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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R&D Stock에 대한 실증적 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Railroad R&D 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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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금융위기 후 이의 극복 과정에서 기

간산업 투자 확대와 철도교통이 저탄소 친환경 교통수단으

로 인식되어 철도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각국은 차량

이나 부품의 수입에서 철도시스템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

기술을 포함한 철도시스템 전체 기술 수입으로 확대되고 있

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철도시스템 전체 기술 수준을 향상시켜야 하며

이에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철도 R&D는 초기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정

부 R&D는 자기부상열차개발 (1989)에서 출발하였고 한국

철도기술연구원이 설립(1996)된 후 최근에 본격적인 연구개

발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전동차, 고속열차, 틸팅열

차[1], 자기부상열차 등이 개발되어 실용화되었거나 실용화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 외에 철도 R&D 투자 성과

로 R&D Stock이 증가하고 기술혁신에 의해 기술수준이 향

상되는 실증적 분석이 없었다. 따라서 철도 R&D Stock을 분

석하여 기술수준과 비교 하고, GDP에 대한 철도산업의 비

중과 철도 R&D Stock 비중을 비교하여 결론과 시사점을 도

출하였다. 

2. R&D Stock에 대한 선행 연구 및 이론

R&D투자에 의한 R&D Stock 증가와 생산성향상간의 관

계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다. R&D Stock과 총요소생산성과

의 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경제성장의 기여도, R&D 투자의

수익률 등을 분석한다. 미국의 산업을 대상으로 R&D Stock

과 총요소생산성 간의 관계를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는

Griliches(1994)[2]가 있으며 Griliches 모형 식(1)에서R&D

Stock을 분석하고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1)

여기서, Q는 생산, A는 상수, K는 자본 Stock, L은 노동투

입량, R은 R&D Stock, t는 시간, λ는 체화되지 않은 기술

Abstract In the new growth theory, R&D stock is the third factor of production excluding a labor and capital. In this

point, a R&D stock is located in a capital which is accumulated by money like existing capital and this is a knowledge cap-

ital. The effort for escalating this knowledge capital is R&D investment and R&D stock is an accumulation of this. A con-

tribution degree of the economic growth and a return of R&D investments are analyzed by an estimation of relation R&D

stock and a total factor of productivity. This study analyzed R&D stock of railroad R&D investments and compared R&D

stock with a technical level. So, a technical level is proportionally escalated following escalation of R&D stock. and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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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 relatively small railroad R&D stock weight against the railroad industry weight, a continuous railroad R&D investment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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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신성장이론에서 R&D Stock은 노동과 자본 외에 제3의 생산요소이다. 이 관점에서 R&D Stock은 기존

의 자본처럼 비용이 투입되어야만 축적이 가능한 자본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며 이것을 지식자본이라고 한다. 이

러한 지식자본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R&D투자이며 이의 축적이 R&D Stock이다. R&D Stock과 총요소생산

성과의 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경제성장의 기여도, R&D 투자의 수익률 등을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는 철도 R&D

투자에 대한 R&D Stock을 분석하고 기술수준과 비교 한 결과 R&D Stock이 증가하면 기술수준도 비례적으로

증가되었다. 그리고 GDP에 대한 철도산업의 비중과 전 부문에 대한 철도 R&D Stock 비중을 비교한 결과 철도산

업의 비중에 비해 철도 R&D Stock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 지속적인 철도 R&D 투자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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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 증가율, α는 자본의 생산탄력성, β는 노동의 생산탄

력성, γ는 R&D Stock의 생산탄력성을 의미한다.

김인철 등(2003)[3]은 콥-더글러스 생산함수를 이용한 식

(2)와 총요소생산성 식(3)의 모형을 이용하여 R&D Stock비

중(R&D Stock/자본 Stock) 과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기여도

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전부문의 연구개발 효율성을 추정하

였다.

(2)

여기서, Y는 생산, i는 산업, t는 연도, K는 자본 Stock, L은

노동, A는 총요소생산성, λ는 노동소득분배율을 의미한다.

(3)

여기서, α(i)는 산업별 더미, β(t)는 연도별 더미, p, q는 시

차수, ε(i,t)은 오차항, RSK는 R&D Stock 비중, SOD는 여

타 산업의 가중 평균된 R&D Stock 비중을 의미한다. 

