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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전 세계적으로 산업의 글로벌화가 심화되고, 국제분업이 진전되
고, 신기술의 발전과 기술 및 산업 융합이 촉진되고, 환경·자원 문제
가 심화되며, 고령화·저출산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산업
은 경제의 역동성이 하락하고, 국내외 경제네트워크가 약화되고, 부
문 간 불균형이 증가하고, 환경·에너지 문제가 본격화되며, 고용문
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등의 문제점으로 지속적인 성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대내외 환경변화를 가속화하고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녹색
성장, 일자리 창출, 새로운 국제분업구조에의 대응, 부문 간 양극화
해소 등 해결해야 할 새로운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
한 이슈들은 과거의 성장패러다임으로는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더 이상 해결하지 않고는 지속적인 성장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모색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에 대응한 산업정책의 모습을 재정립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우리 산업의 문제점과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새
로운 성장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이에 대응한 산업정책 방향을 제시하
고자 시도되었습니다. 새로운 성장패러다임하에서는 산업정책에 있
어서‘경쟁·혁신·협력의 촉진 및 조화’
와‘개별 산업정책 간 조정기
능 강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구
체적으로는 기술정책, 인적자원정책, 규제정책, 환경·에너지정책을

대상으로 향후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연구실의 조윤애 연구위원, 전
수봉 연구위원, 김인철 연구위원, 최희선 연구위원, 박종복 부연구
위원, 오영석 연구위원과 성장동력연구센터의 한기주 선임연구위원
이 공동으로 집필한 것입니다. 이 연구가 산업정책의 방향을 설정하
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본 보고서의 연
구계획단계에서부터 유익한 논평과 의견을 주신 김휘석 부원장, 강
두용 선임연구위원, 이건우 연구위원, 서동혁 연구위원, 김진웅 연
구위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과 주장은 필자들의 견해이며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2010년 12월
산업연구원장 송 병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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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서론
전 세계적으로 산업의 글로벌화가 심화되고, 국제분업이 진전되
고, 신기술의 발전과 기술 및 산업 융합이 촉진되고, 환경·자원 문제
가 심화되며, 고령화·저출산이 진전되고 있다. 또한 우리 산업은 경
제의 역동성이 하락하고, 국내외 경제네트워크가 약화되고, 부문 간
불균형이 증가하고, 환경·에너지 문제가 본격화되며, 고용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등의 문제점으로 지속적인 성장에 한계를 드러
내고 있다.
게다가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대내외 환경변화를 가속화하고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녹색성장,
일자리 창출, 새로운 국제분업구조에의 대응, 부문 간 양극화 해소
등 해결해야 할 새로운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슈들
은 과거의 성장패러다임으로는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더 이상 해결하지 않고는 지속적인 성장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새
로운 성장패러다임을 모색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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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성장패러다임에 대응한 산업정책의 모습을 재정립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2009년 1차연도 연구결과인「위기극복과 경제도약을 위
한 신산업정책 연구 : 산업별 혁신과 경쟁」(Ⅰ)(Ⅱ)에 이은 2차연도
연구로서, 1차연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에 대응
한 세부산업정책별 과제를 도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제2장 한국의 산업발전과 대내외 환경변화
1. 한국의 산업발전 : 성과와 문제점
외환위기 이전의 경제발전 전략은 수출, 제조업, 대기업을 경제발
전의 주축으로 삼고 경제개발계획, 자원배분, 정책관리 등 경제발전
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의 불
균형 성장이었다. 이러한 정부주도, 수출 위주, 제조업 위주, 대기업
위주, 개발계획, 자원배분, 정책, 불균형 성장 등 당시의 성장전략과
성장방식에 대한 비판이 다수 존재하나, 경제개발 초기 만성적인 자
본 부족, 외환 부족, 제도 미비, 시장기능 미비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열악했던 경제여건하에서 정부주도형 불균형 경제발전 전략은 불가
피한 측면이 있었다.
이 같은 경제발전 전략은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과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으며 주지의 사실대로 이 시기 경제발전의 성과는 괄목할 만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정부주도 성장, 요소투입 성장, 불균형
성장 등의 성장 전략은 시장발전 및 민간부문 자율성 저해, 과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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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투자, 외형·실적 위주 성장, 부문 간·계층 간 불균형, 환경·에너
지 문제 등의 측면에서 부작용과 문제점을 누적시켰음도 간과할 수
없다.
외환위기는 과거의 경제발전 전략이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으로
충분히 대체되지 못한 시기에 발생하였으며 그간 고도성장으로 가
려졌던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점을 드러낸 전기로 평가된다. 그 후 약
10여 년의 기간은 외환위기 자체의 충격을 극복함과 동시에 과거로
부터 누적된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시기였다.
외환위기의 충격으로부터 지표상의 회복은 단기간 내에 이루었으
나 누적된 경제의 문제점은 경제성과 및 구조개혁 노력에도 불구하
고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완화되지 않았거나 오히려 새로운 문제점
이 대두되었다. 대표적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한국 경제의 특징이었던 경제의 역동성이 하락했다. 성장잠
재력 둔화, 불확실성 증대, 위험기피, 고용 부진, 투자 부진, 기업가
정신 약화 등 경제 역동성의 하락 추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점
은 장단기 우리나라 경제에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둘째, 국내외 산업 간 연관관계의 약화에 따른 산업별·산업 간 국
내외 네트워크의 약화를 지적할 수 있다.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 중
국 경제의 영향력 증대 등과 함께 세계 경제의 다면화와 시장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내외 산업 간 연관관계는 약화 추세가
진행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셋째, 부문별·계층별 불균형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대·중소기
업, 수출·내수, 제조업·서비스업, 경쟁, 규제, 지역, 계층, 경제력 집
중, 조세, 사회안전망, 소득분배, 노동, 빈곤, 교육, 저출산, 고령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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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여러 층위의 다양한 논란들이 생산·전개되고 있으므로
각 불균형에 대한 접근 방식과 적절한 대응 방안의 필요성이 증대되
었다.
넷째, 환경, 에너지 문제는 과거부터 존재해 온 관심사였으나 특히
기후변화, 에너지 수급 및 가격 급변 등이 심각해지자 더 이상 국지
적인 문제가 아닌 국가·지역·세대 간에 걸친 전방위 문제라는 인식
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 결과 환경보존,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개발 등과 관련된 신기술의 개발과 선도적 경쟁력 확보를 위
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다섯째, 과거 고도성장기 동안에는 수출 및 성장의 결과로 고용 창
출이 문제로 제기된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면서 고용문제는 노동, 경제,
사회, 교육, 후생 등의 여러 부문에서 복잡하게 얽힌 국가 최대 난제
의 하나로 대두된 상태이다.

2. 대내외 환경변화
우리 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는 우리 산업 자체의 문제점
못지않게 향후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중장기적인 변화
는 성장패러다임에 영향을 주는데, 다음의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산업의 글로벌화 확대와 국제분업의 진전이다. IT기술의 발
달, 다국적기업의 세계화 전략으로 산업의 글로벌화가 진전되고 있
는 가운데 가치사슬별 최적 입지조건에 따라 국가 간 분업구조가 형
성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시장의 버블이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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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서 구조적으로 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신흥국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중국은 연평균 10%에 가까운 고성장을 지속해 오면서 세
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소비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둘째, IT·NT·BT·CT·ET 등 주요 신기술의 발달 및 융합의 본격화
로‘삶의 질’, 부품·소재, 제조공정,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혁신
적인 발전 및 신기술 융합에 기초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출현하고 있
다. 또한 기술보호주의가 강화되면서 표준, 지식재산권 등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셋째, 에너지 자원을 중심으로 한 주요 원자재 소비가 최근 선진국
에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신흥국의 경제성장으로 큰 폭으로 증가
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전 지구적인 위
협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은 최근의 글로
벌 금융위기 와중에도 미래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녹색성장 정
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넷째,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는데, 특히 선진국 중
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생산가능인력이 부족하여 세
계 각국은 생산인력 확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생산의 중심이 낮
은 인건비와 높은 노동생산성을 보유한 개도국으로 이전되면서 국
제분업구조의 변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새로
운 수요패턴이 대두되고 이로 인해 고령친화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섯째, 세계 경제는 성장 동인으로서 지식·기술 등 무형자산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지는 경제의 지식기반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
한 지식기반경제화를 촉진시키는 주요 동인은 IT 등 신기술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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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화, 그리고 경제의 서비스화 등이다. 특히 경제의 서비스화는
무형자산의 역할증대를 통해 지식기반경제화를 촉진하고, 향후 지
식서비스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하게 하고 있다.

제3장 성장패러다임의 전환과 산업정책 방향
1.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의 모색
국내외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성장패러다임
은 다음의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혁신주도성장(Innovation-led Growth)이다. 혁신주도성장이
란‘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요소투입 위주의 성장에서 탈피하여 다양
한 혁신을 통한 기술발전이 주도하는 경제성장’
이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단순히 노동 공급이나 투자 확대 등 유형자산의 양적 투
입 증대로는 성장의 한계에 봉착하게 됨에 따라 지식, 기술 등의 무
형자산에 의한 혁신이 성장에 중요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다.
둘째, 네트워크성장(Networked Growth)이다. 네트워크성장은 다
양한 경제주체들이 수평적으로 상호 연계되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하면서 개별 경제주체들이 동시에 성장하는 방식이다. 세계 경제환
경은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국제분업이 심화되고 있는데, 경영활
동의 가치사슬별로 형성된 최적의 경제주체 간 네트워킹이 향후 성
장에 중요 요소로 등장할 전망이다.
셋째, 균형성장(Balanced Growth)이다. 균형성장은 한 나라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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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다양한 부문 간에 생산성 격차가 축소되면서 부문 간 생산성이
수렴하는 성장이다. 우리 경제는 수출-내수, 산업 간·기업 간 양극화
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들 부문 간 양극화가 경제성장의 제약요인으
로 작용하면서 균형성장이 지속적인 성장에 중요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넷째, 녹색성장(Green Growth)이다.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
오염을 줄이고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려는 것이다. 녹
색성장의 핵심은 경제성장을 추구하되 자원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
화하고, 이를 다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는‘선순환 구조’
에
있다. 경제성장의 결과로 나타나는 자원고갈,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
변화가 전 지구적인 위협 요인으로 등장하면서 녹색성장은 지속가
능한 성장에 중요 요소로 등장하였다.
다섯째, 일자리창출성장이다. 우리 산업의 구조가 고성장-고고용
구조에서 저성장-저고용 구조로 변화되면서 더 이상 성장이 고용을
보장하지 않게 됨으로써 일자리 창출은 지속적인 성장에 중요 요소
로 등장하였다.
이상의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의 구성요소들은 개별적으로 보면 완
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성장방식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의 구성요소들은 새롭지
는 않지만, 향후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패러다임으로 여전히 유효하
다.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의 핵심은 개별 구성요소에 있는 것이 아니
라 구성요소 간의 통합 및 조화에 있다. 즉, 다섯 가지 구성요소별 성
장이 아니라 이들이 통합해서 시너지를 올려 성장을 견인한다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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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 산업의 미래상
새로운 성장패러다임하에서 우리 산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구
조 변화를 하게 될 것이다. 첫째, 서비스업(내수부문)과 제조업(수출
부문)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균형 성장을 보일 것이다. 서비스업의
부가가치가 전 산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실질 기준)은 2009
년에 58.8%에서 2015년과 2020년에는 각각 59.4%, 60.4%로 계속 상승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실질 기준)은 2009년
28.3%에서 2015년과 2020년에는 각각 29.1%, 29.0%로 지속적으로 높은
비중을 지속하면서 경제성장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지식기반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혁신주도형 성장패턴
을 보일 것이다. 전 산업 실질 부가가치 대비 지식기반산업의 비중은
2009년 39.8%에서 2015년과 2020년에는 각각 43.2%, 45.5%로 크게 상
승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제조업 내에서는 고기술산업이 성장을 주도할 것이다. 고위
기술산업의 제조업 내 비중은 2009년 30.0%에서 2015년과 2020년에
는 각각 34.3%, 36.4%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녹색기술산업은 향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할
뿐만 아니라 교역재를 중심으로 한 부문에서는 새로운 수출산업으
로도 부상하게 될 것이다. 27개 녹색기술업의 전체 국내생산은 그 절
대규모나 성장률 면에서 국내수요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녹색
기술산업의 전체 국내생산 규모는 2007년 약 430억 달러에서 2020년
에는 약 3,360억 달러로 증가하여 동 기간 중 약 17.2%의 증가율을 유
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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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성장패러다임과 산업정책
외환위기 이후 지속된 문제점들에 더하여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산업정책에 대해서도 새로운 검토가 요구된다.
향후 산업정책은‘일자리 창출을 동반한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산업정책 목표를 네 가지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녹색산업과 지식기반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저탄소형·지식집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
한 대학, 연구소, 기업 등 혁신주체들의 혁신 역량을 제고하여야 한
다(혁신주도성장, 녹색성장). 둘째,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경제성장
을 이끌어가고, 중소기업이 경제성장의 토대가 되도록 서비스산업
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균형성장). 셋째,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한 경제주체의 혁신 역량을 제고하여야 한다(네트워
크성장). 넷째, 경제성장의 결과 충분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이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일자리창출성장).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산업정책은 세부산업
정책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건, 어떤 부문을 지원하건, 공정 경쟁을
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을 제고해야 할 뿐 아니라 협력의 가
치를 더욱 중시하고 이를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 경쟁·혁신·협력을
추구하다 보면 세부산업정책 간 상충되는 영역이 존재할 수 있으므
로, 이를 조정·종합하는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개별 산업정책 간
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 시너지효과가 창출된다. 따라서 기
존 주요 정책들의 연계성과 종합성을 평가하고 확보하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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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각 부문 정책의 유기적인 관계를 가시화할 수
있도록 산업정책 전반의 비전 작업도 필요하다. 즉 향후 산업정책은
경쟁, 혁신, 협력을 토대로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이
룩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
향후 산업정책은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으로 인해 중요성이 높아지
는 부문에서의 새로운 정책수요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특히 녹색

<그림 3-3> 산업정책의 비전과 세부산업정책
비전

일자리 창출을 동반한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

(목표)

저탄소형·지식집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취약부분(중소기업·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한 경제주체의 혁신 역량 제고
일자리 창출 및 내수 확대

정책
기조

경쟁, 혁신, 협력의 촉진 및 조화

기술

세부
산업
정책

시스템적 기
술혁신 제도
개선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전략적 기술
혁신

인적자원
질 중심·활용
중심의 인력양
성 시스템 구축
일-가정 양립
고용환경 조성

규제
시장친화적인 규
제 시스템 구축과
지속적인 정비
규제개혁 실효성
향상을 위한 책임
성과 전문성 확보

환경·에너지
저탄소형 산
업구조로의
전환
녹색산업의
성장동력화

개별 산업정책 간 조정기능 강화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새로운 성장패러다임
혁신주도성장
균형성장
네트워크성장
녹색성장
일자리창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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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산업, 서비스산업, 융합산업 등은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에서 강
조하고 있는 부문이면서 기존 산업정책에서 간과하고 있던 부문으
로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제4장 세부산업정책별 방향 및 과제
1. 기술정책
과학기술의 경제성장 원천으로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반면, 정
부 R&D 투자 중 돌파형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기초연구의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경제 규모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 R&D 투자의 규모는 선진국 수준에 도
달하였으나, R&D 성과를 이전·사업화하는 역량은 취약하여 R&D 투
자의 효율성은 떨어진다. 한편, R&D 글로벌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대는 확대되고 있으나, 실제로 글로벌 공동연구·아웃소싱 등 협력
활동은 저조한 상황이다.
기술혁신 활동 수준도 산업과 기업규모에 따라 불균형 현상이 심
각하다. 구체적으로 R&D 투자가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서비스
R&D의 투자 전략도 제대로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의
R&D 투자규모는 대기업에 비하여 열악한 수준에 있으며, 사업화 능
력이 취약하여 투자효율성 및 R&D 사업화율도 저조한 실정이다. 녹
색성장이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되었으나, 우리나라 녹색기술의
수준은 선진국에 비하여 50~70%로 낮으며, 최근까지도 녹색기술 개
발을 위한 정부 R&D 투자가 미흡하였다. 아울러, 그동안의 기술정책

22 새로운 성장패러다임과 산업정책의 대응

은 고용축소형에 치중된 결과 고용 없는 성장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부는 우선 기초·원천 연구를 강화
하고, R&D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종합지원 체계를 확충하며,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혁신주도적 성
장을 견인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R&D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혁신 지원을 강화함으
로써 균형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네트워크성장 관점에서는 R&D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선진화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본
격 추진하고 있다. 녹색성장의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해 녹색 R&D의
체계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혁
신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지만 아직까
지는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정책
방향으로서 정부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기술혁신제도의 개
선을 중장기적 차원에서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한, 가시적인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경제사회적 환
경 변화와 세계적 추세에 대한 기술혁신정책의 전략적 대응력을 제
고할 필요가 있다.
세부정책과제로는 우선 혁신주도성장 관점에서 R&D 전략의 방향
을 기술추격에서 기술선도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전환하고, 가시적
인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기술사업화 촉진정책을 혁신적으로 개편
하며, 경제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해 R&D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가정
신을 고양시킬 필요가 있다. 균형성장 관점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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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제고를 위해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이업종 중소기업 간 지식·
기술˙ 융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및 신사업 창출이 필요하다. 네트
워크성장 관점에서는 R&D의 개방화·글로벌화를 촉진시켜 기술 리
더십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창출성장 관점에서
는 R&D 투자가 실물투자와 고용 확대로 연결되도록 기술사업화 인
프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인적자원정책
2000년대에는 고학력화와 미스매치, 저출산·고령화, 다문화사회
등이 급진전되고 있다. 석박사급 고급인력 및 여성 고급인력의 공급
확대는 혁신주도형 성장의 자원이며, 특히 젊은 여성 인재는 저출
산·고령화의 심화로 인한 젊은 인재 부족을 메워 준다는 점에서 긍
정적이다. 그러나 최근의 이공계 석박사급을 비롯한 고급인력 공급
급증은 인력의 질 및 활용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여성 인재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고용 확대의
상당 부분은 서비스업 저임금 일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2000년대 한국사회의 인종, 문화적 다양성은 급속히 증가하여‘단일
민족’이라는 통념이 도전을 받고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향후 인력양성·활용과 관련된 산업정책은 우선 인력의 활
용현황 및 전망을 고려하며, 한편으로는 고급인력의 역량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급인력 수요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에서는 혁신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고용친화적인 산업정책이 정립되어야 하며, 각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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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고용친화적 전략이 논의되어야 한다. 우선 인
력양성이 일자리와 연계되고 인력의 활용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과 연계된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
하도록 한다.
저출산 고령화는 성장잠재력을 고갈시키는 심각한 문제 중의 하
나이므로, 일-가정 양립 고용환경 개선을 통하여 출산율 제고와 여성
인력 활용 제고를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에서 경력단
절에 따른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성취 욕구가 높은 신세대 여
성에게는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가
정 양립 고용환경 개선은 단기적으로는 추가적 비용을 발생시키며
또한 종종 혁신과 상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고용친화적 산업정책이
정립된 이후에야 전반적인 확산이 가능하다. 즉, 혁신과 효율에 기초
한 산업정책의 패러다임이 잡셰어링, 유연근무제 등 새로운 형태의
근무제도를 포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장기적 발전 경로에 대한 사
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틀 내에서 단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추진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인력
지원제도 개편이다.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및 고급 연구인력
고용확대를 목표로 하는‘중소기업고급인력고용지원사업’
과‘출연
연연구인력파견제도(이후 파견제도)’등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재편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직업교육과 직접 연계된 산업기술대학 모형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공계 인력양성체제가 완결된 시스템을 갖
추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시스템에서 현장 기술인력 공급을 담당하는
기술교육 중심의 산업대학 유형을 정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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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양성 및 융복합 인력양성은 질 중심, 재교육 중심으로 추진한다.
즉, 융복합 인력양성의 일정 부분은 재교육 훈련을 통하여 공급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계급이하계급’
(under class)으로 귀착하지 않고 능동적인 산
업인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장기적 비전에 입각한 산업인력정책이
필요하다.

3. 규제정책
198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규제개혁정책은 초기에
는 규제 수를 줄이는 양적 규제완화로부터 출발하였으나, 점차 기업
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품질 제고로 규제개혁 목
표가 전환되었다. 최근에는 무한경쟁과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우리
나라 기업이 경쟁국 기업과 세계 소비자들을 상대로 동등한 조건에
서 기업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규제개
혁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에 힘입어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
감도는 점차 향상되고 있지만, 기업들의 만족도 개선 기대수준보다
는 아직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단기적 처방위주의 핵
심규제개혁, 개혁과제 입법과정에서의 시간적 격차(time-lag), 노동·
고용부문과 금융·자금부문 등 일부 부문의 낮은 만족도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기업들은 빠르게 진화하는 융합신산업 부문의 중복규제, 외
국기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국내기업들에만 적용되는 역차별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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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규제부문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제개혁의 문제점을 완화하고 규제개혁 속도를 가속
화하기 위하여 최근 정부는 규제형평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규제를 중점적으로 개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창업 및 공장설
립 등 분야의 규제개혁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글로벌 화
학규제 강화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화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자리 창출 노력과 녹색성장을 도모하기 위
한 기반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규제문제의 해결은 중요한 산업정책의 하나로서 정부가 새로 들
어설 때마다 규제개혁은 핵심 정책과제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높은
선결과제에 속하였다. 특히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을 경우 규제개혁
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해소를 위하
여 각국이 펼친 재정지출확대 정책의 효과가 규제개혁을 통하여 민
간에서의 재화나 서비스의 흐름이 원활한 국가, 즉 시장친화적인 경
제환경을 조성한 국가에서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
친화적인 규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규제개혁의 기본방향이라 하
겠다.
또한 규제개혁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도 규제개혁의
중요한 기본방향이다. 규제가 개혁되거나 철폐된다고 하여 자동적
으로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규제개혁이 이루어
진 이후 정부가 시장기능의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바람직한 방향으
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주시하여야 하는데, 이 일은 복잡하며 전문성
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미래 유망 신시장을 놓고 심화되는 국가 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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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규제개혁 방안이 도입될 필요성이 크다. 이러
한 측면에서 현재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기본체계인 포지티브 시스
템(positive system)을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녹색성장, 융합신산업, 보건·환
경 등 다양하고 전문화된 분야에서의 규제 신설과 강화 등에 대한 규
제개혁 담당 인력을 자문하거나 보좌할 전문 인력에 대한 아웃소싱
을 원활하게 하는 체계를 도입할 필요성도 크다.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고된 규제개혁 이행률과 실제 집
행률의 차이를 좁히고, 지자체가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의 수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데, 공장설립, 산업단지, 녹색성장 등 정부의 핵
심 규제개혁 과제와 관련된 덩어리규제에 대한 개선 건의 수용률을
제고할 경우, 기업들의 규제개선 체감도가 효과적으로 향상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4. 환경·에너지정책
요소투입 확대를 통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저에너지 가격 정
책은 에너지다소비 산업 중심의 산업화를 촉진하였고, 그 결과 우리
나라의 산업은 에너지집약적인 구조를 나타내게 되었다. 이러한 에
너지 정책은 산업부문으로 하여금 혁신을 통해 에너지를 덜 사용하
고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산업구조 고도화가 촉진
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에너지 분야는 다른 한편으로는 기회의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등 세계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녹색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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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는 성장동력 창출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
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법률, 제도, 기업의 대응 능력 등
전반적으로 대응이 불충분하여 녹색산업의 발전이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2009년에 확정한「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통해 에너지 가격을 합리적으로 개편하
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각 경제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저탄소 녹색성장의 보다 효율적
인 추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과 과제의 추진이 가속화
되어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저탄소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반드
시 추진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다소비 산업
이 국내 경제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가 선진국형 구
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력산업의 저탄소화가 반드시 이루
어져야 한다. 한편, 녹색산업의 발전이 향후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필요조건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요소투입형 경제
발전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어 녹색산업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단히 크다. 따라서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기술개발, 시장창출이 촉진되도록 법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본 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정책과제로는 에너지 가
격 체계의 합리화, 국제경쟁력을 고려한 에너지 효율 제고 및 온실가
스 배출 저감 방안 추진, 기업의 녹색기술 개발 노력 촉진을 위한 인
센티브 제공 확대, 저탄소 지향 제품구조의 고도화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에너지 가격 체계의 합리화는 국내 산업구조가 저탄소
형으로 전환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또한 국제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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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에너지 효율 제고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방안 추진을 위해서
는 탄소세 부과, 에너지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추진 등의 정책 추
진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생산비용의 상승을 초래함
으로써 에너지다소비 산업을 중심으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양한 정책 보완이 요구된다. 이 밖에 녹
색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녹색기술 개발투자의 확대, 효율적 녹색
기술 개발체계의 구축 가속화가 필요하며, 제품구조 고도화 등을 통
한 각 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촉진하는 정책 추진도 필요하다.
이 밖에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관계 구축이 중요하다. 아울러 확대되
는 국제환경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신속하고도 정확한 정보 파악과 외국의 규제 생성과정에 능동
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기업에 유리하도록 규제를 유도하는 것도 요
구된다.

Abstract

The New Growth Paradigm and Industrial Policy Implications
Yoon-Ae Cho et al.(yacho@kiet.re.k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a new paradigm of
economic growth as well as directions for industrial policy through
an analysis of changes in the economic environment, both internal
and external, and the problems that Korean industry faces.
In accordance with the analysis the new growth paradigm
consists of five distinct factors. The first is Innovation-led Growth
which places great emphasis on a technology-led rather than an
input-driven development strategy. The second is Networked
Growth which connects economic agents in a well-functioning
network so that each of them continues to improve economic
performance and the economy as a whole maximizes synergy
effects. The third is Balanced Growth in which productivity gaps
among different groups narrows and converges to a higher level.

Abstract

31

The fourth is Green Growth which aims to reduce the cost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pollution, and achieve environmentfriendly growth. The fifth is Job Creation Growth. Job creation has
recently emerged as a critical element in jobless growth. This is
because with the labor-saving industrial structure in Korea high
economic growth no longer guarantees to create sufficient jobs.
To build the new growth paradigm and to pursue“sustainable,
balanced growth with job creation,”we re-examine industrial
policy. Four concrete goals for industrial policy emerge. First, we
should reconstruct industrial structure to be low-carbon, knowledgeintensive through knowledge-based green industries.(Innovation-led
Growth, Green Growth). Second, we need to reinforce
competitiveness in the service industry and SMEs to make them
driving economic growth(Balanced Growth). Third, we need to
strengthen the innovation capacity of economic agents by
expanding and utilizing global networking(Network Growth).
Fourth, we need to prioritize job creation as a result of economic
growth through policy making(Job-creation Growth).
Industrial policy is set to ensure fair competition, to enhance
innovation, and to increase the value of cooperation in the market.
It is also set to coordinate and alleviate potential conflict among
policies in the processes of competition, innovation, and
cooperation. Effective policy coordination can bring positive
synergies. Industrial policy should be designed to meet new
demands within the market, especially for green, service, and fusion
industries, which form an important part of new economic growth.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산업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드러난 구조적인 문제
점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맞이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성
장패러다임이 변화되면서 산업정책이 새로운 관심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산업의 글로벌화가 심화되고, 국제분업이 진전
되고, 신기술의 발전과 기술융합이 촉진되고, 환경·자원 문제가 심
화되며, 고령화·저출산이 진전되고 있다. 또한 우리 산업은 경제의
역동성이 하락하고, 국내외 경제네트워크가 약화되고, 부문 간 불균
형이 증가하고, 환경·에너지 문제가 본격화되며, 고용문제가 심각
하게 대두되는 등의 문제점으로 지속적인 성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게다가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경제의 성장패러다임 변화
를 촉진시키고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더욱 심화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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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성장패러다임이 변한다는 것은 산업정책의 패러다임도 변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와 각국의 위기 극복 노
력 과정에서 개도국은 물론 미국이나 EU 등 선진국에서도 산업정책
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산업의 문제점 및 대내외 환경변화로 인해 지금까
지 성장을 이끌어온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녹색성
장, 일자리 창출, 새로운 국제분업구조에의 대응, 부문 간 양극화 해
소 등 해결해야 할 새로운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
슈들은 과거의 성장패러다임으로는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 아
니라 더 이상 해결하지 않고는 지속적인 성장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
에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제까지 성장과정에
서 고려하지 않았으나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제시된 녹색성장
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고용없는 성장’
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도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의 한 축을 차지해야 한다. 이처럼 우리 산업의 문제점
과 대내외 환경변화 요인을 점검하여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
정책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하에서 산업정책을 구성하는 기술정책, 인적자원정책, 규
제정책, 환경·에너지정책은 어디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09년 1차연도 연구결과인「위기극복과 경제도약을 위
한 신산업정책 연구 : 산업별 혁신과 경쟁」(Ⅰ)(Ⅱ)(전수봉·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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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09)에 이은 2차연도 연구로서, 1차연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새
로운 성장패러다임에 대응한 세부산업정책별 과제를 도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대내외 환경변화와
우리 산업의 문제점을 점검하여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우리나라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2) 산업정책의 개념 및 범위
산업정책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산업군을 유도하고
시장실패로 과소공급되는 생산요소를 공급하는 국가의 적극적인 정
책개입으로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산업
정책은 시장잠재력 확대를 위한 긍정적인 원천으로 경제발전을 위
해 대부분의 국가가 적극 활용하여 온 정책이다.

< 다양한 산업정책의 개념 >
- 자원, 노동공급 및 자본축적의 증가, 기술의 개발, 산업발전의 촉진, 생산요소 이동의 개선
및 적응능력의 개선 등을 통해 경제의 잠재적 공급능력을 증대시키는 정부의 명시적 정책
- 거시경제정책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산업의 효율성 제고와 성장을 도모하는 제반 정책적
조치
- 총체적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경제 내의 여러 산업을 발전 또는 축소시킴을
의도하는 정부의 정책
- 경쟁적 시장구조가 갖는 결함(시장실패) 때문에 자유경쟁에 의해서는 자원배분 혹은 소득
분배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산업 또는 부문 간의 자원배분 또는 개별 산업의 산업
조직에 개입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후생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는 정책
- 산업발전을 목표로 하여 생산자원의 총량을 증가시키거나 부문 간 자원 배분의 개선을 의
도하는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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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산업관련 정책과 산업정책의 범위
산업관련 정책 :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간접적 영향)
거시경제정책
금융정책
조세정책
임금·노사관계 정책
소득재분배 정책
토지이용 정책
인프라 정책
에너지 정책

(직접적 영향)
지역개발(예:기업도시)
가격규제
환경규제

광의의 산업정책 : 산업의 활동을 위한 정책
표준·인증
제품안전규제
지역균형발전
규제개혁
국가소유

경쟁정책
시장 창출·유지
기업 활동 여건 조성

협의의 산업정책 : 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수평적 정책

수직적 정책

R&D 혁신 촉진
기업가 정신 지원
인적자원 개발
경쟁력 영향 분석
정부조달

산업 부문별 육성
특정지역 산업발전
클러스터 형성
특정부문 무역규제
국방조달

자료 : Pelkmans(2006), 전수봉·김인호 외(2009)에서 재인용.

