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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 연구는 후발기업들의 지식창출 행 에 하여 분석하 다.특

히 지식창출 과정에서 어떠한 산업이 후발기업에게 유리하고 불리

한 것인지에 해 탐구하 다.무엇보다도 후발기업이나 국가들이

기존 기술의 상 요도가 낮은 단주기 산업에서 성공 인 추격

을 달성하 으며 이러한 성공은 기술 패러다임의 환이 잦아 후발

자가 신기술을 더 용이하게 받아들 수 있어 선발자의 기술 우

를 쉽게 넘어설 수 있는 단주기 산업의 특성에서 기인한다는 선행

연구들의 주장에 주목하 다.이는 후발자가 특히 단주기 산업에서

새로운 지식을 쉽고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었기에 추격에 유리했다

는 것인데 이미 몇 개의 국가,기업 차원에서 성공 후발주자가 선

발주자 보다 더 최신기술에 민감하다는 것은 실증 으로 검증된 바

있다.그러나 본고는 국가,산업,기업에 걸친 분석을 통해 이 담

론에 한 일반화된 법칙을 탐구하고자 하 다. 한 후발주자가 최

신기술을 쉽게 받아들이는 정도가 모든 산업에서 동일하지 않고 산

업 특성에 따라 다를 것이란 을 강조하 다는 에서 앞선 연

구와 차별성을 두고자 했다.특히 기술의 축 이 요하고 기존 지

식의 향력이 오래 지속되는 장주기 산업에서 후발기업은 바로 신

기술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최신기술 활용에 있어서 단주기

산업과는 다른 경향이 발견될 것으로 단하 다.

이러한 이론 배경을 통해 본고는 산업 간 이질성에 주목하여

후발기업들이 선발기업들 보다 지식창출 과정에서 더 최신 기술을

활용하는 경향이 단주기 산업에서는 찰되지만 장주기 산업에서



반드시 그 지는 않을 것이란 가설을 수립하 다.이를 검증하기

해 1997년에서 2006년에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데이터를 사용

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 다.기술수명과 평균인용시차의 개념을 활

용한 열두 번의 실증분석은 모두 단주기 산업에서 후발자가 선발자

에 비해 최신기술을 더 활용한다는 결론을 지지하 다.그러나 장주

기 산업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측되지 않았다.이 결과는 단주기

산업에서만 후발자들이 쉬이 최신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를

지니며 후발자는 성공 인 경제추격을 해 신기술의 이 을 릴

수 있는 단주기성이 강한 산업으로 진입해야한다는 정책시사를 제

기하게 해 다.동시에 추격에 성공한 후발자는 오히려 기술우 를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장주기성이 강한 산업으로 차 나아가 후발

자의 추격을 회피해야한다는 략 시사 역시 도출 가능하다.

주요어 :기술수명,추격,단주기 산업,특허,후발자

학 번 :2015-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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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서론

국가의 경제성장이나 시장에서의 기업의 성공에 있어서 기술 신

역량이 매우 요하다는 것은 보편 인 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

다.더 나아가 후발기업이나 후발국가의 경제 추격(catch-up)에 있

어서도 기술 신이 핵심 인 역할을 한다는 것 역시 리 받아들여

지고 있다.단순한 담론을 넘어서 구체 인 연구를 해서는 기술

신 성과와 역량에 해 측정하고 정의 내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이에 따라 많은 연구에서 기술 성취를 측정하는 지표

(index)를 정의하고 만드는 것에 있어서 특히 특허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기술 으로 우수한 국가나 기업은 더 많은 양,더

좋은 질의 특허를 산출하는 만큼 특허 데이터를 활용하여 만든 지

표들은 기술 신의 한 리변수(proxy)가 될 수 있다

(Griliches,1998;IgamiandSubarahmanyam,2013). 한 쉽게 계

량화 가능하기 때문에 계량 분석에 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최

근에는 특허 분석을 통해 후발자가 추격,성장하는데 있어 어떠한

기술에 집 하여 어떠한 산업으로 진입하는 것이 이로운 것인지에

한 구체 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후발주자는 어떠한 유형의 산업에서 기술추격에 유리한가?”,“어

디로 진입해야 성공할 수 있는가?”이러한 개발론의 요한 화두에

해 일반화된 법칙을 발견하는 것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인 개념으로 “기술수명”(cycle-timesoftechnologies)을 들 수 있

다 (Narin,1994;JaffeandTrajtenberg,2002).기술수명은 “평균

후방인용시차(meanbackwardcitationlags,이하 평균인용시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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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통해 산출할 수 있다.이는 어떠한 특허가 얼마나 최신 특허

를 인용하여 만들어졌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특허의 평균인용시

차가 높다는 것은 상 으로 오래 에 발명된 기술에 의존하여

특허를 고안했다는 의미이고 반 로 그것이 낮다는 것은 상 으

로 최신 기술에 의존하여 특허를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개별

특허의 평균인용시차를 산업 별로 평균 낸 값을 그 산업의 기술수

명으로 정의할 수 있다.즉,한 특정 산업이 다른 산업보다 산업 내

특허들의 평균인용시차가 높으면(기술수명이 길면)신기술 보다 기

존 기술의 요도가 높은 산업(기술의 요도가 오래 지속됨을 의

미.이러한 산업을 이하 “장주기 산업(longcyclesectors)”으로 지

칭)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기술수명의 개념에 근거하여 ParkandLee(2006),Lee(2013)

에서는 후발기업과 국가들이 기술수명이 짧은 산업분야,즉 기존 기

술에 한 의존성이 낮은 산업분야에서 기술추격에 성공 이었음을

밝힌 바 있다.이 연구들은 그 이유에 해 기술수명이 짧은 산업

(이하 “단주기 산업(shortcyclesectors)”)의 경우 기존기술에 한

의존성이 낮기 때문에 선행 기술을 회피하면서 많은 기술축 없이

자체 으로 기술발 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 으로 높고,신기

술의 요성이 높아 기존 기업의 기득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는 측면에서 후발자의 추격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 다.

선행 연구의 주장처럼,후발자들이 단주기 산업에서 유리한 것이

후발기업이 신기술을 더 쉬이 받아들일 수 있는 단주기 산업의 기

술 특성 때문이라면,단주기 산업 내에서 후발기업들은 자신들의

지식창출 활동 과정에서 선발기업 보다 최신기술을 활용하는 모습

이 실증분석 상으로도 확인되어야만 한다.실제로 Joo and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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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에서는 삼성이 일본의 소니(SONY)를 추격할 때 기술 추격

이 기업가치 추격에 선행했다는 것을 보 고 특히 2000년 들어

삼성의 평균인용시차가 소니보다 낮아져 보다 신기술 심의 기업

이 되었음을 보인 바 있다. 한 Lee(2013)의 챕터 5에서도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의 특허를 비교하며 한국 기업들이 더 단주기 특

허를 생산하고 반 로 미국 기업들이 장주기 산업에 더 특허를 많

이 출원하는 경향이 있음을 증명하 다.

이런 연구들은 후발주자가 더 최신지식에 민감한 모습을 실증

으로 보 다는 에서 의의가 있지만 몇몇 국가,몇 개의 기업의 차

원에서 선발,후발자를 비교한 것이다.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담론을 보다 범 한 범주에서 일반화된 법칙을 탐구하고자 한다.

즉, 세계 국가, 산업, 기업에 걸쳐 후발주자가 선발주자에

비해 최신지식 활용에 더 민감한지를 특허 자료를 통해 실증 분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 나아가 본고는 후발주자가 항상 최신기술에 집 할 수 있는가

에 해 의문을 제기해본다.특히 산업 간의 이질성에 주목하여 산

업의 특성에 따라 후발주자가 최신기술을 받아들이고 싶어도 받아

들이기 어려운 상황을 상정할 수 있다.선행연구들은 일반 으로 단

주기 산업에서 후발주자가 최신기술에 민감하 음을 보 지만 본고

는 다른 산업,특히 장주기 산업에서는 그 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실증 으로 증명한다는 차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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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선행연구 검토 연구가설

본 연구는 후발주자의 지식창출 활동에 한 여러 연구 특히

단주기 산업으로 진입한 후발기업과 국가들이 추격에 성공 이었고

이는 단주기 산업에서 신기술도입이 용이하고 기술 패러다임 환

(paradigm shift)이 빈번하여 후발자들에게 추격의 기회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선행연구들의 주장에 주목하 다.신기술 도입이 용이하

다는 것은 오랜 지식의 축 없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기술 패러다임 환이 빠르다는 것은 선발주자의 기술

기득권이 빠르게 해체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이러한 단주기 산업

의 기술 특성이 후발주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련 연구로 앞

서 언 한 ParkandLee(2006),Lee(2013)들 수 있다.이 연구들

은 성공 인 후발주자가 장주기 산업이 아닌 단주기 산업에 많은

특허를 출원하 다는 을 강조하며 단주기 산업에서 후발자들이

성공 이었음을 역설한다. 한 PerezandSoete(1988),Freeman

andSoete(1997)등은 기술 환기가 후발자에게 비약(leapfrogging)

을 한 “기회의 창”(window ofopportunity)을 제공한다는 이론을

제기하 는데 이 역시 유사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사례 연구로

는 LeeandLim (2001)그리고 Leeetal.(2005)등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들은 한국의 CDMA 기술과 디지털 TV산업의 추격에 해

논하고 있는데 두 산업에서 후발주자인 한국은 일본,유럽 등 기존

선발주자와는 다른 새로운 기술표 을 개발하여 경로창출형 추격

(path-creatingcatchingup)에 성공한 사례로서 평가받고 있다.

