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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총요소생산성과 산업별
연구개발투자 강도의 실증분석
김 학 수
(부연구위원·산업동향분석실)
hskim@kiet.re.kr

〈요

약〉

Griliches & Lichtenberg(1984)는 산업별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과 산업별 연구
개발투자 강도 사이에는 正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이론적 결과를 도출하고 미국의 통
계자료를 이용하여 미약하나마 이론에 부합하는 실증분석 결과를 보였다. 향후 우리
경제가 추진해야 할 혁신주도형(Innovation-Driven) 성장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는 산업별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의 한 결정요인으로 알려진 산업별
연구개발투자강도의 설명변수로서의 통계적 유의성을 패널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살
펴보았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Griliches & Lichtenberg(1984)와 유사하게 미약하나
마 두 변수 사이의 正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서비스, 반도체, 운송장비, 기계 및 기계장비산업들의 경우에 연구개발투자강도가
증가하는 기간 동안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이 증가하거나 감소율이 둔화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연구개발투자강도의 강화
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된다.

1. 序
참여정부가 최근 국가 전체의 연구
개발투자를 2008년까지 두 배로 확대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연
구개발투자의 확대에 의한 기술의 진
보를 꾀함으로써 지속적 경제성장의
동인을 확충하겠다는 국가 차원의 강

한 의지의 표현이며 우리 경제가 혁
신주도형(Innovation-Driven) 성장전
략으로 이행해 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지속적 성장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추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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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것은 기술의 진보라 생각되므
로 산업별 기술진보를 결정하는 요인
들을 살펴보고 정책입안에 참고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산업별 기술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1) 자체가 그리 단
순한 문제가 아니므로 기술의 변화뿐
만 아니라 노동과 자본의 변화를 제외
한 모든 변화를 포괄하고 있는 산업별
총요소생산성을 기술변화의 대리변수
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산업별 기술의 변화를 측정해 주는
산업별 총요소생산성을 결정하는 요
인들을 분석하는 것이 순서이나 이
또한 간단하지 않다.2) 따라서 본 연구
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자
한다.
산업별 연구개발투자가 산업별 총
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나
라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며 이를 위한
이론적 틀은 Griliches & Lichtenberg

(1984)3)에 기초하고 있다. Griliches
& Lichtenberg(1984)에 따르면 연
구개발투자의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을 때 산업별 총요소생산성의 증가
율은 산업별 연구개발투자 강도
(R&D Intensity)와 정의 관계를 갖
고 있다. 여기서 산업별 연구개발투자
강도는 산업별 부가가치에서 연구개
발투자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
의된다. 우리나라의 산업별 통계를 이
용하여 이러한 경제학 이론적 正의
관계를 검증하는 데 본 연구의 초점
을 둔다.
산업별 연구개발투자와 총요소생산
성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일
부 독자에게는 식상한 주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보편·타당하다고 받아
들여지는 이론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
한 검증은 정책제언의 첫 걸음이라는
믿음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1) 우리나라 전체의 기술진보의 측정에 관한 연구는 김원규(2001)의‘진정한 기술충격의 측정과
효과분석, 계량경제학보, 제15권 제1호, 59-83’
이 있으나 산업별 기술진보의 측정에 관한 선행
연구는 없다.
2) 예를 들어, 국가간 소득격차를 설명하기 위해 Hall & Jones(1999)의 ‘“Why Do Some
Countries Produce So Much More Ouput Per Worker Than Others,”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CXIV, 83-116’
는 사회적 하부구조에 의해 그 국가의 총요소생산성이 결정되고
이는 다시 국가의 소득수준을 결정한다고 주장하며 ‘Knack & Keefer(1995), “Institu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Cross-Country Tests Using Alternative Institutional
Measures,”Economics and Politics, 207-228’
의 사회제도의 質 指數와‘Sachs & Warner
(1995), “Economic Reform and the Process of Global Integration,” Brooking Paper on
Economic Activity 1, 1-95’
의 대외개방도의 평균을 사회적 하부구조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적 틀을 산업 차원의 연구에 적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
되지만 그 작업은 방대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3) Griliches, Z. and F. Lichtenberg(1984), “R&D and Productivity Growth at the Industry
Level: Is There Still a Relationship?,”In R&D and Productivity, ed. Z. Griliche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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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산업별 총요소생산성과 연구개발투
자강도의 과거 추이를 2장 통계자료
에서 간략히 살펴보고 3장에서 실증
분석모형과 결과를 제시하고 4장에서
본 연구의 한계와 정책적 시사점을
언급하며 마치고자 한다.

