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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구 목적은 정부, 시장요인이 중국 드론기업의 생산과 수익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는데 있다. 정부요인인 기업 보조금과 함께 

시장요인으로 대표되는 R&D, 수출수익이 드론기업의 생산 및 수익성 

지표인 부가가치율과 ROE(자기자본이익률) 향상에 유의미한 인과성을 

가지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R&D 등 시장요인과 기업 경쟁력과의 인과성 연구는 주로 미국, 

서유럽 등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국가에서 다양한 산업분야에 걸쳐 

선행연구가 이뤄져 왔다. 최근 들어 발전주의 경제체제인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 등의 

정부요인은 그간 자료취득 어려움 등으로 대부분 질적분석 중심으로 

다뤄져 왔다. 보조금 관련 연구는 2000년에 들어서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나 일부 산업분야에 한정되어 있다. 더욱이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부각되고 있는 드론 관련 기업에 대한 실증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최근 일부 연구소와 언론사는 중국 드론기업의 급격한 성장이 

기업 보조금 지급 등 정부의 정책요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한국 드론기업의 경쟁력이 지속 약화되고 있는 원인을 정부의 

강력한 정책지원 부재에서 찾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

하는 정책 입안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2개년 24개(상장기업) 

중국 드론기업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부 및 시장요인이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정적분석(static analysis: fixed&random effect model)과 동적

분석(dynamic analysis: system GMM model)으로 구분하여 실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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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결론은 최적합 모형인 확률효과 모형(random effect model)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보조금은 

부가가치율과 ROE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는 보조금이 경쟁력 개선에 부정적이거나, 인과성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다(Banstorm, 2000; Devinder, 

2012; 唐清泉, 2007; 张文, 2018 등). 더불어 본 연구의 쟁점인 

보조금이 기업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최근의 

주장과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둘째, R&D는 기업의 부가가치율과 ROE에 모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보였다. 이는 본 연구가설과 부합하는 결과로서 R&D 투자 

확대의 타당성을 입증한다(Bublitz, Ettredeg, 1989; 윤병섭, 2011 등). 

또한 신자유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이를 통해 중국에서도 기업의 생산, 수익 경쟁력 개선을 위해서 

R&D 투자의 지속 확대가 필수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셋째, 수출수익의 경우 ROE에 대해 유의한 양(+)의 영향을 보였다. 

그러나 부가가치율에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ROE의 

경우 본 연구가설과 일치하는 결과로서, 해외수출이 기업의 매출

이익률, 투자수익률 등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를 지지하였다(김익성, 2006; 권영철 등, 2004). 반면, 부가가치율에 

대해서는 차별적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이는 수출 확대가 기업의 

성과에 단기적으로 음(-)의 영향을 미치다가, 국제화 수준이 더욱 

높아지고 나서야 양(+)의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김범조, 이동기, 조영곤, 2018; 강석민 2011). 본 연구의 분석대상

기간은 2007∼18년으로, 이중 본격적인 성장기는 불과 4년(2014∼18년)에 

지나지 않아 수출수익의 부가가치율에 대한 인과관계는 단기적 

결과에 따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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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종속변수의 전기 값과 기존 설명변수를 모두 차분하여 도구

변수로 활용하는 시스템 GMM 동적 모형에서, 보조금, R&D 등과 

부가가치율의 인과성은 확률효과 모형의 분석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했다. 반면 ROE에 대한 보조금, R&D는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지 않았다. 과대식별 모형인 시스템 GMM 모형은 다음의 

두 가지 검정이 필요한데, 먼저 모형의 적합도는 Hansen-sargan 

검정결과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구변수의 적절성과 

관련 있는 자기상관 검정에서, 차분된 오차항에 1, 2계 모두 자기

상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오차항의 일치추정량을 위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동 추정결과가 확률효과 모형 분석결과 

대비 비효율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본 연구는 아래의 실증적,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먼저 중국 드론

기업의 경쟁력에 보조금과 R&D, 수출수익이 미치는 영향이 유의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입증하였다. 더욱이 최근 연구소와 언론사가 

보조금 정책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에 

대해 실증적 반증을 제공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기존의 

연구들이 많이 다루지 못했던 중국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인 드론을 

대상으로 기업 보조금, R&D 등이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 결과로 인해, 드론산업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기업 육성을 위한 효과적인 방향 제시와 관련 정책입안 수립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는 한국의 드론기술 

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보조금 정책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R&D 투자, 수출 확대 등과 관련한 지원 정책을 적극 도입하는 

한편 관련 규제도 완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주요어 : 경쟁력, 보조금, R&D, 수출수익,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 

패널데이터 분석(확률‧고정효과 모형, 시스템 GMM) 

학  번 : 2014-2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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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그의 저서(제4차 산업혁명, 2016)에서 

4차 산업혁명 10대 선도기술로 드론산업을 제시하고 있다.1) 현재 

드론산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첨단 로봇 등의 기술과 융합을 

통해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다. 향후 딥러닝, 지능형 시각을 탑재한 
‘지능형 공중로봇’으로 부상하여 융합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응용측면에서도 군용에서부터 산업용, 일반 소비용 등의 

상업용 민간용 드론으로 확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때문에 현재 

드론 선도기술 국가인 미국, 중국 등은 드론을 신흥 혁신산업으로 

분류하여 세계 상업용 드론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중 중국 드론기업은 현재 한국 대비 6∼8년 앞선 기술력으로 드론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 등이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급격한 성장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분석된다.2) 실제로, 중국 드론기업은 1960년대 드론 개발을 시작한 

후발주자로,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한국보다 기술적 열위 상태였다.3) 그러나 2011년 이후 급성장의 

1) ‘산업혁명‘이란 용어는 아놀드 토인비가 「Lecture on the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Eighteenth Century in England」에서 처음 사용함. 토인비는 기술혁신이란 
것이 한 순간에 나타난 격변적 현상이 아닌 이전부터 진행되어온 점진적이고 
연속적인 것으로 정의하고, 산업혁명은 이러한 기술혁신의 변화과정으로 봄. 한편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국제사회 핵심 이슈로 부상함. 클라우스 
슈밥은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 3대 분야에 걸친 4차 산업혁명 10대 선도기술을 
드론, 첨단 로봇, 3D프린팅 등으로 제시함(클라우스 슈밥, 2016).

2) “중국의 드론 굴기와 한국의 대응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Insight 2019년 
제235호 p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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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를 마련한 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상업용 드론기업의 

연평균 매출증가율이 150%를 기록했다. 2016년에는 중국 드론기업인 

DJI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70%에 이를 정도로 선두 위치로 올라섰다. 

특허권의 경우도, 2018년 기준 전 세계 특허 출원수의 약 30%를 

차지하며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대내외 주요 연구소와 각종 언론사는 이와 같은 중국 드론기업의 

급격한 성장배경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기업 보조금4) 

등 강력한 육성정책 지원, 규제 완화 및 개선5),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기술 발전, 관련 산업클러스터 형성, 거대 내수시장 

확보, 제품 가격경쟁력과 저렴한 인건비 등이다.6) 이중 중국은 발전

국가론적7) 산업발전 정책 아래, 정부 주도로 드론기업의 성장을 

이끌었다는 주장이 가장 큰 성장 배경으로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중국 드론기업의 급격한 성장이 정부 보조금 지급 여부에 있다고 

3) 당시 중국의 대표 드론 기업들은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항공우주연구원은 세계에서 
2번째로 헬리콥터와 프로펠러 항공기 원리를 결합한 틸트로터형 드론을 자체 개발
하였음(항공우주연구원, 안오성 기획실장 기고문, ’19.3.15)

4) 중국의 금융데이터 분석업체인 Wind가 ’18년 말 기준 중국 증시에 상장된 3,545개 
기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중국 정부가 기업에 제공한 보조금이 1,538억 위안
(약 2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19.5.28, 파이낸셜타임스). 이는 전년 대비 
약 14%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 보조금이 지급된 것임. 

5) 중국은 드론산업 등 산업 규제정책에 대해 네거티브 시스템(사업불가 범위 외 모든 
분야의 사업 허용, Negative System) 기본 원칙에 입각한 ‘선 허용, 후 규제’의 
기조를 이어왔음(’19.7.10자 디지털데일리 내용 중 발췌, 기사검색일 ’19.8.20).

6)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중국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의 가장 주요 요인을 강력한 정부의 
정책 지원에서 찾고 있음. 이는 토종 혁신 기업의 탄생과 세계 기업으로의 성장에 
주요 발판이 되었다고 평가함(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Insight 2019년 제235호 
및 ’19.7.13자 산업일보 내용 중 발췌, 기사검색일 ’19.9.2).

7) 본 연구에서는 중국이 발전국가인지 신자유주의 국가인지에 대한 논쟁은 다루지 
않기로 함. 이는 중국이 아닌 미국, 서유럽 국가조차도 온전히 발전국가인지, 
신자유주의 국가인지 분류하기 쉽지 않기 때문임. 사실 중국이 발전국가인지 
신자유주의국가인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이들 모두를 내포하여 발전해 
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음. 그러나 중국이 현재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 
아래 여전히 정부의 개입이 크고, 과거 동아시아 발전국가론과 한국, 일본 등의 
발전사례를 연구‧적용하여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본 연구는 중국을 발전국가론적 산업발전 체제국가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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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기도 한다. 즉 대규모 보조금 지급을 통해 드론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고, 이에 지금의 드론강국이 되었다는 것이다.

 “전경련, 한국 드론산업 규모·기술력 떨어져…체계적 지원 필요!, 중국은 

기술 수용적 정책 기조와 보조금 지급 등에 힘입어 드론 산업(기업)이 

빠르게 성장했고, DJI·이항과 같은 기업의 성공으로 세계 최대 소형 드론 

생산지로 자리 잡았다.”(파이낸셜투데이, ‘20.9.24) 

 “드론업계 절반, 매출 10억 미만...산업육성정책 필요!, 주요국은 강력한 

산업육성정책을 실시했고 제도 유연화를 추진했다. 특히 중국은 보조금 

지급 등 정부주도로 드론산업을 빠르게 육성했다”(내일신문, ‘20.9.4)

 “떠오르는 드론 시장, 나라별 드론 규제를 살펴보자!, 전 세계 90%의 드론을 

생산하고 있는 중국은 텐진항, 후난성 등 지방정부에서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 정부는 다양한 보조금 지원 정책을 

통해 드론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CCTV뉴스, ‘18.8.9)

 실제로 중국은 조선, 자동차, 신에너지자동차, AI, 소비플랫폼(支付宝, 

微信 등)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성장에 관여해 

온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소와 

언론은 중국 정부가 보조금 제공, 정부지분 투자 등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을 보장하였고, 각종 규제 완화, 관련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드론기업의 성장을 이끌어 왔다고 보고 있다. 반면, 신자유주의 

산업발전 체제 기반의 미국, 서유럽 등은 연구개발과 기술력, 투자

자본, 관련 지원산업의 금융여건 등에 집중하여 드론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고 본다. 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초기에 국내 드론기업이 

기술력, 금융여건 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지속 

약화되고 있는 원인으로 보조금 등 강력한 정부정책 지원 부재에서 

찾고 있다. 이에 동 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련 정책 입안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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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드론기업의 경쟁력을 이끌었다는 것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사실 드론기업이 전반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 보조금 외에도 자체 자본력, 기술력, 관련 산업의 

금융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보조금 

지급이 오히려 기술력이 부족한 중국 선박, 철강, 태양광 기업 등으로 

투입되어 비효율을 초래한 사례도 적지 않다8). 또한 관련 산업의 

금융환경이나 시장 형성 등이 기업성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우

에도 보조금 지급 효과는 감소할 수 있다. 게다가 상기 주장은 경쟁력

이란 개념을 모호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실증적인 근거 제시도 결여

되어 있다. 즉 기업 경쟁력을 설비투자 효율성 등의 생산성으로 

본 것인지, 시장가치나 시장점유율 등 시장성 또는 순이익률 등의 

수익성으로 간주한 것인지 경쟁력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물론 정부의 대규모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받는 것은 긍정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보다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핵심 기술력 

보유, 지원 및 관련 산업환경 개선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보조금 확대 등의 정책 지원이 중국 

드론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견해는 설득력을 얻기 쉽지 않다. 

이에 기술력, 자본여력, 금융여건 등과 함께 보조금이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중국 드론기업에 대한 기업 보조금이 경쟁력을 강화시켰다고 한다면, 

우리도 한국 드론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 지급 등의 정부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일부 선행연구에서 기업 보조금과 경쟁력 간 

유의한 양(+)의 인과성이 있다고 검증하기도 했다(Lach, 2000 등).   

8) 중국 정부는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의 재정위기 시기에 대규모 
부양정책을 실시(약 4조 위안)했음. 당시 대규모 정부 보조금이 선박, 철강, 태양광 
등의 기업에 투입되어 경제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었으나, 이후 제품 시장가 교란, 
그에 따른 산업 경기 악화, 대규모 부실사태 야기 등으로 결국 보조금의 무분별한 
사용이 기업 경쟁력 자체를 약화시킨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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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반대로 부정적이거나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와 함께 R&D

투자 확대 등 시장요인 강화가 경쟁력 제고에 주요하게 기여했다는 

다수의 연구가 있었다(Enos et al, 1998; 정안정, 2014 등). 본 연구는 

정부요인인 보조금과 R&D 투자 등 시장요인을 주요 결정요인으로 

하여 중국 드론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앞선 

물음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한편 기업 경쟁력을 생산성, 수익성으로 구분할 경우, 기업 보조금, 

기술력 등이 요소별 경쟁력에 미치는 변동성을 확인할 수 있다. 

경쟁력에 대한 결정요인의 영향을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요소별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기업 경쟁력에 대한 영향력 선행연구는 

주로 신자유주의 국가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기존 연구에서는 정부

요인을 주로 정성적인 개념으로 다뤄 왔는데,9) 발전주의 체제인 

중국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인 드론에 대한 보조금, R&D등과 경쟁력

과의 연관성을 실증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중국 드론기업에 대한 기업 보조금과 R&D, 수출수익 

등이 실제로 생산, 수익 경쟁력에 미친 영향과 함께 어떻게 작용했는지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발전주의 체제인 중국

에서도 보조금 제공보다는 기술력 제고, 수출 확대 등 시장측면에서 

결정요인 개선이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가설을 증명하기로 한다.  

9) 기존 선행연구에서 정부 보조금, 거버넌스 등 정부 및 정치 요인이 주로 정성적 
변수로 취급되었던 이유는 다른 독립변수와의 공선성이 높다는 것과 조작적 정의도 
쉽지 않았기 때문임. 그러나 실제로 다중공선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는 
부족했으며, 조작적 정의를 통한 연구 등도 많지 않아 금번 연구에 정부의 기업 
보조금을 독립변수로 포함하여 실증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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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는 서론 이후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먼저 

드론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세계 및 중국 상업용 드론산업 발전 

동향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경쟁력의 정의에 대해 알아본 후, 

주요 선행연구를 정리하면서 본 연구가 기존연구를 어떻게 연장하고 

있는지 보인다. 제3장에서는 실증분석에 필요한 가설을 세우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방법에 대하여 소개한다. 제4장에서는 중국 

드론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업 보조금과 함께, R&D 등 시장요인이 

생산과 수익 경쟁력에 미친 영향과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실증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고 연구 의의와 한계점을 언급하였다.

제2절 연구 대상과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중국 상해 등 주식시장 상장 24개 드론기업10)들의 2007년

부터 2018년까지의 연도별 정부의 기업 보조금, R&D 투자, 수출

수익, 부가가치율, ROE 등의 재무지표를 이용하였다. 또한 패널데이터11) 

분석 기법을 통해 기업 보조금과 R&D 및 수출수익이 드론기업의 

생산, 수익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기업별 

통계자료는 중국 상해, 심천 등 주식시장에 게시된 회계감사보고서, 

경영공시자료와 Wind 등 유료 경제‧경영통계사이트를 이용하여 수집 

및 정리하였다.  

10)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드론기업은 ’18년 기준 약 1,400개로 알려져 
있으나 드론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은 약 70개임. 이중 DJI 등 비상장 기업은 
재무제표 취득이 불가함. 이에 자료 취득이 가능한 24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함. 
한편, 드론은 크게 군용과 상업용으로 나뉘며, 상업용은 다시 산업용과 일반 소비용 
드론으로 구분됨. 본 연구는 상업용 드론기업에 대한 통계자료를 사용하였음. 

11) 일반적으로 패널데이터 회귀모형 분석은 데이터 성격에 따라, ① 합동(Pooled) 
OLS, ② Between 모형, ③ 확률효과 모형(Random effect), ④ 고정효과(Fixed 
effect) 집단내(Within) 모형 또는 최소자승 가변수(LSDV) 모형으로 구분됨
(Gujartai 계량경제학,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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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대상이 되는 드론기업은 재무지표 확보가 가능한 상장사로 

한정하되, 드론 하드웨어 부품과 관련 소프트웨어를 생산‧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업을 무작위 추출하여 표본화 하였다.12) 실증분석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2007년부터 2018년까지의 12년간의 개별 드론

기업의 각종 정보가 누적된 패널 데이터이다. 한편 시간적으로 중국의 

드론산업이 태동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지만, 충분한 재무지표 확보가 불가하였다. 이에 기업별 통계자료 

확보가 가능한 시기인 2007년을 기점으로 설정하였다. 

