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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오늘날 중국의 R&D 활동의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선진국보다 상

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구조적인 문제점들도 많이 존재하

며 지역별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 R&D 효율성 측정에 

있어서 적합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도 존재한다. 기존의 연구에

서는 다소 한정된 분야의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전반적인 R&D 성과 추

정이 어려웠으며 실증적 분석이 미비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R&D 활동

과 경제기술성장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는 상기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학문적인 방향 점을 제시할 수 있을뿐더러 R&D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서 더욱 효과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R&D 활동과 중국 경제기술성장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중국경제의 쾌속적이고, 안정적

이며 지속적인 발전에 이로운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현실적인 의의를 

두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각 변수의 패널데이터를 

개체고정효과와 이원고정효과 두 가지 효과로 설명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유기적인 관계에서 설명하여 설득력 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31개 성에 투입된 R&D 투자액과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구원 

수가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 분석하기 위해 2008~2013년의 지역연구

개발(R&D)사업에 투입된 투자액과, 지역별 연구원 수를 독립변수로 그

에 산출된 2009~2014년의 성과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31개 성(베이

징, 텐진, 상하이, 충칭 등 4개 직할시와 23개의 성, 5개 자치구, 2개의 

특별행정구 등 34개 성급행정구 중 홍콩, 마카오, 대만을 제외한 31개 

성)을 선정하였다. 산출지표로는 특허 출원 수, 특허 등록 수, 기술시장

거래액, 새 상품 수익 등을 선정하였다. 성과 측정에 있어서 지역별 특

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지역별 인구수와 지역내 총생산액을 통제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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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도출한 결과는 개체고정효과와 이원고정효과 두 가지로 나

눠 볼 수 있다. 개체고정효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R&D 투자액과 연구원 수가 특허 출원 수에 미치는 영향은 

독립변수 R&D 투자액(coef.=0.718, P<.01)과 연구원 수(coef.=-2.33e-0.6, 

P<.05) 모두 유의하게 특허 출원 수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R&D 투

자액은 양(+)으로 연구원 수는 음(-)으로 유의미하게 특허 출원 수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R&D 투자액과 연구원 수가 특허 등록 수에 미치는 영향은 

독립변수 R&D 투자액(coef.=0.690, P<.01)과 연구원 수(coef.=-1.92e-0.6, 

P<.1) 모두 유의하게 특허 등록 수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R&D 투자

액은 양(+)으로 연구원 수는 음(-)으로 유의미하게 특허 등록 수에 영

향을 미쳤다.

셋째, R&D 투자액과 연구원 수가 기술시장거래액에 미치는 영향은 

독립변수 R&D 투자액과 연구원 수는 모두 기술시장거래액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P>.05)

넷째, R&D 투자액과 연구원 수가 새 상품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독

립변수 R&D 투자액(coef.=-4.923e+0.6, P<0.05)과 연구원 수

(coef.=318.4, P<0.01) 모두 유의하게 새 상품 수익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R&D 투자액은 음(-)으로 연구원 수는 양(+)으로 유의미하게 

새 상품 수익에 영향을 미쳤다.

이원고정효과에서 보면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R&D 투자액과 연구원 수가 특허 출원 수에 미치는 영향은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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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변수 연구원 수는 양(+)의 방향으로 새 상품 수익을 설명하고

(coef.=313.2,P<.01) R&D 투자액은 유의하지 않았다.(P>.05) 연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새 상품 수익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며 투자액은 유의

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주요어: 연구개발, 중국 R&D 투자, 경제성장이론

학번: 2013-2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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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중국은 경제사회 발전에서의 또 다른 중요한 

역사전환점에 이르게 되었다. 자원과 환경을 과다하게 소모하는 경제성

장 방식에서 창조성과 과학기술에 의거한 경제, 사회의 지속 가능한 전

면 발전에 더욱 눈길을 주고 있다. 16차5중1) 회의에서부터 2006년 초 

전국과학기술대회에서 발표한 <국가중장기과학과기술발전계획강요

(20062020)>에 이르러, 그리고 2007년의“양회”에서는 창조성능력을 

제고하고 창의력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국가의 전략적 정책에 넣었다. 

2009년 “정부사업보고”와 중앙경제회의에서는 경제구조조정과 自主창

신을 나라 발전 형식의 핵심 방향으로 정하였다. 2011년 3월, 후진타오 

총서기는 “11.5”국가重大과학기술성과전에서 “12.5”시기 경제사회

발전의 목표임무를 실현하고 국가경쟁에서 발전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면 

가장 우선으로 과학기술의 역량에 의거하고 自主창신능력을 키워야 한다

고 지적하였다.

  지식경제시대인 21세기에 들어서, 글로벌 경제 일체화, 정보기술발전

의 시대적 흐름을 타게 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새로운 경제발전전략을 

탐색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창신은 기업,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강

화시킬 수 있는 키워드로 간주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

제무대에서 자국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반드시 과학기술발전을 중요시해

야 한다.

  중국사회의 경우, 개혁개방이래 쾌속적인 경제발전을 실현하였으나 

2008년의 금융위기의 타격으로 인해 잇닿은 사회문제에 직면하게 되었

다. 비록 일정한 경제발전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당시 실행한 

투자-수출 주도형2) 경제성장패턴으로 인해 경제구조의 균형이 붕괴됨

으로써 빈부격차의 심화와 저조한 사회구매력을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1) 2005년 10월에 개최
2) 2012년 IMF 연구보고에 의하면 중국경제가 투자에 대한 의존도는 과다 할 정도에 이르

게 되었다. 2007-2011년사이 중국의 투자는 국내총생산액의 12%-20%을 차지하게 되
었다. 계량경제학의 각도에서 볼 때 중국은 투자 과잉 상태에 처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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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시장의 소비수요가 감소됨에 따라 이러한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

나게 되어 많은 기업들로 하여금 공황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또한 금융

위기로 인한 “귀국열풍”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취업난을 초래하게 되었

는데, 중국과 같은 인구대국에게 있어서 그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특히 대학생들의 저조한 취업률은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사회 환경에 영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교육 자원의 투자와 더불어 경제의 지속

적인 발전에 부정적인 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이밖에도 그동안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에너지 자원의 소모가 상당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1993년에 석유순수입국으로 거듭난 이후로부

터 석유자원의 대외의존도가 6%로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에 

이르러 32%, 2009년에는 50%의 경계선을 돌파하였으며 2012년에는 

무려 57.8%까지 도달하였다. 이로써 중국은 에너지자원소비대국으로 인

식되고 있고 이에 동반하는 환경오염문제도 날로 심각하게 나타났다. 

  상기에 제시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속출하는 현실에 직면

하여, 투자와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환경파괴를 대가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기존의 발전 방식을 포기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한 중국정부에

서는 제17차 대표대회3)에서 현 경제발전방식을 전환시키고 사회주의시

장경제체제의 구축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18차 회의4)에서

는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전환을 실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이는 비로소 중국 경제발전방식의 역사적인 전환점으로써, 경제발전의 

질의 개선을 본질로 삼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과학의 발전과 기술의 창신

에 의존하여, 기존 발전 체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자원의 소모량을 감소시킴으로써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실현하

는 것을 최종목표로 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제발전은 두 가지 유형으로 귀납할 수 있는데, 하나는 

순수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여 주로 자본과 노동력과 같은 생산 요인의 

증가에 의존하는 개방형 성장모델을 가리키고, 다른 하나는 경제의 전면

적인 발전, 즉 경제의 질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써, 주로 과학기술

3) 2007년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
4) 2012년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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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전과 기술수준의 증가에 의존한 일종의 집약형 성장모델을 가리킨

다.(세란방,2009) 따라서 중국사회에서는 궁극적으로 기존의 개방형 성

장모델로부터 집약형 성장모델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실현

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공헌도를 향상시키고 과학기술과 창신을 추진

력으로 하는 경제발전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과학기술과 창

신의 원동력은 바로 R&D 활동을 통해 취득한 성과를 실제생산과정에 

적용시키는 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R&D 활동의 증가는 산업의 업그레이드와 최적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것은 산업의 발전도 마찬가지로 기술의 혁신을 기반으

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어떠한 경제체제를 막론하고 R&D 활동

은 언제나 핵심적 지위에 위치하게 된다.(천하이붜,2010)

  오늘날 중국의 R&D 활동의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선진국보다 상대적

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구조적인 문제점들도 많이 존재하며 지

역별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R&D 활동과 경제

기술성장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는 상기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학문적

인 방향 점을 제시할 수 있을뿐더러 R&D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더욱 

효과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R&D 활동과 중국 경제기술성장의 상관관계를 분

석하는 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중국경제의 쾌속 적이고, 안정적이고 지속

적인 발전에 이로운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현실적인 의의를 두고자 한

다.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이 논문에서는 2008~2013년의 지역별 국가연구개발(R&D)사업에 

투입된 투자액과 지역별 연구원 수를 독립변수로 중국 34개 성급지역에

서 홍콩, 마카오, 대만을 제외한 31개 성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성과로 분석할 종속변수는 2009~2014년의 특허 출원 수, 특허 등록 

수, 기술시장거래(매출)액, 새 상품 수익 등 4개의 변수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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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이론적 논의

1. R&D의 개념

  R&D는 Research and Development의 약자로, 한글로 ‘연구 개

발’이라 한다. OECD는 R&D을 ‘인간ᆞ문화ᆞ사회를 망라하는 지식의 

축적 분을 늘리고 그것을 새롭게 응용함으로써 활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

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조적인 모든 활동’이라 정의하고 있다. 국제회계

기준위원회(IASC)에서는 R&D에 대해‘연구(research)’을 새로운 과

학적ᆞ기술적 지식과 이해를 얻기 위하여 행해진 독창적ᆞ계획적 조사

로, ‘개발(development)'을 상업적 생산이나 사용하기 이전에 새로운 

또는 개량된 재료ᆞ장치ᆞ제품ᆞ제조법ᆞ시스템 또는 서비스 생산계획이

나 설계에 연구 성과와 다른 지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이준,2010)

  국가연구개발에서도 연구개발에 대한 정의를 볼 수 있다. 국가연구개

발사업의 개념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연구 성과라 할 때 사용되는 연구개발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발전 전략 수립에 사용되는 기업을 포함한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 사업의 개념이다. 둘째, 국가의 연구개발 예산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조사, 분석, 평가의 대상

이 되는 과제 단위의 연구개발 사업과 연구기관 및 시책 사업을 포함하

는 개념이다. 셋째, 과제 단위로 지원되는 정부부처 전체의 연구개발 사

업을 의미하는 단위이다. 넷째, 과제 단위로 지원되는 정부 부처 전체의 

연구개발 사업 중 국가적 중요성이 높은 사업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성과관리가 가능한 국가연구개발 사업은 조사, 

분석,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확대할 수도 있으나 ,우선적으로 전술

한 세 번째 또는 네 번째로 한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정책 개발에 유리하

다.(원동규 외, 2003)

2. 경제성장이론 측면에서의 R&D

  경제학사에서 기술진보에 대해 가장 웅대한 전개를 시도한 사람은 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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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터(J. A. Schumpeter)일 것이다. 그는 기술진보보다도 넓은 기술혁신

이라는 개념으로 사회적 변혁까지도 포함한 기술이 경제에 주는 일련의 

충격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기술혁신은 1. 신제품의 창출 2. 새로운 생산방법의 발견 

3.신시장의 개척 4.원료 혹은 중간재의 신공급원 획득 5. 어떤 산업의 

신 조직 형성 등을 내용으로 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은 발명, 혁신, 모

방의 과정을 밟는다고 한다.(변형윤, 2012)

  기술혁신은 또 경제성장의 유력한 원동력이다. 한 나라의 기술진보를 

실현시키는 수단으로서는 1. 연구개발, 기술개발(국내의 자주적 또는 독

자적 기술개발) 2.외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수입 또는 차용기술의 활용) 

3.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의 직접투자(경영참가) 유치 4.수입상품과의 접

촉에 의한 자극 5.시찰, 유학, 훈련 등의 인적교류 등이 들어지는 것 같

다.(변형윤, 2012)

  이 가운데서 가장 주된 것은 역시 연구개발과 기술개발이다. 진정한 

경제성장은 하루빨리 도입기술 의존형의 성장모식에서 벗어나 자주적 기

술개발 의존 형으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실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연구개발을 보다 효율성 있게 조직하여 기업은 기업대로 기술개발을 위

