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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서울 혁신지수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첫째, 서울시의 물적·인적 연구개

발 여건, 서울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투자, 서울시 연

구개발 활동의 직·간접적 성과 및 지식기반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혁신 

종합 지표로서의 목적을 갖는다. 둘째, 서울시의 경제 정책적 비전에 맞추어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혁신 정책들의 투입 및 성과를 분석하는 정책 평가 지표로서의 목

적을 갖는다. 요컨대, 서울 혁신지수는 이를 통해 서울시의 전반적인 혁신 활동과 상황을 꾸준

히 관찰하여 서울시 혁신 역량의 강·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현실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 서울시

의 혁신성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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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혁신지수 지표 구성과 산출 방법

1. 서울 혁신지수의 지표 구성

서울 혁신지수는 뉴욕 혁신지수의 세부 지표들을 벤치마크로 삼되 이를 국내 통계 현실 및 서

울시 특수성에 맞도록 응용, 발전시켜 구성하였다. 

<표 1> 서울 혁신지수의 지표 체계

대부문 소부문 지표 항목

투입

R&D 

1. 서울시 공공부문 R&D 투자

2. 서울시 기업부문 R&D 투자

3. 전국 R&D 투자 대비 서울시 R&D 투자 

재원

4. 서울시 신규벤처 투자액

5. 전국 신규벤처 투자액 대비 서울시 신규벤처 투자액

6. 기술보증기금의 서울소재기업 보증 공급액

7. 서울시 외국인 직접투자액(FDI)

인적 자본

8. 서울시 연구원의 수

9. 전국 총 연구원의 수 대비 서울시 연구원의 수 

10. 서울의 이공계 대학원생 수

11. 서울시 지식산업분야 활동 사업체 수 

산출

혁신 성과

1. 서울시 지식재산권 총 출원 건수 

2. 서울시 공공부문 관리 특허 출원 건수 

3. 서울시 공공부문 관리 SCI 논문 수 

4. 서울시 공공부문 관리 기술료 수입

5. 서울시 공공부문 관리 사업화 건수 

경제적 효과

6. 서울시 GRDP 대비 지식기반 제조업 GRDP

7. 서울시 GRDP 대비 지식기반 서비스업 GRDP

8. 서울시 전체기업 총 수출 대비 벤처기업 수출액 비중

9. 서울시 지식산업분야 총 종사자 수

10. 서울시 혁신 기업(벤처+Innobiz+Mainbiz)의 수

11. 서울시 매출액 고성장 기업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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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혁신지수는 기본적으로 뉴욕 혁신지수의 지표 항목 중 국내에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

고 서울 혁신지수의 개발 목적과 서울시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항목들을 지표 항목으로 선정하

였다. 적절한 지표 항목으로 생각되나 국내 통계 여건상 데이터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의미가 있는 대리 지표를 새로 정의하여 지표에 포함하였다. 자료의 속보성 원칙에 따라 지표 

항목으로 적합하더라도 2014년까지의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데이터 발표 시점 및 간격

이 불규칙한 경우, 적합한 대리 지표를 구축할 수 없는 경우, 데이터가 존재하나 세부적인 분류

가 부족하여 통계자료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지표 구성에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

로, 서울시의 지역적 특성과 중앙·지방 정부의 정책 목표, 서울시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혁신 지원, 투자, 정책 등의 직·간접적 성과들이 지표에 간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표를 

구성하였다. 

  서울 혁신지수는 투입과 산출의 두 부문으로 크게 나뉜다. 여기서 투입은 혁신 관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사회와 공공이 투입하는 인적·물적 자원을 뜻하며, 산출은 혁신활동을 통해 발생

한 지적·경제적 성과를 말한다. 투입은 구체적으로 R&D, 재원, 인적 자본 등 3종류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산출은 혁신 성과와 경제적 효과의 2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서울 혁신지수는 총 

22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투입과 산출의 세부지표 수는 각각 11개로 동일하다. 

2. 서울 혁신지수의 지식기반 제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에 대한 분류·정의

서울 혁신지수에서 고려하는 혁신 산업의 범위를 서울형 7대 유망산업1) 중에서 혁신과 관련이 

있는 산업 일부로 한정하면 혁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산업(예: 반도체, 정밀기기, 정밀화

학,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들이 대거 성과 평가에 포함되지 않아 혁신 성과가 과소평가될 우려

가 있다. 한편, 지식기반산업 전체와 취사 선별되지 않은 서울형 유망산업 전체를 함께 고려하

면 혁신과 관련이 적은 산업(예: 운송업, 건설업, 음식점업, 주점업 등)들이 지식기반산업에 포함

되어 혁신 성과가 과대평가되고 나아가 혁신지수의 논리 체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서

울 혁신지수의 지식기반산업 범위는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2004, 산업자원부)에서 한국표준

산업분류로 지정한 지식기반산업을 기본으로 하되, 서울형 7대 유망산업으로 선정된 산업 중 혁

신과 관련된 세부 업종들을 선별적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산업 분류는 

다음과 같다.