 2. 연구 방법 

 먼저 기업 경쟁력의 개념적 정의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들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종속변수, 독립

변수, 통제변수 등 총 11개의 변수를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종속

변수인 기업 경쟁력을 생산, 수익 경쟁력으로 정의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주로 정성적으로 취급되었던 정부요인을 기업 보조금으로 

설정했으며, 선행연구에서 주요 시장요인으로 규명된 R&D, 수출

수익을 선정했다. 또한 FDI(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장단기 차입금 

등의 요인은 통제변수화 처리했다. 

 본 연구는 횡단면 및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 효과적인 패널데이터 

회귀분석(panel data regression analysis)을 활용해, 중국 드론기업에 

대한 기업 보조금과 R&D 등이 기업의 생산 및 수익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주 분석으로 정적 및 동적 패널데이터 회귀

분석을 병행하였다. 이를 위해 정적분석의 확률효과(random effect) 

모형 및 고정효과(fixed effect)과 동적분석의 System GMM 모형을 

12) 오차항의 자기상관 문제를 선제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상장 기업 중 무작위 
추출을 통해 대상기업을 표본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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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했다. 주 분석과의 비교를 위해서, 패널자료를 합동(pooled) 

데이터로 간주하는 합동 OLS(Ordinary Least Square)13)와 그룹간 

평균값을 이용해 계수를 추정하는 Between14) 모형을 별도 실시했다. 

선행연구 사례, 변수 선정, 모형별 정의 등의 상세내용은 제2장, 

제3장(제3절 연구 설계)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13) 패널데이터 중 가장 용이한 분석 방법이나, 개별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관찰되지 않은 누락변수(unobserved omitted variable) 편의에 따른 
추정 회귀계수가 과대 또는 과소평가 될 수 있음.

14) 동 모형의 계수 값은 패널개체간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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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특징

UAV
Unmanned Aerial Vehicle,
공중무인이동체로 무인비행체 전체를 대표

드론 (Drone) 사전 입력한 프로그램으로 비행하는 무인비행체

RPV
Remote Piloted Vehicle,
지상에서 무선통신 원격조정 가능 

UAS
Unmanned Aircraft System, 
Vehicle이 아닌 Aircraft로서의 안정성을 확보한
항공기임을 강조한 무인비행체  

RPAV
Remote Piloted Aerial Vehicle,
유럽에서 무인비행체를 지칭하는 용어

Robot Aircraft 첨단로봇 기능을 보유한 무인비행체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 연구 검토

제1절 이론적 논의  

 1. 드론의 개념과 특징 

 1) 드론의 개념과 핵심 기술

 드론은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의 별칭으로, 

1930년 영국과 미국에서 군용 무인항공기인 타겟드론(Target Drone)을 

개발하면서 통용되기 시작했다. 주요 부품은 비행동체,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프로펠러, 모터 등의 이착륙 장비, 통신, 모뎀 등의 

통신장비, GPS 안테나, 센서 등 항법장치 등이다. 

<표 2-1> 드론의 분류와 특징 

자료 :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http://kodipa.org) 발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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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기술은 크게 통신 및 항법 기술, 제어 및 탐지 기술, 센서 및 

정보 처리 기술로 구분된다. 특히 통신 및 항법 기술은 다양한 센서

와의 융합기술이 요구되는 고부가가치 기술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구조물 감지, 위치와 속도 인식 등을 제어하는 기술은 항법 기술과 

연계하여 사용되는 필수 기술이다.    

 2) 드론의 유형과 활용 분야 

 드론의 유형은 크게 군용과 상업용 드론으로 나뉜다.15) 군용은 

전술훈련, 정찰, 통신, 실전전투용 드론이 대표적이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대다수 드론이 군용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기술 부상에 따른 융합기술 수요 증가와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이 이뤄지며 상업용 드론이 부상하게 되었다. 상업용 드론은 

산업용 드론과 일반 소비자용 드론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상업용 드론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상업용 드론은 그간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교통‧운송 분야에 

한정하여 발전해 왔다. 최근 관련 육성 및 규제 정책들이 정립되면서 

사회기반시설, 농수산업, 정밀지도 제작 등 과학연구, 보안과 재난

구조 등의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저비용으로도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촬영하여 필요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응용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이에 활용측면에서 더욱 다양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오락과 스포츠 분야에서 촬영 드론이 사용되고 있으며, 경주용, 

레저용 드론 등 일반 소비용 드론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15) 세부적으로는 군용, 산업용, 일반 소비용 드론의 3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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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무인기 시스템협회(AUVSI)는 2025년에 농업용 드론이 상업용 

드론의 60% 이상까지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16) 이를 통해 토양상태, 

기상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파악해 농약 사용량 측정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 외에도 보안 분야에서 범죄 예방, 수색 및 감시 

등의 업무 수행은 물론, 촬영기법 다양화 등을 통해 미디어 분야

에서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드론의 가치사슬(value chain)은 비행동체 등 하드웨어와 원자재 

제조, 카메라, 통신장비 등의 센서 연구개발 및 제조, 그리고 드론 

제어, 임무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술과 빅데이터 등 자료처리 

기술 개발로 나뉜다. 이 외에도 드론 비행, 교육훈련, 유지 및 보수 

등의 서비스 수준에 이르기까지 총 4단계로 구분된다. 

 2. 세계 상업용 드론산업 발전 현황 

 1) 세계 상업용 드론산업 발전 개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상업용 드론은 군용 드론기술을 응용하여 

상업화되며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 2000년까지 지속되어 온 군용 

중심의 드론 산업이 이제 농수산업, 물류‧운송, 미디어, 사회기반시설 

등 상업용 드론의 성장세에 추월당하고 있다. 틸그룹(Teal Group), 

ABI리서치, Forecast International(2016), World Aircraft Production 

Forecast(2017), 전경련(2020)은 2014년 세계 드론시장 규모는 53억 달러

(약 5.7조 원), 이중 군용 드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이나, 상업용 

드론시장이 고성장을 통해 2025년에는 전체 규모가 239억 달러(약 

2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2025년에 농수산 등 1차 산업과 

운송 분야는 상업용 드론시장의 약 70%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16) "드론의 현황과 규제완화 정책"(’16.10월, P14)에서 발췌하여 재인용



- 12 -

 이러한 상업용 드론산업의 성장 배경에는 글로벌 대기업인 아마존, 

DHL 등이 드론을 상업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이 

깊다. 특히 중국 DJI(大疆创新), 이항즈넝(亿航智能) 등이 상업용 

드론을 제작하여 수출을 본격화하자, 세계 상업용 드론산업 경쟁

체제가 구축되어 급성장세를 이루게 된 것이다.

 

 2) 주요 국가별 발전 현황

  (1) 미국 

 미국은 현재 군사 및 상업용 드론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상업용 드론은 초기에 사생활 침해, 테러 위험 등을 고려하여 강한 

규제 정책의 영향을 받았다. 2015년과 2016년에 연방항공청(FAA)는 

각각 소형무인기 규정안 제안 공고(small UAS Notice of Proposed)와 

소형드론 규제(The small Unmanned Aircraft Regulations)를 발표했다. 

그러나 중국, 일본 등 후발주자의 급속한 발전으로 성장세가 주춤

했다. 이에 미 교통부(DOT)는 2016년 6월에 상업용 드론 운행

규정을 마련하여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기술력 

강화를 위해서 M&A를 적극 허용하고, 벤처케피탈 등을 통해 자본 

공급에 힘을 쏟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세계 1위 드론 소비 대국이며, 드론 분야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운송과 물류, 농수산업 등 다양한 기업들과 협력하여 드론 

시장의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아마존, 구글 등 물류, 

IT 대기업 등은 드론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주력산업을 드론과 

연계하여 기술 융합을 통한 시너지를 확대하고자 한다. 실례로 

아마존이나 구글은 각각 무인 헬기를 사용한 운송 시스템 개선, 무선

인터넷 보급용 드론 개발 등을 통해 드론 분야 신시장 개척과 원천 

기술 개발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미국 정부도 기술 혁신을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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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패스파인더(pathfinder)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제도권 하에 

실행하기 어려웠던 기술개발 및 비행시험 등을 허용하였다. 

  (2) EU 및 일본 

 영국, 프랑스 등 EU 국가는 기존에 각국의 상업용 드론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2008년 2월 유럽항공안전청(EASA)이 이를 통합한 공통 

규정17)을 마련했다. 2015년 12월에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개인정보 보호 

목적으로 33개의 조항(Advance Notice of Proposed Amendment)을 

새롭게 제시했다. 드론을 저위험군(open category), 중위험군(specific category), 

고위험군(certified category)으로 분류하여 해당 규정을 정비하여 

운용중이다.18) 최근 미국이 다양한 분야의 드론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것처럼, EU도 관련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례로 영국의 항공우주 

및 보안 분야 선도 업체인 탈레스는 성층권에서 비행이 가능한 

스타토버스(startobus)를 개발하여 인공위성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무인비행체 시장을 창출하는 등의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상업용 드론시장은 2015년 기준 16억 엔 규모였으나, 연평균 

58.7%의 급성장세를 지속하여 2022년에는 400억 엔 이상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에서는 상업용 드론이 대부분 

농업용 드론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 규모 역시 전체의 80%를 차지

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19) 일본은 로봇

산업 부분에서 선도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드론기술에 활용

하여 측량, 관측은 물론 관련 정보 수집을 통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산업용 드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실례로 히타찌, 야마하발동기 

등은 관련 기술을 활용해 정보수집형 소형 드론, 농업용 무인헬기 

등을 출시하여 다양한 분야에 투입하고 있다.

17) Regulation No.216, 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18) "드론의 현황과 규제완화 정책"(’16.10월, P16)에서 발췌하여 재인용 
19) “ICT 융합산업의 국제정세 및 글로벌화 방안(’15.10월, 코트라)”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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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상업용 드론 활성화를 위해 아이치현시, 치바시 등을 국가전략

특구로 선정하여 물류, 보안 등의 분야별 드론의 연구개발, 실험 등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또한 2020년 11월 일본 정부는 정부 산하 금융

기관을 활용하여 저금리 융자, 개발자금 보조금, 우대 세율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론 개발 벤처기업 육성에 힘쓰고 

있으나, 고성능 저가 중국 제품의 일본 내 수입을 제한하지 않는 이상,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힘들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 

  (3) 한국 

 한국은 상업용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그간 문제로 지적되어온 

규제 방식, 비행제한 구역 등의 내용을 재정비하고, 육성정책 마련과 

규제정책 완화와 관련한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2016년 7월 개최

하였다. 여기서 정해진 허용범위 이외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별도 

허가가 필요했던 기존의 포지티브(positive) 규제 시스템을 공공 안전, 

안보 위반사항 등이 아니라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시스템

으로 규정을 개선하였다.20) 또한 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에 따라 

각각 3,000만원, 4,500만 원 이상의 요건을 폐지하는 한편, 조종인력자격 

기준은 기존 대비 완화하였다.21) 한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드론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과 전송 보호규정은 신설되었다.22) 

20) 정부는 한국 드론 기업의 세계화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 오고 
있으나, 역설적으로 국내 언론기사와 연구소에서는 여전히 네거티브 시스템의 
전환과 규제 완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아시아경제, ’20.9.24). 이는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시장기대 대비 여전히 부족하거나, 시장 참여자가 정부정책 
개선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임.  

21) 전문교관 기준으로 지도조종사와 실기평가 조종사 비행시간은 각각 200시간, 
300시간이었으나 무인기인 경우에는 각각 100시간, 150시간으로 개정

22) "드론의 현황과 규제완화 정책"(‘16.10월, P19)에서 발췌하여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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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1월에는 드론 규제 개선과 산업 육성을 위한 “드론 특별 

승인제”를 시행했다. 나아가 2018년 4월에는 국토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한국드론산업협회 등과 함께 드론산업 활성화 회의에서 

비행승인 및 항공촬영허가 관련 규제를 보다 완화하기로 합의하기도 

하였다. 동년 6월에는 국회차원에서 드론산업 육성법 제정안이 대표 

발의되었다. 주 내용은 인허가 등 절차 간소화, 드론산업 발전특구

(즉 산업 클러스터), 국산화 드론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드론 

강소기업 및 첨단기술 선정 등으로 드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9년 10월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확정했다.23) 

 1단계(2020년까지) 계획으로 드론공원(서울 한강공원과 신정교, 경기 

남양주 왕숙천 등) 조성, 드론 전용공역 선정, 드론 택배 및 택시 등을 

위한 서비스 체계 준비를 제시했다. 2단계(2021∼24년)는 원격 조정과 

자율비행의 혼재에 대비해 본격적인 자격 관리, 비행 허가 등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아울러 기상관측, 교통단속, 농업방제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을 확대하고자 한다. 3단계(2025년∼)는 사람과 

물체를 드론이 운반하는 것으로 중대형 드론 택시, 응급환자 이송 

드론 등에 대한 법규제 체계를 확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전히 군용 중심으로 드론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고, 잠재력이 

큰 상업용 드론시장에 진출한 기업의 대부분은 영세 중소 벤처기업

이다. 향후 시장의 성장성은 높을 것으로 기대되나, 협소한 내수

시장과 중국, 미국 등이 이미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있어 수출 증대가 

어려울 수도 있다. 한국의 드론기술은 중국에 비해 앞서 있었다. 

그러나 상업용 드론시장 형성을 위한 육성정책 도입과 규제정책 

23) 다만 미국에 이어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을 잠식해 나가는 동안, 한국은 2016년부터 
육성 정책과 규제 완화 정책 등을 실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규제 혁파 
프로세스가 진행 중인 점과 기업 경쟁력이 여전히 부족한 점은 아쉬운 대목임.   



- 16 -

완화가 시기적인 측면에서 다소 적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상업용 드론시장에 대한 국내 대기업 참여를 제재하는 

규제정책 등으로 중소형 벤처기업과 대학과의 산학협력 등을 통한 

기술 개발과 제품 생산이 이뤄질 뿐이다. 현재에도 수출실적은 미약

하며, 2016년 한국의 세계시장 비중은 1% 수준에서 여전히 정체

되어 있다. 2020년에 들어, 국내에서 사용 중인 드론의 대부분을 

중국산 드론에 잠식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첫 ‘드론택시’....서울 하늘 날았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도심항공 

실증 행사에서 유인용 드론택시가 시범 비행을 하고 있다. 드론택시가 

국내에서 하늘을 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사용된 드론택시는 중국 드론

기업 이항이 개발한 2인승 드론이다.”(매일경제, ‘20.11.12) 

 “영세성‧기술력 격차로 외국 드론업체 국내시장 점령!, 국내시장은 현재 

수입 드론에 의해 점유됐다. 2019년 8월말 현재 지방항공청에 등록한 

드론 1만 21대 중 국내산 제품이 10% 미만”(산업일보, ‘20.9.25) 

 “공공기관 사용 드론 중 절반 이상은 중국산 드론!, 드론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 산하기관의 드론 중 과반이 넘는 약 56.5%가 중국산 드론으로 

나타났다.”(부산일보, ‘20.10.23) 

 3. 중국의 상업용 드론산업 발전 동향 

 1) 중국 상업용 드론산업 발전 개요

 중국의 드론산업은 1960년대에 시작되었으나, 2010년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2007년부터 상업용 드론시장의 발전

기초를 닦은 이래로, 2011년부터 급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후 

2014년부터 연평균 매출증가율이 150%를 기록하여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2016년에는 중국 드론기업인 DJI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70%에 이를 정도로 상업용 드론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특허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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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2018년 기준 전 세계 특허출원수의 약 30%를 차지하며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6년 중국의 상업용 드론시장 규모는 약 20억 위안(약 3,400억 원)이

었으나, 2023년에는 약 1,000억 위안(약 17조 원)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24) 드론의 최대 생산기지인 션젼(深圳, 심천)을 중심

으로 2016년 이후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선젼은 중국의 최대 

드론산업 클러스터로, 상업용 드론 기술개발, 제조, 판매, 관련 면허 

등록, 관리시준 등 모든 측면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션젼은 중국판 실리콘밸리로 불리며, 2017년 기준 국제특허 출원이 2만 

5천 건에 이르고, 중국 전체의 약 45%, 14년 연속 전국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기술의 도시다. 또한 화창베이(华强北) 등 최대 제조조립 전문 

전자상가가 있어 드론 제조 경쟁력에 필수요건을 갖추고 있다.   

 한편 중국은 현재 전세계 상업용 드론생산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해외수출이 생산량의 80%에 달하고 있다. 주요 수출지역으로는 

미국, 유럽과 함께 홍콩으로 주를 이루고 있다.25) 2013년에는 이미 

글로벌 상업용 드론 시장에서 중국 벤처기업인 DJI가 1위를 차지하였고, 

뒤를 이어 미국 3D Robotics, 프랑스 SenseFly 순이다.26) 이후 DJI

(大疆创新), 이항즈넝(亿航智能) 등 중국의 상업용 드론기업들은 알리

바바(阿里巴巴), 타오바오(淘宝), 징동(京东), 순펑수윈(顺丰速运) 등 인터넷 

쇼핑몰, 물류기업과 제휴하여 대규모 투자를 받아 연구개발을 진행

하는 한편, 관련 기술을 도입한 물류배송의 혁신을 이뤄가고 있다.