한 앞서 언 한 JooandLee(2009)를 들 수 있는데 2000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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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허의 평균인용시차가 소니보다 낮아져 보다 신기술 심의

기업이 되었음을 보인 바 있다.

지 까지 언 한 선행연구들은 신기술의 등장이 빠른 산업,즉

IT, 기 자와 같은 단주기 산업에서 후발주자가 과감한 신기술 도

입의 이 을 려 추격에 성공했다는 것을 함의한다.이것은 단주기

산업에서 후발기업들이 선발기업에 비해 더 최신기술을 활용하고

있거나 어도 그 게 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물론 단주기 산

업의 선발기업에게도 역시 신기술은 매력 일 수 있다.그러나 이미

기존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한 상태에서 후발자만큼 새로운 패러다임

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선발자 함정(incumbenttrap)으로 인

해 단주기 산업에서도 후발자와는 달리 새로운 지식을 쉽게 용하

기 어려울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후발주자들이 신기술을 도입을 통해 추격에 성공했

다는 것을 주로 단주기 산업의 측면에서 설명하 다.여기에서 던지

는 문제의식은 “후발주자는 항상 새로운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가”이다.모든 산업이 단주기 산업처럼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의 등

장이 잦고 많은 기술축 없이 신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특성을

지니진 않을 것이다.이에 해 무엇보다도 단주기 산업과 가장

비되는 화학,기계 산업 등의 장주기 산업에서 후발자들의 지식창출

행 는 단주기 산업에서와 다를 것으로 단하 다.

이와 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장주기 산업에서 선발자의 지 는

공고한 반면 후발주자는 추격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인 바 있다.

를 들어 Lee(2013)의 챕터 4에서는 성공 인 추격국가들이 단주기

산업(short-cyclesectors)에 더 특허를 많이 출원하 지만 성공 이

지 못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선진국들이 강세를 보이는 장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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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long-cyclesectors)에 치 하 다는 것을 밝혔다. 한 이 책

의 챕터 5에서는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의 특허를 비교하며 한국

기업들이 더 단주기 특허를 생산하고 반 로 미국 기업들이 장주기

산업에 더 특허를 많이 출원하는 경향이 있음을 증명하 다.

장주기 산업에서 선발기업들이 오랫동안 기술 우 를 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술수명이 긴 장주기 산업에서 기술 패러다임의

환이 게 발생하기에 한번 개발한 기술의 향력이 오래 지속되

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반면 후발주자들은 기술 패러다임의 환

이 주는 “기회의 창”의 발생을 기 하기 어렵고 새로운 지식을 바로

받아들이기 에 오랜 지식 축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하기에 기술

추격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이는 장주기 산업에서 후발주자들은

최신지식을 활용하고 싶어도 쉽게 그러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들이 최신기술에 해 선발자 보다 민감할지 장담할 수 없는 것

을 뜻한다.이러한 때문에 단주기 산업에 집 한 한국은 경제 추

격에 성공하고 신기술 도입의 장 을 리기 힘든 ( 선진국에게

유리한)장주기 산업에 치 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실패한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 배경을 통해 본고는 "단주기 산업에서 후발주자는

자신들의 지식창출 활동 과정에서 선발주자에 비해 더 최신지식을

많이 활용하지만 장주기 산업에서는 반드시 그 지 않을 것이다"를

가설로 삼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해

미국의 theNationalBureauofEconomicResearch(NBER)에서 제

공하는 미국 특허청 등록 데이터를 사용하여 계량분석을 실시하

다.이 과정에서 연구 상으로 몇몇 국가,산업,기업만을 한정하지

않고 세계 특허로 범 를 넓 보다 일반 인 법칙에 해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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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특히 후발기업의 특허가 선발기업의 특허에 비해 보다 최신

특허를 많이 인용했는지를 단,장주기 산업 간에 비교하 다.특허

는 지식창출의 실체 결과물이기에 “지식”의 리변수로 보았다.

후발기업을 규정하는 것에 있어는 국 을 기 으로 한 방식(“국가기

”방식)과 산업에 진입한 연도를 기 으로 한 방식(“진입연도기

”방식)을 사용하여 각 방식 당 특허 단 ,기업 단 분석을 실

시하여 가설을 검증하 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3장에서는 연구방법론을 소개

하며 사용 데이터,산업 구분방법,기 통계량 등을 보여 다.4장에

서는 “국가기 ”후발자 정의 방식에 따른 실증 분석의 내용을 담고

있다.5장에서는 “진입연도기 ”후발자 정의 방식에 따른 실증 분

석 모형들과 그 결과를 보여 다.6장은 연구 내용의 요약을 담고

있으며 연구를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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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연구 방법론

제 1 .연구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NBER에서 제공하는 미국특허청(the United

StatesPatentandTrademarkOffice)등록 특허 자료를 활용하

다.해당 자료는 1976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에 등록된 모든 특허에

한 정보를 담고 있다.특허 등록 출원 연도,출원인의 국 ,특

허의 기술 분류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Pat76_06” 일과 인용,피

인용 정보를 담고 있는 “Cite76_06” 일을 주로 사용하 다.미국

등록 특허의 경우 세계 주요 기업들이 부분 미국에 특허를 등록

하기 때문에 정보의 신뢰성이 높다. 한 이 NBER 자료는 Park

andLee(2006),Lee(2013)등 다양한 특허 련 연구에서 많이 사

용된 있는 만큼 체계 인 자료이므로 본 연구에 합하다 (데이

터에 한 자세한 정보는 Hall,Jaffe,andTrajtenberg,2001을 참

조할 것).

가설을 검증하기 해 1997년에서 2006년까지 10년 간 미국에 등

록된 모든 특허를 연구 상 특허로서 분석하 다.이는 특정 산업이

나 기업을 한정하지 않고 보다 일반화된 연구를 하기 함이다.결

과 으로 출원기업의 국 이나 특허 기술분류 등 몇 가지 핵심 인

정보가 부재한 특허를 제외하고 체 1,393,663개의 특허가 연구 표

본으로 선택되었다. 한 세계 특허를 몇 개 그룹으로 나 어 세

부 분석 역시 실시하여 다양한 표본에서 같은 결론이 도출되는지를

확인하 다.먼 1997년에서 2006년에 미국에 등록된 미국,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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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한국, 만, 국 국 (출원인 기 )의 이상 주요 특허 출원

여섯 개 국1)의 특허를 표본으로 한정하여 추가 분석하 다. 한 미

국 특허청 특허를 연구 상으로 하는 만큼 미국 국 의 특허만으로

한정한 분석도 실시하 다.<표 1>은 연구 표본 특허들의 국 을

보여 다. 체의 약 88.5%가 G7국가의 특허이고 나머지 11.5%는

비G7국가의 특허이다.해당기간 특허출원 횟수 상 여섯 개 국은

순서 로 미국,일본,독일,한국, 랑스, 만이다.

1) 국의 경우 해당기간 특허출원 상 국은 아니나 부상하는 경제 국으로서 분

석에 포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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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기간

미국 51,778 67,630 70,890 72,410 75,959 75,848 77,082 74,761 66,872 80,841 714,071

일본 24,167 31,967 32,533 32,654 34,769 36,684 37,624 37,492 32,206 39,403 339,499

독일 6,121 8,000 8,136 9,145 10,194 10,214 10,479 10,008 8,419 9,265 89,981

랑스 2,646 3,262 3,356 3,524 3,815 3,771 3,589 3,114 2,642 3,142 32,861

국 1,944 2,373 2,406 2,369 2,575 2,293 2,175 1,903 1,789 2,126 21,953

캐나다 1,314 1,812 2,119 2,287 2,529 2,528 2,555 2,574 2,198 2,557 22,473

이탈리아 983 1,300 1,209 1,335 1,295 1,374 1,299 1,211 982 1,127 12,115

G7 체 88,953 116,344 120,649 123,724 131,136 132,712 134,803 131,063 115,108 138,461 1,232,953

한국 1,862 3,205 3,522 3,227 3,392 3,607 3,738 4,319 4,231 5,781 36,884

만 944 1,507 2,079 3,117 3,668 3,646 3,662 4,412 3,910 5,237 32,182

국 39 50 63 78 75 140 176 216 245 369 1,451

인도 28 51 73 89 122 192 237 221 225 247 1,485

비G7국

체
7,934 11,628 13,151 14,631 16,513 17,820 18,718 19,745 17,558 23,012 160,710

모든

국가
96,887 127,972 133,800 138,355 147,649 150,532 153,521 150,808 132,666 161,473 1,393,663

<표 1>국가별,연도별 특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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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기술수명의 정의와 산업 구분방법

후발자가 선발자에 비해 최신 기술에 더 민감한지를 살펴보기

해 기술수명(cycletimesoftechnologies)의 개념을 활용하 다.산

업의 기술수명은 Narin(1994)그리고 JaffeandTrajtenberg(2002)

에서 제기된 평균후방인용시차법(meanbackwardcitation lags)의

방법을 통해 산출하 다.구체 인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특허  평균 용시차총 용수


 

총 용수

용시차

여기서 인용시차j는 해당특허의 출원연도에서 인용된 특허 j의 출원

연도를 빼 값을 말한다.총인용수는 해당특허가 인용한 특허의 총

수를 지칭한다.즉,어떤 특허가 출원된 연도에서 그 특허가 인용한

특허들의 출원 연도들을 빼서 이것들의 평균을 낸 것이다.인용된

특허들이 평균 으로 오래 에 출원된 것일수록 평균인용시차가

높아진다.반 로 최근에 발명된 특허를 인용할수록 평균인용시차는

“0”에 가까워지는 특성을 보인다.이처럼 평균인용시차는 특허 차원

에서 특허가 얼마나 최신지식을 활용했는지를 말하는 지표가 된다.

