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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기업 R&D투자와 생산성
-음식료품제조업, 일반제조업, 첨단제조업 간 비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경제사회학부

김다울

2014년 한국의 R&D투자는 총 63조 7340억 원에 달한다. R&D투

자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지속적으로 R&D투자 규모를 확대해왔기

때문이다. 제조업은 이 중 88.9%를 차지하며, 제조업 내 세부산업별

로 R&D투자규모 및 패턴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

서 제조업 내 세부산업별로 R&D투자가 생산성 증대 등 의도한 효

과를 창출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

다.

본 연구는 제조업 기업이 실시하는 R&D투자의 생산성 증대 효

과를 산업별로 추정 및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조업 내 세

부산업을 R&D집약도와 R&D투자패턴에 따라 음식료품제조업, 일반

제조업, 첨단제조업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산업별로 R&D자산이 생

산요소로 포함된 초월대수 생산함수를 추정하고 R&D자산의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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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대체탄력성을 도출하여 R&D자산이 다

른 생산요소와 맺는 관계를 분석하고, 산업 간 상이한 R&D투자 효

과가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였다.

추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산함수와 수익분배몫을 SUR

모형(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으로 동시 추정하였으며, 생

산요소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각 요소의 과거 값을 도구변수

로 사용한 3SLS 분석도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통계청의 「기업활동

조사」의 2006년-2014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월대수 생산함수 2차항의

계수가 대부분 유의하게 추정되었으며, 요소 간의 대체탄력성도 1에

서 크게 벗어나 있었다. 이는 R&D투자효과 추정 시 일반적으로 사

용되는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보다 신축적인 초월대수 생산함수를 사

용하는 것이 적절함을 의미한다.

둘째, R&D자산의 산출물탄력성은 첨단제조업, 일반제조업, 음식

료품제조업 순으로 높았으며, 모두 양의 값을 가졌다. 이는 모든 산

업에서 R&D투자는 기업의 산출물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첨

단제조업에서 그 효과가 가장 큼을 의미한다.

셋째, R&D자산과 노동 간에는 일반적으로 대체관계가 존재하였

다. R&D자산과 자본 간에는 일반제조업에서는 대체관계가 지배적

이었으나, 일반제조업과 첨단제조업에서는 보완관계를 갖는 경우가

더 많았다.

넷째, 모든 산업분류에서 R&D자산과 자본의 관계가 보완적일 때

R&D투자가 더욱 활발하였으며, 음식료품제조업과 첨단제조업에서

는 이 경우 R&D자산의 산출물탄력성도 더 높았다. 이는 R&D투자

와 설비투자가 보완적으로 실시될 때 R&D투자의 생산성 효과가 확

대되며, 첨단제조업의 높은 R&D투자효과도 이에 기인할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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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이를 통해 볼 때, 기업은 R&D투자를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

절한 설비투자와 R&D결과의 사업화 등을 병행함으로써 R&D투자

의 생산성 증대 효과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부의 R&D

투자 지원정책은 첨단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할 경우 더 높은 정

책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R&D투자 자체뿐 아니라

그 후속단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그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R&D투자, 산업 간 비교, 초월대수 생산함수, 산출물

탄력성, 대체탄력성

학 번 : 2014-2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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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R&D투자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한국의

2014년 R&D투자액은 총 63조 7,340억 원에 달하였다(연구개발활동

조사, 2014). 이는 1990년의 3조 2,100억 원에 비하여 25년 동안 20

배가량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R&D투자액이 연

평균 12%가량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은 2014년 전체 R&D투자액의 88.9%에 달하는 막대한

R&D투자를 실시하고 있다. 제조업의 R&D투자 규모가 큰 만큼 제

조업 내 세부산업별로 R&D투자의 규모 및 패턴에 있어서 상당한 차

이가 존재한다. 일례로 전자부품·컴퓨터 등 제조업에서는 전체매출액

대비 R&D투자액의 비중이 8.1%에 달하나 1차 금속제조업, 음식료품

제조업 등에서는 1% 미만에 불과하다. 또한 전기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기타 운송장비제조업에서는 R&D투자액 중 80% 이상이 제품혁신

에 사용된 반면, 1차금속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 등 제조업에서는

60%가량만이 제품혁신에 사용되었다(연구개발활동조사, 2014).

R&D투자 규모 및 패턴에 있어서 이러한 산업별 차이는 R&D투

자의 생산성 증대 효과가 산업별로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R&D투자가

생산성 증대에 미치는 효과를 산업별로 비교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

고자 한다.

많은 선행연구가 R&D투자의 생산성 증대 효과를 비교분석 하였

으며, 대체로 고기술산업일수록 더 높은 R&D투자 효과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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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과를 도출하였다(Cuneo and Mairesse, 1984; Griliches, 1998;

김태기·장선미, 2003; Ortega 외, 2010; 신범철, 2010). 그러나 산업별

로 상이한 효과를 초래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이

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별 R&D투자의 생산성 효과

의 크기 비교뿐 아니라 그 원인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R&D투자의

효과를 높이는 데 더욱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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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제조업 기업의 R&D투자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

별로 비교 및 분석하고, 그러한 차이를 초래하는 원인을 도출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R&D투자의 규모와 패턴에 따라 제조

업 내 산업을 음식료품제조업, 일반제조업, 첨단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산업별 생산함수을 추정한다.

생산함수 추정을 위해 R&D자산을 명시적인 생산요소로 포함하는

지식자본모형(Griliches, 1979)을 사용한다. 지식자본모형을 사용한 기

존 연구들은 Griliches(1979)의 연구를 참고하여 R&D자산을 생산요소

로 포함하는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상정하였다(Hall and Mairesse,

1995; Parisi 외, 2006; Griffith 외, 2006; 신범철, 2010). 그러나 콥더

글라스 생산함수는 생산기술에 대하여 지나치게 강한 제약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산업별로 동질적인 생산기술을 가정하여 추정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신축적인 생산기술을 허용하는 초월대

수 생산함수를 도입하여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생산함수 추정결과에 따라 산업별로 R&D자산의 산출물탄력성을

도출함으로써 산업별 R&D투자의 생산성 효과를 비교한다. 또한 대

체탄력성을 도출하여 R&D자산과 다른 생산요소 간의 보완·대체관

계를 파악하고, 그 관계가 R&D자산의 생산성 효과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다.

분석에는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중 2006년-2014년에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사용한다. 추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

여 Christensen 외(1973)가 제시한 바와 같이 생산함수와 수입분배

몫을 동시에 추정하는 SUR추정을 실시한다. 또한 생산함수 추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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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생산요소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시차변수를 도구변

수로 사용한 3SLS 추정을 실시한다.

본 연구는 신축적인 생산함수를 도입하여 산업분류 간 생산기술

차이를 감안한 R&D투자의 생산성 효과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R&D자산과 타 생산요소 간의 보완·

대체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선행연구와 달리 산업 간 R&D투자의 생

산성 효과에 차이를 유발하는 원인을 분석한다. 이는 R&D투자의

생산성 효과에 대하여 더욱 심도 깊은 이해를 가능케 하며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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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행연구

R&D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R&D투자가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특히 Griliches(1979)가 물적

자본, 노동과 같은 전통적 생산요소 외에 지식자본(R&D자산)을 직

접적인 생산요소로 고려하는 지식자본모형을 제시한 이후 이 모형

은 R&D자산의 생산 효과를 분석하는 가장 보편적인 모형이 되었

다. 이에 따른 R&D투자의 생산성 효과 분석은 크게 생산함수를 추

정하여 R&D자산의 산출물탄력성을 구하는 방법과 종속변수를 노동

생산성으로 변환하여 R&D자산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하는 방법이 있다.

R&D자산의 산출물탄력성을 추정하는 연구는 대부분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추정하고 R&D자산의 산출물탄력성 및 수익성(Returns

to R&D)을 추정하였다(Mairesse and Hall, 1996; 조윤애, 2004;

Rogers, 2010). Mairesse and Hall(1996)은 1980년대의 프랑스 기업

과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R&D자산의 산출물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프랑스 기업은 0.003-0.093, 미국 기업은 0.035-0.246 범위의 추정치

를 얻었다. Rogers(2010)는 1989년-2000년의 영국기업을 대상으로

R&D투자와 그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제조업에서는 0.123-0.249, 비제조업에서는 0.123-0.227 범위의 산출

물탄력성을 얻었으며 파급효과의 영향은 소프트웨어 산업과 기계·장

비산업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윤애(2004)는 한국의 제조업

기업의 1979년-2002년 자료를 사용하여 자체R&D자산과 외부R&D

자산의 산출물탄력성을 산업별, 기업규모별로 추정하였다. 분석 결

과 자체R&D자산의 탄력성은 0.004-0.033의 범위 내로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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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R&D자산의 탄력성은 섬유·가죽, 영상·음샹·통신장비 등의 제조

업에서 0.124-0.152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는 산업 간 생산기술의 차이를 반영하

지 못하므로 신축적인 초월대수 생산함수를 도입한 선행연구도 있다.

