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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은 생산함수(또는 비용함수)의 동적 요인에 대한 연구주제 중 특

히 비용감소에 기여하는 주요 동인으로 연구되고 있는 학습(Learning), 규모

(Scale), 파급(Spillover) 등의 세 요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제 1단계로 먼저 학습, 규모. 파급효과에 대한 이론적 정의 및 세분화를

통해 비용감소 메커니즘에서 개별 효과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도시

하고자 하였다. 다음 제 2단계로 규모 및 파급효과 관련 학습곡선 연구들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주요 산업별로 개별 효과들의 작용을 비교분석 하였

다. 그리고 마지막 제 3단계로 2단계에서 메타분석으로 실시한 산업별 비교

분석을 국내 데이터를 이용해 실증 분석함으로써 메타분석 연구 결과와 일

치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유의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 1단계인 이론 부분에서는 기술의 비용감소 메커니즘을 도식화하여 초

기에는 학습효과가, 규격화 및 대량생산 이후, 규모 및 파급효과가 제품의

비용감소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였다. 그리고 학습-규모-파

급효과의 이론적 정의를 밝히고, 세분화함으로써 관련 이론을 정리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규모 및 파급효과에 집중하여 개별 효과의 측정방법을 정

리하였다.

제 2단계는 메타분석으로, 여기서는 규모 및 파급효과 관련 학습곡선 선

행연구를 분석하고, 개별 효과의 작용을 목격하고자 하였다. 특히 사례연구

로 신산업에 해당하는 태양광과 풍력, 기존 산업에 해당하는 반도체와 조

선·원자력 산업을 시장의 성숙도와 산업의 특징에 따라 메트릭스화 하였다.

그리고 태양광, 풍력, 반도체, 조선·원자력 산업을 대상으로 한 규모 및 파

급효과 관련 학습곡선 선행연구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최종적으로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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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반도체, 조선·원자력 산업 메타분석 결과를 첫째 산업 간 순위비교,

둘째 산업 간 군집화를 통해 분석하였다. 우선 첫 번째, 산업 간 순위비교

결과, 태양광, 풍력, 반도체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학습효과가 파급 및 규

모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선·원자력의 경우 규모효과가 학습효

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산업 간 군집화 결과, 태양

광-반도체의 경우 각 효과의 크기와 순서의 유사성으로, 산업간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기술 간 비교에서는, 태양광이 풍

력을 대다수의 효과측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3단계인 실증분석 부분에서는 국내 데이터를 사용하여 태양광, 풍력,

반도체, 조선 산업의 학습곡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기간은 2000년부터

2013년을 포괄하여, 산업별로 자료의 구득상태에 따라 별도로 설정되었으며,

모형은 가장 기본적인 이중로그형태를 사용하였다. 주요결과로는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 국내 산업 별 비교 결과, 에너지 분야 신산업

에 해당하는 태양광, 풍력의 경우, 메타분석 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습

파급효과의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력 산업인 반도체, 조선의

경우, 파급 및 규모효과 보다 학습효과의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두 번째, 반도체, 조선 산업의 경우, 전체적으로 학습의 파급효과

및 규모효과를 목격할 수 없었으며, 이는 해당 분석기간 동안 우리나라 기

업들이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였고, 시장 수급 및 가격의 변동성 때문

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학습곡선, 규모효과, 파급효과, 메타 분석, 신재생에너지

학번: 2014-21024



- iii -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학습곡선 연구 동향 ·········································································4

제 3 절 연구의 구성 ·····················································································10

제 2 장 비용감소 구조와 학습곡선 이론분석 ············································12

제 1 절 비용감소 구조와 학습, 규모, 파급효과 ·····································13

제 2 절 학습, 규모, 파급효과 ·····································································18

1. 학습효과의 정의 및 분류 ································································19

2. 규모효과의 정의 및 분류 ································································22

3. 파급효과의 정의 및 분류 ································································25

4. 학습, 규모, 파급효과 측정방법 ·······················································30

제 3 장 규모 및 파급효과 관련 학습곡선 메타분석 및 사례분석 ·········· 32

제 1 절 학습곡선 연구 메타분석 ·······························································33

1. 메타분석 과정 및 결과 ····································································33

2. 주요 연구: 사례조합 ·········································································41

제 2 절 4개 주요산업 사례분석:

태양광, 풍력, 반도체 및 조선·원자력 산업 ·····························45

1. 산업 간 순위 ······················································································47

2. 산업 간 군집화 ··················································································51



- iv -

제 4 장 규모 및 파급효과 관련 학습곡선 실증분석 ··································53

제 1 절 분석 모형 설정 ···············································································54

제 2 절 분석 자료 ·······················································································59

제 3 절 분석 결과 ·························································································66

제 5 장 요약 및 결론 ························································································82

참고 문헌 ··············································································································87

부 록 1 ············································································································104

부 록 2 ············································································································115

부 록 3 ············································································································130

부 록 4 ············································································································178

부 록 5 ············································································································180

Abstract ··············································································································189



- v -

표 목 차

[표 1] Learning and Cost Reduction Factors ·············································20

[표 2] A Classification of Scale Effect ························································23

[표 3] A Classification of Spillover Effect ··················································26

[표 4] Learning and Cost Reduction Factors

with Scale and Spillover Effects ·······················································29

[표 5] Summary of Estimation Methods

with Scale and Spillover Effects ·······················································31

[표 6] Time Trends and Effects of Selected Articles

with Learning, Scale and Spillover Effects ····································38

[표 7] Time Trends and Subjects of Selected Articles

with Learning, Scale and Spillover Effects ····································40

[표 8] A Classification of Learning, Scale and Spillover Effects

used in Selected Articles ·····································································42

[표 9] Selected Articles for Case Study ······················································45

[표 10] A Classification of Effects used in This Study(Meta) ·············46

[표 11] Order of Industry Average by Effects ··········································48

[표 12] Order of Industry Average ·······························································50

[표 13] Comparison between Solar and Wind Industries ·······················52

[표 14] A Classification of Learning, Scale and Spillover Effects

used in Empirical Study ···································································54

[표 15] Model dynamics ···················································································57

[표 16] Model dynamics with Cross Spillover Effect ······························58

[표 17] Data for Photovoltaic Industry ························································60



- vi -

[표 18] Data for Wind Industry ·····································································61

[표 19] Data for Semiconductor Industry ····················································63

[표 20] Data for Shipbuilding Industry ························································65

[표 21] Regression Results for PV(Cumulative R&D Expenses without

Cross Spillover Effects) ····································································67

[표 22] Regression Results for PV(Tim lag and Depreciation R&D

Expenses without Cross Spillover Effects) ···································68

[표 23] Regression Results for Wind(Cumulative R&D Expenses without

Cross Spillover Effects) ······································································69

[표 24] Regression Results for Wind(Tim lag and Depreciation R&D

Expenses without Cross Spillover Effects) ···································70

[표 25] Regression Results for Semiconductor(Cumulative R&D Expenses

without Cross Spillover Effects) ······················································71

[표 26] Regression Results for Semiconductor(Tim lag and Depreciation

R&D Expenses without Cross Spillover Effects) ························72

[표 27] Regression Results for Semiconductor(Patents without Cross

Spillover Effects) ··················································································73

[표 28] Regression Results for Shipbuilding(Cumulative R&D Expenses

without Cross Spillover Effects) ······················································74

[표 29] Regression Results for Shipbuilding

(Tim lag and Depreciation R&D Expenses without Cross

Spillover Effects) ················································································75

[표 30] A Classification of Effects used in This Study(Empirical) ·····76

[표 31] Comparison between Empirical and Meta Studies ·····················79



- vii -

[표 32] Selected Articles for Learning Curve

(Without Scale and Spillover Effects) ··········································104

[표 33] Selected Articles for Learning Curve

(With Learning and Scale Effects) ···············································115

[표 34] Selected Articles for Learning Curve

(With Learning and Spillover Effects) ·········································121

[표 35] Selected Articles for Learning Curve

(With Learning, Scale and Spillover Effects) ····························127

[표 36] Regression Results for PV(Cumulative R&D Expenses with

Cross Spillover Effects) ································································180

[표 37] Regression Results for PV(Tim lag and Depreciation R&D

Expenses with Cross Spillover Effects) ······································181

[표 38] Regression Results for Wind(Cumulative R&D Expenses with

Cross Spillover Effects) ····································································182

[표 39] Regression Results for Wind(Tim lag and Depreciation R&D

Expenses with Cross Spillover Effects) ······································183

[표 40] Regression Results for Semiconductor

(Cumulative R&D Expenses with Cross Spillover Effects) ··· 184

[표 41] Regression Results for Semiconductor

(Tim lag and Depreciation R&D Expenses with Cross

Spillover Effects) ··············································································185

[표 42] Regression Results for Semiconductor(Patents with Cross

Spillover Effects) ················································································186

[표 43] Regression Results for Shipbuilding(Cumulative R&D Expenses

with Cross Spillover Effects) ··························································187



- viii -

[표 44] Regression Results for Shipbuilding

(Tim lag and Depreciation R&D Expenses with Cross

Spillover Effects) ··············································································188



- ix -

그 림 목 차

<그림 1> Construction of Study ···································································11

<그림 2> A Cost Reduction Path to Learning Effect ·····························14

<그림 3> A Cost Reduction Path

to Learning, Scale and Spillover Effects ·································16

<그림 4> A Cost Reduction Mechanism with Learning Effect ········· 21

<그림 5> A Cost Reduction Mechanism

with Learning and Scale Effects ···············································23

<그림 6> Scale and Learning Effects ·························································24

<그림 7> A Cost Reduction Mechanism

with Learning, Scale and Within Spillover Effects ··············27

<그림 8> A Cost Reduction Mechanism

with Learning, Scale, Cross Spillover Effects ························28

<그림 9> Meta Study Flow Chart ·······························································34

<그림 10> Journals and Numbers of Selected Articles ··························35

<그림 11> Journals and Numbers of Selected Articles

with Learning, Scale and Spillover Effects ··························36

<그림 12> Time　Trends and Numbers of Selected Articles

with Learning, Scale and Spillover Effects ··························37

<그림 13> Subjects and Numbers of Selected Articles

with Learning, Scale and Spillover Effects ··························39

<그림 14> Matrix of PV, Wind, Semiconductor,

Shipbuilding and Nuclear Industries ·······································44

<그림 15> Matrix of PV and Semiconductor Industries ························51



- x -

<그림 16> Price Trends of Semiconductor ················································81

<그림 17> Price Trends of Ship(Carrier) ···················································81

<그림 18> Average Learning-by-doing Effect for Each Industry ···· 178

<그림 19> Average Learning-by-searching Effect

for Each Industry ·······································································178

<그림 20> Average Spillover Effect for Each Industry ·······················179

<그림 21> Average Scale Effect for Each Industry ·····························179



- 1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새로운 기술 혹은 상품의 시장 도입 후, 해당 제품의 단위 생산 비용은 경

험(혹은 학습)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보통 이러한 형태의

기술 진보는 Learning Curve, Progress Curve, Experience Curve 등과 같은

개념으로 설명되어 왔다(Dutton and Thomas, 1984; Argote and Epple,

1990). 학습곡선은 초기에 생산으로 인한 학습이라는 Learning-by-doing(이

하 LBD)의 간단한 형태로 표현되어 왔고, 기술개발로 인한 학습인

Learning-by-Searching(이하 LBS)이 추가되는 등 제품의 비용감소 메커니즘

에 작용하는 요인들이 세분화되어 왔다. 특히, 1950년대 학습곡선이 처음 도

입되고 먼저 규모(Scale)효과로 인한 비용 감소의 가능성이 제안되었고

(Hirsch, 1952), 최근에는 학습의 파급(Spillover)으로 인한 비용 감소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Qiu and Anadon, 2012; Partridge, 2013).

학습곡선에 관한 연구는 Wright (1936)의 연구를 기점으로 최근까지 지

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종합하고 리뷰(Review)하는 서

베이(Survey)연구 혹은 메타(Meta)연구 역시 다수 존재한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작성된 주요 연구로 여섯 편을 들 수 있고, 이를 연도순으로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McDonald and Schrattenholzer (2001)의 연구

는 기존의 학습효과 연구들이 비에너지기술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온데 반해,

에너지 전환 기술을 대상으로 한 학습곡선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에너

지 기술 간 학습곡선 분류를 통해 장기 에너지 모델(Energy Model) 연구에

있어 적합한 학습률의 선택과 불확실성 범위의 실증적 베이스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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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다음, 장한수・최기련 (2006)은 학습효과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국내외 선행연구 사례를 정리하고, 제반이론, 적용방법

및 정책적 응용에 관해 살펴봄으로써 학습곡선의 메커니즘을 파악하고자 하

였다. 그리고 Kahouli-Brahmi (2008)의 경우, Energy-Environment-Economy

관련 모델을 정리하고, Bottom-up 모델과 Top-down 모델에서 기술 학습

(Technological learning)을 관련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Kahouli-Brahmi

(2008)에 따르면 내재적 학습(Endogenous learning)은 Bottom-up 모델 상에

서 개별 에너지 시스템의 세부적 기술 옵션 및 제반 비용 등 관련 정보 제공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Top-down 모델 상에서는 기술의 파급 및 진보 과정

을 분석하고 특징짓는데 사용된다. 즉, 두 모형은 서로 대체되기 보다는 서

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또, Weiss et al. (2010a)의 경우, 에너

지 수요 기술 관련 학습곡선 리뷰를 최초로 진행하였으며, 평균 18±9%의

학습률에 따른 지속적인 가격 감소를 발견하였다. 이는 에너지 공급 기술

및 제조업 분야의 결과와 일치하며, 곧 기술 학습(Technological learning)이

에너지 공급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요 기술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임을 보

여준다. 또한, Lindman and Soderholm (2012)은 풍력기술의 학습률에 관한

메타분석을 진행하였으며, 학습 파급(Spillover)효과의 존재 가능성을 보였

다. 특히 학습의 파급효과가 풍력발전의 학습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개발(R&D)로 인한 학습효과를 추가한 이변수 학습곡선의

경우, 일변수 학습곡선에 비해 학습률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으로 Yeh and Rubin (2012)은 선형로그(Log-linear) 학습곡선을 이용한 비용

감소 추정 시, 발생하게 되는 불확실성의(Uncertainty) 유형을 검토하였다. 그

리고 학습곡선의 불확실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학습곡선의 형태, 학습의

불연속성(Discontinuity), 망각(Forgetting), 사회적·정치적 요인을 들었다. 또,

추가적으로 다변수 함수 등 대안적인 형태의 학습곡선 모형의 선행연구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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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여 제공하였다.

위의 메타연구들은 모두 기존의 학습곡선 선행연구들을 해당 분야별로 잘

정리해 왔고, 각각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기존 학습곡선 메타

연구들 중 비용감소 메커니즘의 작동원리로서 규모(Scale)효과와 파급

(Spillover)효과에 집중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규

모(Scale)효과 및 파급(Spillover)효과에 보다 집중하고자 하였다. 즉, 먼저 규

모(Scale) 및 파급(Spillover)효과 관련 학습곡선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체계

적 문헌고찰을 실행하고, 이를 국내 산업에 적용하여 실증분석 함으로써 유

의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비용감소 메커니즘에 작용하는 학습

(Learning), 규모(Scale), 파급(Spillover)효과의 이론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각 개념들을 정의하고, 정리함으로써 연구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보다 명확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였다. 둘째, 다양한 산업을 대상으

로 규모(Scale) 및 파급(Spillover)효과를 포함하는 학습곡선 선행연구를 메

타분석하고, 산업의 특징에 따라 개별 효과의 작동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알

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연구 종합화를 통해, 산업별 특징 및 차이점을 밝혀,

관련 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마지막 셋째, 실증분석

을 통해 선행연구의 결과가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는지 알아보고, 메타분석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다음 제 2절에서는 학습곡선 연구의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관련 연구를 큰

흐름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특히, 학습(Learning)효과 이외 다른 비용감소 요인

은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본 연구에서 집중하는 규모(Scale) 및 파급(Spillover)

효과 관련 학습(Learning)곡선 연구와는 차별을 두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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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학습곡선 연구 동향

학습곡선(Learning Curve) 혹은 경험곡선(Experience Curve)이론은

Wright (1936)가 기술 축적으로 인한 생산물 단위비용 하락을 학습(Learning)

효과를 이용해 설명하면서 항공분야에 처음 시도되었다. 그리고 학습효과의

개념은 Hirsch (1952), Alchian (1963) 등의 연구를 통해 제조업 등 다양한 산

업에 확대 적용되어왔다. 또한 Arrow (1962)의 연구로 Learning-by-doing의

개념이 정립되었고, 내생적 학습효과로 인한 비용감소효과가 이론화 되었다.

최근까지 진행되어온 학습곡선 연구는 부록 1의 [표 32]를 통해 정리하였

고, 저자, 발간년도, 분석대상, 기간, 범위, 종속변수, 학습률( , ),  

정보를 포함하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 는 각각 Learning-by-doing

rate와 Learning-by-searching rate를 의미한다.

초기 학습곡선 연구들은 학습효과가 노동의 측면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

고, 따라서 단위 직접노동투입량(Direct Labor Input)과 누적산출량

(Cumulative output)간의 관계를 추정하는데 집중하였다(Hirsch, 1952; 1956;

Alchian, 1963; Nadler and Smith, 1963; Baloff, 1971). 즉, 학습이 노동자의

기술(Skill)과 효율 향상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으며, 특히, 생산 중단

(Break)으로 기존에 학습(Learning)한 것을 노동자가 망각(Forgetting)하여

학습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Hartley, 1965).

이후, Boston Consulting Group (BCG, 1972)이 학습효과를 세분화하고자 하

였고, 경험효과를 수식 상에서 분해하지는 않았지만, 학습곡선을 노동학습

(Labour learning), 경영학습(Managerial learning), 생산 공정 개선(Process

improvement), 생산물 규격화(Product standardization),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의 결과물로 보았다. 또한 기존 모형의 노동 비용을 총 비용으로 대체

함으로써 학습곡선 개념의 이용 확대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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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후 변수의 설정에 있어 평균비용 데이터 취득의 어려움으로 대

다수 연구들은 총비용() 변수를 평균가격( ) 데이터로 교체하여 분석하

여왔다(Stobaugh and Townsend. 1975; Bass, 1980; Lieberman, 1984; Dick,

1991 et cetera). 그러나 비용과 달리 가격은 시장 상황과 기업의 전략에 따

라 실제 비용과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비용 변수를 가격 변수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가격-비용 마진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일정하다는 기본

가정이 필요하며, 이는 생산자의 수, 수요탄력성, 자기자본수익률(Return on

equity)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진입장벽,

전략적 경쟁(Strategic competition) 등 시장 구조의 변화가 존재하는 경우

마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비용 변수를 가격으로 대체하는

것에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Papinau, 2006). 그리고 이후 다수의 연구에

서 시장의 수요-공급 곡선을 이용해 비용을 추정하고, 이를 학습곡선 분석

에 활용하는 방식이 사용돼 왔으며, 최근에는 변수 설정에 있어 비용과 가

격 모두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학습곡선 이론의 적용은 세계대전으로 성장한 항공기 산업을 중심으로

초창기에 시도되었고(Asher, 1956; Alchian, 1963), 이후 섬유, 기계 등의 제

조업(Hirsch, 1952; 1956; Nadler and Smith, 1963; Baloff, 1971), 석유화학

산업(Stobaugh and Townsend, 1975; Lieberman; 1984), 반도체(Dick, 1991;

Gruber, 1992; Irwin and Klenow, 1994) 등 다양한 산업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와 에너지, 그 중에서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연

구가 주를 이루어 왔으며, 현재 가장 활발한 연구 분야이기도 하다. 세부적

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선두주자 격인 풍력과 태양광이 절대 다수를 차지해

왔고(Neij, 1999; Watanabe et al., 2000; Isoard and Soria, 2001; Ibenholt,

2002; Hansen et al., 2003; van der Zwaan and Rabl, 2003; Miketa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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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rattenholzer, 2004 et cetera), 최근에는 바이오에너지(Junginger et al.,

2005b; 2006; Hettinga et al., 2009; van den Wall Bake et al., 2009; de

Wit et al., 2010; Chen and Khanna, 2012; de Wit et al., 2013; Chen et

al., 2014)는 물론 탄소포집(Carbon Capture and Storage) 등 다양한 에너지

관련 연구(Jamasb, 2007; Rubin et al., 2007; Yeh and Rubin, 2007;

Schoots et al., 2008; Shoots et al. 2010; Kusunoki et al., 2014)가 진행중

이다.

이론의 기본 모형은 Wright (1936)가 처음 제안한 선형(linear)의 간단한

형태이며, 이를 log-log형태(double logarithmic)로 표현하면, 다음 식 (1)과

같다. 여기에서 는 시점의 총 비용, 는 시점의 누적산출량(Cumulated

Output), 는 오차항을 의미하며, 식 (1)이 개념상 탄력성으로 설명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log   log   (1)

그리고 이후, Stanford’s-B(Asher, 1956), Sigmoid-Curve(Carr, 1946) 등

다양한 형태의 함수의 도입이 시도되어 왔으나(Badiru, 1991; 1992), 모형의

복잡성과 적용의 어려움으로, 적극적으로 도입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비록

log-linear 함수가 실제 비용 감소 형태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나, 함수 형

태가 간단하여, 직관적 해석이 가능하고, 설명력(Goodness-of-fit)이 높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연구에서 빈번하게 적용되고 있다(Nemet, 2006).

하지만 Jamasb (2007)에 따르면 일반적인 형태의 일변수 함수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1) 비용감소 과정에 R&D 효과를 포함시키지 않아

누락변수 편향(Omitted variable bias)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2) 기술의 생성

과정(Invention-innovation-diffusion)에서 보급(Diffusion)단계에만 집중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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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부분적인(Partial) 모형에 불과하며, 특히 발전중인(Evolving) 기술과,

신흥(Emerging) 기술에는 적절하지 못한 분석 방법에 해당한다.

학습곡선의 기본 형태는 Learning-by-doing만을 포함한 초기 일변수(One

Factor) 함수에서, Kouvaritakis et al. (2000)를 기점으로 RD&D(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투자, 즉 Learning-by-searching을 추가

한 이변수(Two Factors) 함수 형태로 확장되어 왔다.

또한 Klaassen et al.(2005)은 이변수 학습곡선의 누적 기술개발비용을

시간지연(Time lag)과 감가상각(Depreciation)개념이 가미된 지적자산변수로

대체하였다. 여기서 시간지연효과는 현 시점에 실행된 기술개발지출이 당장

효과를 발현할 수 없고, 도입 가능한 기술은 시차를 두고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식 감가상각효과는 기존의 성공적 기술개발지식이 서서히

덜 중요해지거나 상관없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를 함수의 형태로 표기하면 다음 식 (2)와 같으며, 는 시점의 R&D

베이스 지식 스톡, 는 시점의 R&D 지출, 는 R&D지출이 지식스톡으

로 전환되는데 걸리는 지연시간, 는 연간 지식스톡 감가상각률을 의미한다.

       (2)

위의 지식스톡 형태의 변수를 추가하여 이변수(Two Factors)함수를 로그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 식 (3)과 같다.

log  log log   (3)

최근에는 더 나아가 다변수(Multiple Factors) 함수의 형태를 띠는 연구

들이 다수 목격되고 있는 상황이며, Soderholm and Sundqvist (2007)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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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적 분석 방법을 이용한 학습곡선 추정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문제점

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1) 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범위 및 정의, 분석기

간 설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실제로 Parente et al. (2002),

van Sark (2008), van Sark et al. (2008)의 연구에서처럼 데이터 선택, 분석

기간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2) 학습곡선 분석

모형에서 포착된 기술의 학습(Technological learning)이 실제 학습효과인지

아니면, 외생적(Exogenously)으로 주어지는 일반적인 기술 진보에 따른 것인

지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oderholm and Sundqvist (2007)는 학습곡선 모형에 시간추세(Time trend)

항을 추가하는 방법을 제안했고, Papineau (2006)의 연구에서처럼 시간추세

항의 추가로 인해 추정식의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지는 않았으나, 학습효과

를 나타내는 계수 값의 크기가 떨어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3) 누락변수 편향(Omitted variable bias)과 추정의 불확실성이 있다. 특히

기업의 생산비용의 경우, 누적 생산량(학습효과)보다 요소투입가격(Input

price)과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에 더 큰 영향을 받으며, 기존의

이변수 이외, 추가적인 변수의 도입이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학습곡선은 현재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다양

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학습곡선은 1) 기업의 입장에서 불확실한 미

래 가격 전망에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전략 구성에 이용되고 있으며, 2) 정부

의 입장에서는 정부 보조(Subsidy)와 같은 과거 정부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활용되고 있고, 3) 각종 에너지 모델(Energy model, Climate

Change model)내에서 내재적 기술 학습요인 추정 변수로 투입되어 시나리

오에 따른 미래 전망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Junginger et al., 2005a).

