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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에서 省別 經濟成長의 決定要因에 對한 

實證分析: 知識 및 技術 變數를 中JLL으로 

金英흉·李 根

본 논문은 中國에서 技術과 省別 經濟成長의 관계에 대한 實證分析을 수행하되 經

濟成長에서 技術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춘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선 1993년 이전의 

改華初期에는 技術은 經濟成長에 有意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다가， 1994년 이후의 자 

료를 사용한 분석에서는 經濟없長에 有意한 ïE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最小自乘推定法에 追加하여 技術變數의 內生性을 통제하기 위하여 수 

행된 道具變數를 이용한 분석결과에 의해서 검증되었는데 이러한 技術의 成長에의 

영향은 輸出 등 통상적 인 政策變數나 基魔施設 및 其他變數를 통제했을 때에도 안정 

적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부 政策變數와 基魔施設 變數들은 일단 知識/技術成果를 

통제하기만 하면 더는 有意하지 않았는 바 이는 知識/技術成果와 經濟成長 간의 관 

계가 상술한 변수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보다 더 강함을 나타낸다 

1 . 序 論

中國은 1978년 12월 改華 • 開放정책으로 노선을 전환한 이래 市場經濟 요소의 도입과 

확대를 통해 연평균 9%대의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지속해 왔다. 따라서 中國의 성공 

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많아졌는데 일부 학자들은 다양한 計量的 방법으로 中國의 고 

속 經濟成長의 決定要因을 분석하고 檢證하였다. 예를 들면， Chen 뻐d Feng(2000)은 私營

企業， 敎育 및 開放의 시각에서， Liu 때d Li (2001)는 金願自由化의 시각에서， Brun et 

al.(2002)은 ‘治海地域 優先發展政策’ 의 각도에서， Berthelemy and Démurger(2000)과 Tian 

etal.(2004)은 外國A 直接投資의 각도에서， Phillips and Shen(2005)과 Kawakami (2004)는 

構造變化의 각도에서 각기 中國의 經濟成長의 원언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實證的 분 

석의 연장으로서의 본 논문이 기존의 연구와 다른 점이라면 改童이나 構造調整이나 開放

政策이 아닌， 技術童新에 초점을 맞추어 이것이 중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는 점이다. 

技術單新을 연구해 온 전문가들은 技術童新이 단순히 技術 그 자체만의 규칙성에 의하 

여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는 대체로 技術이 社會， 文化， 밟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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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표 동 다양한 주변 환경과 연관되어 혁신되고 또 技術페'.훼은 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 

게 된다는 것이다. 즉， 技術팔新이 왕성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企행:， 政府， 大學， 鼎究所

퉁 다양한 기관들이 각기 다른 역할을 협력하여 조화롭게 수행하는 조건올 필요로 한다. 

바로 이것이 [때家-웰新體制 (national innovation system) [Freeman (l 987) , Lundvall (1992) , 

Nelson (1993) , Pavitt and Patel (1994) , Edquist (1997) ) 라는 개 념 의 기 본 아이 디 어 이 다. 

中國을 놓고 볼 때 전통적인 計劉將센IJ하에서의 I때家~:新將해IJ는 농후한 計짧IJ的 색채를 

지녔었다. 科웹따究機빠는 知識의 생산자로 취급되어 지식의 확산과 활용에는 무관심하 

였고， 企業은 지식의 활용자로서 지식의 생산파 확산에는 관심올 쏟지 않았다. 大學은 주 

로 지식의 생산자와 확산자로서 지식의 활용과는 별개였다. 한편， 정부는 知織의 생산， 

확산 및 활용의 조직자와 추진자 역 할을 담당히·였다. 1패폐家./파’ 

식과 기제는 주로 국가계획이나 관련 정부기구였다. 정부의 지나친 직접적 행정관리는 

소위 ‘큰 기·마밥’ 현상올 초래하였고 혁신동기의 저하륜 불러일으켰으며， 1혜家펜新將체1)의 

이러한 분배방식은 또 각 요소 간의 기농분할국면올 불러일으켜 ~í術과 ki샌j엠가 서로 다 

른 방향으로 나아기-게 되었다〔柳퍼l林 · 石定떠(2001) ). 

그러나 i!6에'.과 끼i싸機Hìl]의 부단한 도입파 더볼어 이11때의 l때家폐':$1f1ro.1IìIJ에는 큰 변화기· 

일어났는 바 이 01 ， i-j-뻐 (1잉언 파新밤lIìlJ보부터 id 없1)파 서jJf，~이 공동으로 작용하는 형식의 체 

제로 변화되었다. 변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정은 정부직농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는 것이 

다. 이는 예전의 많은 감빼的인 것틀을 버리고 企業파 科웰f1ff究機빠가 정접 더 많은 자 

주권을 향유하도꽉 하였다. 비확 政J(.f는 아직도 쇄術피패f의 조직자 및 추진자이긴 하지 

만 혁신에서 차지하는 介業， 科J쩔l딴究機뼈 및 大웬의 역할이 크게 증가되었다〔柳폐林 · 좌 

定環(20이)J. 한편， 중국은 땅이 넓어 각 지역마다 괴때}싸IJ弱빛素(예를 뜰면， 不l司한 가치 

관， 제도 구성， 소비숨판， 산업고유의 특성 둥)가 다르고 地城페，:t뼈헨바IJ도 다르다. 11’냉'Jr~~ 

力을 놓고 볼 때 rt'l때의 j也城파;新能/J은 총체적으로 ‘束꾀西弱’ 추세륜 보이고 있는데 * 
部治海地뭔’i로부터 R펀임11야j陸地많로 기·면서 정첩 낮아지는 분포를 이루고 있다〔’ 1 1國科技發 

展戰略鼎究小*，ll(2002) J. 지 역 간 파훼流力의 이 러 한 차이 는 지 역 간 經洲成H:의 차이 와 띨 

접히 연관되어 있다. 

中國의 챔j빡成불에서 知識/技術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논문은 1988-

1993년 및 1997-2003년이라는 두 시기의 데이터륜 이용하여 rl'패의 31 개 싼 · 直땐市 · 

멈治區의 일인당 JiJí.tU빡加率.을 일련의 J，~~‘;뺏數와 옷U淑/技術}1l(;* 뺏tl&에 대해 回歸分析

을 수행하였다. 그 결파 첫 번째 시기에는 지식/기술성과가 경제성장에 ;;(.f뾰;한 영향올 

미치지 못하고 빼111이나 外꼈政策이 :.frlJ:하게 나타난 데 반해， 두 번째 시기에는 文홉率 



中國에서 省別 經濟成長의 決定要因에 對한 實證分析
m m 

이나 知識/技術成果가 안정적인 正의 영향을 미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중국이 개 

혁개방 초기에는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한 要素主導成長(input or investment driven

growth)을 하던 것이 후기에 와서는 知識/技術主導成長(knowledge driven-growth)을 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知識/技術成果는 經濟成長에 有意한 正의 영향을 미쳤는 바 이는 政策變數

나 基魔施設 變數들을 통제했을 때도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부 정책변수와 기초 

시설변수는 知識/技術成果 變數를 통제했더니 더는 有意하지 않았다. 經濟成長에 미치는 

知識/技術成果의 영향은 其他 變數들을 통제했을 때 안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의 지표를 달리하거나 시작연도를 달리하였을 때에도 有意하게 나타나 최근 중국의 경제 

성장에서 知識/技術이 확실히 중요함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의 구성을 본다면 우선 서론 부분에 바로 이어 제2장에서는 

實證分析 방법과 데이터에 대해 설명한다. 제3장은 實證分析 결과이다. 이는 두 부분으 

로 나뉘는데 첫 부분은 知識/技術成果와 그의 決定要因에 대한 분석이고 두 번째 부분은 

知識/技術成果와 經濟成長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다. 제4장， 즉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 

서는 전체적인 결론을 내린다. 

2. 實證分析 方法과 데이터 

2.1. 많存文敵 

Chen and Feng(2000)은 私營企業， 敎育 및 開放의 측면에서 中國의 經濟成長의 원언을 

분석하였는데 이 연구에 의해 과거 國家 간 比較分析에서 실증되었던 경제성장의 요인들 

이 다시 한 번 증명된 것 외에， 中國 特有의 요인도 발견되었다. 그들에 따르면 私營 · 準

私營企業， 좋은 敎育과 國際寶易은 모두 中國의 經濟成長을 촉진하였으나 高出生率， 高通

貨魔眼率 및 國營企業의 존재는 성장을 저하시켰다. 

Démurger (200 1 )은 인프라 조건과 지역 간 經濟成長의 차이를 OLS 및 2SLS 推定法으 

로 回歸分析하였는데 改華 · 開放 정도의 차이뿐만 아니라 地理的 位置， 運送施設， 通信施

設 등도 지역 간 차이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소임이 실증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운송시설 

이 지역 간 격차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Berthélemy and Démurger(2000)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분석의 초점으로 삼았다. 內生的

成長模型은 외국기술의 이전이 經濟成長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일차적으로 강조하지만， 

반대로 經濟成長도 外資의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同時方程式 模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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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Jtaneous-equation model) 추정으로부터 그틀은 11'1뼈의 웬i빡J&i숭에 미치는 외국인 투 

자의 중요한 역할을 증명함과 통시에 투자 의사결정에서 지역의 잠재적 성장가능성이 가 

지는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초하였다. Tian et al.(2004)도 외국인 직접투자가 技術更新을 

통해 후진국의 經빡~&*에 영향올 미친다는 가설을 중국에 적용하여 검중하였는데， 생산 

함수모형을 이용한 추정으로부터 외국인 직접투자비울이 높은 곳일수록 技術짧新이 빠르 

고 經濟成長속도도 더 빠르다는 결론을 얻었다. 

