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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에 있어 서비스산업의 혁신능력이 갈수록 중요

나라의 경제규모와 경제구조에 부합하는 정상 수준의 서

해지고 있으므로 서비스 R&D 활성화의 필요성이 강조되

비스 R&D 비중은 33.2%로 추정되며 실제 비중인 8.1%

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근래 들어 OECD 주요국에서는

는 이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편 서비스 R&D 비중

서비스 R&D 활성화를 위한 정책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이 1%p 증가 시 서비스 부가가치 비중은 최대 0.19%p 증

져 왔고 우리나라도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R&D

가한다는 추정치를 얻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4.4만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서비스산업

명의 추가 고용을 창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

의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서비스업의

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서비스 R&D 활성화

부가가치 창출 능력은 낮은 반면 고용 비중은 매우 높은

를 통한 서비스 혁신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비스

비정상적인 서비스산업 구조를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

R&D 활성화의 모멘텀을 다시 얻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정

라의 민간 R&D 투자 중 서비스 R&D가 차지하는 비중은

책들에 대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방안을 설

2015년 기준 8.1%로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러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낮은 편이며 이 비중은 수년 째 큰 변화 없이 제자리걸음

실질적으로는 서비스 R&D가 현재 R&D 지원제도의 혜

을 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R&D 투자 증가율도 최근 급격

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히 하락하여 실질 기준으로 2015년에는 마이너스(-) 성장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서비스 R&D의 특성 상

을 하였다. 즉 이는 그동안의 서비스 R&D 활성화 정책이

R&D 활동의 식별이 쉽지 않으므로 서비스 기업과의 긴밀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OECD 국

한 소통을 통해 서비스 R&D를 촉진할 수 있는 기준 및 체

가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본 바로는 우리

계를 민관 합동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I. 논의의 배경
□ 경제성장에 있어 서비스산업의 혁신능력이 갈수록
중요해질 전망
◦ 혁신주도형 경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식축적과

□ ‘낮은 생산성’을 중요한 특징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
라의 서비스산업은 소위 ‘보몰의 비용질병(Baumol’s
Cost Disease 또는 Baumol Effect)을 야기
◦ 보몰 효과가 작동한다면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
행될수록 한 국가 전체의 생산성은 저하되고

기술력 향상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가 필수적이

결국 성장률이 하락하는 현상 발생

며 이 과정에서 R&D 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

- 보몰 효과: 제조업 등에서 생산성 향상에 따른

임금상승이 생산성 향상이 없거나 더딘 서비스산

◦ R&D 투자에 대한 논의는 통상 제조업에 국한

업의 임금상승을 야기하고 결국 산업 전체의 비

되어 진행되어 왔으나 근래 들어 서비스산업에

용을 빠르게 증가시켜 전체 산업의 생산성을 저

서도 R&D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부각

하시키는 현상

◦ 서비스산업의 고용과 생산 비중이 높아지는 경

* 오완근(2009)은 우리나라 경제전체의 성장 둔화 원인

제의 서비스화가 진행되면서 서비스산업의 혁

으로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율 하락을 지목하면서 ‘보

신 능력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

몰 효과’가 작동하고 있음을 주장

- 경제의

서비스화

확산에는

제품의

생산

(manufacturing)보다는 제품과 연계된 서비스에

서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품의 서비

◦ ‘보몰의 병’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경제의 서비
스화는 이미 직면한 상황이므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은 중요한 과제임

스화 진전이 상당한 기여
- 또한 노동력에 기초한 단순한 서비스보다는 지식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제

조업에 비해 매우 열위에 처한 상황

기반 서비스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서비스의 고부
가가치화가 빠르게 확산

- OECD에 따르면 한국의

- 따라서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 서비스 부문의

(business sector service)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혁신이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 보다 중요한 역할을

제조업의 40% 수준으로 OECD 26개 회원국 중

담당(제조보다 그 전후 단계가 보다 많은 부가가치

가장 낮았음

를 창출하는 <그림 1>의 스마일 커브 참조)
<그림 1> 스마일 커브

자료: 박필재·유선화(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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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낮은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전체 노동생산성

69.7%이며 아래 그래프의 국가들 평균은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약 70.0%, 고용 비중은 70.3%

을 끌어내리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평균적으로 OECD 국가들의 서비스업 고용 비중은

◦ 우리나라 서비스 부문의 낮은 생산성은 서비스

부가가치 비중과 비슷한 수준

업 고용비중에 비하여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이 낮다는 점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 OECD 국가들의 서비스업 고용비중과 서비스업

부가가치비중을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우리나라의

□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혁신을 위한 R&D
투자 활성화가 필요

위치는 추세선에서 벗어나 아래쪽에 위치(고용비
중에 비해 낮은 부가가치 비중)

◦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요소비용 대비 부가가

-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실질 기준)은 59.1%인데 비해 고용비중은

치 비율이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요소비용 절감과 함께 고부가가치화가 필수적

<그림 2>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생산성1) 국제비교2)

주: 1) 민간서비스 부문 종업원 당 부가가치(제조업=100)
2) 호주와 영국은 2012년 기준, 그리고 그 외 국가들은 2013년 기준
자료: Going for Growth 2016(OECD)

<그림 3> OECD 국가들의 서비스업 고용비중과 부가가치비중

주: 25개국 대상이며 연도별 통계의 확보 여부에 따라 국가별로 사용한 연도(2012~2015)는 다름
자료: OECD 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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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부가가치비중은 인당 국민

소득 수준에 비해서도 낮은 상태

◦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고 혁
신을 추동할 수 있는 것이 R&D 투자이므로 서
비스산업 R&D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 온 서
비스산업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
점 논의
◦ 2016년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서비스 R&D
예산은 1,033억 원으로 전체 R&D 예산의
0.55%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2015년에 비해 약

◦ 특히

최근에는

‘서비스

사이언스(Service

Science)’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학문분야가 정

립되고 있으므로 ‘서비스’에 대한 접근방식도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과학적 방법론에 의거한

접근이 가능한 상황
- 서비스 사이언스의 정의: 서비스 주도의 경제가

1.8% 감소
- 서비스산업이 국내 경제의 고용과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서비스 R&D 예산은
매우 과소한 수준

◦ 민간의 서비스산업 R&D도 OECD 국가들과 비

요구하는 기술과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컴퓨

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

터 과학, 경영 연구, 산업 공학, 비즈니스 전략,

- 우리나라는 OECD 33개 가입국 중 민간 기업의

경영 과학, 사회과학, 법 과학 등과 같이 이미

R&D 중 서비스 R&D 투자가 8.46% 수준(2013년

확립된 분야의 학문들을 상호 접목하고 응용을

기준)으로 OECD 평균 40.55%의 5분의 1 수준으

하는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접근1)

로 최하위

□ 본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R&D 현
황을 파악하고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림 4> 전체 부가가치 중 서비스업 비중과 인당 국민소득

주: 30개국 대상이며 연도별 통계의 확보 여부에 따라 국가별로 사용한 연도(2009~2015)는 다름
자료: OECD 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1) 서비스 사이언스 현황과 전망(배영우·변정애,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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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서비스 R&D에 대한 이해와 정책 사례

화하기가 쉽지 않음
- 서비스 비즈니스 全 영역에서 혁신이 가능하며

1. 서비스 R&D의 특성과 정의

때로는 기업 자신이 R&D 활동임을 인식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음

□ 서비스산업에서의 R&D는 일반적 (특히 제조업)
R&D와는 달리 그 개념을 규정하거나 R&D 행위
를 정형화하기가 어려움

- 또한 서비스 R&D는 특정 서비스 모델 또는 개

념의 창출, 서비스 전달 방식의 혁신 등 비기술
적

◦ 서비스 부문에서의 혁신은 제조업 등의 다른

활동을

많이

수행하므로

다학제적

(interdisciplinary) 성격을 가짐

부문의 혁신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새로운 서비스 개념 또는 서비스 전달 프로세스

