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경제학석사학위논문

산업별 기술개발 특성과 특허 출원 관계 분석

: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

2016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부 경제학전공

노 신 영



국 문 초 록

본 연구에서는 한국특허청 데이터와 두 종류의 산업군에 해당하는 기업 재무제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산업의 특허 출원과 R&D 투자와의 관계를 밝혀낸다. Pakes

and Griliches (1980)가 제시한 모형 및 추정방법과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 제

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에 특허를 출원한 기업의 패널 데이터가 활용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기술 혁신 주기에 있어 큰 차이가 나는 두 산업 군을 분류하고 이들의

특허 출원을 분석함으로써 추정 과정에서 Pakes and Griliches (1980)에서 다루지

않았던 산업 간의 특허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실증 분석을 수행한 결과, 산업 군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 금액와 자본 규모가 특허 출원

에 긍정적인 방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구개발(R&D) 투자 대비 특허

출원 수는 소프트웨어 산업일 경우가 제조업일 경우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산업 군과 관계없이 특허 생산 및 산출에 있어 기업의

연구 개발 투자가 무척 중요하지만, 기술개발 속도 및 특성이 산업별로 다르다는

점에서 각 산업 특성에 적합한 기술개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어 : 특허, 제조업, 소프트웨어 산업, 기술혁신주기

학번 : 2012-22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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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최근 원천특허를 보유한 선진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공세가 강화되면서 후발기업

의 시장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국제 특허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2014년

상반기에만 한국 기업에 대한 특허괴물(특허소송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특허전문

관리기업, NPE)의 특허 소송 건수는 2012년도 상반기에 비하여 200% 가까이 급증

하고 있다. 산업분야별로는 정보통신 분야 소송이 가장 많았다. 2012년 소송 건이 1

07건으로 전년(30건) 대비 200%이상 급증했고, 전기전자 분야의 경우 2011년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소건수가 87건이나 됐다.1) 이렇게 최

근 글로벌 IT 기업 간 특허분쟁은 역사상 최대 규모로 기업의 생사를 건 전면전 양

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그만큼 특

허 출원이 기술개발과 기업 성장에 있어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특허권은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공개하는 대가로 새로운 방법과 물

건에 일정기간 부여되는 독점권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허는 지식기반사회에서 기업

의 최첨단 무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음의 중요성을 내포한다. 첫째, 특

허는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확보에 도움을 준다. 특허권은 독점 배타적인 무체재

산권으로 신용창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 및 기술판매를 통한 로열티 수입을 수반

한다. 둘째, 특허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발명 및 기술개발을 적시에 출

원 및 권리화 함으로써 타인과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타인이 자신의 권리를 무

단 사용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이 논문에서

집중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로, R&D 투자비용 회수 및 향후 추가 기술개발의 원

친으로써의 중요성도 있다. 특허는 막대한 연구개발(R&D)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며, 확보된 권리를 바탕으로 타인과의 분쟁 없이 추가 응용기술

을 개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한 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경제 주체들은 R&D 투자비용과 연구 인

력을 투입하고 그에 대한 성과로 특허를 얻고자 한다. 이러한 특허는 특정 분야의

기술혁신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이고 동태적인 관점에서

1)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특허청의 2014-2분기 ‘특허관리전문회사(NPEs·Non-Practicing Entities)

동향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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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기업으로 하여금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기술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

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특허는 실질적으로 모든 분야의 혁신활동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로써, 연구자나 기술 개발자의 연구 영역이나 산업정책

에 있어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산업차원이나

기업차원 모두에 있어 중요하다.

기존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추정모형인 ‘특허생산함수’는 특허 출

원 수와 기업별 R&D 투자비용, 종업원 수와 같은 기업 특성간의 관계를 추정할 때

사용되는 함수이다. 예를 들어 특허 출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 가장 중요한 변수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R&D)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

로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인 연구개발투자를 많이 할수록 기술개발이 촉진될 것이

다. 또한 이 투자의 일정 부분이 특허 출원으로 연결될 것이다. 따라서 연구개발투

자가 많을수록 특허생산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연구개발투자와

같이 기술개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수 이외에도 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특허 출원으로 이어진다는 것

을 나타낸다. 따라서 특허생산함수를 분석함으로써 여러 요인들이 특허 출원에 어

떤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유추해볼 수 있고, 이를 해당 기업의 연구개발 방

향에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의 작용이 모든 산업 군에서 동일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수

있다. 특히 특정 산업간 기술개발 특성의 차이에 따라 변수가 미치는 영향의 방향

과 크기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업 군에 관계없이 R&D 투자비용이 많

을수록 높은 기술발전을 이룰 수 있고 그에 따라 특허 수가 증가할 수 있지만, 기

술개발속도가 빠른 산업 분야의 경우 그 속도가 느린 산업 분야에 비해 더 많은 특

허를 출원할 수도 있다. 특허는 다른 기업에서 해당 기술을 모방하기 위한 경로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특정 기업의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때마다 특허권

을 확립함으로써 기술력에 대한 보호를 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는 이렇게 산업별로 다른 기술개발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허가 산업차원

에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산업별로 기술혁신의 정도와 속도

가 다르기 마련인데, 이러한 특성이 특허를 출원하는 데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허생산함수가 산업 속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다는 데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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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부분들을 고려한 본 연구의 출발점은 기술개발의 특성이 현저하게 다

른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허출원이 R&D 투자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으

며,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은 국제특

허분류코드(IPC)에 의해 구분되었으며, 기술혁신주기 지수인 TCT(Technology Cycl

e Time)에 의한 분류를 참고하였다. 기술혁신주기(TCT)란 기술변화와 진보속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특정 연구주체의 기술진보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묘사하기 위한 척도의 일종이다.2) Kyoo-ho Park and Keun Lee(2006)의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에 의하면, 한국의 제조업 기술혁신주기(TCT)는 평균 13년, 소프트웨

어 분야는 평균 5년으로 나타났다.3)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TCT 기준에 따라 분

류된 산업 군을 IPC로 재분류하고, 한국의 특허출원 및 기업 패널 데이터(2000-200

8년)를 이용하여 기본적인 특허생산방정식을 분석하였다.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

의 투자액을 각각 순수 R&D 투자액과 소프트웨어 투자액으로 분류·적용하여 각 산

업 특허출원과 R&D 투자와의 관계를 최대한 명료하게 비교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경우에서 R&D 투자액은 특허출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으며, 소프트웨어 산업이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기술혁신주기(TCT)에 대한 설명은 Appendix 참조.