  서울 혁신지수의 지식기반 제조업 범위는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2004, 산업자원부)에서 규

정한 지식기반 제조업 9대 산업군2)을 근간으로 하되, 서울형 7대 유망산업의 제조업 부문이 기

존에 정의된 지식기반 제조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하여 보완하였다. 구체적인 산업 분류는 

서울 혁신지수 전체 보고서에 정리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산업 정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R&D, 바이오·의료, MICE·관광, 문화·레저, ICT·도심제조, 교육서비스, 도시재생·건축
2) 전자정보기기, 반도체, 메카트로닉스, 정밀화학, 생물, 정밀기기, 신소재, 환경,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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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로 지정한 지식기반 제조업의 산업군별 세

부 산업을 산업연구원이 제9차 산업분류개정에 따라 재조정한 코드를 기준으로 정의

- 전자정보기기, 반도체, 메카트로닉스, 정밀화학, 생물, 정밀기기, 신소재, 환경, 항공·우주 

등 9개 산업군

- 서울형 유망산업인 바이오·의료 산업의 세부 업종 중에서 기존에 정의된 지식기반 제조업

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 의료기기, 부속품 제조 업종을 정밀기기 산업에 추가3) 

  지식기반 서비스업 범위는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2004, 산업자원부)에서 규정한 지식기반 

서비스업 5대 산업군4)을 기반으로 하되, 서울형 7대 유망산업의 서비스업 부문이 기존에 정의

된 지식기반 서비스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하여 보완하였다. 구체적인 산업 분류는 서울 혁

신지수 전체 보고서에 정리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산업 정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로 지정한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산업군별 

세부 산업을 산업연구원이 제9차 산업분류개정에 따라 재조정한 코드를 기준으로 정의

- 정보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문화, 관광·MICE, 보건·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등 6개 산

업군

- 서울형 유망산업 중 MICE, 보건·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산업이 기존에 정의된 지식기반 

서비스업에 포함되도록 해당 산업을 새롭게 정의하여 기존 산업군에 추가

- MICE는 정부 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국무총리실이 2009년 발표한 ‘신성장동력 세부 추진

계획’에 따라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선정되어 이후 ‘신성장동력 업종 및 품목분류(안)’(2009,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분류되고 산업연구원의 내부 검토를 거쳐 확정된 

MICE·융합관광 산업 중 혁신지수의 성격에 맞는 세부 업종들을 기존의 분류와 중복되지 

않도록 관광 산업에 선별5)하여 포함

-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은 병원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유망 사업 모델로 선정한 노인요양시

설, 홈케어 관련 산업6)들을 포함하고, 교육서비스 산업은 초등 교육기관, 중등 교육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 서비스업 중 혁신지수의 성격에 맞는 산업7)들을 포함

3) 치과용 기기 제조업,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의료용 가구 제조업,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4) 정보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문화, 관광, 물류 등의 5대 산업군 중 정보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문화, 관광 등 4개의 산업

을 기반으로 하였다.
5) 정기 항공 운송업, 부정기 항공 운송업, 호텔업,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국내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6) 종합 병원, 일반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일반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방사선진단 및 병리검사 의원, 앰뷸런스 서비스업, 

유사의료업, 그 외 기타보건업,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7) 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일반 교습 학원, 기타 교육기관(운전학원 제외), 교육지원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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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 혁신지수 산출 방법

서울 혁신지수는 단일 도시의 혁신 역량 시계열 추이 분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Distance 

to a Reference Method(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각 연도의 값을 비례적으로 조정하는 표준화 기

법)를 지수 산출 방법으로 사용한다. 이 기법은 뉴욕 혁신지수, KOSPI 지수, 산업생산지수 등 

유사한 목적을 갖는 지수 산출에 널리 쓰이는 기법으로 계산이 쉽고 결과가 안정적이며, 결과 

해석이 직관적이고 쉽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 혁신지수의 가중치 배분과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중치 총합을 1로 두고 2개의 대

부문(투입, 산출)에 각각 50%씩의 가중치를 부여한 후, 해당 50%를 각 중부문에 동일하게 나

누어 배분한다. 이는 뉴욕 혁신지수에서도 사용된 방식으로 예를 들어 투입은 R&D, 재원, 인적 

자본에 각각 16.7%의 가중치가 부여되며, 산출 부문은 혁신 성과, 경제적 효과에 각각 25%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세부 지표의 산술 평균값이 중부문 값이 되며 전술한 가중치 값을 적용하여 

구한 가중 평균치가 각각 대부문과 최종 지표 값이 된다. 

※ Distance to a Reference Method

○ 표준화 산식 : 







×

- 여기에서 x는 원지표, Y는 표준화된 값, t는 자료의 해당 연도, i는 지표 항목, r은 복수 지역을 대상으로 할 때 

각 지역 구분 단위, 은 기준연도(서울 혁신지수에서는 2010년), 이하 산식에서도 동일

- 비례식 원리에 따라 기준연도의 값을 100으로 설정한 후 해당 연도의 값을 기준연도에 비례하여 조정하는 방

법.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표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할 때 널리 쓰임

- 시계열 자료가 새로 추가되더라도 기존의 지표 값에 변동이 없으며 산출 방법이 간단하고 안정적인 장점. 기본

적으로 시계열 자료 분석에 적합하나 자료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 가능

<표 2> 서울 혁신지수 가중치 배분

최종 지표 대부문 중부문 세부 지표 가중치

서울

혁신지수 

- 22개

(100%)

투입

- 11개

(50%)

R&D - 3개

(16.7%)
1/18

재원 - 4개

(16.7%)
1/24

인적 자본 - 4개 

(16.7%)
1/24

산출 

- 11개

(50%)

혁신 성과 - 5개

(25%)
1/20

경제적 효과 - 6개

(25%)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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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서울 혁신지수 산출 결과

1. 서울 혁신지수 세부 지표 변경 

서울 혁신지수의 세부 지표를 구성하는 통계 데이터 변경으로 혁신지수가 불가피하게 수정되었

다. 변경된 부분은 투입 부문의 재원 지표 중 밴처 캐피털 항목이다. 벤처 캐피털 항목은 서울

시 벤처캐피털 투자액과 전국 대비 서울시 벤처캐피털 투자 비율이라는 두 개의 세부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2016년부터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벤처캐피털 투자액’ 통계를 ‘신규벤처 투자액’ 통계로 변경하여 

제공함으로써8) 혁신지수 벤처캐피털 세부지표가 ① 서울시 벤처캐피털 투자액에서 ‘서울시 신규

벤처 투자액’으로, ② 전국 대비 서울시 벤처캐피털 투자 비율에서 ‘전국 신규벤처 투자액 대비 

서울시 신규벤처 투자액’으로 변경되었다. 벤처캐피털 투자 실적은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창업투자

