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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후 중국은풍부한 저임 노동력에 기초한 비교우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경제의 고도성

장을달성했다. 하지만최근중국은보다지속가능한성장을추구하면서 ‘혁신’을경제성장의새로운

엔진으로, ‘기업’을 혁신의 주체로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고는 중국 기업의

혁신에주목하되, 특히서로다른소유제기업간에존재하는혁신관련행위패턴의차이를私기업

을중심으로탐색하고자하였다. 설문조사를통해얻은 302개 중국기업에관한자료를분석해본

결과, 중국의 사기업은 비록 R&D 관련 투입이 적고 대학 및 연구소와 같은 이른바 상류

(upstream)에 존재하는지식원천의활용도미진하지만, 혁신관련투입을산출로바꾸는 효율성

은국유기업에비해오히려높은것으로나타났다. 중국사기업의이와같은혁신효율성은, 외부에

서도입한기술을소화․흡수하는데있어서남다른노력을기울인다는점과더불어 ‘고객’이라는지

식흐름하류(downstream)에존재하는또하나의원천을적극적으로사용하기때문인것으로드

러났다. 이와같은결과는, 중국의사기업이그발전정도가낮아혁신을수행하기에는역부족이라는

기존의인식이수정될필요가있으며, 중국내수시장진입을꾀하는한국기업들에게는중국의고객

과소통하고그를기반으로수요견인형혁신을추구하는방법을중국사기업들에서배울필요가있

음을시사한다.

주제어: 중국, 혁신, 사기업, 고객

* 본고 제1저자는 2010년도 국민대학교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2저
자는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NRF-2009-362-B00011)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기업 설문조사 
자료는 2007~2008년 캐나다의 IDRC(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er)의 지
원을 받아 본고 제1저자 등이 수집한 자료를 재활용하였다. 이에 감사드리며 더불어 2010

년 6월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주관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본고의 초기 버전
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을 해주신 대전대학교 김병구 교수와 본고의 심사를 맡아주신 두 
분의 익명 심사자께도 감사드린다. 이와 같은 도움에도 불구하고 본고에 아직 남아 있는 
한계점은 모두 저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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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978년 개혁개방 이래 중국경제가 장기에 걸쳐 비교적 안정적인 고도성장
을 지속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과거 중앙집중식 계획경제체제 
시절 박탈했던 미시(微視) 경제주체들의 자율성과 사적(私的)인 이익추구권
을 (부분적․ 점진적으로나마) 회복시켜 줌으로써 그들이 보다 효율적인 생산
과 경영을 모색하도록 했기 때문이다(林毅夫 ․ 蔡昉 ․ 李周, 1999; Naughton, 

2007; 吳敬璉, 2003). 다시 말해, 지난 한 세대에 걸친 중국경제의 성공적 
성장은, 스스로 존망과 성패를 책임져야 하는 자율적인 기업(및 농가)들의 
재(再)탄생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1

이론적으로, ‘자율성’은,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 추구권이 함께 보장된다는 
전제 위에서, 기업 등 개별경제주체로 하여금 가용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
로 배치․ 활용(본고에서는 이를 ‘新고전학파적 성과’라 칭함)하게 하는 촉매
제임과 동시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노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충
(본고에서는 이를 ‘新슘페터리안 성과’라 칭함)하게 하는 필요조건이기도 하
다. 

그런데, 개혁개방 이후 지난 30여 년 동안의 중국경제는, 자원의 보다 효
율적인 배분이라는 新고전학파적 성과에 있어서는 상당히 성공적이었으나(林
毅夫 ․ 蔡昉 ․ 李周, 1999),2 창의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충이라
는 新슘페터리안 성과에 있어서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회의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기업들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global production network, 

GPN) 속에서 저부가가치 생산 공정에 특화하고 있다든가 첨단기술의 대외
의존도가 오히려 심화되었다는 등의 비판이 이와 궤를 같이 한다(21世紀經

1. 여기서 ‘재(再)탄생’이라 부르는 것은, 1950년대 중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구축 
이전에 중국 내에 자율성을 띈 사적 경제주체들이 존재했음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2. 林毅夫 ∙ 蔡昉 ∙ 李周(1999)는 개혁개방 정책이 중국의 자원부존에 비춰 볼 때 비교우
위가 있는 산업, 즉 노동집약적 산업 분야의 성장을 촉진한 것이 지난 세대에 걸친 
고성장의 주된 요인이었다고 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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濟報道, 2005; 左大培, 2003; Nolan, 2001; Liu, 2009). 또한 중국 정부가 
‘혁신형 국가(創新性國家)’ 건설을 제11차 5개년(2006~2010년) 경제사회개
발규획의 포괄적 목표로써 설정하고 ‘경제성장 방식의 변화’를 모색하였다는 
사실(People’s Daily Online, 2006. 1. 9; People’s Daily Online, 2006. 1. 

17)도 최근 중국이 新슘페터리안 성과 면에서 미진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중국경제는 이상에서 언급한 성과와 한계 위에서 새로운 성장의 동
력을 모색 중에 있으며, 그 모색의 성패가 향후 중국경제 성장의 속도와 지
속성을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모색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국의 기업
들이 개혁개방 이후 자원부존에 따른 ‘비교우위’를 살려 이룩한 新고전학파
적 성과를 넘어 창의와 혁신에 바탕을 둔 新슘페터리안 성과를 어떻게 이뤄
낼 수 있느냐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관건적인 요소는 
바로 기업이다. 최근 중국 정부와 학계도 이른바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의 핵심은 기업임을 보다 분명히 인식해가고 있다(Zhang 

et al., 2009; Jakobson, 2007). 따라서 향후 중국경제 성장의 속도와 지속성
에 관한 논의는 중국기업의 혁신에 관한 연구로 연결된다. 

그런데 기존 연구들은 중국의 혁신을 논함에 있어, 주로 ‘연구개발비’, ‘연
구개발에 투입한 과학기술자 수’, ‘특허 출원(혹은 등록)수’, ‘신제품 매출 비
중’ 등의 현황과 변화 추세에 주로 주목하였다. 이와 같은 지표는 혁신이라
는 복잡한 현상을 비교적 쉽게 계측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존의 연구자들이 ‘혁신에 있어 핵심적인 것은 첨단 과학기술’이라는 암묵
적 전제를 갖고 있었던 데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혁신에 소요되는 지식의 원천이 첨단 과학기술 연구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일찍이 Schumpeter(1934) 이래 여러 차례 논증된 바 있고
(von Hippel, 1976, 1988; Lundvall, 1988),3 최근 Jensen 등(2007)은 첨단 

3. Schumpeter(1934)는 혁신 기회는 다음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 지리적으로 새로운 시장의 발견; 새로운 원자재의 
사용; 새로운 생산방법의 개발; 새로운 방식의 조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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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지식에 바탕을 둔 혁신(이른바 ‘STI 모드’) 외에, 기업이 스스로의 
경험 축적과 외부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얻는 지식에 바탕을 둔 혁신(이른바 
‘DUI 모드’)의 중요성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4 이렇게 볼 때 중국기업의 혁
신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STI 모드의 혁신에 경도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중국기업의 혁신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혁신 관련 투입(input)과 
산출(output)의 양적(量的) 측면에 주목하는 반면, 투입을 산출로 전환하는 
중간 과정(process)에 대한 질적(質的)인 관심은 부족했다. 그 결과, 혁신활
동의 실질적인 주체인 기업이 취하는 다양한 혁신행위의 패턴과 특성은 일종
의 ‘블랙박스’로 남겨진 채 연구가 크게 진척되지 못했다. 

