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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국의 기술능력과 국가 간 기술추격 실태를 악하기 하여 

USPTO 등록특허의 양 , 질  지표를 분석하 다. 기존의 설문조사에 의한 주  평가와 달리 

실제 데이터에 기반한 객 인 분석이라는 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능력의 격차는 특허 수에서 매우 크지만 방인용 회수나 향력 지수에서 그 보다 작은 것으

로 나타났다. 특허 수나 방인용 회수, 향력 지수의 모든 면에서 한미 간 격차가 한일 간 격차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은 특허 수에서 미국, 일본, 한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 을 보이고 있

는 반면 방인용이나 향력에서는 한국에 근  추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재 시 에서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최근 국의 기술추격이 강한 만큼 향후 우리에게 

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한 본 연구에서 밝 진 비교 상 국가 간 기술추격의 성과는 이

미 알려진 시장추격의 성과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시장추격과 기술추격의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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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중국의 추격이 거세다. 최근 중국은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한 한국뿐 아니

라 선진국 미국, 일본 등과 대등하거나 우월한 수준으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

다. 중국의 급부상은 한국의 주요 산업들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으며 중

국의 추월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2013)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주요 산업이 5년 내 중국에 추월당할 가능성은 조선(41.1%), 정보통신

(38.1%), 섬유(31.1%), 철강(29.1%), 자동차(28.5%) 순으로 집계되었다. 또

한 우리 기업들은 일본과 중국에 낀 샌드위치 신세가 앞으로 더 악화되거나 

(47.7%) 비슷할 것(32.1%)이라고 전망하였다.

산업연구원이 2002년 이후 지속하고 있는 미시산업통계 4차 조사(2012)

에서도 한국 제조업의 기술개발 수준을 비교적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

에 의하면 한국 제조업의 전반적인 기술수준은 조금씩 상승하고 있지만 대중

국 기술격차는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지난 4회의 조사에서 기술격차의 연수

가 4.7년→4.0년→3.8년→3.7년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몇몇 산업에 있어서 선발국과 후발국 간의 추격 구도는 매우 역동적이다.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쳐 전자, 자동차 등 분야에서 일본이 미국을 추격 

내지 추월한 데 이어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의 일부 산업들이 일본의 경

쟁상대를 뛰어넘어 세계 일등 산업으로 도약하였다. 다시 근년에는 중국이 

기존 주력산업이나 신 성장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을 맹렬히 추격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Lee and Ki(2013)는 산업의 국가 간 추격에 있어서 하나의 추격 사례에 

그치지 않고 연속적으로 추격이 이루어지는 현상에 주목하였고 이를 추격의 

사이클이라고 명명하였다. 여기에 해당하는 산업들은 자동차, 철강, 조선, 

TV, 반도체, 카메라, 휴대폰, 와인, 제트기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

다. 이들의 산업에서는 선발국에서 여타 선진국으로 이후 개도국 또는 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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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으로 주도권이 이전되었음이 관찰되고 있다.

Lee and Lim(2001)은 기술체제와 기술추격의 관점에서 실제 추격활동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규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추격을 시장추격

과 기술추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후발자가 선발자를 추격함에 있어서 일

시적으로 시장성과가 향상될 수 있지만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시장의 지위 

즉 점유율이 높아진다면 이는 시장추격에 그치지 않고 기술추격이 이루어지

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필자의 선행연구(2013)에서는 한국, 일본, 미국, 중국 4개국 사이의 시장

추격 현황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한국의 대일과 대미 추격 그리고 중국

의 대한 추격을 점유율과 위협유형으로 분석한 결과 1990년대 후반과 2000

년대 전반에 한국의 대일 추격이 크게 진전되었던 반면 대미 추격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었고 동 기간 중 중국의 대한 추격은 한국의 대일 추격 이상으로 

본격화되었음이 보고되었다.

본 연구는 상기 선행연구의 후속연구라고 할 수 있다. 동일한 국가를 대상

으로 하되 시장추격이 아닌 기술추격의 관점에서 4개국의 추이나 수준을 기

술능력의 잣대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시장추격 분석 때와 달리 점

유율이나 위협유형의 측정도구를 사용할 수 없는 관계로 USPTO 등록특허

를 기술능력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였고 이를 몇 가지 조작적인 변수로 전환하

여 양적, 질적 기술능력의 비교를 시도하게 되었다.

추격성과는 시장추격과 기술추격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시장추격은 무역

의 성과 즉 수출액이나 증가율, 시장점유율 또는 그 변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기술추격의 분석은 기술체제라는 관점에서 어떠한 기술적 속성을 가진 

경우에 추격이 용이하거나 어려운지 접근할 수 있는가 하면 기술능력의 관점

에서 특정 산업이나 부문에서 기술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접근할 수도 있다. 

기술능력은 어떠한 기술적 성과를 가져오는 총체적인 지식, 노하우의 축적이

라고 볼 수 있다(OECD, 1992).

본 연구의 의의는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시장추격이 아닌 기술

추격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이미 언급하였다. 둘째, 기술적인 측면을 분석

함에 있어서 기술체제가 아닌 기술능력을 대상으로 하였다. 상기 Le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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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2001)에서는 기술체제의 관점에 입각하여 추격의 요인을 분석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술능력에 주목한다는 것이다.

셋째, 기술능력을 측정함에 있어서 설문조사에 의한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

라 실제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인 분석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차별화 포

인트라고 할 수 있다. 관련된 사항은 II절에서 후술하겠지만 기술능력에 관한 

조사설계는 전문가 의견조사와 실제 데이터분석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설문

조사와 데이터 분석은 각각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

앞서 언급한 중국의 추격에 관한 보도내용들은 전형적으로 전문가나 담당

자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입각한 조사결과로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당

시의 분위기나 정책 기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실제 기술능력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의 수집이나 분석에 어려움이 따르

기는 하지만 주관성 개입이나 분위기 영향의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II. 기술능력과 특허분석

1. 기술능력 개관

특허통계를 활용한 기술능력 분석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살펴볼 것이므

로 특허 이외의 기술능력 추이에 관해 조사한 주요 연구자료들을 소개하기로 

한다. 최근 혁신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혁신기업 순위발표가 이어지

고 있다. Forbes는 2011년부터 3년째 100대 혁신기업을 발표하고 있다. 

