922

10,298

10,124

60,780

67,488

74,654

76,450

80,186

81,994

811,807,674

824,579,170

721,701,495 799,071,116 815,400,665 787,275,172

10,057

2,210,347

2,300,836

2,350,725

2,253,198

2,060,258

1,890,347

695

759

796

849

899

919

1,536,191,474 1,746,334,332 1,871,176,957 1,912,964,692 1,852,172,227 1,737,229,097

44.1

43.8

41.4

42.2

42.0

41.2

61,475

68,247

75,450

77,299

81,085

82,913

2,712,603

2,986,803

3,122,877

3,261,849

3,408,240

3,419,605

24.3

23.9

23.3

23.3

23.0

22.6

60,780

67,488

74,654

76,450

80,186

81,994

1,475,148

1,613,932

1,739,969

1,781,219

1,842,115

1,853,992

1,780.5

1,808.8

1,737.3

1,744.0

1,742.1

1,703.6

695

759

796

849

899

919

1,237,455

1,372,871

1,382,908

1,480,630

1,566,125

1,565,613

1,091.6

1,230.3

1,263.7

1,417.4

1,393.6

1,323.9

18,966

18,596

20,382

21,567

22,908

24,310

20,702,918

22,878,509

25,756,721

30,569,289

31,925,231

32,185,108

281.7

304.8

298.9

308.1

301.6

299.1

18,572

18,170

19,941

21,086

22,403

23,780

5,230,834

5,537,932

5,960,650

6,496,384

6,757,704

7,111,792

39,269.2

40,705.6

44,889.1

50,047.6

49,836.7

47,308.1

394

426

441

481

505

530

15,472,084

17,340,577

19,796,072

24,072,905

25,167,527

25,073,317

주: 기업규모가 표시되지 않은 기타는 생략하였기 때문에 전체와 기업규모별 합계가 불일치함.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기업의 매출액과 고용, 연구개발비의 평균 규모
는 많은 차이가 있으나, 그 차이는 기업규모별로 상이하다. 먼저,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 매출액과 평균 고용 규모는 비수도권이 크게 나타났으나, 기술개발투자 규모는
수도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대기업의 매출액과 고용, 연구개발비의 평균
규모는 수도권이 보다 크게 나타났다. 중견기업대기업이 지방을 생산기지로 활용하거
나 주로 생산활동 중심기업이라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입증하는 부분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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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년도별 기업규모별·지역별 주요 지표(5인 이상: 가공 後)
‧

(단위: 개, 백만원, 명)

대상 지역

지표
매출액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평균

33,598

34,304

32,418

31,499

29,803

27,956

업체수

59,301

65,829

72,890

74,894

78,743

80,664

합계
합계 고용

연구
개발비

매출액

평균

41.6

41.4

39.6

40.2

39.8

39.2

업체수

59,301

65,829

72,890

74,894

78,743

80,664

합계

2,464,152

2,727,117

2,883,079

3,014,220

3,137,006

3,163,685

평균

1,107

1,246

1,277

1,431

1,404

1,333

업체수

18,650

18,317

20,139

21,332

22,702

24,124

합계

20,648,842

22,823,798

25,717,124

30,530,143

31,883,780

32,145,908

평균

37,365

37,773

37,533

37,049

34,480

32,405

업체수

29,761

33,139

36,726

37,825

39,973

40,889

합계
수
전체 도
권

고용

연구
개발비

매출액
비
수
도
권

고용

연구
개발비

매출액

합계 고용

중소
기업

연구
개발비

수
도
권

매출액

고용

1,992,381,199 2,258,167,149 2,362,955,787 2,359,097,573 2,346,774,806 2,255,018,030

1,112,030,971 1,251,767,603 1,378,444,667 1,401,360,557 1,378,255,104 1,325,004,439

평균

43.8

43.9

42.2

42.5

42.0

41.6

업체수

29,761

33,139

36,726

37,825

39,973

40,889

합계

1,303,124

1,456,453

1,548,769

1,608,409

1,678,540

1,701,629

평균

1,743

1,950

1,994

2,268

2,216

2,131

업체수

9,760

9,672

10,720

11,493

12,221

12,854

합계

17,008,005

18,856,899

21,380,722

26,063,461

27,084,040

27,396,018

평균

29,802

30,786

27,224

25,837

24,981

23,382

업체수

29,540

32,690

36,164

37,069

38,770

39,775

합계

880,350,228

1,006,399,546

984,511,120

957,737,015

968,519,702

930,013,591

평균

39.3

38.9

36.9

37.9

37.6

36.8

업체수

29,540

32,690

36,164

37,069

38,770

39,775

합계

1,161,028

1,270,664

1,334,310

1,405,811

1,458,466

1,462,056

평균

410

459

460

454

458

421

업체수

8,890

8,645

9,419

9,839

10,481

11,270

합계

3,640,837

3,966,899

4,336,402

4,466,682

4,799,740

4,749,890

평균

12,086

12,044

11,100

10,469

10,283

10,192

업체수

58,629

65,091

72,114

74,063

77,866

79,767

합계

708,613,221

783,975,384

800,471,983

775,385,783

800,674,559

812,965,958

평균

24.5

24.2

23.5

23.5

23.1

22.8

업체수

58,629

65,091

72,114

74,063

77,866

79,767

합계

1,437,755

1,572,337

1,695,701

1,739,899

1,801,826

1,818,598

평균

284

307

301

310

303

300

업체수

18,259

17,894

19,699

20,853

22,199

23,596

합계

5,178,501

5,484,895

5,924,063

6,459,682

6,719,632

7,073,715

평균

10,593

10,694

9,986

9,859

9,728

9,872

업체수

29,428

32,783

36,340

37,417

39,544

40,450

합계

311,743,836

350,586,369

362,893,931

368,893,406

384,696,755

399,314,548

평균

22.8

22.4

21.6

21.6

21.2

21.0

업체수

29,428

32,783

36,340

37,417

39,544

40,450

합계

671,957

733,367

786,678

809,990

837,613

85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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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
발비

매출액
비
수
도
권

고용

연구개
발비

매출액

평균

307

332

330

341

331

331

업체수

9,547

9,444

10,476

11,231

11,945

12,567

합계

2,927,905

3,131,007

3,456,543

3,828,589

3,955,377

4,159,165

평균

13,591

13,414

12,232

11,092

10,855

10,521

업체수

29,201

32,308

35,774

36,646

38,322

39,317

합계

396,869,385

433,389,014

437,578,052

406,492,377

415,977,804

413,651,410

평균

26.2

26.0

25.4

25.4

25.2

24.6

업체수

29,201

32,308

35,774

36,646

38,322

39,317

합계

765,798

838,970

909,023

929,909

964,213

968,258

평균

258

279

268

273

270

264

업체수

8,712

8,450

9,223

9,622

10,254

11,029

합계

2,250,596

2,353,888

2,467,520

2,631,093

2,764,255

2,914,550

평균

1,910,369

1,997,550

2,013,510

1,905,790

1,762,942

1,607,639

업체수

672

738

776

831

877

897

합계
합계 고용

중견 수
기업· 도
대기 권
업

비
수
도
권

1,283,767,978 1,474,191,765 1,562,483,804 1,583,711,790 1,546,100,247 1,442,052,072

평균

1,527.4

1,564.7

1,530.1

1,533.5

1,522.4

업체수

672

738

776

831

877

1,499.5
897

합계

1,026,397

1,154,780

1,187,378

1,274,321

1,335,180

1,345,087
47,485

연구개
발비

평균

39,566

40,990

44,984

50,251

50,028

업체수

391

423

440

479

503

528

합계

15,470,341

17,338,903

19,793,062

24,070,461

25,164,148

25,072,193

평균

2,403,265

2,531,408

2,630,960

2,530,557

2,315,987

2,108,633

매출액

업체수

333

356

386

408

429

439

합계

800,287,135

901,181,234

993,558,350

925,689,890
1,939.2

고용

1,015,550,736 1,032,467,151

평균

1,895.4

2,031.1

1,974.3

1,956.9

1,960.2

업체수

333

356

386

408

429

439

합계

631,167

723,086

762,091

798,419

840,927

851,289
80,965

연구개
발비

평균

66,104

68,973

73,460

84,866

83,800

업체수

213

228

244

262

276

287

합계

14,080,099

15,725,892

17,924,179

22,234,872

23,128,663

23,236,853

평균

1,426,197

1,500,028

1,402,392

1,303,179

1,233,352

1,127,428

매출액

업체수

339

382

390

423

448

458

합계

483,480,843

573,010,532

546,933,069

551,244,639

552,541,898

516,362,181
1,078.2

고용

연구개
발비

평균

1,165.9

1,130.1

1,090.5

1,125.1

1,103.2

업체수

339

382

390

423

448

458

합계

395,230

431,694

425,287

475,902

494,253

493,798

평균

7,810

8,272

9,535

8,459

8,967

7,616

업체수

178

195

196

217

227

241

합계

1,390,241

1,613,011

1,868,882

1,835,589

2,035,485

1,835,340

주: 일부의 통계자료는 지역을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와 지역별 합계는 일치하지 않음.
2. 분석방법 : 정규성 검정결과를 토대로

시계열자료와 횡단면 자료가 결합된 경우, 정규분포를 가정한 패널 분석방법을 주
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분포의 정규성 검정이 필요하다. 정규성 검정을 위해서는 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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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프-스미르노프 검정(Kolmogorov-Smirnov test)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검정하
는 변수 값의 누적상대빈도와 정규분포의 누적상대빈도의 차이를 측정하여 정규성을
측정·검정하는 통계검정방법이다. 또한, 소표본일 경우 활용되는 샤피로-윌크 검정
(Shapiro-Wilk test)과 달리 주로 표본 수가 충분할 경우에 활용된다.9)
고용, 매출액, 연구개발비와 그 증가율에 대한 정규성 검정결과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귀무가설10)이 기각되어 해당 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Kolmogorov-Smirnov test
구분
로그값
증가율

고용
매출액
연구개발비
고용
매출액
연구개발비

기업체수
446,469
446,469
126,729
321,399
321,399
79,595

K-S 검정통계량
0.1435
0.2987
0.4396
2.7340
0.9995
0.1743

<표 6> Kolmogorov-Smirnov test: 기업규모별
구분

기업체수
고용
441,552
로그값
매출액
441,552
연구개발비
123,952
중소기업
고용
317,294
증가율
매출액
317,294
연구개발비
77,380
고용
4,917
로그값
매출액
4,917
중견기업·
연구개발비
2,777
대기업
고용
4,105
매출액
4,105
증가율
연구개발비
2,215
주: 중소기업 : 300인 미만; 중견기업대기업 : 300인 이상
‧

9) 상세한 내용은 Mardia(1980)를 참조하기 바란다.
10) 귀무가설 : 분석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

K-S 검정통계량
0.1691
0.2498
0.4152
2.7450
0.9914
0.1775
0.9213
0.9442
0.8441
2.1352
2.3001
0.1925

(단위: 개)

유의확률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단위: 개)

유의확률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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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분포의 형태를 보면, 고용과 매출액이 모두 정(+)의 값(positively skewed)을
지녀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지니는 분포의 모양을 따르고 있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
면, 매출액과 고용은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지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기업
규모별 연구개발비의 왜도는 모두 부(-)의 값(negatively skewed)으로 왼쪽으로 긴
꼬리를 지니는 분포를 보이고 있다.
구분

고용
전체
매출액
연구개발비
고용
중소기업 매출액
연구개발비
고용
중견기업 매출액
·대기업
연구개발비

<표 7> 기업규모별 요약(전체와 기업규모)
기업체수

평균

분산

왜도

첨도

446,469

2.693302

0.9407368

1.462258

6.319092

446,469

8.141721

2.033052

0.6840588

6.091678

126,729

4.629172

3.184153

-0.5825722

5.182582

441,552

2.650496

0.7754943

1.009083

3.545838

441,552

8.088953

1.776894

0.2972637

4.952005

123,952

4.560416

2.923637

-0.8834592

4.945485

4,917

6.537342

0.8386402

2.270395

9.431215

4,917

12.88035

2.332123

0.7159841

4.820388

2,777

7.698091

5.184865

-0.3067978

4.318412

주1 : 고용, 매출액, 연구개발비 값은 모두 로그(log) 값을 의미함 ; 수준 변수를 사용할 경우, 왜도와
첨도의 값은 매우 커짐. 왜도를 예로 들면, 전체 고용은 97.91441, 전체 매출액은 99.75681,
전체 연구개발비는 264.5365로 나타남
주2 : 중소기업 : 300인 미만; 중견기업대기업 : 300인 이상
‧

정규성 검정 결과를 보면 왜도와 첨도가 크게 나타나는 데 이러한 경우 주로 분위
수 추정기법을 활용한다. 검정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fixed effect를 가정한 패
널분석과 분위수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결과를 비교한다.11)

11)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연구개발비이므로 , 이를 중심으로 설명하며, 나머지 변수들에 대해서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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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성장성 분석에 활용되는 회귀식
고용증가율



매출액증가율



연구개발비증가율
고용증가율
업력
산업
지역
시간
연구개발비증가율
매출액증가율
업력
산업
지역
시간

     

   

  

   

     
  

   

  

   

   

   

매출액

     

   

고용

     

   

  

  

  

성장성 측정을 위해 고용증가율과 매출액 증가율을 종속변수로 활용한다. t기에 i기
업의 혁신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독립변수는 연구개발비 증가율을 핵심지표로 활용한
다. 동일한 방법으로 現在의 연구개발비를 독립지표로 사용하여 추정하였고, 前期의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추정하였다.12) 다만, 규모가 성장성에 미치
는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매출액과 고용의 로그값, 前期의 고용증가율과 매출액 증가
율을 활용한다. 그 외,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시간, 업력, 산업, 지역 더미를 추가하여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통제한다.
3. 분석대상 : 분석대상의 선정배경을 중심으로

최근 들어 경제의 저성장성 극복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
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핵심수단이 규제완화와 혁신이다. 특히, 기업규모와 혁신성과
의 관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쟁이 있어 왔다. 그러나 기업규모의 차이는 기업내부
자원과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전략의 차이로 연결된다.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자체적인
(in-house) 역량을 활용하는 한편,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기업 또는 연구소의 개발성과
를 상용화하는 전략을 취한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개방형 혁신13)은 주로 대기업들이
활용하는 전략이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공동연구나 대학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이
취약한 혁신능력을 보완하는 전략이 된다. 이 때, 중소기업이 내부와 외부 R&D를 어
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자신의 기술적 역량에 의해 결정되는 데, 가장 중요
한 부분은 기술흡수역량이라 할 수 있다.
12) 혁신활동의 불연속적 특성으로 인해 적정시차에 관한 이론적 논문은 없으나, 기업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
로 종속변수를 증가율로 활용하기 때문에 독립변수인 혁신활동 역시 증가율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혁신의

단기화

추세를

감안하면

현재의

혁신활동이

미치는

효과가

중요한

요인이

되며,

Lerner(1999), Grilliches(1990) 등은 1기 시차를 고려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혁신활동의 독립변
수로 ① 연구개발비 증가율 , ② 현재 연구개발비의 로그 값, ③ 전기 연구개발비의 로그 값에 대해 개별적으
로 각각 추정하였다.

13)

UC 버클리 대학의

u

Chesbro gh 교수가 2003년에

처음

사용하였다(

김석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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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이는 제4차 산업혁명이 부각되
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등 응용분야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나, 해당
분야의 발전은 전자기학, 고체 물리학, 생화학 등 기초 연구의 발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반 산업의 경우, 기술의 창출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술창출능
력과 기업의 지닌 공정기술/조립기술/부품생산기술과 연계되어야 큰 효과가 창출된다.
실제 우리나라의 기술창출능력은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이 사실이다. 한국은 1989년
미국 특허청에 특허 등록한 상위 10개국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11년에 3위까지 증
가하여 기술혁신의 창출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투입에
비해 성과가 높은 것은 아니다. Digital Publishing Group은 특허, 연구개발비 지
출, 박사 학위자 수 등에 관한 Digital Science 통계를 활용하여 세계의 상위 25개
국가의 과학국가 순위를 발표하였다. 해당 연구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100일 때, 20
을 넘는 나라는 독일(20.4) 한 나라에 불과했다. 중국이 19.8, 일본이 18.4, 영국이
16.8이 그 뒤를 이었으며, 한국은 6.7(8위)로 나타났다.14)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과학
기반의 기초가 되는 기술창출분야에의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다.
수도권-비수도권 사이의 지역간 비교의 핵심은 기술개발투자의 격차완화에 있다.
<표 4>에서 보듯이 중소기업, 중견기업대기업은 모두 수도권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특히, 중견기업대기업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혁신성과를 높이고 중견기업대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난 9월 통과된 “규제
자유특구법”15)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동 법은 선택적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 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목적(법 제1조)으로 하는데, 핵심은 규제
혁신 3종세트(규제의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활용16)하여 포괄적인 네거티브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해당 제도는 지역균형과 혁신성장이라
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
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업규모별효과, 과학기반산업에 대한 효과, 지역별 효과를 분
석한다.
‧

‧

‧

14) 상세한 내용은
15) 공

식명칭 은

J. Sexton(2012.10)을

참고하기 바란다 .

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 법”이며, 법

16일 전부 개정되었고 , 2019년 4
16) 규제혁신 3종 세

트 의 개 념과

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관련해서는 중소

벤처기업부

내부자

률

료(2018)를

제15852

호로

2018년 10

참고하기 바란다 .

월

76 ∙ 과학기술정책 | 제1권 제1호(2018)
Ⅳ. 실증분석 결과
1. 패널 추정 결과

성장성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연구개발비증가율이 기업의 매출과 고용 증가에 미
치는 효과는 유의한 정(+)의 값으로 나타났다. 다만, 매출액 증가에 미치는 효과가 상
대적으로 컸다. 今期의 연구개발비 역시 고용증가율과 매출액증가율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前期의 연구개발비는 부(-)의 유의한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연구개발비 투자가 기업의 성장성에 미치는 효과가 1기도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
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표 9> 패널 추정 결과: 제조업 전체
panel(증가율)
성장성
고용
매출액
계수
0.011***
0.033***
t-값
9.04
17.23
Number of obs 60,977
60,977
R-squared
0.130
0.123
Prob > F
0.000
0.000
*** p<0.01, ** p<0.05, * p<0.1

panel(今期)
고용
매출액

panel(前期)
고용
매출액

0.007***

0.019***

-0.011***

-0.036***

4.19

7.98

-6.38

-15.81

74,333

74,333

72,313

72,313

0.125

0.104

0.132

0.120

0.000

0.000

0.000

0.000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증가율, 今期의 연구개발비 투
자에 대해서는 유의한 정(+)의 값으로 나타났으나, 前期의 연구개발비 투자는 부(-)의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규모별로 보면, ‘5~9인’의 경우, 매출액증가율
에서만 정(+)의 효과를 지녔으며, ‘10인~ 49인’의 경우, 매출액과 고용 모두 정(+)의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前期의 경우, 부(-)의 유의한 효과를 지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대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증가율이 기업의 성장성에 유의한
효과를 지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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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패널 추정 결과: 기업규모별
panel(증가율)
panel(今期)
panel(前期)
고용
매출액
고용
매출액
고용
매출액
계수
0.012***
0.033***
0.007***
0.020***
-0.012***
-0.036***
중소기업
t-값 9.23
17.15
4.41
7.97
-7.67
-15.87
Number of obs 59,190 59,190 72,445 72,445 70,436
70,436
R-squared
0.135
0.124
0.129
0.105
0.135
0.121
Prob > F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계수
0.003
0.052***
0.000
0.042***
-0.010***
-0.050***
5인~
9인 t-값 1.00
7.70
-0.10
5.28
-2.68
-6.72
Number of obs 8,673
8,673
11,807 11,807 11,835
11,835
R-squared
0.287
0.173
0.281
0.139
0.299
0.155
Prob > F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계수
0.011***
0.030***
0.005***
0.016***
-0.012***
-0.033***
10인~
49인 t-값 7.59
12.11
2.70
5.02
-6.99
-11.17
Number of obs 35,770 35,770 44,467 44,467 42,701
42,701
R-squared
0.168
0.121
0.161
0.106
0.165
0.118
Prob > F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50인~ 계수 0.013*** 0.028*** 0.003 0.011** -0.016*** -0.035***
299인 t-값 5.58
7.63
0.89
2.29
-5.67
-8.47
Number of obs 14,747 14,747 16,171 16,171 15,900
15,900
R-squared
0.149
0.113
0.144
0.089
0.148
0.103
Prob > F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13
-0.008 0.015 -0.006
-0.002
중견기업･ 계수 -0.004
대기업
t-값 -0.72
1.46
-0.89
1.47
-0.86
-0.28
Number of obs
1,400
1,787
1,888
1,888
1,877
1,877
R-squared
0.179
0.094
0.198
0.087
0.221
0.091
Prob > F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 p<0.01, ** p<0.05, * p<0.1
성장성

주: 종업원 규모는 중소기업만 세분화하여 분석

Pavitt(1984)은 제약과 전기전자산업을 과학기반산업으로 구분하였는데, 본 연구에
서는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KSIC 21)”과 “전기전자정밀기기산업
(KSIC26~28)”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를 보면, “전기전자정밀기기산업”에서는
유의한 정(+)의 효과가 나타났으나,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KSIC 21)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도 前期의 연구개발비 투자는 부(-)의 효과를 지
닌다. 과학기반산업에서도 혁신의 단기화 현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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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패널 추정 결과: 산업별
panel(증가율)
고용
매출액
계수
0.009 -0.001
의료용
t-값
1.12
-0.11
물질 및 Number
of
obs
1107
1107
의약품 R-squared
0.119
0.092
제조업
Prob > F
0.000 0.000
계수
0.010*** 0.044***
t-값
3.76
10.59
전기전자· Number
of
obs
16926
16926
정밀기기 R-squared
0.134 0.150
Prob > F
0.000 0.000
*** p<0.01, ** p<0.05, * p<0.1
성장성

panel(今期)
panel(前期)
고용
매출액
고용
매출액
-0.006 -0.014 -0.021** -0.024*
-0.81 -1.14
-2.02
-1.75
1198
1198
1194
1194
0.124 0.113
0.127
0.120
0.000 0.001
0.000
0.000
0.005 0.028*** -0.010** -0.051***
1.37
5.02
-2.28
-9.50
19843 19843
19683
19683
0.133 0.122
0.137
0.142
0.000 0.000
0.000
0.000

지역별로 보면, 중소기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혁신활동이 매출액증가율과 고
용증가율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대기업은 비수
도권에서의 매출액 증가율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선
<표 4>에서 보듯이, 중견기업대기업의 경우, 비수도권에서의 혁신활동이 활발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기업들의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의 혁신성장으로도 귀결되므로, 대기업의 기술개발투자 확
대는 중소기업과의 상승작용을 통해 보다 큰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

‧

<표 12> 패널 추정 결과: 지역별·기업규모별
성장성

계수
전체 t값
Number of obs
R-squared
Prob > F
계수
중소기업 t값
수도권 Number of obs
R-squared
Prob > F
중견기업･ 계수
대기업 t-값
Number of obs
R-squared
Prob > F

panel(증가율)
panel(今期)
panel(前期)
고용
매출액
고용
매출액
고용
매출액
0.012*** 0.036*** 0.006*** 0.021*** -0.011*** -0.038***
7.00
12.86
2.97
5.79
-4.37
-11.56
32,930 32,930 39,992 39,992 38,856
38,856
0.125
0.128
0.125
0.113
0.124
0.121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12*** 0.036*** 0.006*** 0.021*** -0.012*** -0.039***
7.00
12.90
3.02
5.81
-5.94
-11.64
31,949 31,949 38,962 38,962 37,835
37,835
0.131
0.130
0.129
0.114
0.128
0.122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1 -0.005 -0.006 -0.002 -0.005
0.005
-0.19
-0.49
-0.69
-0.19
-0.60
0.33
981
981
1,030
1,030
1,021
1,021
0.155
0.075
0.147
0.067
0.153
0.077
0.000
0.005
0.000
0.000
0.00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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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 0.010*** 0.030*** 0.007*** 0.018*** -0.011*** -0.033***
t-값 5.73
11.46
2.95
5.58
-4.76
-10.74
Number of obs 28,047 28,047 34,341 34,341 33,457
33,457
R-squared
0.136
0.118
0.127
0.095
0.142
0.119
Prob > F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계수 0.011*** 0.030*** 0.008*** 0.018*** -0.011*** -0.033***
중소기업 t-값 6.01
11.30
3.19
5.55
-4.99
-10.76
비
32,601
수도권 Number of obs 27,241 27,241 33,483 33,483 32,601
R-squared
0.140
0.117
0.129
0.094
0.144
0.119
Prob > F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계수
-0.006
0.033***
-0.012
0.037**
-0.008
-0.004
중견기업･
대기업 t-값 -0.78
2.69
-0.68
2.18
-0.69
-0.38
Number of obs 806
806
858
858
856
856
R-squared
0.296
0.144
0.294
0.138
0.319
0.126
Prob > F
0.000
0.000
0.000
0.000
0.000
0.001
*** p<0.01, ** p<0.05, * p<0.1
전체

2. 분위수 추정 결과

분위수 추정결과를 보면, 연구개발비증가율이 모든 분위에서 유의한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과 매출액 증가 효과를 보면, 성장률 하위 10%에서 가장 컸고,
중위수(50%)까지 감소한 후 다시 증가하는 형태를 지닌다. 통상, 혁신활동이 고성장
기업에 보다 유의하다는 기존 연구들과 상당부분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3> 분위수 추정결과: 전체를 대상으로
성장성

10%(하위)
고용 매출액

25%
고용 매출액

계수 0.026*** 0.050*** 0.016***
t-값 22.34 40.20 19.63
*** p<0.01, ** p<0.05, * p<0.1

분위수
50%
고용 매출액

75%
고용 매출액

0.034***

0.011***

0.027***

0.015***

29.09

35.09

29.61

16.64

90%(상위)
고용 매출액

0.032*** 0.018*** 0.042***
25.36

12.01

16.25

기업규모별 분위수 추정결과를 보면,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액증가율과 고용증가율
하위기업~상위기업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유의한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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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매출액과 고용 모두 하위 10%기업에서 그 효과의 크기가 가장 컸고, 중위수
(50%) 이후부터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9인’의 경우, 고용 증대효과는
성장률이 높을수록 계수 값의 크기가 작아졌으며, 매출액 증대효과는 하위 10%기업
에서 그 효과의 크기가 가장 컸고, 중위수(50%) 이후부터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10~49인’, ‘50~ 299인’의 경우, 중소기업 전체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중견기업대기업의 경우, 고용증가율 하위 10% 기업에서 효과가 가장 컸고, 성장속도
가 높아질수록 그 효과의 크기는 감소하였다. 성장률 상위 10% 고성장기업의 매출액
증가에 대해서는 유의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4> 분위수 추정결과: 기업규모별·종업원 규모별
성장성

10%(하위)
고용 매출액

고용

25%
매출액

분위수
50%
고용 매출액

계수 0.026*** 0.050*** 0.015*** 0.035*** 0.011*** 0.027***

고용

75%

매출액

90%(상위)
고용 매출액

0.015***

0.033***

0.018***

0.042***

16.23

24.30

11.81

18.36

0.019***

0.051***

0.012***

0.072***

5.77

11.71

3.53

10.45

10~ 계수 0.023*** 0.050*** 0.014*** 0.033*** 0.015*** 0.027***
49인 t-값 14.58
18.58
13.27
24.11
14.83
23.09

0.016***

0.032***

0.019***

0.039***

12.42

17.60

9.40

15.35

계수 0.018*** 0.036*** 0.014*** 0.023*** 0.011*** 0.017***

0.013***

0.024***

0.016***

0.040***

중소기업
5~9인

t-값

23.45

26.59

18.00

42.03

35.54

29.64

계수 0.047*** 0.082*** 0.029*** 0.057*** 0.019*** 0.049***
t-값

50~
299인 t-값

7.36

7.73

12.86

11.59

9.44

12.94

14.63

10.96

8.54

9.72

중견기업･ 계수 0.019*** 0.041*** 0.011*** 0.020*** 0.008***
대기업 t-값 2.84
5.29
3.88
3.19
3.03

