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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한국의 R&D 투자 규모는 비약적으로 성장해왔다. 하지만 그 이면

에는 특정지역과 세부적인 영역에 투자가 치중되어, 지역 R&D의 

성과와 그 효율성이 상당히 결여된 문제도 존재한다. 더욱이 지역 

R&D 효율성 측정에 있어서 적합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다소 지엽적이고 한정된 분야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전반적인 지역 R&D 성과를 추정하기 힘들고 

지역 R&D의 성과 중 인재에 투입되고, 그들이 창출해내는 가치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미비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들을 인지하고 그동안 부분적, 선험적 연구

로만 그쳤던 지역 R&D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일반화추정방정식(GEE: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각 변수의 패널테

이터를 보다 현실적이고 유기적인 관계에서 설명하여 적실성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16개 시·도에 투입된 예산과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구원의 수가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2006년~2012년의 지역

연구개발(R&D) 사업에 투입된 투자액, 지역별 연구원 수를 중심으

로 그에 산출된 2007년~2013년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16개의 지

역(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세종시 포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를 

선정하였다. 그 성과로 분석한 변수는 SCI 논문 수, 특허출원 수, 

특허등록 수, 기술료 징수액, 사업화 수이다. 성과측정에 있어서 지

역별 특성을 배제하기 위해 지역별 인구수, 재정자립도와 지역내총

생산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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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정부 R&D 투자비와 연구원 수가 SCI 논문 수에 미치는 영

향은 독립변수 정부 R&D 투자비와 연구원 수 역시 SCI 논문 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p>.05). 정부 R&D 투자비와 연

구원 수가 SCI 논문 수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 정부 R&D 투자비와 연구원 수가 특허출원 수에 미치는 영

향은 독립변수 정부 R&D 투자비와 연구원 수는 유의확률 0.05수준

에서 유의하게 특허출원 수를 설명하고 있다. 정부 R&D 투자비와 

연구원 수는 양(+)으로 유의미하게 특허출원 수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정부 R&D 투자비와 연구원 수가 특허등록 수에 미치는 영

향은 독립변수 정부 R&D 투자비(β=.070)과 연구원 수(β=.014)가 

특허등록 수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게 나

타났다. 정부 R&D 투자비와 연구원 수가 특허등록 수에 미치는 영

향은 양(+)방향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부 R&D 투자비와 연구원 수가 기술료 징수액에 미치는 

영향은 독립변수 정부 R&D 투자비(β=.012, p<.001)와 연구원 수

(β=.005, p<.01) 모두, 기술료 징수액에 미치는 영향이 양(+)의 방

향으로 유의하였다. 정부 R&D 투자비와 연구원 수가 기술료 징수

액에 미치는 영향은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정부 R&D 투자비와 연구원 수가 사업화 수에 미치는 영향

은 독립변수 정부 R&D 투자비는 사업화 수를 음(-)의 방향으로 유

의하게 설명하고 있고(β=-0.34, p<0.05), 연구원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정부 R&D 투자비가 증가할수록 사업화 수는 감

소하는 경향이 있고, 연구원의 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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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연구개발, 한국 R&D 투자, 지역 R&D, 일반화추정방정식,  

        성과분석

학  번: 2014-23549



- IV -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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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2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 3

제 2 장 지역 R&D에 대한 이론적 논의 ·············· 4

  제 1 절 R&D에 대한 이론적 고찰 ········································· 4

    1. R&D의 개념 ··················································································· 4

     2. 시장실패와 정부개입 측면에서의 R&D ·································· 5

  제 2 절 지역R&D에 대한 이론적 고찰 ··································· 7

    1. 지역 R&D의 개념 ·········································································· 7

    2. 지역 R&D의 문제점 ······································································ 9

  제 3 절 지역 R&D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12

제 3 장 연구의 분석틀과 연구방법 ····················· 16

  제 1 절 개념적 준거틀과 연구가설 ········································ 16

  제 2 절 분석자료 ········································································ 19

    1. 종속변수 ························································································· 19

    2. 독립변수 ························································································· 23

    3. 통제변수 ························································································· 25

  제 3 절 분석방법 ········································································ 26



- V -

제 4 장 지역 R&D에 대한 성과분석 ·················· 28

  제 1 절 결과 분석 ······································································ 28

    1. 종속변수: 논문 수 ········································································ 28

    2. 종속변수: 특허출원 수 ································································ 29

    3. 종속변수: 특허등록 수 ································································ 30

    4. 종속변수: 기술료 징수액 ···························································· 31

    5. 종속변수: 사업화 수 ···································································· 32

  제 2 절 가설의 검증 ·································································· 33

제 5 장 결론 ····························································· 38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 38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 40

 ·참고문헌 ·································································· 44

 ·붙임: 기술통계 ······················································ 47

 ·Abstract ································································· 57



- VI -

표 목차

 <표 1> 연도별 정부 R&D 투자 추이 ········································ 1

 <표 2> 시대별 정부 R&D의 특징과 성격 변화 ······················ 6

 <표 3>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지역 R&D의 개념 비교 ·········· 7

 <표 4> 지식경제부 지역 R&D 사업의 추진 구조 ·················· 9

 <표 5> 연도별 투자현황 ····························································· 10

 <표 6> 유사·중복사업 사례 ······················································· 11

 <표 7> 개념적 준거틀 ································································· 16

 <표 8> SCI 논문 수 현황 ·························································· 21

 <표 9> 특허출원 수 현황 ··························································· 21

 <표 10> 특허등록 수 현황 ························································ 22

 <표 11> 기술료 징수액 현황 ···················································· 22

 <표 12> 사업화 수 현황 ···························································· 23

 <표 13> 정부 R&D 투자비 현황 ············································· 24

 <표 14> 연구원 수 현황 ···························································· 25

 <표 15> SCI 논문 수에 미치는 영향 ······································ 28

 <표 16> 특허출원 수에 미치는 영향 ······································ 29

 <표 17> 특허등록 수에 미치는 영향 ······································ 30

 <표 18> 기술료 징수액에 미치는 영향 ·································· 31

 <표 19> 사업화 수에 미치는 영향 ·········································· 32

 <표 20> 가설의 검증 ·································································· 37



- VII -

그림 목차

 [그림 1] 지역 R&D 사업의 추진체계 ······································· 3

 [그림 2] 지역 R&D의 개념 도식화 ··········································· 8



- 1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국가 기술개발(R&D) 투자는 급격하게 성장해 왔다. 양질의 재원

(財源)과 인재(人材) 투입을 통해 자본집약적 산업부터 지식기반의 

신성장동력 산업까지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표 1>에서 보듯이, 최근 들어 정부 R&D 투자는 2014년 17.7

조 원에 이르렀다. 이는 2010년 13.7조 원이던 것이 4년간 약 5조 

원 가량 증액된 투자 규모이며, 연평균증가율 6.7%는 정부재정 총

지출 증가율인 5.0% 보다 높은 수치이다(안승구, 2015).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연평균

증가율

정부재정총지출 292.8 309.1 325.4 342.0 355.8

(전년대비증가율, %) (2.9) (5.6) (5.3) (5.3) (4.6) 5.0

정부 R&D 투자 13.7 14.9 16.0 16.9 17.7

(전년대비증가율, %) (11.0) (7.6) (7.6) (5.3) (5.1) 6.7

총지출 대비 비중(%) 4.7 4.8 4.9 4.9 5.0 -

출처: 안승구(2015); 기획재정부(2014)

<표 1> 연도별 정부 R&D 투자 추이

   (단위 : %,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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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비롯한 OCED 국가들은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법으

로 지역 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 R&D는 

학문과 산업 부문의 기초적 창의역량을 제공하고, 지역경쟁력이 국

가 전체 효율성제고를 위한 필수 과제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연구의 목적

한국의 경우, 과거 중앙정부 주도로 진행되어 왔던 지역 R&D 접

근방식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지역자치단체의 긴밀한 협조에 초점을 

맞춰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역 R&D 정책은 각 지역 산업과

의 연계성 및 적실성 여전히 낮을 뿐만 아니라 기초·원천기술에 대

한 투자비중이 상당히 높다. 지역 R&D의 상당 비중이 국가 차원의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투입되거나 산업성숙도가 높지 않은 신사업1)

에 대한 투자가 과도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사업 간의 연계추진을 어렵게 한다. 심지어 현

재 이를 총괄·관리하는 시스템마저 부재한 상황이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 R&D 사업은 분절적으로 정책집행 되는 경향이 

강하다(정종석, 2012).

