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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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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심의(2016. 12. 14.)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간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성장률은 3% 수준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되어
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3년째 2% 대의 성장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주요국들은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추진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2000년대 들어 경제성장 모형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5년을 주기로 새정부 출범시마다 미래성장동력의 발굴･
육성을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을 발표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 주도의 미래성장동력 관련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으나,
다양한 경제주체 및 시장 전문가들은 잦은 정책변화에 따른 지속성･실행력에 대한
의문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보고서는 과거 참여정부 이후 미래성장동력 정책의 추진 경과와 실태 분석을
통해 정책추진의 연속성, 투자분야별 효과성, 투자전략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는 역대 정부마다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집중 육성분야를 수시로 변경･확대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정책추진
체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등 정책의 중장기적 일관성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선정한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투자효과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정부의 분야 선정 자체는 적정하게 이루어진 반면, 분야별 투자의 생산효과 및
파급효과 간 차이가 있어 이를 정부의 재원배분 방향에 최적화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시한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투자전략
(Strategy)과 실제 투자계획(Program)간 구체적인 연계성을 강화하고, 정부와 민간
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보고서가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의 국가산업 전략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국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 12월
국회예산정책처장 김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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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개요
◦ 재정지원 규모가 1.3조원(2017)*에 달하는 정부 미래성장동력 정책의 추진
경과와 실태분석을 통해 정책추진의 연속성, 투자분야별 효과성, 투자
전략의 적정성 등을 분석･평가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
* 5년간(2016~2020) 6조 722억원 투자 규모

❑ 주요쟁점 및 평가결과
◦ 우리나라는 역대 정부마다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육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집중 육성분야를 변경･확대해 왔으며, 현 정부 들어서는 매년 새로운
정책을 수립･발표하면서 정책의 일관성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참여정부의 10대 성장동력 분야가 이명박정부에서 17대 신성장동력
분야로 확대되었고, 현 정부는 이중 7개 분야를 제외하고 새롭게 6개
분야를 추가하는 등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를 선정하였음.
－ 정부의 미래성장동력 정책추진 상위체계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로 이원화되고, 관련 부처 간에도 분절적으로
추진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미래성장동력 19대 분야별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19대 분야 중 13개
분야에서 Spillover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산업분야에 비해
파급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됨.
－ 정부와 민간의 전체 R&D 투자액을 기준으로 볼 때는 Spillover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6개 분야*의 경우, 정부재원 투자에 대해서는
파급효과가 나타남.
* 5G 이동통신, 고기능 무인기(드론 등), 지능형 반도체, 스마트 자동차,
지능형 사물인터넷, 착용형 스마트기기

－ 전체 R&D투자액을 기준으로 볼 때는 Spillover 효과가 존재하였던 6개
분야*의 경우, 오히려 정부재원의 Spillover 효과는 전혀 없거나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가상훈련시스템, 스마트바이오 생산시스템, 지능형 로봇, 맞춤형 웰니스
케어, 실감형 콘텐츠,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요 약 ∙ vii

－ 따라서 향후 미래성장동력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주요 분야 및 투자
주체의 조합효율성(Combination efficiency) 및 투자 규모의 적정성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실증적 산업 논거를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정부의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투자전략과 투자계획, 실제 해당 분야의
투자실태 및 파급효과 분석 결과 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가 산업성숙도와 추진주체를 고려하여 제시한 민간주도, 정부-민간
공동추진, 민간-정부 공동추진, 정부주도형 등 미래성장동력 투자
전략은, 정부의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실제 투자계획과 적절히
연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최근 11년간의 R&D투자 실태 분석에 따른 정부-민간 투자비중 및
R&D 투자의 파급효과 분석 결과, 빅데이터, 융복합소재, 심해저/
극한환경 해양플랜트 등 정부의 투자전략 및 투자계획과 배치되는
분야가 나타남.

❑ 개선방안
◦ 정부는 미래성장동력 정책의 수립과 이행과정에서 정책의 중장기적
일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강력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새 정부 출범 시 국정기조를 반영하고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준의 미세조정 외에 정책의 기본 틀과 연속성을 훼손하는 정책
변화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현행의 이원적인 과학기술 정책추진체계를 단일화하고, 정권 교체시
마다 반복되는 과학기술행정체제의 개편도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 중 정부재원 R&D투자의 파급효과 분석
결과 및 향후 정부가 실증적 산업논거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시장 파급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재원배분을 전략화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투자전략과 투자계획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정부와 민간투자의 재원
비중 추이를 적절히 투자전략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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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2000년대 이후 추격형 경제성장 모형을 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
－ 새 정부 출범 시 마다 미래성장동력의 발굴･육성을 위한 산업정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으나 잦은 정책변화에 따른 지속성･실행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정부의 미래성장동력 정책의 추진 경과와 실태분석을 통해 정책추진의 연속성,
투자분야별 효과성, 투자전략의 적정성 등을 분석･평가하고 문제점을 도출
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

❑ 정책개요 및 재정투입 규모
◦ 현 정부의 미래성장동력 정책은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2015)에 기초하여,
미래신산업, 주력산업, 공공복지･에너지산업, 기반산업의 4대 산업분야에 걸쳐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를 발굴･육성하고 있음.
◦ 정부의 미래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17년 정부안 기준 1.3조원 수준으로 나타남.

❑ 미래성장동력 정책 추진의 연속성
◦ 참여정부 이후 미래성장동력 정책의 변화와 그에 따른 투자전략의 집행현황을
추적함으로써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함.
◦ 우리나라의 경우, 역대 정부마다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육성 정책을 추진
하면서 집중 육성분야를 변경･확대해 왔으며, 현 정부 들어서는 매년 새로운
정책을 수립･발표하면서 정책의 일관성 확보가 미흡함.
－ 참여정부의 10대 성장동력 분야가 이명박정부에서 17대 신성장동력
분야로 확대되었고, 현 정부는 이중 7개 분야를 제외하고 새롭게 6개
분야를 추가하는 등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를 선정함.
－ 미래성장동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육성분야를 재수립하면서 정책의 틀이
바뀜에 따라 기존 정책의 체계적인 이행을 점검할 수 있는 수단이 차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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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의 미래성장동력 분야 연계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정부의 미래성장동력 정책추진체계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
회의로 이원화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과학기술정책의 최상위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별개로 대통령 주재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
하여 중복되는 기능을 수행함.
－ 과학기술전략회의는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 선정과 무관하게 2016년
성장동력 확보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선정하고,
1조 6천억원 규모의 재정투입을 계획하는 등 이를 최우선적인 과제로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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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성장동력 투자분야별 효과성
◦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 R&D투자의 생산효과 및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Spillover 효과 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야별 R&D투자와 총요소생산성
(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함.
◦ 분석 결과,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생산효과 및 파급효과는 분야별로
다양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
◦ 미래성장동력 관련 산업군의 경우, 직접적인 생산성 효과가 정부 재원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미래성장동력 비관련 산업군의 경우, 정부
재원에 대한 생산성 효과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생산성 효과 측정이 데이터의 한계로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본산업이 아닌 관련 산업군에 대해 제한적으로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분석의 한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타산업으로의 파급효과 분석의 경우, 19대 분야 중 13개
분야에서 Spillover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산업분야에 비해
훨씬 높은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한편, 19대 분야별 R&D투자액 중 정부재원을 분리하여 분석할 경우, 전체
R&D투자액을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와 다른 양상을 보임.
－ 전체 R&D투자액을 기준으로 Spillover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6개
분야(5G 이동통신, 고기능 무인기, 지능형 반도체, 스마트 자동차, 지능형
사물인터넷, 착용형 스마트기기)에서 정부재원의 Spillover 효과가 나타남.
－ 반면, 전체 R&D투자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Spillover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던 6개 분야(가상훈련시스템, 스마트바이오 생산시스템,
지능형 로봇, 맞춤형 웰니스 케어, 실감형 콘텐츠, 첨단소재 가공시스템)의
경우, 정부재원의 투자에서는 Spillover 효과가 전혀 없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향후 미래성장동력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주요 분야 및 투자
주체의 조합효율성(Combination efficiency) 및 투자 규모의 적정성,
성장가능성, 유망성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실증적 산업 논거를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요 약 ∙ xi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재원에 따른 Spillover 효과 간 차이>
전체 및 정부재원 R&D투자

정부재원 R&D투자에만

전체R&D투자에만

모두 파급효과가 있는 분야

파급효과가 있는 분야

파급효과가 있는 분야

･ 멀티터미널 직류송배전

･ 5G 이동통신

･ 가상훈련시스템

시스템

･ 고기능 무인기

･ 스마트바이오 생산시스템

･ 빅데이터

･ 지능형 반도체

･ 지능형 로봇

･ 신재생에너지하이브리드

･ 스마트 자동차

･ 맞춤형 웰니스케어

･ 지능형 사물인터넷

･ 실감형 콘텐츠

･ 착용형 스마트기기

･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시스템
･ 심해저/극한환경 해양
플랜트
･ 융복합 소재
･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 초임계CO2발전시스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미래성장동력 투자전략의 적정성
◦ 정부는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에 대하여 각각의 산업 성숙도와 추진주체를
고려하여 4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 민간주도 분야의 경우 정부 R&D투자는 최소화하고 법･제도 개선 및
시범사업 추진 등을 지원하고, 정부와 민간 공동 추진분야의 경우, 정부가
원천R&D･실증사업을 통해 선제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전략임.
－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분야의 경우, 정부는 민간의 R&D 및
사업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주도 분야의 경우, 정부가
중장기 R&D 및 실증사업을 주도적･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전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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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동력화 수준과 추진주체를 고려한 유형 구분>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6년도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2016.

◦ 정부의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투자전략과 투자계획, 실제 해당 분야의 투자
실태 및 파급효과 분석 결과 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가 민간주도, 정부-민간 공동추진, 민간-정부 공동추진, 정부주도형
으로 제시한 투자전략은, 실제 정부의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투자
계획과 적절히 연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특히 정부주도 그룹의 경우 전체 R&D투자 대비 정부재원 비중이 여전히
낮은데 타 그룹에 비해 특별히 확장적인 투자계획으로 볼 수 없을 만큼
평이한 수준으로 수립됨.
◦ 최근 11년간의 R&D투자 실태 분석에 따른 정부-민간 투자비중 및 R&D
투자의 파급효과 분석 결과, 정부의 투자전략 및 투자계획과 배치되는 경우가
나타남.
－ 정부-민간 공동추진 그룹의 경우, 빅데이터와 융복합소재에서는 정부
재원의 투자비중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정부 투자전략과 같이
선제적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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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이들 분야는 해당 그룹의 나머지 2개 분야에 비해 정부재원의
파급효과가 높은 분야로서 정부투자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정부의 투자전략에서는 민간-정부 공동추진 그룹으로 분류된 심해저/
극한환경 해양플랜트의 경우, 민간투자 비중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부투자의 파급효과가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투자 유인이 있음.

❑ 개선방안
◦ 정부는 미래성장동력 정책의 수립과 이행과정에서 정책의 중장기적 일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새 정부 출범 시 국정기조를 반영하고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준의 미세조정 외에 정책의 기본 틀을 훼손하는 정책변화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현행의 이원적인 과학기술 정책추진체계를 단일화하고, 정권 교체시 마다
반복되는 과학기술행정체제의 개편도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 중 정부재원 R&D투자의 파급효과 분석 결과
및 향후 정부가 실증적 산업논거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시장 파급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재원배분을 전략화할 필요가 있음.
－ 동 분석 결과가 2011년까지의 R&D투자 데이터에 기초한 한계, 타 산업에
미친 파급효과를 분석한 Spillover 분석의 한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정부는 투자주체의 조합효율성(Combination efficiency) 및 투자
규모의 적정성, 향후 성장 가능성이나 유망성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실증적
산업 논거를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정부는 투자전략과 투자계획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정부와 민간투자의 재원
비중 추이를 적절히 투자전략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파급효과 측면에서 정부투자의 효과가 높은 분야에 대한 투자전략
연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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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평가 개요

1. 평가 배경 및 목적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성장률은 3% 수준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되
고 있으며, IMF, OECD 등 국제기구들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성장률 동반하락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장기침체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장기적
저성장이 고착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OECD는 2031~2050년까지 우리나라
의 평균 잠재성장률을 1.0%로 예측하고 있다.1) 이는 OECD 평균은 물론 미국･유
럽･일본 등 주요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은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전략
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미국은 “국가혁신전략(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2009), “스타트업 육성대책(Startup America Initiative)”(2011) 등 과학기
술 혁신기반 확충과 창업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장기적인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신성장전략”(2010)에 이어 “일본재생전략”(2012)을 발표하고, 이른 바
아베노믹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유럽공동체 차원의 혁신전략인 “유럽
2020”(2010)을 통해 R&D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도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과 해상의 새로운 실크로드 건설계획)”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을 통해 대
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2000년대 들어 추격형 경제성장 모형이 한계에 다다르자 한국형 발
전모델을 선도형으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참여정부에서는 “차세대 성장동
력 정책(2004-2008)”을 통해 R&D투자 외에도 인력양성 등 R&D결과의 사업화와
관련된 다양한 기능적 지원방안을 갖춘 산업발전전략을 수립･추진한 바 있다. 이명
박정부에서는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2009)을 발표하고 세계적 자원･환경
위기 및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한 미래준비와 녹생성장을 본격 추진하였다. 현 정부
도 “창조경제실현계획”(2013),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2015)을 통해 19대 미래
성장동력 관련 집중 육성분야를 선정한 바 있다.
1)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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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새 정부 출범 시 마다 미래성장동력의 발굴･육성을 위한 산업정책
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으나 잦은 정책변화에 따른 지속성･실행력에 대한 의문이 끊
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5년마다 출범하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성
장동력 정책은 매번 신규로 기획되고 추진됨에 따라 투자의 지속성 및 정책의 일관
성 부재, 성과 창출 관리 미흡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정부의 미래성장동력 정책의 그간 추진 경과와 실태 분석을 통해 정책 추
진의 연속성, 투자분야별 효과성, 투자전략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
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평가 내용 및 방법
현 정부의 미래성장동력 정책을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당초 미래창조과학부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육성계획｣(2014)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엔진 프로젝트 발전계획｣
(2014)으로 이원화되어 추진하여 오던 것을 2015년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으
로 통합하여 추진 중이다. 동 계획에서는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를 새롭게 지정하
고 이 분야에 전략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정부의 미래성장
동력 분야 종합실천계획에 기초하여 정책의 연속성, 투자전략의 적정성 및 투자분야
별 효과성을 중심으로 평가를 수행하였다.
첫 번째는 미래성장동력 정책의 연속성에 관한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
는 정권 교체 시마다 새로운 성장동력 정책을 발표하여 왔으며, 그에 따라 정책 우
선순위와 집중 투자분야가 조금씩 변화해 왔다. 따라서 참여정부 이후의 성장동력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변화와 그에 따른 투자전략의 집행 현황을 추적함으로써 성장
동력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었는지를 평가하였다.
두 번째는 미래성장동력 분야 투자재원의 효과성에 관한 것이다. 19대 미래성
장동력 분야의 투자성과를 생산효과 측면에서 측정하여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Spillover 효과 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R&D투자와 총
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R&D투자의 재원별 투자액을 분리하여 정부와 민간재원에 따른 효과의 차이
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정부 R&D투자의 효율적인
배분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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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미래성장동력 분야 투자전략의 적정성에 관한 것이다. 현재 정부가
정책통합을 통해 집중 투자분야로 선정한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
와 민간의 투자실태를 분석해 보고, 해당 분야의 기술수준, 산업 성숙도에 따라 투
자재원의 조달계획 및 투자현황이 적정하게 배분되어 추진되어 왔는지를 추적하여
보았다.

