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 무형자본과 경제성장*
이 상 호**1)
본고에서는 지식기반 무형자본을 생산요소로 간주하는 성장원천모형을 설정하고 분석
기간을 ‘1981～1994년’과 ‘1995～2006년’으로 나누어 요인별 성장 기여도 변화를 살펴보았
다. 그 결과 유형자본, 노동 등 양적투입의 기여도가 낮아진 것과는 달리 무형자본의 성
장기여도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무형자본 중에서는 R&D와 소프트웨어 투자가 가장
중요한 성장원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양적 생산요소와 총요소생산성의 노동생산성
향상 기여도가 낮아졌지만 무형자본의 기여도는 높아졌다. 생산성 증가율 자체가 낮아진
가운데 무형자본의 기여도가 높아진 것이므로 저성장에 따른 생산성 하락폭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무형자본 투자 증대는 생산성 하락폭 확대를 저지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
로 판단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먼저 R&D, 소프트웨어 등 무
형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는 유형자본의 투자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위축을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설비투자 증가세가 80년대 이전 수준에 크게 미
치지 못하고 있지만 생산성 향상 또는 성장동력 확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무형자본 투
자가 크게 늘어날 경우 경제성장이 과도하게 정체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국민경제에서
무형자본 투자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무형자본재를 많이 이용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적극 육
성해야 한다.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이들 산업에서의 무형자본 축적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
재력 확충을 위한 긴요한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무형자본의 축적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장 기여효과는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장전략이 요소투입에 의한 양적성장에서 생산성 향상에 기반한 질적성
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된 시기가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
이다.

핵심주제어: 성장원천(SOG) 모형, 성장회계, 무형자본(스톡), 총요소생산성(MFP),
자본의 사용자비용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O47, D24, E22

Ⅰ. 서 론
기업들이 컴퓨터(하드 및 소프트웨어), 통신기기 등 첨단 정보기술 관련 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본 연구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
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 한국은행 총무국 소속 차장 (현재 감사원 감사연구원 파견중), 전화: (02) 2011-3020, E-mail:
shyi@bok.or.kr
*

무형 장비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생산과정의 효율화
나 비용 절감, 즉 생산성의 향상을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IT의 발전과 이용
확대는 정보통신 관련산업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함으
로써 국가 전체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보다 높은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런데 1980년대말 미국을 중심으로 GDP, 산업생산 등 성장관련 거시지표를
통해 이러한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된 적이 있다. Solow(1987)는
컴퓨터시대의 도래를 어디서든지 볼 수 있지만 경제지표를 통해서는 이를 확인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기기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지만 1990년대 중반까지 생산성 증가가 1960
년대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컴퓨터 및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투자 증가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생산성 증가율이 지속
적으로 둔화되거나 감소하는 현상을 ‘생산성 역설’(productivity paradox)이라 부
르게 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이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Allen(1997), David(1999), Gordon(1999) 등을 참조)
1990년대 중반 이후, IT혁명의 효과가 생산성지표 상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미국에 있어 이 시기의 생산성 향상은 IT자본투자와 관련이 있는데 많은 연구
자들이 IT자본 투자의 산출 또는 생산성 증대 효과를 보고하였다. (Hitt and
Brynjonlfsson(1996), Oliner and Sichel(2000 및 2002), Jorgenson and Stiroh
(2000), Jorgenson(2001), Jorgenson, Ho, and Stiroh(2002) 등 참조) IT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와 관련하여 일부 낙관론자들은 기존의 생산성 통계에 대해 불
신감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였다. 이들은 기존의 생산성 통계가 IT혁명이 가져
다준 변화를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 통계를 이용한 생산성 측정
은 정보화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1) 현재 미국의 국내총
생산(GDP) 편제기준인 ｢국민소득 및 생산계정(NIPAs: National Income and
Production Accounts)｣에서는 1999년부터 컴퓨터소프트웨어(S/W)에 대한 지출
을 자본형성을 위한 투자지출로 계상하고 있지만 여타 무형 생산요소에 대한 지
출은 중간투입(소비)으로 처리하고 있다.
1) 이러한 이유로 2000년대 들어 UN,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통계작성 기준을 개정하기 위
한 논의가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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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거시경제지표나 생산성지표가 IT 혁명의 성과
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통계
및 방법에 의한 생산성 측정은 실제 정보화의 효과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
다.2) 물론 우리나라 국민계정에서도 다른 국가들처럼 컴퓨터 S/W 등 일부 무
형자산에 대한 지출을 고정자산투자, 즉 총고정자본형성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여타의 무형자산은 현재 통계 편제상 고려되지 않고 있다.3)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R&D, 인적자본 등 무형자산(자본)4)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무형자본 중에서
도 R&D와 관련된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기존의 연구들은
다양한 무형자본의 경제적 효과를 간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이
러한 문제의식 하에 무형자본에 대한 지출을 투자로 인식하고 독자적인 자료
구축(유형별 무형자산 투자․스톡 추정)과 분석방법(성장회계의 확장)을 통해
무형자본 투자가 경제성장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분석한다는 점, 그리고 성
장회계 분석시 조정된 통계(GDP, 요소소득분배율 등)를 사용한다는 점 등의
면에서 기존의 국내 연구들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Ⅱ장에서는 무형투자의 의의를 논하고 유
형별 무형자본 투자와 스톡을 측정한다. 그리고 Ⅲ장에서는 국내외 선행연구를
개관한 다음 무형자본재가 생산요소로서 신고전학파(neoclassical)의 성장원천
모형(sources-of-growth model)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론적으로 알아보고 이
를 이용하여 본고의 분석도구인 성장회계식(growth accounting framework)을
설정함으로써 무형투자의 경제성장 및 생산성과의 관계를 규명한다. 마지막으
로 Ⅳ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2) Corrado, Hulten, and Sichel(2006)은 미국의 경우 공식지표나 연구결과들이 생산성 향상을 증거
하고 있지만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
히 남아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3)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미국과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즉, 국민소득통계 편제시 국제기준
인 1993SNA를 따르는 것과 관련이 있다.
4) 본고에서 무형자산
과 무형자본
용어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
였으며 각각 대응하여 지적자산
과 지식자본
이
라 부르기도 한다
(intangible assets)

,

(intangible capital)

(intellectual property produc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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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ectual capital)

Ⅱ. 무형투자 및 무형자본스톡의 측정
1. 무형투자의 의의

1950년대 초반까지 경제의 성장과 발전은 주로 물적자본(physical capital)의
축적에 기인한다는 견해가 널리 받아들여졌다. 시장의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경쟁이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와 특화(specialization)를 바탕으로 해
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시기에 경제전문가나 정책당국의 관심은 주로 물적
자본의 축적을 통해 성장률을 높이는 데에 있었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 이
후 물적자본의 축적만으로는 국가간 경제성과 차이, 선진국간 성장률 격차 현
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당시 생산성 향상 또는 경제성과의 상당
부분이 자본이나 노동 같은 양적 투입요소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다.(Kendrick(1956), Denison(1962 및 1967), Jorgenson and
Griliches(1967)) 이들 연구의 공통적인 결론은 노동이나 자본의 투입 이외에
R&D, 교육 및 기술에 대한 투자, 그리고 지식의 습득 및 확산 등 이른바 ‘잔
차요인(residual factors)’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다.
기업이나 국가들이 직면하는 시장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속도로 확대되지
않으며 그 결과 물적자본 축적을 통한 ‘규모의 경제’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
지한다는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최근 기업들은 규모의 경제
에 의한 경쟁력 확보, 나아가 물적․지적자본, R&D 투자 등 다양한 생산요소
투입의 유연성(flexibility) 제고를 통한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를
달성함으로써 시장점유율을 높이고자 한다.(Ducharme(1998))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경제성장의 원인을 설명하고, 보다 본질적으로는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은 ‘덜 유형적인 형태(less tangible forms)’의
자본축적, 예를 들면 R&D, 교육훈련, 조직구조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투자
를 늘리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중반 들어 유형투자(tangible
investment)를 보완하는 개념으로서 ‘무형투자(intangible investment)’라는 말
이 나오게 되었다.5)
5) 물론, 이전부터 물적자본 축적이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요소가 아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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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별 무형투자 및 무형자본스톡의 측정

우리나라 국민계정에서는 컴퓨터소프트웨어(이하, ‘소프트웨어’) 및 광물탐사
에 대한 지출을 무형고정자산투자로서 이미 총고정자본형성 통계에 포함시키
고 있다. 본절에서는 소프트웨어(광물탐사 포함), R&D, 기술도입 등을 무형자
산으로 정의하고 현재 우리나라 통계 여건에서 수집 가능한 기초자료를 이용
하여 무형자산 투자(플로우)와 스톡 규모를 측정하고자 한다.