하여 노력을 다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에게 금융, 세수 면에서의 적

극적인 지원과 연구개발에 따른 위험부담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기초과학의 강화, 연구시설의 확충, 혁신적 연구기구의 설립 등을 지속

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R&D 활동이 경제기술성장에 대한 영향의 이론적 논거는 또 경제성장

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신고전경제성장이론에서는 경제의 장기적인 성

장을 위하여 외생의 기술 변량을 도입하고 기술변혁율로 경제성장률을 

자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고전경제성장이론에서는 기술 변혁

율이 경제성장률을 자극하는 반면 경제성장률은 기술변혁율에 영향을 주

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솔로우(Robert Solow) 등은 외력의 추진

이 없는 전제하에서 경제체계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없으며 기

술의 진보 거나 인구 증가 등 외생 성 요소가 존재하여야만 경제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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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솔로우 모델(Solow 

growth model)에서 보면 그는 모델의 변량을 외생성 변량과 내생성 변

량으로 구분하였다. 외 생성 변량에는 인구증가율, 기술발전율 등 이 있

고 내 생성 변량에는 산출 증가율, 자본 증가율 등이 있다. 그가 주장한 

모형의 결론에서 보면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기술진보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80년대에 이르러 신경제성장이론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신경제성장이

론을 또 내생적 성장이론이라고 한다. 내생적 성장이론이라는 용어는 

1980년대에 탄생된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다양한 연구 작업의 총체를 포

괄하는데 이것이 신고전파 경제성장이론과 구분되는 것은 경제성장을 경

제체제 외부로부터 들어온 힘의 결과물이 아니라 경제체제의 내생적 결

과물이라고 강조하는데 있다.  신경제성장의 대표적 인물은 폴 로머

(Paul Romer)이다. 로머 (1986)는 내생의 기술진보가 경제성장의 유

일한 원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루카스 (Lucas. R. E. ,1988)은 인적 

자본 모형을 제기하였다. 그는 인력 자본의 가치증가가 빠를수록 경제부

문 산출이 빠르며 인력 자본의 축적은 경제지속성장의 결정적 요소이며 

산업발전의 진정한 원천이라고 하였다. 신경제성장이론에서 설명하듯이 

요소 투입의 증가는 기술진보의 전제하에서만이 경제의 지속성장을 증가

할 수 있다. R&D는 과학기술진보의 주요 추진력이며 R&D 활동은 경제

성장에 적극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R&D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이나 민간적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과 

적극적인 노력을 마다하지 않은 것이다. 중국의 경우에는 과학기술 및 

산업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에서 자금 지원도 많이 하고 정부출연연

구소나 대학교 연구소에 대한 조세 지원과 금융지원을 하며 기업 스스로 

R&D에 대한 자금과 인력 투자를 많이 하여 기업 자체 R&D 투자가 매

년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다.

  막대한 사회 재원이 소요되는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

적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성과를 활용하여 국가 사회의 발

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개발사업은 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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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관리 측면만이 강조되고, 막상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연구 성과의 

확산을 통한 활용에 대한 관심은 충분히 높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원

동규, 2003)

3. 연구개발의 문제점

  전술한 내용과 같이 연구개발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과를 활용하

여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은 아직 충분히 

높지 않다. 

  첫째, 각 성 자금 투자는 불균형적이다. 수도와 연해개방도시 외 서북

이거나 서남 지역은 R&D 총 투자액과 인력자원 방면에서 모두 낮은 수

준을 보여준다. 재정기반이 취약한 지방에서는 중앙정부에 대한 상당한 

의존성을 지니게 된다. 재원 중 기업의 투자가 많을수록 자립성과 경쟁

력이 높아진다. 많은 지방에서는 아직 높은 효율성과 자주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둘째, R&D투자의 효율성도 큰 문제로 되고 있다. 양적으로 많은 걸 

이룩하고 비약을 실현하였다고 평가를 받지만 연구개발에서부터 실제 생

산으로의 투입은 적고 느린 것이 실정이다. 더욱이 제도적 규정이거나 

보장이 미비한 상태여서 유사사업 및 중복사업의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된

다.

제2절 중국의 현황 

1. R&D 투자액과 중국의 현황

  R&D투자는 R&D 활동 중 각 방면에 대한 투자를 말한다. 가장 주요

한 것은 자금 방면의 투자이다. R&D 투자액은 R&D 프로젝트 중 연구

기초수준의 높고 낮음을 가늠해주고 R&D 성공 여부의 관건적인 요인이

다. (중국통계청 포털, 2015)

- 7 -

평가 및 관리 측면만이 강조되고, 막상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연구 성과의 

확산을 통한 활용에 대한 관심은 충분히 높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원

동규, 2003)

3. 연구개발의 문제점

  전술한 내용과 같이 연구개발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과를 활용하

여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은 아직 충분히 

높지 않다. 

  첫째, 각 성 자금 투자는 불균형적이다. 수도와 연해개방도시 외 서북

이거나 서남 지역은 R&D 총 투자액과 인력자원 방면에서 모두 낮은 수

준을 보여준다. 재정기반이 취약한 지방에서는 중앙정부에 대한 상당한 

의존성을 지니게 된다. 재원 중 기업의 투자가 많을수록 자립성과 경쟁

력이 높아진다. 많은 지방에서는 아직 높은 효율성과 자주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둘째, R&D투자의 효율성도 큰 문제로 되고 있다. 양적으로 많은 걸 

이룩하고 비약을 실현하였다고 평가를 받지만 연구개발에서부터 실제 생

산으로의 투입은 적고 느린 것이 실정이다. 더욱이 제도적 규정이거나 

보장이 미비한 상태여서 유사사업 및 중복사업의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된

다.

제2절 중국의 현황 

1. R&D 투자액과 중국의 현황

  R&D투자는 R&D 활동 중 각 방면에 대한 투자를 말한다. 가장 주요

한 것은 자금 방면의 투자이다. R&D 투자액은 R&D 프로젝트 중 연구

기초수준의 높고 낮음을 가늠해주고 R&D 성공 여부의 관건적인 요인이

다. (중국통계청 포털, 2015)



- 8 -

국가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증가속
도(%)

중국 134443 163148 191205 211826 16.4

미국 429143 453544 456977 ——  2.1

일본 199795 199066 170910 164925 -6.2

독일 104956 101993 109515 109941 0.16

프 랑
스

 62594  59809  62616  63826  0.1

한국  45016  49225  54163  60528 10.4

영국  43868  42607  43528  50832  0.5

글 로
벌

1325026 1368363 1395802 ——  5.2

         <표 1>  주요 국가 R&D 투자액（2011－2014년）   

                                       단위: 백만 달러（당시 가격）

                  

            출처: 국가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서(2016)

  2014년 중국의 R&D 투자액은 세계 2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중국의 

R&D 투자액은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주며 안정하고 평온한 성장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증가속도에서 보면 중국과 한국의 증가속도가 세계 

평균속도보다 현저하게 빠르고 미국과 독일의 R&D 증가속도는 

완만하며 프랑스와 영국의 R&D 증가속도는 전 세계 평균 증가속도보다 

낮으며 일본의 R&D 투자액은 마이너스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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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정부자금 기업자금 외국자금 기타 
자금

2011 21.68 73.91 1.34 3.08

2012 21.57 74.04 0.97 3.41

2013 21.11 74.60 0.89 3.40

2014 20.25 75.42 0.83 3.50

            <그림 1> 2010-2014년 R&D 자금투자 강도   

                                                     단위: %

            출처: 국가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서(2016)

  총체적인 R&D 투자액은 상승세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의 

R&D 자금투자 강도5)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2014년 R&D 자금투

자 강도는 2.05%에 도달하여 전년대비 0.04% 증가하였고 2010년에 

비하여 0.32% 증가하였다. 중국의 R&D 자금투자 강도는 연속 2년 동

안 2%을 초과하였다.

     <표 2>  연구개발 재원 별 연구개발비 추이（2011－2014년）  

                                                           단위：%

            출처: 국가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서(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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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중국의 R&D 투자액 중 기업투자액이 9817억 위안에 도달하여 

R&D 투자액의 75.4%을 차지하였다. 최근, 기업 R&D 자금투자의 역도

가 부단히 강화되고 있으며 이 또한 신형 국가의 건설에서 기업이 기술 

창신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보여준다. 

2. 연구원 수와 중국의 현황

 연구개발비전을 설정하고 연구개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연

구개발 프로젝트를 선정한 다음에는, 그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맡아서 수

행할 연구자를 선발해서 연구개발팀을 만들어야 한다. 연구자는 대단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연구개발의 생산성은 그 연구개발 활동과 기술혁신

활동을 맡아서 수행하는 인적자원의 생산성이며, 연구자는 그 이상의 대

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최석신, 2014)

              <그림 2> 과학기술인력총량(2000-2014년)

            출처: 국가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서(2016)

  2014년 R&D 총 인원6)은 535.1만 명이고 전년대비 6.6% 증가하였

다. 그중 박사가 31.7만 명, 석사 69.9만 명, 학사 졸업생이 142.9만 명

으로 각각 5.9%, 13.1%, 26.7%을 차지하고 있다.

6) R&D 총인원은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등 세가지 활동에 참여한 인원을 말한다. 
직접 세가지 활동에 참가한 인원과 연구개발을 위하여 문헌을 제공하거나 재료를 공급
하거나 설비를 보수하는 등 서비스 제공 인원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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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R&D 정규직인원수 총량 변화 추이(2000-2014년)

            출처:국가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서(2016)

  정규직환산인력7)(FTE: Full time Equivalent)통계에 따르면,2014년 

중국의 R&D 정규직인력은 371.1만으로 2013년에 비해 17.8만 증가하

였고 5.0% 증가하였다. OECD가 41개 나라와 지역에 대한 통계에 따르

면 중국의 R&D 정규직 연구원 수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의 18.4%에서 2014년의 21.4%로 증가하였으며 미국의 비중은 

19.9%에서 17.8%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R&D 인재 투자 강도를 높이고 있으며 발달국가와의 거리를 

줄여 2년 앞당겨 12.5과학기술계획 목표를 실현하였다. 중국의 R&D 정

규직인력수는 2010년 33.6/만 명에서 2014년의 48.0/만 명으로 증가

하였으며 12.5에서 규정한 43/만 명을 초월하였다.

            <표 3> R&D인원 총량이 10만을 초과한 나라

7) 연구 진행 연도에 연구개발활동이 업무시간 90%이상을 차지하는 연구인원. 과학기술관
리부문(과학기술관리처·부·과)에서 전문적으로 연구개발활동관리사업을 도맡아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혹은 연구기구에서 장시간 동안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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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年/万人
）

（人年/
万人）

중국 2014
371.

1 
48.0 152.4 19.7 

한국 2014 43.1 168.3 34.5 134.9 

일본 2014 89.5 137.2 68.3 104.7 

프랑
스

2014 42.2 154.9 26.9 98.8 

호주 2010 14.8 132.2 10.0 89.8 

영국 2014 38.8 126.3 27.4 89.0 

캐나
다

2013 22.7 125.6 15.9 88.2 

미국 2012 —— —— 126.5 87.4 

네덜
란드

2014 12.3 140.9 7.6 86.4 

독일 2014 60.1 140.7 36.0 84.2 

스페
인

2014 20.0 111.1 12.2 68.0 

러시
아

2014 82.9 115.9 44.5 62.2 

폴란
드

2014 10.4 66.4 7.9 50.0 

이탈
리아

2014 24.6 101.2 12.0 49.3 

터키 2014 11.5 44.5 9.0 34.6 

브라
질

2010 26.7 21.7 13.9 11.3 

             

  출처: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January 

2016.

  국제적인 비교를 보면 중국의 연구개발강도 지표는 국제적으로 아직 

뒤떨어진 수준에 머물러있다. 2014년 만 명당 취업인구 중 R&D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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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수는 R&D 인원 총량이 10만을 초과한 나라 중 거꾸로 2위이며 발

달 국가들은 거의 다 중국의 네 배 이상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총량만 

많을 뿐 아직 구조적으로나 체계적으로 많은 부족 점이 존재함을 말해준

다.