1)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전기자동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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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종석(2012)

[그림 1] 지역 R&D사업의 추진체계

지역 R&D 성과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실

정이며, R&D 정책 효과의 설명도 실증적 근거보다는 선험적으로 

이루지고 있다. 더욱이 지역 R&D 성과를 수치화하는 개념조차 정

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문제의 이면에는 국가 예산이 투입

된 R&D 활동의 성과물을 계량적 방법론으로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근본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지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부 및 지방정부가 

R&D에 투입한 인적·물적 재원들이 산출된 성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이 논문에서는 2006년~2012년의 지역별 국가연구개발(R&D) 사

업에 투입된 투자액과 지역별 연구원 수를 독립변수로 16개의 지역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세종시 포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를 

선정하였다. 그 성과로 분석할 종속변수는 2007년~2013년의 성과

인정 SCI 논문 수, 특허출원 수, 특허등록 수, 기술료 징수액, 사업

화 수 5개의 변수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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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지역 R&D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 1 절 R&D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R&D의 개념 

 연구개발(R&D: Research and Development)을 정의함에 있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크게 보면 R&D를 자연과학기술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나 원리를 탐색하고, 그 성과를 실용화 하는 활동이라

고 정의한다. 연구는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로 구분되며, 개발은 기초

연구와 응용연구의 성과를 기반으로 제품화까지 진행되는 것 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발활동은 시장에서 바로 판매

할 수 있는 단계까지의 제품화보다는 일반적으로 실험적인 개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3).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R&D를 설명하

고 있으며,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정부가 마련한 「과학기술기본계

획」에 따라 맡은 분야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하

고, 일반적으로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

를 특정,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 기획 관리하는 사업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정의하

고 있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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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장실패와 정부개입 측면에서의 R&D 

정부가 R&D에 재정을 투입하는 이론적 논거는 일반적으로 시장

실패(Market Failure)에서 찾을 수 있다(김종범, 1993).

이종수(2009)는 시장실패로 인한 정부 개입의 근거를 다음과 같

이 설명하고 있다.

“시장에서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해 균형을 찾는 시장 매커니즘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시

장실패라 한다. 시장 실패의 원인은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의 재

화인 공공재에 대한 공급 외에도, 긍정적 또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 구조적으로 시장이 불완전 경쟁 상태인 경우, 거래비용

이 발생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복잡 다양해진 현대 사회에서는 시

장 실패의 개념을 자원 배분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소득분배의 형평

성과 공정성을 잃게 되는 경우까지도 확장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는 공공재의 무임승차 문제와 개인의 선호에 따른 가격 결정의 어

려움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사회적 후생의 증

대를 꾀하게 된다.”

즉, 정부의 개입이 없이 시장기능에 기술개발을 온전히 맡겨 놓을 

경우 국가가 목표로 하는 수준의 기술적 진보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술발전에 대한 정부개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일반

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큰 위험(Risk)이 따르는 국가적 기술개발 

과제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게 되고, 기술개발에 대한 국가차원의 목

표와 기업의 목표가 상이하기 때문에 시장 기능에 기술개발을 맡겨 

놓을 경우 국가가 기대하는 기술개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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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R&D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과 예산투자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

국의 경우에는 과학기술 및 산업기술 문제를 전담하는 정부 부처나 

기구를 설치해 두고 있으며, 산업기술의 발전과 진보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정부출연연구소를 설립하고 재정적 지원도 하고 있다. 이와 더

불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금융

지원과 조세지원도 전개하고 있다(김종범, 2002).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전술한 논거로 중앙정부의 R&D 지원

은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과거에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상쇄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었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기술을 선도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둔 사업을 진

행해왔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구분 1960~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이후

R&D특징 
선진기술

소화·개량

선진국

추격형

선진국

추격형

창조형

전환 도모

R&D성격 
산업현장

애로기술지원

수출주력산업

기술개발

첨단산업

기술개발

기초, 원천

기술개발

연구수행 주체 출연(연)주도 출연(연)주도
출연(연)

기업, 대학

기업지도

대학,출연(연)

중점지원사업
석유화학

가전, 철강

조선, 자동차

철강,반도체

반도체, 휴대폰

첨단가전

이동통신

바이오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09)

<표 2> 시대별 정부 R&D의 특징과 성격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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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지역 R&D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지역 R&D의 개념

현재 지역 R&D 지원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적, 실무적, 행정적, 학술적인 개념 정립 없이, 공간적인 개념을 기

준으로 지역 R&D를 구분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 R&D 사업은 ‘지방’의 공간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

으나, 지역적 특성은 담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각 지역

에서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는 경향이 강하고, 해당 지역 R&D 사업

의 적실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과학기술부(현 미래창조과학부)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지방과학

기술진흥종합계획’, ‘지역발전5개년계획’에서 나타난 지역 R&D의 

개념을 보더라도 혼란을 가중시킨다.

구분
과학기술연구개발

활동조사

지방과학기술

진흥종합계획

지역발전

5개년계획

R&D 

범위와

개념

민간 R&D + 

모든 R&D예산 + 

지자체 매칭 R&D +

지자체 자체 R&D

광역특별회계 R&D +

일반회계중 지자체 

매칭R&D +

지자체자체 R&D

광역특별회계 R&D +

지자체자체 R&D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0)

<표 3>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지역 R&D의 개념 비교



- 8 -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0)

또,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정책집행의 관점에서 보면 지역 

R&D의 개념을 광의적 의미와 협의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광의

적 관점에서 공공부문의 지역 R&D 사업은 ① 지방정부가 자체예산

으로 직접 시행하는 R&D 투자 ②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정책 일환

으로 시행되는 R&D 투자 ③ 정부 R&D 중 지역에서 실제 집행되

는 R&D 투자 등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지는 정부 

R&D 사업으로 정의 할 수 있다. 협의적 관점에서 지역 R&D는 중

앙정부 주관의 지역정책 일환으로 시행되는 Bottom-up 기획에 의

한 R&D 투자를 그 범위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광역발전계획

을 통해 지원되는 정부 R&D 사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한국과학기

술기획평가원, 2010).

[그림 3] 지역 R&D의 개념 도식화

이처럼, 불분명하게 정의되고 혼용되는 지역 R&D의 개념을 공간

적 개념뿐만 아니라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범주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업의 추진 체계와 효과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지역 R&D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이정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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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역 R&D의 문제점

전술한 내용을 비롯해 지역 R&D 사업의 주요 문제점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앞서 지적한 지역 R&D의 개념뿐만 아니라 추진과정, 평가

와 환류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지역산업기술개발정책은 

교육부와 산업통산자원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부처와 지자체를 비

롯해 산하 기관들이 연계하여 추진해 왔다. 하지만 각 기관마다 지

역 R&D에 대한 개념이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표 4>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내의 지역 R&D 사업의 

추진 구조, 추진 주체와 관리기관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고, 사업의 

추진체계, 분석, 평가 등에 있어서 일관성이 부족하여 혼란을 야기

시킨다(이윤준 외, 2011).

구  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역전략산업 지역특화산업

추진주체
지역발전위원회/

지식경제부
시·도 시·군·구

전담기관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진흥원

관리기관 선도산업지원단 테크노파크 -

추진체계-

선정 및 평가

프로젝트(중앙) 

및 과제(지역) 

평가·선정

과제평가·선정

(지역평가)

과제평가·선정

(지역/중앙평가)

출처: 이윤준 외(2011);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1)

<표 4> 지식경제부 지역 R&D 사업의 추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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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방정부 재원의 취약성을 들 수 있다. 지역산업 R&D 사업

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그에 대한 지역

의 R&D 역량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

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이 취약하여 상당부분을 중앙

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역 R&D 

사업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재원은 97.8%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은 2.2%에 불과하다(기획재정

부,2011).

