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No.

2017.12.

포용적 성장과 과학기술 정책 방향
주 원, 서행아

1. 서론 / 3
2. 경제성장과 과학기술 / 4
3. 포용적 경제성장과 과학기술 / 8
4.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 사례 / 14
5. 바람직한 과학기술의 역할/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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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우리 과학기술은 ｢전통적 성장에 대한 기여도 제고｣와 ｢포용적 성장에서의
역할 모색｣의 두 가지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음
- 최근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원인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주장들이 나타남
- 한편 최근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포용적 성장과 과학기술의 상충관계는 과학기술의
입지를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음

과학기술이 포용적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과학기술이 포용적 경제성장의 틀에 포함될 수 있으며, 경험적
결과들은 대체로 과학기술의 발전이 불평등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고됨
(긍정적 경로) OECD에 따르면 기술 혁신은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고용 및 수익 창출 기회, 소득 및 부의 재분배, 삶의 제고
등을 통해 포용적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됨
(부정적 경로)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은 기존 성장 이론 경로인 생산성 경로를
통해 오히려 소득 분배를 악화시킨다는 주장들이 다수를 차지함
올해 OECD에서는 포용적 성장과 관련된 33개국의 과학기술 혁신 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혁신 인재 양성】
여성의 직장 내 경력관리, 기업가 역량 강화, 대중적 과학 소양 강화 지원
- 일본의 여성 연구자 연구 활동 지원프로그램, 한국의 WISET 여성 대학원생 주도의
공학 연구 프로젝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회적 취약계층 출신 지원 프로그램 시행
- 기업가적 역량

강화를 위해 영국 찰스 황태자 청년기금은 매년 11~16세 학생을

대상으로 사업 운영 프로그램을 통해 우승 팀에 사업 런칭 지원

여성의 STEM 분야 연구경력 진출 확대 등 차별과 고정관념에 대한 정책 지원
및 포용적 혁신 투자 인센티브 제공
- 스웨덴의 여성 사절단 프로그램(Women Ambassadors), 아일랜드의 여성 기업가 지원
프로그램(Going for Growth) 등을 통해 여성 기업인들의 성공 경험을 교류
- 이스라엘의 R&D 센터 설립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저개발 지역에서 혁신 활동을
펴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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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육성】
무담보 소액 대출 등 금융 접근성, 신시장 개척 및 창업 역량, 네트워크, 인재
발굴 등 업무 개선
- 라투아니아의 유럽 무담보 프로그램은 여성 창업가에게 유리한 대출과 상환조건 제공
-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 시행한 ‘이민 창업가 사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IFEX)’ 추진

【지역 혁신 시스템 강화】
상대적으로 취약한 인적 자원 및 공간적 약점 극복을 위한 대응 방안 필요
- 미국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정부가 연구 역량을 향상시키고 과학·공학 연구를
개선시키는 ‘경쟁적 연구를 위한 실험적 프로그램(EPSCoR)’을 통해 지원금 제공

바람직한 과학기술의 역할
과학기술의 경제성장에서의 전통적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나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포용적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역할 모색이 필요한 시점
- 과학기술의 핵심 역할은 여전히 경제성장(생산성 증대와 부가가치 확대) 가속에 있음은
변하지 않는 사실임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포용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성장 등 균형을 강조하는
새로운 성장 프레임이 빠르게 확산 중임

과학기술의 기초를 이루면서 방향성을 결정짓는 공공 R&D의 효율성 및 개방성을
제고하고 민간 R&D의 기초 및 원천 연구를 확대하여 경제성장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를 높이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임
- 과학기술의 핵심 역할은 경제성장(생산성 증대와 부가가치 확대) 가속임을 인식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민간 기업의 경우 당장의 사업화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지을 수 있는 핵심 원천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함

