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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산업의 연구개발 활동 및 성과의 변
화 흐름을 논의한다.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가치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지난 26년간
주요 산업의 연구개발 활동과 성과의 관계를 상장기업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
구대상은 한국산업분류(KSIC)를 구성하고 있는 17개 산업 중 포함된 기업 수가
50개 이상인 6개 산업(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도매 및 소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제조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며, 한국신용평
가정보의 KIS-VALUE 재무데이터(1990-2015)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연구
대상 산업 모두 공통적으로 연구개발 투자금액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었으
며 특히 연구개발 활동이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서는 매출액의 증감과 관계없이 연구개발 투자액을 꾸준히 늘리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25년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 연구개발 집중도
와 총자산이익률(ROA)에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연구개
발 활동의 방향을 제시한다.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은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 측면에서의 이익 창출과 혁신은 단순 R&D투자금액의
증가만으로는 성취하기가 어렵기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구체적으로 시
장중심적 R&D와 Open&Global R&D의 긍정적 영향력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기
업들의 전략적 연구개발 활동의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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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경제 및 경영활동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는 Alvin
Toffler(1981)의 물결이론(Wave Theory)에 의하면, 제1물결의 농경시대, 제2물결의
산업시대, 제3물결의 정보화시대를 넘어 제4물결의 지식창조사회에서는 혁신의 중요
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제4의 물결은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지만 기존의 경쟁구도
를 설명하는 여러 유·무형 요인들을 뛰어넘는 특성에 기반을 둔 정직, 상호신뢰,
서비스 품질, 구성원에 대한 책임, 그리고 구성원과 기업의 지향점 일치성
(Wagner_Marsh and Conley, 1999) 등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
보의 접근성에 중심을 두었던 제3의 물결인 정보화 시대에 근간을 두어 정보의 창
출, 활용 및 연결과 함께 이전 패러다임에서 비교적 관심을 받지 않았던 환경과 지
속가능성, 가족, 조화, 평화, 보존, 협력, 신뢰, 생명의 신성함 등으로 관심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Maynard and Hehrtens, 1996).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기반하
여, 본 연구에서는 제4의 물결을 지식창조사회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제4의 물결은 지식 창조 및 활용을 통해서 경제적 가치를 넘어 인류의
생존과 삶에 기여하는 초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이다.
제3의 물결에서 제4의 물결로의 변화과정에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창출의
주체인 기업들과 이들이 속해있는 산업의 여러 주요 활동 중, 지식창조와 가장 밀접
한 활동은 연구개발(R&D: Research and Development)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은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개선하는 활동을 통하여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직면하고 있는 경
제 및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여 인류의 생존과 삶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쟁심화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현대의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구개발(이하 R&D) 활동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황윤희, 2012).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지속성장과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별화 된 기술력에 기인한 경쟁
력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이한득, 2004). 기업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소비자의
기호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요를
창출시킬 수 있는 혁신제품을 개발해야만 경쟁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에 직면한 것이다(이한득, 2004).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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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R&D투자액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으며,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도 차
세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 2016).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일찍이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여 연구개발
에의 투자를 증가시켜 왔다. 미국 S&P 500기업1)의 시장가치를 구성하고 있는 자산
중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32%에서 2010년 80%로 급격하게 증가하였
는데, 이 무형자산 중 지식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10%에서 2005년 40%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이길우, 2014). 이는 지식재산 확보를 위한 R&D활동의 중요
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정부기관 및 민간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
기 위한 R&D투자확대와 전략적 R&D활동을 통한 성과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1인당 GDP가 66달러이었던 1963년 이후, 우리나라는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계
획을 통한 경제도약기,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그리고 1980년대 경제안정화를
거치며 1989년에 무려 5,000달러의 GDP를 달성하는 꾸준한 성장률을 보여 왔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기점으로 큰 폭의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이 시기에 한국
경제의 주력산업은 중화학공업에서 첨단기술산업으로 변화하였다(이웅호, 2014).
1990년대부터는 컴퓨터와 정보통신의 발달로 정보의 전파 속도와 비용이 급격하게
낮아졌으며,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자유화로 인하여 우리나라기업들의 글로벌화와 성
장이 급진전된 시기가 되었다(정구현 외, 2008). 미래창조과학부의 2014년도 연구개
발 활동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 R&D 총투자규모는 63조 7,641억 원으
로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의 4.2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3년 대비 7.4% 증가한 규모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에 이어 6위를 기록하는 수치이다. 국내 산업의 생산구조 또한 지
식집약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경제성장은 경쟁력 있는 기술력 확보를 통한 제품차별
화에 더욱 의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존의 우리나라 R&D활동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기업수준에서 다루어졌으며,
R&D투자규모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는 뚜렷한 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김교태,
2015). 그러나 최근 학계 및 업계의 관점과 일관되게 본 연구자는 꾸준한 R&D활동
이 장기적 측면에서의 기업성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지난
26년 간 비약적으로 발전해온 한국 경제의 성장과정을 국내 주요산업의 R&D활동의
흐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한국산업분류(KSIC)를 구성하고 있는 17개 산업 중 포함된