Liu and Li (200})는 金때自由化와 經濟成불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들은 總固定

짧빨投짧의 원천을 政府淑와支:tl::\， 1혜營銀行:貨出， 더己資겨￡制迷 및 외국인 투자의 4가지로 

분류한 뒤 Cobb-Douglas 生座펴做모텔올 추정하였는데 성 GDP와 국영은행대출， 자기자 

본조달， 그리고 정부예산지출 간에 1f%f.‘한 :iE의 관계가 있음올 발견하였다. 또한 銀行賞

바과 더디ië木調迷의 영향이 政府織깐:支出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의 둘은 주 

로 연해지구의 생산량 증가에， 후자는 주로 내륙지구의 생산량 증가에 영헝:올 미친 것으 

로 나타났다. 외국인 투자는 연해지구에든 내륙지구에든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 

하였는데 그들은 이를 외국인 투자가 總固定짧!짧投ff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것이 원 

인이라고 셜명하고 있다. 

Cai et al. (2002)은 勞페l힘써의 왜곡과 經펌J& l싸 간의 관계룹 연구하였다. 그들은 비교 

가농한 농업노동력의 생산성을 노동시장 왜곡의 지표로 하고， 폐챔빽1Ju率의 결정 요인으 

로 알려진 일련의 변수플 통제하여 둘 사이의 관계룹 살펴보았는데 勞때페1!!);의 왜곡이 

씬폐J&-H':에 負의 영향윤 111 친다는 것과， 과거 경제성장 연구에서 늘 사용되었던 많은 변 

수들의 영향이 여기서도 여전하여 tJí'古典學派 성장돈의 주장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Brun et al. (2002)은 이들과는 좀 다른 시각에서， 즉 지역 경제성장에 波及效없 (spillover 

effect)가 폰재하는지 살펴봄으로써 뼈싸、平의 ‘싸海地城 優光發많政짧’ 올 검중하였다. 당 

시 이 정책의 목적은 연해지역올 우선적으로 발전시킨 다음 다시 그 효과콸 내륙지구로 

확산시키려는 것이었다. I피폐分析결과가 보여 주는 바 波及쳤〔싸는 단기간내에 지역 경제 

발전 팔균형을 감소시키는 데 공현하지 못했다. 

Phillips and Shen(200S)은 |때有企業의 비 중이 판 쩍일수룩 經濟成홉이 느리 다는 것을 

정치-경제행위를 연결시키는 간단한 모델로 예측한 뒤， 경제성장옴 나타내는 l펀수(일인당 

센!-j5-均 }i(1'!GDP증가융， 總폈·‘짜·션:j랫性 증가율 둥 6개 지표활 떼려변수로 사용)를 國有比

따의 크기를 나타내는 변수(전체 취업자 중 국유기업 취업자비융， 국유기업의 I業生塵賴

이 T業總生塵願에서 차지하는 비중 퉁 5개 지표룹 대리변수로 사용)에 패해 回歸分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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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였다. 普通最小自乘法 및 加重最/ 、自乘法(Weighted least -squares) 분석결과에 의해 

국유기업비중과 경제성장 간에 강한 부의 관계가 있음이 실증되었다. 

Kawak때ú(2004)는 構造變化와 中國 經濟成長의 관계를 논하였는데 확장된 솔로우 經

濟成長 모형을 回歸分析한 결과 개혁초기에는 농업발전이 中國의 經濟成長에 공헌함과 

동시에 지역 불균형을 완화시켰으나， 1990년대에는 외국인 투자가 경제성장에서 중요한 

작용을 함과 동시에 지역 불균형을 악화시켰음을 발견하였다. 아울러 교육과 私營企業의 

발전도 經濟成長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논문은 지속적 

이고 균형잡힌 성장을 위해서는 내륙지구에 대한 외자를 늘림과 동시에 인적자원과 私營

企業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논문은 省別 자료를 이용하여 中國의 經濟成長의 요인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문헌들과 연계가 있으나 초점을 技術에 맞추었다는 점에서 또 이들과 구별된다. 

2.2. 實證分析 方法

본 논문의 實證分析은 두 개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부분은 知識/技術成果와 地域單新

體制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고， 두 번째 부분은 知識/技術成果와 經濟成長 사이의 관 

계에 대한 분석이다. 知識/技術成果 變數의 결정요인들에 대한 분석에서는 통합된 지식/ 

기술성과변수 그 자체와 그의 네 가지 구성 요소에 대해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이때 사용된 각 변수는 2000년(일부는 1997년부터 2003년까지의 평균) 데이 

터이다. 다음으로 훗많앓/技術成果와 經濟成長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분석에서는 技術이 전 

부터 중국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1988년부터 1993 

년까지의 일인당 所得增加率을 1991년의 知識/技術成果 지표들에 대해 回歸分析하여 본 

후， 그 다음으로는 1997년부터 2003년까지의 所得增加率을 2000년의 知識/技術成果 지표 

들에 대해 회귀하였다. 

뒤의 實證分析 결과에서 보게 되겠지만 첫 번째 시기 知識/技術成果는 經濟成長에 공 

헌하지 못하였고 두 번째 시기에서는 有意한 iE의 영향을 미쳤다. 지식/기술성과와 경제 

성장 사이의 관계에 대한 두 번째 시기의 분석에서 본 논문은 內生性(평因果關係)문제， 

즉 知識/技術成果가 經濟成長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경제성장에 의해 지식/기 

술성과가 결정되는 문제를 통제하기 위하여 道具變數(Instrumental V때ables)를 이용한 2 

段階 最小自乘法(2SLS)을 사용하였다. 이는 제도적 발전과 經濟成長의 관계에 대한 

Beck and Laeven(2004)의 실증분석 방법과 일치하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 단계에 

서는 의심이 되는 內生變數인 知識技術成果 變數(η를 두 가지 유형의 外生變數， 즉 배 

제된 외생변수인 章新體制 變數들의 집합(Z)와 포함된 外生變數들의 집합(X)에 대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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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였다. 식으로 표시하면: 

(2. 1) Tj = a + ßZj + yXj +맏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일인당所得뺑加혐 Y를 T의 예측치와 X에 대해 회귀하였다. 

(2.2) κ = a + ßTj + yXj + Uj 

여기서 Z가 道具變數로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로 Z에 

있는 배제된 外生變數들은 반드시 知淑/t:li.術成果 變數를 셜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하나의 j효貝.變數가 지식/기술성과변수를 설명함올 보이기 위하여 첫번째 단계에서 F-test 

룹 실행하였다. 

둘째로 파具짧數 Z는 知，細/技術成果 행월數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經洲成長올 설명해야 

한다. 즉 Z는 母回歸方程式(식 (2.2))의 5싸*‘I렀과는 상판성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를 검증하는 過않織딩IJ센IJ約에 대한 Hansen test 결과도 같이 적는다. 이 검 

정의 制빡假說은 바로 道갱.뺏做가 폈差tH u.2.} 상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 검정은 (m

k) 自由度와 t- 分布를 갖는다. 여기서 m은 道具變數의 개수이고 k는 內生蠻做의 개수이 
다. 비교의 편리를 위하여 본 논문은 또 각 며빠分析마다 압·펴f앉小더乘rl(OLS)에서 얻 

은 지식/기술성과 변수의 회귀계수의 값파 p값도 밑부분에 같이 척어 넣었다. 

經濟成불 基本回麻方짧式에는 Levine and Renelt( 1992)의 국가간 비교분석에서와 마찬가 

지로 初期所得， 지역더미 변수， 文힘率 및 A口빡1JU!휩올 기본변수로 넣었다. 여기서 문맹 

륨은 중동학교 진학율의 대리변수이다. 安7Ë性 검정에서는 정책변수롤 포함한 여러 변수 

를 넣어 중국의 경제성장에서 知，細/技術成果 뺏數가 안정적으로 영향올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고 做應性올 검정하기 위해서는 시작연도활 달리하여 보았으며， 經濟成長의 지표 

로 일인당 소득증가율 외에 일인당 주민소비증가왈올 넣어보기도 하였다(Beck and 

Laeven(2004)) . 이때의 초기수준은 1995년 일인당 주민소비의 로그값이다. 또한 知識/技

術成果 앵헨數 자체뿔만 아니라 구성요소 각각에 대해서도 경제성장 결정식에 넣어보았다. 

實愁分析- 결과에서 상술한 내용들에 대해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이다. 

2.3. 데이터 

(1) 괜섭'!f: 특허지표는 한 지역이 잇n淑올 웅용히-여 1(.:훼올 추진하는 지표이다. 본 논문 

은 만명당 發~셔將퍼:신청(및 취득)수， 發바l’持許신청(및 취득)증가울， 만명당 활用新型特·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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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취득)수， 寶用新型特許신청 (및 취득)증가율 동 뻐 지표를 標準化(품꽉， 즉 기 

본 지표값에서 平均f直를 감한 후 標準偏差로 나눔)한 다음 합한 것을 8로 나누어 특허지 

표로 사용하였다. 여기서 사용된 發明特許와 實用新型特許라는 용어는 각각 한국의 特許

와 實用新案에 해당된다. 

(2) 論文: 논문은 만명당 발표한 국내 科學鼎究論文수와 국내 科學昭究論文증가율， 이 

두 지표를 통합한 것이다. 통합방법은 特許와 같은데 우선 두 지표를 標準化한 다음 다 

시 두 지표의 평균을 구한 것이다. 