새로운 성장 프레임으로 인식되고 있는 포용적 성장 구조에서 과학기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함
- 새로운 과학기술이 소기업들의 스타트업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창업과 기술의 연결
고리를 만드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임
- 취약계층이 새로운 과학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하여 과학기술이 국민에게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임
- 새로운 과학기술이 취약계층의 생산성 제고로 연결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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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우리 과학기술은 ｢전통적 성장에 대한 기여도 제고｣와 ｢포용적 성장
에서의 역할 모색｣의 두 가지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음
최근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원인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주장들이 나타남
- R&D로 축적된 지식자산(과학기술)은 기술 혁신을 통해 기존 성장 함수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성장 함수를 창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 보면 한국경제가 도약을 이루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 주력 산업들의 경쟁력이 나날이 취약해져 가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음
- 이에 과학기술의 경제성장에서의 역할에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되고 특히 최근
성장보다 분배에 대한 정책적 비중이 높아지면서 공공 R&D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가 크게 하락함
한편 최근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포용적 성장과 과학기술의 상충관계는 과학기술의
입지를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음
- 포용적 경제성장(Inclusive Growth)은 사회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성장의 과실이
빈곤층에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로써 이에 대한 연구가 확대됨
- 여기서 기존 성장 틀에서는 과학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성 제고와
기술 혁신을 통해 성장률을 높이는 방향이나, 과학기술이 고숙련 노동자와 자본에
그 과실을 집중함으로써 사회 양극화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이미 저성장 현상과 한정된 자원 분배가 과학기술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포용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과학기술이 지목되고 있음
따라서 향후 과학기술의 한국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없을 경우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약화되고 국가적 지원이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과학기술이 ｢전통적 성장｣의 틀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대안과 ｢포용적 성장｣의 틀에서 자기 역할을 찾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봄

3

과학기술 동향 심층 분석보고서 제 28호

2

경제성장과 과학기술

가. 과학기술의 사회적 성과 경로
R&D를 통한 과학기술 발전 성과는 1차적으로 물적 및 인적 자본 스톡의
축적에 영향을 미침
R&D의 1차적인 효과는 물적 자본 스톡의 축적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데에 있음
또한 과학기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창조적 인력을 양성하여 사회의 양질 인적
자본을 축적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함

한편 R&D는 축적된 물적 및 인적 자본을 이용하여 2차적으로 사회
발전과 경제성장이라는 효과를 발휘함
축적된 지식과 인적 자본을 이용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술 혁신을
도모하여 경제성장의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긍정적 영향을 미침
또한 사회 전반의 과학화를 촉진시켜 사회 내 비합리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과학이
기반이 되는 국민 생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됨
개개인에게는 생활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비용이 감소하여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이 제고되는 결과로 이어짐
< R&D 및 과학기술의 역할 >

※ 자료: 조현대 외(2010)를 재구성

4

포용적 성장과 과학기술 정책 방향

나. 최근 한국 경제성장에서의 과학기술의 역할
최근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원인으로 전통적인 생산요소인 자본과 노동의 투입 저하보다 연구개발
투자의 성과 부족을 지적하는 주장들이 나타남
최근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된 요인은 연구개발 투자의 성과로 대변되는 TFP
기여도 급락 때문으로 분석됨
-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4.7%p에서 2011～2015년 3.2%로 1.5%p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 중 3분의 2인 1%p가 TFP기여도 하락에 기인함
- TFP 기여도가 낮은 문제가 개선되지 못할 경우 한국의 향후 2026～2030년
잠재성장률은 1%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의 시기별 잠재성장률 및 생산요소의 기여도 >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실제 국내 R&D의 TFP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에 비해 크게 하락하고
있으며 기술 선진국에 비해서도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됨
국내 R&D 효과는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하나 기술 선진국 수준에는 미흡
- 신태영(2007)에 따르면 한국 TFP 증가율에 대한 R&D 스톡 증가율 탄성치는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하고는 있으나 기술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TFP 증가율에 대한 R&D 스톡 증가율 탄성치: R&D 투자 스톡의 증가율이
1% 증가할 때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증가폭을 의미
- 또한 한국 GDP에 대한 R&D 스톡 탄성치도 과거에 비해 하락, 현재 일본의 절반 수준
※ GDP에 대한 R&D 스톡 탄성치: R&D 투자 스톡이 1단위 증가할 때 GDP가
증가하는 양을 의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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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P 증가율에 대한 R&D 스톡 증가율 탄성치 >

※ 자료: 신태영 외(2007)