(1) 산업별 총요소생산성의 과거 추이
산업별 총요소생산성(TFPit)은 “규
모에 대한 수익불변(Constant Return
to Scale)”
의 조건을 만족하는 생산함
수에서 Solow의 잔차로 정의되며 아
래의 식(1)과 같이 측정할 수 있다.

2. 통계자료

(1) TFP it =

산업별 총요소생산성과 연구개발투
자강도의 과거 추이를 살펴보기에 앞
서 분석대상 산업의 분류를 언급하고
자 한다. 전 산업을 2개의 1차산업, 10
개의 중분류 제조업, 그리고 하나의
서비스업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산업의
대표 상품 群은 아래의 <표 1> 대상
산업 분류에 게시한다.

<표 1>

GDPit
i
K 1it -- 1αi L α
it

여기서 GDP it 는 산업별 부가가치,
L it 는 취업자수, K it-1 는 前期의 자본
스톡을 나타내며, i 는 노동소득 분배
율로서 산업별 피용자 보수가 산업별
총요소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서
정의되며 변수들의 첨자 i 와 t 는 각
각 산업과 연도를 나타낸다. 산업별

대상산업 분류

산업코드

대상산업

1

농림어업

2

광업

301

음식료품

주요 품목
농업·임업·수산업의 1차생산품
석탄, 석유, 비금속 광물 등의 1차생산품
식료 가공품 및 음료품, 담배 등

302

섬유·의복

각종 섬유사 및 직물, 의복 및 장신품

303

제지·인쇄

종이 및 종이제품, 인쇄출판

304

석유·화학

석유, 화학 및 석탄제품, 기타 고무제품

305

비금속광물

유리, 시멘트, 콘크리트 등

306

제1차금속

선철 및 기타 금속 1차제품

307

기계 및 기계장비

308

반도체

309

운송장비

310

가구·기타제조

4

서비스업

일반, 특수, 산업용 전기전자기계 및 장비
영상, 통신, 반도체, 기타 전자부분품
자동차,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등
목재 및 금속가구, 운동용품, 기타제조품
전기가스, 건설, 모든 서비스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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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농림어업
광 업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추이
1991∼95

1996∼99

1991∼99

-0.030

-0.028

-0.029

0.363

0.051

0.225

음식료품

-0.009

0.181

0.076

섬유·의복

-0.064

-0.016

-0.042

제지·인쇄

0.007

0.042

0.023

석유·화학

0.058

0.091

0.072

비금속

0.044

0.114

0.075

1차금속

0.047

0.048

0.047

기계 및 기계장비

0.030

0.046

0.037

반도체

0.179

0.201

0.189

운송장비

0.033

0.110

0.067

가구·기타제조

-0.061

0.152

0.033

서비스

-0.021

-0.006

-0.015

총요소생산성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기관이 없으므로 규모에 대한 수익불
변의 조건을 만족하는 생산함수 중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CobbDouglas 생산함수를 가정하고 1991년
부터 1999년까지의 산업별 총요소생
산성을4) 측정하였고 그 변화 추이는
<표 2>에서 찾을 수 있다.
위의 <표 2>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연 평균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농
림어업, 섬유·의복, 그리고 서비스업

의 경우는 감소율의 둔화를, 광업의
경우는 증가율의 둔화를, 음식료품과
가구·기타제조업의 경우에는 총요소
생산성의 감소에서 증가로의 전환을
각각 보이고 있다. 그 외의 산업에서
는 모두 증가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이할 만한 것은 반도
체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이 1991∼95년
동안은 연평균 17.9%의 증가율을 보
이다가 1996∼99년 동안에는 연평균
20.1%의 증가율을 보이며 우리나라

