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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는 높은 디지털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둔화가 지

글로벌 경쟁 심화와 우리나라 ICT서비스업의 낮은 경쟁력은 디지털 경

속되는 생산성 역설(Productivity Paradox)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제로의 이행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투자 측면에서는 유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생산성 역설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디지털 혁신

형자산 위주의 투자 구조와 더불어, 무형투자에 대한 정책 및 지원이 여

기술이 가지는 범용기술로서의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디지털 혁

전히 R&D 등 기술혁신형 투자에 편중되어 있고 인적·조직자본 등 비

신 기반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의 기술 수용성이 충분

기술혁신형 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 역시 디지털 전환

히 높아지고 조직재편, 인적자본 확충 등 기술혁신을 보완할 대규모 투

가속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금융 측면에서 살펴

자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보면, 그동안 혁신형 벤처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국내 기술금융은 그

생산성 개선이 이루어지기까지 시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본고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으나, 간접금융 위주의 기술금융 구조, 직접금융

에서는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생산성 역설 현상이 지속되는 이

내 높은 정책자금 의존도, 취약한 투자 회수시장 구조 등 제도 및 관행

유를 디지털 전환이라는 경제구조 변화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바탕

상의 한계점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는 기술금융의 질적 성장을 제고해야

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할 시점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면 유형경제에서 무형경제로 경제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의 ICT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경

구조가 전환되면서, 유형자산에 기반한 기존 산업·투자·금융 구조의

제구조가 여전히 기존 유형경제 프레임에 의존하고 있어 기술혁신의 생

근본적인 체질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첫째, 기존 산업과 ICT간 융합이

산성 개선 효과를 제약해 생산성 역설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가속화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ICT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

생산성 역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ICT산업 구조와 투자 및 금융

둘째,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R&D 등 기술혁신 외에도 브랜드·

구조를 디지털 혁신에 적합한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기업들이 디지털 전

인적자본 확충·조직구조 개선 등 비기술혁신형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환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

의 중요성이 증대된다. 셋째, 아이디어·기술과 같은 무형자산을 바탕

째, ICT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ICT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혁신형 창업(start-up) 등

ICT 신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간 ICT융합을 촉진하는 정책적 노력이 수

신생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 친화적 기술금융의 중요성이

반되어야 하겠다. 둘째, 무형투자의 절대적 규모를 확대하고 기술혁신

더욱 높아진다. 따라서 생산성 역설이 조기에 해소되고 디지털 혁신의

과 비기술혁신에 대한 균형 잡힌 무형투자를 통해 무형자산 간, ICT와

잠재력이 생산성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산업·투자·금융

무형자산 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형자산에 기

구조의 전환이 적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반한 혁신형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투자·금융 구조 상 취
약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산업 측면에서 ICT제조업의

장기적 관점에서 자본시장에 근간한 민간주도 기술금융 생태계를 조성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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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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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의 배경

〈그림 1〉 미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추이1)
4

우리나라는 고도화된 ICT산업 및 관련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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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 높은 혁신역량 등 우월한 디지털 잠재
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
을 바탕으로 한 생산성 제고 효과는 아직 뚜렷
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처럼 기술발전과 생산
성 간 괴리 현상은 학계에서 소위 생산성 역설
(Productivity Paradox)로 지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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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비농업 민간부문 대상으로, 5년 이동평균으로 계산한 수치임
자료: Goldman Sachs(2015), FRED

생산성 역설이란, 1987년에 발표된 노벨경제
학상 수상자 Robert Solow 교수의 한 기고

이에 본고에서는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

문에서 비롯된 용어로, ICT에 대한 투자가 증

서 생산성 역설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를

가함에도 불구하고 기업, 산업 및 국가 수준의

경제구조 변화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바탕

생산성이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

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소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생산성 역설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과정
에서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

Ⅱ. 우리나라의 생산성 역설

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그 배경을 디지털 전
환(digital transformation)의 내재적 특성

우리나라는 ICT산업 발전정도, ICT인프라,

과 연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유무형 투자, 혁신역량 등 다양한 측면에서 디

에도, 디지털경제 부문의 빠른 성장세(연평균

지털 전환을 위한 기초여건이 견조한 모습을

성장률 6.8%)에도 불구하고 경제전반의 노동

보인다.

생산성 증가율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둔화가

우리나라 ICT산업 비중은 14.8%(’18년 명

지속되는 양상을 보인다(<표 1> 및 <그림 1>

목부가가치 기준)로 기술 선도국인 미국(8.8%)

참고).

과 일본(7.9%) 수준을 상회한다(OECD STAN
DB). 또한 2019년에 디지털 혁신의 기본 인프
〈표 1〉 미국 내 디지털경제 부문 위상2)

성장률1)
6.8%

명목GDP

고용

일인당

비중

비중

평균급여

9.0%

5.7%

$105,473

(1.7%)
주: 1) ’06-’18년 실질GDP 연평균성장률 기준
2) 괄호 내 숫자는 전산업 평균치
자료: BEA

2

한국은행

($70,858)

라가 되는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였고, 인
터넷 속도(세계 1위), 인터넷 망(1위), 디지털
SOC(1위) 등 ICT 인프라 및 접근성 면에서 세
계 최고 수준을 보인다(<표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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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우리나라 ICT인프라 현황
항목

순위

세부내용

모바일 네트워크 중 5G 비중

1위(24개국)

인터넷 속도

1위(37개국)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1위(37개국)

모바일데이터 사용량

1위(13개국1))

디지털정부 평가

1위(33개국)

한국 67%, 미국 50%, 중국·일본 47%, 유럽 34%,
글로벌평균 20%(’25년 전망)
다운로드 기준, 1위 한국 156Mbps, 2위 미국 116Mbps,
OECD평균 78Mbps (’19년 기준)
1위 한국 81.7%, 2위 일본 79%, OECD평균 26.8% (’19년 기준)
스마트폰 1대당 트래픽 월 사용량(셀룰러+와이파이) 기준, 1위 한국
24GB(셀룰러 6.4, 와이파이 17.6), 2위 스웨덴 18GB(’18년 기준)
1위 한국, 2위 영국(’19년 기준)

주: 1) 정확한 데이터사용량 집계를 위해 OECD 회원국 중 와이파이 사용량 자료 확보가 가능한 13개국 대상으로 분석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2020), OECD(2020a), OECD(2020b)

유·무형 투자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GDP
대비 총투자 비중(OECD 2위)과 R&D 비중(2
위) 역시 세계 최고 수준(’19년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그림 2> 및 <그림 3> 참고). 또한, 혁
신역량의 경우, 2020년 우리나라는 UN산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글로벌 혁
신지수1)에서 최상위권(230국 중 10위)을 차
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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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견조한 디지털 역량에도 불구하고 경
제성장 및 생산성은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

(GDP 대비, %)
아일랜드
한국
노르웨이
스위스
오스트리아
일본
벨기에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OECD평균
독일
미국

25.6
25.5
24.7
24.3
24.2
24.0
23.9
23.6
21.9
21.7
20.8

자료: OECD

(GDP 대비, %)
이스라엘
한국
스웨덴
일본
오스트리아
독일
미국
덴마크
벨기에
핀란드
OECD평균

자료: OECD

〈그림 2〉 GDP 대비 총투자비중(2019년)

0

〈그림 3〉 GDP 대비 R&D투자 비중(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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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이후 선진국 추격여력이 약화되면
서 소득수준은 고소득국가2) 평균 대비 50%대
수준에서 정체하고 있다3)(<그림 4> 참고). 노
동생산성 역시 2010년 이후부터 고소득국가
수준에 대한 생산성 수렴 현상이 약화되면서

40

50

고소득국가 대비 70%대에서 정체하고 있다4)
(<그림 5> 참고).

