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니 로드릭(Dani Rodrik)의 산업정책론과
한국 산업정책에 대한 시사점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경제 활력과 성장잠재력의 둔화를 겪고 있다.

이를 반전시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려면 경제 전 부문에

걸친 질적 향상이 절실하며 산업정책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

과거 전 세계적으로 널리 채택되었던 주류경제학적ㆍ신자유주의적 정책이

무위로 판명되면서 최근 대니 로드릭(Dani Rodrik)의 산업정책론이 하나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로드릭의 산업정책론은 목표(시장 보완, 산업 재구

성), 이론(자기발견), 실증 분석(정책 내생성), 정책 실제(제약 요건 진단,

정책 수립, 제도화) 등에서 기존의 산업정책과 대비되며 실질적 정책 성과를

얻기 위해 각국의 고유한 경험, 산업정책 인식의 정상화, 정부와 민간의 전

략적 협력을 강조한다.

로드릭의 산업정책론은 한국 경제가 지향해야 하는 경제 전체의 질적 향

상과 합치되는 여러 요소들을 정책 근거로서 논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산업

정책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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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분석

1. 머리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가속화되는 대내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세계화의 진전,  중국의
급부상,  금융자본주의 확산,  로벌

기업 조직의 향력 증대 등으로 인
해 국제 경제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선진국들은 기술 우위를 바탕으
로 자국의 기업 및 산업의 로벌 경
쟁력 강화를 최우선시하고 있고 중국
을 위시한 신흥국들은 낮은 요소 비
용을 이용한 국가 주도의 급속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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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발을 진행시키고 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제품,  서비스,  기술,  인
력,  자본,  자원,  정책 등 경제 전 역
에서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서 샌
드위치 신세가 되어 설 자리를 잃게
되리라는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
성과가 둔화되었다(<그림 1> 참조).
국내총생산,  노동,  자본 증가율이 모

두 하락했고 총요소생산성과 노동생
산성도 답보하거나 하락하 다.  특히
경제 활력과 성장잠재력을 나타내는
고용과 투자의 침체가 두드러졌다.  외
환위기 이후 현재까지 10년 동안
IMF 관리체제,  산업구조조정(이상
국민의 정부)을 거쳐 혁신경제체제
전환,  부문 간 균형발전(이상 참여정
부)  등 위기 극복과 성장 모멘텀 회
복을 위한 여러 경제·산업정책이 시

<그림 1> 외환위기 전후 경제성과 비교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구원(K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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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되었으나 경제성과는 나아지지 않
고 있는 상황이다.1)

한국은 과거 요소투입형 경제성장
모형과 그에 수반된 양적 확대 위주
의 산업정책을 통해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새로운 경
제성장 모형을 찾지 못한 채 경제 활
력과 성장잠재력의 둔화를 겪고 있다.
더구나 현재 진행 중인 대외 변화는
앞으로의 방향성을 예측하기 힘든 것
들이어서 향후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
을 더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제 활력과 성장잠재력
을 되찾기 위해 한국의 산업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수립되고 전개되어야
할 것인가?  여기서는 주류경제학적·
신자유주의적 정책(워싱턴 합의)과
대비되면서 최근 하나의 대안으로 주
목받고 있는 대니 로드릭(Dani
Rodrik)의 산업정책론을 살펴보고 앞
으로의 한국 산업정책에 대한 시사점
을 찾아보기로 한다.

2. 주류경제학과 산업정책

(1) 주류경제학의 산업정책론

1970년대 이후 개인의 선택과 시장
의 역할을 우선시하는 신고전파 경제

학 패러다임이 경제학의 주류로 자리
하면서 정부의 정책 개입은 시장 실
패가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정책
무용론적 사고가 주류를 점하게 된다.  

신고전파 경제학은 주어진 제약하
에서 합리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
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그리고 이들이
상호 작용하는 시장 메커니즘을 상정
한다.  시장 실패가 존재하지 않는 한,
사회 후생은 개인의 이기심과 시장의
작동을 통해 극대화된다.  이때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정부 정책에 대한 개인
의 합리적 예측과 대응에 의해 시장
의 왜곡만 초래할 뿐 결국은 사회 후
생을 하락시킨다.  즉 주류경제학의 관
점에서 볼 때 정부는 시장 실패가 존
재하지 않을 때 개인의 선택과 시장
메커니즘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사회
후생 측면에서 최선이 된다.