< GDP에 대한 R&D 스톡 탄성치 >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이에 따라 과학기술의 경제성장에서의 역할에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
되고 최근 성장보다 분배에 대한 정책적 비중이 높아지면서 공공
R&D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가 크게 하락함
국가 재원의 한계 속 분배 논리 강화로 공공 R&D 분야가 후순위로 밀리는 모습이
나타남
- 최근 복지, 고용 부문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예산 수요가 급증
하면서 한정된 세수 속 국가 채무 부담과 재정 건전성 문제가 이슈가 됨
- 이에 따라 2018년 정부의 예산안에서 시급하지 않은 분야들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남
- 2018년 전체 예산 증가율은 전년대비 7.1%이며, 보건·복지·노동 분야는 12.9%,
교육 11.7%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한편 SOC(전년대비–20%), 문화·체육·관광(8.2%) 등이 예산이 크게 감소하였음
- R&D 분야는 비록 0.9%의 증가세를 기록하기는 하였으나 전체 예산 증가율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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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채무/GDP 및 재정수지/GDP 비율 > < 2018년 예산안 증가율(전년대비, %) >

※ 자료: 기획재정부

※ 자료: 기획재정부

이미 2016년 이후 정부 R&D 예산 증가율이 총 예산 증가율을 하회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체 예산에서 공공 R&D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3년 연속 하락하는 모습임
- 정부의 R&D 예산/총예산 비중은 2015년 5%를 정점으로 3년 연속 하락하였으며
현재 비중 수준은 약 10년 전 수준에 불과함
- 향후에도 이러한 R&D 예산 비중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정부 R&D예산 및 총예산 증가율 >

※ 자료: 기획재정부

< 정부R&D예산/총예산 비중 >

※ 자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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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용적 경제성장과 과학기술

가. 포용적 경제성장의 개념과 비판
포용적 경제성장(Inclusive Growth)은 사회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성장의 과실이 빈곤층에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로써 이에 대한 연구가 확대됨
포용적 경제성장(Inclusive Growth)의 원래 의미는 단순히 사회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성장의 과실이 빈곤층에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며, 따라서 궁극적인
목적은 빈곤층의 삶의 수준을 높이는 것임
- 사회 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적 우위에 있는 계층이 열위 계층을 포용하면서 경제성장을 추진해야 함을
의미함
- 포용적 성장의 주된 타겟팅은 소득 불평등의 개선으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이후
교육, 보건의료, 환경 등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면서 그
개념이 확대됨
- 그러나 국제사회 내에서 현재까지 포용적 성장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합의되지
않은 상황임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포용적 성장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으며,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OECD 등 국제기구들이 새로운 성장 모델의 하나로 포용적 성장에
대한 연구를 확대함
- WB(세계은행, World bank)은 고속 성장을 통해 절대적인 빈곤을 줄일 수는 있으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 내 모든 계층과 모든 세대를 포용할 수
있는 경제성장이 필요함을 강조함
- ADB(아시아개발은행, Asian Development Bank)는 ‘전략 2020’의 내용 속 핵심
목표 중 한 가지로 포용적 성장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소득과 고용을
포함하는 모든 기회의 평등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사회 내 모든 계층과 구성원들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소득 및 자산 등 부(富)와 관련된 부문뿐만 아니라 고용, 교육, 건강, 기술,
사회적 관계, 환경 등의 모든 경제적 성과들이 구성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는 성장 시스템이 필요함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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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성장은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함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는 1990년대 미국식 시장경제 시스템과
신자유주의가 개도국 시장으로 파급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 시스템이 가야할 방향을 제시함
- 워싱턴 컨센서스는 1989년 경제학자 존 윌리엄스(John Williams)의 저서에서
처음으로 사용했으며 이후 1990년대 초 IMF와 세계은행, 미국 내 정치경제학자들,
행정부 관료들의 논의를 거쳐 정립됨
- 워싱턴 컨센서스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 신자유주의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
- 워싱턴 컨센서스의 주요 내용은 규제 완화, 무역 자유화와 시장 개방, 사유재산
보호,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 긴축 재정 등 정부가 시스템에 개입하는 것을 최소로
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자유주의 시스템을 의미함
- 이러한 신자유주의 논리는 글로벌화로 그 개념이 확장되면서 특히 남미를 중심으로
하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시스템이 가야 할 방향으로 종종 제시됨
포용적 경제성장의 논의는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로 인한
신자유주의 정책이 세계적인 성장 둔화와 불평등 확대를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지목하고 불균형 성장이 아닌 균형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
함을 주장함
- 특히 2000년대 이후 세계적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친빈곤적 성장(Pro-poor
growth)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포용적 경제성장(Inclusive economic
growth)이란 용어가 유래됨(Kakwani and Pernia(2000) 등)

