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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이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Van Reenen (1997)의 방법론을 적용하였으며, 연구개발

지출액을 연구개발활동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제한된 가정 하에서 연구개발지출이 고용을 창출하는데 긍

정적인 영향을 주며 연구개발지출액은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의 지출도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개

발을 실시하는 것은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확률을 낮추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것은 연구개발지출액의 증가가 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켜 이

로 인해 고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연구개발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퇴출하는 기업

이 다수 존재하였다. 이것은 연구결과물을 사업화 시키지 못하는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활동이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지 못하여 기업성과를 악

화시키는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연구개발활동이 경제성장

을 비롯하여 고용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지만, 기업의 무조건적인 연구개

발을 수행하기보단 연구개발 역량이 있는 기업들에 연구개발을 장려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연구개발활동이 기업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병행해야함을 암시한다.

주요어 : R&D, 연구개발활동, 고용창출효과, 고용탄력성, 고정효과, 

 기업활동조사

학  번 : 2017-2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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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최근 한국경제는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고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1>에서 보듯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3%대 안팎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대내외 경제기관들은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2%대 후반에서 2% 중반으로 낮추고 있다. 

그리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전년동기대비 취업자수 증가

폭이 2018년7월부터 8월 사이엔 1만명 이하로 증가하였으며, 동년 10

월까진 취업자수 증가폭이 10만 명 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더불어 

같은해 12월과 2019년 1월엔 5만명 보다 적게 증가하였다.(<그림 2> 

참고)

  이처럼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해결할 방안으로서 P. Romer 

(1986)의 내생적 경제성장이론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경제성장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이 중요시 되고 있다1). 연구개발은 정부부문 R&D와 민간

부문 R&D로 나뉘는데, 경제성장과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간

부문의 비중이 크기에 민간부문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들의 연구개발

활동(R&D)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러나 기술진보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예측은 명확하

지 못하다. 명확하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연구개발이 고용에 미치는 

이론적 경로를 설명하고자 한다. R&D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혁신은 그 

성격에 따라 제품혁신(Product innovation)과 공정혁신(Process 

innovation)으로 구분이 될 수 있다. 이중 제품혁신은 R&D투자를 통해 

신제품‧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존제품‧서비스의 성능개선 등을 의미하는

데 신제품 개발과 기존제품의 성능개선을 통하여 새로운 시장과 노동수

요를 창출하는 수요확대효과(Demand enlargement effect)를 유발함으

1) P. Romer(1986)은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기술발전을 통해 자본의 한
계생산체증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기술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연구개발이 이루어
져야 하므로 성장률을 높이는데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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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제품혁신으로 신기술 및 신

제품 혁신으로 인하여 기존 시장이 사라지는 창조적파괴(Creative 

destruction)의 효과로 인해 고용이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

다. 

  다음으로 공정혁신은 생산과정의 비용감소, 노동절약적인 기술진보로 

인해 요소시장에서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여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

(Displacement effect)를 유발할 수 있다. 반면, 공정혁신 과정에서 제

품가격의 감소로 인하여 실질소득이 증가하여 보다 많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면 이로 인해 고용을 증가시키는 보상효과(Compensation 

effect)를 유발할 수 있다.

  이처럼 이론은 R&D로 인한 제품혁신과 공정혁신 과정에서 모두 최종

적으로 고용이 증가하게 될지 감소하게 될 것인지 명확한 예측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R&D가 고용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

과 같다. 2장에선 본 연구와 연관있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정리하고 3

장에서 연구에 사용된 분석모형을 설명한다. 그리고 4장에서 연구에 사

용된 데이터를 설명하고, 5장에서 이를 분석한 결과를 설명한다. 마지막

으로 6장에선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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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정리

  R&D가 고용창출에 양의 효과를 준다는 외국 연구결과들은 다음과 같

다. Machin et al.(1991)와 Blanchflower et al.(1991)의 경우 신기술

의 도입이 고용증가율과 강한 양의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Doms 

et al.(1995)는 도입된 첨단생산기술의 수가 많을수록 기업의 고용이 

증가한다고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Coad and Rao(2011)은 특허출원 

및 R&D 투자이력을 통해 생성한 기업 혁신성 지표를 산출하여 분석한 

결과, 기업 수준의 혁신활동이 고용창출효과를 불러온다고 하였다. 더불

어 Bogliacino and Vivarelli(2012)는 R&D지출이 제품혁신을 촉진하

여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였으며, Bogliacino et 

al.(2012)역시 서비스와 고기술(high-tech) 제조업 산업에서 연구개발

이 고용을 창출한다는 연구결과를 보였다. 더 나아가 Lachenmaier and 

Rottmann(2011)은 혁신을 공정혁신과 제품혁신으로 나누어 혁신의 투

입과 산출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혁신이 고용에 긍정

적인 효과를 미침을 보였다. 국내연구론 정규언 외(2012)가 존재하며 

KISVALUE의 한국 상장기업 데이터를 이용하여 R&D투자지출 변화와 

고용변화율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개별 기업의 연구개

발비 투자지출 변화와 고용변화율 간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

다. 그리고 하태정·문선웅(2013)은 여러 기관의 통계자료를 통합하여 

1994년~2006년 동안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산업별로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지출액의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외환