거의 모든 정부정책은 산업 활동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
치며 개별 정책은 산업 활동과 다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산업정
책을 정의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수직적 정책만이 아니라 폭넓은 구
간의 정책 스펙트럼을 검토한다면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시각에서
산업정책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 1-1> 참조).
산업정책은 세 가지 방향에서 정책 목표를 추구하는 경제정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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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산업정책은 정부가 산업구조 조정자로서 국
가경제 전체의 바람직한 산업구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기술 및 시장
의 변화에 대응하고 기존 주력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며 새로운 첨
단산업을 발굴·육성하는 정책으로,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증가에 따
른 사양산업의 연착륙 및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정책 등을 포함한다.
둘째, 정부가 시장보완자로서 외부경제효과가 큰 생산요소를 적
정하게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산업정책은 R&D, 인력, 정보 및
해외마케팅 등 긍정적 외부경제효과가 커서 시장에 맡길 경우 최적
수준 이하로 공급될 우려가 있는 요소를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에서
정부가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셋째, 산업정책은 정부가 시장관리자로서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여건 및 제도를 개선하는 정책이다. 선진형 노사관계 구축, 규
제완화 등 제도개선 추진과 시장의 약자인 중소기업의 자생력 확보
를 지원하는 정책이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산업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우선 산업정책은 공급지향
적 정책으로 경제성장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총공급관리에 초
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는 재정, 금융수단을 통하여 총수요를 관리함
으로써 단기적인 경제안정을 직접적 목표로 하는 케인즈적 거시경
제정책과 구별되는 것이다. 거시경제정책으로 추진되는 총수요관리
정책은 국민경제의 실제 생산수준을 잠재적 생산수준에 접근시켜
실업을 해소하거나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잠재적 생산수준을 주어진 제약조건으로 파악하는 데 비해 산업정
책은 잠재적 생산수준 자체의 확충을 시도한다.
또한 산업정책은 생산자원의 공급과 배분에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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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활동을 지원, 조정 또는 규제하여 그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주는 근거는 이른바 시장실패
즉, 시장가격기구를 통한 최적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산업정책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실패의
범위 및 내용과 긴밀히 연결되는 것이다.
한편 산업정책은 역사적으로 볼 때 경제발전이 뒤떨어진 후발국
에서 강조되었으며 국민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훼손되는 상황하에서
도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19세기에는 영국에 비해 산업혁명에서 뒤
졌던 독일에서 무역에 대한 정부개입의 필요성이 주장되었고, 역시
산업혁명의 후발국이었던 미국에서도 19세기 중반 산업정책이 강조
되었다. 또한 20세기에는 공업화의 시작이 늦었던 일본 및 동아시아
개도국에서 산업정책이 중요하게 인식되었으며, 20세기 말에는 국
가경쟁력 저하의 우려가 커졌던 미국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전개된
바 있다.

2. 기존 연구 및 연구 범위
산업정책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개별 산업별, 정책적 이슈별
로 접근하고 있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
즉, 대부분의 연구에서 산업정책을 경쟁정책, 혁신정책, 인적자원정
책, 환경·에너지정책 등 개별 기능에 국한하여 접근하고 있거나, 전
자, 자동차, 철강 등 산업별로 접근하고 있다.
종합적인 차원에서 산업정책에 접근하고 있는 기존 연구는 다음
과 같다. 전수봉·김인호 외(2009)는 본 연구의 선행연구로 총 2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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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국 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산업정책의 모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산업정
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 새로운 산업 환경에 대한 분석, 자동차, 조선,
정보통신서비스, 전력, 건설 등 5개 산업별 분석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새로운 산업정책 방향은 첫째, 산업정책의 통합적
접근, 둘째,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셋째, 새로운 산
업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위한 정책체계의 재정립 등이다.
산업연구원(2007)은 2030년의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 실현을 위한
산업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요 정책 방향으로 지속성장을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강화, 지식경제
를 선도하는 인적자원의 고도화를 제시하였다.
산업자원부·전국경제인연합회·AT커니(2006)는 미래 글로벌 환
경과 2015년 산업의 모습을 그려보고 우리 산업과 기업의 혁신전략
그리고 산업정책 과제를 발굴하였다.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
권은 모든 산업에 공통되는 총론분야를 다루고, 2, 3권에는 자동차,
반도체, 조선, 철강, 석유화학, 환경, 바이오 등 18개 산업별 발전전략
을 제시하였다.
민경휘 외(1996)는 세계화시대의 산업정책은 종래의 산업정책과
는 궤를 달리하는 다른 차원으로 정책이어야 함을 전제로 세계화시
대에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새로운 산업정책 방향을 모색하였다. 산
업정책의 논거, 효과 및 역사성에 대해 서술하였고, 세계화라는 패러
다임 변화에 대응한 통상산업정책, 경쟁정책, 기업집단관련제도, 산
업구조정책, 재정 및 금융의 역할 재정립 등 이슈별로 분석하였다.
이경태(1996)1)는 산업정책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제시한 저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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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의 개념 및 특징, 분류, 목표, 수단 등을 고찰하고, 산업정책
을 경제이론으로 설명하였다. 각국의 경험을 토대로 산업정책의 역
사적 전개과정을 제시하고, 한국 산업정책의 전개과정상의 특징을
제시하였다. 세계화시대의 산업정책의 과제와 이에 대응한 산업정
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1차연도 연구인 전수봉·김인호 외(2009)의 연장선상에
서 우리 산업의 문제점과 대내외 환경변화를 토대로 새로운 성장패
러다임의 구성요소 5개를 도출하고, 세부산업정책(기능별, 부문별
산업정책 포함) 4개를 선택하여 매트릭스화하여 정책의 개별화·통
합화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화하였다.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의 구성요소 5개는 우리 산업의 문제점과 대
내외 환경변화를 점검하여 도출하였다. 산업정책은 <그림 1-1>에 나
타나 있듯이 산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세부정책들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정책을 산업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세부정책만
을 고려하는 협의의 산업정책으로 정의할 경우 기능별 수평적 정책
과 부문별(산업별) 수직적 정책만을 포함하게 된다. 경쟁정책 등 산
업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까지 고려하는 광의의 산업정책
도 있다. 이외에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관련 정책(대표적인 예 :
환경·에너지정책)까지 산업정책에 포함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정책을 산업관련 정책까지 포함하는 가장 넓은 범위로 보되, 정
부 역할을 기준으로 대표적인 세부산업정책을 중심으로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즉, 정부 역할별로 대표적인 환경·에너지정책(산업구

1) 1991년 초판에 이은 수정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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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조정자), 기술정책·인적자원정책(시장보완자), 규제정책(시장관
리자) 등 4개의 세부산업정책들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본 보고서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의 필요성과 산업정책의
개념에 대해 서술한 제1장에 이어, 제2장에서는 우리 산업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이에 대응한 산업정책 방향을 제
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기술, 인적자원, 규제, 환경·에너지 등 4개
세부산업정책별로 향후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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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산업발전 : 성과와 문제점2)3)
(1) 외환위기 이전
1) 성과
외환위기 이전의 경제발전 전략은 수출, 제조업, 대기업을 경제발
전의 주축으로 삼고 경제개발계획, 자원배분, 정책관리 등 경제발전
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방식의 불
균형 성장이었다. 이러한 정부주도, 수출 위주, 제조업 위주, 대기업
위주, 개발계획, 자원배분, 정책, 불균형 성장 등의 성장전략과 성장
방식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나, 경제개발 초기에 풍부했던 노동을 제

2) 여기서 한국의 산업발전 과정에 대한 시기별 분류와 성격 규정에 대해 자세하게
논의하지는 않는다. 다만 한국의 산업발전 과정에서 가장 큰 충격이자 구조 변화
의 분수령이 되었던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그 전후를 대별하여 한국 산업의 성과
와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분석 기점으로 하는 것

제2장 한국의 산업발전과 대내외 환경변화

43

외하면 만성적인 자본 부족, 외환 부족, 제도 미비, 시장기능 미비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열악했던 경제여건하에서 정부주도형 불균형 경
제발전 전략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견해 역시 존재한다.
외환위기 이전까지의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단계별로 구분해 보
면, 경공업 육성(196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1970년대), 산업합리화
및 경제자율화(1980년대), 첨단기술산업 육성(1980년대 중반), 시장
개방 및 개방경제 전환(1980년대 후반) 등으로 나눌 수 있다(기획재
정부, 2010).
우리나라의 정부주도형 경제발전 전략은 경제개발 초기부터 정부
가 자본의 조달과 축적, 외환의 관리, 자원의 배분, 관련 제도의 제
정·보완·개선 등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 단계로 정부가 적
합하다고 판단한 일련의 산업과 기업 들에 자원과 지원을 집중 투입
하는 방식으로 행해졌다. 이후 경제발전이 빠르게 진전되고 경제성
장에서 민간부문과 시장의 역할과 비중이 증대되자 정부의 영향력

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지금까지 문제시 되지 않
았던 새로운 문제들이 드러나기보다는 기존의 문제들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 한국 산업의 성과와 문제를 살펴보는 분석 기점은 글로벌 금융위기보
다 외환위기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 경기침체
로 한국 경제도 침체국면에 놓였었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비교적 단기간에 회
복되었고, 산업별로도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글로벌 금융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
되었다. 다만 우리 산업이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구조적 문제인 수출과 내수
간,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격
차는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강두용 외, 2010). 물론 우리 산업을 둘러싼 대외
환경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이는 다음 2절에서 살펴볼 것
이다.
3) 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 정책, 각 부문별 내용 등에 대한 통사적 접근으로서 기획
재정부(2010), 차동세·김광석 편(1995)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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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차 낮아졌으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1980년대 말 이후 정치적 민
주화의 진전과 함께 가속화되었다. 단, 시기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었
지만 정부주도의 경제발전 전략은 경제개발 초기부터 외환위기 발
생 전까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설명하는 기본적인 틀로서 계속
기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4)
1960년대 초 경제개발을 시작한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사적
으로 유래가 드문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두 차례 석유위기,
세계무역의 블록화·보호주의화, 중국·인도를 위시한 신흥국의 발
전과 경쟁, 국내 정치적 격변 등으로 인한 대내외 충격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경제개발이 시작된 이래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쳐 1990
년대 중반까지 한국은 경제성장률, 산업구조 고도화, 소득수준 등의

<표 2-1> 기간별 국내총생산 및 1인당 국민소득 추이
단위 : %, 미 달러

국내총생산

총고정자본형성

수출

1인당 국민소득

1971~1980
1981~1990
1991~1995
1996~2000
2001~2005
2006~2009

9.1
9.8
7.9
5.4
4.5
3.2

14.9
12.8
9.8
1.1
3.2
1.4

22.8
11.2
14.7
15.4
10.1
7.5

884
3,303
8,970
10,540
13,760
19,472

전체

7.4

9.1

14.7

7,159

자료 : 한국은행.
자주 : 1) 국내총생산의 연평균증가율(실질가격 기준).
자주 : 2) 1인당 국민소득은 기간 평균.

4) 외환위기 이전까지의 한국의 경제발전 전략에 대한 비판적 연구는 조순(2006),
경제개발 초기 개발연대 시기에 대한 긍정적 연구는 좌승희(2006, 2008)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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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다.
<표 2-1>에 나타나듯 197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중반 사이 실질 경
제성장률은 연평균 8.9%을 기록하였다. 이 같은 고도성장은 요소(특
히 자본)투입과 수출증대를 근간으로 이루어졌는데, 동 기간 투자와
수출은 각각 연평균 12.5%와 16.3%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며 이
기간 명목 달러로 환산한 1인당 국민소득은 1970년 255달러에서 1996
년 12,518달러로 증가하였다.5)
<표 2-2>에는 성장기여율을 근거로 한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
가 제시되어 있다. 명목 부가가치 기준으로 볼 때 경제발전의 주축을
이루는 산업의 상대적 중요성이 우리나라에서는 농림어업, 제조업,
서비스업의 순서를 따라 이동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경제 전체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경제개발 초기부터 최근까지 계속 유

<표 2-2> 기간별 산업별 성장기여율과 산업구조 변화
단위 : %

1981~1990
1991~1995
1996~2000
2001~2005
2006~2009

국내
총생산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100.0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24.7
12.4
6.9
5.1
3.8

1.3
0.9
0.6
0.4
0.2

22.7
27.3
26.3
26.6
26.8

전기가스
수도사업
1.4
2.7
2.0
2.3
2.5

2.9

0.3

27.5

1.9

건설업

서비스업

5.5
7.3
10.6
8.8
7.5

44.5
49.2
53.6
56.8
59.1

7.2

60.3

자료 : 한국은행.
자주 : 명목가격 기준.
5) 참고로 원화 실질가격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인당 국민소득은 1970년 200만
원에서 1996년 1,264만 원으로 6배 이상 상승함으로써 26년 만에 6배 이상의
1인당 실질소득의 증가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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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되었으며 서비스업의 비중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진적으로 높아져
왔음이 관측된다. 제조업의 비중이 경제개발 초기 이후 크게 감소하
지 않은 점은 제조업을 중시해 온 경제발전 전략과 서비스업보다 빠
른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이 있었기 때문이다.6)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농림어업에서 제조업으로, 제
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며 고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만, 명목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볼 때 선진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
에서 나타나는 탈공업화 현상이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
서는 드러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7)
그러나 고용을 기준으로 본 산업구조 변화는 탈농업화-공업화와
탈공업화-서비스화의 모습을 뚜렷이 나타낸다. <표 2-3>에는 산업별
고용비중의 변화가 제시되어 있는데, 1980년대 이후 농림어업의 고
용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제조업의 고용비중은 상승하다가
<표 2-3> 기간별 산업별 고용비중과 산업구조 변화
단위 : %

총고용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사업

건설업

서비스업

1981~1990

100.0

25.2

0.9

24.5

0.3

6.1

43.1

1991~1995

100.0

13.3

0.3

25.2

0.4

8.9

52.0

1996~2000

100.0

11.2

0.1

20.8

0.3

8.3

59.3

2001~2005

100.0

8.8

0.1

18.9

0.3

7.9

64.0

2006~2009

100.0

7.3

0.1

16.9

0.4

7.7

67.6

전체

100.0

15.4

0.4

22.0

0.3

7.5

54.4

자료 : 한국은행.
6) <그림 2-3>의 산업별 생산성 변화 참조.
7) 하병기·오준병(2003), 오영석(2009)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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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하락하였으여,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은 상승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시간이 지나면서 농림어업, 제조업, 서비
스업 순으로 고용비중이 이동하였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 기준 산업
구조 변화와 달리 고용 기준 산업구조의 변화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표 2-4>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내의 시기별 주요 업종 변화
가 제시되어 있다. 제조업의 경우 전기전자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급
속히 높아진 가운데 섬유제조, 금속제조, 운송장비의 순서로 중요성
이 이동·변천하였다. 서비스업의 경우 도소매로부터 금융보험, 통
신, 교육서비스 등으로 주요 업종이 이동·변천하였다.
이 시기 대기업의 역할과 대기업이 이룬 성과는 우리나라 경제발
전 과정의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주도하
는 수출, 제조업(중화학공업 위주의 공업화) 중심의 경제발전 전략
을 위해서는 대규모 자본투입, 생산에 있어 규모의 경제, 정부의 일
괄적 관리·조정의 중요성이 컸는데, 그러한 전략의 매개체로서 경
제개발 초기부터 정부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 다수의 대기업이 생겨

<표 2-4> 성장기여율에 따른 시기별 주도 산업의 변천
단위 : 실질 부가가치 기준

1

2

3

4

5

1971~1980

도소매

섬유제조

1981~1990

도소매

전기전자

농림어업

운수

금융보험

금융보험

농림어업

금속제조

1991~2000

전기전자

2000~2009

전기전자

도소매

부동산임대

금융보험

통신

금융보험

운송장비

통신

교육서비스

자료 : 한국은행.
주 : 시기별 성장기여율 상위 순; 농림어업은 편의상 하나의 산업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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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성장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정부와 대기업 간의 관계, 대기업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 측면
과 부정적 측면이 모두 상존한다.
현재까지 외환위기 이전 시기 정부주도의 수출, 제조업, 대기업 중
심의 경제발전 전략의 유효성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 관점의 차
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전체적인 경제성과로 판단할 때 주어진 대내
외 환경하에서 당시 선택한 경제발전 전략은 적어도 우리나라 경제
의 양적 확대에 있어 상당히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8)

2) 문제점
외환위기 이전의 경제발전 전략은 한편으로 빠른 경제발전을 가
져온 반면, 다른 한편으로 그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들을 누적시켰
음을 간과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국가주도형 성장, 요소투입형 성
장, 불균형 성장 등의 성장 전략이 초래한 부작용들과 환경·에너지·
자원으로부터 기인한 문제점 등을 꼽을 수 있다.
경제개발 초기부터 장기간에 걸쳐 수출, 제조업, 대기업 위주의 경
제발전 전략을 채택했던바 경제개발 전략의 계획, 실행, 관리의 거의
모든 주요 의사결정 과정을 정부가 담당하였다. 정부주도형 경제발
전 전략하에서는 정부가 컨트롤 타워로 기능하면서 국가 전체가 공
동의 목표를 공유하며 경제 내 여러 부문이 마치 하나의 조직처럼 일
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사회간

8) 좌승희(2006, 2008) 및 수록된 참고문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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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자본과 경제기반시설의 설치, 경제 제도의 수립을 통하여 경제성
장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특히 산업 또는 기업의 선별·선택
(industry targeting)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이들 산업 및 기업에 자원
과 정책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수출증대와 공업화를 강조하며 정부가 연출하고 대기업으로 하여
금 주역을 담당하게 한 경제발전 전략은 그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기 어려우나, 경제발전 과정에서 정부의 비중과 영향력이 장시간
지속되면서 시장의 발달이 지연되고 정부와 시장, 정부와 기업, 시장
과 기업, 기업과 기업 간의 조화 및 장기 경제성장을 위한 역할분담
이 저해되는 부작용을 나타냈다. 특히 정부·대기업의 공동 노력은
결과적으로 경제발전에서 커다란 양적 성과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
고, 경제발전 전략을 장기간 정부가 주도했다는 점은 태생적으로 비
효율, 정부실패, 부패, 정경유착, 도덕적 해이 등을 초래할 잠재적 위
험성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단, 짧은 기간 내에 빠른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한 적합한 방법을
찾기도 실행하기도 쉽지 않았던 당시 여건을 감안하면, 정부주도형
경제발전 전략이 아닌 다른 실행가능한 대안의 존재 여부와 성공 여
부를 확신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주도형 경제발전의 공과를 명
확히 구분·평가하기 쉽지 않은 이상, 우리나라 경제발전 과정에서
의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란은 쉽게 결말이 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표 2-5>의 성장회계분석 결과에 나타나듯 외환위기 이전 우리나
라 경제성장의 원천은 자본과 노동의 투입에 있었다. 즉, 생산요소의
질적 향상보다 생산요소의 양적 투입에 의존하는 요소투입형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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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기간별 성장회계분석 비교
단위 : %

국내총생산

총요소생산성

자본

노동

1971~1980
1981~1990
1991~1995
1996~2000
2001~2005
2006~2009

8.6
9.3
7.6
5.1
4.4
3.1

1.8
3.8
1.7
2.4
2.5
1.9

12.6
11.2
12.9
6.8
4.3
3.2

3.5
2.8
2.0
0.0
0.5
-0.5

전체기간(1971~2009)

7.1

2.5

9.5

1.9

자료 : 산업연구원(2010).
자주 : 성장회계분석 시 증가율 계산은 분석의 편의를 위해 로그차분값을 사용하였으므로 국민
계정상의 증가율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표 2-6> 기간별 성장기여율 비교
단위 : %

국내총생산

총요소생산성

자본

노동

1971~1980
1981~1990

100.0
100.0

21.4
40.7

52.4
40.1

26.1
19.2

1991~1995
1996~2000

100.0
100.0

22.8
47.4

59.9
53.5

17.3
-0.9

2001~2005
2006~2009

100.0
100.0

56.0
60.8

36.3
48.8

7.7
-9.6

전체기간(1971~2009)

100.0

35.0

48.0

17.1

자료 : 산업연구원(2010).

이었다고 볼 수 있다.
외환위기 이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특징이 요소투입형 성장이라
는 점은 각 요소의 성장기여율을 보면 더 분명해진다. <표 2-6>에 제
시된 기간별 성장기여율 비교에 의하면 외환위기 이전 기간에 해당
하는 1971~1995년 동안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율은 약 30%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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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자본과 노동의 성장기여율은 약 50%와 20%를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경제성장의 약 70%를 담당했던 생산요소의 투입
(그중에서도 자본)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요소투입형 성장임이 드
러난다. 이러한 요소투입형 성장은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인
1991~1995년 기간에 자본의 성장기여율이 약 60%에 이르기까지 지
속적으로 심화되었다.
외환위기 직전까지 지속된 투자 증가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기
초를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사실상 정부주도의 투자는 계속
된 과잉설비·중복투자 논란을 낳았던 것도 사실이다.9) 특히 외환위
기 전후를 돌아볼 때 결과적으로 요소투입형 성장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은 우리나라 경제의 혁신주도형 성장으로의 이행을 저해하는
부작용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 반면 경제성장 과정에서 경제 내의 질적 향상과 요소투입형 성
장에서 혁신주도형 성장으로의 전환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총요
소생산성은 외환위기 이전 내내 경제성장의 주도적 역할이 아닌 부
수적 역할에 그쳤다. <표 2-5>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외환위기
이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꾸준한 추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시기
별로 등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표 2-6>에서 확인되는바 외환위
기 이전 기간의 총요소생산성 성장기여율은 연평균 30% 내외의 수
준을 기록함으로써 경제성장의 주된 동력으로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였다.
9) 1990년대 전반 자본수익률의 하락을 감안할 때 1990년대 초의 대규모 투자를
장기균형 수준을 벗어난 과잉투자로 해석하는 견해가 다수 존재한다. 신인석·한
진희 편(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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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전 경제성장에서 총요소생산성의 답보 현상은 총요소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인인 기술개발, 원천·응용기술의 활용, 경제
효율성, 인적·물적자본의 질적 향상, 제도 개선 등의 제반 측면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
어 <표 2-7>에서 나타나듯 총요소생산성의 구성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연구개발투자는 1980년대 초부터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하였으나, 선진국과 비교할 때 기축적된 연구개발스
톡의 절대액이 여전히 부족하였고 연구개발이 실제 기술개발과 제
품화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다.
수출, 제조업, 대기업이 경제발전 과정에서 항상 우선시되면서 이
들 이외의 부문은 경제발전의 과정과 성과로부터 소외되는 경우가
구조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수출, 제조업,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전
략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점점 더 심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즉, 고성
장 부문과 대비되는 저성장 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내수, 서비스업,
중소기업이 상대적·절대적으로 뒤처지면서 부문 간 불균형이 커지
고 경제성장의 성과 배분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었다. 이는 경제개발

<표 2-7>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 추이 및 연구개발스톡 추정치
단위 : %

연구개발
투자액
(1995년 조 원)

GDP비중

연구개발
축적액
(PPP 10억 달러)

미국

일본

1975

0.3

0.4

1.9

0.4

1.4

1985

2.5

1.5

6.8

1.0

3.3

1995

9.4

2.5

34.9

3.4

8.3

자료 : 신태영(2002)에서 재인용.

선진국 대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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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본격화된 이래 계속된 계층 및 지역 간 불균형 논란을 확산시킨
원인으로도 작용하였다.
한편, 경제 규모가 커지고 투입되는 자원의 양이 확대되면서 초기
경제개발 시에 거의 고려되지 않았던 환경 문제가 사회후생의 주요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생산 단계에서 해외 원자재에 대한 의
존도가 매우 큰 우리나라 경제는 경제발전 과정 내내 높은 원자재 수
입액 및 수입비중을 보였다. 더구나 두 차례 세계적인 석유위기와 에
너지 및 자원 보유국들의 국가주의를 겪으면서 그로 인한 대외적 충
격이 경제 전체에 끼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체험하면서 장단기 원자
재의 체계적인 수급과 관리가 경제발전에 필수조건임을 절실히 깨닫
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환경, 에너지, 자원이 경제발전 과정
에서 소모적인 투입 요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심적 요소로서 재평가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최근에 들어서

<그림 2-1> 원자재 수입액 및 수입비중 추이
300

(십억 달러)

(%)

70

200

60

100

50

0

40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원자재 수입액

자료 : 한국무역협회.

원자재 수입비중(우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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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환경, 에너지, 자원에 대한 논의가 녹색기술 발전을 통한 녹색성장
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성장 전략의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2) 외환위기 이후
1) 성과
외환위기 이후부터 약 10여 년의 기간은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
서 외환위기를 통해 드러난 우리나라 경제의 장단기 문제점들을 파
악하고 극복하기 위한 대응의 시기로 간주할 수 있다.10)
<표 2-8>에 제시된 외환위기 전후의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경제성
장률, 소비, 투자를 비롯한 경제 내의 거의 모든 부문이 외환위기로
부터 즉각적이고도 심대한 충격을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따
라 외환위기 직후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목표는 첫째‘외환위기’가
지칭하는바 일시적인 외화유동성 부족으로 촉발된 국가부도 위기를
피하고, 둘째 안정적인 경제성장 경로로의 복귀와 지속을 위해 필요
한 경제 전 부문의 구조개혁을 실시·완성하는 것에 두었다. 이를 위
한 전략으로서 국제통화기금(IMF)의 긴급차관 도입, 자본유출을 막
기 위한 고금리, 외환수급 안정, 중장기 경제 자유화, 금융 개방화 등
IMF가 제시한 일련의 정책패키지를 수용하는 방안과 기업, 금융, 노
사, 공공 부문에 대한 부문별 구조조정 정책 등이 마련되었다. 부문

10) 외환위기 당시 한국 경제가 처했던 상황과 대응 정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
은 고영선 외(2007), 기획재정부(2010)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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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외환위기 전후 주요 경제지표
1996

1997

1998

1999

2000

경제성장률
(2005년 불변가격, %)

7.2

5.8

-5.7

10.7

8.8

민간소비지출증가율
(2005년 불변가격, %)

7.3

4.0

-12.5

11.9

9.2

총고정자본형성증가율
(2005년 불변가격, %)

8.2

-1.5

-22.0

8.7

12.3

경상수지/국내총생산
(명목 달러, %)

-4.0

-1.6

11.3

5.3

2.3

소비자물가상승률(%)

4.9

4.4

7.5

0.8

2.3

명목금리(3년 만기 회사채
장외 AA-등급, %)

11.9

13.4

15.1

8.9

9.4

환율(원/달러, 종가, 말일)

844.9

1,695.0

1,204.0

1,138.0

1,264.5

외환보유고
(십억 달러, 연말)

32.4

19.7

52.0

73.7

95.9

종합주가지수(평균)
실업률(%)

833.4
2.0

654.5
2.6

406.1
7.0

806.8
6.3

734.2
4.1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별 구조조정 정책 중의 핵심은 기업부문과 금융부문의 구조개혁이
라고 할 수 있는데, 전자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부실기업을 처리하
고 중장기적으로 시장규율 및 기업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로
설정되었고, 후자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긴급차관 투입과 금리조
정을 통해 마비된 금융시스템을 복구하고 중장기적으로 금융안정
화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로 설정되었다. 앞서
<표 2-8>에 나타난 것처럼 외환위기 이후 거시경제는 단기간 내에 대
부분의 거시변수에 있어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는 가시적
성과를 이루어냈다. 즉,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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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외환위기 전후 기업성과 비교
단위 : %

지표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항목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차입금의존도
매출액영업이익률
이자보상비율
인건비대매출액
인건비대영업총비용
매출액증가율
유형자산증가율
총자산증가율

1990~1996

2000~2008

314.6
24.1
42.3
5.9
125.9
13.4
19.6
16.6
16.1

140.8
42.4
29.5
5.7
330.1
10.5
14.9
8.5
4.2

17.8

6.8

자료 : 한국은행.

정책대응의 방향과 내용은 거시경제의 회복에 대체로 주효했던 것
으로 보인다.
한편 <표 2-9>에는 기업부문 구조조정의 결과가 외환위기 전후의
기업성과를 통해 비교되어 있다. 기업성과 측면에서 보면 결과적으
로 기업부문의 구조개혁은 본래 목표대로 외환위기 이후 기업부문
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
다. 외환위기 이후 기간의 안정성과 수익성 지표들이 외환위기 이전
기간에 비해 크게 상승한 점이 관측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과거
우리나라 기업활동의 주된 특징이자 전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작
동했던 기업의 성장성(기업가 정신, 투자의욕)이 전반적으로 약화되
는 결과도 초래했다. 이는 과거 왕성한 기업가 정신과 과감한 투자로
대표되던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방식이 외환위기 이후 성장성을 희
생하더라도 안정성과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보수적인 경영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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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되었음을 시사한다. 외환위기로 인해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하
였거나 매각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당시 기업들이 미래의 성장보다
생존을 더 중시한 결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 성장성의 약
화가 일시에 그친 것이 아니라 외환위기가 지난 뒤에도 오랫동안 지
속된 사실은, 당초 기업부문 구조개혁 정책이 부실기업 처리와 시장
규율 및 기업 효율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이루어낸 성과에도 불구하
고, 기업가 정신 약화, 투자하락, 경제 역동성의 상실 등을 유발함으
로써 미래 성장잠재력을 복구하는 데에 실패했다는 비판의 근거를
제공하였다.
또한 금융부문의 구조개혁은 먼저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을 통하
여 금융기관을 정상화하고 이후 정비된 금융기관을 위주로 금융시
스템 전체를 안정화시키는 목표하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금융기관
구조개혁은 <그림 2-2>에서 제시된 것처럼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문

<그림 2-2> 은행부문 BIS, ROE, 고정이하여신비율 추이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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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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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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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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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수익성을 향상시켜 금융부문의 정상화와 안
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이 시기 이후 뚜렷해진 금융기
관의 위험회피적 경영 경향은 금융부문의 구조개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 내의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이동을 저해하고 투
자하락을 심화시킨 주요 원천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
도 제기된다.

2) 문제점
외환위기의 영향을 논함에 있어 외환위기 이전에 존재하던 구조
적 문제점들이 외환위기를 촉발했는가 또는 외환위기가 과거에 문
제시 되지 않던 문제들을 구조적 문제점으로 확대생산했는가 여부
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양자 간의 선후 관계와는 별개로 외환위기
직후 우리나라에서 실행된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이 당면한 외환위기
를 극복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존재했던 우리나
라 경제의 부실과 비효율 역시 일소의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위기
극복과 (부실과 비효율을 제거하는) 기회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우
리나라 경제의 커다란 분기점이자 중대한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단, 외환위기와 그로 인한 구조개혁 과정에서 감수되어야 했던 파산,
실업, 빈곤, 후생 하락 등의 부작용과 그 영향이 매우 컸다는 점은 반
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외환위기가 발생한 지 10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 시점까지도 외환위기가 끼친 영향은 우리나라 경제에
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가 단기적·일시적 충
격이 아니라 장기적·영구적 충격일 가능성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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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직후의 직접적 충격으로부터 회복이 가시화되자 우리나
라 경제에는 곧 외환위기 이전의 높은 경제성장 경로로 복귀하리라
는 기대도 동시에 커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돌아
볼 때 가시적인 경제회복 성과와 지속적인 경제 전체의 구조개혁 노
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거나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보이는 구조적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또한 외환위기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금
융위기로 인해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진 상
황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들 문제점 중에서 특히 경제의 역동성 하
락, 국내외 경제 네트워크의 약화, 부문 간 불균형 증가, 환경·에너지
문제의 본격화, 고용 문제의 대두 등을 주로 살피고자 한다.
첫째, 한국 경제의 특징이었던 경제의 역동성이 외환위기 이후 크
게 하락했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경제성장에 따른
수확체감을 감안하더라도 외환위기 이후 경제 전체의 구조개혁 노
력에도 불구하고 역동성의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장단
기 우리나라 경제에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경제 역동성의 하락은 위
에서 제시된 우리나라 경제의 여타 당면 문제점들과 복잡하고도 밀
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향후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충분히 유

<표 2-10>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추이
단위 : 연평균 증가율, %

잠재성장률 추정치

1981~1990

1991~2000

2001~2008

2009~2013

8.1

6.1

4.3

3.7

자료 : 황종률(2009).
주 : 2009~2013년 잠재성장률은 전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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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 변화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저출산·고령화 등의 부정적인 추
가 요인이 도래함에 따라 경제 역동성은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표 2-10>에서 제시된 것처럼 경제 역동성을 나타내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 이후 그 전 기간의 60%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
로 예측된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의 역동성이 하락한 원인
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제시되었다. 과거보다 증대된 경제 내
의 불확실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 기업부문과 금융부문의 심화
된 보수적·위험기피적 경영, 기업가 정신의 약화, 노동시장의 구조
적 불균형 등이 주된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미래 경제후생을 증진
시키려면 우리나라 경제는 경제성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
야 하고 경제성장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의 주 동력을
요소투입형 성장에서 혁신주도형 성장으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
장으로 빠르게 이행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경제 전체의 생산성(총
요소생산성)과 투자가 둔화된 상태이고(<표 2-5> 참조) 잠재성장률
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어(<표 2-10> 참조) 과거 수준의 경제 역
동성과 경제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
하다.
둘째, 국내외 산업 간 연관관계의 약화에 따른 산업별·산업 간 국
내외 포지셔닝 및 전략 마련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11)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 중국 경제의 영향력 증대 등으로 인하여 세계 시장의 경쟁
이 격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내외 산업 간 연관관계는 약화 추세
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대외 경제 성과와 일부 산업의 성과에도 불

11) 김영한(2005), 이상원(2005) 등 참조.

