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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society proceeds rapidly toward a knowledge-oriented stage, knowledge as an intangible asset has gained 

increasing importance. Companies increase their competitiveness and generate extra value through continuous invest-

ments in the mana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IP). Thus, the prime concerns of companies have been protection 

of their technological innovation output through filing for IP rights, and maximization of their interests through utilization 

of intangible assets. Despite the importanc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n the management of a company, few studies 

have analyzed the key factors in the management of IP and activities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This study aims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managing IP and effective capacity building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For this 

purpose, the author has employed empirical tests to identify the major factors influencing the direction of technological 

innovations in a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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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지식기반 경제에서 지식재산은 기업의 보

이지 않는 자산이다. 지식기반 경제가 속히 개

되면서 기업의 가치창출 요인이 유형자산에서 지식

재산과 같은 무형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 Pavitt et 

al.[54]는 지식재산을 경쟁우 의 가장 요한 원천

이 되는 기업 무형자산의 총합이라고 하 고, Shum-

peter[58]는 지식재산을 부를 창출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지 인 물질인 지식, 정보, 지 재산권, 경험 등

이라고 하 다. Shapiro[60]는 지식재산을 기술이

나 조직의 운 과 련된 암묵지  코드화된 노하

우로 정의하 다. 

이에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가치 극 화를 

해 지식재산에 한 투자와 리에 한 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활발한 지식재

산활동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지식재산 리와 기

술 신과 한 실증 분석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

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기업의 기술 신 활동 요

인들을 분석하여 첫째로 기업의 IP 리가 기술 

신 활동에 미치는 효과를 찰하고 두 번째로 기업

의 기술 신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함으

로써 기업의 육성과 기술 신 역량 강화를 한 정

책  의미를 끌어내려고 한다.

Galende and de la Fuente[32]에 따라 기업의 특

허 출원수를 종속 변수로 설명변수로는 유형  요소

(기업규모, 기업연령, R&D 투자비율)와 IP 리 역

량를 보기 한 무형  요소(인 자본 리, 내부구조

자본 리)를 사용하 고 이에 추가하여 통 으로 

사용하는 시장구조(시장집 도)를 고려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특허

와 신간의 계에 한 기존 연구와 특허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의 기술 신 결정요인을 분석한 기

존 문헌들을 요약하고 제 3장에서는 기업의 기술

신활동 모형을 가설과 함께 소개하고 데이터, 방법

론  변수들을 설명할 것이다. 제 4장에서 추정 결

과를 제시한 후에 제 5장에서 결론  정책  의미

를 제안한다.

2. 선행연구와 연구가설

2.1 특허와 신간의 계에 한 기존 연구

기존의 이론 연구들은 특허가 신을 진하는

가에 한 명쾌한 답을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 먼  

비용 인 측면에서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면, Horst-

mann et al.[37]는 신 노출로 인한 비용이 특허

로 얻는 사  이윤을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하여 특

허의 부정 인 측면을 말하 다. Heller and Ei-

senberg[36]의 연구는 단일한 새로운 상품으로만 

결합된 특허와 특허권자의 숫자는 무 많아서 후

속 개발과 상업화에 필요한 상의 비용 등 거래비

용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음을 논하고 있다. Sha-

piro[60]는 복합 상품의 경우에도 기업들이 흔히 다

수의 첩된 특허권을 보유함으로써 거래비용이 

신을 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하고 있

다. Encaoua et al.[27]도 역시 특허는 발명 행 와 

기술의 공개  거래의 인센티 를 높이는 데에 종

종 기여하지만, 한편으로 독  지 를 발생시키거

나 지식의 근 는 이용에 한 장벽을 형성한다

는 측면에서는 사회 인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결

론짓고 있다.

특허와 신간의 계를 검증한 기존의 기술  조

사  설문 조사 연구를 살펴보면, Levin et al.[47], 

Cohen et al.[26]은, 선  효과나 사내 기 (secrecy)

과 같은 신을 보호하는 비특허  수단이 특허에 

비하여 더 주목 받는다는 것을 보여 다. ‘특허 제

도가 완 히 폐지되면 그것이 신의 정도와 방향

에는 어떤 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의문에 하여, 

Moser[50]는 19세기 후반에 열린 두 차례의 세계 

박람회에 한 발명 기록을 분석하 다. 그 결과, 

특허 법률이 존재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발명 주체

들이 특허 이외의 다른 보호 수단이 존재하는 분야

에 기술  노력을 집 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 내

었다.

