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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통적으로 서비스산업 위주의 경제발전을 이룩해 온 영국이 생명공학산
업의 부상 등 미래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새로운 제조업전략을 마련하
여 시행하고 있다. 영국 통산산업성(DTI)은 2002년 5월‘제조업전략’
(The
Government's Manufacturing Strategy)과 2004년 7월‘제조업전략에 대한
검토보고서’
(Review of The Government's Manufacturing Strategy)를 통
해 영국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과제로 거시경제
의 안정성, 투자, 과학과 혁신, 최우수관리 기준의 적용, 숙련기술과 교육,
현대적 인프라, 적절한 시장구조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민간전문가가 주도
적으로 참여한 산업포럼(Industry Forum)과 혁신·성장팀(IGT : Innovation
and Growth Team)을 통해 각 업종별 세부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영
국 통산산업성의 이러한 제조업 육성 전략은 정보통신,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새로운 기술발전으로 인한 미래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관련 과학기반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촉진, 지식의 이전 및 네트워크 조성 등과 관련해
시사점을 주고 있다. 또한 기업활동기반 조성 등 일반적인 접근에 있어서는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지지만 업종별 세부적인 발전전략 마련과 추진에는
민간이 주도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설정한 방향 아래서 민간의 자율성과
시장의 기능이 최대한 잘 발휘되도록 한 정책의 운용도 많은 시사점을 주
고 있다.

1. 서 론
주요 선진국 중 영국은 대표적인
서비스업·수출 중심의 발전모델에
의해 성장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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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이러한 영국에서도 제조업이 영
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결코
작지 않아 2004년 현재 제조업은
GDP의 1/6, 수출의 50% 이상, 전체
민간 R&D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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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약 350만 명의 인력을 고
용하고 있고 공급망(supply chain)과
관련 서비스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더 많은 고용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
한 제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제
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이고 낙
후된 이미지에 의해 영국의 제조업은
우수한 인력의 고용이나 주식시장에
서의 투자자금 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한편,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급진
전되면서 다른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
지로 영국 제조업체들도 저비용, 고품
질 제품 생산을 위한 더욱 치열한 경
쟁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정보통신
과 생명과학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이 크게 확대되는 등 미래
산업구조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보통신, 신소재산업, 바이오기술,
에너지, 나노기술 등의 기술분야와 강
한 기초과학 기반을 가지고 있는 영
국에 제조업을 둘러싼 이러한 환경변
화는 도전과 동시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영국의 통산산업성(DTI :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이하 DTI)은 2002년 5월에‘제조업
전략’
(The Government's Manufacturing Strategy)을 발표, 시행하였
고, 2년 뒤인 2004년 7월에는‘제조

업전략에 대한 검토보고서’
(Review of
The Government's Manufacturing
Strategy)를 발표해 2년간의 실적을
평가하고 향후 중점적으로 수행할 실
행계획을 선정하였다. 또한‘제조업 전
략’
의 구체적인 업종별 지원정책으로
만들어진 업종별 혁신·성장팀(IGT :
Innovation and Growth Team)에 의
해 주요 업종별 발전 전략이 마련되었
다. 많은 전통 주요 제조업종에서 미국
과 독일 등 경쟁국들에 뒤져왔던 영국
은 이러한 DTI의 新제조업 육성 전략
에 힘입어 줄기세포 분야 등 생명공학
기술에서 앞서 나감으로써 차세대 의
약품을 비롯한 생명공학산업에서 최선
도 국가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 DTI의 여러
제조업 발전 전략을 검토함으로써 미
래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국내 제
조업 정책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도
출하고자 한다.

2. 영국 제조업의 현황
영국 제조업은 최근 수년간 지속적
인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표
1>은 2000년을 기준으로 하여 2002
년부터 2004년까지 OECD 국가별 산
업생산 수준의 변동추이를 보이고 있
다.1) 영국은 2000년 산업생산규모를

1) 산업생산에는 광업(기름 채취 포함), 제조업, 에너지 생산업종에 의해 생산된 재화를 포함하는
데, 본 연구에서는 산업생산 내 광업 및 에너지 생산과 제조업 비중이 일정하다는 가정 아래 산
업생산과 제조업생산 동향 추이가 같다고 가정하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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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OECD 국가들의 산업생산 변동 추이
2000년 기준
가중치