한편, 포용적 경제성장은 그 자체의 개념 미정립에 따른 정책목표의
모호성과 성장과 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증거력의 취약성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
포용적 경제성장에 대한 비판의 주된 내용들은 포용적 성장 자체의 개념이 통일
되지 못하면서,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지가 모호해진다는 점임
- White(2012)는 정책목표가 불확실성을 가질 경우 정책 입안자들 간에 혼란이 발생
하여 정책들 간에 방향성이 일치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여 결국은 목표는 좋은
의미를 가지나 정책이 기대하는 효과는 달성하기 어려움을 지적함
또 다른 비판의 내용은 포용적 성장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불평등을 완화함으로써
고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는 논리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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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장과 불평등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분석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나타난 경제성장률과 불평등 간의
역의 관계에 대해 불평등이 원인이 되고 성장률이 결과가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짐
※ 이들의 주장은 빈곤 계층의 경제 참여(고용비율)가 증가하면 경제성장이
보장된다는 것임
- 이들의 주장대로 1990년대와 언급되어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 성장과 불평등에
역의 관계가 나타나고는 있으나 이외 나머지 기간에는 성장과 불평등의 방향성이
동일한, 즉 성장률이 낮아지면 불평등도도 낮아지고 성장률이 높아지면 불평등도
높아지는 정(正)의 관계가 발견됨
- 따라서 성장과 분배 간에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강하고, 오히려
성장을 통한 분배가 더 바람직하다는 시각이 대두됨
< 한국의 경제성장률 및 지니계수 추이 >

※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나. 과학기술정책과 포용적 경제성장
과학기술이 포용적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이론적으로는 과학기술이 포용적 경제성장의
틀에 포함될 수 있으며, 경험적 결과들은 대체로 과학기술의 발전이
불평등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긍정적 경로) OECD에 따르면 기술 혁신은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고용 및 수익 창출 기회, 소득 및 부의
재분배, 삶의 제고 등을 통해 포용적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됨
공급 측면에서 기술 혁신은 시장 구조의 변화, 노동 수요의 변화, 소기업 신사업
모델 제시 등의 긍정적 영향을 미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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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기적인 기술 변화는 창조적 파괴를 촉진하여 시장 구조를 변화시키며, 이는
노동, 자본, 소득에 대한 기존의 틀을 붕괴시켜 스타트업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
- 기술 혁신은 노동 수요의 변화를 촉진하는데, 이것이 작업 자동화에 따른 고용
감소를 동반하지만 이를 넘어서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음
- 또한 기술 혁신은 다양한 소매 플랫폼을 등장시키고 협력 소비를 확대하여 소기업에
대한 신사업 모델 제시와 진입 비용 감소를 유발함
수요 측면에서는 새로운 상품의 가격을 하락시키고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포용적 성장에 가까워질 수 있음을 언급함
- 과학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하락시키고 이는 빈곤층 및
소외계층의 실질 구매력을 상승시키는 영향을 미쳐 이들 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함
- 한편 온라인 교육 등의 수단을 통해 저비용의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기회의 평등을 가져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함
< 기술 혁신에 따른 포용적 경제성장 효과(OECD2017) >

