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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미국 본토 50개 주를 배경으로 특허 출원 활동의 활발한 

정도와 지역의 크기에 따라 특허 인용으로 대변되는 지식의 확산이 

기대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1976~2017년 특허 출원 수 기준 상위 5개 주인 California, New York, 

Texas, Massachusetts, New Jersey에서 출원된 특허에 대한 인용 

자료를 활용하여, 특허 출원 활동이 활발한 주들과 비교적 덜 활발한 

주들을 구분하여 각 5개 주의 특허들이 전자로부터 받은 인용 횟수와 

후자로부터 받은 인용 횟수를 서로 다른 양상의 지식의 확산으로 보고, 

양자가 기대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이때 전자와 후자에 

속하는 주들의 수를 5, 10, 20, 30, 40개로 다양하게 설정하여 지역의 

크기가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였다. 수퍼모듈라 지배관계의 함의에 대한 

일치검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식의 확산이 기대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은 확산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특허 출원이 활발한 정도보다 

지역의 크기에 더 먼저 의존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특허 출원이 

활발한 좁은 지역에서의 지식의 확산보다, 특허 출원은 비록 덜 

활발할지라도 더 넓은 지역으로 지식이 확산되는 것이 기대사회후생에는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만 

비교대상 두 그룹의 지역의 크기를 비슷하게 조정할 경우, 특허 출원이 

활발한 지역으로의 지식의 확산이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의 지식의 

확산보다 기대사회후생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주요어 : 수퍼모듈라 지배관계, 지식의 확산, 특허 인용, 기대사회후생 
학   번 : 2018-2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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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지식의 확산(knowledge spillover)은 혁신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꼽힌다. Cohen and Levinthal (1989)은 지식의 확산을 “연구 과정에서 

양산되어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하게 된, 혁신을 완전히 특징짓는 

지식이나 중간 단계의 지식을 포함하는 모든 독창적이고 가치 있는 

지식”으로 정의하였다. ①  지식의 확산의 측도로는 특허 인용이 자주 

꼽히는데, Jaffe et. al. (2000)은 설문 기법을 활용해 특허 인용이 

지식의 확산의 측도가 될 수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총 인용 

흐름이 기관간 혹은 국가간 지식의 확산의 강도에 대한 

대리변수(proxy)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식의 확산과 관련한 많은 선행연구는 지식의 지리적 

확산(geographic knowledge spillover)에 주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Black (2005)은 지식의 확산이 국지적인 혁신 활동(localized 

innovative activity)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Jaffe et. al. 

(1993)은 지식의 확산이 국지적인 지역에서 보다 자주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Jaffe et. al. (1993)은 원본 특허에 대해 이들을 인용한 각 

특허들과 class 및 출원연도가 같은 특허들을 추출해 통제집단(control 

group)을 구성하고, 원본 특허와 인용 특허들간, 그리고 원본 특허와 

통제집단에 속하는 특허들간 국지적 인용(localized citing)의 빈도를 

조사해 비교하였다. 그 결과 통제그룹에 비해 실제 인용이 양적 및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국지적으로 발생했음을 밝혀냈다. 

Chung, Linton, and Whang (2021, 이하 CLW)은 수퍼모듈라 

지배관계(supermodular dominance)의 주요 함의에 대한 일치검정을 

제안하고, 이 검정을 이용해 국지적인 지식의 확산과 보다 넓은 

지역으로의 지식의 확산이 기대사회후생(expected social welfare)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그들은 특허가 출원된 주 안에서의 지식의 

확산, 즉 지식의 지리적 확산보다는 지리적으로 거리가 먼 다른 

주들로의 지식의 확산의 기대사회후생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① “…any original, valuable knowledge generated in the research process 

which becomes publicly accessible, whether it be knowledge fully 

characterising an innovation, or knowledge more intermediate sort.” 