1) WIPO,

코넬대, 유럽경영대학원(INSEAD) 등이 전세계 WIPO 회원국을 대상으로 혁신역량 및 성과를 평가하여 매년 발표하는 지표로, 제도, 인적자
본, 인프라, 시장 및 기업고도화, 지식 및 기술 산출량 등의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 2020년 세부 순위는 <참고 1>을 참조.
2) OECD 회원국 중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국가들을 고소득국가로 분류하였다.
3) World Bank 자료 기준 ’19년 우리나라 1인당 GNI(2010년 불변가격)는 28,919달러이다.
4) Conference Board 자료 기준 ’19년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고소득국가 대비 76% 수준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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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상대소득 수준1) 및 증가율 격차 추이2)
(고소득 국가 평균소득=100)

70

(%p)

상대소득 수준(좌축)
고소득 국가와의 소득증가율 격차(우축)

〈그림 6〉 우리나라 혁신역량1)과 노동생산성 증가율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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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소득수준은 1인당 실질국민소득(GNI per capita)(2010년 기준 불변가격)
2) 고소득 국가는 OECD회원국 중 ’18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국가로 분류
자료: 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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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WIPO)의 글로벌혁신지수를 이용
2) 5년 이동평균
자료: Conference Board, Global Innovation Index

〈그림 7〉 고혁신국가와 우리나라 생산성 증가율 비교
〈그림 5〉 상대 노동생산성1) 및 증가율 격차 추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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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국가 평균노동생산성=100)

(%p)

상대 노동생산성(좌축)
고소득 국가와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격차(우축)

A. 상대 노동생산성 추이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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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혁신 국가 평균노동생산성=10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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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대 노동생산성(좌축)
노동생산성 증가율 격차(우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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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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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근로자수 기준 노동생산성
2) 고소득 국가는 OECD회원국 중 ’18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국가로 분류
자료: Conference Board, 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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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총요소생산성 증가율1)2)3)
3

(%, %p)

2

이와 같은 현상의 배경에는 높은 디지털 잠
재력이 경제성장 및 생산성 제고로 이어지지
못하는 생산성 역설 현상이 일정 정도 작용하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6> 참고). 다
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글
로벌 혁신지수 순위는 ’12년 21위에서 ’20년
10위로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高)혁신
국가그룹(글로벌혁신지수 상위 20개국)과의
생산성 증가율 격차는 오히려 축소되는 추세를
보인다(<그림 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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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95

00

05

10

15

-1
격차

고혁신국가 그룹

우리나라

주: 1) 생산성 증가율은 5년 이동평균을 이용
2) 고혁신국가는 글로벌혁신지수 상위20개국의 단순평균치
3) 격차(%p)=(우리나라 생산성 증가율)-(고혁신국가의 생산성 증가율)
자료: Conference Board, Global Innovatio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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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생산성 역설 현상 발현의 원인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게 된다(생산성
J-curve 효과)(<그림 8> 및 <그림 9> 참고)7).

새로운 혁신기술이 등장할 때 생산성 역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를 학계에서는 크

〈그림 8〉 기술확산 시기에 따른 생산성 측정오차

게 두 가지로 분석한다. 첫째, 혁신기술이 실

기술확산 전반기

제 생산성 증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제구조

기술확산 후반기

측정되지 않은
투자

측정되지 않은
자본투입

가 기술에 맞게 변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변화
총생산

까지는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산성 역설이

총투입

나타난다는 견해이다. 둘째,실제로는 기술혁
신을 통한 생산성 개선효과가 높지만, 혁신기
생산성

술로 인한 산출물 증대 효과가 통계 집계 상 반
영되지 않는 통계적 오류로 인해 생산성이 정
체되어 보인다는 견해이다5).

실제값

측정값

B+B’
A

B

D

A

C+C’

D
C

생산성 과소추정

생산성 과대추정

〈그림 9〉 생산성 J-Curve

지털 혁신의 성장 잠재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혁신기술의 내재적 특성, 즉 무형자산을 기반

측정값

자료: Brynjolfsson 외(2021)를 재구성

이를 디지털 혁신의 사례에 적용해 보면, 디

생산성 역설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디지털

실제값

생산성증가율 측정오차

0

으로 하는 범용기술6)로서의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Brynjolfsson and McAfee, 2014;
van Ark, 2016; Branstetter and Sichel,
2017; Brynjolfsson 외, 2021). 우선, 디지
털 혁신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의 기

생산성
과소추정구간

생산성
과대추정구간

신기술 도입후
경과시간

자료: Brynjolfsson 외(2021)를 재구성

술수용성이 충분히 높아지고 조직재편, 인적자
본 확충 등 기술혁신을 보완할 대규모 투자가

아래에서는 혁신기술의 생산성 역설을 설명

조성되어야 한다. 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

하는 두 가지 요인 중 첫 번째 요인인 기술변화

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생산성 개선이 이루어지

에 따른 경제구조 전환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기까지 시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더하여 디

생산성 역설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구조적 원

지털 혁신의 경우 무형자산 투자 비중이 높아

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 중 상당 부분이 투자 대신 비용으로 처리되
면서 생산성이 과소추정됨으로써 생산성 역설

5) 상세 내용은 <참고 2> 참조.
6)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ies, GPTs)이란, 장기간에 걸쳐 폭넓게 확산되어 경제사회를 혁신하고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하며 새로운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Bresnahan and Trajtenberg, 1995). 과거 증기기관, 전기, 컴퓨터, 인터넷 기술 등이 해당한다.
7) 실증 분석에 따르면, 측정되지 않은 무형투자를 감안할 경우, ’17년 미국의 총요소생산성(TFP) 수준은 공식 통계치보다 15.9%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Brynjolfsson 외, 2021).

디지털 혁신과 우리나라의 생산성 역설

5

제 2021-20호

1. 디지털혁신이 생산성 증대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경제 구조상의 변화

본소득으로 배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세부
적으로는, R&D, 소프트웨어 등 국민계정 체
계상 측정되는 무형자본의 소득은 전체의 6%,

디지털 혁신이란 기존 제품들이 디지털화되

브랜드, 인적·조직자본 등 통계상 측정되지

고 이종(異種) 제품들 간 네트워크화를 통해 다

않는 무형자본의 소득은 21%를 차지하고 있

양한 분야의 기술 및 산업이 융복합되면서 기

다(Alsamawi 외, 2020)(<그림 12> 참고).

존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면 기업의 가치 창출
동인이 기계·설비 등 유형 자산에서 소프트웨

〈그림 11〉 글로벌 무형자산 투자비중 추이1)2)
GDP 대비 투자 비중(%)

어·R&D·데이터베이스 등 무형자산8)으로

14

빠르게 이동하게 된다(<그림 10> 참고).

13

유형자산 투자

무형자산 투자

12
1)

2)

〈그림 10〉 고정자산 의 구성
고정자산
유형고정자산
건설자산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구축물

설비자산
기계, 운수장비

11
10

무형고정자산
전산화된 정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95

’00

’05

’10

’15

주: 1) 미국 및 EU 주요 11개국, 비농업 민간부문 대상
2) SNA에 측정되지 않는 무형자산 투자를 반영하여 조정된 GDP를 이용한
비중임
자료: Haskel(2019)

제품관련 기술혁신
R&D, 공정혁신
광물탐사, 예술품 등 창작물
디자인 및 기타 제품개발

〈그림 12〉 제조업GVC 상 요소소득의 구성1)
순세금
3%

비기술혁신
브랜드, 인적자본, 조직자본

주: 1) 고정자산(fixed assets)이란 생산과정에서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지속
적으로 생산에 사용되는 자산을 의미하며 본 도표에는 총고정자본형성의
구성항목만을 표시하였음(토지개량, 무기시스템, 육성자산 제외)
2) 파란색으로 표시된 세부항목은 현재의 국민계정 체계상 무형고정자산을
의미하는 지식재산생산물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목임
자료: Corrado 외(2005)

(측정되지않은)
무형자본소득
21%
피용자
보수
54%

(측정된)
무형자본소득
6%
유형자본소득
17%

자료를 살펴보면, 주요국의 경우 GDP 대비
무형투자 비중이 유형투자 비중을 2000년대

주: 1) ’15년 기준
자료: Alsamawi 외(2020)

후반에 이미 추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
림 11> 참고). 또한, 제조업 GVC 상 요소소득

한편, 무형자산은 확장성, 파급성, 매몰

의 구성을 살펴보면 총소득의 27%가 무형자

성, 상승효과 등 유형자산과 차별화되는 경제

8) 무형자산(intangible asset)이란 건물, 기계 등 유형자산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식, 소프트웨어, 브랜드, 인적자본 등 비물리적인 성격의 자산을 의미
한다. 무형자산의 정의 및 형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참고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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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성을 보유한다(Haskel and Westlake,

1

산업

2017)(<표 3> 참고). 따라서 전체 자산에서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무형경

디지털 혁신 초기에는 ICT가 하나의 독립된

제로 전환되면, 유형자산에 기반한 기존의 산

산업으로 발전하는 「ICT의 산업화」가 주를 이

업·투자·금융 구조는 근본적인 체질 변화가

루었다. 이는 ICT 기기 제조 및 통신망 구축

발생하게 된다(<그림 13> 참고).

