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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분야 K연구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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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요약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 및 산

업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가 설립하고 운영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1966

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설립 이후 2017년 현재까지 50년에 걸쳐 총 25개의 기관이 설립되

어 운영 중에 있다. 설립 목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출연(연)은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

하여 기술이전・지원을 통한 기업체 경영 성과 달성, 전문 연구 인력 배출, 정부 정책 수

립 및 지원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해왔다.. 그러나 

출연(연) 연구개발 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논의

는 비교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기계분야 K연구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출연(연) 연구개발 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을 위한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경제적 파

급효과 분석의 틀은 크게 출연(연)의 연구개발성과가 이전・확산되는 산업의 경제적 성장

에 대한 기관의 기여도를 산출하는 ‘하향식 접근’과 기술이전・지원, 전문 연구 인력 배

출 등 기관의 연구개발 활동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개별적으로 산출하여 더하는 ‘상향식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하향식 접근’과 ‘상향식 접근’의 활용은 두 방식

을 통해 산출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출연(연) 연구개발성과의 경제적 파

급효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향후 

본 연구결과가 다양한 출연(연) 연구개발 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하는데 활용되기

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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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 

및 산업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가 설립하고 운영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기

관을 의미한다(임환 외, 2008). 이러한 출연(연)은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설립 

이후 2017년 현재까지 50년에 걸쳐 총 25개의 기관이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설립 목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출연(연)은 그 성과를 활용하여 기술이전・지원

을 통한 기업체 경영 성과 달성, 전문 연구인력 배출, 정부 정책 수립 및 지원을 통

한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해왔다. 실례로 한국전자

통신연구원의 CDMA,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표준형 원전, 한국기계연구원의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등은 국가 현안 및 이슈에 대한 기술적 해결,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출연(연)의 대표 우수성과로 꼽힌다(주간조선, 2013).  

 그러나 이와 같은 출연(연)의 국가 핵심 혁신 주체로서의 역할 수행에도 불구하

고 그간 출연(연) 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논의는 비교적 미흡하였다. 비록 일부 연구기관에서 자(自) 기관 성과의 경제적 파

급효과를 스스로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한 바 있으나, 세부적인 분석 방

법론이 알려져 있지 않거나, 경제적 파급효과의 측정 범위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산출 결과나 적용 방법론을 다른 기관에 일반화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그러나 

출연(연)에 대한 예산 투입이 지속적으로 증가, 2017년 5조 원에 육박하고 있고(국

가과학기술연구회, 2017), 이에 따른 성과 창출에 대한 정부와 국민적 기대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 더불어 산업계와 대학의 R&D 역량이 크게 강화된 상황에서, 이

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위치에서 파급력이 큰 성과를 창출해야하는 과제에 직면하

고 있다는 점에서 출연(연) 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

할 수 있는 분석 틀 마련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출연(연) 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을 위한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의 틀은 크게 출연(연)의 성과가 이전・확산되는 

산업의 경제적 성장에 대한 기관의 기여도를 산출하는 ‘하향식 접근(Top-Down)’

과 기술이전・지원, 전문 연구 인력 배출 등 기관의 연구개발 활동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개별적으로 산출하여 더하는 ‘상향식 접근(Bottom-Up’ 방법을 모두 제시

하였다. 이러한 분석 방법을 기계분야 K연구원의 성과에 적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

를 탐색적으로 산출함으로써 그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고, 분석 방법의 분석적 일반

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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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출연(연) 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방법과 적용

출연(연) 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출연(연)이 달성한 다양한 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결과를 의미한다(날리지웍스, 2003). 이러한 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을 

위한 접근은 크게 하향식(Top-Down)과 상향식(Bottom-Up) 접근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두 접근 방식에 의거한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방법을 모

두 제시한 다음 두 방식에 의해 도출된 결과를 상호 비교(Triangulation)하고자 하였

다. 이를 통해 추정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또한 추정 결과를 범위(Range)의 형

태로 제시함으로써 보수적 추정과 낙관적 추정 결과를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였다.1) 

1. 하향식 접근

하향식 접근이란 경제성장 또는 산업 성장에서 기술진보가 기여하는 비중을 산출

하고, 이에 대한 기관의 기여도 및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방식으

로 정의한다. 만약 설립 목적에 따라 출연(연)이 기술 이전, 기업기술지원, 공동연구

개발 등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산업이 존재한다면 해당 산업의 성장에 대

한 기술진보의 기여도를 산출한 다음 이중에서 해당 출연(연)의 기술진보의 기여도

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기관 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해당 산업 성장에 대한 기술진보의 기여도는 해당 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

가율(Total Factor Productivity Growth)을 산출한 다음, 해당 산업의 생산 또는 부가

가치 증가에 대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기여도를 기간별로 산출하고, 이중에서 

기술진보의 비중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산출할 수 있다. 여기에서 총요소생산성 증

가율이란 생산량 증가분에서 투입 요소(노동, 자본, 중간투입) 증가분으로 설명되지 

않는 생산량 증가분으로 정의, 일반적으로 기술진보(TP)와 기술적 효율성(TE), 규모

의 효과(SE), 배분 효율성(AE)로 구성된다(Kwak and Kim, 2015). 