Mairesse and Mulkay(2008)에 따르면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와 초월

대수 생산함수의 추정결과를 비교한 결과,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에 포

함되지 않은 2차항이 유의하게 추정되었고 모형의 적합도가 초월대

수 생산함수에서 더 높았다. Aiello and Cardamone(2008)는 이탈리

아 기업자료를 활용하여 초월대수 생산함수를 추정하여 0.104-0.144

범위의 R&D자산의 산출물탄력성과 0.136-0.353 범위의 파급효과를

얻었다.

노동생산성 모형을 사용한 선행연구 역시 대부분 R&D자산이 노

동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Griliches and

Mairesse(1983)는 프랑스기업과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횡단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종사자 1인당 R&D자산이 노동생산성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Parisi 외(2006)와 김태기·장선미(2003)는 지

식자본모형에서 R&D자산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양의 영향을 밝혔

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방법으로 추정한 총요소생산성에 R&D자산

이 양의 영향을 미침을 밝혀 그 결과를 강화하였다.

Cuneo and Mairesse(1984)는 프랑스 기업을 대상으로 횡단면 분

석과 패널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횡단면

분석에서는 R&D자산이 노동생산성에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다양한

모형설정에서 유사한 결과를 얻은 반면, 패널 분석에서는 그 영향이

모형설정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Griliches(1998),

Rogers(2010)도 합동모형과 패널모형에 대해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이는 패널자료를 활용한 생산함수 추정 모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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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으로 기업 내 요소투입량의 변화가 크지 때문에 패널자료의 변

환 과정에서 원자료에 포함된 정보가 손실되기 때문이다(Blundell

and Bond, 2000).

생산함수를 추정한 많은 기존 연구는 합동최소자승법(Pooled OLS),

고정효과, 랜덤효과 모형을 사용하였다(Griliches and Mairesse, 1983;

이원기·김봉기, 2004; Tsai and Wang, 2004; Ortega 외, 2010). 그러

나 생산함수 추정 시에는 생산요소의 내생성이 추정결과의 편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차항이 관측되

지 않는 생산성 충격을 포함하며, 이는 기업의 요소투입 선택에 영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Levinsohn and Petrin, 2003).

Griliches(1998)는 R&D자산의 생산성 효과 추정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동시성 편의의 원인을 설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준

모수적 추정 방법 적용해 생산함수 추정에 비해 더 높은 R&D자산

계수를 얻었다. Parisi 외(2006)은 과거의 변수값을 도구변수로 사용

하여 R&D자산이 노동생산성 변화율에 양의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Griffith 외(2006)는 Olley and Pakes(1996)의 준모수적 2단계 추정

법과 시스템GMM을 통하여 동시성 편의와 함께 자기상관성을 통제

하였다. 이를 통해 양의 산출물탄력성을 얻었을 뿐 아니라 미국의

영국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효과를 밝혔다. 국내연구에서는 신범철

(2010)이 동적패널모형을 구축하고 GMM, 시스템GMM을 적용하여

내생성과 자기상관성을 통제한 R&D투자 효과를 추정하였다.

한편, 산업별로 기술특성과 기술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R&D투자

의 생산성 효과 또한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분석한 연구는

주로 첨단산업과 그 외의 산업으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R&D자산의 계수를 비교하였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대부분 첨단산업에서 더 높은 R&D자산의 생산효과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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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나(Cuneo and Mairesse, 1984; Griliches, 1998; 김태기·장선미,

2003; Ortega 외, 2010; 신범철, 2010), 프랑스 기업을 대상으로 한

Mairesse and Mohnen(2004)의 연구에서는 저기술 산업에서 더 높

은 생산효과를 보였다. Wakelin(2001)는 혁신-순생산산업, 혁신-순

사용산업으로 산업군을 구분하고 R&D집약도 등이 노동생산성에 미

치는 영향을 비교하여 혁신-순사용산업에서 더 큰 R&D활동의 영향

을 발견하였다. 혁신-순생산산업이 전기·전자, 화학산업 등 주로 첨

단산업에 속하는 산업군이라는 점에서 이는 Mairesse and

Mohnen(2004)의 결과와 유사하다.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김

태기·장선미(2003), 신범철(2010)의 연구는 대다수의 연구 결과와 유

사하게 저기술·고기술 산업에 비해 첨단산업에서 더 높은 생산효과

를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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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을 설명하고 연구의 목적 및 방

법을 소개한다. 또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기존 연구의 흐름을 제시

하며 본 연구의 차별성을 도출한다.

2장에서는 한국의 R&D투자 현황을 소개한다. 또한 제조업 내의

세부산업별 R&D투자의 규모 및 패턴의 차이를 비교한다.

3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을 설명한다. R&D자산을 생산요

소로 포함한 지식자본모형, 초월대수 생산함수의 추정, R&D자산과

다른 생산요소 간의 관계에 관하여 논의한다.

4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지식자본모형과 추정방법을 소

개하고, 분석자료 및 변수설정에 대하여 설명한다. 또한 기초통계를

통하여 산업별 주요 변수의 통계량을 비교 및 분석한다.

5장에서는 산업별로 R&D자산이 포함된 초월대수 생산함수를 추

정하고 생산요소의 산출물탄력성과 대체탄력성을 측정한다. 이를 통

해 산업별 R&D투자의 생산성 증대 효과를 비교하고 그 원인을 설

명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시사점

과 한계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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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한국의 R&D투자 현황1)

제 1 절 한국의 R&D투자 현황

한국의 연간 총 R&D투자액은 <그림 2-1>과 같이 1990년에 3조

2,100억 원에서 2000년에 13조 8,480억 원, 2010년에 43조 8,550억

원, 2014년에 63조 7,340억 원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

히 2000년대 이후 R&D투자액 증가율이 연평균 12%를 기록하며 급

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GDP대비 비중은 1990년 1.6%에서 소폭 증

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0년대 초반 이후 연평균 5%의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4년에는 4.3%를 기록하였다. R&D인력도

R&D투자액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14년에는 60만 5천 명을 기록하였다.

<그림 2-1> 연간 총 R&D투자 추이

(단위: 억 원, 명,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1) 본 장의 내용은 별도의 언급이 없을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개발활동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하였다. 통계자료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에서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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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는 재원별 R&D투자 추이를 보여준다. 민간의 R&D

투자는 1990년대 이후 연평균 12.5%가량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

다. 한편 정부·공공부문의 R&D투자 성장률은 1990년대에 연평균

20.6%에서 2000년대에 12.5%, 2010년대에 5.6%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4년을 기준으로 민간부문의 R&D투자는 48조 82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정부·공공부문의 R&D투자는 15조 2,750억 원이었다.

전체 R&D투자 중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외환위기, 2008

년 금융위기 이후 몇 년 간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80% 가량을

유지하였다.

<그림 2-2> 재원별 R&D투자 추이

(단위: 억 원,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그림 2-3>는 수행주체별 R&D투자 추이를 나타낸다. 기업체의

연평균 R&D투자의 성장률은 1990년대에 15.3%, 2000년대에 12.4%,

2010년 이후 11.1%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높은 성장률

을 보이고 있다. 공공연구기관의 R&D투자 성장률은 1990년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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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에서 2000년대에 12.1%로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2010년 이후

에는 6.5%로 크게 감소하였다. 대학의 경우에는 1990년대에 연평균

21.5%의 높은 R&D투자 성장률을 보였으나 2000년대에 11.8%, 2010

년 이후 4.9%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2014년을 기준으로 기업체는 49

조 9,544억 원, 공공연구기관은 8조 1,127억 원, 대학은 5조 7,670억

원의 R&D투자액을 지출하였다. 각 주체의 성장률 추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체 R&D투자에서 기업체가 실시하는 R&D투자의 비중

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그 비중이 약 78.2%를 기록하였다.