(3) 新製品: 新製品生盧賴은 새로운 技術의 시장가치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지표이다. 

본 논문에서는 國家級 및 省級 신제품생산액증가율과 신제품생산액 대 매출액비율을 통 

합하여 신제품생산액 지표로 하였다. 통합방법은 위와 같다. 

(4) 創業: 창엽은 童新과 밀접한 연계가 있다. 왜냐하떤 많은 혁신은 사람들의 창업을 

통해 실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創業도 童新의 성과로 고려하였는데 만 

명당 새로 등록한 기업수와 새로 등록한 기업수 증가율，(1) 이 두 지표를 위와 같은 방법 

으로 통합하였다. 

(5) 知識/技術成果· 각 성의 종합적인 지식/기술성과수준을 가늠하기 위하여 본 논문 

에서는 위의 네 변수 외에 또 이들을 통합한 知識/技術成果指標를 사용하였다. 이는 위 

에서 설명한 통합된 特許， 論文， 新製品， 創業， 이 네 지표를 합한 다음 4로 나눈 값이다. 

회귀분석에 사용된 특허， 논문， 신제품， 창업 및 통합된 知識/技術成果變數는 1991년 및 

2000년 지표값이다. 

(6) 大후比率: 이는 省別 전체 인구 중 대졸 이상 학력소지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 

하였다. 회귀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1997년부터 2003년까지의 데이터이다. 

(7) 圖書消費量: 이는 2000년의 일인당 도서소비지출액으로 표시하였다. 이 지표는 大

후比率과 함께 한 지역의 노동자질을 대표한다. 

(8) 政府敎育投資: 이는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정부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교육지출 

비중의 평균치로 표시하였다. 

(1) 특허， 논문， 신제품 및 창업 지표를 계산할 때 증가율을 넣은 원인은 현황과 함께 그 지역의 혁 

신잠재력까지 파악하려는 맥락에서이다 이는 세계경제포럼 (WEF(2002) 1의 경쟁력에 대한 이해 

와 일치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증가율은 전년도 대비 증가율을 가리킨다. 창업을 예로 들면 

1991년의 창업지표는 1991년의 만명당 새로 등록한 기업수와 1990년 대비 1991년의 새로 등록 

한 기업수증가율， 이 두 지표로 이루어졌다. 2000년의 창업지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얻은 것이 

다 r中國科技統計年$斷에 나와있는 데이터는 1990년 데이터부터이고 전의 것은 찾아볼 수 없 

기 때문에 증가율까지 고려한 지표는 1991년의 지표가 제일 이른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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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政府科學技術投資: 이는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정부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과학 

기숨지출비중의 평균치로 표시하였다. 

(1 0) 企業따究開發A쉰數: 이는 2(뼈년 중대형 기업의 만명당 연구개발인원수로 나타 

내었다. 

(11) 企業鼎究開發支出: 이는 2000년 중대형 기업의 연구개발지출액/매춤액비율로 나 

타내었다. 

(12) 技術去來比휩· 이는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지역 GDP에서 차지하는 技術去來賴

比휩의 평균치로 표시하였다. 技術:암來總은 보고기간내에 체결， 성립된 기숲계약금액에서 

비기술적인 부분(예를 틀면， 프로젝트도급계약금액에서의 원재료， 설비구입비， 공장내 운 

송， 노동자보조비용 둥)을 뺀 기술적인 부분올 가리킨다(1뼈家統쉰局 . I폐家科웹技術委員會 

(1 991 , p. 358)). 

(1 3) 컴퓨터수: 이는 성별 백인당 컴퓨터수로 표시하였다. 사용된 데이터는 2000년 데 

이터이다. 

(1 4) 펀詩數: 이는 성별 백인당 일반 때댐做로 표시하였다. 사용된 데이터는 2000년 

데이터이다. 

(1 5) 經濟成불: 이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인당 年2['.均 }설‘11.í 1iJí"깜 增加率

(I 988~1993년 및 1997~2003년의 두 시기)로 표시하였다. 

(1 6) 初期所·得: 이는 개방 초기인 1980년 일인당 소득의 로그값올 취하였다. 

(1 7) 연해지역더미: 이 더미변수는 연안지역에 위치한 北京， 天패， 河北， 값寧， 上海， 江

蘇， 斯江， 뼈센， 山束， JA束， 海南 풍 1I개 省 혹은 직할시에 I의 값을 부여하였다. 

(1 8) 文휩뿌: 이는 문맹인구가 전체 성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올(1 990년 및 2α)()년 데이 

터)로 측정하였다. 

(19) A口增加펄. 이는 1988~ 1993년 빛 1997~2아)3년의 피i까，.þ험 AtJ뼈1JfI￥。1 다. 발표 

된 省생IJ 인구통계는 12월 31 일 자정올 기점으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옳 측정한 것 

으로〔때家統計局(2α)3， p. 120)) , 자연적 증가흘 이외에 이주에 의한 중가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省빠j 이주인구도 반영하고 있다. 

3. 實證分析 結果

3. 1. 中團의 地i或軍新體制와 知織/技術成果

앞서 분석하였듯이 폐:新將:HiIJ는 그를 구성하는 주체플이 내부 및 외부의 다양한 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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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복잡한 인과관계를 맺어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 지역의 章新體制를 대표하 

는 변수들로서 敎育， 企業， 政府， 技術 下部構造，般 下部構造의 몇 가지 측면으로부터 

고려할 수 있다. 즉， 한 지역의 대학교의 질적수준이 높거나， 敎育 및 科學技術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많거나，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이 활발하거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서 

로간에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었으면 單新能力이 강하고 혁신의 성과도 크다고 생각해 

볼수있다. 

〈表 l)~<表 5)는 이 와 같은 이 론을 검 증하였다. <表 1)~<表 4)는 知識/技術成果 각 

구성요소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결과이고， <表 5)는 통합된 知識技術成果 變數의 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우선， <表 1)의 모형 1에서 보듯이 기업의 鼎究開發A員數， 컴퓨터수 및 技術去來比率

은 모두 特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었으며 이 셋은 함께 特許 변동의 83%를 설 

명한다. 이리하여 기업의 冊究開發A員數가 많고 컴퓨터수가 많으며 技術去來賴jGDP비 

〈表 1 > 省.'51] 特許數의 決定要因

모형 2 3 4 5 

企業冊究開發A員數 0.080 0.067 0.070 0.080 o 100 

(0.004)*** (0.074)* (0.008) *** (0.004)*** (0.000)*** 

컴퓨터수 0.028 0.026 0.033 0.027 0.033 

(0.048) ** (0.066)* (0.018)** (0.095)* (0.010)*** 

技術去來比率 0.230 0.218 0.211 0.231 0.205 

(0.010)*** (0.020)** (0.014)** (0.012)** (0.010)*** 

圖書消費量 0.004 

(0.622) 

政府敎育投資 -0 037 

(0.076) * 

政府科學技術投資 0.008 

(0.933) 

企業冊究開發支出 -0.430 

(0.005)*** 

觀i則↑直 31 31 31 31 31 

R2 0.833 0.834 0.852 0.833 0.877 

註: 回歸方程式은 (特許) = ßl (企業鼎究開發A員數) + κ(컴퓨터수) + ß:，(技術去來t擺) + ß4X + ê O] 

다. 特許는 만명당 發明特許 신청(취득)수， 發明特許 신청(취득)증가율， 만명당 實用新짧뱀許 신청 

(취득)수， 實用新型特許 신청(취득)증가율 등 8개를 통합하여 얻은 수치이고 X는 일련의 統制變數

이다. 괄호 안의 수치는 p값을 나타내고 *’ **’ ***는 각각 유의도 10%. 5%. 1% 수준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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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이 높은 곳일수록 특허지표값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효파 또한 아주 큰 바 技

術去來比휩이 한 단위 標피센채찬:만큼 이 동하면 ~g.쉰T는 0.21만큼 커지 는데 이는 特許 한 

단위 縣W\偏l差 (0.63)의 거의 3분의 l이 된다. 마찬가지로 기업의 lîff究|해發AJ1.數와 컴퓨 

터수가 한 단위 標準偏差만큼 이동하면 特許는 각각 0.21파 0.20만큼 커진다. 

〈表 1)의 모형 2-모형 5는 기타 변수들올 통제했을 때 特許에 미치는 기업의 鼎究開

發Aßl.뼈와 컴퓨터수， 그리고 技術去來比짧의 안정적인 영향올 보여 준다. 表에서 보듯이 

꽤팎消짧짧， 정부의 과학기 술지출비중은 特許에 추r갱:한 영 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정부의 

교육지출비중파 기업의 연구개발지출액/매출액비울은 特許에 í!J.의 영향올 미쳤다. 기업 

의 1딴究問發AH數， 컴퓨터수 빛 技術去來比率은 안정적인 정의 영향올 미치고 었다. 