2013년 발표에 의하면 한국기업은 하나도 없고 일본기업 11개, 중국기업 5

개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유사한 혁신기업 순위조사로서 Fast Company의 50대 혁신기업, 

Business Week과 Boston Consulting의 50대 혁신기업, Booz and Company

의 700개 혁신기업, Thomson Reuter의 세계 100대 혁신기업 등이 있다. 성

격은 유사하지만 발표 자료에 포함된 국가별 기업 수나 기업들의 순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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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 않은 차이가 있어서 신뢰성은 다소 떨어진다고 보여진다.

미국 국립과학재단 이사회(NSB)는 격년제로 발표되는 2012년 과학공학지

표에서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 R&D투자가 사상 처음으로 미국을 

앞질렀음을 보고하였다. 미국의 비중은 31%로서 아시아 10개국 비중합계 

32%보다 낮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과 한국의 R&D 투자금액이 매년 20%, 

10% 이상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R&D 관련하여서는 이외에도 유력한 자료들이 발표되고 있다. 먼저 Booz 

and Company는 세계 1000대 R&D 지출기업 순위를 조사함과 동시에 그 

기업들이 여타 기업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은 혁신성과를 시현하고 있음을 분

석하였다. 2013년에 발표된 R&D 투자 선두 20순위에서 한국은 삼성전자 1

개, 일본 4개, 미국 8개, 유럽 7개를 기록하였다

영국 정부가 선정 발표하는 R&D 스코어보드는 1991년부터 조사를 시작

하여 점차 대상기업을 확대하였고 세계 및 영국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R&D 투자와 관련통계를 발표한다. 2010년 자료에 의하면 글로벌 R&D 

1000대 기업에 포함된 기업 수는 한국 23개, 미국 339개, 일본 119개, 중국

16개이다. 산업별로는 전자 및 전자장비 산업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

으나 의약, 바이오, 우주 산업에서 한국기업은 하나도 순위에 오르지 못했다.

OECD가 발표하는 과학기술산업 스코어보드 역시 매우 영향력 있는 자료

로 통용된다. 2013년 자료에서 한국은 GDP대비 R&D 집약도, 민간기업 

R&D 투자의 GDP 대비 비율, 인터넷 접속속도에서 2위를 차지하였고 정부

의 민간 R&D 지원 비율, 무선인터넷 가입 비율에서는 4위를 차지하였다. 

한국의 관련통계는 선진국 대비 높은 순위를 차지하여 근년 혁신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와 같이 R&D 능력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혁신 활동이

나 경쟁력 수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편이다. 특히 전통적으로 

강점을 보여온 산업이나 부문들에서 선진국 대비 기술능력이 저하하거나 후

발국 대비 격차가 축소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지적들은 대부분 전문가 대상의 설문조사에 의존하고 있어 객관성이 결여되

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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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산업연구원(2012).

<그림 1> 한국과 중국의 기술격차

예를 들어 전술한 산업연구원 미시산업통계에서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분

석한 조사는 해당분야의 담당자들에게 몇 개의 선택지를 주고 응답의 비율을 

취합하는 방식에 의해 진행되었다(<그림 1> 참조). 이러한 방식은 보편적인 

것으로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3)이 ICT산업에서 한국과 중국 간 기술격

차가 2008년 3.3년에서 2010년 2.5년으로 축소되었고 일부 부문에서는 추월

의 경우도 있다는 분석을 하였는데 이 역시 같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특허분석의 의의와 방법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연구방법으로서 설문조사가 아닌 데

이터분석을 사용하게 될 것인데 이 경우 기술능력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에는 투입 측면에서 보면 R&D의 금액이나 비율, 산출 측면에서 

보면 논문이나 특허가 있을 수 있다. 이중에서 본 연구는 최근 활용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특허자료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특허는 국가나 기업의 기술능력이 가져온 결과로서 등록된 특허의 수나 

인용도, 영향력 등 다양한 변형으로 분석이 시도되고 있다. 특허를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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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각국의 국내특허가 아닌 국제특허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표적인 국제특허는 유럽특허청(EPO)과 미국특허청(USPTO)의 특허로 나

누어지는데 해외사업이나 국제경쟁력의 관점에서 상징성을 갖는 미국특허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OECD(2008)는 특허기반의 통계가 혁신시스템이나 경제성장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지표라고 간주하고 주요 지역별, 산업별 특허 추이를 분석하였

다. 유럽특허청, 미국특허청, 일본특허청에 모두 등록된 삼각특허군(triadic 

patent families)의 건수를 집계한 결과 1990년대 이후 전세계적인 특허건수

가 급증하고 있고 미국, 일본, 독일, 한국,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가가 삼각

특허를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ICT 분야의 특허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Kortum and Lerner(1999)는 미국특허청 등록특허 중 미국인 발명가에 의

한 특허 출원 및 등록이 1985년 이후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 

주목하고 그 원인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과

의 비교 및 미국 국내 환경의 분석을 통해 특허 급증이 관련제도의 변화에 

기인한다는 통설을 부정하고 연구관리 변화로 인한 혁신활동 증가에 기

인한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Song(2006)은 상기 연구를 한국에 적용하여 한국의 미국특허청 등록특허 

수가 1990년대 이후 급증하고 있는 원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였다. 기

술기회, 지적재산권 보호정책, 산업고도화, 기업전략의 네 가지 관점 별로 특

허 급증의 원인을 추적한 결과 다른 요인들은 관련성이 약하고 기업전략 관

점만이 한국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특허관련 기존연구의 토대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비교대상 국

가들의 미국특허청 등록특허 및 그 변형을 이용하여 특허분석을 시도함으로

써 기술능력의 국제비교를 진행하게 될 것인데 이때 사용된 구체적인 분석방

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비교대상 국가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의미를 갖

는 기술분야가 무엇인지 식별을 하였다.