15.74

10.80

10.61

22.28

6.23

13.91

0.008**

0.006*

0.010*

0.013**

0.007

2.05

1.89

1.86

2.23

0.50

*** p<0.01, ** p<0.05, * p<0.1

주: 종업원 규모는 중소기업만 세분화하여 분석

지역별로 보면,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모든 분위에서 혁신활동
이 기업의 매출액과 고용증가에 유의한 정(+)의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형태는 모두 하위 10%에서 중위수에 이르는 구간에서는 계수 값이 감소하였으나, 그
후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견기업대기업의 경우, 수도권 기업
에 대해서는 성장률 하위 10%와 25% 수준에서 매출액 증가에 기여하였다. 비수도권
기업에 대해서는 성장률 상위 10%를 제외하면 유의한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영향을 미치는 크기를 보면, 하위 10% 수준에서 가장 크고, 50% 수준까지 그 강
도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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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분위수 추정결과: 지역별·기업규모별
성장성
전체

10%(하위)
고용 매출액
계수

0.028***

t-값

18.04

계수
수도
중소기업
권
t-값

0.028***

중견기업 계수
･대기업 t-값

0.024***

계수

0.022***

t-값

12.32

전체

계수
비수
중소기업
도권
t-값
중견기업 계수
･대기업 t-값

25%
고용 매출액

분위수
50%
고용 매출액

0.055*** 0.018*** 0.041*** 0.012*** 0.031***
16.63

15.39

21.76

23.92

23.46

0.055*** 0.017*** 0.041*** 0.013*** 0.032***

18.56

20.88

14.17

0.032*** 0.009***

3.26

6.45

3.09

0.022***

12.67

17.18

0.012*

12.22

4.70

3.35

0.017***

0.036***

0.018***

0.048***

12.85

20.45

8.93

19.84

0.017***

0.037***

0.017***

0.048***

23.51

12.85

19.31

8.84

15.77

0.020**

0.005

0.004

0.004

0.005

0.013

-0.012

2.42

1.59

0.72

1.00

1.42

1.03

-0.68

0.014***

0.029***

0.017***

0.038***

11.24

19.78

7.77

13.20

0.014***

0.029***

0.017***

0.038***

17.14

11.27

16.35

7.53

10.47

0.012**

0.006

0.018**

0.004

0.015

2.02

1.26

2.46

0.24

0.98

19.14

20.78

17.94

18.04

0.060*** 0.010*** 0.037*** 0.012***

1.82

90%(상위)
고용 매출액

22.44

17.15

0.045*** 0.014*** 0.029*** 0.009*** 0.023***

14.91

75%
매출액

22.88

0.048*** 0.014*** 0.030*** 0.009*** 0.023***
16.62

고용

3.54

3.41

*** p<0.01, ** p<0.05, * p<0.1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기술혁신활동이 기업의 성장에 미친 효과에 관해서는 실제 많은 논문이 있으나, 신
뢰할 만큼 방대한 통계를 활용한 분석은 드문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은 “중소기업지
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구축된 방대한 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혁신활동이 기업의 고용과 매출액 증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통계 및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활동은 기업성과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중소기업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 기업규모별로 차
이가 있다. 지표별로도 차이가 있어, 중소기업에서도 고용 증대효과는 매출액 증대효
과에 비해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기술개발투자의 前期 시차 값을 독립
변수로 활용할 경우, 그 효과가 부(-)의 값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혁신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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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과가 1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사실, 즉, 혁신의 단기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려
할 만하다. 이는 기업들의 연구개발투자가 중장기적 위험을 감수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주요 지표이므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별로 보면,
중소기업의 경우, 혁신활동 증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고용과 매출액 증가에
유의한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견기업대기업의 기술개발투자는 비수도
권의 고용과 매출액 증가에 상대적으로 큰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효
과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통계분석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중견
기업대기업의 기술개발투자가 수도권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비수도권에는 미미한 부분
만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중견기업대기업이 비수도권을 생산기지로 활용하거나
생산활동이 중심인 기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으로의 기술개발투자를 확
대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섯째, 분위수 분석결과를 보면, 혁
신활동이 고성장기업에도 효과가 있지만, 저성장기업의 성과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 중견기업대기업 모두에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저성장기업의 경우, 기술개발투자만으로 기업의 경영성과
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고성장기업의 경우, 기술개발투자 外, 경영전략, 마케팅
활동 등 다른 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하면, 고성장기
업의 성장전략이 상대적으로 복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혁신활동을 주요 성장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성과가 큰 중
소기업 혁신활동에의 투자, 기초과학기술분야에의 과감한 투자확대 및 혁신의 단기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성장전략의 수립,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자유특구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특히, “규제자유특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위의 3가
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시계열이 6년으로 짧기 때문에 향후 통
계 확충으로 분석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기업규모별 효과, 고성장기업과 저성장기업
에 미치는 효과 등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계열이 축적된 이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기술개발투자의 前期 값이 부(-)로 나오는 부분의 경
우, 누적적 혁신활동을 지수화하여 재추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한 현재
의 수준, 증가율, 시차를 활용하였으나, 기술개발활동은 과거의 누적적인 투자가 중요
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를 지표로 다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前期 값이 (-)로
나오는 부분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혁
신의 단기화’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해석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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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다만, 이는 정책수립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이므로 향후 보다 활발한 토
론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셋째, 혁신지표의 사용 시, 기술개발투자 外, 특
허지표의 추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두 개의 지표를 결합하여 활용할 경우, 신뢰도
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혁신의 누적성과 특허지표의 추가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중요과제로,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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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ctivities
on Firm Growth
Hong Woon Sun, Kim Hee Jae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on the growth of a firm.
Especially, it aims to solve the problems of statistical data constraint and analyzing
method which have been pointed out as limitations of empirical analysis and to obtain
more reliable research results.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statistical data,
we analyze the statistical database of 1.95 millio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of th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called SIMS, entrusted by KOSBI, and
this is the study which utilized the largest statistical database among the empirical
analysis studies conducted precedently. The analysis method uses a quantile-analysis
method in addition to the panel analysis that assumes a normal distribution. The quantile-analysis method has an advantage that the effect of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activities can be measured according to the growth rate of the enterpris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novation activities have a positive impact on business
performance, but there are differences in effect by firm size. The effect on SMEs is
the largest, and by indicators, the effect on sales rather than employment was greater.
Quantile estimates show that there is a significant impact on both low-growth and
high-growth firms, but the effect on low-growth firms is greater. The effect of each
region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icators. By size of enterprises, SMEs in both the capital area and non-capital area are more effective. There
were no significant effects for large enterprises except for some indicators.
However, it should be improved that the effect of the first time lag of innovation activities on the business performance of the company is negative so that the shortening
of the innovation has occurred. Also, the part that the R&D investment of large enterprises is overwhelmingly high in the capital area should be improved.
Key words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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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모델에 기반한
새로운 과학기술 지표 연구*
강희종**․ 김태양***․ 김기국****
초록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현재 주로 사용하고 있는 지표 체계는 R&D 투입 및 혁신활동
과정과 이들의 결과로 나타나는 논문 , 특허의 산출 및 경제적 성과를 종합하는 형식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 체계는 빠른 추격자 시기에 적합했던 체계로 퍼스트 무버 시기의 과학기술 혁신역
량을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실제로 성과에 비해 투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경우 혁신역량이 최고 수준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으나, 투입대비 성과라는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이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
는 것은 부적절하다. 아울러 이를 근거로 더 이상 국가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논의가
나오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다.
본 논문에서는 퍼스트 무버 시기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측정, 평가하기 위해 생태계 모델에 기반한
새로운 지표 체계를 제안하는 데, 동 지표 체계를 통해 본 한국의 혁신 역량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며,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을 나타내고 있다.
본 논문은 글로벌 혁신 스코어보드 (GIS)를 통해 수행하고 있는 연구를 상호 수정, 보완하는 것이며,
지표 체계를 실증하기 위해 9개년간 세계 38개국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그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생태계 모델에 기반한 새로운 지표 체계에서는 혁신의 주체 간, 그리고 혁신 주체와
혁신 환경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혁신시스템의 생산성, 다양성, 역동성을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생산성 관련 지표의 활용은 물론, 다양성 지표를 개발하고, 역동성 지표를 추가하여 혁신역량을 평가하
였기 때문에 연구개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시사점을 제공하는 등 활용 시 유용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혁신역량 복합지수 생태계 모델 지표체계 글로벌 혁신 스코어보드
:

,

,

,

,

본 논문은 2018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학술진흥과제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2장, 3장 일부는 ‘안두현 외
(2018), 2018 글로벌 혁신 스코어보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결과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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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새로운 과학기술 지표 체계의 필요성

빠른 추격자 시기에서 퍼스트 무버 시기로 경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소
수 거대 글로벌 기업 몇 개의 경쟁력으로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머지않아 한
계에 다다르게 될 것이 예상된다. 모방자 보다 창조자를 키우고, 제품 보다 플랫폼을
만들어 제공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기업들을 육성해야 하는 이유이다. 정부주도의 하
향식 R&D 기획이 어렵기 때문에 과거 선택과 집중 전략의 대안도 요구되고 있다.
퍼스트 무버 시기에는 다양성과 역동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다수의 벤처기
업과 강소기업 육성이 중요하다. 출연연과 대학, 기업연구소의 역할 재정립도 필요하
며, 상호협력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민간이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정부는 공정한 경쟁
과 협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지원 환경도 필수적이다. 어디에서 병목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느 부분의 경쟁력이 강한지, 또는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를 측정, 평가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정책수립의 주요 판단 근거로 활용하는 과학기술 지표
는 여전히 빠른 추격자 시기의 선택과 집중 전략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해 왔던 투입,
산출형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 1>은 빠른 추격자 시기와 퍼스트 무버 시기의 과학기술 지표의 특징을 비교한
것이며, 새로운 과학기술 지표는 본 연구가 제안한 생태계 모델에 기반한 과학기술
지표 체계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표 1> 시기 변화에 따른 과학기술 지표 관련 이슈
구분
기존 과학기술 지표
시기구분
빠른 추격자 (Fast Follower)
추진전략
선택과 집중
측정내용
생산성
지표구성
투입, 과정, 산출
모델유형
선형
지표관점
단순 시스템
자료: 연구진 자체 작성

새로운 과학기술 지표
퍼스트 무버 (First Mover)
창출과 집중
생산성, 다양성, 역동성
주체, 환경, 상호작용
비선형
생태 시스템

빠른 추격자 측정 도구로 퍼스트 무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현재 주로 사용하고 있는 지표체계는 R&D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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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및 혁신활동 과정과 이들의 결과로 나타나는 논문, 특허의 산출 및 경제적 성과
등을 종합하는 투입-과정-산출의 선형 모델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 체
계로 퍼스트 무버 시기의 혁신역량을 모니터링하기는 쉽지 않다. 즉, 고도로 복잡해진
현대사회에서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기존 지표
체계에 대해서는 2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은 연구개발투자 등 투입 측면에서 상위 그룹에 속하며,
논문 수, 특허 수 등 산출 측면에서도 상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한
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이 뛰어나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투입-산출 방식이 아닌 생
태계 관점(생산성, 다양성, 역동성)에서 혁신 주체(대학, 공공연구기관, 기업)와 혁신
환경(조달, 시장, 조정)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은 중하위
수준으로 나타나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인다.
투입과 산출 중심 지표에서는 투입도 많고 산출도 많은 국가나 기관의 혁신역량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를 생산성 차원에서 투입 대비 산출로 평가하면
전혀 다른 평가 결과가 나타난다. 즉 혁신역량 평가 결과가 전혀 다르게 된다.
아울러, 빠른 추격자 시기와 달리 퍼스트 무버 시기에는 생산성 관점의 측정, 평가
만으로는 부족하다. 얼마나 협력하고 있나? 얼마나 다양한가? 퍼스트 무버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과 규제 환경의 측정과 평가도 필요하다. 또한, 인력, 자본, 기술의
조달 환경,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상호작용 측정도 필요하다.
퍼스트 무버 시기에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확보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회적,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성뿐 아니라 다양성과 역동성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새로운 지표 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생태계 모델 지표 체계는 혁신의 주체간, 그리고 혁신 주체
와 혁신 환경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혁신시스템의 생산성, 다양성, 역동성을 측정,
평가한다. 따라서 동 모델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와 관련된 새로운 시각 및 시사
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국가수준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측정, 평가하는 데 생태계 모델
지표체계가 왜 필요한지 검토하고, 새로운 지표 체계를 제안하였으며, 실증을 위해 9
년간(2009~2017) 주요 38개국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그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Ⅱ장에서는 기존 과학기술지표 체계 및 선행 생태계 모델 지표 체계를 소개한 후,
생태계 모델에 기반한 새로운 지표 체계를 제안하였으며, Ⅲ장에서는 새로운 지표체계
를 이용하여 산출한 과학기술 혁신역량과 특성별, 구성요소별 혁신역량을 분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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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Ⅳ장에서는 동 지표 체계의 유용성, 차별성 및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Ⅱ. 새로운 과학기술 지표 체계 제안 및 지수 산출 방법
1. 기존 과학기술지표 체계

현재 널리 알려지고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과학기술 지표는 OECD의 MSTI1)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와 OECD의 STI(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유럽연합의 EIS(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미국의
SEI(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 일본의 STI(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 한국의 COSTII(COmposite Science & Technology Innovation
Index), 블룸버그 혁신지수 등 다양한 과학기술지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중
주요 4개 지표를 간략하게 살펴본다. 다수의 지표 체계가 투입(투자, 인력 등)에 따른
성과(경제성과, 지식성과 등)를 다루는 선형적 투입-산출 모델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
에 생태계 모델에서와 같은 다양성을 측정할 수 없어 국가혁신역량 전체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1) OECD STI Scoreboard

STI Scoreboard는 OECD의 EAS에서 국제경제에서의 지식·혁신 관련 주요 추세
를 분석하기 위하여 발표하는 지표이다. OECD 회원국과 주요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과학, 기술, 산업 분야의 현황을 정책지향적 측면에서 평가한다(김기국, 2015). 1995
년부터 격년 주기로 발표하고 있으며, 2017년 보고서의 경우 6개 부문(①Knowledge
economies and the digital transformation, ②Knowledge, talent and skills,
③Research excellence and collaboration, ④Innovation in firms, ⑤
Leadership and competitiveness, ⑥Society and the digital transformation)으
로 구성되어 있다(OECD, 2017).

1) OECD Frascati Manual에 따라 국가별로 매년 조사하는 연구개발활동조사를 통합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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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 EIS

유럽혁신지수(EIS,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는 유럽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가 리스본 전략의 일환으로 28개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회원국에 대한 혁신활동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제시하는 지표이다.
2000년 예비보고서를 시작으로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혁신여건, 투자, 혁
신활동, 파급효과의 4개 부문에 대해 27개 지표를 적용하고 있다. EU회원국과 함께
미국, 일본, 한국 등 비회원국을 포함하여 비교, 분석한다(KISTEP, 2018).
지표체계는 투입(Human Resources, Attractive Research Systems, InnovationFriendly Environment, Finance And Support, Firm Investments)과 과정
(Innovators, Linkages)을 통해 혁신 성과(Intellectual Assets, Employment Impacts,
Sales Impacts)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투입-산출 모델이다.

3) 미국 SEI

SEI는 미국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의 국립과학공학통계센
터(National Center for Science and Engineering Statistics; NCSES)에서 작성
하는 과학·공학·기술 관련 지표이다. NSF의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과학위원회
(National Science Board; NSB)에서 주관하여 발행하고 있다. NSF법(National
Science Foundation Act of 1950)에 근거하여 매 짝수 년 1월 15일까지 국회와
대통령에게 SEI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로 지정되어 있다(NSF(2018), 김기국(2015))
SEI는 수학·과학 분야의 초등교육과 고등교육, 이공계 인적자원, R&D, 대학의 연
구개발 활동, 시장, 대중의 과학기술분야 관심 등의 7개 부문으로 나누어 미국의 과
학기술분야 환경을 분석한다. SEI 보고서는 타 지표와는 구성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
인다. 우선 그래프와 표 위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다른 보고서와는 달리 SEI는 종합
적 서술(Narrative Synthesis) 중심으로 미국 과학기술분야의 환경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는 방식이다(김기국, 2015)
4) 한국 COSTII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COSTII: COmposit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Index)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국가별 과학기술혁신역량 수준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하는 지표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근거한다. OECD 회원국 30개를 대상으로 2006년부터 매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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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였으며, 2017년에는 34개 국가로 확대하였다. COSTII에서 과학기술혁신역량이
란 국가가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 및 개선을 통해 최종단계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평가모형은 5개 부문(자원, 활
동, 네트워크, 환경, 성과), 13개 항목, 31개 지표(정량지표 27개, 정성지표 4개)로
구성되어 있다(KISTEP, 2017).
지표 체계는 자원, 활동, 네트워크, 환경, 성과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되는데, 13개
항목을 보면, 투입(인적자원, 조직, 지식자원, R&D투자, 지원제도, 물적 인프라, 문화)
과 과정(창업활동, 산학연 협력, 기업 간 협력, 국제 협력)이 미친 성과(경제적 성과,
지식창출)를 보여주는 투입-산출 형 지표체계임을 알 수 있다.
‧

‧

2. 선행 생태계 모델 지표 체계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다”라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식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
연을 스승으로 삼아 생체모방 기술을 개발하면서 다양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사한 방식으로 자연생태계를 모방하여 혁신생태계(Dvir, 2004), 산업생태계
(Iansiti, M., 2004), 기업생태계(Moore, 1996), 사회생태시스템(Social-Ecological
System, Ostrom, E., 2009) 등 생태계 모델을 통해 현상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의미
를 찾으려는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기존 생태계 모델 지표를 생
태계의 건강성 측정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구현의 한계에 대해 논의한다.
1) 해양생태계 모델 지표

해양생태계를 진단 또는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항상성2) (health as homeostasis),
안정성 또는 회복성 (health as stability or resilience), 무병성 (health as
absence of disease), 다양성 또는 복합성 (health as diversity or complexity),
균형성 (health as balance between system components), 활력성 또는 성장의
여지(health as vigor or scope for growth)같은 <표 2>의 건강성 척도가 사용되고
있다 (Costanza R., 1992, 충남연구원, 2017).
․

2) 생체가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생명 현상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네이버 국어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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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건강성의 척도
건강성 구성요소
활력(Vigor)
유기력(Organization)
회복력(Resilience)
조합(Combinations)
자료: 충남연구원(2017)

척 도
(기능) GPP3), NPP4), (생산성) GNP, (처리능력) Metabolism
(다양성) Diversity Index, (평균상호정보예측성) Average Mutual
Information Predictability
(성장범위) Scope for Growth, 개체군 회복시간,
교란수용능력, 우세도
(지배력) Ascendancy

국립공원 해양생태계 건강성 평가지표(충남연구원, 2017) 사례에서는 위에서 개념
적으로 제시한 해양생태계의 특성(Vigor, Organization, Resilience)을 반영하여 건
강성을 측정하였는데 사용한 구체적인 지표인 수질환경(용존산소, 엽록소, 투명도, 용
존무기질소 등), 퇴적환경(유기오염물, 중금속오염 등), 부유생물(식물플랑크톤 다양성,
적조생물 개체수 등), 저서생물(저서생물 다양성, 저서생물지수 등) 등을 보면 상호작
용, 회복력 등 생태계의 핵심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보이지 않고 있다.
2) 산업생태계 모델 지표

산업생태계에서는 건강성 측정을 위한 요소로 생산성(Productivity), 강건성
(robustness), 혁신성 (niche creation) 등 3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Iansiti, M.,
2004).
이와 관련하여 박석지(2016)는 생산성을 ‘생태계의 능력을 바탕으로 등장한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하여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능력,
효율적으로 투입요소를 산출물로 전환시키는 능력’, 강건성을 ‘생태계가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여 지속적
성장을 해가는 능력’, 혁신성을 ‘다양한 시장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새
롭게 등장한 기술을 수용해서 다양한 비즈니스나 제품에 흡수되어 나타나도록 하는
능력, 또는 새로운 사업기회와 틈새시장을 발굴해 가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측정을 위
해 <표 3>과 같은 산업 생태계 지표를 제안하였다. 생태계 건강성을 생산성, 강건성,
3) Gross primary production (GPP) refers to the total amount of carbon fixed in the process of
photosynthesis by plants in an ecosystem.
4) Net primary production (NPP) refers to the net production of organic carbon by plants in an
ecosystem usually measured over a period of a year or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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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측정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생태계의 중요한 특성인
다양성을 측정하는 지표는 없다.
구분

<표 3> 전파 산업 생태계 평가지표 및 측정항목
생산성

증가수준
측정항목 -- 총매출
산업성장 기여도

강건성
- 신 기업 진입 수준
- 전문기술인력 수준
- 혁신네트워크 수준

혁신성
- 새로운 BM 개발 수준
- 신기술(특허)개발 수준
- 동적가치무리 보유 수준

자료: 박석지(2016)
3) IVS 생태계 모델 지표

Innovation Vital Signs (Burk K., and Egils M., and Robert S. B., 2007, 재
인용)의 모델은 [그림 1]과 같으며 이를 Input, Process, Innovation Outcomes,
Contextual Factors 부문으로 나누고 세부 지표로 구현하였다. Innovation Vital
Signs은 생태계 모델로 논의되고 있으나 생태계의 다양성이나 역동성을 반영한 지표
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1] Innovation Vital Sign 모델 및 지표 체계

자료: Burk K., and Egils M., and Robert S. B.(2007)
4) 사회생태계 모델 지표

사회생태시스템(Ostrom, E., 2009)이란 사회 시스템과 생태 시스템으로 구성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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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통합 시스템을 말한다. 이는 경제학자와 사회학자 그리고 과학자가 문제를 세분
화하여 각자의 대안을 찾는 것과는 정반대의 개념이다. 사회생태시스템은 문제를 중심
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전체 시스템의 해결책을 도출하는 개념이다. 다양한
문제를 사회생태시스템에 대입하여 이해하면 그 문제들의 특별한 의미와 새로운 대안
을 발견할 수 있다(전진형, 2016).
[그림 2]의 사회생태시스템 모델은 개념적으로 생태계 특성을 잘 반영한 지표 체계
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 지표로 활용한 사례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개념적으로는
우수하지만 해당 지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2] 사회생태시스템(Social-Ecological Systems) 모델

자료: McGinnis, M. D., and Ostrom, E.,(2014)
3. 생태계 모델에 기반한 새로운 지표 체계 제안

본 절에서는 생태계의 구성요소와 선행 생태계 모델 지표의 생태계 건강도 측정을
위한 특성으로부터 본 연구의 생태계 모델 과학기술 혁신 지표 구성요소 및 특성을
도출하였다.
1) 새로운 지표 체계의 구성요소 및 특성 도출

생물학에서 생태계의 구성요소(Tansley, A. G., 1935)는 생물적 요소, 비생물적
요소, 기능적 요소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생물적 요소(미생물, 식물, 동물)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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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대학, 공공연구기관, 기업)로 비생물적 요소(햇빛, 물, 공기, 토양, 온도 등)를 환경
(조달, 시장, 조정)으로 명명한다. 기능적 요소인 상호작용은 생물적 요소 간 먹이사슬
이 동작하는 상태이므로, 새로운 지표 체계에서는 ‘주체 간 교류 활동이 활발하게 발
생하는 정도’라는 관점에서 상호작용을 역동성에 포함시켰다.
국가나 기업, 대학 등 조직들도 일반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탄생, 성장, 노화 및 사
망의 단계를 거치며, 자연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생태계 모형을 도입하면 자연 생태계에서 유용한 원리들을 적용하여 과학기술 주체들
이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새로운 시각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되며(김기국, 2015), 이에 따라 혁신생태계, 산업생태계 등 다양한 생태계 모
델 지표들이 연구, 활용되고 있다. 특별히 자연생태계에서 “생물학적 다양성과 생태적
안정성은 비례한다(Tilman, 2006, 김기국(2015) 재인용)”는 연구결과를 통해 생태계
모델 지표에서 혁신역량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생태계의 특성은 생태계의 건강성(Costanza. 1992, Iansiti, M. 2004)으로부터 도
출하였는데, 건강성은 생태계의 안정성과 성장성, 지속성, 균형성 등 다양한 특성을
대변하는 개념으로, 국가의 혁신역량을 건강이라는 관점에서 진단하는 것은 지표 체계
에 새로운 시각을 부여한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태계의 건강성은 항상성, 무병성, 다양성, 복합
성, 안정성, 회복성, 균형성, 활력, 성장성, 생산성, 강건성, 혁신성 등 다양한 특성으
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는데, 항상성, 안정성, 회복성, 생산성 등의 특성을 생산성
으로, 다양성, 균등성, 다종성, 균형성 등의 특성을 다양성으로, 활력, 성장성, 협동성,
창의성 등의 특성을 역동성으로 범주화하여 명명하였다.
2) 새로운 생태계 모델 과학기술 지표 체계

생태계 모델 과학기술 지표 체계는 [그림 3]과 같이 주체(자연생태계의 생물적 요
소)와 환경(자연생태계의 비생물적 요소) 및 그들 간의 상호작용(자연생태계의 기능적
요소)으로 구성하였다. 생산성, 다양성, 역동성은 주체와 환경의 특성들이다.
주체는 과학기술 혁신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대학, 공공연구기관, 기업으로 구성하
였으며, 환경은 과학기술 혁신의 기반이 되는 인력, 기술, 자본의 조달과 시장 그리고
정부의 지원 및 규제를 포함하는 조정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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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생태계 관점의 과학기술 지표 체계 모델

자료: 연구진 자체 작성

주체(대학, 연구기관, 기업)는 혁신을 창출하는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의 핵심 구성
요소이다. 대학은 지식생산 및 고급인력을 공급하는 혁신의 주체이고, 연구기관은 기
술개발과 이전 등을 통해 혁신을 확산시키는 주체(정부 공공연구기관을 의미)이며, 기
업은 제품 생산과 소비, 고용창출 및 타 주체와 상호작용하는 혁신 주체이다.
환경(조달, 시장, 조정)은 혁신을 지원하는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의 핵심 구성 요소
이다. 조달은 인력, 자본, 기술을 조달하는 혁신 환경이고, 시장은 국내, 해외 시장 등
혁신주체의 활동공간으로써의 혁신 환경이며, 조정은 정부지원(구매제도, 인센티브, 혁
신지원 등) 관련 혁신 환경과 정부규제(기술규제, 지식재산권 보호 등) 관련 혁신 환
경을 의미한다.
생산성은 18세기 산업혁명기에 프랑스의 정치경제학자 프랑수아 퀘네(Quesnay)에
의해 처음 사용된 용어로 주로 경제학에서 투입(input)과 산출(output)의 관계를 의
미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생산활동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의 하나로 사
용되어 온 생산성 개념은 그동안 폭넓게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까지도 공통된 정의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용어의 하나로 학자들 사이에서 수많은 정의가 공존하고
있다(이장재, 1996). 본 연구에서는 생산성을 ‘생태계 구성 요소가 체계적으로 갖추어
져 생태계의 유입, 유출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정도’로 정의하고 주체의 양적 측
면인 규모, 질적 측면인 수준 등을 이용하여 측정, 평가한다(김기국, 2015 재인용).
다양성은 육상, 해상 및 그 밖의 수중 생태계와 이들 생태계가 부분을 이루는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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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등 모든 분야의 생물체간 변이성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성을 ‘혁신 주
체 및 환경 지표(학문, 기술, 업종, 협력대상, 인식, 시장 등)내 종의 분화 및 분포 정
도’로 정의 하고 지표 내 종류의 수(다종성) 및 종류의 분포(균등성)를 이용하여 측정
및 평가한다(김기국, 2015 재인용).
역동성이란 힘차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성질(네이버 국어사전)을 의미하는 데, 특별
히, 기업의 역동성이란 투자, 생산, 판매 등 기업의 여러 가지 경영활동의 활력을 종
합한 것으로 생산과 판매, 자본조달, 투자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환경 변화에
적응해 사업구조를 변신하면서 지속 성장하는 것(이한득, 2015)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역동성을 ‘혁신 주체 및 혁신 환경의 상호작용, 성장성, 혁신성, 활력 및
창의 정도’로 정의 하고 주체 및 환경의 상호작용, 성장성, 혁신성(창의성), 활력 등을
측정하여 평가한다(김기국, 2015 재인용).
생태계 구성요소 및 특성을 반영하여 혁신역량을 측정, 평가하기 위해 구성한 생태
계 모델에 기반한 과학기술 혁신 지표 체계는 <표 4>와 같다.
구분
대
학
공
공
주 연
체 구
기
관
기
업

<표 4> 생태계 모델 과학기술 혁신 지표 체계

생산성 부문

대학 수
대학부문 연구원 수
대학부문 R&D 투자
대학 논문 수
대학 논문 수준(Q1)
공공부문 연구기관 수
공공부문 연구원 수
공공부문 R&D 투자
공공부문 논문 수
공공부문 논문
수준(Q1)
기업 수
기업 연구원 수
기업부문 R&D 투자
특허 수