3) 2000-2005년 기준. Kyoo-ho Park and Keun lee (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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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이러한 특허 출원의 중요성을 ‘특허생산함수’를 이용하여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려

는 시도가 Bound et al. (1984)에 의해 처음 시도되었다. 이 연구에서 1976년 미국

의 2,582개 기업의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R&D지출과 특허수 사이의 관계를 알아

본 결과 0.3-0.4 사이의 탄력성이 존재함을 밝혔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가 횡

단면인 것을 보완하여 Hausman et al. (1984)은 1968-1974년까지 미국의 128개 기

업을 대상으로 기업특성을 고려한 R&D 지출과 특허와의 관계를 패널 데이터로 분

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특허 출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기업별 R&D 투자

비용과 시차를 고려하고 있으며, 동일시점의 R&D 지출과 특허 사이에 0.38의 탄력

성이 존재함을 보이고 있다. R&D 지출과 특허 간의 시차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하

여 Hall et al. (1986)은 1972-1979년까지 650개의 미국 기업을 조사하였고, R&D 지

출과 특허 등록과는 동시적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즉 시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처럼 산업 구분을 고려하지 않고 미국 내 전체기업과 특

허 출원 수를 대상으로 분석되고 있던 특허 연구는 점차 산업별 분석 경향으로 나

타나기 시작했다. Hall and Ziedonis (2001)은 1979-1995년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미국 반도체 산업의 R&D 지출과 특허 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여, 특허권이 강화

된 시기에 특허 출원 수가 감소한다는 실증분석을 하였다. 또한 제조업뿐만 아니라

디자인 분야 기업에서 출원 하고 있는 반도체 특허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R&D

투자 대비 특허출원이 제조업보다 크다고 분석한다.

위에서 언급한 연구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산업을 고려하지 않고, 미국에 출원된

모든 특허를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는 점이다. 산업과 관계없이 모든 특허에 미치

는 특정 변수(연구개발비 및 종업원 수 등)의 영향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에

반해, 앞으로 언급할 두 가지 연구의 경우, 각각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라는 특정 산

업의 특허를 분석하였다. 당시 특허 출원 수가 급격히 늘어나던 반도체와 소프트웨

어 분야에 관한 실증분석을 시도함으로써 특허 분석에 ‘산업’이라는 구분을 도입하

기 시작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를 발전시켜 특정 산업 두 가지를 비교함으로써 산

업간의 차이점과 특징에 대해 분석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Hall and Ziedonis(2001)를 벤치마크로 하여 소프트웨어 특허에 관해 진행된 연구

가 바로 Bessen and Hunt(2007)이다. 이 연구에서는 1987-1996년의 미국 소프트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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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특허 수와 R&D 지출, 종업원 수, 자본 규모 등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미국 내

소프트웨어 특허를 낸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총 R&D 투자액을 독립변수로 사용하

여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소프

트웨어 산업의 발전과 특허출원의 추이를 분석하는데 주력하였고, 그러한 성장 배

경에는 소프트웨어 산업 개발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완화된 특허출원 절차에 대

한 정부 정책이 작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복잡한 특허 취득 절차가 법적으로 완

화되면서 개발 속도가 빠른 소프트웨어 특허출원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졌고, 비용효

율적인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6

제 3 장. 분석방법 및 자료

3.1 특허생산함수 모형

본 연구에서는 Pakes and Griliches (1980)에서 처음으로 소개한 특허생산함수 모

형을 고려한다. Pakes and Griliches (1980)에서 정의한 특허생산함수는 각 기업이

출원한 특허 수가 해당 기업의 연구개발비(R&D) 투자비용, 회사 규모와 같은 기업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소개함으로써 지금까지 기업별 특허 관련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어 왔다. 특허생산함수 분석을 통해, 여러 경제 주체들이 투입한 R&D 투자

비용과 연구 인력 등이 그에 따른 성과로 일컬어지는 특허 출원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방향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특허생산함수의 기본 모형이다.

   exp &

  (1)

모형 (1)은 모든 기업이 동일한 특허 생산함수를 갖는 것으로 가정하며, 특허생산

함수는 산출인 특허와 투입요소인 개별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비용와 기업규모, 자

본규모간의 관계로 정의된다. 위 모형에서 는  기업에서  연도에 출원한

특허 개수이다. &는 기업의 연도에 이루어진 연구개발(R&D)에 투입된 자본

을 나타내고 는 기업의 종업원 수로 측정된 기업규모, 은 기업

의 자본규모를 의미한다. (1) 식의 추정모형은 특허 수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요인

들로써 일반적으로 기존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공통 변수들을 선정한 것이다. 만약

각 변수들의 추정계수들이 양의 값이라면 각 독립 변수들의 투입이 특허 출원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p ln &ln ln  


(2)

본 연구에서는 (1)의 식에 선형-로그의 형태를 취하고 특허분류코드인 IPC에 의

해 분류된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 더미와 신생기업 더미를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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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와 같은 식을 추정하고자 한다.

