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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한국의 방위산업은 1990년대 말부터 기술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해왔

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군에서 요구되는 첨단무기체계 개

발에 필요한 기술 수준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방위산

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00~2010년간 총요소생산성 변화 그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결정요인 분석은 특허와 특허자료를 바탕으로 기업과 발

명자의 기술영역의 변화를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 먼저 한국 

방위산업체의 총요소생산성은 연평균 6%이며 주요원인은 기술진보에 의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기술적 효율성에 의한 기술 추격형 

산업에서 기술진보를 통한 혁신적인 산업으로 발전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로 누적된 출원특허는 생산성과 양의 관계임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로 기업의 

기술영역 확장과 발명자의 기술영역 확장은 각각 음과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얻은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진보

와 혁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방위산업, 총요소생산성, 확률적 변경추정법, 특허, 기술영역

학  번: 2011-2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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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1.1.1. 한국의 방위산업

1953년 이후 정전상태의 한국은 국방력 강화를 위해 총량적 성장을 지향

하였으며 그 결과 한국의 국방력은 전쟁억제라는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었

다. 1990년대 말부터는 전력증강을 위하여 새로운 무기체계를 해외로부터 도

입하는 단계를 지나, 해외 기술이전을 통해 직접 생산하는 등 근본적인 국방

과학기술의 발전을 시도하였다. 또한, 2000년대에 이르러 국방R&D의 확대와 

함께 자체적인 무기체계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등의 질적 성장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은 급변하는 전쟁양상을 따라잡기에는 부

족한 실정이다. 최근 전쟁양상은 정보과학전의 형태로 첨단 무기체계의 중요

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방위산업체도 이러한 첨단 무기체계에 필요

한 핵심기술과 부품을 개발하고 있으나 과거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부족으로 

자체 기술개발능력이 미흡하여 주요 무기체계의 핵심부품에 대한 대외 의존도

가 높은 실정이다(국방부, 2010). 현재 분야별 한국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선진국대비 78%수준으로 세계 11위권으로 평가된다(국방기술품질원, 2010). 

한국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이 세계 11위라는 것은 자주국방을 선포한지 40

여년 만에 이뤄낸 빛나는 성과지만 군의 ROC(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작전요구성능)는 11위권 이상의 과학기술을 요구하고 있다. 군의 

ROC가 높은 이유는 먼저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전력에 대응하기 위함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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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세계 4대 강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

에 기인한다. 국방과학기술수준과 ROC의 불균형은 결국 우수한 무기체계도입

을 위해 핵심부품의 해외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한국의 국방과학기술수준과 ROC의 불균형은 무기체계의 국산화율1)에서 명

확하게 드러난다. 한국 방위산업의 매출은 [그림 1]과 같이 2007년 6.19조원

에서 2010년 9.33조원으로 약 50% 성장하였지만 기술적 수준을 금액으로 환

산한 국산화율은 66.3%에서 57.8%로 약 12%포인트 하락하였다(한국방위산

업진흥회, 2010). ROC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국방과학기술 수준으로 방위산

업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국산화율이 하락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출처: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10

[그림 1] 한국 방위산업 매출액 및 국산화율 변화

1) 국산화율 계산은 완성장비 기준으로 국산화율총조달가격
총조달가격 총외화지출액

×로 계산됨.

   * 총조달가격=제조원가+일반관리비+이윤, ** 총외화지출액=주․협력업체 수입품비+기술료



3

방위산업에서 국산화율의 하락은 경제적인 손실만이 아니라 무기체계 개발 

지연, 해외시장 진출의 걸림돌인 동시에 도입 무기 운용효율성 하락 등의 제

약사항으로 작용한다. 실제 사례로 2012년 4월 K-2 차기 전차 파워팩 국내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초기 생산전차에 대한 독일산 파워팩 수입이 결정되었

으며 결과적으로 양산지연, 외화지출의 부작용이 있었으며 수출제약의 경우는 

2010년 국내 방위산업체가 개발한 전자전 장비 ALQ-200의 파키스탄 수출

이 무산된 사례가 있다. 이는 해외에서 도입한 기술과 부품을 이용해 생산된 

무기체계가 기술적 종속성으로 인하여 수출의 걸림돌이 된 대표적인 사례이

다. 또한 도입된 무기체계의 유지, 운용 및 보수 등 운용효율성의 제약사항도 

되는데 F-15K Tiger Eye 등 해외도입 장비 및 부품의 무단 해체 및 정비 

논란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한국은 무기체계 자체의 질적 성장에 비하여 핵심 부품 

개발을 위한 근본적인 기술 성장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된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방위산업은 군의 ROC에 부합되는 기술 확보가 시급

한 실정이며 이러한 기술 개발을 통해 방위산업체의 성장과 더불어 국가적으

로는 외화절약, 해외수출 및 고용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와 군의 무기체계 운

용효율성 향상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방위산업체의 생산성 변화를 알아보고 기술진보에 관

련된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한국 국방과학기술과 방위산업체의 능력을 제고하

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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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생산성과 특허

생산성은 투입량 대비 산출량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정동(2002)은 경제주

체의 생산활동 수준을 측정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하였다. 생산성연구의 

대표적인 방법은 Solow의 성장회계방법(growth accounting method)이다. 

하지만 성장회계방법은 분석대상이 효율적으로 생산한다는 가정을 하기 때문

에 기술적 효율성의 존재를 배제하는 단점이 있다. 실제로 기업이 주어진 여

건에서 항상 최대 산출량을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소 

비현실적인 가정이다. 이에 비해 변경함수를 이용할 경우 기술적 효율성을 고

려한 생산성 분석이 가능하다.

변경함수를 이용한 방법은 크게 비모수적 변경추정법과 모수적 변경추정법

이 있다. 자료포락분석법(data envelopment Analysis, DEA)과 맘퀴스트 생

산성지수(Malmquist productivity index)를 이용한 비모수적 변경추정법은 

특정한 함수를 가정하지 않고 선형계획법을 통해 관측치를 비교하여 생산성을 

찾는 방법으로 사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통계적 추정이 아니기 때문

에 통계적 가설검정이 제한되는 단점을 갖고 있다. 확률적 변경추정법

(stochastic frontier analysis)을 이용한 모수적 변경추정법은 투입과 산출의 

관계를 특정한 생산함수로 가정하고 통계적 추정을 통해 생산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통계적 가설검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이정동 & 오동현, 

2010).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술적 효율성 고려하고 통계적 가설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교한 분석이 가능한 확률적 변경추정법을 사용하겠다.

한편 특허는 기업의 기술적 성과이며 축적된 지식을 대리한다. 특허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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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침해와 관련된 논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은 기술과 노하우

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권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특허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

는 기업차원에서 특허→기술혁신→기술/경제적 효과의 구조를 정량적으로 분

석하고 기업과 정부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Aghion, David, & Foray, 2009; Crépon, Duguet, & Mairessec, 1998; 

Goedhuys & Veugelers, 2011; Hall, 2005, 2009). 또한 최근에는 특허 발

명자의 이직과 기술적 유동성이 발명자의 생산성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Fallah & Choudhury, 2009; Hoisl, 2007, 2009; 

Latham, Le Bas, & Volodin, 2011). 하지만 기존의 특허에 대한 연구는 특

허의 정보를 세분화하지 않고 기업 또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을 도출하거나 특허의 기술적 유동성과 발명자 개인의 생산성의 관계만 연구

했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특허건수 뿐만 아니라 특허 정보, 특히 특

허 출원 주체인 기업과 발명자의 기술적 유동성에 의한 기술영역의 변화를 고

려함으로서 특허에 담긴 다양한 정보를 반영한 연구를 할 것이다. 

1.2. 연구목적 및 구조

본 논문의 목적은 2000~2010년간 한국 방위산업의 90개 기업의 생산성

을 분석하고 특허와 특허 출원 주체인 기업과 발명자의 기술적 유동성으로 인

한 기술영역의 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향후 국방과학기술과 

방위산업체의 능력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 확

률적 변경추정법을 이용하여 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측정하고 (2) 이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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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기술적 효율성, 규모요인, 배분효율성으로 분해한 다음 (3) 회귀분석을 

통해 특허, 기업과 발명자의 기술영역의 변화가 기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연구를 위해 사용한 자료는 크게 방위산업체의 재무자료와 특허자료이다. 