(1) 측정방법론
가. 소프트웨어 구입 및 개발비
우리나라는 2004년 12월 국민계정 기준년(2000) 개편시 소프트웨어(데이타베
이스 포함)와 광물탐사 지출액을 무형고정자산투자(플로우)로서 자본형성 구성
요소로 계상하기 시작하였다. 동 플로우 통계는 1970년까지 소급하여 생성되었
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를 별도로 추정하지 않았다.
소프트웨어의 스톡은 자본축적방정식,         를 이용해 측정
하였다6). 무형투자의 플로우를 나타내는  항에 적용되는 시차(time lag)는
2년7)을 부여하였으며 감가상각률은 Corrado et al.(2006) 등을 따라 33%를 적
 





 

 

견해가 있었다. 경제성장 요인과 관련하여 인적자원을 중시하는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과 기술진보를 중시하는 ‘기술변화이론(Technical Change Theory)’이 그 것이다.
6) 일반적으로 무형자본의 스톡 추정도 유형자본스톡의 추정과 유사하게 이루어진다. 즉 기존 무형자
본스톡(초기치)에 해마다 무형자본형성(투자)을 더하고 감가상각을 차감하여 구한다.
한편, 자본축적방정식을 이용해 소프트웨어의 스톡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첫해의 소
프트웨어 스톡을 알아야 한다.  기의 스톡(  )을 이미 오래전부터 매년 새롭게 형성된 투자( )
의 누적합으로 정의하면 스톡축적식은 다음과 같이 변형된다.




∞

 

    




                 ⋯

투자가 매년 일정비율(  )로 증가한다면 위식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


                     ⋯
      

따라서 기준이 되는 첫해의 소프트웨어 스톡(  )은 아래 산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7) 소프트웨어는 구입소프트웨어와 자가계정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이미 개발된
것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성과가 나타나는 데 긴 시차가 나지 않지만 자가계정 소프트웨어는 투자
의 실행 이후 효과가 발휘되기 까지 일정한 시차가 존재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들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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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8)

나. 연구개발 (R&D) 지출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연구개발 활동조사보고서｣ 자
료를 이용하여 추산하였다. 비용접근법(cost approach method)9)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관련 인건비, 기타경상비, 기계장치, 토지․건물 등의 비목별 연구개발
비 총액을 연구개발 투자액으로 간주할 수 있다.10) 그러나 연구개발 관련 기
계장치, 토지․건물 등과 같은 자본적 지출은 유형의 고정투자로 국민소득통계
에 이미 계상되고 있다. 또한 인건비도 부가가치(value added) 구성항목인 피
용자보수(compensation of employees)로 국민소득통계에 이미 계상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연구개발비 총액 중에서 중간투입(소비)으로 처리되고
있는 기타경상비11) 항목만을 무형자산투자로 간주하였다. 투자로 계상하는 과
정에서 국민소득통계의 투자 개념에 부합되게 고정자본소모(consumption of
fixed capital)12)를 추정하여 R&D투자금액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R&D투자의
실질금액은 기업내연구개발 산출액13)의 디플레이터(deflator)로 명목금액을 나
찬가지로 2년의 시차를 일괄해서 적용하였다.(Pakes and Schankerman(1984), 조윤애(1994))
8) 이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국제기준에 따라 표준화된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9) 통상 총고정자본형성은 고정자산의 취득가격(시장산출물)이나 생산비용(비시장산출물)으로 평가
한다. 연구개발(R&D) 산출물은 다른 제도단위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보다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구개발투자는 주로 비용접근법으로 측정하게 된다. 자기자신이 사용(자가계
정)하기 위해 생산된 고정자산의 경우 미래소득의 현재가치를 추정하여 측정하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하는 당시에는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미래소득을 정확하
게 추정해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손원(2005))
10) 연구개발 관련 통계작성을 위한 국제기준인 Frascati Manual에서는 인건비 이외의 경상경비와
함께 기계장치, 토지․건물 등 자본적 지출도 연구개발비 지출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국민계정 기준의 연구개발투자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적 지출은 연구개발투자에서 제외하
고 대신 해당 자본적 지출로 인해 축적된 자본스톡에서 발생하는 고정자본소모(연구개발 산출
물이 시장에서 거래된 경우에는 생산자의 영업잉여도 포함)는 연구개발투자에 포함시켜야 한다.
11)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한 총액중 인건비와 자본적 지출을 제외한 모든 지출(원재료비, 사무
실․실험실용 비품구입비 등)로 총지출액의 45%(2006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12) 기초가격(basic prices)으로 평가한 총부가가치(gross value added)에 대한 고정자본소모 비율
을 계산한 후 이를 기타경상비 금액에 적용하여 고정자본소모를 추정하였다.
13) 현행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에서는 기업들이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지출(투자)하는 비용(경상개발
비)을 파악하여 “기업내연구개발”이라는 의제상품(imputed goods)이 생산된 것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동 상품을 실제로 생산한 산업이 중간소비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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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어 구하였다.
한편 R&D자본스톡도 실질 R&D투자금액에 대하여 자본축적방정식을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14) 연구개발시차는 2년을, 감가상각률은 매년 23%를 가정
하였다.15)

다. 기술도입
기술도입은 국내에서 개발되지 않은 기술을 해외에서 구입한 것으로 해외
R&D라고 할 수 있다. 기술도입액은 과학기술부의 ｢기술무역통계조사｣의 자료
를 이용하였다. 기술도입은 주로 특허권, 상표권 등 공업소유권의 사용, 기술용
역계약의 체결, 기계․설비 등의 수입,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등의 형태로 이루
어진다(김성․장준영(2006)). 기술도입에 대한 고정자본소모 계산 및 실질화
방법은 R&D 투자 금액 추정시와 동일하다.
기술도입의 스톡화도 자본축적방정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16) 스톡 계산
시 적용한 시차는 R&D 자본의 경우보다 1년 짧게 적용하였으며, 감가상각률
은 R&D의 경우보다 5%p 높은 28%를 부여하였다17).
라. 인적자본에 대한 지출
인적자본(human capital)18)에 대한 지출은 교육을 통해 지식을 축적함으
로써 자본의 미래 기대수익률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투자로서의 성격을 갖
14) 소프트웨어 스톡과 마찬가지로 R&D스톡의 초기치(  )는         식을 통해 구
하였다.
15) 이러한 가정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1999)에서 조사한 전산업 평균 연구개발시차 28개월(약
2.3년)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2)에서 조사한 전산업평균 감가상각률 22.78%를 따른 것이다.
16) 첫해의 기술도입 스톡(  )은 소프트웨어 스톡과 마찬가지로         식을 통해
구하였다.
17) 이러한 적용은 기술도입에 대한 시차가 자체 연구개발 시차보다 짧을 것이고 감가상각률도 우
리나라에 도입되는 기술의 대부분이 선진국에서 이미 표준화된 기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 자체 개발된 기술에 비해 높을 것이란 점에서 타당하다고 본다. (조윤애(1994))
18) 현행 국제기준에서 인적자본은 자산(asset)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사람에 대해
소유권(ownership rights)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치평가(valuation)가 쉽지 않
다는 점 때문이다.(OECD, 2006) 다만, 연구 목적상 종종 인적자본(스톡)지수를 추정하여 사용
한 사례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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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지출은 김성․장준영(2006), 하준경(2006) 등을
따라 국민계정상 가계의 교육비지출 통계를 직접 이용하였다.
한편 인적자본의 스톡은 Jorgenson et al.(1994), Ho and Jorgenson
(1999), Bell et al.(2005) 등의 방법을 참고하여 추정하였다. 이용된 통계자료
는 성별․학력별 임금 및 취업자수, 가계의 교육비지출 등이다. 우선, 성
별․학력별 임금소득(   )과 총임금소득(  )을 구한다.




