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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최근 전세계적으로 세계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
는 한편, 경제전반에 걸친 규제완화 등으로 경쟁압력이 커지면서
혁신 활성화와 혁신역량의 제고가 기업과 산업, 더 나아가 국가와
지역의 생존, 성장, 고용창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도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추진되어 온 구조조정 이후 성장잠재력 회복과 지속성장을 추구
하기 위한 발전전략의 하나로 기업과 산업, 지역과 국가에 이르기
까지 경제사회 전분야에 걸쳐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혁신활성화에
기초한 생산성 주도의 발전전략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국내 관련된 연구는 주로 연구의 출발점을 과학
과 기술에 두고, 국가 및 지역혁신 시스템의 구축, 범국가 차원의
R&D전략 등 주로 거시적 차원의 연구에 치중하여 혁신에 있어
궁극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혁신의 경제적 성과와 산업차원
의 혁신 메커니즘, 산업특유의 혁신환경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등
경제적 성과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혁신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
였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본 연구보고서는 향후 우리나라의 중장기 성장동력의 하
나로 성과지향적 혁신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는 점과 21세기 지
식기반 성장시대의 산업발전은 혁신역량 제고에 기초한 생산성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하에 혁신역량에 관한 이론적 논
의와 실증적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혁신역량에 대한 개념적 분석
틀을 개발하는 한편, 이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용, 혁신역량을 종
합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보다 현실성있는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전략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국내 혁신활동과 관련한 여러 연구와 분석이 적절한
분석틀이 마련되지 않은 채 부분적으로 진행되어 온 만큼 이러한
분석틀이 마련된 것은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본 연구보고서가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 우리나라의 혁신역량에 대
한 평가와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과의 비교는 향후 지속적인 우리
경제의 성장과 산업발전에서 차지하는 혁신역량의 중요성에 비추
어 의미가 큰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본 연구는 혁신
문제에 있어 산업별 특수성에 주목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분야별
대표적 산업의 혁신 메커니즘과 혁신역량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분석·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야별 혁신전략과 정책과제를 제
시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연구보고서는 산업연구원의 2001년도 기획과제의 하나로 추
진된 것으로 장석인 연구위원의 연구책임하에 작성된 것입니다.
제Ⅰ장-제Ⅲ장은 산업정책실의 장석인 연구위원이 집필하였으며,
제Ⅳ장은 장석인 연구위원과 지식산업실의 정은미 부연구위원이
공동으로 집필하였습니다. 한편, 제Ⅴ장의 철강산업은 정은미 부
연구위원, 반도체산업은 디지털경제실의 이상연 부연구위원, 이동
전화기산업은 디지털경제실의 박정수 부연구위원, 마지막 제약산
업은 지식산업실의 최윤희 부연구위원이 각각 집필하였습니다. 필
자들은 연구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유익한 조언

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원외 연구자문위원이신 STEPI의 이공
래박사, 산업자원부의 우태희 산업혁신과장, 그리고 원내 연구자
문위원이신 조윤애 박사께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연
구의 혁신역량지수 추정을 위한 기초통계작업에 열의를 다해 도
와 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서수원군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집필진 여러분과 본 보고서의 작성에
참여하여 유익한 논평과 의견을 주신 원내외 연구자문위원 및 연
구심의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보고서가 21세기 지식성장시대에 있어 새로운
성장 원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혁신역량과 성과지향적 혁신에
기초한 산업발전전략과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와 논의에 있어 유
용한 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본서의 내
용과 주장은 연구에 참여한 필자들의 것이며, 연구원의 공식견해
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밝혀둡니다.

2001년 12월
산업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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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90년대 중반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글로벌리제이션
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그리고 경제전반에 걸친 각종 규제
완화로 경쟁압력이 커지면서 혁신 활성화와 혁신역량
(innovative capacity)의 제고가 기업과 산업, 더 나아가 국가
와 지역의 생존, 성장, 고용창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 요
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우리 경제가 과거
개발연대의 요소투입 주도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1997년 외
환위기를 계기로 추진되어 온 구조조정 이후의 성장잠재력
회복과 지속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기업과 산
업, 지역과 국가에 이르기까지 혁신역량의 제고와 혁신활성화
에 기초한 생산성 주도 발전전략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
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추진된 본 연구는 혁신역량에 관한 이
론적 논의와 실증적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혁신역량에 대한
개념적 분석틀(conceptual framework)을 개발하는 한편, 이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용하여 혁신역량을 평가하고 향후 보다
현실성있는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전략과 정책과제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보고서는 먼저 제Ⅱ장에서 혁신의 개념
과 유형을 개관한 후 경제성장과 산업발전과정에서의 혁신의
역할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함께 1990년 중반 이후 우리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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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 특히 미국
을 비롯한 OECD 회원국가의 혁신패턴 변화, 그리고 연구개발
과 혁신에 관련된 주요 실증적 분석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 있다.
전통적으로 혁신은 기존제품과 생산방식을 대체하여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제품과 보다 많은 생산이 가능한 새
로운 공정을 개발하거나, 전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
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지식기반경제에서의 혁신은 단순히
생산방식과 공정의 변화뿐만 아니라, 기획, 마케팅, 애프터서
비스(A/S)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의 혁신활동
모두를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혁신의 궁극적인 결과가 기업과 산업, 국가의 경
쟁력 향상과 생산성 향상 등 구체적인 경제적 성과로 이어져
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제Ⅱ장에서는 기존의
혁신논의가 주로 연구개발 효율성과 특허 및 연구결과의 발표
등 혁신의 일차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는데서 더 나
아가 혁신성과의 상업화, 산업화에도 마찬가지의 비중을 두는
산업혁신(industrial innovation)에 중점을 두어 관련 기초개념
들을 정리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산업혁신은 기존의 기술
혁신(technological innovation)보다 좀더 포괄적이고 광의의 개
념으로 파악할 뿐만 아니라 산업수준의 혁신 활성화와 바람직
한 경제적 성과-비용절감, 고부가가치화, 지속성장, 생산성 향
상,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 등-를 제고하기 위한 주요 전략의
하나로서 혁신문제를 다루고 있다.

요 약

이어서 제Ⅲ장에서는 본 연구보고서의 핵심부분이 될 우리
나라의 혁신역량과 혁신정책 평가를 위한 개념적 분석틀
(conceptual framework)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느 한
국가 혹은 경제가 장기간에 걸쳐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일
련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내는 능력을 혁신역량으로 정
의하고, 혁신여건, 혁신자원, 혁신연계시스템을 혁신역량을 구
성하는 3대요소라고 본다. 여기서 혁신여건은 혁신활성화 관
련 제도와 정책의 추진 결과로 형성되는 혁신활성화의 기본조
건을 총칭하며 이러한 혁신여건은 다시 국내외 제품 및 서비
스시장규모와 경쟁조건, 자본 및 노동시장의 혁신촉진적 요소,
지적재산권 및 경쟁관련 법규 및 규제환경, 거시경제적 환경
및 정책요소 등으로 구분된다. 혁신역량의 두번째 구성요소인
혁신자원은 혁신과정에 있어 투입요소적 성격의 자원을 의미
하는 것으로, 이는 다시 공공 및 민간 R&D자본, 인적자본, 정
보통신인프라 및 정보통신기술 자본재, 특허와 과학기술분야
국제 학술논문 등과 같은 혁신자원 투자의 일차적 성과로 구
성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혁신역량 분석틀의 세번째 구성
요소는 혁신여건과 혁신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혁신적
활동의 성과를 이끌어 내는 혁신연계시스템이다. 이처럼 혁신
연계시스템을 혁신역량의 주요 구성요소로 강조하는 것은 한
국가나 경제, 지역과 산업의 혁신성과는 앞서 살펴본 혁신여
건과 혁신자원간에 어느 정도의 상호 효과적인 연계(linkage)
가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편, 제Ⅳ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혁신역량의 개념적 분석틀
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혁신역량의 취약점과 정책대응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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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야를 도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Ⅳ장에서는 혁신역량
을 구성하는 혁신여건과 혁신자원, 혁신연계시스템의 세부지
표의 변화추이를 살펴 본 다음, 이를 주요 선진국(G-7국가)과
중국, 대만 등 우리나라의 경쟁국을 포함한 11개국과 비교하
여 우리나라 혁신역량의 현 위치를 파악한 후, 우리나라의 혁
신역량을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과 종합적으로 비교할 수 있
는 혁신역량지수(innovative capacity index, ICI)를 개발하고
동지수의 변화추이와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혁신
역량의 취약점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성장성이 높은 중진국이나 개도국과
함께 혁신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실제로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요인인 혁신자원 및 연계시스템 면에서
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혁신자원면에서는 정부의 교육지출,
기업내 훈련, 과학기술력 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
계시스템면에서는 전략적 제휴, 기업간 협력, 기업-대학간 연
계 등 전반적으로 혁신주체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면
에서 크게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본 보고서가 혁신에 대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갖
는 주요한 내용의 하나인 혁신역량지수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
리나라는 1993년 본 연구의 비교대상국인 11개국 중 9위였다
가 1995년에는 7위로 다소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9위로 떨어졌다가, 2000년에 다시 7위로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석결과에 따르면 비교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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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최근 순위회복과는 별개로 혁신여건을 제외한 혁
신자원이나 혁신연계시스템 등 핵심적인 혁신역량이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할 뿐만 아니라 그 격차
가 오히려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에서 최근 들어 혁신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혁신역량의 일부 세부요소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분석결과에 따르면, 해당 분야에 대한 정책
대응의 실효성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으로 살펴본 혁신역량은 제Ⅳ장 제3, 4절의 분석결과에
서도 알 수 있듯이 경제적 성과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혁신역량이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 산
업, 기업 등 모든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
이라는 점을 더욱 강조할 수 있다. 나아가 혁신 관련 정책이
선언적으로만 이루어지기보다는 부문별 혁신역량 구성요인들
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대응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성과지향적 혁신기반의 산업발전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촉진적 금융시스템 확충
과 글로벌 지식에의 접근 강화 등 혁신여건의 지속적인 개선
과, 기초연구, 인적자본 등 혁신자원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정
부지원확대 등 혁신자원의 확충을 위한 전략과 정책의 필요성
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향후 혁신활동의 고비용·
고위험화, 네트워크화 경향 등을 고려할 때 혁신연계시스템의
강화와 혁신지원정책과 타정책간의 조화로운 추진 등이 긴요
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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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철강, 반도체, 이동전화기, 제약산
업을 대상으로 이들 산업에서 과거 산업화 시대의 혁신여건과
는 다른 21세기 지식경제시대의 새로운 혁신패턴과 여건의 변
화를 불가피하게 만드는 산업 및 관련산업의 구조적 변화는
무엇인지에 주목하면서 업종별 최근 혁신역량과 정책대응을
평가하고, 업종별 국내외 대표적 혁신기업의 혁신과정의 사례
연구 등을 검토함으로써 기업 및 산업차원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이들 산업들별 분석의 결과 실제로 각 산업별 혁신패턴과
혁신추진력에 있어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산업별로 보면 산업의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혁신여건 및
핵심적인 혁신역량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산업의
특성 및 여건, 그리고 각 산업의 발전단계별로 요구되는 혁신
요인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혁신여건 면에서는 대부분의 산업
에서 수요증가, 국제분업구조의 변화 등 우호적인 환경이 조
성되었으며, 이러한 혁신여건 하에서 각 산업들은 혁신역량을
점차 확충할 수 있었다. 한편, 철강과 같은 전통제조업분야에
서만이 아니라 반도체, 이동전화기 등 정보통신산업에서도 내
수 및 수출을 모두 포함하는 수요의 확대가 혁신에 유리한 여
건을 형성하면서 이들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 산업차원의 혁신여건 형성이 혁신자원 확충 못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동시에 산
업별 분석은 혁신여건의 조성과 함께 이를 산업의 혁신이 경
제적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산업내의 혁신역량을 더욱 강
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철강산업은 개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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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초기에 설비 및 기술을 전적으로 외부에 의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인 기술접근을 통해 기술구입·모방에서 기
술창출단계까지 진입하였으며, 반도체산업 역시 대량생산을
통해 산업기반을 갖춘 후에는 비메모리 등 성장성이 높은 분
야로의 기술접근을 시도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또한 이동전화기산업은 기술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적극
적인 마케팅혁신에 의해 산업기반을 강화하였고 이는 수출시
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약
산업은 국내 신약개발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기
초·기반기술력의 확보 및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기술 및 산업
혁신을 도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기술개발력 확보를 위해서도 산업별로 수요변화 및
자체적인 혁신역량에 따라 기초기술, 응용기술, 실용화기술 개
발 등 상이한 단계에 자원을 집중하면서 산업성과를 가져왔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제약산업의 경우 신약개발에 있어 절대적
으로 중요한 기초·기반기술의 확보에 주력하며, 반도체 및
이동전화기산업은 응용기술 및 실용화기술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미래시장에 대한 선행적인 제품개발을 위해, 철강산업
은 대체소재와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신기능성 제품 생산을 위
한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국제경쟁환경이 점차 치열해지면서 더 이상 개
별 기업 또는 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에 의존해서만은 지
속적인 성장을 장담할 수 없게 되자 대부분의 산업이 관련산
업 및 분야와의 협력 강화, 정보통신기술과의 적극적인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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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의해 산업비전을 새롭게 구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
약산업은 생물정보학 등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으며, 반
도체, 이동전화기, 철강 등 다른 산업들도 신수요창출 및 전사
적 자원관리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나아
가 산업발전이 대규모의 자본과 지속적·장기간의 투자가 요
구되고 과학기반과 산업역량의 연계적인 추진 강화가 요구되
면서 이들 산업 모두 연구개발 네트워크 강화 및 전략적 제휴
의 중요성을 인식, 이를 구체화하려는 노력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산업별 분석은 혁신이 복잡한 과정과 다양한 메커니즘
을 갖고 있으므로 산업별·기업별 혁신에 있어 산업별 특성과
상이한 혁신역량에 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
반 위에 혁신과 관련된 기능적 요소 및 정책적 대응이 고려되
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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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novative Capacity and Industrial
Development
This study analyses the link between innovative capacity and
economic performance at both the macro and sectoral level,
aiming to identify specific areas in which government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strengthening growth performance and
unleashing innovation potential. In this study, innovative
capacity is defined as the ability to identify economically
valuable new products, services, and processes and develop
them commercially. Also in this study, a conceptual framework,
which divides the sources of innovation capacity into three
broad categories, innovative pre-conditions; innovation resources,
and the linkages between the two, is constructed.
Based on the conceptual framework, which draws much on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links between innovation and
economic performance, this study evaluates Korea’
s innovative
capacity and compare its potential with those of advanced
economies and other developing countries. The results
demonstrate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improving innovative
linkages and investing in innovative resources for enhancing the
innovation performance of firms, regions an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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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valuation process undertaken in this study may help to
change perceptions about the appropriate role of government i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Innovation is now more
market-driven than it was in the past; it is more global and
has a broader variety of sources; and it relies more on
interaction with science and is more widespread. Given these
considerations, three main policy areas were identified:
establishing the right business climate; strengthening the
capacity to create knowledge and to innovate; promoting
collaboration and linkages in science and innovation systems.
Finally, the conceptual framework is used to review the links
between innovative capacity and economic performance in
specific industries, such as the iron & steel, semiconductor,
mobile phone and pharmaceutical industries. While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analysis will require further consideration, it
is clear that the policy requirements in the area of technology
and innovation at the sectoral level are significantly different
than they were in the past. Policies to strengthen innovative
preconditions and resources are important, but not sufficient.
Improved linkages between innovative actors within the
economy, by improved networking and co-operation in the
domestic economy and with other countries, are also crucial
areas for consideration by policy makers. Especially, to benefit
from globally produced knowledge, investment in domestic
knowledge base is also of growing impor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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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글로벌리제이션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그리고 경제전반에 걸친 각종 규제완화로
경쟁압력이 커지면서 혁신 활성화와 혁신역량(innovative capacity)
의 제고가 기업과 산업, 더 나아가 국가와 지역의 생존, 성장, 고
용창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혁신이 새로운 성장동인으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21세기 경제발
전 패러다임이 종전의 토지, 노동, 자본 등 유형의 물적 투입요소
확대에서 디자인, 아이디어, 정보와 지식, 인적자본 등 무형자산
투입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우리 경제가 과거 개발연대의 요소투입 주도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추진되어 온
구조조정 이후의 성장잠재력 회복과 지속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전
략의 하나로 개인으로부터 기업과 산업, 지역과 국가에 이르기까
지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혁신역량의 제고와 혁신활성화에 기초한
생산성 주도 발전전략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사실 이러한 혁신과 관련된 그 동안의 연구가 적지 않게 이루
어져 왔으며, 최근에도 국내외적으로 혁신에 관한 연구보고서가
계속 발간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간의 국내 혁신연구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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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출발점을 과학, 기술에 두고, 국가혁신시스템과 지역혁신시
스템 구축, 범국가 차원의 R&D전략, 기술확산시스템, 지적재산권
제도 등 주로 거시적 차원의 연구에 중점을 두었으며, 혁신에 있
어 궁극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혁신의 경제적 성과와 산업차
원의 혁신 메커니즘 및 산업특유의 혁신환경과 필요한 제도적 장
치, 개별기업과 산업차원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등 미
시적 경제적 성과의 관점에서 혁신을 분석해 가는 연구가 상대적
으로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그간의 혁신에 관한 많은 논의가 혁신활동 그 자체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도 성과지향적 혁신에 기초한 성
장과 발전전략 모색에 다소 한계가 있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
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연구개발을 비롯한 다양한 혁신활
동은 그 자체로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특허 등의 혁신활동의
일차적 성과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초래할 수 있도록 하는 측
면의 연구도 필요하지만 혁신의 궁극적인 의의는 혁신활동이 산
업발전과 경제성장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가시적인 경제
적, 물질적 성과를 초래하느냐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
구보고서에서는 혁신의 경제적 성과, 특히 산업발전과 연계된 성
과지향적 혁신에 대한 연구를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혁신에 관한 논의나 연구에 있어서는 혁신과 혁신
역량에 있어 우리나라와 선진국과는 적지 않은 격차가 존재하고
그로 말미암아 기업과 정부의 혁신전략이 선진국의 그것과는 다
소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더 나아가 혁신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 산업별, 지역별, 산
업과 지역의 산업 및 경제발전이 어떤 수준과 단계에 있느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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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달리 전개되며, 그 때 필요한 혁신역량과 전략이 각각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판단하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특히 유의하여 혁신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혁신 또는 혁신역량이 21세기 지식기반 성장시대 산업발
전 및 새로운 경쟁력 확보의 원천으로 부각하면서, 성과지향적 혁
신활성화와 그러한 혁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혁신역량을 제고한다
는 관점에서 제기되고 있는 관련 핵심이슈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최근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에서 혁신 또는 혁
신역량이 산업경쟁력 확충과 산업발전, 더 나아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있어 주요 원천으로서 새삼 강조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이
며, 무엇보다도 그러한 혁신이 어떠한 여건하에서 이루어지는 것
인가? 만약 기업 및 산업, 국가 차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혁신활성화와 혁신역량 제고가 불가피한 것이
라면 이와 관련된 이론적 기초와 혁신역량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한 분석틀은 무엇인가? 현재 우리나라의 혁신역량은 어떤 수준
에 있으며, 주요 선진국이나 경쟁국과 비교할 때 어떠한 점에서
강점과 약점을 지니고 있으며, 구조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 또한
현재 정부의 혁신활성화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떠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가? 한편, 외국 연구기관 또
는 주요 국제기구들은 우리나라의 혁신여건과 활동에 대해 어떻
게 평가하고 어떤 구조적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으며, 어떠한 제
도개선과 정책을 권고하고 있는 것인가? 향후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혁신활성화와 혁신역량 강
화가 불가피한 과제라면 이를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할 분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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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며, 향후 추진해야 할 전략과 정책의 방향 및 주요 정책과
제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위에서 제기된 혁신역량 및 산업발전과 관련하여 제
기되는 여러가지 주요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한 기초작업
의 하나로 기획되고 추진된 것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21세기 지식기반 성장시대에 산업경쟁력 창출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혁신(Innovation)의 개념과 유형을 개
관한 후 경제성장과 산업발전과정에서의 혁신의 역할과 의의 등
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함께 1990년 중반 이후 우리보다 먼저 지
식기반경제로 이행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 특히 미국을 비롯한
OECD 회원국가의 혁신환경 변화와 혁신패턴 변화의 내용, 그리고
연구개발과 혁신에 관련된 주요 실증적 분석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최근 그러한 혁신이 경제적 성과로 나
타나기 위해 강조되고 있는 혁신역량과 본고의 중심주제가 되고
있는 향후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의 핵심
으로 간주되는 혁신역량에 대한 분석틀 구축의 기초가 될 뿐 아니
라 우리나라 핵심역량과 혁신정책에 대한 평가와 혁신역량지수 개
발에 있어 이론적·실증적 기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산업의 혁신여건과 혁신역량의 현황
과 문제점,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역량 강화를 위
한 정책적 대응을 평가하여 현재 우리나라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혁신환경과 혁신역량이 어느 수준에 와 있으며, 어떤 패턴을 보이
고 있는지, 그리고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어떤 문제점을 지니
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혁신여건과 혁신
역량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만 보다 성과지향적인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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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여건의 조성과, 혁신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효
과적인 전략과 정책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혁신여건과 혁신역량의 지속적 모
니터링과 현실분석에 기초한 정책개발을 위해 혁신역량지수를 개
발하고자 한다. 이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정량적 통계자료를 구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다소 무리한 시도이긴 하지만 향후 지속적
인 우리 경제의 성장과 산업발전에서 차지하는 혁신과 혁신역량
의 중요성에 비추어 미루어 둘 수만은 없는 연구과제이다. 비록
현 단계에서 다소 미진한 점이 있다 하더라고 혁신활동을 지속적
이고 구체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표개발을 시도
하고, 추후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셋째, 이상의 논의와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혁신주도의 산업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정
책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 구체적인 정책방향, 과제별 세부 실행과
제를 제시하여 향후 우리 경제의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의 원동력
이 될 혁신활성화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과 정책담당자의
전략과 정책구상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앞서 이미 밝힌 바 있지만 실제 혁신이
이루어지는데 있어 산업별 차이와 산업별 특수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주요 분야별 대표적 산업의 혁신 메
커니즘과 혁신역량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분석, 평가하여 한국산
업의 주요 분야별로 보다 구체적인 산업혁신의 패턴과 혁신역량
의 현황과 문제점, 분야별 정부 정책대응을 평가·분석하고 정책
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보고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장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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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세부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Ⅰ장 서론에 이은 제Ⅱ장에서
는 본 연구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부분으로 먼저 제1절에서는 본
연구보고서의 핵심어가 되는 혁신과 혁신역량, 기술혁신과 산업혁
신 등의 기초개념에 대한 정의와 의의, 혁신과 산업발전 및 경제
성장과의 관계 등을 개괄적으로 정리한다.
전통적으로 혁신은 기존제품과 생산방식을 대체하여 보다 저렴
한 비용으로 양질의 제품과 보다 많은 생산이 가능한 새로운 공
정을 개발하거나, 전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소위 신경제(new economy) 또는 지식기반경제
(knowledge-based economy) 논의 과정의 혁신은 단순히 생산방식
과 공정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 높은 수익률과 경제적
성과를 초래하는 기획, 마케팅, 애프터서비스(A/S)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의 혁신활동 모두를 포함하는 매우 포괄
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어떤 형태의 혁신이
되었든 혁신의 궁극적인 결과가 기업과 산업, 국가의 경쟁력 향상
과 생산성 향상 등 구체적인 경제적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
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제1절에서는 기존의 혁신논의가 연구개
발에 중점을 두고, 연구개발 효율성과 특허 및 연구결과의 발표
등 혁신의 일차적 성과에 초점을 맞춘 기술혁신(technological
innovation)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
은 물론 혁신성과의 상업화, 산업화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산업혁
신(industrial innovation)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기초개념들을 정리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는 혁신을 기존의 기술혁신보다
좀더 포괄적이고 광의의 개념으로 파악할 뿐만 아니라 산업수준
의 혁신과 바람직한 경제적 성과-비용절감, 고부가가치화, 지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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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생산성 향상,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 등-를 얻기 위한 주요 전
략의 하나로서 혁신문제를 다루고 있다.
제2절에서는 신고전파 성장이론에서부터 최근 주목을 받고 있
는 신성장이론, 진화적 성장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혁신과 경제
성장 관련 이론을 산업차원의 혁신역량 강화방안 모색의 관점과
경제성장과정의 주요 성장동인으로서의 혁신의 역할에 주목하여
재조명한다. 이러한 혁신관련 이론적 논의에 대한 검토는, 그 동안
혁신활동 그 자체에 대한 논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판단하
에 혁신과 기술진보에 관한 다양한 이론과 가설이 국가와 산업차
원의 혁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고 있으며, 보다 효과적인
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한 여건과 자원, 혁신주체간의 연계방안은
무엇이며, 무엇보다도 경제적 성과를 가져오기 위한 혁신이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여건과 전략이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중
점을 두어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혁신과 산업발전에 관한 논의에 이어 제3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혁신과 성과지향적 혁신역량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현실
세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지를 최근 주요 선
진국의 혁신활동과 혁신패턴의 변화로 살펴본다. 이는 다음 제Ⅲ
장의 혁신역량 분석틀을 구성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혁신환경과 혁신역량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점에서 취약한지를 검토하는 한편, 우리
나라 혁신역량의 평가와 혁신주도의 산업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제Ⅳ장 논의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제Ⅲ장에서는 본 연구보고서의 핵심부분이 될 우리나라의
혁신역량과 혁신정책 평가를 위한 개념적 분석틀(a concep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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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work)을 제시한다. 그동안의 국내 혁신활동과 관련한 여러
분석에서는 관련 자료의 부족과 측정상의 문제점 등으로 모두가
동의하는 분석틀이 마련되지 않은 채로 다양한 측면을 갖는 혁신
활동과 혁신역량을 부분적으로만 분석해 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분석틀을 마련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
다. 특히 향후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있어 혁신의 중요성과 역할
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현실적합성
이 높은 분석틀을 마련하는 첫출발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
의가 있다고 하겠다.
제Ⅳ장은 앞서 제Ⅱ~Ⅲ장의 논의에 기초하여 현재 우리나라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혁신환경과 혁신역량이 어느 수준에 와 있
으며,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어떤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 평가한다. 우선 제1절에서는 분
석의 개요를 설명한 다음, 제2절에서는 우리나라의 혁신역량을 종
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혁신여건과 혁신자원, 혁신주체간 연계
의 질적 수준 등 혁신역량의 분야별 관련 통계의 변화추이를 살
펴보고 이를 G-7국가와 대만, 멕시코, 중국 등 경쟁국과 비교한다.
또한 제3절에서는 혁신역량과 경제성장, 산업발전과의 관계를 검
토하여 우리나라의 혁신활동과 혁신역량 강화가 경제적 성과와
어떻게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제4절에서는 혁신
역량 분야별 지표와 경제적 성과지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
해 이들 분야별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혁신역량지수를 개발
하고, 최근 혁신역량지수의 변화추이와 주요 선진국과 경쟁국과의
비교결과를 제시한 정책적 시사점을 검토한다.
마지막 제5절에서는 앞서 제Ⅱ～Ⅲ장의 논의와 앞서 검토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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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 주요 산업의 혁신역량과 혁신지원정책의 평가의 정책적
시사점 등을 종합하여 향후 21세기 지식기반 성장시대에 지속성
장과 성과지향의 혁신에 기초한 산업발전을 위한 전략과 정책과
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현재 우리
나라 혁신여건과 혁신지원시스템이 어떤 분야에서 어느 정도로
취약하며 어떤 분야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분야별 대표적 산업
의 혁신패턴과 혁신메커니즘, 국내외 혁신여건의 변화와 시사점,
산업별 혁신역량의 현황과 문제점, 혁신정책의 평가, 산업별 혁신
역량과 정책평가의 시사점 등을 분석한다. 제1절에서는 산업별 분
석개요를 정리한 다음, 제2절에서는 기존 주력산업과 공정혁신의
대표산업인 철강산업, 제3절에서는 대표적 부품산업으로서 기술주
도형 혁신의 대표산업으로서 반도체산업, 제4절에서는 대표적 정
보통신기술산업으로 이동전화단말기산업, 제5절에서는 대표적 생
명공학산업의 하나로 제약산업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 제6절은 산
업별 분석의 요약과 함께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고 있다.
제Ⅴ장의 산업별 혁신패턴과 혁신역량 분석은 과거 산업화 시
대의 혁신여건과는 다른 21세기 지식경제시대의 새로운 혁신패턴
과 여건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만드는 산업 및 관련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주목하면서 업종별 최근 혁신역량과 정책대응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업종별 국내외 대표적 혁신기업의 혁신과정 사례 연
구 및 외국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기업 및 산업차원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도출을 위한 시사점 도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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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향후 우리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성장동인의 하
나로 산업차원에서 혁신역량 강화방안을 제시함으로써 21세기 글
로벌 지식기반 성장시대에 부합하는 정부의 산업발전 전략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향후 구조조정 이후 우
리 산업의 주된 발전이 혁신주도의 생산성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
지고 정보통신, 생명산업 등 소위 신기술기반산업의 경우에도 혁신
역량 강화가 핵심발전 전략으로 부상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동 연
구결과는 개별산업의 발전전략 및 경쟁력 강화 연구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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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Ⅱ장

성과지향적 혁신에 관한 이론과 실제

1. 기초개념
( 1 ) 혁 신 의정의
전통적으로 혁신(innovation)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판매가능
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변화시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
는 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미 서문에서 밝혔듯이 본 연구보
고서의 주된 관심은 일반적 혁신보다는 성과지향적 혁신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혁신의 일반적 정의에서 경제적 성과에
주목하여 혁신의 정의를 좀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아
이디어를 적용하여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활동
은 크게 기존의 제품과 공정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더 나
아가 전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혁신은 다음의 두 가지 의미를 갖는 활
동으로 정의한다. 첫째는 기존제품과 생산방식을 대체하여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제품과 보다 많은 생산이 가능케 하는
활동이다. 통상 이러한 혁신을 가능케 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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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변화 또는 기술진보인 것으로 이해한다. 두 번째는 새로운 아
이디어를 판매가능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변화시켜, 이제까지는 존
재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의
미한다.
이처럼 혁신의 내용을 구분하여 정의하는 것은 후술하겠지만
기존의 혁신에 대한 개념이 혁신의 목적과 결과가 주로 새로운
기술획득 또는 기술진보에 초점을 맞춘 기술혁신(technological
innovation)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혁신이 이
루어지는 근본적 목적이 기술확보나 공정혁신에 국한된 것이 아
니라 기업의 부가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경제적 성과의 제고를 목
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혁신
을 정의함에 있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을 강조하는 것은
기존의 혁신의 정의가 주로 기술혁신에 초점이 맞추어진 관계로
기존제품의 제품혁신과 공정혁신에 주목하는 반면 혁신의 결과로
새로 창출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
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는 것이다. 한 예로 신고전파 경제학적 관
점에서는 경제성장과 혁신 및 기술변화와의 관계는 흔히 총생산
함수(aggregated production function)에 기초하는 바, 기업과 산업
차원의 혁신 또는 기술변화는 흔히 생산곡선의 상향이동으로 이
해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곡선의 상방이동은 기존제품의 기술수
준 향상을 잘 나타내 주지만, 혁신의 결과로 예상할 수 있는 새로
운 제품과 서비스의 등장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
다. 특히 혁신의 결과로 새롭게 나타나는 제품과 서비스, 더 나아
가 새로운 산업의 등장은 최근 정보통신기술과 생명공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으로 이제까지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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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과 서비스의 창출이 가능해지고 있는 만큼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 혁 신 의유형
다양한 측면과 복잡성을 지니는 혁신은 어떤 분야에서 일어나
는가, 그리고 그러한 혁신이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어떤 속도로
진행되는가 등에 따라 여러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혁신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목적에 의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경영혁신,
제품 및 공정혁신, 마케팅혁신 등 기업활동의 부가가치 창출분야
별 혁신으로 구분되기도 하며, 혁신이 궁극적으로는 제품개발과
생산공정상의 기술획득 또는 기술진보를 주목적으로 하는가 아니
면 기업활동 전반 또는 특정산업활동 전반의 혁신에 두는가에 따
라 기술혁신(technological innovation)과 산업혁신(industrial
innovation)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통상 혁신이라고 할 때 전자의
기술혁신을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기술혁신과 산업혁
신을 구분할 경우에 산업혁신은 특정산업에서의 기술혁신을 의미
하는 동시에 기술진보를 목적으로 하는 혁신과정은 물론, 기술혁
신의 결과를 상업화 또는 산업화하여 경제적 성과를 가져오는 혁
신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의미의 혁신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보
고서에서 기술혁신과 산업혁신을 구분지어 설명하는 경우에는 후
자의 개념을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혁신은 혁신성과 파급효과의 정도와 속도 등 혁신의 성격
에 따라 근본적 혁신(radical innovation), 진보적 혁신(progressive
innovation), 필수적 혁신(indispensable innovation)으로 구분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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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여기서 근본적 혁신이란 대규모의 자금투자와 장기적 연구
및 개발기간을 필요로 하며, 이전까지는 존재하지 않던 완전히 새
로운 서비스, 재화, 공정을 가져오는 혁신을 말한다. 한편, 진보적
혁신은 근본적 혁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 역시 대규모의 자금
투자와 적지 않은 기간의 연구, 어느 정도의 기술단절을 초래하는
혁신을 의미하며, 필수적 혁신이란 현재의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
해서 반드시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제품과 서비스, 공정상의 연
속적 개선을 의미한다.
또한 앞서 본 연구보고서에서 사용하는 혁신의 정의를 논의하
는 과정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혁신의 목적과 분야가 무엇이냐에
따라 기술혁신, 시스템통합혁신, 마케팅혁신, A/S혁신으로 구분되
기도 하고, 혁신을 추진하는 주체에 따라 기업혁신, 산업혁신, 정
부혁신, 국가혁신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단 여기서 산업혁신의 경
우는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는데 앞서 밝혔듯이 혁신이 이
루어지는 분야의 관점에서 산업혁신은 기술혁신과 경영혁신, 마케
팅혁신, A/S혁신 등을 모두 포괄하는 광의의 혁신을 의미하지만
혁신주체의 관점에서는 특정산업에서 이루어지는 혁신을 의미하
는 한편, 정부주도나 국가주도의 혁신에 대비되는 민간주도의 혁
신을 의미하기도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산업혁신은 기술혁신을 포괄하는 광의의 혁신으로 간주하여 논의
하고, 제Ⅴ장의 산업별 혁신역량을 논의하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
이다. 다만, 이 경우 혁신주체와 범위가 해당 산업과 관련산업분야
에 국한된다는 의미만 다를 뿐이다.
이처럼 혁신에 관한 논의에 있어 혁신의 유형에 관해 살펴보는
것은 혁신유형에 따라 혁신활성화에 필요한 여건과 혁신자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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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근본적 혁신과 진보적 혁
신의 경우만 하더라도 혁신에 소요되는 자금의 규모와 연구개발
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대표되는 혁신자원의 투입규모가 크게 다
르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혁신의 유형과 속도, 방향은 경제발

<표 Ⅱ-1>

종 류

혁신의 성격에 따른 혁신유형

유

형

특

징

사

례

- 매우 드문 편
근본적 혁신
- 대규모의 자금투자 - 새로운 백신
- 전혀 새로운 제품
(Radical
- 장기적 연구의 결과 - 레이저
의 도입
Innovation)
- 실행에 장기 소요 - 인쇄술
- 매우 세부적인 계획

진보적 혁신
- 신제품의 도입
(Progressive
- 새로운 공정
Innovation)

- 기존 제품의 개선
- (디자인, 크기, 원
자재)
필수적 혁신 - 기존 제품에 새로
(Indispensable
운 브랜드의 도입
innovation) - 공정의 변화
- 새로운 생산라인
의 도입
- 패키지의 변화

-

드문 편
대규모의 자금투자
중기연구 결과
- JIT
기술단절
- 인터넷
중기실행
- PC
상대적으로 큰 규
모로의 변화
- 세부계획 수립

-

일반적
중간규모의 자금투자
단기 연구의 결과
SMEs 경쟁력 향상 - 비용절감
에 필요
- 서비스확대
단기 실행
- 전자제품의 새로
상대적으로 작은 변화 운 디자인 도입
비세부적 계획
경제적 요소들에
영향

26 혁신역량과 산업발전

전단계나 산업의 발전단계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혁신과정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혁신이 어떠한 조건하에서 누구에 의해서
어떤 메커니즘을 거쳐 일어나며, 혁신과정에서 여러 혁신주체와
정부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시대와 국가, 산업별
발전단계에 따라 달리 이해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선진국
의 경제사회가 과거 산업화경제사회에서 지식과 정보가 개인과
기업, 산업과 국가발전에 있어 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지식정보화사회로 이행하면서 혁신과정,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에서
차지하는 혁신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개념이 크게 변하고 있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혁신은 독창적 아이디어가 그 상품성
과 경제성을 인정받아 지속적인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였다. 전
통적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제품생산과 서비스제공을 통해 부가가
치를 생산하는 기업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핵심역할
을 담당하였다. 이 경우 기업활동 영역은 크게 공급체인을 통해
원재료 및 기초서비스를 조달하는 후방오피스(back-office)와 수요
체인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전방오피스
(front-office)로 구분된다(<그림 Ⅱ-1> 참조).
이 경우의 기업의 전략은 기업이 생산할 수 있는 것을 판매하
는 전략(selling what they we can produce)으로, 혁신의 주안점은
주로 표준화된 기술에 의해 대량생산되는 제품제조공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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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비즈니스모델

자료：Sun Micro Systems Netscape Alliance (1999).

<그림 Ⅱ-2>
연 구

전통적 선형 혁신 모델
개 발

생 산

마케팅

자료：OECD(1996), Stephen J.Kline and Nathan Rosenberg(1986)에서재인용.

정보확보와 혁신활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통적
비즈니스 모델에 부합되는 혁신은 간헐적으로 또는 우연히 극소
수 발명가에 의한 일회적 발명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되
거나 과학적 연구에서 공학적 개발 및 상업화로 진전되는 일련의
연속된 과정으로 간주하는 선형모형(linear model)의 관점에서 이
해되어 왔었다. 즉, 혁신은 주로 새로운 기초과학분야의 연구를 시
작으로 하여 제품개발 단계를 거쳐, 마케팅 등 일련의 과정을 순
차적으로 거치면서 새로운 제품과 공정, 서비스의 성공적 판매로
일단락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그림 Ⅱ-2>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단선적 비즈니스 및 혁신모델은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더 이상 현실경제의 움직임과 혁신과정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즉, 기업활동
이 점차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더욱 복잡해지는데 반해, 단선적
비즈니스 및 혁신모델은 기업의 여러 부가가치 창출 활동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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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정보흐름과 연계의 강화를 잘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다양
한 분야에서의 혁신활동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어 현실을 제대
로 설명할 수 없는 모델이 되고 있는 것이다.
20세기 후반 이후 혁신은 마케팅, 설계 및 공학적 작업 등 다양
한 활동들의 상호관계 및 환류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interactive) 과정으로 이해되면서,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제품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부가하여 새로운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다시 말해 혁
신을 위해 과학적 연구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연구에 의
해 새로운 발견이 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과학적 연구가 산업현
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라는 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혁신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던 연구
개발은 혁신과정 중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또한 연구개발이 혁
신의 유일한 출발점이 아니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전통
적 단선적 비즈니스 혁신모델 대신 시스템 접근을 요하는 다중
적·복합적 비즈니스 혁신모델이 보다 현실을 잘 설명하는 모델
로 부각되고 있다. 즉, 최근 고속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의 확산으
로 기업활동의 거래비용과 탐색비용이 크게 저하되는가 하면, 제
조업의 외부조달 확대추세와 저스트인타임 재고관리(just-in-time
inventory)가 점차 일반화되고 있는 여건에서 기업은 과거와는 다
른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응하여 혁신모델 또한 변화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표 Ⅱ-2>와 <그림 Ⅱ-3> 참조).
새로운 지식정보화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에서의 기업은
이제 과거와 같이 단순히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자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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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성장시대 기업활동 환경의 변화

변화의 내용

20세기 산업사회

21세기 지식정보시대

기업활동 영역과
기초수단

지방·지역·국내시장/
물적 장비

글로벌시장/
가상 장비

기업자산의 개념
기업생산방식
변화주기

유형자산(tangible)
대량생산/ 대량 주문생산
주기적(periodic)

무형자산(intangible)
개별주문상품의 대량생산
지속적(continous)

자료: Sun Micro Systems Netscape Alliance (1999).

<그림 Ⅱ-3>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자료: Sun Micro Systems Netscape Alliance (1999).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완제품의 최종 생산자인 동시에 다른 기업
에 대해 부품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하는가 하면, 생산자인 동시에
구매자의 역할을 해야 하고, 독자적 기업활동을 수행하면서도 다
른 기업과의 동업자 역할을 수행하는 다중적·복합적 기능의 수
행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의 핵심적
특징은 기업활동간 실시간 정보의 흐름이 원활해야 한다는 점과
기업활동 전 분야에 걸쳐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
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즉, 제조업체는 부품공급 계약업체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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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부족한 부품을 정기적으로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 경우 기업전
략은 기업이 판매할 수 있는 것을 생산하는 전략(producing what
they can sell)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며, 생산관련 정보는 물론 부
품, 가격, 주문, 재고, 생산일정, 대금지불, 소비자선호, 출하 등 기
업활동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정보가 필요할 뿐만 아
니라 이들 분야에서의 혁신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향후 이러한 상호 커뮤니케이션에 기반을 둔 다면적 기업비즈
니스 모델이 여타 기업과의 관계를 확대해 나가면서 과거 선형적
기업모델을 대체해 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의 혁신 또한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즉,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가 새로운 발명, 또는 과학기술 분
야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제조능력의 개발, 시장 니즈(needs)의
인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더욱 커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의 혁신은 기존제품의 점진
적 개선에서부터 기존기술의 새로운 시장에의 적용, 새로운 기술
의 기존시장에의 적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
태로 전개될 필요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혁신모델에서는 학계, 엔지니어링, 제품개발, 제조, 마케
팅분야의 상호 정보의 피드백뿐만 아니라 기업, 공공연구소, 대학,
소비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그림 Ⅱ-4> 참조).
최근 이러한 시스템적 접근을 요하는 소위 지식기반 성장시대
의 혁신은 이제 단순히 생산방식과 공정분야만의 혁신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 높은 수익률과 경제적 성과를 초래하는 기획, 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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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적 접근을 요하는 혁신모델

연구
지식·정보

시장
잠재력
인지/
상품기획

발명/
분석적
디자인

세부
디자인/
검사

재디자인/
생산

유통/
마케팅

자료：OECD(1996), Stephen J.Kline and Nathan Rosenberg(1986)에서재인용.