한편 특정 출연(연)의 기술진보의 기여도는 해당 산업의 총 연구개발 스톡에서 출

연(연)의 연구개발 스톡이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여기서 연구개발 

스톡이란 기업의 실제 생산활동에 직접 이용되면서 장래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는데 

기술적으로 유용한 정보의 보유량이자(홍순기 외, 1987; 홍순기 외, 1991),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산출되는 유효 지식의 총량(이우성, 윤문섭, 2007)을 의미한다. 기술진

보는 과거의 연구개발에 의해 혁신주체가 축적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경험의 

누적에 의해 달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하정훈, 이동욱, 2009), 연구개발 스톡은 특

1) 기업가치평가의 경우 다양한 추정방식을 활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각 추정방식의 정밀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또 그 결과를 범위로 제시함으로써 추정결과에 대한 소통은 물론 실제에 대한 반영
도를 높이고자 하는 시도가 보편화되어 있다(Koller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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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출연(연)의 기술진보의 기여도를 산출하는데 의미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개발 스톡은 Goldsmith(1951, 1973)의 영구재고법(Perpetual 

Inventory Method)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하였다. 

§ g:기준년도이후 R&D 투자의
연평균증가율

§ n:기술의수명(년)
§ d:기술의진부화율 (%)
Ø 기술의진부화기간의
역수

§ RDSt : t기의 R&D Stock
§ RDIt : t기의 R&D 투자
§ RDFt : 시차를고려한 R&D 
투자의유입(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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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Goldsmith(1951, 1973)의 영구재고법(Perpetual Inventory Method)에 의거한 연구개발 스톡의 산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K연구원의 설립목적은 기계분야의 연구개발, 성과확산 

등을 통해 기계산업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에서 발표하는 연도별 기계산업(기타기계 및 장비, KSIC 29)의 생산액과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원인을 기술진보(TP)와 기술적 효율성(TE), 규모의 

효과(SE) 등으로 나누어 분석한 Kwak and Kim(2015)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기계산

업 생산에서의 기술진보의 기여도를 산출하였다. 또한 기계산업 및 K 연구원의 연

구개발 스톡을 구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연도별 ‘산업기술주요통계요

람’ 보고서와 K 연구원의 연도별 연구계약고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GDP 디플레이

터를 활용하여 불변 가격화하였다(박수동, 성웅현, 2010). 한편 기술의 진부화율은 

과거에 축적된 연구개발스톡이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진부화 

기간의 역수로 측정되는데(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3; 조윤애, 2004), 본 연구에서 

기계산업의 진부화 기간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08)의 조사결과를 활용하였으며, K 

연구원이 보유한 기술의 진부화 기간은 최근 20년(1995년~2014년)의 기술이전 실적

에서의 기업체의 매출 또는 원가절감이 발생한 기간으로 상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투자가 실행된 시점부터 제품화 등 그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을 의미하는 연구개발시차(김의제, 1999)의 경우, 기계산업은 김의제(1999)의 연구결

과를 활용하였으며, K 연구원의 연구개발시차는 과거 20년(1995년~2014년)의 기술이

전 실적에서의 기술이전 년도와 매출 또는 원가절감이 발생하기 시작한 년도와의 

시차로 측정하였다. 

 상기 제시한 하향식 접근 방식의 모식도는 아래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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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하향식 접근 방식을 활용한 K 연구원 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2. 상향식 접근

상향식 접근이란 특정 출연(연)의 성과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개별 임무(기능) 

수행 별로 독립적으로 산출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이를 기관 성과의 경제적 파급

효과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출연(연)의 개별 임무(기능)은 기관별로 다소 상이한데, 

경제적 파급효과와 직접 연계되는 임무(기능)와 성과는 연구개발 활동에 기반한 기

술이전 성과, 그리고 기업기술지원서비스 성과, 그리고 출연(연) 근무 연구인력의 연

구경험과 전문지식의 축적에 따른 경력 취업・이직과 같은 인력양성 파급효과, 그

리고 정부 정책 수립 및 지원에 따른 산업 생산 증가와 경쟁력 제고, 그리고 연구 

시설 및 장비 공동 활용에 따른 기업의 비용 절감 효과 등을 고려할 수 있다(날리

지웍스, 2003; 기술경영경제학회・날리지웍스,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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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상향식 접근 방식을 활용한 K 연구원 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 1. 기술이전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

 그러나 이러한 임무에 따른 성과 가운데에는 계량적인 축정이 용이한 것과 그렇

지 않은 것이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출연(연)의 경제적 파

급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그 성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임무(기능)에 초

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K 연구원의 

임무(기능) 중 연구개발 활동에 기반한 기술이전, 기업기술지원 서비스, 그리고 인력

양성에 한하여 그 성과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먼저 기술이전 성과의 경

제적 파급효과는 기술이전에 따른 매출 증가와 같은 경제적 편익으로 정의하였으

며, 최근 20년(1995년~2014년) 동안 수행한 기술이전 실적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이는 <그림 3>과 <표 1>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데, 자료 수집의 동일방법