          ×      


 



     


  

여기서,  : 성별․학력별 임금
  : 성별․학력별 취업자수
  ～
  남자, 여자
  중졸이하, 고졸, 초대졸이상
(단, 90년 이후는 초대졸이상을 초대졸과 대졸이상으로 세분)




그리고 성별․학력별 취업자수 증가율( ln   )을 각각의 해당 임금
소득 비중( )으로 가중평균하여 질적 수준을 반영한 가중취업자수 증가율
( ln  )을 계산한다.







 ln  

여기서,





      ln    

    






             

    

다음으로, 아래 산식에 의해 인적자본지수( )를 계산한다.
  
×   ln   , 단,
위 식에서 ln   ln   ln  이며,  ln  는 질적 수준을 반영하여
계산한 가중취업자수 증가율(질적 노동투입증가율)을, ln  는 총취업자수
증가율(양적 노동투입증가율)을 각각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 양자간의 차이인
ln  는 노동의 질(quality) 변화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아래와 같이 인적자본지수에 가계의 교육비지출액을 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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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1980년 교육비지출액이 초기값이 되게 하여 산출한 금액을 인적자본
스톡으로 정의하였다.19)
     ×  

＜표 1 ＞

여기서,

 

가계의 교육비지출 (실질)

무형자본 측정관련 기초자료 및 이용가능 기간

구 분
자료명
작성기관 이용가능기간
소프트웨어  국민계정
한국은행 1970～2006, 연간․분기
R&D 지출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과학기술부 1982～2006, 연간
(기타경상비)
기술도입액  기술무역통계조사
과학기술부 1978～2006, 연간
교육비지출) -한국은행 -1970～2006, 연간․분기
인적자본  국민계정(가계의
임금 및 고용통계(성별․학력별) -노동부 -1980～2006, 연간․분기

(2) 무형자본 투자 및 스톡 추정결과
이상의 무형자본 투자 및 스톡 추정결과를 기간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무형자본 투자를 추정한 결과, 2000년대 들어 소프트웨어 및 R&D 투자
(연평균)는 각각 10.9조원 및 8.8조원으로 1980년대 규모에 비해 각각 14배
및 11.9배 증가하였으며 기술도입 및 인적자본도 각각 6.8배 및 2.1배 늘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무형자본스톡의 경우 2000년대 들어 소프트웨어 및
R&D 스톡의 규모(연평균)는 각각 23.9조원 및 25.6조원으로 1980년대 규모
에 비해 약 23배 및 22배 각각 증가하였다. 그리고 기술도입 및 인적자본도
각각 11.2배 및 3.8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 시간변동에 따른 노동의 질적 변화를 누적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인적자본지수의 움직임과
가계의 교육비지출액을 조합함으로써 인적자본스톡을 생성하는 것이다. 동 방법은 여타 무형
자본스톡 추정시 사용하는 비용접근법을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감가상각률은 고려하
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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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금액, 기간평균)
(단위: 조원)
1980년대 1990년대 2000～2006 C/A C/B
(A)
(B)
(C)
(배) (배)
소프 트 웨 어
0.8
4.6
10.9
14.0 2.4
R
&
D
0.7
4.3
8.8
11.9 2.1
투자 기 술 도 입
0.6
2.0
3.8
6.8 1.9
인적자본
8.6
14.0
18.0
2.1 1.3
소프 트 웨 어
1.1
8.0
23.9
22.8 3.0
1.2
9.6
25.6
21.8 2.7
스톡 R기 술&도 입D
1.0
4.8
11.6
11.2 2.4
인적자본
10.9
26.1
41.6
3.8 1.6
＜표 2 ＞

무형자본 투자 및 스톡 변화 추이

￭
￭
￭
￭
￭
￭
￭
￭

1-1. 소프트웨어
35

1-2. R&D

(조원, 실질)

35
소프트웨어 스톡

30

(조원, 실질)

R&D 스톡

30

R&D 지출

소프트웨어 지출
25

25

20

20

15

15

10

10

5

5
0

0
1980 82

84

86

88

90

92

94

96

98

00

02

04

1980 82

06

84

86

1-3. 기술도입
16

90

92

94

96

98

00

02

04

06

00

02

04

06

1-4. 인적자본

(조원, 실질)

60

(조원, 실질)

기술도입스톡

14

88

인적자본 스톡
50

기술도입액

인적자본 지출

12
40

10

30

8
6

20

4
10

2

0

0
1980 82

84

86

88

90

92

94

＜그림 1＞

96

98

00

02

04

06

1980 82

84

86

88

90

92

94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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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무형자본 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1. 선행연구 개관

(1) 외국 연구
무형자본에 대한 투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R&D 투자와 생산성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적자본과 생산성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먼저, R&D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에 관한 외국의 기존 연구들은 주로 R&D
투자를 노동 및 자본과 더불어 직접적인 생산요소로 보고 Cobb-Douglas 생산함
수의 추정을 통해 R&D투자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다. Clark and Griliches(1984), Mairesse and Griliches(1990),
Wakelin(2001) 등의 연구결과를 보면 분석대상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R&D투자가 1% 증가하면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대체로 0.2%p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Mansfield(1980), Lichtenberg and Siegel(1991) 등은 R&D투
자를 두 가지 유형, 즉 기초연구와 응용․개발연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전
자가 후자보다 생산성 파급효과가 더 크다는 결과를 얻었다. Aghion and
Howitt(1998)는 2개기업 생산모형(two-firm production model)을 설정하여 무형
자산에 대한 지출의 생산성 파급경로를 분석하였다. 기업1의 연구개발 노력이
혁신으로 구현되어 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기업2)에서는 개선된
중간재투입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식축적이 가능해져 생산성 향상이 산업전반
으로 파급됨을 보였다. Jones(1995)는 R&D기반 성장모형(R&D-based Growth
Model)을 설정하고 분석한 결과 연구개발 활동이 지식기반경제에서 장기적인
생산성과 경제성장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였다.
다음으로, 인적자본 투자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외국의 연구들
은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경제성장 이론에서 중요한 생산요소로 간주하
고 있다. Jorgenson et al.(1994), Ho and Jorgenson(1999), Bell et al.(2005)은
인적자본을 측정함에 있어 노동의 양적 투입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교육수준
등 노동의 질(quality)을 중시하고 인적자본의 성장 기여도를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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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하였듯이 무형자본 투자에 관한 기존 논문들은 R&D투자 또는 인적자본
투자의 생산성(성장) 증가 효과와 관련하여 각 요인의 개별적인 효과를 분석하
고 있다. 이와는 달리 Corrado et al.(2006)은 지식기반 무형자본(knowledge
-based intangible capital)을 투자로 분류하고, 통상적인 유형자산(기계장치,
운수장비 등) 투자지출 이외에 무형자산(소프트웨어, R&D 등)에 대한 지출을
투자로 간주하여 성장회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무형자본을 명시적으로 고려
했을 때 유형자본의 성장기여도는 무형자본을 고려하지 않을 때보다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형자본과 유형자본의 성장기여도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형자본을 고려하는 경우 1995～2003년 기간중 미국의 경제성
장은 총요소생산성(기여도 1.08%p)보다는 자본深化(기여도 1.68%p)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Corrado et
al.(2006)은 IT설비 중심의 유형자산투자와 무형자산투자가 미국 경제성장의
중요한 동력이라고 주장하였다.
(2) 국내 연구
우리나라에서도 주로 R&D 지출과 생산성 또는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중심
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인적자본 투자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최근 들
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무형자본이라는 개념을 명시적으로 도입하
고 있지 않다.
우선, R&D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1980년대 말 이후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김적교․조병택(1989), 홍순기 외(1991) 등은 총생산함
수 내에 연구개발스톡을 변수로 추가, 내생화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김영우
외(1991), 신태영․박병무(1999) 등은 기술변화를 거시경제모형 내에 포함시
켜 연구하였다. 김의제(1999)는 패널분석을 통해 R&D와 기술도입을 함께 고
려한 기술자본스톡을 추정하고 동 스톡이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이원기․김봉기(2003)는 R&D 스톡과 기술도입스톡을 추정한 후 각
스톡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를 분석하였다. 조승형․배영수
(2000)는 R&D 활동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기술․조직적 지식의 발전, 생산
요소(노동이나 자본)의 질(quality)의 변화, 경기상황과 인플레이션율 등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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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 변동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생산성 변동요인 분석을
위해 1975～1997년 기간을 대상으로 회귀식을 설정, 통상적인 최소자승법으
로 추정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R&D 스톡 증가율, 재정지출중 교육
비 비중 및 가동률 수준이 높아질수록 생산성이 향상되는 반면 인플레이션율
이 높을수록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태영(2004)은 R&D 자본
스톡과 생산함수를 추정하고 R&D 투자의 성장 기여율을 분석하였다. 그 결
과를 분석대상 전체기간(1981～2002년) 동안의 R&D의 GDP 성장 기여율은
28.1%였다. 1990년대 이후 2002년까지 R&D의 기여율은 28.4%로 1980년대의
기여율 27.6% 보다 높았다.
다음으로, 무형자본의 한 축을 이루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조달호(2002)는 교육으로
인한 평생소득의 변화를 인적자본투자라 정의하고 그 규모를 추정하였는데
2000년 기준으로 약 88조원(GDP의 17%)이며 성장기여율이 13%에 이른다고
주장하였다. 최요철․김은영(2007)은 산업별 인적자본 변화와 이를 반영하는
총노동투입을 추계하고 1985～2005년 기간을 대상으로 산업별 성장회계 분석
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경제 전체로는 여전히 요소투입 의존형 성장을 지
속하고 있으며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인적자본과 연구개발 투자를 동시에 고려한 연구는 이종화 외(2007)에 의
해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인적자본과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적 결합을 통해 보
다 더 큰 경제성장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양자의 결합이 장기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분석하였다. 교육연수와 연구개발 투입의 생
산성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교육연수의 1년 증가는 연구개발
투입의 생산성을 8.4% 만큼 증가시키고 그 결과 경제성장률이 장기적으로
0.12%p 만큼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무형자본 개념을 도입하여 이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김성․장준영(2006)이 처음이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R&D, 기술도입,
소프트웨어 및 인적자원에 대한 지출을 무형자산투자로 정의하고 무형자산에
대한 질적 투자가 유형자산에 대한 양적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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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 및 방법론: 생산함수와 성장회계분석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란 한 나라 경제 또는 한 산업의 성장 결과에
대하여 그 요인을 찾아 각 요인이 얼마나 성장에 기여했는가를 분석하는 기
법으로 총요소생산성(MFP: multi-factor productivity)을 측정하는 데에 자주
이용된다. 경제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할 경우 성장의 결과는 국민들의 소득수
준 증가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성장의 원천으로는 생산요소 투입증가, 즉
자본과 노동의 양적 증가, 그리고 통상 기술진보의 결과로 나타나는 총요소생
산성의 향상을 들 수 있다. 성장회계 분석은 성장요인을 포함하는 총생산함수
(aggregate production function)의 정의로부터 시작된다. 여러 가지 개념의
용어들은 국민소득 결정의 원리(국민소득의 순환모형)에 기초하고 있다. 이론
및 방법론의 전개는 주로 Corrado et al.(2006) 방식을 따랐다.20)