특허가 신과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집

합 인 차원의 연구들은 복잡하고 해석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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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는 결과를 내놓았다. 복수 국가의 집합  자

료를 사용한 부분의 연구들은 정 이고 뚜렷

한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했다[22, 30, 45]. 그

러나 이러한 연구들의 다수는 신에 해서는 특

허정책이 내생 (endogenous)일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Lederman and  Maloney[45]는 150년 이 넘

는 기간에 걸쳐 6개 국가의 117개 정책 변화가 

신에 미친 향을 검증한 연구에서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도구 변수를 이용한 근 방식을 

채택하 지만, 특허 보호의 강화가 정책 환을 시

작하는 국가들의 국내 기업의 특허 출원에 정

인 효과를 거의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결과를 

얻었다.

2.2 특허자료를 이용한 기업의 기술 신활동 

결정요인 기존 연구

특허권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의 기술 신에 해 

분석한 연구 사례는 매우 다양하다. Galende and de 

la Fuente[32]는 기업의 기술 신 요인을 유형  요

인, 무형  요인, 그리고 기업 략으로 구분하고 있

다. Filatotchev and Toms[31], Shefer and  Fren-

kel[57]은 기술 신을 설명하기 해 기업규모, 인

자원, 자본규모, 부채비율, 무형자산, 수출액, 기

업연령, 소유구조 등의 지표를 사용하 다. 

EU[29]는 독일의 기계공작 산업을 상으로, 주

요 특허를 보유한 기업의 기업 신성과가 높음을 확

인하 다. 한편, 김태기, 장선미[2]는 국내 140개 제

조업기업의 특허자료를 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

업규모, R&D 투자액, 자본집약도 등의 유형  요

인들이 기업 특허수에 양의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보 다. 이우  외[9]는 국내 산업 기업 특허 패

자료를 분석하여, 기업의 특허수가 자본집약도, 

수출액비 , R&D 집약도, 인 자본 투자액 등의 

기업 유형  무형 요인들과 유의한 양의 상 계

에 있음을 발견했다. 

상기 문헌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종속변수인 기업 

신성과의 용변수로 특허수, 매출액 등으로 설

정하 고, 독립변수로 기업규모, 기업연령, 연구개

발비, 인 자본, 자본집약도, 기술개발 략 등을 사

용하 다. 이상의 부분 연구들은 기업의 특성  

기업환경과 기업기술 신과의 계만을 규명한 연

구들이며, 지식재산 리역량과 기업 신과의 계

를 규명한 연구는 실 으로 거의 없는 실정이다.

2.3 연구 가설

Galende and de la Fuente[32]는 기업의 유형  

요소, 무형  요소 그리고 기업 략이 상호 작용하

여 기업의 기술 신 활동을 결정한다고 가정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유형 요소로는 기업규모, 기업

연령과 R&D 투자비율을 보았고 무형 요소로는 IP

리역량을 Bontis and Fitz-enz[19]에 따라 인

자본 리와 내부구조자본 리로 나 어 보았고 인

자본 리로는 IP인력규모, IP 문 인력여부, IP인

력수행업무수를 고려하 고 내부 구조자본 리는 IP

담부서여부와 IP 리부서에 한 리자인식, IP

련사내교육여부, 직무발명 보상제도여부  보상

액정도를 고려하 다. 한 기업환경을 나타내는 

변수로 시장집 도를 추가하 다. 본 연구에서 사

용될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2.3.1 유형 요소

•기업연령

기업의 연령과 기술 신활동의 계는 산업의 라

이 사이클과 유의한 계가 있다[33, 42, 43].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기업의 신활동은 산업의 라이

사이클에 따라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 즉, 

산업의 기에는 기업의 수가 증가하며 제품 신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다가 산업이 성숙해 가

면서 기업들이 퇴출하게 되고 남은 기업들은 제품

신보다는 공정 신에 더 집 하게 된다는 것이

다. Klepper[43]는 기업의 연령과 제품 신간에 역

의 계가 존재함을 보 다. 즉, 신규 진입기업들의 

경우 규모가 작으므로 공정 신 보다는 제품 신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유인이 더 크며, 따라서 기업



32 김응도․배기수

- 시장집중도

시장구조

무형적요소(IP관리)

- IP전담부서 여부
- IP관리부서에 대한 관리자인식
- IP관련 사내교육 여부
- 직무발명 보상 제도 여부
- 직무발명 보상액 정도

유형적요소

-기업규모(매출액)
-기업연령
-R&D투자비율

인적자본관리

- IP관리 인력규모
- IP전문인력 여부
- IP인력 수행업무 수

기술 혁신

내부구조자본관리

<그림 1> 기업의 기술 신활동 결정모형

의 연령이 낮을수록 제품 신에 더 집 할 가능성

이 높다고 하 다. 

이와 같이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기업의 연령이 

을수록 신의지  개발 노력이 더 클 것으로 

측할 수 있다. 이를 알아보기 하여 본 연구에서

는 다음의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기업연령이 을수록 기술 신활동이 활

발할 것이다.