3. 특허와 중국의 현황 

  기업 입장에서 특허의 경제적 가치는 특허의 자산으로서의 가치

(asset value)로 정의될 수 있다. 즉, 특허권도 영업권처럼 유형으로 존

재하지는 않지만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으로서 기능하며, 그 수준은 경제

적 가치로 개념화 될 수 있다. (김광두⋅홍우선,2011).특허는 기술혁신

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신제품을 개발하여 시장

경쟁력을 확충하며, 혁신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수록 높은 이윤과 빠

른 성장이 가능하다.(이성화 외,2012)

           <그림 4> 2004-2014년 세 가지 특허 변화 추이

                                                        단위:만건

           출처: 국가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서(2016)

  2014년 중국의 특허 출원 수는 236.1만 건으로 전년대비 0.7% 감소

하였다. 그중 발명특허8) 신청 수는 92.8만으로 전년보다 12.5% 증가하

8) 중국의 특허법규에는 특허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발명창조를 발명특허, 실용성 신형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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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중국의 특허신청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에 이어 3분의 1을 

돌파하여 이번 년에도 39.3%에 도달하였다. 실용성 신형 특허 수는 

86.9만 건이며 전년에 비해 2.7% 감소하였다. 외형디자인 특허 신청 수

는  56.5만 건이며 전년 대비 14.4% 줄어들었다.

  2014년 중국의 특허 등록 수는 130.3만 건이며 전년 대비 0.8% 감

소하였다. 그중 발명특허 등록 수는 23.3만 건이고 전년보다 12.3% 증

가하였고 실용성 신형 특허 등록 수는 70.8만 건으로 전년대비 2.2% 

증가하였으며 외형디자인 특허 등록 수는 36.2만 건으로 전년대비 

12.3% 줄어들었다.

                    <그림 5> 국내외 특허 출원 수

                                                        단위:만건

           출처: 국가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서(2016)

                    

외형 디자인특허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발명특허는 상품발명(예:기계·기기·설비와 
도구)와 방법발명(제조방법)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발명특허는 비용이 높고 등록 율
이 낮은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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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국내외 특허 등록 수 

                                                      단위:만건

           출처:국가과학기술부,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서(2016)

  2014년 국내 특허 출원 구조는 부단히 최적화되고 있으며 발명 특허

의 출원 양이 가장 주목을 받았다. 국내 특허 출원 총량은 221.1만 건

이며 전년대비 1.1% 감소되었다. 하지만 발명 특허 신청 수는 80.1만 

건으로  그 전해보다 13.6% 증가하였다. 실용성 신형 특허신청9)은 

86.1만 건으로 그 전년보다 2.7% 줄어들었고 외형디자인 특허10) 신청

은 54.8만 건으로 전년대비 14.9% 줄어들었다.

  2014년 중국의 특허 등록 수는 120.9만 건으로 전년대비 1.5% 감소

하였다. 그중 발명 특허는 16.3만 건으로 그 전해보다 13.3% 증가하였

고 실용성 신형 특허 등록 수는 70만 건으로 전년대비 2% 증가하였으

9) 중국의 <<특허법>>에서는 실용성 신형특허를 상품의 형태·구조 혹은 결합에 적용되는 
새로운 기술방안의 제기하고 정의하였다. 실용성 신형특허보다 발명특허의 기술적 함량
이 더 높다,

10) 중국의 <<특허법>> 제2조항에서는 외형 디자인 특허를 상품의 형태·도안이나 그들의 
결합체에 대한 색채·형태 도안이 미적 감각이 충만되고 공업에 응용될 수 있는 디자인
이라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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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외형디자인특허 등록 수는 34.7만 건으로 전년대비 13.0% 줄어들었

다.

 외국에서 신청한 특허 신청 수는 12.7만 건으로 전년대비 5.7% 증가

하였고 특허 등록 수는 7.1만 건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하였다.

4. 기술시장거래액과 중국의 현황

  기술 시장은 기술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술 상품의 경영활동을 제

공하는 장소이다. 기술 시장은 과학과 경제를 연결하는 고리이며 과학기

술사업을 발전시키고 과학 인재의 교류, 과학기술성과가 현실 생산력으

로의 투입에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중국통계청 포털, 2015)

     <그림 7> 기술시장거래액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출처: 국가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서(2016)

  2014년 중국의 기술시장거래액11)은 8000억위안을 넘게 되었다. 전

년대비 14.8% 증가하였고 국내 총생산액의 1.3%을 차지하였으며 전년

대비 0.04% 증가하였다. 

         

11) 어떤 기술에 대한 권리가 계약형식으로 권리의 소유자로부터 사용자에게 양허될 때,그 
권리의 사용에대하여 사용자가 소유자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데 이때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권리의 사용범위나 정도에 따라 수학적 관계를 가지면서 장기적인 지급형
태로 사용자에 의해 지불될 때 이러한 지불을 기술료라고 한다.(서상혁 외,2005) 이런 
기술료는 기술시장거래중의 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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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 전국기술시장거래액 종류

             출처:국가과학기술부,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서(2016)

  2014년 전국기술계약서 중 전자정보, 선진 제조업, 현대교통영역의 

기술무역거래액이 가장 많으며 이 세 가지 분야의 거래액은 총 거래액의 

50%을 차지한다. 총체적으로 응용기술무역액이 하강세를 조금 보이는 

외, 새로운 에너지와 고효율 에너지 절약, 도시건설과 사회발전, 환경보

호와 자원종합이용, 항공항천, 농업, 생물 의약, 현대교통과 새로운 재료 

등 응용 영역의 기술무역에서는 부동한 증가를 보여주었다. 

5. 새 상품 수익과 중국의 현황

  새 상품은 새로운 기술원리, 새로운 디자인 사고방식으로 제작 생산된 

새로운 상품을 말한다. 구조, 재질 ,공예 등 모 방면에서 원유의 제품보

다 현저한 개선을 이루어 상품의 성능을 대대적으로 확대한 상품을 말한

다. 정부유관부문 인정을 받은 유효시간내의 새 상품을 포함할 뿐만 아

니라 기업이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정부의 유관 부문의 인정은 받지 

않았으나 생산에 투입되어 일 년간 유통된 상품을 말한다. (중국통계청 

포털2015)

제3절 R&D 활동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1. 국외 연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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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R&D투자와 경제성장사이의 관계 연구는 비교적 일찍 진행되

었고 이론과 방법론 면에서도 비교적 성숙된 체계를 이루고 있다.

슬로우(Robert Solow) 모델에서는 R&D투자와 경제성장은 일방적인 

관계이며 즉 국가의 경제성장은 기술진보에 많이 의거하고 여기서 기술

진보는 R&D 활동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제성장은 R&D 활

동의 전개를 촉진하지는 않는다는 주장이다. Wolf and 

Gittleman(1996)은 R&D 비용과 R&D 연구 인원을 R&D투자의 변량

으로 하고 계량 모형을 설립하였다. 결과 R&D투자는 경제성장에 적극

적인 촉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Gueliee，Bruno（200

4）는 OECD 16개 성원국의 대표적 기업의 데이터로 기업 R&D투자, 

정부부문 R&D투자, 외국 R&D투자 등이 국가 기술진보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정부부문이 가져온 기술진보가 가장 작고 외

국 R&D투자가 과학기술에 대한 기여가 가장 컸다는 결론을 얻었다.

2. 중국과 한국의 연구

  외국 학자들의 연구에 비하여 중국은 데이터가 불완전하고 취득 난이

도가 커서 질적 연구를 오래 진행해 왔고 양적 연구는 비교적 늦게 진행

되었다. 

  첫째, R&D의 투자가 효과적으로 작용한다고 밝히는 연구는 다음과 

같다.

  루방원,러단단(2011)은 R&D투자가 경제성장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

들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R&D투자와 R&D연구원 수가 경제성장에 대

한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R&D투자와 R&D연구원 수 모두 경제

의 지속 발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호,리쯔표,위인씬(2012)의 연구에서는 R&D 투자액, 엔지니어와 과

학자의 수를 투입 지표로 특허 출원 수를 산출 지표로 하여 특정지역과 

산업을 분석대상으로 한정하여 R&D 지원성과를 측정하였다. 해당 연구

에서는 R&D 투자액이 R&D 지원에 대한 효율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

고 밝히고 있다. 

  윤지웅(2012)의 연구에서는 특허 출원과 등록의 연관성을 문제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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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며 그 영향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특허 출

원 후 통계적으로 50%정도의 특허가 출원 후 등록된다고 밝혔다. 또 황

재민(2014)의 연구에서 특허 출원 시 고려해야 할 출원 전략들을 기업

의 특허 관리자 입장으로 정리한 연구를 함으로써 특허 출원 후 등록에

서 낭비되는 자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양얜(2011)의 연구에서는 정준상관분석12)(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의 방법으로 R&D투자가 기술발전에 대한 영향을 연구하였는

데 그 종속변수로 새 상품 수익을 연구하였는데 연구 결과, R&D 연구

원 수가 새 상품 산출에 대한 영향이 가장 컸다. 쓰핑,한섄풍(2010)의 

연구에서는 확률적 프론티어 모델(SFA: Stochastic Frontier 

Approach) 의 방법으로 2004-2008년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R&D 

투자액과 R&D 연구원 수를 투입 지표로 새 상품 수익을 산출 지표로 5

개 업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투자액이 1%증가할 때마

다 새 상품 수익이 0.772%증가하였고 연구 원 수가 1%증가 할 때마다 

새 상품 수익이 0.193%씩 증가하였다는 결론을 얻었다.

  둘째, 앞서 언급한 R&D투자가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견해로 

효과 및 효율성이 미비하다고 밝히는 연구는 다음과 같다.

  쑹원페이, 스핑, 한선풍(2010)은 DEA분석을 통하여 중국 각 성 

R&D 활동의 상대 효율과 규모 효율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R&D 규모

가 큰 성은 R&D 규모가 작은 성에 비하여 현저한 기술효율우세가 구비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두 번째 결론으론 각 성 사이 R&D 규모효율

성은 아주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결론도 얻었다. 진일보로 중국의 

총체적인 R&D 활용률이 낮고 기술효율성이 낮다고 분석하였다. 

  윤영준(2015)의 연구에서는 정부예산이 투입된 기업이 출원한 특허가 

등록 및 피인용 되는데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정

부지원 금액과 특허 피인용과는 통계적 유의성과 상관관계를 확보할 수 

12) 회귀분석에서는 두 집단의 변수들의 관계 모형을 만들 때 한 집단에는 하나의 변수가 
있고 다른 집단에는 몇 개의 변수가 있으나, 각 집단에 여러 개의 변수들이 속해 있을 
때 이 두 집단의 관계 모형을 만들고자 하면 각 집단에서 변수들의 선형결합을 만들 때 
이 두 선형관계들의 상관계수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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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구내용 연구결과

주핑방(1999)

정부의 
과학기술격려정책
이 
대중형공업기업 
및 투자 특허 
산출에 대한 영향

정부의 과학기술 자금지원과 
세수 감면은 기업의 발전에 
정 (+)의 영향을 준다.

세란윈(2013)

중국 각 성 
R&D투자가   
경제성장에 대한 
작용의 공간적 
분석

2000-2010년 자료로 그 
지역의 자본, 노동력,   
연구개발투자액과 
연구인원뿐만 아니라 지리적 
위치도 R&D의 효율성에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얻었다.

왕웨이궈, 
세란윈(2009)

구역 R&D투자와  
 
구역경제발전사이
의 실증 관계

구역별 현저한 차이가 보인다.  
 R&D투자가 중등인 지역 
경제성장 공헌 율이 가장 
크고 R&D투자가   높은 투자 
지역은 그 다음이며 
R&D투자가 낮은 지역은 
경제발전에 대한 공헌 율이 
미비하게 나타났다.

없다고 검증하였다.

  아울러 왕방, 이화(2013)의 연구에서는 2006-2010년의 데이터를 

토대로 R&D 자금과 R&D 인원수가 기술시장거래액에 대한 영향을 분

석하였다. 회색관련분석13)(GRA: Grey Relational Analysis)방법을 통

하여 R&D 투자액이 기술시장거래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R&D 인

원수는 그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 외에도 R&D 활동이 경제기술발전에 대한 영향을 연구한 연구들을 

아래 표로 요약해봤다.