혁신

◦ 이 같은 서비스 R&D의 특징으로 인해 서비스

등의 혁신은 대부분 고객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R&D를 일반적 R&D와 구별할 수 있는 명시적

만들어짐(customer driven innovation)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움

- 많은 경우 서비스 혁신은 무형적(intangible)이며 고

객이 경험하기 전에는 그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움
- 일반적인 상품 혁신과는 달리 서비스 혁신은 대

량으로 재현(replicate on a large scale)하기가

□ R&D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
OECD에서는 서비스 R&D를 따로 정의하지 않고
R&D의 대상으로 ‘서비스’를 포함함으로써 서비스
R&D를 규정

매우 어려움
* 동일한 서비스 개념(concept)이라 하더라도 지역, 장

◦ OECD의 Frascati Manual(2015)3)에서는 R&D

소마다 다른 방식 또는 다른 질로 고객에게 전달됨
- 서비스

혁신은

기존

여러

서비스의

조합

(combination)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거나

기존 서비스를 다른 방식으로 시장에 적용함으로
써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서비스 혁신은 독립된 연구개발 부서에서만 창출

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의 상호작용이 일어나
는 全 사업부서에서 이루어짐

활동의 대상이 되는 ‘상품(product)’은 ‘재화 또
는 서비스(good or service)’를 의미한다고 정의
하면서 서비스를 R&D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4)
- Frascati Manual은 R&D를 ‘사람, 문화, 사회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는 지식 스톡(stock)의 증가
활동’으로 정의하면서 R&D를 세 가지 형태5) Basic research, Applied research, Experimental
development – 로 구분하고 있음
- 이 세 형태의 R&D 활동을 통해 새로운 상품 또

◦ 제조업 부문의 혁신과 매우 다른 이 같은 서비

는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거나 현존하는 상품 또는

스 혁신의 특징2)으로 인해 서비스 부문에서의

프로세스의 개선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상품은

R&D(또는 혁신활동) 행위를 구조화 또는 정형

일반 재화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포함

2) 서비스 혁신의 특성은 서비스의 고유의 특성, 즉 무형성(intangibility: 행위, 수행 등과 같이 형태가 없는 특성), 동시성(simultaneity;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는
특성), 변동성(variablility: 완전히 똑같은 서비스를 매번 수행할 수 없는 특성), 소멸성(perishability: 서비스를 재고로 보관할 수 없는 특성)에서 비롯됨
3) OECD는 국가별 R&D 통계를 다룸에 있어 그 기준을 정립할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준의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Frascati Manual’을 1963년부터 발간하고
있음. 보고서의 처음 제목은 ‘Proposed Standard Practice for Surveys on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이나 각국 관련 전문가들이 최초
회의를 가졌던 장소인 이태리의 Frascati의 지명을 따서 이후 ‘Frascati Manual’로 명명하면서 발간해오고 있음. 다수의 국가들이 이 매뉴얼이 제시하고 있는
R&D 관련 개념을 준용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 사정에 따라 이 매뉴얼의 가이드라인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하고 있음
4)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Frascati Manual의 체계를 준용하여 R&D 통계를 집계하고 있음
5) • Basic research: Experimental or theoretical work undertaken primarily to acquire new knowledge of the underlying foundations of
phenomena and observable facts, without any particular application or use in view.
• Applied research: Original investigation undertaken in order to acquire new knowledge It is, however, directed primarily towards a
specific, practical aim or objective.
• Experimental development: Systematic work, drawing on knowledge gained from research an practical experience and producing additional
knowledge, which is directed to producing new products or processes or to improving existing products or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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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경
우 서비스 R&D를 명시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
으며 인정되는 R&D 활동의 범위도 OECD에 비
해 협소
◦ 미국의

R&D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NSF도 기

본적으로 OECD의 R&D 기준 틀을 준용하고

이 적용
- ‘적격 연구’라 함은 그 연구가 발견하고자 하는

정보가

본질적으로

nature)이며

그

기술적(technological

적용이

납세자의

in

사업요소

(business component)를 새로 개발하거나 개선하

는 것이어야 함6)

있으나 명시적으로 서비스 R&D를 규정하고 있

- 즉, ‘기술적’이지 않은 혁신활동은 세제 혜택에서

지 않으며 OECD에 비해 협소하게 R&D 범위

배제됨에 따라 많은 서비스 부문의 많은 혁신 활

를 설정하고 있음

동은 세제상에서 R&D로 인정받지 못함

- 가령 OECD와 달리 NSF의 R&D 정의에서는 사

회과학(social science) R&D를 배제하고 있는데
소비자에 대한 이해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과

□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 R&D에 대한 명시적 정
의를 관련 법에 포함하는 것을 추진

학 및 인문학 관련 연구는 서비스 R&D의 중요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였던 「서비스발전기본법」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NSF의 R&D

에서 ‘서비스산업 연구개발이란 새로운 서비스

정의는 협소한 편

의 개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제품과 서비

- 반면 Frascati Manual에서는 특정 R&D 과제와

스의 융합 등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지

연계된 사회과학 및 인문학 연구는 R&D 활동으

식을 얻거나 응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

로 인정된다고 규정(단, 일상적인 사회과학 및

동을 말하며, 기술 개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인문학 연구는 R&D 활동에서 배제)

인문ㆍ사회ㆍ문화 측면에서의 연구개발 등을

◦ 한편 미국의 R&D 세제 혜택(tax credit) 대상
이 되는 R&D 활동의 범위는 NSF의 R&D보다
훨씬 협소하며 ‘적격 연구’(qualified research)

포함한다’(제2조 3호)라고 정의하고 있음
- 하지만 동 법에서 서비스 R&D 식별에 대한 구

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음

로 인정되는 R&D 지출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표 1> 서비스 분야별 R&D 예시
서비스 분류

R&D 예시

금융, 보험, 부동산
상업 및 투자 은행, 보험, 부동산 산업

보험 및 금융 수학, IT 시스템 개발s

비즈니스 서비스, 법률 서비스
법률 서비스, 광고, 엔지니어링, 건축, 회계, 연구개발 및 컨설팅, 홍보

디자인, 사회-경제적(Socio-economic) 연구(시장연구, 소비자 행동 연구, 경영 연구, 기술개발,
미디어 연구 등)

교통 및 커뮤니케이션
해상운송, 철도, 항공, 그외 기타 교통서비스(버스, 택시 등), 미디어

ICT 연구개발, 물류 연구, 기술개발, 시스템개발, 기획 및 사회-경제적 연구, 마케팅

도·소매
상품 도·소매, 식당, 개인 서비스, 수리·보수 서비스

사회-경제적 연구, 소비자 행동 연구, 경제분석, 물류, 상품전시, 구매 관련 경영 분석, 마케팅,
시스템 개발

엔터테인먼트, 호텔 및 숙박업
오락, 관광, 호텔 등의 숙박업

사회-경제적 연구, 경제학, 환경연구 소비자 행동, 식품과학

국제 및 국내 공공 서비스
군대, 교육, 헬스케어, 소방, 일반 행정서비스

경제학, 정치학 및 정책 연구, 사회-경제적 연구, 안보, 기획, 의료 및 보건 연구, 노인학, 인구
연구, 환경 및 에너지 연구

비영리기관
자선, 교회, 박물관, 비영리민간 헬스케어

사회-경제적 연구, 인구학, 종교 관련 연구, 의료 연구

자료: European Commission(2008)
6)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easuring Service-Sector Research and Developmen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 Technology, Planning Report
05-1, 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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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와 혁신 촉진을 위한 다른 법령에서도 서