다양성 부문

역동성 부문

학문 다양성
(다종성, 균등성)
GDP 대비 대학
R&D 비중

산학 연구협력 활동 비중
전기 대비 대학 연구원 수 증감율
전기 대비 대학 R&D 투자 증감율
대학 국제 공동연구(IC) 비중
국내 공동연구 활동(논문) 비중

논문 공동연구 국가 다양성
(다종성, 균등성)
GDP 대비 정부 R&D 비중

산연 연구협력 활동 비중
전기 대비 공공 연구원 수 증감율
전기 대비 공공 R&D 투자 증감율
공공부문 국제공동연구(IC) 비중

주체 다양성 (다종성, 균등성)
GDP 대비 기업 R&D 비중
특허 공동개발 다양성 (다종성,
균등성)
기술 다양성 (다종성, 균등성)

제품혁신
전기 대비 기업 연구원 수 증감율
전기 대비 기업 R&D 투자 증감율
공정혁신
기업가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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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
달
환 시
경 장

생산성 부문
신규 박사학위자 수
외국인직접투자
기술개발 재원 지원
용이성
국내시장 규모
해외시장 규모
독과점 기업에 의한
시장 지배

다양성 부문
국민인식 다양성 (다종성)
GDP대비 벤처캐피털 투자
비중
첨단시장 다양성 (다종성,
균등성)
특허시장 다양성 (다종성,
균등성)

기술개발 지원 법적
조 환경 수준
정부지원 다양성 (다종성)
정 정부구매제도
(첨단제품에 대한)

역동성 부문
고급인력 유동성
과학기술인 가용성
최신기술 활용 정도
기술도입 적극성
전기대비 첨단산업(전자) 시장
점유율 변화
전기대비 첨단산업(제약) 시장
점유율 변화
전기 대비 R&D 인센티브 비율
변화
기술규제의 기업발전 및
혁신지원 정도
지식재산권 보호 정도

자료: 연구진 자체 작성
3) 생태계 모델 구현을 위한 개발지표, 가공지표 및 인용지표

세부 지표는 자체생산 지표, 외부 자료를 활용하여 개발한 2차 가공지표, 타 기관
자료를 인용한 인용 지표가 있다.
자체 생산 지표는 본 기관에서 2년 주기로 조사하는 한국기업혁신조사의 제품혁신,
공정혁신, 독과점 기업에 의한 시장 지배 지표이다.
2차 가공 지표는 ①논문(SciVal 활용), 특허(Wisdomain 활용) 및 통계 데이터를
가공하여 개발한 학문 다양성(다종성), 학문 다양성(균등성), 논문 공동연구 국가 다양
성(다종성), 논문 공동연구 국가 다양성(균등성), 주체(기업) 다양성(다종성), 주체(기업)
다양성(균등성), 특허 공동개발 다양성(다종성), 특허 공동개발 다양성(균등성), 기술
다양성(다종성), 기술 다양성(균등성), 국민인식 다양성(다종성), 첨단시장 다양성(다종
성), 첨단시장 다양성(균등성), 특허시장 다양성(다종성), 특허시장 다양성(균등성), 정
부지원 다양성(다종성) 지표가 있고, ②데이터를 계산하여 산출한 전기 대비 대학 연
구원 수 증감율, 전기 대비 대학 R&D 투자 증감율, 전기 대비 공공 연구원 수 증감
율, 전기 대비 공공 R&D 투자 증감율, 전기 대비 기업 연구원 수 증감율, 전기 대비
기업 R&D 투자 증감율, 전기대비 첨단산업(전자) 시장 점유율 변화, 첨단산업(제약)
시장 점유율 변화, R&D 인센티브 비율 변화 지표가 있다.
마지막으로 타기관 자료 인용 지표는 자체 생산지표 및 2차 가공 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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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존 지표 체계와의 차별성

생산성 측면에서 투입, 산출 부분은 기존 지표 체계와 동일하나 구성요소별로 평가
지표를 구성하여 해석의 용이성을 확보하였다.
다양성 측면에서는 종의 수로만 파악하던 다양성을 분포까지 고려하여 산출하였는
데, 이를 위해 논문, 특허 등 서지 정보를 이용하여 학문 다양성, 공동연구 다양성,
기술 다양성, 특허 공동개발 다양성, 특허시장 다양성 등 다수의 다양성 지표 개발 및
활용하였다. 아울러 외부 자료 및 지수를 활용하여 주체 다양성, 첨단시장 다양성, 정
부지원 다양성, 국민인식 다양성 등 다양성 지표 작성 및 활용하였다,
역동성 측면에서는 공동연구, 산학협력, 혁신활동 등 상호작용, 협력성, 혁신성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기업가정신, 지재권보호, 투입산출 증감율 등 활력, 창의성, 성장
성을 반영하였다.
5. 데이터 수집 및 결측치 대체

데이터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간 38개 국가5)의 자료를 수집하여 사용하였
다. 안정된 지수 산출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3개년 평균값을 평가년도 지표 값으로 사
용하였다. 즉 본 연구를 위해 2010, 2013, 2016 3개 시리즈를 작성하였는데, 2010
년 지표 값은 2009~2011 평균값이고, 2013년은 2012~2014 평균값, 2016년은
2015~2017 평균값이다. 결측치가 있는 경우, 해당국 해당 지표의 동 기간 평균값
및 이전 기간 평균값을 이용하여 대체하였다.
6. 지수의 산출 방법

본 연구에서 지수는 다음 방식으로 산출한다(안두현 외, 2018).

5)

Argentina, Australia, Austria, Belgium, Brazil, Canada, China, Czech,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Luxembourg,

Greece,

Mexico,

Singapore, Slovak,

Hungary,

Netherlands,

South

Iceland, India,
New

Zealand,

Africa, Spain, Sweden,

United States (이상 38개 국가 )

Ireland,
Norway,

Israel,

Italy, Japan,

Poland,

Switzerland, Turkey,

Portugal,
United

Korea,
Russia,

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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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지표 지수 산출 : 최대 최소 법을 이용하여 0~1로 정규화
 
◦ 개별지수값  개별지표값
  
□ 특성별 지수 산출
◦ 생산성 = 평균(생산성 부문 지표 전체)
- 대학 생산성 = 평균(대학부분 생산성 지표)
- 연구기관 생산성 = 평균(연구기관부분 생산성 지표)
- 기업 생산성 = 평균(기업부분 생산성 지표)
◦ 다양성 = 평균(다양성 부문 지표 전체)
- 다종성 = 개수(해당 지표의 분야 수)

- 균등성 =       (심슨 지수)
◦ 역동성 = 평균(역동성 부문 지표 전체)
□ 구성요소별 지수 산출
◦ 주체 역량 = 평균(대학 역량, 연구기관 역량, 기업 역량)
- 대학 역량 = 평균(대학부분 생산성, 다양성, 역동성)
- 연구기관 역량 = 평균(연구기관부분 생산성, 다양성, 역동성)
- 기업 역량 = 평균(기업부분 생산성, 다양성, 역동성)
◦ 환경 역량 = 평균(조달 역량, 시장역량, 조정 역량)
- 조달 역량 = 평균(조달부분 생산성, 다양성, 역동성)
- 시장 역량 = 평균(시장부분 생산성, 다양성, 역동성)
- 조정 역량 = 평균(조정부분 생산성, 다양성, 역동성)
□ 과학기술 혁신역량 산출: 전체 지수를 산술평균 (동일가중치6))
◦ 과학기술 혁신역량 = 평균(주체 역량, 환경 역량)


 






III. 새로운 지표 체계에 의한 지수 산출 결과
1. 새로운 지표 체계에 의한 과학기술 혁신역량 평가

생산성 부문과 더불어 다양성 및 역동성 부문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한
6)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가중치를 부여하더라도 가중치의 임의성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가 참고한 EIS의 방법론에 따라 동일가중치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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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은 2010년 16위에서 2016년 18위로 하락하였다([그림 4] 참
조). 이는 생산성 부문 평가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양성, 역동성 등 보다 다양한 관점
의 측정 및 평가가 보완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4] 과학기술 혁신역량 추이

자료: 연구진 자체 작성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정리하면, 종합순위는 16위에서 18위(2010년 대비
2016년)로 2단계 하락하여 중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평가되었다. 생산성 부문은 10위
로 3단계 상승한 반면, 역동성은 22위로 5단계 하락하였다([그림 5] 참조).
혁신주체 중 대학, 공공기관은 중위권을 유지한 반면, 기업은 상위권에서 중위권으
로 하락하였으며, 혁신환경에서 시장환경은 상위권에 진입한 반면, 조달 및 조정 환경
은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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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2016)
한국 종합

생산성 부문

뿴

16 18 18
대학
뿴
14 14 14
주체
공공연구기관 뿴
뿴
22 23 15
기업
뿴
10 14 12 8 13 15
조달환경 ☂
25 24 25
환경
시장환경 ☼
☂
10 14 7
조정환경 ☂
23 22 23 23 24 26

다양성 부문

☼

13 10

10

17

14 16

16

17

21 17

14

27

7

5

5

7

23 23

26

17

5

5

6

21

21 24

25

32

뿴
뿴
☼

☂

☼
☂

역동성 부문

뿴

☂

18 16 17 22 22

뿴

17 15

뿴

5

☼
7

뿴

10

20 18 14 21 13

☼

☂

뿴

☂

☂

☼

10 10 27 31 30
12 13 25 26 27

26 28

☂

8

11

☂

1

27 30 24 23 26

주: 1) ☼: 1~10위, 뿴: 11위~20위, ☂: 21위~38위
2) 세개의 숫자는 2010년, 2013년, 2016년 순위
자료: 연구진 자체 작성
2. 생태계 특성별 혁신역량 평가
1) 생산성 부문의 혁신역량

생산성 부문의 지표는 주로 투입과 산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태계의 항상성,
회복성, 안정성 등을 포함한다.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등 전통적인 강대국들이 최상
위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한국은 2010년 13위에서 2016년 10위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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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생산성 부문 과학기술 혁신역량 추이

자료: 연구진 자체 작성

2) 다양성 부문의 혁신역량
다양성 부문 지표는 혁신 주체 및 주체의 활동, 환경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측정하
는 지표로 구성되며, 생태계의 다종성, 균등성, 균형성 등을 포함한다. 미국은 다양성
부문에서도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스위스는 생산성 부문에서는 12위(2016)로
한국보다 낮은 수준이나 다양성에서는 2위(2016) 한국을 크게 앞서고 있다. 한국은
다양성 부문에서 2010년 17위, 2013년 18위, 2016년 16위로 중위권 수준으로 나타
나 생산성 부문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그림 7] 참조).
[그림 7] 다양성 부문 과학기술 혁신역량 추이

자료: 연구진 자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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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동성 부문의 혁신역량

역동성 부문 지표는 혁신 주체의 활동, 주체 간 또는 주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이 얼
마나 활발한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구성되며, 생태계의 성장성, 혁신성, 창의성, 활력,
상호작용 등을 포함한다. 스위스는 역동성 부문에서 2010년 2위에서 2016년에는 1
위로 상승하였으며, 미국은 8위(2016년)로 이전에 비해 상승하였다. 한국의 역동성은
2010년 중위권(17위)에서 2016년 하위권(22위)로 하락하여 역동성 관련 지표들을 점
검할 필요가 있다([그림 8] 참조).
[그림 8] 역동성 부문 과학기술 혁신역량 추이

자료: 연구진 자체 작성

생태계의 특성인 생산성, 다양성, 역동성 부문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본 결과 한국
은 생산성 부문에서는 과학기술 혁신역량이 상승(2010년 13위→2016년 10위)한 것
으로 평가 되었지만, 다양성 부문(2010년 13위→2016년 16위)과 역동성 부문(2010
년 17위→2016년 22위)에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생태계 구성요소별 혁신역량 평가
1) 주체의 혁신역량

대학, 공공연구기관, 기업을 포함한 혁신 주체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은 미국이 가장
높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주체 혁신역량은 2010년
10위에서 12위로 하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그림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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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주체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추이

자료: 연구진 자체 작성

대학의 역량을 따로 보면, 미국, 중국, 프랑스의 대학 혁신역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
고, 한국 대학의 혁신역량은 14위로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그림
10] 참조).
[그림 10] 주체(대학)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추이

자료: 연구진 자체 작성

공공연구기관의 혁신역량은 대학과 마찬가지로 미국, 중국이 1, 2위로 평가되었고
한국의 공공연구기관은 15위 수준(2010년 22위에서 상승)으로 평가되었다([그림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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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주체(공공연구기관)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추이

자료: 연구진 자체 작성

기업의 혁신역량은 미국과 중국이 1, 2위로 가장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반
면, 한국은 2010년 8위에서 2016년 15위로 하락하여 기업의 혁신 경쟁력이 크게 약
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그림 12] 참조).
[그림 12] 주체(기업)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추이

자료: 연구진 자체 작성
2) 환경 부문 혁신역량

인력, 기술, 자금 조달 환경과 시장 환경 및 정부 규제 및 지원 등의 조정 환경을
포함하는 혁신 환경 측면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은 미국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싱가포르, 스위스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3위로 환경부문에서 전반적인 혁
신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108 ∙ 과학기술정책 | 제1권 제1호(2018)
IV. 종합 및 결론

한국은 주체역량 보다 환경역량(22~23위 수준)의 제고가 더 급한 상황으로 나타났
다. 특히 조달역량(25위)과 조정역량(26위)이 부족하므로 정부는 조달역량 증진을 위
해 고급인력 유동성(32위) 확보, 최신기술 활용정도(23위) 제고, 외국인 직접투자(22
위)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하겠고, 조정역량 증진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법적 환경
(31위) 개선, 기술규제의 기업발전 및 혁신지원 정도(28위) 개선, 지식재산권 보호 정
도(27위)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에서 기업의
비중은 매우 높은 데, 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면서 전체적인 과학기술 혁신역량이 하
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2016년도). 특히 기업가정신의 대폭적인 하락(3위→38위)은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대책이 요구된다.
본 연구를 통해 생태계 모델에 기반한 새로운 과학기술 지표체계를 제안하였다.
새로운 과학기술 지표 체계가 필요한 이유는 ①투입-산출 모델의 생산성 중심 지표
체계로는 혁신역량 전반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생산성 부문의 혁신역
량’에 나타난 것처럼, 한국의 생산성 부문 혁신 역량은 13위에서 10위로 향상되었다.
이것을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전체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면 곤란하다. 역동성
부문의 혁신역량 약화를 반영하면 실제 상황은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생태계 모델 지표 체계는 생산성뿐 아니라 다양
성과 역동성을 평가할 수 있어 혁신역량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
②빠른 추격자 시기에 투입-산출 모델이 선택과 집중(생산성)의 통계적 근거를 제
공한 것과 같이, 생태계 모델은 퍼스트 무버 시기에 창출과 집중(생산성, 다양성, 역
동성)의 통계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택과 집중은 추격형 성장 시기에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데 매우 효율적이며 유효한 전략이었다. 그러나 생태계적 관점에
서 볼 때, 현재와 다가올 미래에는 다양성과 역동성이 추가된 창출과 집중이 보다 중
요하고 강력한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다.
③국가혁신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은 다양성에 의존한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1종만 존재하는 생
태계는 지속될 수 없는 것이다. 생태계 모델 지표 체계는 다양성을 측정, 평가하여 혁
신시스템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제안한 생태계 모델 지표 체계가 유용한 이유는 ①주체, 환경 및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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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생산성, 다양성, 역동성)이 구조적으로 범주화 되어 있어 결과 해석이 용이하다는
것이다(<표 4>, [그림 5] 참고).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우며 강약점이 무엇이고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②생태계에 기반한 다양한 관점이 반영
되어 평가결과가 보다 현실적이다. 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생산성, 다양성, 역동
성 등을 새로운 지표 체계를 이용하여 평가한 결과, 블룸버그 혁신지수(Bloomberg,
2018), 유럽 혁신지수(EIS, 2018) 등에서 최고 수준 또는 상위 수준으로 평가한 한국
의 혁신 수준은 중위권 수준이며 하락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혁신역량을 생산성 관점
에서만 보지 않고 다양성과 역동성 관점을 반영한 생태계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보다
현실에 가까운 결과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③혁신시스템의 어느 부분이 강한지
또는 부족한지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정책적 시사점 도출이 편리하다. 현재의
혁신역량 수준을 빠르고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 유용하
게 활용할 수 있다. 실제 사례로 EIS, 블룸버그 등 다른 혁신지수들이 한국의 혁신역
량을 최상위 수준으로 평가하고,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한데 반해, 본 지수
는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이 2010년 16위에서 2016년 18위로 중위 수준에서 하
락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취약분야를 제시한 후,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
는데,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한국의 혁신역량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연구의 차별성과 기여는 ①기존 생태계 지표 체계에서 개념에 머물던 생태계 특성
(다양성, 역동성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였다는 것이다. 논문, 특허 등 서
지 정보를 이용하여 학문 다양성, 공동연구 다양성, 기술 다양성, 특허 공동개발 다양
성, 특허시장 다양성 등 다수의 다양성 지표 개발, 활용하였으며, 외부 자료 및 지수
를 활용하여 주체 다양성, 첨단시장 다양성, 정부지원 다양성, 국민인식 다양성 등 다
양성 지표를 작성, 활용하였고, 공동연구, 산학협력, 혁신활동 등 상호작용, 협력, 혁
신 등 역동성도 적극 반영하였다. ②생산성 중심에서 생산성, 다양성, 역동성으로 지
표의 측정내용을 다양화하여 보다 현실적인 결과 도출에 기여하였다. 생산성 중심 지
표 체계로 혁신역량의 일부를 측정, 평가하던 것으로부터, 다양성, 역동성을 추가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혁신역량을 측정, 평가한 것이다.
연구의 한계는 현재 65개 지표로 구성한 생태계 모델 지표체계가 완성된 것이 아
니고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지표가 해당 부문에 적절하고 대표할 만한 것인지, 설명
력이 더 뛰어난 지표는 무엇인지, 모든 비교대상 국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획득 가능
한 것인지 추가로 지표의 타당성을 검토,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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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ploratory Study on New S&T Innovation Capacity
Indicator Based on Ecosystem Model
Kang Heejong, Kim Taeyang, Kim Kikook

Abstract

An indicator system that is being currently used to evaluate S&T(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capacity is composed of R&D input, innovation activity and R&D output such
as papers, patents and economic impact. However, the current indicator system is insufficient to evaluate a nation's overall S&T innovation capacity in today's highly complex
modern society.
In Korea, where R&D input is over-mobilized relative to its actual output, the country's
S&T innovation capacity is evaluated to be the highest. In terms of efficiency, however,
it is inappropriate to evaluate Korea's S&T innovation capacity to be the highest among
peer nations.
To propose and validate the ecosystem model to be used for measuring and evaluating
S&T innovation capacity at the national level, the present study has collected and analyzed data from 38 countries to verify why the proposed ecosystem model is needed
and how it is useful.
To achieve consistent and sustainable social and economic performance, diversity and
vitality as well as productivity must be secured. The proposed ecosystem model evaluates a nation's S&T innovation capacity in a comprehensive manner by measuring productivity, diversity, and vitality of the innovation system based on interactions between
innovation actors and those between innovation actors and innovation environment.
Through such new approach, the ecosystem model provides a new perspective on R&D
investment and thereby some important implications.
Key words : S&T innovation capacity, composite index, ecosystem model, indicator
system, global innovation score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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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 슈밥의 4차 산업혁명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석관**
초록

2016년 1월 클라우스 슈밥이 ‘4차 산업혁명’을 처음 주창한 이후 이 용어는 정책 현장과 일반 대중에게
빠르게 확산되었지만, 그것의 실체에 대한 의구심과 개념적 논란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론과 실천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그 동안 급하게 진행되었던 정책적, 실천적 논의에서
한 발 물러서서 4차 산업혁명론의 타당성을 따져보는 개념적, 이론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우선 슈밥의
4차 산업혁명론의 개요와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고든과 리프킨의 비판을 살펴봄으로써 산업혁명을
판단하는 기준이 보다 명료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음을 논증하였다. 그 다음에 산업혁명의 역사를 정리한
문헌을 참고해서 산업혁명의 성립 조건을 도출하고 이를 산업혁명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 최근 일어나는 변화가 슈밥이 주장한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에 해당하는지를 비판적
으로 검토해보았다. 이러한 검토 결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새로운 산업혁명으로 귀결될 가능성
은 열려 있고, 그것은 큰 폭의 생산성 증가로 입증되어야 하지만, 그 경우에도 4차가 아닌 3차 산업혁명
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주제어 차 산업혁명 슈밥 리프킨 고든 디지털 전환
: 4

,

,

,

,

* 본 논문은 뺷4차 산업혁명의 기술 동인과 산업 파급 전망뺸 (STEPI 정책연구 2017-13)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고 요약한 것임.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mail: kskwan@stepi.re.kr

114 ∙ 과학기술정책 | 제1권 제1호(2018)
Ⅰ. 서론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선언한 이
후, 이 새로운 용어는 우리나라의 정책 현장에 빠르게 수용되었다. 이 용어가 등장한
2016년에 이미 중앙 부처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았고(관계부
처 합동, 2016.12.27.), 2017년 대선 시기에는 각 후보들이 앞 다투어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을 발표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라는 자문기구가 설
치되어 활동 중에 있다. 또한 정책 현장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이제 4차 산업혁명
은 낯선 용어가 아니다. 2016년 3월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을 계기로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최신 디지털 기술의 놀라운 발전이 일반에 각인되었고, 이를 통해 ‘4차 산
업혁명이 뭔지는 정확히는 몰라도 기술 변화의 실체는 있는 것 같다’는 인식이 확산
되었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정책 현장과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
고는 있지만, 그것의 실체에 대한 의구심과 개념적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사실, 슈밥
의 4차 산업혁명론은 처음부터 또 하나의 유행어(buzzword)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
았다. 아래에서 살펴볼 고든이나 리프킨의 비판이 대표적이다. 국내 학자와 전문가들
중에도 ‘4차 산업혁명’을 마케팅 용어로 치부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비판적 시각은
슈밥이 처음 4차 산업혁명을 주창할 때 제시한 논거들이 매우 피상적이고 빈약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념적이고 이론적 차원에서 이런 의구심과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적 실천은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이론과 실천 사이의 간극’ 이면
에는 ‘개념은 명료하지 않지만 그래도 인공지능 같은 기술 변화의 실체는 있으니, 용
어나 개념이 어찌되었든 최근의 기술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그 동안 급하게 진행되었던 정책적, 실천적 논의에서 한 발 물러서
서 4차 산업혁명론의 타당성에 대해 개념적, 이론적 논의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슈밥
이 제기한 4차 산업혁명론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즉, 그가 주장한대로 지금 1, 2차
산업혁명에 비견되는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 변화가 1970~2000년 사이에 진
행된 정보혁명과 뚜렷이 구별되는 새로운 산업혁명인지를 따져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슈밥의 4차 산업혁명론의 개요와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고든과 리프킨의 비
판을 살펴봄으로써 산업혁명을 판단하는 기준이 보다 명료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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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하고자 한다(Ⅱ장). 그 다음에 산업혁명의 역사를 정리한 문헌을 참고해서 산업혁
명의 성립 조건, 즉 산업혁명의 판단 기준을 도출하고자 한다(Ⅲ장). 그리고 이 기준
에 따라 최근 일어나는 변화가 슈밥이 주장한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에 해당하는
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Ⅳ장).
Ⅱ.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논쟁
1. 4차 산업혁명론의 탄생과 전개

주지하듯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는 2016년 1월 개최된 다보스 포럼이 “제4
차 산업혁명의 이해(Master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를 의제로 삼으면서
시작되었다. 이 행사를 주최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의 설
립자이자 의장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2015년 12월 12일 Foreign
Affairs지에 기고한 글에서 4차 산업혁명론의 개요를 대략적으로 설명한 후(Schwab,
2015), 2016년 6월에 소책자를 발간해서 보다 자세한 논의를 이어갔다(슈밥, 2016).
이렇게 시작된 4차 산업혁명 논의의 기원과 확산 과정을 간략하게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그림 1] 4차 산업혁명론의 기원과 확산

자료: 김석관 외(2017),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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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밥의 4차 산업혁명론은 크게 두 줄기의 선행 논의를 배경으로 탄생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2011년부터 시작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 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인공지능, 로봇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
의들이다. 슈밥은 제조업에 국한되었던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전 산업으로 확대해
서 4차 산업혁명을 주창했는데, 이 과정에서 내용적으로는 최근의 디지털 기술 발전
이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다룬 문헌들을 많이 참고했다. 특히 슈밥은 디지털화
(digitalization), 혹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라고 부를 수 있는 최
근의 기술 변화가 가진 특성과 그것이 경제 성장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잘 정리
한 브린욜프슨과 맥아피(2014)의 논의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1)
슈밥의 4차 산업혁명 논의는 처음에는 큰 주목을 끌지 못했지만 2016년 3월의 알
파고 쇼크를 계기로 (적어도 한국에서는) 급속히 확산되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
어가 적절한지의 문제를 논외로 한다면,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최근의 기술 변화가
어느 정도 실체를 지니고 있다는 인식이 알파고 사건을 계기로 정책 전문가들과 일반
에 확산되었다. 일본과 한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용어를 적극 수용해
서 정책화 작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한편, 슈밥의 4차 산업혁명론이 제시된 이후 거의 3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제도권
학계에서는 이렇다 할 반론이나 코멘트가 없다. 이는 짧은 소책자 형태로 발표된 슈
밥(2016)의 논의가 부실하고 정치하지 못해서 학문적 논평의 대상 자체가 되기 어렵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학계의 무관심과 무시 속에 그나마 유의미한 비판을
제시한 경우가 고든(2017)과 Rifkin(2016)이다. 고든은 주로 생산성 관점에서 4차 산
업혁명론의 배경이 되는 기술 낙관론자들(예: 브린욜프슨과 맥아피)을 비판했고, 리프
킨은 산업혁명의 구성 요건과 기술적 연속성 측면에서 슈밥을 비판했다.
이하에서는 슈밥이 제시한 4차 산업혁명론의 개요와 문제점, 그리고 고든과 리프킨
의 비판을 살펴봄으로써 산업혁명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슈밥의 기준이 부적절하고
다른 기준이 필요함을 보이고자 한다.
2. 슈밥의 4차 산업혁명론의 개요와 문제점
1) 슈밥의 4차 산업혁명론의 개요

1) 슈밥의 4차 산업혁명론의 배경이 되는 ‘인더스트리 4.0’ 운동, Frey & Osborne(2013), 마틴 포드
(2016), 브린욜프슨과 맥아피(2014)에 대한 자세한 리뷰는 김석관 외(2017), pp.8-18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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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밥(2016)은 21세기의 시작과 동시에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새로운 산업혁명은 정보기술 혁명, 혹은 디지털 혁명으로 부를 수 있는 3차 산업
혁명을 기반으로 하지만 그것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변화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
는 다음과 같이 1~3차 산업혁명의 개요를 간략하게 언급한 후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를 주장한다.
1760~1840년경에 걸쳐 발생한 제1차 산업혁명은 철도 건설과 증기기관의 발명을 바탕
으로 기계에 의한 생산을 이끌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이어진 제2차 산업혁
명은 전기와 생산 조립 라인의 출현으로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했다. 1960년대에 시작된
제3차 산업혁명은 반도체와 메인프레임 컴퓨팅(1960년대), PC(1970년대), 인터넷
(1990년대)이 발달을 주도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컴퓨터 혁명’ 혹은 ‘디지털 혁명’이
라고도 말한다. 이 세 가지 산업혁명을 설명하는 다양한 정의와 학문적 논의를 살펴봤을
때, 오늘날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작점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디지털 혁명을 기반
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은 21세기의 시작과 동시에 출현했다. 유비쿼터스 모바일 인터
넷, 더 저렴하면서 작고 강력해진 센서,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이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
다.(슈밥, 2016: 25)
제4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기기와 시스템을 연결하고 스마트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훨씬
넓은 범주까지 아우른다. 유전자 염기서열분석에서 나노기술, 재생가능에너지에서 퀀텀
컴퓨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거대한 약진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 모든 기술
이 융합하여 물리적 영역, 디지털 영역, 생물 영역이 상호교류하는 제4차 산업혁명은 종
전의 그 어떤 혁명과도 근본적으로 궤를 달리한다.(슈밥, 2016: 26, 마지막 문장은 번역
을 수정함)