재무자료는 총요소생산성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2000~2010년까지 11년간 

NICE 신용평가정보에 공시한 재무제표로부터 산출한 940개의 불균형 패널자

료를 사용하였다. 특허자료는 동기간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에 등재된 출원 특허의 서지정보를 바탕으로 산출하였다. 

[그림 2] 연구의 구조

고도 기술이 필요한 첨단무기체계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현시점에서 방위산

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기술력이 기업의 성과뿐만 아니라 외화절약, 수출 활성

화, 고용창출 등의 국가적인 경제적 성과와 무기체계의 개발, 유지, 보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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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등 국방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술생산 활동의 결과

물인 특허와 기업 생산성간의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선행연구와 연구가설을 소개하

고 3장에서는 총요소생산성 분석을 위한 확률적변경추정법과 결정요인 분석

을 위한 회귀분석에 대한 방법론을 알아보겠다. 4장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자

료와 변수를 설명하며, 5장에서는 생산함수 추정결과와 회귀분석 결과를 확인

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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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및 연구가설

2.1. 확률적 변경추정법(stochastic frontier analysis)

기존의 성장회계방법은 산출물과 투입물의 변화량을 관계를 측정하고 설명

할 수 없는 잔차(residual)를 총요소생산성으로 간주하였다. 성장회계방법은 

기업이 항상 효율적인 상태에서 생산한다는 가정 하에 측정되기 때문에 만약 

비효율적인 상태의 기업이 있다면 총요소생산성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는 한

계가 있다. 이와 달리 확률적 변경추정법은 기업의 비효율성을 고려하고 총요

소생산성을 기술진보, 기술적 효율성, 규모요인, 배분효율성으로 분해가 가능

하여 보다 정교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한광호, 2008).

확률적 변경추정법은 Aigner et al.(1977)과 Meeusen and Broeck 

(1977)에 의해 제안된 이래 많은 분야에서 적용되어왔다. 초기 모형은 비효

율성에 대한 분포를 사전에 가정해야 한다는 점과 효율성이 시간에 따라 변화

하지 않는다는 등의 가정이 필요하였으나 점차 이를 개선하여 시간에 따라 효

율성이 변화하는 다양한 모형들이 등장하였다(Battese & Coelli, 1992; 

Cornwell, Schmidt & Sickles, 1990; Kumbhakar, 1990). 

기술적 비효율성을 고려한 초기 Battese and Coelli(1988)모형은 확률적 

변경추정법을 다음 식 (1)과 같이 표현한다.

 


         

an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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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확률적 오차항  와 기술적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로 구성되어 있으

며  와  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만 기술적 비효율성은 관측개체마다 고정되

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음을 가정한다. 하지만 기술적 비효율성도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기 때문에 Battese and Coelli(1992)의 모

형에서는 새로운 모수 를 이용한 식 (2)를 통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기술

적 비효율성을 반영한다.

   

and      exp 

(2)

Lee(1999)에 의하면 시계열이 긴 경우 Battese and Coelli(1992) 모형

이 안정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2000~2010년까지 

11년으로 시계열이 길기 때문에 Battese and Coelli(1992)의 모형을 이용하

여 총요소생산성을 분석한다. 

2.2. 특허와 생산성

2.2.1. 출원특허 건수와 생산성

Griliches(1990)은 특허와 R&D와의 관계를 연구하였으며 특허 질적 수

준, R&D 지출액에 대한 정확한 측정 등의 제한사항에도 불구하고 특허자료가 

기술변화과정(process of technical change)을 분석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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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였다.

Crépon et al.(1998)은 프랑스 제조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수준에서 생산성과 기술혁신의 성과물(innovation output)사이에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술혁신의 성과물은 출원특허 건수, 혁신에 의

한 매출, R&D 집중도를 고려하였으며 기업의 생산성과 기술혁신의 성과물 사

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국내연구로는 한국의 ICT산업과 일반산업의 생산성과 특허의 관계를 비교 

연구한 오근엽, 김태기(2005)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도 특허는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출원특허가 곧바로 기업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한된다. 새로운 기술과 지식이 기업에 체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시차를 반영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출원특허 건수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t-1기까지 누적 출원 특허는 기업생산성에 양의 영향을 줄 것이다.

2.2.2. 특허 출원 주체의 기술영역 변화와 생산성

Latham et al.(2011)은 혁신은 기업과 조직의 활동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창의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혁신은 기업과 조직이라는 여건도 중요하

지만 발명자의 기술개발에서 시작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의 생산성과 특허

를 연구하는데 발명자와 관련된 변수를 사용하는 것은 보다 정교한 연구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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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게 할 것이다. 발명자의 연구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내적요인인 개인의 역량(individual ability)이며 다른 하나는 

외부 지식자원(external sources of knowledge)을 활용하는 것이다. 발명자

의 역량은 측정이 어렵지만 Becker(1964)와 Denison(1964)는 교육수준이 

내적자원인 개인의 역량을 대리(proxy)할 수 있다는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후 

많은 연구에서 이를 활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의 역량은 측정의 모호함

을 넘어 이미 태생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변화를 설명하기에 제

한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측정이 용이

한 외부 지식자원 활용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외부 지식자원은 발명

자가 이를 활용하여 외부 지식을 모방하거나 새로운 연구를 위한 정보를 얻음

으로서 발명자의 연구 성과를 높인다는 것이다. Los and Verspagen(2003)은 

특히 특허를 잠재적인 지식창출의 자원으로 보았다. 특허는 논문이나 일반적인 

과학지식과 달리 사용 용도와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발명자가 특허개발에 

참여하거나 활용한다면 보다 가시적인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

발명자와 특허정보를 이용한 연구는 발명자의 이직(inter-firm mobility)

과 기술적 유동성(technical mobility)이 발명자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발명자의 생산성은 주로 출원특허 건수, 특허의 인

용횟수를 이용하였다. Hoisl(2007,2009)은 발명자의 생산성과 이직을 연구한 

논문에서 생산성이 높은 발명자는 이직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직을 통해 발명

자의 생산성이 더 향상된다고 주장하였고 Fallah and Choudhury(2009)는 

발명자의 이직, 깃술적 유동성과 지식의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발명자는 

이직과 기술적 유동성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 지식을 전달하거나 받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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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파급효과를 얻는다고 주장하였다. 

특허와 발명자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대체적인 결론은 발명자의 생산성은 

이직과 기술적 유동성을 통해 향상되며 이는 지식의 교류를 통한 파급효과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기술적 유동성은 궁극적으로 기술영역을 확장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발명자는 새로운 기술영역과 교류함으로서 자신의 기술영역을 확장

하며 이러한 확장으로 얻은 지식이 생산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는 발명자가 갖고 있는 지식을 새로운 환경에 적용하거나 새로운 환경에서 

습득한 지식을 활용하여 발명자의 생산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하지만 발명자의 이직과 생산성을 특정산업과 기업에 적용하는데 제한사항

이 따른다. 예를 들어 본 논문은 한국 방위산업체 90개 기업을 선정하여 연구

하기 때문에 이직하는 발명자의 횟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두 번째 제한사

항은 발명자의 성명의 매칭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홍길동’이라는 이름의 

발명자가 각각 A와 B라는 기업에서 특허를 출원 한 경우 동일인물인지 동명

이인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술과 지식의 교류가 물리적인 이동, 

즉 이직을 통해서만 이뤄진다고 볼 수는 없다. 물리적인 이동인 이직을 통해

서도 지식의 교류가 발생하지만 한 기업 안에서도 연구개발과정에서 지식의 

교류는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명자의 이직보다 기술적 

유동성에 의한 기술영역 확장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한다.