 

 2 

본 연구는 CLW에 제안된 검정의 응용 사례를 확장하여 지식의 

확산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다른 관점에서 비교분석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특허 출원 활동이 활발한 지역간의 지식의 확산과 비교적 덜 

활발한 지역으로의 확산이 기대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고, 이 

과정에서 확산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크기가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고자 

한다. 본론의 제1절에서는 수퍼모듈라 지배관계의 개념 및 그 함의에 

대한 CLW의 검정을 요약하고 이 검정의 본 연구에서의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제2절에서는 검정 결과 및 그에 대한 해석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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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    론 
 

 

 

제 1 절 수퍼모듈라 지배관계의 함의에 대한 검정 
 
 
본 절에서는 수퍼모듈라 지배관계의 정의를 살펴보고 이 개념의 

주요 함의에 대한 검정을 개발한 선행연구를 요약한 후 본 연구에서 

해당 검정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제학에서 수퍼모듈러리티(supermodularity) 또는 전략적 

상보성(strategic complementarity)은 경제주체들의 전략이 서로 

보완재로 작용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CLW가 지적하였듯 효용함수, 

사회후생함수, 생산함수를 비롯한 경제학의 많은 목적함수는 수퍼모듈라 

함수(supermodular function)로 볼 수 있다.② 함수 𝑓: 𝜒 → ℝ가 lattice 

𝜒 위에서 수퍼모듈라 함수(supermodular function)라 함은 모든 𝑥, 𝑥′ ∈
𝜒에 대해 다음이 성립함을 의미한다. 

 

𝑓(𝑥) + 𝑓(𝑥′) ≤  𝑓(𝑥 ∧ 𝑥′) + 𝑓(𝑥 ∨ 𝑥′)③ 

 

𝑓 가 2차 연속미분가능함수(twice continuously differentiable 

function)인 경우 이 조건은 𝑓 의 모든 교차편도함수(cross-partial 

derivative)가 0 이상이라는 다음 조건과 동일하다.  

 

𝜕2𝑓(𝑥1, … , 𝑥𝐾)
𝜕𝑥𝑖𝜕𝑥𝑗

≥ 0 𝑓𝑜𝑟 𝑎𝑙𝑙 𝑖 ≠ 𝑗 

 

수퍼모듈라 지배관계는 수퍼모듈라 함수의 투입(input)들간의 양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에 대한 선호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두 

𝐾 차원 벡터 𝑋 와 𝑌 에 대해 𝑌 가 𝑋 를 수퍼모듈라 지배한다 

함은( 𝑋 ≤𝑠𝑚 𝑌 ), 모든 측도가능한(measurable) 수퍼모듈라 함수 

𝑓: ℝ𝐾 → ℝ에 대해 다음이 성립함을 의미한다.  

 
② CLW의 1. Introduction에 다양한 선행연구가 예시로 제시되어 있다. 
③ 𝑥 ∧ 𝑥′은 𝑥와 𝑥′의 elementwise minimum을, 𝑥 ∨ 𝑥′은 𝑥와 𝑥′의 elementwise 

maximum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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𝐸𝑓(𝑋) ≤ 𝐸𝑓(𝑌) 
 

따라서 수퍼모듈라 지배관계 개념을 이용해 어떤 투입 집합이 보다 큰 

기대효용, 기대사회후생, 또는 기대생산을 야기하는지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수퍼모듈라 지배관계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CLW는 수퍼모듈라 지배관계의 주요 함의에 대한 일치검정을 

제안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정의 소표본 성능을 검증한 후 응용 

사례를 제안하였다. CLW는 수퍼모듈라 지배관계의 필요조건들을 정리한 

B äuerle (1997)의 Lemma 2.1의 일부 성질들을 결합하여 𝑋 ≤𝑠𝑚 𝑌의 

다음과 같은 함의에 대한 일치검정을 제안하였다. 

 

max{𝑋𝑖1, … , 𝑋𝑖𝑘} ≥𝑠𝑡 max{𝑌𝑖1, … , 𝑌𝑖𝑘}  𝑎𝑛𝑑  

min{𝑋𝑖1, … , 𝑋𝑖𝑘} ≤𝑠𝑡 min{𝑌𝑖1, … , 𝑌𝑖𝑘}   ( 1 ) 

𝑓𝑜𝑟 𝑎𝑙𝑙 1 ≤ 𝑖1 ≤ ⋯ ≤  𝑖𝑘 ≤  𝐾, 𝑘 = 1, … , 𝐾.④ 

 