팅, A/S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친 다양한 혁신활동 모두를 포괄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혁신의 결과가 경제적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주요 선진국은 혁신을
종전의 기술확보에 초점을 맞춘 기술혁신보다 좀더 포괄적이고
광의의 개념으로 파악하여 접근할 뿐만 아니라 비용절감, 고부가
가치화, 지속성장, 생산성 향상,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 등과 같은
바람직한 경제적 성과를 얻기 위한 중요한 전략의 하나로 간주하
여 접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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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발전과 혁신에 관한 이론적 논의1)
이하에서는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에 있어서 기술변화와 정부정
책의 역할에 대한 기존 이론을 핵심역량의 세부 구성요소와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한 정부역할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재조명
해 보기로 한다. 이는 다음 장에서 논의하게 될 국가 및 산업차원
의 핵심역량 평가의 개념적 분석틀 구축과 혁신역량의 구성요소
이해 및 체계화의 이론적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1 ) 신 고 전 파성장론
1980년대 초반까지 경제학자들은 주로 신고전파 성장이론에 기
초하여 경제성장 과정에서의 기술변화의 역할에 대해 분석하였다.
신고전파 성장이론에서는 경제성장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
총생산함수 개념을 적용하여, 경제성장은 기본적으로 생산과정에
서 축적된 노동과 자본에 의해 설명될 수 있으며, 이들 생산요소
의 축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기술변화 또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였다(Solow, 1957). 그러나 신고전파 성
장론에서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성장기여도를 추정하는 과정에
서 기술변화의 역할을 일종의 블랙박스로 취급하고, 기술변화는
경제성장이 결정되는 시스템과는 무관하게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1) 산업발전과 혁신에 관한 보다 자세한 이론적 논의와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는 박우희
(2001), 이공래(2000)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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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고전파 성장이론은 경제성장에 있어서 기술변화와 혁신
의 역할에 대해서 그 중요성과 기여도가 적지 않다는 점을 인정
하면서도 기술변화나 혁신이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 어떤 과정
을 거쳐 총요소생산성의 증가로 나타나는 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신고전파 성장 이론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술
변화의 대부분이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자본과 노동에 대부분 체
화되기 마련이며, 기계와 장비의 사용, 생산시스템 그 자체가 기술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신고전파 성장 이론
은 기술이 변화함에 따라 보다 숙련된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대
함으로써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노동의 양 외에 노동의 질적 차이
에 따른 생산성 변화를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로 구
분하지 않았던 것이다. 실제 실증분석도 기술변화와 혁신의 역할
을 대표하는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분은 전체 경제성장률에서
노동과 자본의 성장기여분을 차감한 잔여분으로 추정함으로써 총
요소생산성 기여분에는 모든 추정상의 오차가 포함될 수밖에 없
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 우리는 총요소생산성을 기술변화 혹은 혁신과 연
관지우는 바, 이는 생산과정의 투입요소를 엄밀히 살펴보면 조직
혁신과 학습효과와 같은 기계나 장비에 체화되지 않은 기술변화,
그리고 기술변화에 따른 파급효과가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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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성장이론
신성장이론의 등장은 신고전파 성장이론이 경제성장에 있어 기
술변화와 혁신의 역할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불만에서 비
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성장이론에서는 이제 기술변화가 더
이상 블랙박스나 외생변수로 취급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제성장
과정에서 결정되는 내생변수로 간주한다. 따라서 신성장이론에서
는 인적자본, R&D 투자, 자본으로서의 기계 및 장비, 공공연구인
프라의 확충과 같은 기술변화와 총요소생산성의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가지 핵심요소들의 역할과 결정메커니즘을 성장모델내
에 포함시키고 있다. 흔히 내생적 성장이론이라고도 불리는 신성
장이론에서는 경제성장의 원천으로 지식의 축적에 주목하는 동시
에 한 경제내 축적된 지식의 생산적 활용을 가능케 하는 경제적
메커니즘 또는 정부정책과 제도적 요소 등을 강조한다. 특히 신성
장이론은 경제성장 또는 경제발전의 원인을 규명하는 분석에 있
어 인적자본론, 기술변화의 경제학 및 산업조직론 등 다른 분야의
연구성과를 수용하면서 경제성장에 있어 지식과 전통적 생산요소
의 투입, 기술변화의 역할에 대해 신고전파의 성장론과는 다른 결
론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우선 신성장이론에서는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노동을 비숙련 노
동과 숙련노동으로 구분하고 특히 후자의 경우는 물적 재화를 생
산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여 보다 많은 생산이 가능
토록 하거나, 생산과정의 경험과 학습 등을 통해 또 다른 새로운
지식을 창출한다고 본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아이디어, 경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조직내 축적된 노하우, 기계 및 설비에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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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어 있는 기술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술진보를 가능
케 하는 모든 요소를 지칭한다. 또한 신성장이론에서는 인적자본
과 기술 그리고 지식에 대한 투자의 수확체증을 인정, 그러한 수
확체증이 기술투자에 따른 파급효과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신성장이론 중 일부는 슘페터가 말한“창조적 파괴”
와 혁신을 보다 더 강조하기도 한다(Aghion and Howitt, 1998). 또
다른 신성장이론은 전기와 정보통신기술과 같이 경제전반에 걸친
다양한 적용이 가능한 소위 일반목적의 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ies)의 변화에 주목한다(Helpman, 1998).
또한 신성장이론에서는 생산요소로서의 지식이 노동이나 자본
과 같은 물적 생산요소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즉,
지식은 다시 공공재적 성격의 지식과 사적재적인 지식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과학적 발견, 수학공식과 같은 공공재
적 지식은 어느 한사람이 사용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는 데 아무런 장애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경합성(non
rivalry)의 특성을 지닌다고 본다. 지식의 이러한 성질 때문에 신성
장론에서는 지식은 노동이나 자본과는 달리 생산요소 한 단위 투
입에 따른 추가적 생산의 감소를 의미하는 한계수확체감의 법칙
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식의 그러한 특성이 물리적 한
계를 갖는 물질적 자본의 축적과 노동증가의 물리적 한계를 해소
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신성장이론은 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및 R&D투자, 특허출원 등 지식의 축적과 확산에 기초한 지
속적인 제품과 공정의 혁신을 통해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물적
생산요소가 지닌 물리적 한계, 즉 수확체감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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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성장이론은 새로운 생산요소로서의 지식에 대한 투자와
지식축적은 여타 물적 생산요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이
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과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전통적
생산요소와는 또 다른 특성을 지닌 것으로 간주한다. 즉, 개인과
기업에 의해 새롭게 생성되는 지식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지식은
기존의 지식에 크게 의존하기 마련이며 그러한 과정을 거쳐 새롭
게 생성된 지식 그 자체가 또 다시 새로운 지식창출 과정에 투입
된다는 점에서 지식은 매우 강한 경제적 외부성 또는 자기강화의
특성이 있다고 본다. 즉,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고 활용하
면 할수록, 더 많은 지식과 정보의 획득, 그리고 새로운 지식과 정
보의 창출이 용이하며, 이는 다시 창출할 수 있는 지식의 양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생산
요소로서의 노동과 자본은 물적 객체로서 희소한 반면 지식과 아
이디어의 경우는 희소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지식을 활용한 새로
운 제품과 기술의 개발과정을 생각해보면 생산자원으로서의 제약
이 거의 없는 특성을 지닌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신성장이론에서
는 지식기반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에 있어 초기 생산비용은 높지
만 일단 생산된 지식의 재생산 또는 추가생산에는 경미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수확체증의 특성이 나타난다
고 본다.
따라서 신성장이론에서는 이러한 지식의 공공재적 성격과 수확
체증의 특성 등으로 인해 지식의 창출, 확산, 활용이 순전히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다. 즉, 시장에
서 결정된 지식의 생성 및 활용이 사회적으로 최적 수준에 미달
하는 과소투자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를 달리 말하자면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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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핵심요소로서 지식창출에 있어 전형적인 시장실패가 나타난
다고 본다.

( 3 ) 진 화 적성장론
진화적 성장이론은 신고전파의 경제이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미시경제학적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혁신과 경제성
장과의 관계,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개입의 근거와 방식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고전파경제이론과는 상당히 다른 결론을 도출하
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의 진화적 접근의 입장을 취하는 일련의
학자들은 분석의 범위를 경제성장의 원인규명에 국한하지 않고
혁신과 기술진보, 변화의 전과정으로 확장하고 있다.
먼저 진화적 성장이론의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은 다음의 세 가
지 측면에서 신고전파이론과 다른 가정에 입각하여 경제성장과
혁신을 분석하고 있다. 첫째, 이들은 기술변화 또는 기술혁신은,
신고전파 경제이론에서 상정하고 있듯이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것
이 아니라, 경제발전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내생적으로 결정된다
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기술변화 또는 기술혁신은 정보의 비대
칭이나 시장의 불완전성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간주한다.
둘째, 이들은 신고전파 경제이론에서처럼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생
산요소는 각각 서로 분리하여 다룰 수 있다는 가정을 거부하는
대신 생산요소들간에 상당한 수준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는 입
장을 취한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경제성장과 경제의 역동성은 신
고전파 경제이론에서 말하는 효율적 자원배분의 결과가 아니라
학습과 새로운 발견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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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적 성장론은 신고전파에서 말하는 경제성장 과정의 균형상
태에서는 연구와 혁신 등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유인이 없으며,
따라서 생산성의 향상은 있을 수 없다는 관점에서 신고전파의 경
제성장과 생산성 변화의 추정에 있어 균형개념에 기초하는 기본
접근 방식은 잘못된 접근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OECD,
2001). 대신 진화적 성장론은 경제 역동성의 원천으로 학습과 새
로운 아이디어의 발견과정에 주목한다. 이와 함께 진화적 경제성
장론에서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과 선택 메커니즘이란 것도
사실 이미 이전의 기술 및 경제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기 마련이며,
일단 한번 결정되면 다시 번복하기가 어려운 비가역성과 자기 스
스로 기술 및 경제환경을 조직화해 나가는 자기강화적 요소가 포
함되어 있다고 본다. 이는 곧 기술 및 경제환경의 변화경로는 아무
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기술진보와 경제활동, 그리고 각종 제도적
장치간 다이내믹한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러한 진화적 성장이론은 투자는 경제구조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경제활동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경제 및 기술변화에
있어 혁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지식의 축적성과 암묵성으로
인해 혁신은 기업내부의 기술궤적을 따르게 된다고 주장한다. 현
재 이러한 진화적 성장이론은 비록 신고전파 성장이론이나 신성
장이론만큼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향후 신성장이론을 이론적
으로 보완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미
최근 OECD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국가혁신 시스템 구축과
지역혁신 집적지 구축, 과학기술 및 혁신정책 수립의 이론적 토대
가 되고 있다(OECD, 199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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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혁신패턴 변화와 실증분석의 정책적 시사점
(1) 최근혁 신 패 턴변화의 내용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을 비롯한 소위 신경제(New Economy)를 주도하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의 급속
한 발전과 글로벌리제이션 가속화에 따라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
다임이 형성되는 가운데 경제전반의 혁신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패턴과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혁신의 새로운 패턴의 형성
은 OECD 회원국 중 일부가 소위 신경제 혹은 지식기반경제 또는
정보경제로 이행하는 데 따른 것이라는데 대한 동의여부와 상관
없이 일반화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1990년대 중반 이후 혁신패턴의 주요 내용을 개관한다.

1) 단기적 성과위주의 기업부문 R&D활동 강화

기업활동과 경쟁에 있어 혁신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면서 기
업의 R&D활동에서 두드러진 새로운 패턴의 하나는 보다 단기적
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R&D 활동에 더 치중하는 한편 그 결과
로 제품개발 주기가 크게 단축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기업의
평균 R&D프로젝트 수행기간이 1993년에는 18개월이었으나 1998
년에는 10개월로 단축(NIST, 1999)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
한 기술 및 제품의 R&D주기가 단축되고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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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진국 경제에서의 비즈니스와 R&D활동이 제품주기가 길
고, 주로 공정혁신 중심인 철강, 석유화학과 같은 전통적 분야에서
보다 혁신적이고 변화 속도가 빠를 뿐 아니라 제품주기가 극히
짧은 컴퓨터장비와 같은 분야로 이행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개발 이외의 다양한 경로를 통한 혁신 활성화
최근 선진국의 경제가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하면서 점차 많은
재원을 넓은 의미의 지식창출을 위해 투자함에 따라 이제 혁신활
동은 R&D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한 연구(OECD, 1998)에 의하면 혁신을
위한 지출 중 R&D지출 이외의 활동에 지출한 금액이 R&D지출
의 거의 2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Ⅱ-3> 참조).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확산 등에 따른
경쟁심화와 기술 및 제품의 R&D 주기단축 등 혁신활동에 있어
광범위한 분야의 다양한 지식과 정보가 요구됨에 따라 기업간 네
트워크 및 전략적 제휴, 외국인 직접투자와 대외무역, 과학시스템
과의 연계, 지식기반 비즈니스서비스업, 인적자본 확충 등이 혁신
활성화에 있어 중요한 새로운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① 기업간 네트워킹과 전략적 제휴
최근 기업간 네트워킹과 전략적 제휴가 급속하게 증대하면서
혁신활동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바 이는 주로 혁
신의 비용증대, 전문인력의 부족, R&D투자 중복해소에 따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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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위한 지출의 구성
단위 : %

호주
벨기에
덴마크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평균

R&D

특허 및
라이센스

제품디자인

시장분석

기 타

35.1
44.7
40.1
27.1
50.6
22.2
35.8
29.3
45.6
32.8
22.9
36.4
32.6
33.5

4.1
1.5
5.3
3.4
6.4
4.3
1.2
8.9
6.1
4.2
4.1
8.0
2.7
4.6

..
11.3
15.8
27.8
..
22.0
7.4
8.4
7.6
14.2
24.5
..
28.4
24.0

7.6
6.6
8.2
6.1
13.2
38.5
1.6
4.3
19.8
5.5
5.4
8.8
8.9
6.6

..
21.2
9.0
29.2
11.7
20.4
47.2
26.4
20.2
17.6
16.8
6.3
15.9
22.4

자료：OECD(1998).

절감, 정보통신분야와 생명공학과 같은 신산업분야 혁신의 과학과
산업의 연계 강화 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 1개 이상의 타 기업과 협력하여 혁신활동을 수행
중인 기업의 비중이 증대하여 오스트리아의 경우 62%, 스페인
83%, 덴마크 97%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중소기
업의 경우 소규모에 따른 유연성과 네트워킹에 따른 규모의 경제
를 결합하기 위하여 협력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암묵
적 지식의 중요성과 지식 파급효과의 지역적 국한성은 기술·지
식 연구기관의 입지형 집적화의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일본
의 생명산업은 지역 과학기반(local science base) 집적화를 기반으
로 하여 급속한 발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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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기술이전 경로의 상대적 중요도
호주 벨기에덴마크프랑스 독일

발명결과의 활용
R&D 계약
컨설팅서비스 활용
다른 기업의 인수
장비의 구입
다른 기업으로부터의
통신서비스
고숙련인력의 고용
기타

아일 이탈 룩셈 노르
영국
랜드 리아 부르크 웨이

4
8
5
7
1

4
5
3
7
6

3
6
4
7
2

2
5
4
7
3

5
6
3
7
4

2
3
5
6
4

5
6
3
8
1

4
5
5
8
3

2
5
3
6
8

2
6
4
7
5

2

2

1

1

1

1

2

1

1

1

3
6

1
8

5
8

6
..

2
8

7
8

4
7

2
7

4
7

3
8

자료：OECD (1998).
자주：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클 경우 1, 가장 작을 경우 8.

<표 Ⅱ-5>

혁신정보 원천의 상대적 중요도
벨기덴마프랑
그리아일이탈 룩셈 네덜노르포르스페
모든
호주
독일
영국
에 크 스
스 랜드리아부르크란드웨이투갈 인
국가

기업내부
기업그룹내부
재료 및
부품공급자
장비공급업자
고객 및 소비자
경쟁사
컨설팅기업
대학 및
전문대학
정부연구소
기술연구소
특허공개
회의 및 저널
박람회 및
전시회

3

1
6

2
8

1
7

7
11

1
..

2
8

1
9

2

2
8

2
9

1
10

5
..

1
8

1
13

4

4

3

5

4

7

5

5

3

3

4

..

9

3

5

5
1
2
8

3 4 4 6
2 1 3 1
7 5 8 4
13 13 13 10

.. 6
2 1
3 3
.. 11

3
2
6
7

1
4
8
9

4
1
6
11

3
1
7
12

4
5
7
6

3
1
2
7

5
2
4
12

3
2
6
8

9

10 11 12

6 10 11 11 10 11

8

11

9

10

8

11 12 10 11 11
11 11 9 10 13
9 9 12 9 9
7 7 7 6 3

.. 13 13 13 9
.. 9 12 12 13
.. 12 10 10 12
4 7 8 6 7

10 9 12 13 12
8 11 8 11 11
13 12 10 10 9
6 2 6 7 7

6

5

5

5

6

2

2

3

4

5

5

자료：OECD (1998).
자주：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클 경우 1, 가장 작을 경우 13.

3

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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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지식기반
최근 기술의 과학의존도(dependence of technology on science)
가 크게 증대되고 있는 동시에 산업전반의 혁신이 과학지식을 보
다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연구실과 시
장간의 거리가 단축되고, 과학과 기술간의 경계가 점차 소멸되는
가 하면 기초·응용 등 연구단계의 구분도 점차 그 의미를 잃어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근본적 발명이 학술적 출
판과 상업화로 시차없이 연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정보통신기술분야와 생명공학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특허 분석에 의하면 화학·생명공학 부문의
과학의존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전기전자 부문, 기계·재료 부
문 등으로 조사되고 있다.
③ 외국인 직접투자와 대외거래
한편, 경쟁압력 증대, 자원배분 개선, 규모의 경제, 지식의 파급
효과 등으로 외국인 직접투자와 대외거래가 글로벌 지식에 접근
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 아니라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원천으로 부
상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시장확보와 현지 R&D능력·파
급효과 활용을 촉진하고 무역은 체화된 기술에의 접근을 허용하
기 때문이다. 실제로 외국인 직접투자 순유입이 큰 아일랜드, 뉴질
랜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호주 등은 기술·지식교류의 중요한 수
혜자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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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규 창업기업
신규 창업기업이 혁신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의 혁신여건의 변화를
고려할 때, 수요구조가 불확실하고 리스크가 큰 신산업 분야에서
유연성이 크고 전문화가 가능한 중소규모의 신규기업이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있다. 변화가 극심한
혁신여건에서는 전자상거래, 유전공학 등 신분야 개척과 틈새시장
확보를 위하여 창업기업의 중요성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대기업은 기술전략으로 실리콘밸리의 신규 소규모 기업
매입에 적극성을 보여 1999년 마이크로소프트사는 44개의 중소규
모의 신규 기업을 130억 달러에 매입하였으며 인텔사는 35개의 기
업을 50억 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⑤ 지식기반 비즈니스서비스업
최근 혁신과정에서는 컨설팅, 교육훈련, R&D, 컴퓨터서비스 등
정보통신기술로 무장한 지식·정보기반 비즈니스서비스업이 혁신
확산의 매개체로 작용하면서 이들 산업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 한
층 커지고 있다. 이들 지식집약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은 대학, 연구
기관 등 전통적인 1차 지식인프라를 보완하는 2차 지식인프라를
구성하여 혁신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최근 유럽 주요국의 기술이전의 경로를 조사한 결과에 의
하면 R&D보다는 정보통신서비스, 새로운 기술이 체화된 기계 및
장비 구입, 외부 발명결과, 고숙련 인력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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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져 혁신과정에서 인력과 정보통신이 기술확산의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3) 인적자본의 역할 증대
또한 최근 혁신과정에 있어 인적자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R&D지출의 상당부분은 바로 이
러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및 고숙련 인력의 확보를 위해 사용
되고 있다. 이는 비록 최근 ICT의 발전으로 그 동안 개인과 조직
체에 체화되어 있는 암묵적 지식의 상당한 양이 코드화를 통해
정보화되고, 지식공유가 가능해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많은 양의
지식과 창의적 아이디어는 암묵적 지식의 형태로 개개인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혁신활동에 대한 최근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혁신활동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은 바로 고숙련
인력의 부족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향후 혁신활동에 있어 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가 있다. 더욱이 미국과 호주의 경우
ICT분야의 고급 고숙련 인력의 이민장려 등을 통해 인적자원 확
보면에서 적지 않은 혜택을 누린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최근 선
진국에서는 노동력에서 R&D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R&D지출의 상당부분은 인적자본 투자 및 고숙련
인력의 확보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4) 조직혁신의 확산 및 가속화
최근 성공적인 혁신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고숙련 인력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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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팀제도 도입, 다기능인력 양성 및 순환보직제 시행, 적기생
산방식 도입(just-in-time production practices), 권한위임제 도입,
수평적 위계질서(flatter hierarchies) 구축과 같은 조직변화와 밀접
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조직변화는 새로운
기술이나 첨단기술 도입의 전제조건이 될 뿐 아니라 조직의 생산
성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미국 기업들
의 고성과 작업장(high-performance workplaces)으로의 이행이 기
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미국의 여러 연구결과들은 한
결같이 기술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업무재조직, 기술 및 인력자원
과 같은 무형자산의 형성 및 활용, 조직의 유연성 등의 조직변화
가 생산성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Black and Lynch, 2000). 또한 최근 기업성과 제고와 혁신활성화
에 필수적인 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성공적인 활
용 역시 조직변화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조직변화와 정보통신기술과의 관계를 분석한 한 연구
는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이 생산현장의 근로자에게 더 많은 책임
과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의사결정과정의 분권화와 자기 책임 경
영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조직으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보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Bresnahan et al., 1999).
5) 시장주도의 혁신촉진적 금융시장의 역할 증대
최근 선진국 혁신활동에 있어 두드러진 현상의 하나는 신규기
업, 고위험-고수익 사업의 혁신활동은 금융자산의 배분시스템이
어떤 구조인가에 따라 그 성과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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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잘 발달된 금융시장과 풍부한 벤처캐피탈을 갖춘 미국, 영
국, 캐나다, 네덜란드의 경우는 은행기반의 기업지배구조를 지닌
독일과 일본에 비해 보다 더 용이하고 활발하게 혁신과 혁신활동
에 대한 자본의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혁신이 활발하고 신산업이 다수 출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금융제도의 핵심은 창조적 파괴의 과정을 촉진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금융시스템이 자본의 신규기업·사업 이전, M&A와
기업분할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
하에서는 창조적 파괴를 통한 구조조정을 가능케 하는 투명성, 분
산된 소유구조, 유연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벤처캐피탈과 같은 자
본시장이 기존의 은행제도보다 더욱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Ⅱ-5>

주요국 벤처캐피탈 투자의 대GDP 비중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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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촉진 역할 증대
선진국의 혁신활동에 있어 과거와 달리 1990년대 중반 이후 두
드러진 변화의 하나는 혁신활동에 있어 정보통신기술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통신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은 다음과 같은 요인이 주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 기술혁신의
성과를 특허로 측정할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 기술혁신은 정보
통신기술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
통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여러 경제활동과 혁
신과정에 다양한 변화를 초래, 결과적으로는 다른 경제부문의 혁
신을 촉진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정보통
신기술의 발전은 통신서비스와 같은 전형적 자연 독과점 체제를
해체하고 이 분야에서 각종 규제를 과감히 완화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정보통신분야의 생산성을 크게 제고하는 한편 전형적 비
교역재였던 통신서비스를 교역재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
문이다. 이러한 통신서비스분야의 변화는 이 분야 혁신활동 투자
를 초래하고, 이러한 혁신투자의 증대는 다시 정보통신서비스분야
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은 혁신과정을 단
축시키는 핵심기술로서 제품의 개발, 생산 주기를 크게 단축시키
고 있을 뿐 아니라, 기업전략과 경영성과간의 연계성을 크게 제고
함으로써 혁신활동을 자극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한 예로 분자 역동성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생화학과 같은 분야에
서는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종전에 몇 년이 소요되는 각종 약품
의 테스트 시간을 단축하여 신약개발을 크게 자극하고 있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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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수 있다. 한편, 정보통신기술은 경제활동의 네트워크화를 주도
함으로써, 기업의 외주조달과 기업간 네트워킹을 촉진하는 한편
실제 기업활동의 세계화를 가능하게 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데이터화
된 지식의 신속한 확산을 가능케 하는 한편, 데이터베이스와 인터
넷을 이용한 용이한 자료검색 등을 통해 과학분야의 연구결과를
보다 효율적으로 기업활동으로 연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는 것이다.

(2) 최근혁신 관련 실 증 분 석결과
앞서 살펴본 신고전파 성장이론, 신성장이론 그리고 진화적 성
장이론을 포함한 여러 경제이론과 혁신과 관련된 이론적 쟁점에
대한 최근의 실증분석 결과들은 혁신과 기술변화 그리고 경제성
장간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형화된 사실들을 제공하고 있
다(OECD, 1998, 2000b).
1) R&D 투자증대와 총요소생산성 증가와의 관계
1997년 현재 OECD회원국 전체의 R&D지출은 약 5,000억 달러
규모로 OECD 전체 GDP의 2.2%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계속 증
가 추세에 있다. 그 중에서도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아일랜
드, 한국, 스웨덴과 같은 소규모 국가에서는 기업부문 R&D 지출
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그림 Ⅱ-6> 참조).
R&D 투자규모의 증대 이외에도 1990년대 중반 이후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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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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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경제성장간 나타나고 있는 주목할 만한 사실은 기업부문 R&D
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국가에서 총요소생산성이 함께 빠
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그림 Ⅱ-7> 참조).
또한 어떤 분야의 혁신이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R&D 투
자는 산출 및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경제의 규모에 따라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즉, 최근에 이루어진 대부분의 실증분석에서
R&D 스톡의 1% 증가는 총산출의 0.05～0.15% 증가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R&D 투자는 국가경제의 규모에
따라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미국과 같
이 대규모시장을 지닌 국가의 경우 R&D 투자는 주로 혁신을 가
속화하는 역할을 하지만, 소규모국가의 R&D 투자는 외국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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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R&D지출 비중과 총요소생산성 상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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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
다(Griffith et al., 1998).
2) 서비스부문의 혁신활동 확대
혁신이 모든 경제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특히 서비스산
업부문에서의 R&D활동이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특수
한 서비스분야의 R&D에 대한 외주증가, 그린제품(green products)에 대한 수요 증대와 같은 다양하고 복잡해진 소비패턴에 부
응하면서 세계화에 따른 글로벌경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를 비롯한 경제 전 분야의 혁신이 기업의 불가피한 전략이 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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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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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D 투자의 수익률
R&D 투자의 사적 및 사회적 수익률은 여타 투자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R&D 투자의 사적 수익률은
10~20% 수준으로 여타 투자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일 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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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R&D 결과인 기술의 경제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까지를 감안
하여 R&D 투자의 사회적 수익률을 포함할 경우 R&D 투자의 수
익률은 여타 투자의 수익률의 몇배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Cameron, 1998). 이는 혁신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제적 성과는
R&D를 통한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공정의 발명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R&D 초기 상업화, 더 나아가 R&D 성과의 광범위한 확
산과 생산적 활용 역시 혁신활동에 따른 경제성과 제고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R&D 성과의 광범위
한 확산과 생산적 활용의 파급효과는 일부 소규모국가의 경우 비
록 자국의 과학과 혁신에 대한 투자가 외국기술과 지식의 소화·
활용을 가능케 하지만, 자국에서 개발된 기술보다는 외국에서 도
입한 기술과 지식의 확산과 활용이 생산성 증대에 더 효과적이라
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한편, R&D 투자의 수익률은 업종별, 연구성격에 따라 서로 다
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집약적인 부문에서의 연구
개발투자의 수익률은 그렇지 않은 부분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기초연구가 응용연구보다, 공정R&D가 제품
R&D보다 투자수익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Cameron, 1998).
최근 혁신활동과 연구개발의 성과인 기술의 이전·확산으로 인
한 파급효과로 연구개발 투자수익률이 20～50%에 이르는 등 연구
개발의 성과인 기술의 이전·확산이 경제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에 연구개발 못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Cameron, 1998)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제품·공정의 R&D와 직
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주는 R&D의 상업화도 중요하지만
R&D 결과의 경제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확산과 생산적 활용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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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R&D 투자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기업과 산업차원의 R&D투자와 생산성과의 관계
일부 국가의 경우 R&D투자와 생산성간의 관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기도 하였지만 거의 예외없이 기업과 산업차원에서
는 R&D투자와 생산성간에는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경제전체로는 R&D투자와 생산성간의 관련성
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다음의
세 가지 원인이 주로 지적되고 있다(OECD, 1998a). 첫째, 혁신활
동과 생산성 모두가 사실 계량적으로 측정하기가 매우 힘든데다
가,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경제지표라는 점이다. 둘째, 혁신노
력이 생산성 수준의 향상과 생산성 증가로 나타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혁신활동의 경제적 성과간에
는 어느 정도의 시차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혁신 또는 기술변화
가 생산성에 미친 영향과 혁신 이외의 다른 요인이 생산성에 미
친 영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전반의 생산성 향상의 상당부분은 혁신활동 그 자체보다는 혁
신의 성과가 경제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차원의 실증분석에서는 혁신 또는 기술변화가 상당
한 수준의 생산성 향상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혁신 또는 기술변화에 따른 생산성 증가는 기술변화
에 따른 기업조직의 변화, 조직원의 교육훈련과 숙련도 향상이 수
반되는 경우에 그 효과가 더욱 분명히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시 말해 새로운 기술이 조직원 전반에 걸쳐 충분히 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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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우에 한해 혁신과 기술변화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
는 것이다.
5) 경제성장 및 산업발전에 있어 혁신의 역할
이상의 R&D투자와 생산성에 관한 실증 분석 결과 외에도 혁
신과 경제적 성과와 관련된 여러 실증분석들은 경제성장과 산업
발전, 더 나아가 산업경쟁력 제고에 있어 혁신이 어느 정도로 중
요하며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첫째, 국가간 일
인당 국민소득의 차이는 부분적으로 이들 나라간의 기술격차에
의해 나타난다는 것이다(Fagerberg, 1994). 이는 저소득국가일수록
외국에서 개발된 기술을 응용함으로써 고소득국가를 추격할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최근
기업의 혁신활동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통상 기업들이 혁신
활동에 투자하는 것은 주로 시장점유율 확대, 비용절감, 이윤증대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유럽 12개국 제조업 매출액의 약 30%
이상이 혁신을 통한 신제품 또는 품질개선제품 매출에 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1999). 또한 기업
의 혁신활동에 대한 조사결과에 기초한 실증분석(OECD, 2000a)에
서는 기업의 경영성과 개선과 혁신이 높은 상관관계에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셋째, 기술과 혁신은 경제적 성과에 간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 예로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변화는
정보통신시장의 여러 분야에서 독점적 특성을 제거하는 동시에
정보통신분야의 규제개혁과 경쟁시스템 도입을 가능케 하는 계기
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Blondal and Pilat, 1997). 그리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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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산업의 성장은 정보통신분야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정
보통신비용의 절감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다시 인터넷상거래와 같
은 정보통신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신제품 및 서비스개
발을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3 ) 정 책 적시사점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 관찰되고
있는 혁신패턴의 변화는 경제성장에 있어 기술변화와 혁신의 역
할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한편 이제까지와는 다
른 접근과 정책대응을 요구하는 바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들이 효율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기술과 혁신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의 경우 경쟁압력이 거세지고 규제개혁으로 인해,
혁신투자가 불가피해질 때 가장 활발하다는 점에서 혁신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쟁시스템의 도입과 규제완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
다. 이러한 경쟁시스템의 도입은 비용절감과 ICT, 인터넷과 같은
기술의 경제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확산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둘째, 혁신의 주요 원천이 되고 있는 지식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최근의 혁신활동은 보다 다양한 기
술과 아이디어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향후의 혁신활동에 있어 네
트워킹과 협력, 개방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구
체적으로는 혁신기업간 기술분야에서의 전략적 제휴와 M&A 능
력, 무역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방적 자세 등 혁신활동에서의 상
호 협력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정보통신기술과 생명공학분야와 같은 새로운 유망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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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의 혁신은 신규 창업기업(start-up firms)에게 유리한 기업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들
산업들은 일반적으로 수요패턴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투자의 위
험도가 높고, 기술의 경제성과 시장성이 불확실한 신규 유망분야
일수록 소규모 신규 창업기업이 대규모의 기존기업보다 더 유리하
기 때문이다. 또한 벤처캐피탈과 행정규제와 같은 신규기업의 창
업조건의 차이가 혁신과 경제적 성과에 큰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
이다.
넷째, 금융시스템의 차이, 특히 불확실성과 투자위험도가 큰 프
로젝트에 대한 금융시스템의 금융지원 정도의 차이가 정보통신기
술과 새로운 유망분야의 혁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점에서 벤처기업과 신규창업 활성화에 적절한 금융시스템의
구축이 긴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미국, 영국, 캐나다, 네덜
란드와 같이 비교적 잘 발달된 금융시장과 활동적인 벤처캐피탈
리스트들이 풍부한 국가에서의 혁신과 새로운 산업에 대한 분야
로의 자원재배분이, 전통적 은행시스템이 지배적인 독일이나 일본
보다 더 활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에서도 잘 나
타나고 있다. 은행기반 금융시스템이 금융시장에 기초한 금융시스
템으로 반드시 전환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이들 두 시스템의 장
점을 모두 가진 시스템이 혁신활성화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다섯째, 정보통신기술과 생명공학분야와 같은 새로운 유망분야
에 있어서의 혁신이 다른 그 무엇보다 더 과학의 발전에 보다 직
접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향후 혁신에 있어서는 과학
과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기초과학에 대한 지속적 지원
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공적지원과

58 혁신역량과 산업발전

기초과학 연구기관의 육성은 혁신활동의 기초가 되는 기본지식의
축적과 기초과학 연구과정에서 배출되는 우수인력의 확충, 기술확
산의 거점 구축이라는 관점에서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특
히 기초과학 연구기관의 육성은 글로벌 지식과 기술이전으로부터
혜택을 받고자 하는 국가의 경우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대부분의 혁신활동 분석결과들은 혁신 활성화에 있어
창의적이고 고도로 숙련된 인적자원의 부족을 가장 중요한 장애
요인으로 지적하고 향후에도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예상하고 있
다는 점에서 우수 인력 배출을 위한 교육시스템과 경제활동인구
전반의 지적 능력, 숙련도 제고를 위한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일곱째, 혁신과 정보통신기술은 최근의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에
있어 상호 불가분의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혁신
활성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전략적이고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혁신과정의 복잡성의 증대, 혁신주체간의 상호 연관
성의 증대, 새로운 혁신촉진 요인의 대두 등 최근 혁신패턴의 변
화를 고려할 때 향후 정부의 혁신지원정책은 이러한 혁신여건의
변화에 부응하여 기존의 혁신지원 정책을 재검토하고, 여타 정책
과의 조화로운 추진체계 구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점을 제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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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역량의 개념적 분석틀

1. 분석틀의 개요와 특징
본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혁신환경과 혁신역량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으며, 향후 어떠한 분야에 제도적, 정책적 대
응이 필요한 지를 분석·평가하는 개념적 분석틀을 제시한다. 본
장의 분석틀은 기본적으로 미국 하버드대학의 마이클 포터 교수
(Michael Poter)와 MIT 슬로안스쿨의 스코트 스턴(Scott Stern)
교수가 공동으로 개발한 국가혁신역량 개념에 근거한 분석틀(이
하 포터-스턴 분석틀)에 기초를 두고 있다.
포터-스턴 분석틀의 기초가 되는 국가혁신역량의 개념은“어느
한 국가 혹은 경제가 장기간에 걸쳐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일
련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내는 능력”
을 말한다. 또한 포터스턴 분석틀에서는 한 국가의 국가혁신역량은 크게 다음의 세 가
지 요소에 의해 좌우된다고 본다. 즉, ① 경제전반에 걸쳐 혁신활
성화를 지원하는 각종 제도, 정책, 자원을 모두 포괄하는 공동혁신
인프라(common innovation infrastructure), ② 산업클러스터 특유의
혁신환경(the cluster-specific innovation environment), ③ 공동혁신
인프라와 산업클러스터 특유의 혁신환경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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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시스템의 질적 수준(the quality of linkages)이 그것이다2).
이들 세 요소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공동혁신인프
라에는 국가 또는 경제 전반의 기술수준, 새로운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과학자 및 엔지니어링 인력풀의 규모,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와 기초연구에 투입되는 자금규모 등이 포함된다. 공동혁신인
프라에는 이러한 요소 외에도 산업전반에 걸쳐 혁신활성화를 촉
진하는 인센티브 제공 차원의 특허 및 복사권 제도,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 반독점금지법,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 해외경쟁에
대한 경제개방도 등 각종 법규와 제도, 정책들이 어떠한 방향에서
어떤 수준으로 운용되는 지도 포함된다.
한편, 산업클러스터 특유의 혁신환경이란 특정 그룹의 관련 산
업군의 혁신과 관련된 특정한 조건을 말한다. 즉, 한 경제의 혁신
성과는 궁극적으로는 개별기업과 해당산업 또는 산업클러스터에
귀착된다는 점에서 개별기업 또는 기업집단과 산업클러스터의 혁
신은 개별기업이 직면하는 경쟁의 정도, 지역적 혁신가능성, 지역
적 혁신인력의 가용성 등 미시적 혁신조건에 따라 그 방향과 속
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계시스템의 질적 수준에는 국내대학의 기초연구
결과를 상업화하는 시스템, 벤처캐피탈을 유망한 벤처기업에 투자
하도록 하는 시스템, 공동혁신인프라의 연구개발과 유능한 인력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능력과 메커니즘 등을 말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틀은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포터-스턴

2) 포터-스턴 분석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Stern, Poter and Fuman(2000)과 Poter &
Stern(1999)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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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틀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이들의 방법론은 기술적으로
최선진국의 관점에서 마련된 것으로 혁신역량의 궁극적인 성과를
세계 최초의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를 획득하는 건수로 삼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기술중진국인 점과 비록 최근
정보통신분야와 생명공학분야에서의 해외 특허취득이 크게 증가
하고는 있으나, 혁신의 성과에는 특허취득의 일차적 성과와 더불
어 산업전반과 경제적 성과가 혁신의 최종성과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틀에서는 혁신활동의 일차
적 성과라고 할 수 있는 특허등록, 학술논문발표 등의 성과를 혁
신자원의 일부로 간주하는 대신 일인당 생산성의 증가, 총요소생
산성 증가율, 첨단산업기술제품의 수출비중 증가 등 주로 실물경
제에서의 성과를 혁신활동의 궁극적인 성과로 간주하고 있다.
둘째, 포터-스턴 분석틀에서는 국가혁신역량이 다시 공동혁신인
프라, 산업클러스터 특유의 혁신환경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연계
시스템의 질적 수준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분석틀을 기술중진국인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는 아직은 다소 무리한 점이 적지 않다는 입장을 취한다. 최근 들
어 산업발전에 있어 관련산업의 동반성장의 필요성과 산업집적의
중요성, 특정 산업집적지 특유의 혁신여건과 조건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제고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산업
중심의 산업발전이 여전히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포
터-스턴 분석틀의 산업클러스터 특유의 혁신조건은 어느 정도 특
정그룹의 관련산업이 산업클러스터로 형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산업클러스터 기반의 혁신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경험이 있어야 한
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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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라고 하겠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혁신역량을 구성하는
요소로 포터-스턴 분석틀에서의 공동혁신인프라와 산업클러스터
특유의 혁신환경을 구성하는 세부요소를 다시 혁신여건(innovation
condition)과 혁신자원(innovation resources)으로 재분류하고, 포터스턴 분석틀에서 공동혁신인프라와 산업클러스터 특유의 혁신환
경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은 본 연구의 혁신여건과 혁신
자원을 연계하는 연계시스템으로 대체하였다.
셋째, 포터-스턴 분석틀은 기본적으로 국가간에 서로 다른 혁신
성과가 나타나는 이유를 규명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실제 동
분석틀은 미국의 혁신역량의 변화추이와 OECD 주요국의 혁신역
량을 국가별로 비교하기 위해 개발되고 적용되었다. 그러나 본 연
구의 혁신역량 분석틀은 국가차원의 혁신역량뿐만이 아니라, 한
국가내 지역과 산업, 더 나아가 기업차원의 혁신역량 분석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에 적합한 분석틀이 되도록 혁신역량의 구성요소
를 재구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포터-스턴 분석틀은 분석틀 구성의 이론적 근거로
는 로머의 신성장이론과 마이클포터의 경쟁우위 모델, 넬슨의 국
가혁신시스템이론을 사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의 혁신역량 분석틀
은 앞서 제Ⅱ장에서 검토한 신고전파성장이론, 신성장이론, 진화
적 성장론과 1990년대 중반 이후 혁신패턴의 변화와 새로운 혁신
촉진요소, 혁신과 경제적 성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결과에 기초하
고 있다. 이처럼 분석틀 구축에 있어 일부 이론이 제외되었다고
해서 제외된 이론이 혁신역량 분석에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며, 최근 혁신패턴의 변화와 실증분석 결과를 반영
하는 과정에서, 이들 이론에서 말하는 혁신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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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를 반영하였거나 이들 이론의 일부 요소의 경우 개념적으로
는 의미가 있지만, 기술중진국인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무리가
있거나, 실제 국가별 비교를 위한 실증분석에서 통계가 미비하거
나 구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외한 것이다.

2. 성과지향적 혁신역량의 분석틀
본 연구에서 강조하는 성과지향적 혁신역량은 포터-스턴 분석
틀에서와 마찬가지로“어느 한 국가 혹은 경제가 장기간에 걸쳐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일련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내는
능력”
을 말한다. 다만 포터-스턴과는 달리 혁신역량은 국가차원에
서의 혁신역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이미 밝혔듯이 한
국가내 지역과 산업, 더 나아가 기업과 개인차원의 혁신역량도 의
미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혁신역량을 구성하는 요소
가 기본적으로 국가차원에서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실제 혁신역량
의 개념을 지역과 산업, 기업에 적용할 경우에는 해당부문의 주체
와 여건을 일부 제한적으로 적용하거나 지역과 산업, 기업의 특유
의 것으로 대체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제Ⅱ장에서 검토한 혁신의 개념과 유형, 신고전파성장이
론, 신성장이론, 진화적 성장론 등 경제성장과 산업발전 과정의 혁
신의 역할과 조건에 관한 이론적 논의, 그리고 특히 1990년대 중
반 이후 혁신패턴의 변화와 새로운 혁신촉진요소에 관한 논의의
핵심은 한 국가 또는 지역, 산업과 기업이 장기간에 걸쳐 경제적
으로 가치가 있는 일련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루어내는 능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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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말해 혁신역량을 결정하는 조건과 핵심요소가 무엇인가에 대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이론적 논의와 실증분석이 혁
신의 다양한 측면을 때로는 다른 관점에서 서로 다르게 논의하고
<그림 Ⅲ-1>

혁신역량의 분석틀
생활수준의 향상
경제성장, 산업발전

혁신의 경제적 성과
(기술수준 제고, 첨단제품 수출, 생산성 증가)

혁신역량의 강화
(1) 혁신여건

(2) 혁신자원

·국내외 시장규
모와 경쟁조건
·지적재산권제도
및 정부규제환경
·안정적 거시경
제정책의 운용

(1) 혁신여건

및 민간 R&D 자본
금융
↔ ·공공
↔ ·혁신촉진적
·과학자 및 엔지니어 등 인적
시스템과 자본시
자본
·정보통신인프라 및 ICT 자본
·학술논문, 특허 등 혁신자원
투자의 일차적 성과

장
·혁신적 인력공급
시스템과 신축적
노동시장

(3) 혁신연계시스템
·기업간, 기업-대학간 협력관계
·전략적 제휴 및 외국인 투자유치 시스템
·대학 기초연구 결과의 상업화 시스템
·벤처캐피털의 벤처기업 투자시스템
혁신역량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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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있으나 한 가지 분명하고 공통된 사항은 이러한 논의의 근저
에는 국가나 경제, 산업의 발전과 번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들 분야별 생산성 증대와 경쟁력 제고가 핵심이며, 이들 분야별
생산성 증대와 경쟁력 제고는 다시 혁신활성화 또는 혁신역량 제
고에 달려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이론적 논의와
실증분석은 혁신활성화나 혁신역량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과
요소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 바, 이렇게 제시된 조건과 주요
요소들이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라는 점에 유
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장에서의 논의에 기초하여 한 국가나
경제, 산업과 기업의 혁신역량과 그러한 혁신역량에 기초한 혁신
성과 및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조건과 요소를
크게 혁신여건, 혁신자원, 혁신연계시스템 등 세 분야로 나눈다.
<그림 Ⅲ-1>은 본 보고서에 사용하는 혁신역량의 분석틀을 대략적
으로 나타낸 것이다.