위기 이후 민간의 연구개발지출의 고용탄력성은 0.020으로 추정되어 현

재의 연구개발지출은 고용을 늘리는 효과를 가지는 것을 나타냈다. 마지

막으로 홍우형(2018)의 결과에선 한국 기업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고용

의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0.028로 연구개발비가 1% 증가할 때 고용은 

0.028%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하태정·문선웅(2013)은 

외환위기 전후로 정부와 민간의 R&D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하였다. 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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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이후 민간의 연구개발지출액의 고용탄력성은 0.020임을 제시하였

다.

  반면, R&D투자의 고용창출효과가 부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외국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Brouwer et al.(1993)은 네덜

란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높은 R&D집약도가 

기업의 고용을 증가시키진 않는다는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Klette and 

Forre(1998)는 노르웨이의 제조업 공장단위의 미시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술혁신과 고용창출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고기술 산업의 고용창출

이 타산업보다 크지 않으며, R&D집약도가 높은 공장의 고용증가율이 

오히려 낮은 R&D집약도의 공장에 비해 낮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국내

연구론 정현준‧나경연(2013)이 있는데, 2010년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데

이터를 이용하여 제조업 부문의 R&D와 노동수요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

다. 이 연구에서 노동수요와 R&D의 관계는 제조업 전체에서 유의미한 

발견을 할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술혁신을 제품혁신과 공정혁신 두 가지로 

구분을 하여 R&D의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들도 존재한다. 

König et al.(1995)와 Smonly(1998), 문성배 외(2006)의 분석결과는 

제품혁신과 공정혁신 모두에서 R&D의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Entorf and Pohlmeier(1988), Van Reenen(1997), 

Greenan and Guellec(2000), Harrison et al.(2005) 등 여러 연구들

에선 제품혁신으로 인한 R&D 고용창출효과가 존재하는 반면 공정혁신

에서는 음의 효과 또는 유의하지 않은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난다. 그리고 신범철 외(2012)에서 국내 기업 재무자료를 활용하여 분

석한 결과 외국의 연구결과와는 다르게 공정혁신은 고용의 증대에 유의

미한 효과를 주지만, 제품혁신의 고용창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인다. 

  산업별로 R&D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Greenan and 

Guellec(2000)과 Evangelista and Savona(2002), Peters(2004) 등 

일련의 연구들이 존재한다. 대체로 기술집약형 산업에서는 유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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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의 고용증대효과가 있으나, 서비스업과 같이 기술혁신의 중요도가 

낮은 산업에서는 R&D의 고용효과가 음이거나 유의하지 않은 효과를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기업규모별로 R&D의 고용효과를 실증분석한 연구들도 존재

한다. Bogliacino (2014)의 연구는 EU R&D investment scoreboard

의 2000년~2008년 자료를 이용하여 유럽에 본사를 둔 기업들을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는 R&D의 규모효과(Scale effect)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였으며, 대기업에서의 R&D 고용효과가 더욱 크다는 결과를 제시하였

다. 이공래 외(2010)는 기술혁신조사자료와 한국신용평가정보의 기업재

무자료(1995~2008년) 및 1995~2007년 특허출원자료를 통합한 데이

터를 사용하였으며, 이들의 결과는 중소기업의 R&D 고용효과가 높다는 

것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즉, 기업규모별 R&D 고용효과 역시 연구

마다 다른 결과를 보인다.

  이처럼 R&D의 고용창출효과에 대한 실증분석들의 결과가 서로 다르

며, 한국에 대한 분석도 다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

우에 한정하여 장기 시계열을 가진 패널 데이터를 통해 기업의 R&D활

동이 고용에 미치는 지속적인 효과를 분석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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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분석모형 

  연구개발활동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Van Reenen 

(1997)의 방법론을 사용하기로 한다. 먼저, 노동수요함수를 도출하기 

위해 노동공급은 완전비탄력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완전경쟁시장 하에

서 각 개별기업은 식(1)의 CES(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이윤극대화를 달성한다고 가정한다.

               (1)

  여기서 는 산출량, 은 노동투입량, 는 자본투입량, 는 힉스-중

립적 기술변화 (Hicks-neutral technology change)를 의미한다. 그리

고 는 노동보강적 해로드-중립적 기술변화(Labor augmenting 

Harrod-neutral technology change), 는 솔로우-중립적 기술변화 

(Solow-neutral technology change)를 의미하며 는     의 값을 

가진다.