편의(Common Method Bias)를 최소화하고자 다양한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동시에 

활용하였다. 기술이전의 시차와 성격, 그리고 경제적 편익 발생기간, 기업의 매출 

증가에 대한 기술 기여도 중 K연구원의 기여도와 같은 자료는 해당 기술이전의 총

괄 책임자가 가장 정확한 값을 알고 있다고 상정하고, 이들에 대한 설문을 통해 확

보하였으며, 기업의 재무 정보, 업종정보, 그리고 업종별 매출 증가에 대한 기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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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도와 같은 자료는 기업 재무정보 DB 및 지식경제부와 기술보증기금(2008)과 같은 

2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술이전의 경제적 파급효과의 현재가치화(2014

년 기준)를 위해 지식경제부와 기술보증기금(2008)의 업종별 할인율 정보를 활용하

였다. 

<표 1> K 연구원 기술이전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을 위한 자료 수집

변수명 의미 측정방법 자료출처및비고

①기술이전시차
(기술혁신시차)

§ 기업에기술이전하여기술이전으로인한 (신)제품출시/공정
혁신이발생(시장 출시)하는 데까지 걸리는 평균기간

기계(연)
연구자응답

§ 우리연구원의 R&D Stock 및 기계산업
R&D Stock에서의비중 산출에활용

§ 기계산업평균은 약 2년으로산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술혁신조사(각년
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999 외)

②기술이전의 성격
§ 신제품혁신과제품개선/공정혁신으로구분
§ 기술수명및진부화 기간산출을위해활용

기계(연)
연구자응답

§ 내부조사를통해 획득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기술혁신조사
결과(기계산업)과 비교

③기술이전을통한
매출증가발생 기간

§ 기술이전을 통해기업이획득할수있는매출증가(경제적편익) 
발생기간

§ 시작년도및종료년도에대한정보확보

기계(연)
연구자응답

§ 내부조사를통해획득
§ 기술이전의 진부화 기간과 비교

? 기업 업종정보 및
매출증가자료

§ 기업업종정보
§ 기술이전을 통한경제적편익발생기간 동안기업또는해당
사업부문의 매출증가분

기업재무정보에
기반한 2차자료

§ 기업 DB CRETOP 활용하여 기업또는
사업부문의 매출증가분활용

? 기업의매출증가에
대한업종별
기술기여도

§ 기술이전을 통해기업이획득할수있는매출증가에서기술의
기여도

§ 업종에 따라 상이한 값 가짐

정부
2차자료

§ 지식경제부, 기술보증 기금, ?기술가치
평가실무요령’, 2008. 5.

⑥기업의
매출증가에

대한기술기여도 중
K연구원의 기여도

§ 기술이전을 통해기업이획득할수있는매출증가(경제적편익)에
서R&D의기여율중기계(연)의기여도

기계(연)
연구자응답

§ 내부조사를통해획득
§ 진부화율을 활용하여시간의흐름에 따른
기계(연) 기여도감소분추정

? 현재가치
할인율

§ 기술이전의 경제적파급효과의현재가치 산출을위한할인율
§ 업종및기업규모에따라상이한값가짐

정부
2차자료

§ 지식경제부, 기술보증 기금, ?기술가치
평가실무요령’, 2008. 5.

2차자료 (통계) 1차자료 (연구자설문)

 두번재 기업기술지원 서비스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기술교류, 상담, 공동연구, 세

미나 및 자료 제공, 시험 검사, 장비 공동 활용과 같은 기술지원활동을 통해 기업이 

획득한 경제적 편익으로 정의하였다. K 연구원의 기업기술지원 서비스는 기관 차원

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한해 인식하였으며, 개별 연구자의 기업기술지원 활동

은 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기업기술지원 서비스의 경제적 

파급효과 측정은 기술이전의 경우와 유사하게 진행하되, 기술지원서비스는 기술이

전과는 달리 그 결과가 기업의 성과에 즉각 반영되는 단기적 특성을 띈다고 가정하

고, 기술지원에 의한 시차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더불어 기업기술지원의 경제

적 파급효과의 현재가치화(2014년 기준)를 위해 지식경제부와 기술보증기금(2008)의 

업종별 할인율 정보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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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상향식 접근 방식을 활용한 K 연구원 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 2. 기업기술지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

<표 2> K 연구원 기업기술지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을 위한 자료 수집

변수명 의미 측정방법 자료출처및비고

①기술지원을통한
매출증가발생기간

§ 기술이전을 통해기업이획득할수있는매출증가(경제적편익) 
발생기간

§ 시작년도및종료년도에대한정보확보

기계(연)
연구자응답

§ 내부조사를통해획득
§ 기술이전의 진부화 기간과 비교

? 기업 업종정보 및
매출증가자료

§ 기업업종정보
§ 기술이전을 통한경제적편익발생기간 동안기업또는해당
사업부문의 매출증가분

기업재무정보에
기반한 2차자료

§ 기업 DB CRETOP 활용하여 기업또는
사업부문의 매출증가분활용

? 기업의매출증가에
대한

기술기여도

§ 기술이전을 통해기업이획득할수있는매출증가에서기술의
기여도

§ 업종에 따라 상이한 값 가짐

정부
2차자료

§ 지식경제부, 기술보증 기금, ?기술가치
평가실무요령’, 2008. 5.