물론, 일부 연구들(Motohashi & Yun, 2007; Eun & Lee, 2010; Jefferson 

et al., 2003)은 중국기업의 혁신행위 패턴을 분석하는 시도를 한 바 있지만, 

연구의 대상이 기업-대학(혹은 연구소) 간 연계 등에 대체로 국한되어 있었
다. 기업이 혁신적인 지식 및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지식의 원천이 과학
기술연구기관에 국한되는 것은 아님(Lundvall et al., 2009; Lundvall & 

Johnson, 1994; Eun et al., 2006; Eun, 2009)을 감안하면, 중국기업이 대학
(혹은 연구소) 뿐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혁신적 지식의 원천을 어떻게 활용
하고 있는지는 연구의 공백으로 남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기존의 
주요 실증 연구가 다루고 있는 분석 대상 시기도 2000년대 초에 머물고 있
어, 보다 최근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실증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위에 언급한 연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08년도에 수
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기업들의 혁신 관련 투입, 산출 뿐 아니
라 (다양한 지식원천의 활용과 관련된) 혁신행위의 패턴까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고는 중국기업의 혁신행위 패턴을 살핌에 있어 소유제별(국유, 사유, 

외자 등) 차이, 특히 사유제 기업(이하 私기업)의 특이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4. STI는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의 약어로, 새로이 창출된 과학지식이 
응용기술을 낳고 그것이 산업에 활용되어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혁신과정을 지
칭한다. STI는 혁신의 주된 지식원천으로 첨단 과학기술 지식에 주목한다. 반면, DUI

는 ‘Learning by Doing, Using, and Interacting’의 약어로, 기업이 스스로의 경험 축
적과 부품․ 원자재․ 기계 공급업체 및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혁신에 필요한 지식
을 체득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DUI에서 혁신의 주된 지식원천은 STI와 달
리 상류(upstream)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류(downstream)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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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성과의 결정요인을 탐구하는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소유제 구조 및 유
형은 주된 설명변수의 하나로 다뤄져 왔다. 또한, 소유제는 기업의 전략 및 
행위 패턴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기업의 혁신행위 패턴 연구에 있어서도 소유제별 차이는 중요한 
탐색의 대상이 된다. 더욱이,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 이래 경제의 변화․ 발전
이 서로 다른 소유제 기업들 간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변화(특히, 사기업 비
중의 증가)함과 동시에 이뤄져 왔다는 점에서 기업의 혁신행위 패턴에 있어 
중국 사기업의 특이성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중국경제의 발전 궤적을 추정하
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물론, 본고의 분석결과가 아직 크게 남아있는 연구의 공백을 모두 채울 수
는 없을 것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8백만 개가 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는 중국기업들의 실상을, 제한된 규모의 설문조사 결과를 통
해 완전히 파악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중국경제의 향후 
전개를 가늠하는데 있어 관건적 요소라 할 수 있는 중국기업의 혁신노력 특
히 그 행위의 패턴을 예비적으로 파악하는 탐색적 연구라 할 수 있다.    

이하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본고의 분석에서 활용할 설
문조사 자료를 소개한다. III장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혁신 관련 
투입 및 산출의 정도, 투입-산출 효율성 수준이 소유제별로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다. 이어 IV장에서는, 혁신에 필요한 지식원천의 활용 측면에서 중국
기업들의 혁신행위 패턴을 소유제별로 분석하며 사기업의 특이성을 논한다. 

마지막 V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발견한 사실들의 함의를 논하고 본고를 마무
리한다. 

II. 자  료 

본고의 분석은 중국 淸華大學 技術經濟硏究中心의 도움을 받아 2008년 1
월 수행한 중국기업의 혁신활동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5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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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상 기업은 (1)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간한 2006 中國大型工業企業에 
수록된 기업(이하 자료원 (1)), (2) 中國民營科技网의 회원사(이하 자료원 
(2)), (3) 中國中小企業信息网의 회원사(이하 자료원 (3))였다. 특별히 자료
원 (2)와 (3)은, 2006 中國大型工業企業에 수록된 기업이 소유제면에서는 
국유기업, 규모면에서는 대형 기업에 치우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이
를 완화하기 위해 추가하였다. 단, 규모와 소유제를 기준으로 동일한 수의 기
업이 샘플에 포함되도록 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설문조사는 본 연구팀의 조사원이 해당 기업의 기술담당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설문지 상의 문항들을 읽어주고 그에 대한 답을 들어 기록하는 방식으
로 이뤄졌다(설문 내용은 <부록> 참조).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실제 조사 대
상 기업은 위의 세 가지 자료원에서 파악된 기업들 중 기업의 대표전화번호 
및 기술담당 임원의 전화번호가 확보된 기업에 한정되었다. 

위의 방식을 통해 2,484개의 기업이 실제 조사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었으
며, 이들 기업의 기술담당 임원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302개 기업(자료원 
(1), (2), (3)으로부터 각각 102, 73, 127개 기업)의 설문지를 완성할 수 있
었다(응답률 12.2%). 본고의 분석대상이 되는 이들 302개 기업의 지역별, 소
유제별, 규모별 분포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샘플 기업 중 많은 수
(76.2%)는 산업적으로 발달된 동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유제별로는 사
기업이 절반을 넘고 국유기업은 약 1/3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샘플 기업의 고용인원 평균은 2천 8백여 명이며 중간값은 600명이었다. 이
와 같은 샘플의 분포는 비록 중국 전체 모집단의 분포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최근 중국 산업경제 전반의 양상을 크게 왜곡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고의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상과 같은 절차를 밟아 수집된 설문 자료를 바탕으로 아래에서는 다음
과 같은 분석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우선, 혁신 관련 투
입과 산출의 정도가 각각 기업 소유제별(국유, 사유, 외자)로 어떻게 다른지 

5. 본 설문조사는 캐나다 IDRC의 지원으로 저자 등이 수행한 개발도상국의 대학-기업 
연계 분석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 이 연구 결과는 Lee et al.(2009), Eun(2010)을 참
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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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자료원(1)대형공업기업 자료원(2)민영과기기업 자료원(3)중소기업 전체(%)

지역
동부중부서부해외

54
29
13
6

64
6
3
0

112
7
3
5

230(76.2)
42(13.9)
19(6.3)
11(3.6)

소유제 국유 및 집체사유외자
65
20
17

1
70
2

35
67
25

101(33.5)
157(52.0)
44(14.6)

규모(종업원수)

1~20
21~50
51~200

201~1,000
1,001~5,000
5,001 이상

0
0
0
0
66
35

19
24
19
10
1
0

16
18
27
38
18
10

35(11.7)
42(14.0)
46(15.3)
48(15.9)
85(28.2)
45(15.0)

평균: 2,834명  중간값: 600명

<표 1> 분석대상 기업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이어, 혁신 관련 투입과 산출을 연계하
여 투입-산출 효율성을 분석함으로써 중국 내 기업들의 소유제별 차이, 특히 
중국 사기업의 특이성을 재확인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3장에서 확인한 중
국 사기업의 높은 혁신 효율성을 설명하기 위해 서로 다른 소유제 기업이 활
용하는 (혁신 활동에 소요되는) 지식 획득의 원천을 탐색하고자 한다. 

III. 중국기업의 혁신 관련 투입과 산출

본장에서는 우선, 중국기업의 혁신 관련 투입(input)과 산출(output)이 소
유제별(즉, 국유, 사유, 외자)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중
국의 혁신 관련 투입 및 산출의 총량 지표는 통계연감 등에 종종 발표되지만 
개별 기업의 자료는 자세히 공개되지 않아, 그것만으로는 개별 기업의 여러 
특성(예컨대 산업 분야, 규모, 소재 지역 등)을 통제한 뒤 소유제 특성이 중
국기업의 혁신 관련 투입 및 산출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어
려웠다. 이에 본장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그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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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분석을 시도한다. 