회사 및 투자조합이 창업기업(창업 후 7년 이내 기업)과 벤처기업에 투자한 실적이다. 서울시 벤

처캐피털 투자액은 매년 말 기준의 투자잔액(누적 개념)을 기준으로 산출한다면 신규벤처 투자액

은 각 년도의 신규 투자 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벤처캐피털 세부지표가 변경됨에 따라 이전의 연도별 혁신지수(2007-2015년)도 신규벤처 투자

액 지표를 기준으로 모두 수정하였다. 2007-2015년까지 혁신지수 원 계열과 신규벤처 투자액 

지표를 사용한 새 계열 추이를 비교했을 때 재원 규모, 투입 부문, 종합 혁신지수 각각에서 전

반적인 추세가 매우 비슷하여 신규벤처 투자액을 지표로 사용해도 당초의 원 계열 혁신지수와

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재원 규모는 2014년 원 계열이 감소한 반면 새 계열은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추이가 거의 비슷하며 원 계열과 새 계열 사이의 상관계수는 97.7%로 

나타났다. 투입 부문과 종합 혁신지수는 원 계열과 새 계열의 전반적인 추세가 매우 흡사하며 

상관계수는 각각 98.9%, 99.8%로 나타나 거의 일치함을 보여준다.

8) 서울통계 신규벤처 투자액 ; http://stat.seoul.go.kr/octagonweb/jsp/WWS7/WWSDS7100.jsp?re_stc_cd=100&re_lang=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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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재원 규모- 원 계열과 신규벤처 투자액 세부지표로 변경한 새 계열 비교

<그림 2> 투입 부문- 원 계열과 신규벤처 투자액 세부지표로 변경한 새 계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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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종합 혁신지수- 원 계열과 신규벤처 투자액 세부지표로 변경한 새 계열 비교

2. 서울 혁신지수 지표 부문별 추이

1) 투입

 (1) R&D 투입 규모

서울시 전체의 R&D 투입 수준을 나타내는 R&D 투입 지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연평균 5.8%씩 완만히 상승하다 2014년 일시적으로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2015년 다시 상승

했고 2016년에도 작년에 이어 상승세를 유지했다. 2016년 R&D 투입은 전년 대비 3.1% 증가

한 110.19를 기록했다. R&D 투입 지표를 구성하는 세부항목 중 전체 서울시 R&D 투자의 2/3 

가량을 차지하는 기업부문의 R&D 투자는 전년 대비 5.0% 증가했고, 공공부문의 R&D 투자도 

전년 대비 3.5% 늘어나면서 전체 R&D 투입 지표가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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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R&D 투입 지표 추이

 

 2016년 서울시의 전체의 R&D 투자 규모는 10조 4,839억 원으로 전년(10조 306억 원) 대비 

4.5% 상승했다. 서울시 공공부문의 R&D 투자(3조 5,362억 원)는 전체 서울시 R&D의 33.7%, 

기업부문의 R&D 투자(6조 9,478억 원)는 66.3%를 차지하고 있다. 

 첫 번째 세부지표인 2016년 공공부문의 R&D 투자는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이중에서 공

공연구기관의 R&D 투자(1조 1,134억 원)가 전년 대비 4.6% 감소한 반면 대학(교)의 R&D 투자

(2조 4,227억 원)는 7.7% 증가했다. 

 두 번째 세부지표인 기업 부문의 R&D 투자 규모(6조 9,478억 원)는 2010년 이후 증가하다가

2014년 크게 감소했으나 2015년 다시 전년대비 5.2% 증가했다. 2016년에도 전년 대비 5.0% 

증가하여 2015년과 비슷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세부 항목 중 정부투자기관의 투자(244억 원)가 

전년 대비 32.8% 크게 감소하였으나, 기업부문 R&D 투자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기업의 

투자(6조 9,234억 원)가 5.3% 증가하면서 전체 기업부문의 R&D 투자 및 서울시 R&D 투자 증

가폭이 개선되었다. 정부투자기관의 R&D 투자는 2012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고, 민간기업의 

R&D 투자는 2013년까지 연평균 10% 이상씩 계속 증가하다가 2014년에 큰 폭으로 떨어진 후 

2015년부터 다시 5%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세 번째 지표인 전국 R&D 투자 대비 서울시 R&D 투자 비율(15.1%)은 2016년 기준 전년

(15.2%)보다 0.1%p 감소했다. 2016년 전국 R&D 투자(69조 4,055억원)는 전년 대비 5.2% 증

가하였으나, 서울시 R&D 투자(10조 4,839억)는 4.5% 증가에 그쳐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

된다. 전국 R&D 투자 대비 비중은 경기지역(47.6%), 서울시(15.1%), 대전(10.5%), 충남(4.3%) 

순으로 높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기지역 R&D 투자는 2016년 33조 506억원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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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R&D 투자 대비 비중은 전년(48.3%) 대비 0.7%p 감소했다.

 (2) 재원 규모

혁신활동에 필요한 자금 동원 수준을 나타내는 재원 규모 지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평균 9.5%의 증가율로 상승하다 2015년 서울시 외국인 직접투자액(FDI)과 신규벤처 투자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년 대비 33.8% 증가한 192.61을 기록했다. 지표의 세부항목 중에서 서

울시 외국인 직접투자액(FDI)이 전년 대비 55.4% 증가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9) 신규벤처 

투자액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42.2%) 했다. 2016년에도 재원 규모 지표는 전년 대비 

8.5% 증가한 208.97을 기록하여 상승세를 이어갔다.