24) 중국 빅데이터 분석회사 이꽌즈쿠(易观智库) 및 취엔지오우우런지왕(劝酒无人机

网), “国无人机行业市场规模及发展趋势预测(‘16.9.6자)” 기사내용 발췌 
25) 홍콩으로 수출된 드론 중 약 40%가 다시 재가공을 거쳐 미국, 유럽으로 수출됨.  
26) DJI는 홍콩과학기술대학 출신인 프랭크 왕이 2006년에 창업한 회사이며, 2008년 

홍콩과기대학에서 200만 위안의 투자금을 지원받아 촬영용 드론을 생산‧판매하여 
성장의 기반을 다짐. 현재는 항공 사진촬영 분야를 포함하여 농업, 사회기반시설, 
물류 등 다양한 부문으로 사업영역 확장에 성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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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례로, 알리바바는 2015년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대도시에서 

해당상품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시범운행을 이미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고, 계열사인 어러머(饿了么)는 2018년 중 상하이 진산 공업구

에서 드론 음식배달 허가권을 얻어, 100여 개 업체의 음식을 17개 

비행경로를 통해 배달하고 있다. 순펑은 2018년 3월 물류 드론 허가를 

받아, 2019년 광동성 내에서 시범 배송을 실시하였다.  

 국내외 다수의 연구소는 중국 드론산업의 이와 같은 급격한 발전이 중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지원에 기인했다고 분석한다. 즉 정부가 친시장적 

육성 및 규제 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용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기술 산업인 

드론분야를 선도해 나갈 수 있었다고 본다. 아울러 저비용 구조의 생산

체계, 거대한 내수시장, 특화된 지역 산업생태계, 개방형 개발환경27)을 

선제적으로 구축한 것도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28)       

 2) 드론산업 육성 및 규제정책의 특징

  가. 육성정책과 특징  

  ① 연도별 주요 정책  

 중국에서 상업용 드론산업이 태동하기 시작했던 2000년대에는 

드론산업 관련 명확한 육성정책이 없었다. 물론 1996년 <민용항공법>

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고는 있었으나, 

실제 네거티브 규제 환경에서 상업적 시도는 모두 허용되었다. 이후 

2008년 “10대 산업 진흥책”과 2011년 제12차 5개년 계획 하의“7대 

27) 대표적으로 DJI는 SDK(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를 개방하여 전문가, 일반 대중 등 
다수의 참여자를 모집해 제품을 개발 중임. 

28) “중국의 드론 굴기와 한국의 대응전략(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Insight 2019년 
제235호, p30)” 등 발췌  



- 19 -

전략적 신흥산업”에서 점차적으로 드론산업 관련 육성정책이 구체화 

되었고, 이를 통해 드론시장의 성장을 뒷받침해 나갔다.  

 2013년 5월, 11월에 각각 <민용항공업 중장기발전규획>과 <무인조종 

항공기시스템 조종사 관리 잠정규정>을 통해 상업용 드론 생산과 응용 

범위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였다. 특히 드론 조종사 

자격관리 권한을 중국항공기보유자 및 조종사협회(AOPA)에 부여하여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를 신속히 마련하였다. 동년 12월 <선젼시 

항공우주산업 발전계획>에서는 드론의 유형별, 분야별 지원을 단계적

으로 제시하여 시장지향형 산업발전 정책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드론산업 클러스터 마련을 통해 기술 개발, 응용영역 확대, 해외시장 

진출 및 다양한 형태의 협력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2015년 9월 국무원은 “중국제조 2025”와 관련해 10대 중점분야 

기술로드맵에 드론을 명확히 포함하였다. 2016년 5월에 국무원과 

공업정보화부는 <일반항공업 발전 촉진 관련 지도의견>에서 드론 

생산표준 규범 정비 및 제정, 드론 무선주파수 계획 관리, 드론 

비행지역 관리, 드론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 등의 육성정책을 수립하였다. 

2017년 6월 <민간조정항공기계통 표준 시스템 구축 지침>을 통해 

드론 표준시스템 3단계 발전 노선 확립, 표준시스템 구축 요구와 관련 

실시방법을 제시하였다. 동년 8월 국무원은 <국가 긴급시스템 구축, 

13차 5개년 계획>에서 일반 항공기업의 긴급 구조능력 보유를 위한 

헬리콥터, 드론 및 관련 전문 설비 확대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12월에는 공업정보화부는 <무인기 제조업 발전 촉진과 규범에 관한 

지도의견>에서, 기술혁신, 기업육성, 플랫폼 구축, 제도개선을 통한 

산학연 협력 활성화 등 세부방안을 마련하였다.     

 



- 20 -

3대 기본 원칙 4대 목표 주요 내용

시장중심의
정책적 보조

우위기술 확보
상업용 드론기술 세계 선도,
응용기술 국제수준 도달 등

기업성과 확대
사업용 드론기업 성과 세계 선도,
핵심기술 확보 및 확대
세계 일류기업 지속 창출 등

기술혁신 향상,
표준시스템 구축

표준/인증체계 
확립

200건 이상의 드론 표준 제정,
상업용 전문서비스 기구 마련,
표준시스템 구축 등 

관리능력 배양,
안전성 확보 관리/안전 기술

방안 마련

국가단위 관리/안전 플랫폼 구축,
기업단위 관리감독 플랫폼 완성 
자동식별 능력 100% 달성 등

<표 2-2> 중국의 드론 제조업 발전 전략 

자료 : <무인기 제조업 발전 촉진과 규범에 관한 지도의견, ‘17.12월> 참고 재정리

  ② 기업 보조금29) 정책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은 2008년“10대 산업 진흥책”과 2011년 

“7대 전략적 신흥산업”에서 첨단장비 제조산업(드론 등 항공산업), 

차세대 정보기술산업, 에너지산업 등에 대한 육성정책의 기반을 

다졌다. 그리고 해당산업 부문에 대한 보조금 지급, 투자 및 대출조건 

완화, 세금 감면 등의 정책을 실시했다. 2015년“중국제조 2025”

에서는 드론 등 중점 육성대상에 대한 강도 높은 보조금 정책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드론산업의 원활한 시장 형성과 자국 드론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29) 중국의 ‘기업회계준칙 16호, 정부보조금’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政府补贴, 즉 정부의 
기업 보조금)을 기업이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화폐 또는 비화폐성 자산
으로 정의하고 있음. 회계 상으로는 기업의 영업외 수익에 포함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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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션젼과 같은 드론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지역별 인재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주거 보조금, 각종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였다. 

특히 전공과 무관하게 인재 자격요건 부합 시, 학사는 1.5만 위안(약 

250만원), 석사는 2.5만 위안(420만원), 박사는 3.5만 위안(58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중국의 기업 보조금은 중앙 정부가 지급하는 국가급 보조금과 

시정부가 지급하는 지자체 보조금으로 나뉜다. 보조금 종류는 재정금융

(재정보조금, 대출자금 등) 지원, 세제혜택(감면, 환급 등) 부여, 저가 

원자재 제공, 제품판매 촉진, 인력 운용(졸업채용 보조금 등), 무상 

지원 등에 대한 보조금이 직‧간접적인 형태로 존재한다.30) 중국은 

WTO 가입과 규정 준수를 위해 상당수 보조금을 개선하거나 철폐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투명하고 암묵적인 

방식으로 보조금이 간접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이를 식별하기가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 또한 중국은 중앙정부와 시정부 보조금 

정책이 혼재되어 있어 복잡한 양상을 가지고 있고, WTO 앞 보조금 

통보의무를 잘 이행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방정부 보조금을 

누락하거나 통보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31) 

 드론산업이 속해 있는 첨단산업 장비 보조금은 <国务院关于加快培
育和发展战略性新兴产业的规定(‘10.10월, 국무원)>과 <国家发展改革委
关于印发鼓励和引导民营企业发展战略性新兴产业管施意见的通知(‘11.8월, 

국개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구매(판매) 보조금 지급, 

저금리 대출제도 제공 등의 재정지원 보조금과 세제 감면 등 세수

지원 보조금이다. 다만 상기 보조금이 WTO 보조금협정 내 수출 및 

30) 중국은 2001년 12월 11일 WTO에 가입하였고, 보조금협정 규제 대상인 금지
(prohibited) 및 조치가능(actionable) 보조금(subsidy)에 위배되지 않도록, 보조금 
지급 방식을 수정하거나 경제특구 등을 활용하여 지급하고 있음.

31) Subsidies Committee focuses on Improving Notification('11.1월,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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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체 보조금 등의 성격을 내포할 경우, 금지 또는 조치가능 

보조금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한다.32) 이 때문에 중국은 

문제소지가 있는 보조금을 대상으로 간접방식의 보조금 지원 방식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있다. 실제로 2000년 초까지만 해도 R&D 보조금 

등을 직접 지급하였으나, 2001년 WTO 가입이후, 동 항목으로 지급

되는 보조금은 폐지되었으며, 기술 보유 또는 기술 개발기업에게 

우대 세율을 지급하는 등 간접적인 방식의 일반 재정지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최근 중국의 보조금 지급측면에서의 특징은 WTO 보조금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지급 종류와 방식을 지속 체계화해 나가고 

있다는 점과, 그 동안 자국 내 유입되는 상품에 대한 상대국 보조금 

위배 요건을 파악하여 반대로 상계 관세를 부여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점이다. 실례로, 2011년 이후 WTO 앞으로 통보한 보조금 목록에서 

재정배당과 특혜세제의 두 가지 형식으로 단순화하였다.33) 그리고 연구

개발비를 해당기업에게 직접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지 않고 민관 협력 

기금을 조성하는데 투입한다는 것이다. 이는 큰 틀에서 보조금을 재정

배당 항목으로 분류하고, 일종의 간접 보조금 지급방식을 통해 WTO 

규정 위배사항을 대처하는 조치로 여겨진다.34) 실례로, 중국은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 보조금을 일반 재정지원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보조금 지급기준은 일반 기업 보조금으로 로봇 등록기업의 경우 30만 

32) WTO 보조금협정에 의거하여 금지 보조금(수출 및 수입대체 보조금)은 즉시 
철폐해야 하며, 조치가능 보조금은 철회 또는 즉시 조치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해야 함. 

33)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 보조금에 대한 불공정성, 불투명성 등을 이유로 
중국이 제출한 보조금 목록을 금지 및 조치 가능한 보조금 해당 목록으로 재분류하여 
상세 설명자료 제출 및 관련 보조금 폐지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함.

34) 기업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일반 재정 보조금 형태로 받게 되는 것으로, R&D 보조금 
지급이라는 일종의 꼬리표가 붙지 않게 되는 효과도 있음. 실제로 본 연구 대상인 
드론기업의 보조금 조사 시, 정부로부터 재정지원 명목으로 보조금을 제공받은 
것으로, R&D 보조금 명목으로 받은 사항은 확인이 불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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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약 5,000만 원)이 지급되며, 로봇관련 주요 기술을 개발해 낸 

기업에는 800만 위안(약 13억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공업

정보화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중국의 로봇 등록기업 수는 800개 

이상이며, 보조금이 이들 기업에게 투입되었다.35) 또한 중국 친환경차

관련 보조금은 중앙정부 및 시정부 보조금으로 나뉘는데, 2018년부터 

보조금 정책을 강화하여 운영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 2018년 2월 

수소연료 전지차량에 대한 국가급 보조금 기준을 마련해, 최대 20만

∼50만 위안까지 지급했다. 2019년 6월에는 베이징, 청두시에서 국가급 

보조금의 50%에 해당하는 추가 보조금을 지급했다.36)  

 이 외에도 보조금과 함께 외자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 정책을 

의도적으로 강화하여 각종 세제혜택 등을 내외국 기업에 동등하게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제조공장 토지와 원자재를 저가 또는 일정기간 

무상으로 제공하고, 드론, 바이오, 인공지능, 첨단기술 기업인 경우 

상장 요건을 완화하는 IPO 우대 특수경로를 허용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관련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였고, 사회

보험 납부요율 감축 등의 보조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관련 분야 

육성펀드를 민관이 협력하여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이 기술개발 등과 관련한 운영자금을 부채가 아닌 투자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기업 보조금이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반드시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과거 철강, 석탄, 조선 등 설비

사업에 대한 중국의 보조금 지급은 저가 경쟁과 수익성 악화를 야기

했다. 또한 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 경제침체기에 지속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어, 도태기업의 수명을 연장시켰고, 국제 산업에 불공정 경쟁을 

35) “중국 로봇 기업 순이익, 30%가 국가 보조금(로봇신문, ‘18.5월)” 발췌  
36)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KOTRA, 2019)"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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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했다. 이 때문에 각국의 동종 산업과 중국 내수산업 역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야기하여 결과적으로 관련 산업의 비효율을 초래하였다.

 다른 예로, 4차 산업혁명 기술산업인 로봇산업을 들 수 있다. 

신송지치런(新松机器人) 등 4대 로봇기업의 기업 보조금이 순이익의 

30%에 달하고, 보조금에 기댄 저가 경쟁으로 기업의 실질 경쟁력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招商证券, 2016). 즉 높은 보조금 의존도로 

인해, 저가 경쟁이 나타났고 이에 이익이 지속 감소하는 비효율이 초래

되고 있다는 것이다.37) 이 때문에 2018년 이후, 드론, 전기자동차, 

태양광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삭감되거나 일부 

중단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중국정부는 2018년 2월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조정안>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을 기존 대비 35% 삭감하였다. 

다만 우수 기술보유 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③ 기술협력 관련 정책  

 정부와 민간간 상업용 드론산업 기술협력 관련 정책은 2007년

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38) 동년 12월 국가발전계획위원회 

등은 <지식재산권 거래시장 구축과 개선에 대한 시장 지도의견>을 

통해 투명한 드론기술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2009년 2월과 9월

에는 <경쟁성 장비 구매업무 강화에 관한 의견>과 <민관 통합화 장비 

유지보수 건설 작업 추진에 관한 의견>을 통해 군용 드론과 상업용 

드론 간 장비 및 유지보수 기술 교류를 활성화하도록 보조하였다. 

37) 이 때문에 본 연구는 보조금 지급이 중국 드론기업에서도 경쟁력 강화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제4장에서 실증분석을 통해 이를 입증하였음. 

38) 실제로 민관 기술협력 정책은 1980년대부터 이어져 왔으나, 중국 내에서 드론
산업 발전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한 2007년 이후의 육성정책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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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3월과 2017년 12월 공업정보화부와 국무원은 각각 <민관융합 

모델 발전에 관한 지도의견>과 <국방과기공업 민관 융합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을 통해 군용과 상업용 드론간 기술 및 제품 개발이 

상호간 융합되도록 하였다. 2018년 1월 이후에는 <융합발전 법규 

정리에 관한 통지>와 <션전시 상업용 드론산업 표준시스템 계획 및 

발전계획>을 제시하여 제도환경 개선을 통해 융합 가능한 분야를 

확대하는 한편, 국가 및 세계 기술표준 선점, 안전 및 관리 표준 

체계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나. 규제정책과 특징   

 일반적으로 규제정책은 드론의 종류와 중량, 비행가능 공역, 안정성 

및 자격인증, 허가 및 활용범위 등에 대한 것으로 구분된다. 중국의 

규제정책은 드론 등의 차세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강점이 있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즉 시장 활성화를 위해 육성 

초기에 산업을 규제하기보다는‘선(先)’허용하고, 추후 발생하는 

문제를‘후(后)’규제해 나간다는 것이다. 국내외 다수의 연구기관은 

중국 드론산업 발전요인으로 드론산업 발전 초기의 우호적인 규제

환경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39)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의 상업용 드론산업의 발전기반은 2007년

부터 시작되었다. 그 이전에는 사실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내부적

으로 명확한 규제정책이 부재하였다. 국무원은 2003년 1월 <일반항공

비행 관제조례>를 통해 드론을 일반항공 비행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화 하였다. 하지만 드론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화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9년까지는 1996년의 <민용항공법> 규정을 포괄적 

수용하였다. 이는 중국식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에 기인한 것으로 

39) “중국 드론산업 규제완화 정책의 특징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Keri정책연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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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산업 발전 초기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고 관련 기업들이 

태생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게 되었다.