이는 𝑌가 𝑋를 수퍼모듈라 지배할 경우, 1부터 𝐾까지의 정수 중 모든 

가능한 조합(combination)에 대해 𝑋의 maximum distribution이 𝑌의 

그것을 1차 확률지배(first order stochastically dominate)하고, 𝑌의 

minimum distribution이 𝑋 의 그것을 1차 확률지배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CLW는 𝑘개의 양의 정수의 튜플(tuple) 𝐼 = {(𝑖1, … , 𝑖𝑘) ∈ ℤ+
𝑘 : 1 ≤ 𝑖1 ≤

⋯ ≤ 𝑖𝑘 ≤ 𝐾, 𝑘 = 1, . . . , 𝐾} 를 정의하고, 𝑖 ∈ 𝐼 에 대해 𝐹𝑖
𝑈 , 𝐺𝑖

𝑈 를 각각 

max{𝑋𝑖1, … , 𝑋𝑖𝑘} , max{𝑌𝑖1, … , 𝑌𝑖𝑘}의 분포, 𝐹𝑖
𝐿 , 𝐺𝑖

𝐿는 각각 min{𝑋𝑖1, … , 𝑋𝑖𝑘} , 

min{𝑌𝑖1, … , 𝑌𝑖𝑘}의 분포로 정의하였다. 또 𝐷𝑖
𝑈 = 𝐹𝑖

𝑈 − 𝐺𝑖
𝑈 , 𝐷𝑖

𝐿 = 𝐺𝑖
𝐿 − 𝐹𝑖

𝐿라 

하고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𝐻0: 𝐷𝑖
𝑈 ≤ 0 𝑎𝑛𝑑 𝐷𝑖

𝐿 ≤ 0 𝑓𝑜𝑟 𝑎𝑙𝑙 𝑥 ∈ 𝜒 𝑎𝑛𝑑 𝑖 ∈ 𝐼,  
       𝐻1: 𝑁𝑒𝑔𝑎𝑡𝑖𝑜𝑛 𝑜𝑓 𝐻0. 
 

이러한 설정 하에서 귀무가설 기각은 𝑋 ≤𝑠𝑚 𝑌 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④ 이때 𝑋 ≤𝑠𝑡 𝑌 는 𝑌가 𝑋를 1차 확률지배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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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하며,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것은 𝑋 ≤𝑠𝑚 𝑌 의 함의 

( 1 )이 성립한다는 가설을 기각할 충분한 증거가 없음을 의미한다.  

B ä uerle (1997)의 Lemma 2.1에는 ( 1 )을 도출하는 데 이용된 

성질들 외에도 모든  𝑖 = 1, … , 𝐾에 대해 𝑋𝑖와 𝑌𝑖의 분포가 같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이는 Kolomogorov-Smirnov two-sample test로 검정 

가능하다. CLW는 ( 1 )에 대한 검정과 Kolomogorov-Smirnov two-

sample test를 모두 실시하여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퍼모듈라 

지배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다. 

검정의 응용 사례로서 CLW는 지식의 지리적 확산과 먼 지역으로의 

확산이 기대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지식의 확산의 

측도로는 Jaffe et. al. (2000) 등과 같이 특허 인용 자료를 채택하였고,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NBER)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미국 본토 50개 주에 대해 같은 주 내에서의 특허 인용과 서로 

다른 주로부터의 특허 인용 간에 수퍼모듈라 지배관계의 함의들이 

성립하는지 검정하였다. NBER 특허 데이터베이스는 수백만 미국 특허에 

대해 특허번호, 출원일, 출원인 ID, 발명자 국가, 주 및 도시, 특허의 

category와 subclass, 인용한 특허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CLW는 이 데이터를 파싱(parsing)한 많은 자료들 중 1976년부터 

2017년까지의 특허들 관련 자료를 정리한 Lee (2019)를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CLW는 수퍼모듈라 사회후생함수(social welfare 