④기업의
매출증가에

대한기술기여도 중
기계(연)의 기여도

§ 기술이전을 통해기업이획득할수있는매출증가(경제적편익)에
서R&D의기여율중기계(연)의기여도

기계(연)
연구자응답

§ 내부조사를통해획득
§ 진부화율을 활용하여시간의흐름에 따른
기계(연) 기여도감소분추정

? 현재가치할인율
§ 기술이전의 경제적파급효과의현재가치 산출을위한할인율
§ 업종및기업규모에따라상이한값가짐

정부
2차자료

§ 지식경제부, 기술보증 기금, ?기술가치
평가실무요령’, 2008. 5.

2차자료 (통계) 1차자료 (연구자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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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인력양성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K 연구원에서 1995년~2014년(최근 20

년) 사이 근무하다가 2014년까지 이직 또는 퇴직한 연구인력의 퇴직 이후의 기대 

급여의 총합으로 측정하였다. 여기에서 연구인력이란 연구부서에서 근무하다 이직 

또는 퇴직한 정규직, 포닥, 위촉연구원, 위촉연구생약 1,800명으로 한정하였다. 인력

양성의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K 연구원에서의 연구경험과 축

적한 전문지식은 동일기간 동안 유관 사업체에서의 경력과 지식 대비 우수하며, 결

과적으로 유관 분야 이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이를 정량적으

로 반영하기 위해 2회에 걸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기간 별 K 연구원 연구개

발 활동의 집약도(Intensity)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가중치는 기계산업 내 일반적인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의 집약도를 100으로 가정하였을 때, K 연구원 연구개발 활동

의 집약도를 상대적으로 측정하였다.2) 또한 재직 기간 중 모든 연구인력의 참여율

은 100%로 가정하였으며, 직급과 관계없이 연구경험 및 전문지식 축적을 위한 학습 

역량은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낙관적인 추정의 관점에서 각년도 별 연구부

서에서 이직 또는 퇴직한 인력은 퇴직 이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유관 분야에서 근

무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동시에 보수적인 추정을 위해 연구원 입사 전의 

경력은 ‘0’으로 가정하며, 대학원 학위만 경력으로 인정하였다. 

급여의 추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자료

(각년도)를 활용하여 퇴직 시 기계산업에서의 시작 연봉과 2014년의 연봉을 산출하

였으며, 동 자료에 기반하여 2014년까지의 연평균 임금 상승률을 산출함으로써 퇴

직~2014년까지 기대 급여의 총합을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대 급여의 현재가치

화를 위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상의 수신금리 – 신규취급액, 저축성 수

신 자료를 활용하였다. 상기 서술한 인력양성의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을 위한 접근 

방식과 자료 수집, 그리고 입사 전 최종 학력에 따른 산출 예시는 다음의 그림과 

표를 통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 델파이조사는 2회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합의도 0.75 이상, 변동계수 0.5미만을 확보하였음. 2차 델파
이조사의 응답자수는 1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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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연구원 퇴직 후, 기계산업
유관 기관/기업 이직 시,
기계(연) 경력과 전문지식을
인정받아서 받을 수 있는
퇴직년도의 시작 연봉

§ K연구원 경력 산출

?입소 일자 및 퇴직일자
자료 토대로 근속월/년수
산출 (소수점 이하 올림)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를 사용하여 기간 별 근무
기간 가중치 적용

§ 퇴직년도의 시작연봉: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 실태조사 - 산업, 근
속년수, 성별 임금 및 근로
조건에서의 기계산업 자
료를 활용하여 기계산업
평균 연봉으로 설정

§ 퇴직 당시의 최종 학력
(학/석/박), 근속 년수에 따
라 퇴직년도의 시작연봉
상이

K연구원 퇴직 후 이직한 기관/
기업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한
2014년까지의 임금 상승률

§ g: 퇴직년도~2014년
연평균 임금 상승률 (CAGR)

§ 2014년 기계산업 평균 연봉: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
실태조사 - 산업,
근속년수,성별 임금 및 근로
조건에서의 기계산업 자료

§ 퇴직 당시의 최종 학력
(학/석/박)에 따라 퇴직자 별
2014년도 연봉 상이

K연구원 퇴직 후
각 년도 연봉의
현재가치화

§ 현재가치 산출을
위한 할인율: 한국
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상의 수신
금리 – 신규
취급액, 저축성
수신 자료

1,831 2014
(2014 ) ( )

,
1

(1 ) (1 )j j
j i i

i j i
r Salary g- -

= =

+ ´ ´ +å å
명 년

퇴직년도

의퇴직년도
의퇴직년도

n

<그림 5> 상향식 접근 방식을 활용한 K 연구원 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 3. 인력양성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