1) 미국 S&P 500지수: 미국 Standard&Poor사에서 500개 대표 종목을 뽑아 시가총액 법으로 산정
한 지수로, S&P 500에 포함되는 기업은 기업의 규모보다는 성장성을 중시한다(한국경제, 경제
용어사전(2016), http://d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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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수가 50개 이상인 6개 산업(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도매 및 소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제조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며, 한국신용평
가정보의 KIS-VALUE 재무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식기반 가
치창출 활동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1990년부터 2015년까지의
지난 26년간 국내 주요 산업의 R&D활동과 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문헌고찰

1. 연구개발 활동의 중요성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제4의 물결은 지속적
인 경쟁우위를 제공하는 지식의 힘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지식을 창출
하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과 기업의 성과 및 혁신과의 연관성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
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여러 이론적 배경 중, Schumpeter(1942)는 혁신이란
창조적 파괴라 정의하였으며, 혁신은 새로운 재화의 도입, 시장의 개척 및 산업의
구조적 특징에 의해서 정의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조직군 생태이론(Population
Ecology Theory)은 거시적 수준에서 환경의 절대성에 관점을 맞추어,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환경변화에 적응한 조직군은 선택되어 생존가능하며 환경변화에 적
응하지 못한 조직군은 도태된다고 주장하였다(Aldrich and Pfeffer, 1976; Hannan
and Freeman, 1977). Barney(1991)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경쟁우위를 지니기 위해서
는 가치 있고 희소하며 모방이 불가능하고, 대체 불가한 자원을 보유하여야 함을 강
조한다. 따라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기업 간의 기술격차가 상대적으로 쉽게 좁
아지는 현대 사회에서는, 핵심역량을 창출하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연구개발 활동을 통하여 외부환경에서 요구되는 변화에 맞
추어 지속적인 혁신을 성취한 산업군은 영위성을 유지하지만, 그렇지 못한 산업군은
생존성의 위협에 처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산업수준에서의 연구개발 활동과 생산량의 변화를 연구한 Griliches(1980)은 연구
개발 활동은 산업 총생산량 성장률의 일부분을 설명할 뿐이며 의미 있는 연관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지만, 확장된 데이터를 활용한 후속연구에서는 산업의 총생산량 성
장률은

연구개발

활동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음을

밝혔다(Griliches

and

Lichtenberg, 1984). 이웅호(2014)는 우리나라 산업수준에서의 부가가치율의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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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산업구조 변화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은 시대별로
적절한 산업정책으로 성공적인 고도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에서 산업구조의 근본적인 개선보다는 구조조정을 통하여 안정화를 이룸으로써
2000년대 이후의 저성장 극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전체 산
업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신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구개발 활동은 산업 및 기업의 생존가능성과 성과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흡수능력(Absorptive Capacity)의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향후 혁신 성취의
주요 요인이 된다(Cohen and Levinthal, 1989). 흡수능력이란 외부의 가치 있는 지
식을 인지하고, 이를 흡수하여 현재의 자산에 통합시키는 능력을 일컫는다(Cohen
and Levinthal, 1990). 기업의 R&D활동을 통한 성과는 불확실하고 짧은 기간 내에
성취하기 어렵지만, 연구개발 활동을 통하여 축적한 흡수능력은 혁신을 위한 촉진제
의 역할을 수행하며 외부 자원의 흡수 및 통합, 적용과정을 통해 지속적인 혁신의
성취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도 밝혀졌다(Griffith, Redding, and Reenen, 2006).