신생기업은 2008년을 기준으로 설립한 지 5년 이내의 기업들로 정의하였고, 이를

더미 변수로 변환하였다. 식 (2)에서 에 따라 일정한 값을 지니는 산업 더미를 제

외하고 모든 독립변수에 로그를 취하였다. 각 변수들은 종업원 수를 이용하여 정규

화시켜 기업규모에 따른 효과가 왜곡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였다.

시차의 경우, 기존 문헌에서 사용한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기존 연구와 본

연구의 경우, 많은 시차가 모델에 포함되었을 때 회귀 계수 합의 추정치는 시차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을 때의 추정계수와 매우 비슷한 값이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기존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던 평균 4년의 시차를 적용한 결과, 모든 추정

치의 합이 시차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추정치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개발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제조업의 경우, 최대 7년의 시차를 모두 적

용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추정한 결과, 이 또한 시차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추

정치와 유사한 값이 도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경우 R&D개발 역사가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시차 구조에 있어

서는 동시년도의 R&D 투자액을 그대로 적용하고자 한다. 4)

3.2 데이터

특허생산함수 추정을 위해서는 기업별, 연도별 특허 출원 수와 R&D투자액, 자본

규모, 기업규모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한국 특허 자료는 Korea Intellectual Propert

y Rights Information System(KIPRIS)에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제조업과 소프

트웨어 산업에 등록된 특허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개인 및 외국 기업이 출원한 특

허는 제외하고 오직 한국 국적의 기업이 출원한 특허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적

으로 특허 출원은 그 특허 발명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

에, 발명자의 고용 기업은 특허에 나와 있는 출원인 정보로부터 판별하였다. 또한,

출원인의 이름, 코드, 주소는 기업의 재무 데이터를 결합할 때 사용하였다.

KIPRIS에서는 각 산업에 해당하는 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코드

를 검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IPC 코드는 특허분류체계를 국제적으로 통일시킬

목적으로 체결된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Strasbourg 협정’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권기

4) 시차관련 모형의 자세한 설명은 Appendix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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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야 IPC 코드

제조업 분야

A62A62C+B03C+B03D+B04+B05C+B05D+B06B+B07C+
B08B+B23+B24+B25+B26+B27B+B27C+B27D+B27F+B2
7G+B30+B44B+B65+B66C+B66D+B66F+B67+B81B+B81
C+F01B+F01C+F01D+F01K+F02C+F02G+F03+F04+F15
+F16B+F16C+F16G+F16J+F16K+F16L+F16M+F16N+F1
6P+F16S+F16T+F17+F22+F23+F24+F25+F26+F28+F41+
F42+F99+G10B+G10C+G10D+G10G

소프트웨어 분야
G06C+G06D+G06E+G06F+G06G+G06J+G06K+G06M+G0
6N+G06T+G07+G11

<표1> IPC 코드 분류

구(WIPO)가 1975년 10월에 제정한 기술 분야별 분류기호이다. 섹션(section), 클래

스(class), 서브클래스(sub-class), 메인그룹(main group), 서브그룹(sub-group)의 계

층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 코드를 통해 특허문헌의 체계적인 분류, 검색 및 관

리를 통하여 특허문헌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5)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과 소

프트웨어 산업을 분류하고자 하였고, <표1>와 같은 IPC 분류 코드를 사용하였다.

IPC코드로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을 분류한 것은 기술혁신주기(TCT)에 의해

분류된 산업 군을 참고하였다. Kyoo-ho Park and Keun Lee(2006)에서 TCT와 각

산업군과의 관계를 도출하였는데, <표A1>에서 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A1>

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낮은 TCT (평균 13년)에 해당하는 것은 제조업 분야이고

가장 빠른 TCT (평균 5년)에 해당하는 것은 컴퓨터, 정보처리 산업분야(이하 소프

트웨어 산업)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참고하여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을

분류하고자 하였고, 이는 IPC를 이용한 산업분류와도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IPC

코드를 활용하여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등록된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허

출원 수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 분야에 1871개의 기업이 19,809개의 특허를 출원하

였고, 소프트웨어 분야에 835개의 기업이 15,712개의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드러났

다. <그림1>은 KIPRIS의 데이터를 통해 얻은 2000년에서 2008년 사이의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허 출원 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2>과 <그림1>에서 나타나듯이 전반적으로 절대적인 특허 출원 수만 살펴보

았을 때, 제조업 분야의 특허 출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 절에서 설

5) KIPRIS 용어사전-KIPRIS 특허정보검색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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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제조업 소프트웨어

2000 905 660

2001 1,429 992

2002 1,607 1,236

2003 1,935 1,736

2004 2,274 2,208

2005 3,251 2,862

2006 3,236 3,034

2007 2,704 2,333

2008 2,468 1,974

<표2> 연도별 특허 출원 수 추이 (단위 : 개)

<그림1> 연도별 특허 출원 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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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 특허생산함수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상대적인 특허 출원 수는 다를 수

있다. 또한, IT붐이 일어났던 2005년-2006년에 소프트웨어 특허 또한 급격히 늘어

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의 조짐을 보이면서 전체적인 특허 수가

감소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줄어든 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2008년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각 기업에 관한 자료의 경우, 한국신용평가(Korea Investors Service)에서 제공하

는 기업재무자료인 KIS-VALUE에서 수집하였다. 특허정보에서 수집된 기업명을

바탕으로 각 기업의 자본규모와 R&D투자금액, 종업원 수 등의 history를 파악하였

다. 한국신용평가의 기업데이터와 특허철의 특허출원 데이터의 결합(merge)은 두

데이터에 나와 있는 기업 상호 명을 이용하였고, 동일한 상호명이 존재하거나 상호

명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업주소 등을 확인하여 출원인 코드과 KIS 코드를

결합하였다.