한편,  시장 실패가 존재하면 주류경
제학에서도 이론적(차선의 이론)으로
는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① 시장 실패 여
부를 파악하기 어렵고,  ② 정부가 어
떻게 얼마나 개입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우며,  ③ 일단 정부의 재량(dis-
cretion)적 개입이 허용되면 정책의
오·남용,  정부 실패,  시장 왜곡,  사회

1) 외환위기를 전후한 한국 경제의 상황과 당시 채택된 IMF 정책안의 배경 및 향에 대해서는 조
순(2006) 참조. IMF 정책안의 상세한 내용은 www.imf.org/external/np/oth/korea.htm과
www.imf.org/external/np/loi/122497/ht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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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 하락 등의 위험이 커지는 문제
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주류경제학은
시장 실패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정부
개입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다.

특히 산업정책은 경제 정책 중에서
도 자의성의 여지가 크고 특정 부문에
개입하는 데 따른 왜곡의 우려가 심하
다고 보아 주류경제학에서는 더욱 부
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주류경제학의
산업정책 비판은 산업정책에 대한 실
증 연구로 뒷받침되는데,  대다수의 실
증 연구는 산업정책이 경제 발전이나
성과에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산업정책을
나타내는 다양한 변수들-보호 무역,
정부 R&D 보조금,  일반 보조금,  차
별적 금리,  경제 시스템,  시장 왜곡
등-이 산업생산량이나 생산성을 상승
시켰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2)

(2) 신자유주의와 워싱턴 합의

1980년대 들어 미국을 중심으로 신
자유주의(neoliberalism)3)가 지배적
사조로 자리잡으면서 소위 워싱턴 합
의(Washington Consensus)4)라고 불

리는 일련의 정책이 주도적 경제·산
업정책으로 대두되었다.  워싱턴 합의
는 각 국가가 처한 경제 환경이나 경
제 발전 경험과 관계없이 그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기만 하면 빠른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정책 보편성
을 강력히 주장한다.  자유화,  개방화,
민 화를 바탕으로 하는 워싱턴 합의
의 내용은 주류경제학의 산업정책을
신자유주의적으로 변용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1990년대 들어 열 가지의
구체적인 정책 패키지로 정리되었다
(<표 1> 참조).

워싱턴 합의는 1990년경부터 미국
을 위시한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MF), 미주개발은행
(IADB) 등의 국제금융기구를 통해
전 세계(특히 저개발국)로 전파되기
시작하 다.  저개발국에서 선진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논리라는 부정
적 인식이 있었으나 그보다는 경제
제도 선진화의 모본으로 받아들여지
면서 동아시아,  아프리카,  동유럽,  남
아메리카 등 세계 각국에서 채택되고
실행되었다.

그러나 워싱턴 합의가 세계 각국에

2) 산업정책의 효과에 관한 실증 연구는 Barro(1991), Noland and Pack(2003) 등 참조.  한국을 대
상으로 한 실증 분석에서도 산업정책은 대부분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Balassa(1991),
World Bank(1993) 등 참조.

3) 신자유주의 사조는 주류경제학적 사고를 하나의 근간으로 하며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인정한다.  개인의 자유를 보호·증진하기 위해 국가는 재산권,  자유 시장,  자유 무역을 절대적으
로 추진해야 한다는 함의를 지닌다.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는 Harvey(2005) 참조.

4) 신자유주의적 사고를 공유하고 전파하는 미국과 미국 주도의 국제금융기구(World Bank, IMF,
IADB 등)가 모두 워싱턴 D.C.에 자리하고 있어 워싱턴 합의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워싱턴 합
의의 상세 내용은 Rodrik(2006), Williamson(19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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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실행된 지 약 25년이 지난 현재까
지 선진국·저개발국 간 격차만 확대
되는 등,  기대했던 긍정적 효과는 나
타나지 않고 있다.5) 워싱턴 합의를 채
택했던 국가들의 성과가 크게 부진하
자 워싱턴 합의의 주역이었던 세계은
행(World Bank, 2005)은“모든 국가
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은 없
다”(서문, p. 8)면서 워싱턴 합의가 효
과 없음을 인정했고 세계은행 부총재
를 지낸 스티 리츠(Stiglitz, 2003)도
현 세계화가 선진국이 저개발국에 부
적합한 정책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진
행되고 있다고 비판하기에 이른다.6)

3. 로드릭의 산업정책론7)