라 각 국의 서비스 R&D 통계가 집계되지만

비스 부문을 R&D와 혁신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서비스 R&D에 대한 범위 및 세부 기준 등은 국

있음

가마다 다를 수 있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이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OECD에서 제공하

령」 제2조 5항: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 분

는 R&D 통계 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고

야 또는 별표 1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OECD 통계가 부족하지만 큰 틀에서는 일관된

축적하거나…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기준 하에 집계되었으므로 이를 사용하여 분석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하는 것이 타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조 2항: “산업기술혁신”

이란 … 기술혁신[제품 및 서비스를 기획·디자

2. 우리나라의 서비스 R&D 정책 사례

인·개발·개량하는 제품·서비스혁신과 제품·서비
스생산의 과정·관리 및 관련 장비 등을 효율화하
는 공정혁신을 포함한다] 활동을 수행하고 … 일
련의 과정을 말한다

□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서비스 R&D에 대한 정확
한 정의가 어렵고 현재의 각 나라가 채택하고 있
는 서비스 R&D에 대한 기준도 실제 행해진 서비
스 R&D(또는 혁신) 활동을 모두 포함하기는 어
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보다 다소 늦은 2010년부
터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 R&D’ 정책을 추진:
‘서비스 R&D 활성화 방안’(2010), ‘서비스 R&D
추진 종합계획’(2012년), ‘서비스산업발전기본
법’(2012) 등의 정책 추진
◦ 범정부 차원의 첫 서비스 R&D 정책인 ‘서비스
R&D 활성화 방안’에서는 서비스 R&D 개념의

정립, 3년 간 서비스 R&D에 3천억 원 투자,
서비스 R&D 지원체계 구축 등의 정책을 제시

◦ 따라서 서비스 R&D 통계는 실제보다 과소 집
계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국가 간 일치되고 통

- 새로운 서비스 사업 발굴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일된 기준이 없으므로 통계의 이질성을 내포하
고 있을 것으로 판단됨

창출과 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서비
스 생산성 향상을 정책목표로 삼고 추진전략과
추진과제를 선정(<표 2> 참조)

- 기본적으로는 국제적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에 따

<표 2> 서비스 R&D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추진전략

추진과제

서비스 R&D 정의

• 서비스 R&D 개념 정립 및 범위 확대
• 전략적인 R&D 투자를 위한 서비스 R&D 구분 기준 제시
• 서비스 R&D에 대한 인식 제고(서비스 R&D 국제 컨퍼런스 개최)

서비스 R&D에 대한 선도적인 정부투자

• 2010년~2012년 간 총 3,000억 원 규모 투자
• 중점 지원 분야를 선정하고 중점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선택과 집중 원칙)
• ‘신성장동력 고부가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관련 분야 중점 투자

서비스 R&D 지원 체계 개편

• 분야별 서비스 R&D 전용 사업 신설
• 서비스 R&D에 대한 서비스 주체(서비스 기업, 고객) 참여 강화
• 서비스 R&D 지원 기준 마련

서비스 R&D 인프라 구축

• 서비스 실험실 구축
• 서비스 R&D 세제 지원
• 지재권 보호 강화

자료: 서비스 R&D 활성화 방안, 지식경제부(20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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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R&D 활성화 방안’의 가시적 성과가 미

- 동 법은 서비스산업 R&D 정의 및 유형, 서비

흡하다는 판단 하에 서비스 R&D 추진의 전략

스산업 R&D 촉진 시책수립, 서비스산업 R&D

성을 강화한 ‘서비스 R&D 추진 종합계획’ 발표

투자확대 및 제도개선, 서비스산업 R&D 성과

(2012)

보호·인증·사업화, 서비스산업 R&D 인력 양성

- ‘서비스 R&D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정부의 투

자규모는 투자목표에 미치지 못하였고 국민이 체
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판단
* 2012년 목표 투자규모는 1,200억 원이었으나 예산규

모는 630억 원에 불과

및 국제 협력, 서비스산업 R&D 전문센터 지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동 법의 의의 중의 하나는 여러 부처에 걸쳐져

있는 서비스 관련 혁신정책을 단일법 체계에서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며 이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서비스업 생산성에 근접할 것으로

- ‘질 높은 서비스, 커지는 국민 행복’이라는 비전

예상(장병열, 2016)

하에 6개의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세부 정책과제
17개의 과제를 선정(<표 3> 참조)

◦ 한편 서비스 R&D 촉진 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
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법안은 만들어졌
으나 국회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
<표 3> 서비스 R&D 추진 종합계획 주요 내용
추진과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창출을 위한 R&D 지원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R&D 지원

• 효율적인 재난·재해 대응
• 먹거리 안전 실현
• 사이버 테러 사전 방지

공공분야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R&D 지원

• 더 나은 사회서비스 제공
• 수요지향적 신교육서비스 창출
• 공공서비스 질 제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R&D 지원

• 사회구조 변화에 적극 대비
• 살기 좋은 주거 환경 구축
• 웰빙 생활을 위한 서비스 창출

영세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지원

• 동네 상권 살리기
• 지역 상권 활성화
• 영세업체 경쟁력 강화

서비스 R&D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관계부처 추진체계 정립
• 정책 지원 강화

자료: 서비스 R&D 추진 종합계획,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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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정책과제
• IT 기반 신서비스 창출
• 의료서비스의 고품질화
• 관광산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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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주요국의 서비스 R&D 정책 사례
□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에서는 서비스 부문 혁신의
중요성을 일찍 인식하고 다양한 서비스 R&D 이
니셔티브를 취하고 있음 7)
◦ 기술발전, 세계화 등으로 과거에 비해 서비스
교역이 훨씬 활발해짐에 따라 글로벌 서비스

포함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R&D 정책 추진
◦ 반면 핀란드, 독일, 일본 등은 서비스 전용
R&D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보다 집중적인 서비

스 R&D 투자를 촉진

□ 핀란드의
‘SERVE:
Innovative
Technology Programme’

Services

경쟁도 더욱 격화되고 있는 상황
- 이에 따라 각 국은 경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 부문의 혁신을 위해 서비스 R&D 촉
진에 상당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

◦ 핀란드의

R&D

자금집행기관인

Tekes는

2006~2013년 간 224 mil. 유로의 예산을 서비

스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 기존의 혁신 시스템은 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기에

◦ 특히 EU 지역 대부분의 국가들은 서비스 혁신
을 위한 다양한 정책 이니셔티브를 추진 중

는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서비스 혁신에 초점을
둔 지원 프로그램 추진

- EU는 2006년 EU 서비스단일시장 창설을 천명8)

- 정책목표: ① 소비자 중심(cunstomer-centric)의

함에 따라 EU 국가들 간의 서비스 부문 경쟁은

서비스 혁신 ② 핀란드 서비스기업의 글로벌 선

더욱 심화

두주자로 성장 ③ 서비스 혁신의 새로운 지식

- 서비스 혁신이 가지는 개별성, 복잡성과 다차원

창출

성 등으로 인해 EU 차원에서는 통일된 정책 수

- 중점분야: ① 체계적인 서비스 프로세스의 개발

립보다는 모범사례(best practice), 가이드라인 제

② 혁신적인 서비스 개념(service concept)의 개

시, 정책 커뮤니티 활성화 등의 활동 전개

발 ③ 서비스 혁신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 모델

- EU는 여러 ‘communication’ 발표와 보고서9)를

개발

통해 혁신정책(innovation policy)의 수립에 있어

- 7년 간 245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R&D

서비스 부문의 중요성(또는 비기술적 혁신의 중

자금지원 외에도 네트워킹과 파트너쉽 구축 지원

요성)을 역설하고 서비스 혁신 지원 메커니즘,
서비스 혁신 측정 및 혁신과제 식별, 각 국의 프

* 기업 간, 학계-기업 간 네트워킹과 파트너쉽 구축을 지

원하고 다양한 협동 포럼(collaboration forums) 제공

로그램 소개 등을 제공하고 있음

□ 독일의 ‘Innovations with Services’
□ 서비스산업 경쟁력이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핀란드, 독일, 일본 등 국가들은 보다 적극
적인 서비스 R&D 활성화 정책을 추진

