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도 OECD 과학·기술·산업 평가서 

한국 현황 

•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비중은 (2013년 기준 4.15%)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첨단 기술 

개발의 선도국가로 20 개 첨단 기술 중 11 개 분야에서 선두 주자이다. 연구개발집약적 제조 부문, 

강력한 과학공학 기반, 글로벌 기술 첨단에서 활동하는 기업 등 한국은 차세대 생산 혁명에 대한 

준비를 갖췄다.  

• 한국은 ICT, 오디오/비디오 관련 디자인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창의적 활동에서도 선도적이다. 인적 

자원 육성, 조직역량 배양, 노동자 숙련도 제고 등 미래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다.    

• 한국은 아시아지역의 제조업(Factory Asia)에의 의존 및 중국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그 동안 

글로벌가치사슬(GVC)에의 편입을 서서히 확대해왔다. 한국 기업 고용의 약 10%는 한국 상품에 대한 

중국의 수요에 기인하며, 이는 G20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한국 제조업 수출의 서비스 

콘텐츠, 서비스 부문의 혁신 비중은 상당히 낮은 편으로, 글로벌가치사슬에서 보다 높은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부문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 한국 기업이 점차 기술 최첨단으로 진출함에 따라, 원천연구에 대한 투자와 국내 및 글로벌 과학, 혁신 

네트워크에 보다 잘 연계하는 것이 핵심적인 도전과제이다.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연구 

인력의 해외 이동성 확대를 통한 해외 지식 연계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및 창조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 또 다른 과제는 소형기업이 새로운 생산과 혁신공정을 위한 첨단 기술을 광범위하게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을 통한 사회 발전에서는 부상하는 ‘격차(divide)’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도표 1. 연구개발 총 지출액, OECD 및 그 외의 국가, 1995년-2013년 

GDP 대비 비율 기준 

 
Statlink 2: http://dx.doi.org/10.1787/888933273253  

출처: OECD (2015), 2015년도 OECD 과학·기술·산업 평가서  성장을 위한 혁신, OECD 출간,  

doi: http://dx.doi.org/10.1787/sti_scoreboard-2015-en.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oecd.org/sti/msti.htm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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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현재 OECD 회원국들의 총 R&D 지출규모는 1조1천만 달러로(미화 기준), 그간 평균 2.7%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2012년 2.4%에서 변동이 없었다. 한국의 R&D 

지출은 2012-2013년 기간 동안 6% 증가했으며 2007-2013년 기간 동안에는 실질 증가율 66%를 

기록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2배 정도 증가해, 2013년 4.1%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OECD 회원국 중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기초 연구를 포함한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기업 부문 - 한국의 R&D는 거의 산업계에서 수행(78.5%)하고 

재원조달(76%)이 이루어진다. R&D 의 63%는 특정 목적의 신개발 혹은 응용개선(예: 실험적 개발) 

목적으로 수행된다. 2013년 기준, 총 R&D 지출 중 기초연구 분야 R&D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로 

이는 미국, 영국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OECD 회원국들의 경우, 대부분의 기초 

연구를 대학이 수행하는 데 반해(50%-75%), 한국의 경우는 기업이 기초 연구의 60%를 담당하고, 대학 

및  고등교육 기관이 담당하는 비중은 20%에 불과하다. 기업 R&D 중 외국기업이나 외국 기관의 

재정지원을 받는 비중은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대부분의 기업 R&D는 정부로부터 

직접 재정지원을 받는 비중은 6%선에 그치며, 대부분은 내부 자금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다. 추가로, 

한국 기업들은 총 기업 R&D 지출의 8%에 해당하는 규모의 세제혜택을 받는다. GDP 대비 정부의 기업 

R&D 지원 규모는 전체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2).   