제2장 한국의 산업발전과 대내외 환경변화

61

구하고 국내 산업에서의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에 어려움이 뒤따르
고 있다는 점으로부터 확인된다.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진행 중인
탈공업화, 생산의 글로벌화, 생산요소의 국가 간 이동, 오프쇼어링
등은 국제화, 분업화, 전문화를 빠르게 확대·확산시키면서 국내 산
업 간 전후방 연관관계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이들은 산업 간·산업
내 불균형과 경제성장과 고용의 괴리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반전시키고 산업 및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
내외 산업 간 네트워킹을 증진시키면서 향후 세계 경제의 생산 단계
상에서 각 산업별로 어떠한 위치를 지향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
마련의 필요성이 시급해졌다. 즉, 생산성, 비교우위, 산업구조 등의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지향할 방향과 위치, 산업별·기업별 기술개발
방향, 국제 분업의 참여 방식, 국내외 가치사슬상의 바람직한 단계
설정 등을 검토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또한 설정된 지향점에 도달하
기 위한 최선의 전략으로서 국가, 산업,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대안들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에서 잠시 언급했던 부문별, 계층별 불균형과 관련된 문
제－대·중소기업, 수출·내수, 제조업·서비스업, 경쟁, 규제, 재벌,
지역, 계층, 자산, 경제력 집중, 조세제도, 복지제도, 소득분배, 비정
규직·청년실업·여성고용참가율, 빈곤, 교육 등－에 대하여 여러 층
위의 다양한 논란들이 외환위기 이후 확대 생산·전개되고 있으므로
각 불균형에 대한 접근 방식과 적절한 대응 방안의 필요성이 증대되
었다. 선진국에 비해 사회안전망이 미비한 우리나라의 실정상 제도
개선과 지원에 대한 부문별 요구가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재정의 한계와 해당 부문별·계층별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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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립이 항상 존재하므로 정책의 방향이나 내용에 따라 사회적 갈
등이 완화되기보다 오히려 더욱 첨예해질 가능성 또한 갈수록 커지
고 있다. 그에 따라 이해관계에 대한 공통의 인식 발견과 표출 방법
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갈등의 원인 파악과 해소 방안 마련, 정부의 정
책 설계나 민간의 활동 과정에서 잠재적 갈등 요인을 고려하고 최소
화하는 노력 등 불균형과 사회적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 메커니
즘이 필요하다. 그러나 경제·사회적 불균형이 초래하는 문제에 대
하여 경제·사회적으로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나 정책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불균형의 정도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높은 사
회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장기간 누적되고 고착화된 불균형
을 단번에 완화·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 존재하기는 어려
우므로 사회 경제적으로 신중하고 꾸준한 대응이 요구된다.
넷째, 환경, 에너지 문제는 과거부터 존재해 온 관심사였으나 특히
기후변화, 에너지 수급 및 가격 급변 등이 심각해지자 더 이상 국지적
인 문제가 아닌 국가·지역·세대 간에 걸친 전방위 문제라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더 나아가 환경, 에너지가 국가
사회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 제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결과 환경보존,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개발 등과 관련된
신기술의 개발과 선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
열해졌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세계적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
며, 현재 우리나라가 국가 의제로 추진 중인 지속성장(sustainable
growth), 녹색성장(green growth), 녹색기술(green technology), 청정에
너지(clean energy), 에너지 효율화에서 성과를 이루고 이를 다시 경제
성장의 추가 동력으로 변환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과 실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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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
다섯째, 과거 고도성장기 동안은 수출 및 성장의 결과로 충분한 일
자리가 창출되면서 경제 전반의 일자리 수 부족이 문제로 제기된 경
우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의 고용 창출
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면서 고용문제는 노동, 경제, 사회, 교육, 후생
등의 여러 부문에서 복잡하게 얽힌 국가 최대 난제의 하나로 대두되
었다. 고용문제는 특히 2000년대 초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증가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과 비정규직 증대, 청년 실업 증가, 여
성 경제참가율 하락, 계층 간·세대 간 일자리 갈등 등의 실제적 원인
이 되었으며, 현재 추세라면 고용문제가 미래 우리나라의 성장잠재
력과 생활수준 향상에 심대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현재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저출산·고령화는 향후 고용, 생
산성, 산업구조, 국가재정, 복지, 후생 등 모든 부문에 부정적인 영
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 현실적으로 고용문제에 대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므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국가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고용문제에 관해 대응하는 노력이 절
실하다.

(3) 시사점
이상의 우리 산업의 문제점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데, 이
를 요약 정리한 것이 <표 2-11>이다. 첫째, 우리 경제의 역동성 하락
으로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이 중요해졌고,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
위주의 전략에서 질적 성장 위주로의 전환이 더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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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우리나라 산업의 문제점 및 시사점
문제점
경제 역동성
하락

원인
-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대
- 보수적·위험회피적 경영 확산
- 기업가 정신 약화
-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균형

- 생산네트워크의 글로벌화
국내외 경제 - 중국 등 신흥경제의 급부상
네트워크 약화 - 세계시장 경쟁 갈수록 격화
- 네트워크에 기반한 경쟁 심화

시사점
- 양적 성장 위주의 성장 전략을 질
적 성장 위주로 전환
-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 필요
- 가치사슬별 글로벌화 추진
- 산업 간 전후방 연관효과 강화
- 국내외 생산네트워크에서 우리산
업의 포지셔닝과 전략 마련

- 수출, 제조업, 대기업 부문 위주의 성 - 내수, 서비스업, 중소기업 부문의
부문 간 불균형 장 전략
경쟁력 제고
증가
- 자원 및 성과배분 과정에서 내수, 서비 - 경제·사회적 불균형 파악 및 해
스업, 중소기업 부문 상대적으로 소외 소를 위한 조정 메커니즘 마련
환경·에너지
문제 본격화

- 기후변화, 에너지·자원에 대한 관심 - 친환경 투자 및 선도적 기술개발
및 국제적 공조 필요성 증대
- 녹색산업의 성장동력화
-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 환경보존,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주요 요인으로 대두
위한 국가 전략 필요

고용문제
심화

- 고용 없는 성장
- 중소기업,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
- 비정규직 문제, 청년 실업, 여성 경제 - 고용문제에 대한 장기적이고 국
활동참가율 하락
가적인 정책 마련 및 지속적 추진
- 국내외 산업간 연관관계 약화
- 중소기업, 서비스 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 능력 취약
- 저출산, 고령화

둘째, 국내외 경제네트워크의 약화로 가치사슬별 글로벌화를 추
진하되 산업 간 전후방 연관효과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국내외 생
산네트워크에서 산업별, 산업 간 포지셔닝과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
요성이 높아졌다.
셋째, 수출-내수, 제조업-서비스업,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가 증

제2장 한국의 산업발전과 대내외 환경변화

65

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취약부문
인 내수, 서비스업,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불균형 정도를
파악하고 해소하기 위한 조정 메커니즘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환경·에너지·자원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녹색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녹색산업을 성장동력화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에 대
한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
다섯째, 고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점차 심화되고 있는데, 중소기
업과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기적이
고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대내외 환경변화
우리 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는 우리 산업 자체의 문제점
못지않게 향후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중장기적인 변화
는 성장패러다임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데, 다음의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1) 산업의 글로벌화 확대와 국제분업의 진전
1) 산업의 글로벌화 확대
산업의 글로벌화 확대는 제품의 기획 및 개발, 생산, 부품조달, 판
매, 서비스 등의 기업 활동이 자국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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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은 재화와
서비스 무역은 물론 자본, 노동 등의 생산요소의 이동, 생산시설과
기술의 이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글로벌화는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밀도나 다양성이 과거에 비
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화의 경제적 의미가 더욱 커져 가고 있다. 이

<그림 2-3> 기술집약도별 제조업 무역 및 지역별 기술무역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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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글로벌화의 확산은 기업의 전략이 반영된 것이다. 즉 기술개발
의 비용과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과 제품 수명주기의 단
축으로 기업들이 외부자원 활용을 경영전략의 보완적인 수단으로
적극 활용한 데 기인한다.
글로벌화는 무역의 증대, 해외직접투자 및 합작투자에 따른 기업
의 재배치, 전략적 제휴 그리고 기업의 인수합병(M&A) 등으로 나타
난다. 또한 산업의 글로벌화는 가치사슬 측면에서 판매 및 조달단계
(수출 및 수입)에서 생산단계(해외생산거점)로, 그리고 기술개발단
계로 진행된다.
제조업 무역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첨단
기술산업에서 무역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2-3> 참

<표 2-12> 세계 글로벌 지표 추이(1990~2009)
금액(십억 달러)
1990
해외직접투자(유입)
해외직접투자(유출)

208

2005
986

연평균 증가율(%)
1991~ 1996~ 2001~
2008
1995 2000 2005

2008

2009

1,771

1,114

22.5

40.0

2009

5.2 -15.7

-37.1

241

893

1,929

1,101

16.8

36.1

9.2 -14.9

-42.9

해외직접투자(유입, 스톡)

2,082

11,525

15,491

17,743

9.3

18.7

13.3 -13.9

14.5

해외직접투자(유출, 스톡)

2,087

12,417

16,207

18,982

11.9

18.4

14.6 -16.1

17.1

해외직접투자 소득(유입)

74

791

1,113

941

35.1

13.4

31.9

-7.3

-15.5

해외직접투자 소득(유출)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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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

1,008

20.2

10.3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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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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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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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0.6 -30.9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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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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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98

8.8

8.2

18.1

-4.5

-5.7

해외자회사 총생산

1,477

4,327

6,163

5,812

6.8

7.0

13.9

-4.3

-5.7

해외자회사 총자산

5,938

49,252

71,694

77,057

13.7

19.0

20.9

-4.9

7.5

6,663

5,186

8.6

3.6

14.8

15.4

-22.2

78,957 79,825i

5.5

9.8

6.7

-3.7

1.1

국제 M&A

해외자회사 수출
해외자회사 고용(천 명)

자료 : UNCAD(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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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FTA, 국제분업구조의 형성은 세계 주요 지역에서 산업 내 무역
의 증가를 초래한다. 또한 기술무역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
림 2-3>참조).
국제투자는 무역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는데, 글로벌 금융위
기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세계 경제가 안정되면 다시 증가할 것이다.
해외자회사의 판매, 생산, 수출, 고용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는
증가 추세에 있었다(<표 2-12> 참조).

2)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확대
IT기술의 발달, 다국적기업의 세계화 전략으로 산업의 글로벌화가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가치사슬별 최적 입지조건에 따라 국가 간 분
업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국내에 생산기반을 두지 않고도 해외의 생
산기반을 활용하여 전체 가치사슬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기업 활동
이 가능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확대로 전 생산단계를 독자적으
로 수행하는 전략은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개도국의 지속적인 저임금 우위와 점진적인 생산 효율성 증대
로 생산기능의 범용화(Commodity)가 심화되고 개도국으로의 생산단
계 아웃소싱이 보편화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상대적으로 표준화된
가치사슬 기능에 대한 해외 아웃소싱(offshoring)을 지속적으로 확대
하고 있다. 다국적기업들은 중국, 동남아, 브라질, 동구 등에서의 생
산활동을 증대하고, 인도로부터 다양한 비즈니스 서비스를 아웃소
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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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사슬단계에서의 국제분업의 진전으로 제조업의 단순 생산기
능은 후발개도국으로 이전되고,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핵심요소가
비즈니스 서비스, R&D, 브랜드 개발 등 지식집약적 서비스 활동으로
전환되고 있다.

3) 중국 및 신흥국의 부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시장의 수요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
다. 선진국시장의 버블이 사라지면서 구조적으로 수요가 감소한 가
운데 신흥국시장이 주목받으면서 소비축이 이동하고 있다. 즉, 글로
벌 금융위기 이전만 하더라도 생산기지에 머물던 신흥개도국이 위
기 이후 선진국의 위축된 소비를 보완할 새로운 시장으로 급부상하
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다국적기업들의 글로벌 소싱의 증가로 국제분업이 확산되
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는 범용제품, 핵심부품, IT서비스의 공급기지
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물론 다국적기업들은 과거의 단순하청
생산과는 달리 디자인 및 설계 능력을 보유한 전문화된 중소기업에
다양한 제품의 생산을 위탁하는 등 국제분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있
다. IT서비스의 글로벌 소싱 기지로 성장한 인도에 이어 중국은 저임
금을 활용한 대량생산제품의 위탁기지로 성장했으며, 대만은 ODM
을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 디자인, 설계 및 다품종 소량생산 기지로
발전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흥국들은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부품 공
급 기지에서 신흥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급속한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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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이룩하고 있는 신흥국들은 물, 통신, 원자력, 철도뿐만 아니라
에너지절약 분야 등에서 최신 기술을 이용한 인프라 도입에 적극적
이어서 인프라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또한 신흥국들의 중산층
은 고가격·고품질을 선호하는 선진국시장과는 달리 중가격·중고
품질의 차별화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연평균 10%에 가까운 고성장
을 지속해 오고 있다. 중국은 수출 1위(2009년), 미국채 보유 및 외환
보유고 1위(2010. 3 현재), 자동차 생산 및 소비 1위(2009년) 등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2) 신기술발전과 기술 및 산업 융합 촉진
1) 기술 및 산업 융합 확산
IT·NT·BT·CT·ET 등 주요 신기술의 발달 및 융합의 본격화로
‘삶의 질’
, 부품·소재, 제조공정,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혁신적인
발전 및 신기술 융합에 기초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출현하고 있다. 신
기술 융합 가속화로 향후 융합기술시대가 도래하고 산업 간 융합화
심화로 신제품·서비스의 지속적인 출현이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들은 기
술융합 추세에 대비해 <표 2-13>에서 보듯이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
고 있으며,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기술융합 추세에 합류 중이다. 세계
적인 글로벌 기업들은 융합기술 관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다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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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IT혁명에서 융합혁명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융합혁명
(IT+BT+NT+…)

IT혁명
산업혁명
2000년대 초 2010년

자료 : NSF(2002).

<표 2-13> 선진국의 기술융합 정책
추진 내용
미국
EU

일본

·IT, BT, NT, CS 등의 기술융합 미래전략 수립
·NT 기반의 기술개발 및 기술융합 추진
·유럽 지식사회 발전을 위한 융합기술 발전 어젠다 개발
·자율적인 R&D 수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기술융합 비중 확대)

추진 주체
NSF, DOC
NNI
CTEKS
FP7

·신산업창조전략 수행을 위한 산·관·학 협력 연구개발 투자 추진
및 기술맵 수립

경제
산업성

·첨단융합영역에서 향후 10~15년 후 세계 선도가 가능한 분야의 핵
심기술 개발 추진

문부
과학성

자료 : 이상규 외(2009).

인 융합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모토로라는 1998년 바이오
칩 시장에 참여하였고, IBM은 2000년 생명공학 분야에 진출하였으
며, GE는 2005년 고기능 탄소나노튜브 개발에 착수하는 등 미국 글로
벌기업들은 IT, BT, NT를 활용한 융합기술 분야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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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보호주의 강화 : 표준화, 지식재산권 등을 둘러싼 경쟁 치열
최근 표준으로 채택된 기술·상품이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는 경
우 1차적으로 기술료 수입을 발생시키고, 연관 기술 및 연관 제품 시
장에서의 시장지배력 확보를 통해 2차적인 수익 증대가 가능하여 표
준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세계 경제의 통합에 따라 표준과 지식재산권 문제는 국제적인 논
의 이슈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 국제적 논의는 기본적으로
첨단기술력을 확보하고, 국제표준화를 주도하고 있거나 지식재산권
의 보호를 통해 많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선진국들이 국제무역 확
대를 통한 자국이익의 증대라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표준화관
련 국제논의는 WTO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논의는 WTO
TRIPs(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에서 다루어진다.
급속한 기술의 발전 및 제품의 수명주기 단축 등으로 공적 표준(de
jure standard)보다는 신속한 시장 적용으로 시장 선점이 용이한‘사
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
이 주는 이점이 커서, 특정 분야에서는
공적 표준보다 민간단체의 표준이 더 많이 이용되고 있다.12) 사실상
의 표준은 ISO, IEC, ITU 등과 같이 공식적인 국제기구가 정한 공정
표준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다음의 세 가지 영역이 있다(기술표준원,
2009). 시장의 선택에 의해 시장을 지배하는 시장지배제품 표준(MS
Windows, Internet Explorer 등), 신기술 및 첨단제품분야의 표준을 주
12) 최근에는 사실상의 표준으로 정해진 후 공적 표준화하는 즉, 공적 표준과 사실
상의 표준이 상호연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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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는 포럼·컨소시엄 표준(DVD포럼, UPnP 포럼 등), 마지막으로
앞선 기술력과 경제력으로 인해 세계 각국의 산업에 막대한 영향력
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단체표준(ASTM, ASME, IEEE 등) 등이다.이러
한 사실상의 표준을 둘러싼 표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국 정부의
자국 표준 지원 경쟁을 통한 세계시장 지배 노력, 즉 기술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R&D 전략도 표준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다.
또한 경제성장의 핵심요소로 지식의 중요성이 증대하면서 지식재
산권 보호를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의 극대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단기적으로는 지식의 확산을 제한함으
로써 기술확산이 갖는 긍정적인 효과를 축소시키지만, 제도적으로
지식재산에 배타적 소유권을 부여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
을 촉진한다. 지식재산권 보호가 갖는 이러한 이중적인 효과에도 불
구하고 기술개발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개발의 위험성은 높
아지나, 개발된 기술의 복제와 모방이 확산되고 용이해지면서 지식
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있다.

(3) 환경·자원문제 심화
1) 자원 고갈, 지구온난화
에너지 자원을 중심으로 한 주요 원자재 소비가 최근 선진국에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신흥국의 경제성장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나
타내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전 지구적인
위협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에너지 및 기타 천연자원은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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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산업 활동의 기초적 생산요소이나, 2002년 이후 자원·에너
지 수요 급증에 따라 원자재 가격과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있다.13)

2) 국제환경규제 강화로 환경문제의 무역장벽화
환경규제의 대상이 오염물질 배출규제와 같은 사후처리 중심에서

<표 2-14> 주요국의 환경규제 현황
규제 및 법규
ELV
WEEE
EU

미국

일본

중국

발효시기
주요 내용
2003. 7. 1 폐차 재활용 및 유해중금속 사용제한
2005. 8. 13 폐전기전자기기 수거 및 재활용 생산자 의무부담
Pb, Cd, Hg, Cr6+, 브롬계난연제(PBBs, PBDEs)
RoHS
2006. 7. 1
사용 제한
REACH
2007. 6. 1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등
EuP
2008 제품 전 과정 환경성 규제(친환경설계 의무화)
연방법(RCRA)
1976 유해폐기물 사전처리 후 매립 의무화
Maine 주법
2005. 1. 1 가정용 제품의 수은 함유 금지
California 주법
2007. 1. 1 CRT, LCD 등 9품목 RoHS 적용
가전 리사이클법
2001. 4. 1 폐가전제품 회수, 분리 처리 의무화
PC 리사이클법
2003. 10. 1 폐PC의 회수, 분리 의무화
자동차 리사이클법
2005. 1 사용완료 자동차의 재자원화
전기전자기기, 특정
7개 품목 전기전자제품(PC, 유닛형에어컨디셔너,
2006. 4. 27 텔레비전, 전자레인지, 의류건조기, 전기냉장고,
화학물질 함유표시
(J-MOSS) 제도시행예정
전기세탁기)의 유해물질 함유정보표시 의무화
전자정보상품 오염
Pb, Cd, Hg, Cr6+, 브롬계난연제(PBBs, PBDEs)
2007. 3. 1
억제관리방법(RoHs)
사용제한
전자제품의 에코디자인, 제품정보 회수 및 처리에
China WEEE
2007 시행
대한 강제의무 부과

자료 :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13) 유가(Dubai, 현물, 달러/배럴): (2003)26.8 → (2007)68.4 → (2008)94.3
→ (2009)61.9 → (2000. 1. 1~6. 15)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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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으로 확대되고 있다.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생산 및 사용 후 폐
기에 이르기까지 제품 전 과정에 걸친 통합적인 규제가 추진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물론 중국에서도 환경규제를 도입하고 있다(<표 2-14>
참조). 전 세계적으로 제품의 환경문제를 고려하지 않고는 수출할 수
없게 되어 환경규제가 강력한 무역장벽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3) 각국의 녹색성장 전략 채택
주요 선진국들은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녹색뉴딜정책뿐 아니라, 미래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녹색
성장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표 2-15>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녹색정책
녹색뉴딜정책

녹색성장정책

*American Clean Energy & Security Act
* American Recovery & Reinvestment
하원통과(2009. 6)
Act(2009. 2)
- 연방정부 차원의 탄소배출권거래제
미국 - 총지원금액 7,870억 달러 중 817억 2,000
(Cap & Trade Scheme) 도입
만 달러(10.4%)를 그린에너지 부문에 배
- 에너지효율 및 저탄소에너지 소비를 위
정
한 인센티브 및 제도 도입

EU

* 교통의정서에 따라 2단계(2008~2012
* 2008년 11월 EU 차원의 2,590억 달러 경 년) 탄소배출권(EU-ETS)을 시행 중이며
기부양책 발표
3차 EU-ETS 계획 중
- 2009~2010년 중 에너지 인프라와 통신 * Strategic Energy Technology Plan(2008.
망에 대한 63억 달러(기합의) 투자
1) : Triple Twenty Target 발표
- 유럽 그린카 정책(European green car - 2020년까지 온실가스 20% 감축(1990년
initiative)에 64억 달러 지원
대비), 총에너지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
중 20%로 확대, 에너지효율 20% 개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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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뉴딜정책

녹색성장정책

* Cool Earth 에너지 혁신기술계획(2008.
* 2008년 10월과 12월, 2009년 4월 세 차례 5) : 21개 탄소저감기술개발 및 신성장산
에 걸친 경기부양책 발표(사업비 120조 업 육성
7,000억 엔 재정투입 24조 4,000억 엔)
* 후쿠다비전(2008. 6) : 2005년 대비 CO2
일본
- 성장력강화를 위한 저탄소정책 추진(사 2002년까지 14%, 2050년까지 60~80% 감
업비 2조 3,000억 엔, 재정투입 1조 7,000 축 선언
* 중기목표 발표(2009. 6) : 온실가스 2020
억 엔)
년에 2005년 대비 15% 감축
* 현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국회계류 중
* 50조 원 규모(2009~2012년)의 녹색뉴딜
- 녹색산업 지원근거 및 탄소배출권거래
정책(2009. 1) 추진
제 등 제도도입 근거 마련
- 녹색SOC, 저탄소·고효율산업기술, 친
한국
*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2009. 5), 녹
환경·녹색생활 등의 분야(9개 핵심, 27
색기술개발전략(2009. 5) 등 마련
개 연계사업)에 초점
*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발표
- 총 96만 개의 일자리 창출 예상
(2009. 7)
자료 : 오영석 외(2009).

4) 녹색산업의 점진적 부상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증가, 국제적 규제 강화, 각국의 녹색성장
전략에 따라 녹색산업은 향후 정보통신, 바이오와 함께 주요 성장산
업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녹색산업은 지식집약도가 높은
첨단기술산업으로 향후 성장가능성 및 고용유발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 산업의 녹색화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녹
색기술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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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령화·저출산의 진전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는데, 특히 선진국 중심의 고
령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생산가능인력이 부족하여 세계 각국
은 생산인력 확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선진국
은 노동인력 부족, 의료·보건 환경이 개선된 개도국은 젊은 인구의
폭발적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생산의 중심이 낮은 인건비와 높
은 노동생산성을 보유한 개도국으로 이전되고 국제분업구조의 변화
<그림 2-5> 주요국의 출산율 추이
□ OECD 국가 출산율 비교

□ 국가별·연도별 출산율 추이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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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OECD(2009), Family Database.

자료 : 통계청.

<그림 2-6> 세계 권역별 60세 이상 인구비율 추이 및 전망(1950~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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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UN Department Economic&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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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속화될 것이다.
생산가능인력 부족에 직면한 선진국의 경우 고령·여성인력의 비
중이 확대되고, 해외 이민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다. 고령인
력의 부양과 활용을 위하여 연기금 비용이 증가할 것이고, 은퇴시기
연장, 임금피크제 등 다양한 방안이 강구될 것이다. 또한 지식기반사
회, IT 발달, 출산율 감소 등으로 여성인력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
고, 개발도상국의 전문 및 단순노동 인력의 선진국으로의 유입이 증
가할 것이다.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새로운 수요패턴이 대두되고 이로 인해 고
령친화산업이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층의 급속한 소비확대
추세 및 웰빙 상품 등 건강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의료산
업, 전자의료기기산업 등 실버산업이 발전할 것이다.

(5) 경제의 지식기반화·서비스화
세계 경제는 성장 동인으로서 지식·기술 등 무형자산이 노동·자
본 등 유형자산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해지는 경제의 지식기반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지식기반경제화를 촉진시키는 주요 동인은
IT 등 신기술의 발전, 글로벌화, 그리고 경제의 서비스화 등이다.
글로벌화는 경쟁촉진과 새로운 지식·기술 창출에의 유인을 제공
하는 한편, 지식·기술의 국가 간 이동을 확산함으로써 지식기반경
제화를 촉진하고 있다. 경제의 서비스화는 무형자산의 역할증대를
통해 지식기반경제화를 촉진하고, 향후 지식서비스산업이 신성장동
력으로 부상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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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부가가치 원천이 가치사슬상‘조립·가공’
에서‘서비스’
로 확산되는 한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수요패턴의 변
화에 따라 기존 제품뿐만 아니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조업의
서비스화 및 제조업·서비스업의 융합화가 진행되고 있다. 즉, 자동
차산업에서는 움직이는 공간으로서 자동차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강화가 진행되고 있고, 환경산업에서는 환경설비 제조뿐만
아니라 환경컨설팅, 배출권 거래 등 관련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제
조업·서비스업 융합화가 진전되고 있다.
가치사슬 중 고부가가치 단계에의 집중 및 제조업의 서비스 강화
추세에 따라 대규모 생산시설 없이 브랜드, 마케팅, 고객관리 등만을
수행하는 새로운 제조업 모델이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
분업구조의 진전에 따라 생산기능이 개도국으로 이전됨에 따라 생
산 이외의 가치사슬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게 할 것이다.

(6) 시사점
이상의 대내외 환경변화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한 것이 <표 2-16>이다. 첫째, 산업의 글로벌화 확대와 국제분업
의 진전으로 신흥국시장이 확대되는 반면, 경쟁이 촉진되면서 취약
부문인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와 효율적인 글로벌 네
트워크 구축이 더 중요해졌다.
둘째, 신기술의 발전과 기술 및 산업의 융합 촉진으로 새로운 시장
이 창출되는 반면,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못할 경우 기술격차가 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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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대내외 환경변화와 시사점
대내외 환경변화

기회

위협

시사점

산업의 글로벌화 - 시장확대
- 경쟁격화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확대와 국제분업 - 비용절감
- 중국 등 신흥국 -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의 진전
- 신흥시장 확대 의 추격
- 글로벌 네트워킹 구축
신기술발전과
기술 및 산업의
융합 촉진
환경·자원문제
심화
고령화·저출산
진전

- 기술혁신 촉진
- 새 로 운 시 장 - 기술패권·장벽
- 융합시스템 구축
창출
- 기술격차
- 새로운 인력 양성
- 녹색산업 발전
- 환경규제에 따른 - 에너지 구조 전환
- 에너지 효율
무역장벽
-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
제고
-생산가능인력
- 고령친화산업
- 인구구조에 대응한 산업구조 전환
부족
발전
- 생산성 제고를 위한 산업혁신 촉진
- 경제 활력 하락

경제의 지식기반
- 내수시장 창출 - 내수시장 잠식
화·서비스화

- 무형투자 확대
- 지식기반산업구조 확립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기술혁신의 효율성을 높이고, 융합에 대
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융합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셋째, 환경·자원문제가 심화되면서 녹색시장이 확대되지만 환경
규제에 따른 무역장벽으로 수출에 어려움도 발생한다. 따라서 신재
생에너지로의 에너지 구조 전환과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필
요하다.
넷째, 고령화·저출산의 진전으로 고령친화산업이 발전할 가능성
은 높아졌지만, 생산가능인력이 부족하고 경제 활력이 하락할 가능
성도 있다. 따라서 인구구조에 대응한 산업구조의 전환이 필요하고
생산성 제고를 위한 산업혁신이 촉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의 지식기반화와 서비스화로 새로운 내수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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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 부문의 경쟁력이 약해 외국기업들에 의
해 내수시장이 잠식될 가능성도 높다. 지식기반산업구조 확립을 위
해 기술 등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3장
성장패러다임의 전환과 산업정책 방향

1.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의 모색
글로벌 금융위기는 일부 지역에 국한되던 과거의 위기와 달리 그
간 진전된 글로벌화로 인해 세계 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빠른 시간 동
안 확산되면서 과거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주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확대·심화된 구조적 문제들이 완
화·해소되지 않은 시점에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외생적 충격을 추가
적으로 겪게 되었다. 현재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세계 경제침체는 한국 경제로 하여금 외환위기 이후와 차별되는 새
로운 국내외 경제환경에 직면하도록 만들고 있다.
최근의 세계 경제위기는 단순히 경기침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환경변화14)를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급변하는 국내외 경
제환경은 과거와 다른 형태의 성장패러다임을 필요로 하며 이는 경
제 패러다임의 조정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새로운 국내

14) 세계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논의는 본 보고서의 제2장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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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의 필요성
우리 산업의 문제
경제 전반의 역동성 하락
국내외 경제네트워크의 약화
부문 간 불균형 증가
환경·에너지·자원문제 본격화
고용문제 대두

대내외 환경변화
산업의 글로벌화 확대와 국제분업의 진전
신기술의 발전과 기술융합 촉진
환경·자원문제 심화
고령화·저출산의 진전
경제의 지식기반화·서비스화

우리 산업의 문제와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
새로운 성장패러다임 필요

외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그림 3-1> 참조).
경제성장이 진전됨에 따라 성장을 이끄는 성장요인도 변하고, 요
구되는 성장의 결과도 변화한다.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은 다음과 같
은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경제발전단계와 기술변화에 따
라 성장을 견인하는 주도적인 요인이 유형적 요인에서 무형적 요인
으로 진화되고 있다. 둘째, 글로벌 경제의 성장은 개별 경제주체가
모든 활동을 수행하기보다는 다양한 경제주체 간 글로벌 네트워킹
에 기반한 경쟁과 협력을 통해 가능하다. 셋째, 특정 부문 중심으로
성장을 견인해 온 과거 성장방식에서 취약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통
한 균형성장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넷째, 성장의 결과에 있어서
환경과 고용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한 각각의 요건들이 개별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통
합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새로운 성장패러다임 구성요소15)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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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주도성장(Innovation-led Growyh)이다. 혁신주도성장이
란‘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요소투입 위주의 성장에서 탈피하여 다양
한 혁신을 통한 기술발전이 주도하는 경제성장’
이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단순히 노동 공급이나 투자 확대 등 유
형자산의 양적 투입 증대로는 성장의 한계에 봉착하게 됨에 따라 지
식, 기술 등의 무형자산에 의한 혁신이 성장의 중요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다. 선진기술이나 제품의 모방을 통하여 산업을 발전시켜 왔으
나 선진국과의 기술 및 생산성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혁신에 기반
한 성장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IT에 기반한 혁신이 주를
이루었다면, IT, BT, NT 등 이종기술이나 산업 간 융합이 신기술 및 신
산업 창출을 선도하고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주도해 나갈 것이다.
둘째, 네트워크성장(Networked Growth)이다. 네트워크성장은 다
양한 경제주체들이 수평적으로 상호 연계되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하면서 개별 경제주체들이 동시에 성장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수평
적 상호 연계의 의미는 네트워크상에 있는 경제주체들이 수직적(종
속적)으로 의존하는 단선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
으로의 연계이다.
세계 경제환경은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국제분업이 심화되고 있
는데, 경영활동의 가치사슬별로 형성된 최적의 경제주체 간 네트워
킹이 향후 성장에 중요 요소로 등장할 전망이다. 세계적인 기업들은
비용절감을 위한 글로벌 아웃소싱, 혁신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오픈
15)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의 구성요소별 개념의 정의 및 범위, 결정요인, 정책제언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최성호 외(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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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베이션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과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인수합병(M&A), 그린필드 형태의
해외직접투자,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16)
셋째, 균형성장(Balanced Growth)이다. 균형성장17)은 한 나라를 구
성하는 다양한 부문 간에 생산성 격차가 축소되면서 부문 간 생산성
이 수렴하는 성장이다. 여기서 다양한 부문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내
수와 수출, 중소기업과 대기업, 지역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은 수출, 제조업, 대기업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수출-내수, 산업 간·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
고, 이들 부문 간 양극화가 경제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균
형성장이 지속적인 성장에 중요 요소로 등장하였다. 수출·내수, 산
업 간·기업 간 양극화는 대내외 충격에 대한 경제의 변동성을 증대
시키고, 고용 및 소득의 양극화를 가져왔다. 이는 물적·인적자본의
축적을 저해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게 된다. 균형성장은 취
약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선도부문과 함께 성장하게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한다.

