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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R&D 관련 산업과  
정보통신산업 연관관계 분석  

An Analysis of Co-relations of R&D-related Industry and IT Industry    

조병선 (B.S. Cho) 

조상섭 (S.S. Cho)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R&D 관련 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치와 타 

산업과의 연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R&D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

하기 위하여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2000년도와 2003년도의 산업연관분석자료를 

이용하여, R&D 관련 산업구조와 정보통신산업과의 연관관계를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2000년도에 비하여 2003년도의 산업연관분석에 따를 경우에 R&D 관련 산업의 생산

활동 증가는 정보통신산업의 생산 및 부가가치활동에 보다 낮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R&D 관련 산업의 영향력이 약간 낮아지는 산

업구조를 보여주기 때문에 정보통신산업 안에서 R&D 정책과 정보통신산업 밖에서 실

시하는 R&D 정책에 대한 고려 및 효과측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

는 것으로, 보다 국가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R&D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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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목적 및 배경 

본 연구는 우리나라 R&D 산업에 대한 구조변화 

분석을 실시하고, R&D 관련 산업과 정보통신산업

과의 연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최근 빠르게 증가하

는 R&D 관련 산업부분에 대한 역할을 산업구조적 

변화 및 역할차원에서 접근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

다. R&D 관련 산업은 자체의 생산증대보다는 타 산

업의 연관관계 또는 보완성과 그 활동의 지속적 누

적성에서 산업존재의 중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1].  

<표 1>에서 보듯이, 2003년도에 우리나라 R&D 

지출액은 GDP 대비 2.63%를 차지하였다. 우리나

라의 R&D 지출비중은 일본이나 미국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EU 및 OECD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국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

을 보여준다.1) 이러한 R&D 지출규모와 추세로 볼 

때, R&D 관련 산업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높아짐은 물론 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연

관관계의 정도가 매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R&D 

관련 산업구조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서 뿐

만 아니라, 적정하고 그리고 효과적인 R&D 정책방

향을 추진하기 위하여 R&D 관련 산업의 국민경제

역할 및 산업간의 연관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1) <표 1>에서 우리나라 GDP 대비 R&D 지출비중은 사회과
학 및 인문분야에 대한 R&D 지출액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
문에 비중이 더 높을 수 있음 

R&D 관련 산업은 산업간의 보완성과 누적성 그

리고 산업연관효과가 큰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1]. Rosenberg는 기술개발 및 확산을 중심으로 하

는 생산활동을 추구하는 R&D 관련 산업의 경우에 

보완적인 성격과 누적적인 성격 그리고 산업간의 연

관성으로 인하여 그 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측정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하나의 해결방

법으로 산업연관분석표를 이용한 활동기여도를 측

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2000

년도와 2003년도의 산업연관 분석자료를 이용하였

다. 즉 R&D 관련 산업구조와 정보통신산업과의 연

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산업부분을 기

본분류 404부분에서 R&D 관련 산업과 정보통신산

업중심의 16개 산업으로 재분류하였다. 이러한 연

구목적성 재분류를 통하여 목적중심의 해당 산업구

조와 타 산업간의 연관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산업연관분석표를 이용하여 특정산업

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분석[2],[3] 또는 산업구조

분석 및 연관분석[4]이 많이 수행되고 있다. 특히 

동태적 특성을 갖는 R&D 지출 또는 인력자본지출

의 국민경제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산업연관분

석모형을 이용하기도 한다[5]. 본 연구에서도 기존 

연구에서 사용되는 산업연관분석모형을 이용하여 

R&D 관련 산업의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연관효과를 

측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1998년 또는 2000년

도 산업연관분석자료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최근에 

한국은행이 발행한 2003년도 산업연관분석표를 사

용함으로써, 21세기 지식산업중심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산업구조를 잘 나타낼 수 있다는 

연구기여가 있다. 