(1) 기존의 접근법
한 나라 경제내에서 생산된 산출물(aggregate output)을 Q라 하고 이를 생
산하는 데 노동서비스(L)와 자본서비스(K) 등이 생산요소로 투입된다고 가
정하자. 그리고 산출물은 j개가 있으며 각 하첨자의 노동과 자본이 동일한
하첨자의 산출물을 생산하는 데 투입된다고 하자. 그러면 총생산함수는 다
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1)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3개의 재화, 즉 소비재(C), 유형투자재(I ) 및 무형재(N)
가 산출물로 생산되는 경제를 가정하면, 단순화된 총생산함수는 아래와 같다.
(2)
                      
생산요소인 노동(L)과 유형자본(K)은 3개의 재화를 생산하는 데 배분되고
무형재(intangibles)가 중간투입(intermediate input)으로 간주될 경우 무형재




































20) 이 밖에도 Jorgenson(1996 및 2002), Hulten(2001) 등을 참고하였다. 이론 및 방법론에 기술된
내용은 국민계정 편제 원리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존 접근법과 새로운 접근법의 차이는 무형지
출을 단순히 중간투입(비용 처리)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투자로 인식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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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는 소비재(C)와 유형투자재(I )의 생산을 위해 쓰인다. 그러면 경제내 총
생산함수처럼 3개의 재화에 대해서도 각각의 생산함수를 고려할 수 있다.
각 재화의 생산함수와 이에 대응하는 회계항등식(accounting identity)은 다
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a)
          
       
(3b)
























         






































          

(3c)
위 식에서 Q는 산출물(output)21)을, P 는 가격디플레이터(price deflator)를, 는
시간(time)을 나타낸다. 따라서 기에 생산된 재화의 총가치(total value)는 양
자의 곱, 즉  ․ 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     
  ,        및      조건들이 성립하고 유형자본의 축적은
       
관계식을 통해 구해진다. 이 자본축적방정식에서  및
 는 기 및    기의 (순)자본스톡을,  는 기의 투자액을,  는 유형자본의
감가상각률(depreciation rate)을 각각 의미한다. 각 식에서 생산함수는 각 투입
요소들이 자신의 한계생산물(marginal product)의 가치만큼을 지급받는다는 가
정 하에 회계항등식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는 그 자체로서 산출물인 동
시에 다른 산출물의 생산을 위한 중간투입이 된다. 따라서 무형재 자신의 생산
함수에는  항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식 (3a), (3b) 및 (3c)을 변변 더하여
정리하면, 앞에서 가정한 단순경제(three-goods economy)에서의 GDP 항등식은
(3d)가 되는데 무형재(  )와 관련된 항이 항등식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생산측면

소득측면

(3d)
한편, Solow(1957)를 따라 기술변화는 투입요소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며 자본노동비율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생산함
수 (3a), (3b) 및 (3c)는 각각 (3aʹ), (3bʹ) 및 (3cʹ)와 같은 특수한 형태를 취
 

  

                           

21) 보다 엄격히 말하면 가격변화분이 반영되지 않은 실질 산출물량(real output volume)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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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3aʹ)
        

(3bʹ)
        

(3cʹ)
위 식에서  는 기술변화 등을 반영한 총요소생산성(MFP)을 나타낸다. 무
형재(  )가 중간투입으로 처리되므로 경제내의 총산출물량은 식 (3e)로 표시
되며, 식 (3bʹ)와 (3cʹ)로부터 식 (3f)를 얻을 수 있다.
(3e)
   
                          (3f)
Solow(1957)와 Jorgenson and Griliches(1967)를 따라 식 (3f)를 시간()에
대해 로그미분(logarithmic differentiation)하고 정리함으로써 성장회계식
(growth accounting)을 얻을 수 있다.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된 식 (3k)을 성장
원천(sources-of-growth: SOG) 모형이라 부르기도 한다.22)
 
  ․   ․

(3k)
여기서,  ,  ,  및  는 각각 실질산출물 증가율,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투
입노동량 증가율 및 투입자본량 증가율을 의미한다.  과  는 각각 노동과
자본의 소득분배율에 해당된다.23) 식 (3k)는 실질산출물 증가율이 총요소생산
성의 증가율과 투입된 노동과 자본 투입증가율의 소득분배율 가중합(shareweighted growth of inputs)으로 분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생산과 소득의 관계를 나타내는 항등식 (3d)을 통하여 다음의 관계
가 성립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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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성장회계식의 유도과정은 <부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23) 생산함수가 규모에 대해 불변보수(constant return to scale; CRS)를 보이고 각 생산요소는 자신
의 한계생산물(marginal product)만큼 보상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각 생산요소의 소득분배율은 각
생산요소의 산출물 탄력성(output elasticity)과 동일하게 된다(Euler's Theor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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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자본소득분배율                 

식 (3k)에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을 제외한 다른 모든 항들은 국민소
득통계로부터 구할 수 있다. 따라서 는    ․    ․   , 즉 잔
차(residual)24)로서 계산할 수 있다. 그런데 무형투입(  )은 기존 SOG 모형에
서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한다.