캐나다
멕시코1)
미 국
오스트레일리아
일 본
한 국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공화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 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2)
스위스
터 키
영 국
OECD 전체3)
주요 7개국3)
OECD 유럽3)
EU 15개국3)
유럽지역3, 4)

4.1
3.3
31.5
1.6
14.5
4.4
0.3
0.9
1.0
0.7
0.5
0.6
5.0
8.3
0.4
0.5
0.6
5.4
0.0
1.4
1.0
1.5
0.6
0.3
2.8
0.9
0.7
1.9
5.4
100.0
74.2
40.4
35.3
28.5

2002

2003

2004

97.5
96.4
96.2
103.3
92.6
108.8
104.0
103.6
100.3
116.6
103.0
102.0
99.8
99.2
99.0
106.4
118.5
97.4
105.2
100.1
99.6
101.8
102.7
113.5
98.7
98.8
94.0
100.0
96.0
97.8
96.2
99.7
99.1
99.7

98.3
96.3
96.1
103.8
95.4
114.2
105.0
105.6
101.0
123.4
103.2
103.2
99.4
99.6
99.3
113.2
124.3
96.9
110.7
97.7
95.5
110.7
102.6
119.5
100.1
100.2
94.0
108.7
95.5
98.9
96.7
100.7
99.2
99.9

101.8
100.0
100.1
103.5
100.5
126.1
109.0
112.0
104.3
135.6
103.2
107.6
101.6
102.6
100.2
122.6
124.9
96.2
117.8
100.2
97.4
124.8
94.6
124.4
101.6
105.4
98.0
119.4
96.2
102.9
100.1
103.6
100.9
101.7

자료 : OECD, Industrial Production for OECD Countries, 2005.
주 : 1) 건설업 포함.
2) 연간수치는 공식적인 연간수치를 말하며 월별 수치의 평균과는 다름.
3) 총수치의 가중치는 2000년도 산업내 GDP와 GDP 구매력 평가설로 도출.
4) OECD 수치는 설명서의 유럽지역 통계 처리 부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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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이라 했을때 2004년 현재 96.2를
기록하여 2000년에 비해 감소세를 벗
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생산 감소는 G7 내 기타 주
요 국가인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와 비교하여도 두드
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

<그림 1>

조).
이러한 제조업 생산의 감소는 투자
감소와 같은 변동 추이를 보이고 있
다(<그림 2> 참조).
이러한 제조업 생산 및 투자의 지
속적인 감소는 DTI의 ‘제조업전략’
의 주요 배경이 되었다.

OECD G7 국가들 간의 산업생산 변동 추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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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OECD, Industrial Production for OECD Countries, 2005.

<그림 2>

영국 제조업의 투자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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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DTI, Review of the Government's Manufacturing Strategy,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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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영국 제조업의 민간 연구개발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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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DTI, Review of the Government's Manufacturing Strategy, 2004.

<그림 4>

영국 제조업의 생산성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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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DTI, Review of the Government's Manufacturing Strategy, 2004.

한편, 투자와 생산성 감소에도 불구
하고 민간 연구개발과 생산성은 상승
세를 유지하여(<그림 3>, <그림 4> 참
조), 세계경제가 회복세에 들어가고
생명공학 및 나노기술 등을 기반기술
로 하는 새로운 산업구조로 변화될 경
우 영국 제조업이 새롭게 재도약할 수
있다는 전망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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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 제조업의 발전비전
(1) 비전과 전략수행 방법
1) 비전과 목표
DTI는 영국의 제조업을 고숙련
(highly skilled), 지식집약적(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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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ge-intensive), 고 생 산 성 (highly
productive), 혁신적인(innovative)
성격으로 전환함으로써 신공정과 고품
질의 신제품을 개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비전을 가지고‘제조업전략’
을 수립하였다.
2) 전략수행 방법
DTI의 제조업 전략은 국가적, 지역
적, 업종별 차원에서 각각 다른 제조
업 지원 정책을 마련하였다. 먼저, 국
가적 차원으로는 GDP의 안정적인 성
장, 물가안정과 낮은 이자율 등 안정
적인 거시경제를 운용하고 R&D 조세
감면, 과학 및 연구기반, 기술이전에
대한 투자 증대, 제조업 주무부처로서
의 DTI의 조직 혁신 등의 지원정책을
마련하였다. 지역적 차원의 지원정책
으로는 각 지역개발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y)가 최대한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가운데서도 DTI의
지역 지원책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여
운용하도록 했다. 업종별 지원정책으
로는 정부와 산업계 공동으로 업종별
혁신·성장팀(IGT)을 구성, 미래산업
의 모습을 결정할 핵심적인 이슈를 규
명하고 영국 기업들이 이러한 이슈들
에 대해 가장 잘 대비할 수 있는 구체
적인 방법을 제시하도록 했다. 그 구
체적인 전략수행 면에 있어서는 제조

업체들의 잠재력 실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 산업계, 노동조합, 지역
개발기구와 같은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공동참여 속에서 세부정책을 입안, 수
행하는 정책실행구조를 수립한 것이
주요 특징 중 하나이다.