특히 최근에는 내생적 기술 진보, 예측, 최적화 모형추정 부문에서 학습

곡선의 개념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 중에 있다



- 9 -

(Buonanno et al., 2003; Popp, 2004; van der Zwaan and Rabl, 2004;

Berglund and soderholm, 2006; Rao et al, 2006; van Benthem et al., 2008;

Hettinga et al., 2009; Rout et al., 2009; 2010; Kahouli, 2011; Martinsen,

2011). Martinsen (2011)에 따르면 최근 학습곡선 이론은 신뢰성 있는 학습률

제공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McDonald and Schrattenholzer (2001)은 추정

된 학습률의 변동성(Variability)이 성과(Performance) 측정의 차이(Investment

cost and Production cost), R&D 지출의 집중도(Intensity) 차이, 규모의 경제,

투입요소가격의 변동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본 반면, Kahouli-Brahmi (2008)은

R&D 지출, 누락변수 편향, 내생성(Endogeneity)과 파급효과(Spillover)로부터

기인한다고 보았다. 또한 학습곡선의 활용으로, 거시적(Top-down)모형이 에

너지 시스템(Bottom-up)모형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다(Buonanno et

al., 2003)1)

이와 같이, 본 절에서는 규모(Scale) 및 파급(Spillover)효과를 고려한 학

습(Learning)곡선 연구의 이론·메타·실증분석에 앞서, 학습(Learning)효과에

집중하여 기존 선행연구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다음 제 3절에서는 본 연구

의 구성을 세부적으로 소개하고, 각 장에서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

로 설명하고자 한다.

1) 보다 자세한 관련 모형 및 방법론에 대한 정보는 Kahouli-Brahmi (2008)의 메타연구에 자
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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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학습(Learning)곡선 연구에서의 규모(Scale) 및 파급(Spillover)

효과 연구를 크게 이론·메타·실증분석의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그림 1>

참조) 개별 분석은 제 2장부터 제 4장까지 차례로 수록하였으며, 우선 제 2장에서

는 이론을 분석하고, 관련 개념을 정리 및 세분화함으로써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

였다. 그리고 제 3장에서는 이론분석을 바탕으로 규모(Scale) 및 파급(Spillover)효

과를 포함하는 학습(Learning)곡선 연구를 메타분석 함으로써, 기존 연구를 종합

화 하였다. 다음 제 4장에서는 국내 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하고, 이를 메타분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연구의 세부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간략하

게 설명하였다. 그리고 기존 연구의 흐름을 학습(Learning)효과에 집중하여

밝힘으로써,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제 2장에서는 학습(Learning), 규모(Scale), 파급(Spillover)효과의 개념을

소개하고, 비용감소 메커니즘과 연계하여 설명하였다. 또, 개별효과를 세분화

함으로써, 관련 이론을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제 3장에서는 메타분석을 통해 규모 및 파급효과 관련 학습곡선 연구를

종합화하였다. 또한, 태양광, 풍력, 반도체, 조선·원자력 산업을 선정하여 사

례분석하고, 이를 통해 개별 효과의 작용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제 4장에서는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 실증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대상은

국내로, 사례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태양광, 풍력, 반도체, 조선 산업을 대상

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태양광, 풍력, 반도체, 조선 산업의 비용감

소 작용 요인을 살펴보고, 메타분석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유의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제 5장에서는 앞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

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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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onstruction of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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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비용감소 구조와 학습곡선 이론분석

본 장에서는 제품의 비용감소 메커니즘에서 학습(Learning), 규모(Scale),

파급(Spillover)효과의 작용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규모 및

파급효과에 집중하여, 학습곡선 상에서 규모 및 파급 효과가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장의 구성은 우선 제 1절에서 비용감소 구조상에서의 학습, 규모, 파급

효과의 작동 과정을 도식화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제 2절에서는 개별 효과

를 보다 세분화 하였으며, 각각의 이론적 개념과 정의를 기술하였다. 또한 학

습곡선의 추정에서 개별효과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알아봄으로써 이후 실증분

석에서 활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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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비용감소 구조와 학습, 규모, 파급효과

Boston Consulting Group (BCG, 1972)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은 기술의

개발 단계부터 안정화 단계까지 4단계를 거치게 되며, <그림 2>와 같이 비용

-가격 감소 형태를 보이게 된다. 각 단계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초기

Development 단계에서 최초 생산자는 기술개발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낮은

가격을 설정해 시장을 형성해나간다. 다음 Price umbrella 단계에서 최초 사

업자(선도 기업)는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비용 절감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대부분을 회수하며, 높은 가격 책정을 통해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을 억제하

게 된다. 그리고 Shakeout 단계에 진입하면 기술의 규격화(Standardization),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Entry)을 통해 경쟁(Competition)이 시작되고,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야기하게 된다. 결국 마지막 Stability 단계에 이르러, 시장이

안정화 되며, 시장의 가격과 비용은 일정 차를 두고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된

다(Colpier and Cornland, 2002; Junginger et al., 2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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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 Cost Reduction Path to Learning Effect

자료: Boston Consulting Group (1972)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 중 학습(Learning)효과는 위에서 언급한 기술 개발과 산업화 과정에

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즉, 산업이 정착되기 이전, 학습효과는 생산자

로 하여금, 시장 선두주자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경험 축적을 통한 비용감

소효과를 최대한 활용하여(Exploit), 경쟁자들보다 앞선 기술적 이점과 시장

지배력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Isoard and Soria, 2001). 특히 기술의 비용 감

소 과정에서, 시장이 성숙하기 이전, Development와 Price umbrella 단계에

서 큰 효과를 거두고, Shakeout, Stability 단계로 진입하면서 점차 줄어들게

된다(장한수, 최기련; 2006).

또한 Grubler et al. (1999)은 새로운 기술의 생애주기(Life-cycle)를 다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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섯 단계로 분류하였으며, 각각 Invention, Innovation, Niche market, Pervasive

diffusion, Saturation, Senscence으로 구분 된다. 즉, 비용곡선은 기초적인 아이

디어의 구상 단계(Invention), RD&D를 통한 아이디어의 실현화 단계

(Innovation), 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Learning-by-doing 및 Learning-by-using

의 효과를 누리는 상업화 단계(Niche market), 산업화 확대를 통한 시장 확장

단계(Pervasive diffusion), 시장의 지속적 확대를 통한 포화단계(Saturation)를

거쳐, 마지막 시장의 재정립(Senescene)단계에 다다르게 된다.

이는 BCG (1972)의 기술 변화 4단계와 동등하게 대응되지는 않지만, <그림

3>과 같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비용곡선 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네

번째, Pervasive diffusion단계 이전은 BCG (1972) 기술 변화 4단계에서의 기

술개발(Development) 및 상용화(Price umbrella)단계에 대응하며, Pervasive

diffusion단계 이후는 변동(Shakeout) 및 안정(Stability)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Lieberman (1984)은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이 발생하기 전, 즉

BCG (1972) 분류에 따르면 변동(Shakeout) 단계, Grubler et al. (1999)의 분

류에 따르면 시장 확장(Pervasive diffusion) 단계 이전까지 기존 기업은 이

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가격 하락률을 최소화하여, 마진을 누리는 기간을 최

대한 확장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가격과 비용의 불일치는

학습에 따른 지식이 파급(Spillover)되기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학

습의 파급은 학습(Learning)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가격 이점을 축소시킨

다고 보았다. 또한 Grubler et al. (1999)은 Shakeout(Pervasive diffusion)단

계를 기점으로 학습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영(Zero)에 점차 가까워지는

반면, 규격화(Standardization), 대량 생산(Mass production), 규모의 경제

(Economies of scale)효과의 작용으로, 급속한 가격하락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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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 Cost Reduction Path to Learning, Scale and Spillover Effects

자료: Boston Consulting Group (1972)를 바탕으로 재구성



- 17 -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의 시장 진입(투자) 시기에 따른 기술의 비용감소 과

정의 작용은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즉, Christensen et al. (1998)의

‘Window of opportunity’ 혹은 ‘Window of learning’ 개념에 따르면, 만약 어

떤 기업이 특정 기술(혹은 산업)시장에 너무 빨리(Early) 진입하게 되면, 시장

을 지배하는(Dominant) 디자인 미확립 등, 불확실성(Uncertainty)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경험하게 된다. 반대로 시장에 너무 늦게(Late) 진입하면 기술개

발 및 생산과정에서 얻게 되는 학습 및 지식 축적을 어렵게 만든다.2) 이는

다시 말하면, 시장 진입 시기에 따라 기업이 누릴 수 있는 비용감소요인은 다

르며, <그림 3>에서와 같이 시장에 조기(Early)진입 시, 학습(Learning)효과

를, 지연(Late)진입 시, 규모(Scale)효과 및 파급(Spillover)효과를 상대적으로

우세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곧, 학습

(Learning), 규모(Scale) 및 파급(Spillover)효과를 통해 누릴 수 있는 비용 감

소의 크기가 시장 진입 시기 등, 기업 혹은 국가 단위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Isoard and Soria (2001)는 이를 ‘First move’ 딜레마라고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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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학습, 규모, 파급효과

앞의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Lieberman, 1984; Grubler et al., 1999), 학

습효과 이외, 기술의 비용감소 과정에서 작용하는 요인은 다양하다. Hall

and Howell (1985), Pan and Kohler (2007)은 학습(Learning)효과 이외, 규

모(Scale)효과, 기술 진보(Technological progress), 요소투입비용 변동(Input

prices), 내부 효율성(Internal efficiency) 등을 제품의 비용감소과정에 작용하

는 주된 요인으로 보았다. 또한 Argote and Epple (1990)의 경우, 학습효과

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지식 파급효과

(Knowledge spillover), 조직적 망각(Forgetting), 이직(Employee turnover)등

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 한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Hall and Howell (1985)은 비용감소 과정상에서 규모효과가 학습효

과 만큼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으며, Lieberman (1984)은 학습의 파

급효과가 내부 학습(Proprietary learning)보다 비용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미

칠 것으로 보았다. 즉, 규모(Scale) 및 파급(Spillover)효과는 학습(Learning)

효과와 더불어 제품의 비용감소 과정에 작용하는 주된 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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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효과의 정의 및 분류

학습효과(Learning Effect)는 한 기업 혹은 조직이 특정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 노하우, 기술 등이 해당제품의 미래 생산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윤충한, 신혁승, 1997). 또한 학습효과는 학

습의 범위를 확장하여 생산과정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의 사용, 기술개발

등의 과정에서도 축적될 수 있다.

제품의 비용감소 메커니즘 하, 규모(Scale) 및 파급(Spillover)효과를 포함

하여 학습효과를 세분화하면 다음 [표 1]과 같고, 각각의 개념을 처음 주장

(혹은 도입)한 저자(연도)를 추가하여 기입하였다.

비용감소 메커니즘에서 1) Learning-by-doing은 기업 내부적으로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습 효과이며, 2) Learning-by-using은 제품의 설치 및 사용

과정에서 기업 내부에 발생하는 학습효과이다. 또한 3) Learning-by-searching은

R&D(Research and Development)와 같은 활동을 통해 기업 내부에 축적되는 학

습 및 지식을 의미하며, 4) Learning-by-interacting은 공급자, 사용자 등 다양한

주체 간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학습효과를 의미한다. 그리고 마지막 5)

Economies of Scale은 규격화, 대량 생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감소 효과를 의

미한다(Malerba, 1992; Kamp et al., 2004; Junginger et al., 2005a; 2006;

Kahouli-Brahmi, 2008).

세부적으로 학습효과의 개념을 설명하면, 1) Learning-by-doing개념은

Arrow (1962)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고, Garud (1997)에 따르면, ‘Know-how’의

축적을 의미한다. 또한 2) Learning-by-searching 혹은 Learning-by-studying

개념은 ‘Know-why’의 과정에 해당하며, R&D를 통한 효과를 의미한다. 그리고

3) Learning-by-using은 ‘Know-what’의 과정으로 Rosenberg (1982)에 따르면

제품의 구성이 복잡하고 상호의존성이 높은 경우, 특히 중요하다. 마지막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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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by-interacting의 개념은 Lundvall (1988)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으

며, 생산자와 사용자간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을 혁신(Innovation) 과정에서 가

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았다. 따라서 성공적인 기술 혁신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생산자간 긴밀하고 지속적인 접촉이 필수적이며, 이는 기술의 발전 과

정이 복잡하여 기업 내부(In-house)만으로는 충족할 만한 지식과 스킬을 축

적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았다(Kemp et al., 2004).

Concept Origin Contents

1) Learning-by-Doing
Wright(1936)

Arrow(1962)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효과

2) Learning-by-Using
Rosenberg

(1982, 1986)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효과

3) Learning-by-Searching
Kouvaritakis et al.

(2000)

기술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효과

4) Learning-by-Interacting Lundvall(1988, 1992)

주체 간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효과

5) Economies of Scale Hirsch (1952)

규격화,

대량생산으로

발생하는 효과

[표 1] Learning and Cost Reduction Factors



- 21 -

비용감소메커니즘 작용 요인들 중,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학습효과인 1)

Learning-by-doing 2) Learning-by-using, 3) Learning-by-searching을 먼

저 구조화하면, <그림 4>와 같다. 일반적으로 1) Learning-by-doing과 2)

Learning-by-using의 개념은 따로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어왔으며, 각각의

학습효과들은 지식스톡(Knowledge Stock)으로 축적되어, 궁극적으로 비용

감소를 야기하게 된다.

<그림 4> A Cost Reduction Mechanism with Learn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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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모효과의 정의 및 분류

규모효과(Scale Effect)는 경제학에서 흔히 사용되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개념으로, 생산규모 증가에 따른 비용 감소효과를 의미한다. 이는 생

산요소를 동일한 비율로 증가시켰을 때, 산출되는 양을 지칭하는 규모에 대한

수익(Returns to scale)3)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규모의 경제(규모에 대한 수익 증가)는 주로 초기투자비용(Fixed capital

cost)이 클 경우 발생하며, 생산량이 증가할 때마다 요소투입비용이 저감되

어 평균 단위 비용을 감소시킨다(Bruni, 1964). 또한 단위 용량(Performance

capacity) 증가를 통한 규모의 효과 역시 평균 단위 비용의 하락을 야기하

며, 풍력 터빈을 예로 들면, 로터(Rotor)의 지름이 두 배 증가할 경우, 로터

의 Swept area가 증가하게 되고 결국 발전량은 네 배 상승하게 된다.

그리고 실제 Christensen and Greene(1976), Haldi and Whitcomb(1967)

등 발전, 정제, 철강 분야 관련 연구들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어왔으며, 생산

규모 증가에 따른 단위 생산비용의 하락이 목격되었다(Chen and Khanna,

2012). 또한 석탄 화력과 원자력발전에서 단위 용량의 상승으로 인한 단위

비용하락이 Joskow and Rose (1985), McCabe (1996)를 통해 목격된 바 있

다(Wilson, 2012).

규모효과와 학습효과는 모두 생산규모 증가에 따른 비용 감소효과라는 측면

에서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Stobaugh and Townsend (1975)에

따르면 규모효과는 일정 시점에서의 생산 규모와 비용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적(Static)인 개념인 반면, 학습효과는 일정 시점까지 누적생산량과 비용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동적(Dynamic)인 개념이다. 즉, 학습효과는 현재(Current)비

용이 아닌, 미래(Future) 비용을 감소시키며(Chung, 2001), 시간이 지남에 따라

3) 여기에서 규모에 대한 수익(returns to scale)은 개별 요소 투입을 각각 만큼 증가시킬 경
우, 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의미한다(Isoard and Soria,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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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된다(Festel et al., 2014). 따라서 학습효과는 “Dynamic Scale Economies”,

규모효과는 “Static Scale Economies”라고 정의되며, 이를 학습(Learning)효과

가 포함된 비용감소메커니즘 상에서 구조화하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5> A Cost Reduction Mechanism with Learning and Scale Effects

규모효과를 Junginger et al. (2005a, 2006), Kusunoki et al.(2014)을 참조

하여 좀 더 세분화해보면, Up-scale과 Up-size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

Up-scale효과는 총 생산량을 늘림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를 의미하며, Up-size

효과는 생산 단위용량을 늘림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를 의미한다.([표 2] 참조)

Concept Classification Sub-classification

5) Economies

of Scale

Scale

Effect

- Up-scale()

- Up-size( )

[표 2] A Classification of Scal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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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습효과와 규모효과를 비용 곡선 상 표현하면, 아래 <그림 6>과

같다. Isoard and Soria (2001), Yu et al. (2011)에 따르면, 아래의 <그림 6>

은 장기평균단위비용(long-run average unit cost)곡선을 나타내며, 규모에

대한 수익과 규모의 효과는 비용 곡선 상의 이동을 야기하는 반면, 학습 효

과는 비용 곡선 자체의 이동을 야기한다. 즉, 규모의 경제 효과로 인하여,

곡선상의 생산 규모 로부터 로의 이동은 비용의 하락을 낳게 되고,

최적 설비 규모에서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을 달

성하게 된다. 하지만, 설비 규모가 최적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생산 규모 

로부터 에 이르는 변화는 규모의 불경제(Dis-economies of scale)로 비용의

상승을 야기하게 된다. 반면 학습효과를 통한 평균 비용 곡선 자체의 이동

(→)은 생산 규모에 상관없이 비용 하락을 야기하게 된다.

<그림 6> Scale and Learning Effects

자료: Isoard and Soria (2001), Yu et al, (2011)을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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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급효과의 정의 및 분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는 학습에 대한 소유권(Propriety)이 보장되지 않

는 현상으로, Zimmerman (1982)은 이를 학습 외부성(Learning Externality)이

라고 표현하였다. 학습 외부성의 존재는 외부로부터의 의도치 않은 지식 전

달(Knowledge transfer)의 가능성을 의미하며, 이는 개별 기업의 혁신 유인

을 약화시켜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고, 결국 시장 실패를 야기하게 되며 정부

의 시장 진입의 당위성을 제공한다(Park et al., 2008). 또한 산업규모 혹은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 일수록 파급효과의 영향을 크게 받아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Keller, 2004), Colombo and Labrecciosa

(2012)는 이러한 시장 왜곡(Market Distortion)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업 간

인적 이동의 제한 혹은 산업 스파이 단속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반면 Rout et al. (2009, 2010)에 따르면, 한 지역에서의 기술 보조금 지급

(Subsidize)은 기술의 파급효과를 통해 근접한 경제권(Nearby economies)으

로의 전파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Host region과 Follower region간 기술

차(Technology gap)를 줄여, 모두에게 긍정적 경제효과를 야기한다.

또한 Junginger et al. (2005a, 2006), Kusunoki et al.(2014)를 참조하여

파급효과를 좀 더 세분화해보면, 파급(Spillover)효과는 Within Spillover과

Cross Spillover로 분류되며, Within Spillover은 다시 국내(National)와 세계

(International)로 세분화할 수 있다. 여기서 내부 파급(Within Spillover)효과

는 동종 기술(혹은 산업)간 발생하는 효과를 의미하며, 교차 파급(Cross

Spillover)효과는 이종 기술(혹은 산업)간 발생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특히 파

급효과의 경우, 기존 연구들에서 External, International, Within, Between,

Across 등 다양한 단어들이 사용되어 왔으며, 관련 용어가 명확하게 정립되

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내부 파급

(Within Spillover)과 교차 파급(Cross Spillover)을 관련 용어로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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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세부적으로 National Spillover효과는 동일 국가 내부에서 발생하는 파급

효과를 의미하며, International Spillover효과는 세계 시장에서 유입되는 학

습의 파급효과를 의미한다.4)([표 3] 참조) 그리고 이를 학습(Learning), 규모

(Scale)효과가 포함된 비용감소메커니즘 상에 구조화하면, 각각 <그림 7>,

<그림 8>과 같다.

Concept Classification Sub-classification

4) Learning-by

-Interacting

Spillover

Effect

- Within Spillover()

National

International

- Cross Spillover()

[표 3] A Classification of Spillover Effect

4) 또한 Within Spillover효과는, 추가적으로 LBD(Learning-by-doing) 베이스 파급효과와 
LBS(Learning-by-searching) 베이스 파급효과로 구분 할 수 있다. 이는 각각 특정 기업(혹
은 산업,  국가) 외부에서 발생하는 Learning-by-doing 학습과 Learning-by-searching 
학습의 파급효과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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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A Cost Reduction Mechanism with

Learning, Scale and Within Spillover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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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A Cost Reduction Mechanism with Learning, Scale and Cross Spillover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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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설명한 규모(Scale) 및 파급(Spillover)효과 세분화를 종합하여 설

명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파급(Spillover)효과는 위 [표 1]에서 제시한 비

용감소메커니즘 개념 상, 네 번째 Learning-by-interacting과 관련된 개념이

며, 규모(Scale)효과는 다섯 번째 Economies of scale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여기에서 Learning-by-interacting이 파급(Spillover)효과와 반드시 일대일로

대응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없지만, 특정 기업(혹은 산업, 국가) 외부에서

발생하는 학습의 파급이라는 점에서 포함한다고 보았다.5)

Concept Classification Sub-classification

4) Learning-by

-Interacting

Spillover

Effect

- Within Spillover()

National

International

- Cross Spillover()

5) Economies

of Scale

Scale

Effect

- Up-scale()

- Up-size( )

[표 4] Learning and Cost Reduction Factors

with Scale and Spillover Effects

5) 특히 Junginger et al. (2005a, 2006)은 Learning-by-interacting을 지식의 전파(Diffusion)
라는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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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 규모, 파급효과 측정방법

학습(Learning)효과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누적 생산량 개념이 기

본 측정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규모 및 파급효과의 경우, 다양한

방법을 통해 효과의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규모

(Scale)효과 및 파급(Spillover)효과를 어떻게 측정하였는지 [표 5]를 통해

정리하였다. 우선 Up-scale효과는 보통 연간 생산량 혹은 설치량(Annual

Production/Installation)변수를 통해 측정되었다. 또한 추가적으로 Up-scale

은 프로젝트의 크기나 설치 용량을 통해 측정된 연구 역시 존재한다. 반면

설치 용량 혹은 설치 규모를 통해 측정하는 Up-size효과의 경우, 변수로 투

입한 연구를 찾기 힘들며, 따라서 이후 선행연구의 정리 과정에서도 규모

(Scale)의 효과를 특별히 Up-scale과 Up-size로 구분하지 않았고, 실증 분

석과정에서도 따로 변수로 분류하지 않았다.

그리고 파급효과(Spillover Effect) 중 Within spillover효과는 동종 기술(혹

은 산업) 간 경험의 파급효과로 세계시장과 국내시장(Global and Local)의 차

이로 발생하는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실제 선행연구 중에는 기술의 파급효과

를 기업-산업(국내)으로 축소하여 보거나(Zimmerman, 1982; Watanabe et

al., 2000; Qiu and Anadon, 2012), 기업-산업(국내)-세계로 확장하거나(Irwin

and Klenow, 1994; Gruber, 1998), 동일 기업 내에서 제품 번호(디자인)-생산

장으로 세분화하여(Thornton and Thompson, 2001; Blazek and Sickles,

2014) 분석을 진행한 경우가 있다. 다음으로 Cross spillover효과는 이종 기술

혹은 산업 외부의 경험이 파급되는 효과를 의미하며, 외생적 기술 진보

(Exogenous technical change)라는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시간 추세항(time

trend, )이 변수로 많이 사용되고, 관련 산업의 제품가격이나 소비량을 사용

한 경우(Nemet, 2006)도 존재한다.



- 31 -

Concept Contents

Up-scale

- Annual Installation/Production

(Preston and Keachie, 1964 외)

- Project/Plant Size/Scale/Capacity(Hirsch, 1952 외)

- Static-Dynamic model(Shum and Watanabe, 2008)

- Constant/Time Trend (Nagamatsu et al., 2006)

Up-size - Size/Scale(Berry, 2009)

Within

spillover

- Static-Dynamic model(Shum and Watanabe, 2008)

- Firm/National(Zimmerman, 1982 외)

- National/International(Soderholm and Klaassen, 2007 외)

- Firm/National/Internationl(Gruber, 1998 외)

- Production/Imports(Chen and Khanna, 2012)

- Share of Export(Sofronis et al., 1998)

- Non-Parametric(Thornton and Thompson, 2001)

Cross

spillover

- Time Trend (Lieberman, 1984 외)

- Other Product Cost/Consumption(Nemet, 2006)

[표 5] Summary of Estimation Methods with Scale and Spillover Effects

본 장에서 살펴본 학습(Learning), 규모(Scale), 파급(Spillover)효과의 개념

은 이후, 제 3장 메타분석과 제 4장 실증분석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분석의 이론적 배경으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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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규모 및 파급효과 관련 학습곡선 

         메타분석 및 사례분석

본 장에서는 제 2장에서 이론적으로 살펴본 학습(Learning), 규모(Scale),

파급(Spillover) 효과를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규모 및

파급효과 관련 학습곡선 연구를 수집하여 메타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장의 구성은 우선 제 1절에서 규모 및 파급효과 관련 학습곡선 메타

분석에 사용한 키워드 및 검색결과, 최종 논문 풀(Pool) 구성 과정을 기술하

였다. 그리고 분석 대상으로 수집한 연구의 흐름 및 특징을 간략하게 요약

및 비교하였다. 또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 태양광, 풍력, 반도체 및

조선·원자력 산업을 사례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제 2절에서는 사

례분석대상으로 선정한 태양광, 풍력, 반도체 및 조선·원자력 산업의 선행연구

메타분석을 통해, 학습(Learning), 규모(Scale), 파급(Spillover)효과의 산업 간 순

서(Ordering)를 밝히고, 군집화(Clustering)를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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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학습곡선 연구 메타분석

1. 메타분석 과정 및 결과

우선 메타분석 대상으로 학술논문에 집중하고자 하였으며, 논문 수집을

위해, 구글(Google) 학술검색 기능을 사용하였다.6) 우선 ‘Learning curve’라

는 키워드를 이용한 결과, 약 168만개7)의 연구가 검색되었다. 또한 ‘Learning

curve’, ‘Economies of scale’ 키워드 조합의 경우 약 3만 8,000개, ‘Learning

curve’, ‘Spillover’ 키워드 조합의 경우 약 7,620개의 연구가 검색되어 논문의

범위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는 본 연구 주제의 핵심 키워드가 다양한

분야에서 빈번하고, 쉽게 사용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먼저 1차 논문 풀(Pool)을 구성하고, 참고문헌을 재 참조하는 방식으로

논문 풀(Pool)을 확장하였다(<그림 9> 참조). 우선 ‘Learning curve-Economies

of scale’, ‘Learning curve-Spillover’ 키워드 조합 별로 관련도가 높은 순으

로 논문을 각 100개씩 취합하였다. 그리고 그 중 논문이 실제 학습곡선이론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86개의 논문을 1차적으로 수집한 후8), 해당

논문들의 참고문헌을 검색함으로써 180개의 2차 논문 수집을 진행하였다.9)

6) 본 연구에서는 구글(Google) 학술검색 및 국내 저널 검색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80여
개 저널에 게재된 180개 논문을 수집하였다. 특히 연구의 범위를 서비스를 제외한 재화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였고, 비용 감소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생산성 및 효율성 관련 연구는 범
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기존 연구의 주된 목적이 학습곡선의 도출이 아닌 경우, 학습
곡선 및 학습률 도출 부분에만 집중하여, 학습(Learning), 규모(Scale), 파급(Spillover)효과
의 비용감소 작용을 발췌하여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7) 2014년 11월 12일 기준
8) ‘Learning curve-Economies of scale’ 조합 40개, ‘Learning curve-Spillover’ 조합 46개로 중

복 포함
9) 2012년 이후 논문의 경우, 관측수가 적어, 학습(Learning), 규모(Scale), 파급(Spillover)효과를 모

두(Both) 포함하는 논문을 인용(Reference)한 연구를 재검색하여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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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Meta Study Flow Chart

또한 국내 저널의 경우, 영어 키워드를 통한 검색으로는 목격되지 않아,

‘학습곡선’, ‘경험곡선’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하여 DBpia, KISS 에서 따로 검

색하였으며, 학위논문을 포함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학위논문

검색을 이용하였다. 검색 된 논문의 수는 각각 데이터베이스 별로 53개, 35

개, 9개로 나타났다. 그 중 의료 및 서비스 관련 논문이나, 학술대회 발표

자료를 제외하고, 학습곡선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11개의 논문을 선정하였

고, 2차 논문 풀(Pool)에 포함하였다10).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집한 2차 논문 풀(Pool)을 1) 학습(Learning)효과 관

련, 2) 규모 및 파급(Scale & Spillover)효과 관련 3) 학습(Learning), 규모

(Scale), 파급(Spillover)효과를 모두(Both) 포함하는 논문으로 분류하였다. 분

10)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보고서를 확보하
였고, 연구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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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결과, 학습효과 개념을 포함하는 논문은 159개, 규모효과 혹은 파급효과

개념을 포함하는 논문은 93개로 나타났으며, 그 중 학습, 규모, 파급효과를

모두 포함하는 논문은 72개로 나타났다.