3. 혁신역량의 구성요소
(1) 혁신여건
한 국가나 경제, 산업과 기업의 혁신역량과 혁신기반의 경제적
성과는 해당 국가내 각종 제도와 법규, 정부의 거시정책과 주요시
책이 기업과 대학, 공공 및 민간연구소, 벤처 및 신규창업 기업 등
의 혁신을 활성화하도록 제대로 구비되어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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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느냐에 크게 의존한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혁신활
성화 관련 제도와 정책의 장기간 운영의 결과로 형성되는 혁신활
성화의 기본조건을 총칭하여 혁신여건이라 하고 이러한 혁신여건
을 구성하는 여러 세부요소를 다시 국내외 제품 및 서비스시장규
모와 경쟁조건, 자본 및 노동시장의 혁신촉진적 요소, 지적재산권
및 경쟁관련 법규 및 규제환경, 거시경제적 환경 및 정책요소 등
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혁신여건은 혁신활동의 방향과 속도, 혁신성과의 확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포터-스턴 분석틀에서 경제전반
에 걸쳐 혁신활성화를 지원하는 각종 제도, 정책, 자원을 모두 포
괄하는 공동혁신인프라와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공동혁신인프라와 여기서의 혁신여건이 다른 점은 공동혁신인프
라에 속한 혁신활동의 직접적인 투입요소라고 할 수 있는 연구개
발 투자와 혁신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과학자와 엔지니어
등 인적 자원이 혁신자원으로 구분되어 혁신역량의 주요 구성요
소가 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하겠다.
1) 국내외 시장의 규모와 경쟁조건
국내외 제품 및 서비스 시장의 규모가 크고 시장내 경쟁이 치
열할수록 혁신을 추진할 인센티브가 크다는 것은 매우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시장규모가 크면 클수록,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생산특화와 함께, 분업을 통한 보다 정교한 분야의 기능 및
기술축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규모의 시장은 특정제품의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고정비용을 대규모 시장에서의 매출 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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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규모의 제품 및 서비스시장의
대두와 시장에서의 경쟁심화는 다음의 몇 가지 경로를 통해 혁신
이 활성화되는 환경을 조성한다. 첫째, 경쟁심화는 기업으로 하여
금 연구개발을 비롯한 각종 혁신활동의 강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다. 제품 및 기술주기가 크게 단축되는 경쟁적인 시장여건하에서
혁신활동을 소홀히 한 기업은 곧 시장점유율의 하락에 직면하거
나 계속해서 시장을 유지하자면 제품가격을 인하하는 방법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 경쟁적인 시장만이 가장 효율적
인 기술과 혁신활동을 지지하게 된다. 셋째, 대규모의 시장과 경쟁
은 전반적으로 중간재나 제품의 가격을 낮춤으로써 중간재나 자
본재에 체화되어 있는 기술의 획득을 용이하게 하여 보다 적은
비용으로 혁신활동이 가능하게 한다. 넷째, 대규모의 시장과 경쟁
심화는 특정기업의 기술적 우위에 기초한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
위를 약화시킴으로써 여타 기업의 혁신활동을 자극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혁신의 결과로 나타나는 네트워크 외부성 혹은 R&D
와 생산에 있어 범위의 경제에 기초한 독점적 기업의 출현을 예
상한다. 그러나 만약 시장내에 계속해서 경쟁압력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독과점적 지위는 사실상 또 다른 혁신적 기업이 나타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누리는 독과점지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신성
장론에 의하면 그러한 일시적 독과점적 지위는 고위험도의 연구
개발과 혁신활동 투자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보상이 혁신의 새로운 인센티브로 작동한다고도 할 수 있
다. 이러한 점에서 혁신여건 조성차원에서는 공정거래법과 같은
반독점금지법의 운영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의 여부도 혁신여건 조
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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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혁신촉진적 금융시스템과 자본시장
제품시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본시장의 각종 제도와 운용이
본질적으로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을 예상할 수 있지만 실패할
경우 부담과 위험도가 큰 기업이나 혁신주체의 혁신활동을 촉진
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의 여부는 혁신활성화의 중요
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본시장에서 위험도가 높은 투자의 경우 투자자금의 조
달이 비교적 용이한 금융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는 기업의 혁신
활동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업활동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투자가의 혁신적 투자에 따른 위험을 경
감시키거나 투자 대비 보상률을 제고하는 벤처캐피탈 펀드의 조
성과 운영, 혁신적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자본이익에 대한 소득세
경감 등이 이루어지는 여건 하에서는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
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특허나 기술의 상업적
활용을 시도하는 혁신적 기업에 벤처캐피탈이 신속하게 조달되는
신축적 금융시스템의 운영은 혁신여건의 필수라고 할 수 있다.
3) 혁신적 인력공급시스템과 신축적 노동시장
혁신여건은 노동시장의 신축성과 혁신적 인력 공급시스템에 의
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노동시장의 인력이동의 용이성과 신
축성은 노동생산성과 고용구조 자체에 크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
니라 기존 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의 선결조건도 된다. 또한 노동
시장에서 인력조정의 신축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혁신적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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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패시 인력조정의 곤란함에 대한 우려로 투자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노동시장의 각종 제도와 노동공급시스템의 하나로서 고
등교육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을 경우 혁신적 기업으로 하여금
고숙련인력의 확보를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기존인력의 기능 및
기술수준 제고가 용이해져서 혁신여건 조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고숙련 인력의 확보 용이
성과 기존 인력의 자발적 기술수준 제고의 가능성이야말로 혁신
과정과 기술 확산과정에서 가장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체 인구 중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의 구성비가 높으면 높을수록
새로운 기술과 제품,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클 뿐만 아니라 새로
운 기술과 제품을 더 쉽게 받아들이는 여건이 조성되어 이 역시
혁신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볼수 있다.
4) 지적재산권제도 및 정부규제환경
특허 등의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혁신적 투자를
한 개인투자가에 대한 사적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혁신적 투자를
조장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혁신성과의 확산을 통한 사회적 편
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양면성을 지닌다. 따라서 혁신여
건으로서의 지적재산권보호제도의 운용은 이러한 지적재산권 보
호의 양면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방향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이
다. 특히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지적
재산권 보호의 확대는 새로운 기술과 혁신적 성과의 확산을 저해
하거나 혁신적 활동의 경제적 성과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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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보통신기술분야의 혁신에 의한 기술변화가 정보통신부
문의 자연독점적 특성을 크게 변화시켜, 이들 부문의 정부규제 개
혁이 불가피해진 예도 있지만, 환경, 보건, 인터넷과 같은 분야에서
의 규제강화가 이들 분야에서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도 하고, 인터
넷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확산을 강화하기도 한다. 다시 말하자면
한 경제의 규제시스템의 운영과 혁신여건의 조성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혁신여건 조성의 관점에서 규제시
스템의 운영은 반드시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정
규제가 중·소규모의 신규기업이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방향에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들 중소규모의 신규기업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시
장에 도입하는데 있어 기존의 대기업보다 신기술을 적용하는데 따
른 위험과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어, 혁신적 활동에 과감히 도
전할 수 있는 매체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신규기업의 존재야
말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던 기존기업에 있어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결과
적으로 혁신을 저해하게 되는 규제와 반경쟁적 행위를 막아 결과
적으로 혁신을 촉진하는 규제를 엄밀히 구분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구분은 독점적 기업이 될 잠재력이 큰 대기업이 가장 혁신
적인 기업중의 하나일 경우에 더욱 어렵다고 하겠다.
5) 안정적 거시경제정책의 운용
앞서 살펴본 제품시장과 생산요소시장, 그리고 법·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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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거시경제정책의 운용이 혁신여건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혁신과 기술변화가 물가, 이
자, 투자율 등 거시경제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거시경제정책의 운용이 혁신의 방향과 속도에 적지 않
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한 예로 재정의 통합운영은 직접적으로는 실질금리의 변화, 간
접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의 변화를 통해 혁신활동과 기술변화에 영
향을 미친다. 비록 최근들어 실질금리의 변화가 민간기업의 R&D
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줄기는 했으나, 금리변화와 경제성
장률 변화는 민간부문의 R&D 투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정부의 공적 부채규모가 큰 상황에서는 재정의 통합운영은
저금리를 통한 투자활성화와 경기부양을 가져와 혁신활성화에 보
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다. 그러나 그러한 재정의 통합운영은 공
공부문의 R&D 투자지출을 삭감하거나 탐험적 기초연구를 중단
하는 등 혁신기반을 약화시켜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지원, 산
학연계 강화를 위한 공공지출 등 재정지출의 규모와 지출구조 역
시 넓은 의미의 기업문화를 포함, 혁신적 기업의 인센티브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혁신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거시경제적 요소는 물
가안정이다.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 물가가 안정
된 경우에는 미래 불확실성이 제거됨으로써 유형·무형투자도 유
리한 여건이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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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혁신자원
본 연구에서 강조하는 성과지향적 혁신역량을 구성하는 두번째
구성요소인 혁신자원은 주로 혁신과정에 있어 주요 투입요소적
성격의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혁신자원
다시 공공 및 민간 R&D 자본, 인적자본(human catital), 정보통신
인프라 및 정보통신기술 자본재, 특허와 과학기술분야 국제 학술
논문 등과 같은 혁신투자의 일차적 성과로 구분한다.

1) 공공 및 민간 R&D 자본

혁신기반의 경제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새로운 지
식의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비록 최근들어 혁신과정에서 전
통적으로 핵심을 이루고 있는 연구개발(R&D) 외에 다양한 혁신
활동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연구개발은 혁신에 있어 가
장 기초적인 투자와 활동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공공
기관 및 민간기업의 R&D지출은 국가나 산업, 지역과 기업의 혁
신활동에 있어, 혁신활동에 대한 자원배분의 정도를 가늠하는 가
장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R&D 자본은 본 연구의 혁신역량을 구성하는 두번째 요소인 혁신
자원의 가장 중요한 세부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혁신자원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공공 및 민간 부문의
R&D 자본을 다루는데 있어 유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R&D 자본
축적을 위한 투자지출은 어디까지나 혁신활동을 위한 중요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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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요소이지 그 자체가 혁신의 규모나 성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
라는 점이다. 따라서 마치 일부기업들이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하는
대형프로젝트나 설비에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R&D투자 역
시 낭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배제해서는 안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혁신자원으로서의 공공 및 민간기업 R&D 자본
을 검토할 경우에는 공공 및 민간기업 R&D 투자의 구성비, 세부
분야별 투자비중, R&D투자의 재원출처와 수행기관, 일정기간 동
안의 누적 R&D투자의 절대 규모와 경쟁상대국과 비교한 상대적
규모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공공 및 민간기업 R&D 활동은 주로 대학 및 대학 연구
소, 공공연구기관, 민간기업연구소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들은 곧
한 국가나 경제, 지역과 산업의 혁신활동의 모체가 되는 과학기반
(science base)의 규모와 성격을 규정한다. 다시 말해 공공 및 민
간기업 R&D활동은 혁신활동의 기초가 되는 지식스톡(knowledge
stock)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관련 분야에 필요한 연구인력의 규
모와 참여내용을 결정하는 한편, 대학 및 대학 연구소, 공공연구기
관, 민간기업연구소별 기초연구, 응용연구, 제품개발 중 어떠한 연
구에 더 치중하여 연구를 수행할 것인가를 결정함으로써 혁신활
동의 모체가 되는 과학기반의 양적 규모와 질적 내용을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되는 과학기반의 역량은 기술 및 혁신확산에 있어 핵
심요소로 인식되는 외국과의 공동연구 및 혁신네트워크에의 참여
와 글로벌 지식스톡 활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공공 및 민간기업 R&D 활동은 혁신과정에 참여한 연구인력이 연
구성과를 활용한 분사(spin-offs) 등을 통해 활발한 창업이 이루어
지는 토대를 형성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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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의적 인적자본
인적자본(human capital)은 혁신활동의 주요 기초자원이 되는
지식과 정보, 기술에 대한 노하우(know-how)를 실제 두뇌에 담고
있으면서, 연구개발과정을 직접 주도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 기술
향상, 훈련투자를 통해 축적된다는 점에서 한 국가나 산업, 지역과
기업의 혁신역량의 핵심요소가 된다. 이는 비록 최근의 지식정보
화사회로의 전환으로 많은 지식이 디지털화되고,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가고 있지만, 혁신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많은 지
식과 정보, 기술과 기능, 경험과 창의성 등이 여전히 인적자본에
암묵적인 지식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개인의 교육 훈련에 대한 투자가 주를 이루는 인적자
본에 대한 투자는 동 투자의 사회적 외부성이 큰 데 반해 개개인
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미래의 소득증가를 위해 현재의 소득감소
를 감수해야 하므로 과소투자가 되기 쉬운 전형적인 시장실패의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히 인적자본에 대한 투
자의 상당부분은 국가나 정부가 개입하여, 창의적인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금융, 조세지원을 통해 민간기업의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국가의 관점에서도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투자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렇지 않
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의 성과가 나타나기
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R&D에 대한 투자
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떤 분야에 대한 인적자본
확충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는가는 해당 국가나 산업, 지역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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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혁신역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구체적으로 공공교육시스템에
대한 투자와 근로자의 재교육 및 기능향상(upskilling) 지원 등으로
구체화되거나, 앞서 살펴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R&D 투자와
함께 혁신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는 연구인력의 규모와
질적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과학자와
엔지니어, 우수한 연구인력은 새로운 연구기자재의 활용 등을 통
해 새로운 기술을 소화하고, 적용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실제
혁신활동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전체
노동력 중 과학자와 엔지니어, 연구인력의 비중이 증가한다는 것
은 노동력 측면에서 새로운 기술을 소화·적용하는 전반적인 능
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한 그러한 과학자와 엔지니어, 연구인력들이 대학과 기업체, 공공
부문간, 더 나아가 외국의 혁신기관간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은 한 국가나 산업, 지역과 기업이 동원가능한 인적자
원의 규모와 질적 수준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지식의 확산을 가
속화함으로써 혁신자원의 질적 수준 제고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정보통신인프라 및 정보통신기술자본재
지식의 역할증대는 정보통신기술의 활용도 제고와 크게 관계가
있는데, 정보통신기술은 경제의 상호의존성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
가 혁신활동의 국제화를 촉진하는 역할도 한다. 물리적 자본투자
는 자본스톡을 확장하고 갱신하며 신기술을 생산과정에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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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장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그 중에서도 정
보통신기술(ICT)인프라와 자본재에 대한 투자는 최근 들어서는
가장 역동적인 구성요인이 되어가고 있다.
ICT투자는 90년대 들어 투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는 컴퓨터 부품 등 가격의 인하에 전적으로 힘입은 바 크다. 디지
털혁명의 진행은 지금까지의 경제활동에서 많은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인터넷활용, 전자상거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경제주체들간에 직접적인 거래로 이전보다 생산적인 산업구
조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효율적인 경영과 기업간 경쟁의
심화로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인하 효과를 가져오며, 정보통신기술
의 지속적인 발전은 소비의 편리성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
한 제품의 개발을 통해 기존의 수요를 확대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면서 혁신을 자극한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은 공
간, 시간, 용량과 비용에 다른 부담없이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서로
필요한 정보를 교환 가능하게 해주며, 기존 정보의 흐름이 물리적
형태의 교환(현찰, 수표, 영수증, 우편, 보고서, 대면회의 등)에서
디지털혁명과 함께 대규모의 정보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교환가능한 단계로 전환시키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 확산되면서 네트워크의 연결규모와 정보내용의 풍부성 사
이에 반비례관계가 파괴되고 있음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 생산과
정에서의 변환비용이나 시장에서의 탐색비용, 거래비용, 상호작용
비용 등이 감소하여 극단적으로 전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를 가능케 한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은 다른 산업의 혁신역량간의 관계를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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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화하면서 중요한 혁신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90년대 이후
미국경제의 성과는 전적으로 정보통신부문의 발전에 전적으로 기
인한다기보다는 다른 산업부문의 기술혁신, 강도 높은 구조조정,
안정화정책 및 시장기능의 제고 등 복합적인 요인이 동시에 배경
을 구성한다. 그렇다면, 정보통신기술이 간접적으로 이러한 요인
들이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 논리도 성
립할 수 있다. 즉, 정보화는 속성상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중립적인 수단이며, 구조조정 경제정책 운용, 시장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선택의 폭
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혁명은 정보통신산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분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지금까
지 서로 별도로 운영되던 전화 중심의 유·무선 통신망, 텔레비전
중심의 방송망, PC 중심의 인터넷망을 대체할만한 공통의 대규모
의 개방된 네트워크 구축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의
개방된 네트워크가 많은 제품들과 서비스들의 생산과 유통 구조
를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
고 있는데, 이는 정보의 획득, 저장 및 처리에 기초한 경제적 의사
결정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컴퓨터와 정보통
신기술의 결합은 정보인프라라는 수단을 통하여 모든 산업의 효
율성 증대를 가져오고 있으므로 정보화인프라와 ICT자본재는 혁
신자원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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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혁신자원 투자의 일차적 성과
앞서 살펴 본 공공 및 민간 R&D자본, 인적자본, 정보인프라
및 ICT자본재 등 혁신자원 확충을 위한 자원배분의 직접적인 성
과는 국내외 주요 학술지에 실리는 과학기술 분야의 학술논문, 특
허출원 및 등록이라는 가시적 성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이러한 가시적 성과는 그 자체가 혁신의 궁극적인 성과라기
보다는 그러한 성과를 기초로 상업화, 산업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
는 기나긴 혁신과정의 중간투입재적 요소가 크다고 하겠다. 또한
과학기술분야 학술논문, 특허 등은 일종의 준공공재적 성격을 갖
는 자원으로서 최근 지식기반 혁신과정에서 특히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는 투입요소라고 할 수 있다.

(3) 혁신연계시스템
본 연구의 혁신역량 분석틀의 세번째 구성요소는 앞서 살펴 본
두 구성요소인 혁신여건과 혁신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혁신
적 활동의 구체적인 경제적 성과를 이끌어 내는 혁신연계시스템
이다. 한 국가나 경제, 지역과 산업의 혁신성과는 앞서 살펴본 혁
신여건과 혁신자원간에 어느 정도로 상호 효과적인 연계(linkage)
가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가령 기초
연구의 결과인 학술논문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특허기술과 같은
혁신자원을 혁신여건의 변화에 부응하여 효과적으로 상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나 대학연구소간의 공동프로그램이
존재한다면 혁신자원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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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러한 연계시스템을 통해 혁신역량이 더 한층 강화되는 결과
가 초래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앞서 제Ⅱ장에서도 이미 살펴보았듯이 최근 주요 선진국
기업 혁신활동의 과학기반 의존도가 높아 가는 가운데 기업혁신활
동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학과 기업, 공공연구기관
과 기업, 기업과 기업간 상호 연계성의 강도와 효율성에 대한 의존
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혁신연계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이 혁신역량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기업 또는 연구기관, 대학의 혁신활동이 혁신연계시스템에
크게 의존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의 혁신이 혁신기관 내부의 지식
보다는 외부의 지식과 학제적 지식(multidisciplinary knowledge)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글로벌경제하의
경쟁심화와 더욱 짧아진 제품과 기술의 수명주기로 인해 모든 혁
신기관들이 연구개발 비용의 절감과 다양한 정보와 지식의 획득
을 위해서 서로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도 중요한 배경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공혁신재원에 대한 여러가지 제약으
로 인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재원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서라도 산·학·연 연계 모색이 불가피해졌으
며, 연계강화를 통해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것도 혁신연계시스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중요한 배경의 하
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혁신연계시스템은 과학기술분야의 공동저작과 출판물
인용, 특허나 라이센스 공동사용에서부터, 외국으로부터 자본재에
체화된 기술의 획득, 비공식 연구원네트워크의 활용, 기계와 같은
자본재 또는 설비의 사용자와 제작자간의 연계에 이르기까지 다

80 혁신역량과 산업발전

양한 형태로 구성되거나, 다양한 연계활동을 통해 작동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 혁신연계시스템의 중요성과 질적 수준
은 개별국가, 지역과 산업의 혁신여건과 혁신자원의 규모와 특성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겠다.
한편,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는 한편 기술 및 제
품의 R&D주기가 단축되는 등 혁신활동여건의 변화로 인해 R&D
를 포함한 여러 혁신활동의 비용과 위험이 커짐에 따라, 외국인
직접투자와 대외무역 확대를 통한 외국지식의 획득,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s), 외국의 과학시스템과의 연계 확대
등이 혁신에 있어 새로운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혁신연계시스템은 이러한 외국의 혁신자원을 효과적으
로 활용하고, 외국의 혁신연계시스템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4 ) 혁 신 의경제적 성과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어떠한 활동이든지 경제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여건하에서 투입(input) 대비 성과
(output)가 커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혁신의 경제적 성과의 검토에
서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투입보다 많은 성과를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때 유의해야 할 것은 다루고자 하는 활동
이 정태적(static)인가 아니면 동태적(dynamic)인가 하는 점이다.
통상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성과 효율성은 주로 정태적 상황
에서의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전형적인 동태적 활동의 하나인 혁
신활동의 성과평가를 이들 기준에만 의존할 경우 한계가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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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다. 더욱이 대표적 혁신활동의 하나인 연구개발의 경우, 연
구개발의 성과가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성과로 나타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일정시점의 투입대비 성
과의 기준과 지표에 의한 혁신활동의 평가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
며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은 경우가 많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
해 다른 어떤 활동과 달리, 대부분의 혁신활동에 대한 평가가 혁
신의 여건과 혁신활동에 대한 일종의 투입자원으로서의 연구개발
투자와 투입된 연구인력에 대한 평가에 치중하는 한편, 그러한 혁
신활동이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경제적 성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평가와 분석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과지향적 혁신역량을 평가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특
허출원 및 등록과 국제학술논문 발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상업
화, 산업화하는 과정에서의 투입요소적 성격이 크다는 점에서 혁
신의 성과라기보다는 혁신자원으로 간주하고, 이보다는 국가간 특
허사용, 라이센싱, 기술지원에 따른 기술료 수지로 나타나는 기술
무역, 기술선진국에 대비한 주요 분야별 기술수준, 첨단기술제품
의 수출비중과 같이 개발된 기술이 제품에 체화되어 상품화 단계
를 거쳐 나타나는 국제간 거래되는 규모, 근로자의 생산성, 경제
전체의 총요소생산성의 변화 등 혁신활동의 궁극적인 목표인 경
제전반과 산업별 기술수준의 제고, 노동생산성의 향상, 경제성장
과 생활수준의 향상 등이 보다 더 정확한 혁신의 성과가 된다고
간주한다.

82 혁신역량과 산업발전

제Ⅳ장

한국의 혁신역량 평가와 정책과제

1. 분석개요
지속적인 성장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포함하는
산업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
인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혁신에 대한 평가
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한 국가의 혁신역량은 통합적
으로 판단할 수 있는 혁신역량지수의 작성은 산업혁신 시스템을 강
화하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동 지수의 국제비교는 우리나
라의 산업혁신 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강점과 취약점에
대한 요인별 비교를 통해 향후 정책방향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산업의 혁신역
량지수를 개발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분석체계
를 마련함으로써 한국산업의 혁신역량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정책과제와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혁신역량지수를 도출하기 위하여 혁신여건 및
제도, 혁신자원, 혁신성과를 확대하는데 기여하는 연계(Linkage)를
포함하는 혁신과정, 그리고 혁신역량의 실현을 가늠할 수 있는 혁
신성과 등으로 주요 혁신역량을 네 가지 측면에서 구분하여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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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있다. 본 장에서는 각 요인별 평가를 우선적으로 수행하여
비교국과 우리나라의 혁신역량의 위치 및 주요 현황을 살펴본 후,
각 요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에 그치지 않고 전체적으로 혁신
역량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역량지수를 도출하여 주요국과
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혁신역량의 현재 위치를 검토한 다음
향후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경제적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전략과
정책개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이 혁신과정에 있어서 기술적 측면에 주력함으로
써 연구개발 및 기술역량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던 데
반하여, 본 연구는 산업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여건 및 각 혁신요
인들간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가져오는 연계시스템, 그리고
혁신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 및 산업성과까
지 분석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방법은 산업혁신이
기술혁신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문제인식에 근거한
것으로서, 실제로 산업 및 기업활동은 생산뿐만 아니라 수요, 마케
팅, 디자인, 조직, 경영, 나아가 AS까지 포함하는 부가가치 창출과
관계된 전분야에서의 혁신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을 때만이 가능
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Ⅳ장은 앞서 제Ⅱ, Ⅲ장의 논의에 기초하여 현재 우리
나라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혁신환경과 혁신역량이 어느 수준에
와 있으며,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주요 선진국과 비
교할 때 어떤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 평가한다. 우선 제1절에서
는 분석의 개요를 설명한 다음 제2절에서는 우리나라의 혁신역량
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혁신여건과 혁신자원, 혁신주체간
연계의 질적 수준 등 개별 분야별 관련 통계의 변화추이를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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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이를 G-7국가와 대만, 멕시코,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
한다. 제3절에서는 혁신역량과 경제성장, 산업발전과의 관계를 검
토하여 우리나라의 혁신활동과 혁신역량 강화가 어떻게 경제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제Ⅳ장에서는 혁신역량 분야
별 지표와 경제적 성과지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이들 분
야별 지표를 활용가능한 범위내에서 종합하여 집계한 혁신역량지
수를 개발하고, 최근 혁신역량지수의 변화추이와 주요 선진국과
경쟁국과의 비교결과를 제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검토한다.
혁신역량은 기술개발력뿐만 아니라 투자, 정책,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여건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이러한 혁
신과정에 대하여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의 상호연계수준 및 방식이
영향을 미친다. 경쟁력이 단기적으로 비용절감이나 생산성 향상
등을 논의하는 반면에 혁신역량은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산업경쟁
력을 가늠하는 주요한 결정요인이 되는 것이다. 혁신역량을 강화
하는 것은 관련 분야에 대한 상승작용을 가져오며 생산성뿐만 아
니라 전체적인 생활수준 향상도 가능하게 한다. 또한 혁신역량을
강조하는 것은 지식과 제품의 확산을 통해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성장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자는 전략적 의미
를 갖는다. 실제로 2차 대전에 의해 촉발된 과학기술발전이 미국
경제발전의 초석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것
은 과학기술적 성과가 경제적 성과로 실현될 수 있었던 요인 및
그 효과를 극대화한 여러 혁신여건들에 대한 이해이다.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혁신역량에 대한
평가는 기존에 국가혁신체제, 지역혁신체제 수준에서 논의되었던
혁신의 당위성 및 접근방법을 보다 구체화하는 의미있는 작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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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가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개별산업의 혁
신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요한 장애요인 파악과 함께 신속하면서
도 합리적인 투자선택, 교육 및 훈련, 국가 R&D계획 수립 등 정
책당국뿐만 아니라 기업, 대학, 연구개발자 등의 비전수립 및 전략
선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혁신역량지수의 개발은 단기간의 경쟁력이나 생산성을 파악하
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경제 및 산업의 성장 및 경쟁
력을 강화하기 위한 잠재력 평가가 주요한 목적의 하나이다. 이러
한 혁신역량을 지수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혁신성과에 영향을 미
치는 각 혁신역량에 대한 주요한 자원 및 수행과정, 정책 등에 대
한 역량을 계량화하기 위한 것이 주요한 목적이며 각 수단간의 상
대적 중요성에 대한 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원배분 및 정책
수단 결정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혁신역량지수의 도
출은 과학적 기술개발능력이나 경쟁력 그 자체에 대한 평가를 위
한 것이 아니라 혁신역량 그 자체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며, 산
업의 성장잠재력 및 결정요인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다.

2. 한국의 혁신역량 평가
(1) 혁신여건의
평가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혁신활동에 대한 사적투자의 예상수익률
이 매우 높거나 대내외 경쟁심화로 제품과 서비스제공의 질적 향
상이 불가피할 때 가장 활발히 혁신활동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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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져 있다. 이렇게 기업 또는 산업의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데 영
향을 주는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환경요소를 혁신여건이라고 하며
이는 혁신활동이 일어나는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혁신역량의 주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혁신여건의 주요 구성요인으
로는 경제주체의 혁신활동을 좌우하는 제품 및 서비스 시장의 경
쟁구조, 효율적 주식시장 및 자본시장,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여건
조성을 포함한 선진적 금융시장, 유연한 노동시장과 효율적 교육
훈련시스템, 경제구조 및 제도적 요건 등을 들 수 있다.
혁신여건에 있어 제품 및 서비스시장의 경쟁이 강조되는 것은
산업혁신의 가장 핵심적인 동기는 바로 경쟁이며, 경쟁을 통해 보
다 나은 기술, 보다 나은 제품이 선별되며, 경쟁으로 인해 가격인
하가 가능하고, 경쟁으로 인한 기술의 확산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
문이다. 또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여건 조성을 포함한 선진적
금융시장은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혁
신을 현실화할 수 있는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혁신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 새로운
기술을 쉽게 습득,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노동인력의 원활한 공급
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연한 노동시장 구조와 효율적 교육체제는
혁신활성화에 있어 무엇보다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외에도 벤처
기업의 창업에 유리한 정부의 조세제도, 인·허가제도 등도 혁신
활동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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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의 규모와 경쟁환경
① GDP 성장
GDP는 한 국가의 혁신성과를 나타내는 성과인 동시에 수요 측
면에서 혁신유인을 제공하는 인프라로 작용한다. 즉 일국의 경제성
장 속도가 빠를수록 개별 경제주제들은 혁신동기가 높아지게 되며,
반대의 경우에는 혁신을 촉진하게 하는 시장수요 측면에서의 유인
이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80년대 이후 20여년
의 기간동안 혁신역량에 대한 국가별 노력이 경주된 시기였고, 정
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의 활용도가 높아진 점을 반영하면 각 시
기별로 GDP 성장률을 비교하는 것은 혁신동기 형성과정 및 혁신
을 실현시키는 과정에 대한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표 Ⅳ-1>

국가별 1인당 GDP 증가율
단위 : %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
중국 대만 멕시코
리아

1980～
6.2
1985

2.6

3.3

2.6

-

1.4

1.5

2.0

10.3

6.9

-

1986～
9.5
1990

3.3

4.9

2.9

3.6

3.3

3.2

2.9

7.9

9.1

3.1

1991～
7.5
1995

2.4

1.4

1.8

2.0

1.6

1.0

1.3

12.0

7.1

1.6

1996～
5.0
2000

4.3

1.3

3.8

1.8

2.8

2.5

1.9

8.3

5.8

5.5

자료：한국은행
자주：1) 기간평균임.
자주：2) 독일 및 멕시코는 1985년 이전의 데이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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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주요 국가별 GDP성장률을 살펴보면 GDP성장과 혁신
역량의 상관관계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90년대 들어 혁신역
량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미국의 경제성장 속도는 90년대
후반 들어 확연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캐나다도 비교적
양호한 수준에 속한다. 일본은 80년대에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
했던 것과는 반대로 90년대 이후의 지속적인 정체상태를 반영하
여 선진국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의 GDP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와 중국, 대만의 경제성장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높
은 수준에 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근들어 아시아 외환
위기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다소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G7에 비
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② GDP 대비 교역비중
일국의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교역의 비중은 해당국가의 세계시
장에의 참여도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며, 또한 세계적인 경제
구조 및 생산활동, 나아가 혁신활동의 변화에 부응하는 정도를 파악

<표 Ⅳ-2>

1990
1995
1998
1999

한국
29.6
30.9
43.0
38.8

국가별 GDP 대비 교역비중
미국
9.9
11.4
11.6
11.7

일본
10.2
8.6
10.1
9.6

캐나다 독일
25.7
29.1
35.7
24.3
40.5
28.5
41.6
29.4

영국
25.4
28.5
26.9
26.8

자료：OECD(2001a).
자주：계산방법은 총교역(수출+수입)/(GDP 2)로 하였음.

단위 : %
프랑스 이탈리아 멕시코
22.8
19.6
19.3
22.2
24.5
29.8
25.3
24.2
31.7
25.2
23.9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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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간접적인 지표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정도 및 경제결합도를 파악하기 위해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까
지도 고려함으로써 세계시장뿐만 아니라 국내시장에서의 경쟁환경
까지 비교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기업 혹은 산업, 나아가 국가의
경쟁에 대한 노출수준 및 개방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주요 국가별 GDP 대비 교역비중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90년대 전반에 비해 후반에 들어 교역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서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곧 경쟁여건이 일국내에서
만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세계를 무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반
영하는 것이며 혁신활동 역시 국가적 경계를 벗어나 진행되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수출지향적 경제성장전략을 추진해온 우리나라는
비교국가 중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높은 교역비중을 기록하고 있으
며 특히 외환위기 이후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
이나 일본은 비교적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국내시장이
매우 크거나 아니면 시장개방도가 낮은 수준인데서 비롯된다.
③ 경쟁환경
경쟁은 기업으로 하여금 R&D 활동과정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개선하도록 한다. 그리고 혁신역량이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경쟁환경
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경제의 개방도가 높을수록 혁신유인이 높
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쟁여건을 비교하기 위해 일국의 교역 및
시장개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경쟁환경의 평가는 해외 경쟁국 및 경쟁업체들과의 경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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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국가별 경쟁환경 평가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1997
1998
1999
2000
2001

30
36
41
28
28

1
1
1
1
1

17
20
24
24
26

6
8
10
8
9

16
15
12
11
12

9
13
19
16
19

22
22
23
22
25

이탈
중국 대만 멕시코
리아
39
31
30
32
32

27
21
29
30
33

18
14
15
20
18

40
34
35
33
36

자료：IMD(1993～2001).
자주：순위 기준임.

한 노출을 통한 혁신유발뿐만 아니라 직접투자, 기술도입 등을 통
한 기술의 원활한 이전시스템을 활성화하는 조건을 반영하기도
한다. 경쟁환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를 사용할 수 있지만
국가별 제도나 규제수준의 상이함과 대내·외적으로 차별화되는
여건을 본 보고서에서 모두 고려하기는 어려워 국제경영개발원
(IMD)이 매년 모든 경쟁환경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자료를 이용
하여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별 경쟁환경면에서는 미국이 지속적
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만이 G7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경
쟁환경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는 멕시코, 중국,
이탈리아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여전히 만족할만한 경쟁환경을 갖
추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은 외환
위기를 기점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경쟁환경이 호전된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환경에 대한 평가
가 독점적 시장구조, 정부 및 민간의 부패정도, 절차의 합리성 및
개방성 등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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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환경이 여전히 열위로 나타난 것은 경제주체들의 혁신의지를
저하시키는 환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여전히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2) 자본시장의 혁신촉진적 금융시스템
금융시스템을 살피는 것은 혁신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경제적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혁신역량뿐만 아니라
자본과의 결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아무리 혁신역량이 높더
라도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자본이 부족하다면 제약요인으로 작용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자본시장의 규모 및 회전율 등에 대
한 비교를 통해 자본시장여건에 대한 일반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나아가 혁신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기대되는 벤
처캐피탈의 활성화 정도에 대해 살펴본다.
① 이자율
기업의 혁신활동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투자가 뒷받침되

<표 Ⅳ-4>

1991
1995
1998
1999

한국
18.3
14.1
15.2
6.8

국가별 이자율(단기)
미국
5.9
6.0
5.5
5.4

일본
7.4
1.2
0.7
0.2

캐나다 독일
8.8
9.2
7.1
4.5
5.0
3.5
4.9
3.0

자료：OECD, Economic Outlook, Dec. 2000.

영국
11.5
6.7
7.3
5.4

단위 : %
프랑스 이탈리아 멕시코
9.6
12.2
19.8
6.6
10.5
47.8
3.6
5.0
26.1
3.0
3.0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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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이자율수준이다. 국가별 이자율 수준을 비교해보면 선진국일수록 낮
은 이자율을 보여 혁신적인 투자에 우호적인 조건을 형성하고 있으
며, 멕시코는 반대의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90년대 중반
까지만 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이자율을 형성하였지만 외환위기 이
후 뚜렷하게 낮은 이자율수준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환경이
신기술 및 신규투자에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② 투자율
이자율수준이 투자환경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면 총투자율은
실제로 투자가 실현된 정도를 비교하기 위한 요소이다. 국내 총투

<그림 Ⅳ-1>

국가별 총투자율 추이

(%)
45

한국
미국

40

중국

일본
x 독일

35

영국
한국

30
▣

25
▣
●

◈
x
+

20

x
▣

x▣

●

◈

+

▣

x

◈
●

▣

+

◈
●
+

x

▣

x

▣

x

▣
●
+
◈

◈
●
+

◈
●
+

▣

x

+

◈

▣

x

x

x

+
◈

+
◈

+
●
◈

●

●

프랑스

+

캐나다

◈

●

대만

●

▣

15
1990

1991

자료：한국은행.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이탈리아
중국

2000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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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GDP 대비
34~40% 수준에 이르는 높은 투자율을 보였으며 이는 총고정자본
형성에 대한 추이를 비교할 때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의 투자율은 외환위기 이후 20%대로 낮아졌지만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③ 벤처캐피탈
혁신활동에는 창업에 유용한 벤처캐피탈의 활성화 정도가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친다. 벤처캐피탈은 신기술창업을 촉진하는데 주요
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벤처캐피탈은 주요 원천(은행, 연금,
기금)과 기업(형식적 벤처 자금)의 중간역할을 하는 전문 금융 회
사, 그리고 엔젤투자자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국가내
에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며 국가간에도 이동한다. 그러나 이를
모두 포괄하는 통계는 비교하기가 어렵다. 다만 미국의 엔젤투자
가들은 벤처 지원에 매년 거의 두 배씩 투자한다고 추정되고 있
으며, 대부분의 다른 OECD 멤버 국가들은 미국에 비해 훨씬 적
으리라고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 벤처캐피탈의 중
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지원도 활성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 비해서는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국내 창업투자 및 창업투자조합은 1986년부터 1996년까지
불과 125개가 등록되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창업투자회
사 및 투자조합의 결성이 활발해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해마다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어 2000년 한 해에만도 470여개(창업투자회사 147
개, 투자조합 323개)가 등록되는 등 급격한 확대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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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벤처캐피탈의 창업지원 효과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
중국 대만 멕시코
리아

1995
1996

35
32

1
1

40
35

9
10

20
28

2
6

23
19

39
33

33
39

6
9

43
41

1997
1998
1999
2000
2001

42
42
39
13
29

1
1
1
1
1

41
46
44
42
30

2
8
6
11
8

37
38
18
15
2

8
7
9
8
11

27
20
16
17
14

43
41
31
30
28

35
32
32
26
32

21
10
3
6
13

38
43
37
39
42

자료 : IMD(1993～2001).
주 : 순위 기준임.

본 보고서에서는 비교자료의 한계상 창업을 위한 벤처캐피탈의
규모를 살피기보다는 벤처캐피탈이 실제로 창업활동에 유용한가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벤처캐피탈의 창업지원효과를 살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총투자율이나 저축률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벤처캐피탈의 효과 측면
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나마 1999년에는
비교국가 중 39위를 했던 것에 비하면 최근 들어 국내 자본시장에
서 벤처캐피탈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정책당국이나 금융권의 인식
변화에 영향을 받아 2001년에는 29위로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나,
최근 들어 국내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식집약적인 산업에 대한 투
자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독일 등에 비해서는 여전히 벤처
캐피탈의 투자활성화 정도는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가별 비교를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비해 벤처캐피탈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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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지원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이 비교적 우호
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미래경쟁력 조건을 결정하는 요인중
의 하나인 자본시장 활성화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3) 노동시장의 신축성과 혁신적 인력공급구조
노동시장의 분석은 혁신활동에 있어서의 인적기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의의를 갖는데, 노동시장의 조건이 기존 산
업·고용구조에 적합한 체제로 구성되어 새로운 분야의 혁신역량
의 활성화 또는 극대화를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
는 반면 그렇지 않고 유연성이 충분하다면 혁신을 촉진하는 요인
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해외직접투자
등에 의해 외부 혁신역량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투자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주요한 요인으
로 국내시장의 노동시장구조가 경직적이라는 점이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비교의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없다.
① 실업률
우리나라의 실업률을 산정하는 기준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완
화된 기준을 채택하고 있어서 실업률이 매우 낮은 수준에 속해 90
년대 중반까지는 2%대를 기록했으며, 이는 물론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하여
산업 및 기업, 그리고 노동과정에 있어서의 전면적이고 급격한
구조조정이 추진되면서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6%대까지 급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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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주요 국가별 실업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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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은행(1991～2001).

높아졌다가, 2000년에는 다소 낮아진 4.1%를 기록하고 있다.
OECD 주요국을 살펴보면 미국이 90년대 후반 들어 낮은 4%대
를 기록하며 신경제의 효과가 고용부문에서도 증가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캐나다, 영국 등도 최근 들어 낮아지고 있다. 다만 일본의
경우 장기간의 경기침체를 반영하여 최근 들어 실업률이 급격하
게 높아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② 노동시장의 유연성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의 제반 여건을 분석하기보다는 혁신활
동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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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노동시장 규제
이탈
중국 대만 멕시코
리아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1997

97

37

9

19

13

45

2

40

46

22

23

28

1999

34

12

22

17

45

10

42

46

25

14

28

2000

30

8

21

12

43

14

44

45

27

16

25

2001

32

6

29

11

40

8

49

46

38

22

25

자료：IMD(1993～2001).

주요 목적이므로 여기에서는 이에 대한 간접변수로 노동규제를
중심으로 비교하기로 한다. 노동규제는 채용이나 해고에 있어서
요구되는 조항 및 요건, 최저임금 등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
데 노동시장 자체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제도측면에서의 불완전성
이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실제로 노동시장규제 측면에서는 독일이
나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처럼 노동운동이 활발했거나 사회보장이
<그림 Ⅳ-3>

근속연수별 임금상승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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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대한상의(2001).
자주：근속 2년 이하 임금=100을 기준으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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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게 기반을 갖춘 국가에서는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나라나 중국 등은 고용관행 및 임금체계 등에서의 경직성으로
인해 순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외
환위기를 기점으로 하여 노동시장 규제가 점진적이나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노동시장에서도 자유시장원리에
철저한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등은 우월한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노동유연성을 고용구조가 아니라 고용비용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3)에 의하면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생산성 향
상에 관계없이 임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우리의 연공서열형 임
금구조가 유럽 주요국가는 물론 일본보다 더 강한 것으로 밝혀져
장기근속자 보유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공
서열형 임금구조는 고용비용 측면만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려 혁신여건 면에서도 사회적으로 비용을 치르게 하고 있다.
4) 지적재산권 및 정부규제의 신축적 운용
경쟁환경을 좀 더 평가하기 위해 국가별 비교분석이 가능한
IMD의 자료를 이용하여 경쟁에 저해가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보호무역주의, 가격통제, 법률체제, 관료주의 등을 비교하면 다음
의 <표 Ⅳ-7>과 같다. 외국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입제한 정도를 나
타내는 보호주의는 우리나라가 2001년에 43위를 나타내어 중국과
함께 매우 열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격통제 역시 49위로

3) 대한상의(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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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경쟁환경 저해요인 평가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
중국 대만 멕시코
리아

보호
주의 43

29

42

26

18

19

30

21

49

35

15

가격
49
통제

9

27

13

12

17

19

31

42

30

22

법률
42
체제

21

32

2

17

14

34

43

29

28

44

관료
24
주의

21

29

11

19

25

44

42

39

18

31

자료：IMD(1993～2001).
자주：2001년, 순위 기준임.

최하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법률체제가 국가경제의 경쟁력에 저해가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에서는 우리나라가 42위로 하위수준을 보이고 있다. 법률체제
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중국이나 대만 등이 우리나라에 비해 양
호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법률체제에 대한 전면
적인 변화가 여전히 필요함을 시사한다. 반면 기업발전에 저해되
는 정도를 반영하고 있는 관료주의는 우리나라가 24위로 나타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기술획득 및 신기술
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한국에서 추격전략으로 이용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실제로 혁신의 동기를 제공하는 핵심적 요인
이다. 지난 수년간 한국은 법적·행정적 규제를 강화했으나 OECD
의 평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 특허 및 보호에서 47개
국 중 41번째였다. 이는 여전히 지식을 공공재로 간주하는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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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사회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지적재산권 관련제도
및 환경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5) 거시경제정책의 운용
혁신여건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경제의 성장성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경제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
성이 높을수록 경제가 활성화되고 외국인투자도 늘어나며 혁신활
동을 촉진하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안정성
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에
서는 간접변수로서 물가상승률과 환율을 통해 거시경제정책의 운
용을 살펴보았다.
① 물가상승률
국가별 물가상승률을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은 대체
로 안정적이며 최근에는 특히 그러하다. 적정수준의 물가상승률은
경제성장을 자극할 수 있지만 멕시코의 경우처럼 두 자리수의 증

<표 Ⅳ-8>

국가별 물가상승률
단위 : %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
중국 대만 멕시코
리아

1995

4.5

2.8

-0.1

2.2

1.7

3.4

1.8

5.3

17.1

3.7

35.0

2000

2.3

3.4

-0.7

2.7

1.9

2.9

1.7

2.6

0.4

1.3

9.5

자료：한국은행(199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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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율을 기록하거나 일본처럼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경제
의 활력이 부족하거나 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활발한 혁신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중국은 최근 들어 이전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물가의 안정화
를 기록하고 있다.
② 환율변화
경제의 안정성을 비교하는 데 있어 함께 사용되는 환율의 변동
성은 일국 경제의 대내외적인 변동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대내외적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
하기도 하며, 아시아 외환위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급격한 구
조조정 및 혁신에 대한 동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 환율의 변화를
살펴보는데 있어서는 특정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다른 시기를 지
수화하여 살펴보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경제의
안정성을 살핀다는 관점에서 전년 대비 환율의 변화율을 비교하
였다.
<그림 Ⅳ-4>를 보면 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겪은 멕시코 및
한국 등의 환율변화율이 급격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 시기는
경제성장률이 둔화된 시기와 일치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외환위기
에서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경제성장률이 다시 높은 증가율을 보
이고 있는 것을 볼 때 경제의 급격한 변화가 혁신여건에 변화를
주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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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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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통계청(1991～2001).
자주：연간평균 환율기준, 전년 대비 증가율임.

(2) 혁신자원의
평가
1) 연구개발

혁신자원 중에서도 연구개발투자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산업혁신에서 연구개발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에서 비롯된다. 일반적으로 기술혁신은 과학기술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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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하여 이를 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시켜 활용
하게 하는 과학기술 시스템에 크게 의존한다. 따라서 활발하고 효
과적인 과학기술시스템의 구축 여부 및 이러한 시스템이 각종 경
제활동과 결합하는 정도는 혁신과 관련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하게 된다. 그러나 R&D 및 혁신역량 강화차원에서 우리 경제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장규모가 작
다는 점과 혁신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원천기술력이 부족
하다는 특성을 감안할 때 혁신자원에 대한 평가를 하는 데 있어
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과학지식과 엔지니어링 기술은 산업혁신을 위한 가장 중요한 원
천이다. 과학기술기반에 속하는 주요 요소로는 전문기술훈련시스템,
대학교육시스템, 기초연구지원 시스템, 보건·환경·국방 등의 공공
연구활동, 공유기술 및 시장진입전 연구개발에 관한 전략적 연구활
동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기반의 마련은 대학 및 공공 연
구기관이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기업의 기술혁신활동과는 구분되는
차이점을 갖고 있다. 이들 조직과 기업은 동기면에서는 물론 성과의
인식, 보상구조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갖고 있으므로 기업의 기술혁
신성과를 위해서 전문적 자문의 제공, 효율적인 협력체제 및 기술적
원천을 제공하는 과학기술기반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① R&D 투자
1980년대 후반부터 국제적으로 기술보호주의가 강화되면서 선
진국들은 자체적인 기술개발력의 보호 및 확대를 위해 노력했으
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은 이를 자국의 연구개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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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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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OECD(2001a).
자주：연구개발 집약도는 GDP대비 R&D 지출비중을 의미함.

고양을 위한 기회로 인식하여 R&D 투자확대에 주력해 왔다. 그 이
전까지 기술선진국들은 기초과학기술, 원천기술에 대해 비교적 개방
적인 태도를 구사했으나, 1980년대부터 신흥공업국들의 도입기술에
기반한 응용 및 가공을 통한 수출증가·경제성장을 경험하면서 기
술이전에 대한 태도가 변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1980년대 후반 이후
부터는 기술선진국들은 원천기술·기초과학기술에 대한 개도국들의
기술이전 요청에 대하여 기술보호주의를 채택하였으며 우리나라도
국내적으로 이 시기를 전후하여 민간부문의 산업기술개발체제가 확
립되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주요 국가별 R&D 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R&D 집
약도는 GDP 대비 2.5% 수준으로 일본과 미국의 뒤를 잇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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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1991년 이후 1999년까지 국가별 R&D 투
자의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잠시
주춤하기는 했지만 90년대 들어 R&D 투자가 연평균 8.7%로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나 급증세를 보였다. 반면 미국은 3.2%, 독일이
1.1%, 영국은 1.2%로 증가속도는 우리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 미
국의 경우에는 R&D 투자의 둔화라기보다는 큰 폭으로의 GDP규
모의 확대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미국
등 선진국의 경제규모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투자되
는 R&D 투입규모의 격차는 더욱 커지게 마련이다.
② 자금원천별 R&D
R&D 활동을 자금원천별로 나누면 크게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그리고 해외부문으로 구분되며 각 부문별 비중을 비교하는 것은
R&D의 성격과 성과에 대한 예상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면 정
부의 R&D 투자가 큰 것은 기반·기초기술에 대한 R&D투자 비
중이 높으며, 반면 민간부문의 R&D 재원 투입비중이 높은 것은
응용기술이나 상용화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아 곧 가까운 시일내
에 경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반면 멕시코의 경우처럼 민간부문의 비중이 24%에 불과하고
정부부문의 비중이 65%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
게 나타나는 것은 여전히 민간부문에서 R&D의 중요성에 대한 인
식이 낮은 것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몇몇 예외적인 국가를 제외하고는 90년대 들어와 이전과는 달리
정부부문의 R&D자금지원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민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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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

기업
정부
해외
기업
미 국 정부
해외
기업
일 본 정부
해외
기업
독 일 정부
해외
기업
멕시코 정부
해외
한국

자금원천별 R&D 지출
1981
48.8
49.3
1.9
67.7
24.9
0.1
56.8
41.8
1.0
-

1991
57.3
38.9
3.8
77.4
16.4
0.1
61.9
35.7
1.9
-

1995
76.3
19.0
0
60.4
35.6
4.0
72.3
20.9
0.1
61.1
36.8
1.8
17.6
66.2
6.7

1997
72.5
22.9
0.1
64.3
31.8
3.9
74.0
18.2
0.3
61.4
35.9
2.4
16.9
71.1
2.5

단위 : %
1999
70.0
24.9
0.1
66.8
29.2
3.0
72.2
19.5
0.4
64.3
33.0
2.3
23.6
65.3
5.7

자료 : 과학기술부(2001).
주：기타(사적 비영리회사 등)가 포함되지 않아 전체 합이 100%에 못 미칠 수도
있음.