〈表 2)는 각 省別 論文數의 ?.k:lii훨因을 보여 준다. 모형 I에서 보듯이 大후比率과 컴 

퓨터수는 모두 論文數에 아주 쥐펴;한 ïf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둘은 함께 논문수 

〈表 2> 輪文뤘의 決定要因

모형 2 3 4 5 6 7 

大객q~'f~ 0.169 o 155 0162 0.165 o 165 o 171 0.197 

(0.αJO) ••• (0 αJO) ••• (0.αJO) ••• (0.000) ••• (0.αJO) ••• (0.αJO) ••• (0 αJO) ••• 

컴퓨터수 0.044 0.040 0048 0.057 0043 00때 0.062 

(0.α)7) ••• (0.028) •• (0.007) ••• (0.005) ••• (0.014).. (0.021) •• (0.005) ••• 

l짜Ií’Fi제짧 꾀· O.α)6 

(0.570) 

政!꺼‘~rf投i핫 -{) 따4 

(0.490) 

l않!띔if웰l技術投資 -{).188 

(0.229) 

企짧f~f'l"ElJ쐐iltAH數 0.011 

(0.820) 

~業f#'l"ElJfJ뼈3/(: 11\ o 167 

(0.510) 

tltJ임JlI.l( • ).011 

(0.190) 

’‘lll.ìlllJfjI( 31 31 31 31 31 31 31 

R2 0.826 0.828 0.829 0.835 0.826 0.829 0.837 

폐:: I피빼方원式은 (輪文) = ßI(大쭈:1~ "t~) + ßz(컴퓨터수) + ß‘X + e이다 ，!폐)(은 만명당 발표한 국 

내과학연구논문수와 국내파학연구논문충가율올 홍합한 지표이고 X는 일련의 용제변수이다. 괄 

호 안의 수치는 p값올 나타내고 ......... 는 각각 유의도 10%.5%. 1% 수준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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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의 83%를 설명한다(表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單純回歸結果에 의하면 이 둘은 각각 

논문 변동의 77%와 60%를 설명한다. ) . 모형 2~모형 7은 기타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도 

대졸비율과 컴퓨터수가 논문에 계속 안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 준다. 表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정부의 교육지출비중， 정부의 과학기술지출비중 및 電話數는 大후比率과 컴퓨터 

수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모두 論文數에 負의 영향을 미치고 圖書消費量， 기업의 좌퓨究開發 

A員數 및 기업의 昭究開發支出 대 賣出賴比率도 논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表 3)은 매출액에서 新製品比重의 결정요인을 보여 준다. 모형 1을 보면 圖書消費量

과 政府의 科學技術支出比重은 모두 新製品比重에 아주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함께 

신제품비중 변동의 55%를 설명한다. 정부의 교육지출비중을 비롯한 기타 변수들을 통제 

했을 때도 일인당 도서소비량과 정부의 과학기술지출비중은 계속 新製品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表 4)는 創業 활발 정도의 결정요인을 보여 준다. 모형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大후比 

率과 企業의 昭究開發A員數는 모두 創業에 아주 有意한 正의 영향을 미치는데 이 두 변 

수는 함께 창업 변동의 91%를 설명한다. 두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 또한 아주 강하다 

((附錄 2) 참조) . 한편으로 上海， 北京， 天律 등의 지역은 大쭈比率도 높고 기업의 연구 

개발인원수도 많은데 이 세 지역의 창업 지표값은 전국에서 각각 1, 2, 3위를 차지한다. 

다른 한편으로 귀주， 운남， 티베트 등의 지역은 대졸비율도 낮고 기업의 연구개발인원수 

도 적은데 이 지역들의 창업 지표값은 전국에서 최하위에 속한다. 創業에 미치는 大쭈比 

率과 企業의 땀{究開發A員數의 영향은 기타 변수들을 통제해도 안정적이다. 

〈表 5)는 통합된 知識/技術成果 變數 자체의 결정요인을 보여 준다. 모형 1에서 보다 

시피 大쭈比率， 企業의 껴퓨究開發A員數 및 컴퓨터수는 모두 知識/技術成果에 有意한 正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셋은 함께 지식/기술성과 변동의 88%를 설명한다(단순회귀분 

석결과에 의하면 이들은 각각 지식/기술성과 변동의 67% , 75% , 67%를 설명한다. ) . 경제 

적 효과 또한 큰 바 이 세 변수가 표준편차단위로 한 단위 이동하면 知識技術成果는 각 

각 0.17， 0.31 ， 0.23만큼 증가하는데 이는 각각 知識/技術成果 標準偏差(0.67)의 1/4. 1/2, 

1/3에 해당한다. 

세 변수 상호간의 상관관계 또한 강하다(大추比率과 企業의 껴퓨究開發A員數 사이의 상 

관관계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음) . 한편으로 北京， 上海， 天律은 大쭈比率도 

높고 기업의 연구개발인원수와 컴퓨터수도 많아 知識/技術成果도 큰데 이 세 지역의 지 

식/기술성과 지표값은 전국에서 상위 3위를 차지한다. 내몽고나 해남 등의 지역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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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3) 新製品比톨의 決定要因

모형 2 3 4 5 6 7 

I폐m폐’랬센 0.027 0.024 0.027 0.026 0.025 0.035 0.021 
(0.002) ••• (0.071). (0.α)2) ••• (0. (03) ••• (0.031) •• (0. 이4) •• (0.039)" 

政R건·科책&技術投資 0.476 0.471 0.465 0.46 0.439 0.579 0.454 
(0.008)". (0 이0) ••• (0.011) •• (0.이3) •• (0 ‘ 042) •• (0.015) •• (0.이2).' 

大쭈比혐 0.015 

(0.744) 

政!쩌:~Tr投資 0.020 

(0 여4) 

企業if~f究fJfJ lJitxU\ o 175 

(0.592) 

컴퓨터수 0.008 

(0.754) 

í'It,ìM& -{) 008 

(0.483) 

t:it:.째:W來Jt.얘i o 153 

(0.320) 

IlJI.ilI씨i(( 31 31 31 31 31 31 31 
R2 0.553 0.554 o 556 0.557 o 554 0.561 0 ‘ 569 

,11:: lilIU\'1方샌式은 (빠뺑I터) = ß， (I펴1;1쉐'1'쐐 :ji:) + ß2 (tl~1仔fil4Ht術投資)+ßVC+e이다. 신제품은 신 

제품생산액 중가융 및 신제푼생산액/매출액비융 두 부분쓸 봉합한 수치이고 X는 일련의 봉제변 

수이다. 괄호 안의 수치는 p값올 나타내고 ••• ’ ••• 는 각각 유의도 10% , 5% , 1% 수준윌· 

나타낸다， 

는 반대이다. 

〈表 5)의 모형 2~모형 6은 기타 변수틀올 봉제했올 때 쩌1.빠/45<:術成댔에 미치는 상술 

한 세 변수의 안정적인 영향올 보여 준다. 우선 모형 2에서 도서소비량올 통제하여 보았 

다. 大￥比펄， 企짧:의 冊究附發Aßl 1!JX 및 컴퓨터수의 영향으로 도서소비량은 知l밟/技術成 

果 뺏做에 꺼·패;한 영향올 111 치지 봇하였다. 모형 3파 모형 4에서는 44 정부의 교육지 

출비중파 기업의 연구개발투입/매출액비윷올 통제하여 보았다， 결파 두 변수 모두 知，뾰/ 

技術f&싸에 1，j뾰i:한 영향올 미치지 못하였다. 대졸비왈파 기업의 연구개발인원수 및 컴퓨 

터수는 계속 유의하게 작용하였다. 한편， 삼까， ，倫)(， 新뼈l파， 創業 빛 몽합펀 지식/기술 

성과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올 자세히 살펴보띤 우리는 정부의 교육지출비중과 기업의 

연구개발투입/매출액비윷이 통합된 知淑/技짜jJ&\차 자체에든 각각의 구성요소에든 모두 

有때、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올 발견할 수 있다. 정부의 교육지뿔비중이 잇lli빠技術成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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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 創業 活撥度의 決定要困
모형 2 3 4 5 6 7 8 

大쭈.Jt率 0.077 0.057 0.076 0.083 0.07 0.072 0.077 0.067 

(0.000) .,. (0.030) ** (0 때1)'" (0.000) *** (0.003) *** (0.004) **. (0.007)*** (0.031) ** 

企業昭究開發A員數 0275 0.241 0.275 0.284 0294 027 0.275 0.276 

(0.애0)*'* (0.어0)**' (0.때0)*** (0.000)*** (0.00이 .. * (0.애0)*** (0.000)*** (0.에0)*'* 

圖書消費量 0.012 

(0.193) 

政府敎育投資 0.002 

(0.948) 

政府科學技術投資 -0 .160 

(0.083) * 

企業昭究開發支出 -0 226 

(0.237) 

컴퓨터수 O 뻐5 

(0.664) 

電話數 -0 0001 

(0.983) 

技術去來比率 0.049 

(0.638) 

觀測↑홈 31 31 31 31 31 31 31 31 

R2 0911 0.916 0.911 0.920 0.915 o 911 0911 0.911 

註· 回歸方程式은 (創業) = ßl (大후比率) + κ(企業昭究開發A員數)+ßJX +e이다. 창업은 새로 등 

록한 기업수 증가율 및 만명당 새로 등록한 기업수를 통합하여 얻은 것이고 X는 일련의 통제변 

수이다. 괄호 안의 수치는 p값을 나타내고 *’ ** ***는 각각 유의도 10%. 5%. 1% 수준을 

나타낸다. 

에 有意、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최근 들어 江西， 河南， 廣西， 貴州， 新體 등 일부 중 

부와 서부지역에서 교육에 대한 지출비중을 늘렸기 때문이다. 반면， 上海나 北京 등 지역 

은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교육지출비중이 낮은 바 각각 21위와 24위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기업의 연구개발투입/매출액비율이 유의하지 않은 것은 俠西， 湖北， 山西， 湖

南 등 중부지역의 대기업들이 혁신을 중시하기 시작하면서 이 지표의 전국순위가 각각 1, 

5, 6, 7위로 되었기 때문이다. 上海는 15위를 차지하였고 淑江省은 24위를 차지하였다. 