※ 자료: OECD

(부정적 경로)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은 기존 성장 이론 경로인 생산성
경로를 통해 오히려 소득 분배를 악화시킨다는 주장들이 다수를 차지함
기본적으로 과학기술 발달은 소득 분배를 악화시켜 포용적 경제성장에 역행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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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의 발달은 자본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을
가져와 근로자의 구매력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보고됨
- 또한 기술 발달은 노동자 간 생산성 격차를 확대시켜 임금 불평등을 유발하는데,
특히 고숙련 노동자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저숙련 노동자의 소득을 악화시키는
양극화의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됨
-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Jaumotte·Lall·Papageorgiou(2013)은 국제화보다는
기술 변화가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보고함
- 또한 Wheeler(2005), Heckman·Lochner·Taber(1998) 등은 미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숙련편향적(Skill-biased)인 기술의 발전이 임금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주장함
- 한편 Aghion·Howitt·Violante(2002) 신기술이 아닌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 GPT)의 확산이 소득 불균형을 유발함을 이론적으로 규명함
- Aghion et al.(2015)는 혁신 성장(innovation-led growth)이 최고소득계층의 소득
점유율(top income share)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동시에 사회적 이동성
(social mobility)을 높이는 효과도 가짐을 주장함
- Lee·Rodríguez-Pose(2013)는 유럽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술 혁신이
지역 불균형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제한적으로만 관측되었음을 보고함
< 과학기술과 포용적 경제성장에 대한 분석 >
연

구

분석결과

Jaumotte·Lall·Papageorgiou(2013) 기술변화가 소득불평등의 확대에 기여
Wheeler(2005)
Heckman·Lochner·Taber(1998)

숙련편향 기술이 미국 임금 불평등 확대를 유발

Aghion·Howitt·Violante(2002)

범용기술 확산이 불균형을 유발

Aghion et al.(2015)

혁신성장(innovation-led growth)이 사회불평등을 유발

Lee·Rodríguez-Pose(2013)

기술 혁신이 유럽 지역 불균형 유발

※ 자료: 각 연구자료

실제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 보면 OECD와 IMF 등은 과학기술 발전이 임금, 소득
등 불균형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음
- OECD 통계를 보면 1995년 대비 2010년의 국가별 지니계수 격차와 국가의 기업
R&D/GDP 비율에 정(正)의 상관관계가 발견되고 있음
- 이는 기업 R&D 비중이 높아질수록, 즉 과학기술의 발전이 빨라질수록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것을 의미함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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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에 따르면 1995년 대비 2009년의 총 노동분배율의 변동을 요인별로 분해할
경우 기술 보급과 기술 변화가 노동분배율의 변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우선 기술 보급은 고숙련 노동자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저숙련 노동자들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쪽으로 영향을 미침
- 특히 기술 변화는 중숙련 노동자들의 소득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즉 중숙련
노동자들의 소득 비중이 하락시키는 쪽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노동자들 간
소득 양극화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OECD 국가 지니계수 격차 및 기업
R&D 비중 >

※ 자료: OECD

< 총 노동분배율 변동 기여도
분해(‘95～‘09) >

※ 자료: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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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 사례

올해 OECD에서는 포용적 성장 내 혁신 정책을 소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대부분의 혁신 정책의 초점은 경제성장 관점에서 R&D 투자를 위한 측면을 강조
하나, 포용적 성장 관점에서는 소외된 개인, 기업, 지역의 참여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임
포용적 성장과 관련된 과학기술 주요 정책을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활용, 창업·
중소기업 육성, 지역 혁신 시스템 강화 측면에서 국가별 사례 도출
※ 대상국가 :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독일, 리투아니아, 멕시코, 미국,
아일랜드, 이스라엘, 인도, 일본, 중국, 칠레, 콜롬비아, 한국, 헝가리

가.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활용

 이공재 여성 인재 양성
이공계(STEM) 분야의 여학생 참여 촉진
- (일본) ‘여성 연구자 연구 활동 지원 프로그램(Programme to Support Research
Activities of Female Researchers’)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직 고위 간부와의 만남 행사를 제공
- (한국)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의 여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여성 교수와 여대생을 멘토로 하여 대학교에서의 학업 계획을 세우도록
지원