기업이 하나의 단일 기술만 가진 것이 아니라 제품 생산에 필요한 여러 가

지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군간의 교류는 기술의 암묵적 이동을 

야기한다. Argote and Ingram(2000)은 지식이전(knowledge transfer)이 

기업의 경쟁우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같은 조직내 지식이전이 조직간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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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지식이전은 조직내 하위조직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보다 쉽게 이뤄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로 다른 

기술영역을 갖는 기업내 하위조직간에 교류를 통해 각 하위조직에 새로운 지

식이 이전된다고 볼 수 있다. 상이한 기술영역간의 교류는 발명자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지식은 진행되는 기술개발 또는 향후 

개발될 기술에 단초를 제공하여 발명자의 생산성을 높이게 된다(Los & 

Verspagen, 2003). 새로운 지식이 발명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발명자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지식과 재조합(recombination)을 통해 지식이 성장하기 

때문이다(Weitzman, 1996, 1998). 발명자가 새로운 지식을 통해 가지고 있

는 지식이 성장한다는 것은 발명자의 생산성이 향상되어 새로운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남을 의미하며 이러한 기술개발활동은 기업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기업내 기술군간의 기술교류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 발명자는 기술영역이 확장되며 이는 향후 발명자의 기술개발 생산성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기업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림 3] 기술영역 확장과 생산성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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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기업수준에 적용하면 기업의 기술적 유동성이 높으면 새로운 지식과 

접촉할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 기술영역의 확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기업의 생

산성에 긍정정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러한 기술영역의 확장도 특허와 마찬가

지로 시간의 영향을 고려하여 t-1기까지 누적량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가설 2와 3을 설정하였다.

H2: t-1기까지 누적된 기업의 기술영역의 확장은 기업 생산성에 양의 영

향을 줄 것이다.

H3: t-1기까지 누적된 기업내 발명자의 기술영역의 확장은 기업 생산성에 

양의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림 4] 연구의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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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방과 방위산업 관련 연구

국방과 방위산업의 생산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DEA와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를 이용한 비모수적 추정방법과 성장회계방법을 이용해 왔으며 최근에는 

확률적 변경추정법을 이용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비모수적 변경추정법을 이용한 연구는 방위산업체에서 개별 무기체계 혹은 

단위부대 운용효율성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이대순 외(2006)는 DEA를 

이용하여 19개 방위산업의 효율성을 측정하였으며 투입변수로는 종업원수, 고

정자산, 원재료를 사용하였고 산출변수는 매출액을 이용하였다. Lee et 

al.(2009)은 국방부문의 혁신정책이 국방획득과 방위산업체의 생산성에 미치

는 영향을 DEA와 토빗 모형(tobit regression)으로 분석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DEA를 이용하여 개별 무기체계인  주력전차의 기술예측방법을 연구

한 김재오 외(2007)의 연구와 단위 부대인 보급수송대대의 효율성을 분석한 

서미영, 송영일(2010)의 연구도 있다. 

성장회계방법을 이용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재환(2007)의 연구가 있으며 

콥-더글라스 함수를 이용해 총요소생산성을 분석하고 회귀분석으로 결정요인

을 확인하여 직․간접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총요소생산성이 양의 관계임을 확

인하였다. 또한 김정일(2006)은 성장회계방법으로 총요소생산성을 분석하고 

이를 노동, 자본의 투입량과 비교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확률적변경추정법을 이용한 대표적인 연구인 김병석 외(2011)는 확률적 

변경추정법을 이용하여 총요소생산성을 기술진보, 기술적 효율성과 규모요인

으로 분해하여 한국 방위산업체의 생산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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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국방부문의 총요소생산성을 분석한 연구는 성장회계방법과 확률

적 변경추정법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

니고 있다. 성장회계방법은 분석대상이 효율적으로 생산한다는 가정과 총요소

생산성을 분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기술진보를 연구함에 있어 정교함이 다소 

부족하며 확률적 변경추정법을 이용한 기존의 연구는 결정요인분석을 실시하

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본 논문에서는 

총요소생산성을 기술진보, 기술적 효율성, 배분효율성, 규모요인으로 분해하여 

보다 정교한 분석을 하고 지식생산 활동의 결과물인 특허정보를 이용해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기본의 국방부문 연구와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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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3.1. 총요소생산성 분석

3.1.1. 이론적 모형

총요소생산성 분해를 위한 확률적 변경추정법의 함수는 다음과 같다.

     exp          (3)

는 기업의 기의 실제 산출량을 의미하며 는 기업의 기의 투입물 

벡터이다. 는 생산함수로 의 생산요소가 투입될 경우 생산 가능한 

최대 산출량을 나타낸다. 는 기술적 비효율성(technical inefficiency)을 나

타내는 요소로서, 기업이 항상 최대 산출량을 생산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

하기 때문에  ≥ 이고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만약 기술적 

비효율성 가 0이라면 기업은 기술적 효율성이 1로 측정되며, 최대 산출량

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적 효율성은 최대 산출량과 실제 산출양의 

비율로 측정하며 이는 식 (4)와 같다.




 ex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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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의 양변에 로그를 취하고 시간 t에 대해 미분하면 식 (5)를 구할 수 

있으며, 여기서 상점( ․ )은 해당 변수의 변화율을 의미한다.

 

 ln



(5)

식(5)의 우측 첫 번째 항을 전개하면 식 (6)과 같다. 



ln


ln





ln



 




 (6)

변경함수를 시간 t로 편미분한 값은 외생적인 기술변화인 기술진보(TP: 

technical progress)를 나타내며, 이는 생산변경의 이동(shift)을 의미한다. 

만약 기술진보의 값이 양수인 경우 생산변경은 확장되며 음수인 경우 생산변

경은 축소하게 된다. 식 (6)의 우변 두 번째 항은 생산요소의 변화량을 의미

하며 생산요소의 산출탄력성을 이용하여 



 (  ln ln)으로 나타

낼 수 있다.

식 (5)의  는  기술적 효율성의 변화량(TEC: technical efficiency 

change)을 나타내며, 이는 생산변경 안에서 각 기업의 위치와 변경과의 거리

변화를 의미한다. 이 TEC가  양인 경우 기술적 효율성은 개선됨을 의미하고, 

음인 경우 기술적 효율성이 악화됨을 의미한다. 식 (5)와 (6)을 결합하면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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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과 같이 산출물의 변화량을 기술진보, 생산요소의 변화, 기술적 효율성의 

변화로 나타낼 수 있다.

 

ln





  


  




   (7)

산출물의 변화량을 의미하는 식 (5)는 생산요소가 고정된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여기에 시간에 따라 투입되는 생산요소의 양이 변화한다고 가정하면 

총요소생산성의 변화량은 다음 식 (8)과 같다. 

   



 (8)

여기서       ( 


 )로, 는 생산요소 비용의 합이며 

는  생산요소 비용이 총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식 (7)과 (8)을 이용하여 식 (9)를 구할 수 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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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보수(RTS: return to scale)는   

 ln 

 ln 
 


 ln 

 ln 
 





이며, 여기서 는 번째 생산요소의 탄력성이 전체 탄력성에서 차지하는 비

중으로    


    


   이다. 

식 (9)에서 최종적인 총요소생산성의 변화율은 기술진보 (TP), 기술효율

성 변화율(TEC), 규모의 요인(SC: scale component,  



), 배

분 효율성(AE: allocation efficiency, 


   
)으로 분해된다(Kumbhakar, 

Denny & Fuss, 2000).

3.1.2. 실증 모형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방위산업체의 생산성을 분석하기 위해 생산함수를 식 

(10)과 같이 초월대수함수(translog functional form)로 가정한다. 는 기

업의 기 실제 산출한 부가가치를 의미하며 생산요소 은 노동, 는 자본스

톡이다. 초월대수함수는 생산요소의 2차항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콥-더글러스

(Cobb-Douglas)함수보다 유연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ln       ln    ln  


 



 


 ln   


 ln     ln 

   ln    ln  ln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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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0)에서 은 i.i.d.   
 인 확률적 오차항이며 은 i.i.d. 