본 연구는 제 II장에서는 R&D 관련 산업과 정보

통신산업 중심의 산업을 재분류한 내용과 산업연관

분석의 기본적인 계수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실시

하였다. 제 III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설명하고, IV장

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을 간단하게 기술하였다.  

 
<표 1> 각 국가의 GDP 대비 R&D 지출비중 

(단위: %)

연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일본 2.99 3.07 3.12 3.15 

한국 2.39 2.59 2.53 2.63 

미국 2.74 2.76 2.65 2.68 

EU15 1.87 1.90 1.91 1.91 

OECD  2.23 2.28 2.24 2.26 

중국 1.00 1.07 1.22 1.31 

<자료>: OECD Factbook, 2006. 



조병선 외 / 우리나라 R&D 관련 산업과 정보통신산업 연관관계 분석 

 

 185

Ⅱ. R&D 관련 산업의 중요성 및 정보 

통신산업 연관분석방법론 

1. R&D 관련 산업의 중요성 및 기존 연구 

R&D 관련 산업의 국민경제성장과 발전에 대한 

중요성 및 역할의 논의는 Romer[6] 이후에 지속적

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내생적 성장이론체계에서 

R&D 부분의 중요성을 이론화하였다[7]. 이러한 이

론적 제기와 함께 국가단위 또는 산업단위에서 계량

적 측정이 시도되고 있다. 한 예로 계량적인 관점에

서 Coe 등[8]은 OECD 국가의 생산성증대에 R&D 

자본의 기여가 높았음을 보였으며, 반면에 Jones 

[9]은 R&D 관련 자본형성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았다는 상반된 계량결과를 발

표하였다.     

그러나 R&D 관련 산업은 기술개발을 위한 자체

의 목적과 기술의 이전과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한다. 따라서 R&D 관련 산업은 타 산업에 대한 

산업의 보완성이 크며, 산업활동의 누적성이 큰 산

업으로 간주되고 있다. 두 가지 R&D 관련 산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R&D 관련 산업자체의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국가 전체의 사회적 수익률이 매우 큰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R&D 관련 사업의 경우 사업자체의 수익률보다 

전체 국가의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지식기반경제에

서 그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었다. Arrow[10]는 전

체적 경제에서 낮은 R&D 투자가능성은 R&D 사업

의 분활성의 어려움, 적절한 획득성 그리고 자체의 

불확실성에서 발생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시

장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하여 R&D 관련 산업의 정

부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R&D 관련 산업단위

의 수익률은 전체 국민경제단위에서 평가하는 수익

률보다 낮을 수 있기 때문에 R&D 관련 산업의 역할 

및 중요성을 분석할 때에는 다른 산업에 영향을 주

는 긍정적 연관 및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그 중요성

을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낮은 산업기여도평

가의 경향으로 인하여, R&D 관련 산업의 중요성 및 

국민 경제의 위상을 평가할 때에는 단일적인 산업단

위의 분석자료보다는 국민경제체계를 구축하고 있

는 산업연관분석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보겠다. 

R&D 관련 산업이 타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는 산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즉 R&D 관

련 산업이 타 산업에 대칭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

는 비대칭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편향적인 R&D 관련 산업의 특성은 지속적으로 확

대되는 R&D 관련 산업이 타 산업에 유발하는 생산 

및 부가가치유발계수의 분포를 시계열적으로 분석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 예로 R&D 관련 산업의 

확대가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전체 산업의 각종 유

발계수의 집중도를 증대시키는 영향이 있는지에 대

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Sut-

ton[12]이 예측한 R&D 지출확대가 기술집약적 산

업에서 시장집중도를 높이게 된다는 이론적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기술기반 또는 R&D 관련 산업의 기여

도와 산업구조적 역할에서 산업연관분석방법에 의

한 분석결과를 얼마나 신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필요하다. 물론 특정산업의 국민적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산업연관분석뿐만 