구체적으로, 중국기업의 혁신 관련 투입과 산출을 각각 피설명변수로 하
고, 소유제를 설명변수로, 산업, 규모, 소재 지역을 통제변수로 하는 회귀모
형을 통해 중국기업의 혁신 관련 투입과 산출이 소유제에 따라 어떻게 다른
지 살피고자 한다. 회귀모형에 사용될 변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혁신 관
련 투입의 정도는 (1) 연구개발(R&D) 비용 지출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
율과 (2) R&D 인력이 전체 종업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파악하였다.6 그리
고 혁신 관련 산출의 정도는 개별기업의 기술 담당 임원이 최근 3년간 해당 
기업이 (1) 제품혁신(product innovation) 분야에서 달성했다고 밝힌 수준과 
(2) 공정혁신(process innovation) 분야에서 달성했다고 밝힌 수준으로 파악
하였다.7 한편, 본고에서는 중국기업을 12개의 산업(즉, 전자통신, 생물의약, 

기계, 석유화학, 금속, 식품․음료, 방직․ 의복, 기타 제조, 건설․부동산, 방송․문
화, 도소매, 기타 서비스)으로 분류하고, 소유제는 국유기업, 국내 사기업, 외
자기업으로 삼분하였다.8 규모는 개별 기업의 종업원 수에 로그를 취해 변수

6. Lundvall et al.(2009)이 강조하듯, R&D 관련 지표만으로 기업의 혁신노력 혹은 기
업의 혁신 관련 투입을 모두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본장에서 혁신 관
련 투입을 R&D 관련 투입으로 한정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기업의 소유제별 
차이를 보다 분명히 드러내고 그 차이를 이후 논의의 시작점으로 삼고자 함이다.

7. 이와 관련해 한 가지 주의가 필요한 것은, 본고의 분석에서 사용하는 중국기업의 혁
신 관련 투입 및 산출의 지표가 모두 설문응답, 다시 말해 개별 기업의 자체 보고
(self-reporting)에 바탕을 두고 있어, 혁신 관련 투입 및 산출의 정도가 과장되었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설문조사 과정에서 “순수 학술 분석의 용도로만 자료를 수
집․ 활용할 것임”을 명확히 밝힌 바 있어, 설문응답자의 과장 및 왜곡의 정도는 인내
할 수 있는 수준이라 필자는 판단하였다. 중국에서는 정부기관이 공식 집계한 통계가 
때때로 개별 기관이나 지역에 대한 업적평가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개별 기관이나 
지역의 보고자가 공식적인 통계(혹은 업적)를 인위적으로 과장․왜곡할 가능성이 큰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감안하면, 본고에서 사용한 설문조사 자료는 공식적인 자료
보다 신뢰성이 낮다고만 볼 수 없고, 오히려 공식적인 자료 및 그를 활용한 분석을 
검증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물론 조사 내용과 관련된 개념(예컨대 
R&D 비용, R&D 인력의 범주)에 대한 응답자의 이해가 부정확하거나 서로 다른 응
답자간의 이해가 불일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설문응답자가 업적평가 등을 
염두에 두고 기업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왜곡할 의도가 없다는 전제가 타당하다면, 본
고가 사용하는 자료는 중국 개별 기업의 혁신활동을 파악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8. 설문 응답기업이 당사의 소유제를 주식제라고 밝힌 경우, 최대주주를 확인하여 국유-
사유-외자로 재분류하였다. 예컨대 최대주주가 정부 혹은 정부기관인 경우 국유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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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였다. 

이상과 같은 분석 설계에 따라 우선 중국기업의 혁신 관련 ‘투입(input)’

의 정도가 소유제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자. 소유제의 경우 국유기업을 
기준으로 나머지 사유 및 외자기업 더미, 산업의 경우 기타서비스업을 기준
으로 나머지 11개의 산업 더미, 그리고 산업발전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동
부 연해지역 더미와 종업원 규모를 설명 및 통제변수로 넣고 수행한 최소자
승법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는 <표 2>에 보는 바와 같다.9 

<표 2> 중국기업의 혁신 관련 투입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 피설명변수: R&D 지출액/매출액           (2) 피설명변수: R&D 인원수/전체종업원수

β p값
사기업외자기업동부지역

log(종업원수)전자통신(IT)생물의약(BT)기계석유화학금속식품․ 음료방직․ 의복기타제조건설․ 부동산방송․ 문화도소매상수항

-0.011***
0.017***
-0.028***
-0.035***
0.175*** 
-0.003***
0.027***
-0.014***
0.041***
0.119***
0.028***
0.003***
0.120***
0.137***
0.033***
0.223*** 

0.729 
0.661 
0.334 
0.032 
0.001 
0.954 
0.587 
0.796 
0.513 
0.101 
0.655 
0.962 
0.035 
0.054 
0.692 
0.002 

R square = 0.161

   

β p값
사기업외자기업동부지역

log(종업원수)전자통신(IT)생물의약(BT)기계석유화학금속식품․ 음료방직․ 의복기타제조건설․ 부동산방송․문화도소매상수항

-0.041***
-0.042***
-0.018***
-0.072*** 
0.107*** 
0.031***
0.089***
0.026***
0.060***
0.038***
0.063***
0.010***
0.010***
-0.009***
-0.048***
0.303*** 

0.065 
0.122 
0.391 
0.000 
0.004 
0.406 
0.011 
0.521 
0.193 
0.419 
0.183 
0.840 
0.806 
0.858 
0.429 
0.000 

R square = 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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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분류하였다. 302개 분석대상 기업 중 6개는 집체기업이었는데, 본고에서는 집체
기업을 공유제적 기업으로 간주하여 국유기업 범주 속에 포함시켰다.

9. 여러 산업을 더미 처리함에 있어 중국을 대표할 만한 산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
람직하나, 중국의 주력 산업이 방직․ 의복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정보통신(중국은 
현재 정보통신 산업 수출 세계 1위 국가임) 등 첨단산업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중이어서 중국의 대표산업을 선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차선책
으로 중국에서 가장 평범한 일상생활 관련 부문이라 할 수 있는 수도․ 전기․ 가스공
급업, 교통운수서비스, 주택관리, 무역 등을 포괄하는 ‘기타 서비스업’을 산업 비교의 
기준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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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매출액 대비 R&D 지출(<표 3>-(1))에 있어서는 소유제별 차
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체 종업원 대비 R&D 인
원수(<표 3>-(2))에 있어서는 사기업이 여타 소유제 기업에 비해 의미 있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사기업들이 혁신 관련 투입에 있
어 대체로 소극적이며, 특히 연구개발 인력을 대거 투입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는, 사기업들이 고등교육
을 받은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업별로는, 전자통신(IT) 산업이 R&D 투입의 집중도(intensity)가 
특별히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밖에 건설․ 부동산과 기계 분야에서 
R&D 지출 및 R&D 인원 투입의 집중도가 각각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는
데, 건설․ 부동산의 경우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출이 많고 기계 분야에는 
기술 및 기능 인력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많기 마련인데 이를 설문응답자가 
R&D 투입으로 인식한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종업원 규모는 R&D 투입 집중도에 부(負)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중국기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매출액 대비 R&D 지출의 비
중은 오히려 작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뜻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설문조사 결
과가 아닌 공식 통계연감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Liu(2009: 125)의 연구에
서도 확인된 바 있다. Liu는 이를 바탕으로, 중국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혁신 추구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그와 같은 해석도 
가능하지만, 그간 중국기업의 규모 팽창이 주로 낮은 (임금 등) 생산요소 가
격과 대량생산의 이점을 활용한 데 따른 것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중국기
업의 종업원 규모가 R&D 투입 집중도와 부(負)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은 오
히려 당연하다도고 할 수 있다.  