  첫 번째 세부지표인 서울시 신규벤처 투자액10)은 2016년 1조 1,437억 원으로 전년대비 

7.8% 증가했다. 두 번째 세부지표인 전국 대비 서울시 신규벤처 투자 비율은 53.2%로 2015년

(50.9%)보다 2.3%p 증가하여 투자처로서 갖는 매력도가 상승했음을 보여준다. 전국 대비 서울

시 신규벤처 투자 비율은 2013년을 최저점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국에서 신규벤

처 투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 순위는 서울(53.2%), 경기(20.9%), 대전(7.6%), 기타/해외(5.3%) 순

이었다. 경기 지역의 전국 대비 신규벤처 투자액 비율(20.9%)은 전년(24.0%) 대비 3.1%p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재원 지표 추이

9)  종전 사상최대 실적은 2005년 7,163백만불
10) 서울혁신지수의 재원 지표의 세부항목 중 ‘벤처캐피탈 투자액’이 2016년부터 ‘신규벤처 투자액’으로 변경되어 

2004-2015년 수치가 변경됨. 이에 따라 2004-2015년의 기존 혁신지수 값도 조정됨. 벤처캐피탈 투자액은 투자잔액(누적)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신규벤처 투자액은 각 년도의 신규 투자 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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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세부지표인 기술보증기금의 서울소재기업 보증공급액11)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서울소재기업 보증공급액은 3조 8,745억 원으로 전년(3조 7,255

억 원) 대비 4.0% 증가했다. 한편, 2015년 기준 서울시 외국인 직접투자액(FDI)12)은 95.6억 달

러로 전년(85.3억 달러) 대비 12.1%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아주지역은 FDI 유입이 전년보다 

15.8% 감소한 33.0억 달러를 기록했고, 미주 지역도 전년 대비 37.9% 감소한 17.2억 달러를 

기록했다. 유럽 지역은 전년 대비 매우 크게 증가(160.4%)하여 42.9억 달러를 기록했다.13) 

2015년 FDI 유입이 5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한 미주 지역과 아주 지역은 2016년 크게 감소

한 반면 유럽 지역은 2015년 외국인 직접투자액 증가(24.2%)에 이어 2016년도에도 전년도의 2

배 이상 FDI 유입이 급증했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 중심 서비스업 투자금액이 전년 대비 

5.8% 증가하였고 제조업 투자금액은 전년 대비 102.2% 증가하였다. 투자목적별로는 M&A형(인

수합병, 기존 주식취득) 투자가 9.6% 감소한 반면, 제조업과 관련이 있는 그린필드형(사업장 설

립/증설, 공장 설립/증설) 투자는 대폭(36.5%) 증가했다.14)

 (3) 인적 자본

투입부문의 인적 자본 지표는 지난 6년간(2010~2015년) 평균 2.2%의 증가율을 보이며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6년에는 전년 대비 1.4% 상승한 112.88을 기록하며 작년보다 소

폭 상승했다. 지표를 구성하는 세부항목인 서울시 연구원 수는 2007년에서 2014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2015년 1.6% 감소했으나 2016년 다시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전국 대비 서울의 

연구원 수 비율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 감소세를 보이다 2016년 반등하였다. 전국 대

비 서울의 연구원 수 비율은 2016년 23.9%로 전년대비 0.6%p 증가했다. 지식산업분야 사업체 

수는 2016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2016년 전년 대비 증가율은 0.0%로 전년과 거의 같

은 수준을 유지했다. 서울의 이공계 대학원생 수는 2010년에 크게 늘어난 이후 2015년까지 소

폭 상승세를 이어가다 2016년 전년 대비 0.7% 감소했다. 세부항목을 종합하면 2015년 인적 

자본 지표는 서울시 연구원 수 및 전국 대비 서울의 연구원 수 비율 증가가 서울 이공계 대학

원생 수 감소를 상쇄하면서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11) 기술력을 인정받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들이 자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확보한 경영 자금
12) 설비투자 등 외국자본의 장기자본 투자
13)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된‘서울통계’기준 금액
14) 2016년 서울 FDI의 투자목적별 실적은 서울시 보도자료(2017.1.6.),“16년 외국인직접투자 95억 5천만 달러 기록, 2년 연속 

최고치 경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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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인적 자본 지표 추이

  첫 번째 세부지표인 서울시 연구원 수는 2016년 110,080명으로 전년(105,714명) 대비 4.1% 

증가했다. 서울시 연구원들은 주로 기업체(61.6%)과 대학(33.7%)에 속해있으며, 기업체는 전년 

대비 2.6% 증가, 대학의 연구원 수는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수는 2014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큰 폭으로 줄어든 이후 2016년까지 감소 추세가 지속

되어 2016년에도 전년 대비 0.7% 감소했다. 그러나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수 비중(4.8%)은 매

우 적어 전체적인 서울시 연구원 수 비중에는 별로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세부지표인 2016년 전국 대비 서울시 연구원 수 비율은 23.9%로 전년(23.3%)보다 

0.6%p 증가했다. 이는 2016년에 전국의 연구원 수(460,769명)가 전년(453,262명)보다 1.7% 증

가에 그친 반면 서울시 연구원 수는 4.1% 증가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세부지표인 서울의 이공계 대학원생 수는 2016년 46,837명으로 전년(47,153명)보다 

0.7% 감소했다. 계열별 비중은 공학 계열(44.5%)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의약 계열(30.2%), 

자연 계열(25.3%) 순이며, 각 계열의 대학원생 수 전년 대비 증감률은 공학 계열 0.2%, 자연계

열 –0.5%, 의약계열 -2.0%로 2016년 자연 계열과 의약 계열의 감소세가 공학 계열의 증가세

를 상쇄하면서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네 번째 세부지표인 서울시 지식산업분야 사업체 수는 2016년 136,178개로 전년(136,168개) 

대비 0.0%로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 7년(2010-2016년)간 연평균 사업체 