구  분
연도별 투자 현황 연평균 

증가율2006 2007 2008 2009

정부 R&D예산(A) 89,096 97,629 110,784 123,437 11.5%

지역 R&D 투자

(B=C+D)
66,493 71,248 85,990 100,619 14.8%

중앙부처

투자

소계(C) 64,738 69,068 98,781 94,451 15.0%

일반회계 58,889 61,609 66,959 79,689 10.6%

특별회계 5,849 7,458 16,822 18,762 47.5%

지자체 투자(D)) 1,755 2,181 2,209 2,168 7.3%

출처: 기획재정부(2011)

<표 5> 연도별 투자현황

(억원, %)

셋째, R&D 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 지속적인 투자로 인해 양적 측면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

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지역 R&D가 실질적인 지역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 더욱이 중앙부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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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처 사업명 2011년 예산

지식경제부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 370억원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체제 활성화 지원 268억원

중소기업청 산학연 협력 기술 개발 1,197억원

국토해양부 지역기술 혁신 70억원

출처: 이윤준 외(2011); 기획재정부(2011)

<표 6> 유사·중복사업 사례

의 개별적 지원방식이 지역 내 사업 간의 연계성을 약화시키고, 지

역 내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에 투자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게 

한다. 대표적인 유사사업 및 중복사업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6>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와 교

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그리고 중소기업청에서 공통적으로 산학협

력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1,835억원의 예산이 중복 투

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윤준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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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절 지역 R&D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지역 R&D를 분석한 연구들은 대부분 성과의 효과성 유무를 확인

하는 연구들이다. 크게 보아 지역 R&D에 투입한 인적·물적 재원의 

성과가 효율적이라는 연구와 그렇지 않다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

고, 국가 재정 배분의 관점에서 해석한 지역 R&D 연구들도 찾아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 중에서 유사한 변수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상반되는 성과 측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역 R&D의 투자가 효과적으로 작용한다고 밝히는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성진 외(2011)의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R&D 투자

를 중심으로, 김선호(2010)의 연구에서는 전남 지역의 산업기술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특정지역과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여 

정부의 R&D 지원성과를 측정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R&D 지원에 

대한 효율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박정희(2010)의 연구에서는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하여 R&D 효율

성을 분석하기 위해 지역적, 주관기관,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

였다. CCR(Charnes, Copper and Rhodes) 모형에 의한 평균효용

성은 25.6%로 나타났고, BCC(Banker, Chames and Cooper) 모형

에 의한 평균 효율성은 74.0%로 나타났다.

 배용국(2013)의 연구에서는 출연연의 R&D 투입지표(예산, 인력)

에 대한 산출지표(논문, 특허, 기술료)로 기관별 성과를 비교·분석하

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출연연 투입 기관의 규모와 성과가 어떤 상

관성을 보이는지 규명하였고 그 결과, 연구기관의 투입의 규모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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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수록 산출의 성과가 증가한다고 검증하였다.

윤지웅(2012)의 연구에서는 특허 출원과 등록의 연관성, 그 영향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통계적으로 50%정도가 특허가 출원 

후 등록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연구에서 특허 출원 후 등록의 연관

성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특허 출원 후 등록에서 낭비되는 자원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국외 연구의 경우 Hsu & Hsuech(2009)의 연구에서는 

1997에서 2005년 사이 정부 지원을 받은 대만의 110개 R&D 사업

을 대상으로 해당사업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3단계 자료포락분

석(DEA: Data Envelopment Analysis)을 활용하였다. 토빗회귀분석

(Tobit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외부 변수를 통제하였고, 

기업규모, 산업, R&D 국가 보조금 예산이 효율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둘째, 앞서 언급한 지역 R&D의 투자가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연

구와 상반되는 견해로 효과 및 효율성이 미비하다고 밝히는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방민석 외(2011)연구에서는 지방 R&D 사업에 대하여 효율성을 

지역별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연도별로 효율성간의 차이는 있지

만 대략 0.6∼0.7 내외로 나타났다. 중앙정부가 정책적 노력과 지원

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효율성을 나타낸다는 문제점을 지적하

고 있다.

배세영(2009)의 연구에서는 16개 시도별 R&D의 효율성을 평가

하기 위해 R&D 투자액을 투입요소로, 시도별 연구원당 논문게재수

와 특허출원건수를 산출요소로 설정하고 자료포락분석(DEA: Data 

Envelopment Analysis)과 확률프런티어분석(SFA: Stochastic 

Frontier Analysis)의 평균 수치를 비교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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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R&D 투자는 비효율적이고, 투자규모와 집행에 있어서의 효율성

과는 어떠한 관계를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심우중 외(2010)의 연구에서는 국가 R&D사업에 투입되는 정부연

구비의 성과를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있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연도별로 과학기술표준분류, 연구수행주체, 경제사회목

적, 협력행태에 따른 정부연구비를 투입지표로 설정하였고, 2002년

부터 2008년까지의 연도별 과학기술표준분류, 연구수행주체, 경제

사회목적, 협력행태에 따른 논문 성과, 특허 성과, 사업화 성과, 기

술료 성과 투입에 따른 성과로 설정하고 있다. 그 결과, 정부연구비

와 각 성과들 간의 상관계수가 매우 낮다고 분석하고 있다.

윤도근 외(2013)의 연구에서는 “정부지원 중소기업 R&D과제의 

기술적 성공률과 사업화 성공률 간에 지나친 격차가 발생하는 요인

을 규명하기 위해 정부지원 중소기업 R&D 과제의 기술지향성이 기

술적 성과, 그리고 기술적 성과가 사업화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

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기술적 성공률과 사업화 성공률 간의 격차는 기술지향

성이 낮은 과제들이 비교적 쉽게 기술적 성공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보고, 이런 특징을 가진 성공과제들은 낮은 수준의 사업화 성공단계

까지는 발전 가능하기 때문에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43%대의 사업

화 성공률의 실질적 효과는 의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윤영준(2015)의 연구에서는 정부예산이 투입된 기업이 출원한 특

허가 등록 및 피인용 되는데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정부지원 금액과 특허 피인용과는 통계적 유의성과 상관관계

를 확보할 수 없다고 검증하였다.

아울러, 지역 R&D를 중앙정부의 재정 배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연구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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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호 외(2007)의 연구에서는 국가 R&D 예산의 효율적 조정과 

배분에 있어서 기존의 R&D 사업 조사·분석·통계의 전략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한 의사결정방법론 활용을 제안하고 있다. 또, 

엄익천 외(2013)의 연구에서는 재정수요의 관점에서 정부 R&D 예

산의 재원 확보와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 있

다. 계층화분석기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과 시나리

오 기법을 이용해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중장기 재원배분 방안을 검

토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엽적이고 특정 대

상과 변수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는 개별 연구가 전

반적인 지역 R&D의 성과 추정치를 일반화하기 어렵게 한다. 선행

연구에서 검증한 가설과 변수들을 대상으로 적합한 변수들을 선정

하고, 선행연구에서 상반되는 검증내용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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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종속변수

  정부 R&D 

투자비

 SCI 논문 수

특허출원 수

특허등록 수

연구원 수
기술료 징수액

사업화 수

통제변수 

인구수 

재정자립도

지역내총생산

제 3 장 분석틀과 분석방법

   제 1 절 개념적 준거틀과 연구가설

 이 논문에서 독립변수로 정부 R&D 투자비와 16개 시·도에서 활동

하는 연구원 수가 어떠한 성과를 나타내는지 측정하기 위해 종속변

수로 각 지역에서 산출된 SCI 논문 수, 특허출원 수, 특허등록 수, 

기술료 징수액, 사업화 수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제변수로 지역별 인구수, 재정자립도, 지역내총생산으로 

설정하여 지역의 특성을 배제하여 분석한다. 개념적 준거틀과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표 7> 개념적 준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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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의 개념적 준거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

하도록 한다.

 심우중 외(2010)의 연구에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연산학연의 

성과를 연도별 정부연구비 증감율과 각각의 성과 증감율 사이의 상

관계수를 분석하였다. 정부연구비의 증가가 성과인정 SCI 논문과 비

SCI 논문 성과에 오히려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투입된 재원의 측면에서 정부 R&D 투

자비와 투입된 재원의 측면에서 연구원 수를 추가적으로 독립변수

로 설정하였다. 또한, 통제변수를 추가하여 정부 R&D 투자비, 연구

원 수가 증가하면 SCI 논문 수는 증가할 것이라고 설정하여 검증한

다.

가설 1-1) 정부 R&D 투자비가 증가하면 SCI 논문의 수는 증가할 

것이다.

가설 1-2) 연구원 수가 증가하면 SCI 논문의 수는 증가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R&D 사업의 성과지표로 특허출원

과 특허등록이 널리 활용되고 있고, 심우중 외(2010)와 윤영준

(2015)에서 검증한 내용인 정부 연구비와 특허등록은 유의하지 않

은 관계를 가진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 분석단위를 

지역으로 설정하고 통제변수를 추가하여 정부 R&D 투자비, 연구원 

수가 증가하면 특허출원 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설정하여 검증한다.

가설 2-1) 정부 R&D 투자비가 증가하면 특허출원 수는 증가할 것

이다.