이렇게 슈밥은 최근의 변화가 디지털 혁명과 구분되는 새로운 산업혁명이라고 주장
하지만, 최근의 변화를 추동하는 기술적 동인이 디지털 혁명의 동인과 어떻게 다른지
는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 ‘산업혁명’이라는 주장의 무게와는 맞지 않게 무엇이
변화를 추동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최근에 중요하게 부상하는 기술의 목록을 제시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대신, 다음과 같이 4차 산업혁명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일부 학자와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들을 여전히 제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는 현저히 구별되는 제4차 산업혁명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뒷받
침할 만한 세 가지 근거가 있다.
▪속도: 제1~3차 산업혁명과 달리, 제4차 산업혁명은 선형적 속도가 아닌 기하급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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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로 전개 중이다.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다면적이고 서로 깊게 연계되어
있으며, 신기술이 그보다 더 새롭고 뛰어난 역량을 갖춘 기술을 만들어냄으로써 생긴
결과다.
▪범위와 깊이: 제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다양한 과학기술을 융합해 개
개인뿐 아니라 경제, 기업, 사회를 유례없는 패러다임 전환으로 유도한다. ‘무엇’을 ‘어
떻게’ 하는 것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시스템 충격: 제4차 산업혁명은 국가 간, 기업 간, 산업 간 그리고 사회 전체 시스템의
변화를 수반한다.(슈밥, 2016: 12-13)

이러한 기준을 제시하는 선에서 4차 산업혁명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갈음하고
책의 대부분을 최근의 기술적 변화가 경제 성장, 일자리, 기업 활동, 국가 및 정부,
국제 관계와 안보, 사회,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서술하는 것에 할애하고 있는데, 이
역시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슈밥의 주장을 요약하면, 21세기의 시작
과 함께 이전의 디지털 혁명과 구분되는 새로운 산업혁명이 시작되었고, 그 파급 효
과는 경제와 사회의 모든 부문에 미치는데, 이것이 이전과 구분되는 새로운 산업혁명
인 근거는 최근의 변화가 지닌 속도, 범위와 깊이, 시스템적인 충격이라는 것이다.
2) 슈밥의 4차 산업혁명론이 지닌 문제점

슈밥 4차 산업혁명론은 두 가지 난점을 지닌다. 첫째, 지금 3차가 아닌 4차 산업혁
명이 진행 중이라는 근거로 최근의 변화가 보여주는 속도, 범위와 깊이, 시스템적 충
격을 제시했는데, 이는 매우 모호하고 부적절한 기준이다. 얼마나 빨리 변해야 새로운
산업혁명이 되는 것인가? 슈밥은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슈밥도 동의하
듯이 1970년대 이래로 디지털 기술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해 왔다. 이는 매년 10%
씩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두 배씩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향후 5년이나
10년 뒤에 체감되는 변화의 속도는 지금보다 더 빨라질 것이므로, 슈밥은 5~10년 뒤
다시 5차 산업혁명을 말해야 할지도 모른다. Rifkin(2016)은 새로운 산업혁명의 기준
으로 변화의 속도는 적절하지 않고 해당 산업혁명을 ‘규정하는 기술(defining
technologies)’의 변화 여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타당한 지적이다. 즉,
‘얼마나 빨리’ 변화가 일어나느냐 보다 ‘무엇이’ 변화를 추동하느냐가 더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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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슈밥의 4차 산업혁명론에서 언급된 기술 동인들
구분 번호
기술, 제품 등
1
무인운송(자율주행차, 드론)
2
3D 프린팅
3
로봇공학
신소재(그래핀 등), 재료공학
물리적 4
기술 5
나노기술
6
재생가능 에너지
7
에너지 저장기술
8
유전자 편집
9
유전자 시퀀싱
10
합성생물학
정밀의료
바이오 11
기술 12
웨어러블 기기/인터넷
13
신경과학
14
생명공학
15
사물인터넷, 센서
16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17
온디멘드 공유경제
모바일
기기
/
인터넷, 체내 삽입형 모바일폰,
18
유비쿼터스 컴퓨팅, 스마트폰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디지털 19
20
퀀텀 컴퓨팅
기술 21
디지털 정체성(SNS 등)
22
시각 인터페이스(구글 글래스)
23
클라우드 컴퓨팅
24
커넥티드 홈
25
스마트 도시
26
빅 데이터
자료: 슈밥(2016)에서 정리

한글판 쪽수
10, 37, 214
10, 38, 234
10, 38, 223
10, 39
10, 26
26
10
45, 244
26, 45
45
45
48, 183
48, 247
10
10, 25, 41, 198
42, 226, 232
43, 228
10, 25, 172, 186, 190
10, 25, 217
10, 26
176
180
195
203
207
210

따라서 슈밥은 변화의 속도를 강조하기 전에 무엇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
술 동인인지를 설명했어야 한다. 그러나 그의 설명에서는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이것이 슈밥의 두 번째 문제이자 가장 큰 한계이다. 위의 첫 인용문에서 보듯
이 그는 1~3차 산업혁명을 설명할 때는 각 시기의 변화를 추동한 핵심적인 기술 동
인을 열거했지만(1차는 철도와 증기기관, 2차는 전기와 생산 조립 라인, 3차는 반도
체, PC, 인터넷), 정작 4차 산업혁명을 설명할 때는 이를 분명하게 서술하지 않았다.
처음 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선언할 때는 모바일 인터넷, 센서, 인공지능을 그 특징
으로 제시했다가(슈밥, 2016: 25), 바로 다음 쪽에서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나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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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재생가능에너지, 퀀텀 컴퓨팅을 언급하면서 물리적 영역, 디지털 영역, 생물 영역
의 융합을 말한다(슈밥, 2016: 26).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추동기술(driver)을 다룬
2장에서는 이 세 영역에 존재하는 최신 유망 기술들을 차례로 나열하고, “Deep
Shift”라는 제목이 붙은 부록에서는 23가지 기술이나 제품의 도래 시점을 전망한다.
이렇게 슈밥의 책에서 언급된 기술들을 모두 정리하면 대략 26개의 기술, 제품, 분야
목록이 나온다(표 1). 이는 사실상 현재 유망한 거의 모든 기술, 제품, 분야를 망라한
것이다.
사실, 새로운 산업혁명의 도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설명되
어야 한다. 첫째는 ‘산업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보
여야 하고, 둘째는 그 변화를 ‘4차’로 명명하는 것이 적절할 만큼 새로운 기술에 의해
추동되고 있음을 보여야 한다. 특히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이 3차 ‘디지털 혁명을 기반
으로’ 발생했다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작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4차 산업혁
명의 기술 동인이 3차 산업혁명과 어떻게 다른지 그 ‘불연속성’에 대해 더 깊이 논의
했어야 한다. 3차와 4차의 불연속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건 큰 변화가 있더라도 3차
산업혁명의 지속일 뿐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1, 2차 산업혁명의 지속 기간이 각각
100여년이었던 반면 슈밥의 틀 안에서 3차 산업혁명은 40년 밖에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 안에 3차 산업혁명이 종료되고 다시 새로운 산업혁명이 시작되
었다는 주장을 하려면 더더욱 3차와 4차의 차이를 더 분명하게 제시했어야 한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설명 방식을 택하지 않고, 속도, 범위와 깊이, 시스템적 충격이
라는 모호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기술적 동인의 범위와 충격의 범위를 모두 확장하는
설명 전략을 택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동인으로 최근의 모든 유망기술들을
언급하면서 이 기술이 미치는 영향도 경제와 사회의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제시했다.
이로 인해 그의 설명은 초점을 잃었고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정체는 모호해졌
다. 그의 설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최근의 유망 기술들이 모두 모여서 경제와 사
회의 모든 분야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있다’로 요약될 수 있다. 사실 어떤 시기든지
경제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변화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 변화들
을 다 모은다면 우리는 매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변
화가 새로운 산업혁명인지 판별하는 기준이 오직 변화의 속도와 범위뿐이라면 매
5~10년마다 새로운 산업혁명의 도래를 주장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인을 제시하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4차 산업혁명론
은 알맹이 없는 순환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도래했다’라는
주장에 대해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가?’라고 되물어보면 ‘지금 벌어지는 현상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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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답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전체 현상을 관통하는 본질적 요
소를 밝히지 않고 단지 ‘속도’나 ‘범위’만을 이야기하면 논의는 이렇게 겉돌 수밖에
없다. 이것이 슈밥 이후 4차 산업혁명을 논하는 사람들마다 그것의 성격을 제각각으
로 규정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실 슈밥의 책을 자세히 보면, 그의 언급들 속에 4차 산업혁명의 본질적 요소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구절들이다.
제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다양한 과학기술을 융합해...(슈밥, 2016:
12-13)
모든 신개발과 신기술에는 하나의 공통된 특성이 존재한다. 디지털화와 정보통신기술의
광범위한 힘을 활용한다는 점이다. 이번 챕터에서 소개할 모든 혁신은 디지털 능력을 기
반으로 구현되고 성장했다. 일례로 유전자 염기서열분석은 연산력과 데이터 분석의 발전
없이는 불가능했다. 첨단로봇도 인공지능이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으며, 인공지능 또한
그 자체가 연산력에 기반하고 있다.(슈밥, 2016: 36-37)

최근의 기술적 변화들이 지닌 공통점은 디지털 기술이 모든 분야에 침투해서 각 분
야의 기술과 융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산업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 디지털 기술이 접
목되는 현상을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으로 부를 수 있는데, 이는 최근
등장하는 유망 기술들을 핵심기술과 주변기술, 추동기술과 적용기술 등으로 나눠보면
분명해진다. 최근의 기술 변화에서 핵심기술은 단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컴퓨팅, 로봇 등이다. 이들은 서로 연계되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
용되는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의 성격을 띤다. 이 외에 다른 유망
기술들은 주변기술이거나 적용분야 기술로 분류될 수 있다. 가상/증강현실, 드론, 블
록체인, 3D 프린팅, 나노/신소재 등은 유망하고 중요하기는 하지만 적용 범위가 한정
적이거나 아직 기술적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주변기술’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유전자 분석, 유전자 편집, 줄기세포/재생의료, 신경과학,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바이오 및 에너지 분야 기술들도 중요하지만 이들은 변화의 동인(driver)이라기보다는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는 종착지(destination)라고 할 수 있고 해당 분야 밖에서는 적
용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므로 ‘적용분야 기술’로 분류될 수 있다.
이렇게 기술의 위계와 선후 관계를 구분해보면 현재의 기술 변화의 본질을 파악하
기가 쉬워진다. 최근의 변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디지털 전환의 심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시작된 디지털 전환의 과정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최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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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 발전을 계기로 더 많은 분야에서 더 깊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슈밥의
한계는 디지털 기술의 기반적 성격을 언급하면서도 기술의 위계나 선후 관계를 더 분
석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물리적 영역, 생물 영역, 디지털 기술이 서로 융합한다고
만 함으로써 변화의 본질에 다가가지 못한 것에 있다. 아마도 현재의 변화를 ‘디지털
전환의 심화’로 규정할 경우 ‘4차’ 산업혁명을 주장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기 때
문에 이런 모호한 선언에 그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3. 슈밥의 4차 산업혁명론에 대한 비판들
1) 고든의 비판

미국의 원로 경제사학자인 로버트 고든(2017)의 비판은 제도권 학자로는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거의 유일한 논평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슈밥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반론이 아니고 슈밥의 사상적 뿌리인 브린욜프슨과 맥아피(2014)에 대한 반론이었고,
그것도 브린욜프슨과 맥아피(2014)가 생산성 패러독스와 관련해서 먼저 고든의 이전
저작을 비판한 것에 대한 재반박이었다. 고든의 책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고든은 2017년 7월, 국내 한 일간지와의 전화 인터뷰에 답하는 과
정에서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의 연속에 불과하
다”고 평했다. 인공지능과 로봇 등 소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3차 산업혁명
시기부터 존재하던 기술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중앙일보, 2017.7.26.).
고든이 그의 책 뺷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뺸에서 브린욜프슨과 맥아피 등 기술 낙관
론자들에 대해 제기한 반론은 경제학계의 해묵은 논쟁인 생산성 패러독스와 관련된
것이다. 노벨상 수상자인 로버트 솔로우가 1987년에 “어디서나 컴퓨터 시대임을 실감
하지만 생산성 통계에서만은 확인할 수 없다”2)고 말한 것에서 유래한 ‘생산성 패러독
스’는 1970년대 이후 ‘정보혁명’이 진행되고 있다지만 이것이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
켰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용어이다. 이와 관련해서 브린욜프슨과 맥아피를
비롯한 기술 낙관론자들은 시간적 지체나 통계 지표의 한계 등을 들어서 정보기술로
인한 생산성 증가는 있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을 뿐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이에 대해
고든은 자신이 직접 구축한 장기 생산성 자료를 토대로 미국에서 1920~1970년의 50
년 동안 평균 1.89에 달하는 높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나타난 반면 1970년 이후
로는 이와 같은 생산성 증가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근거로 생산

2) "You see the computer age everywhere but in the productivity statistics.”, Solow(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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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패러독스가 여전히 유효함을 주장한다(그림 2).
[그림 2] 미국의 총요소생산성 연평균 증가율(1890-2014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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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고든(2017), p. 813.

고든에 따르면 1970년까지의 생산성 증가는 2차 산업혁명기에 등장한 위대한 발명
들의 결과이고, 1994년부터 10년간 소폭의 생산성 증가가 나타난 것은 인터넷의 등
장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2004년 이후로는 그마저도 소멸되었다. 이런 생산성
지표의 변화 추이를 놓고 볼 때 적어도 향후 10~20년 동안은 1920~1970년대에 나
타난 높은 생산성 증가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고든의 주장이다. 즉, 생산성 지표
의 관점에서만 보면, 4차 산업혁명은 고사하고 3차 산업혁명도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
는 것이 고든의 주장이 지니는 함의이다.
고든은 생산성이라는 최종 결과(output) 지표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산출한 기술
혁신의 내용을 가지고도 3차에 비해 2차 산업혁명이 얼마나 특별한 것이었는지를 여
러 차례 강조한다. “남북전쟁 이후 미국의 생활수준(The U.S. Standard of Living
Since the Civil War)”이라는 부제에 어울리게 고든은 900쪽이 넘는(번역본 기준)
책의 대부분을 할애해서 미국 국민들의 생활이 갖가지 기술 혁신을 통해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추적했다. 그는 내연기관, 자동차, 전기, 전화, 철도, 비행기, 합성섬유 같이
2차 산업혁명기의 대표적 기술혁신으로 언급되는 사례들 외에도 상하수도, 중앙난방
과 실내 배관, 백화점과 우편주문 카탈로그, 주간(inter state)/간선 도로망, 패스트푸
드와 가공식품, 슈퍼마켓/편의점/식품체인점, 세탁기/에어컨/냉장고/전기다리미/전등,
TV/축음기/라디오/영화, 의약품/식품의약품위생법/의료시스템, 금융/보험 등을 예로
들면서, 미국인의 의식주, 건강, 근로조건, 여가시간을 포함한 생활 전반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위대한 발명’들이 모두 2차 산업혁명기에 탄생했음을 역설했다. 그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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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870년부터 1970년까지 일어난 경제 혁명은 인류 역사에서 특이한 것으로, 대부
분의 업적이 두 번 다시 되풀이될 수 없는 현상이었다.”(고든, 2017: 16)
고든은 이어 2차 산업혁명기의 위대한 발명에 비하면 3차 산업혁명기의 정보기술
발전은 그 파급 효과가 정보통신과 엔터테인먼트 정도에 국한되는 보잘 것 없는 것이
라고 주장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3차 산업혁명은 분명 혁명이었지만, 모든 것을 바꿔놓은 2차 산업혁명과 달리 그 영향력
의 범위는 제한적이었다. [중략] 솔로우가 말한 컴퓨터 역설에 대한 최종 답변은 이것이
다. 컴퓨터가 어디에나 있지는 않다는 것. 우리는 컴퓨터를 먹거나 입을 수 없고, 컴퓨터
를 타고 출근할 수 없으며, 컴퓨터더러 머리를 깎아달라고 할 수 없다.(고든, 2017:
818)
3차 디지털 산업혁명은 미국인들이 정보를 입수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놓았
지만, 2차 산업혁명만큼 인간 생활의 전 영역으로 확대되지는 않았다는 것이 우리의 해석
이다. 2차 산업혁명은 음식, 의복, 주택, 주택 설비, 운송, 정보, 통신, 엔터테인먼트, 질
병 치료와 유아사망률 정복, 가정과 직장에서의 근로 조건의 향상 등 여러 차원에서 획기
적인 변화를 초래했다.(고든, 2017: 850)

고든은 1970년대 이후의 정보혁명에도 불구하고 미국인의 ‘현대적 삶’을 규정하는
문명의 많은 요소들이 여전히 2차 산업혁명기에 발명된 것들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
을 지적한 것이다. 이를 기술사학자 Hughes(1987)의 용어로 다시 서술하면, 현대 산
업문명을 지탱하는 주요 ‘기술시스템들’(예: 철도시스템, 전기시스템, 통신시스템, 생산
시스템 등)이 대부분 2차 산업혁명기에 탄생했고, 그 중 많은 것들이 21세기에도 여
전히 산업문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2차 산업혁명의 특별함을 의미
하는 동시에 3차 산업혁명의 제한적 성격을 시사한다.
2) 리프킨의 비판

고든(2017)의 비판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논의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우리는 고든의 논의로부터 최근의 변화가 새로운 산업혁명인
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측면이 설명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
을 수 있다. 하나는 ‘혁명’이라는 단어에 어울릴 만큼 큰 폭의 생산성 향상이 나타나
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혁명을 추동하는 기술혁신의 내용에 있어서도 이전
시기와 뚜렷이 구별되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결과’와 ‘과정’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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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전 시기와 다른 차별성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든이 두 측면 모두
에서 4차 산업혁명론을 비판했다면, 리프킨은 ‘과정’의 측면에서만 4차 산업혁명론을
비판했는데 그 내용은 고든에 비해 더 체계적으로 보인다.
기술 발전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 왕성한 저술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제레미 리프킨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자신만의 3차 산업혁명론을 주장해왔다. 각 저술마다 약간씩 정의
를 달리해서 내적 정합성이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최근에 오면서 좀 더 명료해지고
있고, 특히 슈밥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그의 산업혁명론은 더 분명해졌다. 우선 그는
1996년 발간된 뺷노동의 종말뺸에서 컴퓨터와 인공지능으로 인한 임금 노동의 종말을
예견하면서, 이것이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시작된 ‘3차 산업혁명’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리프킨, 1996: 92). 이때 3차 산업혁명은 정보혁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
러나 2012년 발간된 뺷3차 산업혁명뺸에서는 모든 경제 혁명이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에너지 체계의 결합을 통해 발생한다는 프레임을 제시하면서, 1차 산업혁명은 인쇄술
과 석탄 동력이 결합한 것이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 커뮤니케이션과 석유 동력이 결
합한 것이며, 이제 인터넷과 재생가능 에너지가 결합한 3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
다고 주장한다. 정보기술에 더해 에너지원의 변화를 강조한 것이 1995년에 비해 달라
진 점이다. 이어 2014년에 발간된 뺷한계비용 제로 사회뺸에서는 사물인터넷과 공유경
제가 가져올 미래상을 전망하면서 2011년의 논의를 더 발전시켰다. 리프킨은 이 책에
서도 산업혁명이 ‘커뮤니케이션-에너지 결합체’의 전환을 통해 발생한다는 종전의 주
장을 견지하면서도 역사상 모든 산업 인프라는 커뮤니케이션 매개체, 동력원, 운송 메
커니즘의 3대 인프라로 구성된다고 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부문을 통신과 교통 부문
으로 세분화했다. 이 프레임에 따르면 1차 산업혁명은 인쇄술, 석탄 동력, 증기기관차
/철도의 결합으로 발생했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전화, 석유 동력, 내연기관의 결합
으로 발생했으며, 이제 3종의 사물인터넷(커뮤니케이션 인터넷, 에너지 인터넷, 물류
인터넷)이 추동하는 3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리프킨의 프레임에서 보면 슈밥이 3차 산업혁명을 4차 산업혁명으로 잘 못
규정한 것이 된다. 그래서 슈밥은 리프킨을 비판하거나 인용한 적이 없지만, 리프킨은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이 개최되기 직전에 허핑턴포스트에 기고한 장문의 논평을
통해 슈밥의 핵심적인 주장들을 모두 반박했다(Rifikin, 2016).3) 여기서 제기한 그의
논점은 세 가지이다.
첫째, 슈밥이 4차 산업혁명의 특징으로 물리적 영역, 디지털 영역, 생물 영역의 경
계가 모호해지는 것을 지적한 것에 대해, 이러한 기술 융합은 디지털화가 지닌 본원
두

3) 이 비평은 슈밥이 2015년 12월 12일자 Foreign Affairs지에 기고한 글 Schwab(2015)에 대한 비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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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속성일 뿐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디지털화는 물리적 세계와 생물 세계
를 모두 순수한 정보로 환원시킴으로써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단위로 만들어주는 기능
이 있기 때문에 이 세 영역의 융합은 디지털화의 자연스러운 귀결이고, 따라서 3차
산업혁명의 연장이라는 것이다.
둘째, 슈밥이 새로운 산업혁명의 기준으로 제시한 속도, 범위, 시스템 충격은 좋은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우선 슈밥이 말한 기하급수적 발전은 이미 디지털
기술이 도입된 이후 계속 나타나는 현상인데다, 이런 기준만으로 새로운 산업혁명을
규정하는 것은 너무 임의적이라는 것이다. 리프킨은 ‘만일 1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
던 어느 시점에 1차 산업혁명을 ‘규정하는 기술(defining technologies)’에는 변화가
없이 속도와 범위와 시스템 충격 측면에서 큰 변화가 있다면 그것을 2차 산업혁명으
로 불러야 하는가?’라고 반문한다. 즉, 속도나 범위보다는 산업혁명의 핵심 추동기술
이 바뀌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이다.
셋째, 3대 ‘규정 기술’의 관점에서 산업혁명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자신의 대안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신 기술, 에너지원, 운송 수단을 새로운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규정 기술’로 보고, 이 세 가지 부문에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하나로
결합되어 ‘범용기술 플랫폼(general purpose technology platform)’을 형성할 때
새로운 산업혁명이 등장한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프레임워크에 따라 1~3차
산업혁명을 <표 2>와 같이 재구성하였다.
<표 2> 리프킨의 3대 ‘규정 기술’과 산업혁명의 재구성
3대
규정 기술
통신
에너지원

1차 산업혁명
증기기관을 이용한
인쇄술과 전신
석탄

운송 수단

국가 철도 시스템

자료: Rifkin(2016)의 내용을 요약

2차 산업혁명
중앙집중화된 전기,
전화, 라디오, TV
석유
내연기관 자동차와
국가 도로 시스템

3차 산업혁명
인터넷
재생가능 에너지
인터넷(스마트그리드)
무인자동차 및
물류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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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산업혁명의 판단 기준
1. 산업혁명의 성립 조건은 무엇인가?

슈밥에 대한 고든과 리프킨의 비판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두 가지는 현재 일어나
고 있는 현상이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3차 산업혁명의 연장이라는 것, 그리고 산업
혁명을 판단하는 슈밥의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고
후자는 전자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즉, 산업혁명의 판단 기준이 먼저 확
립되어야 그 기준에 따라 현재가 3차인지 4차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산업혁명이 일어났는지(혹은 일어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산업혁명의 성립 조건
을 먼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슈밥, 고든, 리프킨은 각자 다른 해답
을 제시했다. 슈밥은 변화의 속도, 범위와 깊이, 시스템적 충격을 새로운 산업혁명의
판별 기준으로 제시한 반면, 고든은 ① 큰 폭의 생산성 증가와 ② 기술혁신 내용의
차별성을, 리프킨은 3대 규정 기술의 변화 및 이들이 결합한 범용기술 플랫폼의 등장
을 제시했다.
이제까지의 논의만으로도 슈밥의 기준은 좋은 기준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다고 생
각된다. 그의 기준은 임의적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4차 산업혁명이 무엇에 의해 추
동되는 변화인지 그 실체를 알기 어려운 난점이 있다. 그렇다면 고든과 리프킨의 기
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고든의 두 번째 기준과 리프킨의 기준은 같은 맥락
에 있는 것으로, 후자가 전자를 보다 체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고든이 제시한
‘기술혁신 내용의 차별성’이라는 기준은 리프킨이 제시한 ‘3대 규정 기술의 변화와 범
용기술 플랫폼의 등장’으로 더 체계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현재까지의
논의에서 ‘산업혁명의 성립 조건’은 ① 큰 폭의 생산성 증가와 이를 가능케 하는 ② 3
대 규정 기술의 변화 정도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고든과 리프킨 모두 전문 기술사학자가 아니고 저술의 목적도 산업혁명의
역사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것이 산업혁명의 역사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산업혁명의 성립 조건’인지는 불분명하다. 따라서 산업혁명의 성립 조건을 더 분명하
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실제 산업혁명의 역사를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
다. 과거의 산업혁명 사례들로부터 일종의 귀납적 일반화를 통해 과연 새로운 산업혁
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물
론 산업혁명은 2~3번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로부터 귀납적 일반화를 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과거로부터 어떤 시사점을 얻을 필요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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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화의 4대 요소로 재구성한 산업혁명의 역사

산업혁명의 성립 조건을 도출하기 위해 산업혁명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이 글에서는 지면의 한계로 인해 송성수(2017)을 인용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기술사학자인 송성수는 이 글에서 1~3차 산업혁명의 역사를 핵심적인 기술 동인과
그로 인한 경제사회적 변화를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바 있다. 그 전체 내용
은 다시 <표 3>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표 3> 1~3차 산업혁명의 역사적 전개와 특징
구분
시기
주도 국가
주요 산업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
1760~1830
1870~1920
1960~ ?
(1750~1850)
(1850~1930)
(1945~ ?)
영국
독일, 미국
미국, 일본
면공업, 철공업,
화학산업, 전기산업,
컴퓨터, 반도체,
증기기관, 공작기계
통신, 자동차
자동화, 인터넷
∙1709 코크스 제철법
∙1769 수력방적기
∙1856 전로법
∙1946 에니악
∙1769 분리응축기
∙1856 인공염료
∙1947 트랜지스터
∙1776 와트의 증기기관
∙1876 전화
∙1958 집적회로
상업화
∙1879 백열등
산업용 로봇
회전식 증기기관 ∙1886 가솔린 자동차 ∙∙1962
주요 기술 ∙∙1783
1969
PLC
모디콘084
역직기
혹은 사건 ∙1785
∙1888 교류용 전동기
∙1969 아르파넷
1789 방직기와 증기기관 ∙1896 무선전신
∙1973 DNA 재조합 기술
결합
∙1903 비행기
∙1977 애플Ⅱ
∙1797 나사절삭용 선반
∙1908 모델 T
∙1981 IBM 호환용 PC
∙1804 증기기관차
∙1914 컨베이어벨트
∙1994 인터넷 대중화
∙1830 리버풀-맨체스터
철도
기술시스템 출현 ∙다양한 기술의 결합/융합
과학기술적 ∙기술혁신의 상호연관성 강화 ∙∙많은
과학의
내용이 기술에 활용 ∙과학과 기술이 밀착되어 과학
변화 ∙과학과 기술의 간접적 연결 되기 시작
기술 탄생
경제구조의 ∙공업 중심의 경제로 전환 ∙대기업이 경제성장 주도 ∙벤처기업이 혁신 주체로 등장
변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진입 ∙후발공업국의 본격적 산업화 ∙세계경제의 서비스화/글로벌화
사회문화적 ∙계급사회 형성, 기계파괴 ∙기술에 대한 인류의 의존도 ∙첨단기술의 사회적 문제 대두
변화 운동
심화
∙후발산업화, 경영혁명, 포드
관련 단어 ∙공장제, 공업사회, 자본주의 주의
∙탈산업사회, 제3물결, 정보혁명
자료: 송성수(2017), p. 25의 내용을 조금 수정.