 



 

 







(2) 새로운 접근법
무형지출을 자본형성을 위한 투자로 간주할 때 기존의 생산함수는 수정이
필요하다. 즉, 무형재  는 소비재(C) 및 유형재(I ) 각각의 생산함수 내에
투입 자본스톡(stock), 즉 생산요소로 포함된다. 그리고 유형자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형자본의 축적식도         이 된다. 각 산출물의
개별 생산함수와 회계항등식은 아래와 같다.
                      
(4a)
      
(4b)
             
  
     
(4c)
          
위 식에서 무형지출을 투자가 아닌 중간투입으로 처리하는 경우와 다른 것은
     가        로 바뀐 점이다. 그리고 GDP 항등식은 생산 측
면에서 무형투자재의 흐름(flow)을, 소득 측면에서 무형자본스톡(stock)을 통
한 자본서비스의 흐름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식 (4a), (4b) 및
(4c)를 변변 더하여 정리하면, GDP 항등식 (4d)가 도출된다. 새로운 항등식
(4d)에서 무형투자재는 최종재(  )로서, 그리고 무형자본스톡( )으로서 각각
생산과 소득 양 측면에 명시적으로 나타난다.












 



 





 

 





 

 







 





 











 

 

















 
 

 











 





 















 

 







생산측면

소득측면

(4d)
식 (4d)에서  의 위첨자(*)는 무형재에 대한 지출(간단히, ‘무형지출’)이 투자




 

  
 
                                  


24) 이를 통상 ‘Solow 잔차’라 칭하는데 Abramovitz(1956)는 경제성장의 원천과 관련하여 노동과
자본 이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머지(residual) 요인을 찾는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잔차의
측정을 '무지의 측정(measure of our ignorance)'이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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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간주되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은 무형자본스톡의 사용과 관련한 자본
서비스의 사용자비용(user costs of intangible capital services)을 의미한다. 무
형지출을 자본형성을 위한 투자로 처리할 때 식 (4d)의 두 번째 우변에 나타
난   항은 기존 모형에서는 계상되지 않았던 소득(source of income)이다.
따라서 이 확장된 항등식에서 GDP는 기존 항등식 (3d)에서의 GDP 규모보다
더 크리라 짐작할 수 있다.
이제 무형자본을 유형자본처럼 자본형성을 위한 투자로서 인식할 경우 생
산함수 (4a), (4b) 및 (4c)는 아래와 같이 수정된다.
        
(4aʹ)





























                     

(4bʹ)

(4cʹ)
여기서,  ,  와  , 그리고  가 의미하는 것은 기존의 접근법과 동일하며, 무
형자본량(스톡)을 나타내는  항이 추가된다. 식(3e)～(3f)의 동일한 과정을 거
쳐 증가율로 표현된 성장회계식(SOG모형)은 식(4e)가 된다.
                      










              ․          ․          ․    

(4e)
식 (4e)은  ․  항을 제외하면 기존의 식 (3k)와 동일하다. 즉, 산출물량
증가율(  )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에다 노동투입 증가율(  ), 유형자본
량 증가율(  ) 및 무형자본량 증가율(  )의 요소소득분배율 가중합을 더한
것과 같다.
기존 모형과 마찬가지로 생산과 소득의 관계를 나타내는 새로운 항등식
(4d)로부터 다음 관계가 성립한다. 요소소득분배율(factor shares)은 유형자
본 이외에 무형자본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노동소득분배율 





                   

  유형자본소득분배율                     
   무형자본소득분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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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기존의 항등식 (3d)와 새로운 항등식 (4d)로부터 아래의 비례계수
(factor of proportionality)를 고려해 보자.
   
   ,  ≤ 
     








 
  














⇒









     

,

    ≤ 

이와 같이 무형자본을 성장원천모형 내에 포함시키는 경우 노동소득분배율
(  )은 기존 모형하에서의 노동소득분배율(  )보다  배 만큼 비례적으로 줄어들
고 반대로 자본소득분배율(  )은 기존의 자본소득분배율(  )보다 커질 것이다.












3. 성장회계 분석 및 결과

성장원천모형인 식 (4e)를 통해 분석하기 위해서는 Ⅱ장에서 구한 무형자
본스톡( ) 이외에 유형자본스톡( ), 노동투입( ) 등의 투입생산요소와 무
형자본의 사용자비용, 명목 산출액(또는 명목 총소득), 그리고 투입요소별
소득분배율(factor income shares)을 구해야 한다.






(1) 투입생산요소 : 유형자본스톡 및 노동투입
먼저 생산에 투입된 유형자본은 국부(통계청) 통계와 투자(한국은행) 시계
열자료를 이용하여 純자본스톡(net capital stock)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본고
에서 이용한 국부통계는 기준년이 1997년이며 1995년 불변가격기준으로 작성
되어 있다. 이를 국민계정의 기준년(2000)에 맞추기 위해 고정자본형성(주거
용건물, 비주거용건물, 토목, 운수장비, 기계장치) 디플레이터로 조정하였다.
기준년(1977년, 1987년 및 1997년) 사이 매년도의 형태별 유형자본스톡은 자
본축적방정식         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계산하였다.25) 여기
서  및  는 기 및   기의 순자본스톡을,  는 기의 투자액을, 는 감
가상각률을 각각 나타낸다. 그리고 마지막 기준년(1997년) 이후 매년 순자본






 





25) 양 기준년 자료를 이용하여 자본스톡을 측정하는 방식을 ‘다항식 기준년접속법(polynomial
benchmark year estimation method)’이라 한다. 본고에서 사용된 감가상각률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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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은 1997년 순자본스톡을 초기치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도별 투자액을 더
하고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접속하여 구하였다.26)
다음으로 투입 노동량은 취업자수(통계청)에 근로시간(노동부)을 곱한 人時
(man-hour) 개념의 취업자 총근로시간(total hours worked)으로 파악하였다.

(2) 무형자본의 사용자비용 측정
자본서비스(capital service)는 생산과정에 투입된 자본재스톡으로부터 발생
하는 서비스의 플로우이다. 일반적으로 자본서비스에 대한 가격은 임대료
(rental) 또는 자본의 사용자비용(user costs of capital)으로 측정한다.27)
유형자본서비스와 관련된 소득은 요소국민소득(factor income)에서 노동소득
(피용자보수)을 차감하여 잔차(residual)로서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무형자
본재를 중간투입이 아닌 투자지출로 간주하게 될 경우 무형자본서비스로부터 발
생하는 자본소득을 별도로 고려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형자본서비스
수요와 관련된 사용자비용을 계산해야 한다.28)
무형자본의 사용자비용( )은 Jorgenson(1963), Hall and Jorgenson
(1969)을 따라 아래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  


 

     ․          

여기서,  : 무형자본재 의 구입가격 (시장가격)
 : 금융 자본비용 추정치 (세후 시장이자율)
 : 무형자본재 의 감가상각률








자본스톡별 감가상각률

(단위: %)

기 간
주거용건물 비주거용건물 토 목 운수장비 기계장치
1977～1987
1.1
-1.4
8.5
28.6
15.8
1987～1997
3.6
3.5
0.7
16.2
8.9
자료 : 표학길 외(2005)
26) 이와 같이 특정 기준년 이후의 자본스톡을 간접적으로 추계하는 방식을 ‘기준년접속법 또는 영
구재고법(perpetual inventory method)’이라 한다. 다항식 기준년접속법과 마찬가지로 각년의
자본스톡은 자본축적방정식        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27) 소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자본재의 경우 이를 대여하고 어떤 대가를 수취할 수 있을 때 이
대가는 자본재 소유자가 자기자신에게 지불하는 암묵적인 임대료(implicit rental)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료로 측정된 자본서비스 가격은 자본의 사용자비용이라 할 수 있다. (OECD, 2002)
28) 무형자본재의 수요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무형자본재 공급자의 소득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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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자본재 의 예상 자본이득률 (또는 손실률)
: 무형자본재 의 투자세액 공제율
 : 감가상각비의 현재가치
: 법인세율