한편, 중국기업의 혁신 관련 ‘산출(output)’의 정도가 소유제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을 보면, 사기업과 외자기업
이 국유기업에 비해 두드러진 혁신성과를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
로, 제품혁신에 있어서는 사기업과 외자기업이 공히, 그리고 공정혁신에 있어
서는 외자기업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혁신 성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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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중국기업의 혁신 관련 산출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 피설명변수: 제품혁신 정도                (2) 피설명변수: 공정혁신 정도  

β p값
사기업외자기업동부지역

log(종업원수)전자통신(IT)생물의약(BT)기계석유화학금속식품음료방직의복기타제조 건설부동산방송문화도소매상수항

0.424** 
0.654*** 
0.070 
0.352*** 
0.341 
0.300 
0.600** 
0.348 
-0.065 
0.098 
0.467 
0.155 
-0.410 
0.458 
0.529 
1.747*** 

0.016 
0.002 
0.664 
0.000 
0.246 
0.317 
0.030 
0.272 
0.855 
0.795 
0.206 
0.698 
0.203 
0.270 
0.277 
0.000 

R square = 0.152

   

β p값
사기업외자기업동부지역

log(종업원수)전자통신(IT)생물의약(BT)기계석유화학금속식품음료방직의복기타제조건설부동산방송문화도소매상수항

0.138 
0.461** 
0.133 
0.325*** 
-0.115 
0.442 
0.086 
0.151 
0.109 
0.146 
0.200 
-0.330 
-0.212 
0.362 
0.679 
2.133*** 

0.437 
0.029 
0.410 
0.000 
0.699 
0.145 
0.758 
0.635 
0.762 
0.702 
0.591 
0.415 
0.514 
0.388 
0.167 
0.000 

R square =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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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표 3>은 산업과 규모에 따른 차이를 통제한 상태에서 소유제 간 차
이를 분석한 것이므로, 사기업과 외자기업이 중국 내 산업기술 혁신을 이끌
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로, 산업과 규모를 통제하지 않고 소유제별 
기업의 혁신성과를 단순 비교하는 Kruskal-Wallis 검정에서는 제품혁신과 공
정혁신에서 그 성과가 공히 ‘외자기업 > 국유기업 > 사기업’ 순으로 나타난
다(<표 4> 참조).10 따라서 <표 3>의 결과는, 중국에서 기업의 사적 소유라
는 제도적 요인이 혁신 특히 제품혁신을 촉진하는 경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내 외자기업은 제품혁신과 공정혁신 양측
에서 모두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외자기업의 성과가 얼마만큼 중국

10. 단, 위의 Kruskal-Wallis 검정은 서로 다른 소유제 기업들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정하는 것일 뿐, 세 가지 소유제 기업 간의 순위를 일일이 증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외자기업 > 국유기업 > 사기업의 부등호와 순위는 잠정적인 것으로만 받아
들여야 한다. Mean Rank값을 고려할 때, 외자기업과 중국 내자(內資) 기업(국유 및 
사기업)의 차이는 비교적 분명하나 중국 국유기업과 사기업 간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미약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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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제 N Mean Rank

제품혁신
국유사유외자전체

101
157
44
302

148.4
144.2
184.7

p값 0.017

공정혁신
국유사유외자전체

101
157
44
302

154.0
141.5
181.4

p값 0.020

<표 4> 제품 및 공정혁신 성과에 관한 소유제별 차이: Kruskal-Wallis 검정

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것인지에 따라 외자기업에 대한 평가는 달라져야 할 
것이다. 즉, 외자기업이 중국의 新슘페터리안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원
동력인지에 대한 평가는 중국경제를 조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작업이기는 
하나, 이는 본고의 연구범주를 넘어서므로 여기서는 자세한 논의를 생략한다.

한편, 산업별로는 기계 산업이 ‘제품혁신(product innovation)’에 있어 남
달리 높은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일반적으로 하이테크 
산업 혹은 고신기술(高新技術) 산업으로 인식되는 전자통신(IT), 생물의약
(BT)이 아닌, 로우 앤드 미디엄 테크(Low & Medium Tech, LMT) 산업 혹
은 중저위기술(中低位技術) 산업으로 분류되는 기계 산업에서 높은 제품혁
신 성과가 있었다는 것은, 중국 내 혁신활동의 산업별 분포가 일반적인 선진
국과 다를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앞서 <표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통
신(IT) 분야의 혁신 관련 투입은 상대적으로 많은데 반해, <표 3>에서 보듯 
해당 분야의 혁신 관련 산출 정도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높지 않다는 것이
다(이는 아래 <표 6>의 효율성 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재확인할 수 있음). 이
러한 중국 전자통신(IT) 분야의 낮은 혁신 효율성은, 아마도 이 분야 중국기
업의 혁신 관련 투입이 산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혹은 (비록 타 산업에 비해
서는 높지만 전세계 IT 산업에 비추어 보아서는) 평범한 정도의 R&D 비용 
지출과 R&D 인력 고용일 뿐 진정 획기적 변화(breakthrough)를 만들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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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것은 아니란 점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더불어 규모와 관련해서는,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일반적인 중국기업들
은 (종업원 채용) 규모를 늘려가는 데 비례하여 R&D 관련 투입을 늘리지는 
못하지만(<표 3> 참조),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제품 및 공정 혁신을 일으키
는 빈도는 높다(<표 3> 참조)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11 

이상에서 우리는, 혁신 관련 투입에 있어서는 중국 사기업의 적극성(혹은 
역량)이 상대적으로 뒤쳐졌으나, 혁신 관련 산출에 있어서는 사기업과 외자
기업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좋음을 보았다. 이는, 중국 사기업 및 외자기업의 
혁신 관련 투입-산출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 내 기업들의 제품혁신과 공정혁신 관련 투입-산출 효율성과 그의 소
유제별 차이를 보다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우리는 설문응답 기업 중 혁신 관
련 투입과 산출에 관한 결측치가 없는 254개 기업을 대상으로 DEA(data 

envelope analysis) 분석을 실시하였다.12 나아가 이로부터 얻어진 제품혁신 
및 공정혁신 효율성 점수(DEA 점수)를  피설명변수로, 소유제, 지역소재, 규
모, 산업 등을 설명 및 통제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는, DEA 분석 결과 제품혁신과 공정혁신 효율성 측면에서 상위 20

위 안에 드는 기업들을 각각 보여준다. 그리고 <표 6>은 회귀분석 결과인데, 

적어도 제품혁신 분야에서는 사기업과 외자기업의 효율성이 (회귀분석에서 
비교의 대상이 된) 국유기업에 비해 높다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한
편, 공정혁신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소유제 기업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11. 큰 규모의 기업들에서 제품 및 공정혁신이 일어나는 빈도가 더 높은 것은, 적어도 부
분적으로, 생산하는 제품의 종류와 그 생산에 참여하는 고용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아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는 데 기인한다.

12. DEA 분석은 선형계획법에 근거한 효율성 측정방법으로, 회귀분석에서처럼 사전적으
로 구체적인 함수형태를 가정하고 모수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생산가
능집합에 적용되는 몇 가지의 기준 하에서 평가대상의 경험적인 투입요소와 산출물 
간의 자료를 이용해 경험적인 효율성 프론티어(frontier)를 계산하고 그에 대비하여 
평가대상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비모수적 방법이다. 본고에서는 DEA 기법 중 특히 
투입지향(input-oriented) DEA 대신 Charnes, Cooper & Rhodes(1978)가 개발한 산
출지향(output-oriented) DEA(CCR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혁신 관련 행위
의 성격이, 정해진 산출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그에 소요되는 투입량을 최소화하기
보다는, (여건에 의해) 주어진 투입량을 바탕으로 산출량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
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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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DEA 효율성 점수 상위 20개 기업 
(1) 제품혁신

순위 점수 소유제 기업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6.60 
7.60 
8.20 
8.25 
8.25 
9.17 
9.58 
9.63 
9.83 
10.50 
10.50 
10.53 
10.90 
11.00 
11.00 
11.12 
11.23 
11.30 
11.30 
11.43 

외자외자외자사유사유국유외자국유사유국유사유사유국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국유

青岛世原鞋业有限公司
青岛昌新鞋业有限公司
青岛泰兴鞋业有限公司

石家庄纪元丰田汽车销售服务有限公司
北京泰普森电器技术工程有限公司

中船上海船舶有限公司
深圳麦克维尔空调有限公司北京分公司

山东电力集团
北京凯特商贸有限公司

中国北车集团北京二七机车厂
河南宛西制药股份有限公司
青岛三湖制鞋有限公司

山东省药用玻璃股份有限公司
北京亚扪商贸有限责任公司

深圳华南装修设计工程有限公司
青援食品有限公司

莱斯顿汽车用品有限公司
中国北京海惠创新技术有限公司
北京清泉谷渡假村有限公司
广州白云山制药股份有限公司

(2) 공정혁신
순위 DEA 점수 소유제 기업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8.40 
8.40 
9.40 
10.00 
10.50 
10.50 
10.50 
10.50 
11.58 
12.20 
12.25 
12.33 
12.38 
13.23 
13.25 
13.30 
13.63 
13.64 
13.67 
13.79 