3.3 변수 설정

본 연구가 사용한 변수들에 대한 설명과 그 출처는 <표3>에 정리되어 있다. 특

허출원 수의 경우, 한국특허청에서 위에서 분류한 IPC코드 검색을 통해 자료를 수

집하였다. 그리고 수집한 특허 데이터를 기업별로 분류하여 기업 데이터를 정리하

였다. 기업 데이터에 속하는 연구개발비, 자본규모, 종업원 수, 기업연령 등은 KIS-

VALUE에서 제공하는 기업 재무제표를 통해 정리하였다. 연구개발비(R&D)의 경우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에 투입된 순수 연구개발비를 측정하기 위해 각 산업별로

다른 재무제표 지표을 다르게 설정하였다. 제조업의 경우 손익계산서상의 경상개발

비와 연구비, 대차대조표상의 개발비를 더한 값에서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차감하였

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비만을 활용하였다. 또한, 위의 값을

그대로 사용하면 연도별 실제 R&D 지출액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으므로, GDP def

lator를 고려하여 값을 변환하는 작업을 했다(deflate).

산업더미 즉, 소프트웨어 더미는 소프트웨어와 제조업간의 특허 출원 정도를 비교

하기 위해 추가하였고, 소프트웨어 산업이면 1, 제조업이면 0의 값을 취하였다. 신

생기업을 나타내는  변수는 2008년을 기준으로 해당 기업의 설립년도와

의 차이가 5년 이내면 신생기업으로 간주하여 1, 5년 이상이면 0의 값을 취하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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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변수 이름 변수 설명 출처

Patents 특허 출원 수
기업에서 년도에 
출원한 특허 수

한국특허청

Ln R&D/Emp.
연구개발(R&D)
투자액

기업의 년도 
연구개발 투자액

KISVALUE

No R&D Dummy
공시되지 않은 
R&D투자액

KISVALUE

Ln Capital/Emp. 자본액규모 기업의 년도 
자본규모

KISVALUE

Ln Emp.
종업원 수
(기업규모)

기업의 년도 
종업원 수

KISVALUE

Industry Dummy
산업더미 소프트웨어산업이면 1

제조업이면 0
한국특허청

New firm 신생기업 더미

2008년 기준으로 기업의 
설립년도와의 차이가 
5년 이내이면 1
5년 이상이면 0

KISVALUE

<표3> 변수들의 정의와 출처

미로 활용하였다. 만약  더미를 활용하여 추정한 값이 양으로 나타난다

면 각 산업 시장에 진입한 지 오래되지 않아도 충분히 기존 연구 성과를 따르고 개

발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세한 변수 설명과 그 출처는 <표3>에 나

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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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관측 수 평 균 분산 중앙값 왜도6)

Manufacture

Patents 16839 1.13 (개) 17.18 (개) 0 44.76

R&D 5824 44700 (십만) 39700 (십만) 25300 (만) 19.22

Capital 14715 36600 (백만) 34800 (백만) 12400 (백만) 35.21

Emp 13301 542.26 (명) 3023.94 (명) 80 (명) 15.42

Age 13680 21.56 (년) 12.40 (년) 18 (년) 2.71

Software

Patents 7092 2.40 (개) 33.00 (개) 0 27.49

R&D 1412 30400 (십만) 28600 (십만) 13400 (만) 18.01

Capital 6231 14300 (천만) 10500 (십억) 16500 (백만) 14.21

Emp 5808 1088.46 (명) 4634.32 (명) 98.5 (명) 9.68

Age 4230 18.37 (년) 10.32 (년) 9 (년) 2.95

<표4> 기초통계량

<표4>에는 변수들의 기초 통계량이 정리되어 있다. 절대적인 평균 특허 수는 소

프트웨어가 더 많지만 분산이 평균보다 더 큰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특허 수의

분포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중앙값이 0이고 왜도가 양

의 값이므로 오른쪽으로 크게 치우친 분포인 것을 알 수 있다. 특정 대기업을 제외

하고 대부분의 기업이 출원하는 특허 개수는 매우 작은 정수에 해당한다. 예를 들

어, 삼성 SDS는 1년에 1-10개 이내의 특허를 출원하는 중소기업과는 달리 한 해

평균 497개의 특허를 출원한다. 이렇게 극단적인 특허 출원 수의 차이 때문에 <표

4>와 같이 정규분포에서 크게 벗어난 기초통계량 값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3.4 추정방법

본 연구는 2000-2008년간 한국특허청에 등록된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특허를 바탕

으로 각 1981개, 835개의 기업의 연도별, 기업별 자료를 통합한 패널 자료를 이용하

였다.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산업별 기술개발속도와 관련 기업 특성 데이터를 모두

6) 왜도 값은 -∞에서 ∞까지 값을 가질 수 있는다. 이 값이 0이면 데이터가 좌우 대칭인 분포이며

(-) 값이면 분포의 왼쪽 꼬리가 긴 형태이고 (+) 값이면 오른쪽 꼬리가 긴 형태이다. 정규분포는

대칭분포로서 왜도가 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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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기 위해 횡단면이나 시계열이 아닌 패널 데이터로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종속변수인 특허 출원 수는 제로 이상의 값인 동시에 많은 제로 값을 포

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전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였듯이, 특허 수와 같은 coun

t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주로 이용되는 Poisson 모델을 사용하였다. 더불어 Poisson

분포의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과대산포(over-dispersion)문제와 변수들 간의 이분산

성(heteroscedastici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obust standard error 값을 제시하였

다. 그리고 패널 분석 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고정효과(fixed effects)와 확률효과(ra

ndom effects) 모형을 사용하였다. 둘 중 어떤 모형이 본 연구에 적합한 가에 대한

판단을 위해 hausman test를 실시하였고, 테스트 결과 값이 0.01보다 작아 1% 유

의 수준에서 귀무가설(설명변수와 오차항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기

각되었다. 따라서 확률효과 모형의 추정량은 일치추정량이 아니며, 고정효과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하지만, 고정효과의 경우 더미