등 하드웨어·인프라 중심으로 ICT산업이 발
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혁신이 가속화

〈표 3〉 무형자산의 주요 특성
자산 자체의 소모성이 낮아 생산의
한계비용이 매우 낮기 때문에 수확
체증 생산의 특성을 가짐

확장성
(scalability)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이
라고도 하며, 무형자산으로부터 창
출된 혜택이 주변에 파급되지 못하
도록 차단하기 어려워 양(+)의 외부
효과가 발생

파급성
(spillovers)

매몰성
(sunkenness)

상승효과
(synergies)

대부분의 무형자산은 투자 기업의
특정 수요(needs)에 특화되어 있
어 객관적인 시장가격 평가나 수요
자 파악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유
형자산에 비해 투자 실패 시 투자비
용 회수가 어려움
아이디어, 콘텐츠, 네트워크, 기
업·조직문화 등의 무형자산들이
상호 융합해 더 큰 가치를 창출

되고 변화의 폭이 커질수록 산업의 디지털화는
기술 간 융복합을 통한 「전통산업의 ICT화」의
형태로 전환하게 된다. 즉, 기존 산업의 하드
웨어에 소프트웨어 등 ICT서비스9)가 결합하면
서 신산업이 부상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품 및 서비스가 빠르게 디지털화되
고, 기술 융복합을 통해 산업간 경계가 사라지
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ICT서비스의 수요가 높아지게 된다. 실제로
글로벌 ICT업계의 시가총액을 살펴보면, 서비
스업 비중은 2000년 36%에서 2016년 54%
로 커진 반면, 제조업 비중은 동기간 64%에서
46%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 ICT산업 내 서
비스업의 비중이 제조업을 추월하였음을 확인

〈그림 13〉 유형경제와 무형경제의 비교
유형경제

할 수 있다(김용균, 2017).

무형경제
2

산업
구조

ICT의 산업화

산업의 ICT화

투자
구조

유형자산 중심

무형자산 중심

기업
금융

담보위주 여신

기술금융 확대

투자

투자 측면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수록 R&D 등 기술혁신 외에도 브랜드·인적
자본 확충·조직구조 개선 등 비기술혁신형 무
형자산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이 증대된다.
제품의 디지털화로 기업의 혁신환경이 변화10)

9) 네트워크(IoT, 5G), 데이터(빅데이터, 클라우드), AI기반 소프트웨어 및 알고리즘 등을 포함한다. ICT산업 분류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 4> 참조.
10) 디지털전환이

본격화된 2000년대 이후 지식생산·유통화 및 글로벌화, 시장의 세분화 및 가상화, 능동적 소비자 증가, 기술인프라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Tidd and Bessan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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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기업의 가치가 연구개발, 디자인, 마케

기 위한 혁신 친화적 기술금융의 중요성은 더

팅, 브랜드 등의 서비스 영역에서 창출되면서

욱 높아진다. 기술금융이란 기술력은 우수하

기업의 혁신활동 역시 기술혁신11)뿐만 아니

나 신용등급이 낮아 자금조달이 어려운 창업

라 비기술혁신까지 포괄하여 그 영역이 확장

및 성장 기업을 대상으로 유형의 담보물이 아

되는 추세이다. 실증 연구들에 따르면, 기존

닌 해당 기업의 보유기술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산업과 ICT 간 융합이 활발해질수록 기술혁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12).

신을 지원하고 보완하기 위한 조직구조 개선,

기술금융은 기업의 기술사업화 추진을 위

직업 훈련 등 비기술혁신에 대한 투자가 중요

해 필수적인 자원이나, 시장의 기능이 제대

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Bloom 외, 2012;

로 작동하지 못해 사회적 최적수준(social

Jorgenson 외, 2016; Corrado 외, 2017;

optimum)보다 과소공급되는 대표적인 시장

Brynjolfsson 외, 2019)

실패 영역이라 할 수 있다(강요셉, 2014). 무

비기술혁신형 투자와 ICT는 상호보완적

형자산에 대한 객관적 시장가격 평가가 어렵고

이며 양자 간의 상승효과(synergy effect)

기업이 창출할 미래 현금흐름이나 신기술 및

는 장기로 갈수록 확대된다. 연구결과에 따

신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담보

르면, ICT집약적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

위주의 기존 금융 구조에서는 자금조달이 어렵

업 간 생산성 증가율 격차는 인적·조직자본

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금융에 대한 정책적

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상대적으

지원을 통해 고위험·고수익 기업의 혁신자산

로 더 크게(0.3-0.5%p) 나타난다(Corrado

창출을 지원하고 기업의 성장단계별 필요한 맞

외, 2017). 또한 기업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춤형 금융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혁신기업의

Brynjolfsson 외(2002)에 따르면, 조직자본

성장을 뒷받침하고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과 컴퓨터 자산이 결합할 경우 기업의 시장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신종원, 2020)

치에 대한 컴퓨터자산의 단위효과는 0.02%p
추가 상승하며, 동 효과는 2년 후 0.03%p, 3

2. 생산성 역설을 초래하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의 특징

년 후 0.06%p로 나타나 장기로 갈수록 그 효
과가 더욱 강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3

산업 측면

금융
우리나라의 ICT산업은 통신 및 방송기기업,
아이디어·기술 등 무형자산을 바탕으로 시

전자부품업, 영상 및 음향기기업 등 제조업 중

장에 진입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혁신형 창

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ICT산업 내 제

업(start-up) 등 신생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

조업 비중은 그동안 꾸준히 상승하여 2018년

11) 유형경제 하에서 혁신은 제품 또는 제조 공정에 공학·자연과학 기술을 적용한 혁신 즉, 기술혁신만을 의미하였으며, 연구개발활동(R&D)이 기업혁신
활동의 대표 지표로 인지되어 왔다.
12) 상세내용은 <참고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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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명목부가가치 기준)에 육박하였으며 ICT

주요 품목 시장의 포화와 후발 중국기업의 약

산업 R&D투자액의 97%(’19년)를 차지하고

진으로 인해 과거의 고성장을 유지하기 어려워

있다(<그림 14> 및 <그림 15> 참고).

졌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그림 14〉 ICT산업 내 제조업 비중 추이
80

〈그림 16〉 ICT산업의 GDP 성장률

(%)
69.1

60

40

58.3

30

(%, %p)
ICT산업과 전산업평균간 격차
전산업
ICT산업

25
20

55.2

37.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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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4.1

5
21.0
일본

0

미국

우리나라

0
-5

95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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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주: 1) 명목부가가치 기준
자료: OECD STAN DB

00

05

10

15

19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그림 17〉 총설비투자 내 ICT산업 비중1)

〈그림 15〉 우리나라 ICT 업종별 R&D 투자액 비중(2019년)
ICT서비스업
3%
(8억 달러)

30

(%)
25.6
21.3

20

ICT제조업
97%
(287억 달러)

10

10.6

0
95
주:1) 글로벌 ICT R&D 투자 1,000대 기업 Scoreboard 자료 기준
자료: 정보통신기획평가원(2020)

00

10

19

주: 1) (ICT산업의 실질설비투자)/(실질총설비투자)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그러나, ICT산업이 성숙단계에 진입하면서

또한 ICT서비스업의 낮은 기술경쟁력도 디

2000년대 중반 이후 ICT산업의 설비투자 비

지털 혁신의 잠재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중이 정체되고 성장률이 점차 하락하는 모습을

할 수 있다. ICT서비스 관련 우리나라 기술 수

보인다(<그림 16> 및 <그림 17> 참고). 해외

준은 미국 대비 85% 수준으로, 특히 4차 산업

로의 생산 이전, 세계시장에서의 경쟁 격화로

혁명의 핵심동인으로 지목되는 AI, 클라우드,

인해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

빅데이터, IoT 분야 모두 중국에 비해서도 기

군에서 성장이 둔화되면서 대내외 환경변화에

술력 열위를 보인다(<그림 18> 참고). 낮은 기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성장세가 더욱

술경쟁력으로 인해 우리나라 ICT서비스 기업

위축될 우려가 있다. 즉, 높은 기술 경쟁력을

들은 글로벌 기업 대비 영세한 수익구조를 보

가지고 있는 ICT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주요

인다. 최근 자료를 살펴보면, ICT서비스업 기

성장동력임은 분명하지만, ICT 제조업 관련

업들의 평균 영업이익률(4.7%)은 글로벌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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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을 크게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다(전국경제인연합회, 2020)(<표 4> 참고).