(2) 영국정부의 제조업 전략
DTI는 비전달성을 위한 일곱 가지
정책과제(seven pillars)를 제시했는
데 각각의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거시경제 안정성
거시경제의 안정성은 물적, 인적 자
본에 대한 투자 확대 및 기업들의 장
기 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제조업 성장의 기반이 된다. 영국정부
는 2002년 ‘제조업전략’
에서 투명성
과 책임성 등에 기초한 거시경제 틀을
유지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재정
정책 운용방안을 제시했는데 영국의
각종 거시지표들은 영국정부의 거시안
정정책이 성공적이었음을 보여 준다.
영국은 2001년에 시작된 전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한 분기도 침체를 겪
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한 유일한
G7 국가로서 2004년 중반까지 47분기
연속 성장 기록을 보이고 있다.2) 2003

2) GDP는 제조업 부문 외에도 서비스와 기타 1차 산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 GDP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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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경우 GDP가 2.3% 성장하여 평
균 0.4% 성장한 유로지역을 앞서고
있고 인플레이션 역시 1960년 이래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부채수준도 GDP
의 약 36% 수준에서 안정화되어 있
다. 이러한 거시경제환경의 안정은 제
조업환경의 개선으로 이어져 영국산업
연합(CBI : 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기업의 수익장애율이 최근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3)
2) 투 자
최신의 효율적인 공정과 장비, 첨단
기술, 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는 혁신
제고를 통한 제조업 성과의 선순환 구
조를 창출한다. 그러나 영국은 근로자
1인당 투자 수준이 미국이나 독일에
비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2>
참조). 영국정부는 민간의 투자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금융시장의 불완
전성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먼저, 창업단계에
있는 기업을 위한 창업성장펀드

(Early Growth Fund)를 잉글랜드의
9개 지역에 설치하고 또한 중소기업
을 위한 지역벤처자금 펀드(Regional
Venture Capital Fund)를 평균적으
로 약 5만 파운드에서 10만 파운드
사이의 규모로 지원하였다. 이 외에도
자금조달 지원 및 각종 조세제도를
통한 지원책을 통해 투자증대를 꾀하
고 있다.
3) 과학과 혁신
혁신은 고부가가치상품 개발, 환경
친화적이며 보다 효율적인 공정 개발,
그리고 향상된 사업모형 개발에 있어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영국정부는 제
조업 분야의 혁신성과를 제고하기 위
해 대학과 연구기관 등 영국의 우수
한 과학기반 활용 및 국내외 기술이
전의 극대화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최근 대기업 대상
R&D 세액공제를 새로 도입하였는데,
그 결과 지식이전 활동이 증가하여
1994~98년 기간에는 연평균 70여 개
에 불과하던 스핀오프 기업이 1999~
2000년 기간에는 203개, 2000~2001