이원기 등(2003)[4]은 콥-더글러스 생산함수를 이용한 모

형 식(4)와 R&D Stock 함수 식(5)를 이용하여 단위노동당

R&D Stock 증가율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4)

여기서, Y는 생산, L은 노동, Cit는 상수항, λT는 추세변수, λβ1

은 자본의 생산탄력성, β2는 R&D Stock의 생산탄력성, RS

는 R&D Stock, µ는 규모에 대한 수확, εit는 오차항을 의미

한다.

(5)

여기서, RSt는 t시점의 R&D Stock, RFt-n은 t-n시점의 R&D

투자, δ는 진부화율, RSt-1은 t-1시점의 R&D Stock을 의미한

다.

신태영(2004)[5]은 Jones(1995)[6]의 R&D 기반 성장모형

을 원용한 국민경제의 생산함수 식(6)을 이용하여 연구개발

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와 R&D Stock을 분석하였다.

(6)

여기서, Yt는 생산, At는 상수, Kt는 자본 Stock, Lt은 노동투

입량, Zt는 R&D Stock, β1은 자본의 생산탄력성, 1-β1은 노

동의 생산탄력성, β2는 R&D Stock의 생산탄력성, εt는 오차

항을 의미한다. 

하준경(2005)[7]은 R&D 집약도(GDP 대비 R&D투자 비

중) 와 우리나라의 상대적 기술수준이 장기적으로 양의 상

관관계에 있음을 분석하였으며, 생산성증가율에 대한 R&D

집약도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의 민감도를 분석하고 경제성

장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김석현(2006)[8]은 R&D 투자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효과

를 시계열 회귀분석에 의해 분석하면서 총요소생산성함수 식

(7)을 이용하여 R&D Stock 분석과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기

여도를 분석하였다.

(7)

여기서, TFPt는 총요소생산성, γ는 탄력도, RnDSt는 R&D

Stock, εt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신태영(2002)[8]은 한국의 R&D투자에 대한 지식 축적량

을 분석하고 국제비교를 통하여 한국의 R&D투자의 확대 필

요성을 제시하였다. R&D Stock에 관련된 분석은 대부분이

거시경제에서 총요소생산성 및 노동생산성에 대한 기여도에

관한 것이며 그 외에 하준경(2005)[7]은 R&D집약도와 우리

나라의 상대적 기술수준이 장기적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

음을 분석하였으며 신태영(2002)[9]은 한국의 R&D투자에 대

한 지식 축적량을 분석하고 국제비교를 하였다. 위와 같이

개별 산업의 R&D Stock과 기술수준과의 관계 분석은 시도

되지 않았으며 철도산업 역시 분석되지 않았다. 또한, 본 연

구에서 적용한 R&D Stock은 무형자산도 자본과 같이 당해

년도의 투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 투자

의 누적에 의한 결과를 반영하고 있어 하준경(2005)[7]을 제

외하고 R&D Stock을 계산하여 타 부문과의 관계를 분석하

고 있다.

신고전학파를 확장·계승한 신성장이론에서 R&D Stock

은 노동과 자본 외에 제3의 생산요소이다. 이 관점에서 R&D

Stock은 기존의 물리적인 자본처럼 비용이 투입되어야만 축

적이 가능한 자본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어 이것을 지식자본

이라고 한다. 이러한 지식자본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R&D투자이다. R&D 투자(flow)는 지식을 생산하는 핵심적

인 활동이며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서 지식의 축적량을 늘려

나간다. 그리고 기술혁신은 축적된 지식량의 크기에 비례한

다. R&D 활동 결과 유형 무형의 생산물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

러나 R&D 투자의 크기와 R&D 활동에서 생산되는 지식의

양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사실이다. R&D Stock은

자본 Stock의 추정과 유사하게 이루어진다. 자본 Stock 추

정이 매년의 고정자본 형성을 더하고 기존 자본 Stock의 감

가상각을 빼는 것과 같다. 그런데 R&D Stock 이 형성될 때

연구개발과정 그 자체 그리고 실제로 생산성 증가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개발 시차

를 허용해야 한다. 동시에 자본 Stock과 마찬가지로 시간의

흐름과 새로운 연구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기존의 지식과 경

험의 가치가 감소하는 진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연구개발 결과 새로운 지식이 형성되고 새로이 공급

되는 지식이 R&D Stock에 편입되고 축적된 R&D Stock 이

일정 비율로 진부화 되어 간다면 R&D Stock 모형식은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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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여기서, St는 t시점의 R&D Stock, kt는 t시점에서 새로 공급

된 R&D 투자, r은 진부화율, St-1은 t-1시점의 R&D Stock

을 의미한다. R&D 투자를 이용해서 R&D Stock을 추정하

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첫해의 R&D Stock을 알아야 하

는데 첫해의 R&D Stock은 이미 오래 전부터 매년 새롭게

형성된 R&D 투자가 누적되어 온 결과로 정의하면 위의 식

(8)을 다음과 같이 변형할 수 있다.