  식(1)을 이용하여 완전경쟁시장에서 노동의 한계생산물()은 실질

임금()과 같다는 조건을 이용해 노동수요량에 대한 1계 조건

( )을 구한 뒤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식(2)을 도출할 수 있

다. 

log logloglog              (2)

( , 는 임금, 는 산출물의 가격)

또한 식(1)에서 노동수요량에 대한 1계 조건을 구한 것과 같은 방법으

로 자본에 대한 1계 조건( , 여기서 은 자본에 대한 보수)

을 구한 후 이를 이용하여 에 대한 항을 변환하면 식(3)으로 변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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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loglogloglog               (3)

  여기서 기술에 대한 항인 log는 현실에서 관측하기 어렵기에 이

를 대신하는 변수로 로그 R&D 지출액을 사용2)한 후, 확률적 모형으로 

변환한다. 그리고 Van Reenen(1997)이 가정한 것과 같이 자본에 대한 

보수()는 기업마다 일정하다고 가정하며, 시간더미()에 자본에 대한 

보수변화를 포함시킨다. 변환 결과는 식(4)과 같다.

log  loglog log         (4)

             (    ⋯   ,    ⋯  )

  식(4)에 시간더미항()은 앞서 말한 자본에 대한 보수() 및 외생적 

노동수요충격을 반영하며 는 오차항을 나타낸다. 그리고 동태적 모형

으로 변환하기 위해 종속변수의 두 번째 시차항까지 모형에 포함한다.3) 

더불어 R&D지출액의 효과는 시차를 두고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로그 R&D지출액 변수의 6기 전까지의 시

차항 또한 모형에 포함시킨다. 최종적으로 위에서 설명한 고려요소들을 

포함하고 기업고정효과를 고려한 추정식은 아래의 식(5)과 같다.

2)  연구개발활동의 지표로 연구개발지출액을 사용하는 것은 연구개발지출은 일종의 연
구개발 투입(input)이자 연구개발의 노력으로서 기업 간 혁신 경쟁과 그 성과에 대한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구개발지출액은 현재의 연구개발투입 뿐만 아니라 
이전의 연구개발의 성공도 포함하기 때문이다(Hagedoorn and Cloodt (2003)). 또
한 연구개발지출액은 화폐단위로 측정되어있어 특허나 새로운 생산 도입 등 다른 지
표들과 같이 가중치를 부여할 필요없이 자연적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Chennells and Van Reenen (2002)). 또한 윤도근·양동우(2013)에 따르면 연
구개발활동의 기술개발 성공률이 93%이므로 연구개발지출의 변화가 기술의 변화(식
(2)의 log)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순 고용변화의 이차함수적 조정비용(quadratic adjustment cost)에서 초래되는 첫 
번째 시차항과, 숙련근로자와 비숙련근로자의 집합(aggregation)을 고려하기 위해 두 
번째 시차항을 포함하는 것이다.(Van Reenen (1997); Nickell (198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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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log     

 log  
log log 

          (5)

(   ⋯   ,    ⋯ )

  기업고정효과를 포함한 것은 기업 고유의 조직문화나 보이지 않는 특

성들이 존재하여 근로자수나 연구개발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를 통

제하고자 모형에 포함하였다. 식(5)를 바탕으로 5장에서 데이터를 활용

하여 연구개발지출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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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데이터 

  본 연구에서 데이터는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2006년부터 2016년 사이 

연도별 데이터를 통합하여 동태적 불균형 패널로 만들었다. 기업활동조

사의 조사대상엔 전(全)산업이 해당되며 각 연도별 우리나라 회사법인 

중 상용근로자 50인 이상이며, 자본금 3억원 이상인 기업체를 조사대상

으로 한다. 도·소매서비스업은 예외적으로 상용근로자 50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조사에 포함되었다. 

  다른 데이터와 비교하여 기업활동조사 데이터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활동조사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에 비하여 비교적 긴 시계열을 

포함(2006년~2016년)하고 있다. 그리고 전(全)산업별 개별 기업의 재

무적 정보까지 포함하였다. 또한 연구개발비 항목도 자체, 위탁, 그리고 

수탁 세 가지로 세분화하여 데이터를 제공한다.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데

이터는 2017년까지 제공되고 있으나, 2017년은 한국표준산업분류 10

차를 적용하여 2006~2016년에 적용된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와 분류기

준이 달라 본 연구에선 사용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2006년~2016년

의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데이터를 동태적 불균형 패널(Dynamic 

unbalanced panel)로 구축하였다. 각 산업별 관측치는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데이터 내 산업별 관측치 비중을 보면 제조업에 속한 기업이 63,529

개의 관측치로 전체 중 51.16%를 차지하며 도매 및 소매업이 9.78%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른 특징으론 공공부문과 외국기관