증가율은 5.2%이고, 지식기반 제조업 분야에서는 정밀화학, 정밀기기 산업이, 지식기반 서비스

업 분야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 관광․MICE, 정보서비스 산업의 사업체 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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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출

 (1) 혁신 성과

산출부문의 혁신 성과 지표는 2012년, 2014년에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2016년에는 전년 대비 

0.4% 증가하면서 2015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표를 구성하는 세부항목 중 하나

인 서울시 지식재산권 총 출원 건수는 2014년만 감소하고 2010~2015년까지 매년 증가했으나 

2016년 다시 전년 대비 1.7% 감소했다. 서울시 공공부문 관리 기술료 수입도 2013-2015년까

지 35.3%의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 전년대비 16.5% 감소했다. 그러나 전년 

대비 감소했던 서울시 공공부문 관리 SCI 논문 건수와 서울시 공공관리 사업화 성과 건수가 크

게 증가하면서 산출부문의 혁신 성과 지표가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으로 나타났다.

<그림 7> 혁신 성과 지표 추이

  

  첫 번째 세부지표인 서울시 지식재산권의 총 출원 건수는 2016년 141,195건으로 전년

(143,688건) 대비 1.7% 감소했다. 지적재산권 중 상표 출원 건수는 전년 대비 0.2% 증가에 그

친 반면 특허 출원 건수는 전년 대비 –1.5%, 실용신안이 –18.6%, 디자인은 –7.0%로 전반적으

로 감소로 돌아섰다.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까지 세부지표인 공공부문 관리 특허, SCI 논문, 기술료 수입, 사업화 

건수 실적은 국가 R&D 사업에 의한 실적과 서울산업진흥원(SBA)의 R&D 사업에 의한 실적을 

종합하여 산출한다. 사업주체별로 분석해보면 2016년 국가 R&D 사업에 의한 서울시 공공부문 

관리 R&D 실적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기술료 수입을 제외하고 특허 출원, SCI 논문, 사업

화 성과는 증가했다. 서울산업진흥원(SBA)을 통한 공공부문 관리 R&D 실적의 경우 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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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사업화 성과 건수와 기술료 수입액은 대폭 상승하고 SCI 논문 건수도 소폭 증가했으나 특

허 출원 건수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R&D 사업에 의한 서울시 공공부문 관리 R&D 실적을 세부항목 별로 살펴보면 특허 출

원 건수는 2010년부터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고 기술료 수입은 2013년에 잠시 감소했다가 

2014-2015년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6년 전년 대비 감소로 다시 돌아섰다. 각 항목을 

2015년도 실적과 비교해보면 공공부문 관리 특허 출원 건수(국내+해외)는 9,046건으로 전년

(8,825건) 대비 2.5% 증가했고, SCI 논문 건수는 14,061건으로 전년(13,115건) 대비 7.2% 증

가했다. 기술료 수입액은 637.7억 원으로 전년(767.3억 원) 대비 16.9% 감소했으며, 사업화 성

과 건수는 2,784건으로 전년(2,462건) 대비 1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BA의 R&D 지원 사업에 의한 서울시 공공부문 관리 R&D 실적의 경우, 특허 출원과 SCI 

논문 건수는 2010~2016년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22.5%, -47.6%로 큰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사업화 성과는 2011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5년 반등한 이후 2016년 전년 대비 큰 폭

으로 증가했다. 기술료 수입은 2012-2015년까지 큰 폭으로 등락을 반복하다 2016년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각 세부항목별로 2015년 실적과 비교하면 기술료 수입액은 939.1백만 원으로 

전년(727.7백만원) 대비 29.1% 상승했고, 사업화 성과 건수는 104건으로 전년(43건) 대비 

141.9%나 증가했다. 특허 출원 건수는 47건으로 전년(74건) 대비 대폭 감소(36.5%)했으며 SCI 

논문 건수는 10건으로 전년(9건) 대비 1건 증가에 그쳤다. 

 (2) 경제적 효과

산출부문의 경제적 효과 지표는 2010-2013년까지 하락하다가 2014년부터 계속 상승하고 있다. 

2016년 경제적 효과 지표는 95.43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지표를 구성하는 세부항목 

중 지식산업분야의 종사자 수는 매년 완만히 증가하다가 2016년 감소로 반전되었다. 혁신기업 

수, 매출액 고성장 기업 비중은 2010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2015년 반등한 후 2016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 전체기업 대비 벤처기업의 수출액 비중은 2010~2013년까지 

감소하다 2014년부터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상승했다. 지식기반 제조업의 GRDP 

비중은 2009-2012년까지 증가하다 2013년 감소한 이후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지식기

반 서비스업의 GRDP 비중은 매년 비슷한 수준(33%)을 유지하고 있다. 각 세부항목을 종합해보

면 2016년 혁신기업 수 증가와 매출액 고성장 기업 비중 상승, 서울시 전체기업 대비 벤처기업

의 수출액 비중으로 인해 경제적 효과 지표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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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경제적 효과 지표 추이

  

  첫 번째 세부지표인 서울시 전체 GRDP에서 지식기반 제조업(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

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43%로 전년(1.45%) 대비 0.02%p 감소했다. 2016년 서울시 

전체 GRDP가 전년 대비 2.4% 증가한 가운데, 지식기반 제조업의 GRDP는 1.5% 증가에 그쳐 

서울시 전체 GRDP에서 지식기반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소폭 감소했다.