2. 우리나라 산업의 연구개발 활동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초기 우리나라를 주도하였던 산업의 연구개발 활동은 내
부적 개발이 아닌 해외로부터의 기술도입이 주를 이루었다. 예를 들면, 현대 중공업
은 1970년대에 핵심 기술엔지니어들을 해외로 장기간 파견하여 생산설계의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였고, 단기출장 형식의 연수생 해외파견을 실행하였다(배석만, 2011).
다양한 나라로부터 습득한 기술들을 적용하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거친 결과 현대중
공업만의 건조기술이 정착되어 세계 1위 조선소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 우리나
라 중화학공업의 선두 주자였던 포항제철 또한 외국자본과 기술에 의존하여 건설되
었다. 1970년대의 포항제철은 건설 초기단계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하여 공장 설
계, 설비 결정과 구입, 그리고 설비의 운영까지 필요한 노하우를 학습하는 모든 과
정을 외국 기술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였다(김병연·최상오, 2011).
기술이 축적되고 이를 응용하는 능력이 향상된 기업들은 점차 내부적 연구개발 활
동을 증가시키게 된다. 1980년대 우리나라의 성장을 주도하였던 기업들은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는 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였고, 해외시장에
서의 경쟁력 구축도 도모할 수 있었다. 포항제철의 사례를 통하여 보면, 1970년대에
1기공사를 완수하고 2기 확장공사도 순차적으로 완성하면서 성공에 대한 확신이 증
가하였고, 철강제품 생산에서의 비용절감을 위한 자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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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최상오, 2011). 연구개발 활동의 초점이 외부의 기술습득에서 내부적 연구개발
활동으로 변화한 이 시기를 지나, 산업 전반에 걸쳐 기업들의 프로세스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이 증가하였다. 기업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하여 풀무원에서는 제품,
품질, 그리고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성과창출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
한 방법으로 6시그마와 QM(Quality Management, 품질 및 공정관리) 등을 지속적으
로 활용하고 있다(김현정 외2, 2011).
1990년대에는 유통산업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추구하며 변모하였고, 소비
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정보화 산업과의 융합을 통하여 TV홈쇼핑과 인터
넷쇼핑몰 등의 무점포 형태의 성장이 가속화되었다(조성재, 2002). 이 시기에 통신서
비스도 급격하게 성장하였는데, 특히 한국이동통신은 삼성전자와 함께 이동통신장비
를 개발하고 무선접속 방식의 CDMA2)를 독자개발하면서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강국
으로 성장하게 되는 기반을 제공하였다(박준범 외2, 2015). 또한 2002년 SK텔레콤은
기존의 시스템보다 2배에서 10배까지 빠른 초고속 데이터 서비스와 함께 다양한 멀
티미디어 콘텐츠를 수용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선보이며, 미국·일본 등의 선
진 기업들을 따돌리고 우리나라를 통신대국의 위치에 올려놓았다(박준범 외2, 2015).
이러한 정보통신 산업의 발달에 따라 모바일 콘텐츠 분야는 주요 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2000년대에는 정부차원에서도 연구개발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기술획득을 위
한 전략사업을 실시하였고, 시행 결과에 대한 수요기업들의 긍정적 평가에 힘입어
풍력발전이나 첨단부품소재와 같은 미래의 성장동력 기술과 융합관련 기술들로 사업
대상이 점차 확대되었다(이상호, 2012). 한편, 오준병(2006)의 연구에서는 정부의 출
연금 비율이 상업적 성과측면에서 의미 있는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
다. 그 원인에는 기술을 상업화 하는 데에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거나, 또는 기술의
상업화 가능성이 낮은 부분에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
부는 연구개발 활동지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 지원강화를 통하여 가치창출을 위
한 기술개발 및 기술의 상업화를 촉진시켜야 한다(오준병, 2006).
최근 2010년 이후에는 새로운 지식의 창출뿐만 아니라 기업문화도 창조 및 혁신
과 접목하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가족친화정책으로 대표적인 유한킴벌리는 스
마트워크(Smart Work)를 기반으로 자율근무를 시행하여 회사경영의 효율성을 높였
고, 구성원들의 업무만족도도 증가시키는 성과를 이끌어냈다(장영철 외2, 2012). 가
족친화정책 연구 및 제도운영에 대한 경영협의회를 지속하며 기업문화의 혁신을 도
모한 결과 생산성과 품질 향상, 산업재해율 감소, 이직률 감소, 내부직원 누적출산율
2) 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코드분할 다중접속(박준범 외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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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그리고 직원들의 주인의식 확대라는 조직 전체 수준에서의 긍정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상의 선행연구 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산업의 혁신은 기술 습득과
개발에서부터 프로세스 혁신, 지식 융합, 그리고 기업문화의 혁신까지 그 내용과 범
위가 확장되며 변화하였다. 그러나 연구개발 활동 및 혁신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특정 기업의 사례를 통하여 R&D와 성과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이
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큰 관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별
기업 수준이 아닌 우리나라 산업 전체의 지속적인 혁신방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혁신의 핵심요소인 연구개발 활동에의 투자와 재무적 성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후 앞
으로의 방향 설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 국내 주요산업의 R&D활동과 성과