 2009년 6월 항공 교통관리국은 <드론 공중교통 관리방안>을 통해 

드론 비행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교통 관리방법이 규범화

되었다. 이어 동년 7월 항공기 심사국은 <민용무인기 관리 회의 개요>를 

통해 드론의 상업화와 기술 개발을 위해, 규제 강화보다는 수용적 

규범화에 집중하였다. 2013년 11월에는 민용항공국이 <민용드론 비행사

관리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여 무인기 중량 규정, 비행거리, 고도 및 

드론 조정 자격증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2014년 11월에는 <항공영역 관리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을 통해 

1,000m 이상의 공역을 제외한 전 공역에서 정부 심사승인 없이도,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중국의 규제정책은 드론

산업을 규제하기보다는 미비한 규범을 정립하는데 집중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에 기초하여 문제소지가 

있는 사항은 추후 제재하고, 나머지 사항은 허용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현재 중국은 드론의 폭발적인 사용 증가와 다양한 산업과의 융복합 

등으로 안전과 관리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위협요소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를 검토하면서도, 여전히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허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3) 주요 드론기업 동향  

 중국의 주요 드론기업은 이미 2015년 당시 전 세계 20개 기업 중에 

10개가 포함되어 있었다. 대표적으로 2006년 션젼시에 설립된 DJI

(大疆创新)와 함께 링두즈콩(零度智控), 이항즈넝(亿航智能)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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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당시 세계 드론시장의 약 70% 이상을 차지했던 DJI는 현재 

신규 분야 개발 및 관련 원천 기술 획득을 통해 전 세계 상업용 

드론시장을 독점해 나가고 있다.40) DJI는 초기에 촬영용‧취미용 드론에 

집중하였으며 2018년 Mavic air를 출시하여 관련 시장을 독점해 나갔다. 

아울러 자체 기술역량 강화 정책으로 전체 직원의 기술연구원 비율을 

25%로 유지하는 법칙을 고수하고 있다. 지금은 택배용 드론, 유인용 

드론택시, 농수산업 관리 드론 외에도, 지도 제작, 지질 탐사, 보안 

및 감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드론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 

 링두즈콩(零度智控), 지페이(极飞), 진쥔(金骏) 등과 같은 분야별 전문 

드론기업은 농업환경 및 식물 보호, 전력 모니터링, 과학 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관련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07년 광저우에 설립된 지페이는 농업용 전문

드론 기업으로 2018년 3월 지페이 P시리즈 농업용 드론을 수출하였고, 

현재 19개국에서 2만 1,800여 대가 운영 중에 있다.    

 더불어 이항즈넝(亿航智能), 샨허커지(山河科技)와 이와터(易瓦特)는 

각각 2014년, 2008년, 2010년에 설립되어, 상업용 드론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 개발 및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다국적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미국, 독일 등 유럽 등지에 지사와 

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하였다. 더욱이 첨단드론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세계 기술자와 디자이너를 확보하는 한편, 도로 및 해양감시, 

저공 모니터링, 건축 현장 측량 등 신규 분야와 관련한 신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다. 실례로 이항즈넝은 2016년 1월 세계 최초의 저공 모니

터링을 위한 중단거리 유인드론(ehang 184)을 개발했으며, 2019년에는 

무인드론(ehang 216) 개발 및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40) 실제로 DJI의 글로벌 특허 출원개수는 5,000건을 상회하며, 누적 체결된 라이선스 
특허는 1,800건에 달함(비아이뉴스, “중국 10대 드론기업”, ’19.6.10 발췌)



- 28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 경쟁력과 기업 경쟁력의 이해 

 1) 경쟁력의 정의 

 경쟁력이란 개념은 1970년 저성장에 따른 생산성 저하로 1980년대에 

대두되었다. 일반적으로 경쟁력은 상대방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필요 능력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경제활동에서 경쟁 

환경에 놓인 기업의 경영성과를 의미하는 미시적인 개념으로 해석된다. 

가령 기업의 성과측면에서 수익성, 시장성, 생산성 등에 우위를 

보일 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Buckley et al.(1998)은 

경쟁력을 기업 관점에서 대내외 경쟁자에 비해 가격과 비가격적으로 

경쟁우위의 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기업가의 능력과 기회로 정의

하였다. 또한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경쟁력이 기업차원을 

넘어 산업과 국가차원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한국개발연구원, 2003). 

OECD(1992)는 경쟁력을 국가단위로 확장하여, 개방경제 하에서 국민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국제경쟁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해 

경쟁이득을 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국가차원의 개념을 제시하였으나,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해 

내는 경제주체는 산업 내 개별기업으로, 경쟁력의 정의는 여전히 

기업과 총체적인 기업들의 집단인 산업측면에서 다뤄진다고 볼 수 

있다. 개별기업들의 총체적 경쟁력이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결정

하고, 산업 경쟁력의 총합이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여겨진다. 사실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주체는 국가가 아니다, 

오히려 국가에 소속된 산업간 또는 기업들간 경쟁우위를 

판가름 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경쟁력은 기업 경쟁력

으로 이해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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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쟁력의 유형별 특징 

 경쟁력 정의에 관한 논의는 사실 다양한 사회과학 연구에서 

경쟁력 유형 분류의 문제로 다시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경쟁력은 

기업, 산업, 국가 경쟁력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경쟁력이 기업, 산업, 국가별 개념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연구의 범위와 분석단위에 따라 구분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41) 

 국가 경쟁력(national competitiveness)은 Porter(1990)에 의해 대중적

으로 사용되었다. 국가의 경쟁우위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분석범위를 

국가로 설정하였고, 분석단위를 산업 내 개별기업의 총합으로 보았다. 

산업 경쟁력은 세계 시장에서 특정 산업이 일정 수준의 수익성을 

창출하면서, 우월한 시장지위와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능력으로 정의 가능하다(최봉 외, 2002). 분석 범위는 산업이며, 분석

단위는 산업별 기업으로, 기업, 산업과 관련한 환경, 정책 등을 포함하

고 있다. 기업 경쟁력은 타 경쟁사 대비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기업 경쟁력은 

한 기업의 경쟁우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산업 내 개별

기업들의 경쟁력을 다룬다. 이점은 산업 경쟁력과 혼용되어 사용

되는 측면도 있다(강경성, 2005). 이 때문에 정구현(1996)은 해당 

산업 내 기업을 분석단위로 보고, 낮은 원가와 우수한 기술력을 

통해 차별적인 수익성 또는 높은 부가가치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기업 경쟁력을 설명했다.    

41) 정구현(1996)은 “한국기업의 다각화 전략과 국제경쟁력(한국경제연구원, p55)”에서 
경쟁력은 국가, 산업, 기업 등에 의해 종속되어 인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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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분석범위는 중국 드론산업이며, 분석단위로 산업 내 개별 

드론기업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즉 경쟁력을 ‘기업 경쟁력’으로 

간주하여, 주요 결정요인이 드론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과 

유의성을 실증분석하기로 한다.

 

 3) 기업 경쟁력 측정지표와 결정요인 

 

 Porter(1990), Fidel(1995), Kang(1998)은 국가 경쟁우위이론을 통해 

국가 경쟁력은 곧 산업의 경쟁력이며, 산업 내 개별기업들의 총체적 

생산성(productivity) 수준이 경쟁력의 실체라고 강조했다. 즉 경쟁력을 

평가하고 측정하는 지표로 생산성에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개별기업들의 

생산 경쟁력이 산업의 국제 경쟁력(international competitiveness)으로 

이어지고, 산업의 생산능력 향상이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한편 산업과 기업 경쟁력 차원에서 시장점유율, 무역 등도 

종종 언급된다. 그러나 시장점유율과 무역 규모 등은 환율 등에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고, 생산성 수준에 따라서 시장점유율과 무역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쟁력 측정지표로는 생산성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생산 경쟁력 측정지표로 

부가가치율을 고려하기로 한다. 

  수익성은 또 다른 주요 경쟁력 측정지표이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산업 및 기업 경쟁력은 수익성으로도 설명된다. 즉 산업 내 

기업들은 수익창출을 통해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고, 다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갖출 수 있는 것이다. 경제‧
경영학 측면에서의 수익성 측정지표는 주로 ROE, ROIC, ROA, 매출액 

증가율 등을 사용한다(Weill, 1992; Rolf, 2010 등 다수). 본 연구는 

이들 중 ROE를 수익 경쟁력 주요 측정지표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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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요인은 생산성과 수익성에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한 연구는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 더블 다이아몬드 확장 모델, CIC, IMD 등의 

경쟁력 모형 등을 통해 연구되었다. 대표적인 결정요인으로 R&D 

투자, 해외수출, FDI 유입, 고정자산투자 등의 시장요인과 보조금, 

육성 및 규제 정책 등의 정부요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상기의 결정요인 중 보조금, R&D 투자, 수출수익을 

주요 독립(관심)변수로 설정하였다. 

 2. 기업 경쟁력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경쟁력 결정요인 모형에 관한 연구는 적지 않다. 특히 경쟁력의 구조적 

결정요인에 대해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형이 대표적이다. 이후 모형의 

확장과 변형을 통해 경쟁력의 결정요인이 심화되어 연구되었다. 국가 

정부차원의 경쟁력 위원회 등과 함께 WEF(World Economic Forum), 

ADB, UNIDO 등 국제기구가 수행한 다수의 정책연구도 있다. 

 1) 다이아몬드 경쟁력 결정요인 모형

 경쟁력 결정요인에 관해 최초로 체계적인 접근 및 정리를 시도

했던 Porter는 다이아몬드 모형을 통해 산업 내 특정기업이 국제 

경쟁력 확보하는데 영향을 주는 4가지 결정요인을 제시하였다. 이는 

① 요소여건(factor conditions), ② 수요여건(demand conditions), 

③ 연관 및 지원산업(related and supporting industries), ④ 경영여건

(firm strategy, structure and rivalry)이다. 특히 4대 결정요인은 시장경제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전통적인 경제학과 경영학적 이론을 융합하여 

결정요인을 구성하였다. 이와 함께‘정부 역할(role of government)’과 

통일, 전쟁, FTA 체결 등 직접통제가 불가능한‘기회 역할(rol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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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ce)’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정부 역할과 기회 요인은 

경쟁력을 결정하는 내적요인이 아닌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외적변수로 간주하였다. 

 요소여건은 자본, 노동, 기술 등에 관한 질적 생산요소를 의미한다. 

인적자원, 원료조달, 자원의 종류와 양 등 물적자원, 원천기술, 연구

개발 투자 등의 지식자원과 자본 규모, 부채, 주식 등 재무자원, 운송, 

통신 등의 인프라자원으로 구성된다. 수요여건의 경우 소비자 성향과 

수요, 시장의 종류와 크기 및 경제성장 정도 등 소비자와 시장경제의 

민감도에 주목하였다. 지원 및 관련 산업여건은 원재료 등 공급처의 

다양화와 질적 수준, 유통 및 공정 혁신의 존재 유무, 마케팅과 금융서비스 

제공 여건 등으로 설명된다. 경영여건은 경영층의 전략과 시장 진입

장벽 등의 구조, 경쟁 양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회 역할은 

전쟁, 기술혁신, 수요 발생 등을 의미하며, 정부 역할은 크게 보조금 

지급 등의 육성 정책과 사업제한 등의 규제정책 등이 있다.

<그림 2-1> Porter의 다이아몬드 경쟁력 측정 모형

 자료 : Porter(1990) 다이아몬드 측정 모형을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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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Porter의 경쟁력은 기업의 총체적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4대 결정요인이 가장 유리하게 

작용할 때 국가의 산업 또는 산업 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한편 Porter는 정부요인을 4대 결정요인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경쟁력과는 간접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의 역할이 다른 국가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있는 발전주의 

경제체제의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중국의 경우 정부 

역할이 미국, 서유럽 등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국가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실례로 중국의 조선산업, 자동차 산업, AI 산업 등 

다수의 산업들이 중국 정부의 개입과 통제에 의해 발전을 거듭해 

왔다.42) 이에 드론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정부 

역할을 단순히 외적요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본 연구의 결정요인 

설정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2) 더블 및 9-factors 다이아몬드 경쟁력 결정요인 모형

 Rugman, Joseph(1993)은 기존의 다이아몬드 모형이 외부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부적절하기 때문에, 해외기업들이 특정국가의 산업 또는 

기업 경쟁력에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내외 경쟁력 요소를 모두 고려한 더블 다이아몬드 모형을 

제시하였다. 싱가포르의 산업 경쟁력 강화 사례를 들어, FDI 유입이 

기업들의 경쟁우위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였다. 

42) 중국 정부는 동 산업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보조금 지급, 세수혜택 부여 등의 
방법을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왔음. 특히 조선, 자동차 산업 등은 
초창기에 낙후된 생산설비, 열위한 기술력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으나, 정부의 
육성 정책 일환으로 제공되어 온 정부보조금 등으로 현재 산업 국제경쟁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됨. 현재 AI, 신에너지자동차 등의 4차 산업혁명 기술 
산업에서도 유사한 정부 지원을 적극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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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Dunning(1997), Blomstrom, Magnus(1997)가 기존 모형이 세계화에 

따른 요인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재차 지적하며 논의를 확장하였다. 

특히 다국적 기업의 창조적 자산(created asset)에 대해 언급하며, FDI 

유입, 협력적 기술제휴 등의 방식을 통해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기존 다이아몬드 모델에 FDI유입 요인을 

추가하여 4대 결정요인에 영향을 주어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도 FDI 유입액이 드론기업 경쟁력에 긍정

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고,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조동성(1999, 2002)은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형이 선진화된 자본

주의 국가에 유용하나, 한국 등 개발도상국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모형의 확정을 통해 9대 결정요인을 고려한‘9-factors’

모형을 제시했다. 결정요인은 크게 물적 및 인적요인으로 구분된다. 

물적요인으로 물적자원, 경영환경, 관련산업 및 수요변수를 제시

하였고, 인적요인으로 근로자, 기업가, 관료 및 정치가, 전문가로 

세분화했다. 주목할 점은 정부역할이 기존 모형에서 외적요인으로 

간주되었으나, 동 모형에서는 정부역할을 인적요인에 포함하여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내적변수로 간주하였다. 

 이상의 확장 및 변형모형들은 경쟁력에 관한 결정요인을 세분화

하기도 하고, 그룹별로 재정립하기도 하면서 연구의 가치를 지닌다. 

특히 대내적 요인들을 주로 분석한 기존 다이아몬드를 대외 

영향까지도 고려한 더블 다이아몬드 모형으로 확장해, 경쟁력 

측정에 대한 균형성에 기여했다. 또한‘9-factors’모형은 정부의 

역할을 주요 결정요인에서 누락했다는 기존의 한계를 보완하여, 

중국과 같은 발전주의 경제체제 국가에서의 정부 역할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관료와 정치가가 인적요소로 다뤄

지긴 하나, 이 역시 측정 가능한 형태의 정량적 접근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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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 등의 주관적이며 제한적인 분석

방법에 기초하고 있어 정부 역할에 대한 정략적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주요 결정요인으로 보조금의 

영향을 고려하여 발전주의 체제인 중국에서 정부요인이 기업 경쟁력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실증하기로 한다. 

 3) CIC 경쟁력 결정요인 모형

 미국 정부의 경쟁력 위원회인 대통령산업경쟁력위원회(U.S President's 

Commission on Industrial Competitiveness : CIC, 1984)는 미국의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노동의 생산성, 

자본의 실질 수익률, 실질임금 증가율 및 세계무역 지위를 4가지 

결정요인으로 설정했다. 기존의 다이아몬드 모형의 결정요인에 비해 

표면적으로 국가 경쟁력과 관련된 지표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실질임금 증가율과 세계무역 지위의 경우 각각 국민의 생활

수준과 자국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비교적 국가 

경쟁력 평가에 근접했다고 평가된다. 

 다만 CIC의 국가 경쟁력이라는 개념적 정의와 4대 경쟁력 지표의 

분석 단위에 주목해야 한다. CIC는 국가 경쟁력 분석을 위해 노동 

생산성, 세계무역 지위, 자본의 실질 수익률이라는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 동 지표는 모두 미시적 단위의 기업 경쟁력 지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결국 CIC가 국가 간 경쟁력 비교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기업 단위의 지표에 의존하여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고 있는 모순이 관찰된다. 또한 분석단위가 이질적이어서 일치가 

되지 않는 문제점도 발견된다. 실질임금 증가율은 국가 차원의 

거시지표이나, 자본의 실질 수익률은 기업의 수익성 지표로 단위 

자체가 기업 실적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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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IMD 및 WEF 경쟁력 결정요인 모형

 IMD(1989), WEF(1981)는 매년 주요 국가의 경쟁력 순위를 세계 

경쟁력 보고서(The world Competitiveness Report)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IMD와 WEF 모두 국가의 경쟁력의 근간을 기업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즉 경쟁력 있는 기업이 많을수록 그 나라의 

산업이 발전하고 산업의 경쟁력이 확보되면 국가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고 보았다. 경쟁력을 지속가능한 성장성, 이윤창출 능력과 시장

점유율 등 기업 측면에서의 경영성과로 보았고, 이를 산업에서 국가 

경쟁력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하였다. 경쟁력 결정요인은 총 8가지를 

제시하였는데, ① 사회간접자본, ② 금융, ③ 기술수준, ④ 인적자본, 

⑤ 제품의 질, ⑥ 경영의 신속성, ⑦ 고객의 수요, ⑧ 정부 서비스이다. 