도표 2. 기업부문 연구개발 비중 및 기업부문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액, 2013년  

GDP 대비 비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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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OECD (2015), 2015년도 OECD 과학·기술·산업 평가서  성장을 위한 혁신, OECD 출간,  

doi: http://dx.doi.org/10.1787/sti_scoreboard-2015-en.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oecd.org/sti/rd-tax-stats.htm 참조 

보다 광범위한 지식에 대한 강력한 투자 - 혁신은 R&D 투자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디자인, 

인적자본 등의 지식기반자본(KBC)에 의존한다. 전세계적으로 지식기반자본 투자는 경제 위기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었으며, 2013년 데이터는 OECD 회원국들은 모든 부문에서 

지식기반자본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R&D를 넘어 조직역량, 기업특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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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련 등에 투자하고 있다. 캐나다, 미국과 더불어 한국의 GDP 대비 고등교육 투자 비중 (2011년 

2.61%)은 OECD 최고 수준이다. 새로운 OECD 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고용자에 대한 현장교육는 

북유럽 국가 수준으로(그림 3) 현장교육 투자(총 부가가치의 약 3%) 역시 OECD 최고 수준이다.  

도표 3. 기업별 직장 내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 기업규모 기준, 2011년-2012년 

각 기업규모 범주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직원의 비율  

 
Statlink 2: http://dx.doi.org/10.1787/888933273041 

출처: OECD (2015), 2015년도 OECD 과학·기술·산업 평가서  성장을 위한 혁신, OECD 출간,  

doi: http://dx.doi.org/10.1787/sti_scoreboard-2015-en. 

ICT 기술에서 주도적 위치 - 한국의 우수한 R&D 성과는 강력한 자연과학 및 공학 교육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한국은 

2012년 현재 이공계 졸업생 비중이 32%로, 2002년 39%에서 감소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이다. 그 

결과 총 고용 중 R&D 인력 비중이 지난 10년간 2배 증가였고, 연구 인력의 80%가 기업 부문에 고용되었다. R&D 

분야의 선두적 입지 덕분에 한국은 첨단 기술, 특히 ICT 관련 기술 개발에 있어 선두에 위치하게 되었다(그림 4). 

한국의 정보 산업은 전체 기업 R&D의 5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역시 OECD 최고 수준이다. 한국 내 선도 R&D 

기업들의 특허 포트폴리오는 모든 ICT 기술 및 관련 기술(예: 반도체, 광학) 분야에서 강력한 기술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표 4. ICT 관련 기술 특허 건수 및 주요 국가, 2010년-2013년 

해당 분야에서 상위 5개 국가의 비중 및 모든 ICT 특허 건수의 비중 

 
Statlink 2: http://dx.doi.org/10.1787/888933274171 

출처: OECD (2015), 2015년도 OECD 과학·기술·산업 평가서  성장을 위한 혁신, OECD 출간,  

doi: http://dx.doi.org/10.1787/sti_scoreboard-2015-en. 보다 자세한 정보는 http://oe.cd/ipstat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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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첨단 기술의 선도 국가 - 와해성 신기술(disruptive technologies)은 기존 기술을 대체하고 동시에 

생산 공정, 신생기업의 시장 진입, 획기적인 신제품 및 응용 제품 출시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신기술로는 센서, 컴퓨터, 실험적 유전자 치료법 등이 있다. 오늘날 유용한 첨단 제품의 상당 수는 

첨단 물질, ICT, 보건 관련 기술 분야 신기술 개발 덕분에 탄생했고 그 성능, 효과, 접근성을 

유지해오고 있다. 한편 2010-2012년 미국, 일본, 한국은 발명 활동을 선두해 나갔으며 이들 기술 

분야의 미국, 유럽 특허의 65%를 차지하였음(그림5). 시간이 흐르며 한국은 이들 와해성 신기술 

분야에서 주도적 입지를 더욱 확대해 왔다. 새로운 OECD 보고서에서는 기술이 생성, 개발, 안정화, 

약화되는 정도를 규명하였다. 한국은사물인터넷(IoT)의 기반이 되는 ‘디지털 데이터 전송 

휴먼인터페이스’ 관련 기술 등 20개 프론티어 기술 중 11개 분야에서 선도 주자이다. 

도표 5. 일부 와해성 기술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상위 국가들, 2005년-2007년 및 2010년-2012년 

미국특허청(USPTO)와 유럽특허청(EPO)에 출원된 국가별 IP5 특허군의 비중, 일부 기술 기준 

 
Statlink 2: http://dx.doi.org/10.1787/888933273474 

출처: OECD (2015), 2015년도 OECD 과학·기술·산업 평가서  성장을 위한 혁신, OECD 출간,  

doi: http://dx.doi.org/10.1787/sti_scoreboard-2015-en. 보다 자세한 정보는 http://oe.cd/ipstats 참조. 