가설 2-2) 연구원 수가 증가하면 특허출원 수는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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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지웅(2012)의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50%정도가 특허출원이 특허

등록 된다고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특허출원과 특허

등록은 유사성이 높아 특허등록 수의 가설을 가설 ‘가설 2-1’과 ‘가

설 2-2’ 의 내용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 R&D 투자비, 연구원 수가 증가하면 특허등록 수는 증

가할 것이라고 설정하여 검증한다.

가설 3-1) 정부 R&D 투자비가 증가하면 특허등록 수는 증가할 것

이다.

가설 3-2) 연구원 수가 증가하면 특허등록 수는 증가할 것이다.

 Hsu & Hsuech(2009)의 연구에서 정부지원 비율이 기술적 효율성

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와 배용국(2013)의 연구기관의 예산 

및 인력의 기술료 등의 산출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R&D 투자비와 연구원 수가 증가하면 기술료 징수액은 증가할 

것이라고 설정하여 검증한다.

가설 4-1) 정부 R&D 투자비가 증가하면 기술료 징수액은 증가할 

것이다.

가설 4-2) 연구원 수가 증가하면 기술료 징수액은 증가할 것이다.

 배용국(2013)의 연구에서 예산과 재원에 따라 사업화 수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검증하였고, 심우중 외(2010)의 연구에서도 기

술료 징수액과 사업화 수는 서로 높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검

증하였다. 해당 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설4-1’ ‘가설4-2’의 

내용과 연관지어 이 논문에서는 정부 R&D 투자비와 연구원 수가 

증가하면 사업화 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설정하여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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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5-1) 정부 R&D 투자비가 증가하면 사업화 수는 증가할 것이

다.

가설 5-2) 연구원 수가 증가하면 사업화 수는 증가할 것이다.

 

  제 2 절 분석자료

 이 논문의 데이터는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추출한 

데이터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e-나라지표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바

탕으로 분석한다.

     1. 종속변수

 독립변수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종속변수는 2007년~2013년  

16개 시·도(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세종시 포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SCI 논문 수, 특허출원 수, 특허등록 수, 기술료 징수액2), 사

업화 수3)로 설정하였다. 

 R&D 성과를 측정할 때 특허와 논문은 대표적인 산출지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특허는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R&D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지식을 측정하는 지표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논문 역시 지식을 

확산시키고 미래의 후속연구를 발생시킨다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논문을 변수로 설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으로 심우중 

2) R&D 과제를 수행한 주체로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실시권 획득을 대가로 기술료를 징

수. 기술료의 징수방식은 정부 출연금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정액기술료와 매출액의 일

정비율을 납부하는 경상기술료가 있으며, 대부분 정액기술료를 선택함(99.5%) 

   (출처: 오영식, 2015)

3) R&D 과제와 연구를 통해 실제 지역개발 사업으로 실시된 수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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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2010)의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논문은 양적 산출뿐만 아니라, 

학문분야별 편차를 고려한 질적인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변수를 성과인정 SCI 논문 수로 한정지어 설정하였다.

 아울러, 종속변수로써 기술료 징수액, 사업화 수를 추가해 분석함

으로써 기존연구와의 차별성을 두고자 한다. R&D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설정하는 요소 투입 이후 산출의 시차는 개별 연구

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각 변수의 시차를 

1년으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의 지역별·연도별 추이는 다음과 같다.

 <표 8>,<표 9>,<표 10>,<표 11>,<표 12>에서 볼 수 있듯이, 종

속변수는 대체로 지역별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특별

시, 경기도, 대전광역시 순으로 특허출원 수가 타 지역에 비해 월등

히 높은 편이다. 이는 수도권과 대전지역에 국공립연구소, 출연연구

소, 대학,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부처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주목할 말한 점은, <표 10>의 특허등록 수에서 2010

년을 기점으로 전체적으로 감소하다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고, <표 12>에서 2011년 세종시의 현황과 합산 후 충청

남도가 경기도,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많은 사업화 수를 보이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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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SCI 논문 수 현황

<표 9> 특허출원 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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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특허등록 수 현황

<표 11> 기술료 징수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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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 사업화 수 현황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2006년~2012년 지역에 투입된 정부 R&D 투자비와 

지역의 연구원 수로 설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투입측면에서의 기

술지식은 이를 창출하기 위해 투입되는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

구개발 비용과 인력은 R&D의 효율성과 성과를 추정하는데 있어 대

표적인 투입지표라고 할 수 있다(심우중 외, 2010; 

Serrano-Cinca,et al., 2005).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결과, 현재 지

역의 R&D예산은 국가투자비가 절대적인 수치를 차지하고 있다. 지

자체의 예산은 매칭으로 이루어지고 국가 R&D 투자비 외의 예산은 

그 수치가 미비하여 독립변수로 국가 R&D 투자비만 고려하였다.

   지역별로 투입된 정부연구비의 경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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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정부 R&D 투자비 현황

로 수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지역으로 구분된 것만을 대상으로 

한다. 기준년도는 정부연구비는 과제년도, 성과는 성과제출년도를 

기준으로 산출되었다. 지역별 연구원의 수는 지역을 16개 광역자치

단체로 구분할 때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원 수를 의미한

다. 지역별·연도별 추이는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인 2006년부터 2012년의 정부 R&D 투자비와 연구원 수

의 현황을 보았을 때, <표 13>, <표 14>에서 16개 시·도의 대부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16개 시·도 중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가 정부투자비와 연구원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수도권과 대전지역에 국공립연구소, 출연연구소, 대학,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부처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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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4> 연구원 수 현황

 3. 통제변수

 통제 변수로 16개 광역 시·도의 인구수, 광역 시·도청의 재정자립

도, 광역 시·도의 지역내 총생산을 포함하였다. 이는 방민석 외

(2011)연구에서 검토 한 결과, 지역의 재정이 풍부하고, 경제적인 

여건이 좋을수록 지역 R&D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

다고 가정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16개 시·도의 특수한 상황과 여건

을 통제하여 독립변수에 따른 종속변수의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확

인해보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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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절 분석방법

 이 논문에서는 SPSS 21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일반화추정방정식 

(GEE: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일

반화추정방정식은 시점에 따라 반복 측정된 시계열 자료를 다룰 수 

있는 분석기법이다(Liang & Zeger, 1986). 일반 다중회귀 기법은 

주로 횡단자료에 적합한 분석기법인 반면, 일반화추정방정식은 패널

자료의 인과모형을 추정하는데 적합한 분석기법이다. 또한, 일반화

추정방정식은 성과변수에 미치는 시간 지체(time-lag)효과를 반영하

며, 각 시점별 성과변수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모수를 추정함으로

써 모수 추정의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R&D 투자비와 연구원 수가 종속변수에 어떠

한 성과를 가져오는지 일반화추정방정식으로 측정한다. 이 경우 연

도 변수는 일종의 통제변수로 투입된다. 따라서, 분석의 결과는 연

도가 성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통제된 상황에서 정부연구비와 연

구원 수가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작업 상관 행렬은 AR1 으로써 

분석에 사용된 모든 개체가 반복 측정되는 시간의 차가 가까울 경

우 상관성이 높고, 반대로 반복 측정되는 시간 차이가 클수록 상관

성이 줄어든다고 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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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렬식]

  
⊤

  
⊤ 는 i 지역의 j번째 년도의 반응치

 는  × 개의 공변인 벡터

는 추정하고자 하는  × 개의 회귀계수 벡터

는 연결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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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Wald  유의확률

정부 R&D 

투자비
.051 .0431 1.381 .240

연구원 수 .008 .0169 .242 .623

총인구 -.376 .2521 2.219 .136

재정자립도 -15.670 14.9280 1.102 .294

지역별
총생산 .012 .0091 1.834 .176

(절편) 1897.339 1017.8773 3.475 .062

제 4 장 지역 R&D에 대한 성과분석

   제 1 절 결과 분석

      1. 종속변수 : 논문 수

 정부 R&D 투자비와 연구원 수가 SCI 논문 수에 미치는 영향은 

<표 15>와 같이 Wald 검정 결과, 통제변수인 총인구, 재정자립

도, 지역별 총생산이 SCI 논문 수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확률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독립변수인 정부 R&D 투자

비와 연구원 수 역시 SCI 논문 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

았다(p>.05). 종합하면, 정부 R&D 투자비와 연구원 수가 SCI 논문 

수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SCI 논문 수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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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Wald  유의확률

정부 R&D 

투자비
.145 .0040 1322.865 0.000

연구원 수 .026 .0052 24.691 .000

재정자립도 4.176 3.4884 1.433 .231

지역별
총생산 -.004 .0015 5.623 .018

총인구 -.091 .0537 2.860 .091

(절편) 76.850 82.1335 .875 .349

  2. 종속변수 : 특허출원 수

 정부 R&D 투자비와 연구원 수가 특허출원 수에 미치는 영향은 

<표 16>과 같이 Wald 검정 결과 통제변수인 총인구와 재정자립

도가 특허출원 수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확률 0.05 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독립변수인 정부 R&D 투자비와 연구

원 수는 유의확률 0.05수준에서 유의하게 특허출원 수를 설명하고 

있다. 종합하면, 정부 R&D 투자비와 연구원 수는 양(+)으로 유의미

하게 특허출원 수에 영향을 미쳤다.