ICT서비스 분야는 막강한 자본력을 갖춘 소
수 선도기업이 전체 시장을 장악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13) 낮은 기술 수준은 디지털 제

〈그림 18〉 ICT서비스 기술 격차
100

우리나라

(미국=100)

90

88

85 86

품·서비스의 외국 종속성 확대로 귀결될 우려

82

83

88

가 있다(정준화 외, 2020). 실제로 현재 소프

중국

84 85

트웨어·클라우드·플랫폼 등 국내 ICT서비

83 84

80

스 시장의 상당 부분을 글로벌 기업이 선점하

70

고 있는 상황이다(<표 5> 참고).

60
50
ICT기술
평균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투자 측면

2

사물인터넷

자료: 정보통신기획평가원(2019)

투자 측면에서 살펴보면, 유형자산 위주의
〈표 4〉 ICT기업 평균 영업이익률(2019년)

(%)
우리나라

투자 행태와 인적·조직자본 등 비기술혁신에
대한 투자 부진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제약

ICT
ICT
ICT
격차1)
격차1) 서비스 격차1)
산업
제조업
(%p)
(%p) 업
(%p)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7.8 (-2.5) 8.1 (-0.6) 4.7 (-10.4)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우리나

일본

7.2 (-3.1) 6.8 (-1.9) 8.2

(-6.9)

라 투자의 무게중심은 여전히 유형투자에 머물

미국

16.9 (6.6) 14.8 (6.1) 20.4

(5.3)

러 있는 상황이다.유형투자 대비 무형투자 비

글로벌 평균 10.3

8.7

15.1

중은 2011-15년 평균 38.9%로 주요국14)과

주: 1) 글로벌 평균과의 격차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2020)

비교 시 매우 낮은 수준이다(정선영, 2020).
〈표 5〉 우리나라 ICT서비스업 분야별 기업 점유율 현황1)2)

순위

클라우드3)
4)

4)

플랫폼3)
4)

IaaS

PaaS

SaaS

1위

AWS
(51%)

MS
(18%)

SAP
(9%)

2위

KT
(20%)

AWS
(13%)

MS
(9%)

3위

LG유플러스
(3%)

Oracle
(10%)

Duzon Bizon
(5%)

4)

스마트폰

OTT

SNS

배달

Facebook
(29.6%)

배달의민족
(DH)(886만명)

웨이브
(315만명)

카카오스토리
(26.3%)

요기요(DH)
(490만명)

Netflix
(205만명)

Instagram
(19.3%)

배달통(DH)
(43만명)

구글 Android YouTube
(71.2%)
(2,805만명)
애플 iOS
(28.7%)

주: 1) 음영처리된 기업은 외국계기업
2) 괄호내 숫자는 시장 내 점유율 혹은 가입자수를 의미
3) 클라우드는 ’18년, 플랫폼서비스는 ’19년 기준
4)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이용자에게 서버, 스토리지 등의 하드웨어 자원만을 임대·제공
PaaS(Platform as a Service): 이용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플랫폼을 임대·제공
SaaS(Software as a Service): 이용자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임대·제공
OTT(Over the Top Service):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 등 각종 미디어콘텐츠를 제공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2020)

13) ICT서비스의 경우 초기에 대형투자가 필요한 반면,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운영비용 등의 고정비 절감 효과가 발생하여 선도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점차
높아지는 특징을 가진다.
14) 미국(74.9%), 유럽평균(55.8%), 영국(74.8%), 네덜란드(73.1%), 스웨덴(71.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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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비교 시 서비스업의 무형 투자비중 격

대적으로 미진한 상황이다. 2001-15년 기간

차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데, 이는 경

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무형자산 집약적 제조

제 전반의 무형자산 투자 비중을 낮추는 요인

부문을 미국의 제조업 평균과 비교했을 때, 기

으로 작용하고 있다(<그림 19> 참고).

술혁신 투자 비중은 미국 수준(10.0%)을 대폭
상회하는 반면, 비기술혁신 투자는 미국 수준
(4.9%)을 대부분 하회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

〈그림 19〉 우리나라 산업별 무형투자 비중1)2)
제조업

2.5

-3.4

금융보험
도소매

4.6

-5.1
-5.6

음식숙박

-5.8

사업지원

〈그림 20〉 미국과 우리나라 무형투자 구성 비교1)2)

1.7
6.9

-9.1

-15

-10

17.0

1.1

-6.5

전문과학기술

것으로 나타난다15)(<표 6> 참고).

9.8

-5.0

정보통신

업의 비기술혁신형 투자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13.4

-2.4

운수창고

-5

미국과의 격차(%p)

0

5

10

100
15

20

GDP 대비 무형투자 비중(%)

주: 1) ’01-’15년 기간 평균
2) GDP는 국민계정에 포함되지 있지 않은 무형투자를 반영하여 조정한 값임
자료: Intan-Invest DB, 정현준 외(2018)

(%)
27.1

80

50.6

60
53.8

40

31.3

20

또한 무형투자에 대한 정책 및 지원이 여전

19.1
우리나라

히 R&D 등 기술혁신형 투자에 편중되어 있고
인적·조직자본 등 비기술혁신형 투자의 중요
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18.2

0

전산화정보

미국
기술혁신

비기술혁신

주: 1) 2001-15년 평균치
2) 시장부문 대상
자료: OECD National Accounts, Intan-Invest DB, 정현준 외(2018)

는 무형투자 형태 중 기술·과학 분야에 대한
기술혁신형 투자가 2001-15년 평균 총무형
투자 대비 53.8%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전
기전자, 기계, 운송장비 등 제조업의 높은 연
구개발 집약도가 반영된 데 기인한다. 대조적
으로, 미국의 경우 무형투자 내 기술혁신형 투

〈표 6〉 무형자산 집약 제조부문의 무형투자 비중1)
(각 부문 GDP 대비, 2001-15 평균)
총무형 전산화
투자 정보

기술
혁신

전자부품

33.0

2.3

29.3 (82.6)

1.4

(%)

R&D2)
(%)

비기술
혁신

통신방송기기

26.6

1.4

21.5 (71.8)

3.7

자 비중은 31.3%인 반면, 비기술혁신형 투자

의약품

21.0

0.4

14.4 (65.4)

6.2

는 50.6%(우리나라 27.1%)에 이른다(<그림

운송장비

17.9

2.0

14.2 (73.1)

1.7

컴퓨터

17.2

7.0

8.8

(45.8)

1.4

정밀기기

15.6

1.6

12.1 (64.6)

1.9

20> 참고).
무형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산업 부문의 경
우에도, 대부분의 무형투자가 R&D 등 혁신
투자에 집중되어 있고, 제품 디자인, 브랜드,

주: 1) 무형투자가 GDP 대비 15%를 상회하는 산업을 무형자산 집약 산업으로
분류
2) R&D 열은 산업별 총무형투자대비 R&D 무형투자 비중을 나타냄
자료: 정현준 외(2018)