3. 주요 쟁점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의 미래성장동력 정책과 관련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다음의 3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각 쟁점별 주요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
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쟁점은 미래성장동력 정책의 연속성에 관한 것이다. 과거 정부의 성장
동력 정책의 평가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은 정책 추진과정에
서 정책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체계적 이행점검이 미흡하였다는 것이다.2) 이에
대하여 그간의 정책 평가기준이 기술적･양적 성과에 치중하였고, 민간기업의 성장
동력 분야 진출 확대를 위한 제조과정의 연계 지원이 부족하였으며, 초기 사업화단
계의 리스크를 분산할 투입자금과 금융지원이 미흡했던 것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
다. 또한 성장동력 관련 법규와 규제 개선을 위한 신속한 입법과 제도개혁이 수반
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근본적으로
정권마다 새로운 성장동력 정책을 수립하여 제시함으로써, 기존 정책의 목표 달성
을 위한 재정투입과 전략이행의 과정과 그 성과를 점검하기도 전에 새로운 정책이
수립･집행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간의 정책 변화가 국가 미래성장
동력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정책이행을 담보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쟁점은 미래성장동력 분야 투자재원의 효과성에 관한 것이다. 미래성
장동력 정책의 목표는 글로벌 시장 환경의 성장 가능성을 예측하여 국내 민간기업
이 적극적으로 해당분야의 기술적 우위를 점하도록 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미래시장
2) 장석인 외, ｢한국의 성장동력정책 평가와 향후 발전 과제｣, 산업연구원, (2014. 12), 73~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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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점 내지는 장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R&D투자는
민간의 자발적인 기술혁신(R&D)을 구축하지 않으면서, 이를 유발 내지는 강화할
수 있도록 지식의 이전･파급･확산을 유인하는 핵심 정책수단이다. 다만, 지식의 이
전 및 확산의 정도는 산업이나 기술의 특성에 따라 분야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
기 때문에, 정부의 R&D투자를 보다 효율적･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미래성
장동력 분야 지원에 따른 파급효과의 차이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쟁점은 미래성장동력 분야 투자전략의 적정성에 관한 것이다. 그간 정
부의 다양한 미래성장동력 창출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초 기대와는 달리 국내
기업의 미래성장분야로의 진입과 투자가 예상보다 크게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었
다.3) 정부의 미래성장동력 정책은 대개 전략적 투자분야를 선정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의 성장동
력 분야 R&D투자와 새로운 성장엔진 발굴을 위한 전략적 투자가 크게 부족한 것
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산업 생태계 관점에서 산업간 연계･융합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던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는 정부의 미래성장동력 정책 수립과정에서 전략적
투자분야의 선정을 위한 사전검토가 미흡했거나, 정책과 실제 투자전략의 이행과정
에서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미래성장동력 분야 R&D투
자가 미래예측과 시장 환경에 적합한 전략적 선택이었는지, 그 이행과정에서의 오
류는 없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3) 장석인 외, ｢한국의 성장동력정책 평가와 향후 발전 과제｣, 산업연구원, (2014. 12), 81~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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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책 개요 및 현황

1. 정책 목적 및 내용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5에 따라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을 발
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정부의 성장동력 발굴･
육성을 위한 시책에 포함되는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성장동력 발굴･육성 시책의 내용
주요 내용

1. 성장동력 분야별 핵심기술의 개발·사업화
2. 성장동력 분야별 전문인력의 확보 및 육성
3. 성장동력 분야별 일자리 및 시장창출 방안
4. 성장동력에 대한 기업 등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 제도나 규정의 개선
5. 그 밖에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자료: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5 제2항.

위와 같은 추진 근거에 따라 현 정부 출범 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처음 발표
한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계획｣(2014)에서는 “창의와 융합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국민소득 4만불 실현 및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정책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현 정부의 미래성장동력 정책은 당초
추진주체를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원화하여 추진되어 오다가 정책
을 2015년에 통합하고, 성장동력 분야를 19대 분야로 조정하였다. 현 정부의 미래
성장동력 정책 추진경과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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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현 정부의 미래성장동력 정책 추진경과
미래성장동력 정책 및 주요내용
2014. 3.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계획｣ 수립
- 9대 전략산업, 4대 기반산업 등 13대 분야 성장동력 발굴

주무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 산업엔진 창출전략｣ 수립
2014. 3. - 6대 시스템산업, 2대 소재･부품산업, 3대 창의산업,

산업통상자원부

2대 에너지산업 등 13대 분야 산업엔진 발굴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 수립
2014. 6. - 미래성장동력 세부실행계획으로, 13대 분야별 추진과제

미래창조과학부

도출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수립
2015. 4. - 미래창조과학부의 “미래성장동력”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엔진프로젝트”를 통합하여 19개 분야로 확대
2016. 3.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2016년도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수립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도 중점 추진방향 및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정부가 정책 통합 과정에서 선정한 미래성장동력 분야는 [표 3]과 같이 주력산
업, 미래신산업, 공공복지･에너지산업, 기반산업의 4개 산업분야에 걸쳐 총 19대 분
야에 이른다. 이는 기존 미래창조과학부의 13대 미래성장동력 분야와 산업통상자원
부의 13대 산업엔진을 통합･조정한 결과로서, 양 부처의 6개 중복분야를 제외하고
기존 선정분야를 물리적으로 통합한 결과로 볼 수 있다.4)

4) 산업통상자원부 13대 산업엔진 분야의 탄소소재와 첨단산업용 비철금속 소재를 13대 미래성장
동력 분야의 융복합소재로 통합하였기 때문에 중복분야 6개를 제외하고 19개 분야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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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

주력산업

미래 신산업

공공복지․
에너지산업

기반산업

정책통합 전 소관 부처

스마트자동차

중복분야

5G 이동통신

미래창조과학부

심해저/극한환경 해양플랜트

중복분야

고속–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산업통상자원부

지능형 로봇

중복분야

착용형 스마트기기

중복분야

실감형 콘텐츠

미래창조과학부

스마트 바이오 생산시스템

산업통상자원부

가상훈련시스템

산업통상자원부

맞춤형 웰니스 케어

중복분야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미래창조과학부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미래창조과학부

멀티터미널직류송배전시스템

산업통상자원부

초임계 CO2 발전시스템

산업통상자원부

지능형 반도체

미래창조과학부

융복합 소재

중복분야

지능형 사물인터넷

미래창조과학부

빅데이터

미래창조과학부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5. 3.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정부의 종합실천계획은 [표 4]와 같이 ‘투자
효율화’, ‘R&D’, ‘인프라 지원’ 및 ‘성과 가시화’의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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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주요 내용
주요내용

o 미래성장동력 각 분야 육성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새로
투자 효율화

정립하고, 부처간 역할분담체계를 명확화
o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사업구조조정 추진 및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 투자 추진
o 개발 초기단계부터 핵심SW를 연계하여 기술개발 추진
o 핵심 취약기술에 대한 산학연 공동개발 및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선진기술 확보

R&D

- 미래성장동력 분야 조기성과 창출을 위해 융복합소재(플리케톤),
실감형콘텐츠 등 6개 과제에 대한 플래그쉽 프로젝트 추진
- 2017년까지 원양 어군탐지용 무인기 개발 등 12개 분야에 대한
징검다리 프로젝트 추진
o 창의･융합형 고급 연구인력 양성, 시험평가용 연구장비, 국제
표준화 및 인증 지원체계 등 기술 인프라 구축

인프라 지원

o 중소･중견기업 위주 기술개발을 추진하되, 수요 대기업이 처음
부터 참여해 상업화를 강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화 자금
지원을 위해 2021년까지 1.5조원 펀드 조성
o 스마트자동차, 무인항공기, 착용형 스마트 기기 등 융합 신제품

성과 가시화

분야에 대한 현장시연 추진(창조경제박람회)을 통해 국민의 현장
체감기회 제공
o 관련 규제사항의 도출 및 개선 촉진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에 기초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2015. 3.

정부는 미래성장동력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 정책의 최고의사결
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에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야별
추진단을 발족하였다.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는 [표 5]와 같이 당연직 위원으로 관
계 부처 실장(1급) 10명과 산･학･연의 위촉직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이 맡고 있다. 동 위원회는 정부의 미래성장동력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며, 간사 및 사무국 역할은 미래창조과학부 창조
경제기획국(미래성장전략과)이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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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 구성 현황
구성
위원장

o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o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
o 기획재정부 차관보
o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

당연직 위원
(10)

o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
o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o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o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o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o 중소기업청 및 특허청 차장

위촉직 위원
(9)
간사

o 전국경제인연합회, 대기업 등 산업계 5
o 이공계 대학 교수 등 학계 2
o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연구계 2
o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국장

자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홈페이지 게시자료, 2016. 12.

2. 재정투입 규모
정부의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재정지원 규모는 2015년 약 1조 8백억원에서 해
마다 증가하여 2017년 정부예산안 기준 약 1조 3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분야별
현황은 [표 6]과 같다. 미래성장동력 분야 지원 재정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
상자원부를 중심으로 7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다.5)

5) [부록 1]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정부재정사업 목록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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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재정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

산업

분야

2015 결산

2016 예산

2017 예산안

스마트자동차

36,824

61,924

91,318

5G 이동통신

85,918

114,237

114,409

심해저/극한환경 해양플랜트

41,756

39,070

25,445

고속–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25,242

41,655

54,106

지능형 로봇

96,324

95,339

106,442

5,000

8,920

20,480

63,702

65,392

72,442

51,578

52,113

48,257

8,029

8,800

4,500

맞춤형 웰니스 케어

39,893

44,558

41,780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25,214

35,980

45,275

8,000

15,398

22,280

멀티미디어직류송배전시스템

―

―

5,197

초임계 CO2 발전시스템

―

―

―

61,663

53,613

47,287

406,985

422,696

416,421

지능형 사물인터넷

28,401

33,555

35,288

빅데이터

15,500

15,504

84,140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80,949

95,009

65,322

1,080,978

1,203,763

1,300,389

주력산업

착용형 스마트기기
미래 신산업 실감형 콘텐츠
스마트 바이오 생산시스템
가상훈련시스템

공공복지․
에너지산업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지능형 반도체
융복합 소재
기반산업

합계

주: 예산이 없는 분야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으로 별도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함.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제출자료, 201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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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쟁점별 실태분석 및 평가

1. 미래성장동력 정책추진의 연속성
가. 역대정부별 미래성장동력 정책의 변화
전술한 바와 같이 2000년대 들어 정부는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하
여 매 정권마다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해 왔다. 참여정부의 “차세대 성장동력 정
책”, 이명박정부의 “신성장동력 정책” 및 현 정부의 “미래성장동력 정책”이 그것으
로, 역대정부의 미래성장동력 정책수립 과정에서 발굴한 미래성장동력 분야는 10개
→ 17개 → 19개 산업으로 지속 확대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1) 참여정부의 차세대 성장동력 정책(2003~2007)
참여정부의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육성” 정책(2003)에서는 [표 7]과 같이 집중 지원
분야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분야를 선정하였다. 동 정책은 10대 차세대 성장
동력 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부처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주관부처별로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10대 산업 중 로봇,
자동차, 바이오신약/장기 등 몇 분야를 제외하고는 IT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
어 분야의 편중이 심하고 정부주도로 이루어져 민간의 참여가 부족하였다는 평을
받기도 하였다.6)
동 정책의 핵심 사업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구)산업자원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여 추진한 대형 국책R&D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10대 산업별로 사
업단을 구성하고 별도 예산을 확보하는 등 독자적인 지원체계를 갖춤으로써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7) 구체적으로는 10대 성장
동력 분야에 걸쳐 44개 품목, 147개 기술을 육성대상으로 지정하고, 향후 5~10년
후 우리경제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투자전략을 추진하였다. 이와 달리 이명박정
6) 김석필 외, ｢국가 성장동력 정책과 R&D사업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전략적 투자방향 제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 10쪽.
7) 장석인 외, ｢한국의 성장동력정책 평가와 향후 발전 과제｣, 산업연구원, (2014. 12), 73~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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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경우, 별도의 사업단과 예산확보 없이 각 부처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던 사업
중 일부를 신성장동력으로 구분하고, 기존 과제의 추진과정에서 과제관리만 하는
수준에서 성장동력 육성정책을 추진한 결과 어느 특정 분야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분석이 있다.8)

[표 7]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현황
10대 산업분야

핵심전략기술, 제품

디지털 TV/방송

방송시스템, DTV, DMB, 셋톱박스, 복합기기

디스플레이

LCD, LED, PDP, 유기EL, 3D, 전자종이, 관련 소재

지능형 로봇

가정용 서비스로봇, IT기반 서비스로봇, 극한작업용 로봇,
의료지원용로봇, 인공지능 등 원천기술

미래형 자동차

지능형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지능형 교통시스템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메모리, SoC, 나노전자소자, 관련 소재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콘텐츠/SW솔루션
차세대 전지

4G단말기 및 시스템, 텔레메틱스, 신호처리 및 해석기술,
전광통신기술
홈서버/홈게이트웨이, 홈 네트워킹, 지능형 정보가전,
유비쿼터스 컴퓨팅
디지털콘텐츠 제작, 이용, 유통시스템, 문화콘텐츠,
임베디드 SW, 지능형 종합물류시스템, GIS/GPS기술
2차전지,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관련 소재
신약, 바이오장기(장기복제, 이식), 바이오칩, 영상진단기기,

바이오신약/장기

실버의료기기, 노질환치료 및 뇌기능활용, 면역기능제어,
지능형 약물전달시스템, 유전자치료, 유전자활용 신종자,
유용단백질

자료: 구 산업자원부, ｢차세대 성장동력 발전전략｣, 2003.

(2) 이명박정부의 신성장동력 정책(2008~20012)
이명박정부의 “신성장동력 정책”(2008)은 전 세계적 자원･환경 위기 및 초고령 사회
에 대비한 미래준비와 녹색성장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표 8]과 같이 녹생성장에 부
합하는 17개 유망분야, 제품, 서비스를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하여 지원을 추진하였다.
8) 산업연구원, ｢신성장동력 정책의 추진성과 및 발전방향 연구｣,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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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3대 분야 17대 신성장동력 산업 현황
신성장동력
신재생에너지

녹색기술
산업

산업

잠재력 등
기후변화･자원위기 대응, 우리나라 잠재력 유망

고도 물처리

녹색성장 연관성 및 미래시장 유망

LED 응용

에너지 절약 및 시장 잠재력 등

그린수송시스템

전후방 산업 파급효과 및 세계시장 유망 등

첨단그린도시

삶의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

방송통신융합산업

국내 IT경쟁력 및 신시장 창출 등
주력산업(조선 등)의 경쟁력을 IT를 활용하여
지속 확보

로봇 응용

전후방 산업효과 및 세계 시장 유망 등

신소재･나노융합

타 산업 필수 기반산업 및 신산업 창출 등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세계 유망시장 및 신산업 창출 등

고부가 식품산업

미래 식량자원문제 해결 및 고부가화 등

글로벌 헬스케어

일자리 창출효과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글로벌 교육서비스

일자리 창출효과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고부가
서비스

기후변화･자원위기 해결 능력 및 미래 거대 시장

탄소저감에너지

IT융합시스템
첨단융합

선정 사유

녹색 금융

산업

타 산업 필수 기반산업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콘텐츠･소프트웨어

일자리 창출효과 및 세계 시장 유망 등

MICE･관광

일자리 창출효과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자료: 관계부처 합동,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2009.