•기업규모

기업의 규모와 기술 신에 한 기존의 연구들

도 역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먼 , 기업의 

규모가 정 인 향을 다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Stewart[59]는 기업이 좀 더 신 인 산출물을 

얻기 해서 벌어들인 이윤을 가지고 험이 있는 

신활동에 재투자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R&D 생산

성이 더 높다고 말하 다. Cohen and Klepper[23]

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비용 분산의 효과(cost sp-

reading effect)가 커지므로 기업 규모가 R&D 생

산성에 유리함을 가져다 다고 주장하 다. 한, 

신의 가치도 기업규모가 클수록 자본력이 크고 생

산능력이 높아서 신을 실시하여 매출을 올릴 능

력이 크다고 했다. 한, 기업은 신에 한 고

정비용을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분산시킬 수 

있어서 더 높은 신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주

장도 있다[24]. Jensen and Webster[40]은 기업규

모가 클수록 다양한 지식재산 포트폴리오에 의해

서 험비용을 분산할 수 있고 소송에 한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커서 더 높은 특허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 다. Lichtenthaler[48] 역시 기

업의 매출액으로 측정된 기업 규모가 신의 정도

에 큰 향을 미침을 보고 하 다. 

반면에, Pavitt[53], Pavitt et al.[54]는 실증분석

으로 통해 기업규모가 아닌 기술과 수요의 특성이 

기업의 신활동에 보다 요한 요소임을 밝혔다. 

Cohen et al.[25] 역시 기업규모가 기술 신에 유의

한 향을 미치지 않으며, 용능력과 기술  기회

가 기술 신의 차이를 설명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

하 다. Cohen and Klepper[23]의 연구에서도 기

술 신에 있어 경 의 단 가 기업의 규모보다 더 

요하다고 보고하 다. 

이와 같이, 기업규모와 기술 신성과 간에 한 

연구는 다양하며, 하나의 가설을 통해 이를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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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가설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가설 2：기업규모가 클수록 기술 신활동은 활발

할 것이다.

•R&D 투자비

무형자산에 한 연구개발 투자가 기업가치 혹은 

기업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들은 많은 연

구자들을 통해 수행되었다[21, 35, 39]. 이들 연구들

을 통해 연구개발 투자와 기업 신 성과 사이에 유

의한 상 계가 있음이 밝 졌으며, 그 향력이 

다른 자산에 비해 높다는 결론을 도출하 다. 김흥

기, 송 렬[3]과 정혜  외[11]의 연구에서는 연구

개발비와 주가간 유의한 양의 상 계가 있음을 

보 다. 박경주, 양동우[4]는 벤처기업의 IPO 직  

연도의 연구개발비는 IPO 연도의 평균 시가총액과 

유의한 상 계가 있음을 밝혔고, IPO 연도를 포

함한 이후 3년 평균 성과와도 양의 상 계가 있

음을 보고 하 다. 이 밖에도 연구개발투자와 기술

신에 한 실증연구를 통해 양의 상 계가 있

음을 밝힌 연구들이 많이 있다[13, 15, 44, 52, 5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3：R&D 투자비 이 많을수록 기술 신활동

이 활발할 것이다.

2.3.2 무형 요소

• IP 리

지 자본 리는 인 자본 리와 내부 구조자본 

리로 나  수 있다. 인 자본은 개인에 체화되어 

있는 경제 으로 유용한 지식의 스톡을 의미하며 

이는 교육과 훈련에 한 투자를 통하여 으로 

형성된다[19]. 인 자본은 내부구조자본의 기반되

며, 우수한 인력이 가진 지식과 스킬, 태도  창의

성은 신제품과 로세스의 개발을 통해 조직의 

신을 일으켜 기업에게 이익을 창출하는 요한 수

단이 된다[22, 51]. Lucas[49]는 인  자본에 한 

투자는 외부효과를 발생시켜 경제 반의 생산성과 

성장을 고취시킨다고 하 다. 따라서 기업의 지

자본의 증 와 신성과를 진하기 해서는 인

자본과 내부구조자본에 한 체계 인 지식경

을 통한 리가 선결조건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인 자본 리를 IP 리 인력규모, IP 문인

력여부, IP 문인력 주 수행 업무(연구개발/ 리보

호/활용 략), IP사내교육여부, 직무발명 보상액정

도로 세부 으로 나 어서 보았으며 내부구조자본

리를 IP 담부서여부와 IP 리부서에 한 리

자 인식으로 나 어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

해서 기업의 인 자원과 기술 신활동과의 연 성

을 살펴 보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 다.

가설 4-1：IP 담부서가 있는 기업이 기술 신활

동이 더 활발할 것이다.