function) 𝑓를 가정하고 각 주의 기업들이 받은 같은 주 안에서의 특허 

인용 횟수를 𝑌 , 다른 주들로부터의 특허 인용 횟수를 𝑋로 지정한 후, 

𝑋 와 𝑌 간에 수퍼모듈라 지배관계가 성립하는지 검정하였다. 이때 

수퍼모듈라 지배관계의 함의를 검정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𝑋 ≤𝑠𝑚 𝑌와 

𝑌 ≤𝑠𝑚 𝑋 에 해당하는 가설을 모두 검정해 한쪽만 기각하고 나머지 

한쪽은 기각하지 못하는 경우에 주목하였다. 즉 예를 들어 𝑋 ≤𝑠𝑚 𝑌에 

해당하는 가설만 기각하고 𝑌 ≤𝑠𝑚 𝑋의 가설 및 Kolmogorov-Smirnov 

two-sample test의 귀무가설은 기각하지 못하는 경우, 𝑌 ≤𝑠𝑚 𝑋 의 

증거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 경우 수퍼모듈라 지배관계의 정의에 

비추어 𝐸𝑓(𝑌) ≤ 𝐸𝑓(𝑋)가 성립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으며, 곧 같은 

주 내에서의 지식의 확산보다 다른 주들로의 지식의 확산의 

기대사회후생이 더 크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CLW는 미국 본토 50개 주에 대해 검정 결과 전반적으로 𝑌 ≤𝑠𝑚 𝑋 

관계가 𝑋 ≤𝑠𝑚 𝑌 보다 더 많이 관찰되고, 특히 특허 출원이 활발한 

주들에서 이와 같은 수퍼모듈라 지배관계가 더 자주 관찰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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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즉 특허가 출원된 주 안에서의 지식의 확산, 즉 지식의 

지리적 확산보다는 지리적으로 거리가 먼 다른 주들로의 지식의 확산의 

기대사회후생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CLW가 제안한 수퍼모듈라 지배관계의 함의에 대한 검정 

및 Lee (2019)의 자료를 이용하여, 특허 인용으로 대변되는 지식의 

확산이 기대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 관련 비교분석을 보다 확장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특허 출원 활동이 활발한 주들과 비교적 덜한 주들을 

구분하여, 전자에 속하는 주들간의 지식의 확산과 후자에 속하는 

주들로의 지식의 확산이 기대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때 전자와 후자에 속하는 주들의 수를 다양하게 설정하여 지역의 

크기가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고자 한다.  

 

 

 

제 2 절 지식의 확산이 기대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 비
교 
 

 

[표 1]은 1976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50개 주별 출원 특허 수와 

순위를 나타낸다. 해당 기간동안 출원 특허 수 기준 상위 5개 주는 

California(CA), New York(NY), Texas(TX), Massachusetts(MA), 

New Jersey(NJ)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특허 출원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이 5개 주에 집중하여, 이들 주에 속하는 기업들이 

출원한 특허가 다른 기업들로부터 인용된 횟수를 조사하였다. 이로부터 

‘특허 출원이 활발한 지역들’에서의 인용 횟수와 비교적 덜 활발한 

지역으로부터의 인용 횟수를 서로 다른 양상의 지리적 확산으로 

취급하여 양자가 기대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때 

‘특허 출원이 활발한 지역들’을 [표 1]의 상위 5, 10, 20, 30, 40개 주로 

다양하게 설정하여 지역의 크기가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하였다. 

본 논문에서 기업은 CLW를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의하였다. 

먼저 특허 출원지는 해당 특허의 첫 번째 발명자의 위치로 설정한다. 

하나의 기업이 여러 주에 위치하거나 다양한 subclass의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기업, 주, 특허 subclass를 하나의 단위로 

채택하였다. 즉 a기업이 CA와 NY에 위치하고 subclass가 A와 B인 

특허를 출원할 경우 (기업, 주, subclass)=(a, CA, A), (a, CA,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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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 A), (a, NY, B)를 각각 하나의 기업으로 취급한다. 이때 CLW를 

따라 자료 기간인 1976~2017년에 걸쳐 받은 총 인용 횟수가 5번 

이상인 기업만 고려하였다.  