<그림 2-3> 수행주체별 R&D투자 추이

(단위: 억 원,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재원별, 수행주체별 R&D투자 추이를 살펴볼 때 민간부문이

R&D활동에 있어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러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체

단위의 R&D투자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림 2-4>는 연구단계별 R&D투자 추이를 보여준다. R&D활동은

연구단계별로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기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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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구체적 사용목적을 갖지 않는 새로운 지식에 관한 연구, 응용연

구는 기초연구의 조사를 활용해 실용적 목적을 하에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는 연구, 개발연구는 이미 정립된 지식의 개선과 향상을 목표로

하는 연구이다. 개발연구비는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전체 R&D투

자액의 60%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응용연구비는 1990년대

에 약 30%를, 기초연구비는 약 10%를 차지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응용연구비의 비중이 감소하고, 기초연구비의 비중이 증가하여 2014년

에는 두 연구의 비중이 20%로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한편, 미래

창조과학부의 201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에 따르

면 정부의 2014년 R&D투자액은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에 각

각 30.9%, 20.3%, 48.8%가 투입되어 기업체를 포함한 전체 R&D투자

추이에 비해 개발연구의 비중이 낮고 기초연구의 비중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림 2-4> 연구단계별 R&D투자 추이

(단위: 억 원,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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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산업별 R&D투자 현황

<그림 2-5>는 2014년 기준 대분류 산업별 총 R&D투자액 대비

비중이다. 제조업이 88.9%로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서

비스업이 8.2%, 건설업이 2.0%로 그 뒤를 잇는다. 그 외의 산업은

1% 미만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R&D투자의 효율성 및 효과성에

있어서 제조업 부문의 R&D투자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촉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제조업 내에 세부산업별

로 R&D투자 패턴 및 R&D투자 효과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2-5> 2014년 대분류 산업별 R&D투자액 비중

(단위: %)

주: 기타에는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등이 포함됨.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그림 2-6>은 2014년 기준 제조업 내 산업별로 기업체의 R&D

투자액과 매출액 대비 비중을 보여준다. 전자부품·컴퓨터 등 제조업

이 25조 8,406억 원의 R&D투자로 제조업의 총 기업체 R&D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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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를 차지한다. 뒤이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과 코르크·석

유·화학제품 등 제조업이 각각 5조 8,763억 원, 4조 5,062억 원으로

13.3%, 10.2%를 차지한다. 이처럼 R&D투자의 액수에서는 특정 산

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R&D투자 집약도에 있어서는 이러한 차이가 전반적으로 완화되

나 여전히 산업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전자부품·컴퓨터 등 제조업,

의료·정밀기기 등 제조업은 각각 8.1%, 6.6%로 매우 높은 R&D투자

집약도를 보인다. 반면 1차 금속제조업,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은

1% 미만의 낮은 R&D투자 집약도를 보인다. 제조업 내의 이러한 차

이는 R&D투자의 효과를 분석할 때 제조업 내 상이한 R&D투자 구

조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2-6> 2014년 산업별 기업체 R&D투자 현황

(단위: 억 원,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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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은 2014년 기준으로 산업별 기업체 R&D투자의 비목

별 지출 비중을 나타낸다. 제조업 평균적으로는 인건비가 50.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7.8%, 그 외 기타 비

용은 42.1%를 차지하였다. 산업별로는 금속가공제조업, 코크스·석유

화학 등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에서 자본적 지출의 비중이

9.7%-15.5%로 높은 편에 속하였으며,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섬

유·의복 등 제조업, 목재·종이 등 제조업에서는 인건비 지출 비중이

약 57.9%-64.2%로 높은 편이었다.

<그림 2-7> 2014년 산업별 기업체 R&D투자의 비목별 비중

(단위: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그림 2-8>은 2014년 기준 산업별 기업체 R&D투자의 용도별

지출 비중을 나타낸다. 제조업 평균적으로는 제품혁신, 공정혁신이

각각 74.9%, 25.1%를 차지하였다. 산업별로는 섬유·의복 등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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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크스·석유화학 등 제조업, 의료·정밀기기 등 제조업, 전기장비 제

조업, 자동차 및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서 제품혁신 R&D투자액이

80%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차금

속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 등 제조업에서는 공정혁신의 비중이

40%이상으로 제조업 평균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림 2-8> 2014년 산업별 기업체 R&D투자의 용도별 비중

(단위: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한편, 기업체의 자체적인 R&D투자 외에 정부 역시 각 산업에 활

발한 R&D투자를 시시하고 있다. 제조업 내에서 정부의 산업별

R&D투자 현황은 <그림 2-9>와 같다. 제조업 전체에 대한 R&D투

자액은 3조 6, 516억 원이며, 전자부품·컴퓨터 등 제조업에 대한

R&D투자가 정부 R&D투자의 30.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

나 이 산업은 민간 R&D투자액도 많기 때문에 전체 R&D투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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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R&D투자 비중은 2%가량으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금속가공

제조업, 의료·정밀기기 제조업 등의 산업에서 산업의 전체 R&D투자

대비 정부 R&D투자액 비중이 20%가량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투자 액수로는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목재·종이 등 제조업, 음

식료품·담배 제조업도 전체 R&D투자 대비 정부 R&D투자 비중에서

는 각각 5.7%, 7.2%로 높은 비중을 보인다. 이는 상대적으로 R&D

집약도가 낮은 산업에서 정부 R&D투자의 중요성이 더 클 수 있음

을 시사한다.

<그림 2-9> 2014년 산업별 정부의 R&D투자 현황

(단위: 억 원,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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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지식자본모형

기술진보는 경제성장이론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핵

심적인 요소로 여겨졌다. 특히 내생적 성장이론에서는 R&D투자를

모형 내에 반영하고, 장기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 R&D투자의 중

요성을 강조하였다. R&D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다양한 연구들

이 진행되어 왔으며, R&D투자의 생산성 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Solow(1957)의 성장회계 방법을 따라 생산요소에 R&D를 포함한 모

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생산요소로서 R&D투자의 개념, R&D투자

가 생산하는 산출물 개념 등에 관하여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직접

적 생산요소로서 R&D자산의 사용을 정당화한 것은 Griliches(1979)

이다.

Grilicehs(1979)는 지식자본을 생산요소로 포함한 콥더글라스 생

산함수를 상정함으로써 지식자본이 생산성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다양한 개념적, 계량적 한

계를 들어 지식자본모형의 한계를 명확히 하였다. 먼저, 지식자본

혹은 R&D자산은 시차효과와 산업 내, 산업 간 파급효과를 가지고

감가상각률이 불명확하므로 그 크기를 정확하게 계측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R&D투자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역시 계측하기가 어

렵다. 이는 R&D투자가 주로 국방, 보건, 기초과학과 같이 산출물의

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실시되며, R&D투자를 통해 제품

혁신을 달성할 경우 그 효과는 시장의 경쟁구조 하에서 기업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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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전유할 수 있는 한에서만 산출물 가치로서 집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의 계량적인 문제로는 시차효과 모형설정의 어려움,

다중공산성 문제, 동시성편의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지식자본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산업 내·외부에 R&D자산의 파급효과가 존재하며, 지역

적 인접성, 기술특성이 파급효과의 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밝혀졌다(Harhoff, 2000; Orlando, 2004; Aiello and Cardamone,

2008). R&D의 시차구조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합의를 이루지 못

했으나 활발한 연구가 시행되고 있다(Hall 외, 1986; Griliches,

1998). 또한 내생성 편의를 해결하기 위하여 준모수적 추정방법, 시

스템GMM, 3SLS 등 다양한 계량적 모형이 사용되고 있다(Cuneo

and Mairesse, 1984; Griliches, 1998; Griffith 외, 2006; Aiello and

Cardamon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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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R&D자산과 생산요소의 관계

R&D투자의 성과가 생산성과 수익성 향상 등의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생산요소의 도움이 필요하다. 신제품을 개발해도 사

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공정투자가 필요하며, 신기술을 개발해도 그

를 적용할 수 있는 설비와 인력이 필요하다. 즉, R&D투자의 생산성

효과는 다른 생산요소를 통하여 혹은 그에 체화되어 발현될 수 있

다. 따라서 R&D자산과 다른 생산요소 간의 관계는 R&D자산이 생

산효과를 유발하는 경로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Howitt and Aghion(1998)은 R&D자산과 물적자본의 보완적 관계

를 모형화하여 두 요소의 지속적 증가가 보완적으로 장기성장률의

증가를 견인한다고 하였다. 특히 물적투자에 대한 보조는 R&D의

비용을 낮춤으로써 R&D를 촉진할 수 있음을 보였다. 김성·장준영

(2006)은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무형자산이 장기적으로

설비투자를 유발하는 보완관계를 지님을 보였다. 김병우(2008)는

R&D투자와 설비투자 간의 양방향 관계에 대하여 1990년대 이전에

는 설비투자가 R&D투자를 유발하였으나 최근에는 기술혁신이

R&D의 투입재 혹은 개발된 기술의 상품화 과정에서 설비투자를 유

발하고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는 R&D자산의 생산성 효과는

R&D자산과 자본 간의 보완성 여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

한다.