   
 인 기술적 비효율성으로 와 은 상호 독립을 가정한다. 기술적 

비효율성은 기업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이며 식(11)과 

같이 가정한다(Battese & Coelli, 1992). 

    exp  (11)

식 (11)에서 는 추정해야 되는 모수이다.  = 0 이면 기업의 비효율성은 

시간에 상관없이 일정한 값을 가지며  ≠ 0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 기업

의 기술적 비효율성은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이 경우   > 0 이면 기업의 효

율성이 개선되며,  < 0 이면 기업의 효율성이 악화된다.

식 (10)에서 기술진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ln
      ln    ln  (12)

기술적 효율성은 기술적 비효율성이 없을 때 최대 산출량과 기술적 비효율

성이 존재할 때 실제 산출량의 비율로서, 식(4)와 같이 쓸 수 있다. 실제 추

정에 있어서는 다음의 식 (13)을 이용한다.

  ex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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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생산요소의 산출탄력성은 식 (14)와 같이 계산되며 이를 통해 식 

(9)에서 규모요인과 배분효율성을 구할 수 있다.

  ln
ln

    ln     
≠ 

  ln      (14)

3.2. 결정요인 분석

기술적 효율성과 기술진보, 총요소생산성은 데이터 형태의 차이로 동일한 

회귀모형을 적용하는데 제한된다. 기술적 효율성은 최대 산출량과 실제 산출

량의 비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값이 0과 1사이를 벗어나지 않

는 반면 기술진보와 총요소생산성은 시간에 따른 변화량을 나타내고 또한 규

모요인, 배분효율성과의 합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0보다 작거나 1보다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 효율성의 결정요인 분석은 0과 

1로 제한된 토빗 모형(tobit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고, 기술진보와 총

요소생산성은 일반적인 패널데이터 분석모형인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과 임의효과모형(random effects model)으로 분석 후 비교한다.

3.2.1. 토빗 모형

토빗 모형은 제한된 종속변수(LDV, limited dependent variable)모형 중 

하나로 종속변수의 범위를 제한(censoring)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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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   i f










 ≤   


   




 ≥  

(15)

일반적인 토빗 모형의 모델은 다음 식 (15)와 같다. 는 패널 데이터의 개

체를 의미하며 는 요인분석의 독립변수를 의미한다. 
 는 번째 기업의 실제 

기술적 효율성을 의미하고 는 추정에 사용되는 값으로 0과 
  중 큰 값으

로 결정된다. 즉 
 가 0보다 작다면 0을, 

 가 0보다 크다면  
 값을 사용한

다. 하지만 일반적인 효율성 값은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므로 좌우를 0과 1

로 제한한 모형을 가정할 경우 
 가 1보다 큰 경우 의 값으로 1을 부여하

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기술적 효율성의 분포특성을 고려하여 좌우

를 각각 0과 1로 제한한 토빗 모형을 이용하여 결정요인 분석을 실시한다.

3.2.2. 고정효과모형과 임의효과모형

패널 데이터는 횡단면자료(cross sectional data)와 시계열자료(time 

series data)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개체간의 차이를 어떻게 가정하는가

에 따라 분석방법에 차이가 있다. 먼저 합동회귀분석(pooled regeression)의 

경우 이러한 개체간의 차이를 무시하고 추정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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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생산성과 기술진보는 각 기업의 속성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무시

한 합동회귀분석을 사용하는 것은 추정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이정동 & 오동현, 2010).

분석 개체의 차이를 고려한 분석방법중 대표적인 것은 고정효과모형과 임

의효과모형이다. 두 모형의 큰 차이는 개체간의 차이를 고유한 속성으로 보는

가와 임의로 주어지는 것으로 보는가에 있다.

먼저 고정효과모형은 식 (16)과 같이 관측이 불가능한(unobserved 

effect) 개체고유의 속성인 가 상수에 포함된 형태로 구성된다.

  
  



   (16)

식 (16)에서 개체 의 평균을 차분하면 패널개체의 상수항 가 제거

된 식 (17)을 구할 수 있다. 

 
  

  



  
   

   (17)

차분을 통해 개체의 고유한 속성이 제거된 식 (17)을 회귀분석을 하면 개

체의 차이가 반영된 고정효과모형이 된다(Wooldridge, 2009).

임의효과모형은 개체간의 차이가 확률적으로 주어진다고 가정한다.2)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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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개체간의 차이()와 오차항()을 결합하여 복합오차항(composite error 

term,  )으로 나타내면 식 (18)로 표현할 수 있다.

 
  



     (18)

하지만 복합오차항은 오차항간의 자기상관(AR, Autocorrelation)이 있기 

때문에 식 (18)을 합동회귀분석으로 분석할 경우 효율적인 추정량을 얻을 수 

없음으로 일반화 최소자승법(GLS, generalized least squares)을 이용한 추

정을 해야 한다.

GLS 추정을 위해서는 먼저 와 의 분산을 이용해 를 구하고 식 (19)

와 같이 변환한 다음 회귀분석을 해야 한다3)(Wooldridge, 2009).

   
  



        (19)

2) 이는 설명변수   와 관측불가능한 개체간의 차이 간에 상관관계가 없음을 가정하는 것

을 의미한다. 

3)  



 이며 실제 추정에는 의 추정값인 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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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Hausman 검정

고정효과모형과 임의효과모형은 모두 패널개체의 차이를 고려한 추정방법

이지만 그 차이를 고유한 속성으로 볼 것인지 확률적으로 주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차이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고정효과모형은 개체간의 차이인 와 설명

변수  의 상관관계를 허용하기 때문에 보다 신뢰성이 높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보다 정교한 분석을 위해서는 설명변수와 개체간의 차이가 외생적인지 

내생적인지를 검정하는 Hausman 검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Wooldridge, 

2009).

임의효과모형은 고정효과모형과 달리 개체간의 차이를 확률적으로 주어진

다고 보기 때문에 를 복합오차항에 포함한다. 따라서 오차항과 설명변수 사

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외생성을 가정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Hausman 검정

을 실시한다. 

 :    

 :   ≠

Hausman 검정의 귀무가설은 설명변수의 외생성이며 대립가설은 설명변수

의 내생성이다. 따라서 Hausman 검정결과 귀무가설이 기각된다면 설명변수

와 의 외생성을 가정한 임의효과모형보다 내생성을 허용하는 고정효과모형

이 보다 적절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민인식 & 최필선,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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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와 변수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12년 현재 방위산업체4)로 지정된 기업 중 

2000~2010년간 1개 이상의 특허를 출원한  90개 기업의 불균형 패널자료

(unbalanced panel data)이다. 자료는 크게 기업의 재무자료와 특허자료로 

구분되며 재무자료는 생산성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특허자료는 결정요인 분석

에 사용하였다.

4.1. 총요소생산성 분석

4.1.1. 자료 

기업 재무자료5)는 NICE신용평가정보에서 제공하는 Kis-Value 공시자료 

중 결측값을 제외한 940개 관측치를 사용하였다. 연도별 평균 변화는 [그림 

5]와 같으며 11년간 기업의 자본스톡은 8.7% 증가하였으며 노동은 9.5% 감

소한 반면,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58% 증가하였다. 산출요소의 증가율이 

투입요소의 증가율을 상회하므로, 2000년 이후 한국 방위산업체의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생산성 증가는 특

히 기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4) 방위산업체 지정은 총포류, 탄약, 군용 항공기 및  함정, 레이더, 화생방 물자 등 방위산업 

물자를 생산하는 기업 중 일정 시설기준과 보안요건 등을 갖춘 기업을 지식경제부에서 방

위사업청과 협의하여 선정한다(방위사업법 제 35조).