주류경제학에 기반하고 신자유주의

사조를 결합한 워싱턴 합의가 실망스
러운 성과를 내면서 최근 들어 대안
적인 경제·산업정책론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그중에서 하버드 대학
의 대니 로드릭 교수의 산업정책론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로드릭(2004)은 산업정책이“시장
을 보완하고 산업구조를 재구성
(restructuring)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위한 잠재력을 최대화하고 비용을 최
소화”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실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시장 실패의 결과를
논의의 중심에 두는 주류경제학과 달
리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
을 중시한다.  시장 실패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산업정책이 경제 발전을 위
한 효과적 정책 수단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World Bank(2005)의 그림 1.2와 그림 1.3 참조.
6) 워싱턴 합의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Rodrik(2006), World Bank(2005), Stiglitz(2003) 참조.  그

러나 워싱턴 합의의 효과가 없는 것은 그 정책이 제대로 충분히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정통주의 워싱턴 합의류의 반대 견해도 존재한다. Singh et al(2005), Krueger(2004) 참조.

7) 이하 로드릭의 산업정책론은 Hausman and Rodrik(2003), Hausman et al(2005), Rodrik(2004,
2005a, 2005b, 2006, 2007) 등을 주로 참조.  로드릭의 저작은 저자의 하버드 대학 홈페이지
(http://ksghome.harvard.edu/~drodrik)에서 찾을 수 있다.

1. 재정 건전화 6. 무역 자유화

2. 공공지출 정비 7. 외국인투자 개방

3. 세제 개혁 8. 공기업 민 화

4. 금융 자유화 9. 규제 완화

5. 경쟁적 환율 10. 지적재산권 보호

<표 1> 워싱턴 합의의 내용

자료 : Williamson(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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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로드릭은 산업정책의 중
요성과 유효성을 이론(theory), 실증
(empirics), 실제(practice)적 측면에
서 논증하고 있다.  

(1) 이론 : 자기발견

먼저 로드릭(2004)은“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서 산업정책을 옹호하
고 이론적 근거로 자기발견(self-dis-
covery) 과정을 들고 있다.  경제 발전
의 상위 단계로 진입하려면 다음 단계
의 선택을 위해 미활용된 기회 요인과
드러나지 않은 비용 요인에 대한 정보
가 필요하다.  자기발견 과정과 연계된
기회와 비용은 정보외부성(informa-
tion externality)과 조정외부성(coor-
dination externality)으로부터 생겨나
는데8) 이들 외부성을 최대한 긍정적
으로 활용하기 위해 잘 디자인된 산업
정책의 역할이 요청된다.  즉 산업정책
의 수립·실행·조정이 기회 요인과
비용 요인을 드러나게 함으로써 사전
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내재적 정보
(성장잠재력)를 발견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류경제학이 부정적 시각으로 외
부성을 보는 것과 달리 로드릭은 외
부성을 시장의 잠재력 확대를 위한
긍정적 원천으로 파악하고 있다.9)

(2) 실증 분석 : 정책 내생성의 문제

로드릭(2005a)은 기존의 산업정책
실증 분석 방식에 의한 정책 성과 평
가와 해석에 의문을 제기한다.10) 대부
분의 경제 정책은 임의로 결정되는 것
이 아니라 시장 상황과 경제성과를 반
하여 수립ㆍ조정되므로 정책과 성과

사이에 내생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마
련인데 기존 실증 분석은 내생성 문제
를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드물
기 때문이다.  내생성 문제는 거의 모
든 실증 분석에서 제기되는 문제지만,
특히 산업정책 실증 분석에서는 가설
검정에 필요한 성과 변수와 정책 변수
가 서로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더 심각하고 더 해결하기 어렵다.

실증 분석이 성과에 대한 정책의
향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하려면 먼

저 성과와 정책 간의 가설 검정이 가
능하도록 충실한 경제학적 이론 근거

8) 경제 발전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수익이 비용보다 큰 기회가 실제 개발되지 않는 이유는 해당
제품(산업)의 수익/비용 구조에 관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정보외부성(information externali-
ty)이 발생하거나 제품(산업)  간의 연계성(네트워크)에 따라 어느 한 제품만의 생산 없이 다른
제품의 생산만으로는 비용에 비해 충분한 수익을 얻기 어려운 조정외부성(coordination exter-
nality)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9) 이 점은 기술,  인적자본,  아이디어,  신제품 등 긍정적 외부성을 지니는 요소들을 경제 성장의 주
된 원천으로 삼는 신성장이론과 맥을 같이 한다.