자본의 사용자비용은 자산서비스의 사용에 대한 기회비용이라 할 수 있다.
위 사용자비용식에서  ․  는 무형자산(자본재)을 취득하기 위해 자금을 차
입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  는 무형자본의 감가상각비용을 각
각 나타낸다. 차감항인  ․  는 무형자본의 예상 자본이득(손실), 즉 자본재
평가 부분을 의미한다. 그리고  ․  (법인세율× 감가상각비의 현재가치29))는 감
가상각비의 절세효과(depreciation allowances)를 의미한다.30)
본고에서는 무형자본재 가격을 나타내는  의 대용변수로 무형고정자산투
자디플레이터를 사용하였다.  는 전술한 각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률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무형자본재의 자본이득률  은 무형고정자산투자 디플레이터 상
승률(3년이동평균치)을 대용변수로 사용하였다. 무형자본재에 대한 투자세액공
제율(investment tax credit)인  의 경우 우리나라 세액공제제도의 특징을 반
영하여 조정된 세액공제율을 구하여 사용하였다.31) 한편 금융자본비용 추정
치32)인  는 유형자본과 무형자본에 모두 적용되는(세후)시장이자율33)을 대용
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구한 사용자비용에 무형자본스톡을 곱하여 계산한 무형자본소득
추이는 <그림 2>와 같다.


 





 



 



 













29) 감가상각비의 현재가치는 감가상각률을 , 명목할인률을 라 한다면     식을
이용해 구할 수 있다.(Warda(1996 및 2001), 손원익(2002), 원종학․김진수(2005) 참조)
30) 사용자비용식에서 우변의      ․    항은 연구개발 관련 세제해택 효과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인적자본 지출과 관련한 사용자비용 계산시에는 사라진다.
31)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우 당해연도 연구개발 지출이 과거 4년간(1997년 이전은 2년간)의 연구개
발비 평균액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적용되므로 조정된 세액공제율( )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인플레이션율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위의 방식과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공제받는 방식 중 선택 가능하다. 본
고에서는 대기업의 연구개발 지출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대기업 적용방식만을 고려하
여 세액공제율을 산정하였다.
32)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또는 순수익률(net rate of return)이라고도 한다.
33) 시장이자율로는 국민주택채권(1종, 5년) 수익률을 사용하였다. 세후시장이자율 계산시 적용된
법인세율 추이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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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본소득 추이

(3) 산출액 및 요소소득분배율 추정
성장원천모형(SOG model)인 식 (4e)를 통해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다음
단계는 명목 산출액(GDP를 의미)과 투입요소의 소득분배율(factor income
shares)을 추정하는 것이다.
경제전체의 명목 산출액(nominal output)은 명목 무형투자지출   에다
소비재와 유형투자재에 대한 명목 최종수요      를 합한 것과 같다.34)
노동소득분배율의 경우 자영업자의 노동소득을 고려하기 위하여 OECD(2002)가
제시한 방식35)을 따라 산출하였으며, 이렇게 산출한 노동소득분배율을 명목 총
소득(요소비용국민소득)에 적용하여 노동소득(  )을 계산하였다. 유형자본 및
무형자본 소득분배율은 나머지 소득분배율(즉, 1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해 각
소득(  및   )을 반영하여 배분 계산하였다.




































우리나라 법인세율 변천 추이

(단위: %)

1980 1981～82 1983～90 1991～93 1994 1995 1996～01 2002～03 2004～06
38.25 42.08 38.25 36.55 34.40 32.25 30.80 29.70 27.50

주 : 해당기간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최고법인세율임. 즉 법인세율× [1+방위세율+주민세율]에
의해 계산(단, 방위세율은 1991년부터 폐지되었으며 1995년부터 시행된 농어촌특별세는
고려하지 않음)

34) 본고에서 성장회계 분석에 사용된 ‘산출액’은 총산출(gross output)에서 중간투입을 차감한 ‘부
가가치’(value added)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피용자수 자영업자수 
피용자보수
× ×   
35) 노동소득분배율   
 

명목
피용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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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본재에 대한 지출을 투자로 간주할 때 명목 산출액, 명목 총소득 및 투
입요소별 소득분배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표3>은 1995～2006
년 기간중 소득항등식( P Q          )의 각 항과 투입요소별 소득
분배율을 보여준다.
Q
t



t

















(1995～2006 기간평균)
(단위: 조원)
기존 성장원천모형 새 성장원천모형
1. 명목 산출액 (무형투자 제외시) (     )
570.5
570.5


(
)
2. (+) 무형투자
―
39.0
3. = 명목 산출액
570.5
609.5
(  )
55.9
55.9
4. (-) 생산 및 수입세
5. (-) 통계상 불일치
58.8
58.8
6. = 명목 총소득
455.9
494.9
(=6)
455.9
494.9
7. 명목 총소득1)
(  )
290.6
390.6
8. = 노동소득 (조정)
9. (+) 유형자본소득 (조정) (  )
165.3
164.9
10. (+) 무형자본소득
―
39.4
(  )
투입요소별 소득분배율(%)
•노
동 (조정)
( 8÷7)
64.1
59.1
•자
본
35.9
40.9
유형자본 (조정)
( 9÷7)
35.9
33.2
무형자본
(10÷7)
―
7.6
＜표 3 ＞ 산출액, 총소득 및 투입요소별 소득분배율




















주 : 1) 요소비용국민소득

무형자본재에 대한 지출을 투자로 간주하지 않는 기존모형의 경우 명목 산
출액(GDP)은 1995～2006년 기간중 연평균 570.5조원이며, 이로부터 생산 및
수입세와 통계상불일치를 차감하면 455.9조원의 명목 총소득을 얻는다. 이 명
목 총소득은 노동과 (유형)자본의 몫(factor shares)으로 분배된다. 한편 기존
모형과는 달리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을 투자로 간주하는 새 모형의 경우 명
목 산출액(GDP)은 같은 기간 연평균 609.5조원이며, 이로부터 생산 및 수입세
와 통계상불일치를 차감하여 494.9조원의 명목 총소득을 얻는다. 마찬가지로
명목 총소득 494.9조원은 생산요소의 몫으로 분배된다. 새 모형에서는 무형자
본을 고려한 만큼 명목 산출액과 명목 총소득이 기존모형의 그것보다 더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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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를 반영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은 64.1%에서 59.1%로,
유형자본소득분배율은 35.9%에서 33.2%로 각각 낮아지며, 무형자본을 투자로
고려함에 따라 무형자본소득분배율(7.6%)이 생성된다. 무형자본소득분배율과
유형자본소득분배율을 합산할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아진 만큼 총자본소
득분배율이 높아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을 투자로 간주할 경우 투입요소별 소득분배율(연평균
기준)을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4>와 같다.
＜표 4 ＞

￭
￭

구
노
자

분
동
본
유 형 자 본
무 형 자 본
(소프트웨어)
(R & D)
(기 술 도 입)
(인 적 자 본)

투입요소별 소득분배율 1) 추이

1980년대
61.9
(65.2)
38.1
(34.8)
35.0
3.1
0.3
0.3
0.3
2.2

1990년대
62.0
(66.2)
38.0
(33.8)
32.5
5.5
1.1
1.4
0.6
2.4

(기간평균)

(단위: %)

2000～2006
57.4
(62.5)
42.6
(37.5)
34.3
8.3
2.2
2.6
1.1
2.6

주: 1) OECD(2002)가 제시한 방식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을 계산함으로써 자영업자의 노동
소득을 고려. 따라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노동소득분배율과는 차이가 있음
2) ( )내는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을 투자로 간주하지 않을 경우의 요소소득분배율
을 나타냄

노동소득분배율은 1990년대 61.9%에서 2000년대에는 57.4%로 낮아졌으며
유형자본소득분배율은 1980년대 35.0%에서 2000년대 34.3%로 소폭 하락하였
다. 반면 무형자본소득분배율은 1980년대 3.1%에서 2000년대에는 8.3%로 높
아졌다.
무형자본을 모형 내에 포함시키는 경우, 모든 시기에 있어서 노동소득분배율
이 낮아지며 반대로 자본소득분배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고의
Ⅲ장 “2. 이론 및 방법론”에서 예상했던 사실과 부합한다.