16) 네트워크성장은 국내외를 망라한 경제주체 간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
나 본 보고서에서는 분석 범위를 가능한 한 좁게 잡기 위하여 글로벌 네트워킹
에 국한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17) 균형성장은 한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대내적 균형성장뿐 아니라 대외적 균형성
장도 있다. 대외적 균형성장은 넓은 의미에서는 각국의 1인당 GDP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격차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격차가 축소되는 성장이고, 좁은 의
미에서는 국가 간 거래에서 경상수지가 균형을 이루는 성장이다. 대내적 균형
과 대외적 균형은 상호 독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연계되어 있지만, 본 보고
서에서는 대내적 균형만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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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경제 양극화의 영향
경제의 특정부문
의존성 증대

▲

경제의
불안정성 증대

▲

고용증가 제약 및
민간소비 부진

▲

경기회복 지연

▲

▲▲

수출·내수
양극화
▲
▲

산업 간·기업 간
양극화
▲

▲

내수 기업
실적 약화

▲

▲

경제·사회적
불안정성 증대

▲

▲

저소득층·비정규직
교육훈련 기회감소

물적자본
축적 저해

▲

▲

낙후 산업 및
기업 신용제약

▲

고용 및 소득
양극화

▲

▲

인적자본
축적 저해

성
장
잠
재
력
훼
손

▲
▲

총요소생산성
정체

자료 : 국민경제자문회의(2006).

넷째, 녹색성장(Green Growth)이다.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
오염을 줄이고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려는 것이다. 즉,
녹색성장은 석유, 석탄 대신 태양, 풍력, 조력, 수소와 같은 청정 에너
지와 녹색기술을 통해 환경을 지키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
어 경제성장을 이루는 국가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다. 녹색성장의
핵심은 경제성장을 추구하되 자원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이를 다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는‘선순환 구조’
에 있다(녹
색성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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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의 결과로 나타나는 자원고갈,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
화가 전 지구적인 위협 요인으로 등장하면서 녹색성장은 지속가능
한 성장에 중요 요소로 등장하였다. 녹색성장은 단기적으로는 비용
을 발생시켜 경제성장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으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즉 녹색성장은 경제와 환경이 상충된다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양자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경제와 환경의
선순환’
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2008년 8·15 경
축사에서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
하였다. 산업 성장과 관련하여 녹색성장은 지식·기술집약형 신성장
동력의 창출과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을 창출하여 저탄소형 산업구
조로 전환함에 동시에 산업발전과 환경문제해결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모색하는 것이다.
다섯째, 일자리창출성장(Job Creation Growth)이다. 우리 산업의 구
조가 고성장-고고용 구조에서 저성장-저고용 구조로 변화되면서 더
이상 성장이 고용을 보장하지 않게 됨으로써 일자리 창출은 지속적
인 성장에 중요 요소로 등장하였다. 일자리는 궁극적으로 가장 효과
적인 후생증진 수단이며 혁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성
장을 가능케 한다. 일자리 창출은 복지 측면에서 뿐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성장 측면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부
상하고 있다. 산업 성장과 관련하여 일자리창출성장은 기존의 성장
패러다임에서와 같이 생산성 향상이 경제 규모의 확장을 통해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인적자본의 축적에 기반한 고용 확대는 다시 혁신
을 촉진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한
편, 고용유발효과가 큰 분야를 성장의 기반으로 재구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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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
과거 성장패러다임

새로운 성장패러다임

투입요소

노동, 자본 등에 기반한 요소투입

지식, 기술 등의 주도에 의한 혁신기반

생산과정

개별 경제주체 간 수직적 연계

다양한 경제주체 간 수평적 상호연계

성장기반

제조업, 수출, 대기업 중심

서비스업, 내수,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균형성장

GDP, 수출증대
성장의 결과 (에너지다소비, 환경오염 등)
GDP, 수출증대(고용 없는 성장)
구성요소 간
구성요소별 성장
관계

에너지절약, 환경보전을 통한 녹색성장
일자리창출성장
구성요소 간 통합과 조화에 기반한 성장

이상에서 언급한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의 구성요소들은 개별적으
로 보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혁신주도성장과 균형성장은 참
여정부(2003~2007) 시절 산업정책의 주된 목표였고, 네트워크성장,
녹색성장, 일자리창출성장도 2000년대 들어 계속 언급되면서 성장패
러다임 전환을 위한 노력이 있어 왔다. 그러나 대내외 환경변화와 우
리 산업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우리 산업은 과거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러한 성장방식은 여전히 자
리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의 구성요
소들은 아주 새롭지는 않지만, 향후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패러다임
으로 여전히 유효하다.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의 핵심은 개별 구성요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소 간의 통합 및 조화에 있다. 즉, 다섯 가지 구성요소별 성장이
아니라 이들이 통합해서 시너지를 올려 성장을 견인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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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 산업의 미래상
(1) 산업구조의 변화 방향
대내외 환경변화는 경제의 공급 측면이나 수요 측면의 변화를 통
해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즉 산업 간 상대적 자원배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글로벌화의 진전과 국제분업의 변화는 경쟁의 촉진과 새로
운 지식의 창출, 그리고 무역패턴의 질적 변화를 초래하면서 우리 산
업구조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중국, 인도 등 후발국의
부상은 새로운 고부가가치 분야에의 비교우위 창출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키면서 지식기반산업으로의 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킬 것으
로 전망된다. 후발국이 비교우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공업 등
저부가가치산업의 비중은 축소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기술·산업 간 융합화 진전은 미래 산업구조에 큰 변화를 가
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IT, BT 등 기술진화와 산업 간 융합에 따라 바
이오, 로봇, 나노, 통방융합의 발전, 고령화 및 삶의 질 추구에 따라
의료기기, 고령친화산업의 발전, 친환경 요구 및 자원의 고갈에 따라
LED조명 등 신산업군의 부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술
간 혹은 산업 간 융합은 기존의 개념과는 다른 상품과 서비스의 출현
을 예고한다.
셋째, 환경·에너지문제가 핵심 이슈로 등장하면서 신재생에너
지·환경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
지·환경산업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 에너지 안보 강화, 기후변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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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등 국가 전체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세 가지 중요
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
조의 정착으로 인하여 에너지·환경 이슈에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
이 있다. 녹색기술의 개발 등을 통해 기후변화협약에 효과적으로 대
응하는 경우 에너지다소비형 주력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의 기
회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후변화협약으로 인하여 지식기반산업, 특
히 지식서비스업의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저출산·고령화 트렌드로 인해 고령층 인구가 소비활동의
주도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향후 고령화 소비트렌드가 크게 부각되
고 고령친화산업이 급속히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자 임대주
택, 요양시설, 복지서비스뿐만 아니라 자산운용·보험, 여행 등 서비
스산업 전반이 확대될 전망이다. 고령친화 제조업은 급증하는 고령
층의 수요를 배경으로 할 뿐만 아니라 BT, NT, IT 등 앞으로의 핵심기
술의 발달과도 결부되어 있어 향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부상할 가
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경제의 지식기반화와 서비스화의 경향으로 인해 지
식기반 서비스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지
식서비스산업은‘Post 제조업 시대의 성장엔진’
으로서 고용문제를
해결할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제의 서비
스화와 서비스의 교역재화가 크게 진전된 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우리 경제에서도 (지식)서비스의 교역재화가 크게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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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대내외 환경변화와 산업구조 변화에의 시사
대내외 환경변화

주요 요소

- 중국·인도 등 개도국 부상
글로벌화·
- 무역·투자자유화
국제분업 변화
-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산업구조 변화에의 시사
- 기술사다리 위로 상승하려는 압력
가중과 비교우위 변화
- 지식기반 고부가가치산업 투자 확대

신기술의 발전· - IT·BT·NT·ET 등 신기술 간 융합 - 신기술·지식기반산업의 부상
기술융합 촉진 - 산업 간·산업내 융합산업의 부상 -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유가·원자재가격 불안정
환경·자원문제
- 기후변화협약 : CO2 감축
심화
- 국제무역의 환경규제

- 저탄소·녹색성장 전환
- 에너지·환경산업의 신성장동력화
- 녹색기술산업의 부상

저출산·고령화

- 초고령사회 진입
- 생산가능인구 정체·감소

- 고령화 소비트렌드
- 고령친화산업 부상
- 산업혁신 필요성 증대

경제의
지식기반화·
서비스화

- 경제의 지식기반화
- 경제의 서비스화
- 제조업의 서비스화

- 무형투자의 확대와 지식기반산업의
부상
- 특히, 지식서비스업의 부상과 교역
재화

(2) 우리 산업의 미래상
서비스업(내수부문)과 제조업(수출부문)이 경제성장을 주도하
는 균형성장
한국의 경제는 향후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한국의 산업구조는 향후 경제의 서비스화 현상으로 인
하여 서비스업의 비중이 상승하면서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제조업의
비중(실질 부가가치 기준)도 중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추세를 거의 그
대로 유지하면서 성장의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업의 부가가치가 전 산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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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경제 4대 부문의 산업구조 전망(실질 부가가치 기준)
단위 : %

1차산업
제조업
(경공업)
(중화학공업)
건설, SOC
서비스업
전 산업

1995
5.2
20.9
6.2
15.0
13.3
60.6
100.0

2000
4.3
25.1
5.7
19.4
10.0
60.6
100.0

2005
3.6
27.5
4.4
23.2
9.9
59.0
100.0

2009
3.5
28.3
3.8
24.5
9.4
58.8
100.0

2015
2.7
29.1
3.4
25.8
8.8
59.4
100.0

2020
2.3
29.0
3.0
26.2
8.3
60.4
100.0

자료 : 산업연구원.
주 : 1차산업에는 농림어업과 광업이, 건설·SOC에는 전기가스, 수도산업, 건설업이 포함되
며, 전 산업은 기초가격기준 총부가가치(GDP-순생산물세) 기준임.

질 기준)은 2009년에 58.8%에서 2015년과 2020년에는 각각 59.4%,
60.4%로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실
질 기준)은 2009년 28.3%에서 2015년과 2020년에는 각각 29.1%, 29.0%
로 지속적으로 높은 비중을 지속하면서 경제성장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전기·가스·수도·건설 부문은 중장기적으
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비스산업의 상대적 고성
장으로 인해 그 부가가치 비중은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명목 부가가치 기준의 산업구조는 향후 서비스업의 비중은 더욱
상승하고, 제조업의 비중은 하락하는 탈공업화 현상이 다소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전 산업 명목 부가가치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
는 비중은 2009년 60.7%에서 2015년과 2020년에는 각각 62.6%, 65.0%
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제조업의 비중은 2009년 27.7%에서 2015
년과 2020년에는 각각 27.0%, 25.6%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
한 서비스업의 비중상승과 제조업의 비중하락은 기본적으로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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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경제 4대 부문의 산업구조 전망(명목 부가가치 기준)
단위 : %

1차산업
제조업
(경공업)
(중화학공업)
건설, SOC
서비스
전 산업

1995
6.6
26.7
6.5
20.2
12.1
54.6
100.0

2000
4.9
28.3
6.1
22.1
9.5
57.3
100.0

2005
3.6
27.5
4.4
23.2
9.9
59.0
100.0

2009
2.8
27.7
4.0
23.7
8.8
60.7
100.0

2015
2.1
27.0
3.9
23.2
8.2
62.6
100.0

2020
1.7
25.6
3.7
21.9
7.7
65.0
100.0

자료 : 산업연구원.

의 빠른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서비스업에 대한 제조업
의 상대가격 하락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명목 부가가치 기준으로나 실질 부가가치 기준으로 서비
스업의 비중이 상승한다는 것은 한국의 경제에서도 선진국이 이미
경험한 바와 같은 경제의 서비스화 현상이 진전되어 간다는 것을 의
미한다. 소득탄력성이 높은 서비스산업은 소득수준이 상승하면서
서비스의 질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다양화·고도화되어 수요 측면
의 잠재력이 크고, 공급 측면에서도 정보화·자동화 등 기술혁신이
진전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
가된다. 서비스산업의 성장은 제조업의 서비스화 현상으로 인하여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비즈니스 서비스(생산자 서비스) 부문과
문화·콘텐츠 등 소프트웨어 부문, 그리고 고령화 트렌드로 인하여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서비스 부문 등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의 경우 명목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그 비중이 하락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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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실질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하락추세를 보이기보다는
안정적인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산업 내 구조고도화
촉진에 더하여 융합기술, 녹색기술산업 등의 발전을 통해 신성장동
력 및 새로운 비교우위를 창출하여 수출 산업화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제조업은 IT부문 등을 기준으로 기술
혁신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가격하락 추세가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경상가격 기준과는 달리 불변가격 기준으로는 높은 비중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지식기반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혁신주도성장
향후 IT, BT, NT, 녹색기술 등 신기술 및 융합기술의 발전, 후발국
의 부상에 따른 고부가가치 부문에서의 비교우위 창출 압력 지속, 그
리고 지식기반사회 및 경제의 서비스화 트렌드 부각 등으로 인해 지
식기반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산업 실질 부가가치 대비 지식기반산업의 비중은 2009년 39.8%
에서 2015년과 2020년에는 각각 43.2%, 45.5%로 크게 상승해 갈 것으
로 전망된다.
한편, 지식기반 제조업이 제조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30.9%에서 2015년과 2020년에는 각각 35.2%, 37.3%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기반 제조업은 IT 등 신기술산업, 융합기술산업, 그리
고 첨단기술산업 등에 의해서 주도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기반 서비스업이 서비스산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44.3%에서 2015년과 2020년에는 각각 47.5%, 50.0%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3장 성장패러다임의 전환과 산업정책 방향

95

<표 3-5> 지식기반산업의 비중변화 전망(실질 부가가치 기준)
단위 : %

지식기반산업

1995

2000

2005

2009

2015

2020

29.2

32.1

36.7

39.8

43.2

45.5

기타 산업

70.8

67.9

63.3

60.2

56.8

54.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산업연구원.
주 : 지식기반산업은 지식기반 제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합계임. 지식기반 제조업 : 의약
품 및 화장품, 기타 화학제품, 컴퓨터 및 사무기기, 반도체 및 전자부품, 영상음향기기, 통
신기기, 의료용 정밀기기, 기타 정밀기기, 항공기 ; 지식기반 서비스업 : 통신, 금융 및 보
험, 광고, 사업관련 서비스, 방송, 영화 및 연예, 기타 오락문화.

<표 3-6> 지식기반산업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내 비중변화 전망
(실질 부가가치 기준)
단위 : %

지식기반 제조업
제조업

기타 제조업
제조업 계
지식기반 서비스업

서비스

기타 서비스업
서비스업 계

1995

2000

2005

2009

2015

2020

9.3

17.2

24.1

30.9

35.2

37.3

90.7

82.8

75.9

69.1

64.8

62.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9.0

38.7

42.6

44.3

47.5

50.0

61.0

61.3

57.4

55.7

52.5

5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산업연구원.

제조업 내에서는 고기술산업이 성장을 주도
기술혁신의 가속화, 신기술 융합산업의 발달, 제조업 내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첨단 및 IT 산업 등 고위기술산업의 비중이 상승할 것
으로 전망된다. 고위기술산업의 제조업 내 비중은 2009년 30.0%에서
2015년과 2020년에는 각각 34.3%, 36.4%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중)저위기술산업의 비중은 중국 등 후발국의 부상에 따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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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제조업의 기술수준 산업군별 구조변화 전망(실질 부가가치 기준)
단위 : %

1995

2000

2005

2009

2015

2020

고위기술산업군

8.1

15.7

22.8

30.0

34.3

36.4

중고위기술산업군

27.8

28.7

28.9

28.6

28.2

27.9

중저위기술산업군

37.0

33.3

32.4

28.3

26.3

25.7

저위기술산업군

27.0

22.4

15.9

13.2

11.2

10.0

제조업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산업연구원.
주 : 고위기술산업 : 의약품 및 화장품, 항공기, ICT산업 ; 중고위기술산업 : 석유화학, 기타 화
학, 일반산업용기계, 특수산업용기계, 가정용 전기기기, 의료용 정밀기기, 기타 정밀기기,
자동차, 철도차량, 기타 수송기계 ; 중저위기술산업 : 석유 및 석탄제품, 고무제품, 플라스
틱, 유리 및 유리제품, 도기 및 자기제품,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철강, 비철금속 제품, 금
속제품, 전기기기 및 장치, 조선, 기타 제조업제품 ; 저위기술산업 : 식료품, 음료품, 담배,
섬유, 의복, 가죽 및 모피제품, 신발, 목재 및 나무제품, 펄프 및 종이, 인쇄, 출판 및 복제,
가구.

대적 경쟁력의 상실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녹색기술산업의 부상
향후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국제적인 이산화탄소 발생 저감노력과
환경보호에의 요구 증대로 인해 녹색기술산업의 시장은 국내외적으
로 급속히 팽창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산화
탄소 감축을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환경·에너지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녹색성장전략에 따른
전략적 투자확대로 인해 향후 녹색기술산업의 시장 및 생산규모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7개 녹색기술산업의 전체 국내시장 규모는 2007년 약 370억 달러
에서 2020년에는 약 2,300억 달러로 증가하여 동 기간 중 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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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문별로는, 에너
지원 기술산업이 연평균 23.1%의 고성장을 유지하고, 산업공간 녹색
화와 무공해 경제활동도 동 기간 중 각각 21.5%와 18.0%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7개 녹색기술업의 전체 국내생산은 그 절대규모나 성장률 면에
서 국내수요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녹색기술산업의 전체 국내

<표 3-8> 녹색기술산업의 국내시장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

2007

2012

2020

연평균 증가율
(2007~2020)

산업공간 녹색화
환경보호
에너지 고효율화
무공해 경제활동
에너지원

7,246
1,623
24,959
1,763
1,403

33,711
2,092
43,623
4,033
5,652

91,341
3,890
98,295
15,161
20,895

21.5
7.0
11.1
18.0
23.1

녹색기술 계

36,994

89,111

229,582

15.1

자료 : 녹색성장위원회(시장전망은 산업연구원 총괄작업), 2009.

<표 3-9> 녹색기술산업의 국내생산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

2007

2012

2020

연평균 증가율
(2007~2020)

산업공간녹색화
환경보호
에너지고효율화
무공해경제활동
에너지원

7,516
1,646
30,572
1,763
1,202

48,148
2,548
58,451
4,033
7,286

121,370
6,012
135,441
15,161
58,310

23.9
10.5
12.1
18.0
34.8

계

42,699

120,466

336,294

17.2

자료 : 녹색성장위원회(시장전망은 산업연구원 총괄작업),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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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규모는 2007년 약 430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약 3,360억 달러로
증가하여 동 기간 중 약 17.2%의 증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문별로는, 에너지원 기술산업과 산업공간 녹색화 부문이 각각 연
평균 34.8%, 23.9%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녹색기술산업의 국내생산이 국내수요보다 규모 및 성장률
면에서 더 크다는 것은 녹색기술산업이 향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할 뿐만 아니라 교역재를 중심으로 한 부문에서는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도 부상하게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3. 새로운 성장패러다임과 산업정책
(1) 산업정책의 필요성
첨단기술 전쟁의 심화, 중국의 급성장과 금융위기에 따른 국제 경
제공조의 강화 등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다수의
대내외 환경변화가 동시에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대내
외 환경변화는 산업정책의 범위와 한계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그에
맞게 산업정책의 내용을 재편해야 할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글로벌화의 급진전에 따른 국제무역질서의 재편은 교역을 통한
경제후생의 증대와 경제발전의 기회증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
지만, 이와 동시에 선진국 글로벌 기업들에 의한 시장집중의 심화와
영향력 증대라는 부정적 효과 또한 나타나고 있다. 거대해진 소수 글
로벌 기업의 목표와 전략에 의해 세계 금융·실물·원자재 시장이 지
배되면서 이들에 의해 결정되는 가치사슬과 네트워크(기획·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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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판매)에 편입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들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
력을 확보하느냐의 여부가 비글로벌 기업의 성쇠와 생사를 좌우하
게 된 것이다.
또한 글로벌화로 인한 시장과 경쟁의 세계적 확대는 기술우위와
기술선점을 가장 중요한 경쟁력 결정 요인으로 만들었다. 이는 과거
에 비해 월등히 큰 수익창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측면을 지
니지만, 동시에 생산물, 서비스, 자원, 정책 등의 영역에서 기술확보
를 위한 극심한 경쟁을 유발하여 끊임없는 혁신 노력을 요구받는 이
른바 혁신스트레스도 유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급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은 지역적 인접성과
경제적 연관성으로 인해 동아시아 및 세계 분업구조의 개편과정에
서 다른 국가보다 중국의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중
국의 경제발전을 기업경영의 효율화, 산업의 발전, 경제성장의 기회
로 활용하는 산업정책적 대응전략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산업정책의 주된 목표는 특정 산업 육성의 목표를 세우고, 이
를 위해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지원하며 공업용지, 전문인력 등 투
입요소를 공급하고 수출경쟁력을 갖추도록 산업역량을 강화하는 등
양적 산업화의 달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산업
화의 질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으로 시간과 비용이 더 소
요되더라도 지속가능한 고부가가치와 고급 일자리 창출 등의 파급
효과를 가지는 산업 활동을 지원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저탄소-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
의 국가발
전 전략은 산업정책에 대하여 이러한 측면의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
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발전의 새로운 여건을 반영하면서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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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을 풍부하게 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선·후
진국 간을 막론한 전방위적 FTA의 체결, WTO 통상규범 강화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진전,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확산, 산업의 융복합 추
세 등 산업정책은 다양하고 복잡한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도록 요
구받고 있다.18)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에 따라 주요 선진국과 개도국에
서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정책의 역할과
수단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산업정책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
각을 가지고 있던 선진국에서마저 국민경제의 체계위험(system risk)
을 관리하기 위한 금융산업 구제조치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 등 광범
위한 산업에 대한 국가개입을 확대하였고, 개도국의 경우에도 위기
극복과 지속성장을 위하여 산업정책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개
도국에서는 생산활동과 내수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산업정책이
강화되어야 하며, 선진국도 개도국의 정책공간(policy space)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성숙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산업정책은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주장도 여전히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산업정책은 민간경제에 대
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의미하고, 따라서 시장경제의 원리와 배
치되는 측면이 적지 않다. 산업정책 비판론자들은 산업정책이 활용
되던 과거에 비해 오늘날 한국 경제는 시장경제가 매우 성숙한 단계
18) 산업정책은 고령화나 보건(health)과 같은 사회경제적 이슈까지 정책범주를 넓혀
가고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Daniele Paci and Stuart O. Schweitzer
(2006)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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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진입하였으며,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경제 내의 구조 및 이해관계
가 복잡다기화되었으며 개방화가 급진전되었기 때문에, 과도한 정
부개입에 의한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과거와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오히려 시장기능을 훼손하고 성장잠재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또한 산업문제도 가능한 한 시장기능으로 해결해야 부작용은 최
소화되고 성과는 최대화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산업정책은 시장
보완적이고 시장친화적인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정부 경제정책은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국가의 산업경쟁력이 제고된다고 주장한다.

(2) 주요국의 산업정책 동향 : 산업구조정책을 중심으로19)
1) 미국의 산업구조정책
미국 정부는 특정 산업부문을 육성하는 직접적이고 미시적이며
선택적인 정책조치로서의 산업정책을 시행하지 않음을 표방하고 있
다.20) 산업관련 정책에 관한 미국 정부의 정책기조는 자유경쟁이므로
반독점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함을 특징으로 한다. 물론 특정 산업에
편중하여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단
기적 조치로서 산업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도 하지만 경제정책의
19) 본 절의 내용은 전수봉·김인호 외(2009), p. 166~188 내용을 요약·전제하
였다.
20) OECD(200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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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원칙은 산업구조정책이 아니라 경쟁정책이라는 것이다. 이 원
칙은“국내시장의 경쟁이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높은 기업을 낳고,
이러한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 잘 경쟁할 수 있으며 경제성장
과 삶의 질을 증진시킨다”21)는 분석에 기초를 두고 있다. 또한 반독
점 정책이 경쟁과 효율성, 나아가 중장기적인 경쟁력 증진에도 기여
한다는 논리에도 근거를 두고 있다.22)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 정부도 산업구조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비록 의도적 목표와 일관적 체계에 의한 산업정
책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 정
부도 산업특정적 영향(industry-specific impact)을 가지는 다수의 정책
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상의 산업정책(de facto industrial
policy)은 미국 정부에 의하여 수십 년간 시행되어 오고 있다.23) 특히
농업과 같은 일부 분야에서는 정부보조가 시장기능을 무력화하고
있는 정도이다. 민주·공화 양당의 역대 정부는 제철이나 자동차 등
핵심산업의 시장을 보호하거나 부실기업을 구제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예를 들어 레이건·클린턴·부시 정부가 철강기업인 NYT를
지원한 것이 카터 정부가 1980년 크라이슬러의 부도를 막아준 것 등
이 대표적 사례이다. 과학기술연구, 군수·항공산업 등에서의 정부
지원은 그러한 분야의 선도기업(
‘winners’
)들을 창출하는 결과를 가
21) Deborah Platt Majoras(2007). 또한 다음도 참고. Lawrence White,
“Antitrust and Industrial Policy: A View from the U. S.”
22) 이러한 인식에 대한 경험적 근거는 다음에서 찾아볼 수 있음. Michael
Porter(1990), p. 117.(국내시장에서의 경쟁성과 산업경쟁력의 관계) pp. 665.
(보호주의적 정책의 실패).
23) Moran, Michael(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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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온 것도 사실이다.
한편 미국 정부는 균형 경제개발을 위한 정책도 활발하게 시행하
고 있다. 중소기업, 여성·소수인종 소유기업, 낙후지역 소재기업 등
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산업특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산업정책
의 범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 지원을 주도하는 기관인
미국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은 여성·소수인종 소
유기업 지원조직을 별도부서로 가지고 있으며, 국방부나 에너지부
도 균형 경제개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상무부 산하 경제개발청(Economic Development Administration)은
낙후 또는 불황 지역 개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경제조정지원제도(Economic Adjustment Assistance)에 의해 구조조정
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무역조정지원제도
(Trade Adjustment Assistance)에 의해 국제경쟁에 직면하고 있는 지역
을 지원하고 있다.
부시행정부의 경제기회지대(Economic Opportunity Zones) 프로그
램은 지역균형 경제개발 프로그램의 중요한 사례이다. 이 프로그램
은 2006회계연도 예산부터 10년간 100억 달러 예산을 신설하여 구조
조정에 임박한 지역에 경제기회지대를 창설하여 조세지원을 시행하
고 있다. 이와 함께 7개 연방기관에 분산되어 집행되고 있는 보조금,
대출, 조세지원 등의 35개 지역개발 예산 중에서 18개를 160억 달러
의 예산으로 통합하고 그중 37억 1,000만 달러를 경제개발청에 배정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주된 부분은 정리해고, 고실업, 빈곤 등 기
준을 초과하는 지역의 개발을 지원하며, 나머지 부분은 탁월한 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명확한 개발전략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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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지원하고 있다.