동 정책의 특징은 [표 9]와 같이 각각의 기술별로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고
달성 시기를 분야의 특성에 맞추어 정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
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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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실현 예상 시기별 미래성장동력 산업 구분
단기
(3~5년 성장동력화)

중기
(5~8년 성장동력화)

장기
(10년 내외 성장동력화)

･ 신재생(조력･폐자원)

･ 신재생(태양･연료전지)

･ 신재생(해양바이오연료)

･ 방송통신융합산업

･ 고도 물처리

･ 탄소저감에너지

･ IT융합시스템

･ 탄소저감에너지

･ 글로벌 헬스케어

(원전플랜트)

(CO2회수활용)
･ 그린수송시스템

･ MICE･관광

･ 고부가 식품산업

･ 로봇 응용

･ 첨단그린도시

･ LED 응용

･ 신소재･나노

･ 글로벌 교육서비스

･ 바이오제약(자원) ･

･ 녹색금융

의료기기

･ 콘텐츠･SW
･ 응용기술개발

･ 핵심기술 선점

･ 기초･원천기술 확보

･ 제도개선･투자환경 조성 등

･ 시장창출 등

･ 인력양성 등

자료: 관계부처 합동,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2009.

동 정책은 기존 주력산업의 성장한계 극복과 같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해
결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추진한 진일보한 정책이
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녹색기술산업 분야에서 기후변화･자원위기에 대
한 해결능력을 중시한 것이나, 고부가서비스산업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크고 서비스업에 경제성을 보완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분야를 우선 고려함
으로써 향후 정부가 어느 부문과 산업에서 비즈니스 환경개선을 검토할 것인지를
기업들에게 선언했다고 할 수 있다.9)
반면에 성장동력의 발굴 선정이 과거 정부에 비해 그 범위가 확대되고 다양해
져 관리가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추진중인 사업들을
신성장동력사업에 편입시켜 신성장동력 과제로 관리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육성역
량이 분산되는 등 추진력이 과거 정부에 비해 크게 약화될 수 밖에 없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부처별 과제분담은 참여정부의 차세대 성장동력사업과 유사했으나 과거
참여정부의 사업단과 같은 별도의 추진체계를 갖추는 대신 개별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었다. 따라서 부처별로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하게 하는
장점이 있었으나 실효성 있는 추진동력 확보에는 미흡했다는 분석이 있다.10)
9) 김난영, ｢신성장동력 육성정책 비교 분석 및 감사 시사점｣, 감사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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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 정부의 미래성장동력 정책 추진 실태
(1)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외형적 정책 통합
현 정부는 출범과 함께 개인의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에 기반한 경제 운영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시장 및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창조경제’를 경제 분야의 대표적인 국정 기조로 마련하고, ‘창
조경제 실현전략’(2013)을 발표하였다. 그 후속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
부는 [표 10]과 같이 각각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계획’(2014) 및 ‘창조경제 산업엔
진 프로젝트’(2014)를 발표하면서 별도로 13대 미래성장동력 분야 및 13대 산업엔
진 분야를 선정하였다.
이와 같이 정부의 미래성장동력 정책이 2개의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수립･추진
된 것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 간 업무소관이 불분명해짐으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역대 정부의 성장동력 정책은 항상 산업정책을 소관하는 부
처에서 담당해 왔으며, 참여정부의 산업자원부, 이명박정부의 지식경제부가 이에 해
당한다. 과거 참여정부에서도 정보통신부의 책임과 역할이 증대되면서 ‘IT839 정책’
과 같이 성장동력 정책을 별도로 추진한 바 있지만, 정보통신 분야라는 소관 영역
을 중심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일부 중복이 있더라도 기존의 성장동력 정책과 전
면적으로 배치되지는 않았다.
반면에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각각의 성장동력 선정 분야 중 6
개 이상이 중복되는데, 이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 실현전략의 주무부처로서
기존의 과학기술, ICT 영역을 넘어 기술사업화, 벤처･창업지원 등을 포괄 지원한
결과, 소관분야가 산업정책으로 확장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소관업무와 중복이
발생하기에 이른 것이다.

10) 장석인 외, ｢한국의 성장동력정책 평가와 향후 발전 과제｣, 산업연구원, (20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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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13대 미래성장동력 및 13대 산업엔진 분야 현황
13대 미래성장동력 / 산업엔진 분야

5G 이동통신
주력산업

스마트자동차
심해저 해양플랜트
지능형 로봇

9대
전략
산업

미래 신산업

착용형 스마트 기기
실감형 콘텐츠

미래창조

맞춤형 웰니스 케어

과학부
공공복지산업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신재생 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지능형 반도체
융복합 소재

4대 기반산업

지능형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극한환경용 해양플랜트
국민안전･건강 로봇

시스템 산업

자율주행 자동차
고속-수직 이착륙 무인항공기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산업통상
자원부

탄소소재
소재･부품 산업

첨단산업용 비철금속 소재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창의 산업

생체모사 디바이스
가상훈련 시스템
고효율 초소형화 발전시스템

에너지 산업

직류 송배전시스템

주: 음영처리한 부분은 양 부처의 중복분야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계획｣, (2014), 산업통상자원부, ｢창조경제 산업엔진
프로젝트｣ (2014)에 기초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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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미래성장동력 정책이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원화
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
를 통해 양 정책을 통합하여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2015)을 수립하고, [표
11]과 같이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를 선정･발표하였다. 동시에 분야별 상세 추진
계획 및 단계별 목표, 책임부처, 투자규모를 명시함으로써 앞으로 추진될 미래성장
동력 정책의 큰 틀을 제시하였다.

[표 11] 정책 통합에 따른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 선정 현황
산업

미래성장동력 분야

스마트자동차
주력산업

5G 이동통신
심해저/극한환경 해양플랜트
고속–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지능형 로봇
착용형 스마트기기

미래 신산업

실감형 콘텐츠
스마트 바이오 생산시스템
가상훈련시스템
맞춤형 웰니스 케어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공공복지 ․ 에너지 산업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멀티미디어직류송배전시스템
초임계 CO2 발전시스템
지능형 반도체
융복합 소재

기반산업

지능형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자료: 관계부처 합동, ｢미래성장동력-산업엔진 종합실천계획,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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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성장동력 분야의 정책 통합은 정책 추진의 효율성 및 책임성 확보 측면에
서는 바람직하였지만, 자칫 양 부처 선정분야의 물리적 통합 수준에 머무를 수 있
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책임부처가 복수인 분야는 부처 간 의견 조
율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간사부처를 지정하여 부처간 협력을 유도하
고 관계부처 국장급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미래성장동력 추진 주체 간 긴밀한 협업
체계를 마련하여 실질적 정책통합을 추진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미래성장동력 분야는 중복분야를 제외하고 19대 분야로 확대되었으며, 참여정부의
10대 분야에 비해 전략적 투자분야가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었다.

(2) 국가전략프로젝트 수립과정
현 정부는 최근 미래성장동력 정책과 별개로 저성장 뉴노멀 시대에 직면한 우리현
실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절실하다는 상황인식
하에, 국가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할 분야를 선정하여 과감한 투자와 민관의 협
업, 그리고 규제 혁파 등 생태계 조성을 통해 능동적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 위
해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그림 1]과 같이 선정 발표하였다.11)

[그림 1]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미래 책임질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선정”, 2016. 8.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
(2016. 8)의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5개 분야와 국민행복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4개 분야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성장동력 확보와 관
련된 과제는 기존의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에 포함되는 내용이지만, 19대 미래성
11)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미래 책임질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선정”, 201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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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력 분야에 우선하여 국가전략 프로젝트에 집중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
로 해석된다.
정부는, 국가전략프로젝트가 성장동력 분야 중 시급성‧파급력 있는 과제를 선
정하여 별도의 사업단(또는 총괄기관)을 통해 집약적으로 지원한다는 특징을 가지
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앞서 역대정부별로 미래성장동력 분야가 지속 확대되
고, 선정 분야가 수시로 변경되어 오면서 누적되었던 문제점이 드러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정부 출범 초기에 부처 간 정책 혼선에 따라 미래성장동력 정
책이 이원화되어 운영되었던 것을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훨씬 다원화된 성장동력 분
야를 선정하더니,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시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라는 명목으로
최우선순위 분야를 다시 선정한 것이다.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선정한 과학기술전략회의는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거버넌
스 상에 존재하지 않는 회의체이다. 정부는 2015년 ‘정부R&D혁신방안’을 발표하면
서, 정부 R&D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과학기술 정책의
최상의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재편하였다.12) 구체적으로는 국가과학기
술심의회 사무국을 미래창조과학부 내 별도 조직(과학기술전략본부)으로 분리･설치
하고, 과학기술정책의 씽크탱크(Think tank)로 ‘과학기술정책원’을 설립하여 그 기능
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지난 3월에 대통령이 직접 과학기술 정책을 점검하겠다
고 발표하면서 법적인 근거도 모호한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하여 제1차 회의
(2016. 5)에서 국가전략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언급한 후, 제2차 회의(2016. 8)에서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선정･발표한 것이다. 과학기술 거버넌스는 역대 정부를 거
쳐 오면서 정권 초기마다 개편을 거듭하였고, 정부R&D 정책이 부처별 특성에 맞
게 분화되면서 이를 종합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이 그 어떤 분야보다 중요하게
부각되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정권 중반기에도 잦은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으로 정부R&D 정책의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13)

12) 관계부처 합동, ｢정부R&D혁신방안｣, 2015. 3.
13) 국회예산정책처, ｢국가R&D 정책 평가｣ (2015. 10), 19~3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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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래성장동력 정책추진의 일관성 확보 미흡
(1) 미래성장동력 분야 선정의 잦은 변화
정부가 미래성장동력 정책을 추진하는 이론적 근거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에 대
한 대응 필요성이다. 개별 산업마다 그 정도에 차이가 있지만 신성장동력 산업시장
은 대부분 다른 산업에 비해 불확실성과 정보 불안정성 및 비대칭성 시장실패가 크
다. 더욱이 경제 환경의 글로벌화로 인해 그 정도가 더욱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보정 필요성이 매우 큰 영역이다.14) 한편 미래성장동력 정책 추진의 현실적 근거는
성장 잠재력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적 대응 필요성이다. 향후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의 구축, 한계 상황에 있는
분야에 대한 지원 또는 구조조정 등이 필요하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
국들이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신성장동력 육성･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
어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대응 필요
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15)
따라서 미래성장동력 정책의 수립과 추진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주요국의 중요한 산업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은 ‘국가 제조혁신 연구기관 네트
워크(NNMII: National Network of Manufacturing Innovation Institut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EU는 핵심기반기술(KETs: Key Enabling Technologies) 프로젝트
를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2006년 ‘하이테크 전략’, 2010년 ‘하이테
크 2020’, 2014년 ‘신하이테크전략’에 의해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기술혁신전략을
추진하고 있다.16) 우리나라와 유사한 과학기술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 일본
은 2001년 종합과학기술회의를 상설기구로 설치하고 과학기술정책의 연장선 상에서
신성장동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에 ‘성장전략 기본방칙’을 수립하고 이를
더 구체화하여 7대 전략분야와 21개 국가전략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17)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 정책의 경우, 역대 정부마다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집중 육성분야를 변경･확대하여
14) 삼성경제연구소, ｢신성장동력 육성의 비결, 정부R&D｣, 이슈페이퍼, 2009.
15) Economist, “The global revival of industrial policy_Picking winners, saving losers_Industrial
policy is back in fashion”, 2010. 8.
1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세계혁신리더를 지향하는 독일의 기술혁신정책추진현황”, ｢KIAT 산업
기술정책브리프｣ 2014-48호, 2014.
17) 감사연구원, ｢신성장동력 육성정책 비교･분석 및 감사 시사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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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인 정책의 연속성 및 일관성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이
후 미래성장동력 분야 선정의 변화를 추적해 보면, [그림 2]와 같이 참여정부의 10개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 이명박정부의 17개 신성장동력 분야 및 현 정부의 19개 미래
성장동력 분야로 그 수가 점차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분야간 연계성도 떨어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명박정부의 17대 신성장동력 분야 중 LED응용 분야를 포함한 7
개 분야가 현 정부의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에서는 제외되었으며, 심해저/극한환경
해양플랜트 분야를 포함한 6개 분야가 새롭게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부가 미래성장동력 분야로 선정하여 중장기적으로 재정, 세제 및 규제개선 등 각
종 지원을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5년마다 새롭게 개편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 2] 역대 정부의 미래성장동력 분야 연계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미래성장동력 분야는 글로벌 시장 환경, 경제상황 등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
라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첨단기술 분야의 경우 시장 상황이 급변하기 때문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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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주요국 미래성장동력 정책의 가장
큰 차이는 정책 추진체계의 일관성 여부에 있다. 미래성장동력 정책의 기본방향이
수립된 이후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전략적 투자분야 또는 정책방향이 일부 수
정될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정권 교체 시 마다 재검토되는 사례는 없다.18)
보다 심각한 문제는 미래성장동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육성분야를 재수립하면서 정
책의 틀이 바뀜에 따라 기존 정책의 체계적인 이행을 점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 성장동력 정책의 평가는 새정부 출범 후에는 과거 정부의 정책평가
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 재정사업의 추적이 어려워진다.
정부 출범 시마다 미래성장동력 분야를 재선정하고 있지만, 국정기조에 따른
정책방향의 변화를 제외하고 미래성장 유망분야가 크게 달라질 수 없다. 다만 이를
새로운 정책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조정과정에서 과거 정부의 정책추진 성과의 연
속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정부의 국정기조를 반영한
미래성장동력 정책은 정권교체 시마다 반복되지만, 정부는 정책 발표에만 치중하고
실질적인 정책의 추진에는 오히려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다.19) 대표적으로 현 정부
의 ‘미래성장동력 관련 R&D사업’은 정부의 집중 투자전략과 무관하게 정부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감액･유지되는 경우가 상당 수 나타나고 있으며, 성과가 부실한 사
업에 대한 관리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20)

