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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연구개발투자
국제비교와 시사점
- 전자 및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

요

약

연구개발은 한 국가가 혁신주도형 경제체제로의 이전을 도모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경영환경
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 현황을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선진국과의 연구개발투자 규모의 차이가 크고, 대규모로 투자하는 기업
들의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그중 소수의 대기업이 연구개발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등 연구개발 생태계의
강건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타산업과 융합의 촉매로 작용하고 있는 전자산업의 연구개
발 활동은 주요국에 비교하여 부진한 편이다. 전자산업 주요국인 미국과 중국은 중소, 벤처기업이 활발한
연구개발투자를 하고 있지만, 한국은 소수 대기업 위주로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낮은 연구개발
집약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 자동차산업의 연구개발투자 역시 주요 자동차 생산국인 독일, 일본, 미국보다
낮은 수준이고, 전기동력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를 맞아 IT기업과 부품업체들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시
점임에도 불구하고 부품업체의 투자 규모와 연구개발 집약도 모두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대기업 중심
의 불균형구조와 비효율적인 거래구조는 우리 산업 전반의 성장잠재력을 떨어트리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산업 간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특정 산업의 소수 기업만으로는 경
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산업 전반에서 많은 기업들이 연구개발 활동으로 혁신역량을 제고하여
기존 기술을 뛰어넘는 혁신기술을 이끌 수 있도록 개선책과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0 1 8 0 3

65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연구개발투자 국제비교와 시사점

1. 머리말
지금처럼 경제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불확실

며,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은 내연기관 개인운전

성이 커진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투자는 기업의

에서 전기동력 자율주행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성장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이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하는 연구개발투자

미래의 기술, 제품 그리고 서비스의 핵심원천을

가 향후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우위를 결정

선점하기 위한 적극적인 연구개발투자의 중요성

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이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전자산업과 자동차산

이에 본고는 최근 연구개발투자의 전반적인 현

업은 패러다임이 바뀌는 중요한 시기이다. 전자

황을 살펴본 후 주력산업인 전자와 자동차산업에

산업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은 산업 전

대해 자세히 짚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

반에 걸친 융합을 통해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있으

하고자 한다.

2. 연구개발투자 현황과 성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별 과학기술혁신

의 연구개발투자 수준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역량 수준을 비교, 분석하여 발표하는 ‘2017년도

서 경제규모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그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과는 다소 미약하다. <표 1>은 우리나라의 연

<표 1> 연구개발투자·성과 관련 주요 지표
구분
연구개발투자 총액
투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총액 비중
자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투자
지
표 산업부가가치 대비 기업연구개발투자 비중
GDP 대비 정부연구개발 예산
국민 1인당 산업부가가치

한국

OECD 평균

순위

74,051백만ppp달러

36,670백만ppp달러

4

4.23%

2.04%

2

207,749백만ppp달러

204,236백만ppp달러

13

4.76%

2.08%

2

1.21%

0.63%

1

24,751ppp달러

27,601ppp달러

17

26.84%

14.35%

2

17.8%

177.8%

28

하이테크산업의 제조업 수출액 비중
성
과 연구개발투자 대비 기술 수출액 비중
지 연간 특허 수(USPTO)
표
연간 R&D 투자 대비 특허건수(USPTO)

17,924건

7,995건

4

0.242건/백만 달러

0.111건/백만 달러

4

연구원 1인당 SCI 논문수 및 인용도

0.16편

0.42편

33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년도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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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우리나라 연구개발 현황(2015년)
단위 : 백만원, %

산업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비중

전산업

65,959,372

100

제조업

45,822,445

69.5

24,978,645

54.5

자동차 및 트레일러

6,472,939

14.1

기타 기계 및 장비

2,842,585

6.2

화합물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2,688,449

5.9

전기장비

1,390,400

3.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1,351,591

3.0

기타

6,097,836

13.3

서비스업

18,940,328

28.8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자료 : 미
 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활동조사(2015년).
주 : 1) 제조업 세부업종별 비중은 제조업 내 비중임(제조업=100).
2) 기타는 제조업의 나머지 산업을 모두 포함함.