(9)

여기서, 는 첫해의 R&D Stock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기

준이 되는 첫해 이전의 R&D 투자 증가율을 첫해가 지난 이

후에 실현된 평균적인 R&D Stock의 증가율과 같다고 정의

하면 식(9)는 다음과 같이 변형할 수 있다. 

(10)

여기서, 는 첫해의 R&D 투자를 의미하고 g는 R&D

Stock의 증가율이며 첫해에는 R&D Stock의 증가율이 계산

되지 않으므로 대신에 R&D 투자 증가율을 사용한다. t시점

에서 새로 형성되는 지식은 연구개발 활동의 결과에서 비롯

되는데, 여기에는 시차(n)가 허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존

의 R&D Stock 이 일정하게 진부화 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무형자산에 대한 진부화율에 대해서 합의된 결론이 도출되

지 못하고 있으며 연구자별로 실증분석에 있어서 차이를 보

이고 있다. R&D Stock의 진부화율은 최하 6%(Goto and

Suzuki, 1989)에서 최대 36%(Pakes and Schankerman, 1984)

[10]이며 거시경제에서 신태영(2004)[5], 김석현(2006)[8]은

12.5%를 적용하였다. 철도산업에 대한 R&D Stock의 진부

화율에 대한 연구는 없으며 철도산업의 특성이 금속, 기계,

전기전자, 건설, 운영, 등 복합산업이므로 특정산업의 진부

화율을 적용하기 보다는 Table 1과 같이 거시경제 R&D

Stock의 진부화율에서 적용한 12.5%를 적용한다.

Table 1의 가정에 따라 R&D Stock 모형식은 식(11)과 같

이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합으로 표시된다. 

(11)

여기서, ,

여기서, 

는 정부부문 R&D Stock, 는 민간부문 R&D Stock,

는 t-2시점의 정부부문 R&D 투자, 는 t-3시점의 민

간부문의 R&D 투자를 의미한다.

3. R&D Stock 투입요소 분석

3.1 시계열 데이터 분석

국내 R&D 투자 통계는 1963년부터 집계되기 시작하였으

나 철도 R&D 투자는 초기에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지

만 통계가 없으며 1989년부터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기연

구원에서 자기부상열차 개발을 하면서 통계가 관리되기 시

작하였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투자

가 진행되었다. 

철도 R&D 투자 현황은 건설교통연구개발 성과총람(2005~

2008)[11]을 활용하고 전 부문 연구개발투자는 과학기술연구

개발활동 조사 보고(2002)[12]와 2009 연구개발 활동 조사

보고서(2009)[13]를 활용하여 통계청 Gross Domestic Product

(GDP) Deflator(2010)[14]에 의해 불변가격으로 환산하였다.

Table 2, Table 3에서 철도 R&D 투자(불변가격)는 1991~2008

년까지 연평균14.0% 증가 하였으며 전 부문 R&D 투자(불

변가격)는 연평균 9.3% 증가 하였다.

Table 1 A basic assumption for R&D Stock formula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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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ime series data of the railroad R&D investments (unit:

10억원)