한편, R&D투자와 노동 간의 관계에는 다양한 경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완·대체 관계를 설정하기 어렵다. R&D투자에 따

른 제품혁신은 새로운 상품수요를 창출하여 기업의 고용을 증대시

킬 수 있다. 반면 공정혁신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동생산성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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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기업의 노동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Ross and Zimmerman,

1993; Van Reenen, 1997). Harrison 외(2014), Bogliacino 외(2012)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제품혁신이 상대적으로 많은 첨단산업에서는

R&D자산과 노동 간 양의 관계를 갖는 반면 저기술산업에서는 음의

관계를 가짐을 밝혔다. 전자의 경우 R&D자산과 노동 간에는 보완

관계가 나타나고, 후자의 경우에는 대체관계가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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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초월대수 생산함수

지식자본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대다수의 연구는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상정한다(Griffith 외, 2006; 김태기·장선미, 2003; 신범철,

2010). Griliches(1979)는 R&D자산이 다른 생산요소와 갖는 상호작

용이 아닌 R&D자산이 산출물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있을 경우

생산함수의 형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콥더

글라스 생산함수는 요소 간 대체탄력성이 1로 일정하여 생산기술에

강한 제약을 부과한다. 이는 요소 간 가격비율이 변화하거나 요소

투입비율이 변화해도 요소분배몫이 불변함을 의미한다. 신축적인 생

산함수 형태를 상정한 많은 연구에서 대체탄력성이 1이 아님을 고

려할 때(Verspagen, 1995; Aiello and Cardamone, 2008; Cardamone,

2012)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는 지나치게 제약적이며 R&D자산의 생

산성 효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

Christensen 외(1973)가 제시한 초월대수 생산함수는 생산요소의

교차항과 2차항을 포함하여 신축적으로 생산기술을 표현할 수 있다.

힉스중립적이고 시간에 따라 일정한 기술진보를 가정한 초월대수

생산함수는 식(1)과 같다. Y는 산출물, C는 물적자본, L은 노동, K

는 R&D자산, T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다.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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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1)을 각 생산요소에 대하여 미분하면 식(2)-식(4)와 같이 각각

노동, 자본, R&D자산의 산출물탄력성( ,  ,  )을 얻는다. 이는 비

용최소화 가정 하에서 각 요소의 수입에 대한 각 요소의 분배몫

(     )과 같다. 이 때 P는 각 하첨자에 대한 가격이다.

  ln

ln 
    ln   ln   ln

    



(2)

  ln

 ln
    ln   ln   ln

    



(3)

  ln

ln 
    ln   ln   ln

   



(4)

초월대수 생산함수를 추정하면 산출물탄력성뿐만 아니라 대체탄

력성을 도출할 수 있다. 대체탄력성 계산을 위해서는 다생산요소 모

형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Allen-Uzawa 대체탄력성을 사

용한다. 식(1)의 생산함수를          라 할 때 Allen-Uzawa

대체탄력성은 식(5)와 같다. 는 생산함수의 생산요소 i에 대한 1계

편미분(한계생산), 는 생산요소 i, j에 대한 2계편미분 값이다. F는

유테헤시안 행렬식이며, 는 F에서 i행, j열을 제외하고 구한 여인

자이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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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      )

Allen-Uzawa 대체탄력성은 두 요소의 한계생산의 비율이 변할

때 요소 간 비율이 변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이윤극대화 하에서는 한

계생산의 비율이 요소가격의 비율과 동일하므로 요소 간 가격비율

변화 시 요소투입비율의 변화비율을 의미한다.    일 경우 두 요

소는 보완관계를 가지며,   일 경우에는 대체관계를 가진다. 또

한 Allen-Uzawa 대체탄력성은 그 정의상 대칭적인 특성을 가진다.

이를 이용해 R&D투자의 생산효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

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초월대수 생산함수는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보

다 신축적이므로 산업별로 생산기술의 형태가 상이하다는 점을 반영

할 수 있다. 산업별 생산기술의 차이를 허용한 후 R&D자산의 산출물

효과를 도출할 수 있으므로 더욱 현실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둘째,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에서는 산업 단위의 산출물 탄력성만을 얻을 수 있

는 반면, 초월대수 생산함수에서는 기업 단위의 산출물 탄력성을 얻

을 수 있다. 이는 생산요소의 산출물 탄력성 분포에 대한 분석을 가

능하게 하며 기업단위 자료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초월대수 생산함수 추정을 통하여 요소 간 대체탄력성을 구할 수 있

다. 이를 통해 R&D자산과 다른 생산요소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R&D자산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메커니즘에 대하여 더욱 풍부한 이

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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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모형과 분석자료

제 1 절 분석모형

식(1)을 식(2)-식(4)와 동시에 추정할 경우 추가적인 계수에 대한

추정은 필요하지 않은 반면 더 많은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더욱 효

율적인 추정량을 얻을 수 있다(Berndt and Christensen, 1973). 본

연구는 이를 따라 식(1)-식(4)를 동시에 추정한다.

만약 모든 독립변수가 외생적이라면 SUR모형을 통하여 이를 추

정할 수 있다. SUR모형은 다수의 방정식의 오차항 간에 상관관계가

있을 때 이를 반영하여 더욱 효율적인 추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SUR모형의 추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식(1)-식(4)에 오차항을

추가한 후 식(6) 같이 벡터의 곱 형태로 나타내고 식(7)-식(10)과 같

은 가정을 부과한다. 식(8)은 동분산가정, 식(9)는 동시적 상관관계

가정, 식(10)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가정을 의미한다. 하첨자 k는 식

(1)-식(4)를 나타내며 t는 관측시점이다.

           ⋯      ⋯  (6)

      (7)

      
 (8)

        (9)

          ≠  (10)

식(6)을 다시 행렬형태로 표현하면 식(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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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4T×1) (4T×K) (K×1) (4T×1)

(이 때 K는 각 식의 독립변수 개수의 합임.)

이후 오차항을 통해 식(12)와 같이 공분산행렬을 구하고 촐래스

키 분해(Cholesky decomposition)을 통하여   ′  를 만족하는

P를 구한다. 이후 P를 식(11)에 곱하면 식(13)과 같은 행렬표현을

얻는다. 이는 공분산행렬을 가중치행렬로 사용한 것이다.

    











   

   

   

   

 ⊗ ,  











   

   

   

   

(12)

           (13)

식(13)에 대하여 식(7)-식(10)의 가정을 확인하면 나머지는 전과

동일하고 식(9)가  ′   ′ ′  ′ ′    ′  로

일반적인 OLS가정을 만족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식(13)에 OLS모

형을 적용하여 추정치를 도출한다. 실제 추정 시에는 각 방정식에

대하여 OLS추정을 한 후 오차항의 추정치  를 구하고 이를 사용

하여 위와 같은 과정에 따라 방정식 체계를 추정한다.

한편, 생산함수 추정 시에 생산요소와 오차항 간에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많은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다(Griliches,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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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liches, 1998; Levinsohn and Petrin, 2003; Wooldridge, 2009). 관

측되지 않는 충격에 의해 기업의 생산요소 투입량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산업 전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거나 긍

정적인 생산성 충격이 있을 경우 기업은 요소 투입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Zellner and Theil(1962)는 동시방정식 체계에서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SLS모형을 소개하였다. 이는 SUR모형의 1단계, 즉

OLS추정을 통하여 를 도출하는 과정을 2단계최소제곱모형(2SLS

모형)으로 대체하고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가중치 행렬을 구해 회

귀식을 추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1)-식(4)의 방정

식체계를 SUR모형과 3SLS모형에 따라 분석하고 Hausman 검정을

실시하여 내생성을 검정한다. 도구변수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각

생산요소의 시차변수를 사용한다(Verspagen, 1995; Griffith 외,

2006; Aiello and Cardamone, 2008).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시차는

과거 1년-3년까지 다양하며 본 연구에서는 과거 1년-2년의 시차변

수를 도구변수로 사용하였다.