      <표 4> R&D 활동이 경제기술발전에 대한 영향 연구 요약

13) GRA는 하나의 시스템의 발전변화추세에 대한 정량묘사와 비교방법이다. 기본 틀은 참
고 데이터의 열과 여러개의 비교 데이터 열사이의 형태를 비교함으로써 그들의 연계가 
긴밀한지를 알아보는 연구방법이다. 매개변수의 변화에 의한 곡선 사이 연계를 반영하
였다.

- 20 -

저자 연구내용 연구결과

주핑방(1999)

정부의 
과학기술격려정책
이 
대중형공업기업 
및 투자 특허 
산출에 대한 영향

정부의 과학기술 자금지원과 
세수 감면은 기업의 발전에 
정 (+)의 영향을 준다.

세란윈(2013)

중국 각 성 
R&D투자가   
경제성장에 대한 
작용의 공간적 
분석

2000-2010년 자료로 그 
지역의 자본, 노동력,   
연구개발투자액과 
연구인원뿐만 아니라 지리적 
위치도 R&D의 효율성에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얻었다.

왕웨이궈, 
세란윈(2009)

구역 R&D투자와  
 
구역경제발전사이
의 실증 관계

구역별 현저한 차이가 보인다.  
 R&D투자가 중등인 지역 
경제성장 공헌 율이 가장 
크고 R&D투자가   높은 투자 
지역은 그 다음이며 
R&D투자가 낮은 지역은 
경제발전에 대한 공헌 율이 
미비하게 나타났다.

없다고 검증하였다.

  아울러 왕방, 이화(2013)의 연구에서는 2006-2010년의 데이터를 

토대로 R&D 자금과 R&D 인원수가 기술시장거래액에 대한 영향을 분

석하였다. 회색관련분석13)(GRA: Grey Relational Analysis)방법을 통

하여 R&D 투자액이 기술시장거래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R&D 인

원수는 그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 외에도 R&D 활동이 경제기술발전에 대한 영향을 연구한 연구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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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데이터의 열과 여러개의 비교 데이터 열사이의 형태를 비교함으로써 그들의 연계가 
긴밀한지를 알아보는 연구방법이다. 매개변수의 변화에 의한 곡선 사이 연계를 반영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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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방원,

러단단(2011)

R&D투자가 
30개 성의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

2000-2009년 30개 성의 
자료를 이용하여   R&D 
투자액과 R&D 연구원 수는 
경제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R&D 연구인원수의 
투입이 R&D 자금 투입보다 
경제성장에 더 큰   영향을 
준다.

앤청량,

궁유탕(2013)

R&D규모, 
R&D구조가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

1998-2009년 31개 성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R&D 
규모가 클수록 경제성장률이 
높고 기초연구지출이 R&D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높다는 결론.

쉬쯔,

저우지중(2007
)

정부 공공R&D와 
중국경제성장사이
의 관계

중국정부공공R&D와   
경제성장사이에는 장기적인 
균형 관계가 있다. 즉 
공공R&D 부문 비용의 증가, 
기업R&D 비용의 증가는 다 
경제성장에 정(+)의 영향을 
주고 있다.

짜오푸민 
외(2006)

정부 과학기술이 
중대형공업기업 
R&D에 대한 
영향 분석

정부가 대중형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나 정부가 
정부연구기관, 
고등학부연구기관 등 연구 
기구에 대한 투자는 기업 
R&D에   대하여 다 정(+)의 
영향을 미친다.

쑨징수이 
외(2009)

R&D투자가 
경제성장에 대한 
실증 연구

대중형 기업, 
사회과학연구기구, 대학 등 
3대 과학기술연구주체가 
R&D투자에 대한 효율성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중 
기업이 상대적으로 높고 
연구기구가 가장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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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연구에서 보면 R&D 연구 인원수, 연구 투자액, 연구 규모 등 요

소로 R&D 활동이 경제성장에 대한 연구를 많이 진행하였는데 종속변수

로 단순히 지역총생산액이나 기업의 매출액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 논

문에서는 특허 등록 수, 특허 출원 수, 기술시장거래액, 새 상품 수익 등 

다양한 요소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보다 다방면인 경제 기술에 대한 

R&D 활동의 영향을 고찰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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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수

특허 등록 수

기술시장거래액

새 상품 수익

R&D 투자액

연구원 수

인구

지역 내 총생산액

제3장 분석틀과 분석방법

제1절 개념적 준거 틀

  이 논문에서 독립변수로 R&D 투자액과 31개 성에서 활동하는 연구

원 수가 어떠한 성과를 나타내는지 측정하기 위해 종속변수로 각 지역에

서 산출된 특허 출원 수, 특허 등록 수, 기술시장거래액, 새 상품 수익  

등을 선정하였다. 아울러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수와 지역내총

생산액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개념적 준거 틀과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통제변수

제2절 연구가설

  개념적 분석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도록 한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R&D 사업의 성과 지표로 특허가 널리 

사용되고 있고 후호,리쯔표,위인씬(2012)의 연구에서 검증된 바와 같이 

R&D 투자액이 특허 출원 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 분석 단위를 중국의 31개 성으로 설정하고 통제

변수를 지역총생산액과 인구수로 추정하여 R&D 투자액과 연구원 수가 

증가하면 특허 출원 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설정하여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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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1-1) R&D 투자액이 증가하면 특허 출원 수는 증가할 것이다.

  가설 1-2) 연구원 수가 증가하면 특허 출원 수는 증가할 것이다.

  윤지웅(2012)의 연구에서 특허 출원 수와 유사성이 높은 등록 수를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R&D 투자액과 연구원 수가 증가하면 특허등록수

도 증가할 것이라고 설정하여 검정한다.

  가설 2-1) R&D 투자액이 증가하면 특허 등록 수가 증가할 것이다.

  가설 2-2) 연구원 수가 증가하면 특허 등록 수가 증가할 것이다.

  천페이(2013)는 2001-2010년까지 R&D 활동 기업 수, R&D 연구

원 수, R&D 투자액, R&D 활동 과학기술 등록 수, 특허 등록 수 등이 

기술시장거래액에 대한 영향을 검증하였다. 결과 R&D 자금과 특허 등

록 수만이 기술시장거래액과 높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검증하였다. 

해당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가설3-1, 가설3-2을 제기하여 이 논문에서 

다시 한 번 지역별로 설정하여 검증한다.

  가설 3-1) R&D 투자액이 증가하면 기술시장거래액이 증가할 것이

다.

  가설 3-2) 연구원 수가 증가하면 기술시장거래액이 증가할 것이다.

양얜(2011)의 연구에서는 R&D 투자액이 새 상품 산출에 대한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연구 결과, R&D 연구원 수가 새 상품 산출에 대한 영향

이 가장 컸다. 쓰핑,한선봉(2010)의 연구에서는 투자액이 1%증가할 때

마다 새 상품 수익이 0.772% 증가하였고 연구 원 수가 1%증가 할 때

마다 새 상품 수익이 0.193% 씩 증가하였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이 논

문에서는 R&D 투자액과 연구원 수를 독립변수로 또한 통제변수를 추가

하여 R&D 투자액과 연구원 수가 증가하면 새 상품 수익도 증가할 것이

라고 설정하여 검증한다.

  가설 4-1) R&D 투자액이 증가하면 새 상품 수익도 증가할 것이다.

  가설 4-2) 연구원 수가 증가하면 새 상품 수익도 증가할 것이다.

제3절 분석자료

  이 논문의 데이터는 중국 통계청 포털 사이트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바

탕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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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분석자료

  이 논문의 데이터는 중국 통계청 포털 사이트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바

탕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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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속변수

  독립변수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종속변수는 2009-2014년 31개 

성(베이징, 텐진, 상하이, 충칭 등 4개 직할시와 23개성, 5개 자치구, 2

개의 특별행정구 중 홍콩, 마카오, 대만을 제외한 31개 성)의 특허 등록 

수, 특허 출원 수, 기술시장거래액, 새 상품 수익 등을 종속변수로 설정

하였다.

  R&D 성과 측정에 있어서 특허는 매우 대표적인 산출지표라고 할 수 

있다. 모든 특허 출원이 최종적으로 특허 등록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유사성이 있으면서도 다른 특허 등록 수와 특허 

출원 수를 모두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중국의 경우 특허 신청 시 이미 

생산에 투입된 경우가 있지만 복잡한 원인으로 인한 특허 등록의 실패가 

있을 경우도 종종 발생함으로 특허 등록 수 와 특허 출원 수 는 R&D 

활동이 경제기술발전에 대한 영향을 설명함에 있어서 모두 의미가 있다

고 생각한다.

  또 이 논문에서는 종속변수로서 기술시장거래액, 새 상품수익을 추가

해 분석함으로써 기존연구와의 차별성을 두고자 한다. R&D 사업의 성

과를 측정하기 위해 설정하는 요소 투입 이후 산출의 시차는 개별 연구

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각 변수의 시차를 1년

으로 정한다.

  종속변수의 지역별 연도별 추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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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변수는 대체로 지역별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쟝쑤 성은 

타 성에 비해 특허 출원 수가 훨씬 월등하고 그 뒤로 저쟝성, 광둥성이 

다른 성보다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는 수도권과 연해발달도시에 대학,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부처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

다. 주목할 만 한 점은, <그림 9>의 특허 출원 수에서 앞 4위를 차지한 

쟝쑤성, 저쟝성, 광둥성, 베이징의 특허 등록 수는 비슷한 추세를 보여주

지만 등록 성공한 특허 수가 특허 출원 수의 각각 47%, 

72%,64%,85%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쟝쑤성은 특허출원 수가 많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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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른 성보다 등록 성공한 비례가 매우 낮다는 걸 볼 수 있다. 이는 

쟝쑤성의 특허의 질적인 문제이거나 신청 방식에서의 문제를 고려 할 수 

있다. 기술시장거래액에서 베이징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임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림 11>에서 저쟝성, 산둥성, 광둥성이 쟝쑤성 

다음으로 많은 새 상품 수익을 보이고 있다.          

     

                 <그림 9> 특허 출원 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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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0> 특허 등록 수 현황

           

                  <그림 11> 기술시장거래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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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0> 특허 등록 수 현황

           

                  <그림 11> 기술시장거래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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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 새 상품 수익 현황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2008년부터 2013년 지역에 투입된 R&D 투자액과 지역

의 연구원 수로 설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개발 비용과 인력은 

R&D의 효율성과를 추정하는데 있어 대표적인 투입지표라고 할 수 있

다.(심우중 외,2010). 지역별로 투입된 R&D 연구비는 지역으로 구분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고 기준 년도는 연구비는 과제 년도, 성과는 성과제

출년도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지역별 연구원의 수는 지역을 31개 성

으로 구분할 때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원 수를 의미한다. 지역

별 연도별 추이는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인 2008~2013년의 R&D투자액과 연구원 수의 현황을 보면 

31개 성 중 광둥 성, 쟝수성, 저쟝성, 산둥성의 R&D 투자액과 연구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주로 연해발달지역에 연구소, 대

학, 대기업, 중소기업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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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 새 상품 수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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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3> 지역별 R&D 투자액 현황 

               <그림 14> 지역별 R&D 연구원 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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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3> 지역별 R&D 투자액 현황 

               <그림 14> 지역별 R&D 연구원 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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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통제변수

  통제변수로 31개 성의 인구수, 31개 성의 지역내 총생산을 포함하였

다. 이는 방민석 외(2011)연구에서 검토 한 결과, 지역의 경제력이 강

하고 자원이 풍부할수록 R&D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는 가정을 고려하여 설정한 것이다. 또 세란윈(2013)이 연구한 바와 같

이 그 지역의 자본, 노동력, 연구개발투자액과 연구인원뿐만 아니라 지

리적 위치까지도 R&D 효율성에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감안하여 31개 

성의 인구수와 지역내 총생산액을 통제함으로써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

는 종속변수의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제4절 분석방법

  이 논문에서는 STATA14.0을 통계패키지로 이용하여 패널데이터를 

분석한다. 어떤 특정 개체의 현상이나 특성을 시간 순으로 기록해 놓은 

것을 시계열데이터라 한다. 이에 비해 횡단면데이터는 특정 시점에 있어

서 여러 개체의 현상이나 특성을 모아 놓은 것이다. 시계열데이터와 횡

단면데이터를 하나로 합쳐 놓은 것이 패널데이터이다. 즉 패널 데이터는 

여러 개체에 대해 그 현상이나 특성을 일련의 관측시점별로 기록해 놓은 

것이다. 패널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개체를 시간에 따라 반복적으

로 서베이한다. 이런 패널데이터의 분석에 STATA의 사용이 최적화의 

선택이다.