漸江省이 24위를 차지하게 된 것은 우리가 사용한 데이터가 중대형 기업의 데이터인데 

漸江에는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빼江은 民營企業의 발전이 신속한 지구이 

다. 여기서 지적할 것은 湖北이나 湖南， 山西의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昭究開發을 중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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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大적qt.싹 

企業liff究附發AHtl&

컴퓨터수 

|댄l iIFi꺼짧 ni. 

l&1(f~Tr投↑왔 

企:$(#究IJfJ發支H\

ù'll: f{.WI ‘빵t!r:術投資 

í"l!.，i，~빠k 

f!lI.illlHrl(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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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5) 知職/技術成果의 決定要因

2 3 4 5 6 

0.044 0,038 0.046 0.040 0,043 0.042 

(0.022) •• (0 , 076). (0 , 021).. (0.049) •• (0 , 026) •• (0 , 055)' 

0.119 0, 108 0, 120 0, 126 0.119 0.117 
(0. αJO) •• ' (0 , 002) •• ‘ (0 ， αJO) ••• (0 αJO) ••• (0 ， αJO).'. (0,000)'" 

0,032 0.030 0.030 0,033 0,034 0,030 

(0 , 002)' •• (0 , 005).'. (0.004) ‘ •• (0,002) •• ' (0 ,006)' •• (0. 이5)" 

0,004 

(0,577) 

0.011 

(0,579) 

-0 093 

(0,554) 

-0 .027 

(0 ,763) 

0 ， 0이 

(0 ,846) 

31 31 31 31 31 31 

0,882 0883 0.883 0.884 0882 0.882 

,11:: 까l制方씬式은 (찌 1，빠/技짜JÎ);냈) = ß，(대활비윤) + ßJ. (기엄따究Drfl5ìtA n tl&) + ß.1( 컴퓨터수) + ßJ( 

+ e이다. 지식/기술성과는 표준화된 특허， 논문. 신제품 빛 창업지표값올 합한 후 4로 나눈 평 

균치이고 X는 일련의 봉저1맨수이다. 괄호 안의 수치는 p값올 나타내고 *’ ...... 111"''''는 각각 유의 

도 10% , 5% , 1% 수준볼 나타낸다. 

긴 했지만 연구개발에 대한 투입이 실제 생산력으로 전환되어 그 지방의 경제발전을 이 

끌려면 아직도 여러 면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모형 5와 모형 6에서는 각 

각 정부의 파학기숨지출비중과 지역별 백인당 전화수플 통제하여 보았는데 둘 다 知熾/

技術成果에 져·짧;한 영향올 미치지 못하였다. 大후.比환， 企業의 빠f究f써發An微， 컴퓨터수 

는 시종 껴젊;한 正의 영향올 미쳤다. 

이상올 종합하여 보변， 통합된 知織/技術成및 자체든 그의 네 구성 요소인 特許， 論文，

新빼립" 創業이든 이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는 지역인구에서 차지하는 대졸 이상 학 

력소지자 비융， 기업의 연구개발인원수， 정부의 과학기술지출비중， 기숲거래비율， 컴퓨터 

수， 도서소비량 동-비콕 이들이 똑같은 조합으로 상술한 지식/기술성과 변수플을 결정하 

는 것은 아니지만-올 팝올 수 있다. 이리하여 국가혁신체제에서 강조되던 대학이나 정부， 

기엽， 네트워크 및 기타 하부구조 동의 중요성이 설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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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科技發展戰略鼎究小組(2002)에 따르면 北京， 上海， 廣東， 江蘇， 山東， 빼江 등 여섯 

지역의 童新能力은 전국에서 상위 6위권 안에 드는데 이 지역들의 공통된 특정이라면 모 

두 科學技術에 대한 투입을 중요시하고 기업의 單新能力이 뛰어나며 혁신환경과 기초시 

설이 좋고 노동자들의 질이 높다는 것이다. 北京의 경우， 전국에서 지식창조능력이 제일 

강한데 풍부한 지적 자원과 정보혁명의 기회를 잘 포착하여 北京의 경제로 하여금 새로 

운 특정을 띠게 하였다. 이 때문에 北京에서는 ‘수도경제는 지식경제’ 라는 간판을 내걸 

었다. 北京 海澈지역의 中關村 전자상거리는 하이테크기술산업이 집적된 지역이다. 上海

는 공업혁신 기초가 좋고 상업 역사가 유구하여 전국에서 企業의 技術單新能力이 제일 

강한 곳이다. 풍부한 금융자원과 농후한 상업분위기 및 대기업의 혁신능력에 의존하는 

것은 上海 혁신의 특정이다. 廣東은 중국에서 비교적 일찍 개방한 지구로서 외자에 의한 

지역혁신능력제고의 전형이다. 廣東에는 많은 신흥공업도시가 생겨났는데， 예를 들면， 深

예11 ， 東좋 등이다. 이들은 외자흡수， 새로운 관념과 제도혁신으로 中國의 신흥공업화지구 

로 발전하고 있다. 東훨 가전센터는 중국기술산업집적의 전형적인 예이다. 江蘇의 추격 

은 주목할 만한데 투자환경이 부단히 개선되어 외자가 앞다투어 투자하는 곳이며 민영기 

업 발전의 온상이다. 江蘇省은 上海와의 인접관계를 이용하고 각종 과학기술자원을 이용 

하여 혁신능력을 재빨리 제고시켰다. 山東에는 일군의 대기업이 나타났고 혁신을 매우 

중시하였다. 기술의 이전과 합작을 중시하여 山東의 농업발전은 전국에서 수위를 차지한 

다. 이는 山東으로 하여금 中國에서 章新能力이 강한 지구의 하나로 되게 하였다. 漸江

의 추격은 中國 경제발전 가운데에서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다. ì折江은 民營企業의 혁신 

능력이 매우 강하고 사람들의 혁신열정이 드높아 현지자원에 의해 혁신을 진행하는 모범 

이 되었다. 그곳에선 정부의 계획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혁신 적극성에 의해 패션의류센 

터， 가전센터， 넥타이동네 등이 나타나 활기를 띠고 있다. 현재 漸江의 경제와 혁신은 良

性순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3.2. 知識/技術成果와 經濟成長

먼저 1988-1993년 및 1997-2003년까지의 →A當 年平均 實質所得增加率을 네 개의 

기본변수들에 대해서만 회귀하였다. 회귀결과는 〈表 6)과 같다.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더미는 두 기간 모두 所得增加率에 有意한 正의 영향을 미 

쳤고 初期所得은 1988-1993년 기간에는 有意한 負의 영향을 미쳤으나 1997-2003년 기 

간에는 有意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初期所得

과 中國 地域 經濟成長 간에 發散性 혹은 收敏性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 

겠다. 文홉率과 A口增加率은 初期所得과는 반대로 전기에는 유의하지 않고 후기에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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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6) 훌本回빼分析 結果

모형 l 

1988-1993년 

3.231 

(0.015) •• 

-0 077 

(0.368) 

-1741 

(0.089)' 

-0 .191 

(0.871) 

30 

0329 

썼44卷第2號 

모형 2 

1997-2003년 

1. 471 

(0.αJO)'" 

-0 .068 

(0.009) •• ' 

0.003 

(0.941) 

-0 .932 

(0.αJO) ••• 

31 

0.565 

òi1: : 모형 l과 모형 2는 모두 OLS 결과이다. 괄호 안의 수치는 p값올 나타내고 *’ •• ’ ••• 는 각각 

유의도 10%.5%. 1% 수준을 나타낸다. 

는 유의하다. 

3.2. 1. 1988~1993年 期間의 知識/技術成果와 經濟成훌 

먼저 1988~ 1993년까지의 ... }\힘’ 年zp.均 ’앓젠所得쳐:'lJJo휩올 상웅한 기간의 기본변수 네 

개와 1991년의 9iu織/技術成果; 변수들에 대해 회귀하였다. 회귀결과는 〈表 7)파 같다. 

꿇에서 보듯이 特許， I폐文， 굉f製펴1 ， 쩨뽕: 걱·각이든， 이들올 통합한 知熾/技術JJX，果 變數

자체든 모두 經濟싸찮에 껴·갱;한 lE의 영헝:올 미치지 못하였다. 심지어 新뺑텀l은 經濟成

長에 :A의 영향올 미쳤음올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기간의 經濟成&이 어떤 요인에 의 

해 결정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련의 정책변수들(1990년 데이터)올 통제하여 보았는데 

결과는 <-:1:<. 8)파 같다. 

먼저 輸H1J:l:.m올 넣어보았다. 수출비중은 省 수출액이 省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하였다. 모형 I에서 보는 바와 같이 輪出lt←，π은 1% 수준에서 經洲成&에 아주 有훤 

한 正의 영향올 미쳤다. 다음으로 外資11:. if(올 낼어보았다. 외자비중은 외국인 직접투자 

가 성 GDP에서 차지하는 비울로 측정하였다. 모형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外資1:1:.重도 經

濟成長에 꺼·펴;한 과의 영향올 미쳤다. 마지막으로 l때쥐比il1올 넣어보았다. 이는 전체 취 

업자 중 국유기업 취업자비율로 측정하였다. 모형 3에서 보듯이 국유비중은 經濟成長에 

有意한 칩의 영 향올 미 쳤다. <表 7)과 〈양 8)로부터 우리 는 이 기간의 所得빼加率이 知

識/技術J1X.댔;가 아닌， 政策의 영향올 주로 받았옴올 알 수 있다. 이는 Lee (l 996)의 실증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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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7) 知識/技術成果와 經濟成長(1988~1993年)

모형 2 3 4 5 

治海地域더미 3.251 3 291 3.304 3.504 3 226 

(0.016)** (0.013)** (0.022)** (0.009)*** (0.016)** 

文둠率 -{) 065 -{).049 -{).078 -{).085 -{).073 

(0 ‘ 469) (0.580) (0.372) (0.315) (0.400) 

初期所得 -1. 941 -2127 1.753 -5.215 -2.342 

(0.083)* (0.054)* (0.094)* (0.065)* (0.108) 

A口增加率 -{).107 o 052 -{) 221 -{) 695 -{) 042 

(0.929) (0.965) (0.856) (0.567) (0.972) 

特許 0.577 

(0.622) 

論文 o 945 

(0.307) 

新製品 -{).118 

(0.882) 

創業 2.168 

(0.180) 

知識技術成果 0.659 

(0.549) 

觀測{直 30 30 30 30 30 
R2 0.336 0.358 0.329 o 378 0.339 

註: 註推定며歸式은 모두 OLS 回歸式이다. 괄호 안의 수치는 p값을 나타내고 *’ ** ***는 각각 

유의도 10%.5% , 1% 수준을 나타낸다. 