가설 4-2：IP 리부서에 한 리자 인식이 좋은 

기업의 기술 신활동이 더 활발할 것이다.

가설 4-3：IP 련 사내 교육이 있는 기업의 기술

신활동이 더 활발할 것이다.

가설 4-4：직무발명 보상제도가 있는 기업의 기술

신활동이 더 활발할 것이다.

가설 4-5：직무발명 보상액정도가 큰 기업의 기술

신활동이 더 활발할 것이다.

가설 4-6：IP 리 인력 규모가 클수록 기업의 기

술 신활동이 더 활발할 것이다.

가설 4-7：IP 리 문인력을 보유한 기업의 기술

신활동이 더 활발할 것이다.

가설 4-8：IP 리 담인력의 수행 업무 수가 많

은 기업의 기술 신활동이 더 활발할 

것이다.

2.3.3 시장구조

기업의 독 력과 신활동간 계를 추정한 부

분의 연구들의 시장구조를 변하는 변수로 상  기

업들의 유율, 즉, 산업집 도를 이용한다[41]. Acs 

and Audretsch[15], Vossen[62], 김기태, 이강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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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산업집 도와 기업의 신활동간에 정(+)의 

계가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밝혔다. 반면, Scott 

[56]과 Levin et al.[47]은 기업의 신활동이 시장

집 도와 역U자 계가 있음을 주장하 다. 국내에

서도[14]는 시장집 도가 간 인 시장구조에서 

기업의 기술 신 활동이 가장 활발함을 밝혔다. 윤

충한[8] 한 상  3개 기업의 유율(CR3)와 연구

개발활동은 역U자 계에 있다고 지 하 다.

한면, 이원 , 정진승[10]과 신 열[6]은 상  3개 

업체의 시장 유율(CR3)이 높을수록 연구개발집

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열[6]은 1999

∼2001년 제조업 50개 산업에 한 패  자료를 분

석하 는데 산업별 효과를 제거하고도 집 도(CR3)

가 높을수록 연구개발 집약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시장구조의 기술 신성과에 한 효

과에 한 기존연구는 각기 다른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구조가 독 일수록 기업의 

신활동이 증가한다는 슘페터의 가설을 본 연구에

서 검증해 보고자 한다.

가설 5：시장이 독 일수록 기술 신활동이 활

발할 것이다.

3. 연구 방법론

3.1 데이터

2010년부터 2012년 12월 31일 유가증권시장에 상

장된 12월 결산 제조업 456개사 에서 재무정보 

수집이 가능한 365개 기업에 하여 무형자산가치 

비율을 분석하 다. 무형자산가치 분석을 한 최

근 3년간 기업의 재무정보는 융감독원 자공시

시스템에서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 다. 기업의 무형

자산가치 비율을 산출하기 해서 주식의 시가총

액(시장가치)에서 장부상 순자산가액을 차감한 후, 

이를 시가총액으로 나  비율을 용하 다. 

분석 결과 3년 평균 무형자산가치 비율이 양(+)

으로 나타난 기업은 분석 상 365개  33.7%인 

123개이고, 음(-)으로 나타난 기업은 65.8%인 240

개로 나타났다. 무형자산가치 비율이 양(+)이라는 

것은 PBR(Price/Book value Ratio)가 1 이상으로 

기업의 시장가치가 장부가치보다 크다는 것이고, 

반 로 무형자산가치가 음(-)인 경우는 장부가치

가 시장가치에 보다 다는 것으로 PBR은 1 미만 

값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 기업의 무형자산가치 비율 수 에 

따라 90개 표본기업을 선정하 다. 표본기업 선정

은 매출액 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체 기업들의 

앙값인 0.7% 이상인 기업들 에서 무형자산 가

치비율이 양(+)인 30개 기업을 상 범주로, 무형자

산 가치비율이 양(+)  음(-) 부호로 나타난 30개 

기업을 간범주로, 무형자산 가치비율이 낮은 음

(-)으로 나타난 30개 기업을 하 범주로 선정하

다. 선정된 90개 기업을 상으로 지식재산 리부

서와 리 역량을 악하기 하여 2012년 6월 9일

부터 7월 15까지 지식재산 리 설문조사를 시행

하 다. 

3.2 활용변수  분석모형

기술 신에 한 실증분석에서 가장 문제가 되

는 것은 기술 신활동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기술 신의 투입지표로

서 R&D 지출액과 성과 지표로서 특허를 주로 사

용하여 왔고 이외에도 정성  혹은 주 인 측정

치들도 사용되어 왔다[29, 39, 46]. 특허와 기술 신

에 한 연구에 있어, 특허가 신의 지표로 사용

될 수 있음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5, 

9, 17, 18, 20, 32, 34].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등록된 평균 특허수를 종속변수로 사

용하 다.