<표 3>에서 보듯이 1차 산업혁명은 1760~1830년대에 영국을 중심으로 일어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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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면공업, 철공업, 증기기관, 공작기계에서의 혁신이 산업혁명을 주도했다. 1차 산업
혁명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변화는 공업 중심 경제로의 전환, 계급사회 형성, 공장제와
자본주의의 발달로 집약된다. 이어 2차 산업혁명은 1870~1920년대에 주로 독일과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났으며, 염료산업, 전기산업, 통신, 자동차에서의 혁신이 산업혁
명을 주도했다. 이 시기의 경제사회적 변화는 대기업 주도의 경제 성장, 후발 공업국
의 산업화, 기술시스템의 출현과 기술에 대한 인류의 의존도 심화, 포드주의 경영 혁
명 등으로 요약된다. 3차 산업혁명은 1960년대 이후 주로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일어났으며, 반도체, 컴퓨터, 인터넷이 정보혁명을 추동했다. 이 시기의 경제사회적 변
화는 벤처기업 주도의 혁신, 세계경제의 서비스와/글로벌화, 첨단기술의 사회적 문제
대두, 탈산업사회, 기술 융합과 정보혁명 등으로 요약된다.
이제 다시 우리의 관심사로 돌아와서, 이러한 산업혁명의 역사로부터 산업혁명의
성립 조건을 찾으려면 ‘산업혁명을 추동한 핵심 요소’를 리프킨처럼 몇 가지 범주로
유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리프킨은 에너지원, 통신, 운송 수단을 각 산업혁명
을 구분 짓는 ‘3대 인프라’ 혹은 ‘3대 규정 기술’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비해 기술
사학자인 랜디스는 2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신소재의 등장(소재), 새로운 동력의 출현
(동력), 공장의 기계화와 분업의 진전(경영)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서술한 바 있다
(Landes, 1969: 231-358; 김석관 외, 2017: 36). 송성수는 여기에 통신을 추가해서
네 가지 측면에서 2차 산업혁명의 전개 과정을 서술하였다(송성수, 2017: 15-17).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논의들을 발전시켜서 ① 소재, ② 동력 및 에너지원,
③ 생산수단, ④ 교통 및 통신수단을 각 산업혁명의 특징을 비교하기 위한 ‘산업화의
4대 요소’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 네 가지 요소는 상호 연계되어서 하나의 ‘산업 문
명’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으며, 산업혁명을 통한 변화도 이 네 가지 범위 안에서 거
의 포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산업화의 4대 요소를 이렇게 정의하면, 1, 2, 3
차 산업혁명의 변화는 [그림 3]과 같이 단순화해서 정리할 수 있다.
산업혁명의 역사를 [그림 3]과 같이 요약할 때, 송성수(2017)와 고든(2017)의 연구
등을 종합하면 우리는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
다. 첫째, 1, 2차 산업혁명기에는 산업화의 4대 요소에서 모두 중요한 혁신적 변화가
있었고, 이들 혁신이 상호 맞물리면서 이전 단계와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산업 문
명을 만들어 냈다. 둘째, 생산성에서 뚜렷한 변화가 있었으며, 이는 생산, 고용 등 경
제지표의 상승과 함께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용과
생산이 극적으로 증가한 것은 주로 신산업의 탄생을 통해서였다. 1, 2차 산업혁명기
에는 이전에 없던 산업들이 연이어 생겨났는데, 여기에는 새로운 ‘기술시스템’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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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큰 역할을 했다. 넷째, 2차 산업혁명은 독보적인 성격을 가진다. 2차 산업혁명기에
탄생한 기술시스템과 산업들 대부분은 지금까지도 우리 산업과 삶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현대 산업 문명’ 자체를 규정하는 성격을 지닌다. 전기시스템, 생산시스템,
철도시스템, 통신시스템과 같은 기술시스템은 현재까지 현대인의 생활 기반이 되고 있
으며, 철, 합성수지, 자동차, 비행기 등의 핵심 발명품도 그렇다.
[그림 3] 1~3차 산업혁명과 산업화 4대 요소의 변화

자료: 김석관 외(2017), p. 49.

이에 비해 3차 산업혁명기에는 소재, 동력/에너지원, 교통수단에서 이렇다 할 큰
혁신이 없었고, 혁신적 변화는 생산수단과 통신 부문에 국한되었다. 즉, 철과 합성수
지로 양분된 범용 소재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고, 에너지원도 원자력과 신재생에너
지가 도입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석유가 가장 중요한 동력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
으며, 교통수단으로는 자동차와 비행기를 대체할 발명품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컴퓨
터와 자동화의 진전을 통해 생산수단의 혁신이 이루어졌고,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통신
수단이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 주었다. 3차 산업혁명기의 특기할만한 사실은 바이오
부문이 새롭게 등장했다는 것인데, 유전자재조합과 같은 바이오 기술이 IT와 같은 범
용성을 가지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은 생산수단 내의 minor 혁신으로 이해할 수 있
다. 이렇게 1, 2차 산업혁명과 달리 3차 산업혁명은 변화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산업
화’보다는 ‘정보화’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해 보인다. 즉, 3차 산업혁명은 2차 산업
혁명이 만들어 놓은 현대 산업 문명의 일부가 정보통신 기술의 도입을 통해 ‘정보화’
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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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수(2017)에 따르면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은 학술적으로 정착된 용어라
할 수 있지만,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은 아직 그렇지 않다. 1차 산업혁명과 2
차 산업혁명은 역사학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반면, 3차 산업혁명이나 4차 산업혁
명과 관련된 개념은 주로 미래학과 관련된 논자들이 제기한 것들이다. [그림 3]에서
보듯이 3차 산업혁명은 산업화의 4대 요소가 모두 변하는 전면적 변화가 아니라는
점, 3차 산업혁명의 생산성 증가 효과에 대해 논란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모두가
동의하는 혁명다운 혁명은 1, 2차 산업혁명까지라고 할 수 있다. 3차부터는 산업혁명
의 성립 여부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로서는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을 확립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일종의 작업가설로 간주하는 편이 적절할
것이다.
3. 산업혁명의 성립 조건

이상의 논의를 모두 종합하면, 역사에서 확인되는 산업혁명은 아래 박스 안의 세
가지 조건 중 일부 혹은 전부가 충족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1, 2차 산업혁명은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이고, 3차 산업혁명의 경우는 ①번 조건은 충족되었
지만 ②번 조건은 충족되지 못했으며, ③번 조건은 아직 논란이 있는 상태이다.
① 산업화 4대 요소 중 일부 혹은 전부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발생
② 산업화 4대 요소의 변화가 상호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새로운 산업 문명을 창출
③ 큰 폭의 생산성 증가
그렇다면 산업혁명의 성립 조건을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좋을까? 위 박스 안의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산업혁명이 성립되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가장 분명하겠
지만, 그것은 너무 강한 조건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산업화의 4대 요소 중 생산수단
만 변화되었지만 그로 인해 이전 시기와 뚜렷이 구별되는 큰 폭의 생산성의 증가가
나타났다면 그 경우도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지표로 확인되는 생
산성의 증가가 매우 크지는 않지만 산업화의 4대 요소가 모두 변해서 이전과 질적으
로 구분되는 새로운 산업 문명이 탄생했다면, 생산성을 측정하는 지표에 대한 논란도
있으니, 이 경우도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고려들을 반영해서 이 글에서는 위 박스 안의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 이
상이 충족되면 산업혁명이 성립되는 것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①+③의 조합이
성립하는 경우이다. 산업화 4대 요소 중 일부 혹은 전부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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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큰 폭의 생산성 증가가 일어나면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4대
요소 중 ‘일부’가 변하는 경우를 포함한 것은 4대 요소가 모두 변하지 않고 1~2개만
변하더라도 그것이 큰 폭의 생산성 변화를 가져온다면 결과적으로 혁명이라고 봐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①+②의 조합이 성립하는 경우이다. 큰 폭의 생산성 증가가 지표로 확인되지
는 않지만 산업화 4대 요소의 일부 혹은 전부가 변하고 이들의 변화가 상호 시너지를
일으켜서 이전과 질적으로 다른 산업 문명이 탄생한다면 그것도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생산성 지표 자체의 타당성에 논란이 있고 생산성 통계에 포착되지
않더라도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근본적인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이 경우
는 지표로 확인되는 생산성 증가 없이 ‘질적인 기준’만으로 산업 문명의 전환을 따져
봐야 되기 때문에 논자들 사이에 이견이 발생할 여지는 있다.
셋째, ②+③의 조합은 ①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첫째 사례로 환원된다.
Ⅳ. 4차 산업혁명론의 타당성 재검토

이제 위에서 제시된 산업혁명의 성립 조건을 기준으로 슈밥의 4차 산업혁명론이 타당
한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가? 혹은 정말로 올 것인가?” 라
는 질문은 다시 두 가지 질문으로 세분될 수 있다. 첫째는 “산업혁명에 해당하는 큰 변화
가 올 것인가?”이고, 둘째는 “그러한 변화가 1960년대부터 시작된 정보혁명과 구분되는
것이어서 ‘4차’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적합한가?”라는 질문이다. 두 질문의 답을 차례로
생각해보자.
1. 산업혁명에 해당하는 큰 변화가 올 것인가?

위에서 우리는 산업혁명에 해당하는 큰 변화가 오고 있음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다
음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면 이제
최근의 변화로 인해 ①, ②, ③번 조건들이 충족될 것인지 차례로 살펴보자.
① 산업화 4대 요소 중 일부 혹은 전부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발생
② 산업화 4대 요소의 변화가 상호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새로운 산업 문명을 창출
③ 큰 폭의 생산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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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화 4대 요소의 변화?

①번 조건(산업화 4대 요소 중 일부 혹은 전부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발생)이 충족
될까? 최근의 변화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디지털 전환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
터, 클라우드 컴퓨팅, 로봇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한층 심화되는 현상으로 볼 수 있
다. 여기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란 ‘산업과 사회의 각 부문이 디지털
화되고 ICT가 적용되어,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며,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는 현상’으로 정의될 수 있다(김석관 외, 2017: 54). 이러한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성이나 가치사슬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로 제조업 부문에서는
산업인터넷과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 에너지 등을 꼽을 수 있고, 서비스업 부문
에서는 O2O/공유경제, 디지털 헬스케어, 핀테크, 리걸테크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대표적인 분야들에 대한 관찰을 토대로 ‘산업화의 4대 요소’에 어떠한 변화가 일
어나고 있는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4) “1960년대 시작된 정보화가
생산수단의 정보화에 머물렀다면, 최근의 디지털 전환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생산수
단의 정보화를 더 심화시키는 동시에 에너지 시스템과 교통수단으로까지 정보화를 확대
시키고 있다.” [그림 4]는 이를 도식화한 것이다.
먼저

[그림 4] 1~4차 산업혁명과 산업화 4대 요소의 변화

자료: 김석관 외(2017), p. 303.

1, 2차 산업혁명과 달리 3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소재, 동력 및 에너지원, 교통수단 측
4) 이들 대표적 분야들의 변화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김석관 외(2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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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큰 혁신이 없었다.5) 단지 컴퓨터를 바탕으로 생산수단의 자동화와 정보화가 시작
되었고 인터넷이라는 통신수단의 혁신이 이를 뒷받침했을 뿐이다. 4차 산업혁명은 이러
한 정보화의 흐름이 생산수단에 머물지 않고 교통수단과 에너지 시스템으로까지 확대되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교통수단 측면에서는 자동차, 비행기, 철도라는 기본적 수단에
는 변함이 없지만 자율주행차가 등장하면서 교통수단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에너지 분야를 보면 사물인터넷 등의 정보기술이 전력 시스템에 적용되면서 분산전원이
발달하고,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가 지닌 간헐 전원의 한계가 극복되면서 신재생에너지
의 비중이 더 확대되고 있다. ‘산업화의 4대 요소’ 중 생산수단, 에너지 시스템, 교통수단
등 세 가지 요소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크기와 세 가지 요소 간의 시너지에 대한 판단을
일단 유보한다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산업화의 4대 요소 중 세 가지 요소에서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3차 산업혁명기에 비해 보다 전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모양새는 갖
추었다고 판단된다.
2) 산업화 4대 요소 사이의 시너지?

그러면 ②번 조건(산업화 4대 요소의 변화가 상호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새로운 산
업 문명을 창출)은 충족될까? 1, 2차 산업혁명기에는 산업화 4대 요소 간의 시너지가
매우 뚜렷했었다. 예를 들어 2차 산업혁명기 내연기관의 발명은 석유 기반의 에너지
시스템 및 자동차 중심의 교통수단 발달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전기의 발명은
대량생산 시스템의 발전을 가능하게 했으며 철의 품질 개선과 합성수지의 등장은 이
모든 과정에 좋은 범용 소재를 공급했다. 이렇게 4대 요소의 혁신 사이에 연계가 긴
밀하고 상호 시너지가 높아서 4대 요소를 모아 놓으면 전체적으로 잘 짜인 하나의 통
합적 시스템을 구성한다. 이에 비해 4차 산업혁명기 3대 요소의 변화는 ‘정보화’ 혹은
‘디지털화’의 심화라는 방향성은 공유하지만 상호연계성과 시너지 측면에서는 2차 산
업혁명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밀성이 떨어진다.
3대 요소 간 시너지가 제한적인 가장 큰 이유는 에너지 분야에 있다. 신재생에너
지, 분산전원, 스마트 그리드로 구성된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은 친환경성으로 인해 인
류 문명의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오겠지만, 산업화의 다른 요
소들과의 시너지는 매우 제한적이다. 무엇보다 에너지 분야의 변화가 다른 분야에 미
치는 파급 효과가 별로 없다. 전기의 발명과 석유의 발견은 더 많은 에너지를 더 저
5) 3차 산업혁명기 소재 분야 혁신으로 실리콘을 제시하는 견해도 있으나, 철이나 합성수지와 같이 모든 제조업
제품에 활용되는 범용성 소재가 아니라서 여기에 포함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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렴한 가격에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다른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와 분산전원으로의 전환은 에너지원이 변한 것에 불과하고 에너
지 가격, 양, 편리성 등의 측면에는 큰 변화가 없다.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커
질수록 에너지 가격은 올라가고 공급 안정성은 떨어질 수 있다. 결국 에너지 시스템
의 전환은 다른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수단(driver)이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목적
(destination)이라고 봐야 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인류 문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
려는 더 중요한 목적을 위해 불편과 비용을 감수하는 성격이 강하고, 이 불편과 비용
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마트 그리드나 수요관리 등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다.
전기차와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 사이에는 시너지가 있는데, 이 역시 전기차가 에너
지 시스템의 변화를 지원하는 단 방향에 머문다. 전기차는 에너지저장장치(ESS)로 활
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분산전원 시스템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역으
로, 전기차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가 전력화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신
재생에너지가 전력화의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환경을 위해서는 화석
연료나 원자력 발전보다는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확대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환경 문제 외에 에너지 가격과 에너지원의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신재생에너지와 분산
전원 시스템이 전기차에 더 적합한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교통과 통신수단 쪽을 살펴보면, 자율주행차의 등장은 교통수단의 혁신을 통해 다
른 모든 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그러나 그 효과가 자동차
라는 운송수단이 처음 등장할 때만큼 직접적이고 가시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컴퓨터가
산업 전반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 방식과 유사하게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
효과의 크기도 자동차가 처음 생겨났을 때만큼은 아닐 것이다. 그 밖에 모바일 통신
과 사물인터넷 등 통신수단의 혁신은 에너지 시스템과 생산수단의 혁신에 활용되므로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 이는 통신 기술이 디지털 전환의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나
타나는 당연한 결과이다.
정리하면, 전기차와 분산전원의 확대 간에 기대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 자율주행
차를 통한 산업 생산성의 전반적 제고, 통신수단의 혁신을 통한 디지털 전환의 가속
화 정도가 4차 산업혁명기에 산업화의 3대 요소 간에 나타날 수 있는 연계와 시너지
효과로 보인다. 이는 2차 산업혁명기에 비하면 매우 제한적인 시너지이다. 산업화의
4대 요소 중 3가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의 전면성 혹은 총체성’이라는 측면에
서는 산업혁명의 모습에 가깝지만, 이 세 요소의 변화가 서로 맞물리면서 새로운 문
명에 대한 어떤 단일한 이미지를 그려내는 것 같지는 않다. 단지, 모든 부문에 걸친
‘디지털화의 심화’가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디지털 기술이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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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화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문명으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②번 조건이 충족될까? 2차 산업혁명에 비하면 매우 제한적으로
충족되고 있다.
3) 큰 폭의 생산성 증가?

마지막으로 ③번 조건(큰 폭의 생산성 증가)은 얼마나 충족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시간이 지나봐야 확인할 수 있고, 지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확도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단지 대략적인 예상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를 위
해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환원해서 다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기
에는 에너지 시스템, 생산수단, 교통 및 통신수단 등 산업화의 3대 요소에서 변화가
있는데, 이러한 변화가 2차 산업혁명기 각 요소의 변화와 비교해서 그에 필적하는 생
산성 변화를 촉발할 것인가? 이 질문은 다시 세 가지 질문으로 쪼갤 수 있다. 첫째,
신재생에너지와 분산전원으로의 에너지 시스템 변화는 전기, 내연기관, 석유로 대별되
는 2차 산업혁명기의 에너지 부문 변화에 필적하는 생산성 증가를 가져올 것인가? 둘
째, 인공지능 등 정보기술을 통한 생산수단의 자동화와 지능화는 2차 산업혁명기의
대량생산 시스템 등장에 필적하는 생산성 증가를 가져올 것인가? 셋째, 자율주행차,
모바일 통신,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교통수단과 통신수단의 발전은 2차 산업혁명기에
자동차와 전화가 처음 등장했을 때에 필적하는 생산성 증가를 가져올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차례로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 시스
템의 변화는 생산성 증가와 큰 관련이 없어 보인다. 새로운 에너지원은 에너지 비용
을 높일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둘째, 생산수단의 정보화는 생산성 증가를 수반
할 것으로 보이나,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셋째, 자율주행차는
전반적인 산업 생산성 증가에 기여하겠지만, 자동차가 처음 등장할 때만큼은 아닐 것
이다. 모바일 통신과 사물인터넷 등 통신수단의 변화는 다른 부문의 디지털화에 활용
되면서 생산성을 제고할 것이지만, 그 규모를 짐작하기는 어렵다. 종합하면,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한 산업화 3대 요소의 변화 중 에너지의 변화는 2차 산업혁명기의 변화에
필적하는 생산성 증가를 촉발하지는 않을 것이고, 생산수단의 정보화와 교통수단(자율
주행차) 및 통신수단의 혁신을 통한 생산성 증가는 가능할 것이다. 그 생산성 증가의
규모가 새로운 산업혁명이 왔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클 것인지는 아직 열린 문제이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①번 조건은 충족되지만, ②번 조건은 제한적으로 충족되
고, ③번 조건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충족 가능성은 열려 있다. 따라서 현재로
는 ①+②의 조합으로 새로운 산업혁명이 올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어렵고, ③번 조건

산업혁명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 137

이 달성되는 여부에 따라 산업혁명의 도래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2. 3차인가, 4차인가?

만일 향후 큰 폭의 생산성 증가가 있어서 ③번 조건이 충족되고 새로운 산업혁명이
도래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야 할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야
할까? 새로운 산업혁명이 ‘4차’ 산업혁명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새로운 산업혁명을 추동하는 기술적 변화가 1960년대 시작된 정보화와 비교할
때 기술적 측면에서 불연속적이어야 한다. 둘째, 1960~2000년 사이의 정보화를 통해
2차 산업혁명에 필적하는 생산성 증가가 한 번 나타나야 하고(3차 산업혁명), 2000년
이후의 기술적 변화를 통해 다시 한 번 이에 필적하는 생산성 증가가 나타나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즉, 생산성 그래프에서 두 번의 피크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조건 모두 충족되기 어려워 보인다. 우선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꼽히는 5가지 기술(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로봇)은 모두 그 기원이 1970년대나 그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디지털
기술들의 연장선에 있다. 최근 부상한 머신러닝도 그 시초는 1950년대에 시작되었다.
최근의 기술적 변화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누적되어서 나타난 것이지 새로운 불연
속적 혁신이 나타난 것은 아니다. 앞서 살펴본 [그림 4]를 다시 보면 ‘디지털화’라는
중심적 흐름이 3차와 4차 산업혁명을 관통하고, 3차에서 4차로 가면서 더 심화, 확대
되는 양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술 동인의 측면에서 보면 3차와 4차를 구분하는
것 보다는 하나로 묶어서 보는 것이 좋고, 1960년대 시작된 디지털 전환이 2000년대
이후 보다 전면적으로 확대되면서 열매를 맺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이렇게 기술 동인의 연속성을 반영해서, [그림 4]를 수정하고 3차와 4차를 하나의
시기로 묶어본다면 어떨까? 그러면 산업화의 4대 요소 중 세 요소가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생산수단과 통신수단만 변했던 3차 시기에 비해 변화의 총체성 측면에서
더 ‘산업혁명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 기저에 있는 동인도 디지털 기술로 동
일하다. 그렇다면 3차와 4차를 하나로 묶어서 ‘디지털 기술’이라는 하나의 동인이 그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3차 산업혁명’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것이
3차와 4차를 나누는 것보다는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둘째, 1960년대 시작된 정보화가 2차 산업혁명에 필적하는 생산성 증가를 촉발했
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으며, 적어도 지표상으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
이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예: 고든, 2017). 디지털 기술이 생산성에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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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쳤다고 보는 경제학자들도 이것이 GDP 지표로 확인되지 않는 소비자 잉여
를 낳았다거나, 혹은 범용기술이 생산성 증가로 나타나기 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므로
1960년대 시작된 정보화가 생산성 향상으로 나타나려면 더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
다(브린욜프슨&맥아피, 2014). 이렇게 생산성 측면에서 3차 산업혁명이 지나갔는지조
차가 불확실하다면 앞으로 생산성에서 큰 폭의 증가가 나타나더라도 그것을 4차 산업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성립 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새로운 산업혁명이 도래할 가능성은 열려 있고, 그것은
큰 폭의 생산성 증가로 입증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산업화 4대 요소의 변화와 이들
사이의 시너지라는 기준은 제한적으로 충족되기 때문에 큰 폭의 생산성 증가를 통해
산업혁명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둘째, 큰 폭의 생산성 증가가 나타나서 새로운
산업혁명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4차가 아니라 3차 산업혁명으로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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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What Criteria Can We Call the Industrial Revolution?
- A Critical Review of Schwab's 4th Industrial Revolution
Kim Seok-Kwan

Abstract

Since Klaus Schwab's first declaration of coming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January 2016, the term has spread rapidly to the policy scene and the general public,
but doubts and conceptual controversies about its reality have not disappeared. In this
paper, I did a conceptual and theoretical work on the validity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guments to fill the gap between theory and practice. First of all, it was
argued that the criteria for judging industrial revolution need to be presented more clearly, on the base of critical examination of Schwab’s arguments and Gordon and Rifkin's
criticisms on them. Then, we refer to the literature that summarizes the history of
the industrial revolutions and derive the condi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present it as a criteria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according to
this criteria, I have critically examined whether the recent changes correspon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s claimed by Schwab. As a result of this review, it is
concluded that the change that is taking place is likely to result in a new industrial
revolution, which should be proven by a large increase in productivity, but even then
it is more valid to see it as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Key words : 4th Industrial Revolution, Schwab, Rifkin, Gordon, Digital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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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물 관리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개념과 평가요소에 관한 연구*
이유경**․ 이승호***

초록

본 연구는 사회적 지속가능성 연구가 부재한데 반해 그 필요성은 증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사회
적 지속가능성을 개념화하고 도시 물 관리에 있어 사회적 지속가능성이란 무엇인지 관련 평가요소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수의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도시의 사회적 지속
가능성 ’을 검토하여 다섯 가지의 주요 구성요소(형평성 , 다양성, 상호연계성, 민주성, 삶의 질)를 수립
하였다 . 이를 기반으로 환경·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물 관리의 지속가능성 ’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측면의 지속가능성에 주목하여 ‘도시 물 관리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평가지표를 구축하였다. 평
가요소는 수자원의 공평한 접근, 사회적 자본의 제고, 시민을 포함한 거버넌스 강화, 시민의 정치적 참
여 증대, 보건·위생·안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을 강조한다 . 그러나 물이용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
등적 배려 , 사회적 통합, 물이용 공동체 활성화, 물 이용자의 정책 평가 등을 측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보인다 . 한국의 경우, 높은 상하수도 보급률을 통해 물 관리의 형평성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으나, 물 이
용자의 사회적 자본 형성, 스마트 물 관리 기술에 발맞춘 온·오프라인 커뮤니티의 활성화 , 물 관리 일원
화를 통한 거버넌스 강화, 물 관련 재해 대응력 구축 등이 요구된다.

주제어 도시 물 관리 사회적 지속가능성 개념화 평가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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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 연구는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The Brundtland Report)에서 소개된 지속
가능발전의 한 축인 사회적 지속가능성(Social Sustainability)의 개념을 정리하고 ‘도
시 물 관리’에 적용하여 ‘도시 물 관리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구체화하고자 한다.전
통적으로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경제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비해 논의가 더뎌왔다
(Davidson, 2009). 그 이유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대부분 수치화하기 어려운 질적
측면의 요소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Colantonio et al.(2009)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특성을 불확실성, 복합적, 전략적, 다차원적, 원칙·목적 지향적, 심의적 선택 등으로
표현하였다. 즉, ‘사회적’이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광범위성과 추상성은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정의하는 걸림돌이 된다(Åhman, 2013; Dempsey et al., 2011).
그러나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전 세계적으로 정책 및 실천전략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기본지침이 된다(최병두 외, 2004). 특히, 도시 분야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논의
는 점차 강조되고 있다. 이는 과거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과거의 발전전
략이 도시빈민, 양극화, 계층화 등의 다양한 도시문제를 야기한데 기인한다(오덕성·염
인섭, 2008). 경제학자들은 줄어들지 않는 자본, 즉 영속적인 소득을 유지하는 것을
경제적 지속가능성으로 보고 끊임없는 경제 발전을 추구해왔다(Spangenberg, 2005).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의 폐해는 인간의 욕구와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는 사회적 지
속가능성의 중요성을 고려하게 하였다.
한국의 경우 「지속가능발전기본법(2007)」을 기반으로 도시의 환경·경제·사회적 지
속가능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수자원, 에너지, 교통, 지역경제, 토지주택, 문화생활 등
의 분야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도시의 물 지속가능성 논의는 환경 및
경제적 측면의 지속가능성에 치중하여 수자원 보호 및 개발, 효율적인 상수도 처리
등을 위주로 하고 있다(이자원, 2008). 그러나 도시의 물 관리에 있어 사회적 지속가
능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첫째, 물 관리의 사회적 지속
가능성은 환경 및 경제적 편익의 증가를 가져온다. 물 분야의 지속가능성은 수질을
포함한 환경적 측면과 수량 및 비용 측면을 고려한 경제적 지속가능성 연구가 주를
이뤄왔다. 그러나 공평한 물 배분을 통한 형평성의 실현은 적정한 수량을 확보하고
비용을 절감시키는 등의 도시의 환경 및 경제적 편익을 제고한다.
둘째, 공급자 주도의 물 공급에서 이용자 중심의 물 관리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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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970년대까지 한국은 물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집중하였다. 국민소득이 증
가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물 관련 서비스는 민간 영역으
로 확대되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과 인구 밀집형 거대도시(Mega City), 스
마트도시(Smart City) 등의 부상은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과거 관
(官) 주도였던 물 공급은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 주체의 축(Pillar)이 변화됨에 따라 공
급자(공공·민간영역)의 편의보다 이용자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회적 측면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에 물의 기술적인 부분(가용성, 공급·수요관리, 배분
등)과 더불어 거버넌스, 의사결정지원 등의 사회적인 측면을 포함한 지속가능성의 측
정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Gleick, 1998; Loukas et al.,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도시 물 관리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연구는 매우 미흡한 현
실이다. 학술논문 검색 플랫폼 “Dbpia”의 키워드(‘도시 물 관리 지속가능성’, ‘물 관
리 사회적 지속가능성’) 검색 결과 도시 물 이용 지속가능성 관련 연구는 단 한건도
찾지 못하였다. 다만, “Dbpia”에서 ‘물 지속가능성’을 키워드로 검색하였을 때, ‘물
환경 서비스’,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한 연구를 발견할 수 있었다(강형식
외, 2016; 2015; 강형식, 2016; 김연주 외, 2014; 김익재 외, 2016; 류재나 외,
2017; 류재나·강대운, 2018; 안종호 외, 2015; 이병국 외, 2014). 그러나 본 연구들
역시 ‘도시’라는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벗어난 논의들이며 대부분 연구보고서에 해
당한다는 아쉬움을 남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사회적 지속가능성 개념 정의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시 물
관리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필요성에 근거하여 도시 물 관
리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분석하도록 한다. 먼저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개념적 논의
를 살펴보고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도시로 한정하여 ‘도시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요소
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물 관리의 지속가능성’과 ‘도시 물 관리의 지속가능성’ 연구들
을 검토하여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환경·경제·사회적 요소들을 분석한다. 분석결
과를 바탕으로 ‘도시 물 관리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구성요소를 구축한다. 마지막 결
론에서는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도시 물 관리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한국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
다수의 문헌들을 고찰하는 문헌연구 방법을 사용하며 ‘물’의 범위는 담수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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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사회적 지속가능성
1) 개념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미래 세대의 필요 충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현 세대의 필요
를 충족하는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을 토대로 한다(최병
두 외, 2004; Brundtland Commission, 1987). Elkington(1994; 1997)은 지속가
능한 발전을 환경·경제·사회적 측면의 ‘세 기둥 모델(Three Pillars’ Model)’로 설명
하면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시도에 반해 사회적 통합을
유지하려는 사회적 측면의 연구의 부족함을 언급하였다. 세 기둥 모델의 대안으로 ‘러
시아 인형 모델(Russian Doll)’을 주장한 O'Riordan et al.(2001)과 Lutzkendorf
and Lorenz(2005) 역시 발전의 엔진이자 부를 창출하는 경제적 자본을 지속가능발
전의 핵심으로 강조하였다.
더욱이 Drakakis-Smith(1995)는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요소들이 지속가
능발전 논의와 관련한 정책입안자들 사이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강조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이 1970년대 인간의 기본욕구 충족을 강조하는 데에서 시작
하였지만, 사회적 측면의 무형적 성격을 평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Colantonio and Dixon(2011)은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개념은 기존의 이론
적 구성에 비해 이론화되지 않았거나 간소화되어 왔으며 지속가능발전의 독립적인 차
원으로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정의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이유로
지속가능발전의 서로 다른 차원들 간의 관계 또는 지속가능성(환경·경제·사회적 측면)
간의 관계는 매우 불분명하다. 예컨대 Assefa and Frostell(2007)은 경제적 지속가능
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모두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이자 성과 달성의 도구인 반
면,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개발의 ‘최종적인 상태’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연구는 제한적이며 특히, 사회적 지속가능
성을 정의 할 때 어떠한 기준과 관점을 채택해야하는지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
다. 각 분야의 연구자와 정책 결정자들은 분야 별 기준 또는 특정 연구 관점에 따라
자신의 정의를 도출하기 때문에 일반화된 정의를 구하기는 어렵다(Colantonio and
Dixon,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개념적 정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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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연구자