변수와 같이 시간에 지남에 따라 불변인 변수에 대한 추정치가 제시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더미변수의 추정치가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이므로

확률효과 모형에 대한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7)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두 산업의 추정값을 비교하는 것이 중

요한 문제이므로, 각 추정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테스트하기 위해 Fisher tr

ansformation test를 하였다. 이 테스트는 상관관계 계수를  값으로 변환하여 검증

하는 방법이다. 이 변환을 통해 모집단의 상관관계 계수 가 특정한 값과 같은지

를 검정할 수 있다. 테스트 결과 모든 상관계수에 대한 귀무가설이 기각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 보이고자 하는 두 산업 군의 추정값 비교가 가능하다. 8)

본 연구는 두 가지 추정방법을 제시하고, 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추

정방법의 경우(이하 추정방법(1)), 각 산업 분류에 속한 특허와 그에 해당하는 모든

기업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 군에 출원된 모든 특허 출원

인에 해당하는 기업을 분석하였고, 각 기업이 출원한 다른 산업군의 특허는 고려하

지 않았다. 따라서 각 기업이 다양한 산업군의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 투입된 연구

개발비(R&D)의 정확한 distribution을 고려하지 않았다. 즉,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

7) 고정효과 확률효과 모형에 대한 결과는 Appendix 참조.

8) Fisher transformation test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테스트 결과는 Appendix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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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산업 모두

특허출원-(a)

제조업에만

특허출원-(b)

소프트웨어에만

특허출원-(c)

기업명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삼성전자,삼성전기,

삼성에버랜드

삼성BP화학

삼성SDS,

삼성생명보험

삼성증권

에 공시된 연구개발 투자액 전부가 제조업 및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에 투입되었다는

가정하에 추정을 실시하였다. 특정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액은 제조업이나 소

프트웨어 이외의 다른 산업분야 특허를 위한 개발비를 모두 포함한 기준이기 때문

에, 사실상 해당 기업이 특정 분야의 특허 출원을 위해 어떤 비율로 개발비를 나누

어 사용했는지 알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는 추정 결과의 왜곡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두 번째 추정방법을(이하 추정방

법(2))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추정방법(2)는 오직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에만

모든 개발비를 투자하고, 아웃풋의 일환으로 각 두 분야의 특허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추려낸 데이터를 사용하여 추정방법(1)과 같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특

정 산업 분야에만 특허 출원을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두 산업 간 중복 기업은 없

다. 이에 해당되는 제조업 기업 수는 351개, 소프트웨어 기업 수는 320개이다. 아래

<표5>을 참고하자면, 추정방법(1)의 경우 (a)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추정방법(2)의

경우 (b)와 (c)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표5> 산업별 특허 출원 기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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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 결과

<표6>는 추정방법(1)을 이용한 제조업과 소프트웨어의 각 특허 출원 수와 독립

변수들 간의 추정 결과이다. 첫 번째 열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특허와 기업 데이터

를 분석한 것이고, 두 번째 열은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특허와 기업 데이터를 분

석한 것이다. (1)열과 (2)열의 특허생산함수 추정결과는 연구개발 투자나 종업원 수

가 기업의 특허생산실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위에서 언

급한 연구개발투자와 종업원 수 즉, 기업규모의 경우 산업분야와 무관하게 특허 출

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해석될 수 있다. 기업 연구개발(R&D)투자의

10% 증가는 두 산업에서 각각 1.58개와 3.45개의 특허 출원 수 증가를 유발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R&D투자에 대한 특허 출원 수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평균 3.45

개로 제조업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기업 자본규모의 10%증가는 각각

3.76개와 2.97개, 기업규모의 10%증가는 각각 6.11개, 8.59개의 특허 출원 수 증가를

유발하였다. 자본규모 측면에서는 제조업이 소프트웨어보다 높은 추정계수를 나타

내지만 기업규모에 있어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특허 출원

수에 유리한가에 대해서는 제조업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

생기업 더미의 결과를 살펴보면, 제조업은 음의 계수, 소프트웨어 산업은 양의 계수

가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 계통에서의 신생기업 특허 출원 수가

훨씬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제조업에 비해 기술의 모방이 용이하고 그

속도 또한 빠른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성상, 신생기업들이 기존의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기업들에 비해 연구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조업은 오래된 기업일수록 축적된 기술개발 노하우가 특허 출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나타났다.

<표6>의 세 번째 열은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과 특허 출원 과의 차이를 보기

위해 소프트웨어 산업이면 1, 제조업이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를 생성하였다. 그

리고 이 산업더미와 신생기업 더미변수 및 연구개발 지출 변수와의 교차항을 추가

하였다. 소프트웨어×신생기업 교차항의 추정치 0.121이고,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프트웨어 특허를 내는 데 있어서는 신생기업들의 진입장벽이 제조업에 비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술개발 자체의 습득이나 기존 기술의 발전 등이 제조업

에 비해 어렵지 않고, 뒤늦게 기술개발을 시작하여도 충분히 다른 기업들과 경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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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1)제조업 (2)소프트웨어 (3)산업더미 포함

독립변수

Ln R&D/Emp. 0.158 (0.012)*** 0.345 (0.018)*** 0.185 (0.010)***

No R&D dummy -1.682 (0.83)*** -0.471 (0.18)*** -1.680 (0.833)***

Ln Capital/Emp. 0.376 (0.032)*** 0.297 (0.045)*** 0.129 (0.026)***

Ln Emp 0.611 (0.022)*** 0.859 (0.027)*** 0.715 (0.018)***

New firm dummy -0.361 (0.099)*** 0.766 (0.677)*** -0.179 (0.188)