연도
철도 R&D 철도 R&D 투자 GDP

Deflator정부 민간 합계 정부 민간 합계

1989 0.8 0.34 1.14 1.70 0.72 2.42 0.470

1990 1.3 1.7 3.0 2.50 3.28 5.78 0.519

1991 1.2 6.02 7.22 2.10 10.52 12.62 0.572

1992 1.2 11.1 12.3 1.94 17.99 19.93 0.617

1993 1.1 8.0 9.1 1.68 12.20 13.88 0.656

1994 1.98 0.5 2.48 2.80 0.71 3.51 0.707

1995 4.15 1 5.15 5.47 1.32 6.79 0.759

1996 17.49 7.1 24.59 21.94 8.91 30.85 0.797

1997 36.19 21 57.19 43.71 25.36 69.07 0.828

1998 36.99 26.1 63.09 42.57 30.03 72.60 0.869

1999 25.7 19.25 44.95 29.88 22.38 52.26 0.860

2000 37.64 22.8 60.44 43.36 26.27 69.63 0.868

2001 37.12 7.69 44.81 41.15 8.53 49.68 0.902

2002 58.90 7.24 66.14 63.27 7.78 71.05 0.931

2003 61.56 9.12 70.68 63.86 9.46 73.32 0.964

2004 49.30 6.55 55.85 49.60 6.59 56.19 0.994

2005 70.92 9.02 79.94 70.92 9.02 79.94 1.000

2006 93.39 24.37 117.76 93.48 24.39 117.87 0.999

2007 92.10 19.06 111.16 90.38 18.70 109.08 1.019

2008 108.43 15.10 123.53 103.37 14.39 117.76 1.049

1991~2008

 연평균 

증가율 (%)

25.8 1.9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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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R&D Stock 시계열 데이터 분석

식(8), 식(10), 식(11), Table 1의 가정 및 Table 2, Table 3

을 이용하여 철도 및 전 부문 R&D Stock을 산정하였다. 연

구개발시차가 민간 3년이므로 1991년부터 산정하였다. Table

4에서 철도 R&D Stock (RRNDS) 연평균 증가율은 10.7%

이고, 전 부문 R&D Stock (TRNDS) 연평균 증가율 7.7%이

다. 철도 R&D Stock이 연평균 증가율은 높으나 초기에 투

자규모가 적고 최근에 확대된 결과이며 절대규모에서는 철

도 R&D Stock 비중이 2008년도 0.36%로 아주 작다.

4. R&D Stock과 기술수준 상관관계 분석

4.1 철도 기술수준

철도 기술수준은 교통중장기계획수립연구(2007)[15] 및 한

국철도기술연구원 자료를 조사를 하였다. 지금까지 2001년

부터 6회 기술수준을 조사하였으며 조사의 목적은 분야별 기

술수준을 진단하고 개발이 필요한 기술을 파악하여 개발 방

향을 제시하는 데 있었다. 

2001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1) (KRRI :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에서 350여 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철도기술의 수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철도기술은 전반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40% 내

외의 수준으로 평균 42.6%로 조사되었다. 

2002년 과학기술부2) (MOCT :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에서 수행한 국가기술지도의 기술수준 분석결과

전체적으로는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약 44.3%,

전문인력 보유 정도는 약 56.2%, 인프라 구축 정도는 약

45.0%로 조사되었다.

Fig. 1 The result of 2001 KRRI survey

Fig. 2 The result of 2002 MOCT survey

2005년 한국철도시설공단3) (KR : Korea Rail Network

Authority)에서 철도 관련 전문가 2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으며 국내 철도기술은 전반적으로 선진국에 대

비 60~70% 내외의 수준으로 평균 65.2%로 조사되었다. 

2006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230여 명의 전문가를 대

상으로 철도기술의 수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철도기술은 평균 75.7%로 조사되었다.

Table 3 Time series data of whole industries R&D investments

(unit: 10억원)

연도 
전 부문

(경상가격) 

전 부문(불변가격) GDP

Deflator 
정부 민간 합계 

1989 2817.3 1222.9 4771.5 5994.4 0.470 

1990 3349.9 1252.2 5202.4 6454.6 0.519 

1991 4158.4 1410.4 5859.6 7270.0 0.572 

1992 4989.0 1390.8 6695.2 8086.0 0.617 

1993 6153.0 1566.4 7813.2 9379.6 0.656 

1994 7894.7 1775.5 9391.0 11166.5 0.707 

1995 9440.6 2350.9 10087.4 12438.3 0.759 

1996 10878.1 3016.4 10632.5 13648.9 0.797 

1997 12185.8 3443.9 11273.3 14717.2 0.828 

1998 11336.6 3509.3 9536.3 13045.6 0.869 

1999 11921.8 4156.3 9706.2 13862.5 0.860 

2000 13848.5 4397.4 11558.6 15956.0 0.868 

2001 16110.5 4835.4 13025.5 17860.9 0.902 

2002 17325.1 5091.3 13517.8 18609.1 0.931 

2003 19068.7 5058.3 14722.5 19780.8 0.964 

2004 22185.3 5479.0 16840.3 22319.3 0.994 

2005 24155.4 5877.2 18278.2 24155.4 1.000 

2006 27345.7 6638.7 20734.3 27373.0 0.999 

2007 31301.4 8025.0 22692.7 30717.7 1.019 

2008 34498.1 8817.3 24069.4 32886.7 1.049 

1991~2008 

연평균 

증가율 (%)

11.4 8.7 9.3 

1)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기술수준 조사 주요 내용은 차량, 전기/제어, 시

설/구조물, 운영, 안전, 환경, 시스템기술 분야로 분류하여 전문가를 대

상으로 기술발전 단계와 기술수준 조사.