  

  두 번째 세부지표인 서울시 전체 GRDP에서 지식기반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32.9%로 전년(33.0%)보다 0.1%p 감소했다. 2016년 서울시 전체 GRDP가 전년 대비 2.4% 증

가하고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GRDP는 그보다 약간 낮은 전년 대비 2.1%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16년 한 해 동안 전체 지식기반 서비스업 중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GRDP가 가장 

많이 증가(8.6%)했고, 교육서비스업의 GRDP만 감소(-0.1%)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세부지표인 벤처기업의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2013년까

지 매년 감소하다가 2014년부터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2016년 서울시 전체기업 대비 벤처기

업 수출액 비중은 3.8%로 전년(3.5%) 대비 0.3%p 증가했다. 2016년 서울시 벤처기업의 수출

액은 20.5억 달러로 전년(21.2억 달러) 대비 3.0% 감소한 반면 서울시 전체기업의 수출액은 

534.3억 달러로 전년(602.7억 달러) 대비 11.4% 더 크게 감소하여 전체 수출액에서 벤처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네 번째 세부지표인 서울시 지식산업분야 종사자 수는 2016년 1,395,580명으로 전년

(1,412,170명) 대비 1.2% 감소했다. 지난 6년간(2010~2015년) 서울시 지식산업분야 종사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4.1%로 매년 완만히 증가했으나 2016년에 감소로 반전되었다. 지식기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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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분야에서는 정밀화학을 제외한 세부산업이 모두 감소한 가운데 특히 반도체 산업 종사자 수

가 크게 감소했고, 환경, 신소재 등의 종사자 수 감소가 두드러졌다. 지식기반 서비스업 분야는 

문화, 보건·의료서비스 산업 종사자 수는 증가하였으나 기업지원서비스, 정보서비스, 교육서비스 

산업 등의 종사자 수는 감소했다.

  다섯 번째 세부지표인 서울시 전체 혁신기업의 수는 2016년 13,907개로 전년(13,259개) 대

비 4.9%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벤처기업이 7.7%로 가장 많이 증가하고, 메인비즈 인증기업도 

3.8% 증가한 반면 이노비즈는 0.2% 감소했다. 벤처기업은 2008년 이후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이노비즈는 2012-2014년 감소하다가 2015년 반등한 이후 다시 감소했다. 메인비즈 인증

기업은 2011-2014년 감소하다가 2015년 반등한 후 2016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섯 번째 세부지표인 서울시 매출액 고성장 기업 비중은 2015년 9.1%로 전년(8.6%) 대비 

0.5%p 증가했다. 2016년 매출액 고성장 기업 수는 4,770개로 전년(4,275개) 대비 11.6% 증가

했으며, 매출액 고성장 기업은 2010년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2015년 반등한 후 2016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3. 서울 혁신지수 투입·산출 및 종합지수 분석

R&D 투입 규모, 재원 규모, 인적 자본으로 구성된 혁신지수의 투입부문은 2010년 이후 계속 

상승하다 2014년 잠시 하락했으나 2015년 큰 폭으로 증가한 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투입

부문은 2010-2015년까지 연평균 6.5%씩 상승했고 2016년에는 전년 대비 5.2% 상승한 

144.01을 기록했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인적 자본 지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완만한 상승

세를 보이는 가운데 R&D 투입 규모는 2010년 이후 증가하다가 2014년 일시적으로 감소, 

2015년 이후 상승하는 양상을 보인다. 재원 규모는 2010~2016년까지 계속 상승 추세이고 특

히 2015년에 크게 상승했다. 2016년 투입 부문의 상승은 세부지표 중 재원 규모의 높은 증가

와 R&D, 인적 자본 지표의 완만한 상승에 기인하며, 전반적인 추세는 등락폭이 가장 큰 재원 

규모 지표의 특징이 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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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혁신 투입 추이

  혁신 성과, 경제적 효과 지표로 구성된 혁신지수의 산출부문은 격년 단위로 증가하는 계단식 

상승 추세를 보이다 2014년 급상승한 후 2015년부터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효과 지표는 2010~2013년까지 하락하다가 2014-2016년까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혁신 성과 지표는 2012년, 2014년에는 급증하고 2015-2016년에는 소폭 상승하는 양상

을 보이며 산출 부문의 전반적인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대체로 서울시 공공부문 관리 SCI 논

문 건수, 사업화 성과 건수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혁신 성과를 보이고 혁신

기업 수, 매출액 고성장 기업 비중 증가 등으로 인해 경제적 효과가 상승한 것이 산출부문의 

소폭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10> 혁신 산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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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과 산출부문을 종합한 2016년의 서울 혁신지수는 전년보다 3.1% 상승한 141.03를 기록

했다. 앞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투입부문의 재원 지표가 2016년에도 서울시 외국인 직접투자액

(FDI), 신규벤처 투자액 등에서 작년에 이어 여전히 호조를 보였고 R&D 지표도 기업부문 R&D 

투자 등 원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2016년 서울시 혁신지수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11> 종합 혁신지수 추이

<표 3> 각 부문 및 투입, 산출, 종합 혁신지수 연도별 추이 (표준화)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R&D 92.73 100.00 106.29 110.76 116.26 103.92 106.92 110.19 

재원 112.17 100.00 114.83 133.97 137.04 143.96 192.61 208.97 

인적 자본 96.18 100.00 103.35 107.03 108.71 111.28 111.32 112.88 

혁신 성과 99.11 100.00 101.45 134.27 132.72 173.60 180.00 180.68 

경제적 효과 93.96 100.00 96.07 93.42 88.77 90.02 93.51 95.43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투입 100.36 100.00 108.15 117.25 120.67 119.72 136.95 144.01 

산출 96.53 100.00 98.76 113.85 110.74 131.81 136.76 138.05 

종합 98.45 100.00 103.46 115.55 115.71 125.77 136.85 1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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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  론

2016년 서울 혁신지수는 전년도에 비해 약 3.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혁신 

투입이 작년에 이어 상승했고, 기존의 투입으로부터 얻은 혁신 산출의 성과도 소폭 상승하여 혁

신지수가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혁신 투입은 재원 규모의 증가가 지수 상승의 가장 큰 요

인으로 작용했다. 재원 규모는 서울시 외국인 직접투자액(FDI), 신규벤처 투자액 등 세부지표가 

모두 상승하면서 혁신 투입 상승을 주도했다. 인적 자본 지표는 서울시 연구원의 수가 증가하면

서 2016년에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다. 서울시 연구원 수는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15년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2016년 다시 반등했다. 다만 인적 자본 지표 중 서울 이공계 

대학원 수는 2010년 이후 완만히 증가하다 2016년 감소로 반전되었다.  