아니라 성장회귀방적식 그리고 일반균형이론에 의

한 CGE 모형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에 기

산업의 사회적 타당 ROI 

산업 자체의  ROI

산업 자체 타당 ROI 사회적 관점의 ROI 

파급효과

R&D 관련 산업 ROI 타 산업 ROI 

45° 

<자료>: Link and Scott, 2003, p.12[11]에서 부분적 수정 

(그림 1) R&D 관련 산업의 수익률과 타 산업의  
수익률 평가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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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 근접성(technology localization)에 의한 고정

생산함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즉 (그림 2)에

서 보듯이, 생산기술의 누적 및 특화로 인한 산업생

산함수가 점근적으로 고정화되는 경향을 말한다. 따

라서 과거보다 고정산업생산함수에 근거하여 작성

한 산업연관분석자료는 R&D 관련 산업의 국민경제

적 위치 및 타 산업의 파급효과분석 등에 보다 유용

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상기에서 언급한 R&D 관련 산업의 특성을 고려

하여 홍동표 등[4]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R&D 파급

효과를 Papaconstantinou 등[13]의 방법론에 따라

서 분석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 산

업의 경우 R&D 집약도가 큰 산업일수록 수입의존

도가 높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인 분석자료

로 1995년도 산업연관분석표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최근의 산업구조변화를 반영한 

2000년도 이후에 발행 산업연관분석표에 따른 R&D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수행이 필요하다. 

역시 Rim 등[5]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R&D 자본

의 전방파급효과와 후방파급효과를 측정하였으며, 

제조업의 경우에 2000년도 R&D 파급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 외부효과가 낮아지고 있

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수요증대를 통한 R&D의 지속적 축적방향

을 제시하였다. 이 분석결과 역시 2000년도의 산업

연관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수행한 연구이기 때문에 

2003년도 산업연관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산업연관분석을 위한 R&D 관련 산업 및 

정보통신산업분류 

우리나라 R&D 관련 산업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

여도분석을 위해서는 해당산업의 위치와 다른 산업

과의 관계를 산업연관표상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

다. <표 2>는 본 연구에서 R&D 관련 산업을 산업

연관표 404부분에서 R&D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16부분으로 분류한 산업분류표이다. 분석의 목적과 

편의성을 위하여 정보통신산업과 R&D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재분류하였으며, 어떤 기준에 의하여 분류

하였다기보다는 연구목적을 위한 연구자 편의에 의

한 분류표이다. 

3. R&D 관련 국민경제기여도분석모형 

R&D 관련 산업의 기여도분석은 R&D 관련 산업

활동으로 인하여 국민경제의 각 산업부분의 생산, 

 

Fixed

노동

B' 

Smoothing

A 

B(기술사용) 
C 

자 
본 

<자료>: Atkinson(1969)에서 수정[14]. 

(그림 2) R&D 관련 산업분석에서 산업연관분석자료의
유용성 

 
<표 2> 16부분의 산업연관분석을 위한 R&D 관련  

산업분류 

분류명 분류 번호 
404 기본 분류번호 
(2000년, 2003년) 

농림수산 및 광업 1 1~85, 137~138 

1차 가공업 2 86~136 

화학산업 3 139~193 

금속제련산업 4 194~225 

기계공업 5 226~245 

자동차 선박산업 6 281~294, 396 

기타 제조업 7 기타 제조업 코드 

사회기간산업 8 305~311, 317~326

건설업 9 312~316, 328 

물류 유통산업 10 329~345 

주택 및 부동산 11 358~360 

금융, 의료 및  
기타서비스 

12 기타 서비스 코드 

교육관련 산업 13 374~376 

정보통신기기 산업 14 246~274, 280 

정보통신서비스 산업 15 346~350, 364~365

R&D 관련 산업 16 377~380 

<자료>: 2000년 및 2003년 산업연관표에 의거함(한국은행, 200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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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그리고 수입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유발효

과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 연관효과를 분석하기 위

하여 R&D 관련 산업을 특정 부분으로 하는 외생부

분과 다른 연관산업부분을 내생화하는 부분으로 하

는 별도의 산업연관표를 현재의 산업연관분석표를 

기반으로 재작성하여야 한다. <표 3>은 R&D 관련 

산업의 생산활동(투자활동)에 따른 국민적 기여도

분석을 위한 산업연관분석표의 재구성방법을 나타

낸 것이다. 단 고용유발계수에 대한 분석은 2000년

도 및 2003년도에 168부분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유발계수작성과 분석의 일치성을 위하여 본 연

구에서는 생략한다. 