2) 과학기술부의 기술수준 기술수준 조사 주요 내용은 고속철도, PRT/

GRT, LIM AGT, 신에너지 차량, 자가부상열차(중·저속, 고속), Aero

Train, 통합연계 대륙철도 시스템, 철도스마트 구조물 기술 분야로 분류

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기술수준, 전문인력 보유 정도, 인프라구축 정

도를 조사.

3)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기술수준 조사 주요 내용은 토목, 건축, 전력, 궤

도, 신호, 인터페이스, 정책/계획, 환경, 안전/방재 분야로 분류하여 전

문가를 대상으로 기술수준 조사.



박만수·문대섭·이희성

532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3권 제5호(2010년 10월)

2007년 교통중장기계획 수립연구(미래철도분야)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일부분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4)은 국내

철도기술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480명을 대상으로 철도기

술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우리나라 철도 기

술수준은 세계최고 기술수준 보유국(독일)을 100으로 하였

을 때 77.0로 조사되었고, 기술격차는 6.8년으로 조사되었다.

2008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810여 명의 전문가를 대

상으로 철도기술의 수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철도기술은 평균 78.2%로 조사되었다.

4.2 철도 R&D Stock과 기술수준 분석 결과

Table 4의 철도 R&D Stock과 철도 기술수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비교 연도를 철도 기술수준을 조사한 2001년부터

2008년까지로 한다. 철도 기술수준 조사는 조사 기관, 전문

가의 범위, 조사 항목에서 약간의 오차가 있어 조사의 일관

성에는 한계가 있으나 연도에 따라 전문가의 범위가 달라지

는 등의 문제점은 피할 수 없으며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기

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의 기술수준 조사 주요 내용은 시스템엔지니어링, 운영/

물류, 차량, 궤도 토목, 전철/전력, 신호/통신, 환경/에너지, 안전 방재,

역사, 유지관리 기술 분야로 분류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기술수준 조사.

Fig. 3 The result of 2005 KR survey Fig. 4 The result of 2006 KRRI survey

Table 4 Time series data analysis of R&D stocks (unit: 10억원)

연도

철도 R&D Stock(RRNDS) 전 부문 R&D Stock(TRNDS) 

정부 민간 합계 
RRNDS

/TRNDS (%)
정부 민간 합계 

1991 6.9 74.4 81.3 0.22 6,574.0 30,044.3 36,618.3 

1992 8.5 65.8 74.3 0.20 7,004.5 31,060.3 38,064.8 

1993 9.5 60.9 70.4 0.18 7,539.3 32,380.2 39,919.5 

1994 10.3 63.8 74.1 0.18 7,987.7 34,192.2 42,179.9 

1995 10.7 73.8 74.5 0.16 8,555.6 36,613.3 45,168.9 

1996 12.2 76.8 89.0 0.18 9,261.7 39,849.8 49,111.5 

1997 16.1 67.9 84.0 0.15 10,454.9 44,259.6 54,714.5 

1998 36.0 60.7 96.7 0.16 12,164.4 48,814.6 60,979.0 

1999 75.2 62.0 137.2 0.20 14,087.8 53,345.3 67,433.1 

2000 108.4 79.6 188.0 0.25 15,836.1 57,950.4 73,786.5 

2001 124.7 99.7 224.4 0.29 18,012.9 60,242.9 78,255.8 

2002 152.5 109.6 262.1 0.32 20,158.7 62,418.7 82,577.4 

2003 174.6 122.2 296.8 0.33 22,474.3 66,175.0 88,649.3 

2004 216.0 115.5 331.5 0.35 24,756.3 70,928.6 95,684.9

2005 252.9 108.8 361.7 0.35 26,720.0 75,580.3 102,300.3

2006 270.9 104.7 375.6 0.34 28,859.0 80,855.3 109,714.3

2007 308.0 98.2 406.2 0.34 31,128.8 87,588.7 118,717.5

2008 363.0 94.9 457.9 0.36 33,876.4 94,918.3 128,794.7

연평균 증가율 

(%)
26.3 1.4 10.7 10.1 7.0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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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 분류는 일부 상이 하지만 철도 전체 기술을 조사한 것