 

 
[표 1] 주별 출원 특허 수 및 순위 (1976~2017년 합산) 

State Rank 
Number of 

patents 
assigned 

 State Rank 

Number 
of 

patents 
assigned 

CA 1 1,598,717   ID 26 55,349  

NY 2 522,921   IA 27 48,049  

TX 3 456,013   OK 28 44,478  

MA 4 336,669   NH 29 44,352  

NJ 5 327,075   SC 30 42,372  

MI 6 298,931   KS 31 35,069  

IL 7 295,160   KY 32 35,026  

PA 8 278,438   DE 33 34,285  

WA 9 261,464   VT 34 32,421  

OH 10 254,696   LA 35 28,088  

MN 11 225,106   AL 36 26,536  

FL 12 169,346   NM 37 25,045  

NC 13 153,366   NV 38 24,260  

CT 14 151,120   RI 39 18,577  

CO 15 132,055   NE 40 14,191  

WI 16 127,858   WV 41 11,202  

IN 17 114,555   AR 42 10,034  

AZ 18 114,428   ME 43 9,789  

OR 19 112,103   MS 44 9,191  

MD 20 108,792   MT 45 7,097  

GA 21 99,730   HI 46 5,029  

VA 22 92,326   ND 47 5,007  

MO 23 67,321   SD 48 4,513  

TN 24 57,304   WY 49 3,777  

UT 25 56,184   AK 5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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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은 CLW에 따라 각 subclass에 대해, 해당 subclass의 특허를 

출원한 기업들이 받은 인용 횟수 𝑋와 𝑌를 비교하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5개 주에서 각 그룹 n(n=5, 10, 20, 30, 40)에 대해 

특정 subclass에 대한 𝑋와 𝑌는 각각 512행 m열 행렬로, m은 기업 

개수를 나타내고 각 열은 각 기업이 출원한 해당 subclass의 특허가 

받은 1976년부터 2017년까지의 월별 인용 횟수가 기록된 벡터이다. 

이때 출원 특허 수 기준 상위 n개 주에 속한 기업들로부터의 월별 인용 

횟수가 𝑌의 각 열, 나머지 50-n개 주에 속한 기업들로부터의 월별 

인용 횟수가 𝑋의 각 열에 해당한다. 𝑋와 𝑌간에 수퍼모듈라 지배관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CLW의 test와 Kolmogorov-Smirnov two-

sample test를 진행하고, 이 과정을 각 주의 모든 subclass에 대해 

반복한다.⑤  

[그림 1]은 5개 주의 각 그룹에 대해 검정을 실시한 결과를 

그래프로 정리한 것이다. 가로축은 각 그룹(n=5, 10, 20, 30, 40)을 

나타내며, 세로축은 그룹별로 수퍼모듈라 지배관계가 나타난 기업의 

개수를 나타낸다. 이때 수퍼모듈라 지배관계가 나타났다 함은 CLW의 

test와 Kolmogorov-Smirnov two-sample test 실시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한 것이다. 예를 들어 CLW의 test에서 𝑋 ≤𝑠𝑚 𝑌에 해당하는 가설만 

기각하였고 𝑌 ≤𝑠𝑚 𝑋  및 Kolmogorov-Smirnov two-sample test는 

기각하지 못했을 경우 𝑌 ≤𝑠𝑚 𝑋 (XspmY)로 나타낸다. 반대로 CLW의 

test에서 𝑌 ≤𝑠𝑚 𝑋 에 해당하는 가설만 기각하고 𝑋 ≤𝑠𝑚 𝑌  및 

Kolmogorov-Smirnov two-sample test는 기각하지 못했을 경우 

𝑋 ≤𝑠𝑚 𝑌(YspmX)로 나타낸다. 

[그림 1]을 보면 5개 주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n이 증가할수록 𝑌 ≤𝑠𝑚 𝑋가 성립하는 기업 개수는 감소하는 

반면 𝑋 ≤𝑠𝑚 𝑌 가 성립하는 기업 개수는 초반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n=5, 10일 때는 𝑌 ≤𝑠𝑚 𝑋  관계가 𝑋 ≤𝑠𝑚 𝑌  관계보다 더 많이 

관찰되며, n=20, 30일 때는 그 반대의 양상이 나타난다. n이 작을 때 𝑌 ≤𝑠𝑚 𝑋가 

성립하는 기업 개수가 많다는 것은, 특허 활동이 활발한 소수 주들 사이의 

지식의 확산보다 특허 활동이 비교적 덜 활발한 나머지 다수 주들로의 지식의 

확산이 보다 큰 기대사회후생을 야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너무 좁은 

지역에서의 지식의 확산은 특허 활동이 활발한 지역간에라도 그 

 
⑤ 이때 계산상의 이유로 특정 subclass의 특허를 출원한 기업 개수가 10 이하

인 경우에만 검정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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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사회후생이 더 넓은 지역으로의 확산보다 작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n=20, 30으로 설정하여 지역의 크기를 비슷하게 조정할 경우, 특허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의 지식의 확산이 비교적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의 지식의 