  하우스만 추정을 통하여 고정효과 모형을 채택하기로 하였는데 개체고

정효과와 이원고정효과 모두 추리해 볼 것이다. 패널데이터에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패널 개체의 이질성을 고려하는 모형이 개체고정모형

이다. 아울러 패널데이터에서 고려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질성은 각 시

점이 가진 특성이다. 개체의 이질성과 시간의 이질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원고정효과 모형도 사용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R&D 투자액과 연구원 수가 종속변수에 어떤 성과를 

가져오는지 측정한다. 이 경우 성은 일종의 통제변수로 투입된다. 따라

서 분석의 결과는 성이 성과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통제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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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투자액과 연구원 수가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이원고정효과로  

년도 통제도 가능함으로 성과 년도를 모두 통제한 상황 하에서의 R&D 

투자액과 연구원 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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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f. t P>|t|

R&D 투자액 .718246 9.83 0.000

연구원 수 -2.33e-06 -2.14 0.034

인구 -.0002594 -0.68 0.501

지역내 
총생산액 4.34e-09 4.22 0.000

제4장 R&D 활동에 대한 성과분석

제1절 개체 고정효과 결과 분석

  먼저 개체고정효과로 결과 분석을 진행해 보았다.

1. 종속변수: 특허 출원 수

  R&D 투자액과 연구원 수가 특허 출원 수에 미치는 영향은 <표 5>와 

같이 검정결과 독립변수인 R&D 투자액은 유의확률 0.01수준에서 유의

하게 특허출원 수를 설명하고 있고 연구원 수는 유의확률 0.05수준에서 

유의하게 특허 출원 수를 설명한다. 통제변수인 인구는 특허 출원 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P>.05), 지역별 총생산액은 특허 출원 

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Coef.= 4.34e-09,p<.01). 종합하면, R&D 

투자액은 양(+)의 방향으로 특허 출원 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연

구원 수는 음(-)의 방향으로 특허 출원 수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

                   <표 5>특허 출원 수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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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f. t P>|t|

R&D 투자액 .6898688 9.90 0.000

연구원 수 -1.92e-06 -1.85 0.066

인구 -.0001317 -0.36 0.720

지역내 
총생산액

4.75e-09 4.84 0.000

2. 종속변수: 특허 등록 수 

  R&D 투자액과 연구원 수가 특허 등록 수에 미치는 영향은 <표 6>와 

같이 통제변수인 인구는 특허 등록 수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확률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통제변수인 지역 내 총생산액은 

특허 등록 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Coef.=4.75e-0.9, p<.01). 독립

변수 연구원 수(coef.=-1.92e-0.6,P<.1)가  특허 등록 수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R&D 투자액

(Coef.=.69,p<.01) 은 특허 등록 수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수준 0.01에

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R&D 투자액이 특허 등록 수에 미치는 

영향은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연구원 수가 특허 등

록 수에 미치는 영향은 음(-)의 방향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특허 등록 수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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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f. t P>|t|

R&D 투자액 52815.51 0.14 0.892

연구원 수 -4.601442 -0.85 0.395

인구 6424.517 3.37 0.001

지역내 
총생산액

.007645 1.46 0.146

3. 종속변수: 기술시장거래액

  R&D 투자액과 연구원 수가 기술시장거래액에 미치는 영향은 <표 7>

과 같이 통제변수인 인구만이 기술시장거래액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확률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독립변수인 연구원 수와 R&D 투

자액은 모두 기술시장거래액에 유의확률 0.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p>.05).종합하면, R&D 투자액과 연구원 수가 기술시장거

래액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기술시장거래액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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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f. t P>|t|

R&D 투자액 -4922820 -2.58 0.011

연구원 수 318.4103 11.31 0.000

인구 8663.214 0.87 0.386

지역내 
총생산액

.1477556 5.52 0.000

4. 종속변수: 새 상품 수익

  R&D 투자액과 연구원 수가 새 상품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표 8>와 

같이 통제변수인 지역 내 총생산액이 새 상품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유

의확률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인구의 영향은 유의확률 

0.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독립변수인 R&D 투자액은 

유의확률 0.05수준에서 새 상품 수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연구원 

수는 유의확률 0.01수준에서 유의하게 새 상품 수익을 설명하고 있다. 

종합하면 R&D 투자액이 증가할수록 새 상품 수익은 감소되는 경향이 

있고, 연구원의 수가 많아질수록 새 상품 수익은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표 8> 새 상품 수익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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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S

특허 출원 
수 특허 등록 수 기술시장거래

액 새상품 수익

R&D 투자액 0.718*** 0.690*** 52,816 -4.923e+0
6***

(0.0731) (0.0697) (389,490) (1.911e+06
)

연구원 수 -2.33e-
06**

-1.92e-06
* -4.601 318.4***

(1.09e-0
6) (1.04e-06) (5.390) (28.15)

인구 -0.00061
3** -0.000132 6,425*** 8663

-0.00025
9 (0.000366) (1,940) (9957)

지역별GDP 4.34e-09
***

4.75e-09**
* 0.00765 0.148***

(1.03e-0
9) (9.83e-10) (0.00523) (0.0268)

Constant 0.355 -0.498 -2.903e+0
7*** 1.164E+07

(1.704) (1.624) (-8.768e+
06)

(4,440e+07
)

Observation
s 186 186 180 185

Number of 
prov 0.741 0.774 0.233 0.859

R-squared 31 31 30 31

Time 
effects yes yes

  개체고정 효과에서의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9>개체고정효과 회귀분석 결과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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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 37 -

Coef. t P>|t|

R&D 투자액 .1041889 0.86 0.389

연구원 수 -2.85e-07 -0.29 0.770

인구 -.0005611 -1.76 0.080

지역별 GDP 1.27e-09 1.30 0.194

2010년 .1424196 2.20 0.029

2011년 .2790771 2.85 0005

2012년 .5877062 4.75 0.000

2013년 .8068668 5.73 0.000

2014년 1.006816 6.37 0.000

  

  아래 개체의 이질성과 시간의 이질성을 동시에 고려한 이원고정효과로 

회귀분석을 진행하였을 때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2절 이원고정효과 결과 분석

1.종속변수: 특허 출원 수

  R&D 투자액과 연구원 수가 특허 출원 수에 미치는 영향은 <표 10>

와 같이 통제변수인 인구만이 특허 출원 수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확률 

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독립변수인 연구원 수와 R&D 투자

액은 모두 특허 출원 수에 유의확률 0.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5).종합하면, R&D 투자액과 연구원 수가 특허 출원 수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특허 출원 수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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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f. t P>|t|

R&D투자액 -.0009941 -0.01 0.993

연구원 수 5.38e-07 0.55 0.581

인구 -.0003924 -1.23 0.220

지역별 GDP 1.40e-09 1.44 0.153

2010년 .319192 4.93 0.000

2011년 .591161 6.03 0.000

2012년 .7319357 5.92 0.000

2013년 1.003622 7.14 0.000

2014년 1.11949 7.09 0.000

2. 종속변수: 특허 등록 수 

  R&D 투자액과 연구원 수가 특허 등록 수에 미치는 영향은 <표 11>

와 같이 통제변수인 인구와 지역내 총생산액 모두 특허 등록 수에 미치

는 영향은 유의확률 0.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P>.05)독립변수인 연구원 수와 R&D투자액도 모두 특허 등록 수에 유

의확률 0.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5).종합하면, 

R&D 투자액과 연구원 수가 특허 등록 수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특허 등록 수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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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f. t P>|t|

R&D 투자액 -569038.3 -0.65 0.515

연구원 수 -3.420013 -0.57 0.569

총인구 6197.531 3.20 0.002

지역별 GDP .005252 0.86 0.390

2010년 -105948.5 -0.25 0.804

2011년 171670.7 0.25 0.805

2012년 343228.4 0.40 0.690

2013년 690041.9 0.70 0.487

2014년 929364.8 0.83 0.410

3. 종속변수: 기술시장거래액

  R&D 투자액과 연구원 수가 기술시장거래액에 미치는 영향은 <표 

12>와 같이 통제변수인 인구만이 기술시장거래액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

확률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독립변수인 연구원 수와 

R&D 투자액은 모두 기술시장거래액에 유의확률 0.05수준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p>.05).종합하면, R&D 투자액과 연구원 수가 기술

시장거래액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기술시장거래액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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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f. t P>|t|

R&D 투자액 1704582 0.44 0.658

연구원 수 313.2018 10.50 0.000

인구 6887.637 0.71 0.481

지역별 GDP .1589974 5.32 0.000

2010년 -1540562 -0.77 0.441

2011년 -9011727 -2.88 0.005

2012년 -6371899 -1.64 0.103

2013년 -8204543 -1.86 0.065

2014년 -7609327 -1.53 0.127

4. 종속변수: 새 상품 수익

  R&D 투자액과 연구원 수가 새 상품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표 13>

와 같이 통제변수인 지역내 총생산액이 새 상품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확률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인구의 영향은 유의확률 

0.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독립변수인 R&D 투자액은 

유의확률 0.05수준에서 새 상품 수익에 유의하지 않았고 연구원 수는 

유의확률 0.01수준에서 유의하게 새 상품 수익을 설명하고 있다. 종합하

면 R&D 투자액이 새 상품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고 연구

원 수는 양(+)의 방향으로 새 상품 수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표 13> 새 상품 수익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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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특허 출원 수 특허 등록 수 기술시장거래
액

새상품 수익

R&D 투자액 0.104 -0.000994 -569,038 1.705e+0
6

(0.121) (0.120) (871,527) (3.837e+
06)

연구원 수 -2.85e-07 5.38e-07 -3.420 313.2***

(9.75e-07
)

(9.73e-07
)

(5.996) (29.83)

인구 -0.000561
*

-0.000392 6,198*** 6,888

(0.000319) (0.000318
)

(1,934) (9,752)

지역별 GDP 1.27e-09 1.40e-09 0.00525 0.159***

(9.76e-10
)

(9.75e-10
)

(0.00610) (0.0299)

2010년 0.142** 0.319*** -105,948 -1.541e+
06

(0.0648) (0.0647) (426,577) (1.994e+
06)

2011년 0.279*** 0.591*** 171,671 9.012e+0
6***

(0.0981) (0.0980) (692,269) (3.124e+
06)

2012년 0.588*** 0.732*** 343,228 -6.372e+
06

(0.124) (0.124) (859,282) (3.881e+
06)

   이원고정 효과에서의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4> 이원고정효과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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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807*** 1.004*** 690,042  
-8.205e+

06*

(0.141) (0.141) (990,065) (4.420e+
06)

2014년 1.007*** 1.119*** 929,365 -7.609e+
06

(0.158) (0.158) (1.125e+06
)

(4.958e+
06)

Constant 9.954*** 9.834*** -1.942e+0
7

-6.727e+
07

(2.035) (2.032) (1.407e+07
)

(6.381e+
07)

Observation
s

186 186 180 185

Number of 
prov

0.831 0.839 0.251 0.872

R-squared 31 31 30 31

yes yes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그 결과 개체고정에서 R&D 투자액이 특허 출원 수와 특허 등록 수에 

대한 영향이 유의미한 것으로부터 유의하지 않게 결과가 나오고 R&D 

투자액이 새 상품 수익에 대한 영향도 유의미한 것으로부터 유의하지 않

게 나오고 있다.

제3절 가설의 검증

  개체고정효과 모형에서 보면 가설 1-1) ‘R&D 투자액이 증가하면 

특허 출원 수는 증가할 것이다.’는 채택되고 가설 1-2) ‘연구원 수가 

- 42 -

2013년 -0.807*** 1.004*** 690,042  
-8.205e+

06*

(0.141) (0.141) (990,065) (4.420e+
06)

2014년 1.007*** 1.119*** 929,365 -7.609e+
06

(0.158) (0.158) (1.125e+06
)

(4.958e+
06)

Constant 9.954*** 9.834*** -1.942e+0
7

-6.727e+
07

(2.035) (2.032) (1.407e+07
)

(6.381e+
07)

Observation
s

186 186 180 185

Number of 
prov

0.831 0.839 0.251 0.872

R-squared 31 31 30 31

yes yes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그 결과 개체고정에서 R&D 투자액이 특허 출원 수와 특허 등록 수에 

대한 영향이 유의미한 것으로부터 유의하지 않게 결과가 나오고 R&D 

투자액이 새 상품 수익에 대한 영향도 유의미한 것으로부터 유의하지 않

게 나오고 있다.