사유외자외자외자사유외자사유사유외자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국유사유국유국유국유

北京亚扪商贸有限责任公司
青岛世原鞋业有限公司
青岛昌新鞋业有限公司
青岛泰兴鞋业有限公司

石家庄纪元丰田汽车销售服务有限公司
北京配创力有限责任公司

深圳华南装修设计工程有限公司
北京福祥麟药业

深圳麦克维尔空调有限公司北京分公司
北京感之恩光彩伟业国际文化发展中心

青岛三湖制鞋有限公司
山东东佳集团
通美物资

莱斯顿汽车用品有限公司
北京清泉谷渡假村有限公司
山东省药用玻璃股份有限公司

青援食品有限公司
山东莱动内燃机有限公司

青岛北海船船重工有限责任公司
广州白云山制药股份有限公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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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DEA 효율성 점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254) 
(1) 제품혁신                               (2) 공정혁신 

β p값
사기업외자기업동부지역

log(종업원수)전자통신(IT)생물의약(BT)기계석유화학금속식품음료방직의복기타제조건설부동산방송문화도소매상수항

-5.381* 
-7.686** 
0.100 
-7.841*** 
7.355 
3.722 
0.225 
-0.878 
11.691** 
3.862 
3.221 
1.977 
9.807* 
-0.683 
-7.160 
47.734*** 

0.072 
0.035 
0.971 
0.000 
0.134 
0.467 
0.961 
0.867 
0.048 
0.570 
0.595 
0.770 
0.066 
0.918 
0.353 
0.000 

R square = 0.194

   

β p값
사기업외자기업동부지역

log(종업원수)전자통신(IT)생물의약(BT)기계석유화학금속식품음료방직의복기타제조건설부동산방송문화도소매상수항

1.049 
-3.345 
-4.484 
-6.546*** 
15.374*** 
1.991 
4.431 
-0.463 
8.200 
6.301 
1.267 
6.338 

12.408** 
0.929 
-9.320 
45.751*** 

0.757 
0.417 
0.158 
0.000 
0.006 
0.732 
0.403 
0.938 
0.222 
0.414 
0.854 
0.410 
0.041 
0.902 
0.288 
0.000 

R square = 0.189

참조: DEA 점수가 낮은 것이 효율성이 높은 것이므로, 해당 독립변수가 효율성을 증대시킬 경우 회귀계수(B)가 음수로 나타남. * p < 0.1, ** p < 0.05, *** p < 0.01

혁신 효율성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우리는 중국 사기업의 혁신 효율성이 (특히 제품혁신 분야에 있
어서는) 국유기업보다 높다는 점을 새로이 확인하였는데, 이는 흔히 혁신 관
련 투입(특히 R&D 투입)이 적다는 이유로 혁신활동 자체가 부재하거나 활
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평가를 받곤 하는 중국 사기업이 의외로 큰 혁신 잠재
력을 갖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중국 사기업의 어떠한 혁신 
관련 행위패턴이 상대적으로 높은 혁신 효율성을 갖게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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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중국 기업의 혁신 관련 지식 획득의 원천 분석: 私기
업을 중심으로

앞 장에서 우리는, R&D 비용 및 인력을 혁신 관련 투입으로, 제품 및 공
정 혁신 정도를 혁신 관련 산출로 인식한 뒤, 중국기업들이 소유제에 따라 
투입 및 산출의 정도가 어떻게 다르며 투입-산출 효율성은 어떤 소유제 기업
군에서 높게 나타나는지 확인해보았다. 그로부터 우리는 중국 사기업이 
R&D 투입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반면 혁신(특히 제품 혁신)에 있
어서는 남달리 높은 산출을 내보임(즉, 혁신의 투입-산출 효율성이 높음)을 
알았다. 

그런데 위의 사실은, 중국 사기업의 혁신 관련 행위가 다른 종류의 기업과 
다른 패턴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에 본장에서는 중국기업들의 혁
신 행위 패턴이 소유제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본장의 
이와 같은 작업은, 흔히 혁신 관련 투입과 등치되곤 하는 R&D 관련 투입과 
최종적인 혁신 관련 산출을 매개하는 구체적인 혁신 과정(process)에 대한 
탐구이다. 이와 같은 혁신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기존에 거의 없었다
는 점에서, 중국기업의 소유제별 혁신행위 패턴을 파악하고자 하는 본고의 
작업은 기존에 ‘블랙박스’로 남아 있던 영역에 대한 탐색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기업의 혁신행위 패턴에 대한 연구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뤄질 수 
있겠지만, 본장에서는 중국기업들이 혁신에 필요한 기술적 지식과 아이디어, 

영감 등(본고에서는 이들을 ‘지식’으로 통칭함)을 어디에서 어떻게 얻는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는, 혁신적 지식의 원천이 기업 내 R&D에 국한되
는 것이 아니며,13 다양한 혹은 대안적인 지식원천의 효과적인 사용은 혁신

13. 기존 연구(Cohen et al., 2002; Eun et al., 2006)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기업의 혁신
활동에 유용한 지식은 다양한 곳으로부터 얻어진다. 대학․연구소와 같은 공식 연구기
관뿐 아니라 부품 공급업체나 컨설팅 회사와 같은 관련 기업들, 심지어 경쟁기업이나 
고객들로부터도 혁신에 유용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연구보고서나 특허, 학술
대회나 전시회, 비공식적인 회합을 통해서도 기업은 혁신적 지식을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계량적 연구는 비교적 쉽게 계측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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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문조사 결과.

<그림 1> 신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혁신적 지식원천 

의 투입-산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혁신적 지식원천의 소유제별 차이(특히 사기업의 특이성)를 논하기에 앞
서, 우선 중국기업들이 흔히 활용하는 지식원천들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자. 

<그림 1>과 <그림 2>는 각각, 중국기업들이 신규 프로젝트 추진을 하거나 
기존 프로젝트를 마무리 하는데 있어 활용하는 지식원천들의 활용도를 보여
준다. 그래프 상에 표시된 수치는 해당 지식원천을 사용한다고 보고한 기업
이 전체 조사대상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보면, 일반적인 중국기업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혁신 지식의 원천은 바로 ‘고객’이다. 이는 중국기업에서 일어나는 혁신의 상
당부분이 이른바 ‘수요견인형 혁신(demand-pull innovation)’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혁신 지식의 원천은, ‘기업 내부의 지식계통 및 
생산부문’으로 나타났다.14 이밖에 인터넷도 중국기업이 혁신적 지식을 흡수

R&D 지출이나 특허 출원 수 등 일부 지표만을 바탕으로 기업의 혁신활동을 파악하
려 한 문제가 있었다(Lundvall et al., 2009:10).

14. 이 역시 의미 있는 발견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과거 계획체제 하에서 그저 명령에 
따라 주어진 양의 생산만을 담당하던 수동적인 공장일 뿐이었던 중국기업들이 이제
는 자율적․ 전략적으로 지식을 축적하고 그를 혁신활동에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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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문조사 결과.

<그림 2> 기존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한 혁신적 지식원천

하는 주요한 창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사실들은 중국기업의 혁신에 
있어 Jensen 등(2007)이 제기한  DUI(Doing, Using, and Interacting) 모드
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객과 인터넷은 기업이 상호작용
(interacting)을 통해 유용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채널들이며, 기업 내부의 
지식계통 및 생산부문은 기업 스스로의 경험(doing, using)이 축적되는 곳이
기 때문이다.  