한편, 초월대수 생산함수는 독립변수에 대하여 선형이 아니며, 도

구변수의 선형결합만을 통해서는 일치추정량을 얻을 수 없다. 이 경

우 다소 임의적일 수 있으나 도구변수의 교차항 및 고차항을 포함

하여 2SLS의 1단계 추정을 실시함으로써 더 나은 추정량을 얻을 수

있다(Wooldridge, 2010). 초월대수 생산함수의 시차변수에는 이미 생

산요소의 제곱항과 교차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여 1단

계 추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의 기업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합동모형과 1

차차분모형을 추정한다. 합동모형에서는 기업의 특성을 완벽히 통제

할 수 없기 때문에 누락변수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패널모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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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차분 등의 변환을 통하여 비관측되는 기업특성을 통제할 수 있

다. 구체적으로 패널모형에서는 오차항  가 기업특성변수 와 순

수한 오차항  의 합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한다. 이후 식(1)-식(4)를

1차차분변환함으로써 시간에 대해 불변하는 항을 제거한다.2) 1차

차분변환하여 얻은 식은 식(14)-식(17)과 같으며 이를 추정식으로

위에서 설명한 바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   ∆   ∆    ∆   


  

     
 

                           

 


  

     
               

 


  

     
 ∆ 

(14)

∆   ∆ln   ∆ ln   ∆ln  ∆  (15)

∆   ∆ln   ∆ ln   ∆ ln  ∆  (16)

∆   ∆ln   ∆ln   ∆ln  ∆  (17)

(   ⋯      ⋯

소문자는 대문자의 로그 값임.)

2) 고정효과모형, 임의효과모형도 사용할 수 있으나 Hausman 검정에 의해 선택된
고정효과모형에서 도구변수로 시차변수를 사용할 경우 오차항과 도구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1차차분모형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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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자료

본 연구는 통계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기업활동조사」의 제조업

기업 자료를 사용한다. 이는 상용근로자가 50명 이상이고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인 회사법인 13,000여 개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패널 조

사로 2006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2006년-2014년 중 매출액, 물적자

본, 노동, 지식자본 등 주요 변수가 누락된 연도 혹은 시간갭이 있

는 기업을 제외하고 불균형패널을 구축하였다. 또한 주요 변수의 성

장률이 200% 이상인 경우 합병기업이라 판단하여 제거하였다. 분석

의 일관성을 위하여 중간에 기업이 포함된 산업이 바뀐 경우도 제

외하였다.

산업 간 비교를 위해 음식료품제조업, 일반제조업, 첨단제조업으로

기업체를 분류하였다. R&D투자를 실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중분류

산업별 평균 R&D집약도를 구한 후 상위 5개 산업을 첨단제조업으로

분류하였다. 의료용물질·의약품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

신장비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

기계·장비제조업이 이에 속한다. 한편, 그 외의 산업 중 음식료품제조

업은 R&D집약도는 낮으나 공정혁신·제품혁신 수행 비율이 다른 산

업에 비해 높다.3) 따라서 이를 별도로 분류하고 다른 산업을 일반제

조업으로 분류하였다. 최종적으로 구축된 산업분류별 기업 수는 음식

료품제조업 134개, 일반제조업 876개, 첨단제조업 576개로 총 1,586개

이다.

3) 통계청의 2014년 「한국기업혁신조사」에 따르면 첨단제조업 평균적으로 공정혁
신과 제품혁신 각각을 실시하는 기업의 비율은 10.1%, 29.8%이다. 음식료품제조
업은 그 비율이 각각 7.6%, 24.8%로, 나머지 산업 평균 4.9%, 12.0%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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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변수설정 및 기초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변수는 <표 4-1>와 같다. 산출물에는 매

출액에서 재료비를 제한 부가가치를 사용한다. 노동에는 총 종사자

수를 사용하며, 물적자본에는 총 유형자산을 사용한다. 총 유형자산

에는 토지·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건설 중 자산, 공구·비품 등

기타가 포함된다. R&D투자는 자체연구개발비와 외부연구개발비의

합이다. R&D투자가 보통 자산구입, 연구인력 고용 등의 형태로 이

루어지므로 노동과 물적자본과 R&D자산 간에 이중집계

(Double-counting)를 보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나(Cuneo and

Mairesse, 1984; Hall 외, 2010) 자료의 한계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모든 금액 변수는 2010년을 기준으로 한 GDP 디

플레이터를 사용하여 물가조정을 하였다.

R&D자산 구축을 위해서는 유량지수로부터 저량지수를 구축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 중 하나인 영구재고법(Perpetual inventory

method)를 사용한다. 이에 따라 R&D자산은 다음의 식(18)과 같이

계산한다.  는 기업 i의 t기의 R&D자산,  은 R&D투자, 는 감

가상각률, g는 R&D투자의 성장률을 의미한다. 성장률은 연구개발활

동조사에서 산업별 R&D투자액의 2008년-2014년의 연평균 성장률을

사용하였고 감가상각률은 선행연구를 따라 15%로 설정하였다

(Cuneo and Mairesse, 1984; Aiello and Cardamone, 2008; Ortega

외, 2010).

          
 

   


  ⋯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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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변수의 설정

변수 조작적 정의

산출물 부가가치 매출액-원재료비

생산요소

노동 총 종사자 수

자본 총 유형자산

R&D자산 영구재고법을 통해 구축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은 <표 4-2>와 같다. 산업별 평균 부가

가치는 일반제조업, 음식료품제조업, 첨단품제조업 순으로 각각

1,829억 원, 916억 원, 761억 원이었다.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역시

일반제조업, 음식료품제조업, 첨단제조업 순으로 각각 2,094억 원,

1,596억 원, 1,555억 원으로 나타났으나 산업 간 격차는 전체 부가가

치보다 좁혀졌다.

산업별 평균 종사자 수는 일반제조업, 음식료품제조업, 첨단제조

업 순으로 각각 569명, 454명, 339명이었다. 평균 유형자산의 규모

역시 일반제조업, 음식료품제조업, 첨단제조업 순이었으며 각각

1,828억 원, 741억 원, 522억 원이었다. 종사자 1인당 유형자산도 동

일한 순서로 규모가 컸으며 각각 1억 7천만 원, 1억 2천만 원, 9천

만 원가량이었다.

산업별 평균 R&D집약도는 첨단제조업에서 약 3.1%로 가장 높았으

며 일반제조업이 1.4%, 음식료품제조업이 0.8%가량이었다. 산업별 평

균 R&D자산은 일반제조업에서 549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첨

단제조업이 375억 원, 음식료품제조업이 74억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료품제조업은 다른 산업분류와의 격차가 컸다. 한편 평균 종사자

1인당 R&D자산은 첨단제조업에서 약 5,23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일

반제조업이 약 3,550만 원, 음식료품제조업이 약 1,810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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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주요 변수 기초통계량

(단위: 억 원, 명, %, 개)

구분 음식료품제조업 일반제조업 첨단제조업

총 부가가치액
916.393 1,829.574 761.949

(1889.46) (10207.43) (6375.98)

종사자1인당
부가가치액

1.596 2.094 1.555

(1.25) (1.87) (1.08)

총 종사자 수
453.853 569.833 339.456

(869.92) (3055.88) (1524.44)

총 유형자산
741.170 1,828.284 521.619

(2019.94) (11513.14) (5197.87)

R&D집약도
0.747 1.387 3.055

(1.08) (1.73) (3.48)

R&D자산
74.240 549.356 375.088

(194.01) (5433.43) (3191.31)

종사자1인당 R&D자산
0.181 0.355 0.523

(0.22) (0.46) (0.59)

관측치 수 856 5,562 3,318

기업 수 134 876 576

주: 1) 이는 평균값이며 괄호 안은 표준편차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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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실증분석 결과

제 1 절 생산함수 분석 결과

SUR모형, 3SLS모형을 통하여 식(1)-식(4), 식(14)-식(17)을 추

정하였다. 초월대수 생산함수에는 시간에 따른 기술변화를 나타내는

T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간더미는 포함하지 않았다. 초월대수

생산함수의 경우 산출물탄력성 등 경제적 의미를 갖는 지표의 계산

에 다양한 계수값과 원자료 값이 사용되므로 단일한 계수값에 대한

경제적인 해석이 어렵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모형 간의 추정결과

비교에 초점을 맞춘다.