2) EU의 산업구조정책
EU집행위원회는 산업정책의 목표를 경쟁력(competitiveness)과 경
쟁(competition)을 일치시키는 데서 찾고 있다.24) 단일 시장 내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미국이나 일본 등
의 경쟁자에 대한 유럽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효과적 수단이라
는 데 핵심이 있다는 것이다.25)
EU 집행위원회가 1994년 발간한 유럽의 국제경쟁력 백서에 의하
면 EU 국가 정부들이 상당한 내용의 산업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백서는 산업부문 지원(sectoral industrial aid)이 시장을 왜곡하고 있음
을 지적하고 있다(EU Commission, 1994). 이에 따라 효율적 자원배분
을 위해서는 기업특정적 산업지원 수단을 일반적 투자 촉진이나 성
장산업 투자 또는 낙후지역 투자지원 등 수평적 정책수단으로 대체
해 나가는 개선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EU의 산업정책은 미국이나 일본과는 차별화되는 특징을 나타내
지만 EU 내부에서도 국가마다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26) EU의
산업정책은 EU 집행위 수준과 각국 정부 수준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시행되는 정책조치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핀란드는 지식을 중시하

24) Smith, Mitchell P.(2003), p. 3.
25) 이하 EU의 산업구조정책의 주요 내용은 Pelkmans(2006)를 참고하여 간추
린 내용이다.
26) Aiginger, K.(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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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클러스터적 접근에 기초한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중점을 두는 동
시에,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술발전에 역점을 두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영국은 외
국인투자 유치 전략이 항상 산업정책을 압도해 왔다. 프랑스도 특정
기술 지원을 선호하고 있다. 한편 동유럽의 새로운 EU 회원국들은
외국인투자에 초점을 맞추되 리스본 전략(Lisbon Strategy)의 취지에
따라 더욱 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

3) 일본의 산업구조정책
일본은 국제경제에의 통합과 산업정책의 시행을 통하여 2차 대전
후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27) 특히 워
싱턴 합의(Washington Consensus)의 내용과는 대조적으로 특정 산업,
제품, 또는 활동을 촉진하는 조치, 즉 산업부문 간 자원배분에 관해
비중립적 정책수단으로 구성되는 산업정책을 시행하여 성공한 대표
적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28)
일본 정부는 오랫동안 산업정책 수단으로 직·간접적 보조금이나
자본에 대한 특혜적 접근 등의 정책수단을 활용하였다. R&D 활동에
대한 직접보조, R&D 비용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공공 금융기관의 저
리대출 등에 의하여 첨단기술 분야를 지원해 오고 있다.
또한 지원대상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우선 혜택과 느슨
27) Noland, Marcus(2007).
28) 이하 일본의 산업구조정책의 주요 내용은 Yagi & Yasuda(2005)를 참고하여
간추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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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쟁정책에 의한 국내경쟁으로부터의 보호, 국제무역이나 외국
인투자에 대한 제한을 통한 대외경쟁으로부터의 보호 등을 시행하
였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국내 소비자들
로부터 지대를 획득하였고, 이를 대내외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
하는 데 활용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OECD가 제시한 성공적 혁신 시스템의 다섯 가지 조건에 대
하여 일본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열세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29) OECD가 지적하는 다섯 가지 조건은 산업-과학 연계, 국제적 산
업 연계, 대학·연구기관 등 과학기반, 기업가 정신, 혁신과 그 확산
을 촉진하는 기초적 조건 등이다. 또한 경제산업성의 신산업육성전
략에서 보이듯이 일본 정부는 아직도 부문별 지원의 틀에서 벗어나
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
위에 관하여 시장기능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
기 때문이거나 산업의 이익에 의하여 포획된 정부부서나 관료, 또는
특수한 관료적 선호나 인센티브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일본의 산업정책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은 R&D 지원과 금
융·세제 지원을 포함한 직접·간접 보조금 등 다양한 정책조치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후생증진이나 성장촉진에 관한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30) 오히려 성장하는 제조업에 대한 과세를 통하여
정치적 이해관계가 강한 광업, 에너지 부문과 경쟁력이 취약한 서
비스산업으로 자원이 이전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정작 제조
업 지원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재원만이 재투입된 것으로 평
29) Noland, Marcus(2007).
30) Ibid., pp. 25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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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정책의 효과 부재에 대한 비판과 국내외 정책환경의
변화는 산업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즉 일본 정부도 특
정 산업을 보호하거나 육성하는 산업정책이 어느 수준까지의 산업성
장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가의 창의적 이니셔티브 발
휘, 다양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 경제구조의 원활한 전환 등을 저해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31) 이에 따라 일본 경제산업성도 산업금융 애로
의 완화, 인적자원 개발과 고용 촉진, 산업 재활성화, 기업가 정신과
창업 지원 등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32)

(3) 산업정책의 재정립33)
산업정책의 역할 변화
새로운 성장패러다임하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고 산업의 미
래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활용가능한 정책 수단을 모두 고려할 필
요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선진국에서도 과거와 달리
경기침체, 생산부진, 산업경쟁력 확보, 기업회생, 고용유지 등 다양
한 목적을 위해 산업정책을 활용가능한 정책수단으로 검토·사용하
는 추세이다.
2000년대 초 이후 기존의 산업정책에 대한 시각에 반발하면서 신
31) OECD(2009b), p. 7.
32)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METI)(2003).
33) 산업정책의 재정립은 산업정책 전반에 대한 1차연도 작업 결과인 전수봉 외
(2009)를 토대로 구성하였다.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산업정책의 기조와 기
본방침이 바뀔 정도의 대내외 환경변화는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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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적 정책의 일반 적용을 비판하며 산업정책을 새로운 시각
으로 인식하고 새롭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
다.34) 특히 Rodrik은 산업정책이 실천적인 정책으로서 기능할 수 있고
효과를 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각국은 고유의 경제상황에
맞는 산업정책을 설계하고 이를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개선·활용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지속된 문제점들에 더하여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로 인한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구축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산업정책에 대해서도 새로운 검토가 요구
된다. 즉 광의의 산업정책 영역에 해당하는 기술, 인적자원, 규제, 환
경·에너지 등의 부문을 통해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의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을 살펴보면 우리 산업의 발전정도, 그
당시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정책 대상 및 성격을 변화시켜 왔
음을 알 수 있다.35) 우리나라 산업정책은 1962년 이후 1950년대의 수
입대체전략에서 탈피하여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으로 전환하였으며
산업정책의 성격도 시대를 달리하면서 변화를 거듭하였다. 1960년대
에는 경공업 위주의 수출주도형 전략을 추진하였고 1970년대에는 중
화학공업 육성정책을 시행하였으며 1980년대 들어서서는 중화학공
업분야의 산업합리화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는 경제의 자유화·개방화가 강조되면서 민간주도의 경제운용으로
34) 예를 들어 Hausman and Rodrik(2003), Stiglitz(2003), Rodrik(2004,
2007), World Bank(2005) 등 참조.
35) 전수봉 외(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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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됨에 따라 산업정책도 정부의 선별적·직접적 개입에서 벗어나
산업중립적인 기능별 산업정책으로 전환되었다.
1998년부터는 외환위기의 발생과 IMF 구제금융 신청에 따라 경제
운용에 있어 IMF 관리체제로 전환되었고 경제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산업구조조정 정책이 추진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
터는 과거 자본투입방식에 의한 성장전략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탈피하기 위해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였으며 경제 양
극화 문제의 해소를 위한 산업 간·기업 간·지역 간 동반발전전략을
추진하였다. 2008년 이후에는 FTA 등 대외개방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과 함께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시장친화
적 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다.

산업정책 비전 : 일자리 창출을 동반한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서 향후 산업정책은 일자리
창출을 동반한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
해 구체적인 산업정책 목표를 네 가지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표 310> 참조). 첫째, 녹색산업과 지식기반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저탄소형·지식집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
연구소, 기업 등 혁신주체들의 혁신 역량을 제고하여야 한다(혁신주
도성장, 녹색성장). 둘째,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경제성장을 이끌어가
고, 중소기업이 경제성장의 토대가 되도록 서비스산업과 중소기업
의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균형성장). 셋째,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한 경제주체의 혁신역량을 제고하여야 한다(네트워크성장). 넷째,
저탄소형·지식집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서비스산업·중소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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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성장패러다임 구성요소별 산업정책의 목표
산업정책의 목표
혁신주도성장

새로운
성장패러다임
구성요소

균형성장
네트워크성장
녹색성장
일자리창출성장

- 지식·기술집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 혁신주체들의 혁신 역량 제고
- 취약부문(중소기업,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 내수 확대
- 일자리 창출 촉진
-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한 경제주체의 혁신 역량 제고
- 저탄소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 녹색산업의 성장동력화
- 일자리 창출로 국민의 후생증진
- 혁신의 기회제공

경쟁력 강화, 글로벌 네트워킹 확대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
를 확대하여야 한다(일자리창출성장).

산업정책의 기조 : 경쟁·혁신·협력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산업정책은 세부산업
정책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건, 어떤 부문을 지원하건, 공정 경쟁을
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을 제고해야 할 뿐 아니라 협력의 가
치를 더욱 중시하고 이를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
경쟁·혁신·협력을 추구하다 보면 세부산업정책 간 상충되는 영
역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조정·종합하는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개별 산업정책 간 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 시너지효과
가 창출된다. 따라서 기존 주요 정책들의 연계성과 종합성을 평가하
고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각 부문 정책의 유기적
인 관계를 가시화할 수 있도록 산업정책 전반의 비전 작업도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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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6)
산업조직론에 입각한 전통적 산업정책에서는 주어진 시장구조에
서 기업의 부단한 효율성 추구를 유인하는 경쟁(competition)을 성장
의 핵심요인으로 지적한다. 다음으로 생산네트워크 이론에서는 가
치사슬을 중심으로 한 경제주체 간 연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치사
슬 내에 있는 경제주체 간 협력(cooperation)이 성장의 관건이라고 본
다. 마지막으로 혁신이론은 창조적 파괴가 지속되는 동태적 과정에
서는 경제주체들이 모인 생산네트워크가 지속적인 혁신(innovation)
없이는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런데 경쟁, 혁신, 협력은 서로 상충할 가능성이 있다. 경쟁은 주
어진 시점에서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하는 원동력이지만, 경쟁이 과
할 경우 혁신자원의 축적을 방해할 수 있다. 하지만 경쟁규율이 없을
경우 독점기업은 혁신보다는 현상유지나 경쟁배제를 도모할 수 있
다. 이러한 경쟁과 혁신의 상충 정도는 산업의 속성이나 기술발전 단
계별로 상이하다. 무차별적인 정태적 경쟁원칙의 고수는 동태적 경
쟁을 위한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킴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
지 못한다. 따라서 새로운 산업정책에서 강조해야 하는 것은 정태적
경쟁보다는 동태적 경쟁이다.
마찬가지로 협력과 경쟁도 경우에 따라 상충할 수 있다. 기업결
합은 협력의 내부화를 의미하지만 경쟁제한적 속성을 가진다. 최근
생산분화와 외주화로 다양한 협력관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기업 간
협력관계는 거래의 속성, 산업의 특성에 따라 경쟁제한의 정도가

36) 이하 전수봉 외(2009)에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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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산업정책의 비전과 세부산업정책
비전

일자리 창출을 동반한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목표)

- 저탄소형·지식집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 취약부분(중소기업·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한 경제주체의 혁신 역량 제고
- 일자리 창출 및 내수 확대

정책
기조

경쟁, 혁신, 협력의 촉진 및 조화

기술

세부
산업
정책

시스템적 기
술혁신 제도
개선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전략적 기술
혁신

인적자원

규제

질 중심·활용
중심의 인력양
성시스템구축
일-가정 양립
고용환경 조성

시장친화적인 규
제 시스템 구축과
지속적인 정비
규제개혁 실효성
향상을 위한 책임
성과 전문성 확보

환경·에너지
저탄소형 산
업구조로의
전환
녹색산업의
성장동력화

개별산업정책 간 조정기능 강화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새로운 성장패러다임
혁신주도성장 균형성장 네트워크성장
녹색성장 일자리창출성장

다르다. 이렇게 볼 때 새로운 성장패러다임하에서는 기업 간 경쟁
보다는 협력하는 기업이 모인 생산네트워크 간의 경쟁을 중시할 필
요가 있다.
협력과 혁신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기술이 복잡해지면 기술개
발에서 협력이 중시되는 경향이 있지만, 협력이 과도하면 고착효과
로 나타나 혁신을 저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산업정책의 핵심요건은
경쟁, 혁신, 협력이 어떻게 형성되고, 경우에 따라 상충하는 원칙 간
에 조화가 유지될 수 있는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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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산업정책은 경쟁, 혁신, 협력을 토대로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
능한 균형성장을 이룩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정책의 대상 범위를 일자
리 창출 및 환경·에너지를 포함한 정책으로 확대하고 기술정책, 인
적자원정책, 규제정책 등을 통하여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여야 한다
(<그림 3-3> 참조).

산업정책의 대상 범위 :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으로 인해 중요성이 높아지는 부문에서의 새
로운 정책수요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특히 녹색관련산업, 서비스
산업, 융합산업 등은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문
이면서 기존 산업정책에서 간과하고 있던 부문이다.
녹색관련 산업은 환경규제 등으로 성장할 것이나 환경규제는 산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경쟁력을 떨어뜨리므로 녹색기술 개발지
원 등 다양한 정책지원이 없으면 녹색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
다. 녹색성장에는 규제정책, 기술정책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반드
시 필요하다.
서비스산업과 관련하여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경쟁
압력이 미흡하여 경쟁력이 취약한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의 비경제
부문은 대국민서비스의 산업화에 따라 산업정책 차원에서의 개입이
필요하다.
융합산업은 기술의 융복합추세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융합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 생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융합제품 및
서비스는 기존의 산업체계에서는 구분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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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들 융합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새로운 성장패러다임하에서는 기존의 산업정책 대상 범
위를 뛰어넘는 새로운 분야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 또한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산업정책 대상 범위를 융통성 있게 조정 및 확대해 나
갈 필요가 있다.

산업정책에 대한 접근 : 통합적 접근을 통한 시너지 창출
향후 산업정책의 핵심은 세부정책들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다. 새
로운 성장패러다임의 구성요소 간에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상
충되는 내용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혁신주도성장과 녹색성장, 일자
리창출성장 등이다. 혁신만을 추구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녹색성장
과 일자리창출성장은 달성되기 어렵지만,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
은 혁신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에
대응한 산업정책은 포괄적이고 창의적인 관점에서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우리 산업정책의 비전인‘일자리 창출을 동반
한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된 모든 세부산업
정책들과 비전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정책수단 간, 세부정책
수단과 비전 간 상충을 방지하고 조정을 통하여 시너지를 창출하여
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기술정책, 인적자원정책, 규제정책 등 기능
적 정책과 환경·에너지관련 정책 등 부문별 정책들이 개별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되기보다는 이들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산업정책 체계
가 정립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술정책은 생산성 제고가 정책의 최
우선 목표이므로 생산성 제고 시 고용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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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능한 한 일자리 창출도 고려할 수 있도록 정책 간 조정이 이루
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세부산업정책 간 통합뿐 아니라 세부산업정책별 정책과제 간의
시너지 제고도 중요하다. <표 3-11>과 <표 3-12>는 새로운 성장패러
다임 구성요소와 세부산업정책들을 매트릭스화하여 뒤에서 살펴볼
제4장의 정책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세부산업정책별 정책현황과 향
후 정책과제 간에 커다란 차이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최근 들
어 우리 산업정책이 성장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기존정책이 수정보완되고 새로운 정책 및 계획들이 계속 제시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기술정책, 인적자원정책, 규제정책과 같은 기능별 산업정책은 새
로운 성장패러다임 모든 구성요소를 실현하는 데 필요하다. 이에 따
라 각각의 기능별 산업정책은 성장패러다임 구성요소별로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물론 <표 3-11>과 <표 3-12>의 각 셀에
들어 있는 정책과제들이 해당 성장패러다임의 구성요소와만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정책과제는 여러 개의 성장패러다임 구
성요소와 관련되어 있지만, 편의상 가장 밀접하다고 판단되는 성장
패러다임 구성요소와 연결시켰다.37) 환경·에너지정책은 앞에서 언
급한 기능별 산업정책의 도움을 받아 녹색성장을 유도하기 때문에
기능별 산업정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기술정책의 경우 혁신주도성장을 위해 기술선도를 위한 창조적
37) 따라서 셀이 비어 있다는 것은 관련 정책과제가 없다기보다는 다른 정책과제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향후 정책과제는 가능한 한 현재 추진 중인
정책과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다 보니 셀이 비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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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성장패러다임 구성요소별·세부산업정책별 정책 현황(예)
기술정책

인적자원정책

규제정책

환경·에너지정책

-기초·원천 연구 강화 - 이공계 인력양성 -규제형평제도 도입 - 녹색기술개발의
-사업화 종합지원 체
체계적 지원
혁신
계 확충
주도
-지식재산 강국 실현
성장
을 위한 법·제도 정
비
-서비스 R&D 지원체 - 중견기업에 대한 - 중소기업 규제영 -녹색전문기업 육성
계 구축
고급인력 지원
향평가제도 도입
균형 -중소기업의 글로벌
- 기업호민관 위촉·
성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운영
기술혁신 촉진지원
강화
-R&D 글로벌화 촉진
네트 을 위한 제도 선진화
워크 -국제과학비즈니스벨
성장 트 조성

녹색
성장

-글로벌 화학규제의
강화

-신재생에너지 공급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의무화제도 도입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환경규제의 지속적
강화
-에너지가격의 합리
적 개편방안 마련

-일자리 창출을 촉진 -유연근무제의 도입 -창업 및 공장설립
일자리
하기 위한 기술혁신 확산
관련 규제개혁을
창출
체제 구축
-산학협력의 고용창 통한 일자리 창출
성장
출기능 강화
주 : 제4장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R&D로의 R&D정책 방향 전환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술사
업화 촉진을 제시하고 있다.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쟁
력 제고와 융합화 촉진, 네트워크성장을 위해 R&D의 개방화 및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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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성장패러다임 구성요소별·세부산업정책별 향후 정책 과제(예)
기술정책

인적자원정책

규제정책

환경·에너지정책

- 창조적 R&D로 방 - 재교육을 통한 융 - 신성장동력 산업에
향전환
복합인력 양성 확 규제 네거티브시스
혁신 - 기술사업화 촉진 대
템 도입
주도 정책의 혁신적 개
- 전문성 제고를 위
성장 편
한 규제개혁관련
- R&D 투자 확대와
네트워크 구축
기업가 정신 고양

- 저탄소지향 제품구
조 고도화
- 기업의 녹색기술개
발 촉진을 위한 인
센티브 제공 확대

- 중소기업의 경쟁 - 중소·중견기업에 -지자체 개선 건의
력 제고를 위한 지 대한 고급인력 지 규제의 수용 확대
원 강화와 융합화 원제도 개편
촉진
- 직업교육과 연계
균형
된 산업기술대학
성장
모형 재정립
- 장기적 비전에 입
각한 다문화사회
구축

- 실질적인 대·중소
기업 협력관계 구축

네트
워크
성장

- 기술리더십 확보
를 위한 R&D의
개방화·글로벌화
촉진
- 재교육을 통한 녹
색인력 양성 확대

녹색
성장

일자리
창출
성장

- 외국 환경규제 생성
과정에의 적극 참여
유도
- 에너지가격체계의
합리화
- 산업경쟁력을 고려
한 환경규제 추진

- 정부 연구개발 투
자의 고용창출력
제고를 위한 기술
사업화 인프라
강화

주 : 제4장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벌화 촉진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자리창출성장을 위해서는 기술개
발에서 고용창출력이 높은 기술사업화 인프라 강화를 제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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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론 따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녹색성장을 위해 녹색기술개발
을 진행 중이다. 이렇듯 기술정책 내에 다양한 정책과제들이 수행되
고 있는데, 이들 정책과제들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상호 연계되
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즉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외국기업이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혁신주도-균형-녹색-균형-일자리창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인적자원정책의 경우 혁신주도성장을 위해 재교육을 통한 융복합
인력을 양성하고, 균형성장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인력 지원제도 개편을 제시하고 있다. 여성인력 활용 확대
를 위한 유연근무제를 확대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고, 기존의 녹색
관련 인력이나 글로벌 인력 양성을 통해 녹색성장과 네트워크성장
에도 기여하고 있다.
규제정책의 경우 혁신주도성장을 위해 신성장동력산업에 규제 네
거티브시스템 도입을, 균형성장을 위해 지자체 개선 건의 규제의 수
용 확대를 제시하였다. 일자리창출성장을 위해 규제영향분석 시 일
자리에 미치는 효과분석을 추가하고 내실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환경·에너지정책의 경우 혁신주도성장을 위해 저탄소지향 제품
구조 고도화를, 균형성장을 위해 녹색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
해 실질적인 대·중소기업 협력관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또한 네트
워크성장을 위해 국제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하고, 녹색성장을 위해
에너지가격체계의 합리화, 에너지 효율제고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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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
(1) 기술부문 현황 및 문제점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지식기반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등 과학기술은 경제성장의
원천으로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38) 이와 발맞추어 우리나라의 국가
총연구개발비(민간+정부) 중 돌파형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기초연
구의 비중이 2000년 12.6%에서 2009년 18.1%로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
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표 4-1> 참조).39) 그러나 정부 R&D 투자 중
기초연구의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다. 정
38)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7)에 따르면,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1971~1989년 동안 평균 23.3%에서 1990~2004년 동안 평균 30.4%로 증
가하였다.
39)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기초연구의 비중이 정체되고 있는데, 이는 응용·개
발연구 중심의 민간 R&D 투자가 정부의 R&D 투자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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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국가 총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추이
단위 : 조 원, %

2000

2002

2004

2006

2008

2009

기초연구
(비중)
응용연구
(비중)
개발연구
(비중)

1.75
(12.6)
3.37
(24.3)
8.73
(63.1)

2.37
(13.7)
3.76
(21.7)
11.19
(64.6)

3.40
(15.3)
4.71
(21.2)
14.07
(63.4)

4.14
(15.2)
5.43
(19.9)
17.77
(65.0)

5.54
(16.1)
6.77
(19.6)
22.19
(64.3)

6.85
(18.1)
7.57
(20.0)
23.51
(61.9)

합계

13.85
(100)

17.32
(100)

22.18
(100)

27.34
(100)

34.50
(100)

37.93
(100)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0).

부의 기초연구 투자비중은 25% 수준(23.0%, 2005년; 25.3%, 2009년)을
유지하고 있으나, 국방 연구개발을 제외하면 한국의 기초연구 투자
비중은 29.5%(2007년)로서 미국(45.9%, 2005년), 영국(42.5%, 2005년)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40)
우리나라의 국가 R&D 투자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에
는 3.37%로서 경제규모(국내총생산, GDP)에 대비해 보면 세계 4위로
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R&D 성과를 이전·사업화하는
역량은 취약하여 R&D 투자의 효율성은 낮은 상황에 있다(<표 4-2>
참조).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R&D 생산성41)은 2007년의 경
우 1.3%로서 미국(5.6%)과 비교하여 4배 이상 뒤떨어져 있다.
R&D 생산성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는 연구개발을 통한 강한 지적
40) 미국, 영국은 응용·개발연구 위주인 국방분야 연구개발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국방연구개발을 제외하고 비교하였다.
41) R&D 생산성은 협의의 개념으로서 투입 연구비 대비 기술료(royalty) 수입으
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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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우리나라 R&D 규모 및 효율성의 비교
현황
R&D 투자

R&D
생산성

국가 R&D 규모
기술개발 대비
국제비교 기술이전
(공공부문) R&D 대비
기술료수입
공공부문
국내
비교
민간부문

3.37% (GDP 대비 R&D 비중, 세계 4위, 2008년)
유럽 28.9%> 미국 25.2%> 한국 22.2% (2007년)
미국 5.6% > 한국 1.3%> 유럽 1.0% (2007년)
1.2건/10억 원 (R&D 대비 특허출원, 2007)
2.5건/10억 원 (R&D 대비 특허출원, 2007)

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2009).

재산권의 창출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연구개발 투자의 급속한 확대
에 따라 특허 등 지적재산권의 양적 생산은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으
나, 질적으로 우수한 지적재산권의 창출·확보는 미흡한 수준이다.
총 연구개발 투자(정부+민간) 규모는 37조 9,000억 원(2009년)으로 세
계 7위, 특허출원은 세계 4위 수준이나, 세계 상위 10위 특허 중 우리
나라가 자체 개발·확보한 특허기술은 전무한 실정이다. R&D 생산성
이 저조한 또 하나의 원인으로는 특허 등 연구개발 성과의 경제·산
업적 활용이 정책적·제도적인 이유로 부족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
다. 예를 들면, 연구결과에 따른 기업의 사업수익이 연구자의 연구활
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연결되지 않아 창의성이 발현되는 풍토
가 미약한 상황이다. 또한, 지식재산을 사업화하기 위한 금융시스템
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고, 정부의 사업화 지원 예산도 부족한 형
편이다.
한편, 연구개발의 글로벌 네트워킹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 이유로는 우선 국내 R&D 투자규모 및 역량의 한계를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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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기술 선도국과의 공동연구 및 해외 우수인력의 활용이 필
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첨단과학기술의 대형화, 융·복합화 및 기술
수명의 단축 등에 따른 위험 증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으로
부터의 기술도입, 공동연구 등 개방형 연구개발(Open and Global
R&D)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R&D 글로벌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
으나, 실제로 글로벌 공동연구·아웃소싱 등 협력활동은 저조한 상
황이다. 투자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 정부 R&D 예산 중 국제
공동연구 관련 예산비중은 2008년 7.5%로서 핀란드(54.1%, 2005년),
독일(25%, 2005년), 일본(9.8%, 2005년) 등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기업 R&D 투자의 해외진출(2.9%, 2005년) 역시 유럽(34.9%,
2005년), 미국(33.0%, 2005년) 등에 비하여 떨어진다. 연구성과 측면
에서도 연구원 1,000명당 국제공동 특허건수는 2008년 0.15건으로 같
은 해 OECD 평균(0.6건)의 25%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구상한‘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은 세계적 두뇌를 결집할 수 있는 국제적인 기초과학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
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2010. 12) 되었으나 세종
시 수정안 부결(2010. 6. 29) 등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지연되었고, 입
지 선정과 관련하여 다시 원점에서부터 출발하여 유치 경쟁이 치열
한 상황이다.
기술혁신 활동 수준도 산업과 기업규모에 따라 불균형 현상이 심
각하다.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R&D 투자(37조 9,000억 원)
중 서비스업의 비중은 7.1%(2조 7,000억 원)에 불과하다(<그림 4-1>

제4장 세부산업정책별 정책 방향 및 과제

123

참조). 이는 국내총생산의 28.8%를 차지하는 제조업에의 R&D 투자
비중이 64.1%임을 고려할 때 R&D 투자가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서비스업에의 R&D 투자비중도 1998년 12.0%에
서 2007년 7.2%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
다. 민간 R&D 중 서비스업의 비중은 우리나라가 9.4%(2009년)로서 미
국(29.6%, 2006년), 영국(23.2%, 2006년)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낮
은 수준에 있다. 정부 R&D 투자 중 서비스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2,792억 원, 2008년)로서 독일(15%, 2004년)의 1/7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서비스 R&D의 투자도 정보통신 분야에 비해 의료, 교육, 문화, 관
광 등 주요 서비스 업종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GDP의
26%를 차지하는 의료·복지, 교육, 유통, 음식숙박업, 문화·오락에
대한 R&D 투자는 국가 전체 R&D 투자의 0.65%에 불과하다. 또한, 제
품과 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한‘제품의 서비스

<그림 4-1> 서비스 R&D의 개념 및 범위
제조업 등

서비스산업

융합
혁신영역

기존 R&D 영역

기존 R&D 영역

서비스 R&D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10b).

① 새로운 서비스 상품 구현을
위한 요소기술 개발
*(예시) 홈뱅킹 S/W 개발
② 서비스산업에 필요한 장비
개발
*(예시) 통신장비
③ 제품의 서비스화 등
*(예시) i-Pod(제품)+
i-Tunes(서비스)
④ 비즈니스 모델 혁신 등
*(예시) 옥션, 인터넷 쇼핑
몰 11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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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대한 R&D 투자는 사실상 거의 없는 실정이다. 반면에, 선진 기
업들은 서비스부문 확대, 제품의 서비스화 등을 통해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기업규모에 따라서도 기술혁신 활동의 불균형 현상이 관측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R&D 투자규모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
은 수준이며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도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수준
에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R&D 투자는 2007년 기준으로 미국의
1/10.6, 일본의 1/2.2 수준에 있으며, 중소기업의 연구원 1인당 연구비
(7,600만 원)는 대기업(1억 7,000만 원)의 1/2 이하의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사업화 능력이 취약하여 투자효율성
및 R&D 사업화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의 R&D 투자가 생산
성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대기업의 65%(0.17/0.26)에 불과하며, 사업
화능력도 세계 최고 대비 2004년 75%에서 2007년 73.7%로 오히려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R&D 전담조직 등 기술혁신 인프라가 취약하
여 기술역량 제고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장비를 완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4.3%에 불과하고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5인 이상 중소제조업의 10.5%의 수준에 머무는 등 인프
라가 취약하여 R&D 자립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명박정부는 고유가 등 자원위기와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기
<그림 4-2>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성장의 관계
▲

▲

저탄소화

환경보호
▲▲

녹색기술개발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2008).

▲

▲

녹색산업화

경제성장

녹색
성장

환경보호와
= 경제성장의
선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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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미래지향적 저탄소 녹색성장을 2008년 8·15 경축사를 통해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하였다. 녹색기술은 저탄소화와 녹색산업
화에 기여하여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이 선순환되는 녹색성장의 전략
적 구심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그림 4-2> 참조).42)
특히, 탄소배출권 거래,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소재 등 녹색시장
규모가 급속히 성장하여 2020년 3,000조 원으로 전망되는 등 녹색기
술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주요 성장동력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녹색기술은 기존 산업에 비해 높은 일자리 창출효과를 나타내므로
‘고용 없는 성장’
의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43)
그러나, 우리나라 녹색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50~70%로 낮은 실
정에 있다.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 분야는 62%, 원자력·핵융합 분야
는 64%, 수소·연료전지 분야는 55% 수준에 불과하다. 특허의 피인용
수는 녹색기술 전 분야에서 선진국 대비 10% 이하로 특허의 질적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1998~2007년 동안 선진국 대비
논문 수는 18%, 논문당 피인용 횟수는 48%, 특허건수는 18% 내외이
며, 특허당 피인용 횟수는 5% 이하이다. 환경,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
무역수지는 0.15로 우리나라 전체 기술무역수지(0.39)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까지도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 R&D 투자는 낮은 수준에 있다. 녹색기술 관련 정부 R&D 투자는
9,000억 원(2007년)으로 정부 전체 R&D 투자의 9.3%에 불과하다.
42) 저탄소화는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CO2 감축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
는 것을 의미하고, 녹색산업화는 녹색기술, 환경친화적 비즈니스모델 등을 통
해 신시장을 창출함으로써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것을 뜻한다.
43) 예를 들면, 태양광산업은 기존 화석에너지 분야에 비해 7~11배의 일자리를 창
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Kamme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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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의 고용창출력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기술정책은 고용
확대를 명시적인 목표로 삼지 않았으며, 기업이 추구하는 기술혁신
의 대부분이 공정혁신, 자동화와 같은 고용축소형에 치중된 결과 고
용 없는 성장을 야기하였다고 볼 수 있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0a). 그 결과, 꾸준한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 효과는 주
요국에 비해 현저히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R&D 투자의 상위
기업을 대상으로 국제비교를 한 결과, 우리나라는 지난 3년간 R&D
투자는 8.4% 증가하여 중간 수준이었으나, 종업원 수 증가율은 0.6%
에 그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공계 인력의 경우 전공지식을 활용한 취업은 1/3의 수준에 불과
하다. 2008년 이공계 전공자 가운데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15.1%,
실업자 비중이 2.2%를 차지하며, 취업한 이공계 전공자 중 관련 전문
직 외 취업자 비율이 50.9%에 달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직 비율
은 31.8%에 불과하다. 또한, 지난 10년 이상 추진되어 온 대학, 출연
연 등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 노력은 지원인력의 감소와 비정규직
화를 유발하여 최근에는 오히려 연구생산성 저하의 한 원인으로 지
적되기도 한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0b).

(2) 기술관련 정책 현황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초·원천 연구 강화
이명박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기초·원천연
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5년도에 수립한「기
초연구진흥종합계획(2006~2010)」을 2009년 1월에 전면 수정하였다.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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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내용은 기초연구 지원 확대,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체계
구축, 창의적 기초연구인력 양성 및 활용, 세계 수준의 기초연구 역
량 배양, 기초연구의 사회적·국제적 역할 강화를 통해 결과적으로
미래주도형 기초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세계 7대 과학기술강국 실현
을 견인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특히, 정부 R&D 예산 중 기초
연구의 투자비중을 2008년 25.6%(1조 8,000억 원)에서 2012년 35%(4조
원)로 확대하는 한편 현장의 연구비 수혜 체감률이 높은 기초연구사
업 중심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연구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한 사업화 종합지원 체계 확충
한편, 연구성과의 활용·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표 4-3> 참조). 제1차
촉진계획은 기술거래시장 조성 및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분
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다만, 기술이전·사업화 인프라의
체계적인 구축 및 사업화를 위한 기술금융·기술평가에 대한 고려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제2차 촉진계획에서는 공공기술 이전, R&D 성과 사업화, 국제협
력, 기술금융, 기술평가 등 전(全)방위적으로 기술이전·사업화를 촉
진하기 위한 기반 확충에 노력하였다. 다만,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들이 개별적으로 추진된 나머지, 상호 연계를 통한 실질적인 성과 창

44)「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의 기초원천연구 투자 확대계획 등에 기초연
구 진흥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수립주기를 일치시키
기 위하여「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의 기간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로 조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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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의 정책방향 비교
1차(2001~2005)

2차(2006~2008)
○기술이전·사업화 기반
확충

3차(2009~2011)

정책
방향

○기술거래시장 조성 및
활성화

○기술기반 글로벌 기업
육성

세부
추진
전략

○공공 기술이전·사업화
○기술거래시장 활성화
촉진
지원 및 제도 정비
○기술평가시스템/기술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금융 확대
기반 구축
○기반 확충/국제협력

추진
성과

○기술이전촉진법(2000. 1),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기술사업화 성공사례
기술거래소 설립, NTB
법(2006. 12), TLO,
창출
등
R&BD, Firstep 등

○기술자원의 발굴·관리
○전 주기적 사업화 지원
시스템 구축
○기업 성장단계별 기술
금융 공급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자료 : 지식경제부(2009).