1. R&D의 개념
연구와 개발(Research & Development)이란 새로운 지식을 탐색·발견하는 연구
(Research)와 지식을 활용·확장하는 개발(Development)을 합쳐서 일컫는 말로 기
술 개발 뿐만 아니라 지식의 활용,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 수익성 제고 등을 포함하
는 포괄적인 개념이다(황윤희, 2012). 기업혁신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20세기 초
반에는 과학적 관리론에 의한 작업장 관리효율화,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의 발생
이후에는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혁신,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는 점차 거대
해지는 조직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조직구조의 혁신을 강조하는 연구로 이어
져 왔다(윤태범 외 2006, 13). 1990년대 이후 기술경쟁의 시대에는 새로운 기술의
습득과 개발이 주목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연구개발(R&D)활동이 자리 잡고 있다.
이기환과 윤병섭(2005)의 연구에서는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우리나라의 특허출원
수 상위 기업 100개를 대상으로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연구개발 활동이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R&D활동
은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미래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무조건 R&D투자규모를 늘리는 것보다는 목표에 맞는
R&D활동이 필요하다(박종효·이상호, 2012). 또한 R&D에 대한 투자는 확실한 성과
를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고, 성과를 창출하기까지의 시간투자도 감수해야 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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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hen and Levinthal, 1989)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전략적 관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산업의 R&D 활동과 성과와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통계청
과 한국신용평가정보의 KIS-VALUE 재무데이터를 이용하여 비교 및 분석하고자 한
다. 통계청에서는 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에 기초하여 국내 산업구조와 기술변화를
반영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제정 고시하고 있다. 한국산업분류(KSIC)의 산
업항목은 대분류(17개), 중분류(62개), 소분류의 세 분류로 나누어져 있으며, 본 연구
는 한국산업분류를 구성하고 있는 17개 산업 중 포함된 기업의 수가 50개 이상인 6
개 산업(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도매 및 소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제조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국내 주요산업의 R&D활동과 산업성장
1948년 건국 이후 대한민국의 지난 70년사를 돌이켜보면 역사상 유례없는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1>. 한국전쟁이 끝난 후 기술과 자금의 부족으
로 성장이 어려웠던 환경에서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전까지 해외의 선진기술을 습
득하는데 주력하였고 기술자립을 위한 단기성과 위주의 산업을 발전시켰다. 1980년
대까지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연구개발 활동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나, 1990년
대부터 여러 산업에 걸쳐 연구 개발활동에의 투자가 시작되었다. 꾸준히 기술개발과
성장에 힘써온 결과, 2016년 현재 우리나라의 GDP는 세계 11위를 기록하며 세계적
으로도 경제력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1980년대부터는 국내 산업이 점차 경쟁력을 지님에 따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
고, 특정 산업에 국한되었던 성격의 정부주도 산업정책이 거의 사라지면서 전반 산
업의 기술개발 육성 정책이 실시되었다(정구현 외9, 2008). 이 후 1990년대에는 새
로운 유형의 산업단지의 개발움직임이 일어나면서, 대량생산을 위한 공장위주의 기
존 산업단지와는 다른 첨단산업단지(테크노파크)가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무역
관련 제도를 국제규범에 일치시키면서 국산제품들의 가격경쟁력이 낮아지게 되었고,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연구개발 활동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홍성주 외4, 2014). 2000년대에도 국내 산업은 꾸준히 연구개발 활동에 투자함으로
써 산업전체 매출액은 큰 폭 상승하였으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와 장기
화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꾸준한 이익 증가는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2010년대에는
산업전반에 걸쳐 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IT기술과 융합한 새로운 가치창출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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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내 산업의 성장과 주요 성과의 변화
1960년대
주요
성장산업

국내산업의
주요
환경변화

주요 성과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노동집약적
경공업
기술집약적 중화학공업
지식집약적 전자산업 및 제조업
<1960년대>
▪ 섬유, 신발, 피혁 등 수출주도형 경
공업육성
▪ 시멘트, 비료, 정유 등 공장건설을
통한 근대공업 개척
▪ 수출시장 진출: 수출금융 지원 및
외환, 무역제도 개선통한 수출산업
육성
<1970년대>
▪ 6대 산업 중점 육성
:철강,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화학
▪ 6대 산업 육성 위한 세금감면, 금융
지원 등의 보조정책
▪ 산업단지 건설, 농촌에서 도시로 인
력 대이동
<1980년대>
▪ 공업기반 기술개발 사업추진(1987):
핵심부품 및 기술 국산화정책
▪ 정부주도형 산업육성이 민간주도로
이행, 지방 산업단지조성 통한 지역
간 발전격차 완화

<1960년대>
▪ 수출액 1억 달러 달성(1964)
▪ 1인당 GDP 82달러(1962)
<1970년대>
▪ 선진기업들의 기술습득을 위한 연수
생 해외파견 시행
▪ 수출액 100억달러 달성(1978)
▪ 1인당GDP 1,000달러달성(1977)
<1980년대>
▪ 국내 연구소 등록 수 1,000개 돌파
(1983)
▪ 기업 내부적 프로세스 혁신운동 시
작, 연수원 및 혁신학교 등의 기업
교육센터 등장
▪ 수출액 1,000억달러 달성(1988)
▪ 1인당GDP 5,000달러 달성 (1989)

지식창출적 IT산업
<1990년대>
▪ 전 산업부분의 기술개발과 국산화 및 정보통신
산업 육성, 거점 지역에 시범 테크노파크 조성시
작(1997), 지역산업 기술육성
▪ 무역의 국제화와 선진화 진전: WTO(1995) 및
OECD(1996) 가입
▪ 대기업의 사업다각화 추진 및 벤처기업 육성 정
책 도입
<2000년대>
▪ 외환위기 이후 외형확대보다는 질적성장 추구: 사
업구조조정과 경영혁신 통한 변화모색, 기업분할
과 매각통한 업종전문화 시도
▪ R&D투자규모의 빠른 증가로 제품경쟁력 확보 및
무형브랜드 가치향상에 중점
▪ 기술력 확보한 중견그룹 성장 증가
<2010년대>
▪ 4차 산업혁명 진입, 혁신범위 확대 및 지식기반
글로벌경쟁 심화
▪ 전체 산업의 디자인 및 서비스 분야에 R&D투자
필요성인식 증대
▪ 환경, 에너지 및 생명공학 등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위한 R&D활동 증가, 환경과 경제의 조화발
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등장
<1990년대>
▪ 국내 연구소 등록 수 3,000개 돌파(1999)
▪ 6시그마통한 품질혁신 도입, 선진기업들과의 기술
격차 축소
▪ 메모리반도체분야 글로벌 선두
▪ 세계최초 CDMA서비스 개시
▪ TV홈쇼핑, 인터넷유통업 발달
▪ 수출액 2,000억 달러 달성(1996)
▪ 1인당GDP 10,000달러 달성(1995)
<2000년대>
▪ 국내 연구소 등록 수 15,000개 돌파(2009)
▪ 전사적 경영혁신 강조, 기술향상과 차별화통한 기
업들의 글로벌 시장점유율 확대
▪ 매출규모 1,000억원 이상 벤처기업 82개 탄생
(2006)
▪ 수출액 5,000억 달러 달성(2005)
▪ 1인당GDP 20,000달러 달성(2007)
<2010년대>
▪ 국내 연구소 등록 수 30,000개 돌파(2014)
▪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관련기
술 성장, 여러 산업과의 융합기술 발전
▪ 국가과학기술 혁신지수 OECD 30개국 중 10위
(2011)에서 5위(2016)로 상승
▪ 수출액 1조 달러 달성(2013)