이를 통해 한 나라의 경쟁력 수준을 상기 결정요인과 분석틀을 통해 

직관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IMD, WEF 모형에서 다음의 사항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첫째, 국가 경쟁력의 개념이 사실 기업 경쟁력과 동일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측정지표를 활용하고 이를 종합

하여 국가경쟁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Porter의 경쟁력 모형과도 

유사한데 결국 산업의 기초를 이루는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특정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결국 국가 경쟁력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둘째 8가지 요인을 평가하는 방식이 정량적으로 일치되지 

않고, 요인별로 분석단위와 측정방식이 다르다는 한계가 있다. 사회

간접자본, 금융, 기술 등의 측정지표는 정량변수로 사용되나, 제품의 

질, 경영의 신속성, 정부의 서비스 등은 기업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의존하고 있다. 즉 경영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설문결과로 

자료의 객관적인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끝으로, 

상기의 CIC 경쟁력 결정요인 모형과 유사하게 기업, 산업, 국가 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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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가 혼재되어 있다. 이 때문에 본 연구의 주요 결정요인과 경쟁력 

지표 설정 시, 기업으로 분석단위를 일치시켜야 한다. 

 3.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 보조금이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연구

 

 정부의 기업 보조금과 기업의 경쟁력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수익

성과의 인과관계를 다루고 있다. 국내외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중국의 경우 2010년을 기점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Lach(2000) 등은 정부의 재정보조, 즉 보조금 지급에 따라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입증하였다. 그러나 신상후, 

박경희(2008)는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보증을 중심으로)이 

기업의 부가가치율과 ROA, ROS 등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였다. Banstorm(2000)도 스웨덴 기업에 대해 6년간의 

패널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기업 보조금이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Devinder(2012)는 

아일랜드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의 영향을 실증한 결과, ROE 등

수익성 개선과 유의한 인과성이 없음을 밝혔다. 

 중국에서도 唐清泉 등(2007)이 정부의 기업 보조금이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분석하였다. 赵宇恒, 孙悦(2014)도 

상해 증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과 기업 성과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실증결과, 보조금이 기업 경쟁력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조금이 일반 

재정지원 형태로 지급되었고, 자금이 임원급여 용도로 사용되어 

보조금의 효과성이 떨어진 것에 기인한다. 이 외에도 최근에는 중국의 

전기자동차 기업인 BYD(比亚迪)에 대한 보조금 연구도 있었다. 张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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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은 정부 보조금 지급이 ROE 등 기업의 수익성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했다. 반면 吴成颂, 钱春丽 등(2015)의 연구는 

상하이, 션젼 상장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기업 수익 

경쟁력 제고와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2) R&D, 수출수익이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연구 

 일반적으로 R&D 투자, 기술 혁신 등이 생산, 수익 경쟁력 강화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지배적이다. 실례로, Nadiri(1996)는 

한‧미‧일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R&D 투자가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증결과, 미국과 일본에서는 R&D 투자가 생산성에 

유의한 양(+)의 효과를 나타냈으나, 한국의 경우 생산성에 대해 R&D 

효과가 미미하였다. 이는 당시 한국의 R&D 투자 효율성이 낮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도 중국 드론기업의 R&D 투자가 생산성

(부가가치율)에 미치는 정도를 살펴볼 것이다. 

 Bublitz, Ettredeg(1989)는 연구개발비와 광고선전비 확대가 수익성과에 

대한 영향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개발비 증대는 

수익성에 양(+)의 영향이었으나, 광고선전비는 음(-)의 영향을 나타

내었다. 또한 Enos et al.(1988)도 점진적 기술혁신이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더불어 Ehie, 

Olibe(2010)은 미국 서비스 및 제조업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로 

기업의 경영성과가 향상됨을 실증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도 유사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 윤병섭 등(2011)은 259개 기업의 2000년부터 9년간 

패널 분석을 통해 연구개발 투자와 수익성 간의 인과관계를 실증했다. 

분석결과, 연구개발이 증대될수록 수익성 제고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안정(2014)은 산업특성에 따른 연구개발비 지출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 대상은 2000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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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까지의 상장기업 약 3,800개 기업으로, 산업성장률에 따라 

차등하여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산업성장률이 높은 산업에서 연구

개발 투자가 수익성에 양(+)의 유의함을 나타냈다. 김대건(2017)은 

IT융합과 관련한 이러한 혁신활동 요인들과 경영성과와의 관계성을 

입증하고자 했다. 종속변수를 설비투자효율인 생산 경쟁력과 매출액 

순이익률인 수익 경쟁력 그리고 매출액 증가율인 성장 경쟁력으로 

나누었다. 총 15개 기업, 11년간의 자료를 모아 패널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업무효율 IT지수는 생산성, 수익성에 긍정적으로 작용

했으나, 성장성에는 인과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반대 연구결과도 있다. Gou(2006), Rubin(2008), 이혜진

(2009), Santos(2014) 등은 각각 소프트웨어기업, 일반 대기업, IT서비스

기업, 일반 제조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연구개발 투입이 

기업의 수익성과 뚜렷한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에서도 관련 연구가 있었다. 钱子莹, 孟庆军(2017)은 농업종사 기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기술개발 투자 증대가 수익성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기업의 내부전략 부재에 

따른 연구개발 투자의 비효율적 투입에 기인한 것이다.  

 한편, 기업의 국제화지표인 수출은 기업의 수익성 등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국제경쟁 환경 

노출에 따른 기술력 제고, 해외시장 진출로 인한 사업다각화 등을 

통해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권영철(2004), 박상문

(2005)은 국내 벤처기업의 수출과 기업의 수익성에 관한 인과성 

연구에서 수출이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김익성

(2006) 등은 코스닥기업의 해외수출이 기업의 매출이익률과 투자

수익률에 중장기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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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수출이 기업성과에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선행연구 결과도 있다. Lu, Beamish(2001), Chiao(2006)의 

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수출 증대는 ROE, ROA 등 수익성과는 유의한 

양(+)의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실증하였다.  

 

 4.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먼저 본 연구의 차별성은 중국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인 

드론분야에 집중하여, 기업의 생산, 수익 경쟁력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전통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초점을 맞춰 보조금 또는 R&D투자 등의 

시장요인과 기업 성과와의 관계를 실증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유사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주로 제조기업 전체를 대상

으로 하거나, 전기자동차 기업인 BYD에만 국한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한 한계를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는 중국에서도 아직 연구 초기

단계인 드론기업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하였다. 더욱이 국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중국 드론기업의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2년간의 

기업별 정부 보조금 지급액, 연구개발비/매출액 등의 지표와 설비투자

효율성 등 기업 경쟁력 지표 관련 통계를 활용하여 보조금, R&D 등의 

요인이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쟁점인 드론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업 보조금이 

기업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일부 연구기관과 

언론사의 주장에 대해 실증적 반론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R&D 투자, 수출 등의 시장요인이 생산과 수익 경쟁력 개선의 

주요 요인임을 밝혀냄으로써, 한국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차별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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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 가설 및 설계 

제1절 연구 문제와 분석의 틀

 본 연구의 문제는 정부의 기업 보조금과 R&D, 수출수익 요인이 드론 

기업의 생산과 수익 경쟁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이다. 

주요 관심변수로 정부의 기업 보조금과 R&D, 수출수익을 사용했으며, 

기업 경쟁력을 생산과 수익성으로 세분화하여 각각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유형자산), 자기자본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 ROE)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림 3-1>은 부가가치율 등의 

종속변수에 대한 기업 보조금, R&D 등 정부 및 시장요인과의 

인과관계 분석 틀이며, 이를 기반으로 패널데이터 실증분석을 

실시하기로 한다.

<그림 3-1> 분석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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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가설

 앞선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R&D 확대, 수출수익 증가는 중국 

드론기업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선순환을 

일으킨다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보조금의 경우는 기업의 경쟁력에 

대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상반된 결과에 

대한 충분한 실증적 또는 이론적 근거가 많지 않다. 또한 기존 서구 

경제권에서 진행된 산업별 기업 보조금과 생산 및 수익 경쟁력에 

대한 인과성을 중국의 드론기업 경쟁력에 일반화하기도 어렵다. 

더욱이 산업 분야별 상이한 연구결과가 적지 않아 실증분석 없이 

언론사, 연구소 등에서 보조금 지급이 기업 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인

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정부, 시장요인으로 대표되는 보조금, R&D 및 수출수익이 기업 경쟁력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기 위해 아래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기업 보조금 확대는 드론기업의 생산 및 수익 경쟁력 강화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나타낼 것이다. 

 정부 정책 일환으로 선정한 기업 보조금이 확대될수록 중국 드론

기업의 부가가치율과 ROE 등 생산, 수익 경쟁력에 음(-)의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결정요인은 일부 경쟁력 지표에 대해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선행연구에서는 보조금 

지급이 기업의 수익과 생산에 부정적이거나, 관계가 없음이 입증

되었다(Banstorm, 2000; Devinder, 2012; 唐清泉, 2007; 赵宇恒 
2014 등). 기존 선행연구 결과와 중국의 조선, 철강산업 등에 대한 

보조금의 비효율 사례도 함께 고려해 볼 때, 보조금은 경쟁력에 

유의한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약화시킬 것으로 예측하였다. 물론 

보조금이 초기 단계에서는 기업의 생산과 수익 경쟁력에 일부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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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는 실증 연구결과도 있다(Lach, 2000; 吴成颂, 2015 등). 

이처럼 혼재된 연구결과로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나, 보조금은 경쟁력에 

대한 효과성은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보조금의 경쟁력에 대한 영향은 부정적이거나 연관성이 없다는 

가설을 수립하여 그 결과를 실증하고자 한다.

 [가설2] R&D와 수출수익 증대는 드론기업의 생산 및 수익 경쟁력 

강화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나타낼 것이다. 

 주요 결정요인으로 R&D와 수출수익은 기업의 생산과 수익 경쟁력에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D 확대와 기업의 경쟁력간의 

인과성에 대해, 본 연구는 R&D가 부가가치율 생산성과 수익성인 

ROE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았다. 이를 지지하는 연구로, 

Nadiri(1996), Bublitz, Ettredeg(1989), 윤병섭(2011), 정안정(2014) 등은 

기업의 R&D 투자 확대는 생산, 수익 경쟁력 강화에 유의한 양(+)의 

인과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기업의 국제화수준을 나타내는 수출 증대로 인한 수출수익 

확대가 기업 경쟁력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가설을 수립하였다. 

다수의 연구 결과가 수출 확대는 기업의 생산과 수익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입증하였다(권영철, 2004; 박상문, 2005; 강익성, 2006 등). 이와 

반대로 기업 국제화가 기업 경쟁력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수출 확대 기업이 국제경쟁에 

지속 노출될수록, 기술강화 유인, 경쟁전략 향상 등으로 결국 부가

가치율이 높아지고 ROE 등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았다.

  상기의 내용을 정리하여 다음의 <표 3-1>과 같이 연구가설을 

종합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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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1) 정부요인은 드론기업 경쟁력 강화에 음(-)의 영향을 나타낸다.
  (1-1) 기업 보조금은 생산 경쟁력 강화에 음(-)의 영향을 나타낸다.
  (1-2) 기업 보조금은 수익 경쟁력 강화에 음(-)의 영향을 나타낸다.

 (가설2) 시장요인은 드론기업 경쟁력 강화에 양(+)의 영향을 나타낸다.
  (2-1) R&D는 생산 경쟁력 강화에 양(+)의 영향을 나타낸다.
  (2-2) R&D는 수익 경쟁력 강화에 양(+)의 영향을 나타낸다.
  (2-3) 수출수익은 생산 경쟁력 강화에 양(+)의 영향을 나타낸다.
  (2-4) 수출수익은 수익 경쟁력 강화에 양(+)의 영향을 나타낸다.  

<표 3-1> 연구가설 정리

 제3절 연구 설계

 1. 패널분석 방법 선정  

 실증분석을 위한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은 오픈 소스인 R통계를 활용

하였다.43) 수집된 데이터의 특성은 개체별 포괄기간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총 12개년으로 동일하고, 시간의 차이가 없는 균형 데이터 

형태임을 밝혀둔다.44) 본 연구는 횡단면 및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 

효과적인 패널데이터 분석을 사용하였다.45) 이를 통해 기업별 특성변화 

추이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하고, 표본을 확대하여 자유도를 상승시켜 

추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아울러 개별적으로 관측되지 않는 

특성을 반영하여 누락 변수문제도 해결하고자 하였다. 

43) R version 4.0.2 사용
44) 이를 균형 패널데이터(balanced panel data)라고 지칭함. 단 2007∼10년(4개년) 중 

연도별로 3∼4개 기업의 경우 변수별로 일부 결측치가 존재했으나, 전체적인 패널
데이터 특성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함. 

45) 임형주, 최종서(2012)는 패널데이터의 장점을 다음의 3가지로 제시함. ① 개별기업을 
반복하여 측정하기 때문에 동적인 관계 파악이 가능함. ② 개체들의 관측되지 않은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 즉 관측되지 않은 개체별 특성을 의미)을 
모형에서 통제하여 독립변수들의 영향력만을 면밀히 고려할 수 있음. ③ 횡단면 
또는 시계열 데이터 분석보다 많은 정보량과 변동성(variability)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추정량(efficient estimator) 제공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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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분석은 정적(static) 및 동적(dynamic) 패널분석을 병행하여 추정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했다. 정적 패널데이터 분석으로, 확률

효과(random effect) 및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을 동시에 고려

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누락변수 가능성을 고려해, 

종속변수의 전기 값과 기존 설명변수를 모두 차분한 도구변수

(instrumental variables: IV)를 활용하는 System GMM46)(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분석방법을 채택하였다. 동 분석 기법은 

Allerano&Bond(1991)가 제안한 GMM 모형을 기반으로, Blundell and 

Bond(1998)가 패널 개체특성 오차항이 시간과 개체특성에 따라 변하는 

순수 오차항에 비해 커지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고안한 System GMM을 

사용했다.47) 이를 통해 내생성(endogeneity)48), 자기상관(autocorrelation) 

및 이분산성을 통제 가능하고자 하였다.49)  

46) GMM은 가중목적함수(weighted objective function)를 최소화하는 추정계수를 
도출함. 1단계 추정법(one step approach)은 초기 가중치행렬을 사용해 추정
계수를 구함. 2단계 추정법(two step approach)은 1단계 추정결과를 재대입해 목적
함수를 최소화하는 추정계수를 도출하며, 본 연구는 더 효과적인 방법인 2단계 
추정법을 채택함(임형주, 최종서(2012), 3284p).  

47) 과대식별 모형인 시스템 GMM 모형은 다음의 두 가지 검정이 필요함. 먼저 모형의 
적합도는 Hansen-sargan 검정결과 오차항에 이분산성이 존재해서는 안 됨. 또한 
도구변수의 적절성과 관련 있는 자기상관 검정에서, 차분된 오차항에 1계 자기
상관(AR(1))은 존재하고, 2계 자기상관(AR(2))은 존재해서는 안 됨. 이를 통해 
오차항의 일치추정량을 위한 조건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음.

48) 내생성 문제는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독립변수를 결정요인으로 선정한 후, 모형을 
추정할 때 관측되지 않은 요인(변수)이 포함된 잔차항(error term, 또는 오차항)과 
독립변수간 상호연관성이 존재할 때 발생함. 예를 들어, 본 연구의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업이 드론기술과 관련한 전문인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거나, 
국내외 드론기업 대비 특허권을 많이 보유한 기업인 경우, 생산과 수익 경쟁력 
방정식에서 추정해 얻은 독립변수의 회귀계수는 과대추정(overestimate) 문제가 
생길 수 있음. 내생성 문제는 자기선택으로 인한 편의, 측정 오차, 반대 인과관계 
또는 동시성 관계 등에서도 발견되나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음. 주요 내생성 
문제로 지적되는 ‘누락변수(즉 관측할 수 없는 주요 변수) 편의’를 통제‧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였음.

49) 구체적으로, 종속변수의 과거값을 설명변수로 사용할 경우 불일치 추정량
(inconsistent estimator)을 유발할 수 있음. 이를 위해 각 설명변수들을 1차 
차분((t+1) - t기를 의미, 개체특성 오차항 제거 가능)한 값을 변환시켜 종속변수 
과거값과 함께 도구변수로 사용하는 방법임. 이 때문에 일치추정량을 얻을 수 있고, 
새로운 순수 오차항에 시간 개념이 사라져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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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패널데이터 오차항은 시간에 불변하는 패널 개체특성을 의미

하는 오차항 와 시간과 패널 개체특성에 따라 변하는 순수오차항 

로 나누어진다. 고정효과 모형은 오차항 를 추정해야 할 모수로 

인식한다. 즉 상수항 는 패널 개체별로 다르면서 시간에 고정

(즉 불변)되어 있다고 간주한다. 반면 확률효과 모형은 오차항 를 

확률변수(random variable)로 인식한다. 

 본 연구에서 고정효과 모형은 within변환50)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오차항 가 사라지게 되어 이분산이 아니더라도( ≠ ), 일치

추정량을 구할 수 있다. 다만 고정효과 모형의 오차항 가 1계 자기

상관51)(first-order autocorrelation)을 갖고 있다면 분석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 확인을 위해 Breusch-Godfrey/Wooldridge의 계열 상관성 

검정을 실시한다. 확률효과 모형은 일반 OLS 추정을 활용할 시, 1계 

자기상관을 가질 수 있다(Baltai, 1995). 이에 오차항의 자기상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분산 행렬 가중치(covariance matrix 

weight)를 이용한 GLS(generalized linear square analysis)분석을 실시

하였다. 아울러 모형 선택에 일반적 참고가 될 수 있는 Hausman 

검정도 실시하여 모형 선택의 기준도 제시하였다.52) 

50) 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하는 대안으로 패널 개체별 더미변수를 이용할 수 있음. 
다만 최소제곱더미변수(LSDV : least squares dummy variable) 추정량은 
얻을 수 있지만, 패널 개체수가 많고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므로, 본 연구
에서는 사용하지 않음. 