설명변수로는 총 12가지의 변수가 사용되었다. 

기업연령(AGE)으로는 2012년에서 기업의 실제 나

이를 변수로 사용하 다. 즉, 2012년에서 설립연도를 

뺀 숫자를 기업연령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2010



IP 리가 기술 신활동에 미치는 요인분석 1 35

<표 1> 변수 설명

변수 설명

1. 기업연령[AGE]

2. 기업규모[SIZE]

3. R&D 비 [R&D]

4. 시장구조[CR3]

5. IP 리 담부서 여부[IP_DUTY]

6. IP 리부서에 한 리자 인식[IP_RECOG]

7. IP 련 사내교육 여부[IP_EDU]

8. 직무발명 보상제도 여부[IP_RULE]

9. 직무발명 보상액정도[IP_REWARD]

10. IP 리 인력규모[IP_SIZE]

11. IP 리 문인력 여부[IP_EXPERT]

12. IP인력 수행업무 수[IP_TASK]

기업 연령

기업 매출액

기업 총지출  R&D 지출의 비

시장집 도

기업내 IP 리를 한 담부서 존재 여부

IP 리부서에 한 리자의 인식(매우 요/ 요/ 요하지않음)

IP 련 사내교육 여부

직무발명에 한 실질 으로 운 되고 있는 보상 제도 여부

직무발명에 한 보상액 정도 

IP 리 인력 규모

IP 리 문인력 여부(변리사/특허변호사)

IP인력이 수행하는 총 업무 수(IP 리 련 총 14개 업무 )

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년 동안에 일어난 

신활동을 조사하고 있으므로, 2010년 이후 설립된 

기업(즉, 기업연령이 3살 미만)은 3년 미만의 활동

기간을 가지므로 추정자료에서 제외하 다. 기업규

모(SIZE)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기업의 종업원 수, 

유형자산, 매출액 등이 쓰일 수 있다. 본 실증분석

에서는 Lichenthanler[48]을 비롯한 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기업규모를 변하는 변수로 일반 으로 

사용하고 있는 매출액을 이용하 다. R&D 투자비

(R&D)은 체 기업 지출 R&D 투자비 을 나타

내며 값을 사용하 으며 2010년부터 2012년의 평

균값을 사용하 다. 시장구조(CR3)를 나타내는 지

수로서 공정거래 원회에서 발표한 2010년 기  한

국시장구조조사의 상  3개 기업시장집 지수(CR3)

를 사용하 다.

IP 리 인력규모(IP_SIZE)로는 각 기업의 IP 련

인력수를 조사하여 5명 이내의 경우는 1을, 6～20명

일 경우는 2를, 21명 이상일 경우는 3을 부여하 다. 

IP 문 인력여부(IP_EXPERT)는 IP 문인력(변리

사 혹은 특허변호사)의 유무를 나타내며 각 인력의 

유무를 설문하여 둘  한명이라도 있으면 1을 없

으면 0으로 놓았다. IP인력 수행업무수(IP_TASK)

는 IP 담 인력의 총 수행업무의 수를 말하며 연구

개발, 리보호, 활용 략에 해당하는 총 14가지의 

업무  재 IP 담 인력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총 개수를 사용하 다. IP 담 부서여부(IP_DUTY)

는 IP 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내 담부서 여부

를 나타내며 IP 담부서의 유무를 설문하여 있다

는 1을 없다는 0으로 놓았다. IP 리부서에 한 

리자인식(IP_RECOG)은 IP 리부서에 한 리

자의 인식을 나타내며 특허 련 부서가 사업 략

에 어느정도 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부를 상당한 

향을 , 다소 향을 미침, 거의 향을 미치지 

못함의 세 단계로 나 어서 각각에 해 2, 1, 0을 

부여하 다. IP 련 사내교육여부(IP_EDU)는 IP

련 사내교육의 시행유무를 나타내며 교육을 하고 

있으면 1을 하지 않으면 0으로 놓았다. 직무발명 

보상액정도(IP_REWARD)로는 직무발명 보상액 

정도를 1천만원 미만, 1천만 원～3천만 원이하, 3

천만 원～5천만 원이하, 5천만 원～1억 이하, 1억

이상으로 나 어서 각각에 해 0, 1, 2, 3, 4을 부

여하 다.

에서 살펴본 각 설명변수와 기술 신간의 

계를 종합 으로 알아보기 해 본 연구에서는 다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

하고자 하며 모형은 다음과 같다.