특허전문 DB인 DWPI를 이용하여 각국의 연도별 특허통계로부터 총 43

개의 공통 부문을 지정하였다. 여기서 사용된 특허코드는 미국특허 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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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PC)인데 미국특허 분류는 2002년 개정 기준으로 대분류(클래스) 460개, 

중분류(서브클래스) 150,000개로 구성되어 있다. 선정된 43개 부문은 기간별

로 비교대상 국가 전체의 특허 수 가운데 60% 내외에 해당하여 대표성을 가

진다.

43개 주요 부문에 대해 1991년부터 2010년까지 20년간의 국별 등록특허 

수를 추출함과 동시에 Fleming and Sorenson(2004)에서와 같이 특허의 중

요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전방인용(forward citation) 회수를 조사함으로써 특

허의 질적 측면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또한 특허의 질적 측면을 분석하는 도

구로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Karki, 1997) 영향력 지수도 함께 분석하기

로 하였다.

영향력 지수(current impact index)는 해당 특허가 최근 몇 년간 타 특허

에 의해 인용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 값이 클수록 새로 등록된 특허

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할 수 있고 해당 기술분야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영향력 지수의 계산에 있어서 최근 몇 년간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20년의 기간을 5년간씩 끊어

보기로 하였다.

이렇게 되면 특허 등록시점을 중심으로 최근 5년에 걸쳐 해당 코드에서 

전체 전방인용 비율에 비해 특정국 특허의 전방인용 비율이 어느 정도 수준

인지 알 수 있게 된다. 영향력 지수가 1이면 평균적인 전방인용도, 1 이상이

면 평균 이상, 1 이하면 평균 이하의 전방인용도 즉 영향력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43개 부문에 대해 산출되는 구체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특정 연도 A국 전방인용도×특정 연도 A국 등록 특허 수)
CII=                                                    
                   연도별 등록특허 수 합계

　
                        전체(A국) 전방인용 회수
전체(A국) 전방인용 비율=                      
                         전체(A국) 등록특허 수

　
　               A국 전방인용 비율
A국 전방인용도=                  
                 전체 전방인용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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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IT NT BT 수송 화학 기타

개수 24 6 2 1 4 6

<표 1> 분석대상 주요 부문의 산업 분류

한편 43개 주요 부문의 산업별 분포도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특허 분류와 산업 분류를 연계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미국특허 분류는 국

제 특허분류는 물론 산업 분류와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 연구에서 

특허 분류와 산업 분류를 일치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이를 본 연구에 적

용하기에는 많은 난관이 있다.

Hirabayashi(2003)에는 하나의 특허 코드에 국제특허나 산업분류가 복수

로 지정되어 있고 각각 대응할 확률이 주어져 있다. 따라서 일대일로 특허항

목을 일치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을 위

해서는 미국특허를 국제특허로, 국제특허를 산업분류로 전환시켜야 하는데 

이는 현실성이 지극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hoi et al.(2004)이 제시한 연계방법을 원용하여 43개 특

허 부문을 약식의 산업 분류로 전환하여 보기로 하였다. 화학, 기계, 자동차, 

IT, BT, NT의 6개 유형으로 코드매치를 해본 결과 각국의 주요 특허라는 

속성을 반영하여서인지 절반 이상이 IT에 속하게 되는 등 분포가 골고루 이

루어지지 않았다(<표 1> 참조). 이로 인하여 43개 주요 부문의 산업별 속성

은 분석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이하 3절에서는 기술능력의 양적 지표로서 특허통계의 장기 추이, 주요 부

문 특허 수와 부문별 현황을 관찰하게 될 것이고 질적 지표로서 전방인용 회

수, 영향력 지수를 산출하여 분석하게 될 것이다. 이하의 내용은 분석방법 자

체가 복잡한 것은 아니지만 취급하는 데이터의 양이 매우 많을 뿐 아니라 여

러 단계의 계산을 거쳐 추출된 결과임을 밝혀둔다.



88   김용열

III. 기술능력과 기술추격의 분석

1. 양적 지표

1) 특허통계의 장기 추이

본 연구의 분석기간이 1990년대 이후이지만 기술능력의 분석에서는 그 이

전부터의 장기 추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의 기술능력은 1990

년대 이후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커다란 격차를 갖고 있다. 따라서 그 이전에 비해 얼마나 다른 것인지

를 함께 고려해야만 기술능력의 향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표 2>는 미국특허청의 장기 데이터로부터 특허통계가 개시된 1963년 이

후 최근 2010년까지의 누적집계 기준으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의 특허 

수를 상위 10개국 순으로 나열하고 추가로 18위와 25위에 해당하는 중국과 

홍콩의 특허 수를 추출한 것이다. 197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주요 연

도의 특허 수 통계를 보면 순위나 추이가 매우 다이내믹하게 변해왔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표에서 보듯이 상위 10개국 중 1970년 기준으로 수백분의 일 내지 수 천

분의 일 수준에 불과하던 한국의 특허 수가 시간이 지나면서 비약적으로 증

가하여 2010년 현재 전 세계 8위에 오르는 성과를 기록하였다. 2010년 단일

연도 기준으로만 보면 한국은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4번째로 많은 미국특

허를 획득하였다. 중국은 홍콩을 합하더라도 예상 외로 특허 수가 적은 것으

로 나타났다.