51) 일반적으로 패널 데이터의 경우 계열 상관성 여부를 검증하는데, 오차항이 1계 
자기상관을 가진다면 분석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간주함. 

52) 귀무가설은 패널 개체특성 오차항 와 독립변수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함(즉       ). 귀무가설 기각 시(즉 상관관계 존재), 고정효과 
모형이 더 적합하고, 귀무가설 채택 시(상관관계 없음) 확률효과 모형이 더 적합함. 
그러나 최적모형 선정 기준으로 동 검정이 수행되어지고 있으나, 고정 및 확률효과 
모형 선택에 있어 가장 주요한 고려사항은 패널개체 특성을 의미하는 오차항 
의 성격으로, 모집단 내에서의 패널 개체의 선택방법에 의해 결정됨. 본 연구는 
표본을 임의로 선택하였으므로, 확률효과 모형을 최적 모형으로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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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두 모형에서 최적 모형을 선택하는데 가장 주요한 우선고려 

사항은 표본(즉 개별 드론기업)이 모집단에서 어떤 방식으로 선택하였

는가에 있다(민인식, 최필선, 2009). 분석대상 패널 개체들이 중국 내 

전체 드론기업에서 무작위로 선택되었을 경우, 오차항 가 확률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수 있으므로 확률효과 모형을 선택한다. 실제로 본 

연구는 상장 드론기업 중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였기 때문에 확률효과 

모형을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해석하기로 한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제5장 실증분석(제2절 패널데이터 분석결과)에서 다루기로 한다.

 끝으로 주 분석결과와의 비교를 목적으로, 데이터를 합동(pooled) 

데이터로 간주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는 합동 OLS와 개체별 시계열 

관측치 그룹간 평균값을 이용해 계수를 추정하는 Between 모형을 

별도로 실시하였다. 주 분석 실시전 Breusch-Pagan(1980)의 라그랑주 

승수(Lagrangian Multiplier) 검증을 통해 패널개체의 특성을 고려한 

모형이 합동 OLS 대비 타당한지를 제시하였다.    

 2. 연구 모형 도출 

 본 연구는 중국 정부의 드론기업에 대한 정부 및 시장요인이 기업의 

생산, 수익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기업의 경쟁력과 

정부 및 시장요인간 관련성이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아래 <표 3-2>와 같이 패널 회귀식을 연구모형으로 삼았다. 일반적 

회귀분석에서 사용되는 OLS 모형과 달리, 오차항을 패널 개체

특성을 고려한 시간불변 오차항 와 시간과 개체특성을 고려한 

오차항 로 분리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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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율(= 부가가치 / 유형자산)

 : 자기자본이익률(= 당기순이익 / 자기자본)

‧  : 독립변수(= 기업 보조금, R&D, 수출수익) * n=3개

 : 통제변수(= FDI 유입액,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중단기 차입액, 부채비율) * l=4개

 : 관측불가 오차항(시간에 불변하는 패널 개체특성)  

  : 순수 오차항 * 단, i(개별기업) : 24개, t(연도) : 2007∼18년

<표 3-2> 전체 연구모형

 기업 경쟁력은 생산과 수익에 대한 경쟁력으로 하였고, 생산 경쟁력

으로 부가가치율을 수익 경쟁력으로는 ROE를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독립변수인 정부 및 시장요인을 각각 기업 보조금과 

R&D 및 수출수익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기존 

선행연구에서 주로 정석적으로 다뤄져 온 정부요인을 기업 보조금

으로 정의하여 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외에 여러 선행

연구들을 근거로 기업의 생산과 수익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수의 통제변수들을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 FDI 유입액, 전년 대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중단기 차입액, 부채비율 등을 통제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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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상위개념 하위개념 측정지표(변수조작)

종속

변수

생산 경쟁력
생산성

(설비투자 효율)
부가가치 / 유형자산

수익 경쟁력
수익성

(수익 창출)

자기자본이익률

(ROE)

독립

변수

정부요인 정부지원 기업보조금

시장요인
연구개발 R&D

해외수출 수출수익

통제

변수
일반요인

FDI 유입

(소재 지역)
FDI 유입액

자산투자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금융차입 중단기 차입액

자본력 부채비율

 3. 변수 설명과 표본 선정

 1) 변수 설명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종속변수, 독립변수, 통제변수 등 

총 9개의 변수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다. 기업 경쟁력을 대변

하는 2개의 종속변수, 정부 및 시장요인으로 3개의 독립변수를 

설정하였고, 이 외에 기업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4개의 통제변수도 포함하였다. 

<표 3-3> 연구 변수 선정결과

자료 : Porter(1990) 다이아몬드 경쟁력 모형, IMD 등을 참조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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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종속변수의 경우, 생산 경쟁력은 설비투자 효율성을 나타

내는 부가가치율(부가가치/유형자산)로 설정하였다. 수익 경쟁력은 

ROE(자기자본이익률)를 사용했다(Porter, 1990; Fidel, 1995; Weill, 

1992; Rolf, 2010). 

 독립변수로는 정부 및 시장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스웨덴, 아일랜드, 

중국 등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정부가 개별 드론기업 앞으로 

지급한 기업 보조금을 정부요인으로 보았다. 이 외에도 기업 앞 조세

지원 등과 함께 규제 개선 등도 고려할 수 있었으나, 조작적 정의가 

쉽지 않고, 무엇보다 관련한 계량 지표를 획득하기 어려웠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주요 시장요인으로 규명된 R&D, 수출수익을 선정하여 총 

3개의 독립변수를 구성하였다(Porter, 1990; Rugman, Joseph, 1993 등).  

 끝으로 통제변수로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다고 관찰된 변수들로 설정하였다(라영수, 이윤구, 

2012).53) FDI 유입액,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중단기 차입액, 부채

비율을 지표로 선정하였다. 선택된 통제변수 외에도 자동화 비율, 

연구개발 인력, 공급망 등은 중복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고, 

계량 지표를 획득하기 어려워 제외하고자 한다. 한편 사용된 

통제변수는 모두 당해 연도 말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종속변수가 통제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추정계수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유의성이 실제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되어, 통제변수와 종속변수와의 

시차는 두지 않기로 하였다.

53) 통제변수(교란변수)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순수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설정
하는 것임(설명변수는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 일반적
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 실제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해 충분히 영향력이 있다고 
규명된 변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함. 반면 가설(주장)을 설정하여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는 변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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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표본 선정 

 본 연구는 중국 상해 등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12월 결산 개별

드론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드론기업 표본은 기업 보조금 규모와 함께 

부가가치율 등 재무지표 확보가 가능한 기업을 무작위 추출하여 선정

했다. 관련 자료는 중국 상해, 심천 등 주식시장에 게시된 회계감사

보고서, 경영공시자료와 Wind 등 유료 기업통계사이트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24개 기업의 횡단면 자료가 2007년부터 2018년

까지 12년 간의 시계열 형태를 갖춘 패널 데이터로 총 표본수는 

288개이다. 표본 기업들은 무작위 추출하였기 때문에 다음의 3가지 

특징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했다. 첫째, 드론과 관련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생산하는 기업들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둘째,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정부형54) 

기업이 약 54%, 민간형 기업이 46%로 거버넌스에 편향을 보이지 

않았다. 셋째, 기업 활동에 유리한 인프라환경을 제공하는 산업

클러스터 측면에서 심천 등 경제 및 공업특구 기업이 46%(각각 

16%, 30%), 일반지역 소재기업이 54%로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비교적 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54) 정부 소유이거나, 대주주가 공산당 고위간부로 대주주 지분율이 최소 20%를 
초과하는 기업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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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실증분석 

제1절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를 실증하기 앞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고 연구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지 정규성을 검증하였다.55) 이어 상관관계

분석 및 다중공선성56)(multi-collinearity) 분석을 통해 패널 회귀분석

(Panel Regression analysis) 진행을 위한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상관

관계분석은 피어슨 적률상관관계 분석(Pearson's product moment 

correlation analysis)을 활용하였다.57) 

 다중공선성은 상관분석에서 상관계수와 유의수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관계수는 독립변수 간 또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일대일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가 다수인 

경우 반드시 별도의 다중공선성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다중공선성 

여부 판단은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와 그 역수인 

공차한계(tolerance) 또는 VIF의 제곱근(root square)을 통해 평가

할 수 있다.

55) 이를 위해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 크기로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검증함. 
변수의 정규성 충족 여부는 통계적 검증 결과에 크게 영향을 줌. 이 때문에 
만약 왜도와 첨도의 기준치를 상회하는 자료가 발견될 시, 이를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자료변환을 통해 정규분포화 하도록 
조치함. 자료변환 방법으로는 함수를 적용한 값으로 대체할 것이며, 자료가 
우편향일 경우 자연로그, 로그, 제곱근 등을 적용하고 좌편향일 경우 상용
로그(log10), 제곱, 세제곱 등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함.

56) 다중공선성은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가 높을 때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함. 
만약 상관계수가 높을 시 추정 회귀계수가 과장될 수 있음. 이에 따라 회귀
모수도 과대 추정 등의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것임.

57) 회귀분석을 진행하기 전에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간 각각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다시 독립변수, 통제변수 및 종속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함. 이를 통해 
피어슨의 적률상관 계수(-1에서 +1의 값을 가짐)를 산출하여 양(+) 또는 음(-)의 
관계인지를 파악하고, 상관관계의 유의수준도 함께 살펴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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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팽창지수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이뤄져 있으며, 여기서 
은 

독립변수 중의 한 변수를 종속변수로 놓고 나머지 독립변수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회귀모형에서 결정계수와 동일하다. 

 for






 분산팽창지수는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발생에 따른 분산의 증가 

여부를 판단하는 일종의 지표로, 10이상일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5이상 10미만인 경우에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한다. 

 

 1. 기술통계 분석

 아래 <표 4-1>은 본 연구의 패널데이터 기술통계량이다. 먼저 모든 

변수에 대해 정규성을 검증한 결과, 부가가치율, 보조금, R&D, 수출수익, 

FDI 유입액, 중단기 차입액에서 양의 왜도58)(positive skewness)가 관찰

되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충분히 많은 경우 중심극한정리에 

의해 정규성 가정을 쉽게 만족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24개 

기업에 대한 12년의 시계열 데이터로 잔차에 대한 정규성 만족을 통해 

모델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에 상기 변수에 대해 자연로그

(log10) 변환을 통해 정규성을 모두 만족하도록 하였다. 첨도의 경우,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R&D, 수출수익 등 일부 변수에서 비교적 

높았으나 이는 무작위 추출에 따라 기업 규모, 매출액 등이 차별적인 

것에 기인한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59) 

58) 즉 왼쪽에 데이터 분포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의미함(오른쪽으로 꼬리가 이어져 있음). 
일반적으로 정규분포 가정을 만족하는 왜도의 적정 수치는 -2∼+2 사이로 알려져 
있음(George, Mallery, 2010). 

59) 일반적으로 첨도가 0이면 정규분포를 따르고, 3이상이면 이상치가 많고 -3이하
이면 정규분포 대비 분포가 평균으로 집중하는 것을 의미함. 본 연구의 데이터 
수집 방식이 공시자료 등을 통한 것으로 이상치 문제 등은 없는 것으로 보았고, 
실제로 ROE,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 외에 모든 변수가 범위 내에 있어, 첨도에 
대한 별도조치는 고려하지 않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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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최솟값 최댓값

종속
변수

부가
가치율

0.04 0.53 0.03 -2.00 1.36

ROE 12.34 18.76 8.32 -107.63 145.11

독립
변수

보조금 3.19 1.43 3.62 0.00 5.44

R&D 0.56 0.44 0.56 -1.70 2.10

수출수익 5.19 0.79 5.26 2.28 6.80

통제
변수

FDI
유입액

2.07 0.66 2.23 0.00 3.22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
25.36 57.16 5.43 -95.04 306.84

중단기
차입액

2.21 0.73 2.30 0.70 3.64

부채비율 71.23 68.97 54.20 0.00 374.52

통계
정보

시계열 자료 Panel 12년 (2007∼18년)

횡단면 자료 Firm 24개 기업

총 표본수 Total 288개

<표 4-1> 기술통계량 분석결과 

주 : 분석단위 및 변수변환(상용로그, log10 적용) 여부 
 1) 부가가치율 : 단위 %, 상용로그(log10) 적용
 2) ROE : 단위 %, 변수변환 적용 불요
 3) 보조금 : 단위 %(기존 단위, 천 위안), 상용로그(log10) 적용
 4) R&D : 단위 %, 상용로그(log10) 적용
 5) 수출수익 : 단위 %(기존 단위, 천 위안), 상용로그(log10) 적용
 6) FDI유입액 : 단위 %(기존 단위, 억 달러), 상용로그(log10) 적용
 7)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 단위 %, 변수변환 적용 불가
 8) 중단기 차입액 : 단위 %(기존 단위, 천 위안), 상용로그(log10) 적용
 9) 부채비율 : 단위 %, 변수변환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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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변수인 부가가치율 평균은 0.04(중위수 0.03)이나 표준편차는 

0.53으로 기업별 편차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수익성 변수인 

ROE는 평균과 비교하여 전체적인 편차가 크지 않았다. 독립변수인 

보조금, R&D, 수출수익 평균은 각각 3.19, 0.56, 5.19, 표준편차는 각각 

1.43, 0.44, 0.79를 나타내어, 기업별 표준편차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통제변수의 경우 FDI 유입액과 중단기 차입액은 평균이 

각각 2.07, 2.21, 표준편차는 0.66, 0.73을 나타냈다. 반면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과 부채비율의 경우 표준편차가 기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확인결과,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의 경우 2010∼15년 중 민간 

중소기업이 이전 대비 투자를 크게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60) 또한 

부채비율의 경우, 중소형 기업들의 평균 부채비율이 250% 이상으로 

중견기업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상관관계 및 다중공선성 분석 

 <표 4-2> 및 <그림 4-1>는 연구 변수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피어슨 적률상관관계 분석 결과이다. 먼저 독립 및 통제변수

(즉 설명변수)간 상관관계를 보면, 보조금은 R&D, 수출수익과 유의

수준 5%61)에서 각각 0.14, 0.16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중단기 차입액, 

부채비율과는 1%에서 각각 0.52, 0.27의 유의한 상관계수가 관측되었다. 

R&D는 수출수익, FDI 유입액과 5% 유의수준에서 각각 -0.21, 0.17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부채비율과는 1%에서 -0.20의 유의한 상관

계수값을 나타냈다. 수출수익의 경우 중단기 차입액과 1% 유의

수준에서 0.18의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이를 통해 변수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모두 절댓값 0.14∼0.52사이임을 확인하였다.  

60) 중국 민간용 드론기업의 연평균 매출증가율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50%에 
달했는데, 이는 2010년 이후 고정자산 투자를 본격적으로 증대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61) 유의수준 1%, 5%, 10%는 각각 신뢰수준 99%, 95%, 90%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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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가

가치

비율

ROE

보

조

금

R&D
수출

수익

FDI

유입

금액

고정

자산

투자 

비율

중단

기차

입액

부채

비율

부가
가치율

1

ROE 0.47
*** 1

보조금 -0.20
***

-0.16
** 1

R&D 0.24
*** -0.05

0.14
** 1

수출수익
-0.13

* -0.04
0.16
**

-0.21
** 1

FDI
유입액

0.56
***

0.16
** -0.09

0.17
** 0.08 1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
-0.04

0.13
** 0.00 0.08 -0.05 0.01 1

중단기
차입액

-0.33
***

-0.27
***

0.52
*** -0.10

0.18
** -0.10 0.03 1

부채비율 0.00
0.14
**

0.27
***

-0.20
*** 0.06

-0.21
*** 0.07

0.46
*** 1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간 상관관계의 경우, 부가가치율은 보조금, 

R&D와 1%, 수출수익과는 10% 유의수준에서 각각 -0.20, 0.24, -0.13의 

상관계수를 나타냈다. ROE는 보조금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높은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았다. 끝으로 종속변수와 

통제변수간 상관관계는 부가가치율, ROE는 모두 FDI 유입액, 부채

비율에 대해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나 중단기 

차입액과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가졌다. 이를 

통해 변수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모두 절댓값 0.13∼0.56사이로 다중

공선성을 유발할 수준은 아님을 확인하였다.  