반면, 대학과 연구소 등 공식적인 연구기관은 중국기업들의 혁신 지식원천
으로 상대적으로 덜 활용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첨단 과학기술 지식을 
직접 상업화하는 이른바 ‘기술추동형 혁신(technology-push innovation)’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시 Jensen 등(2007)의 
용어를 빌려온다면, 중국에서 STI 모드의 혁신이 상대적으로 덜 활성화되었
한편 혁신의 지식원천 활용은 기업이 추구하는 혁신이 급진적인(radical) 것
인지 아니면 점진적(incremental) 것인지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 이를 구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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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원천 대응차이(신규 - 기존)
t값 p값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경쟁회사고객기업 내 생산부문인터넷대학전시회합자합작파트너독립공급업체기업내부지식계통컨설팅 및 R&D위탁기업공공연구소기술보고서계열공급업체

0.106*** 
0.079*** 
-0.079*** 
0.053*** 
0.050** 
0.046**  
0.040* 
0.030 
0.017 
-0.017 
0.013 
0.007 
-0.007 

0.441 
0.374 
0.516 
0.300 
0.392 
0.343 
0.397 
0.492 
0.320 
0.378 
0.382 
0.364 
0.454 

0.025 
0.022 
0.030 
0.017 
0.023 
0.020 
0.023 
0.028 
0.018 
0.022 
0.022 
0.021 
0.026 

4.173 
3.693 
-2.677 
3.065 
2.202 
2.351 
1.738 
1.054 
0.898 
-0.762 
0.602 
0.316 
-0.254 

0.000 
0.000 
0.008 
0.002 
0.028 
0.019 
0.083 
0.293 
0.370 
0.447 
0.547 
0.752 
0.800 

별하기 위해 우리는, 중국 기업들이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과 기존 
프로젝트를 마무리해 가는 과정에서 혁신(각각 급진적 혁신과 점진적 혁신)

의 지식원천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해 보았다. 

대응표본 t검정 결과, 중국기업들은 신규 프로젝트의 추진 과정에서 경쟁
회사, 고객, 인터넷, 대학, 전시회, 합자합작파트너(이상 중요성 격차순) 등에
서 얻는 지식의 활용도가 기존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기존 프로젝트의 마무리 과정에서는 기업 내 생산부문에 축적된 지식
을 활용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이는, 

신규 프로젝트의 추진에 있어서는 경쟁회사의 제품을 모방․ 참고하는 한편 
고객 혹은 시장이 원하는 것을 중시하는 반면, 기존 프로젝트의 완성 과정에
서는 그간 축적된 기업 내부의 역량에 기대는 측면이 상대적으로 강함을 보
여준다. 이는 또한 신규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서는 DUI 모드 중에서도 ‘상
호작용을 통한 학습(learning by interacting)’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며 기
존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서는 기업의 ‘실천경험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 and using)’의 중요성이 두드러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5 

<표 7> 신규 및 기존 프로젝트에 활용하는 혁신 지식원천의 차이(대응표본 t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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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여기서 상호작용(interacting)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경쟁회사, 고객, 인터넷, 전시회, 합
자합작파트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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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중국기업들이 혁신에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해 지식원천을 활
용하는 패턴이 소유제별로 어떻게 다른지 본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설문
조사 결과 분석에 앞서 중국기업 전반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 工業
企業科技活動統計資料에 실린 2007년 한 해 동안 중국 내 각 소유제 기업
별 과학기술활동경비 조달 및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표 8>로부터 우리는, 중국 국유기업과 외자기업은 과학기술활동에 있어 
아웃소싱(outsourcing)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각각 12.59%, 9,92%), 

<표 8> 중국기업의 과학기술활동경비 외부지출 비중(2007년 기준)   
(단위: 만 위안)

　
과기활동경비조달총액(a)

　외부지출　

b/a
(%)

c/a
(%)

　
d/a
(%)

외부지출총액
(b)

대학/연구소
(c)

여타기업
(d)

내자기업
국유기업　 4396925 553636 267415 257346 12.59 6.08 5.85

사기업 3409877 154676 79130 50018 4.54 2.32 1.47

외자기업

홍콩, 대만, 마카오계 3841541 196482 55575 124862 5.11 1.45 3.25

　
독자기업 1755191 57628 16111 38849 3.28 0.92 2.21

기타 외국계 8256493 819028 78497 687692 9.92 0.95 8.33

　
독자기업 2696968 146893 18813 119590 5.45 0.70 4.43

자료: 國家統計局 ․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2008) p. 81, 121로부터 저자 계산

<표 9> 중국기업의 기술도입과 소화흡수투자(2007년 기준) 
(단위: 만 위안)

해외기술수입 
(a)

국내기술구입 
(b)

소화흡수투자 
(c)

c/(a+b)
(%)

내자기업 국유기업　 484615 248798 104860 14.30%

사기업　 121848 79671 97738 48.50%

외자기업
홍콩, 대만, 마카오계 401907 59895 64245 13.91%

독자기업 162204 30078 16034 8.34%

기타 외국계 1782448 79052 190129 10.21%

독자기업 723786 10105 60922 8.30%

자료: 國家統計局 ․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2008) p. 241로부터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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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유기업은 대학 및 연구소에, 외자기업은 여타 기업(추정컨대 해외 본
사 등)에 기술 수입 및 지도 차원의 경비지출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사기업은 과학기술활동을 벌임에 있어 외부에 의존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음(4.54%)을 알 수 있다.  

한편 <표 9>는, 사기업의 경우 외부에서 도입한 기술을 기업 내에 체화하
기 위한 소화흡수투자의 비율이 다른 어떤 종류의 기업보다 높음(48.50%)을 
보여준다.16 이는, 중국 사기업이 외부의 지식원천을 활용하는 정도가 상대적
으로 높지 않다하더라도, 일단 도입한 지식을 체화하는데 있어서는 다른 어
떤 종류의 기업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바
로 이점은 중국의 사기업이 흔히 혁신 관련 투입요소로 손꼽히는 지표들에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의 투입-산출 효율성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이유를 부분적으로나마 설
명해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008 工業企業科技活動統計資料와 같은 중국의 공식적인 통계
연감에서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외부 지식원천을 암묵적으로 대학 및 연
구소와 같은 이른바 상류에 존재하는 지식원천과 여타 기업과 같은 수평적인 
지식원천으로 국한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런데 von Hippel(1976, 

1988) 등은 상류 및 수평적 지식원천 외에 ‘고객’과 같은 이른바 하류에 존
재하는 지식원천이 또 하나의 중요한 혁신적 지식의 원천임이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그림1과 그림2에서 보듯,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는 고객이 중국기
업들의 가장 중요한 혁신적 지식의 원천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식적인 통계연감을 통해
서는 분명히 확인할 수 없었던 다양한 지식원천을 중국기업들이 어떻게 활용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중국 사기업들이 혁신 관련 산출과 효율

16. 반면 중국 국유기업들은 과학기술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외부에 의존하는 정도가 상
대적으로 높다. 이는 국유기업이 대학 및 연구소 등과 산-학 연계를 활발히 전개하는 
것으로 비춰지기도 하지만, 기업특수적(firm-specific) 기술의 축적과 그를 바탕으로 
한 기업역량, 경쟁우위의 강화에 상대적으로 낮은 적극성을 보이는 것으로도 해석가
능하다. 실제로 중국 국유기업은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자체 R&D 지출보다 외부
에 위탁하는 연구개발비 지출이 더욱 컸었다(Liu, 2009: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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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 데는, 통계연감에서는 흔히 드
러나지 않는 또 하나의 지식원천, 즉 고객과 같은 하류 지식원천을 적극 활
용하는데 따른 것이란 가설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가설: 중국 사기업들은 고객과 같은 지식흐름 하류의 원천을 보다 적극적
으로 활용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가능한 지식원천을 여럿 상정(이에 있어
서는 Cohen et al., 2002; Eun et al., 2006 등을 참조하였음)한 뒤, 중국기
업들이 실제로 각 지식원천에서 혁신에 필요한 지식을 얻었는지 여부를 피설
명변수로, 소유제 더미, 산업 더미, 기업 규모, 동부 지역 더미를 설명 및 통
제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은 중국기업이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경우와 기존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경우에 대해 각각 
실시하였는데 <표 10>과 <표 11>은 그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표에서 빈칸으
로 남겨진 곳은 해당 변수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이
다. 