◦ 독일은 제조업의 성취를 서비스산업에서도 이
루고자하는 목표로 BMBF(German Ministry of
Research and Education) 주도로 2006년부터

◦ 다수의 국가들은 경제 전체의 혁신 프로그램의
한 요소로 서비스 혁신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Service R&D 촉진 프로그램인

“Innovations

with Services”를 추진

전반적인 R&D 촉진 프로그램 내에서 서비스를
7) 구체적인 해외사례에 대해서는 김홍석·박정수·구진경(2013) 참조
8) Directive 2006/12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06 on services in the internal market
9) 예를 들어 ‘Communication on Putting knowledge into practice: A broad based innovation strategy for the EU’(2006, 12), ‘Towards a
European strategy in support of innovation in services : Challenge and key issues for future actions’(2007, 7), ‘Challenges for EU support
to innovation in services’(2009, 9), ‘Communication on the Europe 2020 Flagship Initiative Innovation Union’(2010.10) 등

서비스산업 R&D 동향 및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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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은 1998년부터 다양한 서비스 혁신 프로그램

- 2007년 서비스연구회는 경험과 감에 의존하는

을 추진하였는데 ‘Innovations with Services’는

서비스로부터 과학적․공학적 방법에 의한 서비스

서비스 R&D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차별화

로의 전환을 주장하면서 서비스산업생산성협의회

* 독일은 1995년부터 ‘Service for the 21th Century’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는데 ‘Innovations with
Services’는 동 이니셔티브의 4단계에 해당

- 독일 서비스업의 장단점 분석을 기초로 서비스
R&D 우선 분야(funding priority) 선정 추진

설립과 산업기술총합연구소 내 서비스공학 R&D
거점 설치를 제안
-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생산성협회와 서비스를 산

업기술연구개발의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공학연
구센터가 설립되고 이를 중심으로 서비스 R&D
활동을 전개

□ 일본의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 또한 2010년부터는 서비스 전용 R&D 프로그램
◦ 최근 일본의 서비스산업 혁신정책은 일본의 신

인 ‘문제 해결형 서비스 R&D 프로그램(S³ FIRE:

성장전략인 ‘경제성장대강’(2006, 7) 발표로부터

Service

시작되었으며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을 통해

Integrated Research Program)’을 추진

제조업수준의 서비스산업 성장시스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Science,

Solutions

and

Foundation

- 사회의 구체적인 혹은 잠재적인 니즈를 파악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실제 데이터와 사례를 이용하여

- 서비스 분야를 생활충실형 서비스와 사업충실형

다학제적(multidisciplinary) 방식으로 해결기술·방

서비스로 분류하여 성장전략 수립

법론 등을 개발하는 한편 이를 기초로 ‘서비스 과

* 생활충실형 서비스: 건강·복지 관련 서비스, 육아지

학’ 연구기반 구축을 추진하는 R&D 프로그램

원서비스, 관광·접객 서비스, 콘텐츠 등
* 사업충실형 서비스: 비즈니스 지원서비스, 유통·물류

서비스

□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 서비스업
R&D 전략을 산업의 성장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
향으로 재편할 필요

- 수요창출 및 확대, 서비스산업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 정책인프라 정비의 관점에서 구체적 성장

◦ 이상 살펴본 핀란드, 독일, 일본 등 서비스 분
야의 성장이 시급한 국가들의 경우 서비스산업

전략을 수립

의 혁신,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서비스 혁신
◦ 서비스산업 혁신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서비스

을 통한 문제해결 등을 강조함으로써 제조업에

산업 혁신과 생산성에 관한 연구회’(이하 서비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진 서비스산업의 성장을

스연구회)를 경제산업성 내에 설치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주를 이룸

<표 4> Innovations with Services 의 자금지원 우선 분야
Funding priority
Export and internationalisation of services
Integration of production and services
Service quality by professional labor
Technology and services within the context of demographic
change
Productivity of services
Personal services using the example of rare diseases
Program support, transfer, other activities
Total
자료: Stahlecker(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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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ing budget in Euro
23,196,937
20,096,589
16,053,592

Realization period of projects
2005~2010
2006~2010
2008~2012

22,362,923

2008~2012

3,789,295
6,515,177
4,669,914
96,684,427

2009~2013
2008~2013
2006~2012
2005~2013

◦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최근의 서비스
R&D 종합대책이라 할 수 있는 2012년의 ‘서비

스 R&D 추진 종합계획’에서는 안전, 공공, 복
지, 영세상권 등 부문에 많은 정책적 비중을
두고 있어 서비스산업의 성장성 제고라는 측면
에서는 한계를 노정
- 물론 안전, 공공 등 사회서비스도 중요한 분야이

기는 하나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서비
스산업의 성장동력화’를 통해 탈피하고자 하였던
그동안의 정책목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정
책방향이라 할 수 있음

◦ 안전, 공공 등 분야의 서비스 혁신을 소홀히
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수준을
볼 때 서비스 R&D 투자 우선순위는 서비스산
업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
에 두는 것이 바람직
- 그동안의 서비스 R&D 정책을 평가하고 이를 바

탕으로 서비스산업 성장성 제고에 초점을 둔
R&D 전략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필요

서비스산업 R&D 동향 및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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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서비스 R&D 현황과 국제비교

- 최근 5년 간 국가 R&D 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총액으로는 6.7%이며, 제조업의 경우 6.9%인데

1) 우리나라의 서비스 R&D 현황

비해 서비스업은 1.7%에 불과

□ 최근 수년 간 국가 R&D 투자 중 서비스 R&D
투자는 지지부진한 상황

□ 민간 부문의 서비스업 R&D 투자도 하락세를 시현
◦ 민간 부문의 R&D 투자 중 서비스업 투자 비중

◦ 국가 R&D 투자 분야를 공공분야와 산업분야로

은 2015년 기준 8.1%이며 최근 5년 간 그 비

나눌 경우 산업 분야에서 서비스업 투자 비중

중은 하락세를 시현

은 2015년 기준 9.4%를 차지

- 반면 제조업 R&D 투자 비중은 최근 상승세를

- 산업 분야 중 제조업 R&D 투자 비중이 62.1%로

보이고 있으며 2015년 기준 제조업 R&D 투자

절대 다수를 차지

비중은 89.6%를 기록

- 최근 수년 간 서비스업 R&D 투자 비중은 점차

◦ 민간 부문의 서비스업 R&D 투자 증가율의 경

줄어드는 추세

우 2015년 거의 0.0%를 기록10)하였으며 최근
◦ 2015년 국가 R&D 투자 중 서비스업 R&D 투자

5년 간 추세도 하락세를 시현

는 6,1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한 수준

- 제조업과 민간 부문 전체의 R&D 투자 증가율도

- 반면 2015년 국가의 제조업 R&D 투자는 전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나 증가율 자체는 서비스업