상기 분석기간 중 특허 수의 연평균성장률을 계산해본 결과 한국은 

24.56%로서 같은 기간 비슷한 트랙을 밟았던 대만의 22.69%(특허 수 0이었

던 시기를 제외하고 1975년부터 산출)에 비해서도 높은 증가율을 시현하였

다. 기술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의 경우 연평균성장률이 각각 5.09%, 11.42%

에 불과하였고 후발국인 중국은 14.79%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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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2010

미국 47073(1) 37350(1) 47391(1) 55739(1) 85068(1) 74637(1) 107792(1)

일본 2625(4) 7124(2) 19525(2) 21764(2) 31295(2) 30341(2) 44813(2)

독일 4439(2) 5782(3) 7614(3) 6600(3) 10235(3) 9011(3) 12363(3)

영국 2954(3) 2406(4) 2792(5) 2481(5) 3662(6) 3142(6) 4302(8)

프랑스 1731(5) 2087(5) 2866(4) 2821(4) 3819(5) 2866(8) 4450(7)

캐나다 1068(7) 1083(7) 1859(6) 2104(6) 3419(7) 2894(7) 4852(6)

대만 0(12) 66(9) 732(9) 1620(7) 4670(4) 5118(4) 8239(5)

한국 3(11) 8(11) 225(10) 1161(8) 3314(8) 4352(5) 11671(4)

스위스 1112(6) 1266(6) 1284(7) 1056(10) 1322(10) 995(10) 1608(11)

이탈리아 571(8) 806(8) 1259(8) 1078(9) 1714(9) 1296(9) 1798(10)

중국 6(10) 0(12) 47(12) 62(12) 119(12) 402(11) 2657(9)

홍콩 8(9) 27(10) 52(11) 86(11) 176(11) 283(12) 429(12)

세계 전체 64429 61819 90365 101419 157494 143806 219614

자료: USPTO DB로부터 추출 및 계산
주: (  )는 연도별 12개국 간 순위

<표 2> 국별 특허의 장기 추이

그러나 기술능력의 비약적인 신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특허 수는 아직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누계 기준은 말할 것도 없

고 연도 기준으로 보아도 일본과 비교할 경우 1970년 말 1/100 수준에서 점

차 격차가 축소되어 10%, 15%대에 이르렀고 2010년 말 현재 1/4 수준에 도

달하였다. 중국의 경우에도 특허 수로 본 기술능력은 한국이나 선진국에 비

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 주요 부문 특허 수와 부문별 현황

먼저 국가 전체 특허 수와 주요 부문 특허 수의 비교는 <그림 2>와 같다. 

전체와 주요 부문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의 특허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과 일본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의 경우 주요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미국, 

일본과의 격차가 전체에 비해 작은 것이 사실이지만 격차 자체가 워낙 커서 

큰 의미를 갖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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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체와 주요 부문의 특허 수

한국과 미국, 한국과 일본, 중국과 한국 간의 쌍대 비교로 특허 수의 

변화를 관찰하여 보아도 전반적인 트렌드는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한

미 간 격차에 비해 한일 간 격차가 약간 작아서 특허 수로 본 기술능력의 차

이는 한미 간보다 한일 간이 적다고 할 수 있다. 한중 간에는 여전히 큰 격

차가 유지되고 있어서 기술능력 상 중국은 아직 한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처럼 43개 부문 전체의 특허 수 비교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부문별 현

황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전체 연도 중에서 1990, 1995, 2000, 

2005, 2010의 5개 연도별로 43개의 평균 특허 수에 비해 많은 특허 수를 갖

는 부문이 어떤 것들인지 조사하였다. <표 3>은 주요 부문들이 5개 연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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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해당 부문/부문 개수

한국

5 327,365,438/ 3

4 257,348/ 2

3 313,345,349,359,360,369,370,455/ 8

미국

5 73,257,324,361,424,428,435,438,439/ 9

4 250,345,370/ 3

3 29,359,365,430,455,714/ 6

일본

5 257,347,348,358,359,399,428,430/ 8

4 123,250,345,360,365,369,438/ 7

3 349,382,396/ 3

중국

5

4

3 424,435,439/ 3

<표 3> 국별 부문별 특허 수 분포

몇 개 연도에서 평균 이상의 특허 수를 갖는지 표시한 것이다.

이는 어떤 부문이 평균 이상의 안정된 기술능력을 갖는지 보고자 하는 것

으로서 5개 연도 중 3개 연도 이상 일관된 경향을 보이는 부문들을 추출하

였다. 5개 연도 전체와 3개 연도 이상에서 일관된 경향을 보이는 부문의 수

는 한국 3, 13; 미국 9, 18; 일본 8, 18; 중국 0, 3으로 집계되었다. 국별로 

강한 분야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한국, 중국에 비해 미국, 일본은 매우 

안정된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 주요 부문들은 특허 수도 적지만 연

도별 변동이 심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요 부문 현황의 국별 비교로서 5개의 연도별로 각 부문에서 

그 해에 특허 수가 가장 많은 국가가 어디인지 조사하였다. <표 4>는 그 결

과인데 5개 연도 모두에서 미국이 가장 높은 빈도로 특허 수많은 부문을 보

유하고 있다. 한국은 계속 0이다가 2010년에 1개, 중국은 모든 연도에 0개를 

기록하였다. 일본도 미국에 큰 격차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특허 수의 양적 지표에 있어서 장기 추이나 전체 

분포는 말할 것도 없고 주요 부문에서조차 한국과 중국의 기술능력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의 특허 수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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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995 2000 2005 2010 합계

한국 0 0 0 0 1 1

미국 27 29 33 30 27 146

일본 16 14 10 13 15 68

중국 0 0 0 0 0 0

<표 4> 특허 수 최다 부문 수

근 급신장하고 있다고 해도 절대 수준에서 많은 차이가 있고 중국 역시 한국

과는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

2. 질적 지표

1) 전방인용 회수

다음으로 특허 통계에 기반한 기술능력의 질적 지표에서는 한국, 미국, 일

본, 중국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질적인 측면에서 

전방인용 회수와 영향력 지수를 살펴보게 될 것인데 먼저 전방인용 회수를 

분석하기 앞서 이 분석항목이 갖는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 두 가지 유의사항