과와 일치하다. 

3.2.2. 1997~2003年 期間의 知識/技術成果와 經濟成長

3.2.2.1. 知識/技術成果와 經濟成長-主要 結果

앞의 기간에서 우리는 知識/技術成果가 經濟成長에 공헌하지 못했고 투자나 기타 정책 

이 유의함을 보았다. 그렇다면 최근에는 어떠할까? <表 9>는 1997-2003년에 걸쳐 知識/

技術成果(2000년 지표)와 -A當所得增加率 간에 아주 강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전기와 달리 文룸率과 A口增加率。1 유의하게 나타났다. 

우선， <表 9>의 모형 1부터 모형 4까지 는 知識/技術成果의 네 가지 구성 요소인 特許，

論文， 新製品， 創業과 經濟成長 간의 관계를 보여 준다. 여기서 사용된 특허의 道具變數

는 企業의 鼎究開發A員數와 컴퓨터수이고 논문， 선제품， 창업의 道具變數는 앞서 〈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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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해i따地城더미 

文듭현 

flJ期所得

)\.L1뺨加￥ 

'ttrí(1I‘ l t.1f( 

外1l:比m

l때.(.{比따 

뼈{삐↑íti. 

R2 

씬~ i뺑 i倫 ~ 

〈表 8) 政聚과 經濟成훌(1988~1993年) 

2 

2.513 3.408 

(0.021)** (0.α>6) *** 

-0 .062 -0 036 

(0.374) (0.651) 

-2.411 -1. 835 

(0.007)*** (0.054)* 

-1.301 -0 .931 

(0.201) (0 .414) 

0.119 
(0.0이)*** 

0.325 

(0.030).* 

30 30 

0 ‘ 576 0451 

여~44卷 第2號

3 

2.096 

(0.205) 

-0 .089 

(0.280) 

-0 .302 

(0.855) 

-0.309 

(0.770) 

-0 17 

(0.023)** 

30 

0.506 

,il:: 꺼|파 liïl~ili式은 모두 OLS lill페괴이디 . 괄호 안의 수치는 p값볼 나타내고 *’ •• • •• 는 각각 유 

의도 10% , 5% , 1% 수준욕 나타낸다. 

〈싹: 3) 및 <iS:: 4)에서 보였딘 각각의 결정 요인뜰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許와 ~If 

!뾰꾀은 모두 1% 수준에서， 그러고 論文과 創業·은 5% 수준에서 所得뺑加씬한에 아주 有意

한 JE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회귀의 첫 번째 단계에서 도구변수들이 통시에 지식/ 

기 숨성 과에 영 향을 미 치 지 않는다는 F검 정 의 빠M!I.~11낫ii兌이 껴.tt‘&1% 수준에서 #싣페l되 었 

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에서 도구변수와 소득증가융 회귀식의 i많양:따 간에 상판성이 없 

다는 過皮織別해1]約檢定의 때iI1!\~11섯않은 기각되지 않아 사용된 도구변수들이 모두 타당함올 

보여 주었다. 

다음으로， <表 9)의 모형 5와 모형 6은 이 네 가지 뜰 한데 통합한 횟r1쐐/技術成果와 經

濟成광 간의 관계를 보여 주는데， 모형 5는 대졸비용파 컴퓨터수를 도구변수로 사용했을 

때의 결과를 나타내고 모형 6은 大후比率과 企業의 따f究껴R發^n~흘 도구변수로 사용했 

을 때의 결과를 나타낸다. 知，細/技術}찮果는 두 경우 모두 1% 수준에서 아주 유의하게 

작용하며 회귀계수의 크기는 0.711파 0.788 사이에서 변화한다. 두 검정 또한 모두 만족 

스러운 결과를 보여 사용된 도구변수들의 적정성올 찰 셜명하였다. 知，細/H(術成果와 -

A체 )i}r得增加率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할 괜반 아니라 경제적인 효과도 현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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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9) 知識/技術成果와 經濟成長

모형 2 3 4 5 6 

r&i每地域더미 0.566 0.942 1. 070 0.991 0.900 0.956 

(0.170) (0.039)** (0.004)*** (0.020)** (0.018)** (0.013) ** 

文홉率 -0 .084 -0 .056 -0 .104 -0 .091 -0 .088 -0 .086 

(0.001)*** (0.041)** (0.000)*** (0.002)*** (0.000)*** (0.001)*** 

初期所得 0.066 0.016 0.051 0.066 0.056 0.051 

(0.117) (0.729) (0.221) (0.193) (0.181) (0.223) 

A口增加率 -1. 448 -1. 271 -0 .899 -1. 114 -1. 150 1 129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特許 1.247 

(0.003)*** 

論文 0.959 

(0.018)** 

新製品 0.673 

(0.004)*** 

創業 0.469 

(0.021) ** 

知識/技術成果 0.788 0711 

(0.005)*** (0.010)*** 

觀測f直 31 31 31 31 31 31 
R2 0.707 o 527 o 682 0.601 0.692 0.693 

F檢定(p값)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過度識別옮IJ約檢定ψ값) 0.90 0.58 048 0.94 045 o 66 

OLS 結果 1.052 0.423 0.507 0.309 0.726 0.726 

(0.002)*** (0.050)** (0.003)*** (0.087)* (0.004) *** (0.004) *** 

註: 추정회귀식은 모두 2SLS 회귀식이다. 첫 단계 회귀방정식은 각각 (특허) = ßl (기업연구개발인 

원수) + ß2(컴퓨터수) + ε (논문) = 삐(대졸비율) + ß2(컴퓨터수) + ε: (신제품) = ßl(도서소비 

량) + ß2(정부과학기술투자) + e: (창업) = ßl(대졸비율) + κ(기업연구개발인원수) + e: (지식/ 

기술성과) = ßl (대졸비율) + κ(컴퓨터수): (지식/기술성과) = ßl (대졸비율) + ß2(기업의 연구 

개발인원수)이고 두 번째 단계 회귀방정식은 (일인당 소득증가율) = β(기본변수) + ß2(특허， 

논문， 신제품， 창업， 지식/기술성과의 예측치) + e이다. 괄호 안의 수치는 p값을 나타내고 * 
**’ ***는 각각 유의도 10% , 5% , 1% 수준을 나타낸다. 

다. 모형 5와 모형 6의 회귀계수의 크기가 말해주는 바 知識/技術成果가 標準偏差(0.67)

단위로 한 단위 이동하면 -A當 所得增加率은 해마다 0.48% 내지 0.53% 올라가는데 

이는 -A當 所得增加率 標準偏差(0.99%)의 절반이 된다. 이렇게 계산해 나가면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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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는 일인당 소득증가율에 5%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3.2.2.2. 知|짧/技術}iX; !R와 經ìf'i}n<; l호-~!핸m: 檢치; 

〈表: 10)과 〈表 11)은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으로 여겨지는 기타 변수들올 통제해봄으로 

써 持許， 新뾰品 및 통합된 知l細/技術成果와 經濟1&1호 간 관계의 안정성올 검증하게 된 

다. <表 12)는 짧本뼈j베 및 經濟成불의 代理행행數를 바꾸어 민감도를 검 중하였다. 

〈表 10)은 巨『때經j엠政策짧做들(1997년부터 2003년까지의 명균)을 통제하였올 때 위에 

서 얻은 결론의 안정성을 보여 준다. 먼저 輸出比펀을 통제하여 보았다. 이는 성 수출이 

성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의 모형 1, 모형 2 및 모형 3에서 

보듯이 ，險出比if(은 所得야얘n환에 아주 有‘意한 正의 영 향올 미 쳤다. 이는 수출촉진정 책이 

확실히 효과적인 정책임을 설명해 준다. 그러나 수출비중올 통제했을 때에도 知識/技術

}n<;* 변수뜰은 여전히 JíJí"1판빽加환.에 유의한 정의 영향올 미쳐 본 논문의 주요결과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득허， 신제품 및 통합된 지식/기숨성과의 껴·意水폐!이 원래는 모두 1% 

이던 것이 각각 10% ， 5% ， 5%로 떨어지고 맨iJ~ìH系數의 크기도 원래보다는 줄어들었을 뿐 

이다. 다음으로 外資比마올 통제하여 보았다. 이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성 GDP에서 차지 

하는 비왈로 측정하였다. 그 결파 득허， 신제품 및 통합펀 지식/기술성과는 모두 1% 수 

준에서 계속 유의하게 작용하나 외국인 투자는 이 기간 소득증가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l폐쥐J:~m을 통제하여 보았다. 국유비중은 한 지역의 民營化

정도를 반영하는데 국유비중이 높올수록 민영화 정도가 낮고 경제성장에도 불리하다. 중 

국정부가 국가기구개혁 추진에 힘을 기울이는 것도 이렌 맥락에서이다. 회귀결파가 보여 

주는 바 |때有比따은 확실히 경제성장에 부의 영향올 미쳤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는 

단순히 국유비중을 감소시키는 것 자체가 소득증가율올 촉진시키는 것은 아님을 셜명해 

준다(Lee (l 996)) . 종합적으로 모든 회귀에 걸쳐 횟u淑/技術}n<;果 변수들은 댐·通股小自乘法 

과 i다광앵쩡數回職에서 모두 끼·찮한 正의 영향올 미쳤올 뿐만 아니라 회귀계수의 크기는 

보홍최소자숭법과 도구변수회귀 사이에 큰 변화가 없다. 또한 회귀의 첫 번째 단계에서 

도구변수들이 동시에 지식/기술성파에 영향올 미치지 않는다는 F검정의 귀무가설이 1% 

수준에서 기각되었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에서 도구변수뜰이 짜1 ，쐐1ft術成짜에 대한 영 

향올 떠나 직접 소득증가율에 영향올 미치지는 않는다는 파도식별제약검정의 귀무가셜은 

기각되지 않아 사용원 도구변수들이 타당함을 설명하였다. 