대비 11.1% 증가하였고 전체 국가 R&D 투자는

보다 훨씬 높은 수준(2015년 기준 제조업 3.4%,

7%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서비스업 R&D 투자의

기업 전체 2.6%)

증가폭은 작은 편

- 최근 5년 연평균 증가율은 서비스업 6.9%, 제조

- 게다가 2013년, 2014년 2년 간 국가의 서비스

업 9.9%, 기업 부문 전체 9.4%를 기록

R&D 투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표 5> 국가 R&D 산업별 투자 추이
(단위: 억 원, %)
2011

분류

금액

2012
비중

금액

비중

금액

2014
비중

금액

2015
비중

금액

비중

농업, 임업 및 어업

7,360

13.8

8,741

15.5

9,087

15.9

9,267

15.4

9,783

15.0

제조업

32,013

60.1

32,951

58.5

33,834

59.2

36,516

60.5

40,562

6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82

0.5

193

0.3

278

0.5

308

0.5

291

0.4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842

1.6

646

1.1

710

1.2

783

1.3

864

1.3

1,753

3.3

2,122

3.8

2,090

3.7

2,377

3.9

2,648

4.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179

4.1

2,950

5.2

2,482

4.3

2,427

4.0

2,377

3.6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건설업

서비스업

2,329

4.4

2,614

4.6

2,486

4.3

2,280

3.8

2,519

3.9

교육 서비스업

831

1.6

581

1.0

520

0.9

574

1.0

546

0.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41

0.6

391

0.7

419

0.7

444

0.7

405

0.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소계

235

0.4

300

0.5

303

0.5

302

0.5

319

0.5

5,915

11.1

6,836

12.1

6,210

10.9

6,027

10.0

6,166

9.4

기타 산업

5,098

9.6

4,832

8.6

4,956

8.7

5,073

8.4

5,012

7.7

계

53,265

100

56,321

100

57,168

100

60,352

100

65,326

100

자료: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를 취합하여 저자 정리

10) 경상금액 기준이므로 실질가격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성장

12

2013

KERI Insight 17-12

<그림 5> 주요 분야 국가 R&D 투자 증가율 추이

자료: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각 년도를 취합하여 저자 정리

<표 6> 민간 R&D 산업별 투자 추이
분류
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011
금액

2012
비중

362

금액

0.1

266

2013
비중
0.1

금액
262

2014
비중
0.1

금액
287

2015
비중
0.1

금액
313

비중
0.1

219

0.1

351

0.1

253

0.1

203

0.0

234

0.0

334,254

87.5

379,604

87.8

412,540

88.6

443,282

88.9

458,224

89.6

3,795

1.0

4,074

0.9

3,227

0.7

3,337

0.7

3,388

0.7
0.1

316

0.1

279

0.1

334

0.1

346

0.1

525

건설업

9,086

2.4

9,883

2.3

9,601

2.1

9,919

2.0

7,506

1.5

서비스업

33,801

8.9

37,771

8.7

39,382

8.5

41,172

8.3

41,174

8.1

기업 전체

381,833

100

432,229

100

465,599

100

498,545

100

511,364

100

자료: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2015) 취합하여 저자 정리

<그림 6> 주요 분야 민간 R&D 투자 증가율 추이

자료: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2015) 취합하여 저자 정리

서비스산업 R&D 동향 및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13

으로 증가해오고 있으며 제조업 R&D 투자 비

2. 해외 주요국의 서비스 R&D 현황

중은 하락 추세

□ 해외 주요국에 비해 한국의 민간 R&D 투자 중
서비스 R&D 투자 비중은 매우 낮은 편

- 예를 들어 스페인의 서비스 R&D 투자 비중:
14.5%(98) → 34%(2007) → 36.5%(2014)

◦ 일부 국가들을 제외한 OECD 대다수의 국가들

- 제조업 강국인 독일, 일본의 경우, 독일 서비스

이 20%대를 상회하는 서비스 R&D 투자 비중

R&D 투자 비중: 7.1%(1998) → 11.1%(2007) →

을 기록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50%대를

12.4%(2014),

상회

6.2%(1998) → 10.3%(2007) → 12.1%(2014)

-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발달한 독일, 일본 등도 서

비스 R&D 투자 비중이 낮은 편이나 한국에 비
해서는 높은 수준(독일 12.4%(2014), 일본 12.1%
(2015))

서비스

R&D

투자

비중:

- 일부 국가들의 경우 서비스업 R&D 투자 비중이

제조업을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함
(<그림 7> 참조)

◦ 반면

□ 장기 시계열로 보면 한국의 서비스 R&D 투자 비
중은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해
외 추세와는 정반대의 현상

일본

한국의

서비스

R&D

투자

비중은

12.1%(1998), 13.5%%(1999) 이래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2000년대 초 이후 지속적으로 10%
하회를 기록하고 있음
- 한편 해외 추세와는 반대로 제조업의 R&D 투자

◦ 해외 주요국의 경우 서비스 부문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서비스 R&D 투자 비중은 지속적

비중은 오히려 상승: 80.6%(1998) → 89.4%(2007)
→ 89.6%(2015)

<그림 7> OECD 주요국 서비스업 R&D 비중

자료: OECD 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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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주요국 제조업 및 서비스 R&D 비중 추이

자료: OECD 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 서비스업 내 부문별로 R&D 투자 비중을 살펴보
면 평균적으로 Information & Communication
부문과 Professional, Scientific, Technical
Services 부문의 R&D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음

◦ 최근 통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29개국의 서비스 부문별 평균(편의상 OECD
평균으로 지칭) R&D 투자 비중은 Information
& Communication 부문 37%,

Profes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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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 Technical Services 부문 41.2%을

기록

서 평균을 하회
◦ 특징적인 것은 한국의 경우 Information &

- Information & Communication 부문에 R&D 투자

Communication 부문의 하위부문인 Publishing,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이며 72.8%를 기록

audiovisual and broadcasting activities 부문의

- Professional, Scientific, Technical Services 부문

비중이

의 경우 오스트리아 68.1%, 영국 63.2%이 최상

34.9%로서

사실상

Information

&

Communication 부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위층에 위치

- 해외 대부분의 경우 Information & communication

하위 부문 중 IT & other information services 부문

◦ 한국의 경우 Information & Communication

의 R&D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음

부문 51.4%로서 평균을 상회하고 Professional,
Scientific, Technical Services 부문은 30.9%로

<표 7> 주요국 서비스 부문별 R&D 비중
Australia
(2013)

Canada
(2014)

Finland
(2014)

Germany
(2014)

Japan
(2015)

Korea
(2015)

Spain
(2014)

UK
(2014)

US
(2014)

Avg.