2차 논문 풀(Pool) 수집 결과, 해당 논문이 게재된 저널은 Applied Economics,

Biomass and Bioenergy, Econometrica, Energy Economics, Energy Polic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The RAND Journal of Economics 등 약 79개로 대상 분야가 광범위하게

분포된 것을 알 수 있다.11) 또한, <그림 10>을 보면 Energy Economics, Energy

Policy 등 에너지 관련 저널의 관측 빈도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에너지 분야

에서 특히, 학습(Learning)의 개념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10> Journals and Numbers of Selected Articles

11) 위에 명시된 저널의 경우, 논문의 관측수가 4이상인 경우만을 표기하였다. 그리고 관측수가 
3인 저널로는 Ecological Economics, IEEE, Journal of Evolutionary Economics, 
Management Science, Resource and Energy Economics, Review of Industrial 
Organization,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The Bell Journal of 
Economics. The Economic Journal, The Energy Journal, The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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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밝힌 것과 같이 선행연구 분류 결과, 학습(Learning), 규모(Scale),

파급(Spillover) 효과 개념을 모두(Both) 포함하는 논문은 72개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중 관련 개념을 이론적으로 설명한 논문을 제외하고, 비용감소

메커니즘을 계량적인 방법으로 설명한 연구는 40개로 도출되었으며12), 이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규모(Scale) 및 파급(Spillover)효과를 포함하는 학습(Learning)곡선 연구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논문이 게재된 저널은 Applied Economics,

Energy Economics, Energy Polic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The

RAND Journal of Economics 등 27개 저널로, 앞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Energy Economics, Energy Policy와 같은 에너지 관련 저널의 논문 관측수

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11> 참조).

<그림 11> Journals and Numbers of Selected Articles with

Learning, Scale and Spillover Effects

12) 학습곡선 연구 중 효율성 및 생산량 향상을 학습곡선을 이용해 분석 한 경우가 다수 존재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비용감소효과에 집중하기로 하였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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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관련 연구는 Wright (1936) 연구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진행

되어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0년대를 기점으로 관련연구가 다수 진행되

어온 것을 알 수 있다.(<그림 12> 참조) 세부적으로, 규모(Scale) 및 파급

(Spillover)효과 개념을 활용한 논문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연구 초기에

는 규모효과를 포함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으며,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파급효과 개념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표 6] 참조)

<그림 12> Time Trends and Numbers of Selected Articles

with Learning, Scale and Spillover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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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Scale Effect Spillover Effect

Years

~1960s 2 -

1970s 2 1

1980s 5 4

1990s 4 4

2000s 10 10

2010s 7 5

Total 30 24

1) Repetition in coal, nuclear, PV and wind industries
2) Spillover Effect includes Within and Cross Spillover Effects

[표 6] Time Trends and Effects of Selected Articles with Learning,

Scale and Spillover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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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논문을 분석 대상 별로 분류해보면, 규모 및 파급효과를 포함

하는 학습곡선 연구는 제조업, 풍력, 원자력, 태양광, 반도체, 화학 등 약 9

개의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되었다.(<그림 13> 참조)13)

<그림 13> Subjects and Numbers of Selected Articles

with Learning, Scale and Spillover Effects

특히 규모 및 파급효과의 개념을 포함하는 학습곡선 연구는 초기(~1980년

대)에 제조업, 화학, 원자력 분야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최근

(2000년대~)에는 풍력, 태양광, 바이오 등 에너지 분야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7] 참조)

13) <그림 13>에는 2개 이상 관측된 경우에만 개별 산업으로 설정하였고, 철강, 항공, 섬유, 
LCD 등은 제조업에 일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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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s

Bioenergy Chemical Coal Manufacturing Nuclear PV Semiconductor Shipbuilding wind

Years

~1960s - - - 2 - - - - -

1970s - 1 - - 1 - - - -

1980s - 2 1 - 3 - - - -

1990s - - 1 2 1 - 4 - -

2000s - - - 4 5 1 1 6

2010s 2 - - - 1 1 - 1 3

Total 2 3 2 8 6 6 5 2 9

1) repetition in coal-nuclear and PV-wind industry

[표 7] Time Trends and Subjects of Selected Articles with Learning, Scale and Spillover Effects



- 41 -

2. 주요 연구: 사례 조합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용의를 위해, 특히 계량적 기법을 사용한 40개 논

문에 집중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해당 논문을 각 효과의

포함에 따라 규모(Scale), 파급(Spillover), 규모 및 파급(Mixed)으로 구분하

여 부록 2의 [표 33] ~ [표 35]로 정리하였다.14) 특히, 파급효과의 경우, 세분

화 하여 국내(산업)에서 발생하는 파급효과와, 국외로부터 유입되는 파급효

과로 분류하였다. 즉,  ,  , 
 , 

  , 
 , 

  ,  ,  , 는

각각 Learning-by-doing, Learning-by-searching, LBD 베이스 국내 Within

Spillover, LBD 베이스 국외 Within Spillover, LBS 베이스 국내 Within

Spillover, LBS 베이스 국외 Within Spillover, Cross spillover Up-scale,

Up-size효과를 의미한다([표 8] 참조).

해당 연구의 수집 기준은 논문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log-log형태를 기

본 모형으로 설정하였고, 따라서 표 안의 계수 값은 각각의 탄력성을 의미

한다.15) 기본적으로 표 안에 분석 대상 및 기간은 따로 표시하여 구분하였

으며. 몇몇 모형의 경우, 특정 변수에만 log 형태가 아닌 level 형태를 채택

한 경우가 있어 밑줄을 그어 표시 하고, 종속변수가 log가 아닌 level 형태

인 경우, 각주를 달아 표시해 두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규모효과를 포함한

몇몇 연구의 경우(Soderholm and Klaassen, 2007; Soderholm and

Sundqvist, 2007; Ek and Soderholm, 2010; Kahouli, 2011) 비용 곡선 도출

과정에서 각각의 탄력성에 규모에 대한 수익 파라미터 을 나누어 주어야하

14) 여기에서 개별 효과는 모든 연구에서 동일하게 해석되지 않으며, 이는 분석 대상 연구의 최
소분석단위(기업, 산업(국가), 세계)가 하나로 통일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 효과의 
해석에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음을 밝힌다.

15) 그리고 만약 수집한 논문에서 다양한 분석 모형을 이용한 경우, 학습(Learning), 규모
(Scale), 파급(Spillover)효과를 나타내는 변수를 최소한으로 포함하는 모형의 결과를 이용
하였다. 또, 종속변수로 다양한 형태의 비용(가격)변수를 사용한 경우, 전체적으로 좋은 결
과를 보이는 데이터의 결과를 이용하였다. 또한, 분석 모형 중, Inverse term이 사용된 경
우, 계수 값에 음(-)의 부호를 추가하여 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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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탄력성에 대응되는 규모효과 계수가 양의 값으로 나타내게 되어, 따로

조정하지 않고, 회귀식의 계수 값을 그대로 적어 놓았다. 따라서 실제 탄력

성과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다.

Classification

Learning Effect
Learning-by-doing 

Learning-by-searching 

Spillover Effect

Within

Spillover

Learning-by

-doing base

National 


International 
 

Learning-by

-searching base

National 


International 
 

Cross Spillover 

Scale Effect
Up-scale 

Up-size 

[표 8] A Classification of Learning, Scale and Spillover Effects used in

Selected Articles

전 산업을 대상으로 연구의 종합화를 해보면, 우선 1) 규모(Scale)효과를

포함한 연구의 경우, 대부분의 산업에서 학습효과( ,  )가 규모효과( ,

 )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외적으로 제조업, 발전(석탄, 원자력),

반도체, 태양광의 경우, 규모효과가 학습효과를 압도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다음 2) 파급(Spillover)효과를 포함한 연구를 정리해보면, 대부분의 산업에

서 학습효과( ,  )가 내부 파급효과(
 , 

  , 
 , 

 )를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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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 반도체, TFT-LCD의 경우에 내부 파급

효과가 학습효과를 압도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

차 파급효과()를 고려한 경우, 교차 파급효과가 학습효과를 압도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지막으로 3) 규모(Scale) 효과 및 파급(Spillover) 효

과를 모두 고려한 경우, 마찬가지로 교차 파급효과()를 고려한 경우, 교

차 파급효과가 여타 다른 효과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대부분 학습효과( ,  )가 여타 다른 효과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외적으로 발전(석탄, 원자력)의 경우, 파급효과(
 )가 여타 효과를 압

도하였고. 풍력의 경우, 규모효과( ,  )가 다른 효과들을 압도하는 경우

가 목격되었다. 여기에서 풍력의 경우 규모효과가 우세하다는 점에서 의문

이 생길 수 있지만, 해당 연구가 중국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

긍 가능한 부분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산업에서 비용감소 메커니즘 하, 학습효과의 작용

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외 규모 및 파급효과의 비용감소

유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분석 대상 산업의 성숙도

와 관련 있으며, 학술 연구 대부분, 시장이 완벽하게 발달하지 않은 상태의

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습효과가 여타 다른 효과를 압도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보다 자세한 학습(Learning), 규모(Scale), 파급(Spillover)효과

의 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분석을 특정 산업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자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다음 제 2절에서 사례분석을 통해 학습, 규모,

파급효과를 보다 상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분석 대상 산업으로는 태양광,

풍력, 반도체 및 조선·원자력 산업을 선택하였으며, 이는 위 메타분석 결과

에서 볼 수 있듯이 관측수가 높고 해당 산업간 연관성을 고려해 선택하였

다. 특히, 태양광, 풍력, 조선·원자력 산업 관련 연구의 관측 수는 40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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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Matrix of PV, Wind, Semiconductor, Shipbuilding and

Nuclear Industries

중 26개로 전체의 65%를 차지한다.

그리고 해당 산업은 시장의 성숙도와 산업의 특징에 따라 <그림 14>와

같은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 있다. 즉, 시장의 성숙도에 따라 태양광과 풍력

은 신산업(Emerging), 반도체와 조선·원자력은 기존산업(Developed)에 해당

되며, 산업의 특징에 따라 태양광과 반도체는 정보통신(IT), 풍력과 조선·원

자력은 중공업(Heavy)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에서 원자력은 풍력 산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지지만, 논문의 관측 수, 연구 진행 년도 등을 복합적으로 고

려하였을 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되며, 추가적으로 풍력 산업과

의 연계성이 높은 조선 산업을 포함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2010년

이명박 정부가 태양광산업과 풍력산업을 각각 제2의 반도체산업과 제2의 조

선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운 만큼 해당 산업 간 연관성을 알아

보는데 의의를 두었으며, 태양광-풍력 산업간 비교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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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4개 주요산업 사례분석:

태양광, 풍력, 반도체 및 조선·원자력 산업

본 절에서는 보다 자세한 학습(Learning), 규모(Scale), 파급(Spillover)효과

의 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분석을 특정 산업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세부적으로 계량경제학적 기법을 사용한 40개의 기존연구 중, 산업간 연관

성과 관측개수가 높은 태양광, 풍력 반도체, 조선·원자력 산업을 분석대상으

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추출된 논문은 중복 포함 총 26개로 각

각 태양광 6개, 풍력 9개, 반도체 5개, 원자력 6개, 조선 2개로 집계되었다.

([표 9] 참조) 논문의 세부 내용은 부록 3에 수록하였으며, 분석 대상, 모형,

결과에 집중하여 각 산업별로 최대한 간략하게 수록하고자 하였다.

Subject Articles

Photovoltaic

(6)

Watanabe et al. (2000), Isoard and Soria (2001)*, Nagamatsu et al. (2006),

Papineau (2006)*, Shum and Watanabe (2008), Zheng and Kammen (2014)

Wind

(9)

Isoard and Soria (2001)*, Hansen et al. (2003), Papineau (2006)*,

Soderholm and Klaassen (2007), Soderholm and Sundqvist (2007),

Berry (2009), Ek and Soderholm (2010), Qiu and Anadon (2012),

Partridge (2013)

Semi-

conductor

(5)

Gruber (1992), Irwin and Klenow (1994), 윤충한·신혁승 (1997),

Gruber (1998), Chung (2001)

Shipbuilding

& Nuclear

(8)

Mooz (1978), Paik and Schriver (1980), Zimmerman (1982),

Cantor and Hewlett (1988), McCabe (1996), Thornton and Thompson (2001)**,

Kahouli (2011), Blazek and Sickles (2014)**

1) The numbers of articles are in parenthesis 
2) * indicates repetition
3) ** indicates articles for shipbuilding industry 

[표 9] Selected Articles for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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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산업 간 비교를 위해 학습(Learning), 규모(Scale), 파급(Spillover)

효과를 학습률의 형태로 표현하였으며, 분석 대상 효과는 1) Learning-by-doing

2) Learning-by-searching, 3) Learning-by-doing베이스 Within 파급효과16), 4)

규모효과로 한정하였다([표 10] 참조). 여기에서 학습률은  의 형태로 나타내

지며, Learning-by-doing 효과를 예로 들어 만약 계수 값이 일 경우, 이는 누적

생산량 2배 상승으로 인해 단위 비용이   만큼 하락함을 의미한다.

Classification

Learning

Effect

Learning-by-doing 

Learning-by-searching 

Spillover Effect
Within

Spillover

Learning-by

-doing base
National 



Scale Effect Up-scale 

[표 10] A Classification of Effects used in This Study(Meta)

16) 파급효과는 크게 Within과 Cross로 분류할 수 있으며, 본 분석에서는 Cross 파급효과는 
제외하였다. 또한 Within 파급효과 중, Learning-by-doing 베이스 국내 파급효과만을 사
용하였다. 이외 Learning-by-doing 베이스 국외 파급효과, Learning-by-searching 베이
스 국내 및 국외 파급효과는 산업간 비교가 용이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특히 국외 파급효과
의 경우, 대다수의 연구에서 목격할 수 없었으며, 이는 분석 대상 산업이 완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혹은 국가)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시장의 성숙도가 미진한 산업의 선도 기업(혹은 국가) 입장에서는 파급 및 규모
효과보다는 학습효과로 인한 비용 감소를 더 쉽게 목격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제 4장의 우
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의 경우,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의 크기가 작고, 대표적인 수
출주도형 성장국가로 국외에서 발생하는 파급효과 및 규모효과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 47 -

1. 산업 간 순위

먼저 개별 산업 간 효과의 순위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 [표 12]와 같

다. 여기에서 개별 효과의 학습률은 각각 Type Ⅰ과 Type Ⅱ로 분류하였으

며, Type Ⅰ은 학습률의 평균치를, Type Ⅱ는 Abnormally를 제거한 학습률

의 평균값을 의미한다.17) 또한 개별 효과 간 원활한 비교를 위하여, 변수의

형태가 level인 경우는 제외하였으며, 계수 값이 가정과 달리 양의 값을 갖

거나,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경우 제외하였음을 밝

힌다.18) 또, 규모효과를 포함한 몇몇 연구의 경우(Soderholm and Klaassen,

2007; Soderholm and Sundqvist, 2007; Ek and Soderholm, 2010; Kahouli,

2011) 비용 곡선 도출과정에서 각각의 탄력성에 규모에 대한 수익 파라미터

을 나누어 주어야하지만, 탄력성에 대응되는 규모효과 계수가 양의 값을

나타내게 되어, 따로 조정하지 않고, 회귀식의 계수 값을 그대로 적어 놓았

다. 따라서 실제 탄력성과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함을 다시 밝힌다.

분석 결과, 학습률의 설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즉, Type

Ⅱ학습률 결과는 Type Ⅰ결과와 비교할 때, Learning-by-doing 효과의 경

우, 태양광, 풍력, 조선·원자력 케이스에서, Learning-by-searching 효과의

경우, 태양광 케이스에서, 파급(Spillover) 효과의 경우 반도체 케이스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 이는 개별 학습률 별 분포도의 Concentration 지점에서 10% 포인트 차이가 나는 경우를 
제외한 값을 의미한다. Learning-by-doing 효과의 경우, 태양광 부문에서 Papineau 
(2006), 풍력 부문에서 Berry (2009), 조선·원자력 부문에서 Kahoulie (2011)을 제거하였
다, 또한, Learning-by-searching 효과의 경우, 태양광 부문에서 Watanabe et al. 
(2000)을 제거하였다. 그리고 Spillover 효과의 경우, DRAM 반도체에 해당하는 경우만 선
택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부록 4 <그림 18> ~ <그림 21> 참조). 

18) 조선·원자력의 경우 Learning-by-searching 계수 값이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제외하였으며(Kahouli, 2011), Within spillover을 나타내는 계
수 값의 경우 양의 값을 가져 평균치 도출에 포함시키지 않았거나(Mooz, 1978; Blazek and 
Sickles, 2014), 탄성력의 형태로 도출되지 않아 제외하였다(Zimmerman, 1982; McCabe, 
1996; Thornton and Thompso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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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평균 학습률(Type Ⅰ)의 산업 간 순서는 다음

[표 11]과 같으며, Learning-by-doing( )은 1) 조선·원자력, 2) 반도체, 3) 태

양광, 4) 풍력 순으로, Learning-by-searching( )은 1) 태양광, 2) 풍력 순으

로, 파급( )효과는 1) 반도체, 2) 태양광, 3) 풍력 순으로, 규모()효과는

1) 조선·원자력, 2) 태양광, 3) 반도체, 4) 풍력의 순으로 도출되었다. 반면,

Abnormally를 제거한 평균 학습률(Type Ⅱ)의 결과, Learning-by-doing( )은

1) 태양광, 2) 반도체, 3) 조선·원자력, 4) 풍력 순으로, Learning-by-searching

( )은 1) 풍력, 2) 태양광 순으로, 파급( )효과는 1) 태양광, 2) 반도체, 3)

풍력 순으로, 규모()효과는 평균 학습률의 결과와 동일하게 도출되었다.

Learning-by

-doing

Learning-by

-searching
Spillover Effect Scale Effect

TypeⅠ TypeⅡ TypeⅠ TypeⅡ TypeⅠ TypeⅡ TypeⅠ TypeⅡ

1

Nuclear

&Ship

(25.28%)

PV

(24.58%)

PV

(13.54%)

Wind

(12.54%)

Semi-

conductor

(12.21%)

PV

(9.25%)

Nuclear

&Ship

(36.27%)

-

2

Semi-

conductor

(21.70%)

Semi-

conductor

(20.06%)

Wind

(12.54%)

PV

(6.56%)

PV

(9.25%)

Semi-

conductor

(7.29%)

PV

(18.58%)
-

3
PV

(20.91%)

Nuclear

&Ship

(18.70%)

- -
Wind

(4.74%)

Wind

(4.74%)

Semi-

conductor

(14.40%)

-

4
Wind

(12.07%)

Wind

(8.53%)
- - - -

Wind

(3.69%)
-

1) Type Ⅰ and Type Ⅱ indicate average learning rate and average learning rate 
excluding abnormalities respectively

2) The learning rate is defined as   , i.e. the rate at which costs fall with each 
doubling of cumulative output

[표 11] Order of Industry Average by Effects



- 49 -

또한 산업 별 학습률의 순서는 다음 [표 12]과 같으며 조선·원자력을 제

외한 모든 산업에서 학습효과가 여타 다른 효과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19) 그리고 태양광 및 반도체의 경우, 비용감소 메커니즘에서 규모

효과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태양광, 반도체, 원자력

의 경우 공정상의 특징으로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효과가 비교

적 크게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도체와 원자력의 경우 규모의 경

제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반도체의 경우, 시장의 크기와 발매주기

(Gruber, 1992), 원자력의 경우 설치용량(Cantor and Hewlett, 1988)이 규모

효과의 작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Type Ⅰ의 경우, 태양광은 1) Learning-by-doing( ), 2) 규모

(), 3) Learning-by-searching( ), 4) 파급( )효과 순으로, 풍력은 1)

Learning-by-searching( ), 2) Learning-by-dong( ), 3) 파급( ), 4) 규

모()효과 순으로, 반도체는 1) Learning-by-doing( ), 2) 규모(), 3) 파

급( )효과 순으로 조선·원자력은 1) 규모(), 2) Learning-by-dong( )효

과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Type Ⅱ의 경우, 태양광은 1) Learning-by-doing

( ), 2) 규모(), 3) 파급( ), 4) Learning-by-searching( )효과 순으로

나타났으며, 풍력, 반도체 및 조선·원자력의 경우, 순서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학습률의 설정에 따라 분석 결과의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각 효과별

순서 비교에서 규모() 효과를 제외한 학습( ,  ), 파급( )효과의 평

균 학습률(Type Ⅰ)과 Abnormally를 제거한 평균 학습률(Type Ⅱ) 결과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별 순서 비교에서 태양광의

경우 Learning-by-searching효과의 약화를 목격할 수 있었다.

19) 하지만 조선·원자력의 경우, 비록 학습효과가 규모효과보다 비용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태양광, 풍력, 반도체의 Learning-by-doing 학습효과 만큼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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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 Wind Semiconductor Nuclear&Ship

TypeⅠ TypeⅡ TypeⅠ TypeⅡ TypeⅠ TypeⅡ TypeⅠ TypeⅡ

1

Learning

-by-

doing

(20.91%)

Learning

-by-

doing

(24.58%)

Learning

-by-

searching

(12.54%)

Learning

-by-

searching

(12.54%)

Learning

-by-

doing

(21.70%)

Learning

-by-doi

ng

(20.06%)

Scale

Effect

(36.27%)

Scale

Effect

(36.27%)

2

Scale

Effect

(18.58%)

Scale

Effect

(18.58%)

Learning

-by-

doing

(12.07%)

Learning

-by-

doing

(8.53%)

Scale

Effect

(14.40%)

Scale

Effect

(14.40%)

Learning

-by-

doing

(25.28%)

Learning

-by-

doing

(18.70%)

3

Learning

-by-

searching

(13.54%)

Spillover

Effect

(9.25%)

Spillover

Effect

(4.74%)

Spillover

Effect

(4.74%)

Spillover

Effect

(12.21%)

Spillover

Effect

(7.29%)

- -

4

Spillover

Effect

(9.25%)

Learning

-by-

searching

(6.56%)

Scale

Effect

(3.69%)

Scale

Effect

(3.69%)

- - - -

1) Type Ⅰ and Type Ⅱ indicate average learning rate and average learning rate 
excluding abnormalities respectively

2) The learning rate is defined as   , i.e. the rate at which costs fall with each 
doubling of cumulative output

[표 12] Order of Industry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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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Matrix of PV and Semiconductor Industries

2. 산업 간 군집화

산업 간 효과의 크기 및 순서비교 결과, 태양광-반도체 산업의 조합은

각 효과의 크기와 순서의 유사성에서 클러스터링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풍력-조선·원자력산업의 경우, 유사성이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과

달리, 효과의 크기 및 순서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 산업간 연관성이 떨어지

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15> 참조).