반 로 기술수명은 산업차원의 개념으로 특정기간 동안 특정 산업

에 등록된 모든 특허의 평균인용시차들의 평균으로 규정할 수 있다.

만약 어떤 산업이 다른 산업보다 특허의 평균인용시차가 반 으

로 낮으면 그 산업 내에서 기업들은 보다 최근에 만들어진 특허를



- 12 -

인용하여 특허를 제작하는 경향이 큰 만큼 이 산업을 최신기술에

민감한 산업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단주기 산업(shortcyclesectors)은 기존 기술의 향력의 감가상

각이 빠른 산업을 지칭한다.이는 특허의 평균인용시차가 반 으

로 짧은 산업으로 해석할 수 있다.반 로 장주기 산업(longcycle

sectors)은 기존 기술의 향력과 요도가 오래 지속되는 산업을

말하기 때문에 산업의 기술수명이 긴 산업을 말한다.<부록 1>은

NBER에서 제공하는 특허 분류를 하나의 개별 산업으로 보았을

때 산업 별 기술수명의 값을 보여 다.이러한 결과를 참조하 을

때 단주기 산업의 표 인 산업으로는 IT, 자 산업을 들 수 있

다.반면 기계,소재,화학 산업 등은 장주기 산업으로 평가 받는다.

본 연구는 단주기 산업과 장주기 산업 내에서 후발자,선발자 특

허를 비교한다.이러한 에서 특허 정보를 분류하기 해 단주기,

장주기 산업에 한 정의가 필요하다.본고는 특허기술 분류와 기술

수명의 개념에 근거하여 단, ,장주기 산업을 구분하 다.미국 특

허청(USPTO)은 모든 특허를 400여개의 기술분류(class)로 구분한

다.이 분류는 기술의 변환에 따라 추가되기도 하고 분리되거나 소

멸되기도 한다.각 기술분류는 기술,산업 특색에 따라 나뉘는 만

큼 하나의 산업으로 볼 수 있다.본 연구 데이터의 모든 특허는 총

421개의 기술분류로 나뉘어져 있다.우선 각 기술분류의 기술수명을

계산하여2)기술수명이 높은 순서 로 세운 뒤 상 140개 기술분류

를 장주기 산업으로 규정하여 해당 기술분류에 속한 특허를 장주기

산업특허로 정의하 다.반 로 기술수명이 낮은 하 140개의 기술

2)1997년에서 2006년까지 해당 기술분류로 분류된 모든 특허의 평균인용시차를

평균내어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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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를 단주기 산업으로 규정하여 그 속에 속한 특허를 단주기 산

업특허로 보았다.이 둘에 속하지 않은 특허들은 주기(middle

cycle)산업특허로 정의하 다. 한 몇몇 분석에서는 단, ,장주기

산업으로의 분류가 무 넓은 범주일 수 있기에 421개의 기술분류

를 각기 하나의 산업으로 정의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체 표본에

서 단, ,장주기 산업 별 특허 정보에 한 기 통계량은 <부록

2>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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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후발자 정의 방법:국가기 방식,진입연도

기 방식

후발기업과 후발자 특허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정의하 다.하나는

“국가기 ”정의 방식(nationalityapproach)이고 다른 하나는 “진입

연도기 ”정의 방식(entryyearapproach)이다. 자의 국가기 방

식은 Lee(2013)등 많은 연구에서 사용하 듯이 후발국가의 기업을

후발기업으로 보는 근 방식이다.이러한 에서 G7국가,즉 미

국,일본,독일, 국, 랑스,이탈리아,캐나다 국 의 기업을 선발

자로 규정하고 그 기업들의 특허를 선발자 특허로 정의하 다.반

로 한국, 국, 만,인도 등 G7에 소속되지 않는 나머지 모든 국가

를 후발국으로 보는 방식을 취하 다.물론 한국이나 만 등 G7

국가는 아니나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기술 신에 이바지를 하는 국

가들도 있다.그러나 연구 상 기간인 1997년에서 2006년 기간은 이

들이 추격을 완성한 시기는 아니며 G7국가들이 통 으로나 지

까지나 기술 신을 주도한다는 에서 의 분류방식이 정당화된다

고 볼 수 있다.다만 G7국가만 선발국으로 한정하는 것의 험성

에 한 비 에 해 보다 자유롭기 해 한국, 만을 제외한 특허

출원 상 10개국,즉 G7국가에 스 스,네덜란드,스웨덴(G7+3)을

더해 선발국으로 본 분석을 강인성 검증 차원에서 추가 실시하 다.

다른 방식인 “진입연도기 ”후발자 정의는 특정 산업에서 어

떤 기업이 최 로 특허를 출원했던 연도를 이 산업에 한 “진입연

도”라 정의했을 때 다음의 (3.3)의 조건을 만족하면 후발기업으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 15 -

 업  산업진 연도≥


 






 




산업  평균진 연도

단 　  업  산업 에 총특허수년

  업  산업 에 진 연도

 산업 에 업 총수

이는 기업들의 최 로 해당 산업에 특허를 출원한 연도(진입연도)를

산업 내의 개별 기업이 보유한 특허수로 가 평균을 구한 후 그 가

평균보다 진입연도가 큰 기업을 후발자,그 지 않은 기업을 선발

기업으로 보는 방식이다.즉,국 에 상 없이 개별 기업이 산업에

최 로 특허를 출원한 연도를 비교하여 시간 선후로 후발자를 규

정하는 방식이다.산업을 크게 단, ,장주기 산업으로 나 기 때문

에 특허를 이 세 산업으로 나 어 (몇 몇 분석에서는 421개 기술분

류로 나 어)이 안에서 각기 후발기업과 후발자 특허를 규정하

다.이 게 최 기술개발 시 을 통해 산업 진입시 을 악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이 이 있다.우선 순수하게 특허 정보만을 통해

서 후발자를 식별할 수 있기에 124,822개의 출원인(기업)에 한 추

가 인 데이터를 병합하는 것 없이 후발자를 규정할 수 있다.만약

재무 정보나 법률 정보를 사용한다면 정보를 연동하는 과정에서 많

은 특허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고 손실할 수 있기에 이 이 있는 것

이다. 한 의 방식은 후발자 특허와 선발자 특허를 산업에 걸

쳐 고르게 나 게 하는 방식이다.물론 기업이 최 로 특허를 출원

한 시 과 시장에서 활동을 한 시 의 괴리가 지나치게 큰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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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그러나 그 가능성은 높지 않게 단되며

특허를 보다 먼 출원한 기업이 어도 기술 인 측면에서는 선발

기업으로 볼 수 있다는 에서 이 방식이 정당화될 수 있다.

두 가지 정의는 방법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논리 으로 정당화되

는 후발자 정의 방식이다.이에 “국가기 ”방식을 사용했을 때의

결과와 “진입연도기 ”방식을 사용했을 때의 분석의 결과가 일치하

는지를 통해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하 다.

<표 2>는 “진입연도기 ”후발자 정의를 사용하 을 때 후발기업

의 특허와 선발기업의 특허의 기 통계량을 비교하여 보여 다.우

선 후발기업 특허의 평균인용시차가 선발기업 보다 높은데 이는 후

발자가 더 기술수명이 낮은 기술에 집 할 것이라는 가설과는 다른

결과이다.그러나 이 값은 산업 구분 없이 특허의 질,기업의 역량

등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출된 결과이기에 이를 통해

가설을 검증할 수는 없다.이 부분에 해서는 다음 장에서 철 히

검증할 것이다.개별 특허의 질,기업의 양 ,질 역량은 직 에

부합하게 선발기업이 더 높게 평가되었다.<부록 3>은 “국가기 ”

후발자 정의를 사용하여 선발 G7국가와 후발 비G7국가로 특허를

분류했을 때의 기 통계량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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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기업의

특허

(a)

선발기업의

특허

(b)

(a)와 (b)의

차이

(P-value)

평균인용시차

(표 편차)

7.56

(4.1)

7.01

(4.03)

0.55***

(0.000)

평균등록연도

(표 편차)

2002.11

(2.74)

2001.45

(2.8)

0.66***

(0.000)

개별 특허의

평균 피인용

횟수

(표 편차)

4.2

(9.7)

4.4

(8.9)

–0.2***

(0.000)

체에서

무인용 특허의

비

2.7% 3%
–0.3%***

(0.000)

기업의 평균

특허 수

(표 편차)

39.39

(86.34)

315.95

(416.61)
–276.56***

(0.000)

개별 기업의

평균 피인용

횟수

(표 편차)

5.79

(6.3)

6.55

(2.84)

–0.76***

(0.000)

체

특허의 수

( 체에서의

비 )

573,589

(47%)

643,589

(53%)

<표 2>진입연도기 후발기업,선발기업 특허 기 통계량

주:

1.변수에 한 자세한 설명은 4장 1 을 참조할 것.

2.세 번째 열은 선발그룹의 변수 값과 후발그룹의 변수 값의 평균의 차이

를 통계 으로 검정한 결과이며 ***은 1% 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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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실증분석 1:국가기 후발기업 분석

제 1 .국가기 특허단 횡단면 분석

4장에서는 후발기업을 정의하는 것에 있어서 “국가기 ”방식을

따라 후발기업과 특허를 정의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즉,G7국가

소속의 특허를 선발특허로 보고 비G7국가소속 특허를 후발특허로

정의한 분석이다.이에 후발자의 특허를 비G7국가의 특허로 규정

했을 때 G7국가의 특허와 평균인용시차를 비교하는 것을 통해 가

설을 검정하 다.우선 으로 최소자승법(OLS)을 통한 횡단면 특허

단 분석을 실시하고 교차항(interactionterm)을 추가하여 강인성

을 검증하 다. 한 개별 특허를 기업별로 모아 기업단 패 분

석 역시 실시하 다.여기에 더해 한국, 만 제외 특허출원 상

10개국(기간:1997~2006년)인 미국,일본,독일, 랑스, 국,캐나

다,이탈리아,스 스,네덜란드,스웨덴(G7+3)을 선발국,그 외 국가

를 후발국으로 본 분석도 실시하여 강인성을 검증하 다.