조직혁신, 교육훈련 등 비기술혁신 투자는 상

15) 미국과의 비기술혁신형 투자 비중 격차: (전문과학기술) -9.1%p, (금융보험) -5.0%p, (정보통신) -5.6%p (’01-’15년 평균)

디지털 혁신과 우리나라의 생산성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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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술금융이 가지는 구조적 한계

금융 측면

점으로 우선 간접금융 위주의 구조를 들 수 있
혁신형 벤처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국내

다. 기술금융은 안정성보다는 성장성에 초점

기술금융은 공공자금 및 정부의 기술금융 지원

이 맞추어진 금융지원이므로 대출 등 간접금융

정책을 통해 은행 주도의 기술신용대출을 중

보다는 지분투자 등의 직접금융 형태가 적합

심으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기술신용대출 규

하다고 볼 수 있다. 대출 등의 간접금융을 통

모는 2014년 8.9조 원에서 2020년 267조

한 자금조달은 이자비용과 부채비율을 상승시

원으로 확대되었고,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

켜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는데, 이

중 기술신용대출 비중은 2018년 23.6%에서

는 대기업에 비해 벤처 및 중소기업들에게 더

2019년 27.7%, 2020년 32.1%로 꾸준히

욱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보수

증가하였다. 정부는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보

적 대출관행을 가지는 은행의 경우 기술력보다

16)

증, 한국모태펀드 를 통한 투자 형태로 기술

는 신용도를 중시하므로 담보보증 요구비율이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은행의 기술신용

계속 증가해 기술금융으로서의 역할이 약화될

대출 실적평가를 통해 기술금융의 양적 확대를

우려가 있다. 이에 더하여 기술금융 관련 전

유도해 왔다.

문인력 및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그러나 앞으로는 양적 확대보다는 제도 및
관행 상의 한계점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
어 기술금융의 질적 성장을 제고해야 할 시점
으로 판단된다.

대출 규모가 증가할 경우 은행의 건전성이 훼
손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또한 안정성을 지향하는 대출 위주의 시장
이 형성되면 실질적으로 자금수요가 가장 높은

〈표 7〉 기술금융의 형태
공공
보증

간접
대출

직접

투자

민간

기술평가보증
(기술보증기금)

25.7조 원
(’20년 기준)

온렌딩
(KDB산업은행)

7.6조 원
(’19년 기준)

신성장·일자리 지원프로그램
(한국은행)

13조 원
(’21년 한도)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조 원
(’21년 한도)

모태펀드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8개 부처1))

5.8조 원2)
(’20.12월말)

―

―

기술신용대출
(민간은행)

266.9조 원
(’20.12월말 기준)

벤처투자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6.6조3)
(’20년 기준)

주 : 1)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2) 누적 조성재원 기준
3) ’20년 신규 결성된 206개 조합의 총 약정금액
자료: 금융위원회, KDB산업은행, 한국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투자(주), 은행연합회, 벤처투자정보

16) 8개 정부부처가 예산을 출연하여 조성하는 한국모태펀드는 안정적 중소벤처기업 투자재원 공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05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
별법」에 근거하여 출범하였으며, 정부 자금과 민간 자금 간 매칭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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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초기 고위험, 고성장 기업에 대한 투자

〈그림 21〉 벤처펀드 신규 결성 실적의 세부 구성(2020년)

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자금수급의 불일

A. 정책 및 민간 자금 출자 비중1)

치(mismatch)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책자금

벤처캐피털 접근수월성(Venture Capital
Availability)은 2017-18년 기준 2.93(51
위)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미국(5.24, 1위), 일
본(3.61, 17위)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수요

모태펀드

민간자금

합계

출자액
(억 원)

22,465

12,160

43,211

65,676

비중
(%)

34.2

18.5

65.8

100.0

자 및 시장이 인식하는 벤처캐피탈에 대한 접
근성이 미흡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WEF,

B. 신규결성 펀드 중 모태 자펀드2) 출자 현황

2020).

총 3조 2,320억 원
(49.2%)

두 번째로, 직접금융 내 정책자금 의존도가
높은 점을 들 수 있다. 모태펀드 등17) 정책자금

총 3조 3,356억 원
(50.8%)

민간, 정책기관 출자
2조 160억 원
(30.7%)

이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투자시장 규모가 크
게 확대18)된 반면, 민간의 자율성 약화로 인해
벤처투자자들의 정책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심
화될 우려가 있다. 2020년 벤처펀드 결성실
적 중 모태펀드·기타 정책기관·성장금융 등

모태 출자
1조 2,160억 원
(18.5%)
모태 자펀드

비모태 펀드

주: 1) 총 결성실적 대비
2) 모태 자펀드는 한국 모태펀드에서 출자를 받아 결성된 벤처펀드를 의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21)

정책자금 출자액 비중은 34.2%이며, 이중 모
태펀드가 54.1%를 차지하는 등 국내 벤처투

세 번째로, 취약한 투자 회수시장 구조를 들

자 시장이 모태펀드 중심의 정책자금 위주로

수 있다. 벤처캐피탈의 투자자금 회수는 크게

형성되어 있다(중소벤처기업부, 2021)(<그림

대기업에 의한 인수(M&A), 거래소상장(IPO),

21> 참고). 민간 벤처캐피탈은 규모가 큰 모태

벤처캐피탈(GP)의 출자자(LP) 지분매입,

펀드의 조합운용사로 선정되기 위해 경쟁하는

손실 시 상각(write-off) 등을 통해 이루어진

데, 유망기업 발굴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M&A 활성화를 통

노력보다는 보수적 투자 및 운용보수에 의존한

해 자금회수 가능성이 높아지면 민간자금 유입

투자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양질의

을 촉진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투자기회가 정부 벤처캐피털에 집중되어 잠재

(Phillips and Zhdanov, 2017). 다시 말하

적으로 민간 벤처투자 회사의 자생적 성장기회

면, 투자 회수시장의 다양성 부족에 따른 투자

를 구축할 우려도 상존한다 하겠다.

리스크 상승은 민간 자금 생태계 선순환을 제
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17) (신규

펀드결성액) ’14년 26,180억 원 → ’20년 65,676억 원 (151%↑)
(모태펀드 출자액) ’14년 3,740억 원 → ’20년 12,160억 원 (225%↑)
18) GDP 대비 벤처투자 규모(%): (우리나라) 0.042(’10년) → 0.164(’19년), (OECD) 0.043→0.080

디지털 혁신과 우리나라의 생산성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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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벤처캐피탈의 투자기간(5-7년)

〈그림 22〉 벤처캐피털 회수경로별 비중1)

과 창업이후 기업공개(IPO)까지 소요되는 기

A. 우리나라2)
M&A
4%

간(10년 이상) 간 격차가 큰 미스매칭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IPO를 통한 투자금 회수가 용
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19). 따라서 M&A나

IPO(상장)
26%

세컨더리(Secondary) 펀드20) 등 중간회수 수

장외매각
및 상환
70%

단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M&A를
통한 벤처캐피탈 투자자금 회수가 40%대에
이르는 미국·유럽 시장과 달리, 우리나라는
M&A를 통한 투자자금 회수 비중이 2008-

B. 미국

18년 기준 평균 4%에 불과하는 등 투자자

Buy-out
5%

금 회수시장이 취약한 상황이다(<그림 22>
참고).
취약한 투자 회수시장 구조하에서 투자자들
은 투자 안정성에 상대적으로 민감해지고 민간

M&A
44%

IPO(상장)
51%

자본의 시장진입 유인이 약화되면서 투자-성
장-회수로 이어지는 벤처투자 생태계의 선순
환을 제약하게 된다. 시장에 진입한 투자자들

C. 유럽

도 투자회수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기업에

Buy-out
4%

원리금상환 부담을 전가하게 되는 상환전환우
선주(RCPS)21) 투자를 선호하는 등 보수적 투
자 행태를 보이게 된다.