디지털 경제의 창의성 - 첨단기술과 매력적인 디자인, 브랜드 등을 갖춘 제품일수록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 발명 활동의 성과라 할 수 있는 특허 외에도 디자인 응용의 측면에서 봤을때 ICT, 

오디오-비주얼 분야의 창의적 활동에서도 한국은 선두 주자다. 디자인은 창의적인 산업의 핵심이자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눈에띄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제품을 차별화시켜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산업 

디자인은 제품의 성능이 아닌 미적인 측면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신제품 스마트폰, 신제품 

미디어플레이어 등의 외관 디자인 관련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활용된다. 한국, 미국, 일본은 모든 

시장에서의 ICT 디자인 상표권 출원 선두 국가이며 특히 한국의 유럽 시장 내 상표권 출원 실적은 매우 

높다 (그림 6).  

0

5

10

15

20

25

30

35
%

Advanced materials New generation of ICT-related technologies Health-related technologies 2005-07

4336 41 40

http://dx.doi.org/10.1787/888933273474
http://dx.doi.org/10.1787/sti_scoreboard-2013-en
http://oe.cd/ipstats


 2015년도 OECD 과학·기술·산업 평가서: 한국 

 

도표 6. ICT 및 오디오-비디오 관련 디자인 응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상위 국가 비중, 2006년-2008년 및 2011년-

2013년 

유럽연합 상표청, 일본 특허청, 호주 지적재산권청에 출원 건수 상위 8개국의 비중 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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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OECD (2015), 2015년도 OECD 과학·기술·산업 평가서  성장을 위한 혁신, OECD 출간,  

doi: http://dx.doi.org/10.1787/sti_scoreboard-2015-en. 보다 자세한 정보는 http://oe.cd/ipstats 참조. 

국내와 글로벌의 낮은 연계성 - 한국의 과학 논문 게재 성과는 호주, 스페인 등과 유사한 수준으로, 더 

광범위한 혁신 시스템 내에서의 공공 연구 노력은 비교적 평범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인용 지수 

기준, 한국의 과학 논문의 ‘평균’ 영향(impact)은 글로벌 평균을 약간 밑돈다. 미국을(미국은 영향은 

높으나 협력 수준은 낮음)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과학 논문 출판 성과 영향과 과학 국제협력 

정도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7). 한국의 과학과 연구 시스템의 경우, 낮은 국제 

협력 수준으로 인해 과학 연구 영향이 낮아지는 취약점을 안고 있는데, 이 국제 협력 수준은 공동저술, 

공동 발명, 혁신적인 기업간의 협력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도표 7. 과학논문의 피인용 영향지수 및 국제협력의 범위, 2003년-2012년 

 
Statlink 2: http://dx.doi.org/10.1787/888933273878 

출처: OECD (2015), 2015년도 OECD 과학·기술·산업 평가서  성장을 위한 혁신, OECD 출간,  

doi: http://dx.doi.org/10.1787/sti_scoreboard-2015-en. 보다 자세한 정보는 [http://oe.cd/scientometrics]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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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혁신에 대한 필요성 - 기업들은 낮은 비용으로 보다 광범위한 자원 및 지식 

풀(Pool)에 접근 가능하고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혁신에 있어 국제 협력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평균적으로 중소기업보다 대기업들의 해외 협력 경향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의 경우,  신제품, 신공정을 도입하는 대기업은 7% 미만, 국제협력을 하는 중소기업은 4% 

미만이다. 국 기업은 소비자, 공급자와의 협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기술개발을 그룹 내에서 

한정하는 대기업 중심 산업구조에 부분적으로 연유한다. 대기업의 지식 이전의 중요한 경로는 대학, 

연구소와의 혁신 관련 협력이다. 그러나 한국 기업의 연구 부문과의 협력 정도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2011-2013년 기간 동안 혁신적인 대기업은 26%, 중소기업은 15%만이 혁신 협력 활동에 참여하였다.   