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방인용 회수는 특허등록 이후 기간이 지나면서 숫자가 적어지는 

경향이 있고 최근 등록특허일수록 등록 후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은 관계로 

전방인용 회수가 매우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둘째, 전방인용 회수를 

질적인 지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문별 전체 전방인용 회수가 아니라 

특허 건수로 전방인용 회수를 나눈 평균 전방인용 회수의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림 3>은 국별, 연도별로 특허등록일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와 

43개 주요 부문에 대한 평균 전방인용 회수를 계산한 것이다. 국가 전체와 

주요 부문 공히 대체로 미국과 일본의 전방인용이 한국과 중국의 그것을 상

회하고 있다. 다만 한미 간 전방인용 격차에 비해 한일 간 격차가 훨씬 작은 

편이고 근접한 거리로 수렴하고 있다. 중국은 특허 수가 적고 전방인용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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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체와 주요 부문의 평균 전방인용 회수

도 변동성이 높은 편인데 한중 간에는 특이한 한두 해를 제외하고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방인용 회수의 주요 부문별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5개의 연도

별로 각 부문에서 그 해에 평균 전방인용 회수가 가장 많은 국가가 어디인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특허 수의 분석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부문별 특허 수의 분포에서 주요 부문의 대부분을 미국과 일본이 차지하였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한국과 중국의 빈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표 5>).

1990년 미국이 압도적인 비율로 전방인용 최다 부문을 보유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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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1995 2000 2005 2010 합계

한국 2 2 4 3 7 18

미국 38 37 32 28 18 153

일본 2 4 5 4 11 26

중국 1 0 2 8 6 17

주: 2010년의 1개 부문은 4개국 모두 0으로 순위 없음

<표 5> 전방인용 회수 최다 부문 수

2010년 그 비율이 반 정도로 줄어든 반면 일본과 한국의 부문은 각각 1990

년 각각 2개에서 2010년 7개, 11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 수치만 보면 한일 

간 차이가 매우 작거나 근접 거리까지 추격이 이루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의 해당 부문 수도 크게 확대되어 연도별 합계로 보면 한국과 중국 간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2) 영향력 지수

질적 지표의 또 다른 항목인 영향력 지수 측면에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간 기술능력의 추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영향력 지수의 계산에는 다소 복잡

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국별, 부문별 영향력 지수를 산출하였다. 다만 영향

력 지수는 그 자체로 기간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1991~1995, 1996~ 

2000, 2001~2005, 2006~2010의 기간을 1기, 2기, 3기, 4기로 하여 결과를 

집계하였다.

영향력 지수는 앞에서의 평균 전방인용 회수와 마찬가지로 특허활동 내지 

기술능력의 절대적 크기가 아닌 상대적 수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양적 지표

들과 다른 속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도 전체 영향력 지수의 추이

뿐 아니라 주요 부문별 현황을 분석하게 될 것이다. 먼저 4개의 기간에 걸쳐 

각국의 영향력 지수 평균이 어떠한 추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그림 4> 

참조).

전체 기간에 걸쳐 영향력 지수의 수준은 미국, 일본, 한국의 순으로 분포

되어 있다. 중국은 기간별로 매우 변동성이 강하여 1기와 4기에 4개국 중 가

장 높지만 2기와 3기에는 한국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만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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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영향력 지수 평균 추이

 1기 2기 3기 4기 합계

한국 3 1 2 3 9

미국 35 37 33 21 126

일본 2 3 5 4 14

중국 3 2 3 15 23

<표 6> 영향력 지수 최다 부문 수

경우 영향력 지수가 산출되지 않는 부문이 많아서 43개 주요 부문의 현황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전방인용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기술능력을 측정하는 또 다른 지표

에서 기간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특허활동이 기록되지 않은 부문이 

많은 데다가 특허활동이 있는 경우 해당 특허 중에서 특별히 많은 인용수나 

영향력을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특허가 극히 일부에 해당하

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향성 측면에서는 다소 왜곡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이다.

<표 6>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영향력 지수가 각 기간에 어느 국가가 가

장 높은지 빈도수를 계산한 것이다. 미국이 가장 높은 영향력 지수를 갖는 

부문이 압도적으로 많고 다음은 중국, 일본, 한국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의외의 결과로서 중국이 특허 수로는 적지만 그 중에는 영향력 있는 특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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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기간 내 영향력 지수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한국의 영향력 지수는 4개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중국에도 크게 밀리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다만 한국의 대미, 대일 

영향력 지수 격차는 1기에서 4기로 갈수록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

국은 영향력 지수가 높았지만 2000년대 후반 이후 경쟁국들에 밀려 최고 영

향력 지수 부문 수가 크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3. 기술추격의 쌍대 비교

이상에서 분석한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의 결과를 좀더 의미 있게 나타내

기 위하여 기술능력의 단순 비교로부터 약간의 조작적 전환을 거쳐 특허활동

으로 본 기술능력의 추격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앞에서의 분석 결과를 

기술추격 관점으로 재해석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절차가 추가로 요구되는데 첫째, 4개 국가의 비교가 

아니라 2개국 간 추격구도를 보기 위해 한국-미국, 한국-일본, 중국-한국의 

쌍대 비교를 행하게 된다. 둘째, 양적 지표나 질적 지표를 양국 간 비율로 환

산하여 점수화하고 이로부터 43개 부문의 합계 점수를 산출하게 된다. 이 점

수는 비교대상의 양국 간 추격 정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표 7>은 특허 수의 쌍대 비교로서 한국의 대미와 대일, 중국의 대한 특