합동모형의 추정결과는 <표 5-1>와 같다. Hausman 검정 결과

모든 산업분류에서 생산요소 변수가 내생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SUR모형과 3SLS모형 모두에서 를 제외한 모든 계수가 유의하였

다.  는 산업분류별로 0.76-0.86 수준이었다. SUR모형과 3SLS모형

에서 추정계수는 상수항 을 제외하고 모두 동일한 부호를 가졌으

며, 크기의 변화도 크지 않았다. 또한  , 가 모든 산업과 모형

에서 음의 값을 가져 R&D자본은 노동과 물적자본을 절약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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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초월대수 생산함수 추정결과: 합동모형

구분
계수

SUR 3SLS

음식료품
제조업

일반
제조업

첨단
제조업

음식료품
제조업

일반
제조업

첨단
제조업



0.247*** 0.196*** 0.178*** 0.210*** 0.162*** 0.157***

(0.02) (0.01) (0.01) (0.03) (0.01) (0.02)



0.674*** 0.525*** 0.537*** 0.565*** 0.517*** 0.542***

(0.03) (0.01) (0.02) (0.04) (0.02) (0.02)



0.322*** 0.335*** 0.449*** 0.349*** 0.371*** 0.478***

(0.011) (0.01) (0.01) (0.02) (0.01) (0.02)



0.115*** 0.141*** 0.139*** 0.157*** 0.167*** 0.152***

(0.01) (0.003) (0.004) (0.01) (0.004) (0.01)



-0.098*** -0.116*** -0.094*** -0.137*** -0.134*** -0.094***

(0.004) (0.002) (0.002) (0.01) (0.003) (0.003)



-0.018*** -0.016*** -0.040*** -0.014*** -0.018*** -0.049***

(0.002) (0.001) (0.002) (0.003) (0.002) (0.002)



0.141*** 0.185*** 0.202*** 0.208*** 0.210*** 0.207***

(0.004) (0.002) (0.003) (0.01) (0.003) (0.004)



-0.064*** -0.078*** -0.125*** -0.080*** -0.088*** -0.132***

(0.002) (0.001) (0.002) (0.004) (0.001 (0.003)



0.075** 0.092** 0.157*** 0.085** 0.101*** 0.168***

(0.002 (0.001) (0.002) (0.003 (0.002 (0.003)



0.001 0.001 -0.006*** -0.00 0.005 -0.006

(0.004) (0.002) (0.002) (0.01) (0.003) (0.003)



-0.006 0.633*** 0.346*** 0.388** 0.626*** 0.284***

(0.11) (0.05) (0.06) (0.18) (0.07) (0.08)

N 856 5,562 3,318 588 3,810 2,166

R-squared 0.860 0.808 0.767 0.868 0.808 0.766

Hausman
검정
Chi2(10)

　 104.28*** 228.25*** 66.31***

주: 1) *** p<0.01, ** p<0.05, * p<0.1

2)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3) 도구변수로는 독립변수의 1기, 2기 시차변수가 사용됨.



- 36 -

1차차분모형의 추정결과는 <표 5-2>와 같다. 독립변수의 내생성에

대한 Hausman 검정 결과 일반제조업과 첨단제조업에서는 생산요소

변수에 내생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음식료품에서는 내생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제조업과 첨단제조업의 경우 3SLS

모형이 더욱 적절하며 음식료품제조업의 경우 SUR모형이 더욱 적절

하다. 유의하게 추정된 계수의 수는 SUR모형이 3SLS모형보다 많았

다.

음식료품제조업의 경우       가 SUR모형에서 유의하

였으나 3SLS모형에서 유의하지 않게 추정되었으며 계수의 부호도

바뀌었다. 일반제조업의 경우         가 3SLS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바뀌었으며, 부호가 바뀌거나 계수의 크기가

크게 변한 경우도 많이 발생하였다. 첨단제조업은 만이 유의하지

않게 바뀌었으나     은 SUR모형과 반대의 부호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1차차분모형의 3SLS모형은 유의하게 추정된 변수가 많지 않으므

로 SUR모형을 기준으로 합동모형과 1차차분모형을 비교하면 1차차

분모형의 계수는 합동모형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첨단제조업의

  를 제외한 모든 산업분류의 모든 계수에서 1차차분모형의

계수값이 합동모형의 계수값보다 절대값이 작았다. 한편,  , 

는 유의하게 추정된 모든 경우에서 음의 값을 가져 합동모형과 동

일하게 R&D자본이 노동과 물적자본을 절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함수 추정 시 패널모형의 추정치가 합동모형에 비해 유의하

지 않거나 더 낮다는 점은 많은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다(Cuneo

and Mairesse, 1984; Griliches, 1998; Rogers, 2010). 이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먼저, 기업 요소 투입량의 연간 변동이 크지 않으

므로 차분 변환 과정에서 원 자료에 포함되어 있던 정보가 상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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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손실된다(Blundell and Bond, 2000; Hall 외, 2010). 또한

Griliches and Hausman(1986)이 지적한 바와 같이 패널모형에서는

변수의 기간 간 변화분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측정오차가 과도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는 추정치에 하향편의

를 발생시키거나 유의하지 않은 추정결과를 초래한다. 본 연구에서

는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R&D투자와 물적자본, 노동 간의 이중집

계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였으므로 패널모형에서 이러한 측정오차가

과도하게 발현되었을 수 있다. R&D자산이 갖는 시차효과 역시 패

널분석의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 패널분석에서는 변수들의 동적

과정이나 시차효과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에 대한

적절한 모형설정이 되지 않으면 불일치하거나 유의하지 않은 추정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Hall 외, 2010).

본 연구에서 얻은 패널모형의 추정치는 이와 같은 편의를 포함하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의 산출물탄력성 및

대체탄력성 관련 분석에서는 합동3SLS모형의 추정치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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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초월대수 생산함수 추정결과: 1차 차분모형

구분
계수

SUR 3SLS

음식료품
제조업

일반
제조업

첨단
제조업

음식료품
제조업

일반
제조업

첨단
제조업


-0.067 0.299*** 0.421*** 0.204 0.283 -0.966***

(0.08) (0.04) (0.05) (0.42) (0.22) (0.37)


0.288*** -0.077* 0.036 -0.015 0.494 -1.114**

(0.04) (0.04) (0.05) (0.29) (0.35) (0.46)


0.275*** 0.112*** 0.235*** 0.487* 0.366** 0.728***

(0.08) (0.03) (0.04) (0.26) (0.15) (0.18)


0.038*** 0.010* 0.027*** -0.069 -0.104*** 0.020

(0.01) (0.01) (0.01) (0.05) (0.02) (0.06)


-0.016*** -0.033*** -0.072*** 0.002 0.005 0.205***

(0.004) (0.003) (0.01) (0.04) (0.03) (0.05)


-0.003 -0.008** -0.008* 0.018 0.018 -0.069***

(0.01) (0.003) (0.004) (0.02) (0.01) (0.02)


0.072*** 0.160*** 0.234*** 0.190*** 0.066 0.142*

(0.01) (0.01) (0.01) (0.06) (0.06) (0.08)


-0.058*** -0.037*** -0.099*** -0.113*** -0.100*** -0.119***

(0.01) (0.003) (0.01) (0.04) (0.02) (0.03)


0.077*** 0.082*** 0.128*** 0.067*** 0.093*** 0.131***

(0.01) (0.004) (0.01) (0.01) (0.01) (0.02)

N 722 4,686 2,742 454 2,934 1,590

R-squared -0.033 -0.052 -0.010 -0.440 -0.123 -0.113

Hausman 검정
Chi2(9) 　 11.17 155.43*** 43.21***

주: 1) *** p<0.01, ** p<0.05, * p<0.1

2)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3) 도구변수로는 독립변수의 1기, 2기 시차변수가 사용됨.

4) T항은 1차차분을 적용 시 1이 되므로 본 모형에서는 제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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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탄력성 분석 결과

지식자본모형에서는 R&D자산의 산출물 혹은 생산성에 대한 탄력

성을 추정함으로써 R&D자산이 기업 생산활동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한다. 본 절에서는 R&D자산과 그 외 생산요소의 산출물탄력성을 구

하여 산업별로 R&D자산이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한다. 한편

R&D자산의 생산성 효과는 R&D자산과 다른 생산요소 간의 관계에

의존한다. R&D자산은 노동 및 자본에 체화되어 산출물에 영향을 미

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요소 간의 Allen-Uzawa 대체탄력

성을 구하여 R&D자산과 다른 요소 간의 보완·대체 관계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각 산업분류 내에서 R&D자산과 노동, 자본 간의 관계에

따라 기업을 분류해 주요 변수를 비교함으로써 R&D자산의 산출물

효과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식(2)-식(4)에 따라 계산한 각 생산요소의 산출물탄력성은 <표

5-3>과 같다. 생산함수는 생산요소에 대하여 단조증가해야하므로

산업분류별 표본 수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추정치의 비율을 제시

하였다. R&D자산은 음식료품, 일반, 첨단제조업에서 각각 84.4%,

89.4%, 93.2% 가량이 단조성 조건을 만족하였다. 노동과 자본탄력성

은 모든 산업분류에서 약 97% 이상이 이를 만족하였다. 모든 생산

요소의 산출물탄력성에 대하여 단조성조건을 만족하는 관측치의 비

율은 음식료품제조업이 83.7%, 일반제조업이 87.3%, 첨단제조업이

90.7%로 대다수가 이를 만족하였다.