5) 화폐변수는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2005년 기준)를 이용하여 물가변동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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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부가가치, 자본스톡 및 노동의 변화

4.1.2. 변수

생산함수에 사용된 변수는 기업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해당연도에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value-added), 노동 투입량(L), 자본스톡(K)을 사용하였

다.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표 1]과 같으며 종속변수는 부가가치, 설명변수는 

노동, 자본스톡, 시간(t)를 사용하였다. 부가가치는 기업의 생산 활동에 기여

한 개체들인 기업, 노동자, 자본제공자, 국가 및 사회에 귀속된 금액의 합산으

로 정의하고 한국은행에서 사용하는 계산방식을 따랐다. 또한 총요소생산성 

분해에 필요한 노동비용(CL)은 임금, 성과상여금, 기타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의 합산으로 사용하였다. 자본비용(CK)은 임차료, 감가상각비, 이자비용의 합

산으로 산출하였다(Kim & Ha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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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생산함수 변수 산출과정

산출 방법

부가가치(VA)
영업이익 + 대손상각비 + 인건비 + 임차료+ 조세공과 

+ 감가상각비

자본스톡(K) 유형고정자산

노동(L) 총 종업원 수

위와 같이 산출된 변수들은 실제 분석을 위한 초월대수함수 형태의 생산함

수에 적용하기 위해 로그를 취하였으며, 기초통계량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생산함수 변수 기초통계량

Mean S.D. Min Max

VA (억원) 2145.48 6243.85 0 60110.69

K (억원) 4560.29 14328.84 0 112081.82

L (명) 1801.21 4794.41 1 33005

4.2. 결정요인 분석

4.2.1. 자료

총요소생산성과 구성요소의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특허자료는 유럽특허청

(EPO, European patent office)의 PATSTAT를 활용하였다. 한국 방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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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90개 기업이 2000~2010년까지 11년간 출원한 특허는 총 29,971건이며 

특허 출원에 참여한 발명자는 11,992명이다. 특허자료의 연도별 평균변화는 

[그림 6]과 같으며 2000년 이후 특허건수, 출원 기업과 발명자는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허건수와 출원기업이 증가하는 있는 것은 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특허권에 대한 중요성이 제고되고 있

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6] 특허 출원 기업, 발명자 및 출원특허 건수의 변화

4.2.2. 변수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 사용한 모델은 특허건수, 기업 및 발명자의 기술영

역의 변화를 기준으로 2개로 구분하였다. 모델을 구분하는 이유는 특허의 경

우 기술개발 성과의 영향을 나타내며 기술영역의 변화는 기술개발 과정의 영

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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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1      

모델 2       ln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서 종속변수는 총요소생산성과 구성요인이 사용되었

다. 설명변수는 모델 1은 특허건수(Pt), 모델 2는 특허건수(Pt), 기업의 기술

영역의 변화(CTeDoF)와 발명자의 기술영역의 변화(CTeDoI)를 사용하였고 

통제변수로는 자본집중도, 자산활용도, R&D집중도와 기업규모(더미)를 사용

하였다.

4.2.2.1. 설명변수

특허건수(Pt, patent)는 기업이 t-1기까지 출원한 특허의 총 건수이며 기

업과 발명자의 기술영역의 변화는 특허를 산업별로 분류하여 주요 기술영역을 

구별하고 다른 기술영역에 관련된 특허를 출원한 경우를 기술영역을 확장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특허를 산업별로 분류하는 과정이 선

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특허의 국제특허분류(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코드와 표준산업분류(SIC,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코드를 매칭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아직까지 국제특허분류코드와 한국표

준산업분류코드(KSIC,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을 연계한 

자료가 제한되어 독일, 프랑스, 영국의 연구기관6)에서 작성한 연계표를 활용

6) 독일 Fraunhofer Institute for Systems and Innovation Research, 프랑스 

Observatoire des Sciences et des Techniques, 영국 Science and Policy Research 

Unit 의 3개 기관이 연구한 연계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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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 연계표는 유럽산업분류(NACE: European classification of 

economic activities)와 국제표준산업분류를 바탕으로 구성한 제조업 중심 

44개 산업과 국제특허분류코드를 연계한 것이다(특허청, 2008).

기업 기술영역의 변화(CTeDoF, change of technology domain of firm)

는 해당기업이 출원한 특허 중 특정 기술 영역의 특허집중도를 확인하여 식 

(20)과 같이 HHI(Hirschman - Herfindahl Index, 허쉬만-허핀달 지수)를 

산출하여 주요기술 영역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HHI는 시장집중도를 측정하

는 것으로 미국의 수평적 합병지침에서 1800이 넘을 경우 독과점시장으로 판

단하고 있으므로 그 값이 1800이 넘는 산업을 해당기업의 주요 기술영역으로 

선정하여 측정하였다.7) 이는 기업의 기술영역에 대한 HHI가 독과점 기준이

상이라면 그 기업은 해당 기술영역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요 기

술영역으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기업이 주요 기술영역과 다른 특

허를 출원하였다면 기업의 기술영역이 확장된 것으로 정의한다.

 









  

 


  



  


  

 


 



 










(20)

식 (20)에서 는 대상기업이 출원한 특허가 속하는 모든 기술영역을 의미

7) HHI지수는 시장 경쟁도를 측정하는 지수로 통상 1000미만은 경쟁적인 시장, 1000~1800

은 집중된 시장, 1800초과는 매우 집중된 시장으로 판단하며 독과점의 판단의 기준은 1800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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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는 HHI지수를 이용해 선정한 주요 기술영역이다. 따라서 분모인 






  는 기업 가 t-1기까지 출원한 특허의 총 건수이며 분자인 




 

는 기업 가 t-1기까지 주요 기술영역에 출원한 특허이다. 기업의 HHI가 높

다면 그 기업의 기술영역은 출원 특허 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음을 의미하

고 HHI가 낮다면 기업의 출원특허 건수에 비해 기술영역이 넓음을 의미한다.

발명자의 기술영역의 변화(CTeDoI, change of technical domain of 

inventor) 또한 HHI 지수를 이용하여 발명자의 주요 기술영역을 식별하고, 

그 외의 기술영역에 대한 특허에 참여하였다면 이를 발명자가 기술영역을 확

장한 것으로 정의한다. 기업수준과 차이점은 하나의 특허에 다수 발명자가 참

여한다는 점과 발명자 간의 특허 출원 건수가 다르다는 점이다. 따라서 발명

자와 관련된 변수는 식 (21)과 같이 t-1기까지 총 발명자중 기술영역을 확장

한 발명자의 비율을 사용한다.

 


  

 


  



 


  

 


 





(21)

식 (21)에서 는 특허 출원에 참여한 모든 발명자를 의미하며 은 특허 

출원과정에서 기술영역을 확장한 발명자를 나타낸다. 따라서 분모인 






  는 기업 의 -1기까지 출원된 특허에 참여한 모든 발명자이며 

분자인 




 은 기업 의 -1기까지 기술영역을 확장한 발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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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CTeDoI가 높다면 기술영역을 확장한 발명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고 

CTeDoI가 낮다면 기술영역을 확장한 발명자가 적음을 의미한다.

4.2.2.2. 통제변수

결정요인 분석의 통제변수로는 자본집중도(K/L), 자산활용도(Sales/K), 

R&D집중도(R&D/Sales)와 기업규모(더미)를 사용하였다. 자본집중도은 유형

고정자산을 종업원 수로 나눈 값으로 종업원이 생산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

는 고정자산을 의미하며, 자산활용도는 매출액을 유형고정자산으로 나눈 값으

로 성과를 위해 사용한 자산 비율을 의미하며, 이는 기업의 활동성을 나타낸

다(권기정 외, 2009). R&D집중도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용의 비율로 이

는 기업이 연구개발에 대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기업규모변수는 종업원 기

준으로 구분하여 더미변수로 처리하였으며 300명 이하를 기준으로 301~ 

1000명은 dumsize1, 1001명 이상은 dumsize2로 정의하였다.