이 국가기 분석에서는 1997년에서 2006년에 미국에 등록된

세계 특허(1,393,663)를 표본으로 사용하 다.5장에서는 주요 특허

출원 6개국으로 표본이 한정되기 때문에 외연의 차이가 분석 결과

의 차이를 야기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표 3>은 특허단 계량

분석에서의 모형과 변수들에 한 설명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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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종류 내용 변수명칭 상세

종속변수 평균인용시차 인용시차
개별 특허의

평균 인용시차

독립변수
후발자 더미

변수
후발자 더미

특허가 후발국

의 특허이면

‘1’을 부여 선

발국의 것이면

‘0’

통제변수

특허의 특성

특허 향력

개별 특허의

피인용 횟수

(forward

citations)

무인용 더미

특허가 인용한

다른 특허가

없는 경우에

‘1’아니면 ‘0’

부여

기업의 역량

기업 특허 수

산업 내에서

기업이 소유한

특허의 총수

기업 특허

품질

산업 내에서

해당 기업

특허들의 총

피인용횟수

하 산업

더미 변수

산업 11에서

68더미 (36개)

해당 특허가

산업 11~68에

속하면 각기

‘1’을 부여

연도 더미

변수
1998~2006

특허가 등록된

연도에 ‘1’을

부여

<표 3>특허단 분석 모형 변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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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종속변수는 개별 특허의 평균인용시차로 (3.2)의 방식으로

산출하 다.설명변수인 후발자 더미는 개별 특허가 후발자의 특허

인 경우 “1”을 부여하는 것이다.앞서 언 하 듯이 4장의 세 가지

분석모형에서는 모두 국가기 방식을 따라 비G7국가의 특허를 후

발자 특허로 보고 G7국가( 는 G7+3)의 특허를 선발국의 것으로 보

았다.만약 후발자 더미 변수의 계수가 음수라면 선발자보다 후발자

특허의 인용시차가 평균 으로 짧다는 것이고 이는 후발자가 선발

자에 비해 더 최신기술에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개별 특허의

특성을 통제하기 해 “특허의 향력(impact)”을 통제하 다.이는

해당 특허가 다른 특허를 만들 때 인용된 횟수를 말한다.다른 특허

를 제작할 때 많이 인용되었다는 것은 일반 으로 특허의 질이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련 내용은 Trajtenberg,1990;Hall,Jaffe,and

Trajtenberg,2005등을 참고할 것).이는 개별 특허의 질을 통제하

기 해 사용된 것이다.“무인용 더미”는 출원 시 인용된 특허가 하

나도 없이 만들어진 특허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이다.무인용 특허의

경우 “1”을 부여하 다.표본 내에서 약 3% 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이 특허들의 평균인용시차가 극단 으로 “0”이기에 결과에 미치는

향이 클 수 있으므로 통제하 다.다음으로는 특허를 만든 출원

인,기업의 역량을 통제하 다.출원자의 역량은 특허가 소속된 산

업 별로 산출하 다.즉,같은 출원자라 할지라도 단주기 산업에서

의 역량과 주기,장주기 산업에서의 역량을 따로 산출한 것이다.

“기업 특허 수”는 말 그 로 해당 특허의 출원자가 그 특허가 소속

된 산업에서 출원한 특허의 총수이다.“기업 특허 품질”은 해당 특

허의 출원자가 소속된 산업에서 자신이 보유한 모든 특허들의 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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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횟수를 다 더한 것을 말한다.이 두 지표는 산업 내에서 출원

자의 역량을 양 ,질 으로 통제한 것이다.“하 산업 더미 변수”

는 산업의 특성을 통제하기 해 추가하 다.본 연구는 기본 으로

산업을 단, ,장주기 산업으로 크게 나 어 분석을 실시한다.그러

나 이 분류는 상당히 넓은 구분이기 때문에 같은 산업 군 내에서도

이질성이 통제되지 못할 수 있다.데이터를 제공하는 NBER에서는

연구의 편의성을 해 독자 으로 미국특허청 기술분류(class)를 6

개의 분류와 37개의 분류로 재분류하 다.이 분류 하 의

37개 분류를 기 으로 더미변수를 만든 것이 “하 산업 더미 변

수”이다.즉,특허가 속한 분류에 따라 “1”을 부여하는 더미 변수

를 추가하여 특허가 속한 하 산업의 특성을 통제한 것이다.마지

막으로 개별 특허의 등록연도를 기 으로 9개의 연도 더미변수를

사용하 다. 한 모든 분석에는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문제

를 완화하기 해 모든 분석에 있어서 robuststandarderrors(the

whiteheteroskedasticity-consistentstandarderror)를 용하 다.

추가 으로 기술수명이 30년이 넘어가는 이상치를 지닌 소수의 특

허는 분석에서 제외하 다.

처음의 계량분석은 1997년에서 2006년의 특허들을 횡단면으로 분

석한 것이다.표본 내 모든 특허를 앞서 언 한 3장 2 의 방식으로

단, ,장주기 특허로 분류한 후 평균인용시차를 종속변수 삼아 각

기 최소자승법을 통한 분석(pooledOLS)을 실시하 다.다음 <표

4>는 그 결과를 담고 있다.

우선,주요 설명변수인 후발자 더미 변수의 계수는 단주기, 주

기 산업에서만 각기 -0.54,-0.22로 1% 유의수 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인다.반 로 장주기 산업 내에서 이 변수는 양으로 0.03이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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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지 않다.후발국의 특허에만 “1”을 부여하는 더미 변수이기 때

문에 단주기, 주기 산업 내에서만 후발국의 특허가 선발국의 특허

에 비해 더 평균인용시차가 유의미하게 짧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동시에 장주기 산업에서는 후발국과 선발국의 특허가 평균인용

시차의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추가 으

로 특허 향력,기업 특허 수,기업 특허 품질 변수는 모든 산업에

서 음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이는 어떤 산업이든 양질의

특허,기업일수록 평균인용시차가 짧다는 것을 함의한다.마지막으

로 무인용 특허는 평균인용시차가 “0”이기 때문에 그 더미의 부호가

음수인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 더하여 같은 분석 방법론에 다만 선발국의 외연을 넓힌

G7+3(스 스,네덜란드,스웨덴 포함)의 분석에서도 후발자 더미 변

수의 계수는 단주기에서 0.64음으로 유의한 값,장주기에서 0.00양

으로 유의하지 않은 값이 도출되어 <표 4>와 일치하는 결과를 확

인할 수 있었다 (해당 분석의 체 결과는 <부록 4>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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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국가기 특허단 분석 결과 1

단주기 주기 장주기
변수명 인용시차 인용시차 인용시차

후발자 더미 변수 -0.54*** -0.22*** 0.03

(0.01) (0.02) (0.03)

특허 향력 -0.47*** -0.50*** -0.45***

(0.00) (0.01) (0.02)

무인용 더미 -7.47*** -9.45*** -10.33***

(0.01) (0.01) (0.02)

기업 특허 수 -0.17*** -0.15*** -0.11***

(0.00) (0.00) (0.01)

기업 특허 품질 -0.09*** -0.25*** -0.26***

(0.01) (0.01) (0.02)

상수항 9.72*** 9.80*** 10.44***

(0.03) (0.04) (0.05)

연도 더미 변수 Yes Yes Yes

하 산업 더미 변수 Yes Yes Yes

표본크기 924,574 317,618 151,471

R-squared 0.21 0.16 0.15

주: 호 안 숫자는 추정계수의 robuststandard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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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계수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 음.

추가 인 특허 단 분석을 해 앞선 분석과 달리 단, ,장주

기 산업 별로 나 어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 모든 특허를

한 번에 분석하 다.기업 특허 수,기업 특허 품질 등 기업에 한

변수는 처음의 특허 단 분석의 경우 단주기, 주기,장주기,기

으로 나 어 구했지만 이는 무 넓은 산업구분으로 볼 수도 있기

에 여기서는 미국특허청의 421개 기술분류(class)내에서 기업 변수

를 다시 산출하 다. 를 들어 단주기 산업 내에서 그 기업이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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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수가 아닌 421개 기술분류 각각에서 해당 기업이 가진 특허수

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한 421개 기술분류 기술수명이 긴 211

개 분류에 속한 특허에 1을 부여하는 장주기 더미 변수를 추가하고,

장주기 더미 변수와 후발자 더미 변수의 곱으로 표 되는 상호작용

항을 추가하 다.최소자승법을 통한 분석(pooledOLS)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표 5>의 첫 번째 열(1)은 장주기 더미 변수와 상

호작용항을 추가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이며 두 번째 열(2)은 장주기

더미 변수를 추가했을 때의 결과이다.마지막으로 세 번째 열(3)은

장주기 더미 변수와 상호작용항(후발자 더미 변수와 장주기 더미 변

수의 곱)을 모두 추가하 을 때의 결과이다.세 번째 열에서 후발자

더미 변수의 계수는 -0.51로 유의한 값을 지니고 상호작용항의 값은

0.51로 유의한 값을 지닌다.두 값의 합의 거의 0이기 때문에 단주

기 산업에서 후발자의 특허는 선발자 보다 인용시차가 평균 으로

0.5년 정도 짧지만 장주기 산업에서는 선,후발자 특허의 인용시차

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이는 <표 4>의 결

과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 분석을 G7+3을 기 으로 하

을 때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부록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경우에 단주기 산업에서 후발자 더미의 계수는 -0.61,장주기 산업