4) 산업별 총요소생산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자본스톡과 산업별 노동시간이 필요한데 현
재 가용한 산업별 자본스톡의 통계자료는‘표학길·권호영(2001), “1997년 국부통계조사를 이
용한 한국의 산업·자산별 자본스톡 추계”
, 200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2001. 2. 15), 한국계량경
제학회 논문집’
이 발표한 1999년까지의 통계뿐이므로 1999년 이후의 산업별 총요소생산성은 현
재로서는 측정할 수 없다. 한편, 산업별 노동시간은 가용한 통계자료가 없으므로 통계청의 산업
별 취업자수를 대용변수로 설정하였다. 이 외의 통계자료는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발표자료를 이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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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산업별 연평균 연구개발투자 강도
1991∼95

1996∼99

1991∼99

0.00063

0.00073

0.00068

광업

0.00413

0.01236

0.00779

음식료품

0.01071

0.00712

0.00911

섬유·의복

0.01061

0.00700

0.00900

제지·인쇄

0.00478

0.00685

0.00570

석유·화학

0.03648

0.02462

0.03121

비금속

0.01218

0.01828

0.01489

1차금속

0.01553

0.01487

0.01524

기계 및 기계장비

0.04487

0.04534

0.04508

반도체

0.16309

0.18677

0.17362

운송장비

0.08498

0.09362

0.08882

가구·기타제조

0.00584

0.01149

0.00835

서비스

0.00394

0.00481

0.00433

농림어업

경제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해 온 것
으로 판단된다.

(2) 산업별 연구개발투자 강도
(R&D Intensity)의 과거 추이
산업별 연구개발투자 강도는 전술
한 바와 같이 산업별 연구개발투자
지출이 산업별 부가가치에서 차지하
는 비중으로 정의되며 과학기술부에
서 매년 발간하는 ‘과학기술 연구개
발활동 조사보고’
에서 산업별 연구개
발투자 지출 통계를 수집하여 측정하
였다. 산업별 연구개발투자 강도의 추
이는 <표 3>에서 찾을 수 있다.
위의 <표 3>을 살펴보면 농림어업,
광업, 음식료품, 섬유·의복, 제지·인

쇄, 가구·기타제조, 그리고 서비스업
의 (명목)연구개발투자 지출은 그 산
업의 (명목)부가가치의 1% 미만임을
알 수 있다. 음식료품, 섬유·의복, 석
유·화학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연
구개발투자 강도가 증가하거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한편,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투자
지출이 연평균 17.4% 수준을 유지하
고 있는 것은 앞 절에서 살펴본 높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과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산업 이외에, 우
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서
비스, 운송장비, 기계 및 기계장비 산
업들의 경우에 연구개발투자 강도가
증가를 보이는 1991∼99년 동안 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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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INT it) 사이의 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하기 위해 설정한 추정방정식은
다음의 식(2)로 나타낼 수 있다.5)

소생산성의 증가율이 증가하거나 감
소율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 실증분석모형과 추정결과
(2)Δ1n TFP it = i+τt +βRDINT it +ε
2장에서 살펴본 산업별 총요소생산
성과 산업별 연구개발투자 강도 사이
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13개
산업과 9개 연도의 자료로 구성된
Panel data set을 구성하고 Griliches
& Lichtenberg(1984)가 도출한 두
변수 사이의 정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이론적 결과를 토대로 패널분석에 널
리 사용되어 온 고정효과모형(FixedEffect Model)과 확 률 효 과 모 형
(Random-Effect Model)을 설정하
고 그 추정결과를 살펴본다.