출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제3차 촉진계획에서는‘기
술기반 글로벌 기업’
이라는 실질적 성공사례 창출에 주력하고「신성
장동력산업 육성 계획」,「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New IT 전략」
등 주요 산업발전 정책과 연계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기하였다.
장기적으로는 민간의 자생적인‘기술사업화 생태계’
가 조성될 수 있
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식재산강국 실현을 위한 법·제도 정비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기반사회로의 이행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무
총리실, 대법원 등 정부 13개 부처·기관이 2009년 7월 공동으로「지
식재산강국 실현 전략」을 마련하였다. 총 11개 중점 추진과제를 제
시하였는데, 지식재산의 경제·산업적 활용 촉진 분야, 글로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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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식재산 법·제도 마련 분야, 지식재산 관련 인프라 선진화 분야
로 구성되었다.
더 나아가, 2010년 4월에 정부는 지식재산 중심의 국가경쟁력 체
제로의 전환이라는 세계적 흐름을 반영하고 지식재산강국을 실현하
기 위한 정책적 추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지식재산기본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또한, 연구자 보상 강화 및 지식재산권 창출·활용
을 촉진하는 창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민간부문과
합동으로 2011~2015년간 5,000억 원 규모의 창의자본(invention capital)
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 7월에 지식재산관리회사인
(주)인털렉츄얼 디스커버리사를 설립하였다(<그림 4-3> 참조).45)
<그림 4-3> 창의자본의 투자 단계

창의자본의 R&D 단계별 투자
창의 자본

창의자본

투
자
규
모

민간투자시장

R&D 자본

신성장동력 펀드
Death Valley

투자 부재

벤처캐피털
아이디어

기계/응용연구

고도화

양산화

시장

자료 : (주)인털렉츄얼 디스커버리사 내부자료.

45) 창의자본은 아이디어나 특허권을 매입한 뒤 부가가치를 높여 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라이선싱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자본을 의미한다. 지식재산관리회
사는 실질적 생산·서비스 없이 지적재산권 라이선스를 목적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회사로서 InterDigital(미), NTP(미), Intellectual Ventures(미) 등
약 220여 개 기업이 활동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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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글로벌화를 위한 제도 선진화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R&D 역량을 조기에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국제협력의 필
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활동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수준에 머물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08년 7월에「R&D 국
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정책적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는
R&D 국제협력 관련 부처간 협의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선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제 공동연구의 특
수성을 반영하여 별도의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R&D 성과 평가체계
를 개편하기로 하였다.
사업 효율화 측면에서는 지원분야를 수월성에 입각하여 선택·집
중하고, 지원방식도 개선하기로 하였다. 예를 들면, 상호지원에 의한
공동연구과제 및 장기·대형 연구과제의 지원을 확대하고 R&D 사업
평가 등에 해외인력의 활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과제별 개선
방안은 2008년 7월에 확정된「과학기술기본계획」및 시행계획에 반
영하여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인재가 참여하는 개방적 연구체제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을 들 수 있다. 동 사업은 2007년 11
월에 한나라당 3대 공약과제 중 과학기술 분야 과제로 선정된 이후
여러 과정을 거쳐 2009년 1월에「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
으로 수립되고 추진되고 있다. 특히, 거점지역을 선정하여 세계적 수
준의 기초과학연구원을 설립하고 고급두뇌가 모이는 과학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하며, 교육·연구·산업 기능을 갖춘 국내외 타 지역에
기초과학연구원의 현지연구실(Site-Lab)을 지정하여 네트워크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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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서비스산업의 성장동력화 촉진을 위한 서비스 R&D 지원체계
구축
한편, 제조업의 육성으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한계가 노정됨
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고 서비
스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비스 R&D 활성화 정책」을 2010년 2
월에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새로운 서비스
사업을 발굴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향후 서비스시장의 개방
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 주요 추진전략으로는 서비스 R&D의 개념 정립 및 지원대상 범위
확대, 서비스 R&D에 대한 선도적 투자 확대, 서비스 특징을 반영한
R&D 지원체계 구축, 서비스 R&D 인프라 구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혁신 촉진지원 강화
중소기업은 기술혁신을 통해 매출을 증대시키고 매출증대는 고용
창출로 연결되며, 매출발생으로 얻어진 이익을 R&D에 재투자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간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
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을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5조에 의거하여 5년마다 수립하고 있
다. 제1차 촉진계획(2004~2008)에서는 정부의 선제적 R&D 지원을 통
한 중소기업의 R&D 투자 확대 유도, 혁신형 중소기업의 집중육성을
통한 매출·고용·R&D 투자 증가율 등에서의 높은 경제적 성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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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상용화 기술개발의 중점지원을 통한 소규모·초기기업의 기술
혁신 역량 제고, 다양한 기술혁신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
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제2차 촉진계획(2009~2013)에서는 경제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해
미래 성장유망분야에 지원역량을 집중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중소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 차원의 기술혁신촉진계
획을 수립하였다. 주요 추진전략으로는 녹색기술, 신성장동력, 지식
서비스 등 일자리 창출 분야 집중지원,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R&D예
산의 전략적 배분, R&D 투자 효율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 등을 채택
하였다. 특히,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형 유망 R&D과
제 사전 발굴·기획을 확대하고 R&D 사업화 지원 및 성과평가를 강
화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혁신 체제 구축
기술혁신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기술
혁신에 기반을 둔 일자리의 창출이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일찍이
과학기술 관계부처 공동으로‘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
을
마련(2005년 10월,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하였고, 2006년 6월 12개
부·처·청 합동으로 이 방안에 기초한「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
실천계획(2006~2010)」을 수립·추진하였다. 실천계획의 3대 기본방
향은 첫째, 전반적인 R&D 활동을 강화하여 과학기술 분야와 인접분
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둘째 취업기회 확대
와 취업능력 제고를 통해 이공계 인력의 공급과 수요 간 불일치 문제
를 해소시키며, 셋째 과학기술 분야의 구인·구직 활동을 원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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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취업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하는 것이다.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방향 및 편성(안)에 의하면,
기술혁신에 기반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첫째, 고용창출 효과, 전·후
방산업 파급효과 및 해외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높은 핵심 부품소재
개발에 투자를 집중하고, 둘째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을 확대하되, 단기·현장 애로기술 중심에서 장기·혁신형 기술
개발로 전환하며, 셋째 일자리 창출 및 제조업 동반성장형‘신성장
동력 고부가서비스’투자 확대 등을 추진한다.

(3) 향후 기술정책 방향 및 과제
1) 기본방향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시스템적 기술혁신제도 개선46)
정부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
가시켜 왔지만 아직은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
히, 소재 및 제품 설계기술 취약, 서비스부문의 연구개발 활동 부진,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미약, 글로벌화 및 기술이전·사업화 부진 등
이 기술혁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는 요소투입과 선진국 기술을 따라잡는 모방형 기술개발과는 다른
새로운 기술혁신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기술혁신 패러다임의 전환
46) 조윤애(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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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단기간에 특정 문제점의 개선만으로는 달성되기 어려우므로 시
스템적 개선을 통해 혁신주체들의 행위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의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성과 중심의 창조적 R&D와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개방
형 R&D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가시적 성장동력 창출을 견인하기 위한 전략적 기술혁신정책
강화
기술수명주기의 급격한 단축, 후발국의 비용우위 등으로 저숙련
노동력 및 노후설비 개체형 투자에 의존한 양적 성장은 더 이상 중소
기업의 유효한 성장전략이 될 수 없다(조영삼 외, 2009). 또한, 녹색성
장 국가전략은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경제성
장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혁신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윤우진, 2009). 한편, 경제위기 이후의 재도약을 위해
각국은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기업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개발을 국가 차원에서 모색하고 있다.
국내외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와 세계적 추세에 대응하고 실질적인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정책의 전략적 대응력을 제
고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부문은 향후 성장 전망을 낙관하기 어려
운 상황에 있으며, 성장체질의 근본적 개선과 혁신성 제고가 절실히
요구됨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 간 지식·기술의 융합을 추진할 필요
가 있다. 저탄소 기술 등 녹색기술이 경제성장으로 연계되기 위해서
는 고유한 기술적·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기술사업화 정
책을 수립·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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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축된 기술혁신 인프라와 보유자원으로 성장동력 창출의
모멘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형 기업가 정신을 새로운 생
산요소로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 R&D 투자의 고용
창출력 제고를 위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2) 세부정책과제
R&D 전략의 방향을 기술추격에서 기술선도 방식으로 전환47)
기존 주력산업의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해
서는 기존의 선진기술을 모방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고, R&D 투자
를 확대하더라도 경제적 성과로 나타나기 어렵다. 따라서 연구개발
전략을 응용·개발기술 중심의 기술추격(follower)에서 기초·원천기
술 중심의 기술선도(front-runner)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업이 창조적 R&D를 수행하는 데에는 자체 R&D뿐 아니라 외부
의 기술·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기업에 기술·지식을 제
공하는 중요한 공급원으로서 대학의 연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
다. 대학의 연구는 기업과의 연계 속에서 성장동력 창출의 기반이 되
는 기초연구에 중점 지원하고, 그 결과가 응용연구 및 개발, 사업화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존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기술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IT, BT, NT 등 신기술 및 기존

47) 조윤애(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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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의 융합을 촉진하여 새로운 분야를 창출하여야 한다. 신기술
분야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략분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어
경쟁이 매우 치열하므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융합기
술은 기존 제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므
로 이와 관련된 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핵심·원천기술 중심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구조를 개편하고
이 분야에 대한 정부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지원분야를
기초, 핵심, 원천기술 중심으로 집중시키고, 상용화 단계에서는 기업
들이 자발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조세감면 등의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가시적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술사업화 촉진 정책의 혁신적
개편
미래성장동력 창출 비전은 연구개발에 의한 기술적 성과보다 사
업화 과정을 거쳐 경제적 성과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나 현
재의 기술사업화 시스템은 양적·질적으로 미흡한 수준에 있다.
가시적인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사업화의 각 단계에 산재한
저효율 현상과 기술금융 공급의 부족 및 정부의 비효율성을 혁신적
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명박정부의 성장동력 비전으로 추
진하고 있는 신성장동력사업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개
방형 사업화 촉진, 기업가 정신 고양, 신성장동력펀드의 공공성 보
완, 녹색기술사업화 전담기구 설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성장동력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유효한 수준의 기술사업화 인
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또한 긴요하다. 기술사업화 예산의 임계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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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지식재산권 중심으로의 연구기획 방식 개편, 기술사업화 종합
지원센터의 설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는 성장동력 창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버
넌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술사업화 기본법(가칭)의 제정, 기술
사업화 정책 간 선제적 연계 강화, 사업화 정책의 총괄기구 상설화
및 실무지원기관의 확대 추진 등이 중점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기술 리더십 확보를 위한 R&D의 개방화·글로벌화 촉진48)
향후의 기술혁신은 선진국을 추격하는 것보다는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에 주력해야 하므로,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국내 R&D 자
원과 신기술, 첨단 핵심기술 등을 글로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달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연구개발 글로벌 허브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
록 외국의 기업, 대학, 비영리법인의 R&D 센터를 적극 유치하고, 고
급지식이나 기술교류를 위한 글로벌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기술개발은 기계장비 및 설비의 도입, 기술도입 등 명시화된
(codified) 지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기술인력 간 교류에 의한 암묵
적 지식의 획득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해외 연구기관, 대학,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선진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해야 한다. 200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외국기관과의 공동연구는
과제 수 기준으로 2.6%에 불과하다.

48) 조윤애(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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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은 자본, 인력, 기술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자원배분을 효율화하므로, FTA를
활용하여 기술협력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미 FTA를 계기로
미국 등 선진국은 물론 인도, 러시아 등 개도국의 기업 간 또는 산·
학·연 간 글로벌 기술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지원 강화와 융합화
촉진49)
경제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경제의
비중이 높고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제고할 필요
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R&D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김원규(2008)에 따르면, 대기업의 경우 R&D가 생산성에 미치는 긍
정적인 효과가 4년 후에 발생하여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반면, 중소
기업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단기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 정책은 산학연계 강화, 선도
기술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추면서 중소기업의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
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 등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하면서
최근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1980년대 말 일본과 같이 국내시장에서
수입제품과 심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글로벌화 추진으로
모기업과의 거래관계 또한 안정적·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상황

49) 김원규(2008)와 양현봉(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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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직면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둘러싼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요인은 중소기업으로 하
여금 신제품·신기술 개발, 신시장 진출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인
적·물적 경영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업종 중소기업 간 지식·기술 융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및 신사
업 창출이 필요하다. 향후 이업종 중소기업 간 지식·기술 교류 활성
화를 통해 신기술개발 및 신사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가칭)「중소기업 간 지식·기술융합 촉
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경제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R&D 투자 확대와 기업가 정신
고양50)
과거의 사례를 볼 때 경기침체기와 경제위기의 상황하에서는 경
제 전체의 R&D 투자가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국가의 잠재GDP와 잠재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외환위기 시에 R&D
투자가 GDP보다 더욱 크게 축소됨으로써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잠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우리나라의 R&D 투자는 외환위기 때와는 달리 크게 축소되
지는 않았으나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R&D 투자
증가율의 둔화 자체도 경제회복의 지연과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잠
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R&D 투자의 부진을

50) 김원규(2009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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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경제위기의 극복과 위기 이후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R&D 투자에
기반한 혁신과 기업가 정신의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서는 개방형·협력형 혁신체제의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며, 특히 녹색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와 관련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가 정신의 함양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창업과 관련된 기
업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진입규제의 철폐, 녹색산업 관련
규제의 완화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특히
청년층과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가 정신 관련 교육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정부 R&D 투자의 고용창출력 제고를 위한 기술사업화 인프라 강화
최근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따른 여파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R&D 투자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
었다. 정부의 R&D 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
여 실물투자와 고용의 확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김원규(2006)에 따르면 정부의 R&D 투자는 민간의 연구개
발 촉진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실물투자와 고용 확대
로의 연결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성과관리와
함께 기술의 경제성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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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촉진을 위해서 민간부문의 평가시장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가치 있는 기술의 시장화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금융 체
제의 구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거버넌스하의 연구개발사업에 일자리 창출 목표 고려 강화
2010년에는 연구개발정책에 새로운 거버넌스가 도입되었다(‘지
식경제 R&D 혁신전략’
, 2010년). 그동안 지식경제부 연구개발 사업
및 과제 선정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다는 비
판이 많았다. 기술 선택에 있어 고부가가치 vs 일자리 창출의 선택은
정책 차원을 넘어서는 이슈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그동
안 사업 혹은 과제 선정평가위원회가 주로 이공계 교수 중심으로 구
성되는 경향이 있었고, 따라서 사업 혹은 과제 선정에 있어 기술 논
의에 치중되었다는 것에도 기인한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마케팅
서베이 분야가 취약하여, 매출액과 고용 등의 경제성 평가가 쉽지 않
았던 것도 한 요인이다.
연구개발사업의 선정과정에 부가가치, 고용, 시장구조 등 경제성
평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2. 인적자원
(1) 인적자원부문 현황과 문제점
2000년대에는 지식기반사회의 심화와 더불어 고학력화가 심화되
었으며, 특히 석박사급 고급인력과 여성 고급인력의 공급이 확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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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혁신주도성장의 자원이 되고 있다. 특히 젊은 인재가 고갈되어
가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젊은 여성 인재 공급의 확대는 혁신
주도성장의 중요한 원천이다.
사람과 지식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식기반경제에서는 교육이
산업발전을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이 부각되기 때문에, 혁신주도성장
을 위해서는 질적 수준이 높은 고급인력의 공급이 중요하다. 정부의
과학기술인력정책은 1990년대 이후에는 산업발전에 선행하여 이공
계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는 정책을 견지하여 왔다. 즉, 교육정책은
산업발전에 잘 조응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이공계 석박사급을 비롯한 고급인력 공급 급증은
인력의 질 및 활용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성
인재도 진출하고 있지만, 아직도 여성고용 확대의 상당 부분은 서
비스업 저임금 일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2000년대 한국사
회의 인종, 문화적 다양성의 증가로‘단일민족’
이라는 통념이 도전
을 받고 있지만, 다문화사회의 비전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 합의
가 없다.
본 절에서는 2000년대 인적자원의 특징을 고학력화와 미스매치,
여성인력의 질적 상승 및 활용 확대, 다문화사회의 등장, 저출산 고
령화에 따른 청장년층 인력의 부족 등으로 요약하며, 앞의 세 요인에
대해서 살펴본다.51)
우선 고학력화와 미스매치 현황에 대해 살펴보자. <표 4-4>는 2000
년대의 인적자원 공급 특성이 고학력화 심화와 고학력 여성인력 공

51)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앞의 제2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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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수 추이
단위 : 명

1999

2009

전문대학

일반대학

대학원

대학원/
일반대학

전체

212,726

204,390

47,068

23.0%

남성

96,952

110,690

33,107

29.9%
14.9%

여성

115,774

93,700

13,961

여성 비율(%)

54.4

45.8

29.7

전체

199,421

279,059

85,597

30.7%

남성

87,321

147,128

46,252

31.4%

여성

112,100

131,931

39,345

29.8%

여성 비율(%)

56.2

47.3

46.0

자료 : 교육통계연보.

급의 확대임을 간명하게 보여준다. 대학원 졸업 석박사의 수는 1999
년 4만 7,068명에서 2009년 8만 5,597명으로 약 1.8배 증가하였다. 이
와 같은 대학원 졸업자 수의 증가는 대학원 졸업자 대비 4년제 일반
대학 졸업자 수에 대한 비중을 높여, 동 비중은 1999년에는 23.0%였
으나, 2009년에는 30.7%로 7.7%포인트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고학력 인력의 공급 증대는 2000년대 이후 지식기반경
제의 심화 발전의 기초요소가 되었지만, 한국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
고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이 현저해지면서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현상
도 심화시켰다.
2000년대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현상은 1990년대 이후 고등교육 확
대로 급속히 증가한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에 대해 심각하게 나타났
다. 대졸 이상의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에 비해 낮았지만, 이것은 대
졸자의 비경제활동인구로의 편입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다. 특히 가
장 활발하게 일할 것이 기대되는 대졸 청년층 중 취업준비 등으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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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대졸 청년층(25~29세) 비경제활동인구 중‘취업준비자’및
‘쉬었음’
의 비중 추이
300

(천 명)

(%)
48.2

250
200

54.5

51.3

80

42.5
36.3

60

150
131

100

202

184

160

106

40
20

50
0

100

32

36

41

2004

2005

2006

취업준비자

쉬었음

40

46

2007

2008

0

비중

자료 : 통계청 (2009a).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인구가 최근 증가하였다. 대졸 비경제활
동인구 중 취업준비를 하고 있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대졸자의 비중은 2004년 전체 대졸 비경제활동인구의 36.3% 정도였
지만, 2008년에는 그 비율이 54.5%로 증가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도 있지만, 대졸 이상 고학력자 공급에 비해 고학력 일자리 공급
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고학력 인력에 대한 수요는 경제발전 수준뿐만 아니라 숙련구조
에도 영향을 받는데, 한국의 숙련구조는 상대적으로 숙련직의 비중
이 높지 않은 것도 한 요인이다. 숙련직의 비중은 1994년 15.5%에서
2008년 20.9%로 증가하였지만, 아직도 OECD 평균 수준(39.7%, 2006
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즉, 노동시장은 고등교육의 확대에
충분히 조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2000년대 고학력화 심화와 이에 상응하는 일자리 부족 현상은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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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도성장의 원천이 되어야 할 이공계 박사급 그룹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공계 국내 박사인력 신규 배출 규모(플로)는 매년
증가하여, 2005년 이후에는 매년 약 4,000명에 달하고 있다. 반면 이공
계 박사급 연구개발인력 총수(스톡)는 최근 전혀 증가하고 있지 않
다. 대학·기업·공공연구기관 등 산·학·연 근무 전체 이공계 박사급
연구개발인력은 2005년 4만 2,255명, 2008년 4만 2,305명이다. 이에 비
해 2005년에서 2008년까지 신규박사는 약 1만 2,000명이 배출되었다.
이공계 박사급 인력 공급 증가의 배경으로는 우선 1997년 외환위
기 이후의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즉 IT BT 등 고위기술산업으로의
정책 전환으로 연구개발인력 등 과학기술인력 수요가 증가한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대학의 연구개발활동이 증가하면서 연구개발
의 주역인 박사과정생이 증가하고, 따라서 필연적으로 박사학위자
의 배출이 증가하였다. 또한 대학 특성화를 통한 인력양성에서의 역
할분담이 제대로 전개되지 않은 것도 박사학위자 과다배출의 요인
이다.52)
고학력화와 미스매치 현상은 또한 전문계고 교육의 붕괴로 나타
<표 4-5> 고등학교 졸업자 수 추이
단위 : 명

고등학교 전체

인문계고

전문계고

전문계고/전체(%)

1999년 전체

747,723

456,831

290,892

38.9

여성

361,624

231,503

148,121

41.0

2009년 전체

576,298

424,888

151,410

26.3

여성

272,637

203,175

69,462

25.5

자료 : 교육통계연보.
주 : 2010년‘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으로 전문계 고등학교가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
고로 재편될 예정이다. 단, 교육통계연보의 용어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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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2000년대 직업교육시스템의 위상 추락으로 전문계고 졸업자
수가 급감하였다(<표 4-5> 참조). 전문계고 졸업자 수는 1999년 38.9%
이었으나, 2009년에는 26.3%로 급감하였으며, 전문계고 여성 졸업자
수는 더욱 감소해 동 기간 동안 41.0%에서 25.5%로 하락하였다. 이것
은 1990년대 이후 대학교육 환경 및 제도의 변화로 비롯된 전문계고전문대학-산업대학으로 이어지는 직업교육시스템의 붕괴를 반영한
다. 이와 같은 전문계고 교육의 붕괴는 중소기업의 숙련인력 부족을
심화시키는 한 요인이다.
둘째로, 여성인력의 질적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고, 활용이 확대되
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젊은 인재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혁신주도성장에서 젊은 여성 인재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으며, 2000
년대에는 그 징표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53)
2000년대에는 고급인력 양성 부문에서 여성인력의 비율이 급속하
게 증가하였다. 여성 석박사의 수는 1999년 1만 3,961명이었으나 2009
년에는 3만 9,345명으로 약 2.8배 증가하였다. 동 기간 남성 석박사 수
는 약 1.3배 증가하였다(<표 4-4> 참조).54)
52) 대학평가가 SCI 게재실적 등 연구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학은 박사과정
을 설치하여 정부로부터의 연구 지원금을 수주하고 박사과정생의 논문지도를
통하여 대학의 연구실적을 높임으로써 대학 순위를 높일 수 있다.
53) 단, 여성인력은 2000년대에도 여전히 고령자, 장애인, 청년 등과 함께 취업애
로층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커브는 30대 초반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로 인하여 아직도 M 커브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
고 있다.
54) 대학진학률도 2009년부터 여학생 82.4%, 남학생은 81.6%로 여학생이 남학
생을 앞지르기 시작하였다. 미국대학에서도 여학생 비율은 남학생 비율보다 높
은데, 2000년 남학생 비율은 43%, 2010년은 41%이다. 이와 같은 남녀 간의
교육격차는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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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력의 질의 상대적 향상과 더불어 여성인력의 활용수준도
크게 개선되었다.55) 특히 직업 선호도가 높은 분야로 알려진 법조계
및 의사 등의 분야에 여성의 진출이 매우 활발하다. 1999년 신임판사
중 여성 비율은 8%였으나 2009년에는 69.8%로 급증하였다. 법조계
및 공무원에 여성 진출이 현격한 것은 기업부문의 여성 인재 활용 저
조로 공직으로 몰리는 효과도 있다. 다만 공학 계열의 경우 여성 비
율은 아직 낮은 편이며, 여성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은 2000년대
에도 상대적으로 부진한 추세이다.56) 이것은 저출산·고령화의 심화
로 젊은 인재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젊은 여성 인재의 활용은 중요하
며, 특히 혁신의 원천인 과학기술계에 젊은 여성 인재가 더욱 많이
공급되고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이다.
여성인력의 상위직으로의 진출도 활발하였지만, 2000년대에도 여
전히 여성고용 증가는 주로 하위 일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전병유·
김복순(2005)에 따르면, 여성고용의 증가는 여성고용의 양극화와 함
께 진행되고 있다. 2000~2004년간 상위 일자리 증가분은 32.9%를 여
성이 채웠는데, 이것은 2000년의 상위 일자리에서의 여성 비율 27.8%
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 반면, 여성은 이 기간 동안 하위 일자리 증가
분의 83.2%를 채웠다. 2000년 하위직에서의 여성 비율이 62.3%인 점
을 감안하면, 이것은 이 기간 동안 여성들의 하위 일자리로의 진출경

55) 미국에서도 여성의 고등교육 확대와 여성인력의 질의 상대적 향상은 여성인력
활용확대로 연결되어 급기야‘남성시대의 종언’
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2010년에는 관리전문직 분야에서 여성의 비율이 남성을 추월하여 51.4%에
달했다(애틀랜틱, 2010).
56) 자세한 내용은 최희선·조진환(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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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전체 결혼건수 중 국제결혼 건수 추이
단위 : 건수, %, 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총결혼
318,407 304,877 302,503 308,598 314,304 330,634 343,559 327,715 309,759
건수(A)
국제결혼
14,523 15,202 24,776 34,640 42,356 38,759 37,560 36,204 33,300
건수(B)
B/A(%)

4.6

5.0

8.2

11.2

13.5

11.7

10.9

11.0

10.8

자료 : 통계청(2009b).

향이 그 이전 시기에 비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57)
셋째로 2000년대에는 결혼이민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한국사회
의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전체 결혼건수
중 국제결혼 건수 비중은 2000년대 초반 급증하여 2005년에는 13.5%
에 도달하였으나 2000년대 후반 다소 하락하여 10%대로 안정화된 추
세이다(<표 4-6> 참조). 결혼건수는 초재혼을 모두 포함하므로, 내국
인 결혼은 반드시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반면 국제결
혼은 농촌·도시서민 총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출산율이 높다.
이것은 2000년대 이후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나는 자녀가 급증하고 있
으며, 미래의 인적자원 구성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임을 시사한다.
결혼이민자의 증가와 다문화가정 자녀 급증, 외국국적 동포의 증
가는 1990년대부터 증가한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한국이 다민족 다
문화사회로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미래 인적자
원 구성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이러한 요인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
57) 직업-산업 셀을 하나의 일자리 단위로 보고, 임금의 중간값을 일자리 질의 기준
으로 삼아서 일자리를 서열화한 다음 이를 10분위별로 구분하였다(전병유·김
복순,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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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 못하다.

(2) 인적자원관련 정책 현황
산업인력양성정책은 전통적으로 산업정책의 중요한 영역이며, 최
근에는 일자리창출정책의 일부도 산업정책의 영역에 포함되고 있
다. 산업정책은 전통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직접적인 정책목표로 표
방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자리 창출이 경제의 핵심과제로 등장함에
따라 산업정책에서도 일자리 창출은 중요한 전략목표가 되었다.58)
즉, 산업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그동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
한 창업, 기업 성장 및 시장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경로를 견지
하여 왔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산업정책의 여러 영역에서
일자리 창출의 목표가 직접적으로 고려되는 경향이 있다.
본 절에서는 산업인력양성정책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며, 특히 이
공계 인력양성정책, 연구개발인력 지원정책, 여성인력 활용정책, 산
학협력 인력양성정책 등에 대하여 문제점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공계 인력양성
우선 이공계 인력양성정책은 주로 공급규모( ) 위주로 입안·집
58) 산업정책에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전략목표로 등장한 것은 2007년부터이다.
2007년 산업자원부 업무계획에서 실물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혹은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산업정책 적극 추진’
이 중점 추진목표로 등장하였다.
2010년 지식경제부 업무보고에서는 경제체질을 강화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으로 산학협력의 고용창출 기능 강화, 지역경제의 일자리 창출능
력 확대, 고용 유인형 산업의 활성화 등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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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었는데, 이것은 고급인력 공급 과잉 및 수급 미스매치의 한 요인
이다. 양 중심의 인력양성정책의 단면은 다음과 같은 자료에도 잘 나
타나 있다.“지식경제부는 2010년까지 기계, 자동차, 조선, 섬유, 철
강, 화학, 반도체, 에너지 등 7개 산업의 기술인력 수급을 전망한 결
과, 2006년 이후에는 질적 수준은 말할 것도 없이 절대적인 수치에서
도 연 1만 8,000명이 부족한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전 산업에 걸쳐
인력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IT분야에서는 15만 6,000명이 모자라는 것
으로 전망하였다”(한국경제신문, 2002. 9. 2). 그러나 <그림 4-5>에서
보이듯이 최근 공학계열 졸업자의 취업률은 전체 대졸자 취업률과
비교해 높은 편은 아니었으며, 대졸 범용 IT인력의 경우 과잉 공급되
고 있는 실정이다.59)
인력양성정책 평가 또한 상당 부분 양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림 4-5> 대졸(4년제) 취업률 추이

자료 : 교육통계연보.

59) IT인력의 과잉 공급은 낮은 임금이 잘 반영하고 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 조사
에 따르면 조사대상 대기업의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초봉은 3,300만 원이며, 업
종별로 보면 IT업계가 가장 낮아 2,880만 원 수준이다. 연합뉴스, 201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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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로 부품소재 신뢰성 전문인력 양성사업 평가를 들 수 있다. 신
뢰성 전문인력 양성 인원 수는 대학원 기본과정 이수자 수와 실무핵
심과정(1일 혹은 3일) 이수자 수가 한 카테고리로 합산되고 있다(산
업연구원, 2008). 이와 같은 공급규모 중심의 인력정책은 양성 인력
의 질 관리에 소홀하게 되어 질적 미스매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인력 지원
중소·중견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는 일자리 창출 전략의 핵심
부분이다. 예를 들어 2010년 1월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제기
된‘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의 내용은 상당 부분 중소기업 인력의
미스매치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60) 동 프로젝트는 구인 기업과 구
직자를 연결해 주는 연계시스템과 관련된 부분과 중소기업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취업장려금을 주고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주는 부분 등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임금 및 고
용환경 등 근로조건이 대기업에 비해 계속적으로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에,61) 인력과 연결된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는 제한적이다.
60) 동 프로젝트는 2011년 상반기까지 지속되며, 고용 증대를 위한 주요 지원내용
은 구인 구직 DB를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취업 지원, 고용중개기관 간 정보교
류 시스템 구축, 민간고용중개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교육훈련기간 중 생
계비 대부, 취업장려금 지원, 전문 인턴제 실비,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 인력 지
원, 고용증대세액 공제제도 도입, 중소기업 작업환경 개선, 고용확대 노력 우수
지자체 교부금 배분 우대 등이다.
61) 전 산업 대기업의 임금은 1999~2006년간 197만 원에서 349만 원으로 1.8
배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의 임금은 140만 원에서 228만 원으로 1.6배 증가하
였다. 같은 기간 제조업 대기업의 임금은 189만 원에서 354만 원으로 1.9배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의 임금은 122만 원에서 212만 원으로 1.7배 증가하였
다(www.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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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식경제부는 중견기업의 경영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목적으로 2010년‘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전략’을 수립하였다. 동 정
책에는 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R&D·마케팅 등 전문인
력 확보 지원이 주요 내용 중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조건 개선은 수급모기업, 즉 대기
업과 관련된 부분이 많지만, 이와 같은 부분의 대-중소 상생협력 정
책에서의 포지셔닝이 부재하다. 공정거래정책이 인력활용에 큰 영
향을 미치는 한 예로 SW산업의 예를 들어보자. 동 업계에서는 몇몇
거대 기업이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데, 개발업무는 하청-재
하청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SW업계는 저가입찰의 논란이
많은데, 저가입찰의 폐해는 하청-재하청 중소기업에 전가될 우려가
있다.62) SW 중소기업에 능력 있는 IT인력이 공급되지 않는 중요한 이
유는 하청-재하청 중소기업 중 살아남는 기업이 많지 않다는 데 있
다. 즉, 저가입찰을 방지하고 하청업체의 인건비 집행을 감시하는 등
의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고급연구인력 지원정책은 이들 노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
획될 경우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박사급 연구인력의 노동은 창
의성과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자리 매치가 중요하다.
62) SW산업 저가입찰과 관련한 소송에서는“터무니 없는 저가입찰로 IT서비스 및
SW산업의 풍토와 생태계를 황폐화시킨다”
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것은
쌍용정보통신 측이 SKC & C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2010년 4월) 내용
의 일부이다. 삼성SDS 및 쌍용정보통신 측은 SKC & C 컨소시엄이 사업 예
산이 약 377억 원으로 책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60%인 약 226억 원
으로 입찰 참여하여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다른
예로는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문헌 의원이‘새여권 사업’
과 관련
하여 삼성SDS의 저가입찰 의혹을 제기한 것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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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자리 매치, 고용안정성, 성과배분기제의 적정성 등을 높인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그 효과가 높다.63)
이와 같은 관점에서‘중소기업고급인력고용지원사업’
이 2009년
도부터 다년도 사업으로 전환된 것은 바람직하다. 동 사업은 2004년
부터 매년 60~160억 원(2009년)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종업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과 미취
업 이공계 석박사 혹은 대기업 퇴직기술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박사
급 기준 연봉이 3,000만 원 정도이지만, 2년째 지원(2009년 최초 시
행)을 신청한 박사급 인력은 68명으로 전체 159명의 42.8%에 달하는
등 이용 실적이 높은 편이다.