에서는 0.03으로 유의하게 평가되기 때문에 앞선 경우와 일치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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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국가기 특허단 분석결과 2:상호작용항 추가

(1) (2) (3)

변수명 인용시차 인용시차 인용시차

후발자 더미 변수 (a) -0.41*** -0.41*** -0.51***

(0.01) (0.01) (0.01)

상호작용항 (a)x(b) 0.51***

(0.03)

장주기 더미 (b) 1.53*** 1.48***

(0.01) (0.01)

특허 향력 -0.40*** -0.39*** -0.39***

(0.00) (0.00) (0.00)

무인용 더미 -8.17*** -8.12*** -8.12***

(0.01) (0.01) (0.01)

기업 특허 수 -0.18*** -0.17*** -0.17***

(0.00) (0.00) (0.00)

기업 특허 품질 -0.35*** -0.28*** -0.28***

(0.01) (0.01) (0.01)

상수항 10.22*** 9.56*** 9.57***

(0.02) (0.02) (0.02)

연도 더미 변수 Yes Yes Yes
하 산업 더미 변수 Yes Yes Yes

표본크기 1,393,663 1,393,663 1,393,663

R-squared 0.26 0.27 0.27

주: 호 안 숫자는 추정계수의 robuststandard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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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계수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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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종류 내용 변수명칭 상세

종속변수
기업의

평균인용시차
인용시차

연도별,산업별

기업의

평균인용시차

독립변수
후발자 더미

변수
후발자 더미

기업이 후발기

업이면 ‘1’을

부여.그 외는

‘0’

통제변수

기업의 특성 무인용 특허

비

연도별 산업

내에서 기업의

체 특허

무인용 특허의

비

기업의 역량
기업 특허 수

산업 내에서

기업이 소유한

특허의 연도별

총수

기업 특허

품질

산업 내에서

해당 기업 특

제 2 .국가기 기업단 패 분석

앞선 두 가지 분석이 특허 단 의 횡단면 분석이었기에 시간에

따른 변화효과를 충분히 반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 특허

의 제작 주체인 기업을 단 로 했을 때 같은 결과가 도출되는지를

검증하기 해 기업 단 패 분석을 진행하 다.기본 인 모형은

4장 1 의 모형을 패 화 시킨 것으로 구체 인 내용은 <표 6>과

같다.

<표 6>기업단 패 모형 변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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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들의 연도별

총 피인용

횟수

특허 창출 횟

수

산업 내에서

기업이 특허를

한번이라도 출

원했던 연도의

수

연도 더미

변수
1998~2006

1997년을 기

연도로 하여 9

개의 더미

변수

이 분석에서도 첫 번째 특허분석과 동일하게 3장 2 의 산업구분

방식으로 특허를 나 후 산업 별로 특허를 보유한 기업을 묶어 각

기 단, ,장주기 기업 패 자료를 구성하 다. 를 들어 단주기,

장주기 두 산업에 모두 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그 기업이 지닌 단주

기 산업의 특허 정보를 통해 단주기 기업 패 에,장주기 특허들의

정보를 통해 장주기 기업 패 에 속하게 된다.우선 종속변수는 기

업의 “인용시차”로 연도별로 산업 내의 기업이 보유한 특허들의 평

균인용시차의 평균값으로 구한다.“후발자 더미”변수는 기업이 후

발기업이면 “1”을 부여한 것으로 후발기업을 정의하는 방식은 국가

기 방식이다.“무인용 특허 비 ”변수는 연도별로 산업 내에서

기업이 가진 특허 무인용 특허의 비 이다.“기업 특허 수”,“기

업 특허 품질”은 산업 내에서 기업이 소유한 특허의 연도별 총수와

산업 내에서 해당 기업 특허들의 연도별 총 피인용 횟수를 말하며

자는 범 (range)가 큰 만큼 로그변화를 취하 다.특허단 분석

과 달리 추가된 변수는 “특허 창출 횟수”변수가 있다.이는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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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에서 2006년의 기간 해당 산업에 특허를 한번이라도 제작

하여 등록한 연도의 총 횟수를 말한다.만약 어떤 기업이 1997년,

2005년 이 두 해만 특허를 등록했으면 이 값은 “2”이다.이 변수는

기업의 특허 창출 역량을 통제하는 것으로 해당 기간 동안 매년 특

허를 등록하는 기업이 소수이기 때문에 통제하 다.마지막으로 연

도 더미와 국가더미 변수를 추가하 다.매년 특허를 등록하지 않는

기업이 많기에 불균형 패 (unbalancedpanel)을 구성하 으며 주요

설명변수인 후발자 더미 변수가 시간에 따라 불변하기 때문에 확률

효과모형(random effectmodel)을 용하여 분석하 다.단주기,

주기,장주기 기업으로 나 어 분석했을 때 그 결과는 <표 7>과 같

다.

<표 7>에 따르면 후발자 더미 변수의 계수는 단주기 산업에서

-0.19, 주기에서 -0.14로 통계 으로 유의한 값을 지닌다.반 로

장주기 산업에서 이 변수의 계수는 0.09로 10% 유의수 에서 유의

한 결과를 보 다.이 결과는 단주기 산업에서 후발국의 기업은 선

발국의 기업보다 평균 0.19년 인용시차가 짧지만 장주기 산업에서는

오히려 후발국의 기업이 0.09년 인용시차가 길다고 해석된다.후발

주자인 만큼 장주기 산업에서 보다 기존 지식을 축 하고자할 유인

이 있기에 더 인용시차가 길었던 것으로 추측해볼 수도 있다. 한

연도 더미의 계수를 보면 단주기 산업에서는 차 반의 인용시차

가 짧아져 단주기성이 강화되고 장주기 산업에서는 체 인 기술

수명이 길어지는 상이 찰된다.G7+3을 활용한 추가 인 패

분석 역시 이 결과와 동일하다.단주기 산업에서의 후발자 더미 변

수의 계수는 -0.36이며 통계 으로 유의하지만 장주기에서는 유의하

지 않기 때문이다(<부록 6> 참조).이는 앞선 특허단 분석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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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주기 주기 장주기

변수명 인용시차 인용시차 인용시차

후발자 더미 변수 -0.19*** -0.14*** 0.09*

(0.03) (0.04) (0.05)

기업의 특허 수 -0.12*** -0.05*** -0.01

(0.01) (0.02) (0.02)

기업의 특허 품질 -0.65*** -0.53*** -0.48***

(0.01) (0.02) (0.02)

무인용 특허 비 -7.97*** -9.75*** -10.49***

(0.03) (0.04) (0.05)

특허 창출 횟수 -0.01 -0.06*** -0.06***

(0.01) (0.01) (0.01)

1998(연도 더미) -0.07** 0.16*** 0.18***

(0.04) (0.04) (0.05)

1999 -0.12*** 0.34*** 0.38***

(0.04) (0.04) (0.05)

2000 -0.23*** 0.38*** 0.61***

(0.04) (0.05) (0.05)

2001 -0.33*** 0.43*** 0.80***

(0.04) (0.05) (0.06)

2002 -0.44*** 0.47*** 0.86***

(0.04) (0.05) (0.06)

2003 -0.57*** 0.57*** 0.91***

과와 동일한 것이다.

4장의 국가기 분석의 결과는 후발기업의 인용시차가 선발기업

의 인용시차 보다 오직 단주기 산업에서만 짧다는 의미를 지지해

다.즉,후발기업은 단주기 산업에서 선발기업 보다 더 최신 지식을

활용할 수 있지만 장주기 산업에서는 그 지 못하다는 해석이 모든

분석을 통해 가능하다.

<표 7>국가기 기업단 패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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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 (0.05) (0.06)

2004 -0.65*** 0.64*** 1.14***

(0.04) (0.05) (0.07)

2005 -0.91*** 0.52*** 1.07***

(0.05) (0.06) (0.07)

2006 -0.87*** 0.74*** 1.39***

(0.05) (0.06) (0.07)

상수항 9.05*** 9.99*** 10.41***

(0.04) (0.05) (0.06)

표본크기 142,545 101,699 71,963

기업의 수 67,240 51,575 38,839

주: 호 안 숫자는 추정계수의 robuststandard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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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계수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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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실증분석 2:진입연도기

후발기업 분석3)

제 1 .진입연도기 특허단 횡단면 분석

5장에서는 후발기업을 정의하는 것에 있어서 (3.3)의 “진입연도기

”후발자 정의를 따른다.후발자의 특허를 산업 진입시 이 늦은

기업의 특허로 규정했을 때 진입시 이 빠른 선발자 특허와의 인용

시차 비교를 통해 가설을 검정한다.4장과 동일하게 특허차원 두

번,기업 차원 한번 분석을 실시하 으며 주요 설명변수인 “후발자

더미 변수”를 제외하고 기본 인 분석 모형은 4장과 동일하다.다만

이 후발자 정의 하에서는 국가가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을

기 으로 한 국가 더미변수를 추가하 다. 한 4장에서 세계 특

허를 표본으로 삼았던 것과 달리 5장에서의 분석에서는 주요 특허

출원국인 미국,일본,독일,한국, 만, 국의 1997년에서 2006년

미국에 등록된 특허(1,217,178개)로 표본을 한정하 다.미국,일본,

독일은 선진 기술국의 표이며 한국, 만, 국은 후발 추격국을

변한다.이에 주요 특허 출원국으로 논의를 한정해도 같은 분석결

과가 도출되는지를 확인하여 이론의 타당성을 더욱 공고히 검증하

고자 한 것이다.추가 으로 더 표본을 한정하여 기술 국이자 최

특허 출원국인 미국만으로 표본을 한정했을 때도 가설이 타당한

3)5장의 내용은 ParkandLee(2015)의 3장의 분석을 재한 것으로 동일한 모형

과 분석결과를 보여 다.단,미국 국 특허만으로 표본을 한정한 분석은 본고

에서 추가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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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주기 주기 장주기