M&A
42%

IPO(상장)
54%

주: 1) 우리나라는 2008-18년, 미국은 2010-20년, 유럽 2014-18년 평균
치임
2) 프로젝트 회수 및 기타 항목은 제외
자료: (우리나라, 유럽) 금융연구원(2019)
(미국) Venture Monitor ’21.1/4분기 자료(PitchBook&NVCA)

19) 실제로 IPO를 통한 투자금 회수 비중은 미국과 유럽이 각각 51%(’10-’20년), 54%(’14-’18년)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6%(’08-’18년)에 그친다.
20)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벤처캐피털이나 엔젤이 기보유한 주식(구주)이나 지분을 매입하는 펀드를 말한다.
21) IPO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상환권을 행사해 만기 도래 시 원금 상환 요청을 할 수 있고, 또한 IPO를 통해 보통주의 가치가 확정될 경우 전환권을 행사해
보통주로 전환하여 자금 회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주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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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책적 시사점

〈그림 23〉 글로벌기업 시가총액
9,000

(억 달러)
자동차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 전환은 더욱 가
속화될 전망이다22). 소비자·생산자 등 경제
주체들의 기술 수용도가 빠르게 개선되고 ICT
기업이 산업 간 경계를 넘어 이종 산업에 공격
적으로 진출하면서 시장의 역동성이 촉진될 것
이다. ICT기술을 기반으로 한 빅테크 기업들

금 융

반도체

7689
6,000

3,000

테슬라

2312

3112
도요타
2144

757
0

BoA

페이팔
1269

2861

인텔
2568

2783

엔비디아
3373

2112
1431

’19년말 ’21년1월 ’19년말 ’21년1월 ’19년말 ’21년1월

자료: NYSE, NASDAQ

이 기존 선도업체들을 빠르게 추격하여 시장을
선점하는 디지털 파괴(digital disruption)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의

현상이 심화되면서, 2021년 글로벌 상위 10

ICT인프라와 기술수용성, 혁신역량에도 불구

대 기업 중 8곳이 빅테크 기업으로 나타나는

하고, 투자 및 산업구조가 여전히 기존 유형경

것이 이를 반증한다(<표 8> 및 <그림 23> 참

제 프레임에 의존하고 있어 기술혁신의 생산성

고). 또한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할

개선 효과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디지

목적으로 정부의 대규모 디지털 인프라 관련

털 전환 가속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기술혁신과

현재의 ICT산업 및 투자 구조를 디지털 혁신

경제구조 전환 간 속도차가 크게 줄어들면서

에 적합한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기업들이 디지

디지털 전환이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

털 전환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로 판단된다.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 ICT분야의 경쟁력을 확충
1)2)

〈표 8〉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하기 위해 ICT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

순위

기업명

업종

시에, ICT 신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간 ICT융

1

애플

휴대폰, 컴퓨터

합을 촉진하는 정책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겠

2

사우디아람코

원자재

3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

4

아마존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기존의 높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

5

알파벳(구글)

인터넷, SNS

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6

페이스북

SNS

7

텐센트

인터넷, 게임, SNS

8

테슬라

전기차, 청정에너지

기 위해 규제를 기술변화에 맞도록 합리화함으
로써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는 환

9

알리바바

전자상거래

10

버크셔해서웨이

기업집단 지주회사

다. ICT제조업은 혁신역량 강화·수출다변화

취약한 ICT서비스의 기술개발 유인을 제고하

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23).

주: 1) 2021.4.5 기준
2) 음영은 ICT 관련 빅테크기업

22) 역사를

통해 살펴보면, 본격적인 기술확산 및 적용에 필요한 새로운 학습, 문화, 일하는 방식 등 제도적 혁신(institutional innovation)은 점진적 변
화보다는 위기 등의 외부 충격을 통해 촉발되어 왔다.
23) 정부는

이를 위해 2019년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을 발효하여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 중이다. 동 제도를 통해 ICT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출시 시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함으로써 혁신기업들의 원활한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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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리스크가 높지만 혁신적이고 신규시장

되는 만큼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혁신

을 형성할 잠재성이 높은 창의적이고 도전적

금융의 재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을

인 혁신 기술의 경우 정부 주도로 지원·개발

강화해야 한다. 또한 기술금융의 취지대로 우

하여 초기 시장형성에 도움을 주고 민간에서

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자금공급이 확대

ICT 융합 성공사례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미

될 수 있도록 벤처투자·투자펀드 등 직접금융

국 국방부 산하 조직인 DARPA(방위고등연구

을 확대하고, M&A·IPO 등을 통한 회수시장

계획국)의 경우 파급력 높은 혁신기술 개발 및

활성화를 통해 민간 주도 기술금융 생태계를

투자에 국가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인터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넷(ARPANet), GPS, 스텔스 기술, 구글 스
트릿뷰(Aspen Movie Map), 음성인식기술
(Siri) 등의 신기술을 개발하여 상용화하였음
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이효은, 2018).
둘째, 무형투자의 절대적 규모를 확대하고,
기술혁신과 비기술혁신에 대한 균형 잡힌 무형
투자를 통해 무형자산 간, ICT와 무형자산 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 무형투자가 상
대적으로 부진한 금융보험업·전문과학기술서
비스 등 고생산성 서비스부문의 무형투자를 확
대함으로써 경제전반의 무형투자의 절대적 규
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R&D 등 혁신
형 무형자산에 편중되어 있는 무형투자 구조를
전환하여 인적·조직 자본 등 다양한 형태의
무형투자를 촉진함으로써 무형자산 간 시너지
효과를 통해 혁신의 파급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형자산에 기반한 혁신형 기
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을 강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자본시장에 근간
한 민간주도 기술금융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고위험 유망산
업에 대한 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24)

24)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벤처 투자자들은 소위 메가급 거래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신규 자금을 광범위한 스타트업들에 제공하는 대신 선택된 일부 대기
업의 육성에 투자하고 있음이 확인된다(Global Innovation Index,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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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글로벌 혁신지수의 내용
우리나라 글로벌 혁신지수 순위(2020)
항목

순위

제도

29

항목

순위

기업 고도화

7

정치

24

지식노동자

2

규제

52

혁신 연계

16

기업환경

10

인적자본 및 연구

1

지식 흡수도
지식&기술 산출

8
11

교육

28

지식 생성

7

대학교육

16

지식 강도

27

R&D

1

지식 확산

15

인프라

14

창의적 산출

14

ICT인프라

2

무형자산

2

기간인프라

10

창의적 재화 및 서비스

19

친환경

49

온라인 활동

37

시장 고도화

11

신용

10

투자

42

규모

12

자료: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Global Innovation Index

소득그룹별 글로벌 혁신지수 상위 10위국1)
순위

상위소득 국가
(총 49개국)

상위중간소득 국가
(총 37개국)

하위중간소득 국가
(총 29개국)

하위소득 국가
(총 16개국)

1

스위스(1)

중국(14)

베트남(42)

탄자니아(88)
르완다(91)

2

스웨덴(2)

말레이시아(33)

우크라이나(45)

3

미국(3)

불가리아(37)

인도(48)

네팔(95)

4

영국(4)

태국(44)

필리핀(50)

타지키스탄(109)

5

네덜란드(5)

루마니아(46)

몽고(58)

말라위(111)

6

덴마크(6)

러시아(47)

몰도바(59)

우간다(114)

7

핀란드(7)

몬테네그로(49)

튀니지(65)

마다가스카르(115)

8

싱가포르(8)

터키(51)

모로코(75)

부르키나파소(118)

9

독일(9)

모리셔스(52)

인도네시아(85)

말리(123)

10

우리나라(10)

세르비아(53)

케냐(86)

모잠비크(124)

주: 1) 괄호내 숫자는 순위를 나타냄
자료: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Global Innovatio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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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생산성 역설의 요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
생산성 역설에 대한 논쟁은 IT붐이 확산된 ‘90년대 후반 이후 생산성이 개선되고 신경
제가 도래하면서 잠시 약화되었으나, 빅데이터·클라우드·IoT 등 新정보기술의 발
달이 빠르게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초반 이후 다시 장기침체가 이어지고 생
산성 개선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학계의 치열한 논쟁을 재촉발

디지털 기술의 성장잠재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효과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 학
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