의 위상이 높아진 데에서 비롯된다. 해외재원의 R&D 투입은 국제
적인 기술제휴와 관련하여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 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기술도입에 전적으
로 의존하기보다는 독자적인 기술모방·개발전략을 추진하는 것으
로 평가되는 일본이 0.4%로 극히 낮게 나타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에서 정부는 혁신노력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역할을 담
당하고 있는데 R&D에서 정부의 기여도는 25% 정도에 불과하여
OECD 국가들 중 낮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정부의 전
체적인 수준을 고려하면 R&D에 대한 정부지출은 GDP의 0.5%

제Ⅳ장 한국의 혁신역량 평가와 정책과제

107

내외를 차지하여 OECD중에서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
한 정부의 R&D투자 노력은 9개의 정부연구소(GRIs)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정부부처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한 민간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해왔는데 그 중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거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사용하여 조세 인센티브, 금융지원 등을 통해 민간 R&D를 지원
하고 있지만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우리나라의 기술혁신시스템은 과거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심의
단일축으로 움직여 왔으나 최근들어 대학의 비중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전환이 급속히 일어나고 있다. 1999년 이공계대학이
사용한 총연구비가 출연연구기관을 처음으로 능가하였으며 이러
한 현상은 향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대학과 산업계와의
연구협력이 늘어나고 있으며 지역혁신거점으로서의 위상도 높아
지고 있어 고무적이다. 민간부문에서의 R&D활동은 대기업 특히
재벌에 집중되어 있어, 제조업 부문에서 고용규모 100인 이하 기
업들의 R&D활동은 1% 이하인 반면 300인 이상의 기업들이 총
R&D의 2/3를 차지한다. 나아가 500인 이하의 소기업은 기업
R&D의 12%를 차지하며 이는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업이 협력과 투자결정과정에서 비협조적이라면 R&D의 효율
성은 더욱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런 R&D 노력이 지식기반 경
제의 발전을 충분히 탄력적으로 지원하는가의 여부도 의문시된다.
그러나 위기에 대한 인식은 R&D에 대한 기업 인식의 변화를 보
여주고 있는데 실험실 규모의 축소, 대내외적인 네트워크의 강화,
분사활성화 및 성과급의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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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의 R&D 비중은 1997년 9%에서 1999년 15%로 증가한 것
처럼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인적자본
인적자원은 혁신의 담당자가 인력이며, 과학기술개발력의 잠재
적인 원천이 될 수 있다. 혁신자원을 평가하는데 있어 경제 전체
의 인적자원을 살펴보는 것은 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하는 연
구개발력이 경제 전체의 인적자원과 무관하지 않으며, 인적자원은
혁신을 활성화하거나 지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
문이다. 인적자원은 경제와 사회에 여러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특정한 요인 하나만으로는 비교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문맹률
이나 수리능력 등에 의한 비교도 수행되고 있지만 수리능력이 일
부에 의해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리능력을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고, 문맹률 비교는 IMD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문맹률 비중이 너무 높아 현실적으로 유용성이 적은
것으로 보아 비교 요인에서 제외하였다.
① 교육수준
인적자원을 비교하기 위해 사용되는 변수로는 학력별 분포를
살피는 방법이 있고, 그 중에서도 전체 인구중에서 대학교육을 받
은 비중에 주목한다. 교육성과가 인구의 지식·기술에 관련되며
대학교육 수준은 상위 지식의 생산성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대학교육을 받은 인구가 높은 나라일수록 높은 기술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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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OECD(2001a).
자주：25～64세 인구를 100으로 하여 각 해당분야 비중임.

노동력을 더 많이 배출시킨다고 하는 일반적인 추정을 전제로 하
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 이상의 교육인구는 17%를 점하고 있어
유럽보다는 높지만 미국에 비교하면 여전히 크게 낮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또한 3차 교육기관(비정규대학+정규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 비중이 선진국과 비교하여 크게 높은 것은 아
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산업화에 수반되는 인력수요의 성공적인 대응에도 불구
하고 정부는 지식기반경제 수요에 부응하여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
고 있다. 지식기반 경제는 유연하고 창조적이며 적응력 있는 노동
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시스템이 이러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은 시험제도, 교사처우, 학급당 학생 수에 대
한 정부통제의 확대에 의해 저해되고 있다. 현 시스템은 대학입학
시험의 기계적 암기위주의 평가, 2, 3차 교육의 경직성과 획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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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적이고 이동성이 없는 수업과 방학교육, 급속한 기술변화에
필요한 평생교육의 부재, 과밀학급 등의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
교육에 대한 강조는 우리나라에서 60년대 이래 급속한 발전의
주요한 원천이 되어 왔다. 2차 교육의 확대와 청년층의 2차 교육
졸업비율은 OECD에서 세 번째로 높으며 평균을 훨씬 상회한다.
3차 교육의 비중도 매우 높아 1996년에는 2차 교육 졸업생의 84%
가 대학에 진학했다. 결과적으로 청년층의 대학 졸업은 OECD에
서 가장 높으며 평균의 2배가 된다. 1, 2차 교육의 양적 확대는 질
적 향상을 가져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성공은 상대적으로 낮은
정부 지출과 민간의 높은 교육비 지출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며,
높은 민간지출은 방과후 수업을 비정상적으로 높이면서 민간 교
육기관의 확대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에 대한 정부지출을 비교한 IMD의 평가에 따르면 우
리나라는 2001년에 GDP대비 3.8%를 지출하여 비교국가 중 39위를
차지하였으며, 미국은 동 비중이 7.2%에 달하여 8위를 기록하고 있
으며 캐나다는 동 비중이 8.84%에 달하고 있다. 심지어는 대부분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멕시코가 GDP 대
비 정부 교육지출 비중이 4.8%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점을 고려하
면 우리나라의 공교육 수준이나 규모가 매우 낮은 것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외환위기 이후 특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시스템의 개혁은 복합적이며 장시간이 소요되지만 산업혁
신에 필수적인 인적자원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
의 구현은 규제 완화와, 교육기관간의 경쟁, 선택의 다양성을 필요
로 한다. 교육의 자율성 확보와 학생 및 기업의 필요에 부응하는
특성화프로그램의 개발이 교육의 다양성과 질적 향상을 촉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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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은 1, 2차 교육의 연계성 확보, 평생교
육, 방학교육에 활용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2002년까지 GDP의
5%까지 교육지출을 늘릴 계획이며 외국어 교육의 강화로 외국어
교육 시스템과의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② 과학기술인력 보유
연구개발력을 보여줄 수 있는 대리변수로 연구원수를 비교할
수 있다. 노동과정에서의 연구개발의 투입비율을 반영하는 노동력
만명당 연구원수를 통해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만명당
46명의 연구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독일
의 경우 60명, 그리고 일본은 우리의 두배가 넘는 9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데이터는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멕시코, 이
탈리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OECD 비교국가들이 1999년 이전에
<그림 Ⅳ-7>

노동력 만명당 연구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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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우리나라의 1999년 수준인 46명 수준을 훨씬 넘고 있고, 그 이
후에도 감소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연
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연구인력의 비중은 선진국 수준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연구인력은 1999년 현재 총 13만 4,568
명으로 조사되었다.
3) 정보통신 인프라 및 ICT 자본투자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고 있
는데, 이는 정보의 획득·저장 및 처리에 기초한 경제적 의사결정
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결
합은 정보화라는 수단을 통하여 모든 산업의 효율성 증대를 가져
오고 있으므로 정보통신기반은 주요한 혁신자원의 요소가 된다.
① 통신 네트워크 기반
네트워크의 확장은 기존의 단순한 방식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네트워크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중요성을 가진다.
세계적으로 통신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유·무
선 통신망의 지속적인 확대가 이를 반영하고 있다. 개인의 네트워
크에 대한 접근도는 네트워크의 규모뿐만 아니라 접속요금 및 접
근기술 등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실제로 최근에는 선불제카드 및
ISDN의 확대 등에 의해 통신망의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동통신 가입률을 비교하기 위해 국가별 통신기반으로서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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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보급률
단위 : 명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11
22
74
149
304
499
567

62
97
162
206
241
315
401

17
35
143
223
316
383
458

49
68
68
138
175
214
274

22
30
71
101
170
283
585

39
69
123
142
220
409
673

10
15
43
99
190
350
502

이탈
중국 대만 멕시코
리아
21
39
112
200
353
522
739

1
1
6
11
20
33
67

27
28
56
65
195
494
750

5
7
10
18
34
72
147

자료：IMD(1993～2001).
주：인구 천명당 이동통신 가입자수임.

미를 가지지만 네트워크 규모뿐만 아니라 인구규모와도 관계가
있으므로 인구 천명당 가입자수로 비교한다. 우리나라는 특히 이
동통신의 보급도 및 활용도가 최근 들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어
서 동 분야에 있어서는 IMD의 평가에 의하면 세계 20위권에 들어
갈 정도이다. 2001년 현재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가입자수는 인구
천명당 567명에 달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② PC 보급률
주요국별 PC보급 대수를 살펴보면 인구 100명당 미국의 경우
절반을 넘어서고 있으며 영국,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은 90년대
들어 급속한 확산을 보여 20～30% 대의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정보화에 한발 늦었다고 판단했던 일본의 경우 1990년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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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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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통계청(2000).
자주：인구 백명당 PC 보급대수 기준임.

도 6%에 불과하던 PC 보급률이 1999년에는 28.7%에 이르고 있어
그동안의 활발한 정보화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90년
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정보통신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
반적으로 확산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PC 보급률도 꾸준히 높아져
1990년 3.7%에서 1999년에는 18%를 웃돌고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
③ 인터넷 활용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을 비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에 대한 주요
접근 수단인 인터넷에 대한 국가별 비교를 통해 정보통신 인프라
역량을 살펴본다. 인터넷에 많은 사람들이 접속할수록 네트워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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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력은 보다 커지게 되며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인터넷의 확산
과 활용도는 중요성을 지니게 된다. 인터넷의 활용은 세계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데, 2000년 10월 현재 OECD 전체
호스트수는 9,000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1999년 7
월의 5,400만에 비해 40% 정도나 늘어난 것으로 인터넷의 빠른
확장세를 짐작하게 한다.
인터넷 인프라의 확대를 정보의 소비 또는 유통 측면에서 파악
하기 위해 인터넷 활용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에 13만 8,000명에 불과하던 인터넷 이용자는 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폭발적인 증가양상을 보이면서 2000년에는 1,456만명
으로 급증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가입자도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
해서도 훨씬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인터넷 호스트는 인터넷 규모를 살피는 다른 변수중의 하나인
<그림 Ⅳ-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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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OECD(2001a).
자주：1) 인터넷 호스트는 인구 천명당 기준임.
자주：2) 인터넷 가입자는 인구 백명당 가입자수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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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특히 정보화수준을 정보공급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하여 인터
넷 호스트 보유수준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터넷 호스트는 최근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적 수준에는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곧 언어적
장벽, 디지털정보격차 문제를 제외하고라도 인터넷을 통한 정보를
소비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보를 생산하여 가공하고 선도할 수 있
는 역량 확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적절한 정보 인프라는 거래비용절감과 시장효율성을 향상시킨
다. 나아가 신제품과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한국은 1990년대 들
어 정보인프라 확대정책을 활발하게 전개해 왔으며, 1990년대 후
반에는 GDP에 대한 정보인프라 투자비중이 미국의 3배, 일본의 5
배가 넘는다. 정부의 투자비중이 특히 높아 1990년대 전반에는
48%, 후반에는 25%에 달한다. 반대로 미국과 일본은 민간부문이
모두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가 발표한 3개년 계획
에 따르면 정보 인프라를 세계 12위로 높일 계획이다. 동 계획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자는 300만명(1997), 1,000만명(1999)에서 3,000
만명(2002)으로 인구의 2/3로 높이고, 이를 위해 공공 부문에서
인터넷 프라자를 60만 군인, 90만 시민봉사, 1,000만 학생에게 PC
교육을 시킬 예정이다.
④ 정보통신기술 투자
물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신기술을 제품생산에 도입하고 자본스
톡을 확대하고 갱신하면서 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중에
서도 ICT 형성을 위한 투자는 최근 들어 가장 활발하고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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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대두되었다. ICT 투자는 90년대 후반 들어 특히 확대되
었으며 이전의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던
데 반하여 최근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가 총 투자의 25～
4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점차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별로 GDP 규모 대비 ICT 지출을 비교하면, 90년대 들어 전
체적으로 GDP부문에 대한 지출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1992년 4.7%에서 1997년에는
6.1%로 가장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일본 역시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90년대 초반
에 이미 GDP 대비 7.2%라는 높은 비중을 실현하고 있는 것처럼
일찌감치 ICT부문에 대한 저변이 확보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영국,
일본, 캐나다 등도 비슷한 수준으로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ICT부문의 기반확충은 각국의 혁신역량에도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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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1>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멕시코

ICT 부문별 성장기여도
합
3.8
1.2
4.3
1.8
1.0
1.4
1.7
2.6
1.7

IT 하드웨어
1.2
1.1
0.2
0.6
0.5
0.8
0.1
-0.2
0.5

IT 소프트웨어
-0.4
0.2
-0.2
0.6
0.3
0.1
1.1
0.5
0.6

통신
3.0
0.0
4.3
0.7
0.1
0.5
0.5
2.2
0.7

자료：OECD(2001a).
자주：1992～1997년 연평균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임.

쳤는데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으로 나누어 각 분야의 성
장기여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나 일본,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통신
부문의 기여도가 가장 높고 미국은 하드웨어의 기여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프랑스의 경우 소프트웨어부문의 기여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각 부문별 기여도는 곧 해당국의 ICT산업
의 발전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하드
웨어의 기여도는 높지만 성장부문인 소프트웨어는 오히려 마이너
스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ICT의 주력 투자부문과 전략선택이 서
비스부문에 대해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⑤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는 정보통신기술의 확산 및 활용과 관계가 깊으며
인터넷이 사업기회를 위해 충분히 발전되어 있는지를 의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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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이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는 실제로 판매 및 구
매부문에서의 엄청난 거래비용 절감과 기회확대, 납기일 절감을
통해 기업경영 및 소비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지만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비중은 세계적으로도 여전히 만족스럽게 나타나고 있
지는 않은 편이다. 그러나 스웨덴의 경우 2000년에 인터넷을 통한
제품구매경험이 43%를 넘어서고 있으며 미국이나 영국도 30%를
웃돌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 충분한 여건만 갖추어
진다면 전자상거래는 폭발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만 해도 IMD 비교국 중 40위를 기록하
는 등 인터넷 기반 상거래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지만 2001년
에는 23위로 개선되는 등 저변확대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급성장한
부문인데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자의 56%가 인터넷에
서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하여 스페인의 37%, 칠레 29%
와 비교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거래는 1997년 현재 150억원
으로 GDP의 0.1% 이하에 불과하다. 정부는 2002년까지 3조 7,000
<표 Ⅳ-12>

국별 전자상거래 수준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
중국 대만 멕시코
리아

1999

40

4

33

9

17

21

31

46

19

13

38

2000

20

1

30

8

18

19

27

42

25

12

41

2001

23

3

31

7

10

16

27

42

39

18

43

자료：IMD(1999～2001).
자주：순위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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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 GDP의 0.7%까지 늘릴 계획이며 전자상거래를 제한하는 등
법률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병행할 계획이다.
4) 일차적 혁신성과
① 특허출원 및 등록
특허통계는 혁신활동의 1차적인 성과인 동시에 산업혁신 관점
에서는 주요한 혁신자원의 하나로 볼 수도 있다. 기술적 성과로서
활용되는 특허 데이터는 구하기 쉽고 신청자, 발명자, 기술, 국가
별 기술력 보유현황 등 많은 정보를 포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발명품들이 특허를 받지 않았고 국가, 산업마다 특허 경향이

<그림 Ⅳ-11>

주요국의 특허 출원 및 등록현황
단위 : 건

중국

등록
출원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미국
한국
-

100

자료：과학기술부(2001).
자주：1998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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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고 더욱이 국가마다 특허 규정이 달라서 국제비교가 어려운
요인이다. 여기에 특허법의 변화 및 특허의 가치 분포가 비교를
더욱 어렵게 한다.
우리나라의 특허출원 및 등록은 최근 들어 연평균 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OECD의 평균 5%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을 보이고 있다. 특허집중도(사업 R&D지출에서 차지하는 특허비
중)는 EU, 미국, 일본이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지표
들을 살펴보면 R&D 성과가 이 분야의 주요한 자원들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평가는 R&D지출에
비해 특허성과가 OECD 국가들 중 낮은 편에 속하고 있어 총
R&D의 일부로서 기초연구가 OECD 국가들 중 낮은 수준이라는
데서 비롯된다.
② 국제 학술저널 발표
국제적 학술저널에의 발표는 과학적인 연구개발의 주요한 성과
물로서 과학자들은 주요한 유인을 갖고 있다. 1997년 현재 OECD
전체에서 과학적인 출판은 연간 50만건에 달하고 있다. 과학적 발
간의 인구규모와의 비교에 따르면 스위스, 노르웨이 및 영어권 국
가들이 유리한 위치를 갖고 있다. 절대적인 발표논문 건수는 미국
이 35%, 일본 10%, 영국 9%, 독일이 9%이며 프랑스가 7% 가량
을 점하고 있다. 이들 5개국이 과학 출판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R&D 지출의 비중을 반영하고 있다.
동시에 국가별로 주력분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북
유럽 지역 국가들은 보건의료분야에 관심이 높으며 유럽 및 동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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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은 물리학의 비중이 높다. 화학, 사회행동학 등에서는 미국과 일
본의 과학적 성과물이 다른데 물리학과 화학에서는 일본이 미국
의 2배에 달하며 사회학 및 행동과학 등에서는 미국이 13%를 점
하는 반면 일본은 1%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국제학술지에의 논문발표는 급증세를 보
이고 있어서 영국과 함께 5년동안 거의 2배에 가깝게 증가하였다.
반면 그동안 높은 수준을 보여왔던 미국이 최근 들어서는 다소
주춤한 발표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논문 발표건수에 있어
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 밖에 중
국이나 멕시코, 대만 등도 최근 들어 논문발표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면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선
진국들은 증가율은 낮지만 논문발표 건수는 여전히 많은 비중을

<그림 Ⅳ-12>

국제 논문발표 및 증가율

(%)
100

영국

한국
80
중국

60

멕시코

40

대만
이탈리아 독일
일본
프랑스
캐나다

20
0

미국

-20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자료：과학기술부(2001).
자주：횡축은 1996～2000년 논문발표 누계 기준이며, 종축은 동 기간 동안의 증가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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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국제학술논문 발표건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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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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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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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

멕시코

자료：과학기술부(2001).
주：연간 기준임.

차지하고 있다.

( 3 ) 혁 신연 계 시 스 템 의평가
1) 개 관
기술혁신은 기초과학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가고 있고 기술개발
을 위한 대학, 기업, 연구기관들 간의 긴밀한 협조의 중요성이 계
속 높아지고 있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기업의 연구개발 동기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발적인 협력이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하
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연계시스템의 활성화 정도가 혁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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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평가를 위해 수행되어야 한다.
산·학·연의 균형적 발전을 통한 과학·산업의 연계, 그리고
기업 네트워크 확충을 통한 지식 및 정보의 확산이 중요한 영향
을 미친다. 최근 지식의 창출과 확산이 범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
짐에 따라 글로벌지식과 네트워크에 대해 충분히 개방적이지 않
은 국가는 장기적으로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개별 국가의 네트워크와 상호협력에 기초한 혁신시스템의
구축은 글로벌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혁신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체는 크게 기업내의 기술혁신과 효율
성의 증대를 통해 끊임없이 이윤을 창출하려는 국내 기업, 기술개발
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이공계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국공립·
사립교육기관들, 정부내의 과학기술 관련 부처와 정부출연연구기관
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주체들의 활동만으로 혁신시스템을 결
정하는 것은 아니다. 위의 주체들이 이루어내는 제 관계, 예를 들어
산업계와 학계의 공통적 관심사인 직업교육, 대학의 산업계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능력, 기술개발 주체간의 원활한 네트워크, 표준화, 과
학기술정보의 유통체계, 나아가 혁신과 관련된 금융제도, 조세지원
제도가 시스템간의 효율적인 활동을 가져오는 주요한 요소가 된다.
혁신자원의 보유정도뿐만 아니라 산업혁신이 실제적으로 성과
를 갖기 위해서는 혁신자원의 잠재력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성
과로 연결되도록 하는 조직간·조직내 의사소통, 상호작용, 협력,
정보교류 등의 활발한 움직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기술혁신을
비롯한 산업혁신의 상당한 부분이 암묵적 지식이기 때문에 공식
적인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계시스템에 의해 그 확산 정도
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연계시스템과 관련된 주요한 요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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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의 협력수준, 기업과 연구기관 및 규제기관과의 관계, 경
쟁자들간의 자극 등이 연계시스템을 활성화시켜 산업혁신을 자극
하게 된다. 또한 최신 산업동향을 파악하고 정보흐름을 주도하는
기술개발인력 및 자원의 보유 수준도 산업 및 기업의 혁신역량을
좌우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국제적인 전문인력과
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선도적인 과학지식과 첨단기술이전의
경로를 확보하고 있는가, 그리고 전문기술인력들의 조직간 네트워
크 및 연계도 중요한 요인이다.
다음으로는 기업이 공공연구개발능력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
어야 하며, 전문가의 기술창업이 어느 정도 활발한지 여부도 연계
시스템을 파악하는 좋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는 특히 공공연구
부문이 보유한 기술개발력 및 신기술의 상업화를 촉진하는 효과
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그 밖에 집단의 가치, 신뢰감, 개방성 및
윤리의식 등은 상호 네트워크 및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하는 데
영향을 주며, 특허, 기술이전시스템의 확보여부도 중요한 연계수
단이 될 수 있다. 이 연계시스템은 개별 기업, 그리고 나아가 산업
차원에서의 혁신을 이루도록 하는 복잡한 시스템의 역동성을 반
영하는 것이다. 실제로 혁신자원의 보유수준과는 별도로 성장기회
를 적절하게 인식하고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세워 산업
혁신으로 전환시키는 능력과 속도가 달라지는 것은 기업의 내부
역량만이 아니라 시장수요에의 대응 및 외부조직과의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이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
혁신능력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기술의 생산에 기초
가 되는 투자, 정책, 연관 자원들의 상호관련집합에 의존한다.4)기업
4) Porter et al(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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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광범위한 과학기술정보와 혁신적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내외부
의 자원을 보유하고 실제로 활용하고 있다. 내부자원이란 자체 연
구개발부서와 마케팅부서 등 기업내부자원이며 외부자원은 공공연
구기관 및 관련 거래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획득 가능한 자원이다.
2) 내부적인 협력관계
① 정부 및 대학에 대한 기업의 R&D 지원
전체 R&D 재원 중 정부가 R&D 수행에 참여하여 재원을 조달
하는 것은 1990년대 들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1991년 GDP
의 0.28%이던 것이 1999년에는 0.23%로 떨어졌다. 이는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주로 국방 관련 R&D
의 투입이 감소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정부의 R&D 재
원조달 비중이 점차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기업이 정부 관련 기
관이나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R&D 활동에 대한
자금지원은 기업, 정부, 대학 등 교육기관간의 연계성을 높이거나
질적 수준의 비약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R&D 재원 중 정부나 대학에 의한 R&D 비중
이 높은 편에 속하는데 1999년에 정부에 의해 수행된 R&D 자금
지원 비중은 10.3%이며 대학 등 고등연구기관에 의해 수행된
R&D 비중은 5.1%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정부와의 공동 재원조
달에 의한 R&D 활동 참여도가 높은 데 반하여 대학 등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지원도는 OECD 평균보다는 높지만 프랑스나 멕시
코, 독일, 영국 등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보여 기초·기반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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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기관에 대한 기업의 R&D 재원조달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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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OECD(2001a).
자주：표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1999년 기준임.

주로 수행하는 대학과의 연계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연계시스템의 튼튼한 기반의 부재는 경제가 기술적 측면에서 지
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한국혁신
시스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취약점들이 눈에 띄는데 우선 혁신시스
템 내에서의 상이한 주체들간의 상호작용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이
를 반영하여 민간부문은 R&D의 97%를 자체적인 연구활동에 투입
하고 3%만을 대학과의 계약 등에 투입하며, 대학의 역할이 상대적
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R&D활동의 불과 10%만을 담당하고 있다.
② 기업간 기술협력
혁신역량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보다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128 혁신역량과 산업발전

를 가져올 때 보다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조직의 특
성상 외부조직과의 연계수준이 낮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에 있
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기업간 기술공유가 일반화되어 있는 정도를
평가한 IMD의 자료를 살펴보면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
이 1993년과 비교하여 2001년에는 기업간 기술협력 및 공유수준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기업간
협력수준은 2001년에 49개 국가 중 33위로 나타나 90년대 후반보
다는 개선되고 있으나 미국의 4위나 일본의 8위 등에 비해서는 매
우 비협조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기업-대학간 협력
다음은 기업과 대학간의 공동연구에 대한 활성화 정도를 평가
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활동에 있어서의 국가별 수준을 비교하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기업부문과 대학간의 연구개발활동은 90년대 들
어 대체적으로 높아져 왔다. 다만 외환위기 시기에는 다소 낮아지
는 추이를 보였으나 이는 동 기간동안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의외적인 상황은 아니다.
다른 국가들을 살펴보면 미국, 캐나다 등이 대체로 활발한 대학기업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만도
이에 버금가는 연계도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중국이나 일본, 멕시코
등은 지속적으로 기업과 대학간의 결합도가 낮아지고 있고 최근 들
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서도 열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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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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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 기술공유 수준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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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미국
한국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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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료：IMD(1993～2001).
자주：해당 연도에 대한 평가지수 기준으로, 수치가 클수록 활발한 기업간 기술공유
수준을 나타냄.

<표 Ⅳ-13>

기업-대학간 공동연구개발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5
24
19
29
37
24
19

2
1
4
2
7
2
3

7
11
16
16
26
25
32

자료：IMD(1993～2001).
자주：국가별 순위 기준임.

15
9
10
13
8
12
7

9
15
9
11
13
10
13

14
18
14
20
20
19
22

18
16
18
23
27
21
25

이탈
중국 대만 멕시코
리아
39
33
42
41
39
41
45

24
26
25
17
23
30
42

5
12
11
9
12
11
12

47
42
43
45
43
42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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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6>

GDP 대비 FDI 유·출입 비중

영국
프랑스
캐나다
미국
한국
독일
FDI유출/GDP
FDI유입/GDP

이탈리아
일본
0.0

0.5

1.0

1.5

2.0

2.5

3.0

3.5 %

자료：OECD(2001a).
자주：1990～1998년 기간 GDP 대비 FDI 유·출입 평균임.

3) 외부 혁신자원의 연계 및 활용
①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출입
외국인 직접투자는 국제경제와의 결합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
면서 또한 해외 기술 및 자본, 경영조직원리의 유입이 국내의 기
술 및 자본, 경영 등에 변화를 가져오는 등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
기도 한다. 지난 10여년간의 세계의 직접투자의 증가는 세계적으
로 경제구조의 변화를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80년대
말에 최고조기를 이루고 주춤했던 직접투자는 1990년대 후반기에
들어와 다시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국가별, 지
역별로 뚜렷하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국가별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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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준 및 조세체계, 기술, 노동자의 숙련도, 거시경제적 안정성
등이 결정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은 캐나다, 프랑스, 멕시코, 영국 등이
경제규모와 비교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미
국, 우리나라의 순이다. 또한 직접투자의 진출은 직접투자의 유입
보다 크게 높은 국가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에는 독일, 일본, 영국
등이 해당한다. 이들 국가들은 활발하게 활동하는 다국적기업의
존재와도 관계가 깊다.
② 기술도입
기술발전을 위해서는 자국내 R&D투자 못지 않게 외국으로부
터의 지식획득도 중요하며, 그 수단중 하나가 외국으로부터의 기
술도입이다. 우리나라의 기술정책도 선진기술 추격을 위한 기술도
입에 강조를 두어왔다. 우리나라가 기술도입을 본격적으로 수행한
것은 중화학공업에서 첨단산업으로 이행하기 시작한 1980년대부
터인데, 1990년대 후반 들어서는 연평균 20억 달러 이상의 기술도
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당 도입액도 1,000만 달러 이상으로 고
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구조는 아시아지역 개도국
중심의 기술수출,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 집중된 기술도입으로
특징지어진다. 전체적으로 기술수출보다 기술도입이 압도적으로
많아 무역수지면에서는 적자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에는 원천기술
도입에 따른 전기·전자분야의 기술료 지급이 급증하는 반면 기
술수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기술개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
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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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략적 제휴

전략적 제휴는 시장지배력의 강화, 사업영역의 확대, 또는 국제
적 차원에서의 기업 구조조정 등을 목표로 하여 추진되고 있다.
동시에 혁신의 관점에서는 기술이나, 외부 전문 인력, 브랜드 이미
지 등 기업의 보완자산의 확충을 목표로 하여 이루어지면서 대내
외적인 혁신역량간의 연계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1990
년대 들어 국가간 인수합병이나 전략적 제휴는 유례없이 활발한
양상을 보였는데 특히 1990년대 후반 들어 전면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국내기업간 제휴보다는 해외기업과의 제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은 국내 기업간, 그리고 해외 기
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가장 활발하게 추진하면서 전략적 제휴 및

<그림 Ⅳ-17>

OECD 상위 10개국의 전략적 제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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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OECD(2001a).
자주：1990～1999년 기간중 누계 건수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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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수합병을 선도해 왔다.
우리나라도 OECD 국가들 중 상위 10위권내에 진입할 정도로
활발한 제휴를 추진해 왔으며 특히 국내 기업간 제휴보다는 해외
기업과의 제휴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해외
기업과의 연계성 강화는 물론 혁신역량의 유입에도 영향을 미쳤
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창업활성화
①창 업
우리나라의 창업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그림 Ⅳ-18>

창업에 우호적인 여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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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IMD(1993～2001).
자주：1999년과 2001년 창업화 여건의 우호성에 대한 순위 기준으로, 낮을수록 창업
에 우호적인 환경을 갖추었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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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4>

대학교수 및 연구인력의 벤처창업

～ 1997
1998
1999
2000

교 수
64
42
143
385

연구원
334
142
248
309

소 계
398
184
391
694

자료：중소기업청(2001).

위해 IMD의 비교지표를 통해 살펴보면 1999년만 해도 우리나라가
비교국가 중 43위로 거의 하위그룹에 속했지만 점차 대내외적인
여건개선을 통해 창업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평가받
으면서 2001년에는 30위로 뛰어 올랐다. 한편 미국이 2001년에 1위
인 것으로 나타나 창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국
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대만도 6위로 나타나 비교국가 중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낙관적인 평가를 받았다. 반면 일본은 최근 들어
창업하기에 가장 우호적이지 못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며 중국
은 21위로 우리나라보다 다소 긍정적인 창업환경을 갖추고 있다
는 평가를 받았다.
창업여건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열악하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의 벤처창업은 최근 들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기반·기초 연구개발력을 보유한 대학교
수 및 연구원의 창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혁신주체간
연계의 증대뿐만 아니라 기술개발력을 보유한 벤처창업이 성공가
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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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정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
중국 대만 멕시코
리아

1999
2000

47
47

17
16

44
43

32
18

35
37

31
31

43
45

30
26

24
23

2
11

27
27

2001

48

31

46

10

33

20

47

26

41

7

40

자료：IMD(1993～2001).
자주：순위기준임.

② 기업가 정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창업이 활성화되고 혁신적인 활동이 다양한 연계속에 이루어지
려면 기업가 정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에 대한 사회적 개방도 및 문화적 요인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에 48위를 기록하여 모험정신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 부문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일본이나 프랑스, 중국, 멕시코 등이 모두 40위
이하의 평가를 받고 있어 창업활동에 대한 보수적인 문화를 반영
하고 있으며, 대만은 이 분야에서 10위권내를 유지하고 있다.
5) 연구개발의 실용화

R&D 활동은 기초, 응용, 개발 등 기술개발 단계에 따라 구분
할 수 있다. 연구개발에 관하여 기업은 생산과 관련된 근본적 지
식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연구, 응용영역을 넓히고 새로운 발명을
위한 응용연구, 이러한 결과가 생산가능한가를 판단하기 위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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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개발 및 개선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신제품생산을 위해 신제
품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필요한 생산기술을 개발하며 생산설비를
개발 또는 구입하고 관련 특허, 노하우, 기술정보를 외부로부터 구
하고 생산인력의 훈련, 생산활동을 통한 학습과정을 경험하고 생
산 및 조직에 관한 관리기법을 익히게 된다.
물론 이러한 활동들은 단순히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
라 피드백되기도 하고 상호작용되는 복잡한 과정을 통해 혁신이
가속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그리고 연구활동의 전 과정은 아이
디어를 제고하는 원천일 뿐만 아니라 산업혁신의 전 과정에서 야
기되는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기반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인식된다.
연구개발을 성격별로 살펴보면 각 국가별로 집중적으로 투자하
고 있는 R&D 분야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기초분야
에 대한 투자의 증가는 미래경쟁력에 대한 투자로 이해할 수 있
다. 반면 응용이나 개발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의 증가는 단기적인
성과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동시에 제
품이나 기술혁신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연구개발에 대한

<표 Ⅳ-16>

연구개발비의 성격별 비율
단위 : %

한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기초응용개발기초응용개발 기초응용개발기초응용·개발기초응용개발 기초응용개발
1981 - - - 14 26 60 13 23 64 21
79
- - - 6 23 70
1986 17 27 57 13 24 62 14 23 64 20 34 46 - - 1991 15 31 54 13 25 62 17 24 59 21
79
20 31 49 5 28 68
1996 13 27 60 14 24 62 16 21 63 22 29 49 - - 2000 13 24 63
자료：과학기술부(199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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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 성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에 비해 1990년대 들어 개발분야에 대한 R&D 활동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일본이나 미국과 거의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다. 반면 독일이나 프랑스는 기초부문에 대한 R&D 투
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혁신의 경제적 성과 평가
혁신의 일차적인 성과는 특허나 과학기술논문 등의 증가로 표
현되는 기술혁신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혁신의 궁극적인 목적이
전체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이라는 점에서 혁신의 성과는 경제적
성과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적 성과는
기술거래 및 기술수준의 발전, 생산성 향상 효과,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을 통해 평가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제비교를 하기 위해 데이터 입수가 가능한
지표를 대표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주관성이 개입될 가능
성이 있는 기술수준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보다는 국제적 차원에
서의 해당국의 기술수준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는 첨단기술제품의
교역비중을 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생산성 향상효과는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국민생활 수준 향상 효과는 1인당 국민소득 통계를 이
용하여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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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발전
1) 첨단기술산업
그동안 국제 제품 교역에 있어서 첨단기술제품의 교역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추이를 보였는데 이는 첨단기술산업의 성장에 의
해서 가능한 것이었으며, 동시에 세계시장의 확대는 첨단기술산업
의 교역비중을 높이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중하위 이하 기술제
품의 세계교역비중은 1990년대 들어 30% 이하로 떨어졌으며 첨단
기술제품의 비중이 25%로 증가하였다. 첨단기술제품 중에서도 가
장 높은 성장성을 보이는 산업은 의약, 가전, 통신장비, 컴퓨터 등
이었다. 중상위기술제품 비중은 OECD에서 39%에 달하고 있으며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식기반적인 활동-투입에 있어서 기술과 인적자본을 강조하는
지식기반적인 활동은 1994년 OECD 국가들에서 기업의 부가가치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비중은 다소 낮은 40% 수준인데 이는 지식기반산업에 포함되
는 서비스부문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위 및 첨단
기술산업은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더욱이 지식기반산업의
성장은 1985년에서 1996년 기간동안 12.5%로 OECD 국가들 중 최
고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2000년에 지식기반경제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이라
고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그 주요한 세 가지 목표는 과학기술
기반을 G7 수준으로 확대, 교육수준을 OECD 평균수준으로 향상,
국가 정보인프라의 수준 제고를 통해 세계 10위권내로 지식 및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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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력을 향상시키는 것 등이다. 우리나라의 혁신노력은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상당하다. R&D 지출의 절대적 수준은
1997년 OECD 중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GDP에서의 비
중은 2.7%로 낮은 소득수준을 기록하는 국가들에 비해 4배나 크
다. 더욱이 인구 만명당 연구인력은 EU의 50명 수준에 육박하고
있으며, 재원조달 및 R&D 활동의 2/3 이상을 민간부문이 담당하
고 있다. 나아가 한국은 상당한 수출성과를 거두고 있어 정보통신
부문에서 반도체, 컴퓨터, 전자제품을 포함하여 R&D의 58%를 사
용하고 있으며 반면 자동차는 20% 수준에 불과하다.
1990년대 이후 기술집약적 산업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져 왔는
데 이를 실제 투입과 산출을 비교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투
입 측면에서는 총 제조업 생산과정에 대한 첨단기술산업의 R&D

<그림 Ⅳ-19>

첨단기술산업의 수출 및 R&D 집약도

(%)
40

(%)
10
수출집약도
R&D집약도

30

8
6

20
4
10

2

0

0
캐나다

미국

일본

한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자료：OECD(2001a).
주주：1) 1999년 기준임.
주주：2) 수출집약도는 첨단기술제품 수출 / 총수출을 의미하며, R&D 집약도는 첨
단기술 부문의 R&D 지출 / 총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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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R&D 집약도)을 검토하고, 성과측면에서는 총 제조업제품
수출 중 첨단기술제품의 비중을 수출집약도로 하여 비교하면 <그
림 Ⅳ-19>와 같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첨단기술에
대한 R&D 투자비중은 낮은 수준에 속하는 반면 수출집약도는 높
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투입에 비해 성과가
좋은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미래 혁신역량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는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수출집약도를 R&D 집약도로 나누어 비교하면 이러한 경향은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미국의 동 지표가 13.0인 반면 우리
나라는 비교국 중 가장 높은 26.5로 나타나 가장 낮은 독일(7.0)에
비해서는 거의 3배에 달하고 있다.
2) 기술수준
국가별로 첨단, 준첨단기술분야의 기술수준을 비교하기 위하여
제조업 수출에서 첨단, 준첨단기술제품이 점하는 비중을 살펴보기
로 한다. 우선 첨단기술제품의 수출비중을 살펴보면 미국이나 영
국, 일본과 같이 원천기술력을 폭넓게 확보하고 있고 상업화로의
성공비율이 높은 국가들은 동 비중이 1/3 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반도체 등 전자산업의 급성장에 힘입어 동 비중이
34.2%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준첨단기술제품의 비중을 살펴보면 제조업기반이 건
실하고 기존 분야에서의 경쟁력이 높은 독일이나 일본은 총 수출
에서 차지하는 준첨단기술제품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초과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서의 수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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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준별 제조업 수출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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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OECD(2001a).

중은 비교국가 중 가장 낮은 26.5%를 점하고 있어 제조업 전반에
걸친 기술력의 부족을 반영하고 있다.

(2) 생산성
국가별 GDP 격차는 일반적으로 노동생산성에서 비롯되는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 노동생산성은 노동시간, 노동사용의 차이, 또는
인구규모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1인당 GDP의 격차는 시간당
GDP생산과는 다르다. 여기에서는 노동자의 시간당 GDP수준을
통해 생산성을 대표하는 것으로 본다. 높은 노동생산성은 혁신활
동의 성과를 나타내는 가장 좋은 지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노동생산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노동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높은 자본-노동 비율이나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의 이용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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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1>

주요국의 생산성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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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OECD(2001a).
자주：미국을 100으로 한 각국별 노동자 시간당 GDP 기준임.

장기간 추세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급격한 향상
을 통해 선진국 수준으로의 추격성과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1999
년 현재 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3) 산업활동성과
경제의 성장측면을 살펴볼 때 거시경제변수로 GDP추이뿐만 아
니라 산업활동의 활성화를 살피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는 일국의
경제활동 및 혁신여건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산업활동이라
는 점에서 타당할 것이다. 1995년의 산업활동 수준을 100으로 하고
1997년과 2000년 산업활동 수준을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비교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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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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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통계청(1991～2001).

대부분이 높아졌으며, 우리나라나 멕시코가 그 중에서도 높은 증가
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미국이나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도 높은 수
준을 기록했다. 다만 일본이 1997년에 이어 2000년에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국민소득
혁신의 성과는 다양한 요인을 통해 비교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
로 소득수준이나 생산성지표가 폭넓게 이용된다. 1인당 GNI 수준
을 비교하면 미국이나 일본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군이며 다음으로 유럽국가들이 중간수준을 형성하고 있고 우
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는 낮은 수준에 속하며 대만과는
꾸준히 격차를 좁혀왔으나 외환위기 이후 차이가 커진 것으로 나

144 혁신역량과 산업발전
<그림 Ⅳ-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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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다. 한편 중국이나 멕시코 등의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은 아직
은 우리나라보다 낮다.

4. 한국의 혁신역량지수 변화와 시사점
(1) 분석개요
90년대 이후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가들의 노력이 경주되었으
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었
다. 제품개선 및 공정혁신이 가속화되었으며 경쟁압력은 자본시장
에서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현재의 생산성 증대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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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미래의 경쟁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혁신시스템의 강화로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혁신시스템에 대한 비교 및 평가를 통하여 미래의 방향
을 도출하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혁
신지수의 개발로 나타나고 있다. 기존에는 대부분 기술혁신을 중
심으로 하는 혁신지수의 비교를 통해 과학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였으나 최근에는 경제적 성과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지표들이 혁신역량지수를 평가하는
데 반영되어 생산기술 수준뿐만 아니라 마케팅, 제품생산력, 국제
화 정도 등 다양한 요인들이 추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Ⅱ장에서 논의된 산업혁신에 대한 이론적 고찰
을 기초로 하고, Ⅲ장에서 살펴본 개별 혁신지표들에 대한 주요국
과의 비교 평가를 활용하여 혁신역량지수를 도출한다. 이를 위해
서는 우선 우리의 목표로 설정할 수 있는 G-7 국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며, 주요 경쟁국인 대만과 중국을 비교 대상국으로 설정하
였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혁신역량과 성과면에서 우리에게 시사점
을 제공하고 있는 멕시코를 비교하였다.
비교국가별로 모든 혁신역량 지표에 대한 데이터를 시계열로
하여 고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G-7에 포함되어 있는 선
진국 통계는 대부분 OECD에서 입수가 가능하였지만 중국, 대만,
멕시코의 혁신역량 요인별 데이터 입수가 어려워 일관된 비교를
하기가 불가능했다. 일부는 데이터를 확보하여 현황에 대한 비교
는 가능하였지만 최소한 1990년대 이후의 혁신역량지수의 변화추
이를 살펴보고자 한 본 보고서의 연구방법과 상치되는 부분이 많
아서 시계열적으로 일관성있는 자료입수가 어려운 항목은 혁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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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지수를 만드는 작업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혁신역량은 궁극적으로 한 경제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포함하고 있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혁신여건, 혁신자원, 혁
신연계시스템 등으로 크게 구분하여 각 지수를 우선 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 지표들의 단위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의 일관
성을 위해 절대규모보다는 1인당 지표가 보다 타당하므로 일단 가
능한 지표들은 모두 1인당 기준으로 하여 환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1인당 지표들은 국가별·시기별 분석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렇게 집계된 지표를 미국을 100으로 하여 기준으로 놓고 다
른 국가들을 상대평가하였다. 따라서 모든 혁신역량지수의 변화는
미국에 대한 상대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한계는 갖고 있
다. 그러나 미국은 혁신역량 향상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이 90년대
들어 본격화하였고, 실제로 비교분석에 따르면 질적·양적 측면에
서 모두 최고의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대평가가
결정적인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각 구성요소별 지수가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기 위하여 종합지수를 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각 구성요인들에
대하여 1/3씩 가중치를 주는 단순평균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래는
혁신역량을 구성하는 각 요인들의 기여도가 다르고 특성이 다르
므로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아직은 각 요인들
에 대한 정확한 기여도의 산출이 어렵고, 더욱이 국가별 차이를
고려할 때 자칫하면 오차를 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
므로 차라리 단순평균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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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혁신역량지수를 도출하는 것은 입수가능한 주요 지표들을 고려
하여 기본적으로 앞에서 논의한 혁신여건, 혁신자원 및 연계시스
템에 대하여 각각의 평가지수를 우선 도출하고,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의 평가지수를 다시 종합하여 혁신역량지수를 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활용된 각 구성요소별 주요 지표는 다음의 <표 Ⅳ-17>에
서 요약하였다.
한편 혁신성과는 혁신역량과 별도로 산정하여 혁신역량과 혁신
성과가 어떠한 연관성을 보이는지 별도로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혁신성과를 산정하는데 이용된 지표 역시 <표 Ⅳ-18>에 함께 정리
<표 Ⅳ-17>

혁신역량지수에 이용된 데이터

혁신여건

혁신자원

연계시스템

성과

-1인당 GDP
-R&D인력비율
시장규모와
R&D
내부적 -기업·기업 협력관계-첨단기술
-교역국제화
-R&D집약도
경쟁환경
자본
연계 -기업·대학 협력관계 교역비중
-경쟁여건
-기업R&D지출
-단기이자율
-정부의 교육
금융
대외적 -전략적제휴
-총투자율 인적자본 지출
시스템
연계 -외국인직접투자
-벤처캐피탈
-기업내 훈련
혁신적
ICT인프 -1인당컴퓨터수
- 노동시장
인력
라 및 -호스트수
창 업 -창업용이성
규제
공급구조
자본 -ICT지출
정부규제

-특허출원
-보호주의 혁신의
-특허등록
-가격규제 1차 성과
-논문발표

거시경제
-물가상승률
정책운용

기술 -개발비율
실용화 -기업가정신

-생산성

-1인당
G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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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각 지표들은 국가비교가 가능하고 연도별 데이터의 입수
가능성뿐만 아니라 지표의 대표성도 함께 고려되었으며, 실제로
혁신역량지수를 도출하여 비교한 결과 각 분야별 역량의 변화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자료는 국가별 비교를 일관성있게 하기 위하여 공신
력 있는 국제통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주로 OECD 통계가 많이 사용되었으며, 정량화되기 어려운 정성
적인 평가지표는 국제경영개발원(IMD) 및 미국 경쟁력위원회 등
에서 발표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국내 데이터로는 통계청, 과학
기술부, 한국은행 등 정부의 공식통계를 사용하였다.