Wholesale & retail trade, repair of
motor vehicles

12.6

19.6

6.2

3.6

4.5

15

9.5

6

1.7

11.1

Transportation & storage

3.7

1

1.3

1.3

2.7

1

2.1

0.4

0.7

1.4

Accommodation & food service
activities

0.3

0

0

0

0

0.3

0.2

0.2

0

0.1

Information & communication

24.7

36.4

44.1

45.5

38.9

51.4

40.7

25

72.8

37

Publishing, audiovisual and
broadcasting activities

2.8

9.4

7.1

0.4

0.1

34.5

1.8

1.7

0

4.8

Telecommunications

2.5

5.8

3.1

5.4

22.9

9.1

11.4

6.8

3.7

6

Service Areas

19.4

21.2

33.9

39.8

15.9

7.8

27.5

16.5

19.5

24.1

Financial & insurance activities

IT and other information services

31.8

5.6

8.1

4.5

0.2

0.1

3.5

3.2

4

7.4

Real estate; Professional,
scientific/tech, administrative &
support services

23.8

35.4

38

44.6

53.7

31

35.2

63.3

19.7

40.5

Professional, scientific, technical,
administrative & support services

23.3

35.3

38

44.6

53.7

30.9

35

63.2

19.5

41.2

Community, social & personal services

3.1

1.9

2.3

0.4

0

1.1

8.8

1.9

0

2.6

Public administration & defence;
compulsory social security &
education

0.3

0.2

0.1

0

0

0.4

1

0.1

0

0.3

Human health & social work

0.8

1.3

0.2

0.1

0

0.3

6.8

0.3

0.5

1.7

Arts, entertainement & recreation

1.2

0.1

1.8

0

0

0.1

0.4

1.2

0

0.3

자료: OECD 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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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서비스업 R&D에 관한 실증분석 11)

* 제조업 중심 국가인 독일과 일본의 서비스업 R&D

비중은 낮지만 그래도 추세선 상에 위치

1) 서비스업 R&D 비중 결정에 관한 추정
□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서비스업 R&D
비중은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대비 매우 낮은 편

- <그림 9> 그래프의 OECD 국가 평균은 서비스업
R&D 비중은 38.6%, 부가가치 비중은 68.9%
- 또한 이는 우리나라의 서비스 부가가치 창출은
(R&D를 통한) 혁신보다는 노동투입에 의존하고

◦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각 국가들의 서비스

있다는 것을 의미

업 부가가치 비중과 서비스업 R&D 비중을 대
비하여 그려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추세선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상태(<그림 9> 참조)
- 즉 우리나라 경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

에 비해 서비스업 R&D는 상당히 저조하다는 것
을 의미

□ 경제 수준에 부합하는 정상(正常) 서비스 R&D
비중을 파악하기 위한 실증분석
◦ 상기의 서비스 R&D 비중 추세선 보다 엄밀한 실
증분석을 통해 경제 수준(또는 경제 구조)에 부합
하는 서비스 R&D 비중 수준을 파악하고자 함

- 추세선 상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예외적 국가(outlier)
<그림 9> OECD 국가들의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과 R&D 비중(%)

주: 27개국 대상이며 연도별 통계의 확보 여부에 따라 국가별로 사용한 연도(2012~2015)는 다름
자료: OECD 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11) 실증분석에 사용된 통계는 ‘OECD.Stat’(https://stats.oecd.org)에서 추출하였으며 한국의 경우 최근(2014, 2015년) 부가가치 자료는 한국은행의 통계를 사
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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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가의 경제규모와 해당 경제에서 서비스

성이 다소 있으나 다중공선성 테스트에서 별 문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서비스 부가가치 비중)에

제가

나타지

않았음(VIF:

부합하는 서비스 R&D 비중을 패널분석을 통해

Factor 테스트)

파악

* 통상 VIF 값이 10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이 문제가 되

Variation

Inflation

는 것으로 판단하며 본 분석에서는 각 변수 당 VIF

- 서비스 R&D 비중의 결정에 관해서는 특별히 정

값은 1.4 정도로 낮게 나타남

립된 이론이 없기 때문에 경제규모(실질 GDP)와
경제구조(서비스 부가가치 비중)가 R&D 구조(서

- 설명변수의 선택이 공인된 이론에 바탕을 둔 것

비스 R&D 비중)의 결정요소라고 가정하고 아래

이 아니므로 견고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경제규모

의 추정식을 상정

변수를 제외하고 실시한 추정(<표 8>의 두 번째

- 추정식  서비스업 & 비중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열)에서도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계수 값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음: 즉 추가된 설명변수

 경제규모  

에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결과에는 큰 영향을 주
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

◦ OECD 국가들의 1998~2015년 자료를 이용하여
불균형(unbalanced)12) 패널 분석
- 서비스 R&D 비중: 민간 R&D 지출액 중 서비스

업 R&D 비중(%) (2010년 불변가격 기준)

□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부합하는 서
비스 R&D 비중은 약 33.2%로 추정되며 이는
실제 비중 8.1%에 비해 25.1%p 높은 수준

- 서비스 부가가치 비중: 전체 부가가치 중 서비스

업 비중(%) (2010년 불변가격 기준)

◦ 우리나라의 2015년 기준 서비스 부가가치 비중
및 GDP를 아래 추정결과식에 대입하여 보면

- 경제규모: 실질 GDP(2010년 불변가격 기준)의

서비스 R&D 비중은 약 33.2%로 추정됨

로그 값

- 서비스업 & 비중

◦ 고정효과(fixed-effects)

모형13)의

추정 결과(<표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8> 참조) 추정식1에서 상정한 설명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추정된 계수의 부호도 기

 



 경제규모



◦ 즉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서비스업의 비중에

대한 바대로 나타남

부합하는 서비스 R&D 비중은 33.2%이며 2015

- 고정효과(fixed effects) 모형으로 추정하였으며

년 실제 R&D 비중인 8.1%는 정상(正常) 수준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과 경제규모 간에는 상관

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

<표 8> 추정식1 패널추정 결과
설명변수

추정계수(t-value)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1.509 (9.582***)

경제규모 (ln GDP)

19.030 (6.319***)

-

-192.314 (-7.674***)

-47.299 (-4.423***)

0.876

0.860

상수
Adjusted R2

1.159 (7.397***)

주: 1) *, **, *** 표시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2) 추정에 이용된 국가는 26개국이며 관측치 수는 327

12) 국가마다 활용가능한 연도별 서비스업 부가가치 및 R&D 관련 통계가 다르기 때문에 불균형 패널자료를 구축함
13) Hausman 검정을 통해 임의효과(random-effects)모형보다 고정효과모형이 타당한 설정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고정효과모형 사용(이후 추정 모두 고정
효과모형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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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국가들의 서비스업 R&D 비중은 (평균적

으로) 상기의 선형관계로 표시될 수 있는데 우리
나라는 이 선형관계(정상 수준)에서 상당히 벗어
난 수준

- 또한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보다 많은 노동투입

이 필요하므로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도 증가
- 단 생산성격차가 실질가격 기준의 서비스산업 부

가가치 비중에 미치는 영향은 불분명

2. 서비스업 R&D와 경제의 서비스화

◦ 중간재가설: 제조업 생산의 전문화가 진행되면

□ 서비스업 R&D 증가는 서비스 혁신을 촉진하여
보다 많은 서비스업 부가가치를 창출 – 즉 경제
의 서비스화를 심화
◦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기준 경제의 서비스화 정

서 중간재로서의 생산자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
고 이로 인해 생산자 서비스산업(비즈니스 서비
스업)이 발전하면서 서비스업 비중이 증가
◦ 산업공동화가설: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교역이
확대되면서 선진국의 노동집약적 산업이 후진

도는 경제규모에 비해 낮은 편
- 경제규모 및 고용수준에 비해 낮은 서비스업 부

가가치 창출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R&D 활성화를 통해 서비스업 혁신 촉진이 필요

◦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고

국으로 이전되고 그 결과 선진국에서 산업공동
화가 초래됨과 동시에 서비스산업 비중 증가
◦ 수요충격가설: 서비스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
키는 외생적 수요충격으로 인해 서비스화가 진

용창출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서비스업의 부

전된다는 가설

가가치 증가를 통한 경제의 서비스화 심화는

- 여성경제활동 증가, 생활패턴 변화 등으로 종래

일자리 창출에 높은 기여할 전망

에는 가계 내에서 생산 및 소비되었던 서비스가

- 고용 수준에 비해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낮은 우

리나라 서비스업의 경우 서비스 혁신을 통해 보

시장에서 구매됨에 따라 서비스업 비중 증가
* 중간재가설도 일종의 수요충격가설이라고 볼 수 있음

다 많은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

□ 경제의 서비스화를 설명하는 기존의

가설 14)