<표 3> K 연구원 인력양성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을 위한 자료 수집

변수명 의미 측정방법 자료출처및비고

①퇴직자의
입소일자, 퇴직일자 § 퇴직자의한국기계연구원근무경력산출 근속월수 § 내부자료

②퇴직자별근무기간의
K연구원 R&D 활동

집약도

§ 기계산업내일반적 기업이수행한 R&D 활동(100)대비
기계(연)이 수행한 R&D 활동집약도 비교측정

기계분야산학연
전문가델파이 조사

§ 1~2차 델파이조사결과활용

③근무경력가중치

§ K연구원에서의 연구경험과 축적한전문지식은동일기간
동안기계산업 내일반기업에서의경력과 지식대비우수
함을가정하고, 근무 경력에 R&D 활동집약도 가중치
적용

델파이조사결과 /100
× 근무경력

§ 내부자료,
§ 추진 1~2차 델파이조사결과활용

④퇴직자의최종학력 § 퇴직자의퇴직 당시최종학력 학사,석사, 박사 § 인력개발실

? 퇴직자의퇴직년도
시작연봉

§ K 연구원에서의 연구경험과축적 전문지식을활용하여
유관기계분야 이직시,받을수있는시작연봉

근무경력가중치 및
퇴직당시최종학력
정보를활용하여 산출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각년도자료

§ 근무경력가중치 값이크고, 퇴직당시최종
학력이높을수록 시작연봉이높음
(학위취득시호봉 부여개념과유사)

? 퇴직자의 2014년도
연봉

§ K 연구원에서의 연구경험과축적 전문지식을활용하여
유관기계분야 이직후 2014년까지근속 시, 2014년에
받을수있는연봉

퇴직후 2014년까지
근무가능년수, 퇴직
당시최종학력정보
활용하여산출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각년도자료

§ 2014년까지근무가능연수값이크고, 퇴직
당시최종학력이 높을수록 2014년연봉이
높음 (학위취득 시호봉부여개념과유사)

⑦퇴직년도~2014년
연봉상승률

§ 퇴직후 2014년까지근속시, 근속기간동안의 평균임금
상승률

2014년도연봉과
퇴직년도시작 연봉
활용하여연평균
상승률계산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각년도자료

⑧년도별할인율
§ 퇴직 후 2014년까지 근속 시, 근속 기간 동안 임금의 현재
가치산출

할인율적용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수신금리 –신규
취급액, 저축성수신 자료

2차자료 (통계) 1차자료 (연구자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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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K 연구원 인력양성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의 예시 – 1. 학사학위 소지자

예시 1

성명 홍길동

최종학력 학사

입소년월 1995.9.
퇴소년월 1996.4.
근속월수(A) 7
근무 기간 중 K연구원
R&D 활동의 집약도(B) 1.2

연구 경험 및 전문지식
축적 기간(C=(A*B)/12) 1년1)

2014년까지 근무 가능 년 수 19
기계분야 재취업 시
퇴직년도의 시작 연봉(원)

12월*1,025,376
=12,304,512

1996~2014년 연도별
연봉의 현재가치 합

(? 6) 70,635,878

(? 4) 50,860,579
(? 6~? 4) 920,937,916

¡
¦

년도
근속년수

1년미만 1-2년 3-4년 5-9년 10-14년 15-19년 20-29년 30년이상

1993 647,705 670,431 739,269 836,808 992,804 1,083,416 1,356,251 -

1994 661,683 756,493 796,494 907,123 1,043,287 1,157,266 1,335,621 1,544,000 

1995 766,767 823,438 917,548 1,016,323 1,146,699 1,263,451 1,434,036 1,442,630 

1996 892,076 975,804 1,057,178 1,184,948 1,267,156 1,444,614 1,641,495 1,910,750 

1997 930,752 1,025,376 1,151,453 1,305,438 1,362,261 1,448,784 1,732,243 2,335,211 

1998 938,171 961,101 1,106,186 1,238,606 1,366,977 1,377,904 1,601,982 1,453,761 

1999 993,345 1,068,336 1,132,171 1,272,572 1,437,560 1,522,321 1,632,823 2,551,353 

2000 1,011,249 1,169,516 1,183,881 1,351,052 1,552,316 1,626,176 1,674,125 2,285,973 

2001 1,087,222 1,176,253 1,255,321 1,427,106 1,654,561 1,812,359 1,898,861 1,948,469 

2002 1,202,619 1,303,255 1,554,102 1,557,028 1,757,838 1,950,930 2,073,072 1,721,217 

2003 1,288,527 1,346,684 1,552,172 1,698,137 1,825,461 2,073,151 2,145,616 2,634,531 

2004 1,348,093 1,471,000 1,668,569 1,838,603 1,991,752 2,094,354 2,456,233 2,347,163 

2005 1,521,771 1,632,011 1,808,412 2,000,777 2,147,277 2,523,603 2,786,829 5,952,616 

2006 1,465,793 1,696,858 1,907,168 2,242,523 2,627,412 2,827,009 3,251,990 3,538,493 

2007 1,709,650 1,816,959 2,111,960 2,608,648 2,549,559 2,598,119 2,957,742 2,263,704 

2008 1,700,371 1,896,796 2,099,128 2,303,346 2,542,309 2,795,526 3,065,694 3,072,927 

2009 1,824,483 1,883,855 2,134,709 2,350,994 2,683,327 2,950,589 3,235,743 3,243,377 