10) Easterly(2005), Temple(1999)을 추가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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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실증 분석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다음으로 실증 분석 설계에 합
치하는 엄 한 추정이 행해져야 한다
는 것이 로드릭의 주장이다.

(3) 정책 실제 : 산업정책의 수립과
실행

로드릭(2006)과 하우스만 외
(Hausman et al, 2005)는 실제적인
측면에서 산업정책의 수립 및 실행을
세 단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워
싱턴 합의처럼 하향식·대단위·전방
위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상향식·
소단위·단계별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로 경제 발전의 제약
요건들을 진단한다(diagnostic analy-
sis). 이 단계에서는 로드릭(2006)에
서 예시한 방법대로 전체 경제에서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왜곡 부분을
순차적으로 찾아간다.11) 이때 경제 내
의 여러 변수들의 다양한 움직임과
그들이 보내는 신호를 면 히 검토함
으로써 왜곡 부분과 왜곡되지 않은
부분을 구별해내는 세 한 작업이 이
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 단계로 제약 요건에 대한
진단을 근거로 정책을 디자인한다

(policy design).12) 여기서 중요한 점
은 가능한 한 왜곡을 직접적으로 보
정할 수 있는 최선(first-best)의 정
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서는 실행 가능한 차선(second-best)
의 정책에 만족해야 할 때가 자주 발
생한다.  또한 정책의 결과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세 번째 단계로 정책 수행에 대한
평가와 조정을 거쳐 경제 발전의 모멘
텀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제도화한다(institutionalizing reform).
로드릭(2005b)의 관측에 의하면 경제
발전은 시작하기보다 유지하기가 더
어렵다.  경제 발전의 모멘텀을 지속시
키기 위해서는 생산의 역동성이 경제
전체에 파급되는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야 하고 외부 충격이 있을 때 유연하
게 대처할 수 있는 경제 체질이 갖추
어져야 한다.  이러한 제도화는 장기간
에 걸쳐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나
정치·사회·경제적인 내외부의 충격
으로 단절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산업정책의 실제 적용에서 반
드시 대비가 필요하다.

(4) 산업정책의 재평가

로드릭(2007)은 산업정책에 대한

11) 이는 워싱턴 합의가 상이한 국가별 제약 요건에 대한 고려 없이 정책 보편성을 강조한 것과
대비된다. Rodrik(2006), p. 983 그림 1에 예시된 제약 조건 분류표와 관련 설명 참조.

12) Rodrik(2004), pp. 21∼25에서 제시한 산업정책 디자인 10개 원칙과 관련 설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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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경제학의 부정적 시각을 비판하고
경제 발전 수단으로서 산업정책의 유
용성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교육,  의료,  사회 보장,  거시
경제 등 전통적인 경제 정책이 산업
정책과 마찬가지로 정부 개입에 의한
시장 왜곡과 정책 오·남용의 위험성
을 지니고 있는데도 유독 산업정책에
대해 강한 반감이 존재하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산업정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정상적으로 바꾸어야(normal-
izing)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즉
산업정책의 문제는 관료주의,  이익집
단 등으로 인해 정책이 오ㆍ남용될
때 야기되는 것이지 산업정책 자체에
내재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
서 사용 가능한 모든 정책(정책 공간
policy space) 중에서 산업정책을 다
른 경제 정책과 다르게 취급하지 말
고 경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
로서 투명한 절차를 확립하여 선용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로드릭
(2004)은 산업정책에 대한 다수의 오
해들을 열거하고 산업정책에 대한 반
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그 같은 오해
들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성공 산업을 골라
낼 수 없다”(government cannot
pick winners)는 가설은 산업정책의
정책 무력성을 강조하기 위해 자주
인용되지만,  그보다는 산업정책이 경
제 발전 과정에서 숨겨진 기회와 비

용을 드러내는 자기발견(self-discov-
ery)의 긍정적 의미로 해석되고 사용
될 때 더 바람직하고 건설적이라는
것이다.  즉 잘 디자인된 산업정책은
장기적·동태적으로 볼 때 오히려 사
회적 기회를 발견하고 비용을 줄이는
데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강조한다.