속적인 증가는 <표 1>, <그림 1> 등에서 나타난 최근 수년간의 영국 제조업의 생산 감소에도 불구
하고 서비스산업과 기타 산업의 생산증가가 제조업 부문의 생산 감소를 상쇄했음을 보여준다.
3) 수익장애율(hurdle rate of returns)이란 할인현금흐름 분석에서의 요구수익률에 해당하는 것으
로 특정 투자안의 기대수익률이 이 비율보다 낮다면 그 투자안은 기각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채택된다. 이때, 개별 투자건의 수익장애율은 자본비용과 투자 관련 위험프리미엄에 의해 좌우
되는데 거시경제환경의 안정은 위험프리미엄 감소를 통해 수익장애율 저하를 가져옴으로써 투
자증대에 기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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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기간에는 248개, 2001~2002년 기
간에는 213개가 창업되었다. 영국정
부는 이러한 혁신증대를 통해 주요
경쟁 대상국과의 생산성 격차가 줄어
들 것을 기대하고 있다.
4) 최우수 제조기준(Best Practice)
제조과정에 있어 최우수 제조기준
의 적용은 지속적인 향상과 경쟁력 및
생산성 증가를 통해 혁신과 투자가 수
익성 높은 제품으로 전환되는 데 결정
적인 역할을 한다. 영국 CBI의 국가제
조업위원회(National Manufacturing
Council)는 영국이 경쟁국가의 최우수
제조기준 수준을 확보한다면 약 600
억 파운드의 GDP 증가가 가능할 것
으로 추정하고 있다.
영국정부는 최우수 제조기준의 향상
을 위해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 제
조업 자문서비스 기관(MAS: Manufacturing Advisory Service)을 설치
하여 각종 무료 사업진단, 자문서비스
제공 및 심층적인 컨설팅 프로젝트를
통한 지원을 실시하였는데, 제조업 자
문서비스 기관의 이러한 활동은 2004
년 3월까지 기업 생산 활동에 총
5,300만 파운드의 부가가치 창출효과
를 가져왔다.
또한 파트너십 기금(Partnership
Fund)을 확충하여 혁신과 작업장에
서의 파트너십을 촉진하는 150개의
프로젝트를 설립하였고 이를 통해 작

업장에서의 결근율 및 이직률 감소,
분쟁감소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각 업종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선도기업들이 중심이 된 산업포
럼(Industry Forum) 역시 약 1,700
여 개 참여 기업들의 생산성 증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건설장비업종의
경우 약 1,200만 파운드, 화학물질 가
공업종의 경우 약 6,100만 파운드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었고, 철강업종의
경우 약 38%의 노동생산성 증가효과
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산업포럼을 통
해 지출된 예산 1파운드는 기업별로
약 5파운드에서 10파운드의 편익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숙련기술(Skills)과 교육
숙련기술은 생산성 향상의 주요 요
인으로 영국의 국립경제사회연구원
(National Institute of Economic
and Social Research)의 분석에 따르
면 영국과 프랑스, 독일간의 생산성
격차의 약 20%는 낮은 기술수준과
숙련기술자들에 대한 수요가 낮아서
발생한 결과이다. 영국정부는 노동자
들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기업들
의 숙련노동자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
해 정부, 고용자, 노동조합이 참여하
는 숙련기술연합(Skills Alliance)을
만들어 고용자가 필요로 하는 기술수
준과 노동자의 숙련수준 간격이 좁혀
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2005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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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용자훈련원(Employer Training Pilots)을 지방에 설치하여 각
지역에 있는 고용자와 노동자가 필요
한 직업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
다. 2004년 7월 현재까지 6만 명의 수
강생과 1만 명의 고용자가 고용자훈
련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대학
과 각종 훈련프로그램 제공 기관과 협
력하고 있다. 영국정부의 이러한 숙련
노동자 양성 프로그램의 결과, 1997년
7만 5,800명이었던 현대적 도제수련
생이 2004년 25만 5,000명으로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국 노
동자의 숙련수준은 아직도 경쟁국가
들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DTI는 현
재의 숙련노동자 양성 정책이 지속적
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평가하
고 있다.
6) 현대적 인프라
효과적인 운송체계는 인적, 물적 자
원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이동을 가능
하게 하고 광대역통신을 비롯한 통신
체계는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의사소통
을 증진시킴으로써 생산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생산성 향상을 가져온다. 수
송인프라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과소
투자를 했던 영국은 10년 수송계획
(10-Year Transport Plan)을 진행하
여 열차 및 전략 도로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광
대역통신에 대한 투자도 증가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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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53%, 2003년 63%였던 광대
역통신 접근성이 2004년 현재 85%까
지 확대되었는데 이는 G7 국가 중 미
국과 함께 공동 3위에 해당하는 수준
이다. 영국정부는 수송체계 및 광대역
통신 등의 통신체계의 지속적 확충이
국가경쟁력 제고에 관건이 된다고 보
고 지속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7) 적절한 시장구조(Right Market
Framework)
현대 제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경
쟁적이고 역동적인 시장과 시장참여자
(기업, 소비자, 근로자, 투자자 등)가
필요하다. 영국정부는 영국을 제조업을
위한 최상의 사업환경을 구비한‘제조
업기지’
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업
법(Enterprise Act)을 도입하여 경쟁
환경을 강화하고, 유럽시장이 보다 경
쟁적이고 통합될 수 있도록 그 개혁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
를 개혁하고, 영국 기업에 시장이 개방
될 수 있도록 세계자유무역질서 확대
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DTI는 산업계와의 다양한 정
보교환 창구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
는데 DTI 내 바이오과학 담당 부서는
줄기세포와 관련된 법령 제정을 선도
함으로써 영국이 줄기세포 분야에서
세계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선도 과학
자들을 영국으로 끌어들이는 데 큰
기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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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조업 전략 검토보고서」에
나타난 실행계획(Action Plan)
전술한 바와 같이 DTI는 2002년 5
월에 ‘제조업전략’을 시행하고 2년
동안의 성과를 검토한 후 2004년 7월
에는 ‘제조업전략에 대한 검토보고
서’(Review of The Government's
Manufacturing Strategy)를 작성하
여 향후 중점적으로 수행할 과제를
선정, 발표하였다. 주요 실행계획은
2002년‘제조업전략’
의 7개 주요정책
(seven pillars)을 유지하는 가운데
보다 세부적인 과제 및 우선순위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두었는데, 첫째,
과학과 혁신의 촉진, 둘째, 고숙련, 고
성과 작업환경 지향, 셋째, 공공부문
조달 혁신, 넷째, 고부가가치 투자 촉
진, 다섯째, 최우수관리기준 개발 및
촉진, 여섯째, 제조업에 대한 이해 증
진 확산, 일곱째, 향상된 규제정책의
추진, 여덟째 인프라의 강화 등이 주
요 내용이다.