<표 16> 특허출원 수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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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Wald  유의확률

정부 R&D 

투자비
.070 .0031 500.702 .000

연구원 수 .014 .0035 15.435 .000

재정자립도 4.055 2.7737 2.137 .144

지역별

총생산
-.001 .0008 2.463 .117

총인구 -.082 .0404 4.090 .043

(절편) -29.662 88.2479 .113 .737

      3. 종속변수 : 특허등록 수

 정부 R&D 투자비와 연구원 수가 특허등록 수에 미치는 영향은 

<표 17>와 같이 Wald 검정 결과 통제변수인 재정자립도와 지역

별 총생산이 특허등록 수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확률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통제변수인 총인구는 특허등록 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082, p<.05) 독립변수인 정부 R&D 투

자비(β=.070)과 연구원 수(β=.014)가 특허등록 수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종합하면, 정부 R&D 

투자비와 연구원 수가 특허등록 수에 미치는 영향은 양(+)방향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특허등록 수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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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Wald  유의확률

정부 R&D 

투자비
.012 .0014 67.080 .000

연구원 수 .005 .0017 10.545 .001

재정자립도 .830 .7908 1.102 .294

지역별
총생산 -.002 .0006 9.117 .003

총인구 .007 .0135 .278 .598

(절편) 24.783 24.6557 1.010 .315

     4. 종속변수 : 기술료 징수액

 정부 R&D 투자비와 연구원 수가 기술료 징수액에 미치는 영향은 

<표 18>과 같이 Wald 검정 결과 통제변수인 총인구와 재정자립

도가 기술료 징수액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확률 0.05 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통제변수 중 지역별 총생산이 기술료 징수

액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002, p<.01). 독

립변수인 정부 R&D 투자비(β=.012, p<.001)와 연구원 수(β=.005, 

p<.01) 모두, 기술료 징수액에 미치는 영향이 양(+)의 방향으로 유

의하였다. 종합하면, 정부 R&D 투자비와 연구원 수가 기술료 징수

액에 미치는 영향은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기술료성과 당해년도 징수액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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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Wald  유의확률

정부 R&D 

투자비
-.034 .0168 4.076 .043

연구원 수 .014 .0141 .950 .330

재정자립도 13.618 9.9114 1.888 .169

지역별
총생산 .004 .0070 .264 .607

총인구 -.211 .3113 .459 .498

(절편) 336.099 257.2747 1.707 .191

     5. 종속변수 : 사업화 수

 

 정부 R&D 투자비와 연구원 수가 사업화 수에 미치는 영향은 <표 

19>와 같이 Wald 검정 결과 통제변수인 총인구, 재정자립도, 지

역별 총생산의 영향은 유의확률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독립변수인 정부 R&D 투자비는 사업화 수를 음(-)의 방

향으로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고(β=-0.34, p<0.05), 연구원 수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종합하면, 정부 R&D 투자비가 증가할수

록 사업화 수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연구원의 수는 유의한 영향

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표 19> 사업화 수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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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가설의 검증

 ‘가설 1-1) 정부 R&D 투자비가 증가하면 SCI 논문의 수는 증가할 

것이다.’ ‘가설 1-2) 연구원 수가 증가하면 SCI 논문의 수는 증가할 

것이다.’ 는 기각된다.

 이 결과를 통해 정부 R&D 투자비와 연구원의 수가 증가가 논문 

수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은 예산과 인재의 투입으로 설

명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한국의 R&D 정책이 특

정 지역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일자리 창출을 위

한 정책 중심으로 전개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학술적 성

과가 뛰어난 공공연구기관, 대학 출연연구소와 국공립연구소는 중장

기적이고 불확실한 주제의 R&D연구를 진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

다. 이는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려운 요소로 작용하여 

R&D 투자비와 연구원의 수의 증가가 SCI 논문 수의 증가로 이어지

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 할 수 있다.

 ‘가설 2-1) 정부 R&D 투자비가 증가하면 특허출원 수는 증가할 

것이다.’ ‘가설2-2) 연구원 수가 증가하면 특허출원 수는 증가할 것

이다.’ ‘가설 3-1) 정부 R&D 투자비가 증가하면 특허등록 수는 증

가할 것이다.’ ‘가설 3-2) 연구원 수가 증가하면 특허등록 수는 증

가할 것이다.’는 채택된다. 

 이 결과는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은 유사성이 높아 특허출원의 결과

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심우중 외(2010)의 연구와 윤영준(2015)의 

연구에서는 정부의 지원규모와 특허 성과 간에 유의한 관계가 나타

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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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이 논문에서는 정부의 R&D 투자비, 연구원의 수와 특허출

원, 등록 간에 통계적인 유의성을 찾을 수 있었다. 정부가 R&D 지

원 규모와 연구원 수를 늘리면 특허출원, 등록 건수는 증가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이는 현재까지 지역 R&D의 특성상 산학연의 기술협력의 반대급

부, 과학기술 중심의 R&D 투자, 비교적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는 

특허의 속성 등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특허의 변수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

기할 수 있다. 정부가 R&D 지원 규모와 연구원의 수의 증가가 특

허성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특허 그 자체의 기술적 효용

성과 성과의 기술적 가치를 담보할 수 없다. 윤지웅(2012)에서 출원

된 정부 R&D 특허 가운데 50% 이상이 취하되었다고 밝힌 바와 같

이 R&D 지원성과가 실제의 R&D 성과에 과대평가 되어 측정될 가

능성이 있다. 따라서, 특허에 관한 지표는 R&D 성과지표로 광범위

하게 활용하고 있지만 그 성과를 정성적(定性的)으로 해석할 수 있

는 연구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설 4-1) 정부 R&D 투자비가 증가하면 기술료 징수액은 증가할 

것이다.’ ‘가설 4-2) 연구원 수가 증가하면 기술료 징수액은 증가할 

것이다.’ 는 채택된다.

 독립변수인 정부 R&D 투자비와 연구원 수 모두, 기술료 징수액에 

미치는 영향이 양(+)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기술료 징

수액은 R&D 과제를 수행한 주체가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실시권 

획득을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상대

적으로 가시적 결과물 산출이 용이한 R&D 분야가 밀집된 지역에 

성과가 치중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16개 시·도에 전반적으로 정부 R&D 투자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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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수가 고르게 기술료 성과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

는 Hsu & Hsuech(2009)에서 정부지원 비율이 기술적 효율성에 많

은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배용국(2013)의 연구기관의 예산 및 인력

의 기술료 등의 산출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와 동일하다. 해당 선

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으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본 연구에

서 분석한 데이터가 선행연구에서 다룬 데이터보다 광범위한 분석

단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5-1) 정부 R&D 투자비가 증가하면 사업화 수는 증가할 것

이다.’ ‘가설 5-2) 연구원 수가 증가하면 사업화 수는 증가할 것이

다.’ 는 기각된다.