R&D자산의 평균 산출물탄력성은 음식료품제조업에서 0.152, 일

반제조업에서 0.210, 첨단제조업에서 0.313이었다. 첨단제조업이 타

산업분류보다 1.5배-2배가량 탄력성이 더 크다는 결과는 첨단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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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R&D투자규모 뿐 아니라 R&D의 산출물증대효과 또한 타 산업

에 비해 크다는 것을 함의한다. 이는 저기술산업에서 고기술산업으

로 갈수록 R&D자산의 산출물탄력성이 더 높다는 선행연구의 결과

와 일치한다(Griliches, 1998; 김태기·장선미, 2003; Ortega 외, 2010;

신범철, 2010).

R&D자산 외 생산요소의 산출물탄력성을 비교하면, 노동의 평균

산출물탄력성은 음식료품, 첨단, 일반제조업 순으로 각각 0.287,

0.272, 0.256이었으며, R&D자산의 산출물탄력성에 비해 산업분류 간

의 편차가 크지 않았다. 자본의 산출물탄력성은 음식료품, 일반, 첨단

제조업 순으로 각각 0.643, 0.576, 0.494였다. 즉, 음식료품제조업은

R&D자산의 산출물탄력성이 낮은 반면 노동과 자본의 산출물탄력성

이 타 산업분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고, 일반제조업은 자본과

R&D자산에 대하여 중간 수준의 산출물탄력성을 보였다.

산업별 R&D자산의 산출물탄력성에 대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느하나라도같지않음), F(5783)=626.75로
유의수준 1%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였다. 따라서 산업 간 R&D자본의 산

출물탄력성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생산함수 추정을 통해 규모에 대한 수익(Returns to Scale)을

구할 수 있다. 분석 결과는 <표 5-4>와 같다. 규모에 대한 수익은 모든

요소에 대한 산출물탄력성의 합으로, 음식료품, 첨단, 일반제조업 순으

로 평균이 각각 1.084, 1.082, 1.043으로 나타났다. 규모수익불변(CRS)에

대한 가설검정(          ) 결과 모든 산업분류에서 귀무

가설이 기각되고 규모수익체증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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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산업별 생산요소의 산출물탄력성

(단위: %, 개)

구 분 음식료품제조업 일반제조업 첨단제조업

R&D자산

중앙값 0.154 0.206 0.313

평균
0.152
(0.075)

0.210
(0.099)

0.313
(0.151)

노동

중앙값 0.279 0.247 0.260

평균
0.287
(0.106)

0.256
(0.110)

0.272
(0.091)

자본

중앙값 0.646 0.579 0.502

평균
0.643
(0.127)

0.576
(0.158)

0.494
(0.163)

단조성 만족 비중 83.7 87.3 90.7

N 492 3,327 1,965

주: 1) 단조성 만족 비중은 합동3SLS모형 분석대상 표본 중 단조성조건을 만족하는 표본의

비중이며, N은 그 표본수임.

2)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3) 단조성 조건을 만족하는 표본을 대상으로 계산함.

<표 5-4> 산업별 규모에 대한 수익

구 분 음식료품제조업 일반제조업 첨단제조업

규모에 대한
수익

중앙값 1.086 1.041 1.082

평균
1.082
(0021)

1.043
(0.014)

1.086
(0.034)

CRS 가설검정
t(491)=
86.719***

t(3326)=
163.716***

t(1964)=
108.828***

주: 1) *** p<0.01, ** p<0.05, * p<0.1

2)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3) 단조성 조건을 만족하는 표본을 대상으로 계산함.

한편, 식(5)에 따르면 Allen-Uzawa 대체탄력성을 구할 수 있다.

R&D자산과 노동, 자본 간의 보완·대체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R&D

자산과 자본 간에는 일반적으로 보완관계가 성립하며, R&D자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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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간에는 R&D투자 유형에 따라 보완관계와 대체관계가 모두 존

재할 수 있음을 밝혔다. R&D자산와 자본 간 관계의 경우, R&D투자

활동 자체가 설비투자를 필요로 하며, R&D투자의 결과로 개발된 기

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설비투자를 실시하여 기술을 체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두 요소가 보완적 관계를 가진다

(Howitt and Aghion, 1998; 김성·장준영, 2006; 김병우, 2008). R&D

자산과 노동 간 관계의 경우, R&D자산의 축적 결과로 공정혁신이

이뤄질 때에는 노동을 대체할 수 있다. 반면, R&D자산 축적의 결과

로 제품혁신이 발생해 시장이 확대되거나, R&D활동 실시를 위해 숙

련노동의 고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을 추가적으로 고용하는 보완

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Harrison 외, 2014; Bogliacino 외, 2012).

특히 Greenhalgh 외(2001)와 Boglicino 외(2012)는 제품혁신의 비중

이 높은 첨단산업의 경우 다른 산업보다 R&D자산과 노동 간의 보완

효과가 더 큼을 밝혔다.

<표 5-5>는 식(5)에 따라 Allen-Uzawa 대체탄력성을 구한 결과

이다. 대체탄력성이 0보다 작을 경우 두 요소는 보완관계, 클 경우

대체관계를 가진다. 모든 요소 간의 대체탄력성이 1에서 크게 벗어

나 있다는 점은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보다 초월대수 생산함수가 적

절함을 시사한다. 한편, 등량곡선의 볼록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모든

생산요소가 서로 보완관계를 가질 수는 없다. 생산요소 중 적어도

한 쌍은 대체관계를 가진다는 대체성 조건을 만족하는 비중은 음식

료품, 일반, 첨단제조업에서 각각 48.8%, 61.5%, 84.3%였다.

요소들 간의 대체탄력성은 표준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중앙값

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 중앙값을 기준으로 R&D자산

과 노동 간의 대체탄력성은 음식료품, 일반, 첨단제조업 순으로

2.107, 2.051, 1.170이었다. 이는 노동 대비 R&D자산의 가격이 1% 증



- 43 -

가할 때 노동의 상대비율이 각각 2.1%, 2.1%, 1.2% 증가함을 의미한

다. 즉, R&D자산과 노동은 모든 산업에서 대체관계를 보였다. R&D

자산과 자본 간의 대체탄력성은 음식료품, 일반제조업, 첨단제조업에

서 각각 0.488, -0.190, -0.537이었다. 이는 자본 대비 R&D자산의 가

격이 1% 증가 할 때 자본의 R&D자산에 대한 비율이 음식료품제조

업에서는 0.5% 증가하고, 일반제조업과 첨단제조업에서는 각각

0.2%, 0.5% 감소함을 의미한다. 즉, 음식료품제조업에서 R&D자산과

자본은 대체관계이나 일반제조업과 첨단제조업에서는 보완관계를 갖

는다.

<표 5-5> 산업별 Allen-Uzawa 대체탄력성

(단위: %, 개)

구분 음식료품제조업 일반제조업 첨단제조업

R&D자산-노동
중앙값 2.107 2.051 1.170

평균 63.71
(745.615)

29.782
(875.312)

6.327
(144.128)

R&D자산-자본
중앙값 0.488 -0.190 -0.537

평균 28.685
(282.891)

15.243
(405.557)

4.576
(89.262)

노동-자본
중앙값 -1.961 2.854 -2.787

평균 180.054
(2818.669)

105.506
(3829.419)

2.268
(137.766)

대체성 만족 비중 48.8 61.5 84.3

N 287 2,342 1,825

주: 1) 대체성 만족 비중은 합동3SLS모형 분석대상 표본 중 대체성조건을 만족하는 표본의

비중이며, N은 그 표본수임.

2)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3) 대체성 조건을 만족하는 표본을 대상으로 계산함.

<표 5-6>은 산업별 생산요소 간의 보완·대체관계의 비율을 나타

낸다. R&D자산과 노동 간에는 대체관계를 갖는 비율이 음식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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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첨단제조업에서 각각 94.4%, 94.9%, 71.0%로 매우 높았으며,

첨단제조업에서는 타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보완관계를 갖는 비율이

높았다. R&D자산과 자본 간에 보완관계를 갖는 비율은 첨단제조업

과 일반제조업에서는 각각 55.3%, 52.9%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으

나 음식료품제조업에서는 35.5%로 대체관계를 갖는 경우가 더 많았

다. 노동과 자본 간에는 첨단제조업과 음식료품 제조업에서 68.7%,

57.1%로 절반 이상이 보완관계를 보인 반면 일반제조업에서는

72.2%가 대체관계를 보였다.