〈表 11)에서는 뿔磁뼈않과 기타 변수(2000년 데이터)블 용제하여 보았다. 왜냐하면 기 

초시셜은 知識/技術成없와 'Å햄; 所得빽지u率 양자 모두에 영향올 미치기 때문이다. 우 

선 모형 1, 모형 2, 모형 3에서 일인당 철로소유량올 똥제하여 보았다. 이는 지역의 철로 



〈表 10) 知識/技術成果와 經灣成長. 政策變數를 統制한 結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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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 

(0.000)*** 
0.029 

(0.417) 
-1 643 

(0.000)*** 
0.655 

(0.064)* 

모형 

i읍j每地域더미 

A口增加率

文롭率 

初期所得

特許

o 683 
(0.004)*** 

0.676 
(0.004)*** 

0484 
(0.035)** 

新製品

0.862 
(0.004)*** 

0.778 
(0.005)*** 

0.591 
(0.013)** 

0.036 
(0.002)*** 

知識技術成果

0.028 
(0.035)** 

o 036 
(0.003) *** 

輸出比重

t。

。1

0.062 

(0.329) 
-{).025 -{).008 -{).018 
(0.259) (0.707) (0.417) 

31 31 31 31 31 31 31 31 31 
0.799 0.765 0.797 0.721 0.685 0.705 0.727 0.682 0.698 
0.000 O.α)() 0.000 0.000 0.000 0.000 O.애o 0.000 0.000 
0.89 0.85 0.29 0.75 0.52 0.54 0.75 0.56 0.85 
0775 0.329 0.548 1. 017 0.484 0.701 1.183 0.513 0.776 

(0.007)*** (0.037)** (0.009)*** (0.002)*** (0.006)*** (0.005)*** (0.001)*** (0.004)*** (0.003)*** 

註’ 추정회귀식은 모두 2SLS 회귀식이다. 첫 번째 단계의 회귀방정식은 각각 (특허) = ßl (기업연구개발인원수) + ßz(컴퓨터수) + e; (신제품) 
= β1 (도서소비량) + ßz(정부과학기술투자) + e; (지식/기술성과) = β1 (대졸비율) + ßz(컴퓨터수)이고 두 번째 단계의 회귀방정식은 (일인당 
소득증가율) = ßl (기본변수) + ßz(특허， 신제품， 지식/기술성과의 예측치) +ß:X +e이다. 여기서 X는 일련의 통제변수이다. 괄호 안의 수 
치는 p값을 나타내고 * ** ***는 각각 유의도 10% , 5% , 1% 수준을 나타낸다. 

o 032 
(0.631)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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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資比重

國有比重

觀測↑直
R2 

F檢定(p값) 

過度識別制約檢定(p값) 
OLS 結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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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1> 知議/技術成果와 經濟成長: 흉흉施設 및 其他쫓數롤 統힘j한 結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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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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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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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 

0.039 
(0.454) 
-{).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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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6 
(0.062)* 
-{).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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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6 
(0.580) 
-1. 336 

(0.α)()) *** 

1.213 
(0.00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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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α)())*** 

0.045 
(0.298) 
-1. 236 

(0‘αl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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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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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6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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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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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99 0.765 0.797 0.721 0.685 0 ‘ 705 0.727 0 ‘ 682 0.698 
O.α)() O.α)() 0.000 O.α)() 0‘ α)() 0.000 O.αlO O.αlO O.α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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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75 0.329 0.548 1. 017 0.484 0.701 1.183 0.513 0.776 

(0.007)*** (0.037)** (0.009)*** (0.002)**' (0.006)"* (0.005)*" (0.001)*** (0.αμ)"* (0.003)'" 

註: 추정회귀식은 모두 2SLS 회귀식이다. 첫 번째 단계의 회귀방정식은 각각 (특허) = ßI(기업연구개발언원수) + ß2(컴퓨터수) + e; (신제품) 
= β(도서소비량) + ß2(정부파학기술투자) + e: (지식/기술성과) '" ßl(t!l졸비율) + ßz(컴퓨터수)이고 두 번째 단계의 회귀방정식은 (일인당 
소득증가율) = ßl(기본변수) + ß2(특허. 신제품. 지식/기술성과의 예측치)+ß)( +e이다. 여기서 X는 일련의 통제변수이다. 괄호 안의 수 
치는 p값을 나타내고 * ** ***는 각각 유의도 10% ‘ 5%. 1% 수준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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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2> 知識/技術成果와 經濟成長: 敏感度 檢定

1996~2003년 1998~2003년 주민소비증가율 

모형 1 2 3 4 5 6 7 8 9 

治海地域더미 0.305 0.866 0.617 o 631 1.081 0.941 0.958 1. 365 1 208 

(0.443) (0.012)** (0.079)* (0.163) (0.007)*** (0.025)** (0.005)*** (0.000)*** (0.000)*** 

文홉率 -{).062 -{).087 -{).069 -{) 093 -{).109 -0 .096 -{) 088 -{) 103 -{) 089 

(0.006)*** (0.001)*** (0.003)*** (0.000)*** (0.000)*** (0.001)*** (0.005)*** (0.003)*** (0.006)*** 

初期所得 0.094 o 080 0.090 0.046 0.031 0.035 -{) 045 -{) 108 0.084 

(0.025)** (0.051)* (0.028)** (0.314) (0.481) (0.441) (0.800) (0.568) (0.653) 

A口增加率 -1. 459 -{)817 -1 141 1 483 -1. 000 -1. 215 -{) 534 -{) 043 -{) 291 

(0.αJO)*** (0.000)*** (0.000)*** (0.000)*** (0.000)*** (0.000)*** (0.037)** (0.835) (0.195) 

特許 1. 452 1. 099 1.137 

(0.001)*** (0.012)** (0. (01)*** 

新製品 0.830 0.584 0.670 

(0.000)*** (0.018)** (0.003)*** 

知識/技術成果 1. 025 0.673 0787 

(0.000)*** (0.024)** (0.003)*** 

觀測f直 31 31 31 31 31 31 31 31 31 

R2 0716 0.701 0.718 0.674 0.648 0.646 0.723 0.686 0.695 

F檢定(p값)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過度識別制約檢定(p값) 0.58 0.87 0.53 o 89 0.37 0.58 0.66 0.51 040 

OLS 結果 1. 199 0.613 0.882 o 999 0.467 0.648 1.104 0.534 0747 

(0.000)*** (0.000)*** (0.000)*** (0.005)*** (0.011)** (0.016) ** (0. (01) *** (0.002)*** (0.002)*** 

tv 

--J 

註. 추정회귀식은 모두 2SLS 회귀식이다. 첫 번째 단계의 회귀방정식은 각각 (특허) = ß，(기업연구개발인원수) + ßz(컴퓨터수) + e: (신제품) 
= ß，(도서소비량) + κ(정부과학기술투자) + e: (지식/기술성과) = ß, (대졸비율) + κ(컴퓨터수)이고 두 번째 단계의 회귀방정식은 1~6은 
(일인당 소득증가율) = ß, (기본변수) + κ(특허， 신제품， 지식/기술성과의 예측치) + e이고 7~9는 (일인당 주민소비증가율) = β(기본변 
수) + ßz(특허， 신제품， 지식/기술성과의 예측치) + e이다. 괄호 안의 수치는 p값을 나타내고 * ** ***는 각각 유의도 10% , 5% , 1% 수 
준을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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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노정 (2)(km)을 지역인구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그 결과 통합된 잇lI i없/H(術成果에서 

철로소유량이 10% 수준에서 소득증가율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 외 將폐:와 新製品에 

서는 유의한 영향올 미치지 못하였다. 지식/기술성과 변수들은 모두 )% 수준에서 유의 

하였다. 모형 4, 5, 6에서는 일인당 도로소유량을 통제하여 보았다. 이는 지역의 고속， 1 

급 빛 2급 도로노정 (3)(km)올 지역인구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그 결과 도로소유량은 유의 

하게 작용하지 못하였고 知識/技術J}X.果 변수뜰은 1% 유의수준올 유지하였다. 모형 7, 8, 

9에서는 인구밀도를 통제하여 보았다. 이는 전체 성 인구를 성 면적 (km2 )으로 나누어 측 

정하였다. 그 결파 인구띨도도 유의한 영향올 보이지 못하였고 知l熾거￡術JJX，없는 계속 유 

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세 회해 중 어느 것도 知짧/t!t術J}X.果 변수플의 회귀계수를 크 

게 떨어뜨리지 않았다. 또한 두 검정의 결과는 사용된 도구변수의 타당성을 다시 한 번 

증명해 준다. 