(4) 성장원천모형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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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장 제2절에서 유도한 성장원천 모형을 이용하여 무형지출을 투자로 간주할
경우 산출액의 증가율, 즉 경제성장률이 어떻게 달라지며, 성장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기여율)가 어떻게 변하는지 계측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5>와 같다.
＜표 5 ＞

경제성장률 요인분해

(기간평균)

1981～1994년 기간중 1995～2006년 기간중
구
분
무형자본제외 무형자본포함 무형자본제외 무형자본포함
1)
경제성장률 (%) [A+D+E]
8.06
8.11
4.77
4.84
자 본 심 화 [A=B+C]
3.76
4.28
2.25
2.81
- 유형자본(B)
3.76
3.75
2.25
2.10
기 - 무형자본(C)
―
0.53
―
0.70
여
(소프트웨어)
―
0.10
―
0.22
(R & D)2)
―
0.13
―
0.26
도
(기타무형자본)
―
0.30
―
0.23
(%p)
노 동 력[D]
1.33
1.26
0.44
0.41
총요소생산성(MFP)[E]
2.96
2.57
2.08
1.62
자 본 심 화 [a=b+c]
46.7
52.8
47.2
58.0
- 유 형 자 본(b)
46.7
46.2
47.2
43.5
기 - 무형자 본(c)
―
6.6
―
14.6
여
(소프트웨어)
―
1.3
―
4.6
(R & D)2)
―
1.6
―
5.3
율
―
3.7
―
4.7
(%) (기타무형자본)
노 동 력
16.6
15.6
9.2
8.4
총요소생산성(MFP)
36.7
31.7
43.6
33.5

주 : 1) 무형자본을 제외한 경우에는 공표된 실질 GDP에서 무형고정자산투자 및 가계
의 교육비 지출을 차감하여 성장률을 계산하였으며 무형자본 포함시에는 공표
된 실질 GDP에 R&D 지출액(실질)과 기술도입액(실질)을 가산하여 계산. 따라
서 한국은행이 공표한 경제성장률과 차이가 있음에 유의
2) 기술도입 및 인적자본 (이하 같음)

모형 내에 무형자본을 포함시킬 경우 성장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1～1994’ : 8.06% → 8.11%, ‘1995～2006’ : 4.77% → 4.84%).36) 그리고 무형
자본을 모형내 고려할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36) 성장원천모형 분석시 기간을 이와 같이 구분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무형자본 투자가 양적으
로 크게 늘어난 시기가 1995년 이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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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는 ‘1981～1994’ 기간중 2.96%p에서 2.57%p로, ‘1995～2006’ 기간중
2.08%p에서 1.62%p로 낮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가 높
은 수준(기여율로 하면 30%를 상회)을 보이고 있다. 이는 유형자본이나 노동
과 같은 통상적인 생산요소, 그리고 본 연구에서 새로이 고려된 무형자본 이
외에도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여타 요인들, 이른바 ‘無知(ignorance)의 영역’이
많이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노동력의 기여도도 ‘1981～1994’ 기간중
1.33%p에서 1.26%p로, ‘1995～2006’ 기간중에는 0.44%p에서 0.41%p로 낮아졌
다. 반면 자본심화37)의 성장기여도는 ‘1981～1994’ 기간중 3.76%p(유형자본 기
여도)에서 4.28%p (유형자본 기여도+ 무형자본 기여도)로, ‘1995～2006’기간중
2.25%p(유형자본 기여도)에서 2.82%p(유형자본 기여도 + 무형자본 기여도)로
각각 높아졌다. 여기서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 감소폭(‘1981～1994’ : -0.39%p,
‘1995～2006’ : -0.46%p)이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성장요인으로서 무형자본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모형에서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로 일
괄해서 설명되던 성장 부분이 무형자본의 투입에 의해 일정부분 설명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생산요소로서 무형자본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성장원천모형에 대하여 분
석기간을 ‘1981～1994’와 ‘1995～2006’으로 양분하여 요인별 성장기여도 변화
를 살펴보았다. 경제성장률(기간중 단순평균)이 8.11%에서 4.84%로 낮아진 가
운데 무형자본의 성장기여도는 유형자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나 ‘1981～
1994’ 기간중 0.53%p에서 ‘1995～2006’ 기간중에는 0.70%p로 높아졌다.38) 무
형자본 중에서 R&D(0.26%p)와 소프트웨어(0.22%p)가 가장 중요한 성장요인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형자본(3.75%p → 2.10%p), 노동력(1.26%p →
0.41%p) 등 양적 투입의 기여도가 낮아진 것과는 대조적인 특징이다.
한편, 성장원천모형의 좌변항을 경제성장률 대신 노동생산성 증가율로 대
체39)하여 각 생산요소가 생산성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 확인해 보았
37) 자본심화(capital deepening)란 ‘노동 한 단위당 실질자본스톡(K/L)’, ‘노동시간당 자본투입의
증가분’ 또는 ‘노동시간당 이용가능한 자본스톡’ 등 다양한 의미로 정의되나 여기서는 유무형자
산 투자증가에 따른 자본의 축적(자본스톡 증가)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38) 무형자본의 성장기여도가 유형자본의 기여도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것은 무형자본 투자가 빠르
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은 유형자본 투자규모에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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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그 결과는 <표 6>에 정리되어 있다.
(기간평균)
1981～1994년 기간중
1995～2006년 기간중
구
분
무형자본제외 무형자본포함 무형자본제외 무형자본포함
1)
생산성 증가율(%) [A+E]
6.01
6.06
4.07
4.14
자 본 심 화 [A=B+C]
3.05
3.49
1.99
2.52
유형자본(B)
3.05
3.03
1.99
1.85
기
―
0.46
―
0.66
여 - 무형자본(C)
(소프트웨어)
―
0.09
―
0.21
도
(R & D)
―
0.12
―
0.24
(%p) (기타무형자본)
―
0.25
―
0.21
총요소생산성(MFP)[E]
2.96
2.57
2.08
1.62
자 본 심 화 [a=b+c]
50.8
57.6
49.0
60.8
50.8
50.0
49.0
44.8
기 - 유 형 자 본(b)
무
형
자
본(c)
―
7.6
―
16.0
여
(소프트웨어)
―
1.5
―
5.1
율
(R & D)
―
1.9
―
5.9
(%) (기타무형자본)
―
4.2
―
5.0
총요소생산성(MFP)[e]
49.2
42.4
51.0
39.2
＜표 6 ＞

생산성 증가율 요인분해

주 : 1) 노동생산성지수 = [실질부가가치*지수/노동투입**지수] × 100
* 무형자본 제외시: 실질GDP - 무형고정자산투자 - 교육비지출액
무형자본 포함시: 실질GDP + R&D지출액 + 기술도입액
** 취업자수 × 연간 총노동시간

경제성장률 요인분해처럼 ‘1981～1994’와 ‘1995～2006’ 두 기간을 비교할 때
무형자본의 포함과는 관계없이 생산성 증가율이 모두 낮아졌다. 그러나 동일
한 기간의 경우 무형자본이 고려될 때 생산성 증가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
났다.(‘1981～1994’ : 6.01% → 6.06%, ‘1995～2006’ : 4.07% → 4.14%). 또한 무형
39) 한계수확체감의 법칙이 성립하고 규모에 대한 불변보수 성질     을 갖는 생산함수를
가정하고 식 (3k)의 양변에서  을 차감한 후 정리하면 노동생산성 증가율로 표현된 성장회계
식을 구할 수 있다. 즉, 노동생산성(본고에서는 노동시간이 반영된 1인당 산출) 증가율(  ), 총
요소생산성 증가율( ) 및 1인당 자본투입량 증가율( ) 간의 관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   ․
       ․   ․

위 식에서 



    

,

    

       

로 각각 놓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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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된다.