에 대한 정보는 나타나지 않아 민간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초점을 맞추

어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데이터 중 사용하는 자료는 종사자수, 매출액, 

총인건비, 유형자산당기취득액 그리고 연구개발비이다. 종사자수는 상용

종사자수를 사용하였다. 노동시간에 대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임시 및 

일용종사자수를 동일노동종사자수(Full time equivalent)로 나타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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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 상용종사자수만 고려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생산량에 대한 정보가 

없어 기존 논문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생산량에 대한 대리변수로 기업의 

매출액을 사용하였다. 임금에 대한 변수는 데이터 상에 경영실적 중 총 

인건비 항목만 제공되어 상용종사자의 임금에 대한 자료를 따로 분리할 

수 없어 총 인건비로서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자본투입량은 생산설비 등 

유형자산의 당기취득액으로 나타내었다. 이는 매출액과 총임금, 연구개

발지출액 등이 모두 수준변수가 아닌 유량변수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수

준변수인 유형자산액을 사용하지 않고 유형자산 당기취득액을 사용하였

다. 연구개발비 변수는 기업 내 자체연구개발에 사용한 연구개발비와 다

른 기업에 위탁하여 지출한 위탁연구개발비를 합한 것으로 만들었다4). 

변수들에 대한 정리과 요약통계량은 각 <표 2>과 <표 3>에 나타내었다.

<표 2> 변수 설명
변수명 설명

  (종사자수) 상용종사자수

 (매출액) 매출액

 (총 임금) 경영실적 중 인건비(총 인건비)

 (자본투자) 유형자산 당기취득액 (유형자산 : 생산설비, 공장 등)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지출비(자체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합계)

모든 변수는 단위가 천 원이며, 동일한 크기의 금액으로 나타내기 위

하여 2010년 기준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였다. 이후 추정식인 식

(5)를 분석하기 위해 각 변수에 로그를 취했다. 단, 연구개발비와 유형

자산 당기취득액의 경우 관측치가 0인 것들이 상당하여 값에 1을 더한 

후 로그를 취한 변수들의 값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변환한 이유는 연구

개발지출액이 0인 기업이 전체 관측치 중 약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로그변환 시 생성되는 결측치를 없애기 위해 변수에 1을 더한 후 로그

4) 통계청에 문의한 결과, 각 기업에서 지출한 연구개발비의 총액은 자체연구개발비와 
위탁연구개발비의 합계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는 답변을 얻어 이를 연구에 적용하였
다. 참고로 연구개발비 항목의 구성은 자체연구개발비는 인건비, 유형자산 감가상각
비, 연구개발관련 원재료비, 광열비, 소모품비 등으로 구성되며, 위탁연구개발비는 사
외(국내/국외)에 위탁한 연구개발비(위탁비, 부과금)로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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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을 하였다. 또한 유형자산당기취득액으로 나타낸 자본투자도 0인 관

측치가 약 1만여 개 정도 되어 연구개발지출액과 마찬가지로 로그변환 

시 +1을 하여 변환하였다. 연구개발지출액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세로축은 전체 관측치에서 각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이며, 가로축은 연구개발지출액을 나타낸다. 더불어 각 산업 

내 연구개발지출액이 양(+)인 관측치의 비중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

림 4>와 같다.

  각 산업 내에서 연구개발을 시행한 관측치의 비중이 제조업에서 가장 

높으며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다음으로 관측치 비중이 가장 높

았다. 데이터 기간 내 연구개발에 한번이라도 지출을 실시한 기업별 분

포는 <그림 5>에 제시하였다. 이 역시 제조업에서 연구개발지출을 시행

한 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림 4>와 대체적으로 비슷한 분포

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총 연구개발비 증가율과 총근로자 증가율을 데이터를 이용

하여 <그림 6>에 나타내었다. 전체 기간 중 2013년~2015년을 제외하

곤 전체적으로 연구개발비 증가율과 총 근로자 증가율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연구개발활동과 고용은 

높은 상관성을 지님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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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분석결과

 

 

  3장에서 도출한 분석모형인 식(5)를 바탕으로 4장에서 설명한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2006년~2016년 데이터에 대해 최소자승법(OLS)과 고정

효과(Fixed effect)모형으로 추정하였다. 먼저, <표 4>의 최소자승법 추

정결과 현재의 연구개발지출액에 대한 고용탄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양(+)의 값을 나타낸다. 이는 연구개발지출액을 증가시킬 경우 개별 

기업의 고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고정효과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역시 연구개발지출액에 대한 고용탄력성이 양(+)의 값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지출액의 시차항에선 최소자승법 추정

치와 고정효과 모형에서의 추정치 계수값의 방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

다. 최소자승법(OLS) 추정결과는 전반적으로 모든 시차항에서 고용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기업 간 이질성(Heteogeneity)

이 존재하여 이를 기업고정효과로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자승법 

추정에선 시차항의 추정치가 음수로 나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업 간 

이질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한

다. 이에 반해 고정효과모형으로 추정 시 연구개발지출액에 대한 계수의 

방향은 각 시점마다 통계적 유의성이 다르나  기 시차항까지 양(+)

의 방향을 가진다. 이것은 과거의 연구개발투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발된 기술에 의해 노동대체효과와 기술보완적 노동효과, 생산효과가 

모두 작용하여 최종적으로 고용이 증가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의 연구개발투자는 최종적으로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불

러온다.  