     & 
  _ _ _
  _ _ _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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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변수들의 기술  통계량  상 계 분석결과

평균 Std.Dev. VIF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AGE

2. SIZE

3. R&D

4. CR3

5. IP_DUTY

6. IP_RECOG

7. IP_EDU

8. IP_RULE

9. IP_REWARD

10. IP_SIZE

11. IP_EXPERT

12. IP_TASK

38.4333

13.0002

0.0313

0.3759

0.7

0.8333

0.6

0.6889

1.0222

1.2778

0.3444

7.2222

16.4200

1.9189

0.0323

0.2195

0.4608

0.6577

0.4926

0.4655

1.0703

0.5811

0.4778

2.7346

1.28

2.84

1.43

1.43

1.68

1.68

1.97

1.50

1.63

2.72

2.68

1.84

1.0000

0.0724

-0.0708

-0.0730

-0.1920

-0.0203

-0.1395

-0.0557

-0.0901

0.0214

-0.0966

-0.1926

 

1.0000

0.1480

0.3950

0.4602

0.3626

0.4677

0.3878

0.5124

0.6155

0.6864

0.4023

 

 

1.0000

-0.0020

0.1363

0.3476

0.2660

0.1426

0.2366

0.3825

0.3355

0.2270

  

  

  

1.0000

0.3886

0.1022

0.0781

0.1529

0.3046

0.3396

0.3151

0.1196

  

  

  

  

1.0000

0.3892

0.2574

0.2933

0.2870

0.2727

0.4235

0.1872

  

  

  

  

   

1.0000

0.3814

0.3058

0.3405

0.4753

0.3992

0.4206

  

  

  

  

  

  

1.0000

0.5291

0.2728

0.3532

0.5441

0.4254

  

  

  

  

  

  

   

1.0000

0.2395

0.2400

0.3861

0.2403

 

 

 

 

 

 

 

 

1.0000

0.5319

0.4682

0.3131

 

 

 

 

 

 

 

 

 

1.0000

0.6227

0.5476

 

 

 

 

 

 

 

 

 

 

1.0000

0.4997

 

 

 

 

 

 

 

 

 

 

 

1.0000

<표 2>에는 각 변수들의 통계  특성과 변수간

의 상 계가 나타나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

이, 각 변수 간 피어슨(Pearson) 상 계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 VIF 검증결과 VIF 평균이 

1.84로 2 미만이고 각각의 각 변수에 한 VIF 값

이 <표 2>와 같이 3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모든 변수를 포함하는 회귀방정식을 추정할 

수 있다. 에서 설정한 가설에 근거하여 추정하고

자 하는 회귀방정식  상되는 계수의 부호 값은 

다음과 같다.

4. 추정결과

<표 3>는 다 회귀모형을 IP 리의 두 가지 유

형(인 자본 리, 내부 구조자본 리)으로 단계로 

나 어서 추정한 결과가 나타나 있다. Step 1은 IP

리의 내부 구조자본 련 변수와 Control 변수를 

포함하여 추정한 결과이고, Step 2는 IP 리의 인

자본 리 련 변수와 Control 변수를 상으로 

추정한 결과이다. Total은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표 3>는 조사한 90개 기업 모

두를 상으로 도출하 고, <표 4>는 무형자산가

치 비율을 기 으로 상 범주, 간범주, 하 범주

에 속하는 각각 30개의 기업을 상으로 에서 도

출한 방법으로 Step 1과 Step 2를 나 어 추정하

다. 표에는 계수값(Beta), Z값, 그리고 유의확률

이 나타나 있다. 

4.1 체 기업 상 

먼  IP 리변수  내부구조자본 리 련 변수

를 독립변수로 보았을 경우의 추정결과를 보면 <표 

3> Step1, 기업규모(SIZE)와 R&D 비 (R&D), 시

장구조(CR3), IP 리 담부서여부(IP_DUTY), 그

리고 직무발명 보상액정도(IP_REWARD)가 기술

신활동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가설 2]와 [가설 3], [가설 5], [가설 4-1, 가

설 4-5]에서 설정한 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R&D 

비 이 클수록, 시장이 독 일수록, IP 리 담

부서가 있을 수록, 직무발명보상액정도가 클수록 

신활동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반면에 기업연령(AGE), IP 리부서에 한 

리자인식(IP_RECOG), IP 련 사내교육여부(IP_ 

EDU), 직무발명 보상제도여부(IP_RULE)은 신활

동과는 통계 으로 유의한 계를 가지지 않는 것

으로 분석되어[가설 1, 가설 4-2～가설 4-4]은 성

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IP 리 변수  인 자본 리 련 변수를 독

립변수로 보았을 경우의 추정결과를 보면 <표 3> 

Step 2, Step1과 마찬가지로 기업규모(SIZE)와 R&D 

비 (R&D), 시장구조(CR3)가 기술 신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가설 2, 가설 3,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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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추정결과( 체 90개 기업 상)

Total 90 Companies

Step 1 Step 2 Total

Estimate p-value Estimate p-value Estimate p-value

IP admin var.