변수명 인용시차 인용시차 인용시차

후발자 더미 변수 –0.02*

(0.01)

–0.05***

(0.02)

–0.04

(0.02)
특허 향력 –0.10*** –0.16*** –0.15***

(0.00) (0.01) (0.01)
무인용 더미 –7.28*** –8.97*** –9.92***

(0.01) (0.02) (0.02)

기업 특허 수 –0.00*** –0.00*** –0.00***
(0.00) (0.00) (0.00)

기업 특허 품질 –0.02***

(0.00)

–0.07***

(0.00)

–0.05***

(0.00)

독일 0.23*** –0.35*** –0.23***

(0.02) (0.03) (0.04)
한국 –0.98*** –1.10*** –1.26***

(0.02) (0.06) (0.12)
만 –1.38*** –1.86*** –1.43***

(0.02) (0.06) (0.11)
일본 –0.43*** –1.26*** –0.98***

(0.01) (0.02) (0.03)

국 –0.31** –0.06 0.26
(0.13) (0.21) (0.30)

상수항 8.89*** 9.27*** 9.91***
(0.03) (0.04) (0.06)

지,즉 후발주자가 단주기 산업에서만 최신 기술을 더 활용하는지를

확인해보았다.

우선 으로 4장에서와 같이 특허를 단, ,장주기 산업으로 분류

하여 각기 최소자승법(pooledOLS)를 통한 분석을 실시하 다.모형

은 “국가 더미”가 추가된 것과 후발자 정의방식이 바 것을 제외하

고는 <표 3>의 모형과 동일하다.분석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진입연도기 특허단 분석 결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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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더미 변수 Yes Yes Yes

하 산업 더미 변수 Yes Yes Yes

표본크기 824,023 271,933 121,222

R-squared 0.19 0.16 0.15
주: 호 안 숫자는 추정계수의 robuststandard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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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계수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 음.

우선,주요 설명변수인 후발자 더미 변수의 계수는 단주기, 주

기 산업에서만 각기 -0.02,-0.05로 각기 10%와 1% 유의수 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인다.반 로 장주기 산업 내에서 이 변수는 음으

로 0.04이며 유의하지 않다.후발국의 특허에만 “1”을 부여하는 더미

변수이기 때문에 단주기, 주기 산업 내에서만 후발국의 특허가 선

발국의 특허에 비해 더 인용시차가 유의미하게 짧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동시에 장주기 산업에서는 후발국과 선발국의 특허가 인용

시차의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는 <표

4>의 결과와 일치한다.미국 국 특허만으로 표본을 한정했을 시

후발자 더미 변수의 계수는 단주기 산업에서 -0.42,장주기 산업에

서 -0.29로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인다(<부록 7>참조).장주

기 산업에서 후발자의 인용시차가 선발자 보다 짧다는 에서 장,

단주기 산업 내에서 후발자의 지식창출 행 의 차이가 없다는 해석

이 가능하기에 지 까지의 연구결과와 다르게 보일 수 있다.그러나

장주기 산업에서 계수의 크기가 가장 크다는 에 주목하면 장주기

산업에서 최신기술을 사용하는 정도가 가장 다는 해석이 가능하

다.즉,단주기 산업에 비해 장주기 산업에서 후발자가 최신기술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에서 논리 일 성을 잃지 않는다고 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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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으로 4장 1 처럼 단, ,장주기 산업 별로 나 어 분석하

는 것이 아니라 기간 모든 특허를 한 번에 분석하되 장주기 더

미 변수와 후발자 더미 변수 간의 상호작용항(interactionterm)을

넣은 분석을 실시하 다.본 연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다만 후발자

더미 변수만 변경한 모형으로 분석을 진행한다.기업 특허 수,기업

특허 품질 등 기업에 한 변수는 앞서와 같이 미국특허청의 421개

기술분류(class)내에서 기업 변수를 다시 산출하 다. 한 앞의 특

허 단 분석과 달리 후발기업도 421개의 기술분류 내에서 재정의

되었다.장주기 더미 변수에 해서는 <표 5>의 방식과 동일하다.

최소자승법을 통한 분석(pooledOLS)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표 9>의 첫 번째 열(1)은 장주기 더미 변수와 상호작용항을 추

가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이며 두 번째 열(2)은 장주기 더미 변수를

추가했을 때의 결과이다.마지막으로 세 번째 열(3)은 장주기 더미

변수와 상호작용항(후발자 더미 변수와 장주기 더미 변수의 곱)을

모두 추가하 을 때의 결과이다.세 번째 열에서 후발자 더미 변수

의 계수는 -0.04로 유의한 값을 지니고 상호작용항의 값은 0.22로

유의한 값을 지닌다.두 값의 합의 0.18이기 때문에 단주기 산업에

서 후발자의 특허는 선발자 보다 인용시차가 평균 으로 0.04년 정

도 짧지만 장주기 산업에서는 후발자의 특허가 선발자의 특허보다

인용시차가 약 0.18년 정도 긴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이는 <표

8>의 분석에서 장주기 산업에서 둘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

과와는 다소 다른 것으로 오히려 장주기 산업에서 후발자들이 더

인용시차가 길다는 내용이다 (<표 7>과 유사한 결과).그러나 단주

기 산업에서 후발자가 더 신기술에 민감하고 장주기 산업에서 그

지 못하다는 해석은 동일하기 때문에 본 연구와 같은 방향성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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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변수명 인용시차 인용시차 인용시차

후발자 더미 변수 (a) –0.01

(0.01)

0.00

(0.01)

–0.04***

(0.01)

상호작용항 (a)x(b) 0.22***

(0.02)

장주기 더미 (b) 1.51*** 1.39***

(0.01) (0.02)
특허 향력 –0.08*** –0.07*** –0.07***

(0.00) (0.00) (0.00)
무인용 더미 –7.84*** –7.82*** –7.82***

(0.01) (0.01) (0.01)
기업 특허 수 –0.01*** –0.01*** –0.01***

(0.00) (0.00) (0.00)

기업 특허 품질 –0.05*** –0.04*** –0.04***
(0.00) (0.00) (0.00)

독일 0.07*** 0.06*** 0.06***
(0.01) (0.01) (0.01)

한국 –1.23*** –1.14*** –1.13***

(0.02) (0.02) (0.02)
만 –1.50*** –1.42*** –1.41***

(0.02) (0.02) (0.02)
일본 –0.80*** –0.71*** –0.72***

(0.01) (0.01) (0.01)
국 –0.03 –0.03 –0.03

(0.11) (0.11) (0.11)

닌 결과라고 볼 수 있다.미국 특허 단독으로 분석했을 시에도 후발

자 더미의 계수는 단주기에서는 -0.03유의한,장주기에서는 0.07로

유의한 결과를 보인다 (<부록 8>참조).이 결과는 계수 크기의 차

이는 있으나 부호의 방향과 유의성 측면에서 동일하기에 <표 9>의

분석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표 9>진입연도기 특허단 분석 결과 2:상호작용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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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항 9.42*** 8.85*** 8.87***
(0.02) (0.02) (0.02)

연도 더미 변수 Yes Yes Yes
하 산업 더미 변수 Yes Yes Yes

표본크기 1,217,178 1,217,178 1,217,178
R-squared 0.25 0.26 0.26

주: 호 안 숫자는 추정계수의 robuststandard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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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계수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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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진입연도기 기업단 패 분석

4장의 국가기 분석과 동일하게 기업단 패 분석을 실시하

다.기본 인 모형과 방법론은 4장 2 과 동일하며 다만 “후발자 더

미”변수는 해당 기업이 진입연도기 방식 통해 후발기업일 시 “1”

을 부여하는 것으로 재정의 되었으며 국가 더미가 추가되었다.분석

결과는 <표 10>에 서술되어있다.

후발자 더미 변수의 계수는 단, ,장주기 순으로–0.88,-0.53,–

0.25으로 1%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값으로 추정되었다.