구개발투자 성과에 관한 지표들을 OECD 국가들

업의 비중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어 제조업의

의 평균과 비교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이 특징이다. 제조업 중에

투자는 최근 5년간(2010~2015) 연평균 7% 이상

서도 전자산업(54.5%)과 자동차산업(14.1%)의

성장하여 2015년 총 연구개발투자 금액은 국민

비중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등 동산업에 편

총생산(GDP) 대비 4.2%로 양적으로 높은 수준이

중된 상태로 향후 산업 다각화가 필요해 보인다

다. OECD 34개국 중 한국은 연구개발투자 총액

(<표 2> 참조).

4위,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 2위, GDP 대

주요국 연구개발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투자규

비 정부연구개발 예산은 1위를 기록하는 등 양적

모면에서 미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일

인 지표들 기준으로 OECD 국가들 중 상위권에 속

본, 독일, 한국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반면 우리나

해 있다. 다만 성과부분인 연구개발투자 대비 기

라의 GDP 대비 연구개발 비중(4.2%)은 OECD 34

술수출액 비중은 28위, 연구원 1인당 SCI 논문 수

개국 중 이스라엘(4.3%) 다음이며, 주요 선진국들

및 인용도에서는 33위를 차지하는 등 성과부분에

의 비중이 3% 미만인 것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서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수준이다. 수행주체별 연구개발비 비중에서 한국

우리나라의 2015년 산업별 연구개발 현황을

은 대학에서 사용한 연구개발비 비중이 9.1%로 주

살펴보면, 총 연구개발비는 약 65조 9,000억원으

요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기업체의 비

로 2010년 대비 약 50.4% 증가한 수준이며, 전체

중이 77.5%로 미국, 중국, 독일보다 기업체의 비

연구개발비 중 제조업의 비중이 약 70%, 서비스

중이 높아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활동은 주로 기업

2 0 1 8 0 3

67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연구개발투자 국제비교와 시사점

<표 3> 주요국 연구개발 현황(2015년)
단위 : 백만 ppp달러, %

수행주체별 비중

연구개발비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기업

정부·공공

대학

한국

74,051

4.2

77.5

13.4

9.1

미국

502,893

2.8

71.5

15.3

13.2

중국

408.829

2.1

76.8

16.2

7.0

일본

170,003

3.3

78.5

9.2

12.3

독일

114,778

2.9

68.7

14.1

17.3

프랑스

60,819

2.2

65.1

14.6

20.3

1)

영국

46,260

1.7

65.7

8.7

25.6

이탈리아

30.102

1.3

55.3

16.1

28.6

이스라엘

13,024

4.3

85.6

2.9

11.7

대만

33,564

3.1

77.8

12.8

9.4

자료 :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주 : 정부·공공부문은 정부 및 비영리(Non-Profit) 부문 포함.

주도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 참조).

은 주요국의 2013년과 2016년 연구개발투자 스코

주요국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유럽연합 집

어보드에 등재된 국가별 기업 수를 나타낸다. 한

행위원회(이하 EU집행위)의 연구개발투자 스코

국의 등재기업은 2016년 70개로 미국 822개, 중국

어보드(The EU Industrial R&D Investment Score-

376개, 일본 365개, 독일 134개에 비해 비교할 수

1)

board)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없을 정도로 적은 수이며, 2013년에 비해서는 오

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기업 회계보고서를 토대로 R&D 투자 현황을 조
사 분석하며 매년 ‘The EU Industrial R&D Scoreboard’를 발표하고 있

다. 2004년 500개 기업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 2,500개 기업을 발표
하고 있다.

<그림 1> 연구개발투자 스코어보드 등재 기업 수(2013년, 2016년)
(개)
804

미국

822

199

중국

376

387

일본

365

140

영국

134

독일

134

138

104

대만

105

89

프랑스

71

80

한국
0

70
100

200

300

400
2013

500

600

700

800

900

2016

자료 : EU집행위, The EU Industrial R&D Investment Scoreboard.
주 : 등재 기업은 스코어보드 선정 연구개발투자 상위 2,500개 중 각 나라별 기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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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큰 폭으로(80개→70개) 기업수가 감소하였

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선진국과의 연구개발

다. 등재된 한국 기업 중 삼성전자, LG전자, 현대

투자 규모의 차이가 꽤 크고, 대규모로 투자하는

자동차의 투자 비중이 62.7%에 달하고 있어 연구

기업들의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그중 소수의 대

개발투자 활동에서 소수의 대기업 편중 문제가 식

기업이 연구개발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등 연구개

각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중국은 2013년 199개에

발 생태계의 강건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평가

서 2016년 376개로 80% 가까이 증가하면서 경쟁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으

국가들을 따라잡기 위한 기업들의 과감한 연구개

로서 연구개발투자를 견인하고 있는 전자와 자동

발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차산업의 연구개발투자 구조를 좀더 자세히 살펴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 현황을 주요 선진국들

보고자 한다.