확산보다 기대사회후생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n=40일 때 𝑌 ≤𝑠𝑚 𝑋  관계는 전혀 관찰되지 않고, 𝑋 ≤𝑠𝑚 𝑌  관계는 MA를 

제외한 4개 주에서 소수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특허 출원 횟수 

기준 상위 40개 주로부터 받은 인용 횟수와 하위 10개 주로부터 받은 인용 

횟수 간에는 수퍼모듈라 지배관계가 잘 관찰되지 않는다. [표 2]는 

Kolmogorov-Smirnov two-sample test 결과 p-value의 기술통계량을 

기록한 것인데, 이로부터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표 2]에서 n이 커질수록 

observation 개수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하위 10개 

주로부터 받은 인용 횟수가 1976~2017년 전 기간 합산 5회 미만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체 observation 개수가 작으므로 수퍼모듈라 지배관계가 

나타나는 경우 또한 적게 관찰될 수 있다. 또 [표 2]에서 n이 커질수록 p-

value의 평균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Kolmogorov-Smirnov 

two-sample test 결과가 귀무가설 기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n이 커질수록 

많아지기 때문이다. 즉 각 기업이 상위 40개 주로부터 받은 인용 횟수와 하위 

10개 주로부터 받은 인용 횟수의 분포가 같지 않다는 것이다. 𝑋 ≤𝑠𝑚 𝑌 가 

성립하는 기업 개수가 n이 커짐에 따라 증가하다가 결국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위와 같은 이유들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지식의 확산이 기대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은 확산이 

일어나는 지역의 크기에 먼저 의존하며, 그 다음에 특허 출원의 활발한 정도에 

좌우됨을 시사한다. 즉 특허 출원이 활발한 좁은 지역에서의 지식의 확산보다, 

특허 출원은 비록 덜 활발할지라도 더 넓은 지역으로 지식이 확산되는 것이 

기대사회후생에는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주에서 

지식의 주 내 지리적 확산보다 주 외 지역으로의 확산의 기대사회후생이 더 

크다는 CLW의 발견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만 비교대상 두 그룹의 지역의 

크기를 비슷하게 조정할 경우, 특허 출원이 활발한 지역으로의 지식의 확산이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의 지식의 확산보다 기대사회후생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경제학적 관점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표 3]은 검정 결과를 보다 자세하게 나타낸 것으로, 5개 주 각 

그룹별로 수퍼모듈라 지배관계가 나타난 subclass들을 기록한 것이며, 

[표 4]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제시한 특허 Subclass의 첫 글자에 따른 특허 

분류이다. Subclass를 구성하는 4가지 글자 중 가장 앞 글자인 알파벳에 

따른 특허의 분류가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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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5개 주(CA, NY, TX, MA, NJ)의 그룹별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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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5개 주(CA, NY, TX, MA, NJ)의 그룹별 Kolmogorov-Smirnov two-

sample test 검정 결과 p-value의 기술통계량 

State Group Observation Mean 
Standard 
deviation 

Min Max 

CA 

5 112 0.979  0.112  0.125  1 

10 101 0.981  0.096  0.235  1 

20 77 0.845  0.310  0.000  1 

30 51 0.589  0.449  0.000  1 

40 26 0.334  0.441  0.000  1 

NY 

5 95 0.914  0.265  0.000  1 

10 89 0.915  0.239  0.000  1 

20 72 0.901  0.245  0.000  1 

30 41 0.760  0.380  0.000  1 

40 20 0.532  0.446  0.000  1 

TX 

5 60 0.940  0.199  0.000  1 

10 54 0.956  0.165  0.000  1 

20 43 0.930  0.189  0.215  1 

30 32 0.802  0.366  0.000  1 

40 15 0.673  0.439  0.000  1 

MA 

5 64 0.987  0.072  0.460  1 

10 61 0.987  0.066  0.516  1 

20 48 0.954  0.164  0.044  1 

30 22 0.879  0.223  0.286  1 

40 13 0.672  0.422  0.000  1 

NJ 

5 49 0.918  0.240  0.000  1 

10 45 0.924  0.218  0.000  1 

20 35 0.920  0.212  0.012  1 

30 28 0.689  0.406  0.004  1 

40 13 0.473  0.446  0.0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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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5개 주(CA, NY, TX, MA, NJ)의 그룹별 검정 결과 