<표 4-2>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1)

주 : *** P < 1% (0.01), ** P < 5% (0.05), * P <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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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조금 R&D 수출수익
FDI

유입액

고정자산투

자증가율

중단기

차입액

부채

비율

sqrt of 
VIF

1.33 1.20 1.08 1.03 1.03 1.28 1.16

<그림 4-1>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2)

주 : *** (P = 0%), ** (P < 0.1%), * (P < 1%), ‧ (P < 5%)
  한편, 아래 <표 4-3>과 같이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변수간 다중

공선성62) 판별 결과, VIF의 제곱근이 모두 1.5 이하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표 4-3> 다중공선성 분석결과

주 : 분석 결과는 설명변수의 VIF 제곱근(sqrt)으로 2를 기준으로 판별

62) 본 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 문제의 판별 기준으로, 각 설명변수의 VIF 제곱근이 
2보다 작은지 여부를 확인하였음. 만약 2보다 작을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고, 
큰 경우 분산의 증가가 심각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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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독립변수 중 보조금과 R&D의 상관관계가 높고 다중

공선성 문제까지 발생할 시, 분산이 증가하여 추정 회귀계수가 과장

될 수 있다. 그러나 두 변수간 상관관계가 0.14로 높지 않고 제곱근 

VIF값이 각각 1.5 이하로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기업 보조금 지급시 R&D 보조금을 직접 제공하고 

않고 있다. 대신 일반 재정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기술 보유 또는 개발 

기업에 대한 우대세율을 제공하는 등 간접적인 방식을 선호한다. 

이는 2001년 WTO 가입 이후 미국, 유럽 등과의 보조금 지급에 

따른 불공정경쟁에 대한 논쟁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중국의 R&D 지원 자금은 보조금 형태보다는 IPO지원 요건 완화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필요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우대 조건 제공, 민관 

협력 기술개발 기금 확대 등의 다양한 형태로 대체되고 있다.  

제2절 패널데이터 분석결과 

 

 본 연구는 정부 및 시장요인이 기업의 생산과 수익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정적 및 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 분석과의 비교를 위해, 먼저 합동 OLS와 개체별 

시계열 관측치 그룹의 평균값을 이용해 회귀계수를 추정하는 

Between 모형의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표 4-4>는 Breusch-Pagan(1980)의 라그랑주 승수검정 결과로 합동 

OLS 대비 패널 개체특성을 고려한 주 분석의 타당성을 입증한다.63) 

검정결과, 종속변수에 대해 1% 유의수준에서 잔차가 내생성의 원인이 

되는 이분산을 지님을 확인하였다.64) 이에 합동 OLS를 사용할 경우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63) 귀무가설은   
  

   임. OLS 가정은 잔차가 동분산이나, 귀무가설이 
기각될 경우 잔차는 이분산을 가짐. 만약 잔차가 이분산인 경우, OLS는 심각한 
편의를 일으키게 되어 실증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됨. 

64) 이는 분산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개체별 특성을 고려한 고정 및 확률효과 
모형을 통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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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가가치율 ROE

Chisq 18.641*** 16.466***

   <표 4-4> 라그랑주 승수 분석결과

주 : *** P < 1% (0.01), ** P < 5% (0.05), * P < 10% (0.1)

  아울러, Between 모형은 개별 변수의 계수값과 상수가 모든 개체에 

대해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합동 OLS에 비해 그룹간 평균값을 이용

하므로 패널데이터 특성을 훨씬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계열 

특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효율추정량(efficient estimator) 확보에 한계가 

발생한다. 실제로 실증분석 결과, 합동 OLS는 이분산에 의한 편의 

발생으로 회귀계수에 대한 유의수준에 편의가 발생하였다. 또한 

Between 모형은 패널개체는 고려하나 시계열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주 분석과의 결과가 큰 차이를 보였다.      

 

 1. 합동(Pooled) OLS 및 Between 모형 분석결과 

 1) 생산(부가가치율)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먼저 정부요인인 기업 보조금이 부가가치율에 미치는 영향은 합동 

OLS 및 Between 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요인인 R&D와 수출수익은 합동 모형에서 각각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양(+), 음(-)의 관계가 있었다. 반면 Between 모형에서는 수출

수익만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본 연구의 

가설 및 기존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 시 R&D는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였으나, 수출수익은 오히려 수출수익 증대가 부가가치율을 감소

시킨다는 일부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Lu, 2001; Chiao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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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가가치율

Pooled OLS Between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상수항 -0.232 0.145 -0.751* 0.361

독립
변수

보조금 -0.033 0.035 0.072 0.112

R&D 0.256*** 0.074 0.164 0.202

수출수익 -0.029** 0.013 -0.067** 0.030

통제
변수

FDI
유입액

0.350*** 0.042 0.405*** 0.094

고정자산
투자증가율

0.001** 0.001 0.000 0.000

중단기
차입액

-0.205*** 0.050 -0.055 0.160

부채비율 0.001*** 0.001 0.000 0.002

통계
정보

F-statistic 26.448*** 7.714***

Adj 
R-Squared

0.510 0.681

 FDI 유입액 등 통제변수가 부가가치율에 미치는 영향은 합동 OLS

에서 높은 유의함을 보였다. 특히 중단기 차입액이 많은 기업일수록 

부가가치를 높이기 힘들었으나, FDI 유입액, 고정자산 투자율 

및 부채비율은 부가가치율에 모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관찰되었다. 

<표 4-5> 부가가치율에 미치는 영향(합동 OLS, Between)

주 : *** P < 1% (0.01), ** P < 5% (0.05), * P <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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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모형에서는 FDI 유입액이 높은 양(+)의 관련성이 있었으나, 

고정자산 투자율 등 나머지 통제변수들은 부가가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다. 한편 모형의 설명력은 각각 51%, 68%로 높게 

나타났으며, 적합도는 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수익(ROE)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기업 보조금은 수익 경쟁력인 ROE에 대해 합동 OLS 및 Between 

모형에서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요인인 R&D와 

수출수익은 합동 모형의 1% 유의수준에서 모두 높은 양(+)의 인과성을 

나타내어, 본 연구의 가설과 기존의 선행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Between 모형에서는 정부 및 시장요인 변수 모두가 ROE에 

대해 괄목할 만한 유의수준이 관찰되지 않았다.

 

 통제변수가 ROE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기의 부가가치율 합동 

OLS 분석결과와 대부분 일치했으나, FDI 유입액은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Between 모형에서는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을 제외한 모든 설명변수가 ROE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회귀계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는 합동 OLS 및 Between 

모형이 패널의 시간적 특성을 누락함에 따라 효율추정량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모형의 설명력은 각각 30%, 

58%, 적합도는 1% 수준에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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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ROE

Pooled OLS Between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상수항 16.897*** 4.606 7.708 12.308

독립
변수

보조금 -1.056 1.129 3.617 3.817

R&D 6.131*** 2.351 -0.905 6.881

수출수익 1.118*** 0.405 -0.980 1.029

통제
변수

FDI
유입액

1.866 1.353 2.269 3.217

고정자산
투자증가율

0.005*** 0.002 0.007*** 0.002

중단기
차입액

-8.835*** 1.577 -3.195 5.440

부채비율 0.073*** 0.013 -0.052 0.078

통계
정보

F-statistic 11.763*** 5.402***

Adj 
R-Squared

0.306 0.583

<표 4-6> ROE에 미치는 영향(합동 OLS, Between)

주 : *** P < 1% (0.01), ** P < 5% (0.05), * P <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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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가가치율 ROE

Chisq 35.526*** 7.506***

 2. 고정‧확률효과 및 시스템 GMM 모형 분석결과  

 주 분석으로, 고정 및 확률효과 모형과 함께 시스템 GMM 분석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먼저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이 Hausman 검정을 

통해 고정모형과 확률모형의 적합성 기준을 제시한다.65) 그러나 검정

결과에 우선하여 무엇보다 패널개체의 특성을 의미하는 오차항 의 

성격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민인식, 최필선, 2009). 본 연구의 

패널데이터 표본이 중국 드론기업 전체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인 점을 생각해 볼 때, 패널개체 특성을 의미하는 오차항 가 

확률분포를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즉 오차항 를 추정해야 할 모수로 

인식하지 않는다. 즉 상수항 가 패널 개체별로 다르지만,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다음의 근거는 본 연구에서 확률효과 분석을 최적합 모형으로 선정

하는데 있어 그 타당성을 입증한다. 첫째, 본 연구의 패널데이터 표본은 

모집단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즉 재무지표가 확보가능한 

상장사 중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인 점을 고려할 때 패널개체 특성을 

의미하는 가 확률분포를 따른다는 것이다. 둘째, <표 4-7>에 따르면 

고정효과 모형의 잔차가 1계 자기상관을 지니고 있어, 분석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Breusch-Godfrey, 1978; Wooldridge, 2010). 

<표 4-7> Breusch-Godfrey/Wooldridge 검정결과

주 : *** P < 1% (0.01), ** P < 5% (0.05), * P < 10% (0.1)

65) Hausman 검정 결과, 부가가치율은 chisq값이 79.710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하여 
귀무가설을 기각해 고정효과 모형이 비교적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표 4-8> 참조). 
반면 ROE의 경우 chisq값이 14.160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아 귀무가설을 
채택해 확률효과 모형이 더 적합하게 나타남(<표 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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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할 경우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이다. 반면 오차항의 자기상관 문제를 해결한 후 

분석을 실시하는 GLS 확률효과 모형은 효율적인 추정량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작위 추출에 따른 오차항의 확률분포 가정에 

부합하는 확률효과 모형을 중심으로 실증결과 분석을 도출한다. 

 1) 생산(부가가치율)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확률효과 모형에서 보조금이 부가가치율에 미치는 영향이 5% 수준

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합동 OLS 및 Between 

모형 분석결과와 상이한 결과다. 아울러 시장요인인 R&D와 수출수익은 

각각 부가가치율에 대해 유의한 양(+), 음(-)의 관련성이 관찰되었다. 

한편 통제변수인 FDI 유입액,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 등은 모두 강력한 

유의수준을 보이며, 합동 OLS 모형 분석결과와 일관성을 나타냈다. 

그러나 1계 자기상관 문제가 있는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보조금, 

R&D, 중단기 차입액이 생산 경쟁력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다수의 유의한 값이 관찰되었던 확률효과 모형과 대조되는 

분석결과이다. 한편 확률효과 및 고정효과 모형의 적합도는 모두 

양호하나, 확률효과 설명력이 25%인 것에 비해 고정효과 모형은 

6%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관측 불가능하면서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과거의 

경쟁력 변수가 현재의 정부 및 시장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도구변수를 활용한 시스템 GMM 분석을 실시하였다.66) 

66)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관측 불가능하면서 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분산을 유발하고 내생성 문제를 야기함. 아울러 과거의 기업 경쟁력은 현재의 
정부 및 시장요인에 영향을 미쳐 편의를 유발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음. 이를 통제
하고자 기업의 과거 생산과 수익 경쟁력 변수(즉 종속변수의 과거값, lagged value)를 
모형의 도구변수로 포함하여 동적 패널분석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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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가가치율

고정효과
(Within)

확률효과
(GLS)

시스템 GMM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독
립
변
수

보조금 -0.056 0.037 -0.083
** 0.036 -0.302

** 0.149

R&D 0.120 0.095 0.214
** 0.085 1.408

*** 0.517

수출수익 -0.051
** 0.021 -0.044

** 0.017 -0.099
** 0.041

전년도(Lag)
부가가치율

- - -2.283
** 1.156

통
제
변
수

FDI
유입액

-0.375
*** 0.134 0.243

*** 0.070 0.121 0.100

고정자산
투자증가율

-0.001
** 0.000 0.000

*** 0.000 0.001 0.000

중단기
차입액

-0.043 0.057 -0.133
** 0.053 -1.292

*** 0.497

부채비율 0.001
** 0.000 0.001

*** 0.000 0.001 0.001

통
계
정
보

F-statistic 5.817*** -

Chisq - 64.404*** -

Adj Rsqd 0.064 0.252 -

Hausman
test

Chisq 79.710***
(검증결과 무관, 확률모형 선택)

-

Hansen-
sargan test

-

-0.001
(P > 0.1)

1계 자기상관
-0.960

(P > 0.1)

2계 자기상관
0.950

(P > 0.1)

<표 4-8> 부가가치율에 미치는 영향(Fixed&Random, 시스템 GMM)

주 : *** P < 1% (0.01), ** P < 5% (0.05), * P <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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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표 4-8>에서 제시된 Hansen-sargan 검증결과 비유의적(즉 

오차항의 이분산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 채택)인 것으로 

나타나, 과대식별 모형67)이 적정한 것으로 보았다. 모형의 일치

추정량(statistical consistency)을 위한 자기상관 만족 조건은 차분한 

잔차의 1계 자기상관 존재와 2계 자기상관의 부재가 요구된다. 그러나 

확인결과, 1, 2계 모두 차분된 오차항에 자기상관이 없었다(즉 1차 

차분한 오차항에 자기상관이 없다는 귀무가설 채택). 이에 동 추정

모형이 확률효과 모형에 비해 비효율적인 추정결과로 판단했다.

 실제 시스템 GMM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보조금, R&D, 

수출수익의 정부 및 시장요인이 부가가치율에 미치는 영향은 확률효과 

모형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보조금은 부가가치율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R&D와 수출수익은 각각 양(+)과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통제변수의 경우 확률효과 모형과 달리 

중단기 차입액에서만 유의한 관계성을 보였으며, FDI 유입액,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 부채비율에서 모두 유의한 영향이 소멸되었다. 

 2) 수익(ROE)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보조금이 ROE에 미치는 영향은 확률효과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R&D와 수출수익은 각각 ROE에 

대해 모두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관찰되었다. 이는 상기 부가

가치율에 대한 수출수익이 음(-)의 영향력인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결과다. 

고정효과 모형은 확률효과 분석결과 대비 비교적 낮은 유의수준을 

나타내었으나,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였다. 

67) 과대식별 모형이란 도구변수가 많은 상황을 말하는데 시스템 GMM의 경우 전기 
종속변수와 기존 설명변수를 모두 차분하여 도구변수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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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ROE

고정효과
(Within)

확률효과
(GLS)

시스템 GMM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독
립
변
수

보조금 -2.349
* 1.238 -2.371

** 1.129 -0.527 1.387

R&D 6.715
** 3.178 7.222

*** 2.676 3.895 3.650

수출수익 1.812
** 0.722 1.209

** 0.523 0.635
** 0.286

전년도(Lag)
부가가치율

- - 0.736
* 0.414

통
제
변
수

FDI
유입액

-8.592
* 4.489 1.202 2.086 2.333 2.424

고정자산
투자증가율

0.012
* 0.007 0.005

*** 0.002 0.013
* 0.007

중단기
차입액

-6.759
*** 1.930 -8.203

*** 1.688 -0.781 2.678

부채비율 0.083
*** 0.013 0.084

*** 0.013 0.040 0.043

통
계
정
보

F-statistic 12.612*** -

Chisq - 94.080*** -

Adj Rsqd 0.257 0.350 -

Hausman
test

Chisq 14.160**
(검증결과 무관, 확률모형 선택)

-

Hansen-
sargan test

-

3.156
(P > 0.1)

1계 자기상관 -1.848*

2계 자기상관
-1.228

(P > 0.1)

<표 4-9> ROE에 미치는 영향(Fixed&Random, 시스템 GMM)

주 : *** P < 1% (0.01), ** P < 5% (0.05), * P <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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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변수는 FDI 유입액을 제외하고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 등 모든  

변수가 강력한 유의수준을 보였다. 이는 합동 OLS 모형과 유사한 

분석결과이다. 한편 확률효과 및 고정효과 모형의 적합도는 모두 

신뢰할 수 있었으며, 확률효과 설명력이 35%로 고정효과 25% 대비 

더욱 우수하였다.  

 시스템 GMM 모형에서, Hansen-sargan 검증결과 과대식별 모형이  

적정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자기상관은 1계 자기상관이 10% 수준에서 

존재하였고, 2계 자기상관은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자기상관 유의수준 판별 기준이 일반적으로 1% 또는 5%

인 점을 감안할 때 1, 2계 모두 차분된 오차항의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ROE에 대한 시스템 GMM 모형 역시, 확률

효과 모형 대비 일치추정량을 획득하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시스템 

GMM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정부요인인 보조금과 시장

요인인 R&D가 모두 ROE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확률

효과 분석결과와 질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다만 수출수익은 ROE에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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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및 함의 

제1절 연구 요약 및 결론 

 1. 연구 요약 

 먼저 주 분석인 확률 및 고정효과 모형과 시스템 GMM의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부가가치율에 대한 보조금과 R&D는 확률효과 

및 시스템 GMM 모형 모두에서 각각 음(-), 양(+)의 인과성을 나타냈다. 

반면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수출수익의 

경우 확률 및 고정효과, 시스템 GMM에서 모두 음(-)의 영향을 나타

내었다. FDI 유입액 등 통제변수는 모두 강력한 양(+)의 유의수준을 

보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모두 양호했으며, 설명력 측면에서는 최적합 

모형인 확률효과 모형이 25%로 고정효과 대비 현저하게 높았다.  