3. 주요 산업의 연구개발투자 현황
(1) 전자산업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이 새
로운 디지털 강자로 급부상하면서 세계시장에서

전자산업은 기술, 지식, 노동이 복합적으로 집

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여건하에서 미래

약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100년이 안 되는 짧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연구개발투자는 생존을 위

기간 동안 가장 큰 규모로 발전한 산업이다. 전

한 필수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자산업 중 휴대폰 등 모바일 제품은 수명주기가

우리나라 전자산업은 전체 제조업 생산량의

짧아지고 있고, 자동차산업과 연계성이 강화되고

18%, 수출의 28%를 담당하고 있는 핵심 산업이

있다. 반도체는 가전은 물론이고 의료기기, 보일

다.2)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연구개발 현황을 <표

러, 전등 제어, 드론을 활용한 영상촬영, 자율주행

4>로 살펴보면, 2015년 투자규모는 24조 9,786억

자동차 등 IoT가 적용된 기기들의 핵심 부품으로

원으로 전체 산업 연구개발투자 중 37.9%를 차

그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전과 디

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고, 2010년부터

스플레이 역시 자동차 등과 융합을 통한 새로운

2015년까지 연평균 15% 이상 투자 증가율을 보이

수요가 발굴되고 있다.

다가 최근에는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렇듯 ICT가 자동차, 가전, 의료 등에 접목되
고 산업 간 융합의 촉매로 작용함에 따라 산업전
반의 디지털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
다. 특히 세계 최고의 기초원천기술을 보유하고

2) 여기서의 전자산업은 ISTANS 40대 제조업 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
터, 통신기기, 가전, 기타전자부품을 포함하며, 생산액은 통계청의 2015
년 광업제조업조사 기준이며, 수출은 한국무역통계의 2017년을 기준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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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전자산업 연구개발비
단위 : 백만원, %

연구개발비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2010

15,831,527

14,080,919(88.9%)

732,078(4.6%)

1,018,530(6.4%)

2015

24,978,645

23,158,954(92.7%)

707,869(2.8%)

1,111,821(4.5%)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활동조사(2015년).
주 : 근로자수

300인 미만을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며, 중소기업은 비벤처 중소기업을 의미하고, 통상적인 의미에서 중소기
업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모두 합한 개념임.

세부 업종별로는 반도체가 제조업 연구개발투
자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통신과 전자부품이

인 약 13조 7,056억원으로 전자산업 전체의 연구
개발투자를 이끌고 있는 실정이다.

각각 1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업 규모별

<표 5>는 ‘2017 연구개발투자 스코어보드’에서

로는 대기업이 92.7%, 중소기업이 2.8%, 벤처기

선정한 연구개발투자 상위 2,500개 기업 중 전자

업이 4.5%의 분포를 보이는데, 전자산업의 사업

산업에 포함한 기업들 중 상위 8개국의 연구개발

체 수 비중이 대기업 2.6%, 중소기업 98.3%임을

비, 포함된 기업 수 그리고 연구개발 집약도를 보

감안하면 2.6%의 소수의 기업이 92.7%의 연구개

여준다.4)

발투자를 담당하고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3)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것이 특징이다. 그중에서
도 삼성전자의 투자규모가 전체 전자산업의 50%
3) 사업체수는 2015년 광업제조업 조사 기준으로 한다.

전자산업 부문으로 선정된 기업은 총 557개이
며, 그중 미국이 165개, 중국 109개, 일본 87개, 대
4) 여기서의 전자산업은 Industry Classification Benchmark(ICB) 기준의
Electronic & Electrical Equipment, Technology Hardware & Equipment
그리고 Leisure Goods를 포함한다.