유연근무제의 도입 확산
여성인력 활용정책은 이제 채용승진목표제와 같은 적극적 고용개
선조치(AA : affirmative action)로부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
제 도입 등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 지원정책으로 전환할 필요
가 있다.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은 단기간에는 여성 인력에게 혜택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남녀 모두에게 혜택을 주며, 일-삶 균형정책이
될 수 있다.64)
‘가정친화적’여성인력 활용정책은 새로운 고용제도·문화 도입
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가
63) 박사급 인력이‘무조건’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것은 아니다. 조건이 맞을 경우
중소·중견기업 일자리를 수용할 가능성은, 포스트닥은 65%, 연구교수는 57%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희선 외, 2009).
64) 예를 들어 KT는 2010년에는 재택근무 대상자를 여성직원 20명으로 정하였지
만, 내년부터는 남성직원에 대해서도 개방할 예정이다(최희선·조진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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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실시하고 있는 퍼플잡 등 정규직 파트타임제 등의 확산은 일자
리 창출 및 비정규직 고용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여성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인프라가 될 수 있는 유연근무제의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의 경우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은 2~7% 수준이다. EU 21
개국의 경우 10인 이상 기업의 약 50%가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
를 실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편이다(노동부, 2008).
여성인력정책은 여성 인재의 활용과 출산율 제고라는 현실적으로
잘 조화되지 않는 두 목표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
다. 현재는 정부 공공기관을 위시하여 출퇴근시차제, 재택근무, 유무
급 장기휴가 등을 도입 확산하는 단계이다. 이와 같은 근로시간과 관
계된 유연근무제의 초보적인 형태도 기업에 전반적으로 확산되기까
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재택근무, 출
퇴근시차제, 유무급 장기휴가 등은 시행되지만, 네덜란드 등 선진 유
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잡셰어링이나 정규직 파트타임 등은 매우 제
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산학협력의 고용창출 기능 강화
2010년 산학협력정책은 고용창출 기능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그동안의 산학협력 인력양성사업은 고용과의 연계가 미흡하였
기 때문이다. 정부는 새로이 산학융합단지 조성정책을 도입하여, 산
학협력이 지역 일자리 확대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산학협력정책은 참여정부하에서 신산학협력의 개념하에 급속히
확대되었다. 동 개념은 산학협력의 중심을 대학 또는 연구기관인 기
술공급자에서 기술수요자인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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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존의 산학협력 인력양성사업들은 맞춤형 인력양성보다는
대학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중되는 것이 특징
이다. 산학협력 인력양성사업 중 대학교육역량 강화의 예산비중은
50%이며, 맞춤형 교육·실습은 23.9%, 공동연구·기술지도는 9.3%, 재
직자재교육은 3.6% 등이다(지식경제부, 2010년).
기존의 산학협력 인력양성사업의 목표가 불명확한 것도 산학협력
인력양성사업이 고용과 직접적으로 연계되기 어려웠던 요인이다.
예를 들어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 등은 교육과 고용과의 연계를 분
명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지역혁신센터(RIC), 산학협력중심대학,
산학협력실 등 산학협력 인프라를 주로 대학에 조성하였다는 점도
산학협력 인력양성이 기업보다는 대학 중심으로 진행되고 지리적
접근성도 떨어지게 된 원인이다(지식경제부, 2010년).

(3) 향후 인적자원정책 방향 및 과제
1) 기본방향
질 중심·활용 중심의 인력양성시스템 구축
한국이 아직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에 맞는 숙련구조를 갖추지 못
한 원인은 주로 고급인력의 질 미흡에 따른 미스매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혁신주도성장을 위해서는 우선 고급인력의 역량을 높이기
65) 2003년「신산학협력 비전 및 추진전략」
의 주요 내용은 첫째, 수요자 중심의 맞
춤형 인력양성체제 구축, 둘째, 기술혁신형 연구개발, 셋째, 기술이전 및 기술
지도 확대, 넷째, 창업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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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정책 및 고급인력 수요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장치가 필요하
다. 기업의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가 낮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기업이
역량 있는 고급인력을 찾지 못해서인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공계 대졸 위주의 범용 인력이 초과 공급되고 있다는 점과는 달
리, 고급 전문인력의 공급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경제사회적으
로 합의된 바가 없다. 그러나 앞의 이공계 고급인력 활용수준에 관한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동 인력도 2000년대 중반 이후 전반적으로
과잉 공급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녹색 핵심인재양성 등 정부의
인력양성사업은 질 중심, 활용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일－가정 양립 가능한 고용환경 조성
새로운 성장패러다임하에서는 혁신을 우선으로 하면서도 고용친
화적인 산업정책이 정립되어야 하며, 각 산업정책의 영역에서 구체
적인 고용친화적 전략이 논의되어야 한다. 우선 인력양성이 일자리
와 연계되고 인력의 활용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지
속가능한 성장과 연계된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하도록 한다.
새로운 성장패러다임하에서는‘job creation through business’
를가
능하게 하는 제도적·문화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가장 시급한 영
역은 유연근무제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고용환경 개선이다.
저출산 고령화는 성장잠재력을 고갈시키는 심각한 문제 중의 하
나이므로, 일-가정 양립 고용환경 개선을 통하여 출산율 제고와 여성
인력 활용 제고를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에서 경력단
절에 따른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성취 욕구가 높은 많은 신세
대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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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나 단시간근로와 같은 근로시간 재배치(WTA : workingtime arrangements) 정책은 일자리 창출력이 줄어들고 있는 현대 자본
주의 경제가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고 고용을 통한 복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의 측면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
(WLB : work-life balance)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남녀 근로자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일-가정 양립 고용환경 개선은 단기적으로는 추가적 비용
을 발생시키며 또한 종종 혁신과 상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고용친화
적 산업정책이 정립된 이후에야 전반적인 확산이 가능하다. 즉, 산업
정책의 패러다임이 잡셰어링, 유연근무제 등 새로운 형태의 근무제
도를 포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장기적 발전에 관한 비전이 제시되
고 이에 조응하는 고용친화적 산업정책이 정립되어야 한다.

2) 세부정책과제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인력 지원제도 개편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및 고급 연구인력 고용확대를 목표로
하는‘중소기업고급인력고용지원사업’
과‘기술혁신형 중소·중견
기업 인력지원사업’(혹은 출연연연구인력파견제도, 이후 파견제도)
등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재편할 필요가 있다. 파견제도는 기존의
‘중소기업고급인력고용지원사업’
과는 달리 출연연의 기술인력을
파견·지원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이
다. 기존의‘중소기업고급인력고용지원사업’
은 인건비 지원을 통한
고급 연구인력 고용확대가 주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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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제도는 출연연으로부터 중소·중견기업으로 고급 기술인력
을 이동함으로써 출연연의 기술을 이전한다는 혁신적 아이디어에
입각하고 있으나, 현재 명실상부하지 못한 제도로 귀착될 소지가 있
는 등 시행초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현재 출연연 활용의 주
된 수단이 출연연 소속으로 외부인력을 새로이 모집하여 파견하는
정도이며, 이 경우 기존의‘중소기업고급인력고용지원사업’과 차별
성이 부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은 현재의 시장여건에서는 대
학과 출연연으로부터 기업으로의 고급 연구인력 이동이 쉽지 않다
는 데 기인한다.66) 따라서 본 제도는 현재의 시장여건을 고려한 장기
적이며 단계적인 로드맵 형태의 운영전략이 필요하다.67)

직업교육과 직접 연계된 산업기술대학 모형 재정립
인력수급 양성의 문제를 인력수급·양성의 미스매치와 핵심연구
인력 부족으로 파악할 때 산학협력 인력양성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
할 수 있는 핵심 방안 중의 하나이다. 대학특성화를 통한 인력양성의
역할분담이 지연됨에 따라, 상위권 대학의 경쟁력은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에 공급되는 기술인력의 질은 높아지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의 대학 졸업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
이다. 중소기업 중 대학 졸업자의 업무수행능력 평가에서 우수 이상
66) 이공계 고급인력의 2006~2009년간의 이직에 관한 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3
년간 전체 이직 138건 중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는 2007년 3건, 2008년 2건, 2009년 0건 등 총 5건에 불과하다. 동 조사의
전체 조사대상 인력은 636명이며, 이들은 대부분(전체의 약 85%) 박사학위
소지자이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9).
67) 최희선(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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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비율은 50.9%, 즉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중소기업연구원, 2008).
이것은 이공계 인력양성체제가 완결된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완결된 교육시스템이란 연구인력-기술인력-기능
인력 등 모든 수준에서 역량 있는 인력이 양성 공급된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등교육시스템에서 학부중심대학 및 직업교육과
직접 연계된 산업기술대학 모형, 즉 현장 기술인력 공급을 담당하는
기술교육 중심의 산업대학 유형이 정착할 필요가 있다.

재교육 훈련을 통한 녹색 인력 및 융복합 인력 양성 공급비중 확대
녹색 인력양성 및 융복합 인력양성은 질 중심, 재교육 중심의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지식경제부는 2008년‘New-IT산업 발전전략에 따
른 IT 인력 양성방안’
에 의거하여, 2012년까지 약 2,800억 원의 예산
을 투입하여, 약 2만 명의 IT인력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
다. 이것은 그동안 IT 인력양성이 IT 기반 융복합 추세에 대비하지 못
한 점 등에 기인한 산업계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같은 계획
은 2011년까지 IT분야의 석박사 고급인력이 약 7,700여 명가량 부족
할 것이라는 전망에 입각한 것이다(IT Daily, 2008. 7. 6.). 그러나 앞에
서도 지적하였듯이 현재 고급인력의 공급은 수요를 훨씬 초과한다.
이공계 박사 인력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
면, 융복합 인력양성의 상당 부분은 재교육 훈련을 통하여 공급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 비전에 입각한 다문화사회 구축
2000년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폭증은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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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목적으로 한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비용이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일관된 방향성을 확립하지 못한 상태이다. 장미혜 외(2008)에 따르면,
한국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반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폐쇄적인 이중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구사회가 겪고 있는 다문화사회의 문제들을 검토하여,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계급이하계급(under class)’
으로 귀착하지
않고 능동적인 산업인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다문화사회 구축을
위한 장기적 비전 수립이 필요하다.

3. 규제
(1) 규제부문 현황 및 문제점
정부가 행하는 규제는 생산과 소비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에서 경
쟁의 정도를 좌우하는 진입 제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기업
과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영향력 또한 규제의 양태에 따
라 일률적이지 않다. 그렇지만 규제도입으로 인한 정부실패로 초래
되는 비용이 규제의 순기능인 시장실패의 보완효과를 초과하고 자
원배분의 왜곡현상이 심해지면서, 정부규제는 경제적 성과와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80년대 이래 각종 규제개혁 정책을 지속적으
로 추진하여 왔다. 초기의 규제개혁은 국제적인 규제완화 추세에 부
응하면서 규제 수를 줄이는 양적 규제완화로부터 출발하였으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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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품질 제고로 규제
개혁 목표가 전환되었다. 최근에는 무한경쟁과 세계화가 심화되면
서 우리나라 기업이 경쟁국 기업과 세계 소비자들을 상대로 동등한
조건에서 기업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규제개혁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등록규제 수는 2009년 국무총리실에서
각 부처의 미등록규제에 대한 일제정비 작업을 통하여 누락규제를
발굴하여 등록함으로써 2008년 2월 말 5,247개에서 2010년 10월 15일
현재 7,038개로 크게 증가하였다.68) 국가경쟁력위원회(2009)에 의하
면 2008년 말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9개 경제부처의 미등록규제
수(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가 1만 2,443개로 추정될 만큼 많은
규제가 등록되지 않은 채 있었는데, 국무총리실은 2009년 한 해 동안
만 1,912개의 미등록된 주된 규제를 등록하였으며, 2010년 10월까지
334개를 추가로 등록하였다.
1997년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제등록제도를 규정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상당수의 미등록규제가 존재하였던 이유는
1998년 일괄등록과정에서의 누락, 의원입법으로 신설된 규제에 대한
관리 소홀, 규제개념 자체에 대한 담당자 이해부족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69)
한편, 등록규제 수는 크게 증가하였지만 폐지된 규제 수가 신설된
68) 동 수치는 주된 규제 기준이며, 국무총리실은 미등록규제를 주된 규제와 부수
규제로 구분하여 2008년 이후 규제등록통계를 지난 3월 16일부터 공개하고
있다(부수규제는 주된 규제를 부과하기 위한 사전 절차적 규제와 주된 규제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사후 보완적 규제).
69) 최진식(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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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2009년 신설·강화 규제심사 결과
등록
규제 수

심사규제 수

심사결과

합계

6,740

비중요
규제
786

171

957

61

개선·철회
권고
110

경제

4,006

409

64

473

16

48

64

사회

2,734

377

107

484

45

62

107

중요규제

계

원안의결

계
171

자료 : 규제개혁위원회(2010).
주 : 2009년 말 기준.

규제 수보다 많아 정부의 규제 폐지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2009년
중 폐지된 규제 수는 415개로서 신설된 규제 수 273개보다 많았으며,
2010년 10월까지 폐지규제 수는 90개인 반면, 신설규제 수는 40개에
불과하였다.
또한,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서는 엄
격한 규제심사를 실시하여, 2008년 중 935건의 신설·강화 규제에 대
하여 심사하여 중요규제로 분류된 239건 중 122건(51%)에 대해 개
선·철회를 권고하였다. 2009년에는 957건의 신설·강화 규제에 대하
여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여 중요규제로 분류된 171건 중 110건
(64.3%)에 대해 개선·철회를 권고하였다.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에 힘입어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
감도는 점차 향상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0년 실시한 지
난 2년간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 조사에서
국내 주요 기업들의 39.1%가‘만족한다’
라고 응답하여‘불만족한
다’
라는 응답 9.2%보다 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70) 그러나 이는 2008
년 2월 조사한 기업들의 만족도 기대수준 79.6%보다는 크게 낮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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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 결과 변화 추이
47.3%
39.1%
27.1%
16.9%

16.4%
8.9%
2004

2008

긍정적 응답비율(매우만족+약간만족)

9.2%
9.0%
2009

2010

부정적 응답비율(매우불만+약간불만)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2010).

으로, 출총제 폐지, 수도권 규제완화, 한시적 규제유예 등 혁신적인
규제조치가 단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기대하는 규제개혁
만족도보다 떨어지는 원인으로, 단기적 처방위주의 핵심규제개혁,
개혁과제 입법과정에서의 시간적 격차(time-lag), 노동·고용부문과
금융·자금부문 등 일부 부문에서의 낮은 만족도가 지적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가 22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2010년 3월 발표한‘중소기업 규제개혁 만족도’결과에 의하면, 정부
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해서는 37.4%가 긍정적으로 답하였지만, 정부
의 규제개혁 활동(성과)에 만족한다는 응답률은 25.4%로 나타나 불
만족한다는 응답률 19.2%를 약간 상회하는 데 그쳤다. 이와 함께 조
사대상 중소기업 중 지난 2년간 규제로 인해 투자기회를 상실한 경
험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21.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규제로 인해 투자기회를 상실한 업체가 투자하지 못한 평균 금액은
70)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0년 1월 25일부터 3월 12일까지 355개 업체를 대상
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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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원, 고용하지 못한 평균 인원은 12명으로, 규제로 인한 투자 및
고용기회 상실 규모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중소기업
이 규제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는 노동·인력(30.4%), 입지·건축
(17.7%), 생산·품질(14.4%), 환경(11.0%)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기업들은 빠르게 진화하는 융합신산업 부문의 중복규제, 외
국기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국내기업들에만 적용되는 역차별적 규제
등을 규제부문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첫째, 융합을 통해 새롭게 형성되는 시장과 제품의 경우, 기업들은
여러 관련 부처의 다양한 중복규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안전과 품질
등 관련 인증제도와 기술규격의 미비로 상용화와 출시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 3D 영상 등 신개념의 IT신기술
이 등장하고, IT와 타 산업의 융합현상으로 인하여 새로운 산업과 서
비스가 빠르게 등장하고 있으나, 기존의 제도나 관행은 이를 따라가
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들이 우리나라가 세
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IT 경
쟁력을 갖게 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융합신산업에 대한 중복규제의 사례로는 우선 u-health 규제를 들
수 있다. 현행 의료법 34조는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진찰, 처방 등 원
격진료를 금지하고 있으며, 의약품 원격 판매 및 배송도 금지하고 있
다. 그리고 PC에 웹카메라, 마이크 등 영상·음성·데이터 등 IT장비
를 갖춘 경우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들에게 용이하게 의료서
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나, 현행 의료법 제34조(원격진료)는 의료인
간의 원격자문(의학적 지식이나 기술지원)만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도 원격지 의사의 비용청구를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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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기기에 대하여 식약청의 의료기기인증 획득이 필요할 뿐 아니
라 전파연구소의 KC 인증도 획득하도록 함으로써 이중 인증으로 인
한 기업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둘째, 국내외 기업이 국경 없이 경쟁하는 글로벌 경쟁환경이 조성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에만 적용되고 외국기업에는 적
용되지 않는 역차별적 규제로 인하여 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 이
와 같은 역차별적 규제 사례로는 게임 사전심의제, 지리정보 이용,
공인인증서 의무화, 게시판 본인확인 등을 들 수 있다.
게임 사전심의제에 의하면, 국내업체들이 유통 혹은 서비스하는
모든 게임물은 서비스 등록 전에 반드시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심의를 받아야 하는 데 반해, 외국업체들은 사전심의를 받을 필
요가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내업체에만 부담을 주고 있다. 스마트
폰의 확산과 더불어 대량의 게임 콘텐츠를 국경을 초월해 즐길 수 있
는 모바일 오픈 마켓의 등장으로 국가 중심의 사전심의제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모바일 오픈마켓의 경우, 다수
의 개발자 혹은 중소기업이 수없이 많은 게임 콘텐츠를 쏟아내며 플
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은 최소한의 자체 운영원칙만을 제시하고 있
다. 이러한 자체 운영원칙은 개별 국가의 게임 심의정책과 충돌할 수
도 있으나 정부가 이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으며, 다수의
< 앱스토어·안드로이드 마켓 사례 >
·애플은 모든 게임의 사전심사를 요하는 국내 규정 때문에 게임 카테고리를 차단하고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를 설정하여 규제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영업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도 게임 카테고리를 차단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 규제를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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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즐기는 상황에서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만 적용되는 심의정책을 강제하기는 힘들어
지는 실정이다.
지리정보 이용의 경우, 미국, 일본 등은 구글을 통해 고해상도의
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보안요구사항으로 인하
여 저해상도를 제공하고 있는 점도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사례로
들 수 있다. 이와 아울러 모바일 뱅킹 및 전자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현행규제로 기능장애가 발
생할 수 있고, 인터넷 게시판에 글·사진·동영상 등을 올릴 때 반드

< 구글어스 사례 >
·국내기업은 50cm 저해상도 규제 및 보안시설 위장처리 규제를 충실히 따르고 있지
만, 구글어스는 15cm 수준의 항공사진 지리정보를 제공하 고 보안시설 위장처리 규
제도 잘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
< Active-X 기반의 공인인증서: 스마트폰 금융결제 >
·온라인 서점 Yes24와 알라딘 등은 자사 홈페이지 메뉴에 스마트폰 페이지를 개설하
고 스마트폰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국내 신용카드 회사들은 이를 비정상적
인 결제로 판단하고 차단
< 유튜브 사례 >
·구글은“익명성이야말로 웹의 정신”
이라는 이유로 우리나라의 본인확인제에 반발
하여 국내에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서비스를 차단
·본인확인제의 적용을 받는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침해소지가 있는 동영상을 방지하
기 위하여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반면, 구글, 야후 등 외국기업들은 본인확인
제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자유롭게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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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하여 국내 네티즌들의 사이버 망명을 유발
하는 등 국내 인터넷 기업을 역차별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지적
되고 있다.

(2) 규제관련 정책 현황
규제형평제도 도입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과 성과에
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의 향상은
기대보다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일련의 규제개혁 조치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정책시차로 인하여 다소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
운데, 최근 정부가 혁신적인 규제개혁 대책으로 제시한 것이‘규제
형평제도’의 도입이다.
규제형평제도는 어떠한 규제가 일반적 타당성은 인정된다 하더라
도, 입법자가 예견하지 못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규제의 엄격한
적용이 피규제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는 경우, 입법취지에 부합하
고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그 규제기준의 적
용을 배제하는 신개념의 규제개혁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규제개혁 대책이 아무리 충실하게 계획되고 수행된다고 하더라도
입법기술상의 한계, 환경의 지속적 변화 등으로 규제 필요대상과 실
제 규제기준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대부분의 규제법령이 예측가능
한 평균적 상황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특수한 개별적 사안에서는 법
령적용이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규제형평제도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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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적 특수 상황으로 특정 규제의 엄격한 적용이 피규제자에게 중대
한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위임입법 내에서 행정부의 집행재량을 활
용하여 스스로 불합리를 보정하는 장치로서, 규제형평제도의 도입
은 현재 기업과 국민은 규제개혁 건의만 하고, 개선여부와 효력 등에
관한 결정은 정부 자체적으로 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규제개혁시스
템을 진일보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피규제자가 정부에 규제개혁을 건의하고 애로사항을
피력하는 데 그치고 규제개혁시스템상의 외부자에 머물렀던 반면
에, 규제형평제도에서는 피규제자가 단순한 규제개혁‘건의자’가
아닌 규제개혁 심의절차상의‘당사자’
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공급자
중심의 규제개혁에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악
화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는 규제일선기관의 집행절차 및
행태에 대한 불만과 후속조치 지연에 대한 불만을 개선시키는 효과
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법령의 실효성을 심사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행정을 유도할 뿐 아니라 규제 현
장에 맞는 맞춤형 규제집행으로 행정지연에 의한 규제피해를 최소
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규제형평제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긍정적 효과가 있
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규제형평제도의 성공적인 도입과 추진을 위
해서 점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문제점도 있다. 우선 규제형평제
도가 도입됨에 따라 구제신청이 남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규
제형평제도상 구제신청인 자격은‘신청인이 가지는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현행 규제법령의 획일적 적용으로 중대한 불이익을 받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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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기존 제도와 규제형평제도 비교

기
능

특
징

기존 제도
규제형평제도
법령해석심의위
규제개혁위
국민권익위
(법제처)
(총리실)
○법령 해석
○규제개혁
○국민고충 처리 등 ○개별 규제피해 사전구
·주무부처의 의뢰 ·신설·강화 규제 권익침해 해소
제
에 의한 법 조항의 의 심사
·불합리한 행정처 ·민원인이 처한 개별·
명확한 해석
·불합리한 기존 규 분 또는 제도로 특수성으로 인한 규제
제의 정비
인해 침해된 권 피해를 행정 처분 전에
익구제
구제
·특정 조항이 개별 ·규제의 투명화 등 · 처분 이후 사후 ·사전적 개별 피해 구제
사례를 포섭하는 행정재량 통제
적 고충·애로 ·준사법적 절차로 민원
지 여부는 심사대
처리가 대부분
인이 심리 과정에 참여
상이 아님

·행정운영의 일관 ·불합리한 규제 예 ·민원인의 개별· ·개별·특수성에 맞추어
성·일반적 타당 방 및 개선, 규제 특수성을 감안하 사전적 규제피해 구제
장
성 확보
의 투명화 등 제도 여 국민의 고충 ·보신행정 예방
점
선진화
과 애로 해소
·다수 부처 관련 규제피
해 구제 용이
·법 적용의 일반성 ·특정 개인 또는 기 ·사전적으로 규제
이 강조되어 소극 업 구제를 위한 법 피해를 구제하는
적·제한적 해석 령
기능 미약
경향
·개별·특수성으로
한 ·개별·특수성으로 인한 규제피해 구
·신중하지 못한 운영 시
계 인한 규제피해 구 제 역할 취약
법적 안정성 저해 우려
제 역할 취약
·공무원의 소극적·수동적 규제집행으로 인한 피해 구제
곤란
·다수 부처관련 규제피해 구제 한계
자료 : 국무총리실·국민권익위원회·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2010).

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
로 규정함으로써, 사후 구제와
사전 구제의 길을 모두 열어 놓았다. 이에 따라 규제형평제도가 규제
피해의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하여 예외적·개별적 성격으로 운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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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제신청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 특히 하나의
사안이 구제받을 경우,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구제신청이 급증할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처리하기 위한 행정인력과 자원 및 비용
이 급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규제형평위원회(가칭)와 여타 규제개혁추진 기관과의
관계 설정도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점이다. 규제형평위원회를 신
설하여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동안 기업과 국민의 규제관련 애로사
항을 신청받고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온 규제개혁위원회와 규
제개혁추진단 및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애로신고센터 등
규제개혁 관련 민원 처리기관과의 관계 설정 문제가 대두할 가능성
이 있다.
규제형평제도 도입방안에 따르면 업무범위의 특수성, 심리절차
및 결정효력의 상이성 등으로 인하여 기존 조직과 구별되는 별도의
독립위원회 설치를 예정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이‘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는 한 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는‘강력한 권고’
권한이 위원회에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여타 행정기관에 비하여 강
력한 권한을 가지는 규제형평위원회로 규제민원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유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과의 업무영역 조
정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

중소기업 규제영향 평가제도 도입
중소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중소기업 규제영향 평가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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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고 기업호민관(옴부즈맨)을 위촉 운영하고 있다.
규제영향분석은‘행정규제기본법’제2조 ①항 5호에서“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제반영향
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
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규제영향분석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80. 1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1993. 6),‘행정규제 및 민
원사무기본법’(1994. 1) 등에서 관계기관과 사전협의·심의 등 유사
한 제도로 시행되어 오다가 1998년 8월‘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되
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중소기업 분야의 규제영향평가는 중소기업 영향평가·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대통령에게 보고(2008. 3)하고 총리실·중소기업청 등으
로 구성된 규제영향분석지침 개정 TF(2008.9~11) 작업을 통하여 총리
실 규제영향분석지침이 개정되면서 2009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의 작성대상은 원칙적으로 신설·강화되
는 모든 규제가 그 대상이 된다. 또한 규제영향분석 시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경우, 정책입안 단계에서부터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여 분석서를 작성하고 규제의 필요성과 대안 검토 및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규제의 적정성 및 실효성 평가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009년 1월부터 시행하여 온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은 2010년 7월
말까지 총 514개 법령을 검토하였으며, 이 중 181건의 규제에 대하여
시행연기 또는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적용 등 수정의견을 제출하여
입법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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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 검토 사례 >
○ 규제명 : 옥외회선의 건축물 지하인입(2010. 3. 22 접수)
○ 법령명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표준에 관한 규정(방송통신위원회)
○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검토의견
- 규제의 목적인 옥외회선 난립에 따른 도시미관 훼손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
된 시설은 주로 주거용 시설에 해당
- 이런 문제점과 관련 없는 공장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 배제
○ 결과 : 공정건축물에 대해서는 옥외회선 지하인입을 자율적으로 실시(2010. 7 공포)
- 추정절감비용: 6,661개(2009년 공장등록 수) x 728,824원(공사비) = 4억 7,800만 원
자료 : 중소기업청(2010).

기업호민관 위촉·운영
기업호민관은‘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청
장의 추천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하며,
기업호민관의 활동결과를 규제개혁위원회 및 중소기업청에 반기별
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호민관은 불합리한 규제에 따른 고충처리 및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하며, 중소기업 관련 행정규제의 조사 및 규제
정비 보고와 평가분석 등을 수행한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수집된 개
선과제 안건에 대해 규제정비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위원
회에 반기별로 실적을 보고하며,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대하여 조사 및 의견 청취를 할 수 있고, 직무 관련 내용 및 결과를 공
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2009년 7월 중소기업호민관실이 개소한 이래 2010년 6월 말 현재
총 1,249건의 중소기업 규제애로를 접수하여 847건을 처리완료하고,
402건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접수된 규제애로는 분야별로 13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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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호민관 채널별 발굴 실적(2010년 6월 말)
(2009년) 3분기

4분기

(2010년) 1분기

2분기

총계

협력호민관
지역호민관
전문호민관
호민채널
정부부처

84
6
73
-

22
63
42
161
-

15
70
114
50
145

27
77
61
114
125

148
210
223
398
270

소계

163

288

394

404

1,249

자료 : 중소기업청(2010).

분류하여 담당자를 지정한 후 전문위원별로 현황파악,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법령개정 필요 여부, 부처협의 대상과제여부 등의 검토를
진행하고 민원 제기인에게 추진경과 및 결과를 회신한다.
특히 기업호민관이 발굴한 과제로 법령개정이 필요한 과제 중 중
요도, 파급효과, 타당성이 높은 안건은 별도로 총리 주재 중소기업
애로해소 대책회의를 정례화하여 집중적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먼
저 접수된 개선과제에 대해 기업호민관실이 부처협의를 진행한 후
추가로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총리실에서 실무회의를 진행하여 부
처의 수용을 제고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총리 주재 애로해소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개선이 확정되도록 하였다. 개선이 확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총리실과 기업호민관실이 이후에 부처의 과제개선 이행상
황을 점검하고 평가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용이하게 규제정보를 검색하고 문제를 제
기할 수 있는 개방과 참여의 온라인 광장‘규제 2.0’을 구축하고 네
이버 등 포털사이트와 협력하여 규제검색, 규제in, 트위터, 블로그 등
중소기업에 특화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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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화학규제의 강화
EU가 실시하고 있는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를 비롯하여 외국의 화학물질 관리·사용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부담이 점증하고 있다.
REACH는 EU 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화학
물질(혼합물 및 화학물질을 포함한 제품)에 대해 EU 화학물질청
(ECHA)에 등록해야 하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로 연간 100통 이상의
물질과 위해성이 높은 물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평가하게 되며,
특정물질은 신고·허가·제한 대상이 되고 있다.
EU 화학물질청은 2009년 12월 REACH가 일정대로 시행된다는 것
을 재천명한 바 있으며, 2010년 초 14개의 허가대상 후보물질을 추가
확정하는 등 규제물질 수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EU 이외에도 터키,
일본, 중국, 대만 등에서 유사제도를 도입하거나 준비 중에 있어 국

<표 4-10> REACH 시행 일정
시기

내용

2007. 6. 1

REACH 법안 시행

2008. 6. 1

사전등록 개시

2008. 12. 1

사전등록 종료

2009. 1. 1

사전등록 물질 공표

2009. 8. 1

2011. 6. 1

신고대상 물질 발표(2년마다 갱신)
연간 1,000톤 이상/100톤 이상 환경유해성 물질/1톤 이상 CMR 물질 등
록 종료(발효 후 3년 6개월)
신고완료(단 2010. 12. 1까지 확인된 물질

2013. 5. 31

연간 100톤 이상 물질 등록 종료(발효 후 6년)

2018. 5. 31

연간 1톤 이상 물질 등록 종료(발효 후 11년)

2010. 11. 30

자료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reach.or.kr/reach/outline_01.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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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수출기업에 부담이 증가할 전망인데, 현재 허가대상 후보물질은
총 29종으로 완제품 내 후보물질의 함유에 따라 해당물질의 정보를
EU 화학물질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와 같이 REACH를 포함한 글로벌 화학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
운데 국내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의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글로벌 화학규제에 대하여 제정·이행 동향을 수시로 확인
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유해물질의 신고, 정보전달 등
REACH 규정 위반 시 정식기소에 의해 3개월 이하의 징역형이나 법
정 최고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도입
정부는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신·재
생에너지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을 개정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
게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하여 2002년 발전차액지원제
도를 도입한 바 있으나, 2008년을 기점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의 급격
한 증가로 인해 동 제도운영에 필요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표 4-11> 발전차액지원제도 예산지원 실적 추이

지원액
(억 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추정)

33

56

51

78

111

270

1,266

2,627

3,800∼
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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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 개요

지식경제부
▲

공급의무량 부과
(시행령안 제16조의4)
과징금 부과
(시행령안 제16조의7)

의무이행량 신고
(시행령안 제16조의4)
공급의무이행확인 서류 제출
(시행령안 제16조의5)

▲

▲

공급의무자

인증서 판매자

공급인증서 제공
▲

공급인증서 구매

패널티
A

[Q i,

의무량 할당
[Q i, i ]

i]

▲
▲

미이행분

A

▲

▲

Qi

▲

발전사업자

이행
신고

k

Qi

Qk

▲

1

▲

REC 비용

▲

▲

의무이행

REC
보유

REC 확보
자체조달

전기요금
전가

외부조달
▲

▲

▲

REC
구매

▲

REC
확보

Borrowing

▲

정부

민간
IPP

타 발전
사업자

▲

▲

REC 발급기관

REC 발급

REC
거래시장

※이행/검증/거래는 REC로 단일화

제4장 세부산업정책별 정책 방향 및 과제

177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은 2010년 총예산이 1조 6,700
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발전차액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총
발전량 원자력과 화석연료에 의한 발전량의 지속적 증가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추세이다. 따라서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적극동참하고 에너지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의 획기적 확대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
도를 대체할 새로운 정책 도입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와 시장원
리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조달 가격 결정,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 신재
생에너지 공급목표 달성 차원에서 일정규모 이상 발전사업자 및 공
공기관 등을‘공급의무자’
로 하는 공급의무화제도(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RPS제도는 발전사업자의
총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
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식이며, 의무대상자는 신재생에너지의 자체
생산·공급, 외부구매 또는 과징금 납부 등으로 의무를 이행하고, 의
무이행 등으로 발생한 비용은 전기판매가격에 전가하여 회수하는 제
도이다.
RPS제도 도입을 위한 공급의무자의 범위는 50만 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외)를 보유하고 있는 자 및 공공기관
으로, 6개 발전자회사(한수원,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

<표 4-12> 총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 총의무공급량 비율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의무비율(%)

2.0

2.5

3.0

3.5

4.0

5.0

6.0

7.0

8.0

9.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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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서발전)와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K-파워, GS
EPS, GS파워, 메이야율촌+현대대산 등 13개 발전사업자들이 해당된다.