<표 5-6> 산업별 생산요소 보완·대체관계의 비율

(단위: %, 개)

구 분 음식료품제조업 일반제조업 첨단제조업

R&D자산-노동
보완 5.6 5.1 28.9

대체 94.4 94.9 71.0

R&D자산-자본
보완 35.5 52.9 55.3

대체 64.5 47.1 44.7

노동-자본
보완 57.1 27.8 68.7

대체 42.9 72.2 31.3

N 287 2,342 1,825

주: 1) 대체성 조건을 만족하는 표본을 대상으로 계산함.

R&D자산과 타 생산요소 간의 보완·대체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R&D자산과 자본 간의 관계가 보완적일수록 R&D자산의 산출물 효과

가 더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Howitt and Aghion, 1998). 따라서

<표 5-7>에서는 산업분류 내에서 R&D자산-자본 관계에 따라 관측치

를 분류하고 주요 변수를 비교하였다. 먼저, R&D자산의 산출물탄력성

은 음식료품제조업과 첨단제조업에서는 R&D자산과 자본이 보완적일

때 더 컸다. 특히 첨단제조업에서는 보완관계집단과 대체관계집단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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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R&D산출물탄력성의 차이가 0.072로 첨단제조업 전체의 평균 R&D

자산 산출물탄력성의 23%에 달하였다. 반면, 일반제조업에서는 R&D

자산의 산출물탄력성이 대체관계 집단에서 더 컸는데, 이는 R&D활동

자체의 효율성, 산업의 기술특성 등 R&D자산과 자본 간의 보완성 외

의 다른 요소가 R&D자산의 생산성 효과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

으로 추측된다. 한편 총 R&D자산과 종사자 1인당 R&D자산의 규모는

모든 산업에서 R&D자본과 자산이 보완관계일 때 더 커, 두 요소가

보완적일 때 R&D투자가 더욱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 산업별, R&D자산과 자본 간 관계별 기초통계량

(단위: 억 원, 개)

구분
음식료품제조업 일반제조업 첨단제조업

보완 대체 보완 대체 보완 대체

R&D자산의
산출물탄력성

0.066 0.053 0.122 0.153 0.325 0.253

(0.200) (0.078) (0.195) (0.138) (0.216) (0.189)

노동의
산출물탄력성

0.219 0.307 0.154 0.266 0.260 0.317

(0.197) (0.130) (0.105) (0.151) (0.109) (0.099)

자본의
산출물탄력성

0.789 0.727 0.755 0.626 0.491 0.520

(0.321) (0.144) (0.225) (0.233) (0.218) (0.216)

R&D자산
204.871 81.811 1,613.489 439.862 675.889 158.632

(366.179) (229.694) (10068.780) (4621.374) (4607.881) (845.826)

종사자 1인당
R&D자산

0.357 0.103 0.639 0.314 0.790 0.391

(0.411) (0.153) (0.718) (0.403) (0.811) (0.404)

N 102 185 1,241 1,101 1,010 815

주: 1) 이는 평균값이며 괄호 안은 표준편차를 나타냄.

2) 대체성 조건을 만족하는 표본을 대상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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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R&D자산을 생산요소로 포함한 초월대수 생산함수 추

정을 통하여 R&D투자의 생산성 효과를 산업별로 비교하였다. 제조

업을 첨단제조업과 일반제조업으로 나누고, 일반제조업 중 공정혁신

활동에 비해 제품혁신활동이 활발한 음식료품제조업을 별도로 분류

하여 세 가지 산업분류로 나누었다.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함수와 각 생산요소의 수입분배몫을 SUR모형으로 추정하였으

며, 생산요소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각 변수의 1년-2년 전 과거

값을 도구변수로 사용한 3SLS분석도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통계청

이 실시하는 「기업활동조사」의 2006년-2014년 제조업 기업 자료

를 사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월대수 생산함수의 2차항

계수가 대부분 유의하게 추정되었으며, 생산요소 간의 대체탄력성이

1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았다. 이는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보다 초월대

수 생산함수가 더 적절한 모형임을 의미한다. 둘째, R&D자산의 산

출물탄력성은 첨단제조업, 일반제조업, 음식료품제조업 순으로 높았

다. 셋째, R&D자산과 노동 간에는 일반적으로 대체관계가 존재하였

다. R&D자산과 자본 간에는 음식료품제조업에서는 대체관계가 더

많았으나 일반제조업과 첨단제조업에서는 보완관계가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넷째, R&D자산과 자본 간의 관계가 보완적일

때 R&D투자가 더욱 활발하였고, 음식료품제조업과 첨단제조업에서

는 이 경우 R&D자산의 산출물탄력성도 더 높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첨단제조업이 일반제조업과 음식료품제조업에

비해 R&D집약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R&D투자가 촉발하는 생산성

증대 효과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타 산업에 비해 첨단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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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서 R&D자산과 다른 생산요소 간의 보완성이 높다는 점에도 기

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R&D자산과 다른 생산요소가 보완적일 경

우 R&D투자에 따른 기술혁신이 설비투자 등의 형태로 더 원활히

생산활동에 체화되거나, R&D활동 자체의 효율성이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R&D자산과 자본 간 관계와 R&D자산의 산출물탄력

성 간의 관계는 산업 간 비교 뿐 아니라 산업 내 기업 간의 비교에

서도 비교적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기업 차원에서는

R&D활동 자체뿐만 아니라 R&D활동의 결과를 생산활동에 체화시

키고 사업화하는 것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후속

단계에는 제품 생산라인, 새로운 설비 등에 대한 자본 투자와 마케

팅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R&D투자의 생산성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업체

의 R&D활동 후속단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

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R&D투자에 따른 신사업의 위험과 수익을

분석하여 적절한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이

를 위한 시스템과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가 R&D

활동에 따른 적절한 설비투자 및 사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

원한다면, 기업체가 부담해야할 위험을 완화하고 R&D자산과 자본

간에 보완관계가 형성되어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R&D투자 지원정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첨단제조업

기업에서 더 높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첨단제조

업의 R&D투자가 생산성 증대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또한

R&D활동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과 함께 물적자본 투자에 대한 인

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R&D투자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초월대수 생산함수를 추정하여 산업 간 기술의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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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한 R&D투자의 생산성 효과를 측정하였다. 또한 R&D자산과 타

생산요소 간의 보완·대체관계를 통하여 그 효과의 크기에 영향을 미

치는 요소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R&D자산의

생산성 효과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하여 밝히지는 못

하였다. 향후 R&D자산의 생산성효과를 결정하는 요인 및 그 메커

니즘에 대한 후속연구가 실시된다면, R&D투자의 생산성 효과에 대

하여 더욱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그 효과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사

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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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m R&D and Productivity 

: A Comparison between the Food Industry,

General Manufacturing Industry, and

High-Tech Industry

Dawool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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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As the importanc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R&D)

increases, South Korea has been continuously expanding its R&D

investment, which reached 637,340 billion won in 2014. Especially,

R&D investment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accounts for

88.8% of the total R&D investment and there are sharp

differences in R&D pattern by specific sectors with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take these

differences into account when analyzing the effect of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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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This study aims to estimate and compare the effect of firm

R&D investment on productivity by sector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Using the “Survey of Business Activities” (2006-2014)

data of Statistics Korea, we assorted sector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to the high-tech industry, general

manufacturing industry, and food industry according to the R&D

intensity and pattern. We also estimated and compared each

group’s production function and output elasticity of R&D capital

using the Translog function by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SUR) and three-stage least squares (3SLS) regression. In

addition, we estimated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R&D

capital and other inputs so that we can analyze the relationships

between output elasticity of R&D capital and complementarity or

substitutability of R&D capital and other input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output elasticity of R&D capital

is highest in the high-tech industry, followed by the general

manufacturing industry and the food industry in order. As for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R&D capital

and labor were mainly substitutionary in all group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R&D capital and physical capital were the

same in the food industry. However, in other industry groups,

especially in the high-tech industry,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m were more complementary. This implies that high R&D

effect in the high-tech industry may result from the

complementarity between R&D capital and other inputs. Las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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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departs from 1 in most observations,

which indicates that the Translog function is more relevant than

the Cobb-Douglas function used in most literature.

The study implies that for firms to increase its R&D

investment effect, not only the R&D itself but also the

subsequent actions such as embodying the R&D capital in

production process and commercializing the R&D outcome are

important. The government can support firms by relating policy

for R&D investment itself and policy that support such

subsequent actions. Also, the study implies that R&D investment

subsidy may be more effective in the high-tech industry.

keywords  : R&D investment, Translog production function, 

Output elasticity of R&D capital, Elasticity of 

sub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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