출처: 이웅호, 2014; 정구현 외9, 2008; 조성재, 2002; 홍성주 외4, 2014; 한국신용평가정보; 국가
통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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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내 주요 산업의 매출액 및 연구개발 집중도

출처: 한국신용평가정보의 KIS-VALUE 재무데이터(2016.08.04.)

국내 주요산업들의 R&D활동과 산업 총 매출액 사이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림 1>에서는 1990년부터 2015년까지 건설업 
금융 및 보험법 
도매 및 소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제조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연구개발 집중도와 매출액을 산업별로 나타내었다. 연구개발 집중도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연구개발비의 규모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표 중 하나이다(서중해, 2002). 한국신용평가정보의 KIS-VALUE 재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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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수집하고 살펴본 결과, 조사대상 6개의 산업 중 건설업을 제외한 5개의 산업
에서 꾸준한 연구개발 집중도의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금융 및 보험
업,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그리고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4개의
산업에서 매출액의 증가에 따른 매출액 대비 R&D 지출액이 늘어나고 있었다. 따라
서 꾸준한 R&D에 대한 투자는 산업 전체 매출액의 현상유지 및 증가에 영향을 주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R&D집중도와 매출액의 관계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난 건설업과 전문, 과학 및 기
술 서비스업의 경우는 개별 산업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추측된다. 먼저 건설업
의 경우, 1990년대부터 꾸준하게 R&D에 대한 투자액을 늘려오다 2010년도 이후부
터는 매출액 대비 R&D투자액이 급감하였다. 이는 산업의 특성상 R&D의 성과를 단
기간에 창출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공 공사 발주 시에 시장가격을 반영하
지 않고 가격산출을 하게 되는 표준품셈3)방식이 신기술·신공법의 필요성을 약화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이상우, 201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2011년 세계 경제침체의 여파로 매출액이 큰 폭
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R&D투자액은 증가시켜 왔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
스업의 연구개발 집중도는 1990년 0.00%에서 2015년 5.40%로 26년 동안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는 해당 산업이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성장가능성을 긍정적으
로 평가하고 향후 경쟁우위를 위하여 꾸준히 R&D활동에 투자해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인 산업에서는 매출액 증감과 관
계없이 R&D활동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국내 주요 산업의 R&D활동과 산업성과
R&D활동과 기업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의 학계에서 많이 발전되
어 왔다. Grabowiski와 Mueller(1978)의 연구는 연구개발비 집약도가 높은 산업에서
R&D투자규모가

기업의

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Branch(1974)는 R&D지출액이 기업의 시장가치에 영향을 주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기업의 초과수익률(Tobin'Q)의 증가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이태정
(2007)의 연구는 R&D투자와 기업성과는 유의한 수준에서 양(+)의 관계임을 발견하
였다. 같은 맥락에서 Greve(2003)는 R&D활동이 과거 성과에 영향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며, 기업의 성과가 목표수준(Aspiration Level)보다 낮은 경우 이를 문제로 인
3) 정부 지방자치 단체 등 공고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공사비를 자재비, 노무비, 장비비, 가설비,
일반경비 등 1천4백30개 항목으로 나누어 산출하는 방식(매일경제, 경제용어사전(2016),
http://di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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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여 R&D활동에 더욱 투자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R&D활동이 성
과에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연구개발 투자는 투입한 만큼의 성
과를 이끌어내지 못할 수도 있고 시간적인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들은 과거에
성공적이었던 활동에 좀 더 주력하고 새로운 기술을 탐색하려는 연구개발 활동은 줄
이고자 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이다(Cohen and Levinthal, 1989).
산업수준에서 R&D지출규모와 주식가격의 관계를 연구한 Chan과 그 동료들(1990)
의 연구에서는 산업에 따라 R&D지출규모의 영향력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첨단산업의 기업(high-technology firms)의 경우 R&D지출규모를 확대하
겠다는 발표를 한 직후 주식가격이 평균 이상의 수준으로 상승했으나, 비첨단산업에
속한 기업(low-technology firms)의 경우에는 평균 이하의 수준으로 주식가격이 하락
하는 것을 확인했다. 다시 말해서, 첨단산업(high-technology industries)에서만 산업
평균 R&D집중도 보다 높은 수준의 R&D집중도가 주식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약산업 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경민과 이근찬(2007)
의 연구에서는 전기의 R&D투자가 당기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지지되지 않았으며, 1년 전 및 2년 전 R&D투자와 경상이익률간의 관계 역시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두 가지 다른 견해를 바탕으로, 산업의 재무적 성과와 연구개발 활동의 관계를 확
인해 보고자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회귀분석울 실시하였다. 국내 6개 주요 산업의
25년간 130개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집중도는 산업 총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액의 비율로 측정하고, 산업 재무성과는 총자산이익률(ROA: Return on Assets)
로 측정하였다. 연구개발 투자에 따른 결과는 당해 연도에 나올 수 없다는 점을 고
려하여 1년의 시차를 반영 후 패널 랜덤-회귀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연구개발 집중
도와 재무적 성과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2>. 이러한 결과는 지식이 곧 경쟁력인 지식경쟁사회에서 연구개발 중심 기업이 지
속적인 성과를 창출하는데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여
준다 (이경민 & 이근찬, 2007).
<표 2> 산업별 연구개발 집중도와 재무적 성과의 패널 회귀분석의 결과
종속변수
연구개발 집중도t-1
Year dummies
상수
R2
Wald chi2