제3절 가설의 검증

  개체고정효과 모형에서 보면 가설 1-1) ‘R&D 투자액이 증가하면 

특허 출원 수는 증가할 것이다.’는 채택되고 가설 1-2) ‘연구원 수가 



- 43 -

증가하면 특허 출원 수는 증가할 것이다.’는 기각된다.

  이 결과는 특허 출원과 특허 등록은 유사성이 높아 특허출원의 결과와 

특허 등록 수는 동일한 결과로 R&D 투자비와 연구원 수가 모두 유의미

하다는 허태정(2016)의 연구결과와 다른 결과를 얻었다. 또 후호 외

(2012)의 연구에서는 R&D 투자액, 엔지니어와 과학자의 수를 투입 지

표로 특허 출원 수를 산출 지표로 하고 특정지역과 산업을 분석대상으로 

한정하여 R&D 지원성과를 측정하였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R&D 투자액

이 R&D 지원에 대한 효율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는 연구

와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특허 출원에 있어서 자금적인 지원이 큰 의

의가 있다는 것을 추론 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의 세 가지 특허 중 비교

적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고 접근이 쉬우며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

고 산출이 용이한 실용성 신형특허와 외형 디자인특허의 속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해보아야 한다.<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발명특허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두 가지 특허의 총합보다는 적은 

수량을 보여준다. 특허 출원 시나 특허 등록 시 비용이 적게 들고 산출

이 빠르며 신청이 용이한 두 가지 특허 때문에 자금적인 지원만 있으면 

기술함량은 적지만 특허로 출원되거나 등록되는 량이 많아지는 것은 필

연한 결과라고 추론 할 수 있다. 오히려 연구원 수가 늘어 기술함량이 

높은 발명특허에 투입을 늘인다면 비교적 장시간 어려운 과제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특성 때문에 연구원 수가 늘어나면 특허 출원 수는 오

히려 감소될 수 있다.

  이원고정효과 모형에서 보면 가설 1-1) ‘R&D 투자액이 증가하면 

특허 출원 수는 증가할 것이다.’ 는 기각되고 가설 1-2) ‘연구원 수

가 증가하면 특허 출원 수는 증가할 것이다.’는 기각된다. 이는 특허 

출원 수가 시간의 영향을 받는 다는 결론을 보여준다. 시간이 흐르면 

GDP 가 증가하게 되고 자연히 R&D 투자액도 증가하게 되여 이원고정 

효과에서 R&D 투자액이 특허 출원 수에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날 수 있

다. 

  개체고정 모형에서 보면 가설 2-1) ‘R&D 투자액이 증가하면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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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면 특허 출원 수는 증가할 것이다.’는 기각된다.

  이 결과는 특허 출원과 특허 등록은 유사성이 높아 특허출원의 결과와 

특허 등록 수는 동일한 결과로 R&D 투자비와 연구원 수가 모두 유의미

하다는 허태정(2016)의 연구결과와 다른 결과를 얻었다. 또 후호 외

(2012)의 연구에서는 R&D 투자액, 엔지니어와 과학자의 수를 투입 지

표로 특허 출원 수를 산출 지표로 하고 특정지역과 산업을 분석대상으로 

한정하여 R&D 지원성과를 측정하였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R&D 투자액

이 R&D 지원에 대한 효율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는 연구

와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특허 출원에 있어서 자금적인 지원이 큰 의

의가 있다는 것을 추론 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의 세 가지 특허 중 비교

적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고 접근이 쉬우며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

고 산출이 용이한 실용성 신형특허와 외형 디자인특허의 속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해보아야 한다.<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발명특허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두 가지 특허의 총합보다는 적은 

수량을 보여준다. 특허 출원 시나 특허 등록 시 비용이 적게 들고 산출

이 빠르며 신청이 용이한 두 가지 특허 때문에 자금적인 지원만 있으면 

기술함량은 적지만 특허로 출원되거나 등록되는 량이 많아지는 것은 필

연한 결과라고 추론 할 수 있다. 오히려 연구원 수가 늘어 기술함량이 

높은 발명특허에 투입을 늘인다면 비교적 장시간 어려운 과제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특성 때문에 연구원 수가 늘어나면 특허 출원 수는 오

히려 감소될 수 있다.

  이원고정효과 모형에서 보면 가설 1-1) ‘R&D 투자액이 증가하면 

특허 출원 수는 증가할 것이다.’ 는 기각되고 가설 1-2) ‘연구원 수

가 증가하면 특허 출원 수는 증가할 것이다.’는 기각된다. 이는 특허 

출원 수가 시간의 영향을 받는 다는 결론을 보여준다. 시간이 흐르면 

GDP 가 증가하게 되고 자연히 R&D 투자액도 증가하게 되여 이원고정 

효과에서 R&D 투자액이 특허 출원 수에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날 수 있

다. 

  개체고정 모형에서 보면 가설 2-1) ‘R&D 투자액이 증가하면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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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수가 증가할 것이다.’는 채택되고 가설 2-2) ‘연구원 수가 증가

하면 특허 등록 수가 증가할 것이다.’는 기각된다.

  정부가 R&D 투자액을 증가함으로써 특허 출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지만, 특허 그 자체의 기술적 응용과 가치를 담보할 수는 없다. 윤지

웅(2012)의 연구에서는 특허 출원과 등록의 연관성을 문제로 제기하며 

그 영향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연구하였다. 연구에서는 특허 출원 후 통계

적으로 50%정도의 특허가 출원 후 등록된다고 밝혔다. 특허 등록 수는 

특허 출원 수와 마찬가지로 R&D 투자액의 다소의 영향을 받는다. 하지

만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문제는 R&D 투자액의 증가는 특허 산출

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 왔지만 과연 그 자체의 기술적 효용성과 성

과의 기술적 가치를 담보할 수 있을 가 이다. <그림 9>, <그림 10>에서 

볼 수 있다시피 쟝쑤 성은 특허 출원 수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성공적

으로 등록된 특허 수는 50%도 되지 않았다. 특허 출원이 가장 많은 성

이지만 등록에는 성공을 많이 하지 못했다는 것은 특허의 구조적문제를 

측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기술함량이 낮은 연구 성과들이 너무 

많아서 등록 시 대거 탈락했을 가능성이 보인다. 구조적 합리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기술적 효용성과 성과의 기술적 가치를 담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함을 추론할 수 있다.

  이원고정효과 모형에서 보면 가설 2-1) ‘R&D 투자액이 증가하면 

특허 등록 수가 증가할 것이다.’는 기각되고 가설 2-2) ‘연구원 수가 

증가하면 특허 등록 수가 증가할 것이다.’는 기각된다. 이는 특허 등록 

수도 시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면 GDP 

가 증가하게 되고 자연히 R&D 투자액도 증가하게 되여 이원고정 효과

에서 R&D 투자액이 특허 등록 수에도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날 수 있

다.

  개체고정 모형에서 보면 가설 3-1) ‘R&D 투자액이 증가하면 기술

시장거래액이 증가할 것이다.’는 기각되고 가설 3-2) ‘연구원 수가 

증가하면 기술시장거래액이 증가할 것이다.’는 기각된다.

  이 결과를 통해 R&D 투자액과 연구원 수의 증가가 기술시장거래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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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수가 증가할 것이다.’는 채택되고 가설 2-2) ‘연구원 수가 증가

하면 특허 등록 수가 증가할 것이다.’는 기각된다.

  정부가 R&D 투자액을 증가함으로써 특허 출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지만, 특허 그 자체의 기술적 응용과 가치를 담보할 수는 없다. 윤지

웅(2012)의 연구에서는 특허 출원과 등록의 연관성을 문제로 제기하며 

그 영향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연구하였다. 연구에서는 특허 출원 후 통계

적으로 50%정도의 특허가 출원 후 등록된다고 밝혔다. 특허 등록 수는 

특허 출원 수와 마찬가지로 R&D 투자액의 다소의 영향을 받는다. 하지

만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문제는 R&D 투자액의 증가는 특허 산출

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 왔지만 과연 그 자체의 기술적 효용성과 성

과의 기술적 가치를 담보할 수 있을 가 이다. <그림 9>, <그림 10>에서 

볼 수 있다시피 쟝쑤 성은 특허 출원 수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성공적

으로 등록된 특허 수는 50%도 되지 않았다. 특허 출원이 가장 많은 성

이지만 등록에는 성공을 많이 하지 못했다는 것은 특허의 구조적문제를 

측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기술함량이 낮은 연구 성과들이 너무 

많아서 등록 시 대거 탈락했을 가능성이 보인다. 구조적 합리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기술적 효용성과 성과의 기술적 가치를 담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함을 추론할 수 있다.

  이원고정효과 모형에서 보면 가설 2-1) ‘R&D 투자액이 증가하면 

특허 등록 수가 증가할 것이다.’는 기각되고 가설 2-2) ‘연구원 수가 

증가하면 특허 등록 수가 증가할 것이다.’는 기각된다. 이는 특허 등록 

수도 시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면 GDP 

가 증가하게 되고 자연히 R&D 투자액도 증가하게 되여 이원고정 효과

에서 R&D 투자액이 특허 등록 수에도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날 수 있

다.

  개체고정 모형에서 보면 가설 3-1) ‘R&D 투자액이 증가하면 기술

시장거래액이 증가할 것이다.’는 기각되고 가설 3-2) ‘연구원 수가 

증가하면 기술시장거래액이 증가할 것이다.’는 기각된다.

  이 결과를 통해 R&D 투자액과 연구원 수의 증가가 기술시장거래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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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은 자금과 인재의 투입으로 설명되지 않

는 부분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각 지역은 기술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하

여 지역 발전에 필요한 각종 기술들을 획득하고 기술 이전을 실현한다. 

중국은 기술이전 계약서를 등록하여 기술 이전을 실현할 때 세수우대정

책을 실시하므로 이 또한 기술시장거래액에 영향을 주는 정책의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다. 기업 소득세법 제27조항에서는 민간 기업이 기술이전

을 통해 얻은 소득에서 500만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세를 면제하

고 500만을 초과한 부분에서는 반으로 감면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였

다.(기업 소득세법, 2016)국가의 이런 정책 실시는 기술시장에 영향을 

주고 그 거래액에도 영향을 준다고 추론 할 수 있다.

  이원고정 모형에서 보면 가설 3-1) ‘R&D 투자액이 증가하면 기술

시장거래액이 증가할 것이다.’는 기각되고 가설 3-2) ‘연구원 수가 

증가하면 기술시장거래액이 증가할 것이다.’는 기각된다. 개체고정 모

형과 같은 결론이다. 

  개체고정 모형에서 보면 가설 4-1) ‘R&D 투자액이 증가하면 새 상

품 수익도 증가할 것이다.’는 기각되고 가설 4-2) ‘연구원 수가 증가

하면 새 상품 수익도 증가할 것이다.’는 채택된다.

  독립변수인 R&D 투자액이 새 상품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음(-)의 

방향으로, 연구원 수가 새 상품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양(+)의 방향으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 결과는 양얜(2011)의 R&D 투자액이 새 

상품 수익에 대한 영향을 연구한 결과, R&D 연구원 수가 새 상품 수익

에 대한 영향이 가장 컸다는 결론과 동일하다. 그리고 투자액이 1%증가

할 때마다 새 상품 수익이 0.772% 증가하였고 연구 원 수가 1%증가 

할 때마다 새 상품 수익이 0.193% 씩 증가하였다는 한섄풍 외(2010)

의 연구와는 상이하다. 한섄풍 외(2010)의 연구는 2003-2007년 사이

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므로 2008-2014년 사이의 R&D 활동과 새 상

품 수익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에는 부적절하다. 해당 선행연구와 이 

연구는 분석한 데이터의 시간이 다르므로 이 논문은 보다 업데이트 된 

결과를 보여준다. 새 상품은 새로운 기술원리, 새로운 디자인 사고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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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은 자금과 인재의 투입으로 설명되지 않

는 부분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각 지역은 기술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하

여 지역 발전에 필요한 각종 기술들을 획득하고 기술 이전을 실현한다. 