□ 제시된 가설에 대해 반대이론 및 견해도 존재하며
연구에 따라 실증적 결과도 다양

◦ 수요편향가설: 1인당 실질소득이 증가할수록 상

◦ 가장 전통적인 가설인 수요편향가설은 Bhagwatt

품수요보다는 서비스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하므

(1984, 1985), Schettkat and Yocarini(2005) 등

로 소득 증가에 따라 서비스 비중도 증가

의 실증 연구에 의해 지지되었지만 Summers

- 즉 상품수요의 소득탄력성은 1보다 작고 서비스

(1985), Falvey and Gemmell(1966) 등의 연구에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1보다 크다는 가설

서는 이 가설이 실증적으로 증명되지 않거나 반
대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주장

◦ 생산성격차가설15): 제조업의 생산성은 증가하는
반면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정체하는 경향을 가

◦ 생산성격차가설은 Baumol(1967), Fuchs(1980),

지므로 그 격차로 인해 제조업의 상대가격은

Rowthorn and Ramaswamy(1997) 등에 의해

하락하고 서비스업의 비용과 상대가격은 상승

이론적·실증적으로

하여 경상가격 기준으로 서비스산업 비중 상승

(2005)는 서비스 부문과 제조업 간의 생산성 격

뒷받침되었지만

Banga

차는 국가마다 다르며 최근에는 ICT 기술의 발
14) 경제에 서비스화 가설에 대해서는 조충제(2008) 참조
15) Baumol의 비용질병(cost diseases) 가설이라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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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로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반대논거를 제시

□ 서비스 혁신 성향(서비스 R&D 비중)이 높을수록
서비스 부가가치 비중이 증가함이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뚜렷하게 나타남

◦ 그 외 다른 가설에 대해서도 다양한 실증분석
결과들이 존재하며 결론적으로는 아직 보편적

◦ 서비스 부가가치 비중과 서비스 R&D 비중 간

으로 이론적·실증적으로 인정받는 가설은 없는

에는 상호작용으로 인한 내생성이 존재하므로

상태
- 경제의 서비스화는 제시된 여러 가설들의 복합적

작용의 결과일수도 있으며 기간, 국가에 따라 주
요인이 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전기(前期, t-1)의 서비스 R&D 비중을 도구변
수로 사용하여 이단계 최소자승법(Two-Stage
Least Square: TSLS)으로 추정

◦ 고정효과(fixed-effects) 모형으로 상기 추정식
을 추정한 결과 서비스 R&D 비중이 서비스 부

3. 서비스업 R&D와 서비스 부가가치

가가치 비중에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
의 효과를 확인(<표 9> 참조)

□ 경제의 서비스화 가설과 서비스 R&D 자료를 결
합하여 서비스업 R&D가 서비스 부가가치 증가
(경제의 서비스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통계 확보가 가능한 국가별 소득수준과 제조업

- 서비스 R&D 비중 1%p 증가 시 서비스 부가가치

비중 0.19%p 증가(<표 9>의 첫 번째 열)16)
- 정립된 이론이 없기 때문에 서비스 R&D 비중의

추정계수가 다른 설명변수의 유무에 큰 영향을

과 서비스업 생산성 격차를 각각 수요편향가설

받지 않는지 살펴 본 결과(<표 9>의 두 번째, 세

과 생산성격차가설을 나타내는 변수로 사용하

번째 열) 큰 변화가 없는 견고한(robust) 결과를

고 서비스 R&D 비중은 서비스 혁신 성향을 나

보이고 있음

타내는 변수로 사용
- 소득수준: 인당 실질 GDP(2010년 불변가격, 달

러 기준)

◦ 서비스 R&D 비중 외 다른 설명변수들의 추정
계수도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 변수의 경우 종속변수에

- 생산성 격차: 제조업 생산성 증가율(%) – 서비스

업 생산성 증가율(%)

대해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수요
편향가설과 반대되는 결과를 보임

◦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1998년~2015년 불균

- 수요편향가설을 부정하는 추정결과는 분석대상

국가들이

형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실증분석
- 부가가치 비중과 R&D 비중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 부재하므로 경제의 서비스화 가설 변수와
서비스 R&D 비중을 결합한 선형 패널추정식 설정

이미

일정

수준의

소득에

도달한

OECD 국가들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일 수도

있음17)
- 생산성격차 변수는 예상대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격차가 커질수록 경제의 서비스화에 부정적
추정식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서비스업 & 비중
 생산성 격차

  

 

  소득수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TSLS 방법을 쓰지 않고 전기(前期, t-1)의 서비
스 R&D 비중을 설명변수로 사용한 추정에서도

16) 추정결과 <표 8>, <표 9>, <표 10> 하단의 <주>에 표시된 대상국가 수와 관측치 수는 모든 설명변수가 포함된 추정(첫 번째 열 결과)에 해당하는 숫자임
17) 만약 충분히 긴 장기시계열을 확보할 수 있다면 소득편향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가령 국가소득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시기와
최근의 높은 시기 간의 서비스 비중은 매우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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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추정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결과를 도출
- 서비스 R&D 비중 1%p 증가 시 서비스 부가가치

비중은 약 0.14%p 증가(<표 10>의 첫 번째 열)

R&D 비중 1%p 증가 시 2015년 기준 서비스 부

가가치는 약 1.85조~2.52조 원(2010년 불변가격
기준) 증가함을 의미하며 이로 인한 추가 고용창출
효과는 약 3.2만~4.4만 명 정도에 해당

- 이 추정에서도 서비스 R&D 비중의 추정계수는

다른 설명변수의 유무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견
고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표 10>의 두 번째, 세
번째 열)

* 비중은 상대적 개념이므로 계산을 위해서는 가정이

필요: 2015년 전체 부가가치는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서비스 부가가치 비중의 증가를 가정
* 고용창출효과는 서비스 취업유발계수(십억 원 당

◦ 이상의 패널추정 결과를 종합할 때 한 국가의

17.3명, 2014년 기준)를 사용하여 계산

서비스 R&D 비중 1%p 증가 시 서비스 부가가
치 비중은 0.14~0.19%p 증가 예상
- 만약 우리나라가 추정결과와 같이 OECD 국가들

의 평균적 행태를 따라간다고 한다면 서비스
<표 9> 추정식2 패널추정(TSLS) 결과1
설명변수
서비스업 R&D 비중

추정계수(t-value)
0.190 (8.449***)

0.181 (8.922***)

0.178 (7.232***)

소득수준

-13.972 (-11.485***)

-12.176 (-11.387***)

-

생산성 격차

-0.055 (-2.900***)

-

-

0.922

0.925

0.891

상수
Adjusted R2

주: 1) *, **, *** 표시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2) 도구변수 = 서비스업 R&D 비중(t-1)
3) 추정에 이용된 국가는 25개국이며 관측치 수는 300개

<표 10> 추정식2 패널추정 결과2
설명변수
서비스업 R&D 비중(t-1)

추정계수(t-value)
0.139 (8.908***)

0.134 (9.477***)

0.126 (7.342***)

소득수준

-13.877 (-12.015***)

-12.156 (-12.012***)

-

생산성 격차

-0.061 (-3.274***)

-

-

상수

112.077 (28.088)***

104.9931 (30.701***)

Adjusted R2

0.925

0.928

64.284 (115.342***)
0.894

주: 1) *, **, *** 표시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2) 추정에 이용된 국가는 25개국이며 관측치 수는 29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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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정책적 시사점