총자산이익률t
회귀계수
0.806**
yes
0.033***
0.61
1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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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1990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주요 산업의 ROA와 연구개발
집중도를 나타낸 것이다. 조사대상인 6개의 산업 모두 공통적으로 연구개발
집중도를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었으며,

2015년에는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제조업,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건설업,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순으로 연구
개발 집중도가 높게 나타났다. 2015년의 ROA성과는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건설업 순으로 높
게 나타났다.
<그림 2> 국내 주요 산업의 ROA 및 연구개발 집중도

출처: 한국신용평가정보의 KIS-VALUE 재무데이터(20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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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특징적인 점은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 과학기술과
관련된 산업에서 연구개발 집중도와 ROA 모두 높게 나타난 점이다. 먼저, 연구개발
집중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과학기술 기반 산업은 혁신을 통한 경쟁력 창출
이 생존의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다른 산업보다 연구개발 활동에 더욱 주력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 산업의 높은 ROA 수치를 통해서는, 해당 산업들의 활발
한 연구개발 활동을 통한 이익의 증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신지식이나 신기술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R&D투자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부분은 2011년 이 후 큰 폭으로 감소하는 건설업의
ROA와 연구개발 집중도이다. 건설업의 경우 부동산 경기악화에 따른 주택시
장 침체와 글로벌 수주 악화로 인하여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보다는 관련 비용
을 줄이는 데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수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는 건설업에서도 꾸준한 기술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최승근, 2015). R&D
활동은 단기적으로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
서는 미래 기업 가치의 핵심이 되는 무형자산을 창출(황윤희, 2012)하고 나
아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이한득, 2004). 최근
업계에서는 건설업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는데, 연구개발을
통하여 독자적 기술을 확보하게 된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수익성과 함께 성
장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2011년 이후 세계 경제침체의 영향으로
ROA가 하락했음에도 연구개발 집중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이는
원재료생산, 제품의 개발 그리고 유통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비용을 삭감
하고자 혁신적인 유통프로세스를 개발하였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김현정 외, 2011). 해당 산업들은 소비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군이므
로, 소비활성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발효된다면 향후에도 현재 수준의 ROA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전반적인 연구개발 집중도는 증가하고 있으나, 전
체 산업에서는 최하위수준이었다. 신지식의 개발과 축적에 대한 필요성이 상
대적으로 약하다는 산업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된다. 최근에는 적은비
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려는 모방 경쟁이 더 치열해지며 연구개발보다는 비용
감소에 더욱 초점을 맞추는 실정이다(김태성, 2017). 그러나 본 연구자는 금
융 및 보험업에서도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이 중요하다고
제언한다. 예·적금, 펀드, 보험 등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니즈는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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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해지고, 기업들은 이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소비패턴과 니즈를
끊임없이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금융 및 보험업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
하여 점차 세분화되고 다양해지고 있는 고객의 성향파악이 성과를 지속적으
로 창출하는 데에 중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고객정보보안을 위한 연구
개발 활동에도 주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3>에서는 각 산
업별 연구개발 활동의 차이점을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표 4> 국내 주요 산업의 연구개발 활동
산업

연구개발 활동

건설업

▪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오다 2010년 이후 부동산경기 장기침체로
비용절감에 주력함.
▪ 표준공법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출하는 규정으로 인하여 가격산
출이 까다로운 신기술이나 신공법의 개발은 지양함.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액 증가, 제조업과 함께 높은 수치의 연
구개발 집중도 보임.
▪ 빠르게 변화하는 새로운 과학기술을 축적하고 창출해내기 위하
여 매출액과 관계없이 연구개발 활동에 꾸준히 투자함.

도매 및 소매업

▪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액 증가. 비용절감을 위한 프로세스 혁
신에 주력해옴.

제조업

▪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액 증가. 신제품개발 및 품질혁신을 위
한 노력으로 높은 수치의 연구개발 집중도 보임.

