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10. 18 

국내 산업 현황과  

R&D 혁신 과제 

제45회 대덕이노폴리스포럼 





Ⅰ. 국내 산업 현황과 시사점 

3 



4 

Ⅰ. 국내 산업 현황과 시사점 

세계수출시장에서 주력산업 경쟁력 전반적으로 약화 

세계수출시장점유율 변화: 2000-2014 (%p) 

자료: 산업연구원 ISTANS 데이터베이스 



매출액증가율 비교: 과거 15년 vs 최근 3년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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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산업연구원 ISTANS 데이터베이스 

Ⅰ. 국내 산업 현황과 시사점 

주력산업의 성장성 크게 약화 



매출액영업이익률 비교: 과거 15년 vs 최근 3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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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내 산업 현황과 시사점 

주력산업의 수익성도 대부분 악화 

자료: 산업연구원 ISTANS 데이터베이스 



주력산업 부가가치 및 수출비중, 제조업 부가가치비중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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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경제에서 주력산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와 수출비중 정체가  

지속되고 있으나 주력산업을 대체할 신산업 미출현 

Ⅰ. 국내 산업 현황과 시사점 

(%) (%) 



제조업 양호기업 및 부실징후기업 비중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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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성과 부진에 따라 제조업 전체적으로 양호기업은 줄고  

부실징후기업은 증가 

자료: 산업연구원 
    주: 부실징후기업은 이자보상배율이 100% 미만인 기업; 양호기업은 이자보상배율 100% 이상, 부채비율 하락, 매출 증가 기업 

Ⅰ. 국내 산업 현황과 시사점 

(%) 



제조업 한계기업 비중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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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들어 한계기업의 비중 상승 가속화 추세 

자료: 산업연구원 
   주: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00% 미만인 기업 

Ⅰ. 국내 산업 현황과 시사점 

(%) 



대중국 기업 성과 비교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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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의 가장 강력한 대외경쟁 상대인 중국기업 대비  

기업성과 낮아진 가운데 격차 확대 

매출액영업
이익률(%) 

매출액 
증가율(%) 

자산규모 
(억달러) 

매출액대비 
R＆D(%) 

평균특허 
출원수(건) 

전체상장 
기업 

한국 2.4 3.4 14.6 4.1 38.2 

중국 7.3 7.7 15.1 2.7 107.3 

30대기업 

한국 6.8 5.5 426.9 1.7 505.2 

중국 13.8 12.9 310.7 0.8 397.7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Ⅰ. 국내 산업 현황과 시사점 



주력산업의 업종별 글로벌 경쟁관계 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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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산업 부문에서 대중국 경쟁 더욱 치열해질 전망 

자료: 산업연구원 업종전문가의 자체평가 
   주: 현재보다 매우 심화 ◎, 약간 심화 ○, 현재수준 유지 □, 경쟁 약화 ×   

업종 
경쟁대상국 

중국 일본 미국 기타 종합평가 

기계 
부문 

자동차 ○ ○ ○ ○ 

조선 ○ ○ - ○ 

일반기계 ◎ □ - ◎ 

소재 및 생활 
산업 

철강 ◎ ◎ □ ◎ 

석유화학 ○ × □ ○ (중동) ○ 

정유 ◎ ○ × ◎ (중동, 인도) ○ 

섬유 ◎ ○ □ ◎ (베트남) ◎ 

IT 
부문 

가전 ◎ × □ ○ ○ 

정보통신기기 ○ □ ○ ○ 

디스플레이 ◎ × □ (대만) ◎ 

반도체 □ × ○ □ (유럽) □ 

Ⅰ. 국내 산업 현황과 시사점 



주력산업의 업종별 한중 경쟁력 비교 (한국=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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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산업 부문에서 대중국 경쟁력 유지하기 쉽지 않은 상황 

자료: 산업연구원 업종전문가의 자체평가 

업종 가격 품질 기술 

기계 
부문 

자동차 120 80 80 

조선 110-120 80-85 75-80 

일반기계 120 85 80 

소재  
및 
생활 
산업 

철강 110 98 95 

석유화학 150 100 90 

정유 80 80 86 

섬유 120 95 95 

음식료 200 80 90 

IT 
부문 

가전 130 90 90 

정보통신기기 125 90 92 

디스플레이 95 90 80 

반도체 110 80 110 

Ⅰ. 국내 산업 현황과 시사점 



5년 이후 주력산업의 업종별 한중 경쟁구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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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산업연구원 

