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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여러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해서 기술력 확보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특히 몇 년간 

기업 간의 특허 쟁들로 인해서 기업들은 기술력을 객 으로 입증 받으려고 하고 있으며, 이에 한 

노력으로 R&D 투자를 하고 있다. 하지만 R&D 투자와 기업성과의 계에 한 실증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R&D 투자비용과 기업의 업이익, 매출액, 특허등록 수에 한 

Pearson 상 계분석을 수행했다.

1. 서론

 최근 여러 기업들이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해 기

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기업의 기술경쟁력에 따라 우

가 결정이 된다.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력이 발 되고 기

술발 을 통해 기업이 성장한다는 에서 연구개발에 

한 투자는 부터 기업의 큰 심사 다[1]. 이러한 사

회  분 기 속에서 지식재산권과 함께 특허에 한 심

이 계속하여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기업의 R&D투

자비용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R&D 투자비용과 기업 

성과인 업이익, 매출액, 특허등록 수와의 상 계에 

한 Pearson 상 계분석을 수행하 다.

  특허는 회사의 무형자산을 측정할 수 있고, 기업의 기술

에 한 정보를 포함하고 기술 황에 해 객 으로 나

타내는 지표로[2], 기업의 기술력을 객 으로 보여주는 

실증  지표로 선정하기에 하다고 단이 되어 진다.

 박 형 외 1명(2013)은 특허 인용을 이용하여 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그 네트워크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연구를 하 고[3], 길상철 외 1명(2008)은 

특허 데이터를 이용하여 특허경 과 기업경 성과와의 

계를 분석하 다[4]. 김수섭 외 1명(2010)은 특허출원, 특

허 련 정보가 기업 가치를 설명하는지에 해 검증하

다. 선행연구들은 부분을 특허출원과 특허인용지수에 

한 인과 계를 분석한 것이 부분이었다[5]. 

 본 연구에서는 특허출원 수가 아닌 특허등록 수를 지표

로 선정했다. 그 이유로는 특허출원 수에는 특허출원은 되

었지만 등록 신청에서 신규성의 문제, 진보성의 문제, 산

업상이용가능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단되어 거 된 

특허들도 포함이 되어있다. 이러한 거 된 특허들은 기술

력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단이 되어 특허출원 

수가 아닌 특허등록 수를 지표로 선정하 다.

 

2. R&D투자비용과 기업성과의 상 계분석에

   한 요구사항

 2.1 기업데이터 수집  

 상 계를 분석하기 하여 본 연구는 2010년 기 으로 

연구개발 투자액 순 상  1000  기업  매출액 순 1000

 기업  임의로 30개를 선정했고[6] 데이터는 융감독

원에서 제공하는 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감사보고서

와 재무제표를 참고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분의 

자료를 수집했다[12]. 

 

 2.2 특허등록 수

 본 논문에서는 기술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특허출원 수를 

선정했던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특허등록 수를 지표로 선

정하 다. 특허출원수를 지표로 선정한다면 특허출원은 되

었지만 특허등록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단되어 거 된 특허들도 다소 있기 때문에 

특허등록 수를 기술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선정하 다. 특

허에 한 데이터는 WIPS ON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통

해 자료를 수집하 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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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 업이익 매출액 특허등록 수

0년차 0.946** 0.873** 0.686**

1년차 0.947** 0.865** 0.678**

2년차 0.972** 0.874** 0.709**

3. 결론

 기업의 업이익, 매출액, 특허등록 수와 R&D 투자비용

과의 상 계를 분석하기 하여 본 논문에서는 에 수

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Pearson 상 계분석을 하 다.

<표 1> R&D투자비용과의 상 계

주) *:r<0.05, **:r<0.01

 R&D 투자비용이 당해 기업의 상 계도 있지만 연구개

발을 하는 시간과 특허가 등록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

한다면 그 결과는 당해보다는 1년 후, 2년 후에 업이익, 

매출액, 특허등록 수에 향을 미칠 것으로 단이 되었

다. <표 1>은 R&D 비용을 업이익, 매출액,  특허등록 

수에 해 Pearson 상 계 분석 결과를 정리한 표이다. 

 결과를 보면 R&D 투자비용은 업이익에 해 높은 양

의 상 계수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R&D 투자비용

이 당해보다 1∼2년 후에 더 큰 상 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R&D 투자비용과 특허등록 수와 양의 상 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특허를 출원한다고 하더라

도 특허등록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1∼2년이기 때

문이다. 

 정리해보면, R&D 투자비용이 기업의 성과와 높은 상

계를 가진다고 단할 수 있으며, R&D 투자비용이 높

을수록 기업의 성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단이 되어 진다.

4. 시사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에서는 R&D 투자비용과 기업의 성과로 단되는 

업이익, 매출액, 특허등록 수에 한 상 계를 분석하

다. 정량 인 분석을 해 30개의 기업을 상으로 3년

간의 특허정보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비용, 업이익, 매

출액등의 자료를 수집하 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의 R&D

집 도가 기업성과와의 상 계에 해 분석도 수행하

지만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이유는 조직 내에서 IP-R&D에 한 체계화가 

이 지고 있지 않아서 강한 특허  핵심 기술에 한 특

허출원이 이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 구조의 

특성 상 자산의 규모와 매출액이 기업별로 차이가 방 하

기 때문에 결과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것으로 단이 

된다.  

 지식재산권이 이슈화 되어가는 만큼 국내기업들은 향후  

우리나라 실정에 한 IP 경 략에 한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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