금융 및 보험업

▪ 연구개발 활동이 가장 저조한 산업.
▪ 신상품이나 서비스 연구개발보다는 비용절감을 위한 경쟁사 모
방에 주력함.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2000년 이후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를 유지함.
▪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기술의 빠른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지식
을 축적하고자 산업이익률과 관계없이 꾸준하게 연구개발에 투
자함.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기본 가정인 ‘산업의 연구개발 활동은 평균 성과의 변화를 결정하는 중
요 요인이다.’를 26년간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산업의
연구개발 집중도는 산업의 재무적 성과와 정(+)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구체적으로, 연구개발 집중도를 꾸준히 증가시켜온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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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서는 ROA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연구개발 활동을 소극적으로 해왔던
건설업과 금융 및 보험업은 낮은 ROA를 기록했다. 특히 그래프로 확인하였을 때,
건설업의 경우 연구개발 집중도와 ROA가 모두 하향추세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즉, 산업의 재무적 성과 측면에 있어서 연구개발 활동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개발 활동의 특성상 성과의 창출이 바로 나타
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활발하게 연구
개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은 향후 더욱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또한 현재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건설업 등의 산업에서도 연구개발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면 미래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장기적 관점
에서 혁신 성취를 위한 전략적 방향으로 Market-driven R&D와 Open&Global R&D
를 제안한다.

1. Market-driven R&D
기술경영(MOT:

Management

of

Technology)이

최근

경영환경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는 가운데, 학계와 업계에서는 R&D에 ‘얼마나’ 투자하는가보
다 ‘어떻게’ 투자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권영일, 2008). 세계
적 수준의 컨설팅 회사인 Booz Allen Hailton 역시 2007년 The Global
Innovation 1000 보고서를 통하여 R&D지출액이 경쟁사들에 비해 적은 규모
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성과를 창출하는 기업이 있다는 것을 발표하였다(오
상준, 2007). 즉, R&D활동을 통해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R&D
투자규모를 늘리는 것보다는 전략적으로 투자를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R&D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Market-driven R&D를 제안한다. 기업
들은

수시로

(Market-driven)
술이라

변하는

소비자의

연구개발을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호를

지향해야

충족시킬

하며,

과감하게

수

있는

동시에

시장성이

R&D활동을

중단해야

시장지향적
떨어지는

기

한다(오상준,

2007). 시장의 니즈(Needs)를 외면한 채 기술자체에 대한 맹목적인 투자를
하는

기술집중적

R&D활동(Technology-driven

R&D)을

지속한다면,

R&D

활동을 통하여 재무적 성과를 얻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제품의 기능을 향상
시키는 기술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모바일사업 분야에서 모토로라와 애플
에 뒤쳐졌던 사례가 있다. 뛰어난 메모리 기술을 개발하였던 2000년대의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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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자가 휴대폰에 많은 기능을 넣고자 기술집중적 연구개발에 초점을 맞추
던 사이 모토로라의 시장지향적 디자인의 RAZR는 이미 경쟁우위를 갖고 시
장을 선점하였다(Song and Chae, 2010). 이어서 2010년에는 갤럭시S 시리
즈를 시장에 선보이며 애플의 iPhone과 시장점유율을 다투게 되었지만, 사용
자의 편의성보다는 많은 기능을 넣고자 하는데에 주력하는 바람에 애플과 같
은 소비자 마니아층을 형성하지는 못하였다. 이 후 삼성전자는 시장지향적으
로 전략을 변화하고,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디자인센터를 설립하며 점차 사용
자중심의 제품혁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Farhoomand, 2009).
이처럼 기업에서 바라보는 R&D활동에 대한 관점이 시장에 맞춰져 있지 않
다면 효과적인 R&D활동이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김교태,
서

시장지향적(Market-driven)이고

성과지향적인

2015).

R&D프로세스를

따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트렌드와 기업의 경쟁력을 비교분석 및 평가하고, 기업의
중장기적 매출 향상을 위한 신제품을 기획하며 시장의 변화를 끊임없이 모니
터링 해야 한다. 또한, R&D과제를 시장성에 기준하여 선정해야 하며, 과제평
가 시에도 시장에 기반한 명확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오상준,
2007).

따라서

시장지향적(Market-driven)이고

성과지향적인

R&D활동은

산업의 성장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기업은 새로운 연
구개발 활동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유 자원(Slack)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 Open&Global R&D
글로벌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R&D투자에 대한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
는 가운데, Open&Global R&D는 경영전략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복득규 외3, 2012). Open&Global R&D는 혁신의 원천을 내부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기업 외부나 해외로 확대함으로써 기술개발의 비용을 절감하면
서 동시에 개발의 원천을 다양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복득규 외3, 2012).
또한 외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다른 기업의 기술이나 자원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게

되면,

기업은

R&D투자에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면서

기술발전의

향상속도도 증가시킬 수 있다(Inkpen and Tsang, 2007).
미국의

생활용품

제조업체

P&G(Procter&Gamble)는

Connect+Develop4)