New firm×Software 0.121 (0.154)**

Ln R&D×Software 0.137 (0.011)***

_cons -8.941 (0.447)***

Firm fixed effects

No.observation 5507 3261 8768

Log likelihood -7057.3471 -5222.2312 -12376.686

Wald chi2 1011.12 1182.09 2028.73

Prob>chi2 0.000 0.000 0.000

<표6> 추정방법(1) 결과

note: 괄호안은 robust standard error. *** : <0.01 , ** : <0.05 , * : <0.1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신생기업×연구개발투자 교차항의 계수는 0.137으로 양의

추정치가 나왔다. 연구개발(R&D)투자가 10%증가할 때, 제조업은 1.85개, 소프트웨

어 산업은 3.22개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으며,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소프트

웨어 산업일 경우 제조업보다 특허 출원 수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

열과 (2)열의 비교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의미한다. 연구개발투자, 자본규모, 기업규

모 등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이용되는 기술개발 속도가

더 빠르고, 그 기술의 모방 및 전파속도가 빠른 만큼, 제조업에 비해 특허 출원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예상할 수 있다. 신생기업 더미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는데,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 데이터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1)열과 (2)열에서

보인 정반대의 결과가 합쳐진 효과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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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은 앞서 진행해온 추정 방식과 동일하지만, 각 산업 군에만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특허 출원을 한 기업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데이

터 규모가 더 작아졌지만 대부분의 추정계수가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

타냄으로써 정확한 분석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으며 추정방법(1)보다 더욱 엄밀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표6>과 마찬가지로 (1)열은 제조업에 해당하

는 특허와 기업 데이터를 분석한 것이고, (2)열은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특허와 기

업 데이터를 분석한 것이다. 추정방법(2) 분석의 경우 R&D투자에 관해서는 추정방

법(1)과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연구개발(R&D) 투자가 10% 증가할 때 제조업과 소

프트웨어 산업의 특허 출원 수 증가는 각각 0.5개, 1.32개이다. 추정방법(1)의 추정

치보다 훨씬 작은 결과인데, 이는 데이터 규모 자체가 줄어들면서 생기를 효과로

보인다. 정리된 데이터의 경우 추정방법(1)보다 각 기업의 특허 출원 수나 연구개발

지출 규모 등의 평균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자본규모는 추정방법(1)과 같은 양의 계

수가 나와, 자본규모가 10% 증가할 때 각각 3.84개, 1.09개로 유의한 계수가 추정되

었다. 기업규모의 추정 계수는 추정방법(1)과는 반대로 제조업일 경우 기업규모가

특허 출원에 월등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데이터 샘플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추정방법(2)에서 사용한 소프트웨어 산업 군에

만 특허 출원을 하는 기업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에 비해 기업의 자본규모나 인력

자체가 적은 중소기업의 수가 월등히 많았기 때문이다. 기업연령은 추정방법(1)과

마찬가지로 제조업의 경우 양의 추정계수가 도출되었고, 신생기업 더미는 두 산업

모두 유의하지 않은 추정치가 나왔다. <표7>의 세 번째 열 역시 추정방법(1)처럼

소프트웨어 산업더미×신생기업, 소프트웨어 산업더미×연구개발(R&D) 지출의 교차

항을 추가하여 두 산업을 비교하였다. 소프트웨어 산업군에 속하는 신생기업의 추

정계수는 0.491로 제조업에 비해 많은 특허 출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R&D

투자의 10% 증가 대비 특허 출원수는 제조업이 0.6개, 소프트웨어가 그보다 1.47개

많은 2.11개로 나타났다. (1)열, (2)열과 마찬가지로 (3)열의 추정계수 또한 추정방법

(1)의 결과에 비해 낮은 계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추정방법(2)에서 사용한 데이

터가 원인으로 보인다. 각 산업 분야에만 특허를 출원하는 기업의 경우, 특정 대기

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또한 이들 중소기업의 평균 특허

출원 수, 연구개발 규모, 종업원 수 등의 추정방법(1)에서 사용된 데이터들에 비해

훨씬 적기 때문에 추정계수의 크기 또한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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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1)제조업 (2)소프트웨어 (3)산업더미 포함

독립변수

Ln R&D/Emp. 0.051(0.009)*** 0.132 (0.010)*** 0.064(0.012)***

No R&D dummy -1.354 (0.835)*** -0.698 (0.288)*** -1.805(0.843)***

Ln Capital/Emp. 0.384(0.052)*** 0.109 (0.038)*** 0.158(0.029)***

Ln Emp 0.981(0.059)*** 0.393 (0.049)*** 0.489 (0.024)***

New firm dummy -0.094 (0.218) -0.272 (0.235) -0.431 (0.261)*

New firm×Software 0.491 (0.329)*

Ln R&D×Software 0.147 (0.011)***

_cons -5.820 (0.566)***

Fixed effect Yes Yes

No.observation 1870 1240 3110

Log likelihood -3705.2158 -2463.2454 -6328.0062

Wald chi2 628.01 237.63 616.15

Prob>chi2 0.000 0.000 0.000

<표7> 추정방법(2) 결과

note: 괄호안은 robust standard error. *** : <0.01 , ** : <0.05 , * : <0.1

추정방법(1)과 (2)의 비슷한 추정계수 결과를 통하여 연구개발(R&D) 투자는 공통

적으로 기업의 특허 출원에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개발 투자가

많을수록 더 많은 특허 출원을 낼 수 있으며, 이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제조업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신생기업이 특허를 출원하는 데 있어 각 산업의 진입장벽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답은 산업마다 달랐다. 제조업은 데이터의 범위에 따라 일정

하지 않은 결과가 나와 특정 방향으로 결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반면, 소프트

웨어 산업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조업에 비해 신생기업이 특허출원에 있어 비교