특허단 분석 결과와 다르게 장주기 산업에서도 후발기업의 인용

시차가 선발기업의 인용시차 보다 짧게 분석된 것이다.그러나 이

계수 값은 산업의 기술수명이 높아짐에 따라 차 크기가 커지는

모습을 보인다.단주기 산업에서 후발자는 선발자에 비해 평균 약

0.9년 빠른 신기술을 활용하지만 장주기 산업에서 후발자는 0.25년

빠른 기술을 사용한다.즉,장주기 산업에서 비록 후발자가 선발자

에 비해 인용시차가 짧지만 다른 산업에 비해 최신기술을 활용하는

정도가 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 이 결과는 미국 특허만을

사용한 <부록 7>의 특허단 분석과 유사한 것이다.이러한 에서

체 인 논리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단하 다.미국 국

의 특허만으로 패 분석을 시도했을 때도 단, ,장주기 순으로

후발자 더미 변수의 계수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록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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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진입연도기 기업단 패 분석 결과

단주기 주기 장주기

변수명 인용시차 인용시차 인용시차

후발자 더미 변수 –0.88***

(0.05)

–0.53***

(0.04)

–0.25***

(0.05)

기업 특허 수 –0.23*** –0.13*** –0.07**

(0.02) (0.02) (0.04)
기업 특허 품질 –0.03*** –0.05*** –0.05***

(0.00) (0.00) (0.00)
무인용 특허 비 –7.65***

(0.04)

–9.47***

(0.06)

–10.19***

(0.06)
특허 창출 횟수 –0.02*** –0.07*** –0.06***

(0.01) (0.01) (0.01)
독일 0.62*** –0.13** –0.07

(0.06) (0.05) (0.06)

한국 –0.94*** –0.99*** –1.15***
(0.10) (0.14) (0.19)

만 –1.30*** –1.54*** –1.09***
(0.07) (0.10) (0.16)

일본 –0.39*** –0.81*** –0.60***

(0.05) (0.05) (0.06)
국 –0.45** –0.34 –0.10

(0.19) (0.29) (0.37)
상수항 8.98*** 10.03*** 10.28***

(0.06) (0.06) (0.07)

연도 더미 변수 Yes Yes Yes

하 산업 더미 변수 NO NO NO
표본크기 107,723 76,596 52,065

기업의 수 49,164 37,227 26,805
R-squared 0.16 0.16 0.16

주: 호 안 숫자는 추정계수의 robuststandard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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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계수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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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시 기 ”의 분석에서 세 가지 분석은 “국가기 ”분석의 결

과와 체로 유사하다.다만 장주기 산업에서의 결과는 다소 다른데

<표 8>의 경우 후발기업과 선발기업의 최신특허 활용 정도 차이가

크게 없다는 결과가 나왔으며,<표 9>에서는 오히려 장주기 산업에

서 후발기업이 선발기업보다 더 오래된 기술을 활용한다는 결과가

나왔다.후자의 결과는 장주기 산업의 특성상 기술축 이 요하고

이미 기존지식을 많이 축 한 선발기업 보다 후발주자가 과거 지식

습득에 더욱 투자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표 10>에

서는 장주기 산업에서도 후발자가 선발자에 비해 신기술에 더 민감

하 지만 그 정도가 가장 작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비록 장주기

산업에서의 결과가 다소 상이할지라도 후발기업이 선발기업보다 최

신지식을 더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단주기 산업에서만 찰된다는

,반면 장주기 산업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다는 에서 분석결과

는 가설에 부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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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결론

본 연구는 미국 등록 특허 자료를 활용하여 후발기업의 지식창출

활동에 하여 탐구하 다.특히 기술 후발국이 기술 선진국에 비해

보다 최신 지식을 활용하여 지식창출 활동에 임하는지를 검증하여

후발자에게 신기술 활용의 이 과 유인이 실제 하는지를 평가한다.

무엇보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단주기 산업의 후발자의 행 에 집

했다면 본고에서는 장주기 산업까지 연구의 범 를 넓 산업 간

후발기업의 특허창출행 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했다.구체 으로는

단주기 산업에서 후발주자는 선발주자에 비해 최신 지식에 더 민감

한 모습을 보일 것이지만 장주기 산업에서는 반드시 그 지 않을

것이란 가설을 수립하고 이를 검증하 다.이 게 산업간 후발주자

의 행 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선 단주기 산업의 경우 그 특

성 상 기술 환이 빨라 후발주자에게 있어 기존 기술에 한 습득

이 요하지 않고 보다 쉽게 신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이러한 산업 특성 상 선발자의 기술 우 는 쉽

게 흔들리고 후발자의 도 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에 추격에 유리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반 로 장주기 산업은 오랜 지식의

축 이 요하고 신기술을 바로 받아들이는 것의 난이도가 높기 때

문에 후발자라고 선발자에 비해 더 최신 지식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가설을 검정하기 해 본 연구는 개별

특허와 기업의 “평균인용시차”를 산출하여 이 개념을 통해 특허나

기업이 얼마나 최신 지식에 기반하는지를 평가하 다.평균인용시차

가 짧을수록 최신 특허에 기반한 특허,기업이란 해석이 가능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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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한 것이다.본고에서 시도된 다양한 차원의 분석결과들은

의 가설을 지지하 다.

4장에서는 “국가기 ”후발자 정의를 제하고 세계 특허를

상으로 하여 실증 분석을 실시하 다.4장 1 에서는 특허단 횡

단면 분석을 통해 단주기 산업에서 후발국의 특허가 선발국의 특허

에 비해 평균인용시차가 짧지만 장주기 산업에서는 이 둘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상호작용항을 추

가한 특허단 분석에서도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었다.4장 2 의 기

업단 패 분석에서는 단주기 산업에서 후발국의 특허가 선발국

의 특허에 비해 더 인용시차가 짧지만 장주기 산업에서는 다소 인

용시차가 긴 모습이 찰되었다.이 결과는 앞선 특허단 분석의

결과와는 다르나 후발국이 단주기 산업에서 더 신기술에 민감하고

장주기 산업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설에 부합하는 바이다. 한 선발국을 G7국가에 3국(스

스,네덜란드,스웨덴)을 더한 것으로 재규정하여 같은 분석을 실시

했을 때도 거의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5장에서는 “진입연도기 ”후발자 정의에 근거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특허단 횡단면 분석을 통해 단주기 산업에서 후발기업의 특

허가 선발기업의 특허에 비해 평균인용시차가 짧지만 장주기 산업

에서는 이 둘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

다.상호작용항을 추가한 특허단 분석에서는 단주기 산업에서 후

발기업 특허의 인용시차가 더 짧지만 장주기 산업에서는 선발주자

의 특허에 비해 다소 인용시차가 긴 모습이 찰되었다.이는 4장 2

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5장 2 의 기업단 패 분석에서는

단,장주기 산업 모두 후발기업이 더 최신지식을 활용한다는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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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되었으나 그 정도가 장주기 산업에서 가장 작았다.이는 최신

지식의 활용이 장주기 산업에서 가장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에 논리 일 성을 잃지 않는다고 보았다. 한 진입연도기

후발자 정의를 활용하고 오직 미국 국 의 특허로만 표본을 한정했

을 때도 분석결과가 앞선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후발기업이 선발기업에 비해 단주기 산업에

서만 최신 기술을 더 잘 활용하고 장주기 산업에서는 그 지 못한

다는 결론으로 수렴된다.이는 ParkandLee(2006),Lee(2013)등

의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후발주자들이 단주기 산업에서 성공한 것

은 신기술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 단주기 산업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란 주장에 한 산업, 기업에 걸친 일반화된 실증 분석

결과라는 에서 의의가 있다.무엇보다 장주기 산업에서는 후발주

자가 선발주자에 비해 최신지식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을

실증 으로 보 기 때문에 단주기 산업에 해 집 한 선행연구와

는 차별성이 있다.

단주기 산업에서 후발주자가 선발주자에 비해 최신지식을 보다

많이 활용한다는 결과를 통해, 장주기 산업에서 후발주자가 최신

지식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일 된 결론을 통해 신기술 도입의

이 을 이용하여 추격을 이루기 해서는 장주기 산업이 아닌 단주

기 산업으로 진출해야한다는 명제가 도출 가능하다.이는 후발국과

후발기업이 추격 략을 수립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요한 단기

이 될 수 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한 단주기 산업에서 추격

이 용이한 만큼 추격에 성공한 후발주자에게 있어 다른 후발주

자에게 추격당하기 에 선발자에게 이로운,즉 후발주자가 쉽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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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우 를 하지 못하는 장주기 산업으로 진출해야한다는 시사

역시 도출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주기 산업에서 더 단주기성이

높아지고 장주기 산업에서 더 장주기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나 모든

산업에서 우수한 기업의 인용시차가 더 짧은 등 흥미로운 연구주제

들이 찰되었으나 이러한 주제들은 추후 연구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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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번호

분류의

기술수명
분류 명칭

64 10.30 EarthWorking& Wells
67 10.19 Pipes& Joints

61 10.06 Agriculture,Husbandry,Food
13 9.84 Gas

66 9.75 Heating

68 9.58 Receptacles
63 9.49 Apparel& Textile

51 9.48 Mat.Proc& Handling
65 9.44 Furniture,HouseFixtures

59 9.12 Mechanical,Miscellaneous
69 9.08 Other,Miscellaneous

52 9.01 MetalWorking

55 8.99 Transportation
11 8.88 Agriculture,Food,Textiles

19 8.79 Chemical,Miscellaneous
53 8.73 Motors& Engines+Parts

12 8.64 Coating

62 8.55 AmusementDevices
43 8.48 Measuring& Testing

15 8.48 Resins
39 8.20 Drug& Medicine,Miscellaneous

32 7.97 Surgery& MedInst.
44 7.84 Nuclear& X-rays

45 7.78 PowerSystems

41 7.60 ElectricalDevices
14 7.57 OrganicCompounds

49 7.26 Electronic,Miscellaneous
42 7.23 ElectricalLighting

54 6.70 Optics

31 6.53 Drugs
23 5.94 ComputerPeripherials

21 5.86 Communications

부록

<부록 1>NBER 분류 기 산업별 기술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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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5.71 ComputerHardware& Software
46 5.48 SemiconductorDevices

24 5.23 InformationStorage

25 5.07
Electronicbusinessmethodsand

software
33 4.45 Genetics

주: 분류의 기술수명은 1997년에서 2006년 미국에 등록된 세계 특허

들의 평균인용시차들의 평균으로 산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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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단, ,장주기 별 특허의 기 통계량

단주기

특허

주기

특허

장주기

특허
체 특허

평균인용

시차

(표 편차)

6.37

(3.74)

8.96

(4.20)

10.10

(4.19)

7.37

(4.15)