허 수 비율을 몇 개의 구간으로 빈도를 집계한 것이다. 한미의 경우 미국 특

허 수를 100으로 했을 때 한국 특허 수의 비율을 퍼센트로 나타내고 한일의 

경우 일본 100, 중한의 경우 한국 100으로 같은 계산을 하였다. 연도별 분석

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1기, 2기, 3기, 4기의 기간별 분포를 대상으로 하였

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특허 수는 미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지만 

1% 이하, 10% 이하의 빈도는 줄어드는 반면 10% 이상, 20% 이상의 빈도는 

늘어나고 있어 그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0% 이상 및 

대등 내지 추월의 부문도 일부 나타나고 있으나 매우 적은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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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하 1~10 10~20 20~50 50~100 100 이상

한미

1기 18 17 7 1 0 0

2기 3 28 6 5 1 0

3기 0 30 5 5 2 1

4기 0 19 8 9 3 4

한일

1기 10 28 2 3 0 0

2기 0 27 9 6 0 1

3기 0 23 12 7 0 1

4기 0 12 14 9 7 1

중한

1기 25 11 3 3 1 0

2기 25 15 2 1 0 0

3기 10 29 3 1 0 0

4기 4 17 10 10 0 2

<표 7> 특허 수 비율의 쌍대 비교

한미 간 격차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한일 간의 경우에는 한미 간 격차에 비해 그 격차의 정도가 약간 덜한 편

이다. 즉 1~10% 구간에 속하는 부문이 대부분이지만 10% 이상을 차지하는 

부문 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4기의 기준으로만 보면 10% 이하와 이상의 

부문 수가 미국의 경우 19:24인데 반해 일본에 대해서는 12:31로 상대적인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물론 대등 내지 추월의 부문 수는 거의 없다는 점에

서 동일한 상황이다.

중국과 한국 간 기술격차를 보면 중국이 한국의 특허 수에 비해 절대적으

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에 갖는 격차 수준이 중

국이 한국에 대한 격차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4기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10% 이하와 이상의 부문 수는 21:22로 오히려 한국의 대미, 대일에 비해 낮

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허 수로 본 한중 간 격차의 수준은 여전히 크

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평균 전반인용의 회수 비율을 가지고 양국 간 쌍대 비교를 시도

하였다. <표 8>은 특허 수의 쌍대 비교로서 한국의 대미와 대일, 중국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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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하 1~10 10~20 20~50 50~100 100 이상

한미

1기 0 1 1 19 18 4

2기 0 0 0 22 20 1

3기 0 0 0 12 28 3

4기 0 1 1 13 25 3

한일

1기 0 0 1 6 21 15

2기 0 0 0 6 32 5

3기 0 0 0 4 29 10

4기 0 0 1 6 29 7

중한

1기 24 2 1 6 3 7

2기 17 0 1 5 10 10

3기 8 0 1 4 18 12

4기 4 0 3 11 13 12

<표 8> 전방인용 회수 비율의 쌍대 비교

한 특허 수 비율을 몇 개의 구간으로 빈도를 집계한 것이다. 한미의 경우 미

국 특허 수를 100으로 했을 때 한국 특허 수의 비율을 퍼센트로 나타내고 

한일의 경우 일본 100, 중한의 경우 한국 100으로 같은 계산을 하였다.

표에서와 같이 특허 수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 주요 부문의 특

허들은 평균 전방인용 측면에서 미국의 20~50% 구간과 50~100% 구간에 

빈도가 집중되어 있다. 특허 수에 비해 전방인용으로 본 격차는 훨씬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 구간의 빈도 수는 한일의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 이는 

전반인용 회수에서 한국 특허의 수준이 미국보다 일본에 덜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한일 비교의 경우 한국이 대등 내지 추월의 수

준을 보이는 부문이 다수에 이른다.

중국과 한국 간의 전방인용 회수 비율은 특이한 분포를 보인다. 중국이 한

국에 비해 1%도 되지 않는 부문을 다수 갖고 있는 동시에 다른 부문에서는 

20%, 50%, 100% 이상의 빈도 역시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또한 기간이 

지날수록 한국을 근접 추격하거나 대등 내지 추월의 수준에 이른 부문의 수

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방인용 회수에서 중국의 한국 추격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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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하 1~10 10~20 20~50 50~100 100 이상

한미

1기 0 2 3 19 15 4

2기 0 0 0 20 22 1

3기 0 0 0 8 32 3

4기 0 2 3 3 28 7

한일

1기 0 2 1 9 19 12

2기 0 0 0 6 32 5

3기 0 0 0 4 31 8

4기 0 1 1 4 20 17

중한

1기 3 1 3 3 3 9

2기 3 1 2 4 7 9

3기 5 1 0 10 12 10

4기 3 1 2 11 4 21

<표 9> 영향력 지수 비율의 쌍대 비교

이번에는 유사한 방법으로 영향력 지수 비율을 이용하여 국가 간 쌍대 비

교를 시도하였다. 한국의 대미와 대일, 중국의 대한 영향력 지수 비율을 구간 

별로 집계한 것이다.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요 부문별로 한미의 경우 미국 

영향력 지수를 100으로 했을 때 한국 영향력 지수의 비율을 계산하였고 한

일의 경우 일본 100, 중한의 경우 한국 100의 기준으로 동일한 계산을 하였

다.

<표 9>는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미 간, 한일 간, 중한 간 격차 축소

의 정도가 특허 수, 전방인용 회수에 비해 더욱 작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예

를 들어 1기부터 4기에 이르기까지 50% 이상의 비율을 갖는 부문의 수는 

한미의 경우 19, 23, 35, 35로 점차 많아지는 동시에 43개 부문 중 절반 정

도에서 80% 이상으로 많아지고 있다. 동일한 비율의 부문 수는 한일의 경우 

31, 37, 39, 37로 더욱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영향력 지수로 보면 한일 간 

차이는 거의 좁혀졌다고 볼 수 있다.