<표 5> 주요국 전자업체 연구개발투자 현황(2016년)
단위 : 백만 달러, %, 개

연구개발비

1), 2)

연구개발 집약도

기업수

한국

17,799

8.5

13

미국

73,789

27.5

165

중국

21,939

7.8

109

일본

30,053

6.4

87

독일

6,821

11.8

14

핀란드

5,056

12.3

3

네덜란드

4,471

12.7

9

대만

13,415

8.1

85

전체

188,779

14.1

557

자료 : E
 U집행위, The 2017 EU Industrial R&D Investment Scoreboard.
주 : 1) 연구개발 집약도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2) 표의 연구개발 집약도는 각국에 속한 기업들의 연구개발 집약도를 평균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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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주요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액와 연구개발 집약도(2016년)
14.00
12.00

(십억 유로)

10.36

25.0
20.0

9.53

7.7

15.0

12.6
5.75

10.0
6.3

4.7

4.90

4.89

5.0

5.06

2.00
-

21.9

12.09

8.00

4.00

20.8

19.2

12.15

10.00

6.00

(%)
21.5

삼성전자 인텔(미국) 화웨이 애플(미국) 시스코
(한국)
(중국)
(미국)
연구개발투자액(좌)

지멘스
(독일)

노키아 퀄컴(미국)
(핀란드)

-

연구개발 집약도(우)

자료 : EU집행위, The 2017 EU Industrial R&D Investment Scoreboard.

만 85개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은 13개로 주요국

위의 높은 연구개발 투자규모에도 불구하고 등재

과 비교하여 선정된 기업들의 수가 적은 편이고,

된 기업 수가 13개사에 불과하고, 평균보다 낮은

투자 규모로도 미국, 일본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

연구개발 집약도로 인해 디지털시대를 맞이해 국

고, 중국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연구개발 집약도

내 전자업계가 세계시장에서의 우위를 지속적으

역시 우리나라는 8.5%로 전자산업 평균(14.1%)

로 유지·강화해 나갈 수 있을지가 우려스럽다. 경

에 한참 못 미치며 미국(27.5%)의 1/3 수준에 머

쟁국인 중국은 2013년 51개에서 2016년 109개사

무르고 있다. ‘2017 연구개발투자 스코어보드’의

로 기업 수가 대폭 증가하여 한국의 8배에 달했으

전자산업에 포함된 연구개발투자 상위 8개의 기

며, 미국의 등재 기업 수는 한국보다 13배나 많다.

업들의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 집약도를 <그림

전자산업과 이종 산업과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

2>에서 확인해보면, 삼성전자의 연구개발투자

는 시점에서 대기업의 플랫폼 개발과 함께 중소,

금액은 120억 2,000만 유로로 전자산업 기업들

벤처기업들이 활발하게 연구개발투자를 실시하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다음으로 미국의

고 있는 미국 및 중국의 연구개발 생태계와 달리

인텔이 120억 1,000만 유로, 중국의 화웨이가 100

한국은 소수의 대기업 주도로 연구개발투자가 이

억 4,000만 유로의 투자규모를 보이고 있다. 반면

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개발 집약도면에서는 삼성전자가 7.7%로 인

선진국의 제품경쟁력에 밀리고 신흥국의 가격

텔(21.5%)과 화웨이(19.2%)의 1/2도 안되는 수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차세대

치를 보여 매출액 대비 투자 규모로는 낮은 수준

기술 트렌드에 부응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을 보였다.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해야 하는데 소

이상의 전자산업 연구개발투자 현황을 살펴본

수 대기업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은 시급히

바, 우리나라는 전자산업의 연구개발투자 세계 4

개선되어야 한다. 산업연구원(KIET)의 전속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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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5), 6)에 따르면

ICT 기업을 포함해 새로운 기업들이 주도할 것이

삼성전자의 연구개발집약도가 7.7%로 경쟁기업

라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이미 테슬라(TESLA)

인 인텔(21.5%)이나 화웨이(19.2%)에 한참 못 미

등이 전기자동차 사업에 진입했고, IT기업인 구글

치는 수준인데 삼성전자의 전속협력업체들의 연

의 웨이모(WAYMO)가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에 선

구개발 집약도(2015년)는 그보다 훨씬 낮은 2.8%

두 주자로 부상하는 등 자동차업체 외의 IT, 소프

를 기록하고 있고, 영업이익률(2015년) 또한 삼성

트웨어 기업들이 자동차산업에 진입하면서 경쟁

전자가 9.9%, 전속협력업체 3.3%의 수준을 보이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이렇듯 패러다임이 변화하

는 등 전자산업의 중소업체들의 연구개발투자 여

는 시기에 산업 간, 산학연 간, 기업 간의 협력 및

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혁신역량 강화에 어려움을

공동 연구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일 것이다.