State Group Test result Subclass 

CA 

5 
𝑌 ≤𝑠𝑚 𝑋 

A61C, A63B, B01D, B24B, B29C, B41J, 
C07H, C07K, F16K, G01B, G02C, G05F, 
G06T, G07F, G09G, G10L, H01M, H01R, 
H03L, H04J, H04M, H05K 

𝑋 ≤𝑠𝑚 𝑌 G05D 

10 
𝑌 ≤𝑠𝑚 𝑋 

A61C, A63B, B24B, B29D, B41J, F16K, 
G01B, G05F, G07F, H01M, H04Q 

𝑋 ≤𝑠𝑚 𝑌 C12N, G06T, H03L 

20 
𝑌 ≤𝑠𝑚 𝑋 B24B 

𝑋 ≤𝑠𝑚 𝑌 
B05D, B41J, C07H, C12N, C25F, G01S, 
G02B, G05F, G06K, G06T, G10L, H01S 

30 
𝑌 ≤𝑠𝑚 𝑋 B05D, C10G 

𝑋 ≤𝑠𝑚 𝑌 
A61N, A63H, B01D, C12N, G01S, G02B, 
G06K, G06T, H01M, H04M 

40 
𝑌 ≤𝑠𝑚 𝑋  - 

𝑋 ≤𝑠𝑚 𝑌 G06K, H04M 

NY 

5 
𝑌 ≤𝑠𝑚 𝑋 

B01D, B01J, B32B, B65H, G01N, G02B, 
G05D, G06K, G08B, H02H, H03K, H04B, 
H04N 

𝑋 ≤𝑠𝑚 𝑌 F16J 

10 
𝑌 ≤𝑠𝑚 𝑋 

A61B, B32B, C07D, G02B, G06K, G06Q, 
H02H, H03K, H04B, H04N 

𝑋 ≤𝑠𝑚 𝑌 H04M 

20 
𝑌 ≤𝑠𝑚 𝑋 D21F, G06Q, H01L 

𝑋 ≤𝑠𝑚 𝑌 A61K, B01D, B32B, H01R, H04B, H04N 

30 
𝑌 ≤𝑠𝑚 𝑋  - 

𝑋 ≤𝑠𝑚 𝑌 B32B, B41J 

40 
𝑌 ≤𝑠𝑚 𝑋  - 

𝑋 ≤𝑠𝑚 𝑌 G06Q 

TX 

5 
𝑌 ≤𝑠𝑚 𝑋 

A61B, A61K, A61N, C08F, C08L, C09K, 
F15C, G01V, G06Q, G11C, H03K, H04B, 
H04L, H04N, H05K 

𝑋 ≤𝑠𝑚 𝑌 B22F 

10 
𝑌 ≤𝑠𝑚 𝑋 

A61B, A61K, A61N, B82B, C09K, G01V, 
G06Q, G11C, H04B, H04L, H04M, H05K 

𝑋 ≤𝑠𝑚 𝑌 F15C 

20 𝑌 ≤𝑠𝑚 𝑋 C09K, G11C, H0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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𝑋 ≤𝑠𝑚 𝑌 
A61M, A61N, B22F, B82B, C08F, G01N, 
G02B, G09G, H05K 