자본을 모형 내에 포함시킨 경우만을 놓고 볼 때 총요소생산성과 유형자본의
생산성 향상 기여도가 낮아진 것과는 달리 무형자본의 생산성향상 기여도는
높아졌다.(0.46%p → 0.66%p) 비교대상 기간에 생산성 증가율이 낮아진 가운데
무형자본의 기여도가 높아진 것이므로 저성장으로 인해 생산성 하락폭이 커
질 수 있는 상황에서 무형자본 투자 증대는 생산성 증가율의 하락폭 확대를
저지시키는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40)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무형자본을 생산요소로 고
려하게 되면 무형자본 자체의 증가로 인한 성장 기여효과가 아직은 크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41) 그러나 무형자본스톡과 유형자본스톡의 결합에 따른
자본深化(capital deepening), 그리고 자본심화의 추가적 외부효과(spillover
effect)까지 감안할 경우 무형자본에 대한 투자 증대는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
였으며 나아가 경제성장에도 양(+)의 방향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40) 노동생산성은 저성장 기조하에서도 상승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낮은 시
기에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낮아졌다.
경제성장률과 생산성의 증가율1) 추이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증가율

1980년대
7.7
6.1

1990년대
6.3
4.9

주 : 1) 전년대비 증감률의 기간중 산술평균
2) 노동생산성지수 = [실질부가가치*지수/노동투입**지수] × 100
* 실질 GDP + 실질 R&D지출액 + 실질 기술도입액
** 취업자수 × 연간 총노동시간

(단위: %)

2000～2006
5.2
4.3

41) Corrado et al. (2006)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경제성장에 대한 무형자본의 기여율이 1995～
2003년 기간중 27.2%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제성장 요인별 기여율 비교
￭

￭
￭

자본심화
- 유형자본1)
- 무형자본
노동력
총요소생산성
계

1973-94 (c)
59.5
33.7
26.4
15.3
25.2
100.0

1995-03 (d)
54.4
27.5
27.2
10.7
35.0
100.0

(단위: %)

d-c (%p)
-5.14
-6.23
0.80
-4.66
9.80
－

주 : 1) 소프트웨어, R&D, 기업브랜드가치, 기업별 인적․조직적 특수자원 포함
2) 요인별 기여율 합의 불일치는 기여도 계산시 소수점 두 자리 이하 반올림에 기인
자료 : Corrado, Hulten and Siche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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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고에서는 소프트웨어, 연구개발(R&D), 인적자본 등의 투자와 관련, 입수 가
능한 통계를 이용하여 무형자산 투자와 무형자본 스톡을 추정하였다. 또한 기존
의 국내연구와는 달리 무형자본투자를 기존 GDP통계에 가산한 조정된 GDP통
계를 이용하여 성장회계를 실시하였다. 추정된 무형자본 스톡자료와 새로운 분
석방법을 통해 무형자본 투자가 경제성장 및 생산성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
지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제성장 및 생산성 분석에 있어 유형자본이나 노동과 같은 전통적인 생산요
소만을 고려해 성장회계식을 설정할 경우 본질적으로 투자의 속성을 갖는 무형
자산의 경제적 효과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을 투자로 계
상하여 총생산함수와 GDP항등식을 새로 설정한 결과,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아
진 반면 자본소득분배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로운 성장회계식
을 적용할 경우 GDP 규모가 커지고 경제성장률이 상승하였다.
무형자산을 資本財化하여 성장원천모형을 설정하고 분석한 결과, 무형자산
의 모형내 반영시 노동투입과 총요소생산성(MFP)과는 달리 자본深化(capital
deepening)의 성장기여도는 높아졌다. 여기서, 특기할 사항은 총요소생산성의 기
여도 감소가 컸는데 이는 성장원천으로서 무형자본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모형에서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로 일괄 설명되던 성장 부분이 무형
자본에 의해 일정부분 설명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형자본을 포함하는 모형
에 대해 기간을 ‘1981～1994’와 ‘1995～2006’으로 양분하여 요인별 성장기여도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가운데 무형자본의 성장기여도가 높
아졌으며 무형자본 중에서 R&D와 소프트웨어 투자가 가장 중요한 성장원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형자본, 노동력 등 양적투입의 기여도가 낮아진 것과
는 대조적인 특징이다.
또한 성장원천모형을 이용하여 각 생산요소가 생산성(노동시간을 고려한 1인
당 부가가치 기준)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분석한 결과, 무형자본이 고려
될 때 생산성 증가율이 소폭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형자본을 모형 내
에 포함시킨 경우만을 놓고 볼 때 총요소생산성 및 유형자본의 경우와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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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본의 생산성 향상 기여도는 높아졌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비추어 볼 때 경제성장 및 생산성향상과 관련하여 다음
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먼저, R&D,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지식기반 무형자본(knowledge-based
intangible capital)에 대한 투자 확대는 유형자본의 투자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를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00년대(2001～2007 기간중 연평균
3.0%) 들어 설비투자 증가세가 1970년대(연평균 25.0%) 및 1980년대(연평균 7.8%)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지만 생산성 향상 또는 성장동력 확충과 관계가 깊은 무
형자산 투자가 꾸준히 늘어날 경우 경제성장이 과도하게 정체되지 않을 것으로 보
인다. 둘째, 무형자본 투자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는 바, 무형의 지식자본재를 많이
이용하는 통신․물류․회계․컨설팅․디자인․금융 등 지식기반산업(knowledgebased industry)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 수준이 낮은 이들
서비스업 부문42)에서 무형의 지식자본재 투자 증가는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
장잠재력 끌어 올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
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무형자본 투자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형자본 투자의
증대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그 효과는
아직 크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의 성장전략이 요소투입에 의한 양적성장에서 생
산성 향상에 기반한 질적성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
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이다. 실제 우리나라가 무형자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시작한 시기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로 성
장 기여효과가 보다 가시적으로 나타나려면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
다. 마지막으로 투자주체인 기업들은 과거와 같은 생산능력 증대 위주의 양적 투
자 행태를 지양하고 R&D, 소프트웨어, 교육훈련 등 질적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해
야 하며, 정책당국은 불확실성 해소를 통해 투자의 時間視界(time horizon)를 장기
화함으로써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힘쓸 수 있도록 제반여
건을 조성해야 하겠다.
본 연구는 무형자산의 회계처리 변경과 이를 반영한 성장회계 분석 등에 있어
42) 우리나라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미국 제조업의 54.7%에 불과하며, 서비스업은 이보다 더욱
낮은 41.5% 수준에 불과하다. (｢사업서비스업의 현황과 발전방향(2007.4)｣,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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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국내연구와 다른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다만, 새로운 모형내에 포함시킨 것 이외에도 무형자본으로 볼 수 있는 요소들
(예: 기업브랜드가치, 디자인, 특허권 등)이 많이 있는데 이들은 관련통계 부족
으로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한계이다. 그리고 무형자본을 모형내에
반영했지만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는 점은 기
존의 성장요인 외에 이른바 ‘無知 (ignorance)의 영역’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지의 영역을 보다 세분해서 분석하는 연구는 향후 과제로 남겨놓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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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act of Knowledge-based Intangible Capital
on Economic Growth
Sang-Ho Yi
This paper examines the change in contribution of components to economic
growth by constructing the sources-of-growth (SOG) model, which treats intangible
capital as a production input. The comparison of change in contribution is made
for two periods, 1981-1994 and 1995-2006. Unlike conventional inputs such as
tangible capital and labor which are called as quantitative inputs, contribution of
intangibles to growth increases. Similarly, contribution of quantitative inputs and
multi-factor productivity (MFP) to labor productivity declines, but contribution of
intangibles rises. This result highlights that the capitalization of intangibles matters
for the understanding of economic growth.
The implications from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ncreasing
investment for intangibles such as scientific R&D, software, etc. can be activated
in the way of offsetting the weakening in growth momentum. Second, as intangible investment plays a pivotal role in the economy, we should promote the
knowledge-based industries: communications, accounting and consulting services
and design business, which are main users of intangible capital goods. In Korea,
accumulation of intangible capital in these service sectors is crucial tasks for
strengthening of growth potential. Finally, although accumulation of intangible
capital help economic growth, its effect is not larger than expected. Considering
that the change in growth strategy in Korea, from quantitative growth based on
factor inputs to qualitative one based on productivity improvement, has not been
long ago, it is somewhat predictable results.
Keywords: sources-of-growth(SOG) model, growth accounting, intangible capital
(stock), multi-factor productivity(MFP), user costs of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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