(2) 미래성장동력 정책추진체계의 효율성 부재
전술한 바와 같이, 현 정부 들어서는 더욱 잦은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변동을 겪고
있다. 2014년 13대 미래성장동력 분야(미래창조과학부), 13대 산업엔진 분야(산업통
상자원부)를 통합하여 2015년에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로 확대하였으나, 2016년에
는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성장동력
확보를 내세우고 있다. 이는 미래성장동력 정책의 잦은 변화와 정책추진체계의 혼
선에 따라 선정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가 우선순위를 재조정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즉,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가 너무 광범위한 분야를 선정하고 있어 선택과 집
18) 해외사례 관련 자세한 내용은 감사연구원, ｢신성장동력 육성정책 비교･분석 및 감사 시사점｣
(2011) 및 장석인 외, ｢한국의 성장동력정책 평가와 향후 발전 과제｣, 산업연구원, (2014)을
참조할 것.
19) 장석인 외, ｢한국의 성장동력정책 평가와 향후 발전 과제｣, 산업연구원, (2014. 12).
20) 국회예산정책처, ｢국가R&D 정책 평가｣ (2015. 10.), 109~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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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전략성이 떨어짐에 따라 다시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우선 지원하
겠다는 것이다.
앞서 주요국 사례에서 언급했듯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
단은 정책추진체계의 연속성 및 효율성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 정부의 미래성
장동력 정책추진체계는 [표 12]와 같이 이원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행 ｢과학
기술기본법｣ 제9조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 정책의 최상위심의기구로 설
치하고, 국무총리와 민간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형태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
고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를 그 산하에 두고 미래성장동력 정책의 종합 조정기능
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과학기술전략회의’는 대통령령인 ｢과학기술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2016년 7월에 제정하고 기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상당
부분 중복되는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선정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전략회의’ 설치는 2016년 3월, 이른 바 ‘알파고 충격’21) 이후 인공지능
(AI) 및 SW분야의 민간전문가 20여명을 초청한 청와대의 민관합동 간담회에서 전
격 발표되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기존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부처 요구에 기반
한 상향식(bottom-up) 상시 심의와 조정 역할을 하는 한편, 과학기술전략회의의 결
정 사항의 후속조치를 담당해서 양 회의체의 시너지 효과도 창출해 갈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것으로 과학기술 정책 추진을 위해 이원화된 회의체를 두어야 하는 필
요성이 설득되지는 않는다. 특히, 과학기술 정책 거버넌스 문제는 정권 교체시마다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분화와 통합을 반복해 왔으며 그로 인한 정책추진의 효율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영역이다.22) 정부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2015년
에 발표한 ‘정부R&D 혁신방안’에서도 정책 거버넌스 문제를 명확하게 해소하지 못
하고 있어서 차기 정부의 새로운 거버넌스 개편 논의가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
황에서,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설치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과학기술전략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전략회의’ 지원을 위해 별도의 ‘과학
기술전략회의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21) 구글의 인공지능컴퓨터 ‘알파고’와 바둑기사 이세돌의 대국에서 4승1패로 인공지능컴퓨터가
승리한 사건.
22) 국회예산정책처, ｢국가R&D 정책 평가｣ (2015. 10), 19~33쪽 참조.

1. 미래성장동력 정책추진의 연속성 ∙ 23

[표 12] 미래성장동력 관련 정책 추진체계 이원화 현황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
설치 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
o (위원장) 국무총리 및 대통령

구성

｢과학기술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o (의장) 대통령

지명 민간위원장 공동
o (위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무직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o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o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 기본계획

주요기능

과학기술전략회의

o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장기
계획의 수립
o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배분,
조정 및 효율적 운영
o 성장동력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등

o (구성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o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방향 및 목표
o 국가적 현안에 대응한 과학기술
정책의제 및 추진과제
o 과학기술 분야 관계 부처 간
쟁점 사항에 관한 추진전략
o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중장기 투자전략 기획 및 조정
o 국가전략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및 추진전략

자료: 해당 법령 등에 기초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미래성장동력 투자분야별 효과성
가. 미래성장동력 투자분야별 효과성 측정
정부가 R&D투자를 하는 이유는 [그림 12]와 같이 R&D투자가 기술진보와 혁신을
야기함으로써 현재의 기술과 산업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즉, 기존에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것으로 알려진 노동과 자본 이외에
R&D투자 역시 기술진보를 통해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 증
대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이다.23)

23) 하정훈･이동욱,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와 경제성장의 관계 분석”, ｢KISTEP R&D Focus｣
2009-13호(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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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R&D투자와 경제성장의 관계도

자료: 하정훈･이동욱,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와 경제성장의 관계 분석”, ｢KISTEP R&D Focus｣
2009-13호(2009).

일반적으로 총요소생산성(TFP)이란 노동, 자본 및 중간재 투입 등 총요소 투입
단위 당 산출량을 수치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총요소생산성(TFP)은 노동, 자본 등 단
일요소 생산성 측정에는 포함되지 않는 기술, 노사, 경영체제, 법･제도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총요소생산성(TFP)의 증가를 흔히 기술혁신으로 해석한다.24) 그러나 총요소
생산성(TFP)은 노동과 자본이 행한 기여도를 척도로 분석할 경우, 이 둘의 기여로는
설명되지 않는 나머지들, 즉 잔차(residual) 부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잔차가 기술
혁신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를 정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25)
한편, 기존 R&D투자의 경제성 분석은 대부분 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타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한 연구도 대부분 산업연관표
를 활용한 분석이 대부분이다. 반면 R&D투자로 인한 지식스톡의 축적과 그 확산
을 통한 Spillover효과에 대한 산업별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Spillover효
과는 어떤 부문의 활동이 그 부문의 생산성 외에 다른 부문의 생산성을 증가시켜
경제 전체의 이익을 올리는 효과를 말한다.26) 정부 R&D투자는 특정 분야 또는 특
24) 한국생산성본부, ｢총요소생산성 국제비교｣, (2010).
25) 김정흠, ｢기술혁신의 경제학｣, (2011.)
26) G. Grossman and E. Helpman, “Innovation and Growth in the global Economy”, Cambridge,
MA: MIT Press,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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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수혜자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R&D투자를 통해 발생한 지식스톡의 파급･확산을
통한 전반적인 생산효과 증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총요소생산성을 활용한
R&D투자의 Spillover 효과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R&D투자와 총요소생산성(TFP)과의 관계를
산업 수준별로 분석함으로써 미래성장동력 분야 R&D투자의 생산성 효과를 측정해
보고, 국가R&D투자로 인한 지식스톡의 축적이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 간에 어떻
게 일어나고 있는지 Spillover 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해 보았다.27) 이를 통해 정부
의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 R&D투자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재원별, 투자방향을 검
토해 보고자 한다.

나. 미래성장동력 투자분야별 효과성 측정 결과
(1)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 R&D투자의 생산성 효과
본 보고서에서는 19대 미래 성장동력 분야 R&D투자의 생산성 분석 및 Spillover 효
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각년도 “국가연구개발활동조사” 자료와 한
국생산성본부(KPC)의 “Korea Industrial Productivity Database(KIP Database)” 자료
를 이용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데이터는 [표 13]과 같이 전체 20개 산업을 대상으로
자료 확보가 가능한 2004년부터 2011년까지로 구성된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였다.28)

27) 미래성장동력 R&D투자의 생산성 효과 및 Spillover 효과 측정의 이론적 배경 및 구체적인
방법론은 [부록 3]을 참고할 것.
28) 본 분석에서 활용한 데이터와 산업분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미래성장동력 분야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Spillover 효과 분석｣(2016. 10)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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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분석 대상 전체 산업 목록
20개 산업 분야

1차 철강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건설업

고무 및 프라스틱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담배

목재 및 나무 제품(가구제외)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음식료품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원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전기장비 제조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재품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 복원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먼저, 19대 미래 성장동력 분야 R&D투자와 총요소생산성(TFP)과의 관계를 산
업수준별로 분석하였다. 당초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별로 R&D투자와 총요소생산
성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총노동
투입량, 실질자본스톡 및 실질산출량 등 총요소생산성(TFP) 관련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어 [표 14]와 같이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와 관련이 있는 산업군과 19대 미
래성장동력 분야와 관련이 없는 산업군으로 분리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29)

29)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에 해당하는 본 산업 목록은 [부록2]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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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19대 미래성장동력 관련 산업군과 비관련 산업군
19대 미래성장동력 관련 산업군

19대 미래성장동력 비관련 산업군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제1차 철강산업

기타 기계 장비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고무 및 프라스틱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담배

전기장비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 제조업

화합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음식료품 제조업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건설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생산성 효과 분석 방법론은 다음과 같은 함수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여기서
TFP는 산업별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고, Rnd는 산업별 R&D 투자금액을 의미한다.
ln    ln  

분석 결과, [표 15]와 같이 전체 산업, 19대 미래성장동력 관련 산업 및 19대
미래성장동력 비관련 산업의 R&D투자는 모두 총요소생산성(TFP)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R&D투자의 증가가 총요소생산성
(TFP)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상식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R&D투자를 재원별로 정부와 민간으로 분리하여 분석할 경우, 19대
미래성장동력 관련 산업군은 정부재원에 대한 생산성 효과만 존재하였고, 19대 미
래성장동력 비관련 산업군은 정부재원에 대해 생산성 효과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민간 재원에 대해서는 전체 산업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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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R&D투자의 생산성 효과 분석 결과
전체 산업
총요소생산성(TFP)
총 R&D투자

정부재원

민간재원

19대 미래성장동력

19대 미래성장동력

관련 산업군

비관련 산업군

총요소생산성(TFP)

총요소생산성(TFP)

0.034 ***

0.016 ***

0.019 *

(0.006)

(0.004)

(0.011)

0.008 **

0.019 ***

-0.01 **

(0.003)

(0.005)

(0.004)

0.012 ***

0.004

0.019 ***

(0.004)

(0.004)

(0.005)

주: *, **, *** 표시는 계수값이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하며, ( ) 내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의미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따라서, 19대 미래성장동력 관련 산업군에 대한 정부R&D 투자는 생산성 효과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이 분석은 19대 미래성장동
력 분야와 연관된 산업을 직접 대응시킨 것이 아니라 관련 산업군으로 묶어서 분석
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 R&D투자의 파급효과
전술한 바와 같이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생산효과 분석은 데이
터 확보의 한계로 인해 관련 산업군을 묶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19대 미래
성장동력 분야별 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Spillover효과 분석의 경
우, 정부가 분류한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산업연관표에 기초하여 각 분야
별 R&D투자액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함수식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ln    ln  ln  ln  ln  

여기서 product, labor, rnd, stock는 20개 산업에 대한 i 산업의 t연도의 총산출
량, 총노동투입량, 총 R&D투자금액 그리고 실질자본스톡이다. Spillover 변수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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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산업별 t연도의 총 R&D투자금액으로서 주요 관심대상은 Spillover의 수혜 대상
i가 아니라 19대 산업인 j임에 유의해야 한다.30) 기존의 대부분의 Spillover 문헌은
타 산업에서 자 산업으로 유입되는 수혜효과를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는 19대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서 타 산업으로 유출되는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기본 의도이다.
한편, 19대 산업별 R&D 데이터를 재원별(정부, 민간)로 분리하여 아래와 같은
함수식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여기서 gover 변수는 19대 산업별 R&D 투
자 금액 중 정부재원 R&D 투자금액을 추출한 변수이고, private 변수는 민간 재원
R&D 투자 금액을 나타낸다.
ln    ln  ln  ln
 ln  ln  

또한, R&D투자에 대한 효과는 당해 연도에 나타나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
라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1년의 간격을 두고 시차효과 분석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 중 현재시차 또는 시차효과 분석에서 하나
라도 Spillover 효과가 존재하는 분야는 [표 16]과 같이 가상훈련시스템, 맞춤형 웰
니스케어 등 13개 분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신재생에너지하이브리드 시
스템, 지능형 로봇, 초임계 CO2 발전 시스템의 경우 현재 시차에서만 Spillover효과
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시차효과를 고려하여 분석할 경우 가상훈련시스템,
맞춤형 웰니스 케어, 멀티터미널 직류 송배전시스템, 빅데이터, 스마트 바이오 생산
시스템, 신재생에너지하이브리드 시스템, 실감형 콘텐츠, 심해저·극한환경 해양플랜
트, 융복합 소재,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지능형 로봇,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분야에서
Spillover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 분석 대상 데이터는 전체 20개 산업을 수집하였지만, 담배제조업의 경우 정부재원 R&D투자
가 없어 이를 제외하고 19대 산업을 기준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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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Spillover 효과가 나타난 13개 미래성장동력 분야
가상훈련시스템

Spillover

맞춤형 웰니스 케어

Spillover

Spillover(-1)

Spillover

Spillover(-1)

Spillover

Spillover(-1)

-0.027

0.137 ***

-0.085 ***

0.142 ***

0.019

0.153 **

(0.017)

(0.019)

(0.023)

(0.02)

(0.041)

(0.059)

빅데이터
Spillover

신재생 에너지

생산시스템

하이브리드 시스템

0.204 ***

-0.007

0.156 ***

0.075 **

0.228 ***

(0.028)

(0.048)

(0.025)

(0.029)

(0.038)

(0.041)

심해저·극한환경
해양플랜트

융복합 소재

-0.016

0.129 ***

0.035

0.178 ***

0.037

0.158 ***

(0.02)

(0.023)

(0.037)

(0.042)

(0.035)

(0.039)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Spillover

스마트 바이오

-0.041

실감형 콘텐츠
Spillover

멀티터미널
직류송배전 시스템

지능형 로봇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0.042

0.160 **

0.101 *

0.153 **

0.033

0.173 ***

(0.027)

(0.077)

(0.057)

(0.06)

(0.028)

(0.041)

초임계 CO2
발전 시스템
Spillover

0.151 **

-0.049

(0.075)

(0.099)

주: 1. *, **, *** 표시는 계수값이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하며, ( ) 내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의미함.
2. Spillover(-1)은 1년의 시차효과 분석 결과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편,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 중 현재시차 또는 시차효과 분석에서 Spillover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분야는 5G이동통신, 고속-수직 이착륙 무인 항공기, 스
마트 자동차, 지능형 사물인터넷, 착용형 스마트 기기, 지능형 반도체 분야의 6개
분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미래성장동력 분야는 6개 분야를 제외하고 Spillover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반적인 산업에서 Spillover 효과가 발견
되는 빈도보다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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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Spillover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6개 미래성장동력 분야
5G 이동통신

Spillover

Spillover

고속-수직 이착륙
무인 항공기

스마트 자동차

Spillover

Spillover(-1)

Spillover

Spillover(-1)

Spillover

Spillover(-1)

-0.196 ***

0.048

-0.018

-0.155 ***

-0.043

0.016

(0.054)

(0.088)

(0.017)

(0.035)

(0.052)

(0.118)

지능형 사물인터넷

착용형 스마트 기기

지능형 반도체

-0.024

0.036

-0.038

-0.252 ***

-0.051

-0.104 **

(0.04)

(0.073)

(0.035)

(0.084)

(0.031)

(0.05)