IN_FIRM var.

IP_DUTY

IP_RECOG

IP_EDU

IP_RULE

IP_REWARD

HUMAN var.

IP_SIZE

IP_EXPERT

IP_TASK

 

 

.183**

.039

-.078

-.040

.289***

 

 

 

 

 

 

0.087

0.700

0.485

0.695

0.007

 

 

 

 

 

 

 

 

 

 

 

 

.537***

-.339***

-.018

 

 

 

 

 

 

 

 

0.000

0.007

0.860

 

 

.098

-.061

-.013

-.005

.222**

 

.465***

-.326**

.006

 

 

0.326

0.538

0.907

0.958

0.026

 

0.000

0.011

0.956

Control var.

AGE

SIZE

R&D

CR3

 

.051

.373
***

.229
**

.202
**

 

0.575

0.003

0.017

0.042

 

.011

.337
***

.160
*

.154
*

 

0.896

0.006

0.079

0.083

 

.022

.324
**

.174
*

.154
*

 

0.797

0.014

0.061

0.098

주) 
*
 0.1 significance; 

**
 0.05 significance; 

***
 0.01 significance.

설 5 성립], IP 리 인력규모(IP_SIZE)는 정(+)의 

향을 IP 리 문인력 여부(IP_EXPERT)는 음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4-6 성

립, 가설 4-7 역으로 성립]. IP인력 수행업무 수

(IP_TASK)는 기술 신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가설 4-8 기각].

4.2 무형자산비  유형별

<표 4>에는 무형자산비  상 , , 하 의 범

주에 들어가는 각 30개 기업의 기술 신요소에 

한 다 회귀모형 추정결과가 나타나 있다. 상  30

개 기업의 경우, Step 1 분석을 보면 기업규모(SIZE)

와 R&D 비 (R&D), 직무발명 보상액정도(IP_RE 

WARD)가 기술 신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설 2, 가설 3, 가설 4-5 성립], 다른 변수들은 기

술 신과 유의한 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가설 1, 가설 5, 가설 4-1～가설 4-4 기각]. 

Step 2의 경우, Step 1과 마찬가지로 기업규모

(SIZE)가 기술 신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R&D 비 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2 성립, 가설 3 기각]. 인 자본 련 변수에서는 IP

리 인력규모(IP_SIZE)만이 기술 신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4-6 성립, 가

설 4-7, 가설 4-8 기각].

 30개 기업의 경우, Step 1 분석에서는 상  

30개 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업규모(SIZE)와 

R&D 비 (R&D)가 기술 신과 정(+)의 유의한 

계를 보 지만[가설 2, 가설 3 성립], 직무발명 보

상액정도(IP_REWARD)는 기술 신활동과 통계

으로 유의한 계를 가지지 않고 IP 리부서에 

한 리자의 인식(IP_RECOG)이 유의한 계를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4-2 성립, 가설 4-1～

가설 4-5 기각]. Step 2의 경우는 인 자본 련 변

수 에서는 상  30개 기업의 경우와 같이 IP 리 

인력규모(IP_SIZE)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제변수의 경우는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

 30개 기업에서 유의한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

온 기업규모(SIZE)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고[가설 2 기각], R&D 비 (R&D)와 시장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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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추정결과(각 범주 별 30개기업 상)

TOP 30 Companies MIDDLE 30 Companies LOW 30 Companies

Step 1 Step 2 Step 1 Step 2 Step 1 Step 2

Estimate p-value Estimate p-value Estimate p-value Estimate p-value Estimate p-value Estimate p-value

IP admin var.

IN_FIRM var.

IP_DUTY

IP_RECOG

IP_EDU

IP_RULE

IP_REWARD

HUMAN var.

IP_SIZE

IP_EXPERT

IP_TASK

 

 

.272

-.311

-.024

.215

.409**

 

 

 

 

 

 

0.206

0.160

0.898

0.337

0.037

 

 

 

 

 

 

 

 

 

 

 

 

.504
**

-.160

-.248

 

 

 

 

 

 

 

 

0.029

0.457

0.311

 

 

-.111

.332**

-.040

-.071

.195

 

 

 

 

 

 

0.514

0.046

0.833

0.693

0.228

 

 

 

 

 

 

 

 

 

 

 

  

.825
***

-.134

.054

 

 

 

 

 

 

 

 

0.000

0.180

0.570

 

 

.316

-.048

-.019

.071

-.085

 

 

 

 

 

 

0.134

0.780

0.922

0.699

0.626

 

 

 

 

 

 

 

 

 

 

 

 

-.338
**

.967***

.072

 

 

 

 

 

 

 

 

0.036

0.000

0.593

Control var.