 정부 R&D 투자비가 증가할수록 사업화 수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

고, 연구원 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이 결과는 배

용국(2013) 연구의 투입된 예산과 재원에 따라 사업화 수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심우중 외

(2010)연구에서 언급한 기술료 징수액과 사업화 수는 서로 높은 관

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이 연구에 적용했을 때도 상반되

는 내용4)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두 가지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배용국(2013)의 연구는 성공사례 기업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

과로 전반적인 지역 R&D 성과를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이고, 심우

중 외(2010)의 연구는 본 연구와 분석대상이 상이(相異)하기 때문이

4) 심우중 외(2010)에서 밝힌 기술료 징수액과 사업화 수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내용을 바

탕으로 이 논문에서 검증한 ‘가설4-1’과 ‘가설4-2’에서 정부 R&D투자비와 연구원 수가 

증가하면 기술료 징수액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가설5-1’과 ‘가설5-2’ 정부 R&D투자

비와 연구원 수가 증가하면 사업화 수도 증가할 것이라고 추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추

론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석한다면 독립변수가 투입된 성과로의 기술료 징수액과 사업화 

수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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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정부 R&D 연구비의 투자는 크게 국공

립연구소, 출연연구소, 대학,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부처로 분산 투

입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해당 주체들은 중장기적이고 불확실한 주

제의 R&D연구를 진행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많은 

재정과 인재가 필요하지만 그것에 비례하여 사업화 수 성과를 나타

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R&D 투자비가 증가할수록 

사업화 수는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과 연구원 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실질적인 사업화로 이어지기에는 기술적 가치가 낮은 연구에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가설4-1’과 ‘가설4-2’과 ‘가설

5-1’과 ‘가설5-2’ 각각의 검증결과를 통해 윤도근 외(2013)의 연구

를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연구에서 검증한 “기술적 성공률과 사업화 성공률 간에 격차

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업화가 되지 않는 기술지향성이 낮은 과제들

이 쉽게 기술적 성공을 이루는데서 기인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기술적 성공률이 곧 기술료 징수액의 성과로 해석할 수 

있고, 사업화 성공률을 사업화 수의 성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지

원 R&D과제의 기술적 성공률은 명목적(名目的) 수치로 성과의 실

제의 성과를 잘 나타내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술적 

성공률을 비교적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연구에 지원이 치중되지만 

이것은 사업화로 이어지기에는 비교적 가치가 낮은 연구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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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 내 용
채택 

여부

가설 

1-1
정부 R&D 투자비가 증가하면 SCI 논문의 수는 증가할 것이다 기각

가설 

1-2
연구원 수가 증가하면 SCI 논문의 수는 증가할 것이다. 기각

가설 

2-1
정부 R&D 투자비가 증가하면 특허출원 수는 증가할 것이다 채택

가설 

2-2
연구원 수가 증가하면 특허출원 수는 증가할 것이다. 채택

가설 

3-1
정부 R&D 투자비가 증가하면 특허등록 수는 증가할 것이다 채택

가설 

3-2
연구원 수가 증가하면 특허등록 수는 증가할 것이다. 채택

가설 

4-1
정부 R&D 투자비가 증가하면 기술료 징수액은 증가할 것이다 채택

가설 

4-2
연구원 수가 증가하면 기술료 징수액은 증가할 것이다. 채택

가설 

5-1
정부 R&D 투자비가 증가하면 사업화 수는 증가할 것이다. 기각

가설 

5-2
연구원 수가 증가하면 사업화 수는 증가할 것이다. 기각

가설검증을 요약하면 다음<표 20>과 같다.

<표 20> 가설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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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16개 시·도에 투입된 예산과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구원의 수가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2006년~2012년의 지역

연구개발(R&D) 사업에 투입된 투자액, 지역별 연구원 수를 중심으

로 그에 산출된 2007년~2013년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16개의 지

역(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세종시 포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를 

선정하였다. 그 성과로 분석한 변수는 SCI 논문 수, 특허출원 수, 

특허등록 수, 기술료 징수액, 사업화 수이다. 성과측정에 있어서 지

역별 특성을 배제하기 위해 지역별 인구수, 재정자립도와 지역내총

생산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R&D 투자비와 연구원 수가 SCI 논문 수에 미치는 영

향은 독립변수 정부 R&D 투자비와 연구원 수 역시 SCI 논문 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p>.05). 정부 R&D 투자비와 연

구원 수가 SCI 논문 수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 정부 R&D 투자비와 연구원 수가 특허출원 수에 미치는 영

향은 독립변수 정부 R&D 투자비와 연구원 수는 유의확률 0.05수준

에서 유의하게 특허출원 수를 설명하고 있다. 정부 R&D 투자비와 

연구원 수는 양(+)으로 유의미하게 특허출원 수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정부 R&D 투자비와 연구원 수가 특허등록 수에 미치는 영

향은 독립변수 정부 R&D 투자비(β=.070)과 연구원 수(β=.01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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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 수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게 나

타났다. 정부 R&D 투자비와 연구원 수가 특허등록 수에 미치는 영

향은 양(+)방향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부 R&D 투자비와 연구원 수가 기술료 징수액에 미치는 

영향은 독립변수 정부 R&D 투자비(β=.012, p<.001)와 연구원 수

(β=.005, p<.01) 모두, 기술료 징수액에 미치는 영향이 양(+)의 방

향으로 유의하였다. 정부 R&D 투자비와 연구원 수가 기술료 징수

액에 미치는 영향은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정부 R&D 투자비와 연구원 수가 사업화 수에 미치는 영향

은 독립변수 정부 R&D 투자비는 사업화 수를 음(-)의 방향으로 유

의하게 설명하고 있고(β=-0.34, p<0.05), 연구원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정부 R&D 투자비가 증가할수록 사업화 수는 감

소하는 경향이 있고, 연구원의 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

았다.



- 40 -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한국의 R&D 투자 규모는 비약적으로 성장해왔다. 하지만 그 이면

에는 특정지역과 세부적인 영역에 투자가 치중되어, 지역 R&D의 

성과와 그 효율성이 상당히 결여된 문제도 존재한다. 더욱이 지역 

R&D 효율성 측정에 있어서 적합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다소 지엽적이고 한정된 분야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전반적인 지역 R&D 성과를 추정하기 힘들고 

지역 R&D의 성과 중 인재에 투입되고, 그들이 창출해내는 가치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미비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들을 인지하고 그동안 부분적, 선험적 연구

로만 그쳤던 지역 R&D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존

의 연구에 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차별적 의의를 지닌다.

 첫째, 기존의 연구들은 다소 분절적이고 지엽적인 것을 분석한 것

에 반해 본 연구는 지역에 투입된 순수 정부 R&D 예산에 주목하였

고,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배제하여 정부의 R&D 투자의 예산과 재

원이 7년 동안 16개 시·도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가져

왔는지 분석하였다. 

 둘째, 기존의 연구에서는 회귀분석, 상관관계분석 등을 이용하여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일반화추정방정식을 통하

여 각 변수들의 유기적 영향을 현실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기법을 

통해 보다 다각적이고 적실성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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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본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지식산업분야에 중·장기적 R&D 투자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지역 R&D 정책은 특정 부분에서만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종속변수 중 특허출원, 특허등록, 기

술료 징수액에서만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2차 산업 

위주로 발전해온 한국의 산업구조에서 기인한 결과로 추론 할 수 

있다. 더욱이, 중앙정부의 주도로 진행된 지역 R&D 정책은 대부분 

가시적 성과가 두드러지는 부분에 치중되어 변수들 간의 성과가 극

명하게 나뉜다고 할 수 있다. 예로, 성과 인정 SCI급 논문의 수는 

정부의 지원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점을 들 수 있다. 중·장기적이

고 새로운 지식 창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각 지역의 지자체의 

대학, 연구소, 민간기업의 경우 보다 긴 안목으로 정책지원을 할 필

요가 있다. 일정기간 산출을 대상으로 정량적 성과측정의 결과로 투

입대비 효과가 낮은 주체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과가 실

제로 지역 R&D에 어떠한 기여와 파급효과를 가져오는지 면밀한 분

석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 R&D 성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 주도의 정

책추진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지역 R&D 투자는 정부의 예산이 절대적이며, 지자체에서 출

연한 예산은 정부예산의 매칭된 구조로 약 2% 내외다. 이러한 현상

은 단기적 성과를 내기에만 급급해 장기적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R&D 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본 연구는 정부가 투입한 물

적·인적 자원이 지역에서 얼마나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분석하고 있

지만, 더 나아가 지역 R&D 성과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주도의 정책추진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함의를 지니고 있다. 