 여성 연구원 및 기업가 역량 강화
여성 연구원의 경력 관리 및 리더십 역량 지원
- (남아프리카공화국) 여성을 포함한 취약계층 출신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경력
지원을 위한 투투카(Thuthuka) 프로그램 추진
※ 각기 상이한 경력 단계에 있는 흑인 및 여성을 대상으로 연례 성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3년간 보조금 지급
- (일본) 연구 부문에 대한 여성의 수를 늘리고 여성 연구 역량을 향상을 목표로
‘여성 연구자 연구 활동 지원 프로그램(Programme to Support Research
Activities of Female Researchers)’ 추진
- (아일랜드) ‘여성 기업가를 위한 경쟁적 창업 지원 기금(Competitive Start Fund
for Female Entrepreneur)’을 통해 여성의 창업 활동과 금융적 장벽에 대응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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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기업가 네트워크 강화
- (스웨덴) 여성 기업가들이 자발적으로 다른 여성들과 비즈니스 경험을 서로 공유
하기 위한 ‘여성 사절단(Women Ambassadors)’ 프로그램 추진
- (아일랜드) 2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성공한 여성 창업가의 사례를 공유하는 ‘여성
기업가 지원 프로그램(Going for Growth)’ 시행

 과학문화 조성
일반 대중의 과학적 소양 강화
- (중국) ‘과학적 소양을 위한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Scientific
Literacy)’은 2025년까지 중국의 모든 성인의 기초적 과학 소양을 지원
- (인도) 국립과학기술통신위원회(NCSTC)는 과학적 지식 전파를 위해 이동형 과학
전시관을 기차 위에 설치해 인도 전역을 방문하는 ‘과학 열차(Science Express)’
프로그램 추진

나. 창업·중소기업 육성

 창업 생태계 조성
무담보 소액대출로 담보나 검증 가능한 신용 기록이 없이도 소액의 대출을 제공
- (라투아니아) ‘유럽 무담보 프로그램(European Progress Microfinance Facility
Programme)’은 여성 창업가에게 유리한 대출과 상환 조건으로 제공
- (헝가리) 키우트(Kiut) 프로그램은 가처분 소득이 낮고 낙후한 지역에 살고 있는
개인들로 이루어진 그룹에 소액 대출을 제공

 신시장 개척 및 창업 핵심역량 지원
기업가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적 기반 구축
- (영국) 찰스 황태자의 청년기금에서 시행하고 있는 창업 경연대회인 ‘모자이크 기업
경진대회(Mosaic Enterprise Challenge)’는 매년 11〜16세의 학생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게임 사업 운영 프로그램을 통해 우승 팀에 사업 런칭을 지원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거나 기업의 성과를 개선하도록 지원
-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주에서 시행한 ‘스타트업 및 기업이전
이니셔티브(Initiative for Start-ups and Business Transfer, IFEX)’를 통해 이민
창업가의 사업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직면한 어려움을 지원
- (뉴질랜드) 마오리족을 위한 사업 경영 컨설팅 업체 지원을 목표로 ‘마오리 혁신
펀드 사업 자문 제도(Commercial Advisors Scheme of the Maori Innovation
Fund)’ 추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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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중소기업 혁신 펀드(Innovation Fund for SMEs)’를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
자문과 전문적 조언을 제공
- (한국) 창업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창조혁신경제센터’ 운영
다른 사업가와 혁신 주체 간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혁신 바우처 지원
- 혁신 바우처란 중소기업이 대학과 공공 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혁신 도입을 지원
하기 위해 제공되는 소액의 상환 의무가 없는 지원금으로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 시행 중

 투자 인센티브 제공
비혁신적인 중소기업과 전통 부문의 기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참여를 증진할
인센티브나 자원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증진 방안 필요
- (이스라엘) ‘전통산업 R&D 촉진 프로그램(Encouraging R&D Traditional
Industry Programme)’은 기존 프로젝트 내 노동비, 장비, 지식재산권 취득 관련
소요되는 지출의 50%를 제공
- (아일랜드) ‘여성 기업가를 위한 경쟁적 타당성 펀드(Competitive Feasibility
Fund for Female Entrepreneur)’는 여성이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지출 중 50%를 지원
- (이스라엘) ‘저개발 지역에 대한 기업 R&D 센터 설립 프로그램(Programme for
Companies to Establish R&D Centres in the Periphery)’는 해당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성공적 프로젝트에 대해 매년 지원금의 3%를 상환

 인재 활용 지원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된 인재 고용 지원
- (EU) 회원국과 Horizon 2020 참가국은 해외 박사후 과정 연구원을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최대 1년 동안 제공하는 H2020 중소기업 혁신 연계 프로그램
(H2020 SME Innovation Associate)을 시행
- 본 프로그램은 참여한 중소기업의 구인정보를 연구자 채용 포털인 EURAXESS에
게시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다. 지역혁신시스템 강화