 수익 경쟁력인 ROE에 대한 보조금이 미치는 영향은 확률효과 모형

에서 모두 유의한 음(-)의 관계가 관찰되었다. 고정효과 및 시스템 

GMM 모형에서도 회귀계수가 모두 음(-)의 값을 나타냈다. 한편 R&D와 

수출수익은 확률 및 고정효과 모형에서 양(+)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시스템 GMM 모형에서는 수출수익만이 ROE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었고 R&D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주 분석과의 비교 목적으로 실시한 합동 OLS와 Between 

모형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각의 모형 내에서 부가가치율, 

ROE에 대한 보조금, R&D 등 독립 및 통제변수의 계수 값이 유의

수준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합동 OLS 및 Between 모형 간에서는 몇 가지 공통점과 

두드러진 차이점이 나타났다. 공통점으로 첫째, 보조금이 부가가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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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기업의 생산 및 수익 경쟁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

나지 않았다. 둘째, 합동 OLS에서 시장요인인 R&D, 수출수익과 

선행연구에서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FDI 유입액 등이 

모두 높은 양(+)의 유의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나 Between 모형에서는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변수가 생산과 수익 

경쟁력에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모형의 설명력과 적합도는 

두 모형에서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 결론 

 본 연구는 정부요인인 기업 보조금과 시장요인으로 대표되는 R&D와 

수출수익이 드론기업의 생산과 수익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특히 그간 중국의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인 드론기업을 대상

으로 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주로 질적분석 중심으로 

여겨진 정부요인을 기업 보조금 변수로 설정하고, R&D 등의 시장

요인과 함께 패널데이터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론은 최적합 모형인 확률효과 모형(random effect model)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보조금은 

부가가치율과 ROE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는 보조금이 경쟁력 개선에 부정적이거나, 인과성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다(Banstorm, 2000; Devinder, 

2012; 唐清泉, 2007; 张文, 2018 등). 더불어 본 연구의 쟁점인 

보조금이 기업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최근의 

주장과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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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R&D는 기업의 부가가치율과 ROE에 모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보였다. 이는 본 연구가설과 부합하는 결과로서 R&D 투자 

확대의 타당성을 입증한다(Bublitz, Ettredeg, 1989; 윤병섭, 2011 등). 

또한 신자유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이를 통해 중국에서도 기업의 생산, 수익 경쟁력 개선을 위해서 

R&D 투자의 지속 확대가 필수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셋째, 수출수익의 경우 ROE에 대해 유의한 양(+)의 영향을 보였다. 

그러나 부가가치율에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ROE의 

경우 본 연구가설과 일치하는 결과로서, 해외수출이 기업의 매출

이익률, 투자수익률 등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를 지지하였다(김익성, 2006; 권영철 등, 2004). 반면, 부가가치율에 

대해서는 차별적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이는 수출 확대가 기업의 

성과에 단기적으로 음(-)의 영향을 미치다가, 국제화 수준이 더욱 

높아지고 나서야 양(+)의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김범조, 이동기, 조영곤, 2018; 강석민 2011). 본 연구의 분석대상

기간은 2007∼18년으로, 이중 본격적인 성장기는 불과 4년(2014∼18년)에 

지나지 않아 수출수익의 부가가치율에 대한 인과관계는 단기적 

결과에 따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종속변수의 전기 값과 기존 설명변수를 모두 차분하여 도구

변수로 활용하는 시스템 GMM 동적 모형에서, 보조금, R&D 등과 

부가가치율의 인과성은 확률효과 모형의 분석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했다. 반면 ROE에 대한 보조금, R&D는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지 않았다. 과대식별 모형인 시스템 GMM 모형은 다음의 

두 가지 검정이 필요한데, 먼저 모형의 적합도는 Hansen-sargan 

검정결과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구변수의 적절성과 

관련 있는 자기상관 검정에서, 차분된 오차항에 1, 2계 모두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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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오차항의 일치추정량을 위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동 추정결과가 확률효과 모형 분석결과 

대비 비효율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제2절 정책적 함의 및 연구 한계

 상기 결론을 통해, 본 연구는 아래의 실증적,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먼저 중국 드론기업의 경쟁력에 보조금과 R&D, 수출수익이 미치는 

영향이 유의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입증하였다. 더욱이 최근 연구소와 

언론사가 보조금 정책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에 대해 실증적 반증을 제공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기존의 연구들이 많이 다루지 못했던 중국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인 드론을 대상으로 기업 보조금, R&D 등이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 결과로 인해, 드론산업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기업 육성을 위한 효과적인 방향 제시와 관련 

정책입안 수립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는 

한국의 드론기술 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보조금 정책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R&D 투자, 수출 확대 등과 관련한 지원 정책을 적극 

도입하는 한편 관련 규제도 완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상기의 연구 가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의 한계를 가지며 

추가 연구의 필요성도 함께 제시한다. 먼저 표본 선정의 한계가 

존재한다. 중국의 드론기업이 약 1,400개에 달하는데, 상장회사 중 2007년을 

기점으로 통계수집이 가능한 24개 기업을 표본으로 제한했다. 실제로, 

중국에는 전세계 민간 드론기업 1위인 DJI 등 드론부문 선두 비상장 

기업들이 있으나 통계자료 확보 어려움으로 분석대상에서 제외

했다. 다만 DJI 등도 보조금보다는 R&D 투자, 기술인재 확보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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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출 확대를 통한 시장 선점을 최우선 전략으로 삼고 있어, 

본 연구결론을 크게 벗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향후 주요 비상장 드론기업을 포함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면, 

정부 및 시장요인과 기업 경쟁력과의 관계를 더욱 명확히 실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드론분야에 국한한 본 연구의 한계를 넘어 인공지능, 첨단로봇, 

자율주행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로의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본 연구결과를 통해 한국의 드론기업 육성 정책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겠으나, 4차 산업혁명 기술기업 

전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분야를 확대하여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별 

차별화된 정책을 수립 및 개선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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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A. ROIC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합동(Pooled) OLS 및 Between 모형 분석결과 

 합동 OLS 모형에서 ROIC에 대한 정부 및 시장요인의 영향력은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변수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히 

R&D, 수출수익 증대가 기업의 수익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기존의 선행

연구와 일관성을 갖는 결과이기도 하다. 통제변수의 경우 중단기 차입액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는 ROIC에 대해 유의한 양(+)의 영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부가가치율, ROE의 분석결과와 상이하지 않다. 

 Between 모형에서는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만이 ROIC에 대해 유의한 

양(+)의 관계성이 확인되었고, 나머지 모든 변수는 차별적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부가가치율 및 ROE의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Between 모형은 합동 OLS와 대비하여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기업의 개채별 특성을 반영했다

고는 하나, 여전히 시계열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유의미한 인과성이 

결여된 것으로 해석된다. 횡단면 및 시계열 특성을 모두 고려하는 

고정 및 확률효과 모형에서 차별적인 실증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모형의 설명력은 각각 33%, 55%, 적합도는 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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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ROIC

Pooled OLS Between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상수항 13.537*** 3.238 7.372 10.219

독립
변수

보조금 -0.617 0.794 2.478 3.169

R&D 4.777*** 1.653 -0.216 5.713

수출수익 0.734** 0.284 -0.707 0.854

통제
변수

FDI
유입액

1.718* 0.951 2.289 2.671

고정자산
투자증가율

0.004*** 0.001 0.005*** 0.002

중단기
차입액

-6.624*** 1.109 -3.428 4.516

부채비율 0.043*** 0.009 -0.027 0.065

통계
정보

F-statistic 13.094*** 4.919***

Adj 
R-Squared

0.331 0.555

<부표 A-1> ROIC에 미치는 영향(합동 OLS, Between)

주 : *** P < 1% (0.01), ** P < 5% (0.05), * P < 10% (0.1)



- 80 -

 2. 고정‧확률효과 및 시스템 GMM 모형 분석결과  

 보조금, R&D, 수출수익이 ROIC에 미치는 영향은 ROE의 확률효과 

모형 분석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조금은 유의한 음(-)의 

관계, R&D 및 수출수익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고정효과 모형은 확률효과 분석결과 대비 비교적 낮은 유의

수준을 보였으나,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통제변수는 FDI 유입액을 

제외하고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 등 모든 변수가 고정효과 대비 강력한 

유의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합동 OLS 모형과 유사한 결과이다. 한편 

확률효과 및 고정효과 모형의 적합도는 모두 신뢰할 수 있었으며, 

확률효과 설명력이 35%로 고정효과 21% 대비 우수하였다.  

 시스템 GMM 모형에서, Hansen-sargan 검증결과 과대식별 모형에 

문제가 없었다. 단 자기상관은 1계, 2계 모두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ROIC에 대한 시스템 GMM 모형도 확률효과 모형 대비 

일치추정량 획득측면에서 우수하지 못했다. 실증결과, 정부 및 시장

요인 모두 ROIC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는 확률효과 

분석결과와 큰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통제변수인 FDI 유입액,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높은 유의수준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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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ROIC

고정효과
(Within)

확률효과
(GLS)

시스템 GMM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독
립
변
수

보조금 -1.532
* 0.851 -1.638

** 0.790 0.211 0.672

R&D 5.699
** 2.184 5.864

*** 1.905 3.490 2.420

수출수익 0.887
* 0.496 0.646

* 0.379 0.334 0.190

전년도(Lag)
부가가치율

- - 0.622
* 0.157

통
제
변
수

FDI
유입액

-7.059
** 3.085 0.574 1.562 0.071

*** 1.781

고정자산
투자증가율

0.008
* 0.005 0.004

*** 0.001 0.008
** 0.004

중단기
차입액

-5.039
*** 1.326 -6.067

*** 1.190 -1.852 1.953

부채비율 0.046
*** 0.009 0.049

*** 0.009 0.008 0.022

통
계
정
보

F-statistic 10.994*** -

Chisq - 90.660*** -

Adj Rsqd 0.219 0.351 -

Hausman
test

Chisq 57.265***
(검증결과 무관, 확률모형 선택)

-

Hansen-
sargan test

-

2.088
(P > 0.1)

1계 자기상관
-1.477

(P > 0.1)

2계 자기상관
-0.295

(P > 0.1)

<부표 A-2> ROIC에 미치는 영향(Fixed&Random, 시스템 GMM)

주 : *** P < 1% (0.01), ** P < 5% (0.05), * P <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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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ROA

Pooled OLS Between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상수항 10.108*** 2.401 4.938 6.879

독립
변수

보조금 -0.431 0.589 1.402 2.133

R&D 3.967*** 1.225 0.844 3.846

수출수익 0.622*** 0.211 -0.349 0.575

통제
변수

FDI
유입액

1.242* 0.705 1.804 1.798

고정자산
투자증가율

0.004*** 0.001 0.005*** 0.001

중단기
차입액

-4.173*** 0.822 -0.975 3.040

부채비율 0.018** 0.007 -0.039 0.044

통계
정보

F-statistic 11.967*** 7.534***

Adj 
R-Squared

0.310 0.675

부록 B. ROA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합동(Pooled) OLS 및 Between 모형 분석결과 

 합동 OLS 및 Between 모형의 ROA에 대한 정부 및 시장요인 

영향력은 상기 ROIC 분석결과와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Between 

모형에서는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만이 1% 유의수준에서 양(+)의 

관계가 있었고, 합동 OLS 모형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ROA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B-1> ROA에 미치는 영향(합동 OLS, Between)

주 : *** P < 1% (0.01), ** P < 5% (0.05), * P <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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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시장요인인 R&D와 수출수익의 증대는 ROA에 높은 양(+)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모형의 설명력은 각각 31%, 67%, 적합도는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했다.

 2. 고정‧확률효과 및 시스템 GMM 모형 분석결과  

 정부요인인 보조금, 시장요인인 R&D가 ROA에 미치는 영향은 

ROE, ROIC에 대한 확률효과 분석결과와 일치하였다. 구체적으로 

보조금은 유의한 음(-)의 관계, R&D는 유의한 양(+)의 관계가 관찰

되었다. 그러나 수출수익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R&D만이 ROA에 대해 강력한 양(+)의 관계가 

있었으나, 보조금, 수출수익에서 유의성이 소멸되었다. 통제변수의 

경우, FDI 유입액을 제외하고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 등 모든 변수가 

높은 유의수준을 보였다. 한편 확률효과 및 고정효과 모형의 적합도는 

높은 신뢰도를 보였으며, 확률효과 설명력이 32%로 고정효과 

12% 대비 크게 우수하였다.   

 시스템 GMM 모형에서, Hansen-sargan 검증결과 과대식별 모형에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기상관은 1계, 2계 모두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ROA에 대한 시스템 GMM 모형이 확률효과 

모형 대비 일치추정량이 열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스템 GMM 

실증결과, 정부 및 시장요인 모두 ROA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통제변수인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만이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음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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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ROA

고정효과
(Within)

확률효과
(GLS)

시스템 GMM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독
립
변
수

보조금 -0.923 0.646 -1.012
* 0.593 -0.658 0.911

R&D 4.736
*** 1.658 4.603

*** 1.408 0.220 1.759

수출수익 0.362 0.377 0.437 0.276 0.075 0.237

전년도(Lag)
부가가치율

- - 0.763
*** 0.086

통
제
변
수

FDI
유입액

-6.454
*** 2.343 0.298 1.103 -2.139 2.528

고정자산
투자증가율

0.005 0.004 0.004
*** 0.001 0.006

*** 0.001

중단기
차입액

-3.430
*** 1.007 -4.063

*** 0.887 -1.817 1.315

부채비율 0.020
*** 0.007 0.022

*** 0.007 -0.001 0.011

통
계
정
보

F-statistic 7.514*** -

Chisq - 76.478*** -

Adj Rsqd 0.121 0.320 -

Hausman
test

Chisq 16.414**
(검증결과 무관, 확률모형 선택)

-

Hansen-
sargan test

-

1.787
(P >0.1)

1계 자기상관
-1.472

(P >0.1)

2계 자기상관
-0.665

(P >0.1)

<부표 B-2> ROA에 미치는 영향(Fixed&Random, 시스템 GMM)

주 : *** P < 1% (0.01), ** P < 5% (0.05), * P <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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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demonstrate the effect of 

government and market factors on the production and profitability 

competitiveness of Chinese drone companies. This is to analyze 

whether R&D and export revenue represented by market factors, 

along with companies subsidies regarded as government factors, 

have significant causality in improving the value-added ratio and 

ROE (return on equity), considered as indicators of production and 

profitability competitiveness of drone compani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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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empirical study uses the panel data of 24 Chinese drone 

listed companies for 12 years from 2007 to 2018, and analyzes the 

effects of government and market factors on the companies 

competitiveness by utilizing static (fixed&random effect model) and 

dynamic (system GMM model) panel data analysis.

 The conclusion of the study is to be presented as follows, 

focusing on the analysis result of the optimal model, the random 

effect model. First, it was indicated that subsidies have a 

significant negative (-) effect on both value-added rate and ROE. 

This is the result of supporting previous studies that argued  

subsidies would be negative or not causal in improving companies 

competitiveness (Banstorm, 2000; Devinder, 2012; 唐清泉, 2007; 

Zhang Wen, 2018, etc.). Furthermore, it offered the conflicting 

result against the recent argument that subsidies have a positive 

effect on companies competitiveness.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R&D shows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both the value-added ratio and ROE. This is the result 

consistent with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as well as proving the 

validity of expanding R&D investment (Bublitz, Ettredeg, 1989; 

Byeongseop Yoon, 2011, etc.). In addition, the result is in keeping 

with the previous studies targeting neoliberal countries. Accordingly, 

it was indicated that the continued expansion of R&D investment 

in China is essential as well, so as to improve production and 

profitability competitiveness of Chinese dron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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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rd, it showed that export revenue has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ROE, but has a significant negative (-) relation to the 

value-added ratio. The analysis result on ROE is consistent with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and also supported the earlier studies 

that foreign exports had a positive effect on profitability, such as 

a company's gross margin and return on investment (Ik-sung Kim, 

2006; Young-cheo Kwon, 2004). Meanwhile, a discriminatory result 

was derived for the value-added ratio, which is similar to the 

result of the several studies in which export expansion has a 

negative (-) effect on the performance of the companies in the 

short term, and then turns into a positive (+) effect only after the 

level of internationalization has increased. (Beomjo Kim, Dongki 

Lee, Younggon Cho, 2018; Seokmin Kang 2011). The analysis target 

period of this study is for 12 years from 2007 to 2018, of which 

the full-scale growth period is only for 4 years from 2014 to 2018. 

Therefore, the causal relation to the value-added ratio of export 

revenue might be thought to be based on short-term result.

 On the other hand, in the system GMM dynamic model that 

differentiates both the previous year value of the dependent 

variables and the existing explanatory variables, using it as the 

instrumental variables (IVs), the causality of the value-added rate 

on subsidies, R&D, etc., showed the similar result with the random 

effect model. In contrast, ROE on subsidies and R&D did not have 

a significant relation. The system GMM model as over-identification 

model, requires the following two tests, such as the Hansen-sargan 

and the autocorrelation test. To put it concretely, the model's 

goodness of fit is considered to be appropriate as a result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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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en-sargan test. But in the autocorrelation test related to the 

adequacy of the instrumental variables, there was no autocorrelation 

in both the first and second order to the differential error term. 

Thus, the condition for the consistent estimator of the error term 

was not satisfied, so the estimation result was regarded inefficient, 

compared to the random effect model analysis, which is the 

optimal model in this study.

Keywords : competitiveness, subsidy, R&D, export revenue, Porter's 

diamond model, panel data analysis (fixed and random 

effect model, system G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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