- 42 -

성과의 질적 측면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R&D 정책철학 

흐름 속에서 개별 지역에 적합한 방향성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 중

심에는 각 지역의 지자체, 대학, 연구소, 민간기업의 역할이 중요하

다. 정부주도의 R&D 정책집행을 각 시·도 지자체가 주도권을 갖고 

집행할 수 있는 정책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즉, 지자체 중심으로 개

별 지역에 맞는 특성을 인지하고 안정적인 정책집행이 가능한 구조

의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지자체 주도의 지역 R&D 정책집행이 공

고해진다면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간기업과의 협업, 투자확대가 

보다 현실적이고 적실성 있게 이루어 질 수 있어 R&D 성과를 극대

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본 논문에서는 R&D 투입과 산출의 기간으로 1년을 설정하

였다. 국내와 국외의 연구에서 각 성과지표별로 짧게는 1년에서 길

게는 3년까지 다양한 설정기간이 있지만, 종속변수로 설정한 변수에 

1년의 lag-time도 타당하며 분석기법으로 보완가능 하다고 판단하

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각 변수의 특성상 1년 안에 성과를 측정하

기는 힘든 변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향후의 연구에서 개

별 성과지표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통제변수로 지역별 인구수, 재정자립도, 총생산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통제변수로서 의미 있는 변수

를 선정하고, 공개된 지표 중에서 이 논문에 적절한 변수를 추가한 

결과이다. 하지만 이 변수들이 모든 지역별 특성을 통제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셋째, 이 논문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된 R&D의 성과를 측정하는 

연구임으로 민간기구 에서 출연한 예산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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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R&D에 투입된 예산 중 정부에서 투입된 예산이 절대적이기 때

문이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대학, 연구소, 민간기업이 출연한 예

산 등을 변수로 설정하여 추가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대부

분 정부 지원에 의한 출연 혹은 매칭 구조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 

이 역시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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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통계

지역 변 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서울특별시

정부연구비 7 17937.03 37481.11 27587.92 7313.48

연구원수 7 68075.00 102239.0
0 86587.00 11433.21

지역별총생산(단
위:10억원) 7 231224.0

0
313479.0

0
274845.5

7 29557.57

사업화 수 7 321.00 1248.00 585.14 324.86

SCI게재수 7 7440.46 11280.09 9309.53 1236.91

기술료성과  
당해년도징수액(

단위:억원)
7 281.30 496.50 379.66 91.17

특허출원 7 3512.52 6334.07 4781.86 1114.12

특허등록 7 1326.66 3517.85 2140.94 816.60

총인구 7 9983.00 10104.00 10048.29 38.08

재정자립도 7 85.8 94.3 90.200 2.6808

부산광역시

정부연구비 7 2678.59 5158.15 3880.12 959.24

연구원수 7 7648.00 15564.00 10767.14 2560.57

지역별총생산(단
위:10억원) 7 52358.00 67999.00 61156.71 5573.35

사업화 수 7 267.00 798.00 481.14 214.55

SCI게재수 7 959.39 1444.32 1247.20 168.59

기술료성과  
당해년도징수액( 7 37.61 96.88 66.63 20.93

·붙임: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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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억원)

특허출원 7 365.42 806.58 595.07 167.96

총인구 7 3436.00 3558.00 3491.71 43.06

특허등록 7 121.83 477.93 276.95 133.05

재정자립도 7 56.4 70.2 60.471 4.8221

대구광역시

정부연구비 7 1516.26 3912.72 2909.27 805.92

연구원수 7 4876.00 9673.00 7491.29 1569.13

지역별총생산(단
위:10억원) 7 32276.00 43021.00 37313.57 3879.57

사업화 수 7 198.00 823.00 376.29 215.17

SCI게재수 7 452.41 954.12 779.90 171.86

기술료성과  
당해년도징수액(

단위:억원)
7 47.87 126.92 85.06 29.34

특허출원 7 413.42 930.47 599.01 207.95

특허등록 7 126.33 504.07 272.66 131.22

총인구 7 2470.00 2486.00 2475.71 5.35

재정자립도 7 52.8 70.7 58.771 6.5225

인천광역시

정부연구비 7 2063.54 3722.28 3239.54 577.84

연구원수 7 8637.00 14396.00 11688.57 2062.97

지역별총생산(단
위:10억원) 7 47055.00 62208.00 55504.71 60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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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수 7 150.00 509.00 274.14 146.29

SCI게재수 7 513.48 658.14 611.83 50.58

기술료성과  
당해년도징수액(

단위:억원)
7 57.89 82.17 71.94 9.73

특허출원 7 392.33 641.92 500.24 111.21

특허등록 7 122.33 442.13 228.15 117.50

총인구 7 2602.00 2786.00 2693.71 62.30

재정자립도 7 69.2 74.2 70.700 1.7098

광주광역시

정부연구비 7 1981.94 3617.62 2889.81 581.81

연구원수 7 4436.00 7128.00 6174.71 1007.59

지역별총생산(단
위:10억원) 7 20614.00 28914.00 24686.00 3067.21

사업화 수 7 355.00 748.00 539.43 141.29

SCI게재수 7 824.84 1135.86 983.07 106.65

기술료성과  
당해년도징수액(

단위:억원)
7 22.86 48.76 37.30 9.33

특허출원 7 543.42 709.98 593.40 62.98

특허등록 7 169.29 409.13 271.76 89.62

총인구 7 1446.00 1509.00 1477.00 24.36

재정자립도 7 46.6 57.5 50.600 4.1849

대전광역시 정부연구비 7 22954.43 44051.60 33594.78 847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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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수 7 19827.00 28285.00 24282.29 3248.48

지역별총생산(단
위:10억원) 7 21377.00 30884.00 25988.71 3557.67

사업화 수 7 64.00 902.00 212.71 305.38

SCI게재수 7 2833.65 4147.99 3661.01 473.20

기술료성과  
당해년도징수액(

단위:억원)
7 518.41 806.21 641.14 96.45

특허출원 7 4421.39 6912.74 5754.56 844.01

특허등록 7 1306.27 3995.38 2454.58 952.80

총인구 7 1479.00 1534.00 1505.71 18.79

재정자립도 7 56.3 72.8 63.200 7.1232

울산광역시

정부연구비 7 617.71 1768.84 1239.03 421.94

연구원수 7 3480.00 5505.00 4112.71 784.83

지역별총생산(단
위:10억원) 7 45155.00 70783.00 57720.86 9800.54

사업화 수 7 131.00 4043.00 2155.14 1151.39

SCI게재수 7 117.39 567.22 279.54 165.07

기술료성과  
당해년도징수액(

단위:억원)
7 10.49 79.68 32.17 24.62

특허출원 7 85.97 377.50 208.88 114.80

특허등록 7 18.00 142.83 57.24 41.63

총인구 7 1074.00 1116.00 1092.57 14.81



- 51 -

재정자립도 7 65.7 71.2 68.457 1.8155

경기도
　
　
　
　
　
　
　
　
　

정부연구비 7 12712.61 23605.11 17707.70 4177.80

연구원수 7 87246.00 141819.0
0

109738.1
4 19269.33

지역별총생산(단
위:10억원) 7 197973.0

0
288147.0

0
243505.1

4 34083.54

사업화 수 7 200.00 4550.00 908.00 1609.98

SCI게재수 7 1995.46 3493.89 2838.61 484.42

기술료성과 
당해년도징수액(

단위:억원)
7 378.20 887.00 576.35 184.25

특허출원 7 2701.99 5256.76 3787.20 959.70

특허등록 7 909.01 2828.59 1545.75 769.66

총인구 7 10834.00 11965.00 11403.29 407.78

재정자립도 7 72.5 76.3 74.314 1.6385

강원도
　
　
　
　
　
　
　
　

정부연구비 7 1238.08 3144.95 1928.26 615.86

연구원수 7 4143.00 5607.00 4950.29 586.69

지역별총생산(단
위:10억원) 7 25023.00 33853.00 29416.00 3113.96

사업화 수 7 193.00 574.00 395.86 141.80

SCI게재수 7 267.38 776.76 569.44 175.68

기술료성과 
당해년도징수액(

단위:억원)
7 10.23 28.94 21.94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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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7 203.40 560.90 411.84 140.75

7 90.83 326.94 175.90 92.39특허등록

7 1475.00 1498.00 1485.14 8.09총인구

7 26.7 28.3 27.529 .6499재정자립도

충청북도
　
　
　
　
　
　
　
　
　
　

정부연구비 7 1217.54 3385.74 2239.81 846.90

연구원수 7 4887.00 11029.00 8225.14 2176.65

지역별총생산(단
위:10억원) 7 29761.00 43628.00 36461.71 5413.21

사업화 수 7 376.00 1307.00 704.29 303.23

SCI게재수 7 330.01 551.05 457.60 77.13

기술료성과 
당해년도징수액(

단위:억원)
7 19.37 64.76 39.63 14.12

특허출원 7 279.20 586.48 401.79 125.52

특허등록 7 80.00 295.40 153.73 72.43

총인구 7 1486.00 1544.00 1515.00 21.63

재정자립도 7 31.3 34.2 33.243 1.0097

정부연구비 7 2092.14 4669.09 3217.36 900.40

연구원수 7 11341.00 17994.00 15069.86 2396.60

지역별총생산(단
위:10억원) 7 54335.00 95308.00 74211.43 16174.28

사업화 수 7 240.00 1308.00 500.00 38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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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SCI게재수 7 189.43 655.00 415.01 171.83

기술료성과 
당해년도징수액(

단위:억원)