업종 대중 경쟁 우위 경쟁분야 

기계부문 

자동차 고급승용차, 핵심부품 
소형승용차 생산, 일반 범용부품의 기술, 전
기차 

조선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FPSO,  
드릴쉽, FSRU 등 

대형 엔진 및 부품, 대형 컨테이너선,  
유조선 및 벌크선 대부분 선형 

일반기계 복합 금형 등 제한적 핵심부품 머시닝센터 등 고급 기계류 및 핵심 부품 

소재 및 
생활산업 

철강 고기능성 강재, 특수강/합금강  판재류, 강관, 형강 등  

석유화학 BTX 계열 제품 대부분의 석유화학제품 자급화 

정유 일부 고품질 석유제품 고품질을 포함한 석유제품 

섬유 
염색직물, 고기능성 직물, 편직물, 패션의
류 

화섬장섬유사, 고성능 섬유, 합섬원료 

음식료 
기능성유제품, 인삼가공식품, 한국전통과
채가공품, 고급영유아식품(유기농 
제품), 커피조제품, 소스류 

유제품 (신선우유, 신선요거트 등), 과자 및 
베이커리, 생면류 

IT 
부문 

가전 
OLED TV, 프리미엄 스마트가전, IT융합형 
핵심부품 

UHD TV, 곡면 TV, 드럼 세탁기, 프리미엄 대
형 냉장고, 시스템 에어컨  

정보통신기기 스마트폰 핵심부품 고급형 스마트폰, 통신장비 

디스플레이 
LCD 장비, OLED 패널, OLED 핵심 
부품이나 소재 및 장비 

고화질 LCD패널, OLED 모듈 

반도체 메모리 일부 메모리분야 

Ⅰ. 국내 산업 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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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경쟁력 취약 

자료: KISTEP(2014), 기술수준평가; 산업기술평가관리원(2013), 산업기술수준조사보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5),  
        ICT 기술수준 조사보고` 

Ⅰ. 국내 산업 현황과 시사점 

분야 세부기술 
선진국대비 상대적 기술수준 

미국 EU 일본 중국 한국 

디지털 

빅데이터 100 88.9 87.7 66.4 77.9 
인공지능 100 86.8 81.9 66.1 70.5 
사물인터넷 100 85.6 82.9 70.6 80.9 

가상․증강 현실 100 94.8 91.7 73.3 83.3 
실감형 감성 콘텐츠 100 95.0 90.8 70.0 85.0 

바이오 

유전자 치료 100 91.0 89.7 72.8 79.0 
생물 의약품 100 91.1 83.2 64.2 70.7 

바이오 인공장기 개발 100 91.8 92.3 62.6 75.5 
질병진단 바이오칩기술 100 93.9 87.6 68.8 76.9 

에너지 
고효율 전지 96.6 90.7 100 69.8 82.6 

태양에너지 기술 100 98.8 96.6 77.0 82.8 
스마트 그리드 100 94.6 93.5 70.7 90.3 

제조관련 

지능형 무인비행체(드론 등) 100 93.7 80.0 78.7 80.2 
스마트카 100 98.9 95.3 58.4 78.9 
3D 프린팅 100 88.0 85.1 72.0 73.1 
서비스 로봇 100 93.7 98.0 67.2 78.8 

초고속 반도체 디바이스  100 90.7 94.9 70.1 87.3 
웨어러블 디바이스 100 86.0 89.7 73.9 84.4 

나노 
나노 센서 소자 100 87.4 88.1 65.6 76.5 

초경량/고강도 복합소재 100 88.3 95.2 71.6 78.8 

제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경쟁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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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문화일보 10월 4일자 기사. 

Ⅰ. 국내 산업 현황과 시사점 

4차 산업혁명 본격화 시점 4차 산업혁명 물결 주도할 부문 

2 

9 

14 

32 

23 

20 

무응답 

10년 이후 

10년 내 

5년 내 

1~3년 내 

이미 본격화 

19 

22 

58 

64 

전기·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인공지능 

ICT·사물인터넷 

(단위 : %) (복수응답, 단위 : %) 

선진국 대비 한국의 4차 산업혁명 기술수준 65.9 



Ⅱ. 국내 R&D 평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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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 R&D 평가와 과제 

정부 R&D 시스템에 대한 문제 인식 

자료: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R&D 사업군 심층평가-총괄분야-」, 2015.9. 