 지역 지식플랫폼 구축
지역의 문제점 파악 및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서비스 확대
- (중국) 특사 파견 시스템(Envoy System)은 농어촌 지역에 자격 요건을 갖춘
과학기술 전문가를 파견하여 과학기술 서비스를 제공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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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롬비아) ‘변화를 위한 아이디어(Idea for change)’ 프로그램은 가상 플랫폼을
통해 낙후한 지역의 특정한 수요와 문제점을 파악
- (칠레) ‘사회 혁신 프로토타입(Prototypes of Social Innovation)’ 프로그램은 지역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솔루션을 온라인 공개 혁신 플랫폼을 통해 공모

 지역 연구개발 역량 강화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발전 계획 추진
- (미국) ‘경쟁적 연구 실험 프로그램(Experimental Program to Stimulate
Competitive Research, EPSCoR)’은 지방 정부가 연구 역량을 향상시키고 과학·
공학 연구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금 제공
- (멕시코) ‘생산적 지역(Productive Territories)’ 프로그램은 기존 자산과 지역적
수요를 반영하여 낙후 지역에 대한 발전 계획을 설계
- (인도) ‘과학 기술 기업가정신 개발(Science and Technology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프로그램’은 지역 최적 산업 파악 및 잠재적 지역 창업가 훈련
프로그램 추진
- (콜롬비아) 과학기술 혁신 로열티(Royalties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프로그램은 국가, 지역, 산업 수준의 범위 내에서 천연 자원의 시추에서 얻어진
로열티의 10%를 지역 과학기술 혁신 프로젝트 예산으로 활용

 혁신 기업 유치
지역으로의 세계적 기업을 유치하려는 정책 확대
- (한국) 테크노파크는 서울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건설되었으며 기반기설
건설, 인적 자원 풀 향상, 연구소와 대학 간의 네트워킹 프로그램,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대상 금융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정책 지원
- (멕시코) 낙후한 남부지역과 타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특별 경제지구를
선정하여 현재 4곳을 설립 중
- (이스라엘) 정부는 중심지와 지방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2-3년 동안 주변부에
입지한 대기업 R&D 센터 관련 지출을 일부 제공하는 지원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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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바람직한 과학기술의 역할

과학기술의 경제성장에서의 전통적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나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포용적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역할 모색이
필요함
과학기술의 핵심 역할은 여전히 경제성장(생산성 증대와 부가가치 확대) 가속에
있음은 변하지 않는 사실임
- 그러나 최근 경제성장률이 급감하고 TFP 기여도가 급락하면서 과학기술의
전통적인 경제성장에서의 역할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임
- 우선 민간 R&D는 당장의 수익이 되는 분야에 집중되면서 중장기적으로 멀리
보아야 하는 기초 원천 기술에 대한 투자가 미흡함
- 특히 공공 R&D 정책에 다양한 문제점들이 노정되면서 국가 과학기술의 핵심
기능을 하는 공공 R&D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기류가 확산 중임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포용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성장 등 균형을 강조
하는 새로운 성장 프레임이 빠르게 확산중임
- 만약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지 못할 경우 과학기술의 위상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짐

과학기술의 기초를 이루면서 방향성을 결정짓는 공공 R&D의 효율성
및 개방성을 제고하고 민간 R&D의 기초 및 원천 연구를 확대하여
경제성장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를 높이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임
과학기술의 핵심 역할은 경제성장(생산성 증대와 부가가치 확대) 가속임을 인식
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확산에 반드시 필요한 시장실패의 보완이라는 공공
R&D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임
- 공공 R&D의 집행과정에서 의사결정, 수행기관, 대상 분야에 대한 집중으로 낭비적
요소를 줄여 나가야 할 것임
- 공공 R&D 사업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흐름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실효적 방안을 모색하여 유·무형의 파급효과를 도모해야 할 것임
- 공공 R&D를 민간과 해외에 적극 개방하여 경쟁 원리 도입을 통한 투자 효율성
제고를 도모해야 할 것임
- 공공 R&D가 지금과 같이 ‘연구를 위한 연구’에서 벗어나 상업화에 관심을 가지는
민간 R&D가 유인될 수 있도록 연구 분야에 대한 구조 조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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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R&D에 대한 사회적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자정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민간 기업의 경우 당장의 사업화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지을 수 있는 핵심원천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함