4.2.2.3. 기초통계량

실제 추정에 사용된 각 변수의 산출방법은 [표 3]과 같으며 자본집중도, 

자산활용도, 기업의 기술영역의 변화는 대수화하여 사용하였다. 각 변수의 기

초통계량과 Pearson상관계수는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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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결정요인 변수 산출과정
산출 방법

ln (K/L) ln (유형고정자산 / 총 종업원수)

ln (Sales/K) ln (매출액 / 유형고장자산)

R&Dint 연구개발비 / 매출액

Pt t-1까지 누적 출원특허

ln CTeDoF ln [(t-1까지 주요산업 누적 출원특허 / t-1기까지 누적 출원특허)2]

CTeDoI (t-1까지 누적 기술영역 확장 발명자 / t-1까지 누적 발명자)

dumsize1 중견기업(종업원수 301~1000명)

dumsize2 대기업 (종업원수 1001명 이상)

분석자료가 불균형 패널데이터이기 때문에 변수의 기초통계량과 상관계수

는 패널개체인 각 방위산업체의 평균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독립 변수간의 

상관계수를 측정한 결과 대부분의 상관계수가 0.38~-0.56으로 높지 않기 때

문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결정요인 변수 기초통계량 및 Pearson상관계수
Mean S.D. (1) (2) (3) (4) (5) (6) (7) (8)

ln(K/L)

(1)
18.33 0.86 1

ln(Sales/K)

(2)
1.16 0.60 -0.56*** 1

R&Dint

(3)
0.11 0.20 -0.46*** 0.32*** 1

Pt

(4)
333.01 1146.37 0.21** -0.06 -0.09 1

lnCTeDoF

(5)
5.10 2.94 0.02 0.19* 0.02 0.19* 1

CTeDoI

(6)
0.22 0.17 0.24** -0.13 -0.18* 0.12 0.23** 1

dumsize1

(7)
0.17 0.37 0.38*** -0.11 -0.25** 0.26** -0.03 0.14 1

dumsize2

(8)
0.27 0.44 0.02 -0.04 0.03 -0.11 -0.09 0.04 -0.48*** 1

비고: *** p<0.01,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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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과

5.1. 총요소생산성 분석결과

확률적 변경추정법을 이용한 생산함수 추정결과는 [표 5]와 같다. 초월대

수함수와 기술적 비효율성의 존재를 가정한 생산함수의 적합성을 검정하기 위

해 총 6개의 모델을 추정하였다. 이는 기술적 비효율성 존재, 기술적 비효율

성의 시간에 따른 변화, 기술진보 존재, 기술진보의 비중립성, 초월대수함수의 

적절성을 검정하기 위함이며 각 모델의 의미는 [표 6]에 나열하였다.

가설 검정은  식 (22)와 같이 로그우도비(LR, log-likelihood ratio)검정

을 실시하며 여기서 LL(H0)는 귀무가설 모델인 모델 1-1~1-5의 로그우도 

값이며 LL(H1)은 대립가설 모델인 모델 1의 로그우도 값을 의미한다.

     (22)

통상적으로 ≥이기 때문에 LR검정의 검정통계량은 비음

(non-negative)값을 가지며 만약 검정하려는 귀무가설이 사실이라면 제약 

개수 를 자유도로 하는 
 분포를 따른다(Wooldridg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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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생산함수 추정결과

Dep_var 
ln VA

모델 1 모델 1-1 모델 1-2 모델 1-3 모델 1-4 모델 1-5

ln L -6.825

(1.048)

-4.858

(1.068)

-6.909

(1.085)

-6.122

(1.033)

-6.371

(1.031)

0.896

(0.105)

ln K 2.449

(0.247)

2.020

(0.281)

2.474

(0.256)

2.307

(0.249)

2.379

(0.248)

0.265

(0.063)

ln L2 -1.324

(0.147)

-1.065

(0.154)

-1.329

(0.154)

-1.206

(0.149)

-1.252

(0.147)

-

ln K2 -0.247

(0.028)

-0.195

(0.030)

-0.246

(0.029)

-0.231

(0.027)

-0.240

(0.027)

-

ln L × ln K 0.647

(0.075)

0.505

(0.078)

0.649

(0.078)

0.589

(0.075)

0.612

(0.075)

-

t 0.391

(0.348)

0.498

(0.392)

0.532

(0.349)

- -0.030

(0.084)

-0.014

(0.026)

t2 0.007

(0.013)

0.006

(0.013)

0.005

(0.013)

- 0.010

(0.013)

-

t×ln L 0.000

(0.032)

0.003

(0.036)

0.005

(0.033)

- - -

t×ln K -0.017

(-0.017)

-0.020

(0.025)

-0.022

(0.022)

- - -

constants 8.156

(1.009)

6.871

(1.460)

7.306

(1.061)

9.165

(1.000)

9.115

(0.999)

12.580

(1.011)


 3.953

(0.590)

3.118

( - )

4.734

(0.551)

3.472

(0.317)

3.772

(0.553)

3.398

(0.244)

γ
0.312

(0.109)

0 0.426

(0.083)

0.206

(0.062)

0.271

(0.110)

0.125

(0.029)

μ
-2.220

(0.846)

0 -2.840

(1.122)

-1.692

(0.818)

-2.021

(0.806)

-1.304

(0.424)

η
0.062

(0.029)

0 0 0.104

(0.020)

0.076

(0.033)

0.160

(0.037)

Log-Likelihood -1835.635 -1863.318 -1838.460 -1839.744 -1838.601 -1871.898

비고: ( )는 표준오차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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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각 모형의 가정

내      용

모델 1 비제약 생산함수 (unrestricted model)

모델 1-1 기술적 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음 (    )

모델 1-2 기술적 비효율성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음 (  )

모델 1-3 기술진보가 없음 (     )

모델 1-4 기술진보는 중립적임 (  )

모델 1-5 콥-더글러스 생산함수 (      )

본 연구에서 가정한 생산함수에 대한 검정 결과는 [표 7]과 같다. 기술적 

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첫 번째 가설(모델 1-1)은 1%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었다. 만약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는다면 기업은 효율적인 상태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나 실제 한국 방위산업체에는 기술적 비효율

성이 존재하며 생산 가능한 최대 산출량보다 적은 수준에서 생산 활동이 이루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술적 비효율성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두 번째 귀무가설(모델 

1-2)은 5%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었다. 이는 대상 기업의 비효율성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Battese and Coelli(1992)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한다. 기술진보가 없다는 세 번째 귀무가설(모델 1-3)과 기

술 진보의 유형이 중립적이라는 네 번째 가설(모델 1-4)은 10% 유의수준에

서 기각되었다. 이는 기업의 기술은 진보하고 있으며 기술진보의 유형이 비중

립적임을 의미한다. 생산함수를 콥-더글러스 함수로 가정한 다섯 번째 귀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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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모델 1-5)은 1%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었으며, 초월대수 함수 형태의 생

산함수가 적절함을 의미한다.

[표 7] 가설검정 결과

귀무가설 (H0) 로그우도 검정통계량 임계값8) 결과

모델 1-1      -1863.32 55.37 10.50
 1%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 기각

모델 1-2    -1838.46 5.65 3.84
5%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 기각

모델 1-3          -1839.74 8.22 7.78
10%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 기각

모델 1-4      -1838.60 5.93 4.61
10%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 기각

모델 1-5
      

     
-1871.90 72.53 13.28

1%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 기각

추정결과에 대한 5가지의 가설 검정결과 본 연구에서 가정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기술적 비효율성의 존재, 비중립적인 기술진보의 존재, 초월대수 함

수 형태의 생산함수가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8) 각 모델의 가설검정에 사용되는 
의 임계값은 다음과 같다


 1 ( = 3)* 2 ( = 1) 3 ( = 4) 4 ( = 2) 5 ( = 6)

0.01 10.50 6.63 13.28 9.21 16.81
0.05 7.05 3.84 9.49 5.99 12.59
0.1 5.53 2.71 7.78 4.61 10.64

* = 0을 포함하는 1번 가설검정은 혼합 분포 임계값을 사용하였다(Kodde & Palm,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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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함수의 추정모수와 자료를 식 (9)에 대입하여 총요소생산성을 요인별

로 분해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5]의 모델 1 모수 중에서 η의 추정치

가 0.062로, 대상 기업의 기술적 효율성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측가

능하다. 기술적 효율성(TEC)의 증가는 한국 방위산업체들이 생산변경에 접근

하고 있는 추격(Catch-up)효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연도에 따라 TEC가 감

소하고 있음은 추격속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기

술진보(TP)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대상 기업이 기술 개발을 통해 생

산변경 자체를 확장함을 의미한다. 규모의 요인(SC)과 배분효율성(AE)은 효

과가 0.01미만으로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음을 확인하였다. 