2010 1,735,900 2,038,787 2,211,348 2,447,589 2,832,166 3,114,253 3,415,224 3,423,282 

2011 1,917,467 2,142,085 2,322,672 2,690,240 2,989,262 3,286,996 3,604,661 3,613,166 

2012 2,041,814 2,270,912 2,472,272 2,763,456 3,155,071 3,469,320 3,804,606 3,813,582 

2013 2,154,834 2,385,732 2,528,265 2,906,595 3,330,078 3,661,757 4,015,641 4,025,115 

2014 2,258,291 2,494,324 2,695,442 3,154,386 3,514,792 3,864,869 4,238,382 4,248,381 

2015 2,396,672 2,655,365 2,866,709 3,360,138 3,732,881 4,106,168 4,474,709 4,485,267 

2016 2,543,533 2,826,803 3,048,859 3,579,312 3,964,503 4,362,531 4,724,214 4,735,360 

2017 2,699,392 3,009,310 3,242,583 3,812,781 4,210,496 4,634,901 4,987,631 4,999,399 

2018 2,864,803 3,203,600 3,448,615 4,061,479 4,471,754 4,924,275 5,265,736 5,278,160 

2019 3,040,349 3,410,435 3,667,739 4,326,398 4,749,222 5,231,716 5,559,348 5,572,464 

2020 3,226,652 3,630,622 3,900,786 4,608,598 5,043,907 5,558,352 5,869,331 5,883,179 

기계산업 근속 년수 별 월급여액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1) 소수점 이하 올림 처리

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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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K 연구원 인력양성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의 예시 – 2. 석사학위 소지자

예시 2

성명 김철수

최종학력 석사

입소년월 2003.3.
퇴소년월 2005.6.
근속월수(A) 27
근무 기간 중 K연구원
R&D 활동의 집약도(B) 1.3

연구 경험 및 전문지식
축적 기간(C=(A*B)/12) 3년1)

2014년까지 근무 가능 년 수 10
기계분야 재취업 시
퇴직년도의 시작 연봉(원)

12월*2,608,648
=25,343,520

2005~2014년 연도별
연봉의 현재가치 합

(? 5) 34,902,716

(? 4) 46,378,428
(? 5~? 4) 458,113,367

¡
¦

년도
근속년수

1년미만 1-2년 3-4년 5-9년 10-14년 15-19년 20-29년 30년이상

1993 647,705 670,431 739,269 836,808 992,804 1,083,416 1,356,251 -

1994 661,683 756,493 796,494 907,123 1,043,287 1,157,266 1,335,621 1,544,000 

1995 766,767 823,438 917,548 1,016,323 1,146,699 1,263,451 1,434,036 1,442,630 

1996 892,076 975,804 1,057,178 1,184,948 1,267,156 1,444,614 1,641,495 1,910,750 

1997 930,752 1,025,376 1,151,453 1,305,438 1,362,261 1,448,784 1,732,243 2,335,211 

1998 938,171 961,101 1,106,186 1,238,606 1,366,977 1,377,904 1,601,982 1,453,761 

1999 993,345 1,068,336 1,132,171 1,272,572 1,437,560 1,522,321 1,632,823 2,551,353 

2000 1,011,249 1,169,516 1,183,881 1,351,052 1,552,316 1,626,176 1,674,125 2,285,973 

2001 1,087,222 1,176,253 1,255,321 1,427,106 1,654,561 1,812,359 1,898,861 1,948,469 

2002 1,202,619 1,303,255 1,554,102 1,557,028 1,757,838 1,950,930 2,073,072 1,721,217 

2003 1,288,527 1,346,684 1,552,172 1,698,137 1,825,461 2,073,151 2,145,616 2,634,531 

2004 1,348,093 1,471,000 1,668,569 1,838,603 1,991,752 2,094,354 2,456,233 2,347,163 

2005 1,521,771 1,632,011 1,808,412 2,000,777 2,147,277 2,523,603 2,786,829 5,952,616 

2006 1,465,793 1,696,858 1,907,168 2,242,523 2,627,412 2,827,009 3,251,990 3,538,493 

2007 1,709,650 1,816,959 2,111,960 2,608,648 2,549,559 2,598,119 2,957,742 2,263,704 

2008 1,700,371 1,896,796 2,099,128 2,303,346 2,542,309 2,795,526 3,065,694 3,072,927 

2009 1,824,483 1,883,855 2,134,709 2,350,994 2,683,327 2,950,589 3,235,743 3,243,377 

2010 1,735,900 2,038,787 2,211,348 2,447,589 2,832,166 3,114,253 3,415,224 3,423,282 

2011 1,917,467 2,142,085 2,322,672 2,690,240 2,989,262 3,286,996 3,604,661 3,613,166 

2012 2,041,814 2,270,912 2,472,272 2,763,456 3,155,071 3,469,320 3,804,606 3,813,582 

2013 2,154,834 2,385,732 2,528,265 2,906,595 3,330,078 3,661,757 4,015,641 4,025,115 

2014 2,258,291 2,494,324 2,695,442 3,154,386 3,514,792 3,864,869 4,238,382 4,248,381 