개별 특허의

평균

피인용횟수

(표 편차)

4.66

(10.13)

3.25

(6.54)

2.73

(5.51)

4.13

(9.04)

체에서

무인용

특허의 비

3.7% 2.5% 1.9% 3.2%

기업의 평균

특허 수

(표 편차)

13.75

(229.05)

6.15

(46.28)

3.89

(19.64)

11.16

(190.52)

개별 기업의

평균 피인용

횟수

(표 편차)

64.14

(1254.02)

20.02

(172.49)

10.68

(80.41)

46.15

(992.43)

평균진입

연도

(표 편차)

1985.9

(10.35)

1987.65

(10.57)

1989.25

(10.61)

1986.62

(10.48)

체

특허 수
924,574 317,618 151,471 1,393,663

산업 시

반도체,

컴퓨터,

통신기술

경공업,

소재산업
화학,기계

논문 장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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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선발국,후발국 기 통계량 비교

선발국 (G7)특허 후발국 (비G7)특허

평균인용

시차

(표 편차)

7.40

(4.0)

최소값/

최 값
7.15

(4.3)

최소값/

최 값

0/30 0/30

평균등록

연도

(표 편차)

2001.71

(2.8)
1997/2006

2002.20

(2.7)
1997/2006

개별

특허의

평균

피인용횟수

(표 편차)

4.31

(9.3)
0/572

2.77

(6.2)
0/271

기업의

평균

특허 수

(표 편차)

12.13

(203.2)
1/30185

6.95

(119.9)
1/14636

개별

기업의

평균

피인용

횟수

(표 편차)

52.32

(1080.9)
0/200,625

19.11

(424.23)
0/49,543

체에서

무인용

특허의

비

3.15% 3.90%

기업의

수/특허 수
101,650/1,232,953 23,172/1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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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G7+3국가기 특허단 분석결과 1

(단주기) ( 주기) (장주기)

변수명 인용시차 인용시차 인용시차

후발자 더미 변수 -0.64*** -0.33*** 0.00

(0.01) (0.03) (0.04)

특허 향력 -0.46*** -0.51*** -0.49***

(0.00) (0.01) (0.02)

무인용 더미 -7.49*** -9.44*** -10.30***

(0.01) (0.01) (0.02)

기업 특허 수 -0.00*** -0.00*** -0.00***

(0.00) (0.00) (0.00)

기업 특허 품질 -0.01*** -0.05*** -0.03***

(0.00) (0.00) (0.00)

상수항 9.34*** 9.48*** 10.21***

(0.03) (0.03) (0.05)

연도 더미 변수 Yes Yes Yes

하 산업 더미 변수 Yes Yes Yes

표본크기 924,778 317,675 151,497

R-squared 0.20 0.15 0.15

주: 호 안 숫자는 추정계수의 robuststandard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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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계수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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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G7+3국가기 특허단 분석결과 2:상호작용항 추가

(1) (2) (3)

변수명 인용시차 인용시차 인용시차

후발자 더미 변수 (a) -0.51*** -0.50*** -0.61***

(0.01) (0.01) (0.01)

상호작용항 (a)x(b) 0.64***

(0.03)

장주기 더미 (b) 1.59*** 1.54***

(0.01) (0.01)

특허 향력 -0.45*** -0.43*** -0.43***

(0.00) (0.00) (0.00)

무인용 더미 -8.14*** -8.10*** -8.10***

(0.01) (0.01) (0.01)

기업 특허 수 -0.01*** -0.01*** -0.01***

(0.00) (0.00) (0.00)

기업 특허 품질 -0.03*** -0.02*** -0.02***

(0.00) (0.00) (0.00)

상수항 9.80*** 9.19*** 9.20***

(0.02) (0.02) (0.02)

연도 더미 변수 Yes Yes Yes

하 산업 더미 변수 Yes Yes Yes

표본크기 1,393,950 1,393,950 1,393,950

R-squared 0.25 0.27 0.27

주: 호 안 숫자는 추정계수의 robuststandard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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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계수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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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G7+3국가기 기업단 패 분석결과

단주기 주기 장주기

변수명 인용시차 인용시차 인용시차

후발자 더미 변수 -0.36*** -0.28*** 0.07

(0.04) (0.05) (0.06)

기업의 특허 수 -0.12*** -0.05*** -0.01

(0.01) (0.02) (0.02)

기업의 특허 품질 -0.65*** -0.53*** -0.49***

(0.01) (0.02) (0.02)

무인용 특허 비 -7.96*** -9.75*** -10.49***

(0.03) (0.04) (0.05)

특허 창출 횟수 -0.01* -0.06*** -0.06***

(0.01) (0.01) (0.01)

상수항 9.06*** 10.00*** 10.42***

(0.04) (0.05) (0.06)

연도 더미 변수 Yes Yes Yes

하 산업 더미 변수 No No No

표본크기 142,545 101,699 71,963

기업의 수 67,240 51,575 38,839

주: 호 안 숫자는 추정계수의 robuststandard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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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계수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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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미국 특허 단독 특허단 분석결과 1

단주기 주기 장주기

변수명 인용시차 인용시차 인용시차

후발자 더미 변수 -0.42*** -0.33*** -0.29***

(0.01) (0.02) (0.03)

특허 향력 -0.43*** -0.43*** -0.42***

(0.01) (0.01) (0.02)

무인용 더미 -7.42*** -9.58*** -10.38***

(0.01) (0.02) (0.03)

기업 특허 수 -0.21*** -0.12*** -0.11***

(0.00) (0.00) (0.01)

기업 특허 품질 -0.16*** -0.37*** -0.27***

(0.01) (0.02) (0.03)

연도 더미 변수 Yes Yes Yes
하 산업 더미 변수 Yes Yes Yes

표본크기 474,442 157,527 81,709

R-squared 0.23 0.13 0.12

주: 호 안 숫자는 추정계수의 robuststandard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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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계수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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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미국 특허 단독 특허단 분석결과 2:상호작용항 추가

(1)

변수명 인용시차

후발자 더미 변수 (a) -0.03***

(0.01)

상호작용항 (a)x(b) 0.07***

(0.02)

장주기 더미 (b) 1.44***

(0.02)

특허 향력 -0.01***

(0.00)

무인용 더미 -7.85***

(0.01)

기업 특허 수 -0.01***

(0.00)

기업특허 품질 -0.03***

(0.00)

상수항 9.05***

(0.02)

연도 더미 변수 Yes

하 산업 더미 변수 Yes

표본크기 715,806

R-squared 0.29

주: 호 안 숫자는 추정계수의 robuststandard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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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계수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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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미국 특허 단독 기업단 패 분석 결과

단주기 주기 장주기

변수명 인용시차 인용시차 인용시차

후발자 더미 변수 -0.96*** -0.59*** -0.36***

(0.06) (0.05) (0.06)

기업 특허수 -0.13*** -0.01 0.04

(0.02) (0.03) (0.04)

기업 특허 품질 -0.65*** -0.48*** -0.44***

(0.02) (0.02) (0.03)

무인용 특허 비 -7.74*** -9.73*** -10.48***

(0.06) (0.07) (0.09)

특허 창출 횟수 0.00 -0.05*** -0.05***

(0.01) (0.01) (0.01)

상수항 9.98*** 10.39*** 10.59***

(0.08) (0.08) (0.09)

연도 더미 변수 Yes Yes Yes
하 산업 더미 변수 NO NO NO

표본크기 78,948 52,339 36,842

기업의 수 36,196 26,057 19,379

주: 호 안 숫자는 추정계수의 robuststandard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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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계수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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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inknowledge-creating

behavioroflatecomerfirms

-Dolatecomerfirmsrelyonrecent

knowledgemorethanincumbentfirmsdo?

Park, Jinhyuck

Department of Econom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latecomer firms' knowledge

-creating behavior,especially,toshed lighton which typeof

industrieswouldbebeneficialforlatecomerstocatchup.Mostof

all,this study focuses on previous studies thatargue that

latecomer firms and developing countries accomplish their

economic"catching-up"especiallyinshortcyclesectors.Thisis

due to the technologicalproperties of those sectors,where

technologicalparadigm shiftsoften occur,making iteasierfor

latecomerfirmstoacceptnew knowledge.

Thisargumentstatesthatlatecomersfinditeasytocatch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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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incumbentsinshortcyclesectorsbecausetheyareableto

utilize new technologies faster. In fact,the hypothesis of

latecomers being more susceptible to recentknowledge than

incumbentshasalreadybeentestedinpreviousempiricalstudies

inthelevelofseveralfirmsandcountries.However,thisstudy

aimstoestablishamoregeneraltheorybyanalyzingtheentire

firms, industries, and countries. In particular, this thesis

emphasizes that, in terms of accepting recent knowledge,

latecomersinshortcyclesectorsandthoseinlongcyclesectors

behave differently because latecomer firms have difficulty in

utilizingrecenttechnologyinlongcyclesectorswhereexisting

knowledgeisrelativelyimportant.

Withthesetheoreticalreasonings,themainhypothesisofthis

study is that"latecomerfirms tend to rely more on recent

knowledge than incumbents in short cycle sectors,but not

necessarily in long cyclesectors."Through analyzing USPTO

patentdata,alltheresultsfrom theempiricalmodelssupportthis

hypothesis.This resultmeans thatlatecomers exploitrecent

technologies more easily only in shortcycle sectors,which

impliestheyneedtoentershortcyclesectorstocatchupquickly

byutilizingrecentknowledge.Inaddition,itissuggestedthat

latecomerswhohavealreadyaccomplishedcatchingupneedto

proceed to longer cycle sectors, where their technological

superioritylasts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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