주: 1. *, **, *** 표시는 계수값이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하며, ( ) 내의 숫
자는 표준오차를 의미함.
2. Spillover(-1)은 1년의 시차효과 분석 결과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음으로,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R&D투자 중 정부재원만 분리하여
Spillover 효과를 분석한 결과, [표 18]과 같이 5G 이동통신을 비롯한 13개 분야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의 분야별 전체 R&D투자에서 Spillover 효
과가 나타났던 13개 분야와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전체 R&D투자액을 기준
으로 Spillover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5G 이동통신, 고기능 무인기, 스마트자동차,
지능형사물인터넷, 착용형 스마트기기, 지능형 반도체의 6개 분야가 모두 정부재원에
서는 Spillover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재원의 Spillover 효과
가 존재하는 13개 분야는 특히 정부R&D투자의 효과가 높은 분야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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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정부재원의 Spillover 효과가 나타난 13개 미래성장동력 분야
5G 이동통신

고속-수직 이착륙
무인 항공기

지능형반도체

Spillover

Spillover(-1)

Spillover

Spillover(-1)

Spillover

Spillover(-1)

정부재원

-0.094 **

0.222 ***

-0.005

0.029 *

-0.103

0.253 ***

Spillover

(0.037)

(0.043)

(0.017)

(0.016)

(0.069)

(0.081)

멀티터미널
직류송배전시스템

빅데이터

스마트 자동차

정부재원

-0.082

0.192 **

-0.117 ***

0.094 **

0.035

0.228 ***

Spillover

(0.074)

(0.079)

(0.039)

(0.042)

(0.034)

(0.044)

신재생에너지

심해저·극한 환경

하이브리드 시스템

해양플랜트

지능형 사물인터넷

정부재원

0.018

0.091 **

-0.055 **

0.054 **

-0.042

0.123 ***

Spillover

(0.036)

(0.038)

(0.023)

(0.024)

(0.03)

(0.033)

융복합 소재

재난안전관리

초임계 CO2

스마트 시스템

발전시스템

정부재원

0.021

0.136 ***

-0.022

0.186 ***

0.103 *

0.043

Spillover

(0.04)

(0.04)

(0.036)

(0.041)

(0.062)

(0.067)

착용형 스마트 기기
정부재원
Spillover

0.207 **

-0.419 ***

(0.087)

(0.091)

주: 1. *, **, *** 표시는 계수값이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하며, ( ) 내의 숫
자는 표준오차를 의미함.
2. Spillover(-1)은 1년의 시차효과 분석 결과임.
3. 굵은색으로 박스처리된 분야는 전체 R&D투자에서는 Spillover 효과가 없었던 분야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반면에,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 중 현재시차 또는 시차효과 분석에서 정부재
원의 Spillover 효과가 존재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분야는 [표 19]와
같이 가상훈련시스템, 스마트바이오 생산시스템 등 6개 분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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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정부재원의 Spillover 효과가 없는 6개 미래성장동력 분야
가상훈련 시스템

정부재원
Spillover

스마트 바이오
생산시스템

지능형 로봇

Spillover

Spillover(-1)

Spillover

Spillover(-1)

Spillover

Spillover(-1)

-0.022

0.010

-0.106

0.038

0.018

0.025

(0.045)

(0.058)

(0.072)

(0.07)

(0.063)

(0.07)

맞춤형 웰니스케어

실감형 콘텐츠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정부재원

-0.023

-0.015

-0.051

-0.001

-0.146 **

0.068

Spillover

(0.054)

(0.067)

(0.057)

(0.059)

(0.057)

(0.057)

주: 1. *, **, *** 표시는 계수값이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하며, ( ) 내의 숫
자는 표준오차를 의미함.
2. Spillover(-1)은 1년의 시차효과 분석 결과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파급효과를 반영한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투자방향 설정 고려
전술한 바와 같이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생산효과 및 파급효과는 분야별
로 다양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미래성장동력 관련 산업군의 경우 직접적인
총요소생산성(TFP)의 증대효과가 정부 재원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미래성장동력 비관련 산업군의 경우 정부재원에 대한 총요소생산성 증대효과가 부
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선정이 적절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생산성 효과 측정이 데이터의 한계로 19대 미래성장동력 분
야의 본산업이 아닌 관련 산업군에 대해 제한적으로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R&D투자의 파급효과는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에 연계된 산업의
R&D투자 데이터를 재원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보다 의미있는
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정부재원의 경우, 본산업을 포함하여 타산업으로의
지식의 파급효과라는 정책 목표가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생산성 효과를
분석하지는 못하였지만, 유의미한 정책적 시사점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Spillover 효과 분석 결
과, 19대 분야 중 13개 분야에서 Spillover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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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산업에서 나타나는 Spillover 효과에 비해 훨씬 높은 결과라고 볼 수 있어, 19
대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선정이 파급효과 관점에서는 적절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한편,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R&D투자액 중 정부재원만을 분리하여 Spillover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R&D투자액을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와 다른 양상을 나
타내고 있다.
즉, [표 20]과 같이 전체 R&D투자액을 기준으로 Spillover 효과가 전혀 나타나
지 않았던 6개 분야, 5G 이동통신, 고기능 무인기, 지능형 반도체, 스마트 자동차,
지능형 사물인터넷, 착용형 스마트기기의 경우, 정부재원의 Spillover 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전체 R&D투자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Spillover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던 가상훈련시스템, 스마트바이오 생산시스템, 지능형 로봇,
맞춤형 웰니스 케어, 실감형 콘텐츠, 첨단소재 가공시스템의 6개 분야는 정부재원의
경우 Spillover 효과가 전혀 없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재원에 따른 Spillover 효과 간 차이
전체 및 정부재원 R&D투자
모두 파급효과가 있는 분야

･ 멀티터미널 직류송배전

정부재원 R&D투자에만
파급효과가 있는 분야

전체R&D투자에만
파급효과가 있는 분야

･ 5G 이동통신

･ 가상훈련시스템

시스템

･ 고기능 무인기

･ 스마트바이오 생산시스템

･ 빅데이터

･ 지능형 반도체

･ 지능형 로봇

･ 신재생에너지하이브리드

･ 스마트 자동차

･ 맞춤형 웰니스케어

･ 지능형 사물인터넷

･ 실감형 콘텐츠

･ 착용형 스마트기기

･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시스템
･ 심해저/극한환경
해양플랜트
･ 융복합 소재
･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 초임계CO2발전시스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 중 정부재원의
R&D투자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13개 분야와 정부재원의 투자효과가 없는 6개
분야를 R&D투자방향 수립 시 고려하여 전략적인 재원배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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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동 분석 결과는 2011년까지의 R&D투자 데이터에 기초하여 분석한 것으로,
2012년 이후의 투자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특히 지능형 로봇, 맞춤형 웰니
스케어, 첨단소재가공시스템의 경우 최근 들어 민간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분야
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미래성장동력 분야는 기본적으로 새
롭게 부상하는 분야로서 아직 초기투자가 충분하지 못했을 개연성이 있으며,
Spillover 효과분석은 타 산업에 미친 파급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보니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향후 성장 가능성이나 유망성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따
라서 정부는 향후 미래성장동력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주요 분야 및 투자주체의
조합효율성(Combination efficiency) 및 투자 규모의 적정성, 향후 성장 가능성이나
유망성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실증적 산업 논거를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3. 미래성장동력 투자전략의 적정성
가. 정부의 미래성장동력 투자전략
(1) 연도별 미래성장동력 정책의 변화
현 정부는 미래성장동력 정책의 일환으로 매년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
중점 추진방향 및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4년에는 추진주체를 미
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원화하여 각각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계획’과
‘창조경제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발표하였고, 2015년에는 이를 통합하여 ‘미래성장동
력 종합실천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6년에는 이를 보다 고도화하여 ‘2016년도 미래
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와 별개로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를 발표
하였다. 연도별 미래성장동력 정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미래성장동력 정책을 연도별로 비교하여 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
부로 이원화된 정책의 통합 및 2016년의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선정을 제외하고는
큰 전략적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성장동력 분야의 발굴･육성 정책은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한 시장 진입･확대가 목표이기 때문에, 민간과의 역할분담과
협업체계 구축을 주요한 전략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통해 추진하는 플래그쉽 프로젝트(Flagship project)가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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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가 선정한 미래성장동력 분야 중 민간의 투자를 바탕
으로 단기성과 창출이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여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플래그쉽
프로젝트는 현재 3차까지 총 9개 과제가 발굴되어 추진되고 있다.

[표 21] 연도별 미래성장동력 정책의 주요전략 비교
주요전략

o 13대 미래성장동력 분야(9대 전략산업, 4대 기반산업) 선정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계획

o 단중기 성과창출이 가능한 3~4개 분야를 발굴하여, ‘플래그쉽
프로젝트’ 추진
o 종합적 지원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육성
o 규제･제도개선을 통한 산업발전 기반 마련

2014

o 4대산업 분야(시스템, 에너지, 소재･부품, 창의) 13개 산업엔진
프로젝트 선정
창조경제
산업엔진
프로젝트

o 산업 파급효과가 큰 핵심기술 중점개발
o 융합을 통한 산업 고도화
o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
o 산업생태계 경쟁력 제고
o 정책 통합을 통해 4대 산업분야(미래신산업, 주력산업, 공공
복지･에너지산업, 기반산업)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 선정

2015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o 정부와 민간 역할분담 및 분야별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
효율화 추진
o 조기성과 창출을 위해 6개 과제의 플래그쉽 프로젝트 및 12개
분야 징검다리 프로젝트 추진
o 기술 인프라 구축 및 중소･중견기업 사업화자금지원 펀드 조성
o 19대 미래성장동력별 정량･정성분석을 통해 투자전략 고도화

미래성장동력

o R&D세액공제 확대 및 정책자금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

종합실천계획

o 실증사업 추진 및 플래그쉽 프로젝트 강화를 통해 미래성장
동력 육성에 대한 국민체감도 제고

2016

o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성장동력 확보 및 삶의 질 개선) 선정
국가전략

o 민-관 역할 분담 및 기업 주도를 위한 유연한 관리시스템 마련

프로젝트

o 투자활성화 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와 관행 철폐
o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한 신 협업모델 적용

자료: 각년도 정부발표자료에 기초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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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주요 투자전략
2016년도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에서는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정량적 분
석 및 정성적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전략을 고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동 계
획에서는 성장 동력화 시기와 추진주체를 고려하여 [그림 4]와 같이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투자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룹 1]은
민간주도 분야로 정부는 법･제도 개선 및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지원하고, [그룹
2]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 추진해야 하는 분야로 정부는 원천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을 통해 선제적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룹 3]은 민간과 정부가 공동 추진해야
할 분야로, 정부는 민간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가 보다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룹 4]는 정부가 주도해야 할 분야로 중장기 R&D 및 실증사업을 정부가 지속적
으로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그림 4] 성장동력화 수준과 추진주체를 고려한 유형 구분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6년도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2016.

이와 같은 투자전략은 정부가 각 분야별로 기술역량, 성장잠재력, 산업 확장성
및 산업생태계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진행하고, 조기 성장동력화 가능성, 정부투자
필요성, 융복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정성적 검토를 병행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
에 따른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세부실천계획을 정리하면 [표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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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세부실천계획 요약
분야

주요 내용

전략

산업화 속도가 높은 분야
5G이동통신

평창올림픽 5G시범서비스 핵심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스마트자동차

자율주행차 안전성 평가기준 및 테스트베드 구축

[그룹1]

실감형콘텐츠

융합서비스 기술개발 및 산업선도형 프로젝트 추진

민간

착용형스마트

주도

기기

글로벌 스타기업 발굴 및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

법･제도
개선 및
시범
사업
추진

지능형 사물

IOT 기반 실증사업 확대 추진 및 비즈니스

인터넷

모델 발굴

지능형 반도체

설계인력 양성 및 설계자산 유통인프라 구축

고기능 무인기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및 원천기술개발 지원

원천･

정부

지능형 로봇

로봇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공수요 창출･실증 지원

실증

민간

빅데이터

시장친화형 기술 중심으로 시장경쟁력 확보

R&D

민관협력 기반으로 초경량･고성능･다기능 소재

선제적

개발

투자

[그룹2]

공동
추진

융복합소재

지원

산업화에 시일 소요가 예상되는 분야
[그룹3]

심해저/극한환경
해양플랜트

해양플랜트 핵심기술개발 및 시험･평가 인프라 확보

가상훈련시스템

가상훈련 공통플랫폼 등 핵심기술개발 지원

기술

민간
정부
공동
추진

맞춤형웰니스
케어
스마트바이오
생산시스템
신재생하이

[그룹4]
정부
주도

브리드

민간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모델 개발지원

개발 ･
사업화
속도
지원

바이오생산 핵심장비 국산화 및 인력양성, 실증지원
개별에너지 기술 및 시스템 통합운영기술 확보

중장기
R&D

재난안전관리

정부중심의 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확충

및

직류송배전

산･학･연 원천기술개발 및 중장기 실증연구 지원

실증

초임계CO2

공정 및 핵심기기의 설계･제작 관련 원천기술개발

지속

발전

지원

지원

첨단소재가공

첨단소재 수요산업과 연계된 기술개발 및 실증
인프라 구축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6년도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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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래성장동력 투자전략과 R&D투자 실태 비교 분석
(1) 정부-민간 간 적정분담 및 전략-계획 간 정합성 분석
정부가 선정한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에 대하여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1년간의
연도별 총 R&D투자 추이는 [그림 5]와 같다. 이 통계는 정부가 매년 조사하는 “국
가연구개발활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에 해당하는 R&D
투자액을 추출한 것이다.31)

[그림 5]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연도별 총 R&D투자 추이

주: 각 년도 국가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 중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에 해당하는 R&D투자(정부,
공공, 민간, 외국재원 포함) 정보를 집계하여 추출함.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제출자료(2016. 9)에 기초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를 정부가 분류한 각 그룹별로 묶어서 최근 11년간 총
R&D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5]와 같이 나타났다. 즉, 민간주도 그룹의 투자액
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정부주도 그룹, 정부민간 공동추진 그룹, 민간정부 공동추
진 그룹의 순으로 R&D투자액이 낮아지고 있다.
31) 미래성장동력 분야와 표준산업분류의 연계는 산업연구원, ｢미래성장동력 업종･품목 분류｣
(2016. 3)를 활용하여 각 분야별 5단위 산업분류코드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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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그룹 유형별 R&D투자 추이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제출자료(2016. 9)에 기초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의 미래성장동력 분야 투자전략 수립을 위한 유형 분류
는 크게 산업 성숙화 속도 및 민간과 정부의 R&D투자 비율에 따라 나눈 것이다.
[그룹 1], [그룹 2]는 산업성숙도가 높은 산업분야이며, 이중 [그룹 1]은 민간R&D
투자비중이 높은 반면, [그룹 2]는 정부R&D 투자비중이 높은 분야이다. [그룹 3]과
[그룹4]는 산업성숙도는 아직 낮은 산업분야이며, 이중 [그룹 3]은 민간 R&D 투자
비중이 높은 반면, [그룹 4]는 정부R&D 투자비중이 높은 분야이다. 편의상 [그룹 1]
을 ‘민간주도 그룹’, [그룹 2]를 ‘정부민간 공동추진 그룹’, [그룹 3]을 ‘민간정부 공동
추진 그룹’, [그룹 4]를 ‘정부주도 그룹’으로 명명하고, 각 그룹별 정부의 투자전략과
실제 해당 그룹의 R&D투자 실태를 비교해 보았다.
또한,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별로 정부와 민간투자 재원을 구분하여 Spillover
효과를 측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미래성장동력 분야 투자전략 및 투자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해 보았다.32)