( 3 ) 혁 신 역 량 지 수도
의출
1) 요소별 혁신역량지수 추이
주요국가별로 종합적인 혁신역량지수를 도출하여 1993년부터 2
년 단위로 비교한 결과를 보면 혁신여건, 혁신자원, 혁신연계시스
템의 기여도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면서 혁신역량의 변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이나 대만, 멕시코 등 성장성이 높은 국가들에서는
혁신여건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여도를 보이는 반면, 실제로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는 혁신자원 및 연계시스템
면에서는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선진국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개도권 국가들이 혁신여건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국가
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선진국의 경제가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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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며 경쟁환경이나 제도여건면에서 약간 높은 평가를 받은 반
면 개도권 국가들은 1인당 GDP 성장률이 높거나(우리나라, 중국,
대만), 교역의 국제화비중이 높거나(우리나라, 캐나다, 대만) 총투
자율이 비교대상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혁신추진의 인센티
브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혁신자원면에서는 G-7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
는데 미국을 필두로 하여 인적자원, ICT활용 및 ICT기반 확충, 특
허 및 국제논문 발표 등 과학기술개발 성과면에서 앞섰기 때문이
다. 혁신자원면에서 중국이나 대만이 다른 요소들에 비해 다소 떨
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특허 논문발표, 기업의 R&D지출
등이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데 주로 기인한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양호했지만 정부의 교육지출, 기업내 훈련, 과학기술논문 발표 등
에서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연계시스템면에서는 영국이나 미국이 특히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영국은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출입이 매우 활발하여 해외
혁신자원과의 협력 및 연계가 특히 뛰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
며, 미국은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해외협력이 활발하며 창업환경의
우수성, 기업 및 대학간 연계 및 네트워크가 특히 강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략적 제휴면에서 여전히 다른 국가들
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기업간 협력, 기업 및 대학간
의 연계성도 미국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창업의 용이성 및 진취적인 기업가정신 등은 일본에 비해서는 우
호적이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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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4>

연도별·국가별 혁신역량지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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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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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
리아

중국 대만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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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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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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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만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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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연계시스템
자원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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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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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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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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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연계시스템
자원
여건

120
100.0
90

91.4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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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
80.0

84.3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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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연계시스템
자원
여건

120
100.0
90

96.6

94.1
83.2

72.2

81.9

79.8

66.2
55.9

60

59.0

57.1

30

0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이탈리아 중국 대만 멕시코

2) 혁신역량지수 종합
혁신역량지수를 구성하는 모든 요인들을 고려하여 혁신역량지
수를 도출하여, 2000년 현재 미국을 100으로 한 상대평가에 따르
면 캐나다가 96.6으로 다음을 잇고 있으며 다음으로 영국, 독일 및
프랑스가 각각 94.1, 83.2, 81.9로 나타난다. 이들 국가들은 혁신자원
보다는 혁신여건 및 혁신연계시스템 면에서 평가가 높게 나왔다.
일본은 혁신자원면에서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평가가
나왔지만 혁신연계시스템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의 경
기침체를 반영하여 혁신여건에 대한 평가도 1990년대 전반에 비해
점차 떨어지고 있다. <그림 Ⅳ-25>를 보면 멕시코가 경제위기를
겪은 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탈리아가 노동시장규제를
포함하는 규제 및 제도여건 분야에서의 낮은 평가로 인해 점차
지위가 낮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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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5>

국가별 혁신역량지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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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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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

1997

1999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대만
멕시코

2000

주：미국을 기준(100)으로 한 상대평가임.

국가별 순위변동을 살펴보면, 미국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
서 효율적인 혁신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혁신역량지수면에서 최
고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한편 일본이 최근 들어 혁신역량지수가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중국, 이탈리아, 멕시코 등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는 아직은 혁신역량이 낮게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를 거치면서 혁신역량도 다소 낮아지기는 하였지만 최근 들어 다
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국가별 혁신역량지수를 살펴볼 때 단기에 걸친 추이만을
나타내고 있고 국가별로 변화양상이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혁신역량지수간의 격차가 점차 축소되는 수렴현상을 보이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혁신역량지수 평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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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6>

국가별 혁신역량지수 순위변화

1993

1995

1997

1999

2000

영국

영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캐나다

캐나다

캐나다

일본

캐나다

영국

영국

영국

중국

대만

일본

대만

독일

독일

프랑스

프랑스

독일

프랑스

캐나다

독일

대만

프랑스

대만

프랑스
대만

한국

독일

일본

한국

일본

한국

한국

일본

한국

중국

중국

중국

중국

이탈리아

이탈리아

이탈리아

이탈리아

멕시코

멕시코

멕시코

멕시코

멕시코

이탈리아

대 전체에 걸쳐 혁신여건의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혁신여건의 기여도는 외환위기 이후 다소 낮아지기도 하였으나
경제회복으로 다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혁신자원이나 혁신연
계시스템 역시 외환위기 이후 악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혁신역량지수의 하락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최근

<표 Ⅳ-18>

1993
1995
1997
1999
2000

우리나라의 혁신역량지수 추이
혁신여건
106
146
101
116
121

혁신자원
48
37
41
37
31

혁신연계시스템
74
70
74
52
65

주：매년도 미국(100)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평가임.

혁신역량지수
75.9
84.3
72.4
68.4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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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정책당국의 노력 및 민간부문의 인식제고로 연계시스템은
호전되었지만 혁신자원면에서는 여전히 다른 국가들에 비해 취약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OECD가 회원국 권역별 기술혁신 환경을 분야
별로 평가한 자료(OECD, 1998)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속한 동아시
아 지역의 경우, 전반적으로 혁신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한 경제구
조 및 거시적 요건이 그리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 항목은 노동시장 분야의 인적자원

<표 Ⅳ-19>

상품시장

금융시장

노동시장
사회적
응집력
기업
네트워크

OECD의 주요국 및 권역별 기술혁신 환경평가

환경요인
·경쟁
·소비자·생산자간 제품정보 유통
·경쟁체제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자금 조달
·투자자 역할
·노동시장 유연성
·인적자원개발 기업문화
·평등사상
·일반에 대한 기술교육
·협력문화
·기업간 제휴매개
·제휴가능 기업에 대한 정보

미국
◎
◎
◎
◎
◎
◎
X
X
X
X
X
◎

유럽 동아시아 동유럽
X
X
X
X
X
X
△
X
△
X
X
X
△
X
X
X
X
△
△
◎
X
◎
◎
X
◎
◎
△
△
◎
X
◎
◎
X
X
X
X

조세 및
·영업세 및 기타 인허가 제도
규제제도

◎

X

X

X

·기초과학
과학
·기술개발, 산업기술 개발
기술체제
·과학·산업 연계

◎
◎
△

◎
X
X

X
◎
X

◎
X
X

자료：OECD(1998).
주：1) ◎ : 양호, △ : 보통, X :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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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기업문화, 사회적 응집력분야의 평등사상과 일반에 대한 기
술교육, 기업네트워크 분야의 협력문화와 기업간 제휴매개, 과학
기술시스템분야에서의 기술 및 산업기술 개발 정도이다. 혁신활성
화를 위해 보다 핵심적인 제품 및 서비스시장의 경쟁구조, 효율적
금융시장,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휴가능한 기업에 대한 정보, 영업
세 및 기업 인허가를 포함한 조세 및 규제제도가 모두 불량한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표 Ⅳ-19> 참조).

(4) 혁신역량과
경제성과
혁신역량지수를 종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하여 도출한 후 국가별
혁신역량지수와 혁신성과를 1995, 2000년 등 2개 연도에 대해 비
교한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Ⅳ-27>과 같다. 대부분의 국
가가 혁신역량지수와 혁신성과가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1995년에 비해 2000년에 보
다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혁신역량의 수렴현상과 무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혁신역량지수와 성과와의 상관관계는 해당연도에 대한 비교뿐
만 아니라 각기 다른 시점에서의 비교를 통해서도 강한 상관관계
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1995년에 경제적 성과면에서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였으나 혁신역량지수면에서는 앞서 나갔던
미국, 영국의 경우 2000년에는 경제적 성과면에서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1995년에 높은 경제적 성
과에도 불구하고 혁신역량면에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5년 뒤 2000년에는 성과면에서 크게 위축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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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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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역량 및 경제적 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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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혁신역량지수 및 경제적 성과에 대한 시기별 비교를 통
해 나타난 결과는 혁신역량지수가 현재의 상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미래의 경쟁력 및 경제적 성과에 대한 예상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혁신역량과 경제적
성과간의 관계에 있어 주목할 것은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혁신역
량을 갖춘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성과가 낮다는 점이다.
1995년의 경우 독일, 프랑스의 혁신역량은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
었으나 경제적 성과는 우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
의 경우 일본은 우리보다 혁신역량지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성
과면에서는 우리를 크게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혁신활동과 역량제고가 보다 성과지향적으로 추진되
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5. 성과지향적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전략과 과제
이상의 우리나라 혁신역량과 혁신성과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
나라는 빠른 경제성장과 시장규모의 확대 등으로 혁신활동의 인센
티브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
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실제로 혁신활성화의 핵심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혁신자원 및 혁신연계시스템 측면에서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에 비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혁신
자원면에서는 정부의 교육지출, 기업내 훈련, 과학기술력 등이 선진
국에 비해 크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혁신연계 시스템면에서
는 전략적 제휴, 기업간 협력, 기업-대학간 연계 등 전반적으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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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면에서 크게 부족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최근 들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글
로벌시장에서의 경쟁압력 강화로 기업과 산업, 무역거래 제품에서의
혁신의 중요성이 최근 들어 매우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
역량의 일부 세부요소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분석결과에 따르면, 해당 분야에 대한 정책대응의 실효성에 대한 전
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혁신역량을 갖춘 국가에 비해 우
리나라의 혁신활동의 일차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가 다소 부진한 것
으로 평가된 점은 향후 우리나라 혁신활동과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기업전략과 정부지원에 있어 이전보다 성과지향적 전략과 지원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성과지향적
혁신기반의 산업발전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여건 면
에서는 혁신촉진적 금융시스템 확충과 글로벌 지식에의 접근 강화
를 통해 기업주도의 혁신이 활성화되는 여건조성이 중요하며, 혁신
자원면에서는 기초연구, 인적자본 등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혁신자
원 확충이 어려운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자원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병행하여 그러한 혁신자원이 당초 목표
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효율적 관리와 운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혁신역량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
는 혁신연계시스템의 강화를 위해서는 향후 혁신활동의 고비용·
고위험화, 네트워크화 경향 등을 고려할 때 기업간 연구개발분야에
서의 전략적 제휴 강화 및 기업간, 기업과 대학간, 기업과 공공연구
기관과의 협력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지원 등 혁신연계시스템 강
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혁신지원정책과 경쟁정책 등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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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의 조화로운 추진 등이 긴요하다고 하겠다.

(1) 혁신활성화
여건의 조성
1) 기업가 정신의 함양과 혁신시스템 인프라 확충
기업들은 혁신 활동에 대한 사적 투자의 예상수익률이 매우 높거
나, 대내외 경쟁의 심화로 제품과 서비스 제공의 질적 향상이 불가
피할 때 가장 활발히 혁신활동을 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혁신활성화 여건 조성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정부는 정책의 기본방
향을 세계화와 대외개방의 추세에 역행하는 기존 산업과 기업의 보
호 육성에서 탈피하여, 기업가정신의 구현, 창조적 파괴의 혁신이
촉진되는 동시에, 새로운 제품개발과 생산공정, 마케팅분야의 혁신,
전혀 새로운 분야로의 사업전환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혁신지
향의 기업환경 조성에 주력하는 정책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 여기
서 기업가정신은 기득권 유지나 기존의 사업방식 고수가 아닌“창
조적 파괴”
를 통한 새로운 분야로의 과감한 진출, 혁신적 생산방식
을 선호하는 진정한 의미의 기업가정신을 말한다.
기업가정신을 함양하는 한편 기업주도의 혁신이 일상화되는 혁신
지향의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신규기업의 시장진입 촉진을 통
한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여건 조성,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규제완화, 기업의 퇴출을 보장하는 법 및 제도의 정비, 과도한 행정
적 부담의 해소, 중소기업의 기술여건 변화의 적응지원 등이 필요하
다고 하겠다. 특히 최근 기업의 혁신이 신제품과 서비스의 최종 사
용자 수요로 구축되는 개방적·경쟁적 시장의 뒷받침 없이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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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투자지원, 혁신적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시스템의 정비 등
과 같은 정부지원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Baily, 2000).
또한 대내외적으로 건전한 기업간 경쟁을 유도할 뿐 아니라 범세
계적으로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기업성과 강화에 역점을 두어 서
비스부문의 규제개혁, 무역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개방, 신규 창
업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등의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거나 완
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고위험, 고수익 분야로의 자원배분
이 활발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금융시스템의 구축
과 각종 지적활동에 대한 전유권 행사가 적절히 이루어지는 한편,
공공재적 지식과 정보는 범사회적으로 널리 유통되는 지적소유권
제도와 신축적인 운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정부는 공정한“게임의 룰”설정과 상호 신뢰기반 구축 등을
총망라하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확충에 이전보다 더 많은 관심
을 가지는 자세와 전략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새로운 형태의 혁신지원 금융시스템 구축
향후 혁신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추
진해야 할 과제는 신산업의 자금조달과 기업 구조조정 지원에 유리
한 경쟁적인 직접 금융시장의 활성화 등 금융분야의 개혁과 혁신지
향의 금융시스템의 개편분야이다. 새로운 기업과 새로운 상품의 다
양한 금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업의 내부금융이나 은행에
비하여 ICT 등 신산업의 자금조달과 기업 구조조정 지원에 유리한
금융시스템의 형성과 함께 특히 자산이 부족하고 경영지원 감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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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하는 신규창업 지원을 위한 벤처캐피털 등의 혁신적 금융지
원 수단의 개발이 긴요하다고 하겠다. 이외에도 벤처펀드의 조성,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참여 촉진, 제2 제3 주식시장의 육성 및
M&A 활성화를 통한 벤처자본가의 자금회수 지원, 스톡옵션 활성
화 등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외에도 신규기업의 창업과 실패기업
의 퇴출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바 호주, 덴마크, 아일
랜드, 미국 등 성공적인 OECD국가의 경우 시장의 진입 퇴출을 위
한 행정절차부담이 낮아 신규기업의 창업과 실패기업의 퇴출을 용
이하게 한 것이 이들 국가의 혁신활성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3) 글로벌 지식에의 개방과 접근 확대
향후 산업발전과 기업성장의 성패가 국내 또는 지역경제시장이
아닌 글로벌시장에서의 경쟁력에 크게 의존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
러한 상황에서 향후 산업혁신과 기업R&D의 세계화는 국가간 상호
의존성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기술역량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
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소유의 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의 대
부분은 현지시장에서 크게 활용되는 기술이다. 또한 어떤 기업들은
해외현지에 연구소를 설립한 후 현지시장의 니즈에 부합된 연구를
하도록 할 뿐 아니라 연구결과를 가장 먼저 현지시장의 제품개발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최근의 R&D 세계화가 해외현지의 우수한 인력
과 지역특유의 혁신역량을 활용하고자 하는 데서 비롯됨으로써
R&D세계화는 이제 소규모 국가에 있어서는 신성장 유망산업과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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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벌 시장진출의 훌륭한 교두보가 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 일류수준
의 연구역량을 갖춘 기업의 경우는 R&D의 세계화로 인해 해외투
자유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의 개방된 혁신시스템 참여
를 통해 글로벌 지식창출과 활용시스템에 보다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R&D의 세계화의 진전으로 자국
기술과 R&D 성과의 해외유출, 외국기업의 국내 연구소의 인수 등
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없을 수가 없겠으나, 향후 산업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추진에 있어서는 이러한 산업혁신과 R&D의
세계화를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점에서 인정하고 정책개발과
전략적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2) 혁신자원의
확충과 효율적 운용
일반적으로 혁신은 과학기술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이를 경
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시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
기술시스템에 크게 의존한다. 따라서 강력하고 효과적인 과학기술시
스템을 구축하고 이러한 시스템이 각종 경제활동과 잘 연결되도록
하는 일은 혁신과 관련 정부의 중요한 역할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과학기술 연구를 위한 재원배분에 있어 경쟁을
촉진하는 것과 특정한 연구프로젝트 또는 연구팀을 선정하는 문제간
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
나라는 R&D 및 혁신역량 강화 차원의 전략에 있어 우리 경제는 미
국 등 선진국에 비해 혁신을 뒷받침하는 시장규모가 작다는 점과 혁
신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특성을 감안
할 때 보다 신중한“선택과 집중”
에 의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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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기술 고위험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 지원
민간의 R&D비중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초기술, 고위험 R&D사업
에 대한 지원은 지속성장의 관건이므로 정부역할이 필요한 분야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선진국의 R&D활동에서
기업R&D 투자의 증대가 기업R&D의 효율성 제고와 투자수익률 제
고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생명공학산업처럼 선발자의 이점과 정보통신산업처럼
네트워크 외부성이 산업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에서는 새
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업의 기초연구에 대한 선도기업
R&D의 투자수익률이 높아 기초연구에 대한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
가 결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업
R&D는 단기적 목표의 R&D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R&D투자의
효율성과 투자수익률 제고를 중시하는 방향에서 추진되므로 국가
전체의 R&D 투자재원과 실제수행에 있어 기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국가 장기발전 관점에서 중요한 기초연구와 핵심 원천
기술개발에 기업의 R&D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으
로 전개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본적으로는
기업주도의 R&D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겠으나 기초연구나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기업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 주는 한편, 기
업주도의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한 여건 조성 차원에서 기초연구와
핵심 원천기술 개발연구에 주력하는 등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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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지원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정부지원 R&D사업에 대한 투명한 경쟁과 일단 선정된 연구개발
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지원 R&D 지원의
중복성을 줄이고, 연구수행 참여기관간, 정부부처간 재원배분을 피
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재원을 통합관리(pooling research funds)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현재 추진 중인 기술예측 등 비전제시는 기업이 당
면하는 기술상의 불확실성을 축소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
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현행 기술경쟁
력 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은 기업간 네트워크의 활성화나 산업군집
의 형성차원보다는 개별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력 및 연구개발의
취약성을 보정하는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부의 연구개
발지원의 효율성이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효율성 중심의 추진이 매우 긴요하다고 하겠다.
3) 창의적 인적자본 등 무형의 지적자산에 대한 투자확대
혁신환경 조성과 함께 지속적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혁신자원
의 확충과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과학기반, 정보인프라, 공공부문
및 민간 R&D 등을 포괄하는 ICT 및 지식기반(knowledge base)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투자와 함께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지원방법을 모
색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습득과 활용을 촉진하는 등 근로
자·연구자의 기능향상(upskilling) 다기능화(multi-skilling) 방향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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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훈련 강화와 함께 학교교육방식과 제도의 개선, 직업훈련 강화,
평생교육체제의 정립 등 정부지원 교육훈련의 내실화 등을 통한 고
급 인적자본(star power human capital) 개발과 확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연구인력 및 기자재의 공동활용을 통해 효
율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인문사회분야의 포스트닥터
제도의 시행 등을 통한 우수인력에 대한 지원 등도 중요한 정책적
지원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외국인에 대한 국내 직업허가 확대, 우수집단의 창출,
대학원과정의 확충, 장학금 확대 등을 통한 역두뇌유출정책(reverse
“brain drain”strategy)도 병행하여 외국의 우수인력을 국내로 유치
하여 활동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3 ) 혁 신 연 계 시 스 템효율적
의
구축
최근의 혁신은 기초과학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가고 있고 기술 개
발을 위한 대학, 기업, 연구기관들 간의 긴밀한 협조가 더욱 필요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기업의 연구개발
동기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혁신과정의 주요 혁신주체들간의 연계를 위해 협
동 연구센터 혹은 협력을 촉진하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경제에서 기초 과학연구와 응용기술개발,
인력 개발의 연구주체들간의 상호 협조가 약하고 여러 연구분야에
서는 연구 기관들간의 과잉·중복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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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단일화된 조직과 전략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향후 혁신이 점차 개별 혁신주체보다는 혁신에 참여하는 모
든 주체간의 상호 협력시스템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과학기술연구기
관, 기업부문, 공공부문 상호간 협력시스템의 부재는 혁신활동을 심
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정부는 각종 규제로 인한
협력시스템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혁신주체간 지식의 흐름을 촉진
하는 한편, 혁신 참여자의 기능을 제고하고, 인적자원의 이동성을
제고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혁신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기능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지식의 창출과 확산이 점차 범세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글로벌 지식과 네트워크에 대해 충분히 개방적이지 않은 국가는 장
기적으로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개별국가의
네트워크와 상호협력에 기초한 혁신시스템의 구축은 글로벌 관점에
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
최근 혁신시스템 자체가 점차 기업간, 기업과 대학, 정부출연연구
소 및 정부규제 활동과 상호 연관관계와 밀접한 관계에 기초하여
활성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기술발전과 혁신활동 지원을 위한 정
부의 직접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술이 경제전반에 걸쳐 널리 확
산되도록 하는 기반 구축과 정책 또한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1) 기업간 혁신네트워크의 확충
혁신과정에서의 네트워킹의 중요성이 증대하면서 기술확산 촉진
을 위하여 혁신네트워크를 확충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 된
다. 정부는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기업들의 공동협력을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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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도하고 비협력적인 기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처벌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에 따라 소비자 또는 기업간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도
록 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기업간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
적 장치의 정비가 필요하다. 기업간 네트워크의 관리(예를 들면, 기
업에 관한 법률이 가상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문제), 네트워크 및 조직화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의 집행(좀
더 유연한 법적 수단을 제공하는 문제), 그리고 독점을 방지하기 위
한 경쟁정책이 중소기업 네트워크 안에서의 공동협력을 억제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장기적 관점에서 기
업간 네트워크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법 또는 기타 관련법이 상업화 이
전 단계의 기업간 공동연구나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을 저해할 경우
일시적으로 특례조치화하는 등 관련법을 탄력적으로 적용 또는 운
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학·관의 연구자의 이동, 겸직 등 연구인력의 이동성
(mobility)을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기업간 공공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기준을 설정하는 등 반네
트워크적인 행위에 드는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네트워크에 활력을
주는 한편, 네트워크 구축이 경제전반의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도 기업간 네트워크에 응집력을 부여하는 공동협력을 확보하는 방
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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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학 공동연구 및 연계강화
연구자 이동, 인센티브와 기업가정신, 외국기관의 참여 등 기술이
전과 공동연구, 공동연구 자금조달, 공공 연구기관에 대한 산업계의
접근, 공공연구에 대한 중소기업의 접근 등 산·학 공동연구 활동과
참여자, 연구결과 활용 등에 대한 규제의 완화 내지 개혁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중의 하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우수
연구집단의 선정·운영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특정한 기존분야
나 신분야에 관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우수 연구집단(
“center of
excellence”
)의 창출이 필요하다. 이렇게 형성되는 세계수준의 연구센
터는 기업·대학·연구기관간의 협력분위기 조성, 기술·지식의 확
산, 우수인력의 흡인, 연구과제의 지속적 도출 등을 위하여 매우 유
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미국 국방부는 1960년대부터 당시 새로운
분야였던 컴퓨터공학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재원을 MIT, Stanford,
UC Berkeley, Carnegie Mellon 등 대학에 집중하여‘Center of
Excellence’
를 선정·운영하며 1990년대 들어 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추진중인 지역별 테크노파크 및 기술
혁신센터(TIC)를 차질없이 조성하여 이들이 산·학·연 공동연구기
반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과 산업기술의 확산거점
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전략적 핵심기
술의 직접적인 개발지원을 비롯한 대·중소 기업간 기술협력 체제
구축,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운영 등 현행 지원체
계를 보다 체계화하고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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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혁신역량강화 차원의기존정책재검토및 종합적추진체계구축
혁신활성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정책에 있어 우
선 최근 혁신은 마케팅, 설계 및 공학적 작업 등 다양한 활동들의
상호관계 및 환류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호작용(interactive) 모형의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혁신과정의 복잡성의 증대,
혁신주체간의 상호 연관성의 증대, 새로운 혁신촉진 요인의 대두 등
최근 혁신패턴의 변화에 유의하여 기존의 혁신지원 정책을 재검토
하고, 여타 정책과의 조화로운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1) 정부의 기업R&D 지원 메커니즘의 합리적 조정
전통적으로 정부는 직접 기업 R&D투자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거
나 기업 R&D활동에 대한 사후 조세감면과 같은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기업 R&D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직·간접적 기업
R&D지원방식은 그 지원대상 범위와 서로 다른 기대효과로 때로는
상호 대체적인 수단으로 간주되기도 하나 실제로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정부의 직접적인 자금지원
에 의한 기업 R&D 지원은 국방, 환경, 보건 등과 특정 목적의 연구
수행과 사회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기초 연구
나 원천기술분야의 기업 R&D를 가능케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한편, 기업 R&D에 대한 조세감면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은 다수의
R&D역량을 갖춘 기업의 R&D활동을 촉진하는 동시에 무엇보다도
시장(즉, 개별기업)이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의 자금을 R&D에 투
입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기업 R&D투자의 효율성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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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케 하는 특징을 지닌다. 최근의 기업 R&D활동의 범위가 제조
업에서 서비스업으로 확산되면서 보다 많은 기업이 R&D활동에 참
여하고, 기업 R&D에 있어 벤처캐피털과 중소벤처기업의 역할과 중
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기존의 대기업 위주의 어느
정도 R&D 역량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되던 기업 R&D 직·
간접지원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직·간접 지원방식간의 적
절한 배합과 상대적 비중의 조절뿐만 아니라, 직·간접 지원방식별
로도 최근 변화된 기업 연구환경 변화와 전략의 변화를 반영한 지
원대상과 지원범위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 혁신주체간 정부 R&D투자의 균형유지
정부가 기업과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등의 주요 R&D수행 주체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향후 산업혁신과 경제성장과정에 있어 이들 혁
신주체별 서로 다른 기능과 기여도, 기업 R&D의 역할 증대, 보다
개방적인 기업혁신모델의 등장과 기업 R&D전략의 변화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강도와 비중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예로 기업 R&D에 있어서 기초연구의 비중
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과학기술인력의 양성과 지속적인
기업혁신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의 창출이 가능한 대학 R&D에 대
한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최근 한 분석
에 의하면 기업 R&D의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지원효과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
라서 기업 R&D의 비중이 낮은 국가에서는 공공연구에 대한 지원
이전에 기업 R&D의 비중을 제고하는 지원정책에 우선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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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공공재적 지식과 정보의
공유와 유통이 원활하면 할수록 기업 R&D가 보다 활성화되고 보
다 효율적으로 추진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 R&D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폐쇄적 혁신시스템을 개방시스템으로 전환하
고 정부출연연구소의 R&D성과를 널리 유통·활용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는 곧 정부의 R&D 자금운용에 있어
서도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R&D지원에서 사회적, 기술적 파급효과
가 큰 공공재적 지식의 창출과 관련된 R&D지원으로 점차 지원의
강도와 비중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혁신강화 관점의 경쟁정책의 역할 재검토 및 효율적 운용 추진
최근 들어 기업의 경쟁력이 기업 자체의 능력보다도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능력에 의해 좌우됨에 따라 시장에서의 경쟁은 네트워크
간의 경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제 기업이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당
면한 문제는 경쟁할 것인가 또는 협력할 것인가가 아니라 경쟁 및
협력의 수준 및 범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가 문제가 되고 있
다. 이것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기업간 협력과 경쟁의 조화 속에
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간 네트워크나 산업군
집 형성은 기본적으로 기업간 활동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정부는 기
업간 네트워크 구축이나 산업집적 형성에 있어 구체적인 방법이나
조건 등을 강제할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신 정부
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과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과 생산적 활용을 위
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기업 및 기업간 정보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을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 등의 간접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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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경쟁정책은 경제적 다이내믹스가 나타나는
경쟁촉진과 함께 기업간 수직적·수평적 협력을 자극하는 네트워크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4) 국가혁신시스템 구축 차원의 기존 혁신 관련 정책의 체계화
강화
여러 중앙부처에 의해 유사한 목적과 지원방식으로 추진하고 있
는 시책들은 산업군집의 형성과 혁신체계 구축의 측면에서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현재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추진하
는 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 첨단기술센터 등이 혁신의 거점 역할
을 하고 있는데, 연관 산업과 기존 산업으로의 파급(spillover)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시설들을 산업과 지역적으로 특성화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가 현재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차원
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구지역의 밀라노 프로젝트를 통한 섬유산업
고부가가치화와 부산지역의 신발산업 지식집약화, 광주 광산업 육
성, 경남 기계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별 거점산업 육성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거점 산업군집 형성 차원에서의
접근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네트워크 활성화 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
군집과 지역군집을 결합한 산업집적지 형성이 가장 효과적일 뿐 아
니라 산업군집에 기초한 지역기술혁신시스템의 구축은 글로벌네트
워크와 국가혁신체제 구축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산업
정책은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핵심적인 혁신주체간의 불일치에
의한 비효율성, 즉 시스템실패를 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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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개요
혁신은 매우 복잡한 과정과 다양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므
로 산업별 연구에 있어서도 산업별 특성과 함께 산업별로 서로
상이한 혁신역량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 위에 혁신과 관련된 기능적 요소 및 정책적 대응 등이 고려
되어야 한다. 본 장에서는 주요 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서 각 산업의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혁신여건 및 주요 혁신역량
의 변화를 살펴본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혁신관련 이론적 검토와 혁신패턴 및 주요
요인들에 대한 선행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산업별 혁신패턴이나
혁신추진력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
으며, 우리나라에서 혁신 또는 혁신역량이 산업경쟁력 확충의 새
로운 원천으로서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와 혁신역량의 현황과 문
제점, 향후 산업별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기
초를 제공한다.
본 분석에서는 주요 분야별로 산업의 혁신패턴과 혁신메커니즘
을 살펴보기 위해 전통산업 및 성장산업,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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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BT산업 중 대표성이 높은 산업으로 각각 철강, 반도체, 이동
전화기, 제약산업을 정하여 각 산업별로 혁신유형과 혁신과정의
특징, 혁신관점에서의 산업특성과 혁신환경 등을 살피고 국내외
대표적인 혁신기업의 혁신과정 및 사례 등을 통해 향후 우리 기
업 및 산업 차원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
고자 하였다.
산업별 비교분석 결과 실제로 각 산업의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혁신여건 및 핵심적인 혁신역량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는 산업의 특성 및 여건, 그리고 각 산업의 발전단계별로 요구되
는 혁신요인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물론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요
증가, 국제분업구조의 변화 등 우호적인 혁신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고 기술력 확보가 산업성장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공통점
이 존재한다. 이는 철강과 같은 전통 제조업분야에서만이 아니라
반도체, 이동전화기 등 정보통신산업에서도 내수 및 수출을 모두
포함하는 수요의 성장이 안정적인 산업기반을 갖추도록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각 산업이 기술개발력 및 제품 생산 범위를 점차
확대할 수 있었던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의 성장을 가능하게 한 것은 외부적인 혁신여건보
다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산업성과로 실현시킬 수 있었던 것은
산업별로 특유의 혁신역량의 강화를 통해서였다. 구체적으로 철강
산업은 개발경제 초기에 일체형 설비구입을 통하여 국내 산업기
반을 마련하였으므로 관련된 인적·물적 자원도 거의 전무한 상
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인 기술접근을 통해 기술구입·모
방에서 기술창출단계까지 진입하였으며, 반도체산업 역시 대량생
산을 통해 산업기반을 갖춘 후에는 비메모리 등 성장성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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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로의 기술접근을 시도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였다. 또
한 이동전화기산업은 기술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요
를 확대하는 마케팅혁신에 의해 산업기반을 강화하였고 내수가
둔화양상을 보이자 해외에서도 역시 적극적인 마케팅전략을 선택
함으로써 성공을 거두었으며, 제약산업은 국내 신약개발여건이 부
족한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기초·기반기술력의 확보를 통해 산업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기술개발력 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각 산업
은 수요변화에 따른 제품수준 및 자체적인 혁신역량에 따라 기초
기술, 응용기술, 실용화기술 개발 등 상이한 단계에 자원을 집중하
면서 산업성과로 연결하는 성공을 거두었다. 예를 들면 제약산업
의 경우 신약개발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초·기반기술의
확보에 주력하며, 이동전화기산업은 응용기술 및 실용화기술에 대
한 투자뿐만 아니라 미래시장에 대한 선행적인 제품개발을 위해
서도 주력하고 있으며, 철강산업도 대체소재와의 경쟁이 격화되면
서 신기능성 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들어 국제경쟁환경이 점차 치열해지면서 더 이상 개별 기
업 또는 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에 의해서만 지속적인 성장을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산업이 관련산업 및
분야와의 협력 강화, 정보통신기술과의 적극적인 결합 등 혁신자
원의 연계 및 활용 증대에 주력하면서 산업비전을 구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생물정보학(Bioinfomatics) 등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제약산업이 있으며, 반도체산업 및 철강산업도 신수요창출 및 전
사적 자원관리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나아가
산업발전이 대규모의 자본과 지속적·장기간의 투자가 요구되고

제Ⅴ장 주요 산업별 혁신역량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177

과학기반과 산업역량의 연계적인 추진이 강화되면서 국내 산업에
서도 국내에서의 연구개발 네트워크의 강화 및 전략적 제휴를 확
대하려는 노력이 차츰 확대되고 있다.

2. 철강산업
( 1 ) 혁 신 메 커 니 즘혁
과신 역 량
1) 산업혁신의 특성
철강산업은 주요산업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기초소재산업으로
전방 연관효과가 1위(4.43), 후방 연관효과 3.22로 2위(1위는 전
기·전자 4.99)를 나타낼 만큼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가 커서 국
가경쟁력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전통산업
중 하나이다. 철강산업은 공장 1단위당 설비규모가 거대한 장치산
업으로 공정·설비상의 효율성이 조업체제 및 산업경쟁력을 결정
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생산량 조정이 비탄력
적이어서 수요산업과의 긴밀한 연관을 통해 수요규모를 유지하고
신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다. 이러한
수요요인은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산업구조하에서 기업이
제품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동기가 되고 있다.
또한 대표적인 자본집약형 산업으로서, 기술 및 생산성과 같은
경쟁력 결정요인이 설비에 체화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산
업 혁신 메커니즘이 공정혁신에 의해 집약적으로 나타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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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철강산업의 주도권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
나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철강산업 역시 제품이나 공정분야에
서의 기술혁신만으로는 산업혁신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철강산업에서의 선도기업들은 생산과정상에서의 기술혁신뿐만 아
니라 혁신여건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조직·경영분야에
서의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여 왔으며 이에 뒤처진 기업이나 국가
는 상당히 급격한 산업의 부침을 겪어왔다.
나아가 혁신역량을 극대화하고 있는 철강업체들은 전통 제조업
부문에서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정보통신기술을
전단계에 적용하고 있고 물류·마케팅분야에서의 발상의 전환을
통해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표적인 전통제조
업의 하나인 철강산업은 지속적인 혁신역량의 강화를 통해 지속
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2) 혁신유형과 혁신과정의 특징
철강산업의 주요 혁신은 공정혁신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미국
뉴코아(Nucor)사가 미니밀에서도 고품질의 판재류 생산이 가능한
기술 및 설비를 적용하면서 공정-제품생산방식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면서 세계 철강산업의 판도를 변화시킨 것을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Nucor사는 당시로서는 대부분 무모하다고 평가할만큼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한 설비를 상용화규모로 건설하였고, 이를 통해 저렴
한 투자비, 조업 및 판매의 유연성, 낮은 생산원가와 높은 생산성,
효율적인 조직운영, 뛰어난 에너지 절감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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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로부문에서 기존 고로에 의해 독점되던 판재류제품을 생산하
기 시작하면서 기존 고로-전기로 방식으로 대별되던 제철방법의
양대 구분을 깨뜨리는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Nucor사에 의한
기술·공정혁신은 전기로제법에 의한 철강생산의 급성장을 가져
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나아가 생산방법의 변화에
수반된 조직·경영·마케팅상의 혁신은 슘페터류의 혁신을 구현
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되면서 보수적으로 분류되는 철강산업
의 경영 및 조직, 그리고 고용관계 측면의 변화에 대해 새로운 방
향을 제시했다.
국내 철강산업은 개발경제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산업기반이 거
의 없었으며 기술기반도 전무한 상황에서 해외에서 도입된 일관
제철 설비 및 기술에 의존하여 고로부문의 생산을 시작하였다. 초
기 제약조건으로 인하여 일관제철부문은 단순한 기술도입·모방
에서 출발하였지만 설비도입 초기부터 주체적이면서도 주도적인
기술접근을 통해 성공적인 적응 및 응용단계를 거쳐 원천기술에
접근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본, 인력, 기술뿐만 아니라 R&D, 전략
적제휴, 효과적인 이전시스템 등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자원의
효율적인 결합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세계적인 철강
업체로 성장해왔다. 동시에 혁신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경영 및 조
직혁신을 부단히 수행해 왔으며, 철강산업의 주요 과제인 물류, 수
요창출, 마케팅, 정보통합시스템 적용에도 적극적으로 역량을 투
입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철강업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혁신성과 및 역량강화가 철강산업 전반의 혁
신을 자극하면서 국내 철강산업의 수준을 한차원 높이는 데 기여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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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국내외 혁 신 여 건변화와 선 진 업 체 의혁 신 전 략
1) 철강산업의 혁신여건 변화
① 산업-수급구조 변화
세계 철강산업은 설비과잉으로 인한 공급과잉 지속, 교역환경의
변화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가격수준이 오랫동안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데다 수요구조의 변화가 가속화하면서 더 이상 생
산자 중심의 시장구조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국가별·업체별 경쟁력의 중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
다. 세계 철강산업의 가동률은 90년대 내내 70%대를 유지해왔으
며, 앞으로도 설비증가가 계속되는 반면 철강산업의 수요증가는
2%대를 유지할 전망이어서 그동안의 공급과잉 양상이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 철강 교역은 시장개방과 수송수단의 발달, 지역간 수급불
균형 등으로 점차 확대되어 왔으며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주요
수요산업의 글로벌화에 따른 글로벌 소싱 및 해외 현지제품 구매
확대, 철강 하공정 분야에서의 해외 현지생산 확대에 따른 소재수
출 증가, 국가별 생산전문화, 경제블럭내 교역량 증가, 중국 등 수
요증가지역에서의 고급강 수입확대 등이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것
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수출경쟁 및 보호주의 등
도 강화될 것으로 보여 세계 철강 수출시장에서의 판매경쟁은 더
욱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1994년 체결된‘마라케시 의
정서’
에 따라 2004년에 철강 반제품 및 완제품의 관세를 무세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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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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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WSD(1994～2001), IISI(2000).

<표 Ⅴ-1>

세계 철강교역
단위：백만톤, %

강재생산
강재수출
수출 / 생산
자료：IISI(2000).

1990
677.6
171.0
25.2

1995
669.9
248.3
37.1

1999
703.3
279.6
39.8

계획으로 있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 및 시장개방압력은 더욱 강
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② 경영환경 변화
세계 철강산업은 기존 선진국이 주도하던 양적 확장 경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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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고도화와 경쟁의 다극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등
국제 비교우위 확보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는 중
이다. 각국 철강업체들은 M&A 및 전략적제휴 등을 통해 합리
화·통합화와 대형화, 세계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는 원가절감
을 통한 수익성 향상과 시장지배력 확대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
다. 고로부문에서는 지역적 통합을 통한 대형화로 수익성 향상 및
시장지배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유럽의 Usinor, Arbed와
Aceralia의 통합, NKK, 川崎製鐵의 통합 등을 대형 고로사간 통합
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으며, 전기로부문에서는 1998년 캐나
다의 Co steel과 Slater Steel이 통합된 예가 있으며, 일본의 경우
合同製鐵 등 전기로 4사의 설비집약을 위한 공동출자회사 설립이
추진된 바 있다.
최근 들어서는 전세계적 수준으로 구조조정이 다각도로 진행되
고 통폐합과정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의 퇴출 및 노후·비효
율 설비의 폐쇄, 설비능력 삭감, 특정제품군에 대한 생산설비 집중
화 등 대대적인 합리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 과정에서
철강산업의 경쟁력 결정요인이 보다 다양해질 전망이다. 설비측면
에서 본다면 우선 철강업체의 수익성 및 유연성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설비규모가 보다 작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동차, 조선 등 수요산업에서는 만성적인 공급설비 과잉
으로 업계재편이 가속화하면서 통합화, 글로벌소싱, 집중구매, 인
터넷구매, 녹색구매 등 철강 구매패턴의 변화가 점차 가속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대표적 수요산업인 자동차산업에서 GM은 과거
에는 각 사업단위에서 세계 전지역 철강업체를 대상으로 현지제
품을 중심으로 구매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최저가격 및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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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의 제품을 본사가 글로벌소싱을 통해 일괄구입할 계획을
밝히고 있으며, 일본 조선업계도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을 통합
하면서 원가절감을 목표로 강재를 집중구매하고 있다.
동시에 수요자 니즈(Needs)가 점차 다양화·고급화하면서 안정
성 추구 및 엄격한 제품기능을 요구하고 있어 철강산업에서의 신
기술개발, R&D, 생산 판매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동차 및 조선산업에서는 연비향상을 위한 경량화, 방청,
충돌안전성 향상, 시공합리화, 안전성 향상 요구가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건축분야에서도 내진성, 안전성, 시공편이성, 경관성의 요
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가전산업에서는 에너지절약, 안전, 위생, 쾌
적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수요산업의 통합화 및
구조조정은 수요산업의 협상력을 강화시키고 요구조건을 높아지

<표 Ⅴ-2>

철강산업에 대한 구매패턴의 변화

구매양식
글로벌소싱

주요 사례
- GM : 40여 철강사와 1,800만톤 장기구매계약 체결
- 다임러 크라이슬러 : 북미용으로 독일산 소재사용 확대

집중구매

- 닛산, 마쯔다, 이쓰즈 자동차 : 2~3개사로 집약
- 이사가와하지마·가와사키중공업 통합사:구매선 집약 예정
- 마쓰시다 전기 : 철강구매 현 8개사에서 3개사로 집약

인터넷구매

- GM : 철강전자상거래 연결회사로 MetalSite LP사 선정
- 美 자동차 Big 3 + 르노/닛산 : 세계 최대 구매사(Covisint)
설립

녹색구매

- 일본 : Pb-Free 강판, Cr-Free 강판 채용 확대
- 도요타(미국 법인) : Green Supplier Guideline 설정
- 유럽 : 크롬, 납 등 유해물질 사용 규제

자료：탁승문(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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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등 철강구매패턴을 변화시키면서 철강산업의 판매전략,
가격·품질 경쟁력 향상 및 유통구조의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하
고 있다.
신소재, 비철금속, 화학 등 주요 산업에서의 기술발전에 힘입어
철강대체소재 및 첨단소재의 사용범위가 확대되면서 소재간 경쟁
이 심화되고 있다. 자동차, 조선 등 수요업계의 환경친화적인 소재
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면서 탄소섬유와 초합금 등 새로운 첨단소
재 및 플라스틱, 마그네슘, 신소재 등의 채택이 확대되고 있어 철
강제품에서도 기존에 갖고 있는 소재로서의 장점을 향상시키는
이외에도 신기능을 계속 높여가는 제품혁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공해산업으로까지 불리던 철강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최근 기후변화협약, 바젤협약, 환경관세 등 규제차원에서 국

<표 Ⅴ-3>

수요산업의 니즈 변화와 신강재 개발 방향
수요산업의 니즈

신강재 개발방향

·경량화
- 연비효율, 배기가스 감축

·다기능성 고장력강판
- 초고강도강판, 고가공성 고장력
강판, 고강도 방청강판

·리사이클 강화, 유해물질 사용규제,
에너지 절감 요구

·그린 스틸
- 크롬, 납 등 유해물질 사용배제
- 에너지 절약형 강재

·소비자 니즈 다양화·엄격화
- 안정성, 고기능, 쾌적성, 장수명화

·고기능성 신강재
- 방청강판, 고선명강판, 브라운관용

·저코스트화

·원가절감형 강재
- 방청강판 CG화, CR대체용 HR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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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에서의 주요 환경규제
주요 내용

대기분야

- 납,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기준 강화 등 대기관련법 강화
·먼지(mg/Sm3) : 전기로(기존 20, 신규 190), 소결로 50,
석회소성 50
·Sox(ppm) : 발전소 180

폐기물 처리
분야

- 폐기물처리에 있어 법적규제 강화
·폐기물안전처리법 : 자원절약과 제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품포장방법 포장재질의 기준 준칙에 관한 규칙
·지정폐기물의 발생에서 최종처리까지의 전과정 처리입증
의무화

기후변화
협약

- 교토의정서 발효(2002) : 선발개도국의 CO2 저감의무 요구
강화 예상, 법제화시 탄소세 부과로 철강산업에 타격 전망

기타

- 국내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원가상승
- ISO, WTO 등 국제기구의 독립적 환경 마크제도 강화 : 철
강수입요건 엄격화

제협약이 추진되고 있다.5) 오염물질 배출과 에너지 소비의 감소를
필수적인 기술개발과제로 대두시키고 있으며 공정이나 설비뿐만
아니라 제품에서도 친환경성에 대한 필요성을 높여서 최종제품의
경량화, 수명연장, 에너지 효율성 제고, 가공공정 생략 등을 통해
에너지 자원절약 및 리사이클링이 가능한 환경친화성 금속소재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5) 1989년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금지 등을 위한 바젤협약 채택(1992년 발효), 1992년 지
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Co2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기후변화협약 채택(1994년 발효), 1993년
환경경영에 대한 국제표준 규격화를 위해‘ISO14000’
시리즈 제정 등이 대표적인 국제환
경규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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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술환경 변화
국제경쟁이 계속 치열해지고 기존 기술에 의한 설비로는 산업
의 성장을 보장하기 어려워지면서 철강산업에서는 환경변화에 대
응하기 위한 공정혁신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생산제품의 다양화·첨단화에 맞추어 수요자
의 제품요구 기준이 강화되면서 제품혁신 역시 활발하게 추진되
고 있다. 세계 철강기술개발과정은 제조원가 및 투자비 감축과 환
경문제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코크스, 소결공정이 포함되어 에너지를 대량사용하고 있는 일관
제철공정에서는 환경-에너지와 관련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저
가 광석과 전로형 예비처리 등 제조원가 절감을 위한 단위공정의
에너지 효율증대와 청정에너지 대체 사용 등 환경친화 조업을 위
한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기존 제선공정의 비교우위를 지
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강분야에서는 전로형 예비처리 및 기타 종래의 예비처리능력
과 그 효율을 향상시키고 제조원가를 저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제강공정의 부산물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함과 동시에 발생되
는 슬래그를 극소화하는 기술과 개재물의 생성을 최소화하고 생
성된 개재물의 성분을 제어하여 고청정강을 제조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중이다.
연속주조분야에서는 박슬래브(Thin Slab) 주조 혹은 박판(Strip
Casting)기술의 파일럿 플랜트 가동 등 신주조 기술뿐만 아니라
전자기력의 응용기술이 확대되고 있으며, 일반 연속주조분야에서
는 신주조기술에 대응하여 고생산성, 저원가기술, 고부가가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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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5>

187

주요 신기술의 시장점유율 전망(자유세계)
단위：%

고
로
대체철원
연
주
연
주
압
연

Coal/PCI
액상철원
Thin Slab Casting
Strip Casting
초극박열연의 CR 대체

2000
6.5
23.7
9.1
0.0
1.0

2005
15.0
45.0
18.0
2.0
5.0

2015
25.0
52.3
30.0
5.0
15.0

비 고
Coke 대체
대체철원
Slab
Slab
냉연

자료：WSD(2001).