  한편, 혁신 투입에 대한 결과인 혁신 성과는 2015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경제적 효과 

지표는 소폭 높아졌다. 혁신 성과 지표는 세부항목 중 R&D 활동에 따른 서울시 공공부문 관리 

SCI 논문 건수, 사업화 성과 건수가 지표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경제적 효과 지표는 

세부항목 중 서울시 혁신 기업의 수, 매출액 고성장 기업 수 및 비중 증가가 지표 상승을 이끈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 전체기업 대비 벤처기업 수출액 비중의 경우 서울시 전체기

업 수출액의 감소폭이 벤처기업의 감소폭보다 크게 나타나 서울시 전체기업 대비 벤처기업 수

출액 비중이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므로 경제적 효과의 상승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

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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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5) 2016년부터 재원 지표의 벤처캐피털 투자액이 신규벤처 투자액으로 변경됨으로써 2004-2015년 수치가 변경됨. 이에 따라 

<부록 표 1> 투입 항목의 원자료 및 표준화 결과
R&D

1. 서울시 공공부문 R&D 투자 (백만 원)

항목/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원지표 2,564,473 3,014,083 3,122,065 3,379,511 3,420,313 3,348,775 3,416,619 3,536,181 

표준화 85.08 100.00 103.58 112.12 113.48 111.10 113.36 117.32 

2. 서울시 기업부문 R&D 투자 (백만 원)

항목/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원지표 4,739,772 5,228,937 6,109,229 6,537,207 7,282,350 6,286,784 6,614,019 6,947,758 

표준화 90.65 100.00 116.84 125.02 139.27 120.23 126.49 132.87 

3. 전국 R&D 투자 대비 서울시 R&D 투자 비율 (%)

항목/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원지표 19.3 18.8 18.5 17.9 18.0 15.1 15.2 15.1 

표준화 102.46 100.00 98.44 95.15 96.02 80.43 80.91 80.36 

재원

4. 서울시 신규벤처 투자액 (억 원)15)

항목/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원지표 3,891 4,790 5,362 5,550 5,573 7,465 10,614 11,437 

표준화 81.23 100.00 111.94 115.87 116.35 155.85 221.59 238.77 

5. 전국 신규벤처 투자액 대비 서울시 신규벤처 투자액 (%)

항목/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원지표 44.9 43.9 42.5 45.0 40.3 45.5 50.9 53.2 

표준화 102.28 100.00 96.81 102.51 91.80 103.64 115.95 121.18 

6. 기술보증기금 서울시 보증 공급액 (억 원)

항목/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원지표 32,870 32,556 31,558 32,724 36,004 36,286 37,255 38,745 

표준화 100.96 100.00 96.93 100.52 110.59 111.46 114.43 119.01 

7. 서울시 외국인 직접투자(FDI) (백만 달러)

항목/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4 2016

원지표 4,397 2,678 4,114 5,811 6,144 5,487 8,529 9,558 

표준화 164.19 100.00 153.62 216.99 229.42 204.89 318.48 356.91 

인적 자본

8. 서울시 연구원의 수 (명)

항목/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원지표 86,852 91,193 96,372 102,239 105,045 107,474 105,714 110,080 

표준화 95.24 100.00 105.68 112.11 115.19 117.85 115.92 120.71 

9. 전국 총 연구원의 수 대비 서울시 연구원의 수 (%)

항목/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원지표 26.9 26.4 25.7 25.5 25.6 24.6 23.3 23.9 

표준화 101.94 100.00 97.44 96.54 97.11 93.19 88.47 90.62 

10. 서울의 이공계 대학원생 수 (명)

항목/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원지표 41,041 44,880 45,856 46,090 46,251 46,726 47,153 46,837 

표준화 91.45 100.00 102.17 102.70 103.05 104.11 105.06 104.36 

11. 서울시 지식산업분야 활동 사업체 수 (개)

항목/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원지표 96,350 100,255 108,374 117,054 119,783 130,282 136,168 136,178 

표준화 96.10 100.00 108.10 116.76 119.48 129.95 135.82 13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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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 산출 항목의 원자료 및 표준화 결과
혁신 성과

1. 서울시 지식재산권 총 출원 건수 (건)

항목/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원지표 122,494 118,459 120,548 128,734 138,642 133,681 143,688 141,195 

표준화 103.41 100.00 101.76 108.67 117.04 112.85 121.30 119.19 

2. 서울시 공공관리 특허 출원 건수 (건)

항목/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원지표 4,442 4,537 5,277 6,355 6,455 8,746 8,899 9,093 

표준화 97.91 100.00 116.31 140.07 142.27 192.77 196.14 200.42 

3. 서울시 공공관리 SCI 논문 게재 건수 (건)

항목/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원지표 10,157 8,797 10,146 11,476 9,948 13,449 13,124 14,071 

표준화 115.46 100.00 115.33 130.45 113.08 152.88 149.19 159.95 

4. 서울시 공공관리 기술료 수입 (백만 원)

항목/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원지표 28,934 32,421 36,706 49,870 42,304 58,943 77,455 64,709 

표준화 89.25 100.00 113.22 153.82 130.48 181.80 238.90 199.59 

5. 서울시 공공관리 사업화 건수 (건)

항목/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원지표 1,153 1,288 781 1,782 2,070 2,933 2,505 2,888 