  다음으로 R&D지출액의 고용에 대한 정확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연

구개발지출액이 양(+)인 기업의 연구개발지출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

하였다. 이를 위해 각 연도별로 연구개발지출을 실시하였는지 여부에 따

라 더미변수를 생성하여 연구개발지출을 추가적으로 증가시켰을 때의 효

과를 분석하였다. 더미변수는 식(6)과 같이 개별 기업이 각 년도에 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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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지출을 실시한 경우 1의 값을 부여,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부여하였다. 

   기업가 기에양의연구개발지출을한경우
 기업가기에연구개발지출을하지않은경우      (6)

  이후 모형의 설명변수인 log 과 더미를 각 기마다 교차하여 연

구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추정식

은 식(7)과 같다.

log   
 log  
  

 log  ×  


 



  log  log



     (7)

(    ⋯   ,    ⋯  )

  식(7)에 대해 최소자승법으로 추정한 결과, 연구개발지출액을 늘리는 

것의 효과(intensive margin)은  기에서  기 모두 음의 효과를 

보이고 기에서만 고용을 늘리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참고). 과거 R&D투자액의 고용창출효과가 음수가 나오는 것은 앞선 

분석에 비해 기업의 이질성이 더 크게 작용하여 고용탄력성이 음수로 나

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기업고정효과를 넣어 추정한 결과는 최소자승법의 추정결과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다. 연구개발지출액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기부터 

 기까지 유의하게 고용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연구개발의 효과는 지속적인 효과를 보이며 동시에 연구지출규모

가 큰 기업일 수 록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R&D성과 측면에서 기업 간 이질성에 대한 분석을 하였

다. 이를 위해 사용된 데이터의 전체조사기간(2006년~2016년) 중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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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발활동과 기업활동조사에서 이탈 간 연관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

다. 전체조사기간 중에서 어느 한 기업이 기에 이탈을 하였다면 1의 값

을, 이탈하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부여한 이란 변수를 생성하였다. 

   기업가 기에조사에서이탈한경우
 그렇지않은경우      (8)

  이후 을 종속변수로 하여 식(7)에서 사용한 더미변수(식(6))와 

log변수 간 교차항, 그리고 기업 매출액을 포함한 통제변수들을 

넣어 식(9)과 같이 추정식을 만들었다.

 log  log
loglog log 

     (9)

(    ⋯   ,    ⋯  )

  <표 6>에 제시된 추정결과에서 통제변수들은 로짓(Logit)과 프로빗

(Probit) 추정에서 모두 유의하게 부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통제변수들이 한 단위씩 증가하게 되면 조사에서 이탈되는 확률을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연구개발활동 여부(더미변수) 및 연구개발지출액(log)

도 마찬가지로 R&D지출액을 늘리면 기업의 조사이탈확률을 낮추는 효

과를 준다. 로짓(Logit)과 프로빗(Probit) 추정에선 연구개발지출액을 

늘릴수록 이탈확률을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에서 이탈한 기업들의 재무지표(자산총액, 매출액 등)를 

살펴보면 이탈 전까지 지표들이 악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현상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기술개발은 연구개발단계, 사업화 단계, 양

산화 단계로 나뉘는데 한국의 경우 사업화율이 낮아5) 새로운 기술을 개

노용환 (2014)에 따르면 중소기업 R&D지원사업의 사업화 성공률은 25%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간 기업 연구개발 역시 전반적으로의 사업화율이 저조하다고 간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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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더라도 이것이 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기업 간 

이질성이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추정결과와 

기업활동조사의 조사대상기업 선정기준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연구개발

에 따른 성과를 사업화시키는 능력이 부족한 기업이 연구개발을 시행하

면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 규모 축소(자산감소) 또는 파산 

등으로 이어져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지 못하는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투자

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증가하지 않거나 생산성 향상이 이루

어지지 않는데, 최소자승법 추정시엔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고유효과가 

통제되지 못하기에 과거의 연구개발지출에 따른 고용탄력성이 부의 효과

를 야기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한된 가정 하에서 노동수요측면만을 고

려하여 분석한 결과, 연구개발지출액의 고용탄력성이 양수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연구개발활동이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이로 인해 

상품의 가격을 낮추어 상품수요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고용이 

증가한 것이다. 이는 <표 7>에서와 같이 선행연구들의 분석과 비슷한 

추정결과를 보임으로서 뒷받침된다. 그리고 연구개발지출은 기업이 시장

에서 퇴출하는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최소자승법 추정에서 

과거 R&D지출액의 고용탄력성이 음수로 나타나는 것은 기업 간 기술개

발에 따른 사업화율이 다른 이질성(Heterogeneity)이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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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본 연구에선 기업 연구개발활동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론적으론 제품혁신과 공정혁신 과정에서 고용이 증가하게 될 것인지 

혹은 감소할 것인지 명확한 예측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

한 선행연구결과들에서도 분석결과가 엇갈렸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

는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활동의 

고용창출효과를 기업단위에서 분석한 의의를 지닌다.