분석에서 우선 주목할 만한 결과는, 신규 프로젝트 추진이나 기존 프로젝
트 마무리에 있어 공히, 중국의 사기업이 여타 소유제 기업에 비해 고객이라
는 하류 지식원천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17 

이는 위에서 제기한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로써 우리는 실증적 증거
를 갖고 “중국 사기업들은 고객과 같은 지식흐름 하류의 원천을 보다 적극적
으로 활용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여기서 고객의 의미가 ‘최종재’를 소비
하는 개인이나 가계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기업이 생산하는 ‘중간재’

17. 참고로, 본고의 분석에 포함된 중국 사기업의 산업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 
22개(본고 분석에 포함된, 소유제를 불문한, 모든 정보통신 기업 중 57.5%를 차지),

생물의약 23개(63.9%), 기계 23개(34.9%), 석유화학 12개(41.4%), 금속 8개(42.1%),

식품음료 9개(60.0%), 방직의복 9개(50.0%), 기타 제조 7개(58.3%), 건설부동산 19

개(73.0%), 방송문화 7개(63.6%), 도소매 5개(71.4%), 기타 서비스 13개(56.5%), 총 
157개사(전체 302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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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지식원천 활용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신규 프로젝트의 경우)

지식원천성격 활용대상 지식원천 모형적합도
설명 및 통제변수

소유제 산업 지역
(동부) 규모

상류
(Upstream)

대학 합격 외자기업 
(-0.961**) 생물의약(1.158*) 0.478***

공공 연구소 합격
생물의약(0.986*)금속(1.302*)방송문화(1.391*)도소매(1.734*)

기술보고서 합격
컨설팅 및 

R&D위탁기업 불합격 사기업 
(0.176*) 0.422**

수평적
(Parallel)

계열 공급업체 합격 -0.522*

독립 공급업체 합격 외자기업
(0.736*) 생물의약(-0.940*)

경쟁기업 합격 기계(-0.964*)방송문화(-1.341*)

합자합작 파트너 합격 0.639**

전시회 합격

전자통신(1.989***)생물의약(1.337**)기계(1.089**)석유화학(1.699***)금속(1.733**)식품음료(3.626***)방직의복(1.885**)기타제조(2.083**)방송문화(1.589**)

하류
(Downstream) 고객 합격 사기업

(1.196**) 기계(1.672**)

내부
(Internal)

기업내 지식계통 합격 전자통신(1.377*) 0.486**

기업내 제조부문 합격 기타제조(2.163*) 0.434**

기타 인터넷 합격
참고: 모형적합도는 Hosmer & Lemeshow 검정 통과여부로 판단하였음. 소유제 더미는 국유기업, 산업 더미는 ’기타 서비스업’을 기저로 삼았음. 괄호 안은 회귀계수와 그에 대한 유의수준을 표시한 것임. * p < 0.1, ** p < 0.05, *** p < 0.01 

를 소비하는 기업 고객도 포함한다는 점이다. 기계 산업의 경우, 신규 프로젝
트 발주에 있어 고객이란 지식원천을 활용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
(<표 10> 참조)은, 기계 산업의 특성상 전문적인 기업 고객의 기술적 요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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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원천성격 활용대상 지식원천 모형적합도
설명 및 통제변수

소유제 산업 지역
(동부) 규모

상류
(Upstream)

대학 불합격 외자기업 
(-0.878**) 기타제조(-2.441**) 0.440**

공공 연구소 합격 방직의복(-1.241*) 0.383**

기술보고서 불합격 기계(-0.881*)

컨설팅 및 
R&D위탁기업 합격 방직의복(-1.271*)

수평적
(Parallel)

계열 공급업체 합격 생물의약(-1.319**) 기계(-1.004*)

독립 공급업체 합격 생물의약(-0.928*)기계(-1.011**)석유화학(-1.244**)

합자합작 파트너 합격 사기업
(-0.815**) 식품음료(1.601*)

경쟁기업 합격 기타제조(1.751**)

전시회 합격 사기업
(0.600*)

전자통신(1.276**)식품음료(1.824**)방송문화(1.592*)

하류
(Downstream) 고객 합격 사기업

(0.899**) 0.445**

내부
(Internal)

기업내 지식계통 합격 0.577**

기업내 제조부문 합격
기타 인터넷 합격 전자통신(1.376**)식품음료(1.467*)

<표 11> 지식원천 활용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기존 프로젝트의 경우)

항과 제품 개선 아이디어가 신제품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으
로 추정된다. 일찍이 Pavitt(1984)는, 주로 전문적인 사용자(일반적으로 고객 
기업)와의 상호작용에서 혁신적인 지식과 아이디어를 얻는 대표적인 산업으
로 기계 산업을 꼽고 이와 같은 종류의 산업을, 대학 및 연구소의 과학연구
에서 혁신적인 지식과 아이디어를 얻는 ‘과학기반(science-based) 산업’과 대
비하여, ‘전문적 공급자(specialized suppliers) 산업’으로 명명한 바 있다. 

Pavitt의 분류에서 대표적인 과학기반 산업인 생물의약 산업의 경우, 중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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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그 신규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대학 및 연구소에서 지식을 얻는 정도가 
높은 것(<표 11> 참조) 또한 의외는 아니다.

중국기업의 지식원천 활용 패턴에서 다음과 같은 소유제별 차이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 사기업은 기존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데 필요한 혁
신적 지식을 획득하는데 있어, 공개적인 전시회를 비교적 적극 활용하는데 
반해 합자 및 합작 파트너를 통한 지식획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참조).18 이는 기술 수준이 높은 외국기업의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파트너는 주로 중국 국유기업이었다는 역사적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소외 속에서 중국 사기업은 전시회와 같은 공개된 
자리를 통해 기술적으로 선진적인 기업들의 노하우를 간접적으로나마 습득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더불어, 외자기업의 경우 중국 내에서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있어 
대학 등 상류 지식원천을 활용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해외 본
사이거나 중국에 동반 진출한 외자계 부품기업으로 추정되는) 여타 기업으로
부터 지식을 얻는 경향이 크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이 밖에, 기업 내부에 지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대학과 같은 상류 지식원
천을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규모가 큰 기업들이 보다 우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논의 및 결론

본고는, 최근 중국 정부가 스스로 중요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혁신’
이 실제로 기업 수준에서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중국기업들의 혁신행위 패턴을 소유제별로 비교해 사기업의 특성을 찾고자 
하였다. 

18. 합자 및 합작 파트너와 전시회는 공히 DUI 모드의 혁신을 추구함에 있어 중요한 상
호작용(interacting) 대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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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업의 소유제별 차이를 분석한 기존 연구에서, 중국 사기업들은 일반
적으로 기업의 발전정도나 규모, 역량 면에서 국유 및 외자기업에 비해 뒤떨
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혁신과 관련된 투입으로 널리 인식되는 R&D 투입에 
있어서도 사기업들의 상대적 열위는 자주 지적된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
으로 기존 연구들은, 중국 사기업의 혁신 역량 개선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수
준의 정책 제언으로 논의를 흔히 마무리하곤 한다. 