국내 총생산(GDP) 대비 정부 R&D 비중 늘고 있으나 이의 성과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 

   정부 R&D 투자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약 9.1% 증가, 2006년 8.9조원에서 
   2016년 19.1조원으로 확대, 실용화 및 산업적 성과 부족 비판 

R&D 시스템의 현상들 

재정 낭비 요소가 있다 

연구 생산성이 낮다 

성과의 부가가치가 없다 

현상들의 분해 

시장과 괴리되어 있다 
(시장 측면) 

연구성과의 축적 및  
활용이 어렵다 

산학연 협력 및 융합연구가  
활발하지 않다 

사업책임자의 CEO적 역량이  
부족하다 

연구를 위한 연구이다 
(행태 측면) 

기술 경쟁력이 낮다 
(시장 측면) 

정부 R&D에 대한 인식의 구조화 

연구개발 맥락성이 부족하다 

국가 R&D 전략이 부재하다 

R&D 관리체계가 부적절하다 

R&D 중복 방지하고 연구비 
사용 투명성이 취약하다 

기획이 비상시적이고 
비전문적이다 (관료화) 

정부와 역할이 모호하다 
(정부와 민간 및 산학연간 경쟁) 

정부 R&D 컨트롤 타워 기능이 
취약하다 (리더십 부족) 

부처간 사업 중복 문제가 
심각하다 (백화점식 투자) 

평가에서 논문과 특허 등  
객관성만을 강조한다 

(양적 평가 중심) 

사업화 지원체계가 부실하다 
(기술 중심 및 연구 후 사업화) 

사업관리체계가 부처별로 
다원화되어 있다 (관리 통일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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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 R&D 평가와 과제 

세가지 기본 방향과 네가지 영역에서 R&D 혁신 방안 제시  

자료: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R&D 사업군 심층평가-총괄분야-」, 2015.9. 

기본 
방향 

• R&D 사업 추진의 연계(맥락)성 확보 

• 전문가 중심의 관리 체계 구축 

• 국가 전략적 R&D 추진 

혁신 
방안 

정부R&D 
거버넌스 혁신 

국가적 R&D 
리더십 확보 

- R&D 거버넌스 개편 
- R&D 사업구조 재설계 

R&D 수행 
주체의 혁신 

공공연구기관의 역할 
재정립을 통한 
책임성 강화 

- 출연(연) 개방형 연구체제 구축 
- PBS 제도 개선 및 민간수탁 활성화 
- 출연(연)·대학의 중소기업 지원 강화 

정부 R&D 역할 
재정립 및 전략성 

강화 

정부 R&D 투자 효과 
극대화 

- R&D 투자의 전략성, 적시성 강화 
- 연구단계별 특화된 지원체제 구축 
- 중소기업 지원체제 강화 
- 정부·간 중복 해소: 기업 주도 R&D 

R&D 사업 
관리체계 혁신 

정부 R&D 사업의 관리 
효율성 제고 

- 투명한 과제관리체계 구축 
- 연구시설·장비 관리체계 개선 
- 과제평가 제도 개선 
- 사업화 단계 혁신 

구분 목적 

1 

2 

3 

4 

주요 혁신 방안 



Ⅲ.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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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 방안 

출연(연) 연구직접비는 계속 늘고 있으나 기술료 수입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연구개발 생산성이 매우 취약 

   2014년 출연(연) 연구 직접비는 2조 4,300억 원, 기술료 수입은 802억 원,  

   연구개발생산성 3.3%  cf) 미국 공동연구소의 경우 10.8%(2010년) 

출연(연)의 연구개발 생산성 추이 

자료: KIET, 「출연(연)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플랫폼 구축방안」, 2015. 
   주: 1) 연구직접비 : 당해년도 이사회 결산안건 기준 연구직접비(주요사업+정부수탁) 
       2) 기술료 징수액 : 당해연도에 징수한 기술료 수입 
       3) 연구생산성 : 기술료 징수액(B) / 연구직접비(A) x 100 

년도 연구직접비(A) 기술료징수액(B) 연구생산성(B/A) 

2010 2,112,021 77,931 3.7% 

2011 1,967,493 65,940 3.4% 

2012 2,113,817 90,764 4.3% 

2013 2,283,502 84,354 3.7% 

2014 2,431,641 80,271 3.3%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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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 방안 

생산성 미흡의 배경 

1 시장 수요와 괴리 

2 공급자 중심의 기술 창출 및 이전 

3 기술이전 전문 역량 부족의 악순환 

4 외부 주체와 실질적 연대 부족 

5 기술이전 및 사업화 예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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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 방안 

출연(연)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현황과 개선방안 

자료: KIET, 「출연(연)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플랫폼 구축방안」, 2015. 

현황 (As-is) 개선방향 (T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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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 방안 

출연(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증진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 

자료: KIET, 「출연(연)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플랫폼 구축방안」,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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