〈表 12)는 做感않를 검증하기 위해 ’A’펌 ~Jf짜빽川l쇄l의 렌4‘~WJlljJ파 웬洲JR，홉의 指標

블 달리한 결파다. 모형 1-모형 3은 표본기간을 1996-2003년， 모형 4-모형 6은 표본기 

간을 1998-2003년으로 하였을 때의 결과플 보여 주는데 싸에서 보는 바와 길이 知識/技

術JR，싸 변수들은 두 경우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소득증가율애 미치는 셋11 ，빠111術成果의 

영향이 시작연도에 민감하지 않음을 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모형 7-모행 9에서 경제성 

장의 지표륜 GDP가 아닌 주민소비로 대체해 보았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GDP수치를 경 

제발전의 지표로 하면 비공식적 경제활동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Beck and 

Laeven(2004) J. 왈론 비공식적 경제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올이 일정한 나라들에 

는 이런 문제가 존재하지 않지만， 중국과 같은 이행경제의 한 가지 특정은 비공식적 경제 

의 급속 성장이다[Johnson et al. () 997) , Schneider and Enste(2α)())]. 따라서 일인당 GDP증 

가율에 초점올 맞추변 경제성장올 과소맹가할 가농성이 있다. 한편， 비공식적 경제와 지 

식/기술이 센샤|빼關係(혹시 티베드가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올까?)에 놓여 있으면 GDP 

중가융 회귀는 J~.向偏倚플 갖게 되어 써|淑/技術JR.* 뺏뼈의 회귀계수가 실제보다 커지게 

된다. 일인당 주민소비증가왈올 지표보 쓰면 비공식적 경제 포작의 실패룹 어느 정도 줄 

(2) 철로영업노정이란 숭객괴· 화잔 훈송업푸륜 담당하는 천료 본선의 총 길이륜 가리킨다 전 구간 

휴온 부분 구간이 복선 혹은 그 이상으료 되어있윤 경우 제 l션의 1!지!길이로 계산한다， 복선， 

교차선. 욕연용도선 및 운송비판 계산하지 않는 연락선은 영엮노정애 계산되지 않는다〔國家統 

ìJl딩(1 994. p. 488)). 
(3) 도료노정이란 일정한 시기 내에 〈도로공정기술표준JTJOI-88)규정에 부합된 둥규도로로서 도로 

주판부문의 공식적인 검수판 거쳐 사용이 허가된 도쿄노정수판 가리킨다([때*統，:1 局(1994. p.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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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는 시장기반의 소비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모형 7, 8， 9에서 

보다시피 지식/기술성과는 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4. 結 論

改章開放을 실시한 28년간 中國經濟는 高速成長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런 고속성장 

도 각 지역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는 知識/技術成果에서도 나타나는데 北京

이나 上海 같은 지역은 특허수도 많고 논문도 많아 지식/기술성과가 두드러지지만 많은 

서부지역은 그렇지 못하다. 한편， 중국의 경제성장을 놓고 많은 학자들은 주로 經濟政策

이나 改華戰略 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해 왔다. 

본 논문은 중국의 31개 성， 직할시， 자치구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중국의 경제 

성장에 미치는 知識/技術成果의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우선 

國家童新體制 개념을 도입하여 知識/技術成果 變數들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지역인 

구 중 대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기업의 연구개발인원수， 컴퓨터수， 도서소비량， 정부의 

과학기술지출비중， 기술거래비율 등 변수들이 지식/기술성과 변수들의 결정요인으로 확인 

됨으로써 國家혹을新體制이론이 실증되었다. 통합된 지식/기술성과 변수를 놓고 볼 때 그 

의 안정적인 결정요인으로 大쭈比率， 컴퓨터수， 그리고 企業의 厭f究開發A員數를 들 수 

있는데， 이 세 변수는 함께 지식/기술성과 변동의 88%를 설명해 준다. 다음으로 본 논문 

은 이런 변수들로 설명된 知識/技術成果 變數를 다시 1997년부터 2003년까지의 일인당소 

득증가율과 연결시켰는데 유의한 정의 관계를 발견하였다. 이 관계는 거시경제정책， 기초 

시설 및 기타 변수를 통제했을 때에도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소득증가율의 시작연도 및 

경제성장지표를 달리했을 때도 결과는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편， 1991년의 知識/技術成果

變數와 1988년부터 1993년까지의 일인당 소득증가율을 연결시켰을 때는 유의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즉， 이 시기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지식/기술성과 변수 

들이 아니라 전통적인 경제정책 변수들이었다. 

그러나 보다 최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中國의 經濟成長에서의 知識/技術의 중요성 

을 확인하여 준다. 즉， 보다 최근에 와서는 지식/기술성과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가 일부 

정책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 및 기초시설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보다 더 강한 것으로 나타 

났다. 정책에서 輸出比重은 유의하게 나타나 수출촉진정책의 효과를 실증하였으나 外資

比重과 國有比重은 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基魔施設에서 일인당 철 

로소유량은 때론 유의하게 작용하였고 일인당 도로소유량은 유의하게 작용하지 못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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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것JJ織技術}綠는 모든 경우에 시종 유의하게 작용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개혁이후 中!떼의 經濟成용의 성격이 초기에는 외자도입， 국유비중 감소 

둥 i않핸:開放政策에 기반한 성장에서， 후기에 들어 외자도입보다는 쩌l淑Ifx術， 文홉率 퉁 

이 더 중요해지는 知織에 기반한 성장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서 올大學校 經濟學끔l‘ t싸士F싸程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립동 산 56-1 

전화: (02)881-5654 

E-m따1: buyongkim@hanmai l.net 

서 올大學校 經濟뺑꼼IS 敬授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전화: (02)880-6367 

꽤스 (02)886-4231 

E-mail: kenneth@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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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錄 1> 基本統計量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소득증가율 31 8.31 0.99 5.61 10 01 

연해지역더미 31 0.35 0.49 000 1.00 

초기소득 31 6.58 0.62 5.71 8 62 

문맹율 31 8.27 5.69 3.79 32.50 

인구증가율 31 104 0.68 0.32 2 86 

특허 31 000 0.63 -{) 50 2 29 

논문 31 0.00 0.71 -1. 63 2.27 

신제품 31 0.00 0.81 -2.01 2 12 

창업 31 000 0.89 -{) 57 3.92 

지식/기술성과 31 0.00 0.67 -{)77 224 

대졸비율 31 5.39 3 92 0.32 20 42 

도서소비량 31 22.66 14.49 0.26 71.84 

정부교육투자 31 15 .45 2.42 10.83 20 48 

정부과학기술투자 31 1. 74 0.67 0.56 3 18 

기업연구개발인원수 31 2.81 2 61 000 12 28 

기업연구개발지출 31 0.64 0.34 000 1.96 

기술거래비율 31 0.65 0.92 000 5 09 

컴퓨터수 31 9.29 7.13 100 32.10 

전화수 31 43.13 22.30 6.49 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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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錄 2) 單純相關關係表

컴퓨 

터수 

도서 정부과 R&D 기술거 

소비량 기투자 인원수 래비율 

대졸 

비율 

지식/기 
;;:J.C>j 
。닙 술성과 

딴
 짧
 

뺑
 

문
 

지
 
미
 

체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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η
 

여
.
 여
「
 

초기 

까:....!드 -'- , 

A、E드 -‘-, 
증가율 

신제풍 

0.335 

0.381 

논
 

특허 

0.490 

-{).1l5 -{).301 -{).304 

￥
녕
 ’
경
’
 
‘
확
 흡
 

0.537 

0.657 

0 ‘ 774 

0384 

0362 

0.649 

0.677 

0.411 

0.841 

0.667 

0.748 

0.818 

0.821 

0.390 

0.717 

0.797 

0.818 

0.864 

0.480 

0.865 

0.752 

0.915 

0.813 

0.881 

0.303 

0.931 

0.640 

0.695 

0.613 

0.579 

0.650 

0.595 

0.638 

0.563 

0.785 

o 377 

0.615 

o 773 

0.539 

0.580 

0247 

o 567 

0.607 

0.626 

o 589 

0.712 

0.669 

0.837 

0.935 

0.851 

0.802 

0.521 

0.754 

0784 

0.081 

0.606 -{).163 0.672 

0.430 0.031 0.486 

0.292 -{).386 0.089 

0.426 -{).258 0.472 

0.502 -{).242 0.488 

0.425 -{).386 0.612 

0.514 -{).401 0.414 

0.650 -{).5 1O 0.162 

0.449 -{).334 0.300 

o 375 -{) 268 0 485 

0.586 -{).419 0.612 

0.718 -{).423 0.562 

0.348 -{).363 -{). 115 

0.161 -{).029 

0.217 0.052 

0.316 -{).025 

0.057 -{).188 

0.212 -{).071 

-{).134 -{).239 

0.089 -{).037 

0 ‘ 369 0.303 

0 ‘ 217 -{).151 

-{). 114 -{).1l0 

0.067 0.185 

0.195 0.148 

초기소득 

연해지역더미 

문맹율 

인구증가율 

특허 

논문 

신제품 

창업 

지식/기술성과 

대졸비율 

도서소비량 

정부과기투자 

R&D인원수 

기술거래비율 

컴퓨터수 

전화수 0839 

0.717 

0.666 

0692 

0.820 

0.816 

0.853 0.799 

0.643 

0.627 

0.84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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