다음으로 R&D 관련 산업의 국민경제적 기여도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그

리고 수입유발효과도출에 대한 수식을 유도하면 다

음과 같다. Xij = aijXj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기 때

문에 모든 산업의 생산량은 식 (1)과 같은 해당산업 

생산물 및 다른 산업생산물투입계수를 이용하여 나

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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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를 X에 대하여 정리하면 (3)과 같은 행렬수식

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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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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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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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을 설명하면 1)( −
−− d

hAI 는 분석하고자 하는 

R&D 관련 산업부분이 제외된 부분의 국산투입계수

의 역행렬을 의미하며, d
hA 는 R&D 관련 산업의 국

산투입계수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최종 수요인 Y d = 0으로 가정하면, 분석

하고자 하는 R&D 관련 산업의 생산활동에 따른 타 

<표 3> R&D 관련 산업을 외생화한 산업연관분석표 

외생부분 
구성 중간수요(특정부분 제외) 

특정부분 중간수요 최종수요 
수입 총수요 

국산중간 투입(n-1) 
내생부분 

     

국산중간 특정부분 중간투입      

수입      

부가가치      

총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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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R&D 관련 산업의 직접, 간접 기여도 분석수식 

구성 직접 기여도 간접 기여도 

생산유발 기여도   

부가가치 기여도   

수입유발 기여도   

<자료>: (i) 여기서 첨자 h는 R&D 관련 산업의 경제활동을 의미함, (ii) A d, A v, A e 는 각각 투입계수행렬, 부가가치계수행렬 그리고 수입유발계수행
렬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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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키는지에 대

한 계량적 측정을 상기 수식을 이용하여 <표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표 4>를 이용

하여 R&D 관련 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의 생산, 부가

가치 그리고 수입유발계수 및 R&D 관련 산업의 정

보통신산업에 대한 간접유발효과를 분석하였다. 마

지막으로 R&D 관련 산업이 타 산업에 대한 유발효

과정도를 15개 산업을 대상으로 전체 분포형태의 

변화정도를 분석하여 R&D 관련 산업의 타 산업에 

대한 대칭적 또는 비대칭적 영향에 대한 논의를 진

행하였다.  

Ⅲ. R&D 관련 산업구조 및 연관관계  

분석결과 

1. R&D 관련 산업현황 

우리나라 R&D 관련 산업은 <표 5>에서 보듯이, 

2003년도에 230억 달러에 이르는 큰 규모로 성장

하였다. 이 R&D 관련 산업지출규모를 보면 1995년 

대비 1.58배 크기에 달한다. 최근의 산업지출성장률

을 보면, 2003년도에 R&D 관련 산업의 성장률은 

7.1%로 우리나라 평균 GDP 성장률 3.1%에 비하여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R&D 관

련 산업의 실적을 보면, 유럽특허국에 출원한 특허 

수가 1995년도 대비 2003년도에 6.8배 증가하였

다. 따라서 R&D 관련 산업의 생산활동은 지속적으

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6>은 R&D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연구원 수

를 보면, 현재 OECD 국가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

지만, 2003년도에 천 명 일반 고용자 수당 연구원 

수가 6.8명으로 1995년도의 4.9명보다 증가되었다. 