중한 비교에 있어서는 앞에서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영향력 지수가 한국

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부문들이 12, 16, 22, 25개로 한국의 대일, 대미 기

술추격에 비해 아직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다만 전방인용 회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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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격지수 1: 특허 수 비율 합계

1기 2기 3기 4기 총합

한미(미국100,43) 188.5 447.1 610.3 1836.6 3082.5

한일(일본100,43) 242.1 800.8 634.8 1638.3 3316.0

중한(한국100,43) 259.5 97.0 192.7 738.8 1288.0

추격지수 2: 평균 전반인용 회수 비율 합계

1기 2기 3기 4기 총합

한미(미국100,43) 2463.9 2163.1 2634.9 2506.6 9768.5

한일(일본100,43) 3528.6 3096.0 3588.2 3223.5 13436.3

중한(한국100,43) 1673.3 3050.8 3012.8 4022.8 11759.7

추격지수 3: 영향력지수 비율 합계

1기 2기 3기 4기 총합

한미(미국100,43) 2369.7 2222.3 2789.4 3164.2 10545.6

한일(일본100,43) 3458.8 3182.0 3506.9 3858.4 14006.1

중한(한국100,43) 8001.4 2946.6 2945.1 3074.2 16967.3

<표 10> 세 가지 추격지수

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은 한국에 대해 영향력 지수에 있어서도 빠른 추격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기간이 최근에 이를수록 더욱 강한 경향

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쌍대 비교를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43개 부문별 비율을 

합산한 점수를 특허 수, 전방인용 회수, 영향력 지수에 대해 각각 계산하였

다. 미국, 일본, 한국을 100으로 했을 때 43개 부문 전체의 한국의 대미 및 

대일 추격, 중국의 대한 추격 현황을 점수로 환산한 것이기 때문에 추격지수

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추격지수에서 100점*43개=4300점이 기

준이 된다.

<표 10>의 각 셀을 보면 4300점 만점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셀은 단 

한군데로 중국의 대한 영향력 지수 비율 1기의 지수가 여기에 해당한다. 즉 

중국은 1기에 한국의 영향력 지수를 크게 상회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의 영향력 지수는 특허 수가 적고 전방인용의 편차가 크며 기간별, 부문별 

변동성이 커서 일관적인 경향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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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추이를 보면 특허 수의 추격지수에 비해 전방인용 회수, 영향력 

지수의 추격지수가 더 큰 점수를 갖는다. 또한 전방인용 회수와 영향력 지수

의 추격지수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특허 수로 보았을 때 

한국의 대미와 대일, 중국의 대한 추격이 커다란 격차를 갖고 있지만 질적인 

지표에 있어서는 그 격차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다.

한국의 대일 추격지수는 대미 추격지수에 비해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특허 수 4기를 제외하면 모든 셀에서 한일 간 추격의 정도가 한미 간

에 비해 높다. 중국의 대한 추격은 전반적으로 한국의 대미 및 대일 추격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방인용 회수 4기와 영향력 지수 1기에는 

중국의 한국 추격이 가장 높고 전방인용 회수의 2기와 3기에도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다음으로 전방인용 회수의 추격지수로 보면 특허 수에서의 격차보다 훨씬 

높은 지수 즉 작은 격차로 좁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도 한국의 대

미 추격에 비해 한국의 대일 추격 정도가 더 높고 기간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적인 측면에 비해 질적인 측면에서 격차 정도가 낮

고 추격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방인용 회수의 추격지수에서 중국의 대한 추격은 1기에는 한국의 대미, 

대일에 비해 큰 격차를 보였으나 점차 격차가 축소되어 2기와 3기에는 한국

의 대미와 대일 추격의 중간 정도를 나타냈고 4기에는 한국의 대미와 대일보

다 훨씬 큰 격차 축소 즉 근접 추격의 양상을 보였다. 이 지표, 이 기간에 한

해서는 한국이 미국과 일본을 추격한 정도에 비해 중국이 한국을 추격한 정

도가 크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향력 지수로 본 추격지수에 있어서도 중국의 대한 추격이 

대체로 한국의 대일 추격보다 낮지만 대미 추격보다는 높은 수준을 나타냈

다. 다만 중한 1기의 수치는 특별한 소수에 의해 산출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영향력 지수의 추격지수는 전방인용 회수

의 추격지수와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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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종합과 시사점

이상 특허통계를 이용하여 기술능력의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에 대해 다

양한 각도에서 분석을 시도하였고 다양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결과로부터 발

견된 일관된 경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한미, 한일, 중한 간 격차: 특허 수 격차>전방인용 회수 격차>영향력 

지수 격차

2) 특허 수 격차: 중한>한미>한일

3) 전방인용 회수 격차: 한미>중한>한일

4) 영향력 지수 격차: 한미>한일>중한

먼저 비교대상인 한국과 미국, 한국과 일본, 중국과 한국 간 특허활동으로 

본 기술능력의 격차 수준은 양적, 절대적 지표인 특허 수에서 크지만 질적, 

상대적 지표인 전방인용 회수나 영향력 지수에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

허 수로만 보았을 때 비교대상 국가 간 격차가 크다고 보일지 모르지만 다른 

지표로 보면 그 정도의 격차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약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면 한국의 대일 및 대미추격, 중국의 대한

추격에 있어서 추격의 정도가 높다고 하는 것은 대개 양적 지표에 근거한 것

이고 질적 지표까지 고려하면 추격의 정도가 약간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가 다르고 또 양적 차이와 질적 격차 역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보다 엄밀한 잣대로 현실을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허 수나 전방인용 회수, 영향력 지수의 격차 추이를 보면 어떤 경우에도 