물론 본 연구에서도 중국기업을 소유제에 따라 단순 비교하면 사기업의 
혁신 성과가 다른 소유제 기업에 비해 미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4> 

참조). 그러나 산업 분야와 기업 규모, 지역 소재 등을 통제하고 나면 사기업
이라는 ‘제도적 특성’은 적어도 제품혁신 분야에서 우월한 성과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R&D 관련 지출 및 인원 비중을 투입요소
로, 제품 및 공정 혁신 성과를 산출로 인식하여 투입-산출 효율성을 분석해
보면, 제품 혁신 분야에서 사기업이 국유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본고의 발견은, 중국의 사기업을 그저 혁신성이 낮은 부류의 기
업으로 단순 인식하는 것은 옳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와 같이 부정확
한 인식 위에서 이뤄진 연구의 결과도 제한적인 함의만을 갖는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일례로, Feng & Jing(2007)은 중국 사기업의 R&D 지출이 상대적
으로 적다는 사실만을 바탕으로 이들의 혁신성이 낮다고 (다소 성급하게) 결
론짓고 그 원인을 탐구하였다. 이들은 그 원인이, 전환기 중국에서 재산권 보
장마저 미흡한 상태에 있던 사기업(혹은 사영 기업가)들은  진정한 의미의 
혁신을 꾀할 수 없었고 권력을 가진 자들을 찾아 그들과 결탁함으로써 기업
의 생존을 보장받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었다(subsistence rationality)고 설명
한다. 이와 같은 설명은 중국 사기업이 처한 상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는 하나, 중국 사기업이 행하는 혁신행위의 본질적 성격을 분석
적으로 추출해내지는 못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고에서는 (다른 조건을 통제했을 경우) 사기업
이 국유기업보다 혁신의 산출 수준 및 혁신의 투입-산출 효율성이 높다는 새
로운 사실의 원인을 중국 사기업의 독특한 혁신행위 패턴에서 찾아보고자 하



 중국 기업의 혁신행위 패턴분석   27

였다. 분석 결과, 중국 사기업은 국유 및 외자기업에 비해 대학 및 여타 기업
에 연구개발을 위탁하는 이른바 아웃소싱 정도는 낮지만 일단 외부에서 기술
을 도입했을 경우 다른 부류의 기업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소화․ 흡수를 위한 
투자를 수행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국 사기업은 대학․ 연구소 대신 고객
이라는 또 하나의 지식원천을 여타 기업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밝
혀졌다. 이는, 중국 사기업이 R&D 투입 대비 혁신 산출이 여타 부류의 기업
에 비해 높은 까닭이, 사기업은 외부지식을 내부화하여 자체 역량을 강화하
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강할 뿐 아니라, 고객의 필요와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
하면서 수요견인형 혁신(demand-pull innovation)을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
임을 시사한다. 

이상과 같은 본고의 발견은, 중국 사기업이 비록 눈에 띄는 혁신 투입 지
표(예컨대 R&D 지출이나 인력)면에서는 열위에 있지만 혁신(특히 점진적인 
혁신)을 통해 중국의 新슘페터리안 성과 개선을 이끌 잠재력은 의외로 크다
는 것을 뜻한다. 일례로, 중국의 휴대폰 제조업체 톈위(天語)는 중국 소비자
들의 독특한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함으로써 2010년 1분기 판매순위에서 노
키아, 삼성전자에 이어 3위에 오르며 기염을 토한 바 있다(Wall Street 

Journal, 2010. 6. 16). 또한, 중국과 같은 대형 개발도상국에서의 성공적 혁
신은 최첨단 과학기술을 모두 구현한 고가의 제품이 아닌 다소 낮은 수준의 
기술적 스펙을 갖는 제품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른바 ‘검소한 혁
신(frugal innovation)’에 관한 논의(Economist, 2010. 6. 12, 2010. 8. 7)도 
본고의 발견과 맥을 같이 한다. 

물론, 2008 미국발 금융위기의 전세계 파급으로 인해 중국 역시 국내 경
기가 위축되어 재정팽창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국유기업 및 국가
의 영역이 확대되고 민간의 영역이 위축되는 이른바 ‘국진민퇴(國進民退)’의 
징조도 나타나고 있어 향후 중국 사기업의 발전은 여전히 조심스런 관찰의 
대상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서구 선진국 시장의 둔화로 중국 내
수시장을 또 하나의 전략적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 고객들
의 필요와 요구를 파악하는데 있어 중국 사기업들은 적어도 부분적인 학습의 
대상이거나 제휴의 대상일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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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존의 연구 방법과 관련하여 본고의 분석결과는 한 가지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본고는 중국 사기업들이(자체 R&D나 대학․연구소에 아
웃소싱하는 위탁연구가 아니라) 고객에게서 혁신적 지식을 얻어 혁신 성과를 
높임을 보였는데, 이는 기업의 R&D 관련 투입지표만으로 해당 기업의 혁신 
관련 노력을 양적으로 파악하려는 기존에 매우 널리 퍼진 관행이 기업의 혁
신 관련 노력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큼을 경고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기업의 혁신행위를 파악함에 있어 공식적인 과학기술연구 외에 고객과
의 상호작용 등을 통한 혁신적 지식의 흡수를 함께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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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 내용(본고 분석에 사용된 주요 문항만을 발
췌, 번역)

1. 기업명칭: ______________

2. 본사 소재지: ______________

3. 해당산업: 1) 전자통신 2) 생물의약 3) 기계 4) 석유화학 5) 금속 6) 식품․
음료 7) 방직․의복 8) 기타 제조 9) 건설․부동산 10) 방송․문화 11) 도소매 
12) 기타 서비스

4. 종업원수: ______________

5. 연구개발인력수: ______________

6. 매출액 대비 R&D 지출액 비율: ______________

7. 소유제: 1) 국유기업 2) 집체기업 3) 사기업 4) 외자기업 5) 기타
8. 지난 3년 동안 귀사가 이룩한 제품혁신 중 가장 뛰어난 것은 어떤 수준인

가? _______

   1) 신제품 도입 없었음
   2) 당사가 생산하던 기존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개선  
   3) 당사 입장에서는 기존에 없던 신제품 도입(단, 전국적 차원에서 보면 

신제품이라 할 수 없음) 

   4) 전국적 차원에서 신제품 도입(단, 국제적 차원에서는 신제품이라 할 
수 없음)

   5) 국제적 차원에서 신제품 도입 
9. 지난 3년 동안 귀사가 이룩한 공정혁신 중 가장 뛰어난 것은 어떤 수준인

가? _______

   1) 신공정 도입 없었음
   2) 당사가 활용하던 기존 공정에 대한 부분적인 개선  
   3) 당사 입장에서는 기존에 없던 신공정 도입(단, 전국적 차원에서 보면 

신공정이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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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원천 신규 프로젝트의 추진 단계 기존 프로젝트의 완성 단계
1) 기업내 생산부문 예/아니오 예/아니오
2) 계열 공급업체 예/아니오 예/아니오
3) 독립 공급업체 예/아니오 예/아니오
4) 고객 예/아니오 예/아니오
5) 대학 예/아니오 예/아니오
6) 공공연구소 예/아니오 예/아니오
7) 경쟁기업 예/아니오 예/아니오
8) 합자합작파트너 예/아니오 예/아니오
9) 컨설팅 및 R&D위탁기업 예/아니오 예/아니오
10) 전시회 예/아니오 예/아니오
11) 기술보고서 예/아니오 예/아니오
12) 인터넷 예/아니오 예/아니오
13) 기업내 지식계통 예/아니오 예/아니오

   4) 전국적 차원에서 신공정 도입(단, 국제적 차원에서는 신공정이라 할 
수 없음)

   5) 국제적 차원에서 신공정 도입 
10. 다음에 나열한 각 지식원천에 대해, 귀사가 지난 3년 동안 혁신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활용했는지의 여부를 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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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reform and open door policy, China has successfully exploited its

comparative advantage in cheap labor intensive industries and has achieved rapid

economic growth. However, as China began to realize the importance of sustainable

growth, it has recently begun to pay more attention to “innovation” as an alternative

engine for economic growth and to business firms as key actors in innovation-driven

economic growth.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explores Chinese firms'

innovation-related behavioral patterns, with a special focus on cross-ownership type

differences. From econometric analyses of 302 samples obtained from a

questionnaire survey, this study found that Chinese local private firms has higher

efficiency in performing innovation than state-owned firms, although their level of

R&D intensity is lower than their counterparts. Our analyses indicate that the

Chinese local private firms' superiority in innovation efficiency should be, at least in

part,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y invest more efforts in absorbing and assimilating

imported technology and that more actively utilize the downstream knowledge

source, which are the “customers.” These findings require an adjustment of a wide

spread but inaccurate notion that Chinese local private firms are not even capable of

trying innovation because of their low level of development. Our analyses show that

Chinese local private firms might be actually keen on demand-pull innovation.

These firms may even serve as a benchmark for foreign firms trying to tap into the

Chinese domestic market.

Key Words: China, Innovation, Private Firms, 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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