전략을 시행하여 50%의 아이디어를 외부에서 조달하였으며, 그 결과 R&D투
4) Connect+Develop 전략: 외부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내부의 R&D역량과 연결시켜 제
품·서비스 등을 개발하는 기술혁신 방식(한국기상산업진흥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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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성공률을 상승시킬 수 있었다(오상준, 2007).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외부
와 해외에서 핵심원천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Open&Global
R&D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왔다. 우리나라 산업 초기의 연구개발 활동은
외부로부터의 기술유입이 주를 이루었고, 1990년대에는 삼성전자와 같은 제
조업체를 중심으로 기술력과 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인수합병전략이 적극적으
로 실시되던 시기였다(박영렬·김필수, 2015). 삼성전자도 초기 단계부터 꾸
준하게 Open&Global

R&D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전 세계 196개의 기업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신기술창조와 해외시장
개척에 힘쓰고 있다(Samsung Business Report, 2015).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고도의 성장을 이루었지만, 4차 산업
혁명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서 현재의 저성장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외
부와의 교류를 통한 기술교류와 지식의 창출이 필수적일 것이다. 기술 간의
결합을 통한 융·복합 기술이 미래 산업기술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각 산업들은 기업 내부자원과 역량에만 초점을 맞추는 폐쇄형 R&D활동에서
벗어나 내부 및 외부 혁신주체 간 연계기반의 Open&Global R&D으로 변화
해야 한다(한국기상산업진흥원,

2013). 또한 성공적인 Open&Global

R&D의

정착을 위해서는 기업과 산업 간의 협력을 도모하는 등 시스템적 구축의 노
력도 필요하다(이길우, 2014). 한편, 학계에서는 교육에 대한 혁신의 중요성
을 강조하며, 특정 학과에 속하지 않은 전공과목 간 연계교육으로 융·복합적
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권영일, 2008). 이와 같이 내·외부
적인 환경에서 혁신의 원천을 찾는 Open&Global R&D는 산업 내 기업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글로벌 경쟁시대
에서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권영일, 2008).

3. 결론 및 한계점
경영활동의 목표와 본질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제4의 물결의 시작점에서,
기업들은 국가 간 경계뿐만 아니라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경쟁이 심
화되는 환경에 직면해 있다. 기존 산업시대의 성공에 안주한 채 새로운 물결
에 성공적으로 합류되지 못한다면, 기업들은 단순히 도태수준을 넘어 생존자
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다수 학자들이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
들은 경쟁우위를 지속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원동력으로 R&D가 기업 경
쟁력의 핵심임을 인식하고 있으나, 연구개발 활동에의 투자가 기업의 수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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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선뜻 적극적인 투자를 실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들로 하여금 R&D에 대
한 단순투자규모를 증가시키는 것 보다는 R&D투자에 대한 전략적 접근에 주
력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 주요 산업의 성과와 R&D활동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건설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R&D활동의 상이한
영향력을 확인하면서 산업 간의 R&D활동의 차이와 중요성에 대해서도 파악
해볼 수 있었다. 앞서 언급했던 대로 향후에도 국내 산업의 R&D투자액은 지
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Market-driven

R&D나

Open&Global

R&D와 같이 투자규모 보다는 전략적 관리에 집중하는 방법으로 R&D투자활
동의 모습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는 주로 기업 및 산업차원에서의 노력이 시도되고 있으며 활발한
R&D활동이 전체 산업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도 노
력이 필요하다. 특히, 건설업과 같이 R&D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재정적
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R&D예산을 감축시킬 수밖에 없는 산업에 대해서는 불
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및 경제적 지원을 검토해야하며,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단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15년까지 26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해 온 국내 산
업의 성장을 산업 수준에서의 연구개발 활동을 통하여 살펴보고 재무적 성과
와의 관련성을 확인해본 것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다양한 산업을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으며, 향후 연구에는 국내 산업뿐만 아니라 해외 산업
과의 비교·분석도 추가적으로 연구된다면 우리나라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더욱 의미 있는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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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activities and performance of the major
industries in South Korea(1990~2015)

Ha-Ree Ko*·Ji-Eun Lee**·Sang-Kyun Kim***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hanges i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R&D)
activities and performance of the major industries in South Korea during the
period of 1990-2015. The business environment has rapidly changed and, among
many functional areas, R&D activities have been substantially emphasized for
the adaptation to environment changes and the creation of sustainable value
through innovation. Using the financial information of public companies in the
six major industries (construction industry, banking and insurance industry,
retail and wholesale industry, professional, science, and technology service
industry, manufacturing industry, and multimedia and information service
industry), we find that most industries have increased their R&D investment,
especially in the technology service industry where R&D is essential to survive.
This industry has continuously increased R&D investments over time, regardless
of changes in market size. Further, the results of an industry-level panel
regression analysis using 25-years data indicate that there exist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R&D intensity and performance.
Based on these findings, we propose a direction for R&D activities in these
major industries in South Korea. Specifically, it is important to formulate and
implement an appropriate R&D strategy in that the increased R&D investment
does not simply improve profitability of an industry, and even of each firm.
Thus, we suggest that firms need pay attention to the market-oriented, open,
and global approach in R&D activities. Overall, this paper contributes to
literature regarding industry evolution and R&D.
<Key Words> Research and Development(R&D) activities, Industry Performance,
Industry Re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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