표준화 89.52 100.00 60.64 138.35 160.71 227.72 194.49 224.22 

경제적 효과

6. 서울시 GRDP 대비 지식기반 제조업 GRDP 비중 (2010 실질, %)

항목/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원지표 1.10 1.23 1.45 1.46 1.36 1.42 1.45 1.43 

표준화 89.63 100.00 117.47 118.87 110.44 115.57 117.49 116.43 

7. 서울시 GRDP 대비 지식기반 서비스업 GRDP 비중 (2010 실질, %)

항목/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원지표 33.3 33.2 33.1 32.9 33.2 33.0 33.0 32.9 

표준화 100.54 100.00 99.70 99.30 100.26 99.46 99.61 99.32 

8. 서울시 총 수출 대비 벤처기업 수출 비중 (%)

항목/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원지표 5.3 5.4 4.4 3.8 3.3 3.6 3.5 3.8 

표준화 96.50 100.00 80.12 69.64 61.09 65.69 64.42 70.48 

9. 서울시 지식산업분야 종사자 수 (명)

항목/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원지표 1,070,341 1,153,002 1,181,218 1,214,771 1,243,412 1,306,730 1,412,170 1,395,580 

표준화 92.83 100.00 102.45 105.36 107.84 113.33 122.48 121.04 

10. 서울시 혁신 기업의 수 (개)

항목/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원지표 12,343 14,274 14,140 13,344 12,571 12,438 13,259 13,907 

표준화 86.47 100.00 99.06 93.48 88.07 87.14 92.89 97.43 

11. 서울시 10명 이상의 상용근로자를 둔 활동 기업 대비 매출액 고성장 기업 비중 (%)

항목/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원지표 13.10 13.40 10.40 9.90 8.70 7.90 8.60 9.10 

표준화 97.76 100.00 77.61 73.88 64.93 58.96 64.18 67.91 

기존 혁신지수 수치도 연도별로 모두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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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3> 서울 혁신지수와 뉴욕 혁신지수 대응표

부

문
뉴욕 혁신지수 서울 혁신지수

투

입

R&D
1. 뉴욕시 기관 단체들의 R&D 투자

2. 미국 전체 R&D 투자 대비 뉴욕시 R&D 투자 

1. 서울시 공공부문 R&D 투자

2. 서울시 기업부문 R&D 투자

3. 전국 R&D 투자 대비 서울시 R&D 투자 

R&D

재원

3. 뉴욕시 벤처캐피털 조성액

4. 뉴욕시 벤처캐피털 지원건수

5. 미국 총 벤처캐피털 조성액 중 뉴욕시 비중

6. 미국 총 벤처캐피털 지원건수 중 뉴욕시 비중

7. SBIR/STTR: 뉴욕시 기업 지원액

8. SBIR/STTR: 뉴욕시 기업 지원건수

9. SBIR/STTR: 미국 총 기업 지원액 중 뉴욕시 비중

10. SBIR/STTR: 미국 총 기업 지원건수 중 뉴욕시 비중

4. 서울시 신규벤처 투자액

5. 전국 신규벤처 투자액 대비 서울시 신규벤처 투자액

6. 기술보증기금의 서울소재기업 보증 공급액

7. 서울시 외국인 직접투자(FDI)

재원

인적 자본

11. 뉴욕시의 이공계 종사자 수

12. 뉴욕시 민간부문 총 고용 대비 이공계 고용 비율

13. 뉴욕시 과학, 공학 분야 대학원생 수

14. 미국의 총 이공계 대학원생 수 대비 뉴욕의 이공계 대학

원생 수

8. 서울시 연구원의 수

9. 전국 총 연구원의 수 대비 서울시 연구원의 수 

10. 서울의 이공계 대학원생 수 

11. 서울의 지식산업분야 활동 사업체 수 

인적 

자본

산

출

지적 

재산권

1.뉴욕시 과학자들의 총 특허 출원 건수

2. 특허의 기술적 다양성 지수

3. 특허 출원 기업 다양성 지수

4. 특허의 독창성 지표 

5. 특허의 일반성 지표

6. 대학특허권: 뉴욕시로 유입되는 특허권 수입

7. 대학특허권: 미국 전역 특허 수입 대비 뉴욕시 비중

8. 대학특허권: 미국 전체 특허 건수 대비 뉴욕시 비중

1. 서울시 지식재산권 총 출원 건수 

2. 서울시 공공부문 관리 특허 출원 건수 

3. 서울시 공공부문 관리 SCI 논문 수 

4. 서울시 공공부문 관리 기술료 수입

5. 서울시 공공부문 관리 사업화 건수 

혁신 

성과

하이테크

지역총생산

9. High-Tech 제조업 분야의 노동자당 GRDP 

10. 뉴욕시 전체 GRDP 중 High-Tech 분야 GRDP 비중

6. 서울시 GRDP 대비 지식기반 제조업 GRDP

7. 서울시 GRDP 대비 지식기반 서비스업 GRDP

8. 서울시 전체 기업 총 수출 대비 벤처기업 수출 비중

9. 서울시 지식산업 총 종사자 수

10. 서울시 혁신 기업의 수

11. 서울시 매출액 고성장 기업 비중

경제적 

효과기업가정신

& 

고용역동성

11. 뉴욕시 하이테크 분야로의 종사자 유출입 증감

12. 뉴욕시 사업체의 하이테크 분야로의 유·출입(Churning)

13. 뉴욕시 하이테크 산업에서 신규 창출된 일자리 비중

14. 뉴욕에 본사를 둔 회사의 평균 시가총액 비중

15. SBIR/STTR: 2년 내에 2단계 지원을 받을 가능성 

16. SBIR/STTR: 2단계 지원에 의해 지원된 총액

17. 벤처캐피털: 2년 내 다음 자본 조달 단계로 진입가능성

18. 벤처캐피털: 다음 자본조달 단계에서 조성된 벤처자본 

총량 비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