한미 간 격차가 한일 간 격차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간이 지날수

록 한국은 일본에 근접 추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에 대해서는 아

직 추격의 정도가 약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산업이나 기업들이 특허에 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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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일본이나 한국은 다른 수단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경향이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추세는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특허 수에서 미국, 일본은 물

론 한국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전방인용이나 영

향력 측면에서는 한국에 대한 추격 거리를 좁히거나 근접 추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중국의 경우 특허 수가 적고 전반인용 회수의 편차가 심

하여 일관된 경향으로 볼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양적, 질적 지표로 나누어 특허활동 관점에서의 기술능력을 비교해본 결과

로부터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한국 산업이나 기업의 기술

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양적인 지표에서는 아직 현저한 차이가 있지만 질적 지

표로 보면 그 격차는 그 정도로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대일 기술추격 정도가 대미 추격에 비해 높은 편이다. 미국에 

비해서는 양적 지표, 질적 지표 모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일본과의 

차이는 그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산업, 기업의 기술능력은 우리보

다 높은 편이지만 미국에 비해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와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존의 몇몇 조사 자료에서 중국의 기술추격이 매우 강하고 우리에

게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부 일치하면서 일

부 차이가 있다. 일치하는 점은 여전히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

한 기술추격 추세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이가 있는 점은 중

국의 위협이 아직 심각한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국의 추격이 아직 위협적인 수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조사대상 

43개 부문의 전반적인 추이로서 개별 부문에서는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

는 경우나 우리를 추월한 경우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

이 극히 일부의 부문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부문에서 우리

에게 강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중국의 대한 추격과 관련하여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필자의 선행연구

에 의하면 중국은 시장추격의 성과에서 한국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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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추격의 성과는 전반적으로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중

국이 낮은 비용, 높은 생산성 등으로 시장성과를 높여왔지만 기술능력의 축

적은 아직 그 정도로 위협적인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다만 

중국의 기술능력 역시 조만간 크게 높아지리라는 예상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시사점은 본 연구에서의 기술추격 성과가 이미 알려진 시장추격

의 성과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한국의 대미와 대일, 중국의 

대한 기술추격에 있어서 비교대상 국가 간의 격차가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

지만 질적 지표에서조차 50% 수준 이하인 경우가 여전히 많은 빈도를 차지

하고 있다. 추월의 수준에 이른 것은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자매편인 필자의 선행연구(김용열, 2013)에서 시장점유율 및 그 

변형으로 한미, 한일, 중한 간 시장추격의 성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대일 추격이 

매우 강했고 그보다 덜하기는 하지만 대미 추격 역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

다. 중국의 대한 추격은 한국의 대일 추격 이상으로 강하게 이루어졌음이 밝

혀졌다.

그렇다면 시장추격의 성과와 기술추격의 추이는 무관한 것인가? 즉 기술

적 능력의 축적 없이 시장성과의 향상이 가능하다는 것인가? 이 점에 관해서

는 별도의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몇 가지 가능성은 미루어 짐

작할 수 있다. 시장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기술적 측면 외에도 중

요한 요소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환율, 산업구조, 법인세 등 거시경제 변수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시장

추격의 성과는 제조효율성, 마케팅, 물류, 관리시스템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

는다. 그 중에서도 제조효율성을 나타내는 생산성은 추격의 결정요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셋째 마케팅전략의 측면에서도 각국 기업들의 

전략적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는 기술능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시장성과에서

는 큰 의미를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본 연구에서 기술추격의 성과에 대해 살

펴보았는데 이는 산업별로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조사 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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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로 산업별 분포나 추세의 분석은 어렵지만 정성적인 경향을 일부 언급하

고자 한다. 한국의 대미 및 대일 추격에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전자, 자동차 

등 조립산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반면에 소재분야인 화학이나 에너지, 바

이오, 나노 등 신 산업 분야에서는 한국의 기술능력이 아직 낮은 수준인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몇몇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국의 대한 추격에 있어서 대부분의 제조업 분

야가 중국의 기술추격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크루즈 선, LTE 폰 

등 고가제품에서조차 기술능력을 크게 높여가고 있다고 한다. 다만 전체적인 

경향으로서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는 엔지니어링 분야나 높은 수준의 하이

테크 산업에서 중국의 기술능력이 한국을 추월하는 데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의 발견이나 시사점은 추후 연구로 연결될 수 있다. 어떠한 요인에 

의해 기술능력의 수준이나 기술추격의 성과에 차이가 나는지 요인분석을 시

도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산업이나 제품별로 기술추격의 양상을 보다 정밀

하게 유형화하여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에서 도출된 추격의 성과나 경향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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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ical Capability and Technology Catch-up:
Focused on Patent Analysis of Korea, US, Japan and China

Yongyul Kim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Management

Hongik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he situation of technological capability of Korea, US, Japan 

and China, and examines the level of technology catch-up among them. For the 

purpose, we analyzed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ndices of registered patents at 

USPTO. Differentiation point of this study is that objective analysis by using 

statistical data unlike the subject evaluation in existing questionnaire survey was 

implemented.

The gap of technological capability between Korea-US, Korea-Japan and 

China-Korea in terms of the number of patents was very big. However, the gap in 

terms of the number of forward citation and current impact index was not so big. In 

those figures, the gap between Korea-US was consistently bigger than that between 

Korea-Japan. China shows very low level in comparing the indices of US, Japan and 

Korea, but reveals the nearest catch-up with Korea in the forward citation and 

current impact index.

These results can be translated as Chinese catching-up with Korea in 

technological capability can no longer be considered negligible and will be a threat 

to Korea in the near future, although it has not reached a serious stage yet. In 

addition, we observed that the performance of technology catch-up found in this 

study does not coincide with that of market catch-up which was known from the 

former research. This means there can be separation between market and technology 

catch-up.

Keywords: Technological Capability, Number of Patents, Number of Forward 

Citation, Current Impact Index, Catch-Up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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