<표 1> 사회적 지속가능성 정의
정의

Sachs
(1999)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정의는 평등과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에 놓여 있어야함. 여기서
민주주의란 모든 인권에 대한 정치적, 시민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효과적
인 배분을 뜻함

Biart
(2002)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장기적인 개발에 대하여 최소한의 사회적 요구 사항을 결정
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기능에 대한 도전 과제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함

Spangenberg
(2004)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거시수준(소득, 자산분포)과 미시수준(교육, 훈련, 소득,
사회적 접촉, 의사소통 및 참여, 사회보장) 등의 요소로 구성됨

Griessler
& Littig
(2005)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사회의 질”을 뜻함. 본질적으로는 ‘사회내의 일과 관계에
의해 조정되는 사회적 관계’를 나타냄. 사회와 관련된 제도적 조치 내에서 확장된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킬 때 주어지며, 장기간에 걸쳐 자연과 재생산 능력이 보존
되는 방식으로 형성됨. 또한, 인간의 존엄과 참여가 충족될 때 형성됨

Polèse
& Stern
(2000)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시민 사회의 조화로운 진보와 양립 가능한 개발·성장을 뜻
함. 문화·사회적으로 다양한 그룹과 함께하며 사회 통합을 장려하는 환경, 인간
생활 모든 부분의 삶의 질 향상을 동반함

자료: Colantonio and Dixon(2011) 참고 필자 작성

Sachs(1999)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기본을 평등과 민주주의로 보고 역사적인 과
정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발전의 ‘최종적인 목
표’ 또는 ‘끝’이 아니라 일련의 사회적인 과정으로 해석해야한다.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태(0)’ 또는 ‘지속가능한 상태(1)’로 바라보는 이분법적인 관점
을 지양한다. ‘0’과 ‘1’ 사이의 보이지 않는 무수한 숫자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사회역
사적인 과정으로 바라봐야 한다.
유사한 관점에서 Biart(2002)는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적 요건의 중요성
을 강조한다. 사회적 자본의 의미에 대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그의 접근은 사회 체계
의 장기적 기능을 위한 ‘시간의 틀(Time Frame)’과 ‘사회적 조건’의 중요성을 강조한
다. 즉, 지속가능발전이 이어지는 시간과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사회적 요건 충
족을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핵심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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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속가능성의 핵심 요소를 제시한 Spangenberg(2004)는 거시수준(소득,
자산 분포)과 미시수준(교육, 훈련, 소득, 사회적 접촉, 의사소통 및 참여, 사회보장)으
로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언급하였다(Hediger, 2000; Metzner, 2000). 특히, 유럽의
현실을 반영하여 ‘고용’과 ‘고용률’을 미시수준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설명하는 핵
심적인 지표로 설명하였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Griebler and Littig(2005)는 독일 지속가능성 담론의 전통적
인 앵커 개념인 ‘일’과 Bruntdland Commission(1987)이 정의한 ‘필요’ 개념의 중요
성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인간의 욕구를 장기적으로 충족하기 위하여 얼마나 넓은 수
준의 욕구가 정의되어야 하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현재 인간의 삶
을 어느 수준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욕구의 수준과 종류는 다양해질 수 있다.
또한, 그들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사회의 다양한 제도와 체계를 중시하였
다. 제도와 체계 내 경제, 정치, 문화 등은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들로 인간과 사회를 연결하고 관계를 조정하는 핵심이 된다. 그들은 사회적 지속가능
성을 이론에 근거하기보다 개연성과 정치적 의제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에 기초하여
보았다(Littig and Griebler, 2005).
Polèse and Stern(2000)은 도시 환경에 중점을 둔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보다
포괄적 인 정의를 제시하였다. 그들은 지속가능발전 개념에 내재한 개발과 사회적 붕
괴 사이의 긴장 및 절충을 강조하면서 지속가능성의 경제(발전)와 사회(시민사회, 문화
적 다양성 및 사회적 통합) 차원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정의를 종합해보면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발전의 과정과 인간의 필요 및
욕구에 대한 고려로 정리할 수 있다. 즉,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발전의 ‘최종적인 목표’
로 보기보다 발전의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동시에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는
제도와 체계의 발전, 인간과 사회의의 관계(상호작용), 그리고 동등한 기회 등이 고려
되어야 한다. 다음 항에서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개념적 범위를 ‘도시’ 차원으로 한
정하여 그 개념을 더욱 구체화한다.
2) 구성요소

본 연구는 도시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정교하게 분석한 Barron and
Gauntlett(2002)의 연구를 바탕으로 도시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요소를 검토하고자 한
다. Barron and Gauntlett(2002)는 도시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공식·비공식적 체
계, 구조, 과정 및 관계가 지역공동체(사회)의 현재와 미래의 건강 및 거주성1)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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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으로 보고 형평성, 다양성, 상호연계성, 민주성 및 거버넌스, 삶의 질의 다섯
가지를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다시 말해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개념인 ‘과정’과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는
제도 및 체계’를 도시 수준으로 반영한 정의로 세부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지
속가능성을 구체화하였다. 그들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다섯 가지 원칙을 설명하였
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지역공동체는 1) 모든 사람, 특히 극빈층과 취약계층에
게 평등한 기회와 결과를 제공하고, 2) 다양성을 장려하며, 3) 형식·비공식적 및 제도
적 차원에서 공동체 내외의 연관성을 증진시키는 과정·체계·구조를 고려하고, 4) 민주
적인 과정과 개방적이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 구조 제시하며, 5) 기본적 요구 사항이
충족되고 개인, 그룹 및 커뮤니티 차원의 모든 구성원에게 양질의 삶을 제공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본 연구는 Barron and Gauntlett(2002)가 제시한 이러한 다섯 가지 원칙에 대해
서 도시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논의한 총 16편의 기존연구2)를 분석함으로써 대부분
의 관련 연구들이 그들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분석한 연구들은 시대
에 따라 도시개발정책이 도시재개발, 도시재생 등으로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시
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구성하는 핵심요소에는 큰 변함이 없었음을 보여주었다.
<표 2>와 같이 본 연구는 다섯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각 연구들의 요약, 핵심어,
세부내용 등을 검토하여 주요내용을 수립하였다. 도시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원칙을 제
시한 연구의 경우 각 연구에서 언급한 원칙을 표시하였으며, 원칙으로 분류하지 않은
연구는 본문 내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주요 개념으로 제시하고 기술한 요소들을 표시
하였다(표 2 참조). 세부 원칙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거주성 또는 적주성(Livability)은 인간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인공·자연적 주거환경의 최소
기준 또는 도시가 제공하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삶의 질을 뜻한다(서민호· 김세용, 2012).
2)

학술논문

검색

플랫폼

“구글

학술검색 (Goolge

Scholar)”의

키워드 (‘Urban

Social

Sustainability’,

‘Urban’ 또는 ‘City’와 ‘Social Sustainability’) 검색을 통해 2000년부터 2016년까지 발행된 논문을 선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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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도시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구성요소
번호 원칙

주요내용
사회적 정의,
공평한 접근,
분배의 권리 등

1

형평성

2

다양성

3

상호
사회적 자본 ·관계 ,
연계성

4

민주성

B

네트워크 등

●

거버넌스 , 순응성 ,
● ●
정치적 참여 등

보건·복지,
안전·안정성,
생활조건 등

C D

E

F

연구자

G H

● ● ● ●

포용, 화합, 조화,
● ●
사회통합 등
공동체참여·회복성,

5 삶의 질

A

● ●

I

J

● ●

L M N O

P

● ● ●

●

● ● ● ● ● ● ● ●

● ● ● ●

● ●

● ●

● ● ● ● ●

K

● ● ● ●

● ● ● ●
●

●

●

● ● ● ● ●

주 1: ‘연구자’ 항목은 1) 연도순(오름차순), 2) 동일 연도 연구의 경우 알파벳순에 따라 정리함
주 2: A. Polèse and Stren(2000), B. Barron and Gauntlett(2002), C. Chiu(2003), D. City
of Vancouver(2005), E. Partridge(2005), F. Bramley et al.(2006), G. Ancell and
Thompson-Fawcett(2008), H. Chan and Lee(2008), I. Bramely and Power(2009), J.
Colantonio et al.(2009), K. Davidson and Wilson(2009), L. Cuthill(2010), M.
Holden(2011), N. Colantonio and Dixon(2011), O. Darchen and Ladouceur(2013), P.
Panda et al.(2016).
자료: 필자 작성

먼저, 형평성은 도시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요소 중 가장 우선시되는 요소이다. 도
시에서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도시에서의 삶의 질을 높이는 조건과 이를 뒷받침하는
과정’이다(McKenzie, 2004). 즉, 개개인의 커뮤니티 참여를 위한 자원 접근, 공정한
분배를 통한 개인의 발전 기회, 공평한 접근과 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 등이 보장
되어야 한다(City of Vancouver, 2005). 또한, 공평한 기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등적인 배려를 내포한다(김리영, 2010). 이러한 형평성의 실현은 궁극적으로 빈곤
감소와 기본적 욕구 충족 및 만족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Chan and Lee,
2008; Chiu, 2003; Littig and Griessler, 2005; Pacione, 2013; Partridge,
2005; 2014; Redclift,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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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Polèse and Stren(2000)은 사회적 불평등, 사회·공간적 용어로서의 배제,
단절, 갈등 감소를 도시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으로 보았다.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시민
사회의 조화로운 진보와 양립할 수 있는 발전 및 성장’으로 설명하며 다양성을 강조
하였다. 여기서 발전은 문화·환경적으로 다양한 집단들의 공존을 위한 좋은 환경을
조성하면서 동시에 모든 영역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통합을 격려한다.
또한,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주변부 및 취약계층의 배제
수준과 사회·공간적 분열 정도를 감소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 Barron and
Gauntlett(2002)는 사회적 약자(유소년, 노년층, 여성) 등의 필요를 고려하고 문화·민
족·인종적 차이를 인정하며 그들의 가치와 신념을 받아들이는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가 분열과 배제를 감소한다고 말한다.
셋째, Ancell and Thompson-Fawcett(2008)는 도시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최상
위단계로서 지역민의 민도와 공동체 내의 관계의 중요성을 증명하면서 이해관계자 간
의 상호연계성에 집중하였다. Bramely and Power(2009)와 Darchen and
Ladouceur(2013) 역시 거주민들과의 상호작용, 사회적 네트워크, 공동체 활동의 참
여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강조하였다.
또한, Bramley et al.(2006)과 Cuthill(2010)는 사회적 자본을 도시 사회적 지속
가능성 논의의 출발점으로 보았다. 전통적으로 사회적 자본은 개발의 성공을 위해서
강조되는 요소이다(Putnam, 1993; Veron, 2001; WB, 1997). 사회적 자본은 신뢰
와 연대 및 상호주의, 관계와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 집단 및 시민참여 네트워
크, 집단행동과 협력, 정보와 의사소통, 사회적 응집력과 참여, 역량강화와 정치적 행
동, 사회적 규범 등을 포함한다(Cuthill, 2010; Dasgupta and Serageldin, 1999;
Grootaeat et al., 2003; Putnam, 1993; Veron, 2001; WB, 1997).
특히, 집단 및 시민참여 네트워크는 그 중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백민석·황재
훈, 2016; 성순아 외, 2015; 신현주·강명구, 2017; 오다해·김철영, 2014; 윤혁경,
2011; 이유리·이명훈, 2018; 이왕기·지남석, 2015; 홍연·이상호, 2012). 시민참여란
시민이 공권력을 가지고 정부의 정책계획 및 결정사항, 또는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전반적인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김경화 외, 2015;
최문형·정문기, 2015; 오다해·김철영, 2014; 오영안, 2017; Verba, 1967). 예컨대
Cuthill(2010)은 도시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향상하는 요소로서 공동체의 필요에 대
응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과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정부와 협업할 수 있는 시민
(사회)·공동체의 ‘역량강화’를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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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Davidson and Wilson(2009)은 지역사회 내 정치활동과 시민의 참여 욕구
를 언급하며 도시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또 다른 척도로서 민주성, 거버넌스, 그리고
정치적 참여 등을 강조하였다. 이때 거버넌스는 민주적인 절차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의사결정과정의 수행을 일컫는다. 사회적 지속가
능성을 개념화한 Polèse and Stren(2000)은 거버넌스 강화가 사회문화적 다양성의
향상과 연결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기본적인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보
장한다. Panda et al.(2016)은 기본적 필요(주거·환경 등)에 대한 접근성, 교육, 고
용, 소득, 인권·젠더, 형평성 등에 주목한다. 그러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는 이러한 전통적인 구성요소들은 인구변화(고령화, 이주), 역량·참여, 사회적 자본,
더 나아가 행복, 웰빙, 삶의 질, 사회혼합·응집, 정체성·장소성 등과 같이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무형의 요소들로 변화하고 있다(Colantonio, 2010; Colantonio et
al., 2009; Colantonio and Dixon, 2011; Dixon, 2011). 구체적으로 Chen and
Lee(2008)과 Colantonio et al.(2009)은 복지에 대한 만족, 공동체를 포함한 조화로
운 생활환경 조성, 일(사업)과 같이 일상생활을 촉진하는 조건 등을 사회적 지속가능
성을 증진하는 핵심 요소로 본다. 또한, 사회 통합과 공동체 참여와 같은 상호작용 이
외에도 거주지(이동)의 안정성과 범죄 및 무질서로부터의 안전성 등이 강조된다
(Darchen and Ladouceur, 2013).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 도시 물 관리의 사회적 지속가
능성을 구체화하도록 한다.
2. 물 관리의 지속가능성

본 연구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도시 물 관리’ 부문으로 구체화하기 위하
여 먼저 ‘물 관리의 지속가능성’ 연구를 검토하였다. 기존연구들은 a) 정량적인 수치
를 기준으로 한 물의 수요 및 공급 계산(식수 및 위생시설), b) 물 사용량 및 공급량
측정, c) 물 가용성 산정, 그리고 d) 수질 및 수생태계를 고려한 물 환경 평가 등의
평가기준으로 물 관리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하였다(김연주 외, 2014). 또한, 지속가능
성의 3요소(환경·경제·사회)를 기준으로 물 관리의 지속가능성 요소를 분류한 세계 각
지의 연구들이 있다(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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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물 관리의 지속가능성 평가요소
지
역

연구자

전
세
계

y 수자원 품질
UN
Water y 수자원 이용가능성
(저장·생산·이용 등)
(2006)

미
국

EPA
(2012)

환경적 부문

y 자연환경에 미치는
건설 영향
y 보전 및 수요관리
y 온실가스 배출

y
y
y
y

경제적 부문

사회적 부문

관개지
수력발전 생산량
물 값 및 관련 투자
가뭄 ·홍수 영향

y 보건 (특히 취약계층의 사망률 ,
질병률 , 가뭄 ·홍수 피해 등 )
y 조기경보

y 경제성장 지원
y 규정 준수
y 물 인프라를 이용한
y 지역사회 (공동체 ) 문화 ·윤리
지역 고용 창출·산업
y 안전성 (수질 )
y 비용 절감 ·경제성제고

영 OFWAT y 오염물질 누출 사고
국 (2013) y 배출 허용 준수율

y 재정건전성
(신뢰등급 , 부채율 ,
이자상환율 등)

y 신뢰도 ·이용가능성 (상하수도
서비스 , 누수 , 공급안전성 등 )
y 소비자 서비스 (인센티브 , 건물
내 하수 원류 , 단수시간 등 )

유
Hoffjan
럽
et al. y 수자원 이용 효율성
연
(2014)
합

y 재정건전성
y 자산관리

y 서비스 범위 및 품질
y 안전성 및 보건
y 거버넌스 (참여 , 정보가용성 ,
책임성, 투명성, 정치적지지 등)

y 재정
(서비스 · 운영비용 )
y 요금현실화

y 소비자 서비스
(고객만족도 , 단수 시간 등 )
y 보건 및 위생 관리

y 재정건전성
y 요금현실화
y 자산관리

y 서비스 공평성 (서비스 범위 ,
소득대비 요금, 정보가용성 등)
y 서비스 품질 (만족도 , 단수
시간 , 노후시설 비율 등 )

y 슬러지 처리 준수율

y 수자원
(수량 , 재이용 등 )
y 온실가스 배출

호
주

BOM
(2016)

한
국

Kang
환경 부하관리 등)
et al.
y 물 배분
(2016)

y 수자원 이용 (물사용량 ,

y 수생태 연결성 ·다양성

자료: 필자 작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물과 위생 관련 이슈를 조정하는 국제기구인 UN
Water(2006)는 SDGs와 MDGs를 고려하여 세계의 물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프레
임워크를 구축하였다. 미국의 환경보호청(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2012)은 물 자체의 지속가능성 보다 상수원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물 인프라에 미치는 사회·환경적 영향과 물 인프라가 지역주민에게 부여하는 편익에
집중하고 있다. 영국 정부 산하의 상하수도사업본부인 수자원서비스규제위원회(Office
of Water Service, OFWAT)(2013)와 호주기상청(Australian Government Bur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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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Meteorology, BOM)(2016)은 이용자의 서비스 품질, 관련 인프라의 자산상태 등
을 중요한 척도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의 지원으로 도시 물 관리의 경제적
지속가능성 평가를 연구한 Hoffjan et al.(2014)는 상하수도 하드웨어(인공) 인프라를
대상으로 자산관리와 거버넌스를 강조한 지표(Financial Sustainability Rating
Tools for Urban Water Systems, FSRT)를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강형식
외(2016)는 요금현실화, 민원건수, 시민참여 및 정보공개 가용성, 시설노후화 등을 물
관리 지속가능성 지표로 강조한다.
3. 도시 물 관리의 지속가능성

다음으로 ‘도시 물 관리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한 문헌들의 평가요소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살펴본 연구들은 도시 물 관리 및 관리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평가
하는 환경·경제·사회적 지표(Index 또는 Criteria)를 직접적으로 제시한 연구들이다.
<표 4> 도시 물 관리의 지속가능성 평가요소
연구자
Foxon
et al.
(2002)

환경적 부문
y 수자용 활용 (물,
에너지, 토지 등 )
y 서비스 제공
y 환경적 영향

y 깨끗한 수자원·분배
de Carvalho y 폐수 ·우수 관리
et al.
y 환경과 양립가능한
(2009)
상하수도 체계
y 환경스트레스
y 물 처리·재이용

Popawala
y 폐수 처리
et al.
y 오염 부하량
(2011)
y 에너지 소비

경제적 부문
y 수명주기 비용
y 경제성(지불의사금액,
구매능력 등)
y 재무위험도

y 원가 회수
y 투자 수준

y
y
y
y

인체 건강에 대한 위험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참여 및 책임성
사회적 참여에 대한 인식 ·이해

y
y
y
y
y

형평성(상하수도 접근성 등 )
서비스 수준
교육 및 인식
보건 (재해취약성 , 사망률 등 )
정치적 측면 (거버넌스, 정책 수준,
제도적 역량 등)

y
y 비용(회복·운영·유지
관리 등)
y
y 투자 (자본·연구 등 )
y

Rathnayaka y 자원 건전성 ·효율성
y 수생태계 ·토지 ·대기 y 직·간접비용 총액
et al.
등 유지 및 보호
(2016)
자료: 필자 작성

사회적 부문

형평성(상하수도 접근성, 물 가용성
등)
서비스(범위, 공급 시간, 불만접수 등)
홍수 취약지역 관리

y 이용자·공동체의 동의
y 보건 및 위생
y 정치적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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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Foxon et al.(2002)은 영국 물 산업의 의사결정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 차원의 물 관리 지속가능성 지표에 환경·경제·사회적 측면뿐만 아니라 기술적
측면(처리능력, 신뢰성, 내구성, 유연성·적응성)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Dondeynaz
(2014), Dondeynaz et al.(2012)는 이러한 단일 지표들이 갖는 한계점을 인식하고
물, 거버넌스, 그리고 인간개발의 연관성을 연구하였다. 세 가지 요소들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는 EU가 개발한 WatSan4Dev 데이터세트를 사용하였는데 수자원 부문에
는 환경지속성지수(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 ESI)와 물 빈곤 지표
(Water Poverty Index, WPI) 등이 포함되어있다. Dondeynaz(2014)는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물과 위생의 접근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도시개발(소
득수준), 도시화 정도(슬럼개발), 보건 서비스 및 진보한 거버넌스임을 밝혔다.
사례연구를 수행한 de Carvalho et al.(2009)은 환경, 경제, 사회, 정치, 제도적
측면에서 남아프리카 도시 하머너스(Hermanus)와 마푸푸(Maputo)의 물 관리 지속가
능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시 물 관리 지속가능성 통합 지표(Sustainability Index for
Integrated Urban Water Management, SIUWM)를 개발하였다. 그들은 SIUWM의
결과를 유엔의 ESI, 환경성과지수(Environment Performance Index, EPI), 인간개
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 등과 같은 국제 기준과 비교하여 지표의
신빙성을 높였다.
또, Popawala and Shah(2011)는 도시 물 관리의 의사결정체계를 위한 통합적인
지표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인도의 상공업 도시인 수라트(Surat) 지역의 물 관리 지
속가능성을 환경·경제·사회, 그리고 단수 및 누수 등 공학적인 부분에서 평가하였다.
Rathnayaka et al.(2016)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도시의 물 공급 및 수요 관
리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물 관리의 지속가능성을 확인하는데 포괄적인 평가체계
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환경·경제·사회적 요소, 신뢰성·취약성·탄력성·견고성 등의
위험기반 요소(Risk-based Criteria), 유연성·내구성 등의 기능적 요소(Functional
Criteria)를 포함한 지표를 수립하였다.

Ⅲ. 도시 물 관리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본 연구는 앞서 ‘물 관리의 지속가능성’과 ‘도시 물 관리의 지속가능성’ 연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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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물 관리의 지속가능성을 환경·경제·사회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들
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적 배경에서 검토한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다섯 가지
원칙(형평성, 다양성, 상호연계성, 민주성, 삶의 질)을 ‘도시 물 관리’에 적용하여 도시
물 관리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구성요소를 <표 5>와 같이 도출하였다.
<표 5>는 본 연구에서 앞서 검토한 ‘도시 물 관리의 지속가능성’ 연구뿐만 아니라
도시 물 관리의 지속가능성을 환경·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동일한 비율로 언급하지 않
았더라도 사회적 측면을 부각하여 논의한 연구3)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예컨대 도
시 물 관리의 지속가능성 지표의 필요성을 강조한 Hellström et al.(2000)은 보건과
위생, 사회문화적 요소를 도시 물 관리 지속가능성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제안하였다.
또한, <표 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 5>의 원칙과 주요내용은 사회적 지속가능성
을 논의한 각 연구들의 요약, 핵심어, 세부내용 등을 검토하여 주요내용을 수립하였
다. 주요내용 대비 세부내용의 경우, ‘도시 물 관리의 지속가능성’과 ‘도시 물 관리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논의한 연구들의 직접적인 평가지표(틀)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지표로 기술되지 않은 연구일지라도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원칙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었으며 이때는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근거하여 해당항목으로 분
류하였다.
예를 들어, de Carvalho(2009)는 도시 물 관리 지속가능성 통합 지표(SIUWM)를
통해 상하수도 공급 및 시설의 접근성을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물 수집에 소요되
는 총 시간, 수자원 관련 갈등,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 비율, 인구 대비 위생시설 수,
물이용 및 물 관련 시설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였다. 유사한 관점에서 Popawala and
Shah(2011)는 상하수도 접근성, 1인 1일당 가용 수자원량, 물 공급시간, 홍수 취약
지역 등을 도시 물 관리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변수로 언급하였다. 이러한 항목들은
물 관리 및 이용의 공평한 접근을 측정하는 요소에 해당한다.
Popawala and Shah(2011)과 더불어 Foxon(2002)은 물 서비스 불만사항, 인구
십만 명 당 불만 건수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Foxon(2002)은 이용자와 이해관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지속가능한 행동에 참
여하는 인구수 또는 행동의 변화를 기꺼이 감행하는 인구수 등의 참여를 포함한 사회
적 자본을 측정하였다.
3) ‘각주 3)’과 동일하게 학술논문 검색 플랫폼 “구글 학술검색(Goolge Scholar)”의 키워드(‘Urban Water
Management’와 ‘Social Sustainability’) 검색을 통해 2000년부터 2016년까지 발행된 논문을 선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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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도시 물 관리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구성요소
번
호

원칙

1

형평성

2

다양성

3

상호
연계성

주요내용

세부내용

연구자

공평한
접근
사회통합
지역공동체

물(상하수도) 접근성, 물 가용성
물 관련 서비스 수준(범위·공급시간 등)
사회적 통합에 대한 대중인식 및 이해
공동체 참여(예. 환경 영향 관리·평가 과정 등)
이용자의 수용성 충족 능력
(예. 수질 신뢰도, 수요관리, 수도요금, 단수 횟
수·기간·수준, 불만접수, 정부 개입과 같은 제도
적 이슈 등)
공동체의 수용성 충족 능력
(예. 쾌적함, 도시 열섬효과 저감, 교육기회 제공,
홍수 완화,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이용자의 정보 이해 능력·인식
사회적 참여에 대한 이해·인식 및 책임성
물 서비스 관련 정책 수준 및 제도적 역량(관리
효과성·효율성)
물 서비스 관련 이해관계자 간 갈등 관리
정보가용성, 정책 및 실행의 공시
사업 기간(예. 디자인 및 설계 단계)
준비상태(기관·서류·정책의 유효성)
환경 또는 다른 규제의 접근 역량
인간 건강에 대한 위험 영향
감염의 위험(발생건수/감염자수)(예. 설사병 등)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예. 유입수질 내 발암성 화
합물의 존재 등)
물 인프라 운영 시 위험요소(카드뮴, 수은, 납)에

F, K
K, F
E
I, M

사회적
자본

거버넌스
4

민주성
정치적
승인

5

삶의 질

보건
및 위생

안전
및 안정

노출

재해(홍수) 취약성 및 취약지역 관리
안정성(예. 환경 분야 작업 환경에서의 사고 횟수 등)