중국은 기술이전 계약서를 등록하여 기술 이전을 실현할 때 세수우대정

책을 실시하므로 이 또한 기술시장거래액에 영향을 주는 정책의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다. 기업 소득세법 제27조항에서는 민간 기업이 기술이전

을 통해 얻은 소득에서 500만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세를 면제하

고 500만을 초과한 부분에서는 반으로 감면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였

다.(기업 소득세법, 2016)국가의 이런 정책 실시는 기술시장에 영향을 

주고 그 거래액에도 영향을 준다고 추론 할 수 있다.

  이원고정 모형에서 보면 가설 3-1) ‘R&D 투자액이 증가하면 기술

시장거래액이 증가할 것이다.’는 기각되고 가설 3-2) ‘연구원 수가 

증가하면 기술시장거래액이 증가할 것이다.’는 기각된다. 개체고정 모

형과 같은 결론이다. 

  개체고정 모형에서 보면 가설 4-1) ‘R&D 투자액이 증가하면 새 상

품 수익도 증가할 것이다.’는 기각되고 가설 4-2) ‘연구원 수가 증가

하면 새 상품 수익도 증가할 것이다.’는 채택된다.

  독립변수인 R&D 투자액이 새 상품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음(-)의 

방향으로, 연구원 수가 새 상품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양(+)의 방향으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 결과는 양얜(2011)의 R&D 투자액이 새 

상품 수익에 대한 영향을 연구한 결과, R&D 연구원 수가 새 상품 수익

에 대한 영향이 가장 컸다는 결론과 동일하다. 그리고 투자액이 1%증가

할 때마다 새 상품 수익이 0.772% 증가하였고 연구 원 수가 1%증가 

할 때마다 새 상품 수익이 0.193% 씩 증가하였다는 한섄풍 외(2010)

의 연구와는 상이하다. 한섄풍 외(2010)의 연구는 2003-2007년 사이

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므로 2008-2014년 사이의 R&D 활동과 새 상

품 수익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에는 부적절하다. 해당 선행연구와 이 

연구는 분석한 데이터의 시간이 다르므로 이 논문은 보다 업데이트 된 

결과를 보여준다. 새 상품은 새로운 기술원리, 새로운 디자인 사고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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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내용 개체고정 이원고정

가설1
-1

R&D 투자액이 증가하면 특허 출원  
 수는 증가할 것이다. 채택 기각

가설 
1-2

연구원 수가 증가하면 특허 출원 
수는 증가할 것이다. 기각 기각

가설2
-1

R&D 투자액이 증가하면 특허 등록 
수는 증가할   것이다. 채택 기각

가설2
-2

연구원 수가 증가하면 특허 등록 
수는 증가할 것이다. 기각 기각

가설 
3-1

R&D 투자액이 증가하면 
기술시장거래액이   증가할 것이다. 기각 기각

가설 
3-2

연구원 수가 증가하면 
기술시장거래액이 증가할 것이다. 기각 기각

가설 R&D 투자액이 증가하면 새 상품 기각 기각

으로 제작 생산된 새로운 상품을 말한다. 구조, 재질 ,공예 등 모 방면에

서 원유의 제품보다 현저한 개선을 이루어 상품의 성능을 대대적으로 확

대한 상품을 말한다. 업그레이드 된 상품을 만들기 위하여 연구원들의 

기술함량 높은 연구 성과가 필요하다. 투자액을 늘이기보다 제품을 업그

레이드 시킬 수 있는 연구원들의 가치가 새 상품 수익에서는 더 인정받

고 있다고 추론 할 수 있다. 

  이원고정 모형에서 보면 가설 4-1)’R&D 투자액이 증가하면 새 상

품수익도 증가할 것이다.’는 기각되고 가설 4-2)’연구원 수가 증가하

면 새 상품 수익도 증가할 것이다.’는 채택된다. 개체고정효과 모형과 

같은 결론이다. 연구원들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고 있다.

  

                         <표 15>가설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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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내용 개체고정 이원고정

가설1
-1

R&D 투자액이 증가하면 특허 출원  
 수는 증가할 것이다. 채택 기각

가설 
1-2

연구원 수가 증가하면 특허 출원 
수는 증가할 것이다. 기각 기각

가설2
-1

R&D 투자액이 증가하면 특허 등록 
수는 증가할   것이다. 채택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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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원 수가 증가하면 특허 등록 
수는 증가할 것이다. 기각 기각

가설 
3-1

R&D 투자액이 증가하면 
기술시장거래액이   증가할 것이다. 기각 기각

가설 
3-2

연구원 수가 증가하면 
기술시장거래액이 증가할 것이다. 기각 기각

가설 R&D 투자액이 증가하면 새 상품 기각 기각

으로 제작 생산된 새로운 상품을 말한다. 구조, 재질 ,공예 등 모 방면에

서 원유의 제품보다 현저한 개선을 이루어 상품의 성능을 대대적으로 확

대한 상품을 말한다. 업그레이드 된 상품을 만들기 위하여 연구원들의 

기술함량 높은 연구 성과가 필요하다. 투자액을 늘이기보다 제품을 업그

레이드 시킬 수 있는 연구원들의 가치가 새 상품 수익에서는 더 인정받

고 있다고 추론 할 수 있다. 

  이원고정 모형에서 보면 가설 4-1)’R&D 투자액이 증가하면 새 상

품수익도 증가할 것이다.’는 기각되고 가설 4-2)’연구원 수가 증가하

면 새 상품 수익도 증가할 것이다.’는 채택된다. 개체고정효과 모형과 

같은 결론이다. 연구원들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고 있다.

  

                         <표 15>가설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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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수익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4-2

연구원 수가 증가하면 새 상품 
수익이 증가할 것이다. 채택 채택

     

제5장 결론 

제1절 주요 연구결과

  31개 성에 투입된 투자액과 연구원 수가 어떤 경제적 기술적 성과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2008-2013년의 R&D 사업에 투입된 

투자액과 지역별 연구원 수를 독립변수로 그에 산출된 2009-2014년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31개 성(베이징, 텐진, 상하이, 충칭 등 4개 직할시와 23개의 성, 5개 

자치구, 2개의 특별행정구 등 34개 성급행정구 중 홍콩, 마카오, 대만을 

제외한 31개성)을 독립변수로 선정하고 그 성과로 분석한 변수는 특허 

출원 수, 특허 등록 수, 기술시장거래액, 새 상품 수익 등이다. 측정에 

있어서 지역별 특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지역별 인구수, 지역별 총생산액

을 통제 변수로 설정하였다. 개체고정효과에서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R&D투자액과 연구원 수가 특허 출원 수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

원 수는 유의확률 0.05수준에서, R&D투자액은 0.01수준에서 유의하게 

특허 출원 수를 설명하고 있다. 독립변수 연구원 수(coef.=-2.33e-0.6,P<0.5)

은 음(-)으로 특허 출원 수에 영향을 미치고 R&D 투자액(coef.=0.718,P<.01)

은 양(+)으로 유의미하게 특허 출원 수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R&D 투자액과 연구원 수가 특허 등록 수에 미치는 영향은 연

구원 수는 유의확률 0.1수준에서 유의하게 특허 등록 수를 설명하고 있

다. 독립변수 R&D 투자액은 0.01수준에서 유의하게 특허 등록 수를 설

명하고 있다. R&D 투자액(coef.=0.690,P<.01)은 양(+)으로 특허 등

록 수에 영향을 미쳤고 연구원 수(coef.=-1.92e-06,P<.1)는 음(-)으

로 유의미하게 특허 등록 수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R&D 투자액과 연구원 수가 기술시장거래액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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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수익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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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이 증가할 것이다. 채택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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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31개성)을 독립변수로 선정하고 그 성과로 분석한 변수는 특허 

출원 수, 특허 등록 수, 기술시장거래액, 새 상품 수익 등이다. 측정에 

있어서 지역별 특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지역별 인구수, 지역별 총생산액

을 통제 변수로 설정하였다. 개체고정효과에서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R&D투자액과 연구원 수가 특허 출원 수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

원 수는 유의확률 0.05수준에서, R&D투자액은 0.01수준에서 유의하게 

특허 출원 수를 설명하고 있다. 독립변수 연구원 수(coef.=-2.33e-0.6,P<0.5)

은 음(-)으로 특허 출원 수에 영향을 미치고 R&D 투자액(coef.=0.718,P<.01)

은 양(+)으로 유의미하게 특허 출원 수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R&D 투자액과 연구원 수가 특허 등록 수에 미치는 영향은 연

구원 수는 유의확률 0.1수준에서 유의하게 특허 등록 수를 설명하고 있

다. 독립변수 R&D 투자액은 0.01수준에서 유의하게 특허 등록 수를 설

명하고 있다. R&D 투자액(coef.=0.690,P<.01)은 양(+)으로 특허 등

록 수에 영향을 미쳤고 연구원 수(coef.=-1.92e-06,P<.1)는 음(-)으

로 유의미하게 특허 등록 수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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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고 있지 않다.(P>0.05) R&D 투자액과 연구원 수가 기술시장거

래액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R&D투자액과 연구원 수가 새 상품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독립

변수 연구원 수와 R&D투자액은 유의확률 0.01수준에서 유의하게 새 상

품 수익을 설명하고 있다. 독립변수 R&D투자액(coef.=-4.923e+0.6,P<0.01)

은 음(-)으로 새 상품 수익에 영향을 미쳤고 연구원 수(coef.=318.4,P<0.01)

은 양(+)으로 유의미하게 새 상품 수익에 영향을 미쳤다.

  이원고정 효과에서 보면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R&D 투자액과 연구원 수가 특허 출원 수에 미치는 영향은 독

립변수 연구원 수와 R&D 투자액 모두 특허 출원 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P>0.05) 

  둘째, R&D 투자액과 연구원 수가 특허 등록 수에 미치는 영향은 독

립변수 연구원 수와 R&D 투자액 모두 특허 등록 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P>0.05) 

  셋째, R&D 투자액과 연구원 수가 기술시장거래액에 미치는 영향은 

독립변수 연구원 수와 R&D 투자액 모두 기술시장거래액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고 있지 않다.(P>0.05)

  넷째, R&D 투자액과 연구원 수가 새 상품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독

립변수 R&D 투자액은 새상품 수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고

(P>.05) 독립변수 연구원 수는 유의확률 0.01의 수준에서 유의하게 새 

상품 수익을 설명한다. 독립변수 R&D 투자액은 새 상품 수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연구원 수(coef.=313.2,P<0.01)은 양(+)으로 유의미하

게 새 상품 수익에 영향을 미쳤다.

제2절 연구의 시사점

  중국의 R&D 투자는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성과 추정에 특허이거나 

지역 총생산액이나 기업의 매출액을 사용해왔는데 전반적인 지역 R&D 

성과를 추정하는데 과연 적합할 것인가 생각하고 있었다. 이 논문은 경

제기술성장의 새로운 두 가지 지표인 새 상품 수익과 기술시장거래액을 

더하여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 된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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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연구에서는 2008년 이후의 데이터 분석이 결여한 상태여서 

2008년 이후  데이터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 논문에서는 지역적 특

성을 최대한 배제하여 R&D 투자액과 연구원 수가 7년 동안 31개 성의 

경제기술발전에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

고 있다.

  첫째, 특허 분야 구조적 조정 및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

중국은 지역적 차이가 현저하고 그 차이를 특허 등록에서도 볼 수 있다. 