  연구개발활동의 대리변수로서 연구개발지출액을 사용하였고 제한된 가

정 하 연구개발지출액이 고용창출효과를 일으키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업의 노동수요함수를 통해 축약형(Reduced form)모형으로 분석한 연

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한적 가정 하 연구개발지출액은 지속적으로 

고용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개발을 하

고있는 기업이 연구개발지출액을 증가시킴으로서 고용창출효과가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연구개발지출액이 생산성에 영향을 주어 고

용증가로 이어진다는 예측을 뒷받침한다. 그리고 연구개발의 성과가 부

족한 기업은 연구개발활동이 오히려 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키지 못하여 

기업규모가 작아지거나 퇴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업의 연구개

발을 무조건 장려하는 것보단 연구개발 역량을 지닌 기업들을 장려하는 

것이 중요함과 동시에 연구개발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

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향후 연구에서 기술혁신의 다른 지표들(특허, 새로운 제품생산 등)을 

사용하여 연구개발활동이 고용창출효과를 불러오는가에 대한 보다 정밀

한 분석이 이루어져 한국경제가 처한 성장저하와 고용악화 문제를 해결

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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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그 림

  <그림 1> 한국 실질경제성장률 추이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00년~2017년

  <그림 2> 전년동기대비 취업자수 증가분 추이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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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연구개발지출액 히스토그램

출처 :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2006년~2016년

  <그림 4> 각 산업 내 양(+)의 연구개발지출액 관측치 비중

출처 :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2006년~2016년
주 : 산업분류 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9차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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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각 산업 내 양(+)의 연구개발지출액 기업 비중

출처 :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2006년~2016년
주 : 산업분류 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9차를 적용

  <그림 6> 총 연구개발비 증가율 및 총 근로자 증가율

출처 :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2006년~2016년

주 : 총 연구개발비는 GDP디플레이터를 적용하지 않은 원자료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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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 

<표 1> 각 산업별 관측치

대분류 산업대분류명 빈 도 퍼센트(%) 누적(%)

A 농업, 임업 및 어업 171 0.14 0.14

B 광업 65 0.05 0.19

C 제조업 63,529 51.16 51.35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62 0.29 51.64

E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792 0.64 52.28

F 건설업 5,695 5.31 57.59

G 도매 및 소매업 12,142 9.78 67.37

H 운수업 7,384 5.95 73.32

I 숙박 및 음식점업 2,542 2.05 75.36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0,171 8.19 83.55

K 금융 및 보험업 2,684 2.16 85.72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2,684 2.16 87.38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943 4.79 92.16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6,102 4.91 97.08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 0 97.08

P 교육 서비스업 745 0.6 97.68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4 0.04 97.71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206 1.78 99.49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34 0.51 100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0 0 100

U 국제 및 외국기관 0 0 100

총 합 　 124,174 100 　

출처 :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2006년~2016년
주 : 산업코드 및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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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요약통계량 단위 : 명,  천원(2010년 기준 GDP deflator 적용)

변수명 관측치
기업 

수
평균

표준편차

Within Between Overall

 124,174 19,027 300.103 262.884 1156.023 1481.729

log 124,174 19,027 4.853 0.302 0.9930373 1.033

자체 위탁 124,174 19,027 3034753 25200000 74900000 99900000

log자체위탁  124,174 19,027 6.555138 3.060 5.936 6.661

자체 124,174 19,027 2775614 28000000 72400000 97500000

log자체 124,174 19,027 6.390 3.090 5.894 6.640

 124,174 19,027 210000000 587000000 1330000000 1760000000

log  124,156 19,026 17.297 0.386 1.518 1.538

 124,174 19,027 16400000 32400000 89200000 118000000

log 124,114 19,023 15.459 0.351 1.132 1.171

 124,174 19,027 11100000 58600000 117000000 156000000

log  124,171 19,027 12.396 2.710 3.837 4.333

출처 :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2006~2016년, 한국은행 제공 2010년 기준 GDP디플레이터 사용

주 :

 

1) 와 는 로그변환 시 missing data를 없애기 위해 log로 변환

2) 금액변수( , , , )는 천원 단위로 나타내었으며, 2010년도 기준 GDP디플레이터를 적용  
   하여 모든 년도의 금액을 동일한 기준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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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식(5) 추정결과
종속변수 : log( )