2015 2,396,672 2,655,365 2,866,709 3,360,138 3,732,881 4,106,168 4,474,709 4,485,267 

2016 2,543,533 2,826,803 3,048,859 3,579,312 3,964,503 4,362,531 4,724,214 4,735,360 

2017 2,699,392 3,009,310 3,242,583 3,812,781 4,210,496 4,634,901 4,987,631 4,999,399 

2018 2,864,803 3,203,600 3,448,615 4,061,479 4,471,754 4,924,275 5,265,736 5,278,160 

2019 3,040,349 3,410,435 3,667,739 4,326,398 4,749,222 5,231,716 5,559,348 5,572,464 

2020 3,226,652 3,630,622 3,900,786 4,608,598 5,043,907 5,558,352 5,869,331 5,883,179 

기계산업 근속 년수 별 월급여액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1) 소수점 이하 올림 처리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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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K 연구원 인력양성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의 예시 – 3. 박사학위 소지자

예시 3

성명 이몽룡

최종학력 박사2)

입소년월 2010.11.
퇴소년월 2014.2.
근속월수(A) 39
근무 기간 중 K연구원
R&D 활동의 집약도(B) 1.4

연구 경험 및 전문지식
축적 기간(C=(A*B)/12) 5년2)

2014년까지 근무 가능 년 수 1
기계분야 재취업 시
퇴직년도의 시작 연봉(원)

12월*3,964,503
=47,574,034

2014년 연봉의 현재가치 합

(? 4) 47,574,034

년도
근속년수

1년미만 1-2년 3-4년 5-9년 10-14년 15-19년 20-29년 30년이상

1993 647,705 670,431 739,269 836,808 992,804 1,083,416 1,356,251 -

1994 661,683 756,493 796,494 907,123 1,043,287 1,157,266 1,335,621 1,544,000 

1995 766,767 823,438 917,548 1,016,323 1,146,699 1,263,451 1,434,036 1,442,630 

1996 892,076 975,804 1,057,178 1,184,948 1,267,156 1,444,614 1,641,495 1,910,750 

1997 930,752 1,025,376 1,151,453 1,305,438 1,362,261 1,448,784 1,732,243 2,335,211 

1998 938,171 961,101 1,106,186 1,238,606 1,366,977 1,377,904 1,601,982 1,453,761 

1999 993,345 1,068,336 1,132,171 1,272,572 1,437,560 1,522,321 1,632,823 2,551,353 

2000 1,011,249 1,169,516 1,183,881 1,351,052 1,552,316 1,626,176 1,674,125 2,285,973 

2001 1,087,222 1,176,253 1,255,321 1,427,106 1,654,561 1,812,359 1,898,861 1,948,469 

2002 1,202,619 1,303,255 1,554,102 1,557,028 1,757,838 1,950,930 2,073,072 1,721,217 

2003 1,288,527 1,346,684 1,552,172 1,698,137 1,825,461 2,073,151 2,145,616 2,634,531 

2004 1,348,093 1,471,000 1,668,569 1,838,603 1,991,752 2,094,354 2,456,233 2,347,163 

2005 1,521,771 1,632,011 1,808,412 2,000,777 2,147,277 2,523,603 2,786,829 5,952,616 

2006 1,465,793 1,696,858 1,907,168 2,242,523 2,627,412 2,827,009 3,251,990 3,538,493 

2007 1,709,650 1,816,959 2,111,960 2,608,648 2,549,559 2,598,119 2,957,742 2,263,704 

2008 1,700,371 1,896,796 2,099,128 2,303,346 2,542,309 2,795,526 3,065,694 3,072,927 

2009 1,824,483 1,883,855 2,134,709 2,350,994 2,683,327 2,950,589 3,235,743 3,243,377 

2010 1,735,900 2,038,787 2,211,348 2,447,589 2,832,166 3,114,253 3,415,224 3,423,282 

2011 1,917,467 2,142,085 2,322,672 2,690,240 2,989,262 3,286,996 3,604,661 3,613,166 

2012 2,041,814 2,270,912 2,472,272 2,763,456 3,155,071 3,469,320 3,804,606 3,813,582 

2013 2,154,834 2,385,732 2,528,265 2,906,595 3,330,078 3,661,757 4,015,641 4,025,115 

2014 2,258,291 2,494,324 2,695,442 3,154,386 3,514,792 3,864,869 4,238,382 4,248,381 

2015 2,396,672 2,655,365 2,866,709 3,360,138 3,732,881 4,106,168 4,474,709 4,485,267 

2016 2,543,533 2,826,803 3,048,859 3,579,312 3,964,503 4,362,531 4,724,214 4,735,360 

2017 2,699,392 3,009,310 3,242,583 3,812,781 4,210,496 4,634,901 4,987,631 4,999,399 

2018 2,864,803 3,203,600 3,448,615 4,061,479 4,471,754 4,924,275 5,265,736 5,278,160 

2019 3,040,349 3,410,435 3,667,739 4,326,398 4,749,222 5,231,716 5,559,348 5,572,464 