32) Spillover 효과는 어떤 부문의 활동이 그 부문의 생산성 외에 다른 부문의 생산성을 증가시켜
경제 전체의 이익을 올리는 효과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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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 주도 그룹 분야 분석 및 파급효과
민간주도 그룹의 경우,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인 R&D투자를 보장하는 법･제도적
지원과 정부R&D투자는 최소화하는 대신에 R&D성과를 실증할 수 있는 시범사업
을 추진하겠다는 투자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분야는 5G이동통신, 착
용형 스마트기기, 실감형콘텐츠, 스마트자동차, 지능형 사물인터넷(IoT), 지능형반도
체의 6개 분야이다.
민간주도 그룹의 R&D투자 재원을 정부(공공포함)와 민간으로 분리하여 비교
해 보면, [그림 7]과 같이 민간의 투자비중이 95% 이상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민간주도 그룹에 해당하는 6개 분야별 R&D투자 재원의 평균 비중을 비교
해 보면, [그림 8]과 같이 스마트자동차, 착용형 스마트기기, 5G이동통신, 지능형 반
도체, 지능형 사물인터넷, 실감형 콘텐츠 순으로 민간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나
분야별 편차가 크지 않다. 따라서 민간주도 그룹은 R&D투자 규모와 민간투자 비
중 모두 가장 높은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7] 민간주도 그룹 R&D투자의 정부/민간 투자비중 추이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제출자료(2016. 9)에 기초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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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민간주도 그룹의 분야별 평균 R&D투자 비중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제출자료(2016. 9)에 기초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민간주도 그룹에 해당하는 6개 분야에 대하여 정부와 민간 재원별 Spillover효
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23]과 같이 나타나, 전체 R&D투자의 파급효과는 미흡하지
만 정부재원이 민간재원에 비해 R&D투자의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3] 민간주도 그룹의 분야별 Spillover효과 분석 결과
전체R&D투자의
Spillover

정부재원 Spillover

민간재원 Spillover

5G이동통신

Ⅹ

○

Ⅹ

스마트자동차

Ⅹ

○

○

실감형콘텐츠

○

Ⅹ

○

착용형스마트기기

Ⅹ

○

Ⅹ

지능형 사물인터넷

Ⅹ

○

Ⅹ

지능형 반도체

Ⅹ

○

Ⅹ

주: 분야별로 Spillover효과 분석 결과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 존재하지 않으면 Ⅹ로 표시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편, 정부는 민간주도 그룹에 해당하는 6개 분야의 연도별 투자계획을 [표 24]
와 같이 수립하고 있어, 정부 투자를 2016년 수준에서 크게 증액하지 않고 민간의
자발적인 R&D를 유인하기 위한 법･제도적 지원과 시범사업 중심의 지원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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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성과 창출에 주력하는 정부의 투자전략을 고려한 계획으로 볼 수 있다. 다만,
Spillover효과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R&D투자의 파급효과는 거의 없는
반면 정부 R&D투자의 파급효과가 매우 큰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가 실감형 콘텐츠
를 제외한 5개 분야에 대하여 투자 유인을 재고해 볼 여지가 있다. 본 분석 결과가
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 분석이고, 데이터 및 분석의 한계 등을 고려하더라도 본
산업의 직접 효과를 포함하여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보다 실증적 산업
논거를 축적하여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표 24] 민간주도 그룹의 분야별 정부R&D 투자계획
(단위: 억원, %)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1,015

1,121

982

932

670

4,720

-9.9

스마트자동차

518

1,084

1,162

1,147

1,280

5,191

25.4

실감형콘텐츠

645

755

540

481

352

2,773

-14.1

착용형스마트기기

207

348

254

281

215

1,305

1.0

지능형 사물인터넷

768

952

955

1,177

1,444

5,295

17.1

지능형 반도체

738

980

1,156

1,177

835

4,836

3.1

5G이동통신

평균증가율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6년도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2016. 3)에 기초하여 국회예산정책
처 재구성.

(3) 정부-민간 공동추진 그룹 분야 분석 및 파급효과
정부-민간 공동추진 그룹의 경우, 상용화에 근접해 있는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원천･실증 R&D 등에서 정부가 선제적 투자를 하겠다는 투자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분야는 고기능 무인기, 지능형 로봇, 빅데이터, 융복합소재의 4
개 분야이다.
정부-민간 공동추진 그룹의 R&D투자 재원을 정부(공공포함)와 민간으로 분리
하여 비교해 보면, [그림 9]와 같이 민간의 투자비중이 80~9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민간 공동추진 그룹에 해당하는 4개 분야별 R&D투자 재원의 평균 비중
을 비교해 보면, [그림 10]과 같이 지능형 로봇, 고기능 무인기의 정부 투자비중이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빅데이터, 융복합 소재분야의 정부투자 비중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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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정부-민간 공동추진 그룹의 정부/민간 R&D투자비중 추이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제출자료(2016. 9)에 기초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10] 정부-민간 공동추진 그룹의 분야별 평균 R&D투자 비중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제출자료(2016. 9)에 기초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정부-민간 공동추진 그룹에 해당하는 4개 분야에 대하여 정부와 민간 재원별
Spillover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25]와 같이 나타나, 빅데이터 및 융복합소재 분
야의 정부R&D투자의 경우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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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정부-민간 공동추진 그룹의 분야별 Spillover효과 분석 결과
전체R&D투자의

정부재원

민간재원

Spillover

Spillover

Spillover

지능형 로봇

○

Ⅹ

Ⅹ

고속-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Ⅹ

Ⅹ

Ⅹ

빅데이터

○

○

Ⅹ

융복합소재

○

○

Ⅹ

주: 분야별로 Spillover효과 분석 결과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 존재하지 않으면 Ⅹ로 표시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편, 정부는 정부-민간 공동추진 그룹에 해당하는 4개 분야의 연도별 투자계
획을 [표 26]과 같이 수립하고 있다. 이 그룹의 경우 산업화 속도가 높은 분야로서
조기 성과창출이 용이하면서, 상대적으로 정부 투자 유인이 많은 분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상용화에 근접해 있는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원천･
실증 R&D 등에 선제적 투자를 하겠다고 투자전략을 제시한 분야이다. 그러나 분
야별 투자계획을 보면, 이미 정부투자 비중이 상당히 높은 지능형 로봇을 제외하더
라도 투자목표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융복합 소재 분야
의 경우 정부투자 비중이 민간주도 그룹의 수준으로 낮은 반면 정부의 투자계획은
그룹유형별 투자전략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고기능 무인기의
경우 기존 ‘고속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분야에서 무인기 산업육성의 중요성 및 관
련 기술과 제도･인프라의 공동 활용성을 반영하여 금년부터 확대 개편된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볼 수 없다.

[표 26] 정부-민간 공동추진 그룹의 분야별 정부R&D 투자계획
(단위: 억원, %)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평균증가율

고기능 무인기

499

1,515

1,662

1,291

889

5,855

15.5

지능형 로봇

743

635

711

709

606

3,404

-5.0

빅데이터

243

406

634

682

662

2,627

28.5

융복합소재

866

1,046

875

871

793

4,451

-2.2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6년도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2016. 3)에 기초하여 국회예산정책
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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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재원의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온 빅데이터, 융복합 소재 분야의 경
우, 민간재원에 비해 정부재원 비중이 매우 낮고, 정부의 투자계획에도 적극적인 투
자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선제적 R&D투자전략과도 배치된다.

(4) 민간-정부 공동추진 그룹 분야 분석 및 파급효과
민간-정부 공동추진 그룹의 경우, 산업성숙도가 아직 낮아 산업화에 시일 소요가 예
상되는 분야로 민간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속도를 차질 없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소
극적인 정부투자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분야는 심해저/극한환경 해
양플랜트, 가상훈련시스템, 맞춤형 웰니스케어의 3개 분야이다.
민간-정부 공동추진 그룹의 R&D투자 재원을 정부(공공포함)와 민간으로 분리
하여 비교해 보면, [그림 11]과 같이 민간의 투자비중이 80~90% 수준으로 나타나
고 있다. 민간-정부 공동추진 그룹에 해당하는 3개 분야별 R&D투자 재원의 평균
비중을 비교해 보면, [그림 12]와 같이 심해저/극한환경 해양플랜트, 맞춤형 웰니스
케어, 가상훈련시스템의 순으로 민간 투자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 민간-정부 공동추진 그룹의 정부/민간 R&D투자 비중 추이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제출자료(2016. 9)에 기초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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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민간-정부 공동추진 그룹의 분야별 평균 R&D투자 비중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제출자료(2016. 9)에 기초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민간-정부 공동추진 그룹에 해당하는 3개 분야에 대하여 정부와 민간 재원별
Spillover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27]과 같이 나타나, 상대적으로 민간재원 R&D
투자의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민간-정부 공동추진 그룹의 분야별 Spillover효과 분석 결과
전체R&D투자

정부재원

민간재원

Spillover

Spillover

Spillover

심해저/극한환경 해양플랜트

○

○

○

가상훈련시스템

○

Ⅹ

Ⅹ

맞춤형 웰니스케어

○

Ⅹ

○

주: 분야별로 Spillover효과 분석 결과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 존재하지 않으면 Ⅹ로 표시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편, 정부는 민간-정부 공동추진 그룹에 해당하는 3개 분야의 연도별 투자계획
을 [표 28]과 같이 수립하고 있다. 이 그룹의 경우 산업화 속도가 낮은 분야로서 산
업화에 시일 소요가 예상되는 분야로 분류된다. 따라서 정부는 일부 투자가 이루어
지고 있는 민간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속도를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는 투자전략을
제시한 분야이다. 정부의 연도별 투자계획도 이에 따라 소극적인 수준의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재원 투자의 파급효과가 높게 나타난 심해
저/극한환경 해양플랜트 분야의 경우 적극적인 정부투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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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민간-정부 공동추진 그룹의 분야별 정부R&D 투자계획
(단위: 억원, %)

2016

2017

2018

2019

2020

505

508

129

147

160

1,449

-25.0

가상훈련시스템

66

75

87

82

67

376

0.4

맞춤형 웰니스케어

583

611

282

227

197

1,900

-23.8

심해저/극한환경
해양플랜트

합계

평균증가율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6년도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2016. 3)에 기초하여 국회예산정책
처 재구성.

(5) 정부주도 그룹 분야 분석 및 파급효과
정부주도 그룹의 경우, 산업화에 시일 소요가 예상되는 분야로, 미래 글로벌 시장에
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중장기 R&D 및 실증을 지속적으로 추
진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분야는 스마트바이오 생산시스템,
신재생 하이브리드시스템, 재난안전관리시스템, 직류송배전시스템, 초임계 CO2 발
전시스템, 첨단소재가공시스템의 6개 분야이다.
정부주도 그룹의 R&D투자 재원을 정부(공공포함)와 민간으로 분리하여 비교
해 보면, [그림 13]과 같이 민간의 투자비중이 85~9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
부주도 그룹에 해당하는 6개 분야별 R&D투자 재원의 평균 비중을 비교해 보면,
[그림 13]과 같이 심해저/극한환경 해양플랜트, 맞춤형 웰니스케어, 가상훈련시스템
의 순으로 민간 투자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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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정부주도 그룹의 정부/민간 R&D 투자 비중 추이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제출자료(2016. 9)에 기초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14] 정부주도 그룹의 분야별 평균 R&D투자 비중 추이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제출자료(2016. 9)에 기초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정부주도 그룹에 해당하는 6개 분야에 대하여 정부와 민간 재원별 Spillover효
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29]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전 분야가 고르게 파급효과가 큰
분야로 확인되었으며, 재난안전관리 스마트시스템의 경우 정부재원이, 첨단소재 가
공시스템의 경우 민간재원 R&D투자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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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민간주도 그룹의 분야별 Spillover효과 분석 결과
전체R&D투자

정부재원

민간재원

Spillover

Spillover

Spillover

스마트바이오 생산시스템

○

Ⅹ

Ⅹ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

○

○

재난안전관리 스마트시스템

○

○

Ⅹ

직류송배전시스템

○

○

○

초임계 CO2 발전시스템

○

○

○

첨단소재가공시스템

○

Ⅹ

○

주: 분야별로 Spillover효과 분석 결과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 존재하지 않으면 Ⅹ로 표시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편, 정부는 정부주도 그룹에 해당하는 6개 분야의 연도별 투자계획을 [표 30]
과 같이 수립하고 있다. 이 그룹의 경우 산업화 속도가 낮은 분야로서 산업화에 시
일 소요가 예상되는 분야로 분류된다. 따라서 정부는 미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력 확보를 위해 정부 주도로 중장기 R&D 및 실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제
시하였다.
그러나, 정부주도 그룹의 경우 R&D투자의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정
부에서도 정부주도로 지속적으로 R&D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비해 투자계
획에는 크게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 11년간 투자비중을 비교해 보아도
신재생하이브리드시스템과 초임계 CO2 발전시스템을 제외하고 정부투자 비중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정부투자 계획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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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정부주도 그룹의 분야별 정부R&D 투자계획
(단위: 억원, %)

2016

2017

2018

2019

2020

384

571

707

593

377

2,632

-0.5

878

1,470

1,403

1,334

1,274

6,359

9.8

재난안전관리
스마트시스템

598

769

798

635

629

3,429

1.3

직류송배전시스템

157

237

329

254

323

1,300

19.8

124

311

325

277

201

1,238

12.8

199

429

429

360

165

1,582

-4.6

스마트바이오
생산시스템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시스템

초임계CO2
발전시스템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합계

평균증가율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6년도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2016. 3)에 기초하여 국회예산정책
처 재구성.