OLS(1) OLS(2) FE(1) FE(2)

A. 연구개발지출액 : 자체 및 위탁연구개발비 합계

log 
0.001***
(0.000)

0.004***
(0.001)

0.004***
(0.000)

0.003***
(0.001)

log 
-0.001
(0.001)

0.001***
(0.000)

log 
-0.001**
(0.000)

0.001***
(0.000)

log 
-0.000 
(0.000)

0.001***
(0.000)

log 
-0.001***

(0.000)
0.000 

(0.000)

log 
-0.001
(0.000)

0.000 
(0.000)

log 
-0.001**
(0.000)

0.000 
(0.000)

Firm fixed effect N N Y Y

Time dummies Y Y Y Y

Control variables Y Y Y Y

 0.928 0.940 0.886 0.865 

 86,405 36,068 86,405 36,068

Number of firms 14,685 8,684 14,685 8,684

B. 연구개발지출액 : 자체연구개발비

log 
0.001***
(0.000)

0.004***
(0.001)

0.004***
(0.000)

0.003***
(0.001)

log 
-0.001
(0.001)

0.001**
(0.000)

log 
-0.001**
(0.000)

0.001**
(0.000)

log 
-0.000 
(0.000)

0.001***
(0.000)

log 
-0.001***

(0.000)
0.000 

(0.000)

log 
-0.001**
(0.000)

0.000 
(0.000)

log 
-0.001*
(0.000)

0.000 
(0.000)

Firm fixed effect N N Y Y

Time dummies Y Y Y Y

Control variables Y Y Y Y

 0.928 0.940 0.886 0.865 

 86,405 36,068 86,405 36,068

Number of firms 14,685 8,684 14,685 8,684

주 :

 

1) ( ) 안은 표준편차 값이며,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를 나타냄
2) OLS는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을 뜻하며, FE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를   
  의미한다.
3)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log    
 log      

 log   log   log     
4) log를 제외한 통제변수들의 계수값은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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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식(7) 추정결과
종속변수 : log( )

OLS(1) OLS(2) FE(1) FE(2)

A. 연구개발지출액 : 자체 및 위탁연구개발비 합계

log ×   
0.004***
(0.001)

0.018***
(0.002)

0.014***
(0.001)

0.014***
(0.002)

log   ×     
-0.001
(0.002)

0.006***
(0.002)

log   ×     
-0.003*
(0.002)

0.005***
(0.002)

log   ×     
-0.004***

(0.002)
0.003***
(0.002)

log   ×     
-0.004***

(0.001)
0.003*
(0.002)

log   ×     
-0.003***

(0.001)
0.002

(0.002)

log   ×     
-0.007***

(0.002)
0.000

(0.002)

Firm fixed effect N N Y Y

Time dummies Y Y Y Y

Control variables Y Y Y Y

 0.928 0.941 0.874 0.862

 86,405 36,068 86,405 36,068

Number of firms 14,685 8,684 14,685 8,684

B. 연구개발지출액 : 자체연구개발비

log ×   
0.005***
(0.001)

0.017***
(0.002)

0.014***
(0.001)

0.013***
(0.002)

log   ×     
-0.001
(0.002)

0.005***
(0.002)

log   ×     
-0.002
(0.002)

0.006***
(0.002)

log   ×     
-0.004**
(0.002)

0.004** 
(0.002)

log   ×     
-0.003**
(0.001)

0.003*
(0.002)

log   ×     
-0.005***

(0.001)
0.001

(0.002)

log   ×     
-0.006***

(0.002)
0.001

(0.002)

Firm fixed effect N N Y Y

Time dummies Y Y Y Y

Control variables Y Y Y Y

 0.928 0.941 0.874 0.863

 86,405 36,068 86,405 36,068

Number of firms 14,685 8,684 14,685 8,684

주 :

 

1) ( ) 안은 표준편차 값이며,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를 나타냄
2) OLS는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 추정을 뜻하며, FE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추정을 의미한다.

3) 더미변수( )는 각 기의 연구개발지출이 0보다 크면 1의 값을 부여,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부여하였다. 
4)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log    
 log      

 log   ×   
  



   

log   log     
5) log와 더미변수의 교차항을 제외한 통제변수들의 계수는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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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식(9) 추정결과
종속변수 : 조사이탈여부( )

OLS Logit Probit

A. 연구개발지출액 : 자체 및 위탁연구개발비 합계

log 
-0.001***

0.000 

log × 
    (omitted) (omitted)

   
-0.078***

(0.013)
-0.027***

(0.007)

 
-0.803***

(0.167)
0.264***
(0.085)

log    
0.004**
(0.002)

-0.087***
(0.031)

-0.040**
(0.016)

log  
-0.001
(0.001)