또한 신재생에너지 기술 간 비교를 보면, 평균 학습률(Type Ⅰ) 비교 결

과에서는 태양광 산업이 모든 효과에서 풍력 산업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

다. 하지만, Abnormally를 제거한 평균 학습률(Type Ⅱ) 비교 결과를 사용

하면, Learning-by-searching 효과에서 풍력의 우세함이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우선 태양광 산업의 경우 보급 확대로 얻게 되는 비용감

소효과가 풍력 산업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태양광은 풍력보다

외부로부터 학습 파급(Spillover)효과를 더 누리는 것으로 나타나 시장의 성

장 및 비용 감소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태양광은 풍



- 52 -

력보다 규모(Scale)효과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태양광이 풍력보

다 더 공정화 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술개발로 인한 효과의

경우, 풍력 산업이 태양광 산업보다 클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표 13] 참조)

Type Ⅰ Type Ⅱ

Wind PV Wind PV

Learning-by-doing 12.07% < 20.91% 8.53% < 24.58%

Learning-by-searching 12.54% < 13.54% 12.54% > 6.56%

Spillover Effect 4.74% < 9.25% 4.74% < 9.25%

Scale Effect 3.69% < 18.58% 3.69% < 18.58%

1) Type Ⅰ and Type Ⅱ indicate average learning rate and average learning 
rate excluding abnormalities respectively

2) The learning rate is defined as   , i.e. the rate at which costs fall with each 
doubling of cumulative output

[표 13] Comparison between Solar and Wind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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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규모 및 파급효과 관련 학습곡선 실증분석

본 장에서는 국내 산업을 대상으로 학습곡선 실증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규모(Scale) 및 파급(Spillover)효과를 포함하였다. 분석대상은 기존 연구 종

합화 과정에서 선정한 태양광, 풍력, 반도체, 조선 산업으로 한정하였으며,

원자력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학습, 규모, 파급효과

가 우리나라에서도 실제 발생하는지 알아보고, 산업별로 다른지, 제 3장 메

타분석과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지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즉, 우리나라

산업의 비용 감소 과정이 내재적 학습효과 때문이지, 아니면 국외의 기술

파급효과 또는 규모의 경제 효과 때문인지 밝힘으로써, 산업의 특징을 설명

하고, 더 나아가 정부 정책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장은 크게 3절로 구성되어있으며, 우선 제 1절에서 분석에 이용한 모

형을 밝혔다. 그리고 제 2절에서는 자료의 활용, 출처, 분석 기간 등 분석에

이용한 자료 관련 내용을 수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3절에서는 실증 분석

결과를 밝히고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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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분석 모형 설정

모형은 기존 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log-log 형태를 취했으며,

개별 효과 변수를 최대한 포함하고자 하였다. 또한 개별 변수의 설정은 기존

선행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개념을 활용하였다. 즉, 실증분석에서 사용한 변

수는 각각 국내 누적 생산량( ), 국내 기술개발 지식스톡( ), 세계 누적 생산량

(
 ), 세계 기술개발 지식스톡(

 ), 국내 연간 생산량( ), 세계 연간

생산량(  ), 시간 추세()이다([표 14] 참조).

Classification

Learning Effect

Learning-by-doing 

Learning-by-searching 

Spillover Effect

Within

Spillover

Learning-by

-doing base
International 

 

Learning-by

-searching base
International 

 

Cross Spillover 

Scale Effect Up-scale

National  

International   

[표 14] A Classification of Learning, Scale and Spillover Effects used in

Empirical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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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파급효과는 데이터의 구득(기업 데이터 취득의 어려움) 및 수

출 의존도(국내 시장 크기) 등을 고려하여, 국내 파급효과 변수는 제외하고

국외 파급효과만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규모의 효과의 경우 국

내 연간 생산량()과 세계 연간 생산량(  )으로 분류하여 모형에 포함

시켰다. 즉, 규모효과를 국내 산업에서 발생하는 규모효과와 국외 산업에서

발생하는 규모효과로 분리하여 국외의 규모효과가 국내의 규모효과보다 국

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모든 변수를 포함한 모

형은 다음 식 (4)와 같다.

ln  ln lnlnlnln
ln

ln
ln

(4)

  시장가격


  국내 누적 생산량(설치량)


  국내 기술개발 지식스톡


  세계 누적 생산량(설치량)


  세계 기술개발 지식스톡


  국내 연간 생산량(설치량)


  세계 연간 생산량(설치량)

  시간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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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분석 모형은 크게 전통적인 학습효과(Learning Effect), 내부

파급효과(Within Spillover Effect), 규모효과(Scale Effect) 그리고 모든 효과

를 포함하는 혼합효과(Mixed Effect)로 분류하였다([표 15] 참조). 그리고 교

차 파급효과(Cross Spillover Effect) 변수를 추가한 모형을 따로 시행하였다

([표 16] 참조).

여기에서 Learning-by-searching을 나타내는 기술개발 지식스톡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기술개발 지출을 누적하는 방법과 시간 지

연(Time lag) 및 감가상각(Depreciation)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분리하여 진

행하였다. 사용된 시간지연 년도와 감가상각률은 각각 1년과 3%로 Klaassen

et al. (2005), Soderholm and Klaassen (2007), Soderholm and Sundqvist

(2007)의 제안인 2년, 3%를 약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반도체의 경우

에는 추가적으로 특허 분기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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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Effects: Basics

1  ln  ln ln
2 + ln  ln lnln

Within Spillover Effects

3 + ln  ln lnln
4  +++ ln  ln lnlnlnln

Scale Effects

5
 +

ln  ln lnln


6 ln  ln lnln
ln



7
 ++

ln  ln lnlnln


8 ln  ln lnlnln
ln



Mixed Effects

9
 ++

ln  ln lnlnln


10 ln  ln lnlnln
ln



11
++ + +

ln  ln lnlnlnlnln


12 ln  ln lnlnlnlnln
ln



[표 15] Model dyn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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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Effects with Cross Spillover Effects

13  + ln  ln lnln
14  ++ ln  ln lnlnln
15  + + ln  ln lnlnln
16 ++ + + ln  ln lnlnlnlnln
17

 ++
ln  ln lnln

ln
18 ln  ln lnln

ln
ln

19
 + ++

ln  ln lnlnln
ln

20 ln  ln lnlnln
ln

ln
21

 +++
ln  ln lnlnln

ln
22 ln  ln lnlnln

ln
ln

23
 ++ +++

ln  ln lnlnlnlnln
ln

24 ln  ln lnlnlnlnln
ln

ln

[표 16] Model dynamics with Cross Spillover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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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 자료

우선 태양광산업의 경우,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태양광 시스템 가격()은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Photovoltaic Power Systems Programme

에서 발간하는 National Survey Report of PV Power Applications in Korea

의 연간 시스템 가격 데이터20)를 활용하였다. 또한 학습효과를 측정하는 국

내 태양광 누적 설치량(
)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

에너지 보급통계의 연도별 보급용량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국내 태양광

R&D 지출(
)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백서의

연도별 태양광 연구개발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파급효과를 측정하

는 세계 태양광 누적 설치량(
 )은 EPIA(European Photovoltaic Indstry

Association) Global Market Outlook의 연도별 및 누적 설치량 데이터를 활

용하였고, 세계 태양광 R&D 지출(
)은 OECD Statistics에서 제공하는

IEA Energy Technology RD&D Statistics의 연도별 태양에너지 RD&D 예

산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규모효과를 측정하는 태양광의

국내 연간 설치량(
) 및 세계 연간 설치량(

)은 앞의 누적 설치량(
 ,


 ) 데이터의 출처와 동일하다. 자세한 변수의 설정과 자료의 출처는 다음

[표 17]에 정리되어있다.

20) 해당 자료는 1997년부터 2002년까지는 10kW rooftop을 기준으로, 2002년부터 2013년까
지는 3kW 주거용 rooftop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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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Source

Dependent

Variable
 System Price(KRW/W) IEA

Learning




Domestic Cumulative

Installation (kW)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Domestic R&D Expenses

(Hundred Billion KRW)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Spillover




International Cumulative

Installation (MW)
EPIA




International R&D

Expenses (Million USD)

OECD

(IEA)

Scale




Domestic Annual

Installation (kW)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International Annual

Installation (MW)
EPIA

[표 17] Data for Photovoltaic Industry



- 61 -

다음으로 픙력산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태양광과 데이터 출처가 동일하

나,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풍력 터빈 가격의 경우 자료 수집이 불가능하여,

발전차액지원제도 하, 발전차액지원기준가격을 이용하였다21). 그리고 파급효

과를 측정하는 세계 풍력 누적 설치량의 경우 GWEC(Global Wind Energy

Council) Annual Market Update의 연도별 및 누적 설치량 데이터를 활용하

여 작성하였다. 역시 자세한 변수의 설정과 자료의 출처는 다음 [표 18]에

정리되어있다.

Description Source

Dependent

Variable


Feed-in-Tariff

Base Price(KRW/kWh)
산업자원부 자료

Learning




Domestic Cumulative

Installation (kW)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Domestic R&D Expenses

(Hundred Billion KRW)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Spillover




International Cumulative

Installation (MW)
GWEC




International R&D

Expenses (Million USD)

OECD

(IEA)

Scale




Domestic Annual

Installation (kW)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International Annual

Installation (MW)
GWEC

[표 18] Data for Wind Industry

21) 산업자원부 (2006),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 및 RPS제도와 연계방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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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 종류에 따라 학습효과에 차이가 남을

기존 선행 연구를 통해 파악하였고, 따라서 분석대상을 DRAM으로 한정하

였다.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DRAM 가격()은 산업통상자원부 일일경제지

표의 일일 DDR3 1G 가격()을 활용하였다. 또 학습효과를 측정하는 국내

DRAM 누적 생산액(
)은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정보통신산업 통계연

보22) 및 월보의 연도별 생산액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으며, 국내 반도

체 R&D 지출(
)은 OECD의 Business enterprise R&D expenditure by

industry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세계 DRAM 누

적 생산액(
 )은 Gartner, WSTS, IC Insights 등의 자료를 재인용하였으

며, 세계 반도체 R&D 지출(
)은 국내 R&D 지출(

)과 동일하게

OECD의 Business enterprise R&D expenditure by industry 자료를 사용하

였다. 또한 분기별 특허 자료를 이용해 반도체 학습곡선을 보다 잘 파악하려

시도했으며, 특허자료는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PCT(The Patent Cooperation Treaty)자료를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규모효

과를 측정하는 반도체의 국내 연간 생산액(
) 및 세계 연간 생산액(

)은

앞의 누적 생산액(
 , 

 ) 데이터의 출처와 동일하다. 자세한 변수의 설

정과 자료의 출처는 다음 [표 19]에 정리되어있다.

22) 2013년부터 ICT 실태조사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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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Source

Dependent

Variable
 DRAM Price($/Unit) 산업통상자원부

Learning




Domestic Cumulative

Production Amount

(Million KRW)

한국정보통신산업

진흥회




Domestic R&D Expenses

(Million USD)
OECD

Domestic Patents WIPO(PCT)

Spillover




International Cumulative

Production Amount

(Billion USD)

Gartner, WSTS,

IC Insights

재인용




International R&D

Expenses (Million USD)
OECD

International Patents WIPO(PCT)

Scale




Domestic Annual

Production Amount

(Million KRW)

한국정보통신산업

진흥회




International Annual

Production Amount

(Billion USD)

Gartner, WSTS,

IC Insights

재인용

[표 19] Data for Semiconducto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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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조선 산업의 경우, Gas Carrier(LNG, LPG)를 분석대상으로

한정하였으며, 각각 종속변수, 학습효과, 파급효과에 해당하는 선박 가격

(), 국내 Gas Carrier 누적 수주량(
), 세계 Gas Carrier 누적 수주량

(
 )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통계자료 및 조선자료집을 활용하였다. 또

한 각각 학습효과,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국내 조선 R&D 지출(
) 및 세계

조선 R&D 지출(
)은 OECD의 Business enterprise R&D expenditure by

industry 자료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규모효과를 측정하는 Gas Carrier

의 국내 연간 수주량(
) 및 세계 연간 수주량(

)은 앞의 누적 수주량

(
 , 

 ) 데이터의 출처와 동일하다. 자세한 변수의 설정과 자료의 출처

는 다음 [표 20]에 정리되어있다.

각 산업 별 분석기간은 자료의 접근 가능한 범위가 달라 일치시키지 못

하였으며, 태양광의 경우 2000년부터 2013년까지, 풍력의 경우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반도체의 경우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조선의 경우 2000년부터

2012년까지로 설정하였다. 또한 반도체와 선박산업의 분석에서 사용된 세계

단위 누적 생산액 및 수주량 데이터(
)의 경우 분석범위 전체에 걸쳐 수

집하지 못하여, 국내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활용하여 추산하였다. 그리고 모

든 가격 및 비용 데이터는 각 기준년도 별 GDP 디플레이터와 환율을 이용

하여 실질 가격(혹은 비용)으로 도출하였고, GDP 디플레이터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환율은 OECD 자료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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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Source

Dependent

Variable


Gas Carrier Price

(Million USD)

한국조선해양플랜

트협회

(Clarkson 재인용)

Learning




Domestic Cumulative

Firms’ Orders

(CGT)

한국조선해양플랜

트협회




Domestic R&D Expenses

(Million USD)
OECD

Spillover




International Cumulative

Firms’ Orders

(DWT23))

한국조선해양플랜

트협회

(Clarkson 재인용)




International R&D

Expenses (Million USD)
OECD

Scale




Domestic Annual

Firms’ Orders

(CGT)

한국조선해양플랜

트협회




International Annual

Firms’ Orders

(DWT)

한국조선해양플랜

트협회

(Clarkson 재인용)

[표 20] Data for Shipbuilding Industry

23) 재화중량톤수(DWT, Dead Weight Tonnage)의 CGT(Compensated Gross Tonnage)로의 
전환 시,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조선자료집을 참조하였고, 분석 대상이 Gas Carrier이므
로 환산계수로 0.77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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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 결과

제 1절과 2절에서 설정한 모형과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였

으며, 추정 결과는 [표 21] ~ [표 29]에 걸쳐 나타냈다. 국내 태양광, 풍력,

반도체, 조선 산업은 공통적으로 교차 파급효과(시간추세)를 포함한 모형에

서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Papineau (2006)와 동일한 결

과를 보였다(부록 5 [표 36] ~ [표 44]). 하지만 누적 지식스톡을 사용한 경

우와 시간지연 및 감가상각을 감안한 지식스톡의 경우, Ek and Soderholm

(2010)의 결과와 다르게 결과에 큰 차이가 목격되지 않았다. 또한, 반도체를

제외한 산업들에서 Learning-by-searching 변수를 추가하였을 때, 기존의

Learning-by-doing 계수 값이 통계적 유의성을 잃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제 3장, 제 2절 메타분석 및 사례분석 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학습(Learning),

규모(Scale), 파급(Spillover)효과를 학습률의 형태로 표현하였으며, 분석 대상 효

과는 1) Learning-by-doing 2) Learning-by-searching, 3) Learning-by-doing베

이스 Within 파급효과24), 4) 규모효과로 한정하였다([표 30] 참조). 그리고 여기

에서 학습률은 앞의 메타연구에서의 정의와 동일하다.

24) 파급효과는 크게 Within과 Cross로 분류할 수 있으며, 본 분석에서는 Cross 파급효과는 
제외하였다. 또한 Within 파급효과 중, Learning-by-doing 베이스 국외 파급효과만을 사
용하였다. 이외 Learning-by-doing 베이스 국내 파급효과, Learning-by-searching 베이
스 국내 및 국외 파급효과는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산업간 비교가 용이하지 않아 제외
하였음을 밝힌다. 즉, 앞의 제 3장 메타분석(Learning-by-doing 베이스 국내 파급효과)과 
본 장의 실증분석(Learning-by-doing 베이스 국외 파급효과)의 경우, 파급효과의 설정에 
차이가 존재하며, 이 때문에 두 분석 결과를 일대일 대응관계로 비교・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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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Effect Within Spillover Scale Effect Mixed Effect

1 2 3 4 5 6 7 8 9 10 11 12


-.282***

(.000)

.039

(.599)

.006

(.816)

.025

(.738)

-.337***

(.003)

.0286

(.782)

.002

(.982)

.043

(.668)

.053

(.215)

.032

(.466)

.084

(.301)

.142*

(.071)

 -
-.593***

(.001)
-

-.067

(.806)
- -

-.584***

(.001)

-.318

(.235)
- -

-.053

(.832)

-.485

(.121)


  - -

-.434***

(.000)

-.552

(.121)
- - - -

-.452***

(.000)

-.544***

(.000)

-.681*

(.058)

-1.255***

(.010)


  - - -

1.448

(.733)
- - - - - -

2.403

(.550)

8.142*

(.083)

  - - - -
.049

(.528)

-.020

(.692)

.029

(.552)

.001

(.985)

-.032

(.170)

-.029

(.196)

-.039

(.150)

-.031

(.164)

   - - - - -
-.385***

(.002)
-

-.206

(.243)
-

.106

(.219)
-

.226*

(.058)

  .931 .974 .994 .993 .928 .972 .973 .974 .995 .995 .994 .996

1) The numbers in parentheses below the statistics are p-values.
2) ***, **, * indicates statistical significance at 1%, 5%, 10% respectively.

[표 21] Regression Results for PV(Cumulative R&D Expenses without Cross Spillover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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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Effect Within Spillover Scale Effect Mixed Effect

1 2 3 4 5 6 7 8 9 10 11 12


-.282***

(.000)

-.058

(.238)

.006

(.816)

-.000

(1.000)

-.337***

(.003)

.029

(.782)

-.118*

(.094)

-.045

(.650)

.053

(.215)

.032

(.466)

.103*

(.096)

.121***

(.006)

 -
-.414***

(.000)
-

-.181

(.634)
- -

-.416***

(.000)

-.291*

(.081)
- -

.279

(.482)

1.434***

(.004)


  - -

-.434***

(.000)

-.333

(.167)
- - - -

-.452***

(.000)

-.544***

(.000)

-.670**

(.026)

-1.655***

(.001)


  - - -

.151

(.592)
- - - - - -

-.077

(.770)

-.910***

(.007)

  - - - -
.049

(.528)

-.020

(.692)

.055

(.215)

.027

(.604)

-.032

(.170)

-.029

(.196)

-.065*

(.065)

-.091***

(.002)

   - - - - -
-.385***

(.002)
-

-.146

(.341)
-

.106

(.219)
-

.329***

(.004)

  .931 .977 .994 .993 .928 .972 .978 .979 .995 .995 .995 .998

1) The numbers in parentheses below the statistics are p-values.
2) ***, **, * indicates statistical significance at 1%, 5%, 10% respectively.

[표 22] Regression Results for PV(Tim lag and Depreciation R&D Expenses without Cross Spillover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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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Effect Within Spillover Scale Effect Mixed Effect

1 2 3 4 5 6 7 8 9 10 11 12


-.049***

(.000)

.015

(.297)

.004

(.685)

-.040**

(.015)

-.067***

(.000)

-.029

(.371)

.035

(.318)

.041

(.285)

.014

(.508)

.011

(.530)

-.068**

(.025)

-.077*

(.077)

 -
-.090***

(.001)
-

.205

(.012)
- -

-.110**

(.018)

-.143**

(.048)
- -

.272**

(.011)

.304**

(.048)


  - -

-.102***

(.000)

-.180**

(.022)
- - - -

-.114***

(.005)

-.172***

(.004)

-.221**

(.014)

-.183

(.160)


  - - -

-.247**

(.013)
- - - - - -

-.267***

(.010)

-.349

(.151)

  - - - -
.029**

(.045)

.011

(.534)

-.010

(.515)

-.010

(.523)

-.006

(.581)

-.003

(.695)

.009

(.171)

.010

(.221)

   - - - - -
-.054

(.228)
-

.035

(.470)
-

.063

(.089)
-

-.024

(.662)

  .802 .951 .968 .991 .877 .890 .948 .944 .965 .978 .994 .992

1) The numbers in parentheses below the statistics are p-values.
2) ***, **, * indicates statistical significance at 1%, 5%, 10% respectively.

[표 23] Regression Results for Wind(Cumulative R&D Expenses without Cross Spillover Effects)



- 70 -

Learning Effect Within Spillover Scale Effect Mixed Effect

1 2 3 4 5 6 7 8 9 10 11 12


-.049***

(.000)

.024*

(.077)

.004

(.685)

.002

(.929)

-.067***

(.000)

-.029

(.371)

.039

(.163)

.039

(.194)

.014

(.508)

.011

(.530)

.010

(.862)

.022

(.679)

 -
-.081***

(.000)
-

-.263

(.347)
- -

-.093***

(.004)

-.105**

(.016)
- -

-.228

(.553)

.153

(.738)


  - -

-.102***

(.000)

.100

(.612)
- - - -

-.114***

(.005)

-.172***

(.004)

.073

(.794)

-.299

(.460)


  - - -

.243

(.415)
- - - - - -

.200

(.642)

-.159

(.741)

  - - - -
.029**

(.045)

.011

(.534)

-.007

(.509)

-.006

(.636)

-.006

(.581)

-.003

(.695)

-.003

(.876)

-.006

(.677)

   - - - - -
-.054

(.228)
-

.019

(.575)
-

.063*

(.089)
-

.076

(.255)

  .802 .969 .968 .964 .877 .890 .967 .963 .965 .978 .956 .964

1) The numbers in parentheses below the statistics are p-values.
2) ***, **, * indicates statistical significance at 1%, 5%, 10% respectively.

[표 24] Regression Results for Wind(Tim lag and Depreciation R&D Expenses without Cross Spillover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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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Effect Within Spillover Scale Effect Mixed Effec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543***

(.000)

-1.585

(.395)

-1.730

(.695)

1.363

(.933)

-2.264***

(.001)

-2.237***

(.002)

-3.032

(.168)

-3.411

(.199)

-3.592

(.384)

-6.308

(.271)

-1.94

(.906)

-9.594

(.731)

 -
-.047

(.950)
-

-1.083

(.763)
- -

.321

(.674)

.476

(.608)
- -

-.473

(.896)

.091

(.984)


  - -

.163

(.965)

-2.574

(.877)
- - - -

1.118

(.740)

3.468

(.462)

-.674

(.968)

6.718

(.807)


  - - -

1.788

(.770)
- - - - - -

1.146

(.851)

-.433

(.959)

  - - - -
1.456*

(.093)

1.695

(.136)

1.59

(.209)

2.076

(.268)

1.502

(.110)

2.262

(.123)

1.568

(.348)

2.555

(.448)

   - - - - -
-.314

(.703)
-

-.538

(.675)
-

-.875

(.450)
-

-1.009

(.694)

  .770 .586 .741 .394 .822 .801 .649 .582 .800 .789 .427 .221

1) The numbers in parentheses below the statistics are p-values.
2) ***, **, * indicates statistical significance at 1%, 5%, 10% respectively.

[표 25] Regression Results for Semiconductor(Cumulative R&D Expenses without Cross Spillover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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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Effect Within Spillover Scale Effect Mixed Effec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540***

(.000)

-1.645

(.700)

-1.730

(.695)

81.566

(.278)

-2.264***

(.001)

-2.237***

(.002)

-3.320

(.484)

.673

(.872)

-3.592

(.384)

-6.308

(.271)

70.739

(.571)

Not

Available

 -
-.045

(.959)
-

8.317

(.340)
- -

.144

(.873)

-1.047

(.352)
- -

7.207

(.612)


  - -

.163

(.965)

-90.867

(.229)
- - - -

1.118

(.740)

3.468

(.462)

-80.327

(.519)


  - - -

-10.434

(.476)
- - - - - -

-8.644

(.717)

  - - - -
1.456*

(.093)

1.695

(.136)

1.54

(.354)

4.751

(.138)

1.502

(.110)

2.262

(.123)

.398

(.851)

   - - - - -
-.314

(.703)
-

-3.900

(.197)
-

-.875

(.450)
-

  .770 .322 .741 .664 .822 .801 .354 .656 .800 .789 .364

1) The numbers in parentheses below the statistics are p-values.
2) ***, **, * indicates statistical significance at 1%, 5%, 10% respectively.

[표 26] Regression Results for Semiconductor

(Tim lag and Depreciation R&D Expenses without Cross Spillover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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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Effect Within Spillover Scale Effect Mixed Effec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051

(.000)

1.154

(.242)

4.430*

(.054)

6.067

(.149)

-1.984***

(.000)

-1.986***

(.000)

-1.409

(.147)

-1.801

(.100)

-.286

(.890)

-1.030

(.659)

-.563

(.879)

-2.255

(.592)

 -
-.693**

(.026)
-

2.307

(.449)
- -

-.165

(.537)

-.053

(.860)
- -

-.392

(.877)

-1.201

(.659)


  - -

-4.867**

(.018)

-7.266

(.227)
- - - -

-1.449

(.412)

-.816

(.680)

-1.124

(.824)

.631

(.908)


  - - -

-2.771

(.397)
- - - - - -

.506

(.854)

1.487

(.619)

  - - - -
2.062***

(.000)

2.309***

(.000)

1.950***

(.000)

2.251***

(.000)

1.916***

(.000)

2.176***

(.000)

1.946***

(.000)

2.352***

(.001)

   - - - - -
-.394

(.312)
-

-.358

(.418)
-

-.313

(.475)
-

-.425

(.390)

  .418 .478 .487 .471 .672 .672 .666 .663 .669 .664 .650 .647

1) The numbers in parentheses below the statistics are p-values.
2) ***, **, * indicates statistical significance at 1%, 5%, 10% respectively.