한국 방위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주로 기술진보의 효과로 인해 지속적으로 상

승하고 있으며, 이는 [그림 7]을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표 8] 총요소생산성과 요인별 분해

TEC TP SC AE TFP

2001 0.0152 0.0092 -0.0020 -0.0013 0.0211

2002 0.0150 0.0211 0.0040 0.0042 0.0443

2003 0.0147 0.0277 0.0036 0.0060 0.0519

2004 0.0143 0.0352 0.0010 -0.0001 0.0505

2005 0.0140 0.0438 -0.0019 0.0000 0.0560

2006 0.0137 0.0486 0.0020 0.0002 0.0644

2007 0.0134 0.0551 0.0055 0.0039 0.0779

2008 0.0131 0.0597 -0.0006 0.0010 0.0731

2009 0.0128 0.0660 0.0004 0.0001 0.0793

2010 0.0125 0.0728 0.0014 0.0000 0.0866

평 균 0.0139 0.0439 0.0013 0.0014 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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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총요소생산성과 요인별 변화

결과적으로 한국 방위산업체의 기술적 효율성은 향상되고 있으나 향상 속

도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 진보를 통해 생산변경 자체를 

확대하기 때문에 변경에 접근하는 속도가 낮아진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2000~2010년 사이 총요소생산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기술 진보임을 

확인하였다. Fre(1994)에 의하면 효율성에 의한 성장은 추격효과를 의미하

고 기술진보는 혁신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한국 방위산업은 기술추격형 산업

에서 혁신활동이 많은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2. 결정요인 분석결과

5.2.1. 기술적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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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기술적 효율성 분석결과

종속변수 TE 모델 2-1 모델 2-2

ln (K/L)
0.07466*** 0.05944***

(0.00417) (0.00398)

ln (Sales/K)
0.05008*** 0.04059***

(0.00386) (0.00359)

R&Dint
0.02833*** 0.01661**

(0.00786) (0.00722)

Pt
0.00002*** 0.00002***

(0.00000) (0.00000)

ln CTeDoF
0.00606***

(0.00051)

CTeDoI
0.01496*
(0.00811)

dumsize1
-0.03899 -0.03055
(0.04223) (0.04163)

dumsize2
-0.13731*** -0.12591***
(0.03583) (0.03529)

constants
-0.70789*** -0.45741***
(0.07998) (0.07581)

N 842 842

Log-Likelihood 1443.79 1517.42

Wald-χ2 408.86 657.22

비고: *** p<0.01,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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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효율성은 토빗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먼

저 통제변수인 ln (K/L), ln (Sales/K), R&Dint는 모두 기술적 효율성과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종업원의 업무환경을 의미하는 ln 

(K/L)의 경우 두 모델에서 1% 수준에서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

는 노동인력이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 많을수록 효율성이 향상됨을 의미한다. 

ln (Sales/K) 역시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기업이 

갖고 있는 유형고정자산을 많이 활용할수록 효율성이 향상됨을 의미한다. 

R&Dint의 경우 모델 2-1에서는 1%, 모델 2-2에서는 5% 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기업이 연구개발에 투자를 많이 

할수록 효율성이 높아짐을 시사한다.

모델 2-1에서 기술적 효율성과 Pt는 1% 수준에서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기업의 출원특허는 기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킴을 의미한다. 모델 

2-2에서 기술적 효율성과 ln CTeDoF는 1% 수준에서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기업수준에서 자신의 주요 기술영역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기업의 기술영역 확장은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적 효율성과 CTeDoI는 10% 수준에서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기업수준의 기술영역의 확장은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과 달리 

발명자 수준에서 기술영역의 확장은 효율성을 향상시킴을 의미한다.

기업규모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의 경우 두 모델에서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

다. 중견기업(dumsize1)은 중소기업과 비교하여 기술적 효율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대기업(dumsize2)은 중소기업에 비해 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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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서 유의미하게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자본집중도, 자산활용도, R&D집중도가 높을수록 효율성은 향상

되며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보다 효율성이 낮음을 확인하였고 특허와 기술영

역의 변화의 경우 출원 특허가 많을수록, 기술영역을 확장한 발명자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기술적 효율성은 향상되는 반면 기업의 기술영역 확장은 기

업의 기술적 효율성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5.2.2. 기술진보 결정요인 분석

기술진보 결정요인은 고정효과모형과 임의효과모형으로 분석하였으며 

Hausman 검정결과 모델 3-1, 모델 3-2 모두 고정효과모형이 적절한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정효과모형을 중심으로 결과를 분석하겠다.

[표 10]은 기술진보의 결정요인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통제변수인 ln 

(K/L), ln (Sales/K), R&Dint는 모델 3-1과 3-2 모두 1% 수준에서 유의미

한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기술적 효율성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노동인력

이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많을수록,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많이 활용할수록 

기술진보가 향상되며 R&D투자 역시 기술진보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출원특허 건수인 Pt는 1% 수준에서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기술적 효율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누적특허가 많을수록 기업의 기술진

보가 향상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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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기술진보 분석결과

종속변수

TP

모델 3-1 모델 3-2

FE RE FE RE

ln (K/L)
0.02418*** 0.00679*** 0.01672*** 0.00453**

(0.00221) (0.00191) (0.00214) (0.00189)

ln (Sales/K)
0.02765*** 0.01588*** 0.02301*** 0.01409***

(0.00204) (0.00185) (0.00193) (0.00181)

R&Dint
0.01577*** 0.01461*** 0.00998*** 0.01066***

(0.00415) (0.00401) (0.00387) (0.00387)

Pt
0.00001*** 0.00001*** 0.00001*** 0.00001***

(0.00000) (0.00000) (0.00000) (0.00000)

ln CTeDoF
0.00289*** 0.00225***

(0.00027) (0.00026)

CTeDoI
0.00828* 0.00634
(0.00435) (0.00437)

dumsize1
-0.04574*** -0.04588***
(0.00429) (0.00432)

dumsize2
-0.08366*** -0.08416***
(0.00415) (0.00414)

constants
-0.06739* -0.03648
(0.03549) (0.03497)

N 842 842 842 842

R2 0.274 0.631 0.382 0.627

Hausman 검정 
  = 449.62 

  = 5256.36

비고: *** p<0.01,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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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3-2에서 ln CTeDoF는 1% 수준에서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나타냈

고 발명자 경우도 CTeDoI는 10% 수준에서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기업수준의 기술영역 확장은 기술진보의 하락을, 발명자 수준에서 기술

영역 확장은 기술진보를 향상시킴을 의미한다.

결과를 종합하면 기술진보 역시 누적 출원특허와 출원주체의 기술영역 변

화에 영향을 받으며 누적 출원특허와 기술영역을 확장한 발명자가 많을수록 

기업 기술진보는 향상되며 기업수준에서 기술영역 확장은 기업 기술진보를 하

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5.2.3.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인 분석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도 고정효과모형이 적절하며 기술진보, 

기술적 효율성과 동일한 추세를 나타냈다. [표 11]은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결

과를 나타낸 것이며 ln (K/L), ln (Sales/K)는 모델 4-1과 4-2 모두 1% 

수준에서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R&Dint는 모델 4-1에서는 1% 

수준, 모델 4-2에서는 5%수준에서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Pt와 ln 

CTeDoF의 경우 1% 수준에서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보였으며 CTeDoI는 

10%수준에서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총요소생산성 역시 누적 특허

와 기술영역을 확장한 발명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생산성은 향상되고 

기업수준에서는 기술영역 확장은 기업 생산성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4와 모델 3을 비교하면 변수의 영향은 동일하지만 설명력을 나타내는 

R2는 모델 4에서 소폭 하락하였는데 이는 총요소생산성이 배분효율성(AE)과 

규모요인(SC)을 포함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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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총요소생산성 분석결과

종속변수

TFP

모델 4-1 모델 4-2

FE RE FE RE

ln (K/L)
0.03007*** 0.01265*** 0.02228*** 0.00982**

(0.00304) (0.00256) (0.00295) (0.00254)

ln (Sales/K)
0.03119*** 0.01997*** 0.02600*** 0.01731***

(0.00281) (0.00246) (0.00267) (0.00241)

R&Dint
0.06597*** 0.07354*** 0.04698** 0.05143***

(0.02153) (0.00188) (0.02013) (0.00182)

Pt
0.00001*** 0.00001*** 0.00001*** 0.00001***

(0.00000) (0.00000) (0.00000) (0.00000)

ln CTeDoF
0.00306*** 0.00260***

(0.00034) (0.00033)

CTeDoI
0.01017* 0.00997*
(0.00525) (0.00520)

dumsize1
-0.04906*** -0.04998***
(0.00558) (0.00566)

dumsize2
-0.08873*** -0.09011***
(0.00548) (0.00550)

constants
-0.16593*** -0.12505***
(0.04795) (0.04715)

N 842 842 842 842

R2 0.255 0.585 0.359 0.627

Hausman 검정 
  = 209.54 

  = 268.62

비고: *** p<0.01,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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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연구가설 검정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에 대한 검정결과는 [표 12]와 같다. 먼저 누적 

출원 특허(Pt)의 경우 기술적 효율성, 기술진보, 총요소생산성 모두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보인바 가설 H1은 지지되었다.