A, C, E, K,
I, L, M, O
C, I, L, O
E, F, M
A, E, F
F, I
I
I
J, O
D, I
C
E,
A, F, M, L
A, B, E, H,
M, L
A
F, K
A, I

주1: ‘연구자’ 항목은 1) 연도순(오름차순), 2) 동일 연도 연구의 경우 알파벳순에 따라 정리함
주2: A. Hellström et al.(2000), B. Foxon et al.(2002), C. GHD and Melbourne
Water(2007), D. Victorian Government(2007), E. Makropoulos et al.(2008), F. de
Carvalho et al.(2009), G. Liner and de Monsabert(2010), H. Lim et al.(2010), I.
Baldwin and Uhlmann(2010), J. Beh et al.(2011), K. Popawala et al.(2011) L.
Maheepala et al.(2014), M. Rygaard et al.(2014), N. Bichai et al.(2015), O.
Clearwater(2015).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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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구축한 도시 물 관리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요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도시 물 관리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형평성을 강조한다. 물과 위생시
설에 대한 공평한 접근과 배분은 형평성을 달성하는 시작이 된다. 모든 인간이 보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물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최빈곤층까지
포함한 서비스의 범위는 전제되어야 하며 서비스와 인프라의 품질은 물 관리의 사회
적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보조적인 요소가 된다. 인간뿐만 아니라 수생태계도 건강
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물 요구량이 충족되어야 한다.
빈곤 및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형평성의
원칙을 고려할 때, 도시 물 관리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달성은 여성을 비롯한 사회약
자의 불공정한 상황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대도시와 다르게 물 인프라
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여성과 아이가 물을 길어온다. 또한, 수돗물 공급
이 원활한 대도시에서도 소득격차에 따른 접근성의 위협을 받기도 한다. 이는 도시
차원의 사회·공간적 분열을 야기하기도 한다. 서비스 품질의 지역 간 형평성 역시 고
려되어야 한다.
둘째, 도시 물 관리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물 이용자와 공급자 간의 사회적 관계
를 중요시한다. 예를 들어, 이용자 또는 공동체의 수용능력을 고려한 서비스의 제공이
그러하다. 구체적으로는 수질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 단수 혹은 요금에 대한 이용자의
수용, 그리고 시민 참여와 같은 적극성 등이 해당한다. 사회적 자본은 이용자의 정보
가용성 및 대중의 인식 등을 포함한다. 공급자는 수자원의 가용성, 이용, 수질 등의
자료는 공개하고 이용자와의 공유를 통해 물 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의 정보이용능력은 적극적인 참여를 야기하며 이용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
작용은 물 관리 환경(생태계)의 사회적 자본을 강화한다.
개인을 넘어 지역사회를 포함한 물 관리 공동체의 활성화 역시 사회적 자본 강화에
일조한다. 예컨대 Holzkamper et al.(2012)는 수자원과 유역관리는 해당 지역의 거
주민, 사업자, 공무원 등 다양한 사람들이 관계한다고 말한다. 지역사회 내 이해관계
자들 간의 교류와 관련 전문가의 참여가 장려된다.
셋째, 견고한 사회적 자본은 물 이용자의 민주성을 향상시킨다. 물의 민주성은 물
의 오염과 낭비를 막고 누구나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평등하게 제공되
며 물의 통제권을 가질 때 실현된다. 이때 물의 통제권은 물 관리 및 운영 등의 과정
에 시민들의 참여(의사결정권)가 실질적으로 보장됨을 뜻한다(이충한, 2015; Shiva,
2002). 물 관리의 민주성은 정부, 정책, 그리고 정치인을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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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부는 책무성을 가지고 물 관리 서비스 및 체계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
리해야한다. 특히, 물 관련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관과 체계가 운영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물 관련 정책은 투명하고 명확하며 안정적이어야 한다. 국토 및 도시
계획 등 타 정책과의 양립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법, 규제 등 제도
적 범위를 충족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수행자는 유용성과 유효성을 고려하여 올
바르게 이행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부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종합
하는 정치적 승인(Political Approval)이 강조된다. 정치적 승인은 정부에 대한 시민
의 평가 도구로서 OECD 국가를 비롯하여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Houser and
Freeman, 2001).
넷째, 도시 물 관리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보건 및 위생, 안전 및 안보 등의 복지
와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를 통해 향상될 수 있다. 유입수질 내 발암성 화합물 또
는 독성물질로 인한 감염, 질병, 사망 등은 삶의 질을 저해한다. 또한, 도시의 안정적
인 물 공급과 물로 인한 재난(홍수, 가뭄)의 취약성 및 대응 능력 등은 물이용의 사회
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형평성, 다양성, 상호연
계성, 민주성, 삶의 질)의 측정 지표는 상호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지
역, 인종, 계층 등을 포함한 사회·공간적 차원의 공평한 분배는 물이용의 형평성과 다
양성을 충족한다. 모든 사람들의 공정한 자원 접근은 기본적인 안전을 보장하고 보건
환경을 개선한다. 뿐만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물 이용자와 공급자 간의 관계는
사회적 자본을 더욱 강화한다. 시민과 공동체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은 거버넌스를 형
성하며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

Ⅳ.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및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다양한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정의하고 도시 차원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이를 물 관리 분야에 적용하여 도시 물
관리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평가요소를 수립하였다. 도시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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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중요한 원칙은 사회적 정의, 공평한 접근, 분배의 권리 등과 같은 ‘형평성’과 보
건·복지, 안전·안정성, 생활조건 등을 포함한 ‘삶의 질’이었다. 도시 물 관리에 있어서
도 공평한 물 배분과 접근성 확보, 안전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이 이루어질 때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달성됨을 뜻한다.
다섯 가지 도시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원칙을 기반으로 문헌연구를 통해 수립한 도
시 물 관리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평가요소는 ‘물’과 ‘지속가능성’을 논의한 연구들의
지표를 통합하여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구성요소는 항목
별로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등적인 배려를 고려하
는 항목이 미흡하다. 물 관리의 공평한 접근은 단순히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쳐서는 안 된다. 물 인프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빈곤·취약계층과 도시의 사각지대를
고려하여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차등적 분배가 필요하다. 예컨대, ‘상하수도
서비스 범위 및 보급률’은 면적 대비 물 공급률을 넘어선 측정 도구가 필요하며 ‘소득
대비 요금 수준’과 같은 항목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 포용, 화합, 조화와 같은 사회적 통합의 측정은 질적인 측면의 평가가 가장
많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도시 물 관리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측정하는데 있어 이와
같은 요소는 사회적 통합의 필요성을 인지하는데 그쳐있다. 그러나 물 관리의 낮은
접근성 또는 불만족스러운 물이용을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 계층의 상대적 박탈
감과 상실감은 사회적 분열을 야기하며 궁극적으로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 도
시의 경제적 또는 공간적 격차가 심각한 지역일수록 사회 통합의 측정 지표가 요구될
것이다.
셋째, 도시 물 관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와 참여를 통한 이용
자의 역량 강화 등은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WB, 1997). 특히, 마을공동체, 시민참여
등의 지역사회 소규모 물 관리 체계는 물이용 공동체와 사회 통합을 증진한다(김연주
외, 2014). 그러나 이를 강조한 연구 자체가 매우 부족하여 구체적인 정량·정성적 지
표가 부재하다.
넷째, 물 관리의 민주성을 정부, 정책, 정책 수행자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으나 네
번째 기준으로 정책 수혜자(시민)가 포함되어야 한다. 정부는 얼마나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물 서비스를 관리하고 있는지, 정책은 얼마나 투명하고 명확하며 안정적인지,
그리고 정책 수행자는 정책을 올바르게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판단한다. 그러나 정부
와 정책의 성과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평가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평가지표는 주로 물 공급자 관점에서 설계되었으나 이용자 중심의 민주주의적인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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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평가의 필요성은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김지우, 2018).
또한, 본 연구는 정성적인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도시 물 관리의 사회적 지속가
능성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관한 다각도적인 분석에도 불구하
고 대량의 문헌을 수집한 후 정량적인 방법을 통하여 일반화 할 수 있는 표본을 제시
하는 데는 한계를 보인다. 이에 향후 구체적인 도시 물 관리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관한 실증사례연구의 메타분석(Meta-analysis)을 통하여 지표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보완이 필요하다.
2. 정책적 시사점

한국은 2016년 기준 전국 상하수도 보급률을 각각 96.4%, 93.2% 달성하고 있다.
지역별 상수도 보급률을 살펴보면 특·광역시(99.9%), 일반 시 지역(99.5%), 읍 지역
(97.2%), 면지역(92.7%)을 보인다. 즉, 소득 및 공간 격차에 따른 물이용 접근성에서
는 균등한 분배를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물과 물 서비스(공급자 포함) 등에 대한 신
뢰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단적으로 한국의 수돗물 음용률은 미국(56%), 일본(52%)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한자리 수(5.4%)를 보인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부족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경제적 지속가능성의 달성 역시 저해한다.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지속가능한 물 관리 정책’에 따르면 이러한 수돗물의 신뢰
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수도 관망 관리와 수도용 자재·제품의 위생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자 한다(KOFST and KASE, 2018). 그러나 단순한 비전이나 정책 또는 홍
보를 넘어서 물 서비스와 관련 인프라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더욱 적
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물 관리 분야의 스마트 기술 도입은 비대면 채널을 통한 실시간 정보 공유와
의사소통 제고를 실현하고 있다. 이는 시민참여와 온·오프라인 커뮤니티의 활성화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물 관리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향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 물 관리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달성과 관련하여 한국이 당면한 이
슈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먼저, 한국은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물 관
리 기능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전하는 물 관리 일원화를 실현하였다. 이러한 물
관리 거버넌스의 변화는 물 정책과 정부 서비스의 효과성, 효율성, 책무성 등을 강화
하고 향후 도시 물 관리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
나 관련 및 상위 계획 또는 규제와의 협력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또한, 도시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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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라 급증하는 물 관련 재해에 대응하는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구축하
여 물 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본 연구 결과는 향후 도시 물 관리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지표 및
모형 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환경·경제적 지속가능성 위주의 기존 물
관리 지속가능성 지표를 보완하고 물 관리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도시 물이
용 계획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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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onceptualization and its Indicators in
Social Sustianability of Urban Wat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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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onceptualizes social sustainability and derives evaluation factors related to
social sustainability in urban water management, reflecting the growing need for social
sustainability research. This study examines ‘social sustainability’ and ‘urban social sustainability’ based on literature review, and establishes five major components – equity,
diversity, interaction, democracy and quality of life. Based on this analysis, it appraises
‘sustainability of water management’ in terms of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aspects. Finally, this study focuses on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aspects and establishes
the indicators to evaluate ‘social sustainability on urban water management’. The evaluation elements emphasize the equitable access of water resources, enhancement of
social capital, strengthening governance including citizens, increasing citizens' political
participation, and improving quality of life through health, hygiene and safety. However,
it is difficult to measure differential assistance for the vulnerable social group on water
use, social integration, activation in the water user community, and water users' policy
evaluation. Korean has achieved the equity of water use through the high ratio of water
and sewer supply service. However, it is necessary to evaluate water users' social capital
formation, activation of on-line and off-line communities in line with smart water management technology, strengthening governance through unification of water management, and strengthening water-related disaster 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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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출연(연)의 개인평가 제도는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연구라는 출연(연)이 추구하는 본연의 기능
과 역할을 상실하지 않도록 평가체계를 점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
별 출연(연)의 성과지표의 분석을 통해 전체 출연 (연)이 추구해야 할 질적 지표 중심의 개인평가제도에
대해 연구하였다. 현재 출연 (연)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과평가체계를 바탕으로 출연(연)의 개인평가가
질적 성과 중심의 개인평가로 변화되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출연(연)의 개인평가 제도를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체계라
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개별 출연(연)의 연구특성에 맞는 질적 중심의 개인평가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출연 (연)은 주인-대리인 이론의 관점에서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출연(연) 고유의 특성이 있으며, 연구라는 정량적 평가가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연
(연)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의 문제는 단순히 양적 지표화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
고 있다. 특히 양적 지표 중심의 평가체계는 현재 우리의 과학기술 수준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지향하는 추세와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출연(연 )의 조직평가와 더불어 이와 연계된 연구원 개개인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의 문
제는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체계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기초 요소라 할 수 있다. 출연(연)의
개인평가는 출연 (연)별 미션과 역할을 고려함과 동시에 이와 연계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이라는 전
체적인 관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 개별 출연(연)의 성과지표의 분석을 통해서 전체 출연(연)이 추구해야
할 질적 중심의 개인평가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출연(연 ) 평가체계의 구체적인 발전방안의 모색이
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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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국민이 공감하는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
연(연)’이라 한다)의 역할과 책임의 확장, 연구하는 출연(연)의 환경조성을 위해 연구
특성에 맞는 질적 평가를 지속하여 추진해 왔다. 현재 개인평가는 연구자 개인별 경
력경로와 역량 발전, 직무 특성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연구자 육성 관점의 컨설팅
을 지향하고 있다(과학기술 출연(연) 발전방안, ’18.1.).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R&D
특성에 맞춘 질 중심의 성과지표 강화 및 연구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확립(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 실시계획, ’17.3.)을 위해 연구인력의 질적 성과평가 정착을 위
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권고해 왔다(출연(연) 연구자 개인평가
질적 지표 개선 가이드라인(’15.8.)).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양적지표의 평가활용 배제
및 질적 지표와 배점 변별력 강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논문의 경우 단순 건수중심 지표는 질적 수준을 반영하여 점수 산정방
식을 수식화 또는 점수 구간을 등급화(5등급 내외)하고, 특허의 경우 특허출원 등 확
정되지 않은 성과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이 때 점수 산정방식을 수식화 또는 점수 구
간을 등급화(5등급 내외) 할 것을 제시하였다. 기술료 항목은 기술이전 건수를 삭제하
고, 기술료 점수 산정방식을 수식화 또는 점수 구간을 등급화(5등급 내외) 하도록 권
장하였다.
이 후 2017년 12월에는 「출연(연) 개인평가제도 개선 권고(’17.12.)」를 마련하여
질적 지표 기반 한 평가 강화, 경력경로와 연계한 평가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구
체적으로 질적 지표만을 활용하고, 최저/최고 점수 폭을 확대하며, 성과창출 기간을
고려한 누적 평가 체계를 도입하고, 업무 특성별 평가를 실시하고, 연구자가 보유한
역량에 맞는 경력 경로를 설계하여 각 업무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체계를 적용하는 것
을 골자로 한다.
2018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중심으로 산하 출연(연)은 단기적 성과·목표 중심에
서 과정 및 연구 특성을 반영한 개인평가로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개인평가
제도 현황 조사, 연구자 대상 간담회(’18년 3월, 총3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한 상태
이다. 본 연구는 출연(연) 연구 현장의 질적 성과 중심 개인평가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인력 개인평가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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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개인평가를 위해 2016년부터 25개 출연(연)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자료를 바
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자료는 25개 출연(연) 연구자 및 개인평가 담당 실무자
의 인터뷰 자료, 25개 출연(연) 개인평가제도 평가항목 및 평가비중, 25개 출연(연)
조직평가 관련 평가항목 및 평가비중, 25개 출연(연) 논문·특허·기술료 평가반영 현
황, 25개 출연(연) 개인평가 및 조직평가 규정 및 관련 자료, 25개 출연(연) 평가지표
활용 현황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하였다.
우선 기존 성과평가제도에 관한 문헌 연구를 통해 이론적 함의를 도출하고 25개
과학기술 출연(연)의 개인평가 제도의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
문제점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출연(연) 개인평가 제도의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연구 내용이다. 기존 개별 출연(연)의 성과평가 모형을 분
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과학기술 출연(연)에 맞는 성과평가의 구체적인 개선 방향
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성과평가의 개념

성과를 평가받는 대상은 개인부터 집단, 조직, 국가, 사업, 정책 등 다양할 수 있
다. 따라서 성과평가의 개념도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국민에 대한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각각 조직과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평가이다(Kettl & Kelman,
2007;Kim & Hong, 2013; Pollitt & Bouckaert, 2004). 본 연구는 이러한 여러
유형의 성과평가 중에서도 조직 구성원인 연구자 개인에 대한 성과평가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
개인은 조직을 구성하고, 전체 조직의 성과를 창출하는 기본 단위로서 중요성과 의
의를 갖는다. 근래 들어 구성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항목에 조직의 목표 달성 정도를
고려하는 등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추세가 강한 점을 고려할 때
(Chanda & Shen, 2009; Nigro & Kellough, 2014), 개인에 대한 성과평가의 역
할이 더 중요해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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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처럼 개인의 성과평가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성과평가를 정의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평가 요소나 방법, 용도 등을 소개하며 그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일례로
Flippo(1984), Zollitsch & Langsner(1970) 등은 구성원의 실적, 능력, 태도, 역량
등에 관한 상대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라고 설명하였으며, Byars &
Rue(2010)는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업무 활동의 결과와 그에 따른 의견을 주고받으면
서 개인과 조직의 발전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Nigro &
Kellough(2014)는 성과평가의 관리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주요한 인사 결정의 타
당성을 점검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자 구성원의 임금, 지위 등에 영향을 주는 활동이
라고 소개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과평가를 ‘조직 구성원의 능력, 실적,
태도 등을 일정한 시스템1)을 통해 조직 구성원의 인사 관련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는 조직적 활동’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성과평가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관
리도구로서, 구성원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조직에 더 헌신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Murphy & Cleveland, 1995). 특히,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에 비
해 상대적으로 법규와 예산 등의 제약이 많아 관리자가 행사할 수 있는 관리적 재량
권(managerial discretion)이 적으므로(Boyne, 2002; Nutt,2006), 성과평가가 갖는
의미와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특성은 성과평가가 관리자의 영향력 행사를 위한 통로로 활용될 수
있음을 내포한다. 관리자가 자신의 위상과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평가
과정에 정치적인 의도를 개입시킬 수 있는 것이다. 몇몇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측면에
주목하여 의도적인 평가 왜곡이 발생하는 이유와 그에 따른 구성원들의 행태를 탐색
하기도 하였다(Longenecker et al., 1987; Murphy & Cleveland, 1995; Park,
2014; Poon, 2004).
2. 비영리조직으로서의 과학기술 출연(연)의 성과평가

일반적으로 비영리조직의 성과에 관한 연구는 크게 ‘성과에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
인지에 관한 연구’와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이
중에 비영리조직의 성과 측정에 관한 연구는 크게 성과관리 또는 성과평가체계에 관
한 연구 혹은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성과관리
1)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는 전체 연구개발사업의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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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management)의 핵심은 조직의 성과를 중심으로 조직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환류하여 조직의 성과를 개선해나가는 것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관리
체계는 조직의 성과와 평가결과 사이에서 지속적인 연계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과학기술 출연(연)은 성과관리체계에서 조직의 성과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 정의하
고, 조직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게 하는 평가기준을 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성과
측정지표는 단순히 성과를 측정하는 것을 넘어서 성과목표를 세부적으로 제시하는 세
부성과목표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주로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관련 지표를 중심으로
제시된다(이광희 외, 2007).
그러나 비영리 조직으로서의 과학기술 출연(연)의 성과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
한 어려움이 있다. 과학기술 출연(연)은 국가연구개발체계라는 넓은 성과평가체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성과평가체계를 따르게 된다. 따라서 개별 출연(연)에
서는 연구특성에 맞는 성과측정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성과측정
지표는 단순히 성과를 측정하는 것을 넘어서 성과목표를 세부적으로 제시하는 세부성
과목표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주로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관련 지표를 중심으로 제시
된다(이광희 외, 2007).
연구조직으로서 비영리성을 갖는 출연(연)의 경우 성과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
한 어려움이 있는데, 국가연구개발사업 고유의 성과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활용한다고
해서 이를 바탕으로 출연(연)의 모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과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흔히 측정가능 한 것만을 측정하여 성과
로 간주한다.
다시 말해, 성과측정의 수량화나 기계적인 측정을 도입하기 쉬운 것이다. 특히 연
구 조직의 경우 논문·특허·기술료의 정량적 성과를 기계적으로 평가하기 쉽다. 하지만
연구조직으로서의 출연(연) 성과관리의 한계는 성과가 항상 기계적으로 수량화되어 측
정될 수 없다는 것에 있다. 일반적인 공기업이나 공공조직에 비해 유연하고 자율성이
강해 국가와 사회의 수요에 기반 한 공공 연구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불가
능하거나 수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3. 과학기술 출연(연)의 성과평가 특성

과학기술 출연(연)은 공익적 연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비영리조직으로 예산과
조직에 있어서 정부와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갖게 된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공공 연구
개발이라는 사회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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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직인 출연(연)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존적인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때 정부와 출연(연)의 관계는 주인-대리인 이론(principal-agent theory)과 같
은 형식으로 나타난다. 주인-대리인 이론은 대리인이 주인을 대신해 재량을 갖고 행
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론으로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과 계약하고, 민
간은 재정지원을 받아 정부를 대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상을 대표하는 이론이라
고 볼 수 있다. 주인-대리인 이론은 주인과 대리인간 정보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비대칭성의 해결의 위해서는 성과평가
에서 명확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출연(연)은 국가연구개발을 위한 전문조직으로 일반적인 공공기관에 비해 조직적으
로 유연하고, 서비스를 담당하는데 있어 전문성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출연(연)에 연
구를 위임하는 것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출연(연)은 정부의 지원을 계속받기 위해 보여주기식 연구결과물을 양산하기도 한다.
정부와 출연(연)이 주인-대리인 이론에서 설명하는 관점과 유사한 관계라고 본다면,
성과관리에 있어서도 이러한 관계가 반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즉, 정부는 위탁한
업무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를 이를 수행한 출연(연)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해야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출연(연)은 연구기관으로 운영 및 성과관리는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성과평가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반의 성과평가체계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할 수 있다. 각 출연(연)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미션에 부합하
는 연구개발사업을 구축하여 사업 중심으로 운영이 되다보니,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이라는 성과평가체계에 기반 한 개별 출연(연) 고유의 성과평가체계는 부족한 면이 있
다.
출연(연)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경우 수행하게 되는 평가로는 중간보고, 회계평가, 사업보고서 제출 등이
있다. 이 중 사업보고서 제출은 양식에 맞게 진행된 사업에 대해 기술을 하는 것인데,
사업 자체 혹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
다보니 재정적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서 기존 연구를 반복하거나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정책어젠다로 연구전반을 각색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출연(연)의 미션과 임
무에 맞는 중장기적인 연구사업은 즉각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꼭 필
요한 사업이지만 밀려나게 되는 악순환을 초래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과학기술 출연(연) 성과평가 개선을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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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연구라는 출연
(연)이 추구하는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출연(연)만의 고유한 평
가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25개 출연(연) 평가체계의 운영 현황을 분석
할 것이다. 하지만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체계에 대해서는 본 연구가 다루
는 연구범위는 아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개별 출연(연)의 성과지표의 분석을 통해 전
체 출연(연)이 추구해야 할 질적 지표 중심의 개인평가제도에 대해 주로 다루려고 한
다.

Ⅲ. 과학기술 출연(연) 개인평가제도 운영 현황 분석
1. 분석 항목 및 기준
1) 질적 성과 및 질적 성과평가의 정의

본 연구는 ‘질적 성과평가’를 “출연(연) 연구인력(연구직 및 기술직)이 기관, 조직,
R&D 사업 등의 임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업무의 성과에 대해 우수성 정도
를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성과란 연구자가 수행한 연구
활동을 통해 발생되거나 산출된 결과(output)와 성과(outcome)를 의미한다.
질적 성과지표의 정의는 연구의 질을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를 주로 의미하며,
동 연구에서는 ‘연구의 우수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또는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지표’
로 정의하였다.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란 조직의 임무, 전략 목표, 성과
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계량적 기준을 나타
낸 것을 의미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는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정의하며, ‘국가연구개발사
업 표준성과지표(4차)’에서는 질적 지표의 개념으로 질적 산출 지표와 결과지표를 포
함하는 개념으로 정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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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의 질적 지표 범위
유형

지표 정의
예
수행과정에서 - 논문의 피인용도, 특허의 질적 평가값,
산출 지표의 - 연구개발사업
직접적으로
창출된
성과의 질적 전문가의 정성적 평가결과를 등급
질적 지표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등으로 지표화 등
- 사업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 기술수준 향상 정도, 핵심기술의 확보,
결과 지표
기대효과 성취 수준을 측정
취업률, 기업성장률 등
가능한 지표
자료: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4차), 미래창조과학부(2014)
2) 분석 항목 및 기준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항목은 출연(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인평가제도를 평가항
목, 평가방법, 평가지표, 평가자 4개 측면에서 질적 우수성 평가 정도를 분석하였다.
평가항목 분석에서는 개인평가 항목으로 구성되는 연구성과, 조직성과, 인사고과 등에
서 질적 우수성 평가를 포함하는 항목, 출연(연)의 경향 등을 파악하였다.
평가방법 분석에서는 질적 우수성을 평가하는 방법, 직급별 평가 차이 여부 등을
분석하였고, 평가지표 분석에서는 연구 성과에 대해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출연(연)의
질적 우수성 지표 평가 비중, 지표 종류, 각 지표별 배점 구간 수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 성과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출연(연)의 경우 질적 우수성을 판단하는 기준의 범
위, 구체성 등을 분석하였다. 평가자 분석에서는 질적 우수성을 평가하는 주체, 주체
의 다양성 등 출연(연)이 주로 활용하는 평가자 현황을 파악하였다.
<표 2> 출연(연) 개인평가제도 운영 현황 분석 항목
구분
평가항목
평가방법
평가지표
평가자

분석 내용
- 연구성과의 질적 우수성 평가를 포함하는 항목
- 연구성과의 질적 우수성 평가방법
- 직급별 질적 우수성 평가 방법 차
- 연구성과의 질적 우수성 평가 비중
- 질적 우수성 평가 지표 종류
- 질적 우수성 평가 지표의 배점 구간
- 연구성과의 질적 우수성 평가자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평가 제도 개선 방향 연구 ∙ 181

본 연구의 분석 기준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가이드라인’과 ‘국가연구개발사업 표
준성과지표(4차)’에서 정의한 질적 지표의 기준 및 범위를 질적 성과평가의 기준으로
설정하여 분석한 것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우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출연(연)
연구자 개인평가 질적 지표 개선 가이드라인(’15.8.)’에서는 질적 지표의 방향을 제시
한 바 있으며, 해당 기준에 따라 출연(연)의 개인평가제도 운영 현황을 파악하였다.
<표 3>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개인평가 질적 지표 개선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 단순 건수 중심 지표는 질적 수준을 반영
논문
- 질적 수준을 반영하여 수식화 또는 점수 구간 등급화(5등급 내외)
- 질적 수준에 따라 우수성과 점수를 대폭 상향
- 특허 출원 등 확정되지 않은 성과는 평가 제외
특허
- 점수 산성방식을 수식화 또는 점수 구간 등급화(5등급 내외)
건수 삭제
기술료 -- 기술이전
기술료 점수 산정방식을 수식화 또는 점수 구간 등급화(5등급 내외)
조직성과 - 직무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와 차별화되는 지표 활용(중복평가 오류 해소)
동료평가 - 국내외 석학급 전문가에 의한 동료평가 방식 도입, 질적 평가지표와 연계활용
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2015.8.)