[표 27] Regression Results for Semiconductor(Patents without Cross Spillover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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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Effect Within Spillover Scale Effect Mixed Effect

1 2 3 4 5 6 7 8 9 10 11 12


.053

(.322)

.499***

(.002)

1.103

(.314)

1.070

(.360)

.048

(.423)

.074

(.213)

.571***

(.007)

.521**

(.014)

1.086

(.377)

.142

(.920)

1.647

(.193)

.887

(.376)

 -
-.683***

(.004)
-

.505

(.685)
- -

-.784***

(.009)

-.689**

(.023)
- -

1.296

(.331)

1.410

(.191)


  - -

-1.154

(.336)

-.624

(.636)
- - - -

-1.137

(.397)

-.075

(.961)

-1.078

(.426)

-.244

(.821)


  - - -

-4.021

(.331)
- - - - - -

-7.474

(.124)

-7.753*

(.059)

  - - - -
.031

(.498)

.188

(.106)

-.028

(.432)

.062

(.496)

.025

(.597)

.184

(.217)

-.062

(.138)

.082

(.281)

   - - - - -
-.236

(.137)
-

-.125

(.293)
-

-.231

(.255)
-

-.208*

(.068)

  .006 .549 .008 .508 -.047 .122 .525 .542 -.070 -.003 .600 .769

1) The numbers in parentheses below the statistics are p-values.
2) ***, **, * indicates statistical significance at 1%, 5%, 10% respectively.

[표 28] Regression Results for Shipbuilding(Cumulative R&D Expenses without Cross Spillover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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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Effect Within Spillover Scale Effect Mixed Effect

1 2 3 4 5 6 7 8 9 10 11 12


.053

(.322)

.739***

(.000)

1.103

(.314)

.433

(.457)

.048

(.423)

.074

(.213)

.865***

(.000)

.818***

(.000)

1.086

(.377)

.142

(.920)

.415

(.419)

-.210

(.608)

 -
-.560***

(.000)
-

-.464

(.128)
- -

-.654***

(.000)

-.610***

(.000)
- -

-.587**

(.048)

-.645***

(.010)


  - -

-1.154

(.336)

.413

(.535)
- - - -

-1.137

(.397)

-.075

(.961)

.599

(.323)

1.237**

(.035)


  - - -

-.204

(.614)
- - - - - -

-.194

(.575)

-.053

(.821)

  - - - -
.031

(.498)

.188

(.106)

-.041*

(.064)

.013

(.802)

.025

(.597)

.184

(.217)

-.044*

(.062)

.058

(.180)

   - - - - -
-.236

(.137)
-

-.073

(.275)
-

-.231

(.255)
-

-.143**

(.033)

  .006 .800 .008 .777 -.047 .122 .854 .861 -.070 -.003 .856 .936

1) The numbers in parentheses below the statistics are p-values.
2) ***, **, * indicates statistical significance at 1%, 5%, 10% respectively.

[표 29] Regression Results for Shipbuilding

(Tim lag and Depreciation R&D Expenses without Cross Spillover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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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Learning

Effect

Learning-by-doing 

Learning-by-searching 

Spillover Effect
Within

Spillover

Learning-by

-doing base
International 

 

Scale Effect Up-scale National  

[표 30] A Classification of Effects used in This Study(Empirical)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태양광 산업의 경우, 우선 Learning-by-doing

학습효과와 Learning-by-searching 학습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earning-by-doing 베이스 내부 파급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

모의 효과 측면에서는 국내의 규모효과보다 국외의 규모효과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 결과와 달리 Learning-by-searching

학습효과가 Learning-by-doing 학습효과보다 크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마

지막으로 모든 효과를 포함한 Mixed 모형의 경우(모형 9~12), Learning-by-doing

베이스 내부 파급효과 즉, 국외 기업의 누적 생산으로 발생하는 학습 파급효과가

국내의 태양광 비용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15~17%로

규모의 경제효과 역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풍력 산업의 경우, 태양광 산업과 마찬가지로, Learning-by-doing 학습

효과와 Learning-by-searching 학습효과를 모두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와 달리 외국의 보급 및 기술개발로 인한 학습 파급효과

를 모두 크게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규모 효과를 목격할 수 없거

나, 규모의 불경제가 목격된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Mixed 모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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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기업의 누적생산 증가에 따른 학습의 파급효과로 인해 풍력의 비용 감

소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반도체의 경우, 지식스톡을 누적 R&D 지출로 본 방법과 시간

지연 및 감가상각을 이용한 방법 그리고 특허를 이용하는 세 가지의 방법으

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Learning-by-doing 학습효과가 크게 나온 점은 기

존 선행연구 결과와 동일 하지만 모든 모형에서 학습의 파급효과 혹은 규모

효과를 목격할 수 없었으며, Learning-by-searching 효과 역시 나타나지 않

았다. 25) 그리고, 세 번째, 특허 자료를 사용한 경우([표 27] 참조) 오히려

규모의 불경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선 산업의 경우, 누적 수주량( )만을 모형에 포함하는 경

우, 설명력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 음이거나 0에 매우 가

까운 경우 발생), Learning-by-doing과 Learning-by-searching 모두를 포

함하는 경우에 Learning-by-searching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

적으로 학습의 파급효과 및 규모효과를 목격할 수 없었으나, 모든 효과를

포함한 경우 Learning-by-searching 베이스 파급효과와 국외의 규모효과가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6)

25) 반도체 산업의 경우, Learning-by-searching, Spillover 및 Scale 계수 값이 양의 값을 
갖거나,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제외하였다.

26) 조선 산업의 경우, Learning-by-doing, Spillover 및 Scale 계수 값이 양의 값을 갖거나,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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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실증분석 결과를 메타분석 결과와 비교해보면, 다음 [표 31]과

같으며, Meta는 메타분석 결과를 의미하고, Emp.는 실증분석결과를 의미한다.

그리고 Type Ⅰ과 Type Ⅱ의 분류는 메타분석에서의 정의와 동일하다.

국내 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를 메타분석 결과와 비교해보면, 태

양광 산업의 경우, Learning-by-doing효과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

는 것으로 보이나, Learning-by-searching효과와 파급효과는 크게, 규모효과는

작게 추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풍력 산업의 경우, Learning-by-doing효

과와 Learning-by-searching효과는 작게, 파급효과는 크게 추정된 것으로 나타

났다. 다음으로 반도체 산업의 경우 Learning-by-doing효과가 증가하였고, 조선

산업의 경우, 메타분석 결과와 달리 Learning-by-searching 효과가 목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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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 Wind Semiconductor Shipbuilding

Meta
Emp.

Meta
Emp.

Meta
Emp.

Meta
Emp.

TypeⅠ TypeⅡ TypeⅠ Type Ⅱ TypeⅠ TypeⅡ TypeⅠ TypeⅡ

Learning-by

-doing
20.91% 24.58% 19.31% 12.07% 8.53% 4.09% 21.70% 20.06% 75.25% 25.28% 18.70% -

Learning-by

-searching
13.54% 6.56% 33.50% 12.54% 12.54% 7.62% - - - - - 39.23%

Spillover Effect 9.25% 9.25% 30.38% 4.74% 4.74% 10.62% 12.21% 7.29% - - - -

Scale Effect 18.58% 18.58% 2.24% 3.69% 3.69% - 14.40% 14.40% - 36.27% 36.27% -

1) Meta: Results of Meta Analysis, Emp.: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2) Type Ⅰ and Type Ⅱ indicate average learning rate and average learning rate excluding abnormalities respectively
3) The learning rate is defined as   , i.e. the rate at which costs fall with each doubling of cumulative output

[표 31] Comparison between Empirical and Meta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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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분야 신산업에 해당하는 태양광과 풍

력 산업에서는 학습의 파급효과가 국내 가격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반

면,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조선 산업의 경우에는 파급 및 규모효과보다 학습

효과가 국내 가격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 산업의 경우, 학습효과에 비해 파급효과의 영향력이

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우리나라 기업이 해당 산업에서 차지하

는 비중 및 위치와 관련지을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신산업으로 분

류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는 시장 후발주자(Follower)이기 때문에 기업

내부 학습보다는 국외 기업으로부터 야기되는 지식 파급효과가 비용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을 의미한다.

반면 반도체와 조선 산업의 경우, 해당 산업은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으로,

국내 기업이 시장을 선도(Leader)해왔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기업(혹은 산

업) 내부의 학습을 통한 비용감소가 더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반도체

와 조선 산업의 경우, 학습의 파급효과와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나 앞에서 진행한 메타분석 결과와는 대치되는 양상을 보였

다. 이는 1) 분석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해당 산업을 선도(Leader)하기 때문

에 국외로부터의 학습 파급효과의 영향을 덜 받았고, 2) 분석기간 동안 해

당 산업의 시장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반도체 산업의 경우,

<그림 16>과 같이 시장 수급에 따라 DRAM가격이 급락을 반복하는 변동

성을 보였다. 그리고 조선 산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그림 17>과

같이 경기 호황, 수주 증가, 기자재가격의 상승으로 선가 급등이 발생하여

학습(Learning), 규모(Scale), 파급(Spillover)효과로 인한 비용감소 추정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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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Price Trends of Semiconductor

<그림 17> Price Trends of Ship(C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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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에서는 규모(Scale) 및 파급(Spillover)효과 관련 학습(Learning)

곡선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메타분석 및 사례분석을 진행하였다. 학습곡선

(Learning Curve)은 Wright(1936)의 연구를 기점으로 기술의 비용감소를 설

명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으며, 관련 메타연구 역시 다수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해당 연구들은 비용감소 메커니즘의 작동요인으로서 규모(Scale) 및

파급(Spillover)효과에 집중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규모 및 파급

효과 개념을 포함한 학습곡선 선행연구 종합화를 통해 비용감소 과정에서

학습(Learning), 규모(Scale), 파급(Spillover)효과를 포착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사례분석을 통해 산업별 효과 작용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우리

나라 산업과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학습(Learning), 규모(Scale). 파급(Spillover)효과를 다음

과 같이 3단계에 걸쳐 분석함으로써 비용감소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1) 학습, 규모, 파급효과에 대한 이론 정리

2) 규모 및 파급효과 관련 학습곡선 메타분석 및 사례분석

3) 규모 및 파급효과를 포함한 국내 학습곡선 실증

1) 학습, 규모, 파급효과 이론을 정리하면, 기술의 비용감소 메커니즘 하,

학습(Learning)효과는 초기 단계, 규모(Scale) 및 파급(Spillover)효과는 규격

화 및 대량생산 이후 비용감소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학습효과는 동적(Dynamic) 규모 경제를 의미하며 정적(Static) 규모 경제를

의미하는 규모효과와는 대비된다. 또한 파급효과는 학습의 소유권이 보장되

지 않는 현상으로 학습 외부성(Externality)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규모 및

파급효과에 집중하여, 이를 세분화하면, 학습효과는 주로 생산에 의한 학습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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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Learning-by-doing)와 기술개발로 인한 학습효과(Learning-by-searching)

로 분류될 수 있다. 또, 규모효과는 총 생산량(Up-scale) 상승으로 인한 규모

효과와 생산 단위용량(Up-size) 상승으로 인한 규모효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파급효과의 경우, 동종 기술 간 파급효과(Within Spillover)와 이종 기

술 간 파급효과(Cross Spillover)로 분류할 수 있다.

2) 규모 및 파급효과 관련 학습곡선 메타분석을 위해 계량적 방법을 사

용한 40개 연구에 집중하여 분석하였다. 해당 선행 연구는 제조업, 석유화

학, 반도체, 에너지 등 15개의 산업을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였으며, 대부분

의 산업에서 학습효과가 규모 및 파급효과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기존 연구들이 대부분 해당 산업이 완벽하게 발달하지 않은 시점에 진행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보다 자세한 학습, 규모, 파급효과의 작용

을 알아보기 위해, 태양광, 풍력, 반도체, 조선·원자력 산업을 대상으로 선정

하여 사례분석을 진행하였다. 태양광, 풍력, 반도체, 조선·원자력 산업은 시

장의 성숙도와 산업의 특징에 따라 2×2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 있고, 산업

간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관련 선행연구 26개를 자

세히 살펴본 후, 첫째 산업 간 순위비교, 둘째 산업 간 군집화를 통해 분석

하였다. 개별 효과는 분석의 용이성을 위해 학습률(  )의 형태로 변환하여 사용하

였으며, Learning-by-doing 효과를 예로 들어, 만약 계수 값이 일 경우, 이

는 누적 생산량 2배 상승으로 인해 단위 비용이   만큼 하락함을 의

미한다. 또한 학습률을 Type Ⅰ과 Type Ⅱ로 분류하였으며, Type Ⅰ은 학습

률의 평균치를, Type Ⅱ는 Abnormally를 제거한 학습률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는 학습률 Type의 선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며, Type Ⅱ

학습률을 사용하였을 때의 결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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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 간 순위비교는 개별 효과별, 개별 산업별로 구분하여 진행하였

고, 크기가 큰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개별 효과별 순위비교

Ÿ Learning-by-doing 학습효과: 1) 태양광, 2) 반도체, 3) 조선·원자력, 4) 풍력

Ÿ Learning-by-searching 학습효과: 1) 풍력, 2) 태양광

Ÿ 파급효과: 1) 태양광, 2) 반도체, 3) 풍력

Ÿ 규모효과: 1) 조선·원자력, 2) 태양광, 3) 반도체, 4) 풍력

개별 산업별 순위비교

Ÿ 태양광: 1) Learning-by-doing, 2) 규모효과, 3) 파급효과,

4) Learning-by-searching

Ÿ 풍력: 1) Learning-by-searching, 2) Learning-by-doing, 3) 파급효과,

4) 규모효과

Ÿ 반도체: 1) Learning-by-doing, 2) 규모효과, 3) 파급효과

Ÿ 조선(원자력): 1) 규모효과, 2) Learning-by-doing

2. 산업 간 군집화 결과는 태양광-반도체, 태양광-풍력 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Ÿ 태양광-반도체의 경우, 각 효과의 크기와 순서의 유사성으로 산업

간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풍력-조선(원자력)의 경

우, 산업 간 유사성이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과 달리 연관성이 떨어

지는 것으로 보인다.

Ÿ 태양광-풍력 간 효과 비교 결과, 태양광이 풍력을 대부분의 효과 측

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술개발 학습으로 인한 비용감

소효과의 경우, 풍력 산업이 태양광 산업보다 클 가능성이 존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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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증분석 단계에서는 태양광, 풍력, 반도체, 조선 산업의 국내 학습곡

선분석을 통해 유의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기간은 산업별로

다르나, 2000년부터 2013년을 포괄하며, 분석 모형은 이중로그형태로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선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실증분석 결과를 메타분석 결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태양광, 풍력

산업의 경우, 학습 파급효과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받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반도체, 조선 산업의 경우, 파급 및 규모효과 보다 학습효과

의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반도체, 조선 산업의 경우, 전체적으로 학습의 파급효과 및 규모효과

를 목격할 수 없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당 분석기간 동안

시장을 선도하였고, 시장 수급으로 인한 가격 변동성 및 경기 호황 때

문으로 사료된다.

즉, 우리나라의 태양광, 풍력 산업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내부 학습보다 외

부 파급효과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력산업인 반도

체, 조선 산업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부 학습의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산업으로 분류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시장 후발주자(Follower)인 우리나라는 기업 내부 학습보다는 국외로부터

야기되는 지식 파급효과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주력산

업으로 분류되는 반도체 및 조선 산업의 경우, 우리나라가 시장 선도자

(Leader)이기 때문에 지식의 파급 및 규모효과보다 내부 학습을 통한 비용

감소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반도체 및 조선 산업의 경우, 파급 및

규모효과가 목격되지 않았으나, 해당 산업이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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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산업이며, 특히 조선 산업 분석 결과   값이 음수를 나타내는 경우가

목격되었다는 점에서 해당 산업에 규모의 불경제가 존재한다고 확정짓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실질적인 국내 학습곡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추후, 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분석 기간을 확장하는 시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의 학습(Learning), 규모(Scale), 파급(Spillover)효과의 작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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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year) Subject Period Scope Dependent Variable    

Hirsch(1952)
Manufacturing

(Machine)
1946-1950 US Direct Labor Req. 19% - n.s.

Asher(1956) Aircraft n.s. n.s. Direct Labor Cost 7% - n.a.

Hirsch(1956)
Manufacturing

(Machine)
1946-1951 US Direct Labor Req. 17~25% - .84~98

Alchian(1963) Aircraft n.a. US Direct Labor Req. n.a. - n.a.

Nadler and Smith

(1963)
Manufacturing War War II US Direct Labor Req. n.s. - n.s.

[표 32] Selected Articles for Learning Curve(Without Scale and Spillover Effects)

부 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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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year) Subject Period Scope Dependent Variable    

Baloff(1971)
Musical

instrument
n.a. n.a. Direct Labor Req. 9~45% - .90~.99

Baloff(1971) Apparel n.a. n.a. Direct Labor Req. 22~25% - .90~.97

Baloff(1971)
Automobile

assembly
n.a. n.a. Direct Labor Req. 10~20% - .86~.96

Stobaugh and Townsend

(1975)
Petrochemical 1953-1968 US 단위가격 10~11% - .03~.09

Bass(1980) Appliance 1922-1974 n.s. 제품가격 6~22% - .68~.89

Lieberman(1984) Petrochemical 1952-1975 US 평균시장가격 28% - .74

Dick(1991)
Semiconductor

(DRAMs)
1974-1981

Int.

(US, JP)
평균판매가격 1% - .7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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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year) Subject Period Scope Dependent Variable    

Irwin and Klenow

(1994)

Semiconductor

(DRAMs)
1974-1992

Int.

(US, JP,

etc.)

한계비용 16-23% - .86-98

Neij(1999) Wind 1982-1997 DN 단위비용 8% - n.a.

Benkard(2000) Aircraft 1970-1984 US Direct Labor Req. 18~30% - .73~.97

Watanabe et al.(2000) PV 1976-1995 JP 생산가격 - 4~58% .87~.99

Isoard and Soria

(2001)
Wind 1981-1995 EU 자본비용 15~17% - .57~.89

Colpier and Cornland

(2002)
CCGT 1981-1991 Int. 단위비용 <0% - n.a.

Colpier and Cornland

(2002)
CCGT 1991-1997 Int. 단위비용 25%~ -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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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year) Subject Period Scope Dependent Variable    

Ibenholt(2002) Wind 1984-1999
DN, GR,

GB
단위비용 -3~25% - n.a.

Hansen et al.

(2003)
Wind 1983-1998 DN 단위가격 7~11% - .94~.95

van der Zwaan and

Rabl(2003)
PV 1976-1996 US 단위비용 20% - .80

최준영, 송경빈(2004)
TV

(25인치)
1993-2000 KR (단위)평균가격 88~94% - n.a.

최준영, 송경빈(2004) 유도전동기 1990-1999 KR (단위)평균가격 93% - n.a.

Miketa and

Schrattenholzer(2004)
Wind 1971-1997 Int. 투자비용 10% - .80

Miketa and

Schrattenholzer(2004)
PV 1971-1997 Int. 투자비용 17% -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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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year) Subject Period Scope Dependent Variable    

Junginger et al.

(2005a)
Wind 1990-2001 GB, ES 입찰가격 15~19% - .89~.98

Junginger et al.

(2005b)
Bioenergy 1975-2003 SE, FI

Primary forest fuel

생산비용
15% - .97

Klaassen et al.(2005) Wind 1975-2000
DK, DE,

GB
평균투자비용 5% 88% .72

Yeh et al.(2005) SCR27) 1987-2003 US 투자비용, O&M비용 14~42% - .71~.76

Junginger et al.

(2006)
Bioenergy28) 1975-2002

Int., SE,

DK

투자비용, 연료비용,

전력가격
0~58% - .02~.97

Kobos et al.(2006) Wind 1981-1997 US 단위비용 12~16% 74~86% .94~.95

Kobos et al.(2006) PV 1975-2000 US 단위비용 -16~16% 74~95% 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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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year) Subject Period Scope Dependent Variable    

Nagamatsu et al.

(2006)
PV 1975-1996 JP 단위가격 28% 14% .99

Papineau(2006) Wind 1990-2000 DN, DE 단위가격 3~8% - .92~.97

Papineau(2006) PV 1990-2000 US 단위가격 10~17% 1~3% .81~.96

Jamasb(2007)
Generation

technologies
1980-2001 Int. 발전단가 .23~42% 2~44% n.a.

Rubin et al.

(2007)
CCS29) n.a. n.a. 자본비용, O&M비용 5~27% - n.a.

Soderholm and Klaassen

(2007)
Wind 1986-2000

DK, DE,

ES, GB
단위가격 3~4% 11~13% .6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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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erholm and Sundqvist

(2007)
Wind 1986-2000

DK, DE,

ES, GB
투자비용 2~8% 7~15% .64~.86

Yeh and Rubin(2007) PC boillers n.s. US 자본비용, O&M비용 6~8% - n.a.

Schoots et al.(2008)
Hydrogen

production30)
1940-2007 Int.

생산비용,

투자비용
-13~6% - .02~.07

Shum and Watanabe

(2008)
PV 10 yrs US 시스템비용 18% - .90

Berry(2009) Wind 1999-2006 US 발전단가 48% - .62

Ferioli et al.(2009) Wind n.a. n.a. 단위비용, 터빈가격 7~24% - .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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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ttinga et al.(2009)
Bioenergy

(Corn)
1975-2005 US 생산비용 45~98% - .87

Hettinga et al.(2009)
Bioenergy

(ethanol)
1980-2005 US 공정비용 13~99% - .88

van den Wall Bake

et al.(2009)

Bioenergy

(surgarcane)
1975-2004 BR

생산비용,

제품가격
32~97% - .81

van den Wall Bake

et al.(2009)

Bioenergy

(ethanol)
1975-2004 BR 생산비용 19~98% - .80~.84

de Wit et al.(2010) Bioenergy 1961-2005

30 Europe

(EU 27,

NO, CH,

UA)

생산비용 1~20% -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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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year) Subject Period Scope Dependent Variable    

Ek and Soderholm

(2010)
Wind 1986-2002

DK, DE,

ES, SE,

GB

투자비용 17% 21% .88

Shoots et al.(2010) Fuel cell31) 1995-2006
Int.

(US, etc.)
생산비용 18-97% - .73-.84

Weiss et al.(2010b) Appliance 1965-2008 NL 제품가격 7~33% - .43~.87

박성준 외(2012) PV 1995-2009 KR 발전단가 2~4% 16~24% .95~.98

Chen and Khanna

(2012)

Bioenergy

(Ethanol)
1983-2005 US 공정비용 12% - .85

Qiu and Anadon

(2012)
Wind 2003-2007 CN 전력가격 4~8% .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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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year) Subject Period Scope Dependent Variable    

정윤경, 조상민(2013) Wind 1976-2012 Int. 판매가격 23% - .94

de Wit et al.(2013) Bioenergy 1963-2005
BR, IT,

SE, PL
단위생산비용 22~37% - .27

Desroches et al.

(2013)
Appliance n.a. US 제품가격 18~42% - .95-.99

Partridge(2013) Wind 2005-2011 India
투자비용,

LCOE
12~19% - .24-.67

Chen et al.(2014)
Bionergy

(Ethanol)
1975-2010 BR

단위공정비용,

단위생산비용
16% - .71-.77

Blazek and Sickles

(2014)
Shipbuilding 1939-1945 US Unit Labor Req. 13-16% - .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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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year) Subject Period Scope Dependent Variable    

Kusunoki et al.

(2014)
CCS n.a. JP

자본비용,

O&M비용
12~14% 1~6% .85~.91

Zheng and Kammen

(2014)

PV

(c-Si, thin film)
2000-2012

Int.

(US, CN,

JP, DE)

모듈가격 14-21% - .91-.98

1) Int.: International, BR: Brazil, CH: Switzerland, CN: China, DK: Denmark, DE: Germany, ES: Spain, EU: Europe, FI: Finland, GB: 
Great Britain, IN: India, IT: Italia, JP: Japan, KR: Korea, NL: Netherland, NO: Norway, PL: Poland, SE: Sweden, US: United States of 
America

2) LBD: Learning-by-doing rate, LBS: Learning-by-searching rate

27) Nitrogen Oxides Control Technologies,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28) CHP, FB boiler, biogas
29) FGD, SCR, GTCC, PC boilers, LNG, Oxygen, SMR
30) SMR, Electrolysis, Coal Gasification
31) AFC, PAFC, PEM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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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year)
Subject Period Scope

Results

coefficients
 

   

Hirsch(1952)
Manufacturing

(Machine)
1946-1950 US -.31 .01 .92

Preston and Keachie

(1964)
Manufacturing n.s. US -.20a -.17c .90

Stobaugh and Townsend

(1975)
Petrochemical 1953-1968 US -.15b -.12b .27

32)Mooz (1978) Nuclear n.s. US -7.15a -1.99b .82

Paik and Schriver (1980) Nuclear(LWR) 1967-1974 US -.36a .78a .78

[표 33] Selected Articles for Learning Curve(With Learning and Scale Effects)

부 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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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kow and Rose (1985) Coal 1960-1980 US -.01 -.18a .65

Cantor and Hewlett (1988) Nuclear -1986 US -1.24s -.65b .85

Gruber (1992)
semi-conduct

(EPROM)
1974-1987

Int.

(US etc.)
-.35a .04 .92

Gruber (1992)
semi-conduct

(DRAM)
1974-1987

Int.

(US etc.)
.04 -.18a .92

Gruber (1992)
semi-conduct

(SRAM)
1974-1987

Int.

(US etc.)
.08 -.10 .91

McCabe (1996) Nuclear 1967-1988 US .01 -.30 .85

McCabe (1996) Coal 1960-1980 US -.29b -.38a .64



- 117 -

윤충한, 신혁승 (1997)
semi-conduct

(DRAM)
1974-1987(Q) Int. -.17a -.27a .99

윤충한, 신혁승 (1997)
semi-conduct

(EPROM)
1976-1990(Q) Int. -.31a .02 .98

우재식 (1999) 제조업(전기기계) 1965-1995 KR -.01 .01 n.a.