겪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자동차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크다. 자동차산업은 제조업 생산액의 13%

(2) 자동차산업

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의 12%를 차지할 정도
로 수출기여도가 높은 산업이다.7) <표 6>에서 보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자동차

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연구개발

산업의 혁신역량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투자금액은 2015년 6조 4,729억원으로 전체 연

자동차와 ICT 간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ICT 부품

구개발 투자금액의 9.8%를 차지하며 전자산업

의 비중이 곧 기존의 기계부품의 비중을 앞설 것으

(37.9%) 다음으로 크다. 자동차산업의 투자규모

로 전망되는 등 자동차산업은 첨단기술이 접목된

는 2010년(3조 9,999억원) 대비 62% 증가하였고,

하나의 집합체 산업이 되어가고 있다.

연평균 10%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기업 규

향후 자동차산업은 기존의 자동차업체가 아닌

모로 보면, 2010년 대기업 비중이 84.1%, 중소기
업 비중이 12.9%, 벤처기업 비중이 2.9%였던 것

5) 이항구 외(2017), 전속거래 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산
업연구원.
6) 전속거래는 통상적으로 대기업이 주요 부품, 장비, 시스템 등에 대하여
특정 기업과 장기적으로 거래를 함으로써 실질적인 종속관계가 가능하
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7) 여기서의

자동차산업은 ISTANS 40대 제조업 중 자동차를 의미하며, 생
산액은 통계청의 2015년 광업제조업조사 기준이며, 수출은 한국무역통
계의 2017년을 기준으로 한다.

<표 6> 자동차산업 연구개발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구개발비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2010

3,999,724

3,364,744(84.1%)

517,130(12.9%)

117,850(2.9%)

2015

6,472,939

5,735,955(88.6%)

535,025(8.3%)

201,960(3.1%)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활동조사(2015년).
주 : 중소기업은 비벤처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통상적인 의미에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모두 합한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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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5년에는 대기업 88.6%, 중소기업 8.3%, 벤

독일에 이어 일본, 미국, 프랑스, 중국, 한국 순으

처기업 3.1%의 분포를 보여 갈수록 대기업 편중

로 비교 국가들 중에서 한국이 가장 낮은 투자규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상 자

모를 보였다.9)

동차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대부분이 대기업 특

총 2,500개 기업 중 자동차산업에 속한 기업 수

히, 완성차인 현대기아차 그룹 주도로 이뤄지고

는 162개이고, 그중 한국 기업 수는 12개이며, 이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투자형태는 현재 자동차

중 완성차 업체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이고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협력업체들의 투자비

나머지 10개사는 부품업체에 해당한다.

중이 커지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비효율적인 구
조라고 평가할 수 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로 정의되는 연구개발
집약도는 한국이 2.8%로 자동차산업 평균(4.5%)

<표 7>은 ‘2017 연구개발투자 스코어보드’에서

보다 낮고, 독일(6.2%)의 반도 안되는 수치를 보

선정한 연구개발투자 상위 2,500개 기업 중 자동

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연구개발투자 규모는 낮은

차산업에 포함된 기업들을 주요 국가별로 정리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연구개발비, 포함된 기업 수 그리고 연구개발 집
8)

특히 한국의 부품업체의 투자비중은 26%로 전

약도를 보여준다. 국가별로 보면, 독일 기업들의

체 평균(30.4%)에도 못 미치며, 독일(33.8%)과 일

자동차산업 연구개발투자 규모는 한국의 10배를

본(31.7%)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기자동차와 자율

상회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고,
8) 여기서의 자동차산업은 Industry Classification Benchmark(ICB) 기준의
Automobiles & Parts 이다.

9) 완성차업체 중에서 연구개발투자 1위인 폴크스바겐의 투자금액은 136
억 7,200만 유로로 현대자동차(17억 6,300만 유로)의 약 8배 규모이며,
부품업체 연구개발투자 1위인 보쉬의 투자금액은 55억 8,700만 유로로
현대모비스(4억 9,600만 유로)보다 약 11배나 높은 수준이다.