본 연구에서 질적 성과지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에서 질적 지표로 제
안한 지표나 그와 동일 개념 범주에 있는 지표를 질적 지표로 분석하였다.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우수성의 개념을 포함하였더라도, 현재 연구자 대부분이 창출할 수 있는
성과가 된 경우 질적 성과지표로 포함하지 않았다. 일반논문건수와 SCI 논문건수간의
배점 차등은 모두 양적지표로 분석하고 해외 특허 출원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표
준성과지표에서는 질적 지표로 보았으나, 연구회 가이드라인에서는 제외하도록 권장하
였으므로, 질적 지표에서 제외하였다. 분석 자료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보유한 각
기관별로 개인평가 편람 또는 규정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한 것을 토대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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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평가체계 분석 결과
1) 개인평가제도 구성 측면

출연(연) 개인평가제도의 평가항목은 크게 직무성과, 조직성과, 인사고과 등으로 구
성되며, 이중 직무성과가 평균 56.8%로 높은 비중 차지하고 있다. 연구인력 평가 시
(총성과 100% 기준), 직무성과(56.8%) > 인사고과(24.8%) > 조직성과(16.7%) > 기타
(1.7%) 순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직성과는 15개 기관(60%)이 평가항목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평균 16.7% 비중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1]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개인평가 질적지표 개선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출연(연) 개인평가항목 비중 현황 (단위: %)

※ 직무성과 : 개인이 연구활동이나 기업지원활동 등으로 창출한 성과
※ 조직성과 : 피평가자가 속한 평가결과값을 부서 구성원이 동일하게 적용받는 점수
※ 인사고과 : 피평가자의 태도, 역량 등에 대한 평가
※ 기타 : 직무, 조직, 인사고과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 또는 부가적인 고려사항 등

대부분의 출연(연)(22개 기관(92%))이 성과별 점수를 부여하여 별도의 평가자 없이
자동적으로 점수가 산출되는 정량, 사후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직무성과의
경우 이들 기관은 성과별 점수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피평가자가 점수를 예측할 수 있
는 사후성과기반의 정량평가로 진행되었다. 이들 기관 대부분은 3P(논문, 특허, 기술
료)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고, 2개 기관만 자율지표를 활용하여 3P 중심의 평가에서
탈피하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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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출연(연) 개인평가제도 유형

※ 사후성과기반평가 : 기관이 성과별 점수 기준을 사전에 설정하여, 피평가자가 점수를 예측할 수 있는 평가
※ 사전목표기반평가 : 연초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상의 하에 설정한 목표 대비 달성도 기준으로 평가
※ 우수성과자율형평가 : 3P를 평가지표로 활용하되, 특정 성과에서 고득점할 경우 우수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평가
※ 멀티플레이어추구형평가 : 3P 항목별로 일정 점수 이상 확보해야 하는 평가(배점상한제 有)
※ 특성화지표 활용형평가 : 부서 특성에 따라 특성화지표를 포함하는 평가

출연(연) 중 조직성과를 정성평가로 실시하는 기관은 28%(7개)이며, 인사고과는 대
부분의 기관이 정성평가로 실시하고 있었다.
[그림 3]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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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적 성과평가제도 측면

‘질적 성과평가’는 연구인력이 기관, 조직, 연구사업 등의 임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업무성과의 우수성 등의 판단기준에 의해 평가되는 것을 말한다. 질적 성과지표
란 연구의 우수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성적 기준 또는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를 의
미한다. 질적 평가지표 기준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연(연) 연구자 개인평가 질적지
표 개선 가이드라인’(’15. 8.)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4차)’에서 질적 지표
로 권고한 지표 또는 이와 동일 개념 범주에 있는 지표를 말한다. 예를 들어, 표준화
된 영향력 지수, 3극 특허, 특허 질적평가, 기술료 등이다.
조사 결과 개인평가 가이드라인(15.8)을 모두 준수하고 있는 기관은 없는 실정이며,
80% 이상 준수하는 기관은 3개 기관에 불과하다. 기초(연), 철도(연), 김치(연)은 9개
기준 중 8개 항목을 준수하고 있으며, 천문(연), 생명(연), 한의학(연), ETRI, 표준(연)
은 7개 항목을 준수하고 있다. 핵융합(연), 생기원, 건설(연), 식품(연), 항우(연), 안전
(연), 원자력(연)은 논문과 특허 지표에서 배점 변별력을 갖추지 못해 질적 지표를 일
부 활용하고 있더라도 양적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출연(연) 개인평가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 정성평가기관: GTC, 전기연 제외
3. 개인평가체계 문제점 및 이슈
1) 피평가 대상자 측면

전반적으로 연구인력 대상 평가 Track이 직종에 한정되어 연구 및 경력경로 특성
에 따른 다양한 성과 및 직무특성 반영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경력 특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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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9개 기관이 동일 직종에서 업무 특성별로 평가방법을 차별화하고 있으며, 16개
기관(64%)은 직종별로 평가지표를 달리 적용하고 있었다. KIST2)등 16개 기관은 연
구직 또는 기술직 등 직종에 따라 평가대상 구분하고 있으며, 9개 기관3)은 부서별로
지표나 평가비중을 차별화하거나, 연구 특성별로 부서를 그룹핑하여 피평가자 대상을
구분하고 있었다.
[그림 5] 출연(연) 피평가자 그룹 구분 현황
피평가자 그룹 수

피평가자 구분 특성

(단위: 기관)

신규임용된 연구자의 경우 신진연구인력(외국국적 연구인력 포함)이 연구성과 창출
에 필요한 적응 시간 등의 고려 없이 기존 연구인력 대상과 동일하게 평가되고 있었
다. 일정기간 평가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대부분(21개) 기관이 1년 이하로 파
악되었다.
구분(개)
기관

미적용(2)

<표 4> 유예기간별 기관 현황

6개월~1년 미만(10)
1년(9)
KIST, GTC, 천문연, 생명연, 핵융합연, KISTI, 한의학연, 생기원,
건설연, 표준연 ETRI, 국보연, 철도연, 김치연, 식품연, 기계연, 전기연, 안전연,
지자연, 항우연
원자력연

2) 평가지표 측면

평가지표 측면에서 살펴보면, 양적 지표를 여전히 활용하고 있거나, 질적 지표 기
준 간 배점차가 적어 실질적 질적 평가가 아닌 질적 지표를 활용한 양적평가에 머무
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평가항목 간 칸막이식 배점 부여로 연구특성을 반영한 유연
2) (예) KIST : 연구직, 전문직, 연구지원 부문 연구직/전문직/기술직, 생명(연) : 연구부문, 인프라 부문 등
3) ETRI, 국보연, 기초연, 재료연, 기계연, 식품연, 생기원, 안전연, 원자력연

186 ∙ 과학기술정책 | 제1권 제1호(2018)

성 있는 평가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논문 지표만을 과반수 이상의 기관이 질적
지표로 활용 중이나 여전히 양적지표를 활용 중인 기관도 존재한다.
논문지표는 13개 기관(52%)이 질적 지표만 활용하나, 7개 기관(28%)은 양적/질적
지표를 혼용, 3개 기관(12%)은 여전히 양적지표 활용 중이다.4)
특허지표의 경우 7개 기관(28%)은 질적 지표만 활용하나, 6개 기관(24%)은 양적/
질적 지표를 혼용, 10개 기관(40%)은 양적지표를 활용 중이다. 양적 지표를 활용 중
인 10개 기관 중 6개 기관은 특허출원에 대해서도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5)
<표 5> 특허 평가 현황
구분
질적지표
질적/양적 지표 혼용
양적지표

지표 특성
등록특허의 질적지표 활용
등록특허의 질적지표 및
출원지표 활용
등록지표 활용
출원/등록 지표 활용

7개 기관

기관수
7개 기관

6개 기관

6개 기관

4개 기관
6개 기관

10개 기관

기술료의 경우 18개 기관(72%)은 질적 지표를 활용 중이며, 5개 기관(20%)은 양적
/질적 지표 혼용하여 활용 중이다.6) 평가배점은 대부분 기관에서 평가항목별로 평가
구간이 5개 이내이며, 최고등급과 최저등급 간 배점 차가 적어 변별력이 낮다. 평가
구간이 5개 이상이고 최고/최저 등급 간 배점 차가 40점 이상인 기관은 4개 기관7)
(16%)에 불과하다. 특허 질적 평가 시 다수의 구간을 나누어 최고/최저 배점차를 높
게 실시하는 기관은 없어 사실상 질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8)
4) 2개 기관(GTC, 전기연)은 정성평가 실시(논문 지표로 개별 점수부여 미적용)
질적 지표: IF, JCR, 피인용도, 기관자체 우수저널 등급 구분 등
양적 지표: SCI 건수, 비SCI건수, 국제학술지게재논문건수 등
5) 2개 기관(GTC, 전기연)은 정성평가 실시(특허 지표로 개별 점수부여 미적용)
질적 지표: K-PEG, SMART 등 기술가치평가, 특허활용건수, 3극 특허수 등
양적지표: 국내 출원건수, 국제 출원 건수, 등록특허건수
6) 질적 지표: 기술료 등, 양적지표: 기술이전건수 등
7) 기초연, 천문연, 에기연, 생명연
8) 김치연, 철도연, ETRI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5등급 이상 배분하였으나 배점차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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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논문 및 특허 배점 및 등급 분포
논문 배점 및 등급구간수

특허 배점 및 등급구간수

평가배점 상한의 경우 18개 기관은 특정 성과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체계이
나, 7개 기관(28%)은 특정성과별 배점 상한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논문, 특허,
기술료 항목 등에 대해 배점 상한제를 설정하여 특정 성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할
경우 고득점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이다.9)
<표 6> 직무 성과 정량평가 시 항목간 상한제 운영 현황
기관명
생명연
국보연
건설연
철도연
식품연
재료연
에기연

논문
특허
기술료
50점
50점
50점
30점
30점
40점
11점
11점
7점
30점
30점
30점
30점
20점
30점
15점
5점
10점
상위 20%미만 논문에 논문, 특허 성과의 합이 한해 최대 30점
최대 70점

기타
15점(정책기여)
-

기업지원 업무의 경우 점수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중소기업 전담인력에 대해 일정
평가등급을 확보해 주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기업기술지원 성과지표 활용 기관은
9) 생명연, 국보연, 건설연, 철도연, 식품연, 재료연, 에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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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기관(64.0%)이며, 이 중 점수상한제(지자연, 재료연, 에기연), 가점 부여(핵융합
연, ETRI, 건설연, 기계연), 중소기업 전담인력간 상대평가(화학연, 안전연) 방식 등으
로 평가하고 있다.
<표 7> 화학연의 중소기업전담인력 Track
기관명
화학연

평가항목
애로기술지원
애로기술상담
기술정보제공
기술인력교육
사업화 R&D 지원

세부평가지표
- 단기/소액과제, 기술자문
- 출장, 내방, 전화
- 기술정보제공, 기술지도, 4P분석
- 강의 또는 실습
- 기술기획

3) 평가기간 및 평가자 측면

대부분 당해 연도 성과만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장기 대형성과창출 유도에 한계 및
상위평가자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여 동료평가(Peer review)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
다. 평가대상 기간의 측면에서 21개 기관은 당해 연도 1년간의 성과를 대상으로 평가
하고 있으며, 4개 기관은 일정 기간의 성과를 누적 평가 실시하고 있다. 4개 기관은
전전년도, 전년도 성과를 50% 이내에서 반영하여 우수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시간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10)
[그림 7] 평가대상 기간

10) KIST 원천기술사업단은 5년간 개인성과 평가 유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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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 측면에서 직무성과는 모든 기관이 동료평가(Peer Review)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인사고과는 80%의 기관이 상위평가자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었다. 인사
고과를 실시하는 기관 중 다면평가를 적용하는 기관은 5개 기관에 불과했다.11)
과제평가의 경우 출연(연)은 조직중심의 연구 특성상, 수행과제의 성과가 개인실적
등에 반영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만이 실시하고 있다. 3개 기관12)만
이 내외부전문가가 평가한 주요사업 평가결과를 개인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천문연
등은 조직성과에 반영했다.13)
<표 8> 전기연의 과제 평가 반영 방법
구분
산정방법
과제별 평가점수
배점

세부 내용
과제평가등급* M/Y *배분율(조정참여율+공헌도)/2)
S 60점, A 52점, B 44점, C 36점
최대 배점 70점(직무성과 점수)

Ⅳ. 과학기술 출연(연) 개인평가제도 개선 방향
1. 기본 방향

과학기술 출연(연) 개인평가 제도는 연구수행 활동을 토대로 연구 분야의 다양한
직무 및 경력개발의 변화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개선되
어야 할 것이다. 연구인력의 ‘성장·발전’에 필요한 역량경력개발은 경력경로와 연계될
필요가 있으며 경력경로 변화와 연계한 평가가 필요하다. 연구자별 연구분야 특성의
수용성이 증대된 연구인력의 특성별 지표 다양화를 통한 측정가능 한 질적 성과중심
평가, 개인과 조직의 목표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평가가 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질적 지표 기반의 평가 변별력 강화, 연구 특성을 반영한 평가체계
마련, 연구성과 창출 기간을 고려한 평가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목표 달성도 기반
평가로 전환하여 질적 우수성과 창출을 유도하는 개인평가제도가 정착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

11) 핵융합연, 생명연, 생기원, 철도연, 원자력연
12) KIST, 천문연, 전기연
13) 전기연 : 내외부전문가의 사업 평가기간 1주일 이상 소요, 평가결과등급별 점수 개인평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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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적 지표 기반의 평가 변별력 강화
1) 질적 지표 기반 우수성 평가

2015년 8월, 연구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논문 성과평가 시 SCI건수, 비SCI건수
등, 특허 성과평가 시 국내외 출원 특허건수 등 양적 지표를 삭제하여 운영하도록 개
선할 것을 제시하였다.14)
[그림 8] 양적 지표 배제 방안(예)

질적 지표 수 및 활용 비중을 확대하여 질적 성과 평가로 전환하며, 기관 특성에
부합하는 질적 지표를 기준으로 배점 구간을 설정할 것을 제시하였다. 기관특성에 따
라 다양한 관점에서 질적 수준의 측정이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질적 지표 활용(예:
고IF 저널 게재 논문 보다 고피인용도 논문 창출이 유의미한 경우 등)도 가능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9] 질적 지표 기반 평가 방안

14) 가이드라인(’15.8.),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4차)에 따른 질적 지표만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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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평가의 질적 우수성 평가항목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개인성과평가를 정성
평가로 실시하는 기관에서는 평가의 객관성 및 결과의 수용성 확대를 위해 평가 항목
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10] 정성평가 항목 구체화 방안(예)
현재
양적 충분성
질적 우수성

개선방안
(삭제)
새로운 지식으로서의 우수성
과학기술적 성과의 우수성
기술 수준의 우수성
산업
파급력의 우수성
경제적 성과의 우수성
신산업 창출 가능성
···
···

2) 목표 달성도 기반 평가 적용/확대

기관/조직 목표와 연계된 개인성과평가제도 구축으로 평가 간 통일성 및 효율성 확
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출연(연)의 경우 3P중심의 개인성과평가제도에서 기관/조직
목표 달성 기여 중심의 평가제도로 전환이 요구된다. 출연(연)에 적합한 MBO 평가
도입을 통해 사후성과중심의 평가에서 목표 달성도 기반 평가 확대가 필요하다.15) 단
기적으로는 업무성과를 MBO 평가와 질적 우수성 성과 평가로 구성하여 MBO 평가
의 도입과 확대를 추진하면서 기존 직무성과의 정량평가방식을 일부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림 11] MBO 평가 도입 방안

MBO 평가 기반으로 평가체계를 전환하고, 현 직무성과/조직성과/인사고과 등의
평가항목을 MBO평가/인사고과로 단순화할 필요도 있다. 논문/특허/기술료 등의 성과
15) 직무성과에 대해 기관/조직 목표와 연계된 MBO(Management by Objectives)평가로 전환

192 ∙ 과학기술정책 | 제1권 제1호(2018)

중 질적으로 우수한 성과에 대해서는 가산점 부여 형태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그림 12] 개인성과평가 항목 개선안

3) 성과 지표 배점 변별력 확대

연구자가 특정 성과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표 간 점수 상한을 폐지하고,
최고/최저점 차를 확대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성과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할 필요가 있다. 논문, 특허, 기술료, 기업기술지원 등 개별 성과별 배점 상한을
폐지하여 특정성과 항목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연구인력
이 해당 성과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정역량 보유
중심의 연구인력의 평가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림 13] 건설연의 배점 상한제 운영 현황

지표별 성과 배점 폭 확대를 통해 지표별 최저/최고점을 5배 이상의 점수 차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논문, 특허, 기술료 등 개별 성과지표별 점수 구간을 5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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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분하거나 실수화하여 등급제를 적용하는 경우 최저등급과 최고등급의 점수차
가 5배 이상되도록 설정하여 배점 변별력 확보할 필요가 있다.16)
[그림 14] 표준연의 논문 성과지표 배점 현황(예)
구분
기준

최우수
우수저널
저널
Nature 분야별 IF 분야별 IF
phys. 상위 5% 상위 20%

일반 측정표준 비SCI
저널
저널
저널
SCI, Metrologia
SCIE , JPCRD -

학회
발표
-

배점 1,000점 400점 200점 100점 300점 30점 1점
100점
환산점수 개별점수 합산 후 연말 연구인력별 상위 10%의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

절대 S/D등급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개인성과평가 결과, S 또는 D등급
이 부여된 피평가자의 성과에 대해 적정성을 점검하거나, D등급의 최소성과 범위를
설정하여 상대평가의 비율 할당으로 인한 저평가 또는 과다평가 배제를 방지할 필요
가 있다. 사전 기준설정 방안으로 D등급에 대해 논문, 특허 등 성과항목별 최소기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D등급을 부여한다. S등급은 특정 저널 등 이미 우
수성 측면에서 대내외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기준을 설정하여 해당 성과 창출 시 S
등급을 부여한다. 사후 점검 방안으로 개인성과평가 후 S 또는 D 등급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우수성 또는 저성과 적정성 점검 후 평가등급을 조정 또
는 확정하여 노동법과의 충돌 해소할 필요가 있다.17)
3. 연구특성을 반영한 평가체계 마련
1) 연구인력 업무특성별 Track 도입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연구자의 경력 경로 및 업무 특성에 적합한 지표 기반의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연구인력 특성별 지표 활용하여 R&D 프로세스와 연구
16) 예: 표준연은 논문을 5개 등급으로 유형화하고 배점 차등화
17) 노동법상 절대평가는 합리성 확보를 인정받고 있으나, 상대평가는 해고 합리성이 부족할 수 있다(‘하위등급 해당자 수
를 강제로 할당한 점은 시용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의 부정한 사유’로 판결, 대법원 2006.2.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1.27. 선고 2005구합23879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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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에 따라 업무 특성을 구분하고 논문, 특허, 기술료 외 특성화 지표를 활용할 필요
가 있다.18) 업무특성별 Track을 활용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체계 정착이 필요하다. 연구자가 신임연구부터 성장기, 고경력
자를 거치면서 보유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에 집중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R&D프로세스와 연구 역할에 따라 업무 특성을 구분하고,
각 특성별 특화 지표에 따라 평가하는 방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15] 연구자 특성(트랙) 유형(안)

[그림 16] 연구자 경력에 따른 Track 활용 사례(예)

18) 3P(논문, 특허, 기술료) 성과는 기본항목으로 구성하고, 부서별 또는 직무유형별 특성화 지표를 도입하거나,
특성화지표만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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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화학연의 Track 활용 사례(예)

승진 평가 시 업무 특성별 성과를 평가하여 Track 도입 이후 각 Track의 평가지
표에 따른 최근 2~3년간19)*의 실적 기반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3P 성
과가 주요 성과가 아닌 연구인력은 3P 성과를 가산점 또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한다.
2) 과제평가결과의 개인평가 반영

과제평가 점수를 개인평가에 반영하여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과제의 난이도, 도전
결과, 연구 과정까지 고려한 평가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이것은 조직 역량 강화를 위
한 방안의 일환으로 과제평가의 개인평가 반영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사업
과제평가결과를 개인평가에 반영하여 기관/조직 목표와 연계를 강화하고, 내외부 전문
가 평가 결과를 개인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주요사업 평가 시 외부 전문가 활용이 이벤트성 활동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결과
보고서 등 자료 제공, 다회의 토론식 평가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수탁과제의 결과도 개인평가에 반영하고 기관 목표에 부합하는 수탁과제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기관차원에서 수탁과제의 결과를 개인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평가위원회
를 운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탁기관에서는 과제의 평가지표를 양적지표 등으로
측정하였더라도, 기관차원에서 성과의 우수성, 사회적 영향 등 정성적 고려를 통해 평
가 등급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참여 연구원 개인평가에 반영한다. 수탁사업도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과정이므로, 평가위원회의 토의를 통해 수탁사업 성과 중 우수한 성과
를 선정하여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방안 검토할 수 있다.

19) 성과 검토 대상 기간은 기관별 자율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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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주요사업 평가 결과의 개인평가 반영 방안

[그림 19] 우수 수탁사업 성과 가점 부여 방안(예)

목표의 도전성 및 적절성 여부를 개인성과 평가 시에도 검토하여 평가 배점의 일
부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목표의 도전성 10%, 목표의 적절성 10%,
목표 달성도 80% 등이다. 또한 성실도전과제의 최저등급제 부여를 검토하여 각 과제
등급 도출 시 성실도전과제는 일정 등급의 최저등급을 부여하도록 기관이 마련하여
실패과제와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20)
3) Peer Review 강화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토론을 통해 연구성과의 우수성 평가를 실시하는 Peer
Review(동료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Peer Review를 개인평가에 반영하여, 승
급, 영년직 연구원 등 특수직 선정 시 내외부 전문가를 통한 연구 성과의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다. 상위자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 연구는 같은 분야의
연구자가 제일 잘 알 수 있다는 일반적인 상식을 평가에 적용하여 연구자 스스로 평
가를 통해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다. 단, 같은 연구분야에서 일하는 동료들이고 인간
20) 성실도전과제의 최저등급 기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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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형성될 수 있어 온정적 평가를 배제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평가자 확대를 통한 조언자 역할 강화

상위평가자 중심의 평가체계를 차상위자로 확대하고, 피평가자와 평가자 간 상호
토의 기반의 평가 실시로 질적으로 우수한 성과 창출을 유도하는 조언자 역할을 유도
할 필요가 있다. 직무성과 또는 인사고과 평가 시 상위자 평가를 차상위자까지 확대
하고 토의형 평가를 정착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업무 성과의 정성 평가 시
객관성 확보를 위해 연초 업무계획서, 평가시기에는 업적기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1
차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토의를 통해 평가결과를 협의한다.21) 핵융
합연은 연구자의 직무성과 평가 시 다면 평가를 실시하여 상위자 중심 평가를 지양하
고 있다.
구분
평가내용
배점구성

[그림 20] 핵융합연의 직무성과 평가자 현황(예)

상위자평가
다면평가
교육훈련평가
경영참여도평가
직무수행실적 및 직무수행실적 및 교육학점이수실적 기관운영 참여실적
기대역량
기대역량
및 상벌내역
90%
5%
5%
±3점

평가자 대상 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직무성과, 인사고과 등을 정성평가로 실
시하는 기관은 평가의 공정성 확보와 성장 유도형 평가를 위한 평가자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 개인성과평가가 피평가자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자는 평가와 조언
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 교육이 추진되어야 한다.
성과면담 등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 성과목표의 설정, 성과목표의 수행과정 및 결과
의 평가, 평가결과의 환류 등에 관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
한 타당성 검증 및 평가결과의 편향성을 모니터링하여 평가자에게 편향성, 관대화 경
향 결과 등을 제공하고 평가타당성 확보를 유도하는 것이다. 기관 차원에서 편향성,
관대화 경향이 짙은 평가항목은 항목을 구체화 또는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량/정성평가의 병행 실시 또한 필요하다. 직무성과를 정량평가만으로 실시하는
기관은 장기적으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혼합하여 정량지표가 판단할 수 없는 질적
우수성에 대한 평가와 평가자-피평가자 간 소통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정량지표는
21) 분기별 또는 상반기 중 중간점검을 실시하되, 부족한 점, 애로사항, 경력경로 등에 대한 조언 중심으로
평가자와 토의 실시

198 ∙ 과학기술정책 | 제1권 제1호(2018)

논문의 저널, 피인용도 등 질적 우수성의 일부분만을 평가하는 도구에 불과함에 따라
직무성과의 일정 비율을 평가자에 의한 정성평가로 할당하여 정량지표로 평가되지 못
하는 질적 우수성까지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22)
4. 연구성과 창출 체계 마련
1) 누적 성과 기반의 매년 평가 및 신임연구자 평가유예

질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누적 성과기반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신임연구자에게도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 것
이 필요하다. 누적 성과 기반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당해 년도 성과 1년 주기 평가에
서 기관 특성에 따라 2~3년 누적 성과 기반의 1년 주기 평가 실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MBO 평가 이외 질적 우수성 평가 대상이 되는 부분에 한해 R&D 회임기간
(Time-lag)을 고려한 평가체계 정착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림 21] 원자력연의 성과평가 대상 기간 현황(예)

신임연구자의 경우는 평가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 신진연구자가 신규 임용될 경우,
일정 기간 인사고과만 평가하고, 직무 성과는 평가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예 : 2년).
[그림 22] 기초연, 재료연, 에깅연의 신임연구자 평가유예 적용 현황(예)

22) 예를 들어 직무성과 배점이 40%일 경우, 30%는 정량평가, 10%는 정성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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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적 우수 성과자 도출 및 보상 확대

Output 뿐만 아니라 Outcome까지 고려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연
구인력을 대상으로 보상 부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Outcome 기반 질적 우수
성과자를 선정하기 위해 성과의 기술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우수성과자를 선정
한다. 이를 통해 내외부 전문가 검토를 통해 창출된 성과뿐만 아니라 성과의 파급효
과까지 고려하여 사회 영향력이 큰 성과창출을 유도할 수 있다.
[그림 23] Outcome 기반의 질적 우수성과자 선정 방안

우수성과자 대상의 보상 강화도 필요하다. 우수성과자 대상 포상, 평가 유예 등 보
상체계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질적 우수성과를 창출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1~3년 등
평가 유예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우수성과 창출을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다.23) 일정기
간 이상(기관 자율적 설정) 우수성과자로 선정될 경우, 영년직, 우수연구원 제도 대상
으로 추천하는 것을 고려한다.
[그림 24] 기계연의 우수연구자 포상 및 평가등급 부여 현황(예)

성과평가등급과 능률성과급등급을 이원화하여 능률성과급등급은 현행과 동일하게
등급 간 비율을 유지하되, 성과평가등급과 분리한다. 업무유형 또는 특성에 따른 지표
로 각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질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
출한 연구자에게는 동일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절대평가를 추진한다.
[그림 25] 성과평가등급과 능률성과급등급 이원화 방안

23) (사례) KIST: 원천연구사업 우수연구자 대상 평가 3년 유예(’1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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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주요
사업 예산 배분 우선권, 개인평가 면제(1~2년) 등 연구 측면의 비금전적 보상을 부여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연구자의 동기부여를 위해 ‘하고 싶은 연구’ 몰입
환경을 보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3) 효과성 진단 기반의 개인평가제도 운영

연구자가 평가제도를 기반으로 연구를 계획하고, 연구를 수행하여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평가대상 기간 내 제도의 중도 개편을 지양하여 연구자
가 평가기준에 따라 당해 연도 연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 개편 시에는
차년도부터 적용한다.24) 이를 위해 효과성 분석을 통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개
편된 성과평가제도는 3년 이상 적용하고, 개편 시에는 적용 기간 동안의 효과성 분석
을 기반으로 이슈와 한계점 도출 및 제도 개선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잦은 개편으로
인한 연구자의 피로감 형성 및 신뢰도 하락을 방지할 수 있다.

Ⅴ. 결론 및 시사점

정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출연(연)의 개인평가 제도를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의 성과평가체계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개별 출연(연)의 연구특성에 맞는 질적 중심
의 개인평가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출연(연)은 주인-대리인 이론의 관
점에서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출연(연) 고유의 특성이 있으
며, 연구라는 특성상 정량적 평가가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연(연)
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단순히 양적 지표화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양적 지표 중심의 평가체계는 현재 우리의 과학기술 수준
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지향하는 추세와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출연(연)의 조직평가와 더불어 이와 연계된 연구원 개개인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체계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기초요소라 할 수 있다. 출연(연)의 개인평가는 출연(연)별 미션과 역할을 고려함과 동
24) 개인성과평가제도 개편 시 사전 고지 및 차년도 적용(소급적용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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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이와 연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이라는 전체적인 관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개별 출연(연)의 성과지표의 분석을 통해서 전체 출연(연)이 추구해야 할 질적 중심의
개인평가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출연(연) 평가체계의 구체적인 발전방안의 모색이
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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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Individual Evaluation
System of the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GRI)s
Park Kiju

Abstract

The individual evaluation system of the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GRI)s
is being needed to check and develop the evaluation system so that it does not lose
its original function and role. Thus, in this study, the performance indicators of the
GRIs were analyzed to study the qualitative indicator-oriented individual evaluation system that the entire GRIs should pursue. Based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currently being implemented by the GRIs, this study was going to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to change the individual evaluation system of the GRIs for the qualitative
indicator-oriented individual evaluation system.
The government and the NST have continued to make efforts to improve the individual
evaluation system of the GRIs into the qualitative indicator-oriented individual evaluation
system that match the research characteristics of the GRIs from a macro perspective
of the overall national R&D project. The GRIs and the government have unique characteristics which are commissioned to carry out the government's national R&D project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incipal-agent theory, and carry out tasks that are difficult
to assess quantitatively. Therefore, the question of how to measure the GRIs performance has structural limitations that are simply difficult to quantify. In particular, quantitative-based evaluation systems have problems that are out of step with our current
technology level and trends toward creative and innovative research.
In particular, the question of how to measure the performance of individual researchers
linked to them along with the GRIs organizational assessment is a fundamental element
that forms the infrastructure of the performance assessment system for the entire national R&D projects. The individual evaluation system of the GRIs should take into account each GRI’s mission and role while taking into account the overall view that the
associated national R&D projects will be carried out. The analysis of the GRIs’ performance indicators is significant in terms of the search for specific development methods
of the research evaluation system.
Key words : the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GRI)s, Qualitative
Indicator-oriented Individual Evaluation Eystem, Principal-agent
Theory, Performance Indicators, National R&D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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