다. 미래성장동력 투자전략과 실제 투자실태 간 괴리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의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투자전략과 투자계획, 실제 해당 분
야의 투자실태 및 파급효과 분석 결과 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정부는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를 4대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투
자전략을, 민간주도, 정부-민간 공동추진, 민간-정부 공동추진, 정부주도형으로 제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정부의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투자계획은 이러한 그룹
별 투자전략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정부주도 그룹의 경우
전체 R&D투자 대비 정부재원 비중이 여전히 낮은데 타 그룹에 비해 특별히 확장
적인 투자계획으로 볼 수 없을 만큼 평이한 수준으로 수립되어 있다.
다음으로, 최근 11년간의 R&D투자 실태 분석에 따른 정부-민간 투자비중 및
R&D투자의 Spillover효과 측면에서의 파급효과 분석 결과가 정부의 투자전략 및
투자계획과 배치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민간 공동추진 그룹의 경우, 빅데
이터와 융복합소재의 경우 정부재원의 투자비중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정부
투자전략과 같이 선제적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없다. 반면 이들 분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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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2개 분야에 비해 정부재원의 파급효과가 높은 분야로서 정부투자의 필요성
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정부의 향후 투자계획에도 이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의 투자전략에서는 민간-정부 공동추진 그룹으로 분
류된 심해저/극한환경 해양플랜트의 경우, 민간투자 비중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
고 정부투자의 파급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투자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투자전략과 투자계획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정부와 민간투자
의 재원비중 추이를 적절히 투자전략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파급효과 측면
에서 정부투자의 효과가 높은 분야에 대한 투자전략 연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Spillover 효과 분석은 기존 산업에 미친 파급효과를 분석한 것이다보니 미래
성장동력 분야별 향후 성장가능성이나 유망성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성장가능성이나 유망성 측면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투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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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개선 방안

1. 미래성장동력 정책의 중장기적 일관성 확보 방안 마련
그간 정부는 정권 교체 시마다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정책을 발표하여 왔으며, 그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와 집중 투자분야가 조금씩 변화해 왔다. 따라서 참여정부 이후
의 성장동력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변화와 그에 따른 투자전략의 집행 현황을 추적
함으로써 성장동력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었는지를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역대 정부마다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 정책
을 추진하면서 집중 육성분야를 변경･확대하여 왔으며, 이번 정부에서는 거의 해마다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있어 중장기적인 정책의 연속성 및 일관성 확보가 미흡한 것
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이후 미래성장동력 분야 선정의 변화를 추적해 보면, 참여
정부의 10개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 이명박정부의 17개 신성장동력 분야 및 현 정부
의 19개 미래성장동력 분야로 그 수가 점차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분야간 연계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정부의 17대 신성장동력 분야 중 LED응용 분야를
포함한 7개 분야가 현 정부의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에서는 제외되었으며, 심해저/
극한환경 해양플랜트 분야를 포함한 6개 분야가 새롭게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와 같이 정부가 미래성장동력 분야로 선정하여 중장기적으로 재정, 세제 및 규제개선
등 각종 지원을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5년마다 새롭게 개편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주요국 미래성장동력 정책의 가장 큰 차이는 정책 추진체계의 일
관성 여부에 있다. 미래성장동력 정책의 기본방향이 수립된 이후 대내외적 환경변
화에 따라 전략적 투자분야 또는 정책방향이 일부 수정될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정권 교체 시 미다 재검토되는 사례는 없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미래성장동
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육성분야를 재수립하면서 정책의 틀이 바뀜에 따라 기존 정
책의 체계적인 이행을 점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 성장동력 정책
의 평가는 5년 단위로 단절되며, 새정부 출범 후에는 과거 정부의 정책평가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 재정사업의 추적이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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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 정부의 미래성장동력 정책추진체계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
전략회의로 다시 이원화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 정책의 최상위심의기구로 설치하고, 국무
총리와 민간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형태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미래성장
동력특별위원회를 그 산하에 두고 미래성장동력 정책의 종합 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과학기술전략회의’는 대통령령인 ｢과학기술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규정｣을 2016년 7월에 제정하고 기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거의 모든 분야에
서 중복되는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선정이 그 대표적인 사
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미래성장동력 정책의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새 정부 출범 시
국정기조 및 대내외 시장 환경 변화 등에 따른 미세적인 조정을 제외하고, 중장기
적인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외부 환
경변화와 상관없이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성장동력 발굴육성을 추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범부처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여, 중장기
적 시각에서 R&D, 재정‧세제 및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필요하다. 특히, 현행의 이원적인 과학기술 정책추진체계를 단일화하고, 정권의
변화와 무관하게 연속성 있는 과학기술 행정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시장 파급효과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투자전략 수립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투자성과를 생산효과 측면에서 측정하여 파급효과를 분
석하기 위해, Spillover 효과 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R&D투자와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
을 수행하였다. 특히 R&D투자의 재원별 투자액을 분리하여 정부와 민간재원에 따
른 효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생산효과 및 파급효과는 분야별로
다양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미래성장동력 관련 산업군의 경우 직접적인 총
요소생산성(TFP)의 증대효과가 정부 재원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미래성장동력 비관련 산업군의 경우 정부재원에 대한 총요소생산성 증대효과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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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선정이 적절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생산성 효과 측정이 데이터의 한계로 19대 미래성장동력 분
야의 본산업이 아닌 관련 산업군에 제한적으로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
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R&D투자의 파급효과는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에 연계된 산업의
R&D투자 데이터를 재원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보다 의미 있는
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정부재원의 경우, 본산업을 포함하여 타산업으로의
지식의 파급효과라는 정책 목표가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생산성 효과를
분석하지는 못하였지만, 유의미한 정책적 시사점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Spillover 효과 분석 결
과, 19대 분야 중 13개 분야에서 Spillover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적인 산업에서 나타나는 Spillover 효과에 비해 훨씬 높은 결과라고 볼 수 있어, 19
대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선정이 파급효과 관점에서는 적절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한편,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R&D투자액 중 정부재원만을 분리하여 Spillover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R&D투자액을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와 다른 양상을 나
타내고 있다.
즉, 전체 R&D투자액을 기준으로 Spillover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6개
분야, 5G 이동통신, 고기능 무인기, 지능형 반도체, 스마트 자동차, 지능형 사물인
터넷, 착용형 스마트기기의 경우, 정부재원의 Spillover 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오히려 전체 R&D투자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Spillover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던 가상훈련시스템, 스마트바이오 생산시스템, 지능형 로봇, 맞춤형 웰니스
케어, 실감형 콘텐츠, 첨단소재 가공시스템의 6개 분야는 정부재원의 경우 Spillover
효과가 전혀 없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 중 정부재원 R&D투자의 Spillover 효
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13개 분야와 정부재원의 투자효과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난 6개 분야 등을 고려하여 관련 데이터 및 분석의 한계를 보완한 새로운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실증적 산업논거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R&D투자방향 수립 시 전략적인 재원배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미래성장동
력 분야가 아직 산업화 되지는 않았지만, 성장가능성이 높고, 민간의 참여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의 유망성도 재원 배분 시 검토할 필요가
2. 시장 파급효과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투자전략 수립 ∙ 57

있다. 추가적으로 정부의 R&D 지원이 조기에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실증, 인
증, 표준화 등 R&D 이후의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프리존33) 등과 연계한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민간에서 개발한 신제품이 판로를 찾지 못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정부가 공
공조달 등을 활용해 초기시장을 창출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3.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한 투자전략-계획간 재정렬(realignment)
현재 정부가 정책통합을 통해 집중 투자분야로 선정한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의 투자실태를 분석해 보고, 해당 분야의 기술수준, 산업 성숙
도에 따라 투자재원의 조달계획 및 투자현황이 적정하게 배분되어 추진되어 왔는지
를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정부의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투자전략과 투자계획, 실제 해당 분야
의 투자실태 및 파급효과 분석 결과 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정부는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를 4대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투
자전략을, 민간주도, 정부-민간 공동추진, 민간-정부 공동추진, 정부주도형으로 제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정부의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투자계획은 이러한 그룹
별 투자전략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정부주도 그룹의 경우
전체 R&D투자 대비 정부재원 비중이 여전히 낮은데 타 그룹에 비해 특별히 확장
적인 투자계획으로 볼 수 없을 만큼 평이한 수준으로 수립되어 있다.
다음으로, 최근 11년간의 R&D투자 실태 분석에 따른 정부-민간 투자비중 및
R&D투자의 Spillover효과 측면에서의 파급효과 분석 결과가 정부의 투자전략 및
투자계획과 배치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민간 공동추진 그룹의 경우, 빅데
이터와 융복합소재 분야는 정부재원의 투자비중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정부
투자전략과 같이 선제적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없다. 반면 이들 분야는
나머지 2개 분야에 비해 정부재원의 파급효과가 높은 분야로서 정부투자의 필요성
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정부의 향후 투자계획에도 이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의 투자전략에서는 민간-정부 공동추진 그룹으로 분
33) 정부가 27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한 14개 도시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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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된 심해저/극한환경 해양플랜트의 경우, 민간투자 비중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
고 정부투자의 파급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투자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투자전략과 투자계획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정부와 민간투자
의 재원비중 추이를 적절히 투자전략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파급효과 측면
에서 정부투자의 효과가 높은 분야에 대한 투자전략 연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만, 전술한 바와 같이 파급효과 분석이 갖는 데이터 및 분석의 한계를 고려하여 이
를 보완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실증적 산업논거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바
탕으로 보다 전략적인 투자연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성장동력 분야의 향
후 성장가능성, 유망성 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여 반영하고, 미래성장동력에서 제시하
고 있는 중장기 로드맵과 정부R&D 투자방향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투자전략을 수
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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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미래성장동력 관련 정부재정사업 목록1)

분야별 세부사업

내역사업 및 과제명

1.5G이동통신
방송통신산업기술개발

방송통신산업기술개발 (차세대이동통신)

범부처GigaKOREA사업
2.스마트자동차
교통물류연구(R&D)

사고없는 안전교통

교통물류연구(R&D)

막힘없는 첨단교통

ICT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스마트자동차

권역별신산업육성

자율주행자동차핵심기술개발

자동차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스마트카

3.실감형콘텐츠
문화기술연구개발

문화산업선도형기술개발

디지털콘텐츠원천기술개발

차세대실감영상콘텐츠기술개발

디지털콘텐츠원천기술개발

인터렉션콘텐츠기술개발

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

융합형콘텐츠핵심기술개발

4.착용형스마트기기*
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부품소재기술개발
(R&D)
정보통신연구기반구축
소재부품산업미래성장동력

정보통신연구기반구축 (과제: 창의감성
디바이스 제품화 기반구축)
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용핵심부품개발

5.지능형사물인터넷
나노소재기술개발

나노인프라지원(선행공정플랫폼)

USN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방송통신산업기술개발

방송통신산업기술개발 (홈네트워크)

사물인터넷융합기술개발
6.지능형반도체
ICT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지능형반도체

전자정보디바이스산업원천기술개발

반도체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제조혁신전문인력양성
(지능형반도체전문인력양성)

1)미래창조과학부 제출자료(2016.11).

부록 ∙ 61

분야별 세부사업

내역사업 및 과제명

7.고기능무인기**
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

저고도무인기감시관리기술(다부처공동)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
구축및운용(경찰청)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
구축및운용(안전처)
항공안전기술개발

항공기및사고예방
(국가비행종합시험인프라개발구축)

무인비행체안전지원기술개발
무인이동체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
구축및운용(미래부)
ICT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다부처공동기획_무인이동체

항공부품기술개발사업

무인기기계·전자융합시스템개발

민군기술협력개발

고고도장기체공시범기기술개발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

항공산업기반구축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

안전편의서비스용스마트드론활용기술기반구축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
구축및운용(산업부)
8.지능형로봇
ICT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지능정보·로봇융합서비스기술개발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제조혁신전문인력양성
(산업융합연계형로봇창의인재양성)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시스템산업미래성장동력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

9.빅데이터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국가혁신형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유망신기술및선도기술확보형

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
10.융복합소재
미래소재디스커버리사업(R&D)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
소재부품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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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세부사업

내역사업 및 과제명

11.심해저해양플랜트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제조혁신전문인력양성
(해양플랜트전문인력양성)

시스템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해양케이블시험연구센터구축

시스템산업미래성장동력

심해자원생산용친환경해양플랜트

해양장비개발및인프라구축(R&D)

해양플랜트운영·서비스

12.가상훈련시스템
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개발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
창의산업미래성장동력사업

서비스산업융합‧고도화(과제:체감형이트레
이닝시스템개발을위한공통플랫폼개발)
차세대스마트러닝산업지원센터구축
(16년 사업종료)
경험지식기반체험형가상훈련기술개발

13.맞춤형웰니스케어
ICT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산업부)

맞춤형웰니스케어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유전체 비즈니스화를 통한 신시장 창출)

전자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의료기기핵심기술개발

창의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스마트헬스케어종합지원센터구축

창의산업미래성장동력사업

PHR기반개인맞춤형건강관리시스템개발

14.스마트바이오생산시스템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제조혁신전문인력양성
(바이오제조GMP기술인력양성)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바이오핵심기술개발

창의산업미래성장동력사업

스마트바이오생산시스템개발

15.신재생에너지하이브리드시스템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R&D)

다부처공동연구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전력)

신재생에너지융합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다부처)신재생하이브리드이용미래에너지
저장기술

16.재난안전관리스마트시스템
국민안전확보기술개발(R&D)

연구과제수행

방재실험시설구축
재난위험저감기술개발(R&D)
재난상황관리기술개발(R&D)

연구과제수행

재난관리핵심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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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세부사업

내역사업 및 과제명

재난관리지원기술개발
재난안전플랫폼기술개발
해양안전및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R&D)

IMO차세대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기술개발

17. 직류송배전시스템
멀티터미널직류송배전시스템
18.첨단소재가공시스템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제조기반생산시스템

시스템산업미래성장동력

첨단공구산업기술고도화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

첨단하이브리드가공기술고도화및실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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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19대 미래성장동력 산업 연관표2)
19대 기술

스마트 자동차

5G 이동통신

심해저/극한환경 해양플랜트

고기능 무인기

지능형 로봇
착용형 스마트 기기

실감형콘텐츠

KSIC5

본산업(KSIC-9)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7211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30399

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6422

이동전화기 제조업

61220

무선통신업

61299

그외 기타 전기 통신업

31119

기타 선박 건조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7211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31310

항공기,우주선및보조장치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6422

이동전화기 제조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2) 미래성장동력 분야와 표준산업분류의 연계는 산업연구원, ｢미래성장동력 업종･품목 분류｣
(2016. 3)를 활용하여 각 분야별 5단위 산업분류코드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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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기술

스마트 바이오 생산시스템

가상훈련시스템

맞춤형 웰니스케어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신재생에너지하이브리드 시스템

멀티미디어 직류 송배전 시스템

초임계Co2 발전시스템

지능형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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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IC5

본산업(KSIC-9)

27213

물질검사,측정및분석기구제조업

27214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7216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1220

무선통신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19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28112

변압기 제조업

35119

기타 발전업

28112

변압기 제조업

28119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28121

전기회로개폐,보호및접속장치제조업

28122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28119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9176

증류기, 열교환기및가스발생기제조업

35119

기타 발전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6110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7213

물질검사, 측정및분석기구제조업

19대 기술

융복합 소재

지능형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첨단소재가공시스템

KSIC5

본산업(KSIC-9)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0129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20131

무기안료 및 기타금속산화물 제조업

20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1220

무선통신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25924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7213

물질검사, 측정및분석기구제조업

27214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7216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29221

전자응용 공작기계 제조업

29222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29223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919

기타기술시험,검사및분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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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생산성 효과의 이론적 배경 및 방법론3)

1. 이론적 배경
1.1 생산성
◦ 생산성이란 산출물과 그 산출물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생산요소들의 지수
(index)와의 비율임.
◦ 대표적인 투입요소들은 노동과 자본 등인데, 이러한 투입요소들이 달라도
생산성으로 나타낼 수 있음.
－ 노동만을 이용하여 생산을 할 경우 산출물의 양을 노동의 투입량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것이 노동의 평균생산성이 되고 이는 곧 생산성으로
나타낼 수 있음.
－ 노동 및 자본을 이용하여 생산을 할 경우 생산성은 산출물을 노동과 자
본을 적절하게 가중 평균하여 만든 지수로 나누어야 함.
－ 이러한 생산성은 어느 경제의 현재의 기술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
되므로 생산성의 변화는 곧 기술수준의 변화를 나타냄.