에는 차이가 없다

Table 5와 같이 R&D Stock과 기술수준과의 상관성 분석

결과 Pearson 단순상관계수는 r=0.961이고, 유의수준 0.01에

서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하다. Fig. 7에서 철도 R&D

Stock은 연평균 10.8% 증가하였으며 철도 기술수준은 연평

균 9.1% 증가하고 연도별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는 거

의 비례적으로 증가하여 R&D Stock이 증가하면 기술수준

도 비례적으로 증가되었다.

5. 철도 R&D Stock 비중과 

철도산업 비중 분석 결과

철도 R&D투자가 증가한 최근 5년 간의 철도 R&D Stock

비중과 철도산업생산(GRP) 비중을 비교하기 위해 GDP는 통

계청 통계[16]와 철도산업의 생산액은 통계로 보는 한국철

도 2009(2010)[17]에서 철도 운영사 매출액, 각 지자체 철

도건설관련 투자액, 철도관련 민자사업자의 투자 및 대한상

공회의소 철도장비제조업 통계 등을 조사하여 산정하였다.

철도생산액은 GDP 항목에서는 운수업, 제조업, 건설업으로

분류되지만 철도시스템의 관점에서는 철도산업의 매출로 계

산하였다. Fig. 8에서 철도산업 비중은 GDP와 비교하면 평

균 1.3%이고 철도 R&D Stock의 비중은 0.35%로 철도산업

의 비중에 비해 철도 R&D Stock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

철도 R&D에 과소 투자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8 The analysis of GRP/GDP Ratio and RRNDS/TRNDS

Ratio

6. 결론 및 시사점

최근에 세계철도 시장 환경이 차량이나 부품의 수입과 함

Table 6 The comparison of GRP and GDP

연도 GRP(억원) GDP(억원) GRP/GDP(%)

2004 88,717 8,268,927 1.1

2005 116,892 8,652,409 1.4

2006 116,308 9,087,438 1.3

2007 128,251 9,750,130 1.3

2008 138,089 10,239,377 1.3

평균 1.3

Fig. 5 The result of 2007 KISTEP survey

Fig. 6 The result of 2008 KRRI survey

Table 5 Correlations of technological level and R&D stock

기술수준 R&D Stock

기술수준

Pearson Correlation 1 .961(**)

Sig. (2-tailed) . .002

N 6 6

R&D Stock

Pearson Correlation .961(**) 1

Sig. (2-tailed) .002 .

N 6 6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Fig. 7 The result of analysis for railroad R&D stock and railroad

technologic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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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철도시스템과 운영 및 유지보수 기술을 포함한 철도시스

템 전체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

나라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철도시스템 전

체 기술 수준을 향상시켜야 하며 이에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

구개발은 제품의 개발 자체도 중요하지만 기술이 계속적으

로 발전하도록 그 과정에서 개발된 기술이 축적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R&D 투자에 대한 R&D Stock을 계산

하고 기술수준과 비교하여 연구개발의 효과가 기술수준의 향

상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철도 R&D Stock은 연평균 10.8%

증가하였으며 철도기술수준은 연평균 9.1% 증가하였다. 연

도별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는 R&D Stock과 기술수

준은 Table 5 상관관계분석과 같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비례

적으로 증가하여 철도 R&D 투자가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최근 5년간의 철도산업

의 비중과 철도 R&D Stock의 비중을 비교한 결과 철도산

업생산 비중은 평균 1.3%이고 철도 R&D Stock 비중은

0.35%로 철도산업의 비중에 비해 철도 R&D Stock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 철도 R&D에 과소 투자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철도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

해서는 R&D Stock을 증가 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 R&D

투자를 증대시켜야 한다. 또한 철도 R&D Stock의 적정수준

은 산업별 비중으로 볼 때 GDP에 대한 철도산업 비중 1.3%

가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고 이에 따라 지속적인 철도 R&D

투자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R&D Stock과 기술수준의 상

관성분석은 두 변수간의 관련성과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으

로 인과관계의 분석은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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