4. 정책적 시사점
2002년 ‘제조업전략’과 2004년의
‘제조업전략에 대한 검토보고서’
에 나
타난 영국의 제조업 육성전략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영국의 제조업 육성 전략은
‘제조업전략’
의 주요 정책(seven pil-

lars)에서 나타나듯이 특정 산업을 직
접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주도의 산업
육성정책보다는 경쟁적이고 자유로운
시장환경 조성, 자본시장 기능의 활성
화, 기초과학기술 육성 및 상용화 기
술이전 지원, 각종 인프라개발 등 양
호한 기업 활동기반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지양하는 영·미 전통에 따른 것으로
산업규모가 확대되고 기술 및 전문지
식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각종
정보의 획득과 처리, 사업 수행 등에
있어 정부 관료보다는 해당 산업분야
의 민간 전문가가 더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밖에 없는 현대 시장경제 체
제의 특성에 대한 영국정부의 시각에
기인한다.
둘째, 영국의 제조업정책 추진과정
을 보면 기본전략인 ‘제조업전략’
을
2002년에 수립한 후 2년 뒤인 2004년
에‘제조업전략에 대한 검토보고서’
를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새로
운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비전과 정
책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모
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유연한 정책변
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는‘제조업전
략’
의 추진을 장기과제로 선정하여 추
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산업
계, 노동조합, 학계 등 다양한 이해 관
계자들을 포함시키고 구체적인 수준의
정책추진에 있어서는 민간 전문가가
주축이 된 혁신·성장팀(IGT)에 의해
2005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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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되도록 한 전략 추진체계의 설계
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다.
셋째, 전술한 혁신·성장팀(IGT)
등 세부적인 정책수립 과정에 다양한
민간 전문가를 포함시키고 이들에 의
해 주도되도록 추진체계를 만듦으로
써 정부정책의 구체적 방향 설정과 실
행계획 수립에 있어 산업계의 현실과
필요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도록 했다.
최우수 제조기준의 개발과 적용을 위
한 산업포럼(Industry Forum) 역시
관련 예산투입의 5~10배에 이르는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가져오는 등 세
부 업종별 접근에 있어 민간 전문가의
참여와 주도는 DTI의 가장 성공적인
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넷째, 제조업 일반에 적용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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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조업전략’
의 주요 정책(seven
pillars)과 함께 각 업종별로 구체적인
정책제언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각 업종별 정책이 해당산업의 성과를
직접적이고 최종적으로 좌우하고 있다
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DTI는 생
명공학 및 제약, 자동차, 항공우주, 전
자, 환경, 건설, 화학 등 특정 업종별로
산업포럼이 중심이 된 세부정책을 입
안하여 추진하고 있다. 세부정책 추진
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방
향제시와 컨설팅 제공 등 기업의 성장
을 간접적으로 돕는 방식을 취하고는
있으나‘제조업전략’등을 통한 일반
적 접근과 함께 업종별로 다른 구체적
접근이 동시에 필요함을 인식한 정책
추진이라고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