① 혁신과 생산성 효과 간 시차가 존재한다는 견해
최근까지는 정보통신기술 관련 기반이 구축되는 단계(Installation Phase)로, 빠른
기술적 성숙도에 비해 사회제도적 혁신은 느린 속도로 진행되면서 기술혁신의 생산성
개선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조만간 기술 확산을 통한 경제성장의 선순환이 현
실화되는 후반기(Deployment Phase)가 전개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Brynjolfsson
and McAfee, 2014; van Ark, 2016; Branstetter and Sichel, 2017;
Brynjolfsson 외, 2021)

디지털기술 확산 단계

단계

진행내용

Installation Phase
(과거)
·창조적 파괴
·새로운 시장의 등장
·신패러다임에 대한 기존세력의 저항
· Supply Push

Frenzy Period
(현재)

구조전환에 따른
위기(crisis) 도래
가능성

Deployment Phase
(가까운 미래)
· 창조적 건설
· 새로운 시장의 확대
· 수용성의 확산
· Demand Pull

자료: Perez(2002)

○ 경제주체의 기술수용성이 충분히 높아지고 조직재편, 인적자본 확충 등을 통해 경
제산업구조가 바뀌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기술 확산과 본격적 생산성
개선 사이에는 시차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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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컴퓨터, AI 등의 범용기술이 본격적인 생산성 증가 및 경제성장으로 이어
지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에 기반한 조직 내부의 저항을 해소해야 함
- 신기술이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더라도 과거의 익숙한 기술을 활용
하고자 하는 강한 관성이 작용하여 신기술 도입 속도가 느려짐
■ 또한 새로운 범용기술 도입 초기에는 기술시스템과 사회시스템(institution)의
격차가 확대되며 이를 보완할 제도적 혁신을 위한 투자와 시간이 필요*(Perez,
2002)
* 예를 들어, 집적회로가 발명된 이후 기업의 비주거용 설비자본에서 컴퓨터의 비중이 5%를 넘어서는 데
30년이 소요

- Brynjolfsson 교수는 기업이 ICT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투자의 10배에 가까운 인적·조직자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Brynjolfsson 외, 2003)

② 생산성 측정에 통계적 오류가 존재한다는 견해
디지털 재화에 대한 명목GDP의 과소측정과 가격지수의 과대측정 등 통계측정의 오류
(measurement error)로 인해 실질GDP와 생산성이 과소평가되나, 측정되지 않는
많은 편익을 고려할 경우 실제 생산성 수준은 결코 낮지 않다는 견해
○ 다수의

연구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재화와 서비스로 인해 디지털 경제 규모를 정확하
게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Nakamura 외, 2017; Brynjolfsson 외,
2018; Moulton, 2018; Watanabe 외, 2018)
○ 디지털

혁신에 의해 재화가격이 하락하거나 무료 재화의 비중이 높아질 경우 경제가
양적·질적 측면 모두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통계로 집계된 국내총생산에는 반영되
지 않는(under-estimation) 상황이 발생
■ 반도체

등 전자부품의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개선되면서 디지털기기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지만 이러한 가격 변화가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국
내총생산이 과소 추산
- OECD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 중 디지털화에 따른 품질개선, 새로운 형
태의 디지털 재화 및 서비스, 구성의 다양성 개선 등과 연관된 측정오류가
-0.6%p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OECD,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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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로 인한 실제 소비자물가(CPI) 하락분1)

IT 및 비IT 생산자물가지수
300

(2015=100)

영향의
유형

IT

200

비IT

100

품질
조정

0
95

00

05

10

15

18

대체
상품
구성의
다양성
총효과

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측정오류 2015
(%)
가중치
(A)
(B)

영향의 강도

大
(통신서비스 외)
大
(통신서비스)
小
大
小
-

CPI 중
측정오류
기여도
(%p)
(A)×(B)

5

0.99

-0.05

10

2.38

-0.24

2
5
1

6.16
0.98
6.06

-0.12
-0.05
-0.06

0.3

15.55

-0.05

32.12

-0.57

주: 1) 2015년 자료 기준, 34개 OECD 회원국의 단순평균치
자료: OECD(2019)

■ 인터넷 보급률이 높아지고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가 일상화되면서 다양한 무료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으나 현재의 경제통계 집계방식은 가격이 0인 디지털 재화
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움
- 유료재화가 무료로 전환될 경우, 통계로 측정되지 않는 소비자후생은 증가하
는 반면, GDP 측정치는 오히려 감소*
* Brynjolfsson

외(2019)에 따르면, 무료 서비스인 Facebook 이용에 따른 소비자 후생증가의 경
제적 가치를 GDP에 포함할 경우 미국의 경제성장률(‘04년 이후)이 연평균 0.05~0.11%p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남

유료재화의 무료전환 시 GDP와 소비자후생의 변화
<유료재화인 경우>

<무료재화로 전환시>

물가
(P)

물가
(P)
수요곡선

장기
시장공급곡선

A
P1

B

측정되지 않는 소비자후생:
B+C만큼 증가

C

Y1

Y2

생산량 Y
(실질GDP)

자료: Brynjolfsson and Collis(2020)를 적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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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GDP)로 측정되는 부분:
B만큼 감소

P2=0

Y2

생산량 Y
(실질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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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통계적 측정오차는 비단 기술혁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지속
되어 왔던 문제로, 통계적 측정오차가 최근의 장기적 생산성 둔화 추세의 주요요인
이라고 보기는 어려움(Syverson, 2017)
■ 측정오류

가설을 받아들일 경우, ICT산업 비중에 따라 국가별로 생산성 둔화 여
부가 달라져야 하는데, 2000년대 생산성 둔화는 다수의 국가들에서 비슷한 시
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남
■ 미국의

경우 ’04년 이후 생산성 둔화로 인해 줄어든 GDP(3조 달러)를 무료 재화
등장에 따른 명목GDP 과소추정 관점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ICT산업의 소비자
잉여가 현재보다 5배 이상 커야 하는 바, 이러한 해석에는 무리가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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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무형자산의 정의 및 형태
(무형자산의 정의) 무형자산이란 건물, 기계 등 유형자산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식,
소프트웨어, 브랜드, 인적자본 등 비물리적인 성격의 자산을 의미
(무형자산의 형태) 경제학적 관점에서 무형자산은 전산화된 정보, 제품관련 기술혁신,
비기술혁신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Corrado 외, 2005)
① [전산화된 정보(Computerized Information)] 컴퓨터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해 그것을 장기적으로 유용하게 만드는 일련의 모든 과정
에 의해 축적된 지식자산을 포괄
② [제품관련 기술혁신(Innovative Property)] 과학·지식기반 R&D, 과학·기술에
직접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 공정개선, 디자인 및 창작물 등과
관련된 혁신 프로세스 등에 의해 구축된 재산권을 의미
③ [비기술혁신(Economic Competencies)] 광고 등을 통해 축적된 브랜드 가치, 교
육 등에 의해 구축된 인적자본, 전략 계획과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기업 생산성 제
고를 위해 조직자본에 내장된 지식 등이 해당
무형자산의 형태1)
광의의 범주

형태

전산화된 정보

소프트웨어

(Computerized
Information)

데이터베이스
과학 및 공학 R&D

제품관련

광물 탐사

기술혁신

엔터테인먼트 및

(Innovative

예술품 원작 창작

Property)

디자인 및 기타
제품개발
브랜드

비기술혁신
(Economic

인적자본

Competencies)
조직자본

투자 항목
소프트웨어 구매 및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지출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지 관련 지출
특허나 라이센스로 이어지는 신상품 및 신규 생산공정 구축을 위한 지출
신규 매장지 확보를 위한 지출
저작권 또는 라이센스와 직접 연관되는 창작물 개발에 대한 지출
특허나 저작권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상품 개발, 디자인, 연구
지출
브랜드 개발, 가치 증진을 위한 광고 지출 및 시장조사 지출
직장 내 훈련(on-the-job training) 및 업무와 연관된 재교육 비용 등
인적자본 확충을 위한 지출
내부 프로세스, 지식, 경영전략 등 조직구조 개선을 위해 투입된 지출

주: 1) 음영으로 처리된 항목은 현재 국민계정 체계상 지식재산생산물(무형자산)에 편입되지 않은 항목임
자료: Corrado 외(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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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ICT산업 분류
ICT 산업에 대한 정의는 통계청, 미국 BEA, OECD 등 기관마다 상이하나 OECD의
분류체계가 가장 폭넓게 인용되고 있음(OECD, 2007).