7 53.31 116.96 79.40 22.80

7 371.14745.771385.23350.23특허출원

7 142.84271.86539.67119.50특허등록

7 57.502027.142108.001942.00총인구

.934536.30037.835.3재정자립도  7

전라북도
　
　
　
　
　
　
　
　
　
　

정부연구비 7 1462.90 2970.31 2305.40 467.40

연구원수 7 4622.00 7787.00 6217.29 1216.28

지역별총생산(단
위:10억원) 7 28065.00 40432.00 34523.86 4801.27

사업화 수 7 115.00 701.00 308.00 201.73

SCI게재수 7 457.77 825.40 630.74 114.45

기술료성과 
당해년도징수액(

단위:억원)
7 16.06 39.46 26.00 8.29

특허출원 7 177.63 556.52 369.77 152.16

특허등록 7 59.70 313.08 144.94 90.51

총인구 7 1788.00 1801.00 1795.00 5.32

재정자립도 7 22.6 26.0 24.100 1.0739

정부연구비 7 1307.46 1993.52 1655.59 234.19

연구원수 7 2273.00 3838.00 3090.86 66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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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지역별총생산(단
위:10억원) 7 42951.00 64642.00 54554.43 8075.99

사업화 수 7 220.00 844.00 407.71 203.00

SCI게재수 7 76.75 339.43 175.52 85.40

기술료성과 
당해년도징수액(

단위:억원)
7 8.06 25.54 14.69 6.46

특허출원 7 108.67 379.63 257.63 113.97

특허등록 7 24.00 141.25 73.22 46.04

7 1767.00 1830.00 1790.14총인구 22.50

7 19.4 21.4 20.543재정자립도 .7208

경상북도
　
　
　
　
　
　
　
　
　
　

정부연구비 7 2012.45 6228.70 3639.22 1584.48

연구원수 7 12471.00 16057.00 14030.86 1438.49

지역별총생산(단
위:10억원) 7 63295.00 85401.00 74476.14 8517.75

사업화 수 7 443.00 740.00 569.14 123.30

SCI게재수 7 1050.53 1475.79 1290.64 155.21

기술료성과 
당해년도징수액(

단위:억원)
7 35.43 112.82 69.61 24.40

특허출원 7 513.94 1106.10 701.04 241.95

특허등록 7 138.90 595.93 288.80 1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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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구 7 2628.00 2652.00 2638.29 7.80

재정자립도 7 27.7 29.3 28.400 .5916

경상남도
　
　
　
　
　
　
　
　
　
　

정부연구비 7 4686.77 7388.28 6219.94 1112.64

연구원수 7 11335.00 15348.00 13478.71 1381.49

지역별총생산(단
위:10억원) 7 66710.00 95635.00 82414.00 10165.23

사업화 수 7 78.00 652.00 215.29 200.47

SCI게재수 7 619.81 965.73 788.25 117.91

기술료성과 
당해년도징수액(

단위:억원)
7 56.50 185.00 142.39 42.50

특허출원 7 496.00 1007.08 700.12 177.61

특허등록 7 164.28 489.83 307.35 130.63

7 3120.00 3248.00 3183.57총인구 48.67

7 38.8 43.3 40.786재정자립도 2.0293

제주특별
자치도

　
　
　
　
　
　
　

정부연구비 7 477.21 827.11 628.18 117.00

연구원수 7 560.00 2332.00 1485.57 684.82

지역별총생산(단
위:10억원) 7 8489.00 12707.00 10375.57 1542.09

사업화 수 7 201.00 2034.00 1185.43 608.83

SCI게재수 7 76.42 150.78 123.16 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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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성과 
당해년도징수액(

단위:억원)
7 2.24 11.32 5.22 3.47

특허출원 7 64.00 147.50 97.11 32.54

특허등록 7 20.67 64.00 35.17 18.01

총인구 7 543.00 560.00 547.71 6.50

재정자립도 7 25.1 33.8 27.343 3.0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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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the scale of R&D investment and performance of 

Korea has rapidly grown, R&D investment has been 

concentrated on specific regions and areas. As a result, many 

regions have quite deficient performance and efficiency in 

R&D. In addition, previous studies mainly consist of reports 

that indicate trend of budgets assigned in each province and 

city, measurement of efficiency by company, and analysis of 

R&D performance as a program in each region. This study, 

on the other hand, measured R&D performance focusing on 

the budge of the government solely put into the regions, 

unlike other previous studies.

 Although the investment can be evaluated as successful, it is 

not clear whether the achievements from the investment 

correspond to R&D policy of the government. Therefor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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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should be made. This study suggests significant 

findings in the aspect that it provides empirical data for the 

studies on the qualitative growth of R&D performance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each city and province by 

region, on top of its quantitative growth. 

This study used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 (GEE) for 

analysis and explained each variable of panel data organically. 

GEE was not used in previous studies though it is a technique 

that can analyze the reality more empirically. For the 

analysis, the number of researchers in 16 cities and provinces 

during the period of 2006~2012 and research grants of the 

government were set as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were the number of theses published in SCI journals 

by region,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the number of 

patent registrations, technology licensing royalties, and the 

number of projects in 16 cities and provinces (Seoul, Busan, 

Daegu, Incheon, Gwangju, Daejeon, Ulsan, Gyeonggi-do, 

Gangwon-do, Chungcheongbuk-do, Chungcheongnam-do 

(including Sejong city), Jeollabuk-do, Jeollanam-do, 

Gyeongsangbuk-do, Gyeognsangnam-do, and Jeju-do) during 

the period of 2007~2013. Control variables were set to 

measure the performance in accordance with the R&D 

investment of the government and the number of researchers 

in each region. They include population of 16 cities and 

provinces, financial independence rate of the municipal 

government of each city and province, and gross product of 

each region. They were set as control variables be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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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sources and economic situation of municipal 

government may influence on regional R&D. Following are the 

summarized research results.

First, the effects of research grants of the government and 

the number of researchers on SCI the number of theses 

published in SCI journals was tested with Wald x2 test. The 

effect of gross population, financial independence rate, and 

gross product by region, which were control variables, on the 

number of theses published in SCI journal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significance level of 0.05. 

Research grants of the government and the number of 

researchers, which are independent variables, also did not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number of theses published 

in SCI journals(p>.05). In sum, the effect of research grants 

of the government and the number of researchers on the 

number of theses published in SCI journals was not 

significant.

 Second, the effect of research grants of the government and 

the number of researchers on patent applications was tested 

with Wald x2 test. The effect of gross population and financial 

independence rate which were control variables, on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significant probability level of 0.05. On the other hand, 

effect of research grants of the government and the number 

of researchers, which were independent variables, explained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significantly at the 

significant probability level of 0.05. In sum, research gran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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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vernment and the number of researchers had 

positive(+) effect on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significantly. 

 Third, the effect of research grants of the government and 

the number of researchers on patent registrations was tested 

with Wald x2 test. The effect of financial independence rate 

and gross product by region, which were control variables, on 

the number of patent registration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significant probability level of 0.05. Effect of 

gross population, which was a control variable,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number of patent registrations(β=-.082, 

p<.05). Research grants of the government(β=.070) and the 

number of researchers(β=.014), which were independent 

variable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at the 

significant probability level of .001. In sum, research grants of 

the government and the number of researchers had 

positive(+) effect on the number of patent registrations 

significantly.

 Fourth, the effect of research grants of the government and 

the number of researchers on technology licensing royalties 

was tested with Wald x2 test. The effect of gross population 

and financial independence rate, which were control variables, 

on technology licensing royaltie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significant probability level of 0.05. Effect of 

gross product by region, which was a control variable,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technology licensing royalties(β=-.002, 

p<.01). Both research grants of the government(β=.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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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and the number of researchers(β=.005, p<.01), which 

were independent variables, had significant influence in 

positive(+) direction on technology licensing royalties. In sum, 

research grants of the government and the number of 

researchers had positive(+) effect on technology licensing 

royalties. 

 Fifth, the effect of research grants of the government and 

the number of researchers on the number of projects was 

tested with Wald x2 test. The effect of gross population, 

financial independence rate, and gross product by region, 

which were control variables, on the number of project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significant probability level 

of 0.05. Effect of research grants of the government, which 

was an independent variable, explained the number of projects 

significantly in negative(-) direction(β=-0.34, p<0.05), but the 

number of researchers did no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In sum, the more research grants of the 

government increases, the more the number of projects tends 

to decrease, but the number of researchers did not have 

significant influence.  

Keywords: Research and Development, R&D investment by    

            Korea, regional R&D,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 Performance Analysis

Student Number: 2014-2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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