여기서 αi 는 산업별 고정효과를, τt
는 연도별 고정효과를 각각 나타낸다.
다시 말해, 이 모형은 산업별 연구개
발투자 강도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산
업별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은 β
만큼
증가하지만 관측되어지지 않는 산업
별 고정효과와 연도별 고정효과에 의
해 산업별 상수항이 다르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고정효과모형의 추정결과의
분석에 앞서 비교의 목적으로 <표 4>
에 수록된 Pooled Regression6) 추정
결과를 먼저 살펴보면, 연구개발투
자 강도의 추정계수가 5%의 유의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1) 고정효과모형의 추정결과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Δ1n
TFP it)과 산업별 연구개발투자 강도
<표 4>

Pooled Regression 추정결과
α

β

추정계수

0.034

0.759

표준오차

0.020

0.357

t-값

1.660

2.125

R2

0.037

5) ADF검정법으로 시계열의 불안정성 검정을 시행하였다. 검정결과는 산업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
만 대부분 lnTFP 는 I(1)으로 나타났으므로 ΔlnTFP 는 I(0)이고 RDINT 는 I(0)인 것으로 나
타났다.
6) Pooled Regression은 식(2)에서와는 달리 모든 산업이 동일한 상수항을 갖는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추정식은 Δ1n TFP it =α+ βBRDINTit + εit 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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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식(2)의 추정결과
추정계수

표준오차

t-값

α1

0.102

0.071

1.428

α2

0.35

0.072

4.909

α301

0.205

0.072

2.823

α302

0.086

0.072

1.189

α303

0.153

0.072

2.126

α304

0.19

0.08

2.219

α305

0.202

0.074

2.703

α306

0.174

0.075

2.326

α307

0.153

0.103

1.488

α308

0.260

0.305

0.851

α309

0.168

0.166

1.012

α310

0.162

0.072

2.246

α4

0.116

0.071

1.619

τ91

-0.128

0.066

1.939

τ92

0.134

0.066

-2.028

τ93

-0.135

0.066

-2.042

τ94

-0.069

0.066

-1.042

τ95

-0.260

0.066

-3.924

τ96

-0.249

0.067

-3.713

τ97

-0.058

0.067

-0.863

τ98

-0.152

0.067

-2.295

β

0.350

1.736

0.202

R2

0.3386

한편, <표 5> 식(2)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산업별·연도별 고정효과의
추정계수들의 일부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몇몇 산업의 경우에는 유의
하지 않다.
위에서 추정한 Pooled Regression
결과와 아래의 고정효과모형의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산업별·연도별 고
정효과의 추정계수들이 모형 내에 포

함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F-검정을 시
행한 결과 F-값이 2.1603으로 산업
별·연도별 고정효과를 모형 내에 포
함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지지해 준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산업별 연구개발
투자 강도의 추정계수는 20% 유의
수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별 연구개발투자 강도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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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연도별 고정효과모형의 추정결과
추정계수

표준오차

t-값

τ91

0.038

0.051

0.743

τ92

0.031

0.052

0.613

τ93

0.030

0.052

0.590

τ94

0.095

0.052

1.837

τ95

-0.094

0.052

-1.821

τ96

-0.085

0.052

-1.625

τ97

0.105

0.052

2.018

τ98

0.012

0.052

0.233

τ99

0.166

0.051

3.211

β

0.779

0.354

2.201

R2

0.2212

별 총요소생산성을 결정하는 과정에
서 산업별 고정효과는 없다고 가정하
고 연도별 고정효과만 고려하는 모형
을 추정한 결과를 <표 6>에 수록하였
다. <표 6>에 나타난 산업별 연구개
발투자 강도의 추정계수의 t-값은
2.201이므로 5%의 유의 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연도별 고정효과가 없다는 귀무가
설에 대한 F-검정의 결과는 귀무가설
을 기각하지 못하므로 산업별 고정효
과를 고려하지 않고 연도별 고정효과
만을 고려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확률효과모형의 추정결과
확률효과모형은 산업별·연도별 효
과를 확률적이라고 가정하고 식(3)과
같이 설정한다.