우위에 설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시장에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신생기업도 기존 기업이 이루어 놓은 기술개발을 신속하게 받아들이고 발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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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기에 무리가 없는 환경인 것이다. 큰 자본이나 많은 인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새

롭고 발전된 기술혁신을 이룰 수 있고, 특허 출원이라는 지표를 통해 입증되고 있

다. 일반 소비자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스마트폰, 노트북과 같은 IT기기를 통해 직접

체감할 수 있듯이,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 개발 속도는 제조업에 비해 매우 빠르

다. 해당 기술을 빠르고 지속적으로 개발시키는 과정에서 특허 출원은 필수적인 과

정이고, 이는 기술개발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제조업에 비해 많은 특허를 출원한

다고 해석할 수 있다.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 사건만

봐도 현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경쟁상대보다 더 신속하게 기술개발과 특허출원을

해야 기술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쏟아져 나오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특허 출원 추이를 설명할 수 있는 원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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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IPC를 통해 구분한 산업 군을 활용하여 기업이 특허를 출원하는

데 있어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IPC를 통

해 구분한 산업 군이 기술혁신주기(TCT) 지표에 의해 구분된 산업 군과도 일치하

는 점을 고려하여 기술개발 특성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제조업와 소프트웨어 산

업 분야의 특허와 기업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을 하는 데 있

어 두 가지 추정방법을 사용하여 엄밀한 실증분석이 가능하도록 접근하였다. 첫째

로 각 산업이 출원한 해당 특허와 총 연구개발(R&D) 투자금액, 그리고 소프트웨어

투자금액, 기업규모, 기업연령을 독립변수 포함하여 특허생산함수를 추정하였다. 둘

째로 해당 데이터에 포함된 기업들은 제조업, 소프트웨어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군에 특허를 출원하고 있으므로, 오직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에만 연구개

발(R&D) 및 특허출원을 하는 기업을 추출하여 같은 방식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위

의 두 가지 방법에 제조업과 소프트웨어산업의 더미변수와 신생기업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첫째. 두 산업 모두 공통적으로 기업들의 연구개발(R

&D)투자금액과 자본규모는 특허출원에 긍정적인 방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연구개발 투자비용이 증가하고, 기업의 자본규모가 클수록 특허 출원 수도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생기업의 경우 소프트웨어 산업에서의 특허 출원 수

가 제조업에 비해 높았다. 셋째, 추정 결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분석에서

연구개발(R&D) 투자 대비 특허 출원 수 또한 소프트웨어 산업일 경우가 제조업일

경우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개발속도 매우 빠른 소프트웨어와 같

은 산업의 경우, 그 기업이 얼마나 빠르게 기술을 습득 및 개발을 하고, 이를 특허

출원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넷째, 또한, 소프트웨

어 산업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연구개발(R&D)이 특허 출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

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자본규모나 크기에 비해 연구개발 투자 자체가 소프트웨어

특허를 출원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산업 군과 관계없이 특허생산 및 기술성과 산출에 있어 기업

의 연구개발 투자가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단, 기술개발

속도 및 특성이 산업별로 다르다는 점에서, 각 산업특성에 적합한 기술개발 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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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산업 특성에 따라 해당 기술개발 특성도 다르

고 특허 출원의 양 또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특허를 통한 산업별 특성과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개발을 위한 인풋과 그에 해당하는 아웃풋이라 할 수 있는

특허 수와의 관계가 산업별로 다르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두 가지 산업에

만 치중한 한정된 연구라는 한계점을 갖는다. IPC를 통해 분류한 여러 산업 군을

함께 분석에 활용한다면 각 산업의 기술개발 특징과 그에 따른 특허 출원 관계를

더욱 엄밀하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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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1. 기술혁신주기(TCT, Technology Cycle Time)

기술혁신주기(Technological Cycle Time)란 기술의 변화 및 진보속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특정 연구주체의 기술진보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이다. 이 지표가 짧을수록 유사한 계통의 기술개발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나타낸다. TCT는 “인용된 특허들의 발행연도와 인용한 특허의 발행연도와의 차이

값들의 중간 값”을 산출하여 사용된다. 9) 각 기술계통의 비교를 위한 상대적인 TC

T 값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계산된다.

     

는  기술 분야의 년도 기술혁신주기를 뜻하고, 는 년도에 등록된 모

든 특허의 기술혁신주기를 뜻한다. 이 값이 클수록 더욱 긴 기술혁신주기를 나타내

며, 따라서 해당 기술지식의 변화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값이 작을수록 높은 변화속도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TCT 지수는 인용문헌들의 발간시점을 활용하여, 해당 기술분야의 발전속도나 특

정국가 또는 기업의 기술혁신의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지표이다. 따라서 T

CT 값이 작게 나타난다는 것은 해당 기술이 보다 최근의 선행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TCT 값이 크게 나타난다는 것은 보다 오래된 기술들에 기

반을 두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TCT 지수를 기술수준과 직접적

으로 연결시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최근의 선행기술을 기반으로 기술혁신

이 진행된다는 것은 경쟁자들보다 빠른 기술 발저을 이루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으나, 그 성과의 기술적 중요성이나 가치가 높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의미하

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TCT 값은 기술분야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선박

기술분야와 같은 전통적 산업 부문은 TCT 값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며, 정보통

신 분야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다.