-0.084***
(0.016)

-0.033***
(0.008)

log   
-0.033***

(0.002)
-0.534***

(0.035)
-0.253***

(0.017)

log 
-0.005***

(0.000)
-0.046***

(0.003)
-0.026***

(0.002)

Constants 0.678***
(0.021)

8.481***
(0.329)

3.734***
(0.163)

Firm fixed effect N N N
Time dummies Y Y Y

  0.045 0.101 0.098

 92,609 92,609 92,609

Number of firms 16,376 16,376 16,376

B. 연구개발지출액 : 자체연구개발비

log 
-0.001***

(0.000)

log × 
    (omitted) (omitted)

   
-0.079***

(0.014)
-0.029***

(0.007)

 
0.815***
(0.170)

0.267*
(0.087)

log    
0.005**
(0.002)

-0.085***
(0.032)

-0.040**
(0.015)

log  
-0.001
(0.001)

-0.084***
(0.016)

-0.033***
(0.008)

log   
-0.033***

(0.002)
-0.536***

(0.035)
-0.254***

(0.017)

log 
-0.005***

(0.000)
-0.046***

(0.003)
-0.025***

(0.002)

Constants 0.679***
(0.021)

8.501***
(0.328)

3.744***
(0.162)

Firm fixed effect N N N
Time dummies Y Y Y

  0.045 0.101 0.098

 92,609 92,609 92,609

Number of firms 16,376 16,376 16,376

주 : 1) ( ) 안은 표준편차 값이며,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를 나타낸다.
2) LPM은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 추정을 뜻한다.

3) Logit과 Probit의  는 Pseudo  를 의미한다.

4) 더미변수( )는 각 기의 연구개발지출이 0보다 크면 1의 값을 부여,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부여하였다. 
5)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log    log      log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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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선행연구들과의 비교

논 문 설명변수 종속변수 데이터 분석방법 고용탄력성
(표준편자)

본 연구
logR&D

(연구개발지출액)
(단위 : 천 워)

log

(상용근로자)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2006년~2016년
고정효과 모형

0.014***

(0.001)

하태정·문선웅

(2013)

log , log
(산업별 정부 및 민간

연구개발투자액)

ln고용량부족인원
(산업별 고용량+부족인원)

노동력수요동향조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광업·제조업통계조사,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
서 통합 1999년~2006년

고정효과 모형

   log  : -0.040***
             (0.008)

   log : 0.020***
             (0.008)

정현준·나경연 

(2013)

ln

(lnR&D지출액)

ln

(ln상용종사자수)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2010년 제조업 부문
3SLS

-0.002
(0.063)

정규언 외 

(2012)

∆
(전기대비 당기의 초과 
연구개발지출액의 변화)

∆
(전기대비 당기 

총 고용인원의 변화율)

KisValue 

2001년~2010년
고정효과 모형

0.036***
(t-값 4.95)

이공래 외 

(2010)
ln(R&D투자) ln 종사자수  기술혁신조사, 

NICE 기업재무자료,
특허출원자료 통합

1차 차분 

도구변수 추정법

0.016***
(표준편차 표기 안함)

홍우형 

(2018)
ln 연구개발비  ln 직원수 

(전체 직원)

FnGuide Database

1999~2016년
고정효과 모형

0.028***
(0.002)

Bogliacino and 

Vivarelli (2012)

logR&D

(연구개발지출액)

log

(전체 근로자수)

OECD STAN, 
OECD ANBERD 

통합
system GMM 0.025***

(0.005)

Bogliacino et al. 

(2012)

logR&D

(연구개발지출액)
log

JRC-IPTS of
European 

commission
LSDVC

0.023***
(0.010)

출처 : 각 논문,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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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about 

Job Creation Effects of Firms’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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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job creation effect of firms’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y by using Statistics Korea’s Survey of 

Business Activities from 2006 to 2016. For this analysis, we 

applied methodology of Van Reenen (1997) and use R&D 

expenditure as proxy of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The result shows that R&D expenditure affects positive effect 

on job creation under the restricted assumption and past R&D 

expenditure also affects on job creation continuously. Moreover, 

execu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lowers the probability of 

exit from market. This means that increasing R&D expenditure 

enhances the productivity of enterprises, which leads to an 

increase in employment.

  However, it can be inferred that, in the case that firms do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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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 commercialization of Research results in spite of 

implementing R&D expense,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can not improve the productivity of the company and 

worsen the corporate performance. This shows that although 

research and development brings about positive effects on both 

economic growth and employment, it is effective to promote R&D 

to companies who have capability on research and development 

rather than companies which don’t have that. It suggests that 

the R&D activities should be accompanied by creating conditions 

that leads to the company’s performance.

Keywords : R&D, Research and Development, Job creation effects,      

             Employment elasticity, Fixed effect, Survey of Business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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