<표 7> 주요국 자동차업체 연구개발투자 현황(2016년)
단위 : 백만 유로, %, 개

연구개발비

기업수

전체

완성차
비중

부품업체
비중

전체

완성차

부품업체

연구개발
집약도1), 2)

한국

4,008

74.0

26.0

12

2

10

2.8

미국

18,472

83.4

16.6

23

3

20

4.6

중국

5,398

90.4

9.6

34

20

14

4.1

일본

29,755

68.4

31.7

41

7

34

3.3

독일

39,855

66.2

33.8

18

3

15

6.2

프랑스

6,817

72.7

27.3

4

2

2

5.0

전체

114,228

69.1

30.4

162

42

120

4.5

자료 : EU집행위, The 2017 EU Industrial R&D Investment Scoreboard(필자 재정리).
주 : 1) 연구개발 집약도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2) 표의 연구개발 집약도는 각 국에 속한 기업들의 연구개발 집약도를 평균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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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차로의 변화에 핵심이 자동차 부품인 만큼 이

의 고착화된 전속거래는 중소 협력업체들에 대기

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

업 의존도를 높이면서 안정적 공급처를 확보해주

자동차산업은 전기동력 자율주행자동차 시대

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기술개발의 등한시,

를 맞아 IT기업과 부품업체들의 역할이 점차 커

위탁대기업들의 비용전가 등으로 인한 이윤감소

짐에 따라 완성차 주도의 수직적인 연구개발 협

로 인해 기술개발 의지와 역량을 저하시키는 원인

력체제에서 수평적인 협력관계로 연구개발 생태

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산업연구원(KIET)의

계 구조를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아직까지 우리

전속거래 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나라 자동차산업 구조가 수직계열 및 통합적 구

따르면, 현대차 그룹의 전속 협력업체의 연구개발

조를 중심으로 국내 완성차업체가 핵심부품을 내

집약도는 2015년 2.3%로 현대자동차 2.4%보다 낮

재화하기 위해 계열화를 확대하는 전략은 자동차

으며, 영업이익률 또한 각각 3.1%와 8.5%로 큰 격

산업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산업

차를 보이고 있다.

4. 시사점 : 자동차와 전자 기업 간 포괄적 제휴를 통한
역량 강화 필요
세계 2,500대 연구개발 투자 기업에 등재된 한

수가 감소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은 199개사

국기업 수가 감소하고 있어서 산업 전반의 경쟁력

에서 375개사로 늘어났다. 특히 우리나라 주력산

약화가 우려된다. 2013년 대비 2016년 등재 기업

업인 전자와 자동차산업은 연구개발투자의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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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이나 2,500대 기업에 등재된 기업 수 면에서 선

또한, 국내 주요 제조업종의 전속거래 구조는 중

진국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의 빠른

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개발한 신기술과 신제

추격으로 인해 경쟁압박이 심화되고 있다.

품의 상용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선진국과 중국의 전자와 자동차기업들은 전략

이러한 대기업 중심의 불균형구조와 비효율적

적 기술제휴와 기업인수를 통해 산업 패러다임 변

인 거래구조는 우리 산업 전반의 성장잠재력을 떨

화와 디지털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들

어트리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글

이 원하는 디지털 제품을 개발한 후 디지털화된

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산업 간 융합이 이뤄지면

공정을 통해 낮은 원가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전

서 특정 산업의 소수 기업만으로는 경쟁력을 유지

세계시장에 판매할 준비를 갖추어 가고 있지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내 관련 기업 간 기술제휴와 기업 인수는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우리 정부가 기술, 제품, 산업 융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의 체계는 수년간 대규모 공

산업 전반에서 많은 기업들이 연구개발 활동으
로 혁신역량을 제고하여 기존 기술을 뛰어넘는 혁
신기술을 이끌 수 있도록 개선책과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급자 중심의 폐쇄적인 생태계를 유지, 대기업 중
심의 수직계열화되어 있어서 변화가 쉽지 않다.10)
10) 정지훈, 김병준(2017), 미래자동차 모빌리티 혁명에 의하면 기존 산

업을 선도하던 기업들은 조직과 인력이 기존의 기술에 맞춰 최적화되
어 있기 때문에 기업 내부의 자원을 혁신기술에 할당하는 일이 쉽지 않
고 파괴적 기술을 거부하한다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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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분석실·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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