9) Jeff and Trajtenberg(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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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T Subname

5.1393 Computer Hardware & Software

5.5251 Information Storage

6.0075 Miscellaneous-Elec

6.4218 Computer Peripherials

7.0551 Communication

8.0414 Power System

8.8055 Electrical Lighting

9.6442 Miscellaneous-Others

10.9881 Agriculture, Food, Textiles

11.0455 Miscellaneous-Mechanical

11.4232 Apparel & Textile

12.5016 Miscellaneous-Chemical

13.3545 Miscellaneous-Mechanical

<표A1> 한국의 TCT에 따른 산업분야

한국의 TCT는 <표A1>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10) kyoo-ho Park and Keun Lee

(2006)에서 TCT를 이용한 산업 분류를 도출하였는데,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

에서 가장 기술변화속도가 빠른 산업 분야는 평균 5년으로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

트웨어 그리고 정보처리 산업 분야이다. 한국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기술주기가 짧

은 소프트웨어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적 전환점을 거치면서 선진국과 그 격차를 줄

여나가고 있다. 또한 TCT가 가장 느린 산업은 평균 13년으로 기계·제조 산업 분야

임을 알 수 있다. TCT가 빠른 산업에서 느린 산업으로 이동할수록 산업 특성 자체

가 소프트웨어, 전자와 관련된 제품에서 일반 제조업 분야에 가까워지고 있다. 한국

의 IT기술 변화속도가 급변하는 이유를 TCT 측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겠다. 본 연

구에서도 이 중 가장 낮은 TCT (평균 13년)를 보이는 제조업 분야와 가장 빠른 T

CT (평균 5년)에 해당하는 컴퓨터, 정보처리 산업분야(이하 소프트웨어 산업)를 비

교해 보고 있다.

10) 2000-200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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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lnR&D)
제조업(1)

-시차포함

제조업(2)

-시차없음

소프트웨어(1)

-시차포함

소프트웨어(2)

-시차없음

 0.051(0.031) 0.158(0.012) 0.096(0.091) 0.345(0.018)

 -0.010(0.035) 0.070(0.106)

 0.085(0.037) 0.020(0.088)

 0.035(0.032) 0.268(0.083)

 -0.019(0.026) -0.073(0.046)

sum of L

coefficients
0.142 0.381

A2. 시차를 포함한 분석

<표A2> 시차를 포함한 분석 결과

<표A2>는 시차를 포함하여 특허생산함수롤 추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1)열과

(3)열은 각 산업 군에 4년의 시차를 적용한 연구개발(R&D) 변수의 추정계수이고

(2)열과 (4)열은 시차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추정계수를 나타낸다. 제조업만 보았

을 때, 시차를 포함한 분석의 추정계수를 모두 합하면 0.197, 시차를 포함하지 않고

분석한 추정계수는 0.195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산업만을 비교하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시차를 포함한 경우의 추정계수의 합은 0.381, 시차를 포함하지

않았을 때의 추정계수를 0.358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산업 군 모두, 시차를 포함하

였을 때 추정계수들의 합과 포함하지 않았을 때 추정계수가 매우 유사하게 나온 것

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시차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추정계수만을

고려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은 Hausman et al. (1984)에서 처음 적

용하였고, 그 이후 특허생산함수와 관련된 모든 논문에서 같은 검증을 통하여 시차

를 적용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이를 따르고자 하였다.11)

11) Hausman,Hall,Griliches (1984) : “Econometric models for Count Data with an Application to the

Patents-R&D Relationshi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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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방법(1) 추정방법(2)

고정효과

(Fixed effect)

확률효과

(Random effect)

고정효과

(Fixed effect)

확률효과

(Random effect)

Manufacture

Ln R&D/Emp. 0.195 0.157 0.053 0.050

Ln Capital/Emp. 0.379 0.376 0.252 0.244

Ln Emp 0.912 0.614 0.667 0.325

Software

Ln R&D/Emp. 0.393 0.345 0.140 0.132

Ln Capital/Emp. -0.434 -0.297 0.079 0.109

Ln Emp 0.948 0.859 0.107 0.393

A3. Hausman test

<표A3> Hausman test 결과

위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값이 0.01보다 작아 1%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 (설명변

수와 오차항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기각되었다. 따라서 확률효과 모

형의 추정량은 일치추정량이 아니며, 고정효과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더미변수의 경우 변수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으므로 고

정효과 모형을 추정하면 이 변수들에 대한 추정계수를 얻을 수 없는 문제가 생겨,

각 추정방법의 (3)열에서는 확률효과 모형을 사용하였다. 위 결과에서 보듯이, 고졍

효과와 확률효과의 추정계수가 매우 비슷하므로 추정치의 해석에는 큰 문제가 발생

하기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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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facture Software Z P-value

추정방법(1)

Ln R&D/Emp. 0.195 0.358 6.177 0.000

Ln Capital/Emp. 0.374 0.759 20.959 0.000

Ln Emp 0.913 0.611 29.120 0.000

추정방법(2)

Ln R&D/Emp. 0.051 0.140 2.259 0.012

Ln Capital/Emp. 0.384 0.085 8.033 0.000

Ln Emp 0.981 0.102 55.836 0.000

A4. Fisher Transformation test

<표A4> Fisher Transformation test 결과

각 추정계수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테스트하기 위해 Ronald A. Fisher까

제안한 Fisher transformation test를 하였다. 이 테스트는 상관관계 계수를 Z 값으

로 변환시켜 모집단의 상관관계수 가 특정한 값과 같은지를 검정할 때 사용된다.

다음은 Fisher가 제안한 공식이다.

  


log  log 

위 식에서 변수 와 의 상관관계 계수 가 Z값으로 변환된다. 이 공식을 통해

변환된 Z값이 표본의 크기가 너무 작지 않다면 유사정규분포(approximately normal

distribution)를 이루게 됨을 보일 수 있다. 즉, 상관관계 계수를 Fisher의 제안에 따

라 Z값으로 변환하면 유사정규분포를 이루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상관관

계 계수에 대해 설정된 가설을 검정할 수 있는 것이다.

위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 Fisher test를 실시한 결과 모든 상관계수

에 대한 귀무가설(두 집단의 추정계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이 기각되

었으므로, 두 산업 군의 추정계수 비교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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