OECD의 ICT산업 분류(OECD, 2007)
ICT 제조업
2160

Manufacture of electronic components and boards

2620

Manufacture of computers and peripheral equipment

2630

Manufacture of communication equipment

2640

Manufacture of consumer electronics

2680

Manufacture of magnetic and optical media
ICT 도소매업

4651

Wholesale of computers, computer peripheral equipment and software

4652

Wholesale of electronic and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and parts
ICT 서비스업

5820

61

Software publishing

Telecommunications

Computer programming,
62

consultancy and

6110

Wired telecommunications activities

6120

Wireless telecommunications activities

6130

Satellite telecommunications activities

6190

Other telecommunications activities

6201

Computer programming activities

6202

related activities
6209

631

951

Data processing, hosting and
related activities; web portals

Repair of computers and
communication equipment

6311
6312
9511
9512

Computer consultancy and computer
facilities management activities
Other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mputer service activities
Data processing, hosting and related
activities
Web portals
Repair of computers and peripheral
equipment
Repair of communication equipment

주: 1) 숫자는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rev.4)의 산업분류 코드를 의미
자료: OECD(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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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OECD의 ICT산업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매칭하면 다음과 같음(정보통신
정책연구원, 2016)
ICT산업 분류
산업대분류

산업 중분류

산업 소분류1)

부품제조업

반도체 제조업(261),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업(2621),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2629),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266)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통신 및 방송기기 제조업

유선통신장비 제조업(2641), 방송 및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2642)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텔레비전 제조업(26511),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26519), 오디오 스피커 및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2652)

ICT제조업

ICT서비스업

컴퓨터 제조업(2631),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업(2632)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제조업

의료(271) 측정, 제어(272), 일차전지 및 축전지(282),
절연선 및 케이블(283), 전구 및 조명장치(284), 가정용 기기
(285),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289)

통신서비스업

유선통신업(6121), 무선통신업(6122), 위성통신업(6123),
통신 재판매업(6129)

방송서비스업

라디오방송업(601), 지상파방송업(6021), 유선방송업
(60222), 위성방송업(60229), 프로그램공급업(PP)(60221),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591)

정보서비스

정보인프라서비스(자료처리업(63111), 호스팅 및 관련서비스
업(63112)), 정보매개서비스(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
비스업(6312)), 정보제공서비스업(인터넷 정보제공서비스업
(63991), 기타 정보제공서비스업(63991))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제공업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 게임 소프
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1), 컴퓨터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02), 기타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6209)

주: 1) 괄호 내 숫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분류 코드를 의미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6)

한편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상 ICT산업 포괄범위는 다음과 같음
한국은행 ICT산업 분류
구분

포괄범위

ICT제조업

개별소자, 전자집적회로,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기타 전자표시장치,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컴퓨터, 컴퓨터 기억장치 및 주변기기, 유선통신장비, 이동전화기,
기타 무선장비 및 방송장비, TV, 영상기기, 오디오 및 음향기기 등

ICT서비스업

유선통신, 무선통신, 라디오 및 지상파 TV 방송,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 정보서비스,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컴퓨터관리, 운영관련 서비스 등

자료: 한국은행(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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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기술금융(Innovation Financing)의 정의 및 형태
디지털 혁신을 기반으로 한 신사업 창출 등 혁신성장이 강조되면서 무형자산을 바탕으
로 시장에 진입하는 혁신형 창업(start-up)·중소벤처기업 등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
원하기 위한 혁신 친화적 금융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혁신

친화적 금융시장은 고위험·고수익 기업의 혁신자산 창출을 지원하고 기업의
성장단계별 필요한 맞춤형 금융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혁신기업의 성장을 뒷받침
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신종원, 2020)

(기술금융의 정의) 무형자산을 담보로 인정하지 않는 기존 금융 관행과 차별화하여, 기
술력·시장성·사업성 측면에서 기술 가치평가를 통하여 혁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갖춘
기업의 R&D, 창업, 사업화 등 이들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소요되는 금융자원을 공급
하는 시스템을 의미(김광희, 2008)

(기술금융의 중요성) 기술금융은 내재적 특성으로 인해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
지 못해 사회적 최적수준(social optimum)보다 과소공급되는 대표적인 시장실패 영
역(정요셉, 2014)

① [정보의 비대칭성] 기술평가의 어려움과 기술금융 수요자-공급자 간 정보의 차이
로 인해 역선택과 대리인 문제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로
인해 무형자산의 비중이 높고 실적이 부족한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짐

② [불확실성] R&D, 창업, 제품화 및 판매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기업이 창출할 미래
현금흐름이나 신기술, 신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음

③ [투자자금의 낮은 유동성] 기술과 같은 무형자산은 기업의 특정 수요(needs)에 특
화됨에 따라 객관적 시장가격 평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격평가 및 수요자 파
악이 어려워 투자 실행 후 번복하더라도 투자비용 회수가 어려워 유동성이 매우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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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규모 초기비용] 기술 등 무형자산은 소모성이 낮아 저비용으로 재사용이 가능하
다는 점에서 생산의 한계비용이 매우 낮은 대신, R&D 및 기술사업화 등을 위해 상
당한 수준의 시간과 초기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함

(기술금융 지원 단계) 혁신형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기술금융은 자금조달 곡선을
따라 단계적으로* 지속적인 투자유치와 성장을 거듭한 후, M&A·IPO 등 회수시장을
거쳐 엑시트(투자금 회수)하는 투자 → 성장 → 회수 → 재투자 과정을 거침
*1단계: (시드 단계) 창업 직후의 단계로, 상업적 활동 능력이 미숙하며 사업화를 위한 추가적 연구개발이 필요
2단계: (초기 단계) 제품이 개발 중이고, 마케팅, 제조, 판매 활동을 구성
3단계: (확장 단계) 규모가 확장되고 기존 제품의 시장을 확대하며 제품·서비스의 개선을 탐색
4단계: (후기 단계) 대규모로 생산과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개선제품을 개발하는 단계로 IPO나 M&A 직전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Cycle
매
출
or
수
익

엔젤투자,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VC), M&A,
전략적 제휴
초기 단계

후기 단계
메자닌 단계

Series C

주식
공개
상장
(IPO)

공개시장
(Public
Market)

Series B
시드(Seed) 단계

Series A

죽음의 계곡

시간

(기술금융의 형태)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에 따라 대출·보증 등 은행과 보증기관을 통
한 간접금융과 주식·회사채 등 자본시장을 통한 투자 형태의 직접금융으로 구분되
며, 공급 주체에 따라서는 민간과 공공부문으로 구분

① [간접금융] 기업의 재무정보 등을 기초로 은행 혹은 보증기관이 기업의 채무상환 능
력을 평가한 후, 이를 바탕으로 대출 형태로 자급을 공급하는 형태이며, 기술보증
의 경우 기술보증기금, 대출의 경우 민간 시중은행이 제공하는 기술신용대출*이
대표적
* 기술신용대출이란 은행이 자체 평가부서나 기술신용평가 기관(TCB, Tech Credit Bureau)으로부터 해당 기업
에 대한 기술평가를 의뢰, 그 결과를 여신심사에 반영하여 이루어지는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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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접금융]

기업의 기술이나 자산 등이 창출하는 미래 수익에 기초하여 경쟁력 있는
기술 및 기업을 발굴하여 주식이나 채권 형태로 직접 투자하는 행위이며, 민간 벤
처캐피탈의 벤처투자 및 공공부문의 모태펀드를 통한 투자 형태를 포함

③ [민간금융]

은행 대출 혹은 벤처캐피털 등이 공급하는 투자 형태의 자금공급

④ [정책금융]

기술보증기금의 출연을 통한 기술평가보증의 공급과 모태펀드 출자를
통한 벤처투자조합 결성 지원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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