우재식 (1999) 제조업(영상기기) 1965-1995 KR -.30c .19c n.a.

우재식 (1999) 제조업(정밀기계) 1965-1995 KR .40 -.35 n.a.

우재식 (1999) 제조업(수송기계) 1965-1995 KR -.03c .02c n.a.

우재식 (1999) 제조업(기타) 1965-1995 KR .26b -.21b n.a.

우재식 (1999) 제조업(전기기계) 1953-1995 JP -.16c -.21c n.a.

우재식 (1999) 제조업(영상기기) 1953-1995 JP -.51c .12c n.a.

우재식 (1999) 제조업(정밀기계) 1953-1995 JP -.05b -.46b n.a.

우재식 (1999) 제조업(수송기계) 1953-1995 JP .35c -.67c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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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식 (1999) 제조업(기타) 1953-1995 JP .23b -.59b n.a.

윤충한, 조신 (2000) 교환기 1985-1998 KR -.06c -.17a .93

윤충한, 조신 (2000) 교환기 1984-1997 US -1.30b -.42 .93

Benkard (2000) Aircraft 1970-1984 US -.35a .75a .92

Watanabe et al.(2000) PV 1976-1995 JP -.06a -.31a .99

Chung (2001)
semi-conduct

(4M DRAMs)
1994-1996(Q)

Int.

(KR, etc.)
.33a 1.03a .81

Chung (2001)
semi-conduct

(16M DRAMs)
1994-1996(Q)

Int.

(KR, etc.)
-.07 -.32 .73

Isoard and Soria (2001) Wind 1981-1995 EU -.27a <.33s .89

Isoard and Soria (2001) PV 1976-1994 Int. -.47a <.39s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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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gamatsu et al. (2006) PV 1975-1996 JP -.48a -.21a -.03a .99

Soderholm and Klaassen

(2007)
Wind 1986-2000

Panel

(DK, DE,

ES, GB)

-.05a -.21a -.01 .81

Soderholm and Sundqvist

(2007)
wind 1986-2000

Panel

(DK, DE,

ES, GB)

-.05b -.20c -.01 .77

Berry (2009) Wind 1999-2006 US -.93c -.10 .03 .62

Ek and Soderholm (2010) Wind 1986-2002

Panel

(DK, DE,

ES, SE,

GB)

-.27a -.33 .15 .88

Kahouli (2011)
Nuclear

(LWRs33))
1971-1997 Int. -.70a -.01 .23 .98

Chen and Khanna (2012)
Bioenergy

(Ethanol)
1983-2005 US -.35a .38a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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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eng and Kammen

(2014)

PV

(c-Si)
1991-2010

Int.

(US, CN,

JP, DE)

-.00s -.30s n.s.

Zheng and Kammen

(2014)

PV

(thin film)
2006-2010(Q)

Int.

(US, CN,

JP, DE)

-.00s -.28s n.s.

1) a represents 1% significance level, b represents 5% and c represents 10%(s represents not significant.)
2) Underline means variable in level form
4) Int.: International, BR: Brazil, CH: Switzerland, CN: China, DK: Denmark, DE: Germany, ES: Spain, EU: Europe, FI: Finland, GB: Great 

Britain, IN: India, IT: Italia, JP: Japan, KR: Korea, NL: Netherland, NO: Norway, PL: Poland, SE: Sweden, US: United States of 
America

32) Level with Dependent Variable
33) LWR(Light Water Reactor), boiling or pressur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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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year)
Subject Period Scope

Results

coefficients
 

  
 

  
 

34)Mooz (1978) Nuclear n.s. US -7.00a 6.29 .74

Lieberman (1987) Chemical 1952-1973
Int.

(US, etc.)
-.33a -.00c -.00b -.01 n.a.

Irwin and Klenow

(1994)

semi-conduct

(4K DRAMs)
1974-1992(Q)

Int.

(US, et c.)
-.35a -.11s -.11s .90

Irwin and Klenow

(1994)

semi-conduct

(16K DRAMs)
1974-1992(Q)

Int.

(US, et c.)
-.49a -.09s -.12s .90

Irwin and Klenow

(1994)

semi-conduct

(64K DRAMs)
1974-1992(Q)

Int.

(US, et c.)
-.38a -.13s -.16s .91

Irwin and Klenow

(1994)

semi-conduct

(256K DRAMs)
1974-1992(Q)

Int.

(US, etc.)
-.31a -.10s -.12s .82

[표 34] Selected Articles for Learning Curve(With Learning and Spillover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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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win and Klenow

(1994)

semi-conduct

(1M DRAMs)
1974-1992(Q)

Int.

(US, etc.)
-.29a -.04s -.07s .76

Irwin and Klenow

(1994)

semi-conduct

(4M DRAMs)
1974-1992(Q)

Int.

(US, etc.)
-.30a -.13s -.14s .93

Irwin and Klenow

(1994)

semi-conduct

(16M DRAMs)
1974-1992(Q)

Int.

(US, etc.)
-.25a -.06s -.07s .98

Irwin and Klenow

(1994)

semi-conduct

(4K DRAMs)
1974-1992(Q)

Int.

(US, etc.)
-.36a -.11s -.11s .00 .90

Irwin and Klenow

(1994)

semi-conduct

(16K DRAMs)
1974-1992(Q)

Int.

(US, etc.)
-.32a -.07s -.09s -.04a .92

Irwin and Klenow

(1994)

semi-conduct

(64K DRAMs)
1974-1992(Q)

Int.

(US, etc.)
-.36a -.14s -.16s -.00b .91

Irwin and Klenow

(1994)

semi-conduct

(256K DRAMs)
1974-1992(Q)

Int.

(US, etc.)
-.35a -.11s -.12s .01a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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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win and Klenow

(1994)

semi-conduct

(1M DRAMs)
1974-1992(Q)

Int.

(US, etc.)
-.02 .00 .00 -.09a .92

Irwin and Klenow

(1994)

semi-conduct

(4M DRAMs)
1974-1992(Q)

Int.

(US, etc.)
-.55a -.23s -.25s .16a .97

Irwin and Klenow

(1994)

semi-conduct

(16M DRAMs)
1974-1992(Q)

Int.

(US, etc.)
-.10a -.01 -.01s -.14a .99

Jarmin (1994) Rayon 1911-1938 US -.00s -.06s n.a.

Gruber (1998)
semi-conduct

(8K EPROMs)
1976-1986

Int.

(US, etc.)
-.52a -.31a .04 .86

Gruber (1998)
semi-conduct

(16K EPROMs)
1976-1986

Int.

(US, etc.)
-.49a -.37a -.46a .86

Gruber (1998)
semi-conduct

(32K EPROMs)
1976-1986

Int.

(US, etc.)
-.43a -.39a -.40a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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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uber (1998)
semi-conduct

(64K EPROMs)
1976-1986

Int.

(US, etc.)
-.37a -.38a -.25a .93

Gruber (1998)
semi-conduct

(128K EPROMs)
1976-1986

Int.

(US, etc.)
-.37a -.11 -.22a .77

Gruber (1998)
semi-conduct

(256K EPROMs)
1976-1986

Int.

(US, etc.)
-.45a -.42a -.28a .89

Gruber (1998)
semi-conduct

(512K EPROMs)
1976-1986

Int.

(US, etc.)
-.33a -.29a -.46a .91

Watanabe et al. (2000) PV 1976-1995 JP -.61s -.07s .96

Thornton and

Thompson (2001)
Shipbuilding 1939-1945 US -.02a .85s .13a .93

박성배 (2002)
TFT-LCD

(2세대)
1994-2000(Q)

Int.

(JP etc.)
-.11a -1.91a n.a.

박성배 (2002)
TFT-LCD

(3세대)
1994-2000(Q)

Int.

(JP etc.)
-.23a -.80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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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ashi (2005) Steel 1955-1965 JP -.39b .01b n.a.

Papineau (2006) Wind 1987-2000 DN, DE -.04a -.04c .87

Papineau (2006) Wind 1990-2000 DN -.02 -.06a .93

Papineau (2006) Wind 1990-2000 DE -.03 -.07a .91

Papineau (2006) PV 1992-2000
Int.

(US, etc.)
-.15b -.03b .84

Papineau (2006) PV 1990-2000 US -.03a -.08a .96

Papineau (2006) Thermal 1990-2000 US .03 -.06a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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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m and Watanabe

(2008)
PV 10yrs US -.28a -.14a .90

Blazek and Sickles

(2014)
Shipbuilding 1939-1945 US -.24a .04b .75

1) a represents 1% significance level, b represents 5% and c represents 10%(s represents no sig.)
2) Underline means inverse term
3) Int.: International, BR: Brazil, CH: Switzerland, CN: China, DK: Denmark, DE: Germany, ES: Spain, EU: Europe, FI: Finland, GB: Great 

Britain, IN: India, IT: Italia, JP: Japan, KR: Korea, NL: Netherland, NO: Norway, PL: Poland, SE: Sweden, US: United States of America

34) Level with Dependent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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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year)
Subject Period Scope

Results

coefficients
 

  
 

  
    

Zimmerman (1982) Nuclear 1968-1980 US -.46a -.25 -.17 .82

Lieberman (1984) Petrochemical 1952-1975 US -.39a -.00 -.17a .85

Lieberman (1984) Petrochemical 1952-1975 US -.14 -8.16a .03a -.10b .59

Joskow and Rose

(1985)
Coal 1960-1980 US .30b .56 -.71a .70

McCabe (1996) Nuclear 1967-1988 US .12a -.04s -.24 .87

McCabe (1996) Coal 1960-1980 US -.31a -.48s -.33a .68

Benkard (2000) Aircraft 1970-1984 US -1.08a 1.16 -.04a .56

[표 35] Selected Articles for Learning Curve(With Learning, Scale and Spillover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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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en et al. (2003) Wind 1983-1998 DN -.11a .01a -.00 .78a .94

Hansen et al. (2003) Wind 1983-1998 DN -.17a -.03a -.05 .94

Soderholm and

Klaassen (2007)
Wind 1986-2000

Panel

(DK, DE,

ES, GB)

-.04b -.17b .01 -.00 .79

Soderholm and

Sundqvist (2007)
Wind 1986-2000

Panel

(DK, DE,

ES, GB)

-.04c .10 -.20c -.00 .79

Chen and Khanna

(2012)

Bioenergy

(Ethanol)
1983-2005 US -.30b -.01 .38a .96

Qiu and Anadon

(2012)
Wind 2003-2007 CN .00 -.07b< -.10b .65

Partridge

(2013)
Wind 2005-2011 India -.28a -.00 -.01c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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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n et al. (2014)35)
Bioenergy

(Ethanol)
1975-2010 BZ .34 -.08a -.29 .91

Chen et al. (2014)
Bioenergy

(Ethanol)
1975-2010 BZ -.06 .23 -.07a -.37 .91

Chen et al. (2014)
Bioenergy

(Ethanol)
1975-2010 BZ -.05 -.05a .14 .95

Chen et al. (2014)
Bioenergy

(Ethanol)
1975-2010 BZ -.20 .08 -.04b .11 .94

1) a represents 1% significance level, b represents 5% and c represents 10%(s represents no sig.)
2) Underline means inverse term
3) Int.: International, BR: Brazil, CH: Switzerland, CN: China, DK: Denmark, DE: Germany, ES: Spain, EU: Europe, FI: Finland, GB: Great 

Britain, IN: India, IT: Italia, JP: Japan, KR: Korea, NL: Netherland, NO: Norway, PL: Poland, SE: Sweden, US: United States of America

35) Dependent Variable is Unit Processing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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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3

1. 태양광(Photovoltaic)

1-1. Watanabe et al. (2000)

Watanabe et al. (2000)은 R&D 지출에 따른 태양광 시장의 성장과 가격

하락의 과정을 “Virtuous cycle”라는 단어로 설명하였고, 1976년부터 1995년

까지 일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Watanabe et al. (2000)에 따르면, MITI(Japan’s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는 태양광 산업의 발전을 위해, Sunshine Project라는

R&D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1) cross-sectoral 산업을 포괄하고, 2) 이종

기술 간 파급효과를 야기하며, 3) 태양광 산업에 있어 활발한 R&D 지출 확

대로 관련 기술의 지식 스톡 확장이라는 이점을 극대화 시키고자 하였다.

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으며, 식 (5)을 통해 태양광 기술 관련 지식 스톡

을 기업 단위와 산업단위로 분리하여 학습의 파급효과를 측정하였고, 식 (6)

을 통해 규모의 경제효과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ln≈ lnln ln   


  (5)

  태양광 셀 생산 가격

  에너지 상대가격

   기업 의 R&D 기반 지식 스톡

   산업 전체 R&D 기반 지식 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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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태양광 셀 생산량

분석 결과, R&D 지식 스톡과 기술의 파급효과 모두 태양광 셀 가격 하

락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 (6)을 통한 분석 결과,

규모의 경제로 인한 태양광 셀 가격 하락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

면, 태양광 생산으로 인한 학습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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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Isoard and Soria (2001)

Isoard and Soria (2001)는 Emerging 신재생에너지 기술인 풍력과 태양

광을 대상으로 자본비용 감소에 학습과 규모에 대한 수익(Returns to scale)

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Granger causality test를 통하

여, 종속변수(자본비용)와 독립변수(누적 생산량)간 인과관계 분석하였다.

세부적으로 Fixed returns to scale과 Flexible returns to scale 가정으로

구분하여 비용함수의 형태를 구성하였으며, 여기서 Flexible 하다는 것은

Returns to scale이 시간에 따라 변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용함수는

Cobb-Douglas형태를 취했으며, 식 (7)은 Fixed-constant returns to scale, 식 (8)은

Flexible-constant returns to scale, 식 (9)는 Flexible-increasing/decreasing

returns to scale을 각각 나타낸다.

   
′ 

 (7)

   
′ 

  
     (8)

   
′ 

  
  ln   (9)

   단위 자본비용

   누적 생산량

   시점의 단위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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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를 Detrended series로 만들어주면 각각 식 (10), (11), (12)와

같은 형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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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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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ln   (12)

분석결과, Non-constant하고 Flexible한 규모에 대한 수익이 존재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Learning-by-doing과 Returns to scale 변수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다. 특히 학습효과의 경우 생산성 증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태양광과 풍력기술의 경우 모

두 규모에 대한 수익 감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 보급의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습효과를 규모효과와 비교할 때, 태양광의 경

우 학습효과의 약 20%, 풍력의 경우 약 35%를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과관계 검정에서 태양광, 풍력 모두 설치 용량 변수가 일방적(Unidirectional)

으로 자본 비용을 Granger cause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태양광의 경우, 인과

관계가 생산 규모로부터 자본 비용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풍력의 경우, 자본비용이 생산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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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Nagamatsu et al. (2006)

Nagamatsu et al. (2006)은 일본 태양광 시장의 학습효과를 다변수 학습

곡선을 활용하여 기술의 진보와 파급을 추정하고자하였다.

학습과정은 비용 감소를 이끌어 기술의 가격 하락을 야기하며, 이는 식

(13)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또한 Kouvaritakis (2000)가 제안한 것과 같이

다변수 함수로 확장하면 규모의 경제, 기술 지식 스톡을 포함한 식 (14)와

같은 형태로 확장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은 규모의 경제효과,  는 각각

누적 생산량에 따른 학습효과와 지식 스톡에 따른 학습효과를 나타낸다.

   
    (13)

  기술 가격

  누적 생산

  
  

  
  (14)

  시간 효과에 따른 규모의 경제

  누적 생산량

  지식 스톡

또한 Nagamatsu et al. (2006)은 변수의 설정에서 지식 스톡의 중복을

제거한 누적생산량을 채택하였고 이를 통해, 이중계산의 문제를 제거하였다.

이는 식 (15)와 같이 설정할 수 있으며, 콥-더글라스 형태의 식 (16)으로 간

략화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과 는 각각 에너지 상대가격 탄력성과 기술

지식 스톡 탄력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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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6)

  에너지 상대가격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변수 학습곡선은 식 (17)로 도출 할 수 있으며, 

은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에 미치는 시간 효과를 의미한다.

  
  

 
  


  (17)

분석 결과, 모든 계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모의

경제의 효과는 다른 학습효과 계수들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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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Papineau (2006)

Papineau (2006)는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경험곡선 도출에 시간추세항을

처음 도입하였으며, 태양광, 태양열, 풍력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다른 산업

을 대상으로한 연구들 중, Time trend 항을 추가한 연구는 Lieberman

(1984) 등이 있으며, 시간 추세(Time trend)가 학습효과와 비교할 때, 그 효

과가 작거나 유의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분석 대상은 풍력의 경우 덴마크

와 독일을, 태양에너지의 경우 미국 및 독일, 일본, 스위스의 데이터를 사용

하였으며, 분석기간은 1987년부터 2000년 사이로 하였다.

Papineau (2006)는 비용의 감소를 경험(생산량 및 설치량)과 R&D에 의한

효과로 구분하고 기본 모형을 개별 국가 혹은 국가 혼합의 두 가지로 분류하

여 따로 분석하였다. 또한 모형을 Simple regression과 Robust regression으

로 구분하여, Simple regression의 경우, 개별 국가를 대상으로, Robust

regression의 경우, 시간추세항을 포함하고, 복수 국가의 패널 데이터를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   ⋯      (18)

   시점의 국가 에서의 기술 평균 시장가격

     경험지수

   국가특정 오차항

그리고 경험을 나타내는 변수들로는 누적설치용량(CC, Cumulative capacity),

누적생산전력량(CE, Cumulative electricity), 누적선적량(CO, Cumulative output),

연간 누적선적량(CAO, Cumulative average output), 시간 추세(T, Time trend)가

있으며, 시간 추세항 만이 로그를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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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Papineau (2006)는 R&D가 비용 곡선의 이동하게 한다고 보고,

R&D가 비용 감소에 직접적으로 혹은 학습효과와의 연계를 통해 야기된다

고 보았다. 기본 모형은 Lieberman (1984)을 활용하였으며, 연간 R&D 지출

(Annual R&D expenditure; ), 연간 R&D-판매 비율(Annual R&D to

sales ratio; ), 연간 R&D-판매 비율과 연간 누적 선적량의 곱

(Multiplicative interaction with annual R&D to sales ratio and annual

cumulated output;  ×)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여기서,  ×

의 Interaction항은 R&D 지출이 학습효과와 결합하였을 때, 비용 감소효과가

더 크다는 가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포함되었다.

분석결과, 일반적으로 시간추세항이 포함되었을 때보다, 포함되지 않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R&D 효과의 경우 비록 그

크기는 작으나 태양광 기술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을 보인 반면, 태양열과

풍력의 경우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경

우, 다른 에너지 기술에 비해 R&D 효과의 시간 지연이 더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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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c economy of scale
생산규모 확대에 따른 효과로 고정비용을

생산규모에 따라 배분

Dynamic economy of scale 생산 규모 확대에 따른 학습효과

Static economy of scope
생산범위 확장에 따른 효과로 고정비용을

생산품 다양화로 배분

Dynamic economy of scope 생산 범위 확대에 따른 학습효과

1-5. Shum and Watanabe (2008)

Shum and Watanabe (2008)는 미국의 계통연계 주거용 태양광 시스템의

Non-module BOS 비용을 학습곡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Shum and Watanabe (2008)는 우선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와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를 정적(Static)과 동적(Dynamic)으로 구분

하여 정의하였다.

특히 동적 범위의 경제(Dynamic economy of scope) 개념을 활용하여

Cross-learning 메커니즘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동적 범위

의 경제란 서로 다른 프로젝트 간 발생하는 학습효과를 의미한다. 즉, 비슷

한 태양광 프로젝트 간 지식 재사용 및 공유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모형의

기본적인 형태의 다음 식 (19)와 같으며, 식 (20)과 같이 동적인 학습의 형

태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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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계통연계 주거용 소형 태양광 시스템(혹은 BOS) 비용

   미국 전역 계통연계 누적 설치량

  학습효과 계수

Static:

  

Dynamic:

    
 (20)

식 (19)에 로그를 취하고 식 (20)을 대입하면, 다음 식 (21), (22), (23)과 같다.

       (21)

       
    (22)

        
   (23)

동적인 모형을 이용한 분석결과, Cross-learning 혹은 Dynamic economy

of scope는 존재하며, 학습 효율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동적인 경제(Dynamic economy)에서 에너지 정책은 프로젝트 간

통합(Integration)을 통해 제품 및 공정 혁신(Product and process innovation),

규격화(Standardization), 디자인 재정립(Re-design) 지식 스톡의 재사용

(Reuse)을 통한 학습에 집중해야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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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Zheng and Kammen (2014)

Zheng and Kammen (2014)은 시장 크기의 증가(Scale-up the market

size)와 기술의 진보로 인하여 Crystalline-sillicon(c-Si) 태양광 모듈의 가격

이 하락하였다고 보았다. 따라서 몇몇 지역에서는 PV산업이 보조금 의존단

계(Subsidy-dependent)에서 가격경쟁(Cost-competitive)이 가능한 단계로

진입했다고 보았다. 태양광(Solar PV, Solar Photovoltaic)전지 산업의 기술

진화 및 혁신을 알아보기 위하여, 2변수 학습곡선 모형을 사용하였다. 자료

는 2010-2012년 사이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미국, 중국, 일

본, 독일의 결정형 실리콘(C-Si, Crystalline Si) 태양광과 박막형(Thin film)

태양광으로 하였다.

Acs et al. (2002)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기술혁신을 나타내는 대리변수

(Proxy)로는 R&D(Research & Development) 지출, 논문 개수 그리고 특허를

들 수 있다. 그리고 Zheng and Kammen (2014)은 기술혁신의 결과물이 산업

적(Industrial)으로 관계가 있다는 Margolis and Kammen (1999)의 주장을 받

아들여 WIPO(World Intellectural Property Organization)의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국가의 혁신정도를 나타내는

벤치마크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았다.

기본 분석 모형의 경우 이변수(Two-factor) 학습곡선 모형의 공선성

(Colinearity)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단계(Two-step)회귀 방법을 채택하

였다. 누적 PCT 특허()와 연간 PV 모듈 설치량()은 상승 추세를 보이

며, 상관관계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식 (24)의 잔차항 , 연간 PV모듈 설

치량()과 식 (25)의 모듈 가격( )을 이용했다. 최종적인 모형은 식(26), 식

(27)로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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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  (24)

     ln   (25)

    

    

  

    ln  (26)

  
 

  
 

  (27)

  태양광 모듈가격

  누적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

  연간 PV 모듈 설치량

분석결과, 기존의 학습 모형이나, 규모의 경제효과만 포함한 모형보다 2

변수 함수가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발생한 c-Si PV 모듈 가격 하락을

잘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이전 년도 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

진보(Patent) 덕분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R&D 정책과 보급 정책 사이의

균형을 가져올 필요가 있으며, R&D 지출 증가는 PV 모듈 가격 하락을 야

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또한 과거 태양광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은

과대공급(Over-supply)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로, “Demand pull” 정책의

시행으로 기술혁신을 통한 견인의 가능성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했기 때

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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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풍력(Wind)

2-1. Hansen et al. (2003)

Hansen et al. (2003)은 덴마크의 풍력발전 보조금 사업으로 인해, 덴마

크의 풍력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고 평했다. 이에

덴마크 풍력산업의 학습효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을 분석하고, 비용 및 이점

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기간은 1983-1998년으로 하였다.

기본 모형은 식 (28)과 같으며, 학습효과를 야기하는 변수로 풍력 발전기

생산용량()과 풍력 발전기 생산대수( )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규모의 경

제 효과를 보기 위하여 ∆ , 규모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변수를 추가하

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외생적(Exogenous) 생산성 향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간 추세항을 추가하였다.

ln    lnln     ln  ln  

∆     

(28)

   시점의 프로젝트 의 총 투자비용

    누적 풍력 발전기 생산대수

   프로젝트 의 풍력 발전기 설치 용량

    프로젝트 의 풍력 발전기 설치 대수

∆   시점의 풍력 발전기 생산대수(Logarithmic Form)

  연간 수출률

  외생적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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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학습효과는 누적 설치 대수( )로 추정한 결과가 누적 설치 용

량()으로 추정한 결과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그동안 기술의

발전으로 평균 발전기 용량이 10배 이상 상승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규모의 경제 효과의 경우 음의 값을 나타나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나났다. 반면, 규모의 효과를 측정한 개별 발전기 용량 변수

( )의 계수 값의 경우, 양의 값을 가져, 풍력발전기 용량의 크기 증가에 따

라 비용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률()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

의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멀리 떨어진 수출시장으로의 판매는

학습효과와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기존 가정과 합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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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oderholm and Klaassen (2007)

Soderholm and Klaassen (2007)은 유럽 풍력 부문의 기술 진보 및 보급

에 관한 정량분석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은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덴마크, 독일, 스페인, 영국을 포함하며, 분석기간은 1986년부터 2000년으로

불균형 패널(Unbalanced panel)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기본 모형은 Berndt (1991)와 Isoard and Soria (2001)를 따라 콥-더글라

스 비용 곡선을 이용하여 학습곡선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Coe and Helpman

(1995)을 따라 세계 R&D 파급변수를 포함시켜 다음 식 (29)와 같이 표현하

였다.

ln    ln  ln
  ln

  ln  ln  ,

       
  



   (29)


  풍력 터빈 단위 용량 가격

  풍력 터빈 누적 설치량


  국내 R&D 베이스 지식 스톡


  세계 R&D 베이스 지식 스톡

  풍력 터빈 연간 발전량


  feed-in 가격

여기에서 
 의 포함은 첫째, 높은 Feed-in 가격으로 인하여 낮은 수준

의 풍력 발전 단지의 작동을 가능하게 하며, 둘째, Feed-in 가격의 인상은

다른 에너지원들과의 경쟁을 완화시키고, 생산자의 관심을 유지시키는 역할

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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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국외의 R&D 지식 스톡의 학습 유발효과는 통계적으로 불확실

하며, 이는 국외 R&D 지식 스톡과 국내 R&D 지식 스톡 간 상관관계가 높

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결과는 지식 파급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

라, 정확한 측정을 위해 좀 더 세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규모에 대한 수익을 나타내는 계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므

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Feed-in 가격의 상승은

투자비용의 상승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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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Soderholm and Sundqvist (2007)

Soderholm and Sundqvist (2007)는 풍력발전 비용 학습곡선 분석에 있

어 모형화 및 추정방법 간 비교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분석기간은

1986년부터 2000년까지 서유럽 4개국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존 모형을

이용한 분석의 이슈 및 문제점을 보이고자 하였다.