연구 역량의 구축 - 대학생 및 과학기술 인력의 국제 교류는 과학 지식의 확산 및 전파를 도울 수 있다. 

과학기술 인력의 이동성을 추적하는 한 방법은, 과학 논문 게재 이력이 있는 과학자의 논문 목록에서 

저자의 소속 기관의 변동 사항을 추적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통해 살펴본 결과, 1996-2013년 기간 

동안 과학기술 인력의 흐름 중 미국과의 양자 교류가 가장 두드러진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 년간 

미국으로부터 연구 인력의 순유입이 있었다. 이는 미국에서 첫 논문을 발표한 과학자들이 한국 내 

기관으로 소속을 옮긴 경우가 반대 경우보다 많았는데, 이는 미국에 유학, 연구 경력을 시작한 후 

귀국하는 한국인 과학자들의 수가 많음을 시사한다. 한국으로의 최대 연구 인력 순유입은 2004-

2008 년에 있었으며(그림 8), 순유출보다는 순유입이 많은 상태이나 2010 년부터는 순유입이 감소 

추세를 보인다.   

도표 8. 과학논문 저자의 국제 순 유출입 수, 일부 국가 대상, 1999년-2013년 

연간 유입 및 유출의 차이, 누계 순 유입의 비율 기준  

 
Statlink 2: http://dx.doi.org/10.1787/888933273360 

출처: OECD (2015), 2015년도 OECD 과학·기술·산업 평가서  성장을 위한 혁신, OECD 출간,  

doi: http://dx.doi.org/10.1787/sti_scoreboard-2015-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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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업의 디지털화 참여 - e-비즈니스는 기업의 시장을 확대하고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2014년 기준, OECD 회원국 기업의 95%는 광대역망 접속이 가능한 

상태이며, 76%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를 하는 기업은 42%에 

불과했다. 정보의 흐름을 관리하는 전사적 자원관리(ERP)나 무선전파 식별 전자태그(RFID)용 등 첨단 

ICT 애플리케이션 활용은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일부 업종의 기업들에 제한적으로 도입, 활용되고 

있다. 기업들이 수요기반(on demand) 컴퓨팅 서비스를 활용후 대가를 지불하여 회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 클라우드 컴퓨팅에 특별한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한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및 

온라인 판매는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낮아서 OECD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다. 한국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기업은 전체의 15.7%로, OECD 평균인 21%를 하회한다. 2013 년 기준, 한국 소형기업의 10%, 

중형기업의 24%만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공급망 관리 기술, RFID 기술 

등과 같은 첨단 애플리케이션 활용에는 다른 OECD 회원국들을 앞서고 있다(그림 9).  

도표 9. 기업에서 일부 ICT 도구 및 활동의 도입률, 2014년 

10명 이상 고용 기업의 비율 기준 

 
Statlink 2: http://dx.doi.org/10.1787/888933274447 

출처: OECD (2015), 2015년도 OECD 과학·기술·산업 평가서  성장을 위한 혁신, OECD 출간,  

doi: http://dx.doi.org/10.1787/sti_scoreboard-2015-en.  

인터넷 사용 증가, 디지털 격차의 부상 - 한국은 세계에서 인터넷 보급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2014 년 현재, 개인의 80%가 인터넷을 사용하며 그 중 80%는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사용했고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한편 제도적, 문화적,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국가별로 인터넷 

활동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인터넷 사용자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를 살펴보면, 북유럽 국가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정해진 총 12 가지 인터넷 활동 중 사용자 1 인당 평균 8 가지 활동을 인터넷 상에서 

수행하는 반면, 한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평균 5 가지 활동만을 수행하였다. 2014 년 현재, 한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교육 수준, 연령에 있어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확연한 ‘디지털 격차’가 

존재한다(그림 10).  55세 이상 인터넷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 특히 한국의 경우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특히 저학력 노년층이 디지털 통합 전략의 주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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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 10. 온라인 상에서 수행되는 활동의 수, 2014년 

교육 수준과 연령에 따른 인터넷 사용자 대상 

 
Statlink 2: http://dx.doi.org/10.1787/888933274829 

출처: OECD (2015), 2015년도 OECD 과학·기술·산업 평가서  성장을 위한 혁신, OECD 출간,  

doi: http://dx.doi.org/10.1787/sti_scoreboard-2015-en.   