이러한 R&D 관련 산업에서 지속적인 인적자원의 

확대는 타 산업으로 보이지 않는 기술이전 및 서비

스뿐만 아니라 산업간에 직접 인적자원의 이동으로 

타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2. 산업연관구조 분석결과  

다음은 2000년도 및 2003년도 산업연관분석표

를 이용하여 R&D 관련 산업의 정보통신산업과 연

관관계를 분석하기 전에 국민경제 기여도 및 위치를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생산유발계수와 부가가치 그

리고 수입유발계수를 <표 7>과 <표 8>에 나타냈다. 

<표 7>과 <표 8>을 비교하면, R&D 관련 산업의 산

<표 5> R&D 관련 산업의 변화 

연도 1995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실질 R&D 지출(백만 달러) 14,679 18,387 20,659 21,607 23,151 

연평균 증가율 11.4 15.3 12.4 4.6 7.1 

국민 1인 당 R&D 지출 303 391 447 467 508 

EPO 출원한 특허 수 458 1245 1555 2207 3113 

USPTO 등록된 특허 수 3468 4333 4740 5466 5948 

<자료>: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06. 

 

<표 6> R&D 관련 산업의 연구원 수에 대한 현황  

연도 1995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일본 8.3 9.7 10.2 9.9 10.4 

한국 4.9 5.1 6.3 6.4 6.8 

미국 8.1 9.3 9.5 9.6 9.8 

OECD 7.0 7.9 8.2 8.3 8.4 

<자료>: OECD Factbook 2006: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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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구조변화는 2000년도에 비하여 2003년도에 생

산유발효과는 감소한 반면, 부가가치 그리고 수입유

발계수가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

라 R&D 관련 산업의 국민경제에서 진화구조가 자

체 산업의 수직적인 효과(industry deepening)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2)  

역시 본 산업연관분석을 통하여 정보통신산업의 

국민경제적 역할에 대한 비교분석을 할 수 있다. 먼

저 정보통신산업의 기기산업의 경우는 2000년도에 

비하여 2003년도 생산유발계수와 부가가치유발계

수가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통신

기기 및 장비의 국산화 진전으로 수입유발계수가 낮

아졌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정보통신서비스산업의 

경우에 생산유발계수는 약간 낮아진 반면에 부가가

치유발계수는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3) 

<표 9>는 R&D 관련 산업의 생산이 1단위 증가

할 경우에 정보통신산업인 기기산업과 서비스산업

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2000

년도에 비하여 2003년도의 산업연관분석에 따를 

                                              
2) 산업구조의 수직적 효과는 부가가치의 증대로 간주하였으
며, 생산유발효과의 증대는 수평적인 효과의 증대로 봄 

3) 본 연구에서 분류한 다른 산업에 대한 생산, 부가가치 수입
유발계수는 저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 

경우에 R&D 관련 산업의 생산활동증가는 정보통신

산업의 생산 및 부가가치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약간 

낮아졌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2000년도에서 2003

년도에 변동된 간접연관계수가 경기변동적인지 또

는 구조적인 변동인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 다른 결과해석에 주의할 사항은 R&D 

관련 산업의 타 산업에 대한 간접연관효과는 산업연

관분석자료만을 근거로 한 물질적인 수치관계로만 

파악하기 힘들다는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R&D 관련 산업의 타 산업에 대한 연

관관계 분포정도가 어느 정도나 변동했는지를 15개 

산업을 중심으로 간접유발계수분포도분석을 실시하

였다. 즉 2000년도에 비하여 2003년도에 R&D 관

련 산업의 타 산업에 산업유발 또는 부가가치유발에 

대한 영향을 나타내는 간접유발계수의 분포 정도가 

보다 특정산업에 집중적으로 변했는지 또는 모든 산

업에 평등하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

할 수 있다. 만일 계산된 분포집중도가 증가했다면, 

R&D 관련 산업의 증대는 특정산업에 편향적으로 

영향을 미침(R&D biased concentration)을 의미하

며, R&D 관련 산업의 생산활동확대가 특정 산업과 

연관유발효과를 증대시킴으로써 해당 산업의 생산

활동증대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12].4) 