30 
𝑌 ≤𝑠𝑚 𝑋 A61K 

𝑋 ≤𝑠𝑚 𝑌 
A61M, B22F, C08F, G01N, G11C, H03K, 
H04L 

40 
𝑌 ≤𝑠𝑚 𝑋  - 

𝑋 ≤𝑠𝑚 𝑌 C08F, G06Q 

MA 

5 
𝑌 ≤𝑠𝑚 𝑋 

A61M, A63B, G02B, G06K, G09G, H01L, 
H04L 

𝑋 ≤𝑠𝑚 𝑌 F16L, G02F 

10 
𝑌 ≤𝑠𝑚 𝑋 A43B, A61M, A63B, G02B, H01L, H04L 

𝑋 ≤𝑠𝑚 𝑌 H05G 

20 
𝑌 ≤𝑠𝑚 𝑋  - 

𝑋 ≤𝑠𝑚 𝑌 A61M 

30 
𝑌 ≤𝑠𝑚 𝑋 H04B 

𝑋 ≤𝑠𝑚 𝑌 A61K, A61M, H01L 

40 
𝑌 ≤𝑠𝑚 𝑋  - 

𝑋 ≤𝑠𝑚 𝑌  - 

NJ 

5 
𝑌 ≤𝑠𝑚 𝑋 

A61F, C07D, G02B, G10L, H01L, H04B, 
H04L, H04N, H04Q 

𝑋 ≤𝑠𝑚 𝑌 A61C, C10G, F16L 

10 
𝑌 ≤𝑠𝑚 𝑋 A61B, A61F, H04B, H04J, H04L 

𝑋 ≤𝑠𝑚 𝑌  - 

20 
𝑌 ≤𝑠𝑚 𝑋 G06F, H04M 

𝑋 ≤𝑠𝑚 𝑌 A61F, C07D, C11D, G02B, G06K, H01L 

30 
𝑌 ≤𝑠𝑚 𝑋 F16L 

𝑋 ≤𝑠𝑚 𝑌 
A61B, A61F, C07D, G02B, H01L, H04B, 
H04Q 

40 
𝑌 ≤𝑠𝑚 𝑋  - 

𝑋 ≤𝑠𝑚 𝑌 A61K, H0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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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Subclass의 첫 글자에 따른 특허 분류 

Classification 

A. Human necessities 

B. Performing operations, Transporting 

C. Chemistry; Metallurgy 

D. Textiles; Paper 

E. Fixed constructions 

F. Mechanical engineering; Lighting; Heating; Weapons; Blasting 

G. Physics 

H. Electr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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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론 
 

 

 

본 연구는 미국 본토 50개 주를 배경으로 특허 출원 활동의 활발한 

정도와 지역의 크기에 따라 특허 인용으로 대변되는 지식의 확산이 

기대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1976~2017년 특허 출원 수 기준 상위 5개 주인 California, New York, 

Texas, Massachusetts, New Jersey에서 출원된 특허에 대한 인용 

자료를 활용하였고, 특허 출원이 활발한 주들과 비교적 덜 활발한 

주들을 구분하여 각 5개 주로부터 전자로의 지식의 확산과 후자로의 

지식의 확산이 기대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이때 전자와 

후자에 속하는 주들의 수를 다양하게 설정하여 지역의 크기가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였다. 수퍼모듈라 지배관계의 함의에 대한 일치검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식의 확산이 기대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은 확산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특허 출원이 활발한 정도보다 지역의 크기에 더 먼저 

의존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특허 출원이 활발한 좁은 지역에서의 지식의 

확산보다, 특허 출원은 비록 덜 활발할지라도 더 넓은 지역으로 지식이 

확산되는 것이 기대사회후생에는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확인하였다. 단, 두 그룹의 지역의 크기를 비슷하게 설정할 경우 특허 출원이 

활발한 지역으로의 지식의 확산이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의 지식의 확산보다 

기대사회후생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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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compares the effect of knowledge spillover, measured 

by patent citation, on expected social welfare based on the liveliness 

of the patent activity and the size of the region. Using the NBER 

patent database, we focus on citations to patents assigned in 

California, New York, Texas, Massachusetts, or New Jersey, which 

are the top five states with the largest number of patents assigned 

from 1967 to 2017. We divide the 50 contiguous U.S. states into two 

groups based on the total number of patents assigned, varying the 

size of each group, and compare the citations coming from each group 

to see if the implications of supermodular dominance hold between 

them. Using the consistent test proposed by Chung, Linton, and 

Whang (2021), we found that the size of the region matters more 

than the degree of patent activity when gauging the effect on 

expected social welfare of patent citations. In specific, knowledge 

spillover to large region with less lively patent activity might lead to 

greater expected social welfare than that within a small localized 

region where patent activities are more active. However, when 

adjusting the two groups to be similar in size, knowledge spillover to 

states where the degree of patent activity is high generally have 

higher expected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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