강력한 R&D 집약형 제조업 기반 - 35년 전 전체 고용의 1/4 혹은 1/3 정도를 제조업 부문이 차지했던 

반면, 현재는 일부 OECD 국가에는서 그 비중이 10% 미만으로 축소되었다. 한국의 제조업 기반은 

꾸준히 확장되어 1990년대 초반에는 전체 고용의 28%에 도달한 후 서서히 그 비중이 감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OECD 회원국 중 독일에 이어 가장 높은 16.7%의 제조업 고용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제조업은 R&D 집약형 활동에 중점을 둔 결과, 지난 20년 동안 R&D 집약형 

제조업 고용은 2배 증가해 2013년 현재 전체 제조업 고용 중 60%를 차지한다(그림 11). R&D 집약형 

제조 부문, 강력한 과학/기술/공학/수학 기반, 글로벌 선도 기술 분야 기업을 갖춘 한국은 차세대 생산 

혁명의 수혜국이 될 만반의 준비를 갖췄 다. 

도표 11. 연구개발 집중적인 제조업 고용의 장기적 추이, 1980년-2013년 

제조업의 총 고용에서 비율 기준, 일부 국가 대상 

 
Statlink 2: http://dx.doi.org/10.1787/888933272887 

출처: OECD (2015), 2015년도 OECD 과학·기술·산업 평가서  성장을 위한 혁신, OECD 출간,  

doi: http://dx.doi.org/10.1787/sti_scoreboard-2015-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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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 12. 수입지역별 수출에서 국외부가가치의 비중, 2011년  

총 수출에서 비율 기준, 일부 국가 

 
Statlink 2: http://dx.doi.org/10.1787/888933274544 

출처: OECD (2015), 2015년도 OECD 과학·기술·산업 평가서  성장을 위한 혁신, OECD 출간,  

doi: http://dx.doi.org/10.1787/sti_scoreboard-2015-en. 보다 자세한 정보는 http://OE.CD/TIVA을 참고. 

글로벌가치사슬(GVC)에의 편입 확대 - 2011년 한국의 대G20 수출의 해외콘텐츠 비중(41.6%)은 

1995년의 2배 수준으로, 한국의 글로벌가치사슬 편입 정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그림 12). ‘아시아 

제조업(Factory Asia)’으로의 편입이 그 주요한 동인으로 2011년 현재 부가가치 기준 중국은 한국 

중간투입재의 최대 수입국으로 그 비중은 37.1%에 달한다. 한편 2011년 미국의 비중은 10% 이상에서 

유지되고 있다. 2011년 한국 중간투입재 수입의 절반 이상은 수출품 생산에 투입될 목적으로 

수입되었으며, 중간투입재를 사용한 제품의 2/3는 ICT, 전자제품, 자동차(부품) 등 주요 수출 

품목이었다 (http://OE.CD/TIVA 참조). 

서비스 부문의 혁신과 경쟁력 오늘날 제조업은 단순한 제품의 생산을 넘어 가치사슬의 앞단과 

뒷단에서의 서비스 관련 활동도 포괄한다. 글로벌가치사슬을 효율적으로 가동하고자 기업들은 물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이용을 확대해가고 있다. 또한 디자인, 마케팅, AS 등의 

서비스는 제품의 차별화, 맞춤화, 업그레이드에 기여함으로써 기업은 더 많은 가치를 확보할 수 있다. 

OECD 회원국들의 총 수출 중 서비스 부문 부가가치 비중은 40%-70%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이 중 

한국은 40%로 OECD 국가중 낮은 수준이다. 2011년 한국 제조업 수출 중 서비스 콘텐츠 비중은 

1995년에는 32.6%보다 낮은, 29.7%로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그림 13). 이 수치는 

OECD 평균(36.9%)을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광산업, ICT, 전자 부문을 제외한 전 부문에서 평균 이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http://oe.cd/tiva 참조). 2013년 한국의 서비스 부문 R&D 집약도는 최저 