기업의 기술영역의 변화(ln CTeDoF)는 모든 모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을 주었으나 이를 해석하면 기업의 기술영역 확장과 생산성은 음의 관

계이므로 가설 H2는 지지되지 않았다.

발명자의 기술영역의 변화(CTeDoI)는 유의 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모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이를 해석하면 기술영역을 확

장한 발명자의 비율과 생산성은 양의 관계임으로 가설 H3는 지지되었다. 

[표 12] 연구가설 검정결과

내    용 결과 지지여부

H1 누적 출원특허와 기업생산성은 양의 관계 (+) O

H2 기업의 누적된 기술영역의 확장과 기업 생산성은 양의 관계 (-) ×

H3 발명자의 누적된 기술영역의 확장과 기업 생산성은 양의 관계 (+) O

비고: ․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의미

연구결과 기술영역 확장에서 기업수준의 기술영역 확장은 음의 영향을, 발

명자 수준의 기술영역 확장은 양의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업내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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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자의 기술영역이 확장되면 기업의 기술영역이 확장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과 발명자는 기술영역의 범위 자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명자의 기술영역이 확장된다고 기업의 기술영역이 확장되는 것은 과대해석

이다. 실제로 연구 대상 기업의 평균 기술 영역은 6.3개이며 발명자의 평균 

기술영역은 1.98개로 범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명자의 기술영역 확장이 

기업의 기술영역을 확장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설 H2와 H3의 결과가 

내포하는 의미는 기업의 기술영역 안에는 각 기술영역을 담당하는 연구자 집

단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간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

시킴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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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본 논문은 한국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9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00~2010

년간 총요소생산성을 측정하고 분해하여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총요소생

산성의 측정과 분해는 확률적 변경추정법을 이용하였으며 연구결과 한국 방위

산업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기술진보와 기술적 비효율성이 존재함을 확인하

였고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출원 특허와 발명자의 기술영역 확장이 기업 생산

성 변화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우선 연구기간동안 한국 방위산업의 총요소생산

성은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으며 구성요인 중 기술진보의 영향이 가장 컸다. 반

면 기술적 효율성의 영향은 감소하고 있으며 규모요인과 배분효율성의 영향은 

미비하였다. 따라서 2000년 이후 한국 방위산업체는 효율성 증가를 통한 추

격 효과보다 생산변경 자체를 확대하는 혁신적인 산업으로 변모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특허의 경우 출원 후 1년 이상 경과된 누적량이 기술진보에 양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개발 활동의 결과물인 특허는 출원이후 

기업의 효율성, 기술진보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을 의미한다.

세 번째로 기업의 기술영역 확장은 생산성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기업수준에서 기술영역을 확장하는 것은 생산성, 기술진보, 기술적 효

율성을 하락시키므로 기업은 자신의 주요 기술영역에 집중하고 기술영역의 확

장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측면에서 중요할 것이다.

네 번째로 발명자의 기술영역 확장과 기업 생산성은 양의 관계임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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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기업내 발명자 중 기술영역을 확장한 발명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생산성

이 향상됨을 확인한바 발명자 수준에서는 다양한 기술영역을 갖는 인력간의 

교류를 통해 발명자의 기술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

인 영향을 줄 것이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의 결과물인 특허는 기업의 효율

성, 기술진보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이는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도 

혁신활동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기업은 주요산업에 주력함과 동시에 내

부의 다양한 기술영역의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연구 인력간의 기술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방위산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양적 성장의 한계이다. 자본집중도, 자산활용도와 생산성과의 관계를 살

펴보면 고정설비 자산을 늘리는 것과 더불어 적정수준의 가동률을 유지하는 

것이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방위산업은 

군에서 필요한 소요량만 생산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본집중도와 자

산활용도에 의존한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2003~2010년간 방위산업

체의 방산부문 평균 가동률은 59.1%로 같은 기간 제조업 평균 가동률 

79.1%을 하회하고 있다. 정체된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산화율을 높이

거나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보다 빠른 기술진보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인 진보가 부족한 상태에

서 방위산업 생산량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ROC에 못 미치는 무기체계 도입

으로 인한 전력 공백, 급격한 국산화율 저하와 해외 경쟁력 상실 등의 악영향

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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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양적 성장의 한계를 보완하는 질적 성장의 중요성이다. 정체된 수요

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산화율 향상과 해외 시장 진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서는 한국만이 아니라 각 국가의 군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R&D 투자, 기술개발 결과인 특허권 및 기술 개발 과정

에서 발생하는 성과를 확대하는 등의 질적 성장이 중요하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특허권과 출원 주체의 기술영역 변화의 영향은 이러한 질적 

성장의 중요성을 대변한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국방  R&D의 효과적인 분배

와 더불어 기업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기술개발로 특허권을 확보하고, 연구 

인력간의 기술적인 교류를 통해 발명자의 기술영역을 확장한다면 방위산업의 

양적 성장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질적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 방위산업이 기술진보에 의한 혁신적인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음

을 확인하였으나 국내적으로는 직접적인 북한의 위협과 잠재적인 주변 강대국

의 위협을 고려한 적정수준의 ROC를 충족시키기에는 기술수준이 다소 부족

하고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핵심기술의 높은 대외의존도가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 확인한 연구결과는 이러한 기술적인 부족을 채우기 위

한 시사점을 제공한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한계점은 먼저 국방과학기술에 많은 영향을 주는 국책연구소, 

특히 국방과학연구소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창설이후 국방기술개발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현재도 국방 R&D의 대부분

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국방과학기술은 방위산업체의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국

책연구소의 성과도 상당부분 차지하는바 본 연구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한 점

은 연구결과를 국방과학기술과 직접 연계하는 것에 제한사항이 될 것으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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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된다. 또한 인용횟수, 청구항목 등 특허의 질적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점도 

한계라 할 수 있다. 특허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의미하지만 모든 기술과 지

식이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허마다 지니는 

가치는 차이가 있으며 이를 반영하는 것이 특허의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

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 국책연구소의 영향과 특허의 질적 

요인을 고려한다면 국방과학기술발전을 위한 보다 정교한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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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Korean defence industry has made great effort to improve 

quality of technologies since late 1990s. This effort, however, is not 

regarded as being sufficient in particular for securing the core 

technologies in the high-tech weapon system. This paper examines 

TFP growth of the Korean defence industry, and finds its 

determinants mainly in terms of technology domain in patents during 

the period 2000-2010.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e following. First, 

the annual average TFP growth in the Korean defence industry is 6% 

and technical progress is the main contributor to the growth of TFP, 

indicating that the Korean defence industry has transformed into a 

innovative industry from a catching-up industry. Second, the effect of 

cumulated patents is positive on technical progress and TFP growth. 

Third, extension of technology domain of firms and inventors have 

negative and positive effects on TFP growth, respectively. These 

empirical results are applied to making policy implications for the 

sustainable and innovative growth of the Korean defence industry. 

Key words: defence industry, total factor productivity,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patent, technology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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