기본 모형은 Berndt (1991)와 Isoard and Soria (2001)를 따라 콥-더글라

스 비용 곡선을 이용하여 학습곡선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각 변수를 포함하

거나 제거하여 학습곡선 모형을 세분화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시간 추세()를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 선행

연구를 통해, 학습의 파급효과가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한 바 있으나, 본 연

구에서는 국가내의 학습효과만을 분석하였으며, 다음 식 (30)과 같이 표현된

다.

ln   ln ln  ln  ln  ,

       
  



     (30)

  풍력 발전 단위 투자비용

  풍력 터빈 누적 설치량(혹은   누적 발전량)

  국가의 시점 R&D 베이스 지식 스톡

  풍력 터빈 연간 발전량


  feed-in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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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우선 학습률 추정의 결과는 계량 모형의 설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그리고 지식 스톡에 의한 학습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규모의 경제 효과는 대부분의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요소투입 가격은 기술의 비용 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외생적 기술 진보(시간 추세 )는 비용 감

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습효과의 크기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났다. 하지만, 이는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한 까닭에 강한 추세

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 효과가 내생적 학습효과 때문인지, 아니면 외

생적 기술 진보의 영향인지 구분해 내기 어려워,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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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Berry (2009)

Berry (2009)는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풍력발전 가격에 미치는 기술 진보

및 다른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은 미

국으로 하였으며, 분석 기간은 1999년부터 2006년으로 하였다. 또한 풍력 발

전 비용의 감소를 크게 터빈 디자인 개선, 학습효과, 규모의 경제 효과로 보

았다.

분석 모형에서 종속변수 는 MWh당 풍력 발전 평균 가격으로 하고, 독

립변수는 기술 관련 변수와 그 외 변수로 구분 하였다. 기술 변수에는 풍력

단지 발전용량(), 터빈 용량(), 설비이용률(), 풍력 산업 경험 더미

( )가 있으며, 그 외 변수로 건설비용 지수( ), 판매처 더미(), Federal

Production Tax Credit(), Unobserved factor( )를 포함하였다. 모형의

개념적 형태는 다음 식 (31)과 같다.

세부적으로 여기서 풍력 단지 발전용량()변수는 규모의 경제를, 터빈

용량(), 설비이용률()변수는 터빈 디자인 개선을, 풍력 산업 경험 더미

( )는 학습효과와 산업 규모의 경제효과를 포함하는 변수로 보았다. 모형에

서 학습효과를 나타내는 변수로 흔히 사용되는 누적 발전 용량을 포함할 경

우, 건설비용 지수(), Federal Production Tax Credit(), 누적 설치 용

량 변수 간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다중공선성을 띄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학습효과 변수를 더미 변수(풍력 발전 단지가 1999년부터 시작되었는

지 여부)와 풍력발전단지 설치 완료 년도 변수로 대체하였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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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설비이용률과 풍력단지 크기(규모의 경제)가 풍력 발전 계약

가격의 하락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설비용의 상승은 가격을

상승시키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터빈 용량의 크기에

따른 가격의 하락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는 터빈 용량과 설비이용률 혹은 풍력단지 크기와의 상관관계 때문에 기인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학습효과의 측정에 있어 더미 변수를

사용한 경우, 가격에 미치는 효과 측정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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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k and Soderholm (2010)

Ek and Soderholm (2010)은 유럽 풍력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의 R&D 파급

효과가 존재한다고 본 반면 글로벌 단위의 파급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

았다. 이는 유럽연합의 R&D 프로젝트의 시행 시, EU 지역 내 국가들의 협력

이 가능하며, 축적된 경험은 EWEA(European Wind Power Association)와

같은 단체를 통해 공유되기 때문이다. 분석대상은 다섯 유럽 국가를 대상으

로, 1986년부터 2002년까지로 하였다.

기본 모형은 Berndt (1991)와 Isoard and Soria (2001)를 따라 콥-더글라

스 비용 곡선을 이용하여 다음 식 (32)와 같은 학습곡선을 도출하였다.

ln    ln  ln  ln 

       
  



   (32)

  : 풍력발전 단위 투자 비용

  글로벌 풍력 터빈 누적 설치량

  유럽 공공 R&D 베이스 지식 스톡

  평균 풍력 터빈 설치 용량

  국가 의 년간 공공 R&D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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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유럽 R&D 베이스 지식 스톡으로 인한 학습 유발 효과는 공

공 R&D가 증가함에 따라 비용 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

적 유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리적인 제한으로 인해 지식

전달에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반드시 지식 파급효과가 존재하

지 않다고 볼 수 없다. 반면, 지식 스톡 대신 누적 R&D 지출을 변수로 사

용한 경우(지식의 감가상각 및 시간 지연은 발생하지 않는다), 결과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그 크기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규모에

대한 수익 측면에서 설치 용량의 크기가 커질수록 비용 하락을 예상했지만,

오히려 비용 상승을 야기해,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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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Qiu and Anadon (2012)

Qiu and Anadon (2012)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내에서 이루어진

풍력 프로젝트 입찰가격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곡선을 구축하였다. 여기에

서 학습효과를 Learning-by-doing과 Learning-by-searching으로 구분지어

복합적인 학습의 효과를 추정하였으며, 자국 내 기술 발전과 세계시장의 기

술 전달을 포함하였다. 또한 풍력단지 조성, 풍력터빈의 국산화, 규모의 경

제가 풍력발전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풍황 자원과 철

강가격은 통제변수로 지정하여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oe and Helpman (1995), Soderholm and Klaassen (2007)

의 제안을 받아들여, 세계 R&D 파급효과로 인한 기술 진보 효과의 측정을

위해, R&D 지출이 아닌, 기술 채택(Technology adoption)과 모기업에서의 기

술 파급을 포함하는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표현하면 다음 식 (33)과 같

다.

     ×     (33)

 : 년도의 기술 채택 수

Qiu and Anadon (2012)은 이를 통해, 기존의 공적 R&D지출을 이용한

방법이 가지는 단점을 대부분 극복하였다고 평하였으며, 이는 곧 1) 공적

R&D 지출과 사적 R&D 지출을 중복 없이 포함하고, 2) 분석대상 국가는

물론, 전 세계의 R&D 지출을 포함할 수 있으며, 3) 기술 채택은 R&D의 결

과물이라고 볼 수 있어, 상업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기술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고, 4) 또한 상업화 기술은 관련 있는 모든 기술 변화를 포괄하는 것

으로 외생적으로 발생하는 기술 진보 역시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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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두 학습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0.9967로 매우 높은 것으로

도출되어, 누적 설치량(Learning-by-doing) 변수만을 모형에 포함시켜, Joint

학습률을 도출하였다. 모형의 기본적인 형태는 다음 식 (34)과 같다.

ln   ln  ln     ln   ln
  ln             
  × ln    

(34)

  전력가격(/kWh)

   타기업 누적 설치량

    자기업 누적 설치량

  풍력단지 규모

  현지화 지수

  철강 가격

   풍황 자원 더미(가 최고 풍황)

    디벨로퍼의 크기 더미(총 설치용량의 20% 초과 1)

분석결과, 누적설치용량(Cumulative installed capacity), 풍력터빈생산자

국화(Wind turbine manufacturing localization), 풍력단지 규모의 경제(Wind

farm economies of scale)변수가 중국의 풍력가격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프로젝트에서 디벨로퍼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경우, 5.06%로 더 높은 학습률을 보였고,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풍력단지의 크기 증가에 따라

약 6.73%의 비용 감소를 보였다. 기업내부의 학습률은 그 크기가 작고,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중국의 기술 학습은 대부분 산업단

위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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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Partridge (2013)

Partridge (2013)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원 중 풍력(Wind)와 소수력(Small

hydro)을 대상으로 경험효과로 인한 발전단가 하락 가능성을 인도를 대상으

로 처음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2005년부터 2011년으로 UNF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Junginger et al. (2005a)에 따르면 기술은 지리적으로 전파가 가능하며

(Technology diffusion), 세계 단위의 학습 시스템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가

단위 학습 시스템을 분석하는 경우, 분석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하지만

Partridge (2013)에 따르면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선진국(Developed countries)

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한 소수의 연구들마저도

데이터는 선진국 데이터를 중심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Partridge (2013)는 누적 생산량과 누적 R&D 투자액의 이변수 학

습곡선이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학

습효과를 나타내는 변수는 누적 설치량()하나로 하고 풍력터빈가격 하

락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수들을 모형에 포함시켰다. 이는 각각 규모의 경

제효과를 측정하는 프로젝트 규모( ), 설비이용률( , Capacity factor,

자원의 질), 투입요소 가격 변화(  , 철강 가격지수, 설비 가격지수), 환

율(), 지역 더미()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추가적으로 외생적

기술 변화(유입) 가능성을 Soderholm and Sundqvist (2007)이 제안했던 것

과 같이 모델에 시간추세()를 추가하여 해결하였다. 모형의 기본적인 형태

는 다음 식 (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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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ln  ln   ln   
 ln   ln   ln  ln  

(35)

  LCOE, 단위 당 투자비용

  누적 설치량

   프로젝트 규모

  설비이용률

  환율()

  지역 더미

   투입요소 가격지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인도의 풍력발전의 경우, 설치량이 두 배 상승할 때

마다 발전 비용은 약 17.7%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수력의 경우 확실

한 학습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두 경우 모두 규모의 경제로 인한 효과

보다 투입요소 상대가격에 의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추세

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비용 감소효과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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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도체(Semiconductor)

3-1. Gruber (1992)

Gruber (1992)는 반도체 메모리 칩 생산을 학습곡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으며, 분석대상은 EPROMs(Erasable Programmable Read Only Memories)36)

DRAMs(Dynamic Random Access Memories)37), SRAMs(Static Random

Access Memories)38)으로 세분화 하였다. 또한 사용된 자료는 연간 세계 평

균 판매가격 시계열과 연간 세계 단위 선적량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판매가격의 경우 미국 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 시켰다.

여기에서 3가지 종류의 칩은 생산 기술(Technology)와 구조(Structure)의

측면에서 유사성이 많으나, 메모리의 내용물측면에서 기술적 특성(Properties)

간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기본모형은식 (36)과 같으며, 양변에 로그를취하여 변형된모형은식 (37)과 같다.

    
  

   
 exp  (36)

             (37)

   메모리칩 의 평균 실제 판매가격

  첫 단위 생산가격, 상수항

 
  메모리칩 의 연간 선적량,   규모의 경제

  
  

  

  

   메모리칩 의 누적 선적량,   학습 탄력성

  
  메로리칩 생산시작년도

36) 8K, 16K, 32K, 64K, 128K, 256K, 512K, 1M
37) 4K, 16K, 64K, 256K, 1M
38) 4K, 16K, 64K, 25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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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OM DRAM SRAM

Economies of scale *

Learning curve *

Generation age * *

분석 결과, 비슷한 기술을 공유하는 제품이더라 하더라도 메모리 칩 타입

에 따라 서로 다른 학습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PROMs의 경

우 학습효과가, DRAMs의 경우 규모의 경제와 메모리칩 생산연도가, SRAMs

의 경우 메모리칩의 생산연도가 비용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ruber (1992)는 이러한 결과가 제품의 발매 주기와 시장 규모에 기인한

다고 보았다. 즉, DRAMs 메모리 칩의 경우 EPROMs 메모리 칩에 비해 시

장 규모가 크고, 발매 주기가 길어, 학습에 걸리는 시간은 짧으나, 비용 우위

를 누리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길게 된다. Gruber (1992)는 실제로 DRAMs

메모리칩의 경우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는데 약 3년이 걸리는 반면, EPROMs

메모리칩의 경우 18개월 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DRAMs의 경우

상대적으로 생산 단위가 크고, 생산주기가 길어 생산설비를 각 세대별로 교체

하지만, EPROMs의 경우 생산주기가 짧아 생산설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

이 크다. 즉, DRAMs의 경우 설비에 투자되는 고정비용이 커 규모의 경제 효

과를 누리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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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Irwin and Klenow (1994)

Irwin and Klenow (1994)는 반도체 시장의 학습의 파급효과를 분석함으

로써 적절한 정책을 시행하고, 내재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도

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학습의 효과가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

다는 기존의 가정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반도체 세대 별 학습의 파급효과

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에는 기업단위 분기별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1974년부터 1992년까지 미국과 일본 기반의 7개 DRAM(Dynamic Random

Access Memory) 반도체 생산회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모형은 우선 Cournot 모형을 이용하여 시장 가격과 한계 비용을 추

정하고, 식 (38)과 같이 기업의 한계비용을 기업의 경험으로 표현하였다.

   

  (38)

  누적 경험

  기업 의 한계비용

  오차항

또한 식 (39)와 같이 누적 생산으로 인한 경험 축적효과를 국가 내

(Within)와 국가 간(Between)으로 구분하여 기술의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으

며, 추가적으로 시간추세(Time trend)를 포함한 모형도 시행하였다.

        (39)

  기업 의 누적생산량

  기업  소속 기지국가의 누적생산량

  세계 누적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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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선형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나, GMM(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역시 포함하였다.

종합적 분석결과, DRAM 반도체 생산의 학습효과는 평균 20%로, 학습

파급효과보다 약 3배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 내 생산으로 인한

학습 파급효과보다 국가 외 생산증가로 인한 학습 파급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추가적 분석결과, 일본의 학습속도는 여타 다른 국가와 특

별히 구별된다고 볼 수 없으며, 세대 간 학습 파급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 추세를 추가한 모형의 경우, 1M와 16M DRAMs를 제

외하고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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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윤충한, 신혁승 (1997)

윤충한, 신혁승 (1997)은 반도체산업의 국민경제측면에서의 중요성에 주

목하여, 반도체 시장의 가격결정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

장하였다. 따라서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산업조직론적인 접근 방법을 써 이

론적,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고, 특히 학습효과와 규모효과가 비용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자료는 1974년

부터 1990년을 포괄하는 분기별 국제 시장 시계열-횡단면 데이터를 사용하

였으며, 분석모형은 Fixed Effect 모델을 활용하였다.

기본 모형은 Lieberman (1984)과 Jarmin (1994)의 모형을 기본적으로 따

르며 다음 식 (40)과 같다. 또한 추가적으로 허핀달 지수와 기업의 수를 설

명변수로 포함시켜 시장구조와 신규기업의 진입에 의한 경쟁의 강도 변화와

평균 비용 및 가격의 변화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ln    ln ln ln     ln   ln   ln     (40)

  평균가격

  생산시작 년도

  누적 산업생산량

  현재 산업생산량

  허핀달 지수

  제조기업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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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우선 DRAM의 경우 학습효과, 규모의 경제, 시장구조가 가격

하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반면, EPROM의 경우 학습효과 만이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세부적으로, DRAM의 경우 규모 효과

가 학습효과보다 가격하락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 후발기업이더

라도 대규모 공장의 가동을 통하여 선발기업의 누적된 경험에 의한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EPROM의 경우 DRAM 시장과 달리

선도기업들이 학습효과의 상대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품별로 기업 전략을 다르게 수립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윤충

한·신혁승 (1997)은 누적생산량( )과 생산시작년도() 변수사이에 다중공선

성의 징후가 있어 두 변수 모두 포함시키는 것보다 각각 따로 들어가는 것

이 더 좋은 모형 추정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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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Gruber (1998)

Gruber (1998)는 반도체 EPROMs(Erasable Programmable Read Only

Memories) 메모리 칩 생산에서의 학습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

한 추가적으로 일본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습 성과를 거두고, 세대 간 학

습의 파급효과가 크다는 가정을 실증분석 하고자 하였다. 사용된 자료는 세계

평균 판매가격과 세계 단위 선적량 자료로 1976년부터 1986년까지 분기 자료

를 사용하였다.

기본 분석모형은 우선 Cournot 모형을 이용하여 시장 가격과 한계 비용을 추

정하고, 학습효과를 기업 내부(Internal learning)와 기업 외부(External learning)

로 구분하여 다음 식 (41)과 같은 모형을 이용하였다.

                 (41)

  기업 의 한계비용

  기업 의 누적생산량

  기업  소속 기지국가의 누적생산량

  세계 누적생산량

또한 분석결과, 비록 기업 내부에서 축적되는 학습효과가 더 우세하나, 기업 외

부에서의 파급효과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외부 학습효과라 함은

국내 시장의 라이벌(Domestic rival)뿐만 아니라, 국외 기업(Foreign companies)역

시 포함하며, 계수 값의 절대적인 크기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인 분석결

과, 일본 기업은 상대적으로 빠른 학습률을 보였고, 국외 기업으로부터 학습 파급

효과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대 간 학습 파급효과의 경우, EPROMs 시

장에는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제품의 혁신과정에서 선두기업이 계속 시

장점유율을 유지한다는 가정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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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Chung (2001)

Chung (2001)은 한국 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반도체산업, 특히 메모리 칩

부문의 성장을 원인으로 보았다. 따라서 반도체 메모리 칩의 가격과 수율

(Yield)을 이용하여, 한국 반도체산업의 학습효과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세부

적으로 용량 별 DRAMs(Dynamic Random Access Memories)을 분석 대상

으로 하였으며, 분석기간은 가격모형은 1994년 1분기부터 1996년 2분기, 수

율모형은 1985년 1분기부터 1993년 4분기까지로 하였다.

모형은 기본으로 누적 생산량 변수를 역수으로 취한 Joskow and

Rozanski (1979)39)의 변형된 모형을 기본모형으로 하였으며, 다음 식 (42)와

같다. 또한 추가적으로 종속변수를 수율(Yield)로 둔 경우를 추가하였으며 식

(43)과 같은 형태를 띤다.

    ln     (42)

   ln     (43)

  메모리칩 의 실제 판매가격

   메모리칩 의 수율

   현재 생산량,   규모의 경제

   메모리칩 의 누적 생산량,   학습 탄력성

분석결과, 4M와 16M DRAMs 모두 공통적으로 학습효과를 나타내는 계수

값이 양의 값을 갖거나, 음의 값을 갖더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 분석결과 모형이 약한 학습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대신 규모

의 경제효과가 존재하는지 보고자하였으며,         모형의

39) Joskow and Rozanski (1979)는 원자력발전설비의 학습효과를 분석한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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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4M DRAM은 산업 전체를 기준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로 인한 비용

감소는 평균 44.02%로 나타난 반면, 16M DRAMs의 경우에는 규모의 불경제

(Diseconomies of scale)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속변수로 수율을 놓은 경우, 64K DRAMs의 경우 16.841%, 256K

DRAMs의 경우 9.382%의 학습률을 보여, 예상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Chung (2001)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분석 대상 기업의 실제 제품 출시와

분석 대상 간 기간 차가 존재하여, 학습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기간을 분석

기간에 포함시키지 못함 때문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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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선(Shipbuilding) 및 원자력(Nuclear)

4-1. Mooz (1978)

Mooz (1978)는 경수로(LWR, Light Water Reactor)의 자본비용과 통계

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자본 경수로 원자력 비

용 추정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은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대상으

로 1966년부터 1977년까지 데이터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규모의 효과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의 경우,  ,  , ,  ,

 , 변수를 활용하였으며, 각각 건설허가 발행 날짜, 지역더미, 냉각

탑 사용여부, 로그를 취한 개별 설계자의 누적 원자력 발전소 건설 수, 발전

소 용량, 선행 원자력 발전소 존재여부에 해당한다.

또한 산업 내부(Across Industry) 학습효과가 전달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  ,  ,  ,  ,  , 변수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여기서 는 로그를 취한 설계자 전체의 누적

원자력 발전소 건설 수를 의미한다.

분석결과, 우선  ,  ,  ,  ,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

의한 계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 내부 학습효과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나, 계수 값이 양의 값을 나타내어 비용 감소에 영

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에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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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Paik and Schriver (1980)

Paik and Schriver (1980)는 정부 규제 강화가 경수로(LWR, Light

Water Reactor) 원자로 자본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분

석대상은 미국으로 1967년부터 1974년까지 자료를 사용하였다.

기본 분석모형은 다음 식 (44)와 같으며, 원자력 자본비용 추정에 규제 충

격지수, 냉각탑 사용여부 더미, 지역더미, 학습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발전소

누적 발전소 건설, 규모의 경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발전소 용량 변수를

사용하였다.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ln· ln

(44)

  원자로 발전소 자본비용

  지역 더미

  냉각탑 사용여부 더미

  발전소 용량

  누적 발전소 건설

  규제 충격 지수

분석결과, 원자력 자본 비용 상승은 규제 증가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학

습효과 및 규모의 경제효과의 존재는 비용 상승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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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Zimmerman (1982)

Zimmerman (1982)은 산업화 초기 단계의 기술의 경우, 학습 외부효과

(Learning externality)가 존재할 때,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968년부터 1980년까지 41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대상으로 학

습 효과가 존재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Zimmerman (1982)은 학습을 두 가지 측면에서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첫

번째는 일반적인 Learning-by-doing의 개념으로 경험이 누적됨에 따라 건설

비용이 하락한다고 보았고, 두 번째의 경우 경험은 비용에 대한 전망

(Forecast)가 정확할수록 축적된다고 보았다. 이는 미래에 대한 정확성이 확

보됨에 따라 규모 증가를 확실(Clear)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또

한 경험을 누적 Reactor 년 수(Cumulative Reactor Years)와 누적 완성 플

랜트 수(Cumulative completed plants)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은 다음 식 (45), (46)과 같으며, 전력가격, 원자로(Reactor)의 크

기 등의 경우 로그를 취하였다.

     


  





 


  


 

(45)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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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를 취한 실질 건설비용(/kW)

  로그를 취한 예상 건설비용(/kW)

  로그를 취한 실질 원자로 크기(MW)

  로그를 취한 예상 원자로 크기(MW)

  원자력 사업 공표 년도

  로그를 취한 공표된 년도와 운영된 년도 간 예상 기간 차이

(운전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

  로그를 취한 예상 기간과 실제 기간 간 차이

  냉각탑 더미(냉각탑이 존재할 때 1, 아니면 0)

  최초 설비 더미(해당 설비가 최초 설치된 설비일 때 1, 아니면 0)

 ∼   지역 더미

  유틸리티 건설 더미(해당 유틸리티가 건설했으면 1, 아니면 0)

  건설사(혹은 유틸리티)의 연간 건설 경험

   건설산업의 누적 건설 경험

여기에서, 변수를


와 


로 분류하여, 즉 개별 회사의

경험(Private learning)과 산업의 경험(Industrywide experience)으로 분류하

여 학습의 외부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즉, Learning-by-doing이 기업 단위

혹은 산업 단위로 구분되어 부분적으로 축적된다고 보았다. 특히 의

경우, 턴키 경험을 포함하지만,  의 경우 턴키 경험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개별 기업 단위로는 턴키 설비를 통하여 경험을 축적할 수 있지만, 산

업 단위로는 턴키 설비의 실질 비용을 관측할 수 없으므로 경험이 축적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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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경험을 누적 완성 플랜트 수(Cumulative completed plants)로

분석한 경우가 통계적 유의성이 더 좋게 나왔으며, 규모효과는 과도하게 추

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Private learning의 경우 실질 비용의

하락을 이끄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Public learning의 경우, 상대적으로 작

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약 2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Mooz (1978)의 결과와 일치하며, Private learning에 비해 Public

learning에 대한 증거가 약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산업으로의 학습

효과 전파는 건설 마지막 단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세부적

으로 학습효과를 누적 Reactor 년 수로 측정한 경우, 외부 학습 효과의 계

수 값이 역으로 나타나 추정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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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Cantor and Hewlett (1988)

Cantor and Hewlett (1988)은 유례없는 원자력 건설비용 상승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분석 대상은 미국의 완공된 67개 원자력 발전소를 대

상으로 하였다. 사용된 종속변수로는 건설비용(Overnight construction cost)

뿐만 아니라, 발전소 건설 시작부터 완공까지 걸리는 시간(Lead time)을 대

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모형은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냉각탑 설치 여

부와 같은 설비 디자인 관련 변수는 물론, 투입요소가격과 같은 경제변수, 학

습효과를 나타내는 건설자의 경험변수, 그리고 규모의 경제효과를 파악하는

용량 변수를 포함하여 표현하면 다음 식 (47)과 같다. 또한 누적 경험을 측정

하는 의 경우, Zimmerman (1982)과 같이 Inverse Term을 사용하였다.

ln    ln   
 ln    
  

(47)

ln   로그를 취한 overnight 건설비용

  냉각탑 설치 더미

  선행 원자력 존재 여부 더미

  투입요소가격(임금)

  해당 원자력 발전 설비 건설 시작일과 1960년 1월 1일간 차이

  유틸리티 회사가 건설 감독기관이었는지 여부 더미

  원자력 설비 건설자의 경험(Inverse Term)

  단위 용량

  와 의 상호작용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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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비용(Overnight construction cost) 분석결과, 유틸리티 회사가 직접

건설을 감독하였을 경우, 학습효과를 통하여, 더 많은 비용 감소효과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규모 효과의 경우, 설비 단위 용량 1% 상승은 건설

비용의 0.65% 하락을 야기하여,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완공 및 실제 운행까지 걸리는 시간(Lead time)의 영향으로 원자로

(Reactor)의 규모가 원자력 발전 비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원자력 발전소 건설 시, 대규모 단일 원자로 건설보다는 보다

작은 규모의 다중 원자로 건설이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일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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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McCabe (1996)

McCabe (1996)는 주인-대리인(Principal-Agent) 체계를 기반으로 원자력

과 석탄화력발전의 학습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은 미국으로 원

자력의 경우, 1967년부터 1988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1960년부터 1980

년까지를 분석 기간을 설정하였다.