수준으로, 2011-2013년 기준 한국 서비스 부문 기업의 28.2%만이 혁신 활동을 수행, OECD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서비스 부문 기업의 1.5%만 혁신 활동의 정성적 평가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 

출시 제품 혁신을 도입했다. 한국 제조업 수출의 서비스 콘텐츠, 서비스 부문 혁신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는 GVC에 있어 보다 많은 가치 확보를 위해 한국 기업들이 서비스 혁신 및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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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3. 제조업 수출에 포함된 서비스 부가가치, 서비스 유형별, 2011년 

총 제조업 수출에 대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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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OECD (2015), 2015년도 OECD 과학·기술·산업 평가서  성장을 위한 혁신, OECD 출간,  

doi: http://dx.doi.org/10.1787/sti_scoreboard-2015-en. 보다 자세한 정보는 http://OE.CD/TIVA을 참고.   

생산공장 아시아(Factory Asia)’가 유지하는 고용 - 해외시장의 최종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고용 시장의 진화를 결정한다. 한 나라의 소비자가 어떻게 생산의 동력이 되어 가치 사슬을 따라 다른 

나라의 고용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가? 새로운 OECD 지표에 따르면, 2011년 현재 한국 기업 고용의 

40%가 해외 시장 소비자들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는 2000 년 35%에서 증가된 수치이다. 해외시장 

수요에 기반한 고용 중 43%는 동아시아 및 동남아 시장 (고용 효과 250만명)에 기인한다(그림 14). 

한국 고용시장에 있어 ‘제조업 아시아’의 역할은 독일에 대한 유럽 시장의 역할과 유사하다. 특히 

2011년 기준 한국 기업고용의 8%는 한국 생산품에 대한 중국 수요에 기반하였다.   

도표 14. 외국 최종수요에 의해서 유지되는 기업부문의 일자리, 지역별 수요, 2011년  

총 기업부문 고용에 대비한 비율  

 
Statlink 2: http://dx.doi.org/10.1787/888933274578 

출처: OECD (2015), 2015년도 OECD 과학·기술·산업 평가서  성장을 위한 혁신, OECD 출간,  

doi: http://dx.doi.org/10.1787/sti_scoreboard-2015-en. 보다 자세한 정보는 http://OE.CD/TIVA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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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정보 

http://oe.cd/sti-scoreboard STI.contact@oecd.org @OECDInnovation 구독 신청: http://oe.cd/sti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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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OECD 과학·기술·산업 평가서  

200개 이상의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들이 위기를 넘어, 미래에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STI Scoreboard 의 목적은 국가들의 순위를 매기거나 종합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입안자들과 분석가들에게 비슷한 규모나 경제 구조를 지닌 국가들간 비교, 

국가 및 국제적인 정책 목표 달성 진척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수단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OECD의 노력을 근간으로, 여러 주체와 성과와 효과를 

연계하는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할 뿐아니라 미래 작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15년 판 목차: 지식 경제의 추이 및 특징; 지식, 인재, 스킬에 대한 투자; 지식과의 연계; 기업 혁신 고찰; 글로벌 

경제내의 경쟁; 과학기술을 통한 사회 발전 

STI Scoreboard 2015에 포함된 차트와 데이터는 다운로드 가능하며, 일부 지표의 경우에는 인쇄본에 나와 있는 연도 및 

국가 정보 이외에 추가 정보를 담고 있음. 주제별 요약, 국가별 각주, 지표의 시각적 효과를 위한 온라인 툴 등도 OECD 

STI Scoreboard 웹사이트에서 활용가능함 (http://www.oecd.org/sti/scoreboard.htm).  

 

 

 

 

 

 

 

주: 이 주에 포함된 정보는 2015년 10월에 발행된 OECD 과학·기술·산업 평가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해당 데이터는 

www.oecd.org/sti/scoreboard에서 구할 수 있다.   

This document and any map included herein are without prejudice to the status of or sovereignty over any 
territory, to the delimitation of international frontiers and boundaries and to the name of any territory, city 
or area. 

The statistical data for Israel are supplied by and under the responsibility of the relevant Israeli authorities 
or third party. The use of such data by the OECD is without prejudice to the status of the Golan Heights, East 
Jerusalem and Israeli settlements in the West Bank under the terms of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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