2020 3,226,652 3,630,622 3,900,786 4,608,598 5,043,907 5,558,352 5,869,331 5,883,179 

기계산업 근속 년수 별 월급여액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1) 학사 대비 6년 이상의 추가 경력 인정
2) 소수점 이하 올림 처리

�
ß�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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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의 시간적 범위 설정

본 연구에서는 K 연구원 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의 시간적 범위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최근 20년(1995년~2014년)을 상정하였다. 먼저 기계산업의 경

우 1990년대 초까지 생산 증가에 대한 기술진보의 기여도가 비교적 미미했다는 점

을 고려하였다. 실제로 Kwak and Kim(2015)의 연구결과 및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 기법을 적용한 산출 증가에 대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기여도를 활

용한 결과 연구 결과 1970년대~1980년대의 기계산업의 산출 증가에 대한 기술진보

의 기여도는 5% 미만으로 나타났다. 실제 K 연구원 또한 설립 후 1990년대 초반까

지는 시험검사 기능, 기술 도입, 시설 확충, 첨단연구장비 도입 등 연구기반 구축에 

주력하는 등 기술진보를 위한 연구개발 스톡의 축적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본격

화되었다. 따라서 유관 산업의 성장 역사와 기관의 연구개발 스톡의 축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의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관 산업의 기술체제 특성, 기술수명 주기, 진부화 기간과 같은 혁신 특성

을 고려한 분석의 시간적 범위 설정도 타당한 기준으로 판단된다. 기계산업의 경우 

기술진보의 누적성이 높고, 지식기반 특성이 암묵적이며, 느린 경제적 효과 창출 속

도로 인해 1990년대 이후 추격이 본격화되었다. 또한 기술수명주기가 비교적 긴 편

이며, 이에 따른 진부화 기간(약 6~8년)도 제조업 평균에 비해 길다. 따라서 이를 반

영한 시간적 범위의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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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정책 변동의 효과를 반영한 시간적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출연(연)은 1996년 PBS 제도 도입 전후로 기관 평가와 성과 창출의 경향 

등이 급격히 변화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급격한 정책 변동을 포함한 분석보다는 정

책 변동 이후에 한해 그 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 기준에 따른 분석의 시간적 범위 산출은 출연(연) 별 중점 연구분야의 혁신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상기 기준은 출연(연) 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의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는데 보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K연구원 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결과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결과는 학회 발표에 한해 설명 예정

Ⅲ.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계분야 K연구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출연(연) 성과의 경제적 파

급효과 산출을 위한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의 틀은 크게 출

연(연)의 성과가 이전・확산되는 산업의 경제적 성장에 대한 기관의 기여도를 산출

하는 ‘하향식 접근(Top-Down)’과 기술이전・지원, 전문 연구 인력 배출 등 기관

의 연구개발 활동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개별적으로 산출하여 더하는 ‘상향식 접근

(Bottom-Up’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하향식 접근’과 ‘상향식 접근’의 활

용은 두 방식을 통해 산출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출연(연) 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향후 본 연구결과가 다양한 출연(연) 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

하는데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17 한국기술혁신학회 춘계학술대회

- 422 -

참고 문헌

Goldsmith, R. W.(1951), 'A perpetual inventory of national wealth’

Goldsmith, R. W.(1973), "A Synthetic Estimates of the National Wealth of Japan,

1885-1973", The Review of Income and Wealth, 21(2), pp. 125-151

Kwak, K. and Kim, W. (2015), “Productivity growth of newly industrializing

economies in heterogeneous capital goods markets: the case of the

Korean machinery and equipment industry”, Applied Economics, Vol. 47

No. 7, pp. 654–668.

지식경제부･기술보증 기금, ‘기술가치 평가 실무요령’, 2008. 5.

기술경영경제학회・날리지웍스(2013). ‘KIST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김의제(1999), ‘우리나라 제조업의 성장요인 분석 - 연구개발 투자의 생산성 분석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국가과학기술연구회(2017), ‘NST 기능 – 출연(연) 지원 육성’,

http://www.nst.re.kr/nst/work/01_04.jsp

날리지웍스(2003),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출연기관 연구성과의 경제적 효과 분석(I)’

박수동, 성웅현(2010), “주성분 회귀모형을 이용한 과학기술 지식생산함수 추정”, 기

술혁신학회지 제13권 제2호, pp. 231-251

임환･임호순･송용일 (2008),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략적 성과관리체계(BSC) 구축사

례: K연구원을 중심으로”, ｢기술혁신학회지｣, 14(4): 639-670.
조윤애 (2004), “기업의 연구개발 파급효과 분석 －한국 제조업을 중심으로 －”, 응

용경제 제6권 제1호, pp. 209-232.

홍순기 외(1987), '산업기술투자의 경제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평

가센터

홍순기 외(1991), ‘연구개발투자의 산업부문간 흐름과 직간접 생산성 증대효과 분석

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 91-14, 과학기술정책연구소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3), ‘IT기업의 기술혁신 특성분석’, IT산업시장환경 연구시리

즈 03-02.

주간조선(2013), ‘이것이 세계 5대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덕

특구 10대 성과’, 2284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업기술주요통계요람’, 각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