새로운 성장 프레임으로 인식되고 있는 포용적 성장구조에서 과학기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함
새로운 과학기술이 소기업들의 스타트업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창업과 기술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임
- 기술금융, 스타트업 컨설팅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여 과학기술 관련
스타트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필요함
취약계층이 새로운 과학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하여 과학기술이
국민에게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임
- 정보 획득, 기술 적응 등의 측면에서 취약한 계층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혁신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 학계 등의 노력이 필요함
- 또한 R&D의 결실이 전 계층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 미디어 등을 통해 기술의
홍보와 기술 이용의 편의성 제고 노력이 요구됨
새로운 과학기술이 취약계층의 생산성 제고로 연결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해야
할 것임
- 취약계층의 생산성 제고는 소득 증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내수 비중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며 이는 포용적 경제성장의 성공 조건임
- 이를 위해서는 정규 교육과정 및 직업교육 등에 있어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새로운 과학기술과 혁신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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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WEF 포용발전지수
WEF(2017)에 따르면 선진 29개국 중 한국의 포용발전은 14위 포용성장은 8위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냄
- 포용발전지수의 세부항목으로 ‘세대 간 형평성 및 지속가능성’ 2위, 성장·발전
22위, 포용 23위
- 포용성장지수의 세부항목으로 ‘세대 간 형평성 및 지속가능성’ 15위, 성장·발전
4위, 포용 3위
- 이를 해석하면 한국의 경우 포용적 성장이 가능한 기본적인 기반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WEF(2017)의 포용발전지수(inclusive development index) 순위 >
현재 발전정도(포용발전지수)
포용발전순위(1인당
국가
GDP순위)

최근 5년간 개선 정도(포용성장지수)
국가

순위

노르웨이

1

-2

아이슬란드

1

룩셈부르크

2

-1

뉴질랜드

2

스위스

3

-3

이스라엘

3

독일

13

-15

독일

5

한국

14

-24

한국

8

미국

23

-9

미국

11

일본

24

-17

일본

18

※ 자료: WEF(2017)

<참고 2> 포용적 경제성장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포용적 경제성장이 성공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로는 고용 시장
개혁, 거시 펀더멘탈의 안전성, 대외 개방성 등이 제시되고 있음
- McAdam and Stracca(2015)는 OECD 대상 분석에서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고용
시장 개혁이 투자와 고용의 확대 그리고 전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됨
- Anand et al(2013)은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시경제 안정성, 인적 자본
축적, 구조 개혁이 기초가 되어야 함을 강조함. 또한 외국인직접투자와 교역 개방이
포용적 성장을 확대하나 금융 심화, 기술 변화 등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함
- UNDP(2011) 등 5개 연구는 아프리카 대상 분석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포용적
경제성장이 성공적이나 일부 국가에선 실패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국가가 가지는
고유의 특성이 포용적 성장의 성공 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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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용적 경제성장의 효과에 대한 분석 >
연

구

분석결과

McAdam and Stracca(2015)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고용시장개혁이 경제성장에 도움

Anand et al(2013)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스템 개혁이 선제조건

UNDP(2011) 등 5개 연구

포용적 경제성장은 국가별로 그 결과가 상이

※ 자료: 각 연구자료
주: UNDP(2011) 등 5개 연구는 UNDP(2011), Lundstrom et al(2009), Ali et al(2007), Anand et al(2013),
Adedeji et al(2013)임

24

저자 소개
‣ 주 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T. 02-2072-6235 / E. juwon@hri.co.kr
‣ 서 행 아
- KISTEP 혁신경제정책센터 연구위원
- T. 02-589-2866 / E. haseo@kistep.re.kr

과학기술 동향 심층 분석보고서
※ 본 내용은 기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 동 보고서의 내용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혁신경제정책센터
Tel : (02) 589-2866
E-mail : haseo@kistep.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