주편제조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혁신적인 철강기술 개발은 크게 용융환원제철기술과 대체철원
제조기술로 구분되는데, 1990년대 이후 선진 철강업체들의 적극적
인 연구개발 및 투자에 힘입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고로부문에서는 제선에서 도금에 이르는 전 공정에서의 새로운
원가절감 프로세스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미니밀부문에서는 액
상철원 기술개발 및 Thin Slab Casting 등 제품의 고품질 고부가
가치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는 Strip Casting, 극박 열
연재 생산 증대 등에 주력하고 있다. 액상철원기술은 톤당 투자비
의 60%, 제조원가의 15% 절감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규모의
경제효과는 65%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기술이다.
혁신철강기술을 도입한 신제철법은 21세기에는 사용이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혁신 철강기술의 선점은 향후 세계 철강산
업의 주도권의 향방을 가르는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로-전로, 고철-전기로라는 기존의 생산방법에
대응하여 환원철-전기로, 용융환원-전로(전기로)라는 새로운 제철
방법이 특성을 살려가면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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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MFM(Mini-Flat Mill)과 대체철원 생산설
비를 연계한 MIM(Mini-Integrated Mill)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
는데, MIM방식으로 열연코일을 제조하면 고로법 대비 제조원가
가 톤당 20～30% 가량 저렴하며 투자비도 1/3 이상 절감되는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④ 전자상거래의 확산
철강산업 역시 디지털혁명과 정보화의 영향으로 산업 전반에
걸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경쟁력의 원천 역시 과거의 대량생
산을 통한 원가경쟁에서 정보지식경쟁력으로 변화하고 있다. 철강
산업은 설비 자체의 특성상 단위공장 내에서는 자동화 비중이 높
아 생산과정에 대한 정보통합이 수월한 편이지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공정혁신은 포스코, BHP, US Steel 등 일부 선도적 업체
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철강업체에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재무,
생산, 판매 등 부분 적용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산업경쟁력 향상

<표 Ⅴ-6>

주요 금속업체들의 IT 활용 프로세스 혁신
업 종

적용영역

포스코

철강

구매, 생산, 조업, 재무, 판매, 경영

BHP

철강, 철광석

생산, 판매, 재무

US Steel

철강

생산, 판매

알코아

알루미늄

생산, 판매, 재무

데파스코 스틸

철강

생산

Ispat

철강, 비철금속

구매,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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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보통신화가 필수적 전제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어 기
존과 같은 부분 적용에서 생산, 조업, 경영전략수립 부문에까지 정
보통합시스템의 도입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1990년대 중후반부터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
는 전자상거래는 세계 철강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며, 향후 기
업경쟁력의 주요한 경쟁력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1995년에는 93조 달러에서 2010년에는 122
조로 성장할 전망이며 특히 B2B시장이 성장을 주도할 전망이다.6)
물류비용이 많이 드는 수송산업인 철강산업에서의 전자상거래 도
입은 유통경로의 단축, 영업지역 및 영업시간의 확대, 마케팅기업
의 변화, 물리적 판매공간 축소 등의 효과를 가져와 내수와 수출
시장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하면서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마케팅
의 중요성을 높이고 있다.
B2B의 전자상거래(EC) 시장은 B2C의 10배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5년 철강전자상거래는 거래의 40%까지 확대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는데, 앤더슨 컨설팅,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2001년
에는 미국, 일본, 유럽 스폿시장의 50% 이상, 2005년경에는 전세
계 철강재 거래량의 40% 이상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될 것으로 예
상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 철강산업의 전자상거래는
MetalSite LP사가 주도하는 가운데, e-Steel사가 참여하면서 양사
간 경쟁구도를 구축하고 있으며, 유럽은 Arbed/Aceralia(벨기에,
스페인), Usinor(프랑스), Corus(영국, 네덜란드), Thyssen
Krupp(독일) 등 세계 10위권내의 대형 철강업체가 제휴하여 구매

6) WSD(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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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판매분야에서의 전자상거래망을 구축하였다. 아시아에서는 아
시아의 4대 철강국인 일본, 중국, 한국, 대만을 중심으로
iSteelAsia.com을 구성하였으며, 중국도 철강 메이커, 유통업자, 수
요가를 포함하는 최대규모의 강재거래 사이트(Mysteel. com. ch)
를 오픈하였고, 일본은 철강 EC 시스템의 가동을 개시, 일본 철강
업계의 B2B 전자상거래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공급사슬관리
(SCM)시스템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철강산업은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수많은 정보가 산재한 대표
적인 산업으로, 이러한 정보의 내·외부적 통합과 연관산업과의
네트워크화는 비용절감효과와 생산효율의 증대 및 전체적인 공급
망의 개선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와 철강산업에 있어 새로운 도
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7)
2) 선진업체의 혁신전략 : NUCOR
뉴코어(NUCOR)는 전기로업체로서는 세계 최초로 판재류분야
에 진출하여 최신기술, 최고생산성, 최저비용을 실현하였으며, 조
직·마케팅전략의 발상의 전환을 통해 세계 철강산업의 혁신기술
도입 가속화 및 산업혁신을 촉진한 대표적인 철강업체이다. 동사
7) 기업경영의 글로벌화에 따라 복잡다원화되어 가는 최근의 경영환경하에서 원가절감 및
경쟁력 강화, 글로벌 마케팅을 위해 철강산업의 정보화는 계속 강조추세이다. 전자상거래
가 거래기간 단축 및 인력코스트 삭감뿐만 아니라 거래비용 절감을 통해 철강재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다수의 매매정보를 통한 가격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판매사측·수요가측 쌍방이 8～12%의 비용절감(Metalsite.com), 철강
사에서 20%, 코일센터(강판 가공업자)에서 56%의 재고비용 감소, 철강사에서 70%, 코일센
터에서 40%의 인건비 삭감 예상(e-steel.com), 인터넷 구매를 통해 연간 5～7%의 구매비용
절감(Ispat International) 등을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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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박슬래브형(TSP) 미니밀 판재류 설비의 최초도입을 통해 전
기로방식으로 생산하여 생산제품 범위 확대 및 과감한 철강신기
술의 도입과 관리로 최신기술, 최고생산성, 최저비용을 실현하였
다. 미니밀에서 핫코일을 세계 최초로 생산해 낸 NUCOR의 기술
혁신은 슘페터류의 기술혁신과 케인즈류의 기업가정신을 실천한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Near-Net Shape Casting, TS/FR(Thin Slab Casting/Flat Rolled
Casting)은 박슬래브 주조기에 판재류 압연설비를 연결시켜 열연
코일을 생산하는 방법으로 주로 Mini-Flat Mill이라고도 하는데 상
공정은 주로 전기로를 이용하여 기존 고로법과 비교하여 투자비
를 대폭 절감하고 있다. 향후 TS/FR은 생산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다양화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할 것이며, 극박 열연재, 냉
연 및 도금강판 생산확대 및 고로법과 연계하여 생산 및 판매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고로사에서도 도입이 확대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NUCOR사는 스크랩 대체재 확보를 위하여 탄화철(IC) 생
산공장 건설, 일본 야마모토사의 최신식 연주기술을 도입한 미국
최대의 대형 빔 설비 건설 등 기술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 및 수요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비롯된
기술선택전략에서 비롯된다.
NUCOR의 부상은 단순한 기술혁신뿐만 아니라 실리경영·현장
중시 경영을 목표로 하는 조직과 인력운영의 혁신 역시 높게 평
가되고 있다. NUCOR는 6,200여명의 임직원 중 본사인원이 20여명
에 불과한 초미니 본사, 무노조, 무해고 경영원칙을 가지고 있는
현장중시경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고위경영층까지
5단계로 압축된 지휘체계의 간소화로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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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조직을 갖고 있다.
그리고 하부구조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하고 각 사업영역 책임
하에 사업장의 완전자율적인 경영을 하면서도 직원들의 능력과
근면성, 창의성을 고려한 인센티브 보너스 제도를 통해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였다. 이렇게 NUCOR는 비용 편익분석에 입각
한 조직합리화를 추진하면서 이윤창출에서 앞서는 핵심사업 위주
로의 사업구조 재편,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전략적 제휴 및 세계화
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NUCOR는 플랜트설비 및 입지선택에서도 합리적인 공장
건설 및 설비운영전략으로 최저의 제품원가를 유지하고 있는데,
톤당 건설비가 미국 고로사의 평균 대비 1/3 수준인 300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인력의 다기능화, 전 종업원의 정비요원화로 정
비관리비를 절감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또한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 수요자 신뢰 확보를 위해 플랜트설비를 수요처에 인접한
곳에 설치하여 소량수요에 대응하며, 주문생산체제, 무재고 전략
등을 사용하고 가격공시가제도, 단일가격제도 등을 통해 철강산
업에서는 좀처럼 고려되지 않았던 소비자 밀착형 마케팅혁신을
구사했다.

<표 Ⅴ-7>

연산규모(만톤)

TS/FR 설비 비교
1세대 설비

2세대 설비

90~180

최대 280

Slab 두께(mm)

50~60

48~70

핫코일 두께(mm)

1.0~12.7

0.7~12.7

주요 플랜트

Nucor, Hylsa, SDI 등

TKS, Corus

제Ⅴ장 주요 산업별 혁신역량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193

( 3 ) 우 리 나 라철 강 산 업 의혁신역량및 정책대응평가
1) 철강산업의 혁신역량 : 일관제철을 중심으로
1960년대 초 정부는 경제개발에 필수적인 철강소재를 안정적으
로 공급하기 위해 일관제철소 건설을 추구하였다. 당시 종합제철
차관단(KISA)이 구성되었으나 한국에 종합제철소 건설이 시기상
조라는 세계은행의 권고에 따라 차관제공을 거부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1970년대에 일본의 기술협력을 바탕으로 포스코가 일관
제철소 공사에 착공함으로써 급속한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일
본의 기술제공은 우연했지만 철강기술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던
일본에서 제철소 건설에 대한 기본계획으로부터 조업지도에 이르
기까지 전단계에 걸쳐 우호적인 기술용역 지원을 받았던 점은 당
시 세계 철강업계의 주도권 변화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일이었으
며, 또한 원료생산국이 아닌 원료수입국으로서 세계적인 철강산업
성장이 가능한 국가가 되는 과정에서의 시행착오에서 오는 학습
비용의 대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초기를 지나면서 포스코는 기술도입을 바탕으로 건설 및 조업
기술의 흡수가 급속히 진척되었으나 설비에 체화된 기술은 충분히
체득하기 어려웠다. 그렇지만 당시 여건을 살펴보면 포스코는 일
본업체들간의 수주쟁탈전을 활용하여 성능이 뛰어난 최신설비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었으며, 제철소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철강플랜트 수입과 동시에 엔지니어
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기획·건설로부터 설비
구매, 조업, 연수 등을 포함하는 기술흡수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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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포항제철소 건설 과정에서는 건설공기가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공사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제철소 건설과 관련된
기술능력이 축적되었으며, 조업기술의 적극적 학습도 병행되어 정
상조업도가 조기에 달성되었고 공장가동률은 100% 이상으로 유
지하였다. 공장가동률의 100% 달성은 설비의 안정적인 수익기반
확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도입된 설비에 대한 포스
코의 기술지배력이 확보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고도로 훈련된 기
술개발인력이 양성되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1985～1992년에 추진된 광양제철소 건설사업에서는
건설공기의 단축과 정상조업도의 조기 달성은 물론 최신예 설비
의 도입, 효과적인 설비 배치, 생산공정의 전산화에 주력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기술도입 내용 선진화, 기존 설비의 합리화, 자체 기
술개발 능력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 당시 기술도입의 중점
은 설비자동화, 품질개선, 고급강 제조였으며 새로운 설비 및 기
술을 변경 혹은 개선하거나 다른 영역에 적용하는 작업을 적극
추진했다.
한편 광양제철소 건설을 계기로 세계적인 철강업체로 부상하면
서 국제적인 기술이전이 어려워지자 포스코는 전략적인 기술도입
과 자체적 기술개발에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여 포항
공과대학과 산업과학기술연구소를 잇는 기술개발의 산·학·연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제선, 제강, 압연의 전 부문에 걸쳐 선진기술
을 내재화하는 전략을 실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포스코
는 그동안 형성된 기술개발, 자본, 조직 등의 연계 및 이전시스템
의 구축을 통해 혁신역량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산업성
과로 실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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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의 생산체제를 특성화로 자
체기술개발에 관심을 기울여 설비 및 기술 도입선을 다변화하면
서 세계 각국의 설비공급자간의 경쟁입찰을 유도8)하는 과정에서
자체 기술인력을 중심으로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다양한 설비와
기술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능력을 배양하였다. 또 광양 고로 규
모의 동일화를 통해 높은 수준의 기술을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익혔으며 설비구매방식에 있어서도 국제컨소시엄에 반드시 국내
업체를 파트너로 하는 전략을 취함으로써 설비국산화율을 현격하
게 제고시키면서 관련 국내업체의 경험축적과 기술능력 향상에
기여하였다.9) 이는 관련 분야·산업과의 동반성장전략을 취함으로
써 내부적인 혁신역량기반을 강화해 온 것이다.
포스코는 1990년대 들어 생산규모와 조업기술에 있어서 세계
일류의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기
술혁신을 창출하기에 이르렀다. 조업기술수준의 척도가 되는 노동
생산성, 에너지원단위, 연속주조비율 등의 지표에 있어서 세계 최
고의 수준을 달성하였으며, 미분탄취입기술의 활용, 고로의 전산
화 작업을 실현한 노황판단모델의 개발, 열간직접압연과 같은 직
송압연기술, 연속소둔방식의 냉각공정 채택, 생산강종구조의 고도
화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차세대 혁신철강기술로 주목되고 있는 용융환원법

8) 고로 제작업체는 포항 4기 전부를 제작해 왔던 일본의 石川島播磨중공업(IHI) 대신에 영국
의 데이비(Davy)사로 변경, 제강설비는 푀스트, 연주설비는 서독의 만네스만 데마그
(Mannesmann Demag), 열연설비는 미쓰비시상사에 맡겼다.
9) 포스코는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하는 수송, 배전, 배수, 통신 등은 100%의 설비국산화를 달
성하였고, 철강산업의 핵심 공정에 해당하는 고로, 제강, 연주, 압연에서도 각각 60.4%,
57.0%, 56.2%, 49.5%의 설비국산화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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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8>

포스코의 설비국산화 추이
단위：%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
1 기 2 기 3 기 4기1차 4기2차 1 기 2 기 3 기 4 기
12.5 15.5 22.6 35.1 41.5 49.4 55.4 61.3 63.1

시기구분
연간조강능력

<표 Ⅴ-9>

포
항
제
철
소

포항종합제철 건설공기 및 정상조업도 달성기간

시기구분

1기

2기

3기

4기 1차

4기 2차

연간조강능력

103만톤

157만톤
(260만톤)

290만톤
(550만톤)

300만톤
(850만톤)

60만톤
(910만톤)*

건설기간

70.4~73.7

73.12~76.5

76.8~78.12

79.2~81.2

81.9~83.5

건설공기

39개월

29개월

28개월

25개월

21개월

공기단축

1개월

1개월

5개월

4개월

1개월

정상조업도
달성기간

107일

80일

70일

29일

-

시기구분
광
양
제
철
소

1기

2기

3기

4기

연간조강능력
(누계)

270만톤

270만톤
(540만톤)

270만톤
(810만톤)

330만톤
(1,140만톤)

건설기간

85.3~87.4

86.92~88.7

88.11~90.12

91.9~92.10

건설공기

26개월

21개월

25개월

22개월

공기단축

6개월

3개월

2개월

1개월

정상조업도
달성기간

23일

18일

18일

7일

자료：한국철강신문사(1997～2000).

(COREX, FINEX)과 박슬래브주조법의 도입 및 상용화 등 혁신
적인 공법의 개발에 성과를 거두었다. Strip Casting은 1990년대만
하더라도 주요국에서 10여개의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되었으나 현
재는 3～4개의 컨소시엄만이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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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0>

고로법과 용융환원법(FINEX)의 경제성 비교
고로법

FINEX법

110만톤

300만톤

(120만톤)

톤당 투자비
(달러/톤)

100

62

67

용선 원가
(달러/톤)

100

93

74

환경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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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방지 관련 투자 필요

환경친화적

원료 및 연료

괴광석, 점결탄

분광석, 일반탄

사전처리

필요(코크스, 소결)

불필요

그러나 포스코는 스테인리스부문에 대한 연구개발을 이미 완료한
상태이며, 2003년까지 60만톤 규모의 FINEX 시험 가동로를 건설
할 계획이다.
포스코의 혁신과정은 자본·장치집약적 산업에서 기업경쟁력이
설비에 체현되어 있는 특성으로 인해 생산기술 이외에 공정 및
설계·건설기술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체형
설비와 기술도입과정에서의 주체적인 접근, 경영진 리더십, 기술
인력의 양성 및 활용, 최신설비와 공법을 적기에 도입하는 전략을
적절히 구사하였고 모방학습과 반복학습을 바탕으로 체화되어 있
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원천을 확보함으로써 기술
창출단계로의 진입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포스코는 시설 및 기술면에서 지속적인 혁
신과정을 거쳐 기술획득 → 기술소화·흡수→ 기술개량 → 신기술 창
출로 성공적으로 혁신역량을 강화시켜 왔다. 뿐만 아니라 1990년
대 이후 글로벌 R&E체제를 구축하여 엔지니어링 설계기술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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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

시장변화 대응
수요 견인

포스코의 기술 - 산업혁신

창조적
기술응용

신수요창출
마케팅 강화

기술 창출

프로세스통합
정보통합시스템

기술 선도

설비도입
조업기술 접근
기술도입
조업기술 습득
공정기술 접근

기술 응용

기술 적응

기술우위확보
기술 수출

설비 개량
생산제품 확대

공정기술 습득
설계기술 접근

보하기 위해 주력하는 한편, 스트립캐스팅, 용융환원법 등의 미래
지향적 기술집약적 혁신철강기술(COREX, FINEX) 개발에도 선
도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포스코는 국내 경제성장기에 필요한 양질·저가의 소재공급을
뒷받침하면서 완전가동조업으로 경제성 확보가 용이한 여건 속에
서 성장하였고 국내수요의 확대에 맞는 설비능력의 확대를 원칙
으로 하였으며, 이러한 완전가동조업은 투자회수를 빠르게 하여
내부자금으로 재투자를 가능하게 하여 성장과 투자의 호순환 구
조를 가질 수 있게 하였는데 최근에는 생산구조 고도화와 더불어
수요를 선도하는 경영·마케팅전략을 적절히 구사하는 등 대외환

제Ⅴ장 주요 산업별 혁신역량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199

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10)
국내 철강산업의 발전은 국내수요의 증가에 힘입은 바 크며, 이
는 역으로 국내수요의 대부분을 국내생산에 의해 충당하였는데
이는 자본집약적이며, 일관공정을 특성으로 하는 철강산업에서 안
정적인 판매원의 확보라는 점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
는 수준으로의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배경이 되었다. 한편 최근 들
어 국내 철강수요가 성숙단계에 진입하면서 신규수요 창출의 필
요성이 높아지자 포스코는 스틸하우스, 스틸캔, 강교량 등 철강수
요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마케팅면에서도 고객위주의 판매·납
기전략 채택뿐만 아니라 수송비가 많이 드는 철강산업에서의 물
류 및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철강전용 선박인 로로선을
운영하여 납기단축 및 물류비를 절감11)하기도 하였다.
국내 철강시장에서의 전자상거래는 2000년을 기점으로 본격
적으로 추진되면서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완전한 온라
인상의 거래보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거래가 혼용되고 있는 상
황인데, 이 분야에서도 포스코는 대외적인 전자상거래뿐만 아니
라 기업 내부적으로도 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생산성 및 원
가측면에서의 내부적인 경쟁력 개선뿐만 아니라 고객 공급사와
의 친밀도 향상 등과 같은 외부 프로세스와의 통합효과를 거두
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전사적 자원관리(ERP)과 공급사슬관리(SCM)를
도입하고 대외적으로는 e-비즈니스체제를 구축하여 통합하고 있
10) 노무라 종합연구소(1992).
11) 로로선 도입으로 포스코는 납기의 1/5, 연간 물류비용을 200억원이나 절감한 것으로 평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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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ERP 시스템으로 재무, 회계, 생산, 공급망, 프로젝트, 인적자
원, 전략적 기업경영, 통합고객관리 등 업무프로세스를 통합관리
하고 실시간 정보공유로 신속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하고 있으
며, SCP는 판매, 생산계획이나 공정 스케줄, 출하, 물류 등을 지원
해 포스코와 고객들이 최적의 계획을 수립·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e-비즈니스로는 스틸엔닷컴(Steel-N.com)
이 주문외 재고제품을 사이버로 판매하다가 2001년 전자조달(eprocurement)과 전자판매(e-sales) 등 모든 전자거래가 이루어지는
e-비즈니스 관련 포털 사이트로 개편하였다.12) 포스코 IT화의 집약
체인 POSPIA의 가동으로 포스코는 구매, 생산, 판매 시스템 전체
를 통합하였으며 기존 생산자 중심의 업무 프로세스를 고객·시
장중심으로 전환하여 기업가치 극대화, 고효율·저비용 구조로의
<표 Ⅴ-11>

포스피아 가동효과
전략구매
비율

재고회전율
(원료)

주문소요
기간

판매계획수립
소요시간

납기응답
시간

납기적중률

이전

17%

8.7회

30일

60일

2~3시간

82.7%

이후

80%

12회

14일

15일

6초

95%

신제품
출시기간

예산편성
소요 기간

월결산
소요기간

이전

4년

110일

6일

193,000개

59만개

450일

이후

1.5년

30일

1일

43,500개

28만개

220일

데이터항목 물품분류체계 설비투자
표준화
표준화
추진기간

자료：POSCO(2001).

12) 포스코는 디지털경영 추진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아 전산업을 대상으로 하는‘2001 코리
아 디지털 어워드’
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는 IT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던
철강산업에서도 정보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 신기술 및 트렌드 흡수력, ERP,
공급사슬관리 등 업무혁신 솔루션 도입, 철저한 e-비즈니스 준비상태 등이 높게 평가된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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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으로 혁신역량을
극대화한 것이다.
2) 산업의 경제성과
국내 철강산업은 철강수요산업과의 동반성장을 통해 경제개발
초기인 1968년에는 38만여톤에 불과하던 조강생산이 2000년에는
4,300만톤으로 늘어나 조강생산기준으로 보면 세계 6위, 소비 기준
으로는 세계 5위의 철강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국내 철강산업의 성
장은 국내 경제성장과 궤도를 같이 하고 있어 철강산업이 국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였으며, 동시에 수요산업 및 경제성장이 철강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그리하여 국내 철강생산은 1980년
세계 18위였으나 1992년 이후 6위로 상승하였으며, 수출도 1980년
8위에서 1998년에는 5위로 상승하는 성장을 하였다.
그 중에서도 국내 유일의 고로업체인 포항제철은 초단기간에

<그림 Ⅴ-3>

국내 조강생산 추이

(만톤)
5000
4000
3000
2000
1000
0

62

65

70

75

80

85

90

9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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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철강생산업체로 부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신설비/높은
생산성을 실현하여 저비용 고품질의 제품생산, 효율적인 경영면에
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포스코는 최신 설비에
의한 높은 설비효율성, 안정된 조업기술, 숙련된 기술인력을 바탕
으로 높은 가격경쟁력을 유지해 왔으며, 2001년에는 냉연강판을
기준으로 한 생산원가가 톤당 346달러로 나타나 주요 철강국과 비
교하며 16~30% 이상의 우위를 점하였고 비교국 중 원료생산국인
브라질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01
년에는 선진국 철강업체 중에서도 가장 낮은 제조원가를 기록해
온 Nucor사보다 더욱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우수한 원가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Ⅴ-12>

주요국 냉연 제조원가 비교
단위：달러/톤

총원가

미국

Nucor

브라질

일본

한국(POSCO)

507.5

351.3

278.8

436.8

346.3

자료：WSD(2001).
자주：2001년 3월 기준임.

3) 혁신지원 관련 정책대응 평가
정부는 국내 경제성장의 도약기에 포스코를 국영기업으로 건설
하고 산업발전 초기에는 정부계획 및 보조 등을 통해 기업기반에
대한 구축을 위해 직접적으로 지원하였으며, 1980년대 들어 포스
코의 경영이 안정적 성장 발전단계에 접어들면서 기술개발지원
및 국내시장 확보 및 수출 지원 등에 역할을 제한함으로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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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국내외 경제환경 및 정부-기업의 역할변화에도 적절하게 대
응한 것으로 평가된다.
당초에는 1969년 철강공업육성법의 제정으로 공장 건설 초기
설비투자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완화하였으며 사회간접자본의 조
달, 세제혜택 등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을 정부가 담당함으로써 포
스코가 전적으로 기술개발과 생산성증대에만 주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국제경쟁이 격화되고
무역마찰이 강화되면서 산업발전을 민간이 주도하게 되고 기업이
기술력 확보 및 수익기반 확충에 주력하게 되면서 정부는 철강협
회를 중심으로 국내 철강업체가 주요 과제로 추진중인‘철강 21세
기 운동’
을 지원함으로써 차세대 혁신철강기술 및 신제품개발에
대한 투자지원을 하는 등 간접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 국내
철강업체가 세계적인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
술기반 확충을 위해서 적절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4 ) 혁 신 역 량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국내 철강산업은 적지 않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내적
으로는 일부제품의 구조적 공급과잉, 취약한 재무구조, 관련기업
의 부실화로 인한 내수둔화라는 구조적 문제점에 당면하고 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세계 철강사와의 무한경쟁에 직면하면서 원
가경쟁력·품질경쟁력의 우위 강화, 경합소재와의 경쟁에서 입지
확보, 과잉설비 해소, 부실기업의 조기 정상화 등 구조조정을 통한
균형적 시장구조 및 효율적 생산체제의 정착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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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의 기술혁신은 지금까지는 제조공정기술개발에 주력하
였으나 앞으로는 계측제어 및 자동화 기술개발을 동시에 추진하
면서 프로세스제어기술의 고도화, 종합엔지니어링 기술의 자립을
산업차원에서 이루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 과정에는
이미 포스코가 국내 설비업체들이 참여하여 핵심기술을 습득하는
상호발전체제 구축을 통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적극 발전시켜
야 하며, 동시에 최신 기술변화추이를 선도하는 기술혁신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최신 기술변화추이를 선도하는 기술혁신으
로는 환경친화적 기술, 연·원료 사용 최소화, 원가절감 기술, 신
용도 신기능 수요 창출, 철강재 시장 유지 확대 기술 및 혁신철강
기술 등이 있다.
물론 지금도 정부가 철강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철강산업에 대
한 기술개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사업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처럼 혁신철강기술
의 개발과정을 특정 기업의 역량에 주로 의존하기보다는 정부-연
구개발-기업-수요업계를 포함하는 혁신주체간 협력관계의 강화를
기반으로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혁신체제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일본, EU 등은 이미 STR(Steel Industry
Technology Roadmap)을 작성하기로 하고 중장기 부문별 R&D계
획서를 작성함으로써 철강기술의 현 수준을 파악하여 전략적 기
술개발 연구과제를 선정한 후 산·학·관·연 공동으로 기술개발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국내 철강산업의 혁신은 주로 일관제철부문에서 주도하여
추진하였으며 지금까지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철강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전 부문에 걸친 균형적인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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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며 이는 전기로부문뿐만 아니라 특수강, 가공 처리와 같
은 하공정 분야를 모두 포함하는 혁신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3. 반도체산업
( 1 ) 혁 신 메 커 니 즘혁
과신 역 량
1) 산업혁신의 특성
반도체는 순수상태에서 부도체이지만 외부의 자극을 가하면 전
기가 통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전류의 변환, 정류, 증폭, 저장 등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만든 소자로, 자체의 기능에 따라 정보를 저장
할 수 있는 메모리부문과 논리, 연산 및 제어할 수 있는 비메모리
부문으로 구분된다. 산업의 쌀로 일컬어지는 반도체 산업은 1947
년 미국 AT&T 벨연구소에서 고체 트랜지스터를 개발하면서 본
격적인 산업화가 진행되었다. 그후 1954년 미국의 텍사스인스트
루먼트가 실리콘을 이용하여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방법을 개발
하였으며, 1959년 텍사스인스트루먼트와 페어차일드가 각각 독자
적으로 집적회로(IC)에 대한 특허권을 신청함으로써 수십 만개
의 트랜지스터를 하나의 칩으로 설계하는 반도체의 집적화를 구
현하였다.
1971년 인텔은 1,024비트 메모리를 가진 1K RAM을 개발하였
다. 또한 마이크로프로세서의 개발과 함께 1980년대 256K DRAM,
1M DRAM, 4M DRAM, 최근에는 256M DRAM으로 용량이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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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반도체 산업의 특성은 기술 및 자본집약형 산업이며, 특히
기술의 발전속도가 무어의 법칙이라고 명명하듯이 새로운 기술이
대체될 때마다 기능 및 성능이 2배로 증대하면서 생산비는 감소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생산설비의 경우, 1개 라인 설치에 2~3
억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생산장비의 감가상각 속도가 기술발전에
따라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당 5,000만 달러 이
상의 고가 반도체 장비의 경우에도 2~3년 후에는 신규제품을 생
산하기 위해 교체하여야 한다.
2) 혁신 유형과 혁신과정의 특성
반도체 산업의 혁신유형은 새로운 공정, 재화, 서비스라는 점에
서 점진적인(progressive) 유형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반도체
산업의 혁신과정은 연구개발이 바로 산업화로 직접 연계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반도체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매출의 15% 정도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반도체 업체의 비
용구조를 살펴보면 생산설비, 연구개발에 해당하는 금액비중이 높
고 원재료비, 인건비, 유통·운송비 등의 비중은 감소추세를 보이
고 있다. 반도체의 주요 설비나 원료공급업자들은 웨이퍼의 가공,
검사, 조립 등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니콘, 캐논
등 카메라제조업체들은 광학기술을 이용하여 반도체 웨이퍼 가공
장비 제조를 독점하고 있으며, 실리콘 웨이퍼의 원료인 에폭시수
지를 공급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소수의 업체가 독점력을 행사하
고 있다.
반도체산업의 혁신을 살펴봄에 있어 관심있게 보아야 할 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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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특성은 대표적인 수요의존형 산업이라는 점이다. 즉, 반도체
의 구매자들은 컴퓨터, 가전제품, 자동차, 통신기기 등 최종제품을
만드는 업체이다. 이들 업체에게 있어서 반도체 구매요소는 반도
체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데,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가격이 주요
구매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어느 회사의 제품이건 일
정한 테스트를 거친 것이라면 동질의 품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주요 구매결정요인이다. 그러나 마이크로프로세서와 같은
비메모리반도체의 경우에는 성능이 보다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하고 있다. 이것은 완제품의 모양이나 형태, 기능 등에 따라 맞춤
형으로 주문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비메모리 반도체의 구매요
인은 성능여부 및 적기납품 여부 등이다.

( 2 ) 국 내 외혁 신 여 건변화와 선 진 업 체 의혁신전략
1) 반도체 산업의 혁신여건 변화
① 산업구조 변화
2000년 기준으로 세계 D램 반도체시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상
위 10개 업체가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과점체제로 되어 있
으며, 상위 3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60%에 이르고 있다. 10개 업
체의 시장점유율 구성을 보면 크게 3개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삼성전자, 마이크론, 하이닉스반도체 등 상위 3개 기업은 시장점유
율이 20% 내외로서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인
피니온, NEC, 도시바 등 3개 기업은 5~10% 사이의 시장점유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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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면서 중위권을 형성하고, 히타치와 미쓰비시를 비롯하여 대
만계 기업인 모젤 바이텔릭과 윈본드는 4% 미만의 하위권을 형
성하고 있다.
이들 10개사 모두 2001년 반도체 가격이 폭락하면서 대규모의
손실을 겪었다. 삼성전자는 3/4분기에 3,800억원의 영업손실을 입
었으며, 마이크론은 6~8월 기간에 1조 2,000억원, 인피니온은 4~6
월 기간에 6,700억원, 하이닉스반도체는 3/4분기에 5,300억원의 영
업손실을 기록하였다. 그 밖의 기업들 모두 예외없이 엄청난 규모
의 손실을 입었으며, 이에 따라 자구책의 일환으로 감산, 시설투자
연기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히타치의 경우 2002년 3월말까지 반도체부문에서 총고용인원의

<표 Ⅴ-13>

세계 D램 반도체산업 기업별 생산 및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백만 달러

순위

업체명

1
2
3
4
5
6
7
8
9
10

삼성전자
마이크론
하이닉스
인피니온
NEC
도시바
히타치
미쓰비시
모젤 바이텔릭
윈본드
기 타
합 계

자료：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1).

매출액
1999
2000
24,774
26,645
23,330
25,956
24,464
25,437
21,680
22,988
22,014
22,114
21,504
21,947
21,115
21,232
23,875
23,982
23,600
23,885
23,182
23,588
22,711
23,091
23,149
31,865

성장률

2000년

(1999~2000) 시장점유율

239.19
278.86
221.80
277.86
224.97
229.45
210.49
212.23
247.50
617.07
214.02
237.65

220.9
218.7
217.1
229.4
226.6
226.1
223.9
223.1
222.8
221.8
229.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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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에 해당하는 3,100명을 감원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설비투자
를 축소하고 공장을 통폐합하는 등으로 고정비용을 25% 낮출 계
획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바의 경우에는 10%의 인원을 감축하며
설비를 매각하는 등의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NEC는 유사
이래 처음으로 일시휴무를 실시하고 명예퇴직을 권장하는 등의
감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마이크론의 경우에도 일부 설비의 가
동을 중단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내 구조조정과 병행하여 각 기업들은 다양한 전략
을 추진하고 있는데, D램 반도체 부문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256M D램 출시 등 공격적인 공급확대 정책을 추진하
고 있다. 독일의 인피니온은 도시바 혹은 대만업체들과의 합작을
진행하고 있다. 하이닉스반도체도 반도체 일부 설비의 중국 이전
혹은 마이크론과의 합작 등을 추진하고 있는 등 다양한 전략과
구조조정 추진으로 향후의 경쟁구도는 크게 재편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② 경영환경 변화
1970년대에 반도체산업 형성기에 미국 기업들이 기존 연구개발
을 사업화함으로써 D램 반도체 분야에서 선두그룹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1970년에 중동사태에 이은 오일쇼크 이후 반도체산업 불황
기에 접어들어 미국 기업들은 설비투자를 축소하였다. 이에 반해
일본기업들이 MOS회로와 대량생산을 중점으로 투자를 확대하였
으며, 그 결과 1980년대에는 일본 기업들이 S램과 D램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후 미국 기업들은 D램 반도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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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서 철수하고 마이크로프로세서 등과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비메모리분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지난 1980년대에 일본 반도체업체가 급성장한 이유중의 하나로
반도체 제조업체인 NEC, 도시바, 히타치 등의 기업들이 대부분
수직적 통합이 되어 있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대형컴퓨
터, 통신기기, 가전 등의 분야를 가지고 있으면서 매출에서 반도체
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에 불과하였다. 또한 생산된 반도체
의 대부분을 자체 수요로 충당하고 일부만을 해외에 수출 또는
타 기업에게 판매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쳐 불황기에 접어든 시기에도 자체 시장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전적으로 외부시장에만 조달하는 미국기업들에 비해 비
용구조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전략측면에서도 미국 기업들이 기술혁신을 통한 신제품개발에
큰 비중을 두는 반면 일본기업들은 수율을 높이고 원가를 절감하
는데 더 큰 비중을 두었다. 그 결과 1980년대 말 일본 기업들이

<그림 Ⅴ-4>

세계 반도체 시장규모
단위：백만 달러

250,000
200,000
150,000
100,000

비메모리

50,000
메모리
-

1981 1982 1983 19841985 1986 1987 1988 19891990 1991 1992 1993 1994 19951996 1997 1998 199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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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형 반도체분야에서 선두를 차지하게 되었다. 같은 시기에
인텔 등 미국 기업들은 경기변동에 따른 가격변동 폭이 큰 D램
반도체보다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가지는 마이크로프로
세서 분야를 특화하고 독점적인 우위를 가지게 되었다.
한편 1990년대 들어서서 일본 경제는 장기 불황에 처하게 되었
다. 일본 반도체 업체는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D램 반도체 분야
에 대한 투자를 축소 또는 연기하였다. 이와 반대로 한국의 반도
체 생산업체는 당시 삼성전자, 현대전자, LG 반도체(LG반도체와
현대반도체는 합병 후에 하이닉스로 명명됨), 아남반도체 등은 D
램 분야에 대한 투자를 증설하였다. 1997~99년 동안 반도체가격
의 전반적인 상승세에 따라 당시 국내경제가 외환위기에 처하는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수출주력품목으로서 그 비중이 20%까지
증대하는 실적을 올렸다.
그 동안 지속적인 성장세를 거듭해오던 미국경기가 2001년 상
반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면서 세계 경제가 침체에 접어들었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경기침
체가 지속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D램 반도체의 가장 큰 수요처인
컴퓨터 산업의 부진으로 반도체 가격은 급락세로 전환되었으며,
또 다시 반도체 경기침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세계 경기가
2001년 하반기 이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반도체
업계도 다시금 가격회복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반
도체 경기사이클을 겪으면서 세계 반도체 업계는 부침을 거듭하
였으며, 최근에는 삼성, 마이크론, 하이닉스, 인피니온 등 상위 4사
의 시장점유율이 최대 80% 가까이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반도
체 업계의 과점체제가 더욱 굳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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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술환경 변화
D램 반도체의 기술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일종의 주기가 형성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기순환은 D램반도체의 세대교체와 성장지
속 때문에 불가피한 과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격하락은 D램의
세대교체를 가속화시키고, 반대로 차세대 D램의 진입 가속화도
가격하락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D램 세대별 출하와 가
격의 추이를 비교하면, 대체로 세대교체 시기에 가격 등락의 폭
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D램의 가격순환 패턴은 대체로 ① 가격
안정시기, ② 가격하락 시작시기, ③ 가격폭락시기, ④ 세대교체

<표 Ⅴ-14>

D램의 가격순환 메커니즘

순환구분
① 공급부족
(가격고가유지)

수급 요인별 변화동향
- PC 수요신장, 수요자는 D램 확보를 위해 재고량 확대
(가수요 유발)
- D램 공급부족, 가격 고가유지(생산코스트 대비)
- D램 선발업계 공급확대 시작

(가격하락 시작) -

② 수급균형

③ 공급과잉
(가격폭락)

④ 수급조정
(세대교체)

PC 수요신장 둔화, 초기단계에는 D램 가수요 지속현상
D램 공급충분, 가격 고가붕괴 시작
D램 후발업계 공급확대, 선발업계는 차세대제품 도입가속
D램업계 생산코스트 최저유지

- PC 수요정체, 재고급증, 가수요 소멸
- D램 공급과잉, 유통재고 급증, 재고염가판매, 가격하락
- D램의 기존세대·차세대간 Bit 단가경쟁 격화, 세대교체
가속
- PC 재고조정, 신기종 등장
- D램 기존세대 재고조정 완료로 퇴조, 차세대 생산경쟁
본격화
- D램 세대교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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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외부 충격에 따른 D램 반도체 가격 경험 곡선(64M 기준)

(달러)
10,000● ★

’
92. 4 Windows 3.1 출시
인텔 CPU 교체 286→386

’
84. 9 Samsung 64K 출시

’
93. 3 일본 스미토모 에폭시 폭발
●

1,000-

★ ●

● ●

’
95. 2 일본지진
’
95. 8 Windows 95 출시

●
●
1차 미일반도체
협정 ’
86. 8

100-

’
97. 2 한국업체 출하 억제

★ ★ ● ★

’
98. 1 2차 감산
●
한국3사 덤핑예비
판정 ’
92. 10

’
99. 9 대만지진
★
★

10-

’
01. 3 廣島지진
★ ●

대만 덤핑 제소
’
98. 10

1-

83

85

87

89

91

93

95

◦

97

99

01

시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D램 수급상태의 추이는 ①
단계→ ②단계→ ③단계→ ④단계→ ①단계순으로 순환하는 메커
니즘을 보이고 있다.
가격폭락은 ③의 공급과잉 단계에서 발생하지만, ②의 수급균형
단계에서 이미 수급 퇴조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으나, PC 수요
둔화가 PC 생산계획의 변경에 반영되어 가수요가 사라지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린다. 이기간 동안 D램 영업현장은 수주를 지속하
여 ③의 공급과잉이 확인될 때까지 실행을 취하지 못한다. 그러나
단계 ③이 되면 이미 반도체 가격은 하락세를 지속하게 된다.
한편 반도체 경기 주기에 있어 외부환경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거 윈도우 3.1 출시, 윈도우 95 출시 등이 메모리 수요 증대를
가져왔으며 지진 등 자연재해요인도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
나 역시 이러한 흐름속에는 기술개발에 따른 신규제품의 등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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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품이 시장에서 급속히 퇴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에는 256M D램의 출시로 128M D램의 시장비중이 급속히 감소하
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 주기는 점차 단축되고 있는 추세이다.
2) 주요 반도체 업체들의 혁신전략
①미 국
미국 반도체 업계의 혁신전략은 자신들의 주력분야로의 집중이
라는 커다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즉 사업매수, 매각, 제휴, 조직
변경, 전략전환 등에 의해 자신들의 주력 분야를 강화하려는 움직
임을 보이고 있다. 모토롤라는 시장특화형 시스템LSI 사업을 강화
하기 위해서 D램과 게이트 어레이,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사업에서 철수했으며, IBM는 1999년 이후 주력 분야를 네트
워크 기기 대응 LSI로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으
며, 통신기기 관련 LSI사업을 중시하고 있는 루슨트 테크놀로지
(Lucent Technologies)사는 세계 제일의 통신기기 관련 LSI 메이커
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듯 업체들이 자신들의 역량
을 그들의 주력 분야에 집중함에 따라 각 업체는 ① 프로세스, ②
설계, ③ 시스템 등 분야별 특성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프로세스 강화에 관해서는 Cu와 SOI(silicon on insulator) 웨이
퍼 등의 신재료 도입과 미세화로 선행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주로 고속화를 목표로 하는 서버, PC대응의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저소비전력화를 노린 휴대형 정보통신기기 대응 LSI에 SOI를 도
입하는 것으로 타사와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으며, 미세화에 관해

제Ⅴ장 주요 산업별 혁신역량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215

서는 0.15㎛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설계 강화에 관해서
미국 LSI 메이커는 IP(intellectual property) 상품 구성 충실에 노
력하고 있다. 또한 PC에 필요한 기능을 원 칩으로 한 LSI 즉“PC
On A Chip”
의 실현에 불가결한 IP를 확보하고 다양하게 제휴가
진행되고 있다. 시스템의 강화에 관해서는 각 사가 주력하는 분야
에 관련하는 주변 LSI와 소프트웨어까지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의 폭발적인 보급과 함께 급성장한 인텔은 사업 전략으
로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관해 기기별로 세분화된 제품전략 유지,
마더보드 등의 PC 대응 플랫홈에 대해 사용의 편리성, 신뢰성, 밴
드 폭의 향상, LSI 설계기술과 프로세스 기술의 향상 등을 추진하
고 있다.
모토롤라는 시장을 특화한 시스템 LSI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주요 대상 분야로는 소비 제품, 네트워크 기기, 컴퓨터 기기, 자동
차, 휴대전화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스템LSI사업의 진행 방
법으로 시스템통합(SI), 시스템의 아키텍처, 노하우,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고객 지원서비스 등 모두 조합함으로써 타사와 차별화
를 시도하고 있다.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 Texas Instruments)는
DSP와 믹스 시그널 관련제품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마이크론 테
크놀로지에 메모리 부문은 매각하고 주력 응용기기로서 와이어레
스 기기, 네트워크 기기, 외부기억장치 등을 주력품목으로 선정하
고 있다.
루슨트테크놀로지는 로직 LSI제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이
를 위해 반도체 부문의 조직을 주선부문, 네트워크 부문 등으로
재편성하였다. 마이크론은 현재 미국 반도체 업계 중 유일하게 메
모리 분야에 주력하는 회사로서 비트 생산량으로는 세계 최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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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램 생산업체이다. 마이크론은 미세화, 수율 향상 등 기존 역량을
강화하여 칩 공급능력을 증가시켜왔으며, 현재 제조 비용 절감에
불가결한 미세화에 관하여 기술적으로 타사에 비해 우위에 있다.
또한 차세대 메인 메모리 분야에 대해서도 인텔사의 지분 투자를
받아들이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막강한 시장선도업체로 부
상하였다.
②일 본
일본은 지난 1998년 이후 각 사가 D램 분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시스템 LSI나 플래시 메모리 등 비D램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특히, 플래시 메모리는 휴대전화에 대한 수요와 디지털 카메
라 등을 위한 기억 매체로서의 수요급증과 DVD 등의 확산,
MPEC 플레이어 등 새로운 디지털 AV 기기의 창출 등으로 인해
수요가 급속히 증대하고 있다.
일본 반도체 기업들의 전략을 살펴보면 앞으로는 성장성이 높
은 디지털 응용기기의 핵심품목인 시스템LSI나 플래시 메모리의
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양산전략 및 투자전략을 이러한 제품의 양
산체제에 적합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각 사의 설비투자전략은 플
래시 메모리의 증산 등으로 인하여 적극 투자를 진행하는 메이커
와 위험 최소화, 효율화를 우선하고 저위험-고수익을 모색하는 방
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NEC의 반도체 유형별 생산비중을 보면 메모리 22%, 시스템
LSI 62%, 개별 반도체 및 화합물 반도체가 16% 등으로 비메모리
또는 비D램 반도체를 중심으로 사업구조가 개편되었다. 인터넷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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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기기용 시스템 LSI의 제조 프로세스 0.13㎛ Multi-Feature
Process UX4를 개발함으로써 시스템LSI를 집중개발하고 있다.
도시바도 2001년 반도체 불황에 따라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최근 독일의 인피니온과의 합작 등을 추진하는 등 D
램 반도체분야에서 철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NAND형
플래시 메모리에 대해 도시바(Toshiba)의 미세화기술(0.16㎛,
0.13㎛), STI 등 프로세스 기술을 적용, 비메모리분야에 대한 생
산비중을 증대하고 있다.
③유 럽
유럽 반도체 업계들은 범용품보다도 통신, 디지털 가전 등 성장
분야에서 기술우위를 가지고 있다. 현재 인피니온, STMicroelectronics, 필립스 등의 업체는 기존 PC, 마더보드 등의 분야에서
2000년 이후로는 NOMADIC’
s, Interconnectivity 등 통신관련 메모
리로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퓨처 호라이즌은 반도체의 경우 유럽
지역에서 조립라인을 구축하지 않고 생산공정 일부 혹은 전체를
외주로 해결하는 업체들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듯 대부분의 유럽 업체들이 대만 등의 업체들에게 아웃소싱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인피니온은 1999년 4월 지멘스의 반도체 산업 부문을 분사
(spin-off)하여 설립된 기업으로 현재 유럽의 대표적인 반도체 업
체로 메모리부문에서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피니온의 경우,
제품에 있어서 상당한 다양화가 이루어진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메모리, 마이크로 컴포넌트 부문 외에도 광반도체, 아날로그, 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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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트 부문에서 생산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필립스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분야를 특화하고 있는 업체이
다. 필립스 반도체는 45년 이상의 반도체 역사를 갖고 있으며, 다
른 유럽의 반도체 기업과는 달리 기업 차원의 가전 회사를 확보
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수요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반도체 부문보다 TFT-LCD 부문에 있어서는 세
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STMicroelectronics는 집적회로(IC)와 전기통신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 소비자 제품, 자동차 제품 및 산업 자동화와 제어 시스템
을 생산하고 있다. 동사는 MPEG-2 디코더와 디지털 집적회로,
셋톱박스 집적회로, 스마트카드 MCU, 특정 자동차 집적회로 및
EPROM 같은 비활성 메모리 분야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④대 만
대만 반도체 산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수직적 비통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디자인, 일관공정,
패키지 및 테스트와 Mask, Wafer, Chemical Materials, Lead
Frame 등과 같은 지원산업 등 크게 4개로 구분되어 있고 각
single industry sector에 자원을 집중시키고 있다. 대만 반도체 산
업은 신속히 대응하는 대만 중소업체들과 지속적이며 우수한 생
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반도체 가격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일부 업체의 경우 외국업체와의 합작 등이 진행중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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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반도체디자인 산업은 업체 수와 매출액면에서 급성장하
였다. IC Wafer 제조 공정에 비해 디자인 비즈니스는 전형적인 지
식집약 산업으로 풍부하고 저렴한 수탁가공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IC 디자인 산업은 보통 소규모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고부가가치
IC 제품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산업이다. 대만 반도체산업은 정
부와 중소기업이 이끌고 있으며, 대만 정부는 반도체산업 진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신주(新竹）
지역에 183만평 규모의 테크노파
크를 조성하였다. 6,000명의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만 국립
연구소인 ITRI는 세계 1·2위의 반도체 수탁가공기업인 TSMC사
와 UMC, 대만 2위 반도체업체인 Ｄ램 메이커 윈본드사 등을 만
들어 분사하는 등 상업화기술 개발과 회사를 창출하고 있다.