모형은 기본적으로 콥-더글라스 형태를 띠며 다음 식 (48)과 같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의 비용함수 역시 아래의 원자력 비용함수의 형태와 동일하다.

ln   ln  





 

(48)

  단위 비용(/kW)

  단위 발전용량(MW)

  선행 원자력 발전소 존재 여부 더미

  냉각탑 설치 여부 더미

  건설 인가 후, 원자력 발전소 vintage

  건설 엔지니어의 경험

또한 추가적으로, 엔지니어의 경험(학습)을 나타내는  변수를

 ,  ,  변수로 대체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여기에

서 와 는 해당 설비 외부에서 발생하는 경험을 의미하며,

은 해당 설비 내부의 총 경험을 의미한다. 그리고 개별 학습효과

는 Inverse 함수 형태를 띠어, 학습효과의 계수는 양의 값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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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학습효과를  변수를 이용해 측정한 결과, 우선 원

자력의 경우 계수의 크기는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다음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계수 값이 예상했던 바와 같이, 양의 값을

가지며,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습효과인 을  ,  , 으로 분할 한 경우,

우선 원자력은 과 의 계수가 음의 값을 갖고, 신뢰수

준 10%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해당 결과가 사실이라면, 디자인

변화를 통한 설비 내부 학습이 발생할 유인이 약화된다. 반면, 석탄화력발전

의 경우, 디자인 변화를 통하여, 상당한 수준의 비용감소효과를 누릴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예상했던 바와 같이,  ,  변수 모두

양의 값을 갖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이 과 의 합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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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Thornton and Thompson (2001)

Thornton and Thompson (2001)은 전시기간 미국의 조선 산업을 대상으로

학습의 유출효과(Learning spillover)가 존재했는지 실증 분석하고자 하였다.

종속변수는 조선 산업 관련 월 단위 생산량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단위 노동 요구량(Unit Labor Requirement)을 사용하였다. 또한, 경험을 생산

장(Yard)과 디자인(Design)에 따라 세분화하여 표현하면 다음 식 (49)와 같다.

ln   ln ln       (49)

   디자인으로,  yard에서 생산된  선박의 단위 노동 요구량

   디자인으로,  yard에서 생산된  선박의 자본량

   디자인으로,  yard에서 생산된  선박의 노동 시간

  날짜(calendar date)

   디자인으로,  yard에서 생산된  선박의 경험 벡터

여기에서 경험 벡터는 Parametric vector로 는  은 자가 학습,  은

이종 선박의 동일한 생산장 경험 유발,  는 동종 선박의 다른 생산장 경험

유발,  는 이종 선박의 다른 생산장 경험 유발로 구분할 수 있다.

분석결과, 기본적으로 학습효과를 나타내는 4가지의 계수(  ,   ,   ,  )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학습의 효과( )의 경우에는 예

상했던 바와 같이, 양의 값을 갖지만, 나머지 학습의 누출효과의 경우에는 음

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 학습 효과의 경우, 여타 다른 학

습보다 그 효과가 큰 것을 알 수 있으나, 학습의 파급효과를 총체적으로 보면,

기존 학습효과보다 약 12%정도 큰 것으로 나타나 학습 파급효과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또한 시간 추세 항의 경우, 계수가 양의 값을 가짐으로써, 생산성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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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Kahouli (2011)

Kahouli (2011)는 원자력 발전의 비용 감소 측면에서 규모에 대한 수익,

기술 학습, 우라늄 가격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학습곡선 개념을 확장하여 사

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우라늄 공급 및 수요와 학습곡선을 포함

한 연립방정식을 활용하였다. 분석대상은 1971년부터 1997년까지 전 세계

원자력 발전의 약 78%를 차지하는 LWRs(Light40) water reactors)를 대상

으로 하였다. 특히 Kahouli (2011)에 따르면. 사용한 자료의 경우 IEPE(Institut

d'Economie et de Politique de l'Energie. Grenoble-France.)의 TIDdb(Technology

Improvement Dynamics database) 비용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어, 대다수의 학

습곡선 연구들이 비용 데이터 대신, 가격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장점

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학습곡선의 기본모형은 Berndt (1991)의 방식처럼 콥-더글라스 비용 함

수로부터 도출하였으며, 다음 식 (50)과 같으며, 로그의 형태를 취하였다.

       
   (50)

        

  원자력 발전 비용

  즉각적(instantaneous) 원자력 발전량(규모 효과)

  누적 원자력 발전량

  원자력 지식 스톡

  요소투입가격

40) Boiling or pressur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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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우선 상당한 수준의 Learning-by-doing 학습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Learning-by-searching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원자력의 경우 R&D로 인한 비용 감소 효과가 제한

적일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규모 효과를 나타내는 변수의 경우, 양의 값을

갖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라늄 가격 변수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예상과는 다르게 음의 값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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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Blazek and Sickles (2014)

Blazek and Sickles (2014)는 Workd War II Liberty 선박의 생산성 및

효율성 증진을 학습효과와 파급효과를 이용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기본모형은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식 (51)과 같이 단위 노동

요구량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또한 학습효과를 생산되는 지역과 생산장

(Yard)에 따라 세분화 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생산 선박대수, 시간당 임

금 등의 변수를 포함하여 모형을 확장하였다.

ln         (51)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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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지역  , 야드 에서 생산하는 선박  생산에 들어가는 직간접 노동 시간

   누적 경험 within-yard

   누적 경험 within-region

   누적 경험 extra-region

  시점에, 지역  , 야드 의 생산량

분석결과, 동일 사업장내(Own-shipyard) 학습이 -.2057에서 -.2433으로 생

산성 향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일 지역 내 사업장간

(Cross-yard, Within-region) 학습 파급효과는 음의 값을 가지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타 지역 사업장간(Cross-region) 학습 파급효

과는 예상과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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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4

<그림 18> Average Learning-by-doing Effect for Each

Industry

<그림 19> Average Learning-by-searching Effect for

Each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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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Average Spillover Effect for Each Industry <그림 21> Average Scale Effect for Each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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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Cross Spillover Effect(Knowledge Stock with cumulative R&D Expenses)

Learning Effects Within Spillover Scale Effects Mixed Effects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034

(.546)

.006

(.947)

.005

(.857)

.030

(.716)

-1.000

(.172)

-.029

(.766)

-.105

(.402)

-.056

(.674)

.084**

(.071)

.063

(.189)

.116

(.109)

.154**

(.030)

 -
-.268

(.522)
-

-.058

(.176)
- -

.022

(.963)

.159

(.746)
- -

-.148

(.488)

-.467*

(.083)


  - -

-.442***

(.000)

-.599

(.176)
- - - -

-.595***

(.000)

-.658***

(.000)

-.285

(.380)

-.820*

(.061)


  - - -

2.159

(.702)
- - - - - -

-5.282

(.287)

.852

(.864)


-281.953***

(.001)

-162.393

(.415)

6.753

(.910)

-29.330

(.834)

-287.953***

(.001)

-194.197

(.103)

-297.705

(.199)

-256.620

(.272)

113.195

(.122)

101.8795

(.160)

382.231*

(.056)

301.862*

(.078)

  - - - -
.639

(.164)

.031

(.571)

.652

(.242)

.037

(.544)

-.063**

(.044)

-.058

(.063)

-.104**

(.020)

-.085**

(.030)

   - - - - -
-.156

(.326)
-

-.171

(.328)
-

.089

(.272)
-

.178*

(.080)

  .974 .973 .994 .992 .977 .978 .975 .975 .996 .996 .996 .997

1) The numbers in parentheses below the statistics are p-values.
2) ***, **, * indicates statistical significance at 1%, 5%, 10% respectively.

부 록 5

[표 36] Regression Results for PV(Cumulative R&D Expenses with Cross Spillover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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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Cross Spillover Effect(Knowledge Stock with cumulative R&D Expenses)

Learning Effects Within Spillover Scale Effects Mixed Effects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304

(.546)

-.117

(.176)

.005

(.857)

.020

(.723)

-1.000

(.172)

-.029

(.766)

-.135

(.137)

-.065

(.565)

.084

(.071)

.0631

(.189)

.098

(.154)

.113**

(.016)

 -
-1.201

(.201)
-

.053

(.936)
- -

-.770

(.456)

-.779

(.452)
- -

.168

(.772)

1.285**

(.020)


  - -

-.442***

(.000)

-.335

(.188)
- - - -

-.595***

(.000)

-.658***

(.000)

-.690**

(.038)

-1.694***

(.001)


  - - -

.171

(.568)
- - - - - -

-1.03

(.728)

-.957***

(.010)


-281.953***

(.001)

551.470

(.389)

6.753

(.910)

-171.327

(.663)

-287.953***

(.001)

-194.197

(.103)

248.249

(.728)

348.908

(.630)

113.195

(.122)

101.880

(.160)

101.884

(.782)

148.366

(.478)

  - - - -
.064

(.164)

.031

(.571)

.047

(.362)

.135

(.824)

-.063**

(.044)

-.058

(.063)

-.069*

(.091)

-.097***

(.003)

   - - - - -
-.156

(.326)
-

-.157

(.336)
-

.089

(.272)
-

.332***

(.006)

  .975 .977 .994 .993 .977 .978 .976 .977 .996 .996 .995 .998

1) The numbers in parentheses below the statistics are p-values.
2) ***, **, * indicates statistical significance at 1%, 5%, 10% respectively.

[표 37] Regression Results for PV(Time lag and Depreciation R&D Expenses with Cross Spillover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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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Cross Spillover Effect(Knowledge Stock with cumulative R&D Expenses)

Learning Effects Within Spillover Scale Effects Mixed Effects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008

(.439)

-.009

(.544)

.004

(.781)

-.045**

(.021)

.020

(.380)

.018

(.429)

-.016

(.671)

-.009

(.826)

.016

(.567)

-.021

(.191)

-.074**

(.027)

-.060

(.183)

 -
.151

(.171)
-

.189**

(.027)
- -

.168

(.261)

.132

(.444)
- -

.257**

(.020)

.187

(.276)


  - -

-.101

(.627)

-.268*

(.060)
- - - -

-.085

(.703)

-.644***

(.012)

-.315**

(.034)

-.450

(.187)


  - - -

-.294**

(.022)
- - - - -

-.317**

(.016)

-.190

(.455)


-50.552***

(.000)

-130.886**

(.046)

-.702

(.995)

65.515

(.372)

-57.731***

(.006)

-72.536***

(.014)

-137.377*

(.085)

-129.578

(.139)

-14.902

(.895)

214.275**

(.031)

69.086

(.268)

114.379

(.330)

  - - - -
-.007

(.535)

-.005

(.657)

.003

(.836)

.002

(.897)

-.006

(.606)

.004

(.454)

.010

(.156)

.010

(.250)

   - - - - -
.065

(.348)
-

.022

(.592)
-

.122***

(.008)
-

.047

(.582)

  .967 .972 .963 .991 .964 .964 .967 .962 .958 .992 .995 .993

1) The numbers in parentheses below the statistics are p-values.
2) ***, **, * indicates statistical significance at 1%, 5%, 10% respectively.

[표 38] Regression Results for Wind(Cumulative R&D Expenses with Cross Spillover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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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Cross Spillover Effect(Knowledge Stock with cumulative R&D Expenses)

Learning Effects Within Spillover Scale Effects Mixed Effects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008

(.439)

.019

(.326)

.004

(.781)

-.002

(.959)

.020

(.380)

.018

(.429)

.034

(.281)

.029

(.375)

.016

(.567)

-.021

(.191)

-.009

(.908)

-.025

(.569)

 -
-.056

(.478)
-

-.328

(.333)
- -

-.061

(.468)

-.049

(.585)
- -

-.370

(.511)

-.036

(.910)


  - -

-.101

(.627)

.023

(.928)
- - - -

-.085

(.703)

-.644**

(.012)

.037

(.911)

-.625

(.149)


  - - -

.295

(.395)
- - - - - -

.342

(.571)

.041

(.904)


-50.552***

(.000)

-15.936

(.743)

-.702

(.995)

65.129

(.613)

-57.732***

(.006)

-72.536**

(.014)

-20.829

(.689)

-41.583

(.501)

-14.902

(.895)

214.275**

(.031)

75.024

(.673)

218.109

(.154)

  - - - -
-.007

(.535)

-.005

(.657)

-.008

(.512)

-.006

(.637)

-.006

(.606)

.004

(.454)

.002

(.914)

.006

(.654)

   - - - - -
.346

(.348)
-

.031

(.449)
-

.122***

(.008)
-

.120*

(.096)

  .967 .965 .963 .959 .964 .964 .961 .959 .958 .992 .945 .985

1) The numbers in parentheses below the statistics are p-values.
2) ***, **, * indicates statistical significance at 1%, 5%, 10% respectively.

[표 39] Regression Results for Wind(Time lag and Depreciation R&D Expenses with Cross Spillover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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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Cross Spillover Effect(Knowledge Stock with cumulative R&D Expenses)

Learning Effects Within Spillover Scale Effects Mixed Effects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409

(.869)

3.067

(.845)

2.814

(.764)

5.804

(.834)

-2.447

(.355)

-1.818

(.579)

-27.509

(.242)

-37.916

(.313)

-9.193

(.420)

-12.367

(.338)

-28.002

(.492)

-43.018

(.571)

 -
-.412

(.781)
-

-1.416

(.752)
- -

2.489

(.260)

3.233

(.307)
- -

1.848

(.712)

3.490

(.690)


  - -

-1.974

(.720)

-2.499

(.898)
- - - -

3.773

(.537)

6.377

(.392)

.858

(.962)

-16.125

(.766)


  - - -

1.748

(.807)
- - - - - -

.705

(.915)

4.180

(.761)


-332.888

(.649)

-1010.586

(.766)

-603.473

(.580)

-982.012

(.826)

50.504

(.942)

-114.414

(.895)

5007.799

(.288)

7251.453

(.350)

677.804

(.589)

721.842

(.582)

5026.858

(.473)

11722.55

(.601)

  - - - -
1.478

(.132)

1.698

(.169)

3.146

(.129)

3.124

(.188)

1.902

(.138)

2.715

(.139)

3.149

(.309)

2.714

(.545)

   - - - - -
-.384

(.712)
-

.794

(.668)
-

-.905

(.466)
-

2.596

(.723)

  .748 .512 .718 .654 .797 .768 .681 604 .779 .764 .379 -.021

1) The numbers in parentheses below the statistics are p-values.
2) ***, **, * indicates statistical significance at 1%, 5%, 10% respectively.

[표 40] Regression Results for Semiconductor(Cumulative R&D Expenses with Cross Spillover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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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Cross Spillover Effect(Knowledge Stock with cumulative R&D Expenses)

Learning Effects Within Spillover Scale Effects Mixed Effects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409

(.869)

.704

(.971)

2.814

(.764)

89.547

(.476)

-2.447

(.355)

-1.818

(.579)

-40.574

(.209)

-23.450

(.550)

-9.193

(.420)

-12.367

(.338)

Not Available

 -
-.065

(.951)
-

9.867

(.542)
- -

.770

(.411)

-.284

(.859)
- -


  - -

-1.974

(.720)

-102.089

(.448)
- - - -

3.773

(.537)

6.377

(.392)


  - - -

-13.195

(.630)
- - - - - -

 -
-557.897

(.899)

-603.473

(.580)

993.334

(.850)

50.504

(.942)

-114.414

(.895)

8134.053

(.232)

4989.44

(.538)

677.804

(.589)

721.842

(.582)

  - - - -
1.478

(.132)

1.698

(.169)

4.310

(.160)

5.428

(.248)

1.902

(.138)

2.715

(.139)

   - - - - -
-.384

(.712)
-

-2.658

(.491)
-

-.905

(.466)

  .748 .102 .718 .364 .800 .768 .603 .614 .779 .764

1) The numbers in parentheses below the statistics are p-values.
2) ***, **, * indicates statistical significance at 1%, 5%, 10% respectively.

[표 41] Regression Results for Semiconductor(Time lag and Depreciation R&D Expenses with Cross Spillover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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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Cross Spillover Effect(Knowledge Stock with cumulative R&D Expenses)

Learning Effects Within Spillover Scale Effects Mixed Effects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3.580**

(.019)

.020

(.994)

2.461

(.503)

4.905

(.336)

-3.704***

(.002)

-3.508***

(.008)

-4.729*

(.054)

-4.692*

(.059)

-3.441

(.278)

-3.534

(.274)

-5.110

(.260)

-5.923

(.219)

 -
-.586

(.142)
-

2.198

(.477)
- -

.166

(.627)

.205

(.565)
- -

-1.025

(.683)

-1.517

(.572)


  - -

-4.100*

(.080)

-7.171

(.239)
- - - -

-.177

(.929)

.018

(.993)

-.197

(.968)

.900

(.866)


  - - -

-2.498

(.459)
- - - - - -

1.746

(.531)

2.311

(.440)


684.735*

(.088)

215.037

(.667)

299.466

(.496)

211.855

(.684)

474.889

(.120)

420.6415

(.225)

598.269***

(.000)

550.419

(.188)

459.862

(.192)

421.784

(.261)

709.403*

(.098)

661.819

(.133)

  - - - -
1.985***

(.000)

2.086***

(.000)

2.076***

(.000)

2.241***

(.000)

1.969***

(.000)

2.088***

(.001)

2.138***

(.000)

2.394***

(.001)

   - - - - -
-.148

(.733)
-

-.209

(.643)
-

-.149

(.746)
-

-.281

(.568)

  .448 .466 .480 .458 .685 .677 .678 .671 .676 .667 .668 .662

1) The numbers in parentheses below the statistics are p-values.
2) ***, **, * indicates statistical significance at 1%, 5%, 10% respectively.

[표 42] Regression Results for Semiconductor(Patent with Cross Spillover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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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Cross Spillover Effect(Knowledge Stock with cumulative R&D Expenses)

Learning Effects Within Spillover Scale Effects Mixed Effects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420***

(.002)

.463***

(.009)

-.016

(.984)

.820

(.532)

.444***

(.008)

.410**

(.014)

.535**

(.026)

.489**

(.046)

-.036

(.969)

-.881

(.378)

1.764

(.261)

.934

(.464)

 -
-.292

(.648)
-

.698

(.610)
- -

-.507

(.536)

-.430

(.599)
- -

1.265

(.392)

1.400

(.255)


  - -

.517

(.590)

-.373

(.799)
- - - -

.573

(.610)

1.512

(.209)

-1.189

(.467)

-.289

(.829)


  - - -

-3.546

(.424)
- - - - - -

-7.830

(.177)

-7.889

(.112)


-141.922***

(.003)

-84.484

(.524)

-155.017***

(.007)

-76.278

(.613)

-149.547***

(.010)

-131.058**

(.026)

-56.397

(.719)

-52.847

(.735)

-165.569**

(.021)

-161.654**

(.016)

28.121

(.866)

10.837

(.992)

  - - - -
-.014

(.677)

.078

(.390)

-.024

(.538)

.065

(.510)

-.016

(.660)

.131

(.187)

-.065

(.195)

.080

(.363)

   - - - - -
-.130

(.279)
-

-.124

(.332)
-

-.213

(.125)
-

-.208

(.108)

  .559 .522 .526 .459 .506 .528 .468 .477 .458 .586 .522 .711

1) The numbers in parentheses below the statistics are p-values.
2) ***, **, * indicates statistical significance at 1%, 5%, 10% respectively.

[표 43] Regression Results for Shipbuilding(Cumulative R&D Expenses with Cross Spillover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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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Cross Spillover Effect(Knowledge Stock with cumulative R&D Expenses)

Learning Effects Within Spillover Scale Effects Mixed Effects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420***

(.002)

.779***

(.000)

-.016

(.984)

.346

(.528)

.444***

(.008)

.410**

(.014)

.923***

(.000)

.876***

(.001)

-.036

(.969)

-.881

(.378)

.416

(.468)

-.258

(.513)

 -
-.668***

(.008)
-

4.982

(.226)
- -

-.801***

(.003)

-.754***

(.006)
- -

-.638

(.908)

-4.968

(.200)


  - -

.517

(.590)

.366

(.559)
- - - -

.573

(.610)

1.512

(.209)

.560

(.379)

1.455**

(.028)


  - - -

-5.127

(.175)
- - - - - -

-.148

(.976)

3.831

(.259)


-141.922***

(.003)

35.808

(.553)

-155.017***

(.007)

-790.771

(.189)

-149.547***

(.010)

-131.058**

(.026)

47.275

(.383)

45.977

(.390)

-165.569**

(.021)

-161.654**

(.016)

7.295

(.993)

619.330

(.253)

  - - - -
-.014

(.677)

.078

(.390)

-.042*

(.063)

.010

(.846)

-.016

(.660)

.131

(.187)

-.044

(.197)

.059

(.162)

   - - - - -
-.130

(.279)
-

-.072

(.294)
-

-.213

(.125)
-

-.168**

(.027)

  .559 .786 .526 .804 .506 .528 .852 .858 .458 .586 .827 .944

1) The numbers in parentheses below the statistics are p-values.
2) ***, **, * indicates statistical significance at 1%, 5%, 10% respectively.

[표 44] Regression Results for Shipbuilding(Time lag and Depreciation R&D Expenses with Cross Spillover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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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Learning Curve with

Scale and Spillover Effects

using Meta Analysis and Case

Study

Oh Soomin

Energy, Environmental and Engineering Economics

Department of Energy system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I try to analyze the “Learning”, “Scale”, “Spillover” effects

which are the main drivers that contribute to cost reduction of technology,

in three steps as follows.

As a first step, through theoretical definition and detailed classification

of individual effects, I try to understand the working principle and show

the cost reduction mechanisms with these effects and their impacts. In the

second step, using the meta-analysis of learning curve includes scale and

spillover effects, I compared the individual effects between the industries.

And finally in the third step, with empirical studies using national data,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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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y to identify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and meta-analysis to derive the implications.

In the first step of the theory section, I showed the schematic view of

the cost reduction mechanism, which initially the learning effect dominates,

and after the standardization and mass production starts, scale and

spillover effects ensued and working as an important source of technology

cost reduction. Also, with theoretical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I

compactly outline the related theory. In addition, I summarized the

measurement of the individual effects.

In the second step, as the meta-analysis, in particular, I select the

emerging technologies as solar and wind, for the developed technologies as

semiconductors and shipbuilding(nuclear) for case study and visualize in 2×2

matrix, depending on the maturity of the market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y. Furthermore, I examined the previous literature in detailed way

only for solar, wind, semiconductor, shipbuilding(nuclear) related learning

curve studies which contains the scale and spillover effects. Lastly, I

compared the meta-analysis results of solar, wind, semiconductor,

shipbuilding(nuclear) industries with ordering and clustering. 1) With the

ordering, solar, wind, and semiconductor industries shown that the learning

effect is larger than the scale and spillover effect, whereas in the case of

shipbuilding(Nuclear), scale effect was greater than the learning effect. 2)

With the clustering, solar-semiconductor shared the similarities in the case

of the ordering and the magnitudes of the individual effects. In addition,

comparisons between the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showed that the

solar prevails the wind in almost all s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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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final step, with the national data, I try to derive the learning

curve of solar, wind, semiconductors and shipbuilding industries

respectively. The period of the analysis was covered broadly from 2000 to

2013, in accordance with the state of the industry in data accessability

and using the simple model with a double logarithmic form. The main

results are outlined in the following two. 1) By industry comparison, in the

case of the solar and wind in emerging industries, showed that influenced

by the relatively larger spillover impact, and in the case of the

semiconductor and shipbuilding industries, showed the larger influence of

learning rather than scale and spillover effects. 2) In the case of the

semiconductor and shipbuilding, generally unable to witness the impact of

learning spillover and scale effects, which due to as high market share of

Korean companies during the period of analysis, and price volatility by

supply and demand.

keywords : Learning Curve, Spillover, Economies of Scale,

Meta-analysis, Renewable Energy

Student Number : 2013-21024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2 절 학습곡선 연구 동향
	제 3 절 연구의 구성

	제 2 장 비용감소 구조와 학습곡선 이론분석 
	제 1 절 비용감소 구조와 학습, 규모, 파급효과
	제 2 절 학습, 규모, 파급효과
	1. 학습효과의 정의 및 분류
	2. 규모효과의 정의 및 분류
	3. 파급효과의 정의 및 분류
	4. 학습, 규모, 파급효과 측정방법


	제 3 장 규모 및 파급효과 관련 학습곡선 메타분석 및 사례분석
	제 1 절 학습곡선 연구 메타분석
	1. 메타분석 과정 및 결과
	2. 주요 연구: 사례조합

	제 2 절 4개 주요산업 사례분석: 태양광, 풍력, 반도체 및 조선·원자력 산업
	1. 산업 간 순위
	2. 산업 간 군집화


	제 4 장 규모 및 파급효과 관련 학습곡선 실증분석
	제 1 절 분석 모형 설정
	제 2 절 분석 자료 
	제 3 절 분석 결과

	제 5 장 요약 및 결론
	참고 문헌
	부록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