화동과 화남 지역에 전국 특허 등록 수의 70%가 자리 잡고 있으며 서

북, 서남 지역은 등록 비례가 3%도 안 되며 특허 신청 구조도 이상적이

지 못하다. 발명 특허는 세 가지 특허 중 기술 함량이 가장 높은 특허인

데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2010년 특허 출원 중 발명 특허는 32%, 특허 

등록 수 중 발명 특허는 16.6%을 차지하였다.   2014년에는 각각 

39%, 17.9%의 수치를 기록하였다. 증가의 추세는 보여주었지만 기술 

함량이 가장 높은 특허로서 출원 수와 등록 수가 너무 적다. 이는 발명 

특허가 생산 투입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다른 특허

보다 현저하게 높기 때문일 것이다. <그림 10>에서 보다시피 쟝쑤 성을 

예로 들면 쟝쑤성은 도자기, 의류, 장식 재료, 방직 공업 등 일용산업이 

발달하고 대량의 중소기업이 자리 잡고 있어서 외형 디자인 특허를 많이 

신청한다. 지역 특색의 발전 모식이 합리적이긴 하지만 가장 많은 R&D 

투자액으로 50%도 안 되는 특허 등록 수를 산출해내는 것은 일종의 낭

비일 수도 있다고 본다. R&D 투자액이 충분히 많을 때 쟝쑤 성이 시급

하게 필요한 것은 발명특허를 산출해낼 수 있는 과학적 인재의 확대이

다. 쟝쑤성의 인재 구조 분석을 보면 과학자와 엔지니어가 R&D 연구원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4.2%로 전국 평균수준 보다 6.2% 낮다. 장기적

인 연구성과 측정과 장려의 관리방법으로 인해 과학연구소에서 논문발표

에만 집중하고 연구 성과를 특허로 전환하고 생산에 투입하는 것을 망각

한 현실도 특허 구조 불합리성에 영향을 준다고 추론 할 수 있다. 특허

의 등록이거나 새 상품 수익의 증가에는 연구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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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성과가 필요하다. 실질적인 기술 응용을 위하여 기술적 가치가 높

은 항목에 인재지원을 더하여야 한다.

  둘째, 기술시장거래의 무난한 진행을 위하여 정부의 정책적 변화를 가

져와야 한다. 기술 시장은 기술서비스와 기술상품의 경영활동을 제공하

는 장소이다. 그 경영범위로는 기술개발은 기술을 장악하고 있는 한쪽이 

다른 쪽에 위탁을 하여 기술항목에 대한 연구·설계·응용 등을 진행하

는 업무내용이다. 기술이전은 기술성과를 다른 기업에 이전하는 경영방

식으로 이전하는 기술로는 특허의 기술, 브랜드, 비 특허기술로는 전통

공예품종, 관리방법 등이 있다. 그 외에도 기술 컨설팅, 기술 서비스, 기

술 매개, 기술 육성, 기술 주식거래 등 도 있다. 이중 기술매개에서 생긴 

문제를 예로 들면 일부 정부부문에서는 기술 시장을 발전할 때 직무를 

이용하여 과학기술기구를 설립하여 정부배경 하에서의 중개기구를 소지

하고 있다. 이런 기구들은 활력이 부족하고 타 과학기술기관과의 공정경

쟁을 진행할 수 없으며 기술시장에서 독점의 지위에 있다. 이는 시장경

쟁의 공정성을 파괴하고 시장 환경을 파괴하며 민영과학기술중개기구의 

발전을 억제하였으며 특수한 이익 관계로 이런 기구들이 정부를 먹여 살

리는 모식이 생기게 되었다. 기술시장건설에 필요한 정부자금이 또한 부

족하다. 세수우대정책과 같은 정책을 실시하지만 연구 개발자금을 제12

차5개년계획과 같은 중대계획에 따라 <그림 8>에서 보시다시피 전자정

보, 선진 제조업, 현대교통영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고 기술 시장과 

같은 과학기술성과 유통 영역에 투입이 적다. 기술 시장의 기술료 징수, 

기술매개 운영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시급하다.

  한편,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이 논문에서는 전체 R&D 투자액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는데 

여기에는 정부, 민간, 외국의 R&D가 모두 포함된다. 이는 지역 R&D 중 

과연 정부, 민간, 외국의 R&D 중 어느 변수가 종속변수에 가장 많은 영

향을 주었는지 분석할 수가 없었다. 세 가지 변수를 각각 설명하고 싶었

지만 지역별로 나온 데이터가 없어서 데이터 한계가 존재하였다.

  둘째, 경제발전을 가늠하는 요소로 특허 출원 수, 특허 등록 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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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모식이 생기게 되었다. 기술시장건설에 필요한 정부자금이 또한 부

족하다. 세수우대정책과 같은 정책을 실시하지만 연구 개발자금을 제12

차5개년계획과 같은 중대계획에 따라 <그림 8>에서 보시다시피 전자정

보, 선진 제조업, 현대교통영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고 기술 시장과 

같은 과학기술성과 유통 영역에 투입이 적다. 기술 시장의 기술료 징수, 

기술매개 운영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시급하다.

  한편,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이 논문에서는 전체 R&D 투자액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는데 

여기에는 정부, 민간, 외국의 R&D가 모두 포함된다. 이는 지역 R&D 중 

과연 정부, 민간, 외국의 R&D 중 어느 변수가 종속변수에 가장 많은 영

향을 주었는지 분석할 수가 없었다. 세 가지 변수를 각각 설명하고 싶었

지만 지역별로 나온 데이터가 없어서 데이터 한계가 존재하였다.

  둘째, 경제발전을 가늠하는 요소로 특허 출원 수, 특허 등록 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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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거래액, 새 상품 수익 등으로 제한하였다. 논문 수나 기술 징수액 

등 요인을 추가한다면 R&D 활동이 경제발전에 대해 좀 더 설명력이 높

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역시 지역별 데이터가 없

었다.

  셋째, R&D 활동이 시장기술거래액과 새 상품 수익에 대한 관계에서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서 좀 더 많은 조사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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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Chinese R&D 

activities performances

       -based on 31 provinces in China- 

                                                   MA XIANJI

                      Major in public adnim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Chinese R&D investment status, 

China has relatively low value than developed countries and still 

has a mess of problems in R&D structure. There is a big gap 

between cities and also lack of study about efficiency of R&D. 

There is also the problem that proper research is not done in 

the measurement of regional R&D efficiency. It is difficult to 

estimate the overall R&D outcomes by presenting the results of 

the research in a rather limited field and the empirical analysis 

is insufficient. Therefore,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s R&D activities and economic and technological growth 

can provide an academic direction for solving the above 

problems, and provide the rationale for finding more effective 

implementation strategies in developing R&D activities. 

  Therefore, in this study, I would like to give a real meaning to 

suggest a policy plan that will ultimately benefit the rapid, stabl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Chinese economy through 

analyzing the causality between R&D activities and Chi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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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and technological growth. 

  In this study, I u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explain 

independent variable’s effects on dependent variable using 

object fixed effect and binary fixed effect, and this result is 

presented in a more realistic and organic relation.

  For the analysis, the number of researchers in 31 provinces 

during the period of 2008-2013 and R&D investment in 31 

provinces during the period of 2008-2013 were set as 

independent variable. 31 provinces (31 provinces excluding Hong 

Kong, Macao and Taiwan).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the number of patents registered, the amount of technology 

market turnover, and the revenue of new products were selected 

as the index of output. In order to exclude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in the performance measurement, The results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fixed object effect and double fixed 

effect. The results of the stationary effect a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 of R & D investment, which was an independent 

variable, explained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significantly 

in positive(+) direction(coef.=0.718,P<.01), but the number of 

researchers, which was the other independent variable, explained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significantly in negative(-) 

directions (coef.=-2.33e-0.6,P<.05). In sum, the more R&D 

investment increase, the more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increase, but the more number of researchers increase, the more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decrease.

  Second, the effect of R & D investment, which was an independent 

variable, explained the number of patent registrations significantly in 

positive(+) direction(coef.=0.690,P<.01), but the number of researchers, 

which was the other independent variable, explained the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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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patent registrations significantly in negative(-) directions 

(coef.=-1.92e-0.6, P<0.1). In sum, the more R&D investment 

increase, the more the number of patent registrations increase, 

but the more number of researchers increase, the more the 

number of patent registrations decrease.

  Third, the effect of R&D investment and the number of 

researchers, which are independent variables, did not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number of technical market 

turnover(P>.05). In sum, the effect of R&D investment and the 

number of researchers on the number of technical market 

turnover was not significant.  

  Forth, the effect of R & D investment, which was an independent 

variable, explained the number of new products significantly in 

negative (-) direction(coef.=4.923e+0.6,P<.05), but the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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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 influence on the number of patent registrations(P>.05). In 

sum, the effect of R&D investment and the number of 

researchers on the number of patent registrations wa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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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s, which are independent variables, did not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technical market turnover(P>.05). In sum, 

the effect of R&D investment and the number of researchers on 

the number of technical market turnover was not significant.

  Forth, the effect of R & D investment, which was an 

independent variable, did not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number of new products, and the number of researchers, which 

was the other independent variable, explained the number of new 

products significantly in positive (+) directions (coef.=313.2,P<0.01). 

In sum, the more number of researchers increase, the more the 

number of new products increase but the number of R&D 

investment did not have significant influence.

Keywords: Research and Development, R&D investment by 

China, economic growth theory

Student number: 2013-23950

- 58 -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number of patent registrations(P>.05). In 

sum, the effect of R&D investment and the number of 

researchers on the number of patent registrations was not 

significant.

  Third, the effect of R&D investment and the number of 

researchers, which are independent variables, did not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technical market turnover(P>.05). In sum, 

the effect of R&D investment and the number of researchers on 

the number of technical market turnover was not significant.

  Forth, the effect of R & D investment, which was an 

independent variable, did not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number of new products, and the number of researchers, which 

was the other independent variable, explained the number of new 

products significantly in positive (+) directions (coef.=313.2,P<0.01). 

In sum, the more number of researchers increase, the more the 

number of new products increase but the number of R&D 

investment did not have significant influence.

Keywords: Research and Development, R&D investment by 

China, economic growth theory

Student number: 2013-23950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이론적 논의
	1. R&D의 개념
	2. 경제성장이론 측면에서의 R&D
	3. 연구개발의 문제점

	제2절 중국의 현황 
	1. R&D 투자액과 중국의 현황
	2. 연구원 수와 중국의 현황
	3. 특허와 중국의 현황
	4. 기술시장거래액과 중국의 현황
	5. 새 상품 수익과 중국의 현황

	제3절 R&D활동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1. 국외 연구현황
	2. 중국과 한국의 연구


	제3장 분석틀과 분석방법
	제1절 개념적 준거 틀
	제2절 연구가설
	제3절 분석자료
	1. 종속변수
	2. 독립변수
	3. 통제변수

	제4절 분석방법

	제4장 R&D 활동에 대한 성과분석 
	제1절 개체고정효과 결과 분석
	1. 종속변수: 특허 출원 수
	2. 종속변수: 특허 등록 수
	3. 종속변수: 기술시장거래액
	4. 종속변수: 새 상품 수익

	제2절 이원고정효과 결과 분석
	1. 종속변수: 특허 출원 수
	2. 종속변수: 특허 등록 수
	3. 종속변수: 기술시장거래액
	4. 종속변수: 새 상품 수익

	제3절 가설의 검증

	제5장 결론
	제1절 주요 연구결과
	제2절 연구의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startpage>11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3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4
 제1절 이론적 논의 4
  1. R&D의 개념 4
  2. 경제성장이론 측면에서의 R&D 4
  3. 연구개발의 문제점 7
 제2절 중국의 현황  7
  1. R&D 투자액과 중국의 현황 7
  2. 연구원 수와 중국의 현황 10
  3. 특허와 중국의 현황 13
  4. 기술시장거래액과 중국의 현황 16
  5. 새 상품 수익과 중국의 현황 17
 제3절 R&D활동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17
  1. 국외 연구현황 18
  2. 중국과 한국의 연구 18
제3장 분석틀과 분석방법 23
 제1절 개념적 준거 틀 23
 제2절 연구가설 23
 제3절 분석자료 24
  1. 종속변수 25
  2. 독립변수 28
  3. 통제변수 30
 제4절 분석방법 30
제4장 R&D 활동에 대한 성과분석  32
 제1절 개체고정효과 결과 분석 32
  1. 종속변수: 특허 출원 수 32
  2. 종속변수: 특허 등록 수 33
  3. 종속변수: 기술시장거래액 34
  4. 종속변수: 새 상품 수익 35
 제2절 이원고정효과 결과 분석 37
  1. 종속변수: 특허 출원 수 37
  2. 종속변수: 특허 등록 수 38
  3. 종속변수: 기술시장거래액 39
  4. 종속변수: 새 상품 수익 40
 제3절 가설의 검증 42
제5장 결론 47
 제1절 주요 연구결과 47
 제2절 연구의 시사점 48
참고문헌 52
Abstract 55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