( 3 ) 우 리 나 라반 도 체 산 업 의혁신역량및 정 책 대 응평가
1) 반도체산업의 혁신역량
반도체 산업은 대부분 컴퓨터, 가전 등 정보기기에 의존하는 대
표적인 수요의존형 부품인데다가 대규모 장치설비형 산업이다. D
램 반도체의 경우 생산을 계속할수록 대량생산에 의한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수익성이 다소 낮아질 경우에도 기업들은
기존의 생산량을 유지하려고 한다. 수요침체와 공급과잉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반도체 칩가격의 급락으로 인해 기업의 수익성이 더
욱 악화되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생존게임은 다음 성수기까지
치열하게 전개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미 지난 1970년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였던 미국업체들이 1980년대 들어와 일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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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게 자리를 넘겨주면서 미국업체들은 마이크로프로세서 등과
같은 비메모리분야로 전환하였다.
1990년대 중반에 일본업체들이 신규설비 투자를 축소한데 비해
한국업체들이 신규설비 투자를 증대하였으며, 윈도우 95, Y2K 등
컴퓨터 수요증대에 힘입어 당시 삼성전자, 현대전자, LG 반도체
등 국내업체가 일본을 추월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처럼 반도체 산
업의 혁신역량은 차세대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능력과 막대한 자
본비용이 소요되는 장치설비를 구축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결정
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산업과점화 심화
마이크로프로세서의 경우 인텔이 90%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D램 반도체의 경우 상위 4사의 비중이 60%를 넘어서고
있다. 이렇듯 반도체 산업의 산업구조는 경기순환에 따라 특히 침
체기에 많은 경쟁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하거나 제휴 등을 추진
하면서 독과점형태로 전환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과점형태로의
전환은 신규기업의 진입을 봉쇄하는 효과도 있지만 사업자들이
가격결정권을 지닐 수 있게 됨에 따라 공급과잉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3) 자본비용 부담 가중
차세대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투자부담이 계속
증대되고 있으며, 생산설비의 규모도 자동화·장치화하는 추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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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다. 인건비, 원재료비 등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데 비해
설비, R&D에 대한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D램 1라인 설비 구축시
1조 5,000억~2조원이 소요되며,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매출의
15% 이상을 R&D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일본 및 미국의 반도체 업계의 생산 제품이 자사제품 또는 내
수시장에 기반을 두고 남은 부분을 수출하고 있으나 국내 반도체
업계는 생산제품의 90%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업
체는 해외 경쟁업체에 비해 경기변동에 대한 영향을 직접적이며
크게 받고 있다. 또한 컴퓨터 수요에 대부분 의존하는 D램 위주의
품목구조(85%)를 지니고 있으며, 시장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이동
단말기, 디지털 가전 등에 소요되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기술
경쟁력이 취약하다.

(4)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1)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 여건 확충
반도체 산업의 혁신문제는 기초기술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를 들 수 있다. 기술개발에 따라 반도체메모리 용량이 1M, 4M,
16M, 64M, 128M, 256M 등으로 증대하여 왔다. 이러한 메모리 기
술의 발전은 기존 메모리의 시장퇴출을 압박함과 동시에 메모리
당 가격은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로 이어졌다. 이러한 기술개발에
따른 연구개발비용이 해당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대
하고 있다. 또한 설비확충에 대한 비용부담이 높아지고 있어 반도
체 산업에 있어서 기업들의 진출입이 용이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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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술개발에 대한 부분은 화학, 생물 등 기초과학 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향후 반도체기술이 복합화되면서 이러한 기초
기술 확충 여부가 경쟁력과 연계되고 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은 우
수한 D램 기술을 보유, 공정 및 대량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
러나 ASIC/SLI 기술 취약, D램 부분의 의존도 심화, 반도체 소자
업체 및 디자인 업체 열위 등 개선해야 할 부문이 산재해 있다. 반
도체 산업은 이동기기, 컴퓨터, 디지털가전 등 주요 산업의 핵심부
품으로서 자리잡고 있으며, 그 응용부문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차세대 메모리 선행기반기술 확충을 위해 대학 및 연구소의 연구
개발 지원강화, 소요 장비 및 재료의 국내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
2) 급격한 경기변동에 대한 대응전략 구축
반도체 경기는 시장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동기기, 디지털가전, 컴퓨터 등 완제품산업에 대한 불가
결의 의존관계를 지니고 있다. 세계 산업구조는 정보통신산업을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어 이러한 정보기기에 대한 수요는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수요와 관련해서
반도체 공급이 대량공급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업수익
성은 주기별로 큰폭의 하락과 상승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특히 경기 침체기에 반도체 관련기업들의 합작 등 기업간 제휴
가 활발히 진행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향후 기술개발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이 높으며 해당 제품의 시장수요 회복에 대
한 전망이 어둡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반도체 사업
중 D램 부문에 대한 의존도를 탈피하고 플래시메모리, SoC 등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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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반도체 등에 대한 사업비중을 높임으로써 가격변동에 대한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한다.

4. 이동전화기산업
( 1 ) 핵 심 메 커 니 즘혁
과신 역 량
1) 산업혁신의 특성 : 서비스와 기기의 밀접한 관련성
자동차, 컴퓨터, 철강 등 일반적인 제조업과 달리 통신기기는
그 자체로는 활용되지 못하고, 이를 활용하는 통신서비스 제공에
따라 제품화가 가능한, 즉 서비스와 기기의 관련성이 매우 밀접한
산업이다. 더욱이 통신시장이 성숙하지 못했던 1980년대 초반까지
만 하더라도 통신서비스는 네트워크 외부성, 공공재적 성격, 그리
고 시간 의존성13) 등의 수요 특성과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등
과 같은 기술적 특성 등으로 인해 대표적인 자연독점산업으로 간
주되었고, 그 결과 국가독점 또는 독점하의 정부규제라는 특징적
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산업특성으로 인해 통신기기는 국가독점적 지위를 가진
통신사업자에 의해 시장규모가 형성되었고, 또 제품화도 통신사업
자가 원하는 사양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시장규모나 제품화가 매
우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형태를 보였다. 그러나 디지털기술의 진
13) 통신서비스는 수요량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서비스를 변화할 수 없기 때문에 최고수
요를 감안하여 상당정도의 여유 통신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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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함께 전송속도가 빨라지고 대용량의 데이터압축이 가능해지
면서 다양한 신규서비스들이 제공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들어
통신 수요가 개인화, 지능화, 멀티미디어화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통신서비스의 형태도 기존 유선통신기반의 음성통신 위주에서 이
동통신기반의 데이터통신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신
기술 발전의 가속화와 통신수요의 확대 등으로 과거와 같은 통신
산업에서의 자연독점성 논리는 사라져가고 있으며, 동시에 선진
각국을 중심으로 규제완화와 글로벌화가 추진되면서 통신시장에
는 경쟁도입, 공정경쟁 보장, 대외개방 등이 이루어졌다.
어쨌든 통신기기의 수요기반인 통신서비스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통신기기는 통신서비스의 진화과정이나 서비스를 추진하는
사업자의 사업시기 같은 전략, 그리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정책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겠다. 물론 최근 기술진전, 수요
변화, 정부정책 등의 변화 추세에 따라 통신시장의 환경변화가 이
루어짐으로써 과거와 같은 통신사업자의 절대적 우위는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 이동전화기의 경우 CDMA 이동통
신서비스라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형성되었고, 그 이후 시장에의 경쟁도입과 사업자의
단말기보조금 등으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지속적인 성장 등과
같은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겠다.
2) 혁신유형과 혁신과정의 특징
앞에서 이미 언급되었지만, 혁신은 과거와 같이 단순히 기술혁
신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산업수준의 혁신과 비용 절감, 고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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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지속 성장, 생산성 향상,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 등의 경제적
성과를 얻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서의 혁신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
다. 이러한 혁신으로는 전혀 새로운 제품의 도입이라는 급진적 혁
신에서부터, 신제품의 도입이나 새로운 공정을 활용하는 진보적
혁신, 그리고 기존 제품의 개선이나 새로운 브랜드 도입, 새로운
생산라인 도입 등을 의미하는 제품의 개량·개선 등의 필수적 혁
신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 이동전화기의 산업혁신 과정에서는 이
상에서 언급한 3가지 혁신, 즉 급진적 혁신, 점진적 혁신, 필수적
혁신 등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이동전화기 산업은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등장
한 신규 서비스를 내수기반으로 하여 최초 디지털 이동전화기가
제품화된 이후, 국내업체들의 연구개발 노력과 디자인, 브랜드 이
미지 등의 마케팅전략 등의 지속적인 혁신과정을 통해, 현재는 국
내산업을 주도하는 전략산업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성능, 가격 등
제품 경쟁력이 취약한 제품화 초기단계에서 단말기보조금 등 사
업자들의 마케팅전략에 따른 가입자의 급격한 확산이 핵심산업으
로서의 성장기반을 확보하게 한 측면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 2 ) 최 근국내외 혁 신 여 건변화와 선 진 업 체 의혁 신 전 략
1) 이동전화기산업의 혁신여건 변화
① 기술혁신
디지털기술의 진전과 함께 8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디지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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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이동전화는 한정된 주파수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존 아날로그방식의 한계를 극복, 시장 확산
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러한 디지털방식의 이동전화는 무
선접속방식의 프로토콜에 따라 크게 TDMA(Time Division
Multiple Access)방식과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으로 분류되며, 이는 다시 TDMA 계열의 GSM(Global
System for Mobile), TDMA IS-136, PDC와 CDMA 계열의
CDMA IS-95로 구분된다. 이러한 가운데 2000년 현재 이동전화
의 세계시장 보급률은 이제서야 10%를 넘어서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그 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유
럽지역 보급률은 이미 60%를 넘어섰고 북미지역도 40%에 다다
르고 있으며, 경쟁도입 등으로 1인당 평균매출액은 오히려 하락
하고 있어, 이들 사업자들은 고속데이터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수익성을 제고시키고자 적극적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
고 있다.
그 결과 GSM 방식의 사업자들은 GPRS(General Packet Radio
Service)와 HSCSD(High Speed Circuit Switch Data)를, 북미 일
부 및 남미의 TDMA 사업자들은 GPRS와 EDGE(Enhanced
Data rate for GSM Evolution)를 선택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CDMA 사업자들은 1xRTT 기술을 대안으로 도입하고 있다. 반
면, 일본 NTT DoCoMo의 경우는 2.5G보다는 3G로의 직접적인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제Ⅴ장 주요 산업별 혁신역량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그림 Ⅴ-6>

이동통신 네트워크 기술의 진화
Maximum Data Rates

14.4Kbps
GSM
무선
접속
기술

▶

57.6Kbps
HSCSD

▶
▶

TDMA
IS-136

GPRS

핵심
망기술

Narrowband,
Circult switched, IN
7-14.4kbps

cdma2000 1×EV/DV
cdma2000 1×EV/DO

▶

cdma2000
3×RTT

▶

W-CDMA

Converged
data
Networks
with:
Alternative
up and
down links,
4G
mobile and
hybrid
network

Broadband, Circuit/Packet
switched IN, IP, VHE
57-115kbps

음성서비스 위주의 부가 서비스
저속의 데이터 서비스
2G

W-CDMA
UMTS
▲

▶
▶

cdma2000
1×RTT

CDMA
IS-95

서비스

384Kbps-5Mbps

384Kbps

GPRS

PDC

전송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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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G

144/384 kbps
2Mbps
고속 인터넷 서비스
멀티미디어 서비스
3G/IMT-2000

4G/MM

자료：한국전자통신연구원(2000) 참조 재구성.

② 수요변화
이러한 디지털기술의 진전에 따라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이 가
능해지고, 대용량 데이터 전송도 가능해지는 등 서비스 질의 향상
과 통신요금의 하락 등이 진전되는 가운데, 이를 접한 이용자들은
과거와는 달리 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
공받기를 원하고 있다. 특히 통신수요도 과거의 획일화, 표준화된
형태에서 탈피하여, 개인화, 고도화, 지능화, 그리고 멀티미디어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그 동안 차세대 이동통신서비스
인 3세대 이동전화기(3G)에 대한 지속적인 소개와 사업자선정으
로 인해, 이동통신가입자들은 향후 제공될 서비스가 단순히 음성
이 아닌 멀티미디어 중심으로 전개되리라고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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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소비자 요구에 더하여 이동전화시장에의 경쟁도입과 통
신요금의 하락은 가입자당 평균수익(Average Revenue Per User)
을 감소시켜, 사업자들로 하여금 데이터통신 등 다양한 서비스 제
공을 유도하였고, 결국 이용자와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이동전화
서비스는 자연스럽게 음성위주에서 데이터통신 등 다양한 부가서
비스 제공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보급률이 60%를 넘
어선 유럽지역과 40%에 달한 북미지역에서 잘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동인터넷서비스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
고 있다.
한편, 최근 이동전화 이용자들이 확산되고 또 실제 이를 사용하
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용자들은 이동전화기를 과거와 같이 단
순히 통신수단으로서만이 아닌 항상 지니고 다니는 액세서리의
개념으로 인식이 다변화되고 있다. 그에 따라 소비자들의 제품선
택 기준도 제품의 가격뿐만 아니라 성능, 크기, 그리고 디자인 등
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③ 정부정책
최근 이동통신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부정책으로는 2000
년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IMT-2000용 주파수배분과 관련
된 허가정책을 들 수 있을 것이다. IMT-2000은 1990년대 들어 기
술표준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결국 유럽 중
심의 W-CDMA와 북미 중심의 cdma2000 등이 함께 표준으로 설
정되어 각국에서 사업자 선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IMT-2000에
대한 사업자들의 경쟁과열로 영국,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의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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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주파수 경매비용과 기지국 및 관련장비에 소요되는 막대한 투
자자금 등과 함께 3G에 대한 수익성의 불확실성으로 사업지연이
예상되고 있다.
2) 선진업체의 혁신전략 : 선도업체 노키아를 중심으로
① 기술전략 ⇒ 기술선도를 통한 표준화
이동전화기에서 세계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노키아
는 이동전화기의 무선기술뿐만 아니라 통신인프라 기술은 물론
이동전화기용 응용프로그램이나 OS 같은 소프트웨어를 중요한
핵심기술로 파악하고 이를 적극 개발하고 있다. 특히 이동전화기
의 무선기술과 관련해서는 3G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WCDMA, cdma2000 등을 모두 개발, 시장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전략을 보인다. 이는 현재 이동통신 관련 기술이 음성위주의
GSM, PDC, CDMA 등 2G에서 데이터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
할 수 있는 GPRS, EDGE, cdma2000 1xRTT 등 2.5G로, 그리고
향후에는 음성통신, 데이터통신, 동영상 정보 등 멀티미디어를
처리할 수 있는 W-CDMA, cdma2000 등 3G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차세대 이동전화서비스에서는 음성뿐만 아니라 화상, 영상
등 데이터통신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자들이 이동전화기를 이용,
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나 운영체제 등이 필수적이
다. 이에 따라 노키아는 이동통신서비스를 쉽게 사용하기 위한 소
프트웨어로서 WAP이나 EPOC, 또는 응용프로그램을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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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5>

유럽지역의 3G 관련 사업자 선정 현황
Sum paid US$
million

No of licence

Method

주

6

Hybrid

610

벨기에

4

Auction

418.8

덴마크

5

Auction

핀란드

4

Beauty contest
+nominal fee

프랑스

4
(2 still to be issued)

Beauty
contest+fee

호

독

nominal
4,520

일

6

Auction

about 7,690 each

이탈리아

5

Hybrid

10,070

네덜란드

5

Auction

369 to 667 each

노르웨이

4

Beauty
contest+fee

22 each

포르투갈

4

Beauty
contest+fee

360

스페인

4

스웨덴

4

Beauty
contest+fee
Beauty contest

스위스

4

Auction

116

영

5

Auction

6,100 to 9,100

국

120 each
44.08

자료：OVUM(2001),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2001)에서 재인용.

하고 있다.

② 시장전략

그 동안 이동전화기 시장을 주도해 왔던 유럽지역이 60% 이상
에 달하는 보급률을 보이며 성장이 둔화추세로 접어들었고, 북미
지역도 최근 가입자수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시장이 둔화되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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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00년 매출액의 50% 이상을
유럽지역에서 실현하였던 노키아의 경우 기존 시장전략에서의 변
화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노키아는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의 진출을 가속화하는 한편, 2G 단말기의 가격인
하, 기능향상을 통한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와 2.5G 단말기 공급
및 3G로의 신속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3G 시장이 막대한
투자자금 소요, 수익성의 불확실성 등으로 서비스 지연이 예상되
면서 일부 업체의 경우 2.5G인 GPRS 등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
으나, 2002년 3G 상용화를 목표로 한 시장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③ 마케팅전략
최근 이동전화기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 고부가가치화되면서,
선진업체들은 다양한 기능이나 특징을 가진 제품 개발을 통해 수
요자의 요구와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제품을 공급,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노키아는 청소년의 라이
프 스타일을 대변하는 액세서리로 볼 수 있는 제품에서부터, 전문
가들이 선호하는 멀티미디어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까지 다양한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중·장년층
의 보급률이 포화상태에 다다르면서, 청소년을 향후 수요확산의
중심으로 인식, 저가형 제품의 공급은 물론 청소년의 라이프 스타
일에 맞는 제품을 공급하는 등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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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우 리나라 이 동 전 화 기 산 업 의
혁 신 역 량및 정책대응평가
1) 이동전화기산업의 혁신역량
① 정부의 정책 : 대상기술의 선택과 집중, 시장의 경쟁도입
90년대 들어 기술의 진전에 따라 통신서비스 및 관련 기기 시
장이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동안 미미했던 이동전
화의 시장확산과 함께 관련 기기 개발에 대한 정책 마련이 요구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0년「전파진흥 중·장기계획」
을 발
표하는 한편, 1994년까지 총 연구비 722억원을 투입하여 한국전자
통신연구원을 중심으로 디지털 이동통신시스템과 단말기를 개발
하는 장기적인 기술개발 개발을 수립, 추진하였다. 특히 정부는 논
란이 되었던 차세대 이동통신기술로서 CDMA방식을 선택14)하고,
1991년에는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미국 Qualcomm사와 협약,
공동 개발을 추진하였고, 결국 1996년 세계 최초로 상용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 LG정보통신, 현대전자, 맥슨전자 등의
국내업체가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관련 기술을 습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CDMA 이동통신시스템 및 단말기를 개발, 국내외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CDMA 이동전화
기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주도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이처럼 이동
14) TDMA 기술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있어 경쟁이 심하고, 그에 따라 기술의 노하우 공개가
미미하였던 반면, 당시 기술의 실용성이 검증되지 않은 CDMA 기술은 상용화에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는 있었으나 상용화 이후 시장은 물론 기술의 독자성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 논란 속에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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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접속기술의 프로토콜에 대한 정부의 선택과 관련 기술개발
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산업육성의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 혁신원천이었다고 한다면, 이를 통해 구현된 제품의 수요기반
을 제공한 것은 디지털 이동전화사업자와 PCS 사업자의 선정을
통한 경쟁도입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디지털 이동전화와 PCS가

<표 Ⅴ-16>

노키아의 Market Segmentation

Segment

Profile

High Flyers -

Need

Product
Category

Service
Example

관리직(25~54세)
- Data/Text 위
이동전화 우량 고객
주 사용
Communicator
비즈니스 지향적
- 가격, 크기,
Media
신제품에의 관심과 질 디자인에 민
추구
감하지 않음

-

기술지향적(18~24세) - 제품 특징 중
최근 기술 선호
시
특징, 디자인 중시
개인적 자유
브랜드 중시

Premium
Media

- 비즈니스, 패션
매거진
- 금융 등 전자
거래
- 뉴스 및 TV

Basic

- 여행 매거진
- 가정, 가든 정
보
- 학생신문
- 메시징, 게임
등

Trendsetters

-

Social
Contact
Seekers

- 가정적이며 활발한 사
회 활동
- 최신 기술,
- 학생 및 젊은 층
특징, 기능,
- 개인적 사용을 위한 디자인에 민
기본적 기능의 제품 감하지 않음
선호

- 매우 사회적이고 라이
- 매력적 디자
프 스타일 중시
인 중시
Self(25~40세)
- 크기나 가격
Expressionist - 비즈니스, 개인적 사용
에 민감하지
- 디자인 중시
않음
- 브랜드 제품 선호

Fashion

증권지수
자료검색
비즈니스 뉴스
스케줄, e-mail
등

- 스포츠 매거진
- 영화, CF정보
등
- 음식점 예약

자료：Nokia Business Review(2000),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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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7>

이동전화 가입자수와 이동전화기 내수판매액 추이 변화

(십억원,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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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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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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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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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99

2000

✖

1997

1998

연도

자료：산업연구원.

주파수대역만 달리하는 동일한 서비스로 개념정의된 가운데, 각각
의 사업자가 1996년과 1997년에 진입함으로써 과당경쟁으로 지적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은 사업자간 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한 치열
한 마케팅전략으로 이어져 소비자 수요를 유발시켜, 2000년 현재
보급률 56.6%, 가입자수 2,682만명으로 일반 전화가입자수를 추월
할 정도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를 통해 이동전화기의 내수시장
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였고, 결국 이러한 내수를 기반으로 제품의
성능과 디자인 개선 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② 기술개발 : 신기술 도입을 통한 산업육성

우리 나라의 이동전화기산업의 괄목할 성장에 있어 정부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 산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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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성과를 달성하는데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90년대 초반 산업으로서 역할이 미미했던 이동전화기산
업이 2000년 이후 우리 나라의 주력산업으로 부상한 데는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과 업체들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기술개발이 혁신역량으로서 산업성과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3가
지 혁신유형이 나타났고 있다. 우선 정부의 CDMA 도입에 따른
산·학·연 기술개발을 통해 기존 아날로그 이동전화기와는 전혀
다른 디지털 이동전화기의 상용화를 통해 주요 산업으로서 등장하
였고, 산업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급진적
혁신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PCS 도입이나 이동전화에
서의 인터넷서비스 제공 등에 따른 PCS Phone이나 Enhanced
Phone, Smart Phone 등의 무선인터넷 접속 단말기 등과 같이 기존
Cellular Phone과 대비되는 신제품을 출하시킴으로써 새로운 서비스
에 대한 신규수요 유발과 함께 기존 가입자들의 신규서비스로의
전환수요 유발을 통해 지속적인 산업성과를 달성하였다는 점은 점
진적 혁신이라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품의 가격인하는 물론
제품의 기능 향상과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취향을 제품화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신형 이동전화기로의 전환, 즉
이용자들의 대체수요 확대와 교체주기 가속화를 통해 시장수요를
지속적으로 유발하고 있다는 점을 제품의 개량·개선이라 하겠다.
③ 마케팅전략 : 사업자의 마케팅, 수출시장 확보
이동전화시장이 형성되는 시점에서 정부의 경쟁도입은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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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치열한 시장확보 경쟁을 유도하였고, 이는 결국 단말기보조
금15) 지급, 통신요금 인하,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의 마케팅전략으
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이동전화가입자 확대로 이어진 각 사의
마케팅전략은 이동전화기의 판매확대로 나타나, 결국 우리 나라
이동전화기산업이 지속적인 성과를 달성하는데 있어, 정부정책은
기술개발과 함께 또 다른 하나의 혁신역량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
단된다. 이러한 마케팅전략 중, 특히 단말기보조금의 경우 초기 가
입자비용을 경감시켜 시장의 급격한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이동전
화기의 안정적 내수기반을 확보해 주는 정책은 특히 중요한 역할
을 하였다. 이는 2000년 6월 단말기보조금 폐지 이후 이동전화기
판매와 가입자수가 둔화세를 보이다가, 4/4분기 PCS사업자들이
15만원 전후의 단말기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다소 확대된 추이변화
에서 일부 설명될 것이다.
물론 최근의 둔화추세는 단말기보조금 폐지 외에도 2000년 4월
SK Telecom이 신세기통신을 인수, 시장점유율을 50%로 축소 조
정하기 위해 마케팅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더욱이 2000년 보급
률이 56.6%에 달하면서 신규가입자 확보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등
의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급률 확대와 단말기보조
금 폐지 등으로 인해 2000년 이후 가입자수의 증가가 급격히 둔화
되었고, 그 결과 이동전화기 내수시장 성장세 둔화도 뚜렷이 나타
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제
조업체들은 단말기 공급가 하락뿐만 아니라 자체 마케팅비용 확

15) 그러나 이는 사업자들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는 한편, 잦은 단말기 교체로 인한 자원
낭비와 핵심부품 수입 등에 따른 외화유출로 경상수지 악화를 심화시키는 등의 부정적
요인으로 정부는 2000년 6월 1일부터 단말기보조금 지급을 전면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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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통해 내수시장을 공략하는 동시에 해외 마케팅을 통해 수출
시장 확보에도 주력하였다.
인터넷 확산에 따라 멀티미디어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확대되
는 가운데, 2000년 3G 사업자 선정과 2002년 서비스 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동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조업체들도 무선인터넷 접속 단말기의 개발을 통한
내수시장에서의 대체수요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2000년 말
부터 출시된 cdma2000-1x는 2001년 9월 현재 내수 판매대수가
288만대로 이동전화기시장의 27%에 달하고 있으며 하반기 들어
그 비중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수출시장의 경우 2001년 7월 현재 CDMA 이동전화를 채택한
국가가 미국, 중국, 베트남 등 47개국 130개 사업자에 달함에 따라

<그림 Ⅴ-8>

이동전화 가입자와 내수판매대수 월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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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산업연구원.
자주：총가입자수가 월별 감소세를 보이는 경우는 가입자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가
입자의 해지 또는 사업자에 의한 불량가입자 정리 등에서 비롯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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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국가로의 시장진입을 위한 마케팅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내수시장 둔화에 따른 여분의 생산능력을 수출확대로 전환
하여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Ⅴ-9>

CDMA2000-1x 및 LCD 단말기 국내시장 출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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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전자신문,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1. 10)에서 재인용.
주 : 2001년 상반기는 누적 수치이며, 7～9월은 당월출시 수치임.

<그림 Ⅴ-10>

이동전화기의 생산, 내수, 수출의 증가율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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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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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1997

▲

▲

1999

2000

1998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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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의 경제성과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 나라 이동전화기산업은 수요기반
이라 할 수 있는 이동전화시장이 미미하여, 업체들은 산업 자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진업체와의 기술격차도
매우 심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정부가 디지털 이동
전화서비스의 접속방식의 프로토콜로 CDMA방식을 채택, 정부지
원 하에 ETRI와 민간업체간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1996년 상
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동전화기산업 성장의 기틀이 마련되
었다.
어쨌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성장하기 시작한 우리 나라 이동전
화기산업은 1990년대 중반 내수시장의 급격한 확대로 성장기반을
확보하였고, 결국 이를 기반으로 수출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과당
경쟁으로 지적되기도 하였지만, 사업자간 생존을 위한 마케팅전략
으로 가입자가 경이적으로 늘어나면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
고, 그 이후에는 포화점에 다다른 내수시장 성장의 둔화세를 그
<표 Ⅴ-17>

이동전화기산업의 국민경제에서의 위상
단위：백만 달러, 억원

1995
수
출
생
산

이동전화기

1996

1997

1998

1999

2000

509

449

852

1,433

3,655

5,497

총 수출

125,058

129,715

136,164

132,313

143,685

172,268

비중(%)

0.4

0.3

0.6

1.1

2.5

3.2

16,502

36,012

60,387

105,573

125,547

4,019,529 4,349,084 4,250,083 4,797,329

N.A

이동전화기

9,523

제조업

3,648,213

비중(%)

0.3

0.4

자료：한국전자산업진흥회, 통계청.
자주：수출은 달러, 생산은 원화 기준임.

0.8

1.4

2.2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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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여 디자인 개발과 브랜드 이미
지 제고, 그리고 해외마케팅을 통해 수출수요를 확보함으로써 성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 결과 2001년 들어 전자산업의 성장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지
만 이동전화기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점차 핵심산업으로서
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경제상, 제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이동전화기의 비중이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제고되어, 1999년
현재 제조업 생산의 3.2%를 점하고 있으며, 수출의 경우도 디지털
이동전화기를 생산하기 시작한 1995년에는 총 수출에서의 비중이
미미하였으나, 그 동안 수출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2000년
에는 그 비중이 3.2%로 확대되었다.
3) 혁신지원 관련 정책대응 평가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동전화기산업은 산업 자체의 특성과
그와 관련된 정부 정책, 소비자 수요, 사업자 전략 등이 서로 정
(+)의 상관관계로 작용하여 현재 우리나라 수출주도산업으로 성
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동전화기산업을 형성시키고, 성장에 있
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이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대응이었다는 점
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앞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접
속기술의 프로토콜에 대한 정부의 선택과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이나 이동전화시장에의 경쟁도입 또는 이동전화서비스의 조
기 개시 및 단말기보조금 허용 등과 같은 정책적 배려가 없었다
면, 관련 산업의 기반이 부족하였던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그
동안의 급속한 성장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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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동전화보급률이 60%에 달한 시점에서 자원낭비 등의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었던 단말기보조금을 폐지시킴으로써 내수
시장이 한동안 위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동전화기산업을 육성
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은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수출수요 확보를 통해 최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관련업
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동시에
차세대 이동전화서비스인 3G 관련 기술개발과 함께 IMT-2000용
이동전화기 등 관련 기기의 수요기반이라 할 수 있는 3G 사업자
를 선정, 2002년 하반기 서비스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어쨌든 정부의 이러한 정책대응은 산업성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
동전화기산업의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원천기술력 부족과 관
련 핵심부품산업의 취약으로 인하여 국제경쟁력 제고에 일부 한
계를 보인다는 문제점은 가지고 있다. 특히 정부 주도적으로 선택
한 CDMA가 전체 이동전화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대부분의 국내업체들이 GSM용 이동전화기도 동시에
생산, 수출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4)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이상에서와 같이 최근 통신시장, 특히 이동전화시장은 일반적으
로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따라 경쟁체제가 구축되는 가운데, 기
술의 진전과 소비자 수요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
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와 함께 2000년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3G
사업자 선정 및 사업 추진은 과다한 주파수 비용과, 막대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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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등으로 수익성이 불확실해지면서, 향후 이동전화시장이 기존
2G에서 2.5G 또는 3G 어디로 전개될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러한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노
키아의 경우 자사의 핵심역량이라 할 수 있는 기술력, 브랜드 이
미지를 기반으로 하여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즉 기술
진전에 대응해서는 3G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모든 기술을 개발
하고 있으며, 특히 단순히 시스템이나 단말기 위주에서 탈피하여
인터페이스나 운영체제 등의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가입자 둔화추세에 대응하고자 잠재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등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의 시장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층을 주 수요 대상으로 선정, 이에 적합한 가격과 디
자인 설정 등을 통한 적극적인 마케팅전략도 병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이동전화기산업 역시 디지털이동통신 접속방식의
CDMA 기술 채택이라는 정부의 정책을 시작으로 기술개발에 따
른 서비스 상용화 및 제품의 성능향상, 경쟁도입에 따른 가입자
확산 등을 통해 90년대 괄목할만한 산업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2000년 들어 내수시장의 성장둔화, 3G로의 기술진전, 글로벌화에
따른 세계시장에서의 경쟁격화, 그리고 잠재적 경쟁국으로서 중국
의 등장 등으로 그 동안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는데 상당한 어
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그 동안 CDMA 디지털 이동
전화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상당부분 선진업체 수준에 근
접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원천기술 확보와 핵심부품 개발 등에서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그 동안 산업성장
에 핵심적 역할을 해온 혁신역량을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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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핵심역량에 기초한 기술개발, 내수
기반 확충을 위한 관련 법·제도 등의 환경정비, 그리고 제조업체
의 마케팅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 서비스 도입과 관련된 정
부의 산업정책적 고려 등이 요구된다.
특히 통신기기산업은 내수기반을 통해 수출확대가 이루어진다
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최근 이동전화에서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
는 데이터통신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의 환경정
비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디지털컨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컨텐츠
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인정과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컨텐츠들이
무료라는 인식에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물론 양질의 디지털컨텐
츠 제공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신기기는 서비스의 방향
과 그에 따른 수요에 성장이 좌우되므로, 이동전화기산업 역시 지
속적으로 변화, 발전하는 이동전화의 형태와 함께 주파수를 배분
하는 정부 및 서비스를 주도하는 사업자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신규서비스 도입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
과 등을 고려하는, 즉 제조업과 서비스간의 균형적인 산업발전 측
면에서 정책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00년부터 논의
가 활발히 진전되고 있는 4G의 경우 서비스 도입에 따른 생산유
발효과나 수입유발효과 등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한편, 선진
국의 산업·기술 동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기술 및 표준화에 관
련 업체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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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약산업
( 1 ) 혁 신 메 커 니 즘혁
과신 역 량
지식기반 경제에 있어서 혁신은 국가나 지역, 그리고 개별 기업
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
인 지식기반 산업 중의 하나인 의약산업과 보건의료서비스산업도
현시점에서 경쟁력 구축을 위한 혁신이 필수적인 산업이며 1990년
대 이후 불어닥친 정보기술(IT)과 바이오기술(BT) 혁명에 의한
영향권의 중심에 서 있다. 의약산업 중에서도 특히 제약산업은 소
위 바이오시대라 일컬어지는 21세기 이후에 있어 신기술이 가장
크게 경제적인 성과를 나타낼 산업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신약개
발 분야에서의 혁신활동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혁신역량을“지식과 아이디어를 새로운 산물, 공정 및 서비스
등의 산업 내로 흡수 및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
으로 볼 때, 신기
술인 IT와 BT의 비약적인 발전과 확대는 의약산업과 보건의료서
비스산업에 있어 여러 유형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즉 제
약산업의 신약개발 측면에 있어서는 개인별 맞춤약과 유전자 치
료제 등을 근본적 혁신(radical innovation)의 제품으로 볼 수 있으
며, 유전체 연구 이후 시대(post-genome era)의 기술 패러다임 변
화에 따르는 신약개발 방법론의 도입은 진보적 혁신(progressive
innovation)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보건의료서비스산업의 경우는
유·무선 인터넷 기술을 서비스에 도입하는 환자중심의 의료서비
스(at-the-patient-point-of-care)와 같은 진보적 혁신이 가능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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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신약개발을 통한 제약산업의 혁신, 그리고 그로부터 의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혁신자원을 포함하는 혁신역량이
조화를 이루어 구축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의 앞부분에서 다양한
혁신자원 중 가장 근원적인 것은 축적된 지식과 아이디어이며 제
약산업의 경우에는 기초과학 및 의학 분야의 깊고 다양한 학문적
토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바탕이 갖추어져 있다는 가정하에
그 밖의 혁신역량들을 강화하고 혁신 환경을 정책적으로 자극하
게 되면 혁신이 발생하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한국 제약산업의 혁신역량 및 향후의 강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범위를 더욱 좁혀서 제약산업 경쟁
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신약개발 분야에 있어 BT, IT 등 신기
술에 의한 혁신의 유형을 살펴보고 그에 관련된 혁신자원, 혁신여
건, 그리고 혁신의 연결고리 등을 제시하며 국내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1) 제약산업 혁신의 특성
제약산업16)은 생명 및 보건에 직접 관련된 산업으로서의 특성을
갖는다. 연구개발의 비중이 큰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다단계의 연
16) 의약산업은 질병의 예방, 치료 및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한약을 포함한 의약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산업을 말하며, 의약품이란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 진단·치료·경
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기구·기계가 아닌 것, 또는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기구·기계
가 아닌 것을 말한다(보건산업백서, 2000). 의약산업은 다시 제약산업과 의약품유통산업
으로 나뉘며, 제약산업은 화학적 및 생물학적 방법을 통해 중간체 및 원료생산과정 등
을 거쳐 의약품을 생산하는 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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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발 과정과 공정이 존재하고 단계별 부가가치의 증가가 지수
적으로 이루어지는 고부가가치 유발산업이며, 신약개발능력의 보
유가 경쟁력의 핵심이라 하겠다.
제약산업 시장의 특성을 살펴보면, 유전자치료나 맞춤의약과 같
은 소량다품종 시장과 소화질환제나 비만치료제, 항우울치료제 등
과 같은 다량소품종의 시장이 공존하고 있어 다양한 역량의 기업
이 상존할 수 있다. 과학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으로 인해 과거
에는 알지 못했던 질병이 발굴되는 등 의약의 종류와 범위가 확

<표 Ⅴ-18>

혁신과 관련된 제약산업의 특성
특 성

관 련 내 용

기본 특성

·다양한 산업분야 중에서 생명공학기술의 영향
력이 가장 큰 산업
생명 및 보건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규제를 비롯하여 연구
관련
개발, 생산, 판매, 유통, 가격에 이르기까지 규
제의 폭이 큼

산업분류상
특성

정밀화학산업 ·지식집약형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첨단신기술
과 생물산업의 로 인한 혁신이 가능
두 산업군으로 ·정밀화학기반 기술에서 생물기반 기술로의
분류 가능
혁신
다학제간
기술혁신

·다학제간 기술요구성으로 인해 신약개발에 규
모의 경제 논리가 적용되어 제약산업에의 진
입장벽이 커지므로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
이 필수적임

국제경쟁
구도상 혁신

·다국적 대형 제약기업의 지배력이 절대적이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수직적 분업체계로 이루
어진 기존의 구도에서, 전략적 제휴 등을 통
하여 세분화, 전문화, 차별화되고 보다 수평적
인 협력 구조로 혁신