(3)

Δ1n TFP it = + βRDINT it +εit
εit = λi + νt + u it

여기서 λi 는 산업 i 의 관측치를 특
징짓는 확률적 교란항을 나타내고, νt
는 시간 t 의 관측치를 특징짓는 확률
적 교란항을 나타내며, u it 는 그 밖의
확률적 교란항을 나타낸다. 이 모형에
서는 λi ~11D(0, σ2u ), νt ~11D(0, σ2u ),
그리고 u it ~11D(0, σ2u )를 가정하며 각
각은 서로에 대하여 독립이고 설명변
수 RDINT와도 역시 독립이라고 가
정한다. 위의 모형을 FGLS(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s)추정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는 <표 7>에 수
록되어 있다.
식(3)의 추정결과에서 산업별 연구
개발투자 강도의 추정계수의 t-값이
고정효과 모형에서의 t-값보다 상당
히 개선되어 보다 유의해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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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식(3)의 FGLS 추정결과

추정계수

α

β

-0.026

0.731

표준오차

0.031

0.466

t-값

-0.837

1.566

R2

0.0209

나타났으나 10%의 임계값 1.645보다
작기 때문에 여전히 10%의 유의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한
편, R2 는 앞의 추정결과들 중 가장 낮
은 2% 수준에 불과하다.7)
과연 산업별·연도별 두 효과를 고
려하는 모형을 설정해야 하는가? 고정
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중 어떤 모
형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에 답
하기 위하여 Breush & Pagan의
LM(Lagrange Multiplier) 검 정 과
Hausman의 Wald-type 검정을 시행
하였다.
LM 검정의 귀무가설은 두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모형을 선택해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하고 LM-통계량은 자유
도가 2인 χ2 분포를 따르는 반면, Waldtype 검정은 확률효과모형을 택해야
한다는 귀무가설을 갖고 있으며 그 통
계량은 자유도가 1인 χ2 분포를 따른다.
<표 8>

우리의 모형에서 계산된 이 두 통
계량은 <표 8>에 나타나 있는데,
LM-통계량의 경우 1% 유의수준의
임계값인 9.21보다 훨씬 크므로 귀무
가설을 기각하고 산업별·연도별 효
과를 고려하는 모형을 설정해야 한다
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한편, W-통
계량은 10%의 유의수준에서도 귀무
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므로 확률효과
모형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을 지지하
고 있다.

4. 結
산업별·연도별 효과를 고려하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
과 확 률 효 과 모 형 (Random-Effect
Model)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산업
별 연구개발투자와 산업별 총요소생
산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검정통계량
LM∼χ2 (2)

W∼χ2 (1)

16.02

0.05

7) Griliches & Lichtenberg(1984)에 따르면 미국의 통계자료를 이용한 추정결과들이 게시되어
있는데 여러 경우에 5% 미만의 R2 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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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별·연
도별 효과를 고려하는 모형을 설정해
야 하며 확률효과모형이 보다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검정결과를 보여줬고 두
효과를 모두 고려하는 모형 중에서
Hausman의 Wald-type 검정결과가
지지해 주는 확률효과모형에서 추정
된 산업별 연구개발투자 강도의 추정
계수가 만족할 만한 유의수준은 아니
더라도 통계적으로 보다 유의했다.
이러한 분석결과로부터 연구개발투자
강도의 증가가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
킨다는 Griliches & Lichtenberg(1984)
의 이론적 결과가 우리나라의 경우에
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정적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다소 유보적인 잠정적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두 효과를 모
두 고려하는 확률효과모형에서 산업
별 연구개발투자 강도 추정계수는 고
정효과모형에서 추정된 계수보다 유
의해졌으므로 만족할 만한 통계적 유
의성은 확보하지 못하였어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9년 간의 통계자료를 사용하
고 있으나 1991년 이전의 시계열자료
로 확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산

업별 연구개발투자 지출에 대한 1991
년 이전의 자료는 다소 상이한 산업분
류 기준에 기초하고 있지만 보다 세세
한 산업 분류로부터 <표 1>에 부합하
도록 재분류과정을 거치면 1991년 이
전의 자료의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
이고 연장된 시계열은 추정계수의 유
의성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
다. 이는 후속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결론적으로 지속적 경제성장을 향
유하기 위해서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을 증가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를 보다 증가시켜야 한
다는 실증적 뒷받침은 다소 미약하다.
그러나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
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서
비스, 반도체, 운송장비, 기계 및 기계
장비산업들의 경우에 연구개발투자
강도가 증가하는 기간 동안 총요소생
산성의 증가율이 증가하거나 감소율
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상기하면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연구개발투자 강도의 강화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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