로드릭의 산업정책론은 산업정책을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이해하는 시각
에서 출발한다.  어떤 경제 정책도 결
과를 사전적으로 알 수 없고 실패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산업정책도 경제
정책이다.  따라서 여느 경제 정책과
마찬가지로 산업정책을 수립·실행함
에 있어서도 결과를 예단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엄 한 경제적 분석을
바탕으로 제약 조건을 밝히고 정책을
디자인하고 제도화 과정을 거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정부·민간이 협력하여 자기
발견과 정책 실험을 행하고 그로부터
배우고 고쳐가는 것이 좋은 산업정책
못지않게 중요한 과정임을 강조하고
있다.

4. 한국 산업정책에 대한 시사점

현재 한국 경제와 산업정책은 낙관
적이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다.  외환
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성과 하락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이 제시되었고
여러 정책이 시도되었으나 경제 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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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성장잠재력은 여전히 되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한국 경제가
향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
을 이루려면 경제 전 부문에 걸친 질
적 향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
이다.  그리고 경제 전 부문의 질적 향
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업정책이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산업정책이 구체적으로 어
떤 모습을 지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서는 깊이 있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
겠으나,  지금까지 살펴본 로드릭의 산
업정책론은 한국 산업정책에 대해 다
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선진국의 산업정책으로부터
함의를 얻되 선진국 정책을 모방·추
종할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에 맞도
록 창조적으로 변용해야 한다.  좋은
제도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 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나 제도와 경제
발전 간에 일의적인 인과관계가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13)

둘째,  다른 국가와 차별되는 한국의
경제 발전 경험을 산업정책에 반 해
야 한다.  세계은행(2005)에서 인정한
것처럼 워싱턴 합의에서 중시하는 정
책 보편성보다 국가별로 고유한 경험

과 환경의 차이가 경제 발전과 정책
성공에 더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셋째,  산업정책에 대한 반감을 재고
하고 실제적 측면에서 산업정책을 다
른 경제 정책과 마찬가지로 경제 발
전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산업정책의 정상화 과정
은 경제 정책의 양적·질적 확대를
가져와 경제 목표 달성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넷째,  산업정책을 결과가 아닌 과정
으로 평가하고 정책의 시도와 학습을
통해 경제의 미래 가능성(기회 요인
및 비용 요인)을 자기발견하는 과정
을 중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약 조
건 진단,  정책 수립,  제도화의 단계를
통해 산업정책을 꾸준히 개선해가야
한다.

다섯째,  산업정책은 정부·민간의
전략적 협력하에서 가장 주효하다.  선
진국의 장기비전에서 나타난 것처럼
선진국에서도 산업정책을 자기발견과
긍정적 외부성의 확대에 적극 사용하
기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14) 특히 대내외 변화의 규모와
속도를 감안할 때 산업정책의 수립·
실행에서 정부와 민간이 정보와 조정

13)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로 볼 때 제도가 경제 발전에 인과적 향을 준다는 가설은 장기에 걸쳐
일부 제도 및 국가에 제한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보인다. Acemoglu et al(2005), Rodrik et
al(2004) 참조.

14) US Department of Commerce(2006), Government of Japan(2007),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5)의 장기 경제 전략 참조.  



과정에서 서로 협력하는 것은 정책
성공 여부에 중요한 향을 끼칠 수
있다.

5. 맺음말

주류경제학의 향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산업정책의 중요성과 유효
성이 이론적·실증적으로 부정되어왔
으나,  실제적으로는 산업정책이 대부
분의 국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
되었다.  이론,  실증,  실제 측면의 접
한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괴리
가 상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산업
정책 목표에 대한 합목적성,  정책 성
과와 비용의 추정,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 등에서 일관된 판단을 내리기에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산업정책은 중요성과 유효성
에 대한 논란,  오·남용에 대한 위험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러나 로드릭에 따를 때 정상화와
정책 실제 과정을 거치면 산업정책이
선용될 여지는 충분하다.  그 경우 산
업정책은 경제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
들을 해결하는 데에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로드릭의 산업정책론은 한국
경제가 지향하는 질적 향상에 합치되
는 여러 요소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
에 한국 산업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정책 목표(시장 보완,  산
업 재구성), 이론(자기발견), 실증 분
석(정책 내생성), 정책 실제(제약 요
건 진단,  정책 수립,  제도화)  등의 측
면에서 산업정책에 대한 근거를 제시
해주며,  각국의 고유한 경험,  산업정
책 인식의 정상화,  정부와 민간의 전
략적 협력 등에 대한 강조는 실질적
인 정책 성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지
침을 제공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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