<표 10>을 살펴보면, R&D 관련 산업이 타 산업

에 미치는 유발효과분포지수가 2000년도에 비하여 

2003년도에 더욱 비대칭적으로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R&D 관

                                              
4) R&D 관련 산업활동이 해당 및 타 산업구조와 산업경쟁력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Sutton[12]
에 기술되어 있음 

<표 7> 2000년도 R&D 관련 산업활동의 유발계수 

사업 구분 
생산 

유발계수 
부가가치 
유발계수 

수입 
유발계수 

정보통신 
기기산업 

1.384 0.435 0.565 

정보통신 
서비스산업 

1.401 0.797 0.203 

R&D  
관련 산업 

1.377 0.887 0.113 

 

<표 8> 2003년도 R&D 관련 산업의 유발계수 

사업 구분 
생산 

유발계수 
부가가치 
유발계수 

수입 
유발계수 

정보통신 
기기산업 

1.412 0.458 0.542 

정보통신 
서비스산업 

1.404 0.774 0.226 

R&D  
관련 산업 

1.365 0.896 0.104 

 

<표 9> R&D 관련 산업의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영향력
분석 

유발계수 간접생산유발계수 간접부가가치유발계수

연도 2000년 2003년 2000년 2003년

R&D 관련 산업
(총 간접유발계수)

0.377 0.365 0.173 0.174 

정보통신기기 0.019 0.013 0.005 0.004 

정보통신서비스 0.020 0.020 0.01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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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산업활동 확대는 타 산업의 산업활동에 불균등하

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Ⅳ. 분석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R&D 

관련 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치와 타 산업과의 연관관

계를 파악함으로써, R&D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앞

으로의 방향을 분석하는 데 노력하였다. R&D 관련 

산업의 본질적 특성으로 인하여 독립적 산업으로 경

제적인 평가보다는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상호적

으로 평가함으로써 정확한 국민경제적 위치와 그 중

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7

년도 발생 2003년도의 산업연관분석자료를 사용함

으로써 기술과 산업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R&D 

관련 산업의 위상과 타 산업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

하였다. 

본 연구 분석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R&D 관련 산업의 국민경제파급효과는 

2000년도에 비하여 2003년도에는 생산유발계수는 

낮아지고, 부가가치 그리고 수입유발계수는 향상되

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R&D 관련 산업의 국민경제에 대한 진화구조의 

정확한 파악이 더욱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2000년도에 비하여 2003년도의 산업연관분석에 

따를 경우에 R&D 관련 산업의 생산활동증가는 정

보통신산업의 생산 및 부가가치활동에 보다 낮은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R&D 관

련 산업이 15개 타 산업에 미치는 유발효과분포지

수가 2000년도에 비하여 2003년도에 더욱 악화되

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R&D 관련 산업활동 확대는 타 산업의 산업활동에  

비대칭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산업연관분석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R&D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R&D 관련 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R&D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집

행에서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 즉 R&D 관련 산

업의 영향력이 광범위하게 국민경제에 파급되기 때

문에 부분적인 시각에서 R&D 관련 정책결정은 정

책효과를 위한 직접적 조정효과보다 간접적인 파생

효과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정보통신산업

에 대한 R&D 관련 산업의 영향력이 약간 낮아지는 

산업구조를 보여주기 때문에 정보통신산업 안에서 

R&D 정책과 정보통신산업 밖에서 실시하는 R&D 

정책에 대한 고려 및 효과측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5) 즉 보다 국가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R&D 정

책적 고려가 필요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R&D 관

련 산업의 활동확대는 타 산업별 간접유발영향정도

가 2000년도에 비하여 2003년도에 보다 차별적으

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R&D 

관련 산업구조가 보다 특정산업에 우호적이거나 불

리하게 작용(asymmetric effect)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전체 산업발전에 대한 

불균형성장정책 또는 균형성장정책에 대한 R&D 정

책적 철학과 방향정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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