창업 및 공장설립 관련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2002년 이후 지속되던 창업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2008
년부터 창업관련 규제완화를 통한 창업절차 간소화 대책을 마련하
여 추진하고 있다.
2002년 612개를 기록하였던 창업기업 수는 2007년 377개까지 감소
하였으며, 이에 정부는 창업절차 간소화 등과 함께 소규모 법인설립
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상법·상업등기법을 개정하여 최저자본금제
폐지, 정관·의사록 공증의무 면제 등 창업규제를 완화를 실시하였
다(2009. 4). 이러한 규제완화에 힘입어 신규법인 설립이 2009년 1월
3,664개에서 9월에는 5,193개로 늘어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
며, 제조업종의 신설법인 수도 2007년 5,419개에서 2009년 6,500개로
증가하였다.
또한 공장설립과 관련, 산업입지법상 지구형 공장입지 방식인‘공
장입지유도지구’와‘준산업단지’
를 적극 지정·개발하고, 국토이용
법상 특정업종(79개)의 진입규제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창업자에 과
도한 부담이 되는 사전환경·재해영향성 제도를 개선하였다. 환경·
재해영향이 미미한 소규모(5,000㎡ 미만) 공장은 적용을 제외하고,
재해영향성 검토의무도 1만㎡ 미만 공장까지 적용을 제외하였고,
5,000~1만㎡ 미만 공장은 사전환경성 제도를 대폭 간소화하여 운영
하여 검토 항목을 필수항목 중심으로 최소화(최대 20개 → 최대 4개)
하고 비용부담도 2,0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대폭 감축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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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기업환경 중 창업과 관련된 조사결과
창업분야

2007

2008

2009

순위(순위)

110

126

53

창업에 필요한 절차(횟수)

10

10

8

창업에 소요되는 시간(날짜)

17

17

14

창업에 필요한 비용(1인당 소득의 %)

16.9

16.9

14.7

창업에 필요한 최소자본금(1인당 소득의 %)

296.0

53.8

0.0

자료 : 세계은행.

를 통해 창업기간은 현 167일에서 68일로 대폭 단축되고, 창업비용은
현 4,400만 원에서 1,900만 원으로 2,500만 원 절감되었다.
이와 함께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
기 위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이 추진되었다. 기업 규모와 품목의 특
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법령규제(식품위생법 등)를 완화하여
1인 창조기업 창업을 촉진하고, 1인 창조기업에 대한 대도시 등록세
중과를 제외하였다.
정부의 창업규제 완화노력은 대외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세
계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업환경 평가보고서인‘2010 Doing Business’
에서 우리나라는 2009년 기업환경(Easy of Doing Business) 순위가 조사
대상 183개국 중 19위를 기록하여 지난 2008년 순위보다 4단계 상승하
였고 2003년 평가가 시작된 이후 최초로 20위권 이내에 진입하였다.
특히 창업부문 순위는 2008년 126위에서 2009년 53위로 대폭 상승
하였는데, 창업에 대한 규제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조사되는 창업에
필요한 절차수(procedures; number), 소요되는 시간(time; days),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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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용(cost; % of income per capita) 및 최소자본금(minimum capital; %
of income per capita) 등 모든 평가항목에서 규제정도가 개선된 것으
로 평가되었다.

(3) 향후 규제정책 방향 및 과제
1) 기본방향
시장친화적인 규제시스템 구축과 지속적인 정비
규제문제의 해결은 중요한 산업정책의 하나이다. 정부가 새로 들
어설 때마다 규제개혁은 핵심 정책과제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높은
선결과제에 속하였다.
특히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을 경우 규제개혁의 중요성은 더욱 부
각된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외환위기 이후 대외 수출의존
도가 심화된 우리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쳐 내수부진과 투자악화를
초래하였으며, 이에 정부는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예
산조기집행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하여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나갔다. 이러한 재정지출확대 정책은 우리나라만 추진한 것이 아니
라 글로벌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범세계적인 정책공조하에서 진
행되었으며, 정책효과는 나라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재정
정책의 효과가 규제개혁을 통하여 민간에서의 재화나 서비스의 흐
름이 원활한 국가, 즉 시장친화적인 경제환경을 조성한 국가에서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친화적인 규제시스템을 구축
하는 것이 규제개혁의 기본방향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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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책임성과 전문성 확보
규제개혁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도 향후 규제개혁의
중요한 기본방향이다.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의 규제
완화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할 경우, 건전성 규제까지도 약화시켜
시장경제시스템에 혼란을 줄 가능성이 크다. 외환위기 이후 내수진
작을 목적으로 신용카드발급 관련 규제를 완화, 수많은 신용불량자
를 양산하였고, 그 부작용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규제가 개혁
되거나 철폐된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것은 아
니다. 오히려 규제개혁이 이루어진 이후 정부가 시장기능의 작동여
부를 점검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주시하여야
하는데, 이 일은 복잡하며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은 정부의 개혁의지와 규제개혁
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와 전문성 확보를 필요
로 한다. 동시에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함께 기업과 국민 등 해당 규제부문의 이해당사자
들이 규제개혁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규제개혁정책에 대한 이
해당사자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2) 세부정책과제
신성장동력산업에 규제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질서와 산업구조에 대한 근본적
인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경제시스템 전반에 걸친 미래대비의 필요
성이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위기극복 이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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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약과 세계 경제질서 재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대응
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래 유망 신시장을 놓고 심화되는 국
가 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규제개혁 방안이
도입될 필요성이 크다.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기본체계는 1998년 이래‘행정규제기본법’
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규제개혁의 기본방식은 포지티브적
시스템(positive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포지티브적 규제방식하에
서는 국민이나 기업의 자유로운 발상과 행동이 금지되고, 정부가 예
외적으로 허용해 주기 때문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이 탄생하
고 발전하여 성공적으로 산업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하의 신성
장동력의 주요 산업에 대해서는 규제부담에서 자유롭게 하여, 원칙
적으로는 대부분의 활동이 자유이고 예외적으로 제약을 가하는 규
제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의 채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네거티브 시스템의 도입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
전에 파악하고 대응방안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네트워크 구축
규제개혁은 정부가 추가적인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민간의 창의
성과 자율을 신장시켜 경제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으
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개혁의 주체인 정부가 전문성을 구
비하기 위하여 투입되어야 할 시간, 인력, 조직 및 예산을 간과한 것
이다. 규제개혁 과정에서의 전문성 부족은 소극적 규제개혁으로 연
결되어 규제개혁의 속도와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규제품질의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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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한편으로 규제개혁의 전문성 미흡은 무모한
규제철폐나 완화로 인하여 사라졌던 규제가 다시 강화되어 나타나
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녹색성장, 융합신산업, 보건·환경 등 다양하고 전문화된 분
야에서의 규제 신설과 강화 등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은 고도의 전문
성을 요구하므로 현재의 규제개혁 담당 인력을 자문하거나 보좌할
전문 인력에 대한 아웃소싱을 원활하게 하는 체계를 도입할 필요성
이 크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의 집행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제도 자체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등 기존 규제개혁 추진체 사이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
고 다양한 수준에서 복합적, 중층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가 중심이 되는 공정거래 업무에서의
규제개혁 작업에는 규제개혁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밀접한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한 과제이다.

지자체 개선 건의 규제의 수용 확대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고된 규제개
혁 이행률과 실제 집행률의 차이를 좁히고, 지자체가 건의한 규제개
선 과제의 수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004년 8월~2006년 8월 기간 동안 이행완료로 보고된 과제 중 실
제 이행된 과제는 75.5%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는데, 이
는 규제개혁 과제가 이행완료된 것으로 보고된 경우라 하더라도 실
제 후속조치 이행여부의 점검 등 시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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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실제 이행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특히, 정부의 규제개혁 과제에 대한 국회의 입법처리 지연
으로 법령개선 등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2009년 11월 말 기준으로 2년간 국가경쟁력위원회에서 제기된 후속
조치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입법완료율은 50% 수준(입
법조치가 필요한 186개 과제 중 93개 과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는 규제개혁 효과를 희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전국
경제인연합회, 2010).
한편, 2009년에 지자체가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한 규제 985개 중
부처가 수용하거나 일부 수용한 과제가 317개에 그쳐 수용률이 32%
에 머문 것으로 조사되었다(행정자치부, 2010. 1). 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 행정기관은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인데, 이는 지
자체가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에 대하여 중앙부처가 보다 적극적으
로 수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공장설립, 산업단
지, 녹색성장 등 정부의 핵심 규제개혁 과제와 관련된 덩어리규제에
대한 개선 건의 수용률을 제고할 경우, 기업들의 규제개선 체감도가
효과적으로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환경·에너지
(1) 환경·에너지부문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는 그동안 요소투입 확대를 통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
해 저에너지가격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정책은 에너지다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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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주요국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경제적 비중1)(2007)
단위 : %

한국

일본

미국

독일2)

정유

1.4 (5.1)

1.3 (6.1)

0.5 (4.0)

0.3 (1.2)

화학

2.9 (10.5)

1.6 (7.8)

1.8 (14.2)

2.3 (10.1)

철강

4.5 (16.0)

2.6 (12.5)

1.5 (11.6)

3.2 (13.9)

비금속광물

0.8 (2.9)

0.7 (3.2)

0.4 (3.1)

0.7 (3.0)

계

9.6 (34.4)

6.2 (29.5)

4.2 (32.9)

6.5 (28.1)

자료 : OECD(2009C)를 이용하여 작성.
자주 : 1) 각 산업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주 : 2) 독일은 2006년 기준.

산업 중심의 산업화를 촉진하였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산업은 에너
지집약적인 구조를 나타내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력 가격
은 KWh당 0.06달러로 미국(0.07달러)과는 비슷하지만, 일본 0.116달
러, 영국 0.13달러, 독일 0.109달러, 이탈리아 0.29달러 등 대부분의 선
진국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71)
정유, 화학, 철강, 비금속광물 등 4대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부가가
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주요국 간에 비교해 보면, 2007년 기
준으로 미국이 4.2%, 일본과 독일이 각각 6.2% 및 6.5%인 데 비해 한
국은 이보다 훨씬 높은 9.6%에 이르고 있다. 또한, 화학, 철강, 비금속
광물 등 전환부문인 정유업을 제외한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에너지
소비가 국가 전체의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에
도 2008년 기준으로 13.8%로 일본(14.3%)에 비해서는 다소 작지만 미
국(8.1%), 독일(11.6%)보다는 크다.

71) IEA(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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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주요국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에너지 소비 비중1)(2008)
단위 : %

한국

일본

미국

독일

화학

4.5 (18.4)

5.1 (18.7)

4.9 (25.7)

4.6 (19.7)

철강

5.8 (23.5)

6.5 (24.2)

1.4 (7.2)

4.1 (17.6)

비금속광물

3.5 (14.0)

2.6 (9.6)

1.8 (9.4)

2.9 (12.2)

계

13.8 (55.8)

14.3 (52.5)

8.1 (42.3)

11.6 (49.5)

자료 : IEA/OECD(2010a).
주 : 국가 전체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각 산업 소비 비중이며, ( ) 안의 수치는 제조
업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표 4-16> 주요국 부가가치 기준 에너지 원단위1)(2009)

원단위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OECD
평균

0.2987

0.0964

0.1874

0.2914

0.1572

0.1154

0.1690

0.1737

자료 : IEA/OECD(2010a).
주 : 1) 1차 에너지 공급/GDP(toe/2000년 불변 미화 천 달러).

이와 같은 에너지다소비 산업 중심의 산업발전은 우리 경제의 에
너지 집약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1차 에너지 공급을 GDP로
나눈 부가가치 기준 에너지 원단위(단위: toe/2000년 불변 미화 천 달
러)는 2009년 기준으로 OECD는 평균 0.174이나 우리나라는 이보다
훨씬 높은 0.299를 나타냄으로써 우리 경제의 에너지 효율이 선진국
에 비해 크게 낮음을 말해주고 있다.72)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소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자급도가 대단히 낮다. 에너지 생산량을 1차 에너지 공급

72) 일본 0.096, 독일 0.157, 프랑스 0.169, 미국 0.187(IEA/OECD, 2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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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주요국의 에너지 자급률(2009)
0.9
0.8
0.7
0.6
0.5
0.4
0.3
0.2
0.1
0

한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OECD평균

자료 : IEA/OECD(2010a).

(TPES)으로 나눈 에너지 자급률(2009년)은 한국이 0.194로 OECD 평균
0.732에 비해 현저히 낮다.73) 따라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거나
공급이 불안정할 경우 국내 산업의 경쟁력은 경쟁대상국들에 비해 더
떨어지게 되고 무역수지 악화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의 2009년 원유
수입은 물량 기준으로 8억 3,520만 배럴, 금액 기준으로 총수입 3,230
억 8,000만 달러의 15.7%인 507억 6,000만 달러였다. 따라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달러만 상승하더라도 원유수입액은 8억 3,500만 달러가 증가
하게 된다.
생산활동을 에너지라는 요소투입에 크게 의존하는 이러한 경제구
조는 선진국형으로의 산업구조 혁신이 신속하게 진전되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저에너지가격 공급을 통해 산업부문을 지원
하는 현재의 정책은 산업부문으로 하여금 혁신을 통해 에너지를 덜
사용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산업구조 고도화가

73) IEA/OECD(2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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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내
에너지다소비 산업은 주요 산업에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으
로 경제 전체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인위적 구조조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방향으로의 산업구
조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에너지정책은 근본적인 방
향 전환이 필요하다.
에너지다소비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사회구조는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촉진함으로써 선진국 중심의 기후변화협약
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기
준으로 세계 제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이며,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
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1990~2007년 중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은 113.1%로, 중국 170.6%, 인도 124.7%보다는 낮지만 세계 전
체 38%, 선진국 평균 15.2%, 미국 18.6%, 일본 116.1%, EU-27 -3.3%에
비해서는 현저히 높다.
우리나라도 조만간 어떠한 형태든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를 부
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국내 제조업 전체 에너지 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에너지다소비 산업은 대부분이
최신 설비를 갖추고 있어 에너지 효율이 높아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우리의 주요 경쟁대상국인 중국은 앞으
로도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국내 산업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는 한국의 수출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에너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세계 시장이 급속히 확
대되고 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를 성장동력 창출의 기회로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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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1차 에너지 공급에서 차지하는 신재생에너지 비중(2009)
단위 : %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

OECD
평균

1.6

3.4

5.7

17.0

10.0

8.1

3.3

10.2

7.7

자료 : IEA/OECD(2010a, 2010b).
주 : 중국은 2008년 통계.

활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신재생에너지가 1차 에너지 공급에
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2009년 중 1.6%로 OECD 평
균 7.7%보다 크게 낮음은 물론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3.4%에
도 못 미쳐 우리나라가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소홀했음을 나
타내고 있다. 후발개도국인 중국이 경우에도 저탄소 녹색성장과 신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총 5조 위안(857조 원)
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다. 중국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국가 전략산
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중국의 풍력발전은 매년 100%씩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09년에 이미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풍
력에너지 시장으로 발돋움하였다. 중국은 또한 2008년에는 세계 최
대의 태양광 PV판넬 생산국가로 성장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세계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다.
한편 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뿐 아니라 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은
탄소 및 제품 환경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세계 시장의 흐름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법률, 제도, 기업
의 대응 능력 등 전반적으로 대응이 불충분하여 산업경쟁력이 위협
받고 있다.
예를 들면, 저탄소화와 녹색산업화를 통해 녹색성장을 실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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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국가경쟁력을 평가한 녹색경쟁력에서 한국은 15개국 중 11위에
불과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녹색경쟁력 요소 중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량, 에너지 원단위 및 CO2 원단위 등을 합산한 저탄소화지
수의 경쟁력은 13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정책일관성과 환경정책효
율성은 11위, 환경기술혁신은 10위에 그쳤다.74)

(2) 환경·에너지관련 정책 현황
에너지 가격의 합리적 개편 방안 마련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경제성장을 뒷받
침할 수 있도록 낮은 가격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
라 정부는 모든 에너지 가격 결정과정에 깊이 개입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산업용 전력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국내 산업의 경쟁력 보
호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유가급등으로 전력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산업용 전력 가격 인상은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력요금 산정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
다.75) 첫째, 현재의 평균비용 방식의 원가배분은 투자 위험성을 감소
시켜 전기사업의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장점은 있으나 효율적인 전
기사업 발전에는 저해 요인이 된다. 둘째, 전력공급의 실제 원가구조
와 전력 가격 간의 괴리로 인해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이 저해되고 있
다. 따라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74) 지식경제부(2008), 제1편 총론.
75) 김정인·차재호(2003), 2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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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적인 에너지 가격 체계를 개편하여 전력시장에서 시장수급 원
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기존의 정책은 각 경제부문으로 하여금 에너지를 효율
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
부는 2009년에 확정한「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에서 전력
요금 체계의 전환, 천연가스의 수요패턴별 적정 요금제 도입 등 에너
지 가격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정부는 이와 함께 각 경제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기후변화협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국가에
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 정책의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 2008년에 수립한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
성장’
을 구현하고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 및 일자리

<표 4-18> 에너지부문 녹색성장 5대 비전
5대 비전
에너지 자립사회 구현

지표

2006

2030

자주 개발률

3.2%

40%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2.2%

11%

에너지 저소비사회로 전환

에너지 원단위

0.347

0.185

탈석유사회로 전환

석유 의존도

43.6%

33%

더불어 사는 에너지사회 구현

에너지빈곤층 비율

7.8%

0%

녹색기술과 그린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

에너지기술 수준

60%1)

세계 최고
수준

자료 : 국가에너지위원회(2008).
주 : 1) 에너지기술 수준은 선진국=10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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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창출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미래세대의 수요
를 고려한 에너지 안보, 에너지 효율 및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추진
한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76)

<표 4-19>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10대 이행과제 및 세부과제
10대 이행과제

세부과제
중장기 에너지절약시책 추진기반 정비

① 에너지 사용 효율의 개선

산업, 수송, 가정·상업·공공부문 에너지 이용 효율향상 강화
고효율기기 보급확대 등 에너지 사용기기 효율향상 추진
자발적 에너지절약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효율적 에너지 공급 시장 확립을 위한 방향 정립

에너지부문의 시장질서 확립
② 에너지 시장의 효율화 및
전력산업의 경쟁여건 조성 및 전기요금체계의 합리적 개선
합리적 가격체계 구축
가스산업 경쟁도입 기반 조성
집단에너지 지역지정제도 개선 및 지역난방 요금제도 개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가속화 및 신규에너지원 발굴·지원
③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시장창출을 위한 핵심분야별 보급 프로그램 개발·지원
확대 및 성장동력화
신재생에너지 원별 기준가격의 합리적 조정
수소경제로의 이행 기반 구축
④ 원전의 공급능력 및 국민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한 적정 원전건설·운영 추진
이해기반 확충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 논의와 의견 수렴 추진
전략적 자원외교 강화
⑤ 해외자원개발 역량 확충

자원개발 인프라 확충
패키지형 자원개발모델 확대
자원개발전략 다원화
<계속>

76) 정부는 대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감축 중기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계획 마련을 위해 1차 기본계획을 개정하여 2010년 12월까지 제2차 국
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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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에너지 공급 인프라의 확충노력 지속 전개
긴급 시 대응능력 제고

⑥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에너지 공급원 및 시설의 분산
국산 에너지 공급의 확대
수급안정을 위한 에너지 조세 및 가격구조의 개편 추진

⑦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단계적 감축목표의 수립
탄소시장의 개설, 저탄소경제 핵심기술 개발
정부정책에 부합되는 기술개발사업 추진으로 효율성 제고
기술개발시스템 고도화로 부가가치 산업화를 촉진

기술개발 사전 기술기획기능 강화
⑧ 에너지기술혁신을 통한
에너지·자원기술의 산업화 촉진 전략 수립
차세대 에너지 산업 육성
공기업 등 산업계와의 기술혁신 협력체계 구축
국제경쟁력 있는 수요 지향적 전문인력의 육성
기술개발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인프라 강화
에너지산업의 해외시장 진출기반 조성
⑨ 에너지 산업 해외 진출

지역별·국가별 산업여건에 적합한 진출전략 추진
에너지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기초에너지 사용보장을 통한 에너지 기본권 실현

⑩ 에너지복지·에너지안전
사회구현

상대적으로 저렴한 천연가스 보급 확대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에너지 가격체계 정비
민간 중심의 복지 네트워크 구축
에너지효율 개선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 지원

자료 : 국가에너지위원회(2008).

에너지부문의 녹색성장 5대 비전으로는 에너지 자주개발률 제고
를 통한 에너지 자립사회 구현, 에너지 원단위 향상을 통한 에너지
저소비사회로의 전환 등이 정해졌다.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과제로 에너지 사용 효율 개선, 에너지 시장의 효율화 및 합리적 가
격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확대 및 성장동력화 등 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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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과제를 선정하였다.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환경과 에너지 분야의 혁신과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은
2009년에 수립된「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으로도 정리가
되었다. 이 계획은 글로벌 에너지·자원 고갈 위기 심화, 기후변화협
약에 대한 효율적 대응 필요성 제기, 신성장동력 창출 필요성, 경제
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필요성 대두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환경과 성장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환경과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시장
(Green Ocean)을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 계획의 10대 정책 방향별 추진 계획은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탈석유·에너지자립 강화,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녹색기술
개발 및 성장동력화,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산업구조
의 고도화, △녹색경제 기반 조성,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생활
의 녹색혁명,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등으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는
2010년 10월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총 40조 원을 투자하여 태양광과
풍력을 국가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그
동안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난 3년간 약 2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지출하였었다. 그러나 이번 계획에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선진국과 중국에 뒤처지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
하여 정부 지원금이 7조 원으로 대폭 증대되었다. 이 계획에서 정부
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과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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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준이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거나 또는 도달 가능성이
있는 분야와 시장 잠재력이 큰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녹색 전문 중소기업 육성
정부는 녹색산업의 경쟁력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핵심 소재 및
부품을 공급하는 녹색 전문 중소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
고 이러한 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 녹색중소
기업은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높은 매출 증가율과 R&D 투자, 활
발한 시장 진입 등 성장잠재력이 높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추진하
고 있다.
녹색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 대학 및 연구기관의 녹색 창업 클러
스터화, 녹색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성공사례 확산
녹색금융 및 인력 강화: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에 의한 녹색금융
활성화, 녹색 전문 인력 지원
녹색기술력 강화: 중소기업형 녹색기술 로드맵 수립 등 중소기
업형 유망 녹색기술 중장기 방향 제시, R&D 지원 및 사업화 연계
해외 녹색시장 진출 활성화: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해
외시장 진출 지원, 해외선진 녹색기술 도입 활성화

환경규제의 지속적 강화
우리나라는 그동안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
면서 환경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왔으며, 그 결과 상당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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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현행 환경규제의 규제수단별 및 비규제 대안별 분류
규제 종류

건수

직접(사전)규제

424

66.8

직접(사후)규제

113

17.8

경제적 유인수단

40

6.3

환경영향평가

58

24.0

경제벌

34

9.1

합계

635 (100.0)

비중(%)

100.0

자료 : 한기주 외(2005).

개선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규제 수단은 아
직도 경제적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명령-통제 방식이 주종을 이
루고 있다.
환경규제는 환경문제 자체가 지니는 여러 가지 복잡성과 불확실
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수준으로 결정되기가 매
우 어렵다. 많은 경우 규제가 과도하게 엄격하거나 또는 덜 엄격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기본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환경규제는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경우 환경규제를 도입할 때 규제로 인한
편익과 비용을 대단히 면밀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규제의 강도를 결
정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환경정책 당국이 환경개선이라는 목
표 달성을 중시하여 규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과소평가하는 경우
가 종종 발견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은 환경규제 강화와 함께 더
욱 증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환경규제 개혁은 주로 기업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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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규제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되
어 왔다. 이러한 점은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정확히 분석하여 규제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환경정책이 추진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녹색 R&D의 체계적 지원
정부는 새로운 국정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기 위
하여,「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2009~2013)」을 수립하였으
며, 그중‘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부문은 정부가 2009년 1월에
마련한「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에 의거하여 해당부처별로 실
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의 주요
골자는 녹색기술 기술력 제고 및 사업화 촉진, 녹색 R&D 투자의 전
략적 확대, 녹색기술 개발 체계 강화, 녹색기술 이전·사업화 촉진 및
녹색기술산업 인프라 구축,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초로 녹색기술 개
발의 국제협력 활성화로 구성된다.

(3) 향후 환경·에너지정책 방향 및 과제
1) 기본방향
저탄소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정부는 국내 산업을 저탄소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국내 산업은 여전히 탄소집약적인 구조에
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철강, 석유화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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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다소비 산업이 국내 경제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정부도 기존 주력산업의 저탄소화보다는 IT, 바이오, 융
합 등 저탄소형 첨단산업의 발전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선진국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
력산업의 저탄소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급등 가능성이 상존
하는 에너지의 소비를 저감하여 에너지 수급 안정성을 높이고 환경
과 기후변화협약 대응 문제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빠른 경제성장
을 지속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세계 경제가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에너지 가격 현실화, 탄소세 부과 등 저탄소형 산업구조로의 전
환을 위한 정책이 단기적으로 산업부문과 나아가 거시경제 전반에
미칠 커다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이 아울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녹색산업의 성장동력화
환경문제의 심화, 에너지 등 자원 공급 불안, 기후변화협약 대응
필요성 등은 녹색산업의 세계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녹색산업의 발전은 향후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필요조건이 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요소투입형 경제발전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어 녹색산업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여야 할 필
요성이 대단히 크다.
녹색산업의 성장동력화는 녹색기술의 개발이 우선되어야 하나,
녹색기술의 특성이 막대한 초기 투자를 필요로 하고 투자의 불확실
성이 매우 크다는 점 등으로 인해 정부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 지
원이 요구된다. 그러나 녹색산업이 세계 시장 진출 확대를 통해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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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화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다. 따
라서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기술개발, 시장창출이 촉진되
도록 법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2) 세부정책과제
에너지 가격 체계의 합리화
국내 산업구조가 저탄소형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산업부문의 에
너지 효율이 제고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정책은 에너지 가격을 현실화하는 것
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그동안 산업 발전을 위해 에너지 가
격 안정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낮은 에너지 가격 구조가 유
지되는 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려는 유인이 클 수가 없다. 따라서
에너지 가격 체계의 합리화는 에너지 효율 개선의 필수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담고 있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에도 시장의 효율적 자원배분 기능 확대 등을 통한 에너지 가격 조정
방안이 제시되어 있으나 아직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 가격 현실화에 따른 경제 각 부문에
대한 부담 가중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사
회적 비용을 반영하는 에너지 가격 설정이 경제의 에너지 효율 제고
를 위해 불가피하며, 따라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안이 추진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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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쟁력을 고려한 환경규제 추진
에너지 효율 제고를 통한 저탄소 산업구조의 달성과 기후변화협
약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서는 탄소세 부과, 에너지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추진 등의 정책 추진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생산비용의 상승을 초래함으로써 에너지다소비 산업
을 중심으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다양한 정책 보완을 통해 상당 수준 극복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자국 산
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규제를 디자인하고 추진
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서둘러 관
련 정책을 도입하기보다는 규제의 효율성과 형평성 및 경제적 파급
효과를 면밀히 파악하여 점진적으로 규제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
람직하다.

기업의 녹색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확대
녹색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녹색기술 개발투자의 확대, 효율적
녹색기술 개발체계의 구축 가속화가 필요하다. 주요 선진국들도 녹
색성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녹색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
국도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활용하여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이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여
야 한다.
그러나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에 의한
연구개발을 확대하기보다는 기업의 투자확대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
하다.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등 관련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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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투자확대를 유도함으로써 녹색산
업 발전과 침체되어 있는 내수 진작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저탄소 지향 제품구조의 고도화
한편, 우리나라의 에너지 효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은 에너지
원단위가 높은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매우 큰 산업구조적 특성에도
일부 기인한다. 그러나 우리와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 에너
지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에서 산업구조의 대폭적인 변화
없이도 큰 폭의 효율 제고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에너지다소비 산
업의 경우 물리적인 에너지 효율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제품당 부가가치가 낮은 것이 부가가치 기준 에너지 원단위가 낮은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제품구조 고도화 등을 통한 각 산업의 부
가가치 향상을 촉진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대·중소기업 협력관계 구축
국내 중소기업은 대부분 국제환경변화에 대응 능력이 부족하며
녹색성장정책에 부응하는 기술개발 능력이 부족하다. 그 원인은 중
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녹색성장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할 인력 부족
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첨단 국제환경규제 분야에는 대
학 및 공공연구기관에도 전문 인력이 크게 부족하여 중소기업이 지
원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기업
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관계 구축이 중요하다. 현재에도 대기업과 중
소기업 간의 협력체제가 상당부분 구축되어 있으나, 대부분 기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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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등에 그치고 있고 실질적인 협력관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외국 환경규제 생성과정에 적극적 참여 유도
확대되는 국제환경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환
경규제에 대한 신속하고도 정확한 정보 파악과 외국의 규제 생성과
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기업에 유리하도록 규제를 유도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JBCE(Japan Business Council in Europe) 경우 유럽 현지에 수
십 명의 국제환경규제 대응 전문 인력이 상주하여 다양한 활동을 통
해 급속히 강화되고 있는 유럽의 환경규제에 대단히 효율적으로 대
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기업이 개인 차원에서 활
동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이 공동 대응하는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
고 있다. 따라서 JBCE의 사례를 참고하여 이러한 조직이 구축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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