◦ 일반적으로 경제의 산출량은 세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는 다음의
내용과 같음.
－ 첫째, 자본, 노동, 토지 및 자연자원 등이 포함된 생산요소의 투입량.
－ 둘째, 생산요소를 생산에 투입할 수 있도록 조직된 제도.(기업조직, 수송
제도, 통신제도 등)
－ 셋째, 생산요소를 경제에 유용한 산출물의 형태로 바꿀 수 있는 방법.
이러한 방법에는 신기술의 발명 및 혁신 등이 모두 포함됨.

3)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연구용역보고서, ｢미래성장동력 분야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Spillover 효과
분석｣(2016. 10)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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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기술이 진보함으로써 생산성이 증대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즉,
기술진보(technological progress)가 있다는 것은 투입물의 양이 일정하여도
산출물이 증가할 수 있는 방법임.
－ 신기술의 발명 및 이러한 신기술로 인해 발생되는 혁신 등은 기업 및
산업 등의 생산조직의 재편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지식이 확산될 수
있는 경로가 개선 될 수가 있는데, 결국 신기술의 발명 및 혁신 등은 제도
개선을 꾀하게 되고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서도 기술진보의 요인이 될
수 있음.
－ 어느 경제의 기술수준을 파악할 때, 각 산업의 평균기술수준으로 파악하는
경우에도, 생산조직의 재편이나 지식확산경로의 개선 등에 의해 평균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도 있음.
－ 하지만, 이러한 생산조직의 재편이나 지식확산경로의 개선 등에 의해 평균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단기적으로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는 방법일 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결국, 신기술의 발명 및 혁신 등에 의해 기술경계
(technology frontier)를 확장시켜야만 평균기술수준이 향상될 수 있음.

1.2 총요소생산성(TFP)
◦ 일반적으로 총요소생산성은(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다수의 투입물을
이용하여 생산을 하는 경우 기술진보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총요소생산성
(TFP)이란 노동 생산성뿐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본투자금액, 기술도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생산 효율성 수치임.
◦ 보통 시장에서 시판되거나 서비스 되는 하나의 재화를 생산할 경우 노동,
설비, 원재료, 에너지 등의 다양한 투입과 이러한 투입물을 관리함으로써
판매되거나 서비스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생산성이란 보통 노동자 1인당
혹은 노동자가 1시간당 산출하는 산출량으로 그 효율성을 측정하는데 이를
노동생산성이라고 함.
－ 이 밖에도 노동이외에 다양한 투입 요소로 본 효율성을 나타내는 척도는
각 투입요소에 따라 자본 생산성, 에너지 생산성, 설비 생산성 등으로
나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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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생산성은 한 가지 투입 요소로만 본 효율성(단일 요소 생산성)
인데, 이러한 단일 요소 생산성만을 가지고는 전반적으로 산업에 대한
생산성 증대 효과는 설명하기가 어려움.
－ 이에 따라 생산과정의 산업 전반의 효율에 대한 측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요소가 아닌 전체의 투입요소를 고려한 측정이 필요한데 이것을 충족시
키는 것이 총요소생산성임.

◦ 총요소생산성은 노동, 자본 및 중간재 투입 등 총요소투입단위 당 산출량을
수치적으로 나타내며, 이것은 산출량 증가율을 요소투입 증가 기여분과 총
요소생산성 증가 기여분으로 분해하는 방법에 따라서 측정됨.
－ 즉, 산출을 노동투입 또는 자본투입으로 나눈 (평균)노동생산성과 (평균)
자본생산성의 개념인 것임.
－ 또한 총요소생산성에는 노동, 자본 등 단일요소 생산성 측정에는 포함되지
않는 기술, 노사, 경영체제, 법·제도 등이 반영되는데 이 때문에 총요소
생산성 증가는 흔히 기술혁신을 의미하기도 함.

◦ 총요소생산성이 일반적으로 기술진보(technological progress)로 해석되는
이유는 결국, 총요소생산성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생산함수의 이동(shift)으로
나타나기 때문임 (한국생산성본부, 2010).
－ 기계설비의 개선, 노동력의 질적 개선, 노사관계의 개선, 경영혁신 등의
효과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음.

◦ 결국, 총요소생산성의 증가는 생산과정의 전반적인 효율성 향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음.

1.3 Spillover
◦ Spillover의 일반적인 정의는 어떤 부문의 활동이 그 부문의 생산성 외에 다른
부문의 생산성을 증가시켜 경제 전체의 이익을 올리는 효과를 말함(Grossman
& Helpman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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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기반사회에 있어서 상호학습을 통한 지식의 공유와 확산이 경제 성장의
주요한 원천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각 주체들 간의 지식 흐름이 어떻게 이
동하는 지를 파악함으로써 주체들 간의 연관관계 및 그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박용태 외3, 2004).
◦ Castro and Jensen-Butler (1991)의 연구에서는 IT 분야에서 지식이 다른 분야로
이전 될 수 있는 두 가지 형태를 정의하였음 (Roya et. al. 2009).
－ 첫째, 다른 분야로 쉽게 이동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체화된
지식”은 명백하고 암호화될 수 있는 기술 또는 제품과 같은 유형의 지식임.
－ 둘째, 암묵적이고 내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비체화된 지식”은 그
특성상 개인, 그룹 또는 조직 내부의 구성들 간의 교류를 통해서만 이전
될 수 있는 유형의 지식임.
◦ 특히, 비체화된 지식의 경우, 측정이 매우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하지만, 특허
인용관계를 이용하여 지식 흐름을 기술 흐름 행렬로 변환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가 존재하고(Scherer, 1981), 이를 통해 국가 혹은 산업간 R&D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있어왔음.
－ 즉, 특허는 기술 지식의 대용 지표로서, 경쟁자 분석, 기술 가치 평가,
R&D 포트폴리오 관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 (Ernst, 2003).
◦ 일반적으로, 지식 흐름에 대한 연구는 흐름의 주체에 따라 국가, 산업, 기업
단위로 분류할 수 있음.
－ 국가 간 지식 흐름 분석에는 크게 자본재, 중간재 등에 체화된 지식을
바탕으로 투입-산출 분석(Park & Kim, 1999) 중심과 특허 및 특허 인용
관계를 활용한 비체화 지식흐름 분석(Jaffe, 1988)으로 나뉘어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음.
－ 산업간 지식 흐름 연구에는 Leontief 투입-산출 행렬 분석(Leoncini al,
1996)을 이용하여 특허 출원 수 및 인용 수 등 위주로 실시되어오고 있음.
－ 기업 간 지식흐름분석은 주로 기업의 전략적인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지식 활용 및 창출에 초점을 두고 정량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체화
또는 비체화 지식의 흐름 패턴 분석이 주로 실시됨(Karki,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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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지식을 창출하는 R&D 투자는 R&D 활동으로 인한 지식이 불특정 다수
에게 Spillover가 된다는 측면에서 본래 의도했던 부문이나 산업 혹은 기업의
지식축적을 통해 생산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산업/기업에게도
생산성 증대 효과를 불로 일으킬 수 있음.

2. 분석 방법론
2.1 총요소생산성
◦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활용한 총요소생산성은 노동 생산성뿐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본투자금액, 기술도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생산
효율성 수치임.

◦ 아래의 Cobb-Douglas 생산함수에서

   ∙ ∙ 

(1)

◦ Y는 총산출, L은 노동투입. K는 자본투입량을 나타내며, A는 기술과 관련된
여타의 투입 요소를 의미함.

◦ 생산 함수를 위와 같은 형태로 주는 경우 기술진보는 외생적, 비체화적
(disembodied) 힉스 중립적(Hicks neutral) 기술진보가 됨.
◦  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 이외에 산출량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을 모두 모아
놓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그 예로는 경영능력, 조직경쟁력, 연구 및 개발, 체화된 기술진보 및 기술
확산 등을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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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요소생산성을 실증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에는 성장회계 접근방법(Growth
Accounting) 및 생산함수 직접추정방법이 있음.
◦ 양변에 자연대수를 취하면 아래와 같은 식이 도출됨.

ln   ∙ln   ∙ln  ln

(2)

◦ (2)의 식에서 1차 차분을 해주면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식이 도출됨.
∆ln  ∆ln  ∆ln  ∆ln

◦ 위의

(1),

(2)

식에서

ln ∆ln 를

종속변수로,

(3)

ln ∆ln 와

ln ∆ln 를 독립변수로 이용하여 선형회귀 분석을 하면 그때의 잔차는
A, 즉 기술진보와 관련된 총요소생산성으로 간주됨.

2.2 19대 미래성장동력 산업별 R&D 투자의 생산성 효과 분석
◦ 19대 미래성장동력 산업 R&D 투자와 생산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함수를 설정할 수 있음.

ln    ln  

(4)

◦ 여기서 TFP는 산업별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고, Rnd는 산업별 R&D 투자
금액을 의미함.

◦ 본 분석에서는 전체산업과 19대 미래성장동력 관련 산업 그리고 19대 미래성
장동력 비관련 산업으로 분리하여 측정하였음.
－ 앞서 분류한 전체 20개의 산업 중 제 9차 산업분류표의 중분류를 기준
으로 19대 기술을 구성하고 있는 본 산업을 포함하고 있는 산업은 관련
산업, 포함하고 있지 않는 산업은 비관련 산업으로 분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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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Spillover 효과 분석
◦ 이번 분석에서는 19대 미래성장동력 산업의 R&D투자가 타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했음.
－ 19대 산업별 R&D를 재원별(정부, 민간)로 분리하여 재원별 투자 성과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산업별 투자 전략을 위한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

◦ 종속변수를 산업별 총산출량으로, 독립변수를 해당산업의 R&D 투자금액,
총 노동투입량, 실질자본스톡, 19대 미래성장동력 산업별 R&D 투자금액임.
◦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음.

Pr     

(5)

◦ 여기서 product, labor, rnd, stock는 20개 산업에 대한 i 산업의 t연도의 총
산출량, 총노동투입량, 총연구개발비 그리고 실질자본스톡임.

◦ Spillover 변수는 19대 산업별 t연도의 총연구개발비로서 주요 관심대상은
Spillover의 수혜 대상 i가 아니라 19대 산업인 j임에 유의해야 함.
◦ 기존의 대부분의 Spillover 문헌은 타산업에서 자산업으로 유입되는 수혜
효과를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는 19대 산업에서 타산업으로 유출되는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기본 의도임.

◦ 위의 식을 구체적인 functional form으로 Cobb-Douglass 함수를 가정한 후,
로그 변환을 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음.

ln    ln  ln  ln  ln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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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분석하려는 산업 j를 하나씩 위의 식에 순차적으로 대입하기
때문에 패널 분석을 19대 산업인 19번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임.
◦ 본 연구에서는 19대 산업별 R&D 데이터를 재원별(정부, 민간)로 분리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음.
－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19대 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의 근거가 될 수
있음.

ln    ln  ln  ln
 ln  ln  

(7)

◦ 여기서 gover 변수는 19대 산업별 R&D 투자 금액 중 정부재원 R&D 투자
금액을 추출한 변수이고, private 변수는 민간 재원 R&D 투자 금액을 나타냄.
◦ R&D 투자에 대한 효과는 당해 연도에 나타나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R&D 투자에 대한 효과를 시차분석
또한 수행하였음.

◦ 시차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수에 1기전 데이터를 대입함으로써
분석할 수 있음.

❑ Johansen 공적분 검정
◦ 본 장의 분석을 위한 데이터가 패널데이터이고, 시계열이 2004년에서 2011년
까지의 8년 기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계열 데이터에서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변수들이 non-stationary한 경우에는 공적분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회귀분석으로 들어가야 함.

◦ 실질산출량과 자본스톡, 노동, R&D 등은 이미 안정적인 변수가 아닌 것은
널리 알려져 있음. 따라서 단위근 검정을 생략하고 바로 Johansen 공적분
검정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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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ansen 공적분 검정법정 방법은 시계열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동태적 상호
연관성을 파악하는데 활용되는 VAR 모형에 기초한 maximum likelihood
procedure test임.
∆      ⋯    ∆      ∆     

(83)

◦ Xt는 분석하고자 하는 변수들이 포함된 (nx1) 벡터이고, � �는 (nxn) 계수
행렬(coefficient)이며, 는 (nx1) 상수항 벡터이고, � 는 white noise임.

◦ 계수 행렬 Ã에서 선형 독립인 column들의 최대수가 바로 공적분 벡터들의
수를 의미하는데, 최대한 r개의 공적분 벡터들이 있다는 귀무가설을 대한
likelihood ratio test는 다음 장의 Trace Test statistics를 활용함.



    



ln  


(9)

 

◦ 여기에서, T는 number of observation이고, r은 공적분 벡터의 개수,

   ⋯ 
 는 (p-r)개의 가장 작은 squared canonical correlation 임. 위의
식을 통하여 공적분 벡터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게 됨.

◦ Johansen 공적분 검정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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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Johansen 공적분 검정 결과
5G 이동통신

Trace test indicates 3 cointegratingeqn(s) at the 0.05 level

가상훈련시스템

Trace test indicates 3 cointegratingeqn(s) at the 0.05 level

고속-수직 이착륙무인 항공기

Trace test indicates 3 cointegratingeqn(s) at the 0.05 level

맞춤형 웰니스케어

Trace test indicates 3 cointegratingeqn(s) at the 0.05 level

멀티미디어직류 송배전시스템

Trace test indicates 2 cointegratingeqn(s) at the 0.05level

빅데이터

Trace test indicates 3 cointegratingeqn(s) at the 0.05 level

스마트 바이오 생산시스템

Trace test indicates 3 cointegratingeqn(s) at the 0.05 level

스마트 자동차

Trace test indicates 3 cointegratingeqn(s) at the 0.05 level

신재생하이브리드 시스템

Trace test indicates 3 cointegratingeqn(s) at the 0.05 level

실감형콘텐츠

Trace test indicates 3 cointegratingeqn(s) at the 0.05 level

심해저-극한 환경 해양플랜트

Trace test indicates 3 cointegratingeqn(s) at the 0.05 level

융복합 소재

Trace test indicates 3 cointegratingeqn(s) at the 0.05 level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Trace test indicates 3 cointegratingeqn(s) at the 0.05 level

지능형 로봇

Trace test indicates 3 cointegratingeqn(s) at the 0.05 level

지능형 반도체

Trace test indicates 3 cointegratingeqn(s) at the 0.05 level

지능형 사물 인터넷

Trace test indicates 3 cointegratingeqn(s) at the 0.05 level

착용형 스마트 기기

Trace test indicates 3 cointegratingeqn(s) at the 0.05 level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Trace test indicates 2 cointegratingeqn(s) at the 0.05 level

초임계CO2 발전 시스템

Trace test indicates 3 cointegratingeqn(s) at the 0.05 level

◦ <부표 1>의 결과를 통해 19개의 모든 산업의 회귀 식에서 5%의 유의수준
에서 2개 이상의 공적분 관계가 존재함을 검정함.
◦ 이에 따라, 각 19개의 모든 산업의 회귀 식에서 단위근을 갖는 시계열들이
공적분 되어 있기 때문에 올바른 회귀 계수들을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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