하기에는 부적절
- 그동안의 서비스 R&D 정책을 평가하고 이를 바

1. 성과평가 및 새로운 정책추진 방안 모색

탕으로 서비스산업 성장성 제고에 초점을 둔
R&D 전략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필요

□ 서비스 R&D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동안 크게 개선되지
못한 상황
◦ 2010년 이래 서비스 R&D 활성화 노력에도 불
구하고 민간 전체의 R&D 투자 중 서비스
R&D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큰 변화가 없으

◦ 서비스 R&D가 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 부문의 실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
도록 서비스 R&D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관련
정책 추진체계 및 인프라 정비 등을 담은 범부
처 정책패키지를 새롭게 마련할 필요
- 부진한 서비스 R&D의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는

며(8~9%) 증가율 측면에서도 부진

정책패키지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서비스산업발

- 실질 기준(2010년 가격기준)으로는 2015년 서비

전기본법’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하기가 어렵다면

스 R&D 투자액은 마이너스 성장(-2.2%)
* 실질 기준 최근 서비스 R&D 증가율: 3.4% (‘13) →
3.9% (‘14) → -2.2% (‘15)

◦ 최근 서비스 부문의 성장도 부진한 상황이므로
서비스 R&D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혁신이 절
실한 상황
- 최근 고용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앞

의 실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서비스 R&D 촉
진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필요

□ 지금까지의 서비스 R&D 활성화 정책이 큰 효과
를 발휘하지 못하였으므로 기존 정책체계의 성과
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정책방안(또는
청사진)을 설계할 필요

이에 대비한 차선책의 역할을 할 필요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포함되어 있지만 동 법

의 제정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정책들은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높고 타 산업과의 연계성이 강한 서비스 분야 –
가령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 등 - 를 우선적 정책
대상으로 삼은 R&D 활성화 전략을 정책패키지
에 포함
- 정책수립 및 추진에 있어 부처 간 중복과 비효율

이 초래되지 않도록 컨터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
처(또는 조직)를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정책전
달체계 수립 필요
- 또한 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내재화하여 성과에 따라 정책수정이 가능하도록

◦ 서비스 R&D 관련 마지막 정부정책안인 ‘서비

유연성 확보 필요

스 R&D 추진 종합계획’의 경우 안전, 공공, 복
지, 영세업체 등을 위한 R&D 정책이 많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어 성장동력 창출이라는 측면
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음
- 안전, 공공 등 사회서비스도 중요한 분야이기는

하나 ‘서비스산업의 성장동력화’라는 그동안의 정
책목표에 비추어 볼 때 높은 정책적 비중을 차지

2. 서비스 친화적 R&D 제도 개선
□ 그동안 R&D 지원제도 내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을 구별하지 않도록 개선이 진행되어 왔지만 아직
도 사실상 서비스업에 차별적인 R&D 지원제도
존재 18)

18) ｢서비스산업 친화적 제도 구축 방안 연구｣(조세연구원, 2011)에서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적 제도개선이 필요함이 지적되었고 이후 정책적 노력을 통해 개선도
있었지만 아직 서비스업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차별적 제도가 존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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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법령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구별하

- 외국인의 전공분야를 자연계분야로 한정함에 따

라 서비스 부문은 소외

지 않지만 구체적 내용을 열거한 시행령, 시행
규칙 등 하위 법령에서는 아직 제조업 위주로
지원제도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

◦ 그 외 ‘산업발전법’의 경우 그 적용범위를 제조
업과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되

◦ 예를 들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는 서비스업’으로 한정함으로써(산업발전법 제2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조세특례제한법 시

조) 대상 서비스업을 매우 제한적으로 지정할

행령 <별표 6>)에 따르면 서비스업 특성 상 혜

뿐만 아니라 대상 범위도 모호함

택을 받을 수 없는 사례 존재
- 연구인력의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경

우,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서비스업

특성상

사실상

R&D 활동을 하지만 연구 전담부서에 근무하지

않은 인력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음
- 위탁훈련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그 대상을 ‘전담

부서 등의 연구요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서비스
기업의 경우 혜택이 제한
-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과학기술분야 위탁 또는 공동연구개발
비용만 세제혜택 대상이므로 서비스업에 대해서

□ 따라서 서비스 R&D가 제조업 R&D에 비해 차별
적으로 배제되는 경우가 없도록 세심한 제도개선
이 필요
◦ 서비스 R&D가 가지는 고유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특히 서비스 R&D의 경우 그 식별이 중요한데
서비스 기업과의 많은 대화를 통해 어떤 활동
들이 R&D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
한 상호 공감대를 확보하는 체계 필요
- 서비스 기업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R&D 활

동을 촉진할 수 있는 서비스 R&D 기준 및 체계

는 차별적 조항

를 민관 공동의 노력으로 만들 필요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사실상 서

- 특히 ‘연구전담부서’ 근무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는

비스 분야를 배제하고 있으므로 서비스업에서의

각종 혜택 조항들을 서비스업에는 어떻게 적용할

우수 외국인력 유치에 걸림돌이 됨(<표 12> 참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

<표 1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구분
1. 연구개발

2. 인력개발

비용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 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중략--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
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정한다)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중략--가. 위탁훈련비(전담부서 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한한다)
1)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중략--5) 그 밖에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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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조항
구분

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18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2.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①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계약금액이 30만 달러 이상인 도입계약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②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연계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거나 자연계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9조(외국인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 등)
2.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일 것
4. 해당 연구개발시설 또는 연구개발시설을 설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할 것

3. 서비스 혁신을 위한 서비스 기업 영세성 극복

집단의 진입장벽 등으로 인해 개선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

□ 기업의 규모와 혁신성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
고 있으므로 서비스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는 서비스 기업의 규모가 커져야 함
◦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R&D 투자 규모뿐만
아니라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R&D
intensity)도 증가하는 경향을 가지므로 기업 규

모가 커질수록 혁신성도 증가
- R&D뿐만 아니라 특허 등 다른 변수를 사용한

분석에서도 기업규모와 혁신성은 정(+)의 관계를
보이는 경향이 확인됨
- <그림 10>과 같이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혁신기

업의 비중(혁신밀도)이 커지는 현상은 여러 나라
서비스산업에서 확인되는 현상

◦ 따라서 서비스 기업의 규모 증가를 막는 여러
제도적 장애를 해소하여 서비스 R&D가 활성화
되고 서비스 부문의 혁신이 촉진되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
- 서비스 부문의 영세성은 제조업에 비해서도 더욱

심각한 상태(<표 13>)이며 다양한 진입규제, 이해

24

KERI Insight 17-12

- 특히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대형 기업의

출현을 막는 각종 자격사 제도에 대한 개혁 필요

<그림 10> 기업 규모별 혁신밀도(innovative density)

주: 일본은 1999~2001년, 한국은 2001~2002년, 그 외 국가들은 1998~2000년
자료: Tamura, et al.(2005)

<표 13> 제조업과 서비스업 종사자 규모별 비중(%)
인원

제조업

서비스업

사업체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사업체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1 ~ 4명

63.61

13.63

83.79

31.76

5 ~ 9명

19.73

13.43

9.69

13.21

10 ~ 19명

8.24

11.38

3.56

10.13

20 ~ 49명

5.75

17.71

1.92

12.37

50 ~ 99명

1.62

11.41

0.66

9.79

100 ~ 299명

0.86

13.84

0.29

9.91

300 ~ 499명

0.10

3.69

0.04

3.43

500 ~ 999명

0.05

3.23

0.03

3.95

1,000명 이상

0.03

11.67

0.01

5.45

계

100

100

100

100

자료: 「전국사업체조사」바탕으로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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