산업구조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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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치료용 의약이 아닌 삶의 질 개선을 위
한 의약의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어 향후의 잠재시장이 무궁무진
하다고 할 수 있으며 제품의 순환속도도 타 산업군에 비해 빨라
기술혁신에 따르는 신제품의 적시성도 중요한 산업이다.
이러한 제약산업에의 진입장벽으로는 대표적인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가 특허를 주로 하는 지적재산권이고, 둘째는 브랜
드 특권 그리고, 셋째는 연구·개발에 있어서의 규모의 경제라 할
수 있다. 이 중 브랜드 특권은 국제적인 경쟁 구도 하에서 이미
다국적 대형제약회사들의 독점적 권리가 너무 강하므로 국내의
제약산업으로서는 도전하기에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국내 제약산
업이 혁신을 통해 신약개발에 있어 경쟁력의 도약을 시도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전략적인 연구개발을 실시하여 특허 등의 지적
재산권에의 도전과 신경제에 있어서의 국제적인 네트워킹 체제
도입 및 참여를 통하여 연구개발 규모의 장벽에의 도전을 들 수
있다.
2) 혁신유형과 혁신과정의 특징
제약산업의 신약개발에 있어 혁신의 유형은 근본적 혹은 진보
적 혁신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나누어지는 혁신의 3
가지 기본 유형 즉 근본적, 진보적, 필수적 혁신중에서 신약 제품
과 신약개발기술의 양면에서 혁신의 유형을 찾아보면, 기존에 존
재하지 않았던 신약의 출현은 급진적 혁신이라 할 수 있고 포스
트-지놈(post-genome) 시대에 유전체 서열 DB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신약개발기법의 도입이라는 측면에서의 신약개발은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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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혁신이라 할 수 있겠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신약개발에 있어서의 혁신은 그 학문적 중
심이 화학기반에서 생물기반으로 옮겨가면서 발생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는 소위 바이오혁명으로 지칭되는 생
물공학기술(BT)의 발전에서 기인한 것으로 단지 BT뿐 아니라 자
동화로 대변되는 기계기술의 발달과 정보통신기술(IT)의 발전 역
시 혁신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제약산업의 이러한 생물기반으
로의 혁신은 미국을 비롯한 구미 선진국들이 선도하고 있는데 이
는 돌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며 오랜 기간 축적되고 잠재되어
있던 혁신역량(ubiquitous innovation capacity)이 급진적, 점진적 형
태로 나타난 것이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에, 제약산업 특히 신약개
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혁신요소들이 30년 이
상 성숙하면서 사회 내부에 축적되고 내재되어 왔던 잠재력이 적
절한 크기의 환경적, 정책적 자극에 의해 분출되어 이루어진 것이
라 할 수 있다.
첫째 요소로, 과학기반 지식의 축적과 고급인력의 양성을 들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 초기부터 공공 연구개발(R&D) 자본
을 NIH(National Institute of Health) 등의 연구기관과 대학들을 대
상으로 하여 생물학, 분자생물학, 면역학, 의학 등의 생물 관련 기
초과학 분야에 공공자본을 투자해 왔으며 이로부터 수준 높은 기
초과학자들이 양성되어 왔다.
두 번째 요소로는, 과학기반과 산업과의 밀접하고도 세분화된
연계 환경을 들 수 있다. 미국은 한때나마 뒤지고 있던 과학기술
의 국제 경쟁력을 되찾는 방법의 일환으로 공공자본이 투자된 연
구의 사업화나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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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에 베이-돌(Bayh-Dole) 법을 입법화하여 공공자본이 지원
되었거나 학술적인 목적의 연구 결과라 하더라도 공공연구기관이
연구결과의 특허를 취득하고 신규 창업기업(new start-ups)이나
합작벤처(joint-venture)의 형태로 손쉽게 산업화할 수 있도록 제
도를 간소화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대학 내에 기술이전센터를 전
문화, 기업화, 활성화하기 시작한지 오래이다. 그 뿐 아니라 대학
내교수나 연구진들이 개인이나 단체의 형태로 기업에 대한 자문
활동을 하도록 장려하여 왔으며, 국제적인 학술지에 발표되는 논
문들의 공동저자 목록에서 알 수 있듯이 공동연구가 대학내외에
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세 번째 요소로는, 자본의 활성화에 따른 건강한 신기술 투자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단지 공공자본뿐 아니라 각종 벤
처캐피탈(seed, venture, and risk investment capitial)이 활성화되어
있어 실패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산업에의 투자환경이 양성화
되어 있다.
네 번째 요소로는 사회의 유연성을 들 수 있다. 기업내, 기업간,
기업과 과학기반간 등 다양한 관계에 있어 혁신 자원의 주체인
인적자원의 움직임이 유연하며 특히 고급인력의 유동성과 그로
인한 지식의 공유가 사회적으로 원활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혁
신의 연결고리인 협력이나 연계가 환경적으로 안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사회 전반에 걸쳐 형성되어 있는 장기적이고
도 신뢰에 기초한 관계들은 자극이나 충격에 대한 흡수와 탄력있
는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 중요한 요소는, 성공적인 혁신 선도기업의 모델이 제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실리콘 밸리의 제넨테크(Genentech Co.)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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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하여 생명공학에 기반한 신약개발로 성공한 스타 기업들이
지역마다 산업내의 희망적인 모델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수많은
창업기업의 발생과 산업의 혁신 유도에 기여하여 왔다.
이러한 혁신요소들은 단지 미국의 예에서 뿐만 아니라 최근
BT를 도구로 산업혁신을 도모하고 있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
가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 최근국내외 혁 신 여 건변화와 선 진 업 체 의혁 신 전 략
1) 제약산업의 혁신여건 변화
혁신여건으로 지적재산권, 시장의 개방성, 규제, 벤처캐피탈 환
경 등을 들 수 있다. 제약산업에 이러한 여건들을 대입시켜 보면,
많은 혁신여건들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지적재산권 환경을 살펴보면 BT와 IT 등의 신기술이 신약개발에
도입되어 발생하는 기술혁신의 영향으로 신물질 발굴의 가능성과
그로부터의 물질특허 취득 가능성이 증폭되고 있다. 그리고 신약
개발의 학문적 기반이 화학에서 생물학으로 옮겨감에 따라 생물
체 사용에 관한 각종 규제에 대하여 기술혁신의 장애 여부를 놓
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다학제간 기술의 필요성이 증대되
고 있는 신약개발 시장의 경우 다양한 규모와 기술력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연계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므로 시장의 개방성 역
시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들과 발 맞추어 벤처캐피탈 환경
역시 신기술을 도입하는 제약산업에 매우 우호적이므로 현재 제
약산업의 혁신여건은 폭넓게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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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에 있어 이처럼 긍정적인 혁신여건들이 혁신자원을 자
극하여 혁신을 발생시키는 양상에 있어 가장 특징적으로 생각되
는 두 부분 즉, 기술혁신 그리고 혁신의 연결고리(innovation
linkage)의 하나인 조직간 협력을 위주로 하는 구조혁신을 중심으
로 논하고자 한다.
① 기술혁신
제약산업에 있어 기술혁신은 기술간 구분이 불분명해지는 최근
의 경향, 즉 기술간 융합 현상(technology convergence)에서 기인
하였다. 특히 제약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신약개발 부분에 있어 신
기술인 BT와 IT가 도입됨으로써 혁신이 유발되었다.
신약개발 과정을 크게 질환관련 기초연구부터 선도물질 및 개
발물질 창출까지의 전반단계(upstream)와 전임상(preclinical study)
이후 생산·판매까지의 후반단계(downstream)로 나누어 볼 때 최
근의 기술적 혁신은 주로 전반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다(<그림 Ⅴ11> 참조). <그림 Ⅴ-11>의 신약개발 과정 중 전반단계가 완료되
는 시점에서 대부분의 특허가 출원되고(patent application), 특허출
원 시점부터 최대 25년까지 특허권이 보장된다. 기존의 신약개발
방법론으로는 전반단계에 약 6~7년, 그리고 후반단계에 약 13년
이 소요되어 실제 시장에서의 매출을 통한 독점적인 특허권을 사
용할 수 있는 기간은 약 7~12년 정도로 알려져 있다.
신약개발에서의 혁신활동은 사실상 1900년대의 신약개발 초기
부터 존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주로 전반단계 중 후보물
질 발굴(screening)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기간을 단축함으로써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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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1>

포스트-지놈 시대의 신약개발 과정
전반단계(Upstream)

질환관련
기초연구

▶

선도물질 및
목적물질
▶ 개발후보
발굴
발굴

후반단계(Downstream)

▶ 전임상

▶

임상
(Ⅰ~Ⅲ)

▶ 허가

▶

생산
판매

화학정보학
생물정보학

조합화학

단백질체학

학문적 기능유전체학 초고속대량선별 구조유전체학 독성유전체학 독성유전체학
기반 화학유전체학
비교유전체학
생물학

(HTS)

조합화학

구조유전체학

의약화학

약리유전체학

FDA

약리유전체학 KFDA등

단백질체학

질병관련
유전자 및

연구 단백질확인
활동 기초연구
과학적기반

신약설계
단백질
구조확인

동물대상

인간대상

약리,

독성 및

안전성 및

약효확인

약효검증

약효검증

구축

신의 결과가 가시화되곤 했다. 그러나 다음의 <표 Ⅴ-19>에서 볼
수 있듯이 1990년대 중반을 전후하여 후보물질 발굴 속도에 큰 폭
의 변화가 발생하였고 이 시기로부터 신약개발에 있어 혁신의 유
형은 제품의 개선(indispensible)에서 진보적 혁신, 그리고 심지어는
근본적 혁신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신약개발에 있어서 BT 및 IT에 의한 기술 혁신이 가시화
된 것으로 다시 말해 신약개발의 화학기반이 생물기반과 eR&D
기반으로 옮겨감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2001년 2월에 인간유전체
서열의 99% 해독완성과 2003년의 완전해독 예상이 발표되면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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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시 목적물질 발굴을 위해 1일 처리 가능한 화합물
단위 : 건/일

시기
화합물 건수
/일

1900년대 1950년대 1970년대 1990년
1

10

100

500

1995년

2000년

2001년

5,000

10,000

100,000

식화된 포스트-지놈 시대에는 유전체정보(genomic information)에
기반하는 신약개발이 제약산업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대두하고 있
다. <그림 Ⅴ-11>에 나타낸 신약개발의 단계는 기존의 화학기반
신약개발의 경우나 생물기반 신약개발의 경우 모두에 필요한 단
계 및 과정이다. 하지만 BT와 IT가 도입되면서 학문적 기반에 변
화가 생기면서 연구개발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신약개발
성공의 가능성도 증가하는 혁신이 발생하였다고 하겠다(<그림
Ⅴ-12> 참조).
다음에 신약개발에 있어 BT와 IT에 의한 기술혁신의 양상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신약개발에 있어 BT에 의한 혁신
은 유전체 연구결과에 기반을 두고 있다. 유전체 연구 결과 인간
유전체는 2만 6,000～4만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며 세포에서는
이 유전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각종 메커니즘에 의해 약 10만개 내
지 100만개에 이르는 단백질이 생산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유전체 연구결과를 사용하여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되는 질병에 관련된 신약/단백질 후보는 일반적으로 5,000개～2만
개, 최대 10만개까지 예상되고 있다. 이는 유전체연구 이전의 신약
후보의 수가 약 500여개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신약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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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2>

신약 개발시 선도물질 발굴까지 걸리는 기간 및 가능성
신약개발기간
(연수)

선도물질
예상선도
물질확보

5
4

선별

예상목표 :

발현및분석개발
선도물질
목적물질 확인

예상선도물질확보
선별

목적물질확보

분석 개발
목적물질 확인

문헌분석/제휴

재래 방법
(순차진행, 저속처리)

3

약 10만개의
단백질

2
1

유전체학, 생물정보학

포스토-지놈 시대 방법
(병행진행, 초고속 대량 처리)

발의 가능성이 수십 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BT를 도구로 하는 신약개발에서의 혁신은 우선 전반단계 부분
에서 발생하여 연구개발 기간의 단축이나 신약발굴 가능성의 확
대 등으로 결과가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혁신과정은 여기에
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하여 향후의 혁신과정은
유전체, 단백질체, 그리고 생물체 내의 네트워크관계 등에 대한 생
물정보의 축적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후반단계
(downstream)까지 확산될 것이다(<그림 Ⅴ-11> 참조). 이는 보다
긴 연구개발 기간이 필요한 후반단계에 있어 학문적 기반이 되는
독성유전체학 등이 확립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기술혁신의 파
급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약개발에 있어서는 BT뿐 아니라 IT도 기술혁신에 이바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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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크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여 BT에 의해 축적된 유전체 연구
결과를 포함하는 생물정보에 기반을 둔 신약개발에는 슈퍼컴퓨터
와 네트워킹 시스템 등 각종 IT에 의한 혁신이 뒷받침하고 있다.
이미 연구개발의 추세는 유전체 서열과 단백질체 서열로 구성된
일차원적인 생물정보 DB의 구축단계로부터 각 유전자의 개별 혹
은 연관 기능 및 생체내 네트워크에 대한 파악으로 연구개발의
초점이 옮겨지고 있다. 이는 단백질을 포함하여 생물체의 대사에
관한 이차 및 삼차원적인 정보DB를 구축하고 다량의 생물정보 데
이터를 컴퓨터상에서 분석·조작하여 신약개발에 직접적으로 응
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향후의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는 가상현실(simulation
등의 기법으로)을 사용하는 컴퓨터상에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연
구의 중심이 기존의 젖은 실험실(wet, off-line, real laboratory)에서
인터넷 및 온라인(on-line)상의 건조한 실험실(dry, on-line, cyber
laboratory)로 옮겨지는 것으로 e-R&D 혹은 in silico17) R&D의 시
대가 온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R&D 환경의 전이는 초기
단계이며, 기존의 젖은 실험실에서의 검증과정은 당분간 eR&D와
병행되지만 그 역할이 장기간에 걸쳐 축소될 것을 생각된다.
이와 같이 IT를 혁신 도구로 하는 제약산업의 혁신기제(innovation mechanism)는 데이터의 축적 및 처리기술(DBMS), 슈퍼컴

17) 본고에서의‘in silico’
는 컴퓨터 실리콘 칩(silicon chip)에서 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물공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라틴어 표현인‘in vivo; 생체
내에서나 in vivo; 생체외 실험실 환경에서’
에 대응되는 표현이다. 즉, 생물공학기술을
사용하는 연구개발이 현실에 존재하는 실험실에서 생물체 등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던
것에 비교하여 양산된 생물정보를 컴퓨터상에서 분석하거나 조작하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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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터기술(Supercomputing), 소프트웨어 제작 기술 (S/W
Programming) 등을 사용하게 되므로 속도론적인 측면을 갖는다.
따라서 유전체 연구결과 등의 생물정보에서 기인되는 신약개발의
혁신은 전반단계에서 우선 발생하여 선도물질 발굴까지의 기간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고(기존의 6~7년에서 3~4년으로 단축) 점차
적으로는 후반단계에서도 혁신이 발생하여 전체 신약개발기간이
절반 이하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② 구조혁신: 국제 경쟁구도상의 혁신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약의 개발은 보다 다양한 학문적 배경과
고급 인력, 그리고 오랜 기간의 연구개발이 필요하여 자본의 비중
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기업간
에는 다양한 경로의 전략적 제휴나 M&A 등을 통하여 기술의 아
웃-소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기술기반을 기존의 화
학 중심에서 생물학 중심으로 옮겨가는 전환시기에 나타나는 산
업구조라고 볼 수 있으며, e경제 혹은 글로벌 경제체제하에서는
지역적인 제한도 없으므로 외국과의 연계나 협력도 원활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
주로 유럽지역에 모기업을 두고 있는 다국적 대형 제약회사들
의 경우 화학기반의 신약개발 체계를 유전체연구 결과에 바탕을
둔 생물학기반으로 옮기기 위하여 BT기반 벤처기업과의 연계나
제휴를 활발히 하고 있다. 이들은 BT기반이 먼저 자리를 잡았던
미국의 벤처기업들과 연계 및 협력을 시작하여 왔으며, 근래에는
영국, 독일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유럽의 BT벤처와도 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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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계를 시작하고 있다. 이는 다국적 대형 제약회사 내부의 연
구개발 체계나 생산라인(pipe-line)을 짧은 시간 내에 BT기반으로
전환시키기에는 규모상의 부담이 크므로 이와 같은 혁신의 부담
을 줄이기 위해 나타내는 혁신의 초기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궁
극적으로는 기업내부로 BT기반을 흡수하는 혁신과정을 진행시키
고 있다.
BT기반 벤처기업과의 연계와 더불어 다국적 대형 제약회사간
의 경우에도 전략적 제휴 및 M&A 등을 활발하게 진행시키고 있
다. 1999년의 경우만 보더라도, Glaxo Wellcome과 SmithKline
Beecham, Monsanto와 Pharmacia & Upjohn, Pfizer와 Warner
Lambert, Roche와 Genentech, Warner-Lambert와 Agouron 등이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 경
쟁구도상의 산업구조 혁신은 기술간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더욱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제약산업에서 신기술에
의해 증폭된 예상 선도물질과 신약후보의 규모가 초기 연구개발
에 소요되는 자본의 규모 역시 증폭시키는 과정에서 유발된 것으
로, 제약기업 각자의 생존이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
이라고 할 수 있다.
신약개발의 단계를 크게 전반단계와 후반단계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전반단계를 연구개발 단계로 그리고 후반단계를 임상 이
후의 상품화 단계로 볼 때, 단계별 혁신의 주체는 <그림 Ⅴ-13>에
서와 같이 변화한다. 이러한 구도에서는 대학 및 연구기관들이 깊
이 있는 기초과학 관련 연구기반 구축에 주력하여야 하고, 슘페터
의 역동성의 원리에 따라 중소 벤처 기업들이 산업의 초기 활성
화에 기여하여야 하며 이는 기존하는 다국적 대형 제약기업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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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밀한 연계로 이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신약개발의 단계가 후반으로 진행됨에 따라 시장에서의 가치가
증가하며 참여하는 기업군도 다양하게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Ⅴ-14> 참조). 현재 대부분의 다국적 대형 제약회사는 BT
벤처회사들로부터 전반단계를 아웃소싱하고, 가치사슬상의 상위를
차지하는 후반단계에 집중하고 있다. 즉 신기술에 기반을 두는 연
구개발은 외부에서 실시하여 내부로 흡수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
으며, 기존의 경쟁력으로 보유하고 있는 신약 상품화에 대한 노하
우(know-how)와 독점적 시장 확보력을 바탕으로 경영혁신이나

<그림 Ⅴ-13>

신약개발 단계에 있어서의 혁신주체 및 비중 변화

질환관련
기초연구

혁신
활동
주체

▶

목적물질
발굴

▶

선도물질 및
생산
임상 ▶
개발후보 ▶ 전임상 ▶
허가 ▶
(Ⅰ~Ⅲ)
판매
발굴

벤처
대학 및
연구기관

<그림 Ⅴ-14>

기업

신약개발 단계별 시장에서의 가치, 출현시점 및 참여기업군
임상/전임상
계약연구기관

가치

대형, 다국적

중소

DNA
서열분석
서비스기업

다국적 대형
제약기업

약물디자인기업
▶
▶
▶
개발후보
전도 물질
목적 물질
◀

▶
정 보
도구/분석/조작 ◀
기 술

▶
신 약
임상/전임상 실험

Biochip, Computer
관련기업(H/W, S/W)

◀

DNA서열분서기기, 관련
기기장비 제조기업

시장출현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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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혁신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정부정책
선진국의 경우 제약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주로 연구개발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치중되어 있다. 즉 산·학·연 전반에 걸쳐
서 프로젝트 단위로 직접적인 연구비 투자 형태로 재정 지출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적자본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등의 조세 제도를 통한 지원을 위주로 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
이 미국은 이미 1960년대부터 생물학을 비롯한 기초과학분야 연구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왔다. 이와 같은 공공자본 투자가 현
재 제약산업 혁신자원의 기반을 구축하였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1980년대 이후에 들어 그
동안 축적되어 왔던 혁신자원을 자극하는 혁신여건을 조성하고 있
는데 그 중의 하나가 생물산업육성정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
이다. 이러한 육성정책의 결과 1990년대 이후 미국에서 활성화되
기 시작된 BT 벤처의 창업, 특히 BT 기반의 신약개발에 관련된
벤처의 창업은 연이어 유럽에서도 붐을 이루기 시작하였다.
각국의 정부들은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센터 등의 하드웨
어적인 인프라와 연계 관계 지원, 금융제도 개선 등을 통한 소프트
웨어적인 인프라를 병행하여 구축 및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벤처
의 활성화는 연계나 제휴 등을 방법으로 하는 대기업의 참여로 이
어짐으로써 제약산업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제
약산업의 혁신에 의한 제품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
은데, 현재 시장에 나오고 있는 혁신적인 제품들은 1960~ 70년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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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자원에 투자되었던 자본이 현실에 출현하는 것이다. 즉, 1980년
대 이후에 더욱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온 공공 혹은 사적 연구개발
자본에 의한 제품은 아직까지 시장에 출현하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
약 20년 이후의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2) 선진업체의 혁신전략 : 다국적 대형 제약기업인 Bayer사의
BT기반 신약개발 사례
1863년 독일에서 작은 염료회사로 출발한 Bayer사는 현재 세계
150여개국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제약·화학 회사이다. 가히 역사
적인 제품이라 할 수 있는 아스피린을 비롯하여 화학기반 의약품
으로 기반을 잡아 세계적인 브랜드 특권을 누려온지 오래이지만,
이러한 Bayer 역시 근래 들어 신약개발의 기술기반을 BT기반으
로 옮겨가는 혁신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표 Ⅴ-20>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기술기반을 확보하여 내재화하고 있으며 많은 BT
기반 벤처 기업들과 공동 연구 등을 포함하는 제휴관계를 확립하
고 있다. 전략적으로 제휴관계에 있는 수많은 BT기반 벤처기업
중에서 Millenium Pharmaceutical(<표 Ⅴ-20> 참조)과는 심혈관계
및 암 등과 관련된 신약개발에 대한 계약을 가지고 있다.
Bayer와 Millenium간의 제휴 계약은 주로 신약개발을 위한 연
구개발에 있어서의 역할분담에 관한 것이다. 심혈관계 질환, 암,
골다공증, 바이러스 관련 신약 개발에 있어 연구개발의 초기 단계
인 후보물질 발굴까지를 Millenium이 담당하고 이후의 연구개발
단계를 Bayer가 담당하도록 제휴하고 있다(<그림 Ⅴ-15> 참조).
Bayer는 신약개발에 있어 Millenium 이외에도 다양한 기업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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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고도 복잡한 관계로 제휴하고 있다(<그림 Ⅴ-16> 참조). 이
러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Bayer는 신약개발에 있어서의 기술기반
을 생물기반으로 전환시켜가는 혁신과정에서 부담을 축소할 수
있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혁신초기단계에서 대기업과 중소벤
처기업이 나타내는 구도로 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Bayer와 같
<표 Ⅴ-20>

Bayer사 개요

소재지(설립연도)
홈페이지
CEO
매출액(달러)
연구개발비(달러)

독일(1863)
www.bayer.com
M. Schneider
309억 7,000만(2000년)
24억(2000년)
Bioinformatics
Combinatorial Chemistry
Genetic Engineering

제약관련 신기술기반

Genomics
High-Throughput Screening
Pharmaco & Toxicogenomics
Substance Libraries
ArQule(미국)
ComGenex(미국)
CuraGEN(미국)
Cybio AG(독일)

BT 관련 연구개발

Incyte Pharmaceuticals(미국)

제휴기업

LION Bioscience AG(독일)
Millennium Pharmaceuticals, INC(미국)
MorphoSys AG(독일)
Myriad Genetics(미국)
Oxford GlycoSciences(영국)

주：홈페이지의 자료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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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1>

Millenium Pharmaceutical사 개요

소재지(설립연도)

미국 매사추세츠 (1993년)

홈페이지

www.mlmn.com

CEO

Mark J. Levin

매출액(달러)
연구개발비(달러)

2억 1,320만(1999년)
1억 5,990만(1999년)
2억 6,870만(2000년)
3억 7,500만(2001년 예상)

연구분야

감염성 질환, 심혈관계 및 중추신경계 관련, 종
양, 염증 및 비만 등의 대사질환관련 신약개발
기반기술

제휴관계

Bayer AG.(심혈관계 질환, 암, 골다공증, 바이러
스 관련 신약후보물질에 관한 제휴)
Pfizer(항진균치료제의 개발 관련 제휴)
Roche Bioscience(천식 및 알러지 관련 제휴)
Pharmacia(유전체학 기술의 사용에 관한 제휴)
EliLilly(동맥경화증 및 종양학 분야의 제휴)
ILEX & Genentech(백혈병 치료제 관련 제휴)
Aventis Pharma(염증성 질환 관련 신약개발에
관한 제휴)
Wyeth-Ayerst Research(세균 및 진균 관련 질
환에 대한 신약 후보물질에 관한 제휴)

주：홈페이지의 자료 정리.

은 다국적 대기업은 BT기반을 내부로 흡수하여 혁신을 완성시키
게 된다.

3) 시사점

제약산업은 인간 유전체 지도의 완성 발표로 도래한 포스트지
놈시대에 있어 BT의 영향이 가장 큰 산업 부문임에 틀림이 없으
며 경제적으로 BT에 의한 부가가치창출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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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5> BT에 기반을 둔 신약개발 과정에서 Millenium사와 Bayer사간의 역할 분담

bayer

millennium

목적물질
(target)
탐색

▶

cDNA
확보

▶

재조합
단백질
생산

▶

초고속
대량
선별
(HTS)

▶

선도물질
발굴

▶ 검증 ▶

생산
개발

자료：http://www.eyeforpharma.com/east/presentation/wolf-dieter_busse_files/
frame.htm 재정리.
주주：자료 도면을 재정리하였음.

되고 있다. BT뿐 아니라 금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기술
혁신 경향의 하나인 기술융합(convergence)의 양상에 따라 IBM을
선두로 하는 많은 IT 기업들 역시 생물정보학(bioinformatics)을 기
반으로 하는 신약개발의 초기단계 사업(upstream 분야)에 참여하
기 시작하였다. 이에 Bayer, GSK, Pfizer 등 다국적 대형 제약회사
들을 중심으로 선도되어 왔던 제약산업은 BT와 IT 등의 신기술
을 신약개발과 각종 서비스에 도입하는 혁신의 과정을 거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기술혁신뿐 아니라 혁신의 연결고리라 할 수 있는 각 조직 간
의 관계와 구도에서도 혁신의 양상을 볼 수 있다. 이는 단지 기업
간 제휴(<그림 Ⅴ-17> 참조)뿐 아니라 기초연구를 담당하는 대학
이나 연구기관과의 연계도 포함된다. 이는 규모의 R&D로 인한
위험부담 및 경영효율 제고, 다학제간 기술인력의 필요성 등의 이
유로 산·학·연·관간 네트워크 및 협력이 불가피할 정도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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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6>

Bayer사 BT기반 신약개발 과정의 다양한 제휴관계

개발단계
신약개발

전임상

임상

인가

Ⅰ Ⅱ Ⅲ Ⅳ
목적
물질

유전체
기술
유전체학
분야

기능
유전체학

CuraGen
Millennium
LionBioscience

세포
분석

예상
선도물질

단백질학

합성화학

OGS
(Oxford
Glyco
Science)
ARQUL

선도
물질

약품
테스트

선별작업 동물실험

인체
임상

신약

약리유전체학

Greiner
Labortechnik
CuraGen
CvBio

자료 : http://www.eyeforpharma.com/east/presentation/wolf-dieter_busse_files/
frame.htm

요해짐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다.
결국 제약산업의 혁신메커니즘을 요약하면 대학, 연구기관, 중
소벤처, 대기업 등 다양한 혁신주체들의 개별 역량을 강화하고 그
들 간의 긴밀하고도 복잡한 네트워킹이 활성화되어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포스트지놈 시대의 신약개발에서는 연구·개발에
서 승인·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하나의 제약회사가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혁
신여건 하에서 조성된 네트워크 구도에서는 중소 규모의 국내 제
약산업도 혁신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하여야
한다. 국내의 제약기업들도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이러한 신약
개발의 단계별 국제협력 구도와 네트워크의 국제적인 아웃소싱에
주체 혹은 객체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중소벤처나 대기업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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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제약회사와 생물공학기업간의 제휴관계
Liilly

BMS

Astra

Pfizer

Bayer
Monsanto

RPR

AHP

Norvatis

Millennium

Celera
P&U

Roche

Incyte

HMR

Human Genorme
Science

BASF

Abbott

S.P.

Schering
Merk
Takeda

J&J
GSK

각이 혁신의 주체가 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하겠다.

( 3 ) 우 리 나 라제약산업의혁 신 역 량및 정책대응평가
1) 제약산업의 혁신역량
최근까지의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신약 개발 등에 있어 기술을
포함하는 혁신의 역량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외국제품의 모방을
통한 품목의 개발에 전력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체제는 부당경
쟁을 유발하여 회사의 경영을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영업위주의 방침으로 집중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제약회사들은
독자적인 연구개발보다는 대규모의 판매망을 유지하는 데 주력하
여 온 것이 현실이다. 한 예로 1998년과 1999년간 의약품 광고비
의 증가율은 28.5%인데 반해 제약회사의 평균 연구개발비 증가율
은 4.3%에 불과하였던 것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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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의 연구개발 환경을 살펴보면, BT나 신물질 관련 연
구뿐 아니라 대부분의 연구개발 사업이 공공자본에 대한 의존성
이 크고 사적자본의 비중이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현재의 국내
제약회사의 매출액 대비 평균 연구개발비는 약 5%에 불과하여
다국적 대형제약회사나 선진국 BT기반 신약개발 벤처기업들의
20～30%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 금액을 보더라도

<표 Ⅴ-22>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발전과정
시기구분

1950년대

완제의약품 수입판
매 단계

1960년대

포장 및 제형의 국
산화

1970년대

공정모방 및 개발
단계

1980년대 전반 신공정 개발단계

기술적 특징

산업정책

완제의약품 생산
지원
원료합성기술의
모방, 학습

원료의약품 생산
지원
국내합성원료 수
입정책

신공정개발에 의
한 독자적인 합성
기술 축적

완제의약품 수입
자유화
KGMP 도입

1980년대 후반

신물질창출 및 신약
개발 초기단계

생리활성 및 독성
시험 기술 축적

KGLP 도입
KGCP
정부의 신약개발
연구사업 실시
물질특허제도 도입

1990년대

신약개발 활성화단계

신약개발기술의
개발

의약분업실시
KGMP 전면실시

신약개발시대

신약개발기술, 생
명공학기술의 활용

생물의약개발 지원

21세기

자료 : http://biozine.kribb.re.kr/biozin/bi2001-1-2-1.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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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의 경우 제약회사들의 평균 연구개발비는 41억이지만 이 중
52%가 10억 미만에 해당되므로 실제의 매출을 연구개발로 재투자
하는 환경이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다.
기술역량을 살펴보면 1970년대의 모방과 학습에서부터 시작된
화학물질 합성기술과 공정기술은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
다(선진 최고기술 대비 약 80% 이상으로 추정). 하지만 독자적인
연구개발을 필요로 하는 신약개발의 역사는 아직 짧아서 국내에
서 독자적으로 개발된 신약은 1999년 현재 선플라 단 한 개에 불
과하다(<표 Ⅴ-22> 참조).
현재 국내 제약회사들의 역량으로 볼 때, 신약개발에서 상품화
까지를 독자적으로 완결한다는 것은 인적, 물적 자본 및 기술역량
의 부족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완제의약품조차도 원료의약품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대부분의 경
우 실제수익률은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제약회사의
대부분이 중소규모(1999년 기준으로 약 97%가 고용인력 300인 미
만)의 기업이고, 아직까지 모방 의약품을 위주로 하는 기존의
‘Me-Too Drug’
형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인적, 기
술적 기반이 미약한 상태이다. 이에 더하여 대부분의 기업이 기술
의 기반을 여전히 화학기반에 두고 있으며, 신약개발이란 전 과정
이 독점되어 막대한 자본과 다양한 기술이 기업 내에 내재화되어
야 가능하다는 경직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아웃소싱이나 네트워킹 등에도 적극적이지 못하다.
신약개발의 인프라 측면을 살펴보면, 신약개발의 후반단계 중
상품화를 위한 단계의 기반이 매우 약하다. 즉 신약의 승인 단계
에 있어서 전임상, 임상 등의 국내 시험 결과가 국제적인 공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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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3>
개발단계
건

수

국내 기업의 신약개발 진행 현황(1999)
개발원료

임 상

전임상

탐 색

합 계

1

22

33

71

127

자료：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1999).

을 받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국내 개발된 신약이라 할지라도
FDA 등 외국의 승인을 위해서는 외국의 인증된 계약시험기관
(CRO) 등을 통하여 후반단계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
재 OECD 기준 GLP 수준의 안전성평가센터가 화학연구소내에
설립되고 있으며(2001년 11월 완공예정) 몇몇 기업들이 신약개발
후반단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기술 측면의 역량을 살펴보면, 1990년대 후반부터 공공자본
지원이 집중되어 온 BT의 경우 양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2001년
11월 현재 국내 바이오 벤처의 수가 약 531개로 추산되는 등 성과
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중 향후 BT가 부가가치를 가장 핵심
적으로 창출하리라고 예상되고 있는 신약개발 부문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의 수는 30여개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식품 및 농업 분야
의 기업들이다. 신약개발의 전반단계의 혁신 주체인 대학이나 연
구기관들의 경우 역시 기초과학 부분의 역량이 확보되었다고 보
기는 어렵다. 대학 내외에 공동 혹은 협력 연구 등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산·학·연간 신뢰에 기반을 둔 네트워크 형성이 어
려워 역량 강화의 시너지 효과를 못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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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약산업의 경제성과
1897년에 동화약방(현 동화약품)의 활명수가 국내시장에 나온
근대 의약품의 첫 제품이기는 하지만 국내 제약산업은 195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었으며 1960년대에 들어와 수입의약품의 제형
및 포장, 공정의 국산화 등의 활동에 의해 기반을 잡기 시작하였
다(<표Ⅴ-22> 참조). 정부의 국내시장 보호정책의 울타리 안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발전을 해오던 국내 제약산업은 1980년대의 완제
의약품 수입자유화와 1987년의 물질특허제도의 도입에 의해 국제
경쟁구도의 한가운데로 들어서게 되었다. 이 후 본격적으로 독자
적인 신약개발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국내의 신약개발
역사는 10년여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시장개방은 정부와 민간
양자에게 신약개발의 필요성을 주지시켰고, 이에 따라 정부의 신
물질 창출 국책연구사업이 조성되었으며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
기로 약물검사 등의 목적으로 생리활성 및 독성시험기술 등이 국
내에 확보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신
약개발에 대한 연구개발의 결과로 SK-케미칼이 최초의 국내개발
신약인 선플라(항암 주사제)를 1999년에 국내에서 승인받기에 이
르렀다.
1999년 기준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4%이
며,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는 선진국의 경우 약 10~
25%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5% 정도이다. 또한 1999년 현재 우리
나라 제약산업 중 의약품 생산규모(위생용품 및 의약부외품은 제
외)는 1998년 대비 3.9%포인트가 증가한 7조 5,048억원으로, GDP
대비 제약산업의 비중은 1.7%, 제조업 전체에 대한 비중은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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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하지만 제조업내의 비중은 1999년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작은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1997년 6.14%, 1999년
5.35%) 산업내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
3) 혁신지원 관련 정책대응 평가
1960년대 이후 정부의 폐쇄적인 국내시장 보호정책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은 모방 및 개량의약의 형태로 의약품을 생산하면서 내수
를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에 통상압력에 따
른 의약품 수입자유화 조치와 물질특허제도의 도입에 따라 다국적
대형 제약회사들이 국내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제약산
업은 일종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 이러한 외압
에 의한 개방은 국내 제약산업에 국제경쟁시대로의 혁신 기회이기
도 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도 물질특허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신약개발 기술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제경쟁시대에의 대응
정책으로 화학연구소 내에 신물질 창출 국책연구사업단을 조직하
면서 정부의 신약개발지원 정책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편, 금세기 이후 제약산업의 혁신도구라 할 수 있는 생물공학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에도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Biotech
2000, 1994～2007년)이 1993년에 수립되었다. 이를 토대로 하는 총
16조 310억원(정부 5조 7,560원)의 사업이 1994년부터 착수되었으
며, 현재 제2단계(1998～2002년)의 계획이 과학기술부의 주관하에
범부처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2000년에는 산업자원부의 주관
하에‘생물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5개년 계획’
(2001～2005년)
이 수립된 바 있으며 역시 이를 토대로 하는 생물산업 발전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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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사업이 3조 7,800억원(정부 2조 6,587억원) 규모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공공자본의 연구개발 투자는 대부분 응용 및 개발
연구분야에 치우쳐 있다. 이는 생물공학기술분야를 포함하는 전반
적인 기술분야에 해당되는데, 2001년 국가 과학기술위원회에서 발
표한 200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및 평가 결과 자료
에 의하면 2000년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단지 18%만이 기초연구에
투자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1999년의 19.9%에서 0.7%
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실제 중앙 정부부처 간에 역할분담이 요구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행되거나 계획되고 있는 세부 사업들
을 세밀히 살펴보면 단기간 내 시장에 도출될 수 있는 응용 및 개
발연구 분야의 비중이 부처에 무관하게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이
는 단기간 내의 성과를 목표로 하게끔 하는 정부내의 평가체제와
도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자본의 투자환
경은 사적자본이 투자를 꺼리는 기초연구 분야에 공공자본이 투
입되어야 하는 공공자본 본연의 역할이 도외시되게 하고, 사적자
본 시장 역시 공공자본에 의존토록 왜곡시키는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공공자본 투자구조는 단기간 내의 경쟁력
향상에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의
혁신자원 구축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기술기반의 열등성을 끝내
극복 못하는 계속적인 기술종속성을 예상케 한다.

(4)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국내시장이 개방되고 1980년대 후반에 물질특허가 도입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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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내 제약산업은 많은 부분 위축되어 있음이 사실이며 중소업
체의 생산은 모방의약품 등 사양품목에 한정되는 반면, 대기업의
경우는 광범위한 국내 판매조직을 기반으로 외국기업과 품목제휴
나 합작을 추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다국적
기업의 현지 판매망으로 전락해버릴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제 경쟁구도에서의 종속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약,
원료의약품 및 중간체 화합물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약산업의 혁
신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약산업은 BT를 비롯하는 첨단기술의 영향이 크고 시장 순환
의 속도가 빠르므로 유연하고도 신속한 대응능력이 필요한데도

<표 Ⅴ-24>

신약개발을 통한 제약산업 혁신을 위한 국내 제약산업의
SWOT 분석
강

- 의약화학(합성화학)의 발달
- 우수한 인력
- 일부 최첨단 시설 보유
(방사광 가속기, 슈퍼컴퓨터)

기

약

점

- 고유한 화합물 라이브러리의 부
족
- 제약회사들의 경직된 화학기반
환경
- 매출액대비 소규모 연구개발비
(사적자본분야)
- 기초과학분야의 학문적 기반 취약

회

- 포스트-지놈 시대의 새로운 패러
다임 및 신약개발의 가능성
- 범국가적인 바이오붐(대규모의
공공자본투자 의욕)
- 국내 대기업 중심의 신약개발 열
기 및 성공 사례

점

위
-

험

다국적 대형회사의 독점적 권력
선진국의 첨단기술, 학문기반 선점
국내의 소규모 자본시장
국내 생물산업의 소극적 시각
산학연간 효율적이고 신뢰있는
네트워킹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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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국내의 사회적·문화적 경직성이 매우 크다. 실질적으로
신약개발의 경우는 더욱 자본 및 기술 집약적 연구·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이나 제휴의 관계가 요구되고 있는
데 국내 환경은 조직 내부에서조차 협력의 문화가 부재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제약산업 혁신역량의 강화를 위한 과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제약산업과 주변환경의 주요 특성들을 나열해 보았다(<표
Ⅴ-24> 참조).
여러 가지 중에서 신약개발을 통한 제약산업 혁신을 위해서는
기초과학 기반이 취약한 것이 현재의 약점 중 가장 치명적인 것
이라 할 수 있다. 신약개발을 위한 학문적인 배경은 화학, 생물,
의학 등 기초과학분야라 할 수 있으며, 이 기초과학분야의 축적된
지식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제약산업, 그리고 보다 넓은 의
미의 의약산업의 혁신을 위한 자원이다. 이와 같은 기초과학분야
의 지식은 단시일에 축적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다 장기적인 시각
의 공공자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의 경우 최근의 생물공학 기반 신약들은 1960~70년대에
공공자본이 대학 및 공공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기초과학분
야에 투자되어 도출된 연구결과들이 사적분야(private sector)로 흡
수되어 시장에 등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공공분야(대학, 연
구기관 등)에의 공공자본의 투자가 사적분야(회사, 시장 등)로 흡
수되어 시장에 나오는데 걸리는 기간이 약 30년 이상임을 보여주
고 있다. 물론 발전속도가 빠른 신기술에 기반을 둔 포스트지놈
시대에는 그 기간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여전
히 공공자본의 투자는 인내를 가진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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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공자본에 기반하는 정부주도 연구개발사업 투자정책
이 재고될 필요가 있다. 적어도 공공자본이 투자되는 연구개발분
야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기초과학과 기초기술분야의 기
반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공공자본으로 지원되고 있는 연구개
발 사업들은 단기성과 위주의 응용기술분야에 치우쳐 있는 경향이
크므로, 공공자본의 투자환경을 개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공공자본으로 투자된 연구 및 결과에 대한 관리를
선진화하여야 하겠다. 우선 대학이나 공공 연구기관 등에 투자되
어 나온 연구개발 결과물(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
는 보다 전문적인 독립조직이 도입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혁신네
트워크 상의 연결 고리라고 할 수 있는 기술이전 기관도 포함된
다. 이러한 조직은 적극적인 네트워킹 서비스를 수익모델로 하여
현재 개인 연구자별로 추진되고 있는 기술이전의 비전문성을 극
복하고 혁신 엔진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신약개발 후반의 상품화 단계에 대한 인프라 강화도 제약산업
의 혁신을 위하여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사항이다. 국내 제약산업
은 중소기업 또는 중형기업 중심의 산업조직으로 경쟁력이 상대
적으로 취약한 편이었지만, 대기업들의 제약산업 진출과 기존기업
들의 기술 개발력이 향상되면서 업계의 신약개발에 대한 투자와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그
로 인해 신약개발을 위한 기업의 연구개발은 최근 들어 어느 정
도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전임상 및 임상시험 등 상품화
단계의 기술수준 및 기반시설 등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어 국내
기업이 신약후보를 개발하고도 신물질이나 특허 기술 등의 국내
상품화를 포기하고 직수출(licensing-out)로 이어지는 이유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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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나열된 약점 중 나머지들은 기업측면의 혁신이 요구되는 부분
들이다. 제약산업의 미래시장에서는 개인 맞춤약 등 다품종 소량
상품이 주도할 것이므로 국내 제약회사들도 지금까지의 시장지향
적 성장전략에서 기술지향적 개발전략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업 내에 사적자본의 연구개발 투자도 활성화시켜야 하
고 신기술을 흡수하여 신약개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혁신을 추
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약기업의 신약개발을 위한 연
구개발 투자가 실질적인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금융 및 세제
의 측면에서 적절한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의약품 유통구조, 약가제도 등의 근본적인 재검토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광고나 유통에 치중되어 왔던 사
적자본을 기업의 연구개발로 유인하여야 한다. 제약기업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체기술에 대한 분석을 선행한 뒤 신기술에 기반
하는 신약개발의 가치사슬 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을
도입함과 동시에 연구개발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전략을 추진
하여야 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 제약산업 내에도 전략적 제휴가 확산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마케팅이나 물류·유
통 분야의 제휴로 연구개발에 관한 전략적 제휴 건수는 1999년 현
재 30%에 못 미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제약산업 내에서 현재 이
루어지고 있는 기술도입의 형태도 합작투자나 품목제휴의 형태가
다수이다. 완제품의 수입, 상표의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품목제휴
등의 기술도입은 당연히 기술혁신과는 상반되는 면이 있다. 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이와 같이 소극적인 기술도입을 상대적으로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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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고, 보다 적극적인 기술도입의 형태인 공동연구 혹은 기술료
지급 등을 통하여 기술을 도입하도록 유인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구축하여야 하겠다.
한편 제약기업의 혁신을 위한 단기 정책으로 특허권리의 만료
를 가까운 미래에 앞두고 있는 제품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의약
(generic drug)에 대한 생산 및 상품화 전략도 필요하다. 이는 의
약품의 생산기지로서 입지를 강화하여 국제 경쟁구도상 중국에
대한 비교 우위를 차지하여야 하며 수입초과를 보이고 있는 의약
산업의 무역수지를 단기간에 개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약개발
을 위한 중간기술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Ⅴ-24>에 나열한 위험요소 중 가장 위기감을 가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는 산·학·연·관간
의 긴밀한 연계 및 협조를 위한 전략적 네트워크 환경이 미비하
다는 것이다. 신약개발을 통한 제약산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점점
더 자본 및 기술 집약적 연구·개발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별기업이 독자적인 신약개발 시스템을 다 갖추기보다는 가능한
한 연구개발력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공동연구개발체제 등의 협
력 체계를 갖추는 것이 국내 제약산업의 혁신에 필수적인 환경이
다. 즉, 대학은 생물학 및 의학 관련 기초연구를 통한 기술기반 구
축과 인재양성을, 연구소는 신물질에 관한 정보 분석, 설계, 합성,
스크리닝, 독성시험 및 관련 응용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며, 기업은
개발응용 연구, 기업화연구 및 생산체제 확립에 주력함과 동시에
유연한 아웃소싱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단지 국
내의 협력·연계에서 그치지 않아야 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
적인 신약개발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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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산업 혁신역량 분석의 정책적 시사점
국내 산업은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급인력의 양
성과 과학기반과 산업과의 밀접한 연계성, 신기술 투자환경, 사회
의 유연성 면에서 만족할 만한 역량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산업혁신 강화 전략이 동 분야에 대하여
집중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지원정책은 산업성장 초기
단계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는데 철강산업의 철강공업육성법
에 의한 직접적인 지원, 이동통신산업의 보조금정책, 제약산업의
생명공학육성법 등이 있다. 초기에는 산업에 대한 직접·간접적인
지원을 모두 포괄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기술개발 등 간접지원
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개발력
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경쟁환경 변화에도 적절하게 대응한 것
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시스템상의 분야별 혁신역
량과 정책적 대응방안이 필요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우선 철강산업의 성장과정에 있어서 정부는 초기에는 직접적인
금융, 제도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확보하도록 하였
으며 최근 들어서는 간접적인 지원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핵심기
술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을 주로 하고 있다. 국내 철강산업은 그
동안 철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등 우호적인 혁신여건하에서 기술발전, 인적자원, 생산성있
는 설비 및 자본형성 등 혁신역량을 꾸준하게 강화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급격하게 경영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산업내에서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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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성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또한 최신기술 변화를
선도하는 기술혁신 노력이 강화되고 있으나 기술혁신과정이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주도되고 있어 정부-연구개발-기업-수요업계를
포함하는 가치사슬 전 과정에 걸친 연계성의 강화뿐만 아니라 철
강산업 내에서도 업체간 협력-연계시스템이 동시에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동전화기산업은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따라 경쟁체제가 구
축되는 과정에서 기술개발에 따른 서비스 상용화 및 제품의 성능
향상, 경쟁도입에 따른 내수 확대를 기반으로 하여 괄목할만한 산
업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여전히 원천기술 확보와 핵심부품 개
발에서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동 산업의 안정적인 성
장을 위해서는 핵심역량에 기초한 기술개발, 내수기반 확충을 위
한 관련 법·제도들의 환경정비, 그리고 제조업체의 마케팅력 제
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 서비스도입과 관련된 정부의 산업정책적
고려 등이 요구된다. 특히 데이터 통신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
제도 개선 등의 환경정비가 요구되며, 신규서비스 도입이 국내 산
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이동통신 제조업과 서비스부문
간의 균형적인 산업발전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반도체산업은 연구개발 성과가 바로 산업화로 직접 연계되고
신규제품의 출시 및 시장퇴출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갖
고 있어 산업혁신이 새로운 기술적용에 따른 신규제품 출시 및
이의 시장진출이 즉각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진보적 혁신
(progressive)뿐만 아니라 시장수요를 선도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연관
분야와의 기술융합 및 차세대 메모리 등 선행기반기술 확충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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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연구개발 및 기술실용화에 있어서 국내 혁신주체간 네트
워크 및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전략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공부문 연구개발의 지원강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미래지향적 기술개발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확대
를 통해 기업의 위험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전형적인 과학·기술집약형 산업인 제약산업에 있어서는 전 단
계에 걸친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우선 기초·기반
연구에 대한 투자가 보다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산·학·
관·연의 네트워크 및 선진국과의 전략적 제휴가 효율적으로 구
축되어야 하고 경영전략도 단기적·성과지향적 성장전략에서 기
술지향적 개발전략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공
공자본으로 투자된 연구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관리를 선진화하
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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