AGE

SIZE

R&D

CR3

 

.171

.413
*

.425
**

.219

 

0.352

0.072

0.029

0.273

 

.034

.418
*

.214

.219

 

0.838

0.067

0.222

0.271

 

.032

.359
**

.322
*

.223

 

0.821

0.044

0.052

0.185

 

.034

.043

.173
**

.157*

 

0.693

0.697

0.047

0.067

 

-.098

.585
***

-.197

-.199

 

0.589

0.010

0.252

0.290

 

-.157

.081

-.179

-.085

 

0.194

0.619

0.104

0.457

주) * 0.1 significance; ** 0.05 significance; *** 0.01 significance.

(CR3)가 기술 신에 정(+)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3, 가설 5 성립]. 나머지 변수들에 

해서는 통계 으로 특별한 유의 을 발견하지 

못하여[가설 1, 가설 4-7, 가설 4-8]은 기각되었다. 

하  30개 기업의 경우를 보면, Step 1 분석의 

경우는 기업규모(SIZE)만이 기술 신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가설 2 성립, 나머

지 가설 기각], Step 2의 경우는 의 연구와 달리 

IP 리 인력규모(IP_SIZE)가 기술 신과 음(-)의 

유의한 계를 가지는 반면 IP 리 문인력 여부

(IP_EXPERT)와는 정(+)의 유의한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4-6, 가설 4-7 성립]. 나머지 

가설들은 기각되었다[가설 1～가설 5, 가설 4-8 

기각].

5. 결  론

기업이 지식재산에 한 투자와 리에 막 한 

비용을 지출하는 이유는 기업의 업활동을 진

하고 기술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한 것이다. 

지식재산 투자와 리역량은 기업경쟁력의 핵심 

요인이고, 그 산출 결과는 기업의 무형자산가치로 

변환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무형자산가치 창출에 

주요 요인 의 하나인 기업의 지식재산 리 역량

을 악하기 해서 설문조사를 수행하 고, 그 자

료에 근거하여 지식재산 투자와 리 역량이 기업

의 기술 신활동에 유의한 향이 미치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 다. 

한국 제조기업의 기술 신활동 결정요인 분석결

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  90개 모든 기업

을 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업규모(SIZE), R&D비

(R&D), 시장구조(CR3)는 분석유형에 계없이 

기술 신활동에 해 정 (+)의 효과를 나타났다. IP

리 변수들의 경우를 보면 먼 , 직무발명 보상액

정도(IP_REWARD)가 기술 신에 강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직무발명 보상액의 액

수가 클수록 기업의 기술 신활동 유인이 큰 것으

로 나타났다. IP 리인력규모(IP_SIZE)의 경우도 

기술 신과 강한 정(+)의 유의한 계를 보인 반

면, IP 리 문인력여부(IP_EXPERT)의 경우는 



IP 리가 기술 신활동에 미치는 요인분석 1 39

음(-)의 계를 보 으며 IP 리 담부서여부

(IP_DUTY)의 경우도 Step1 분석의 경우 정(+)의 

계를 보 고 Total분석의 경우에도 양의 계수값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IP 리 문인력의 보유 

보다는 IP 리 인력규모의 인 크기가 요하

며 IP 리 담부서의 존재 여부가 기술 신의 성

공요인임을 말해 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기업을 무형자산의 비 에 따라 3가지 다

른 유형으로 나 어서 기술 신성과의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여러 면에서 차이 이 나타나고 있다. 

상  30개 기업의 경우에만 직무발명 보상액정도

(IP_REWARD)가 기술 신에 정(+)의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 무형자산의 비 이 큰 기업의 경

우 충분한 직무발명 보상액을 보장하는 것이 신

에 요한 요소임을 보여줬다.

셋째,  30개 기업의 경우에는 IP 리부서에 

한 리자의 인식(IP_RECOG)이 기술 신과 정

(+)의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활발한 

신활동을 해 리자에게 IP 리부서에 한 

요성과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상 와  유형의 경우 IP 리 인력규모

(IP_SIZE)가 기술 신과 정(+)의 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지만 하  유형의 경우 기술 신에 음(-)

의 향을 미치는 반면 IP 리 문인력여부(IP_ 

EXPERT)와 강한 정(+)의 계가 있는 것으로 드

러나 하 유형의 경우 IP 리 인력의 충원 보다는 

변리사나 특허변호사와 같은 IP 리 문인력의 

고용이 신을 한 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시장구조(CR3)는 30개 기업의 기술

신과는 하게 연 되어 있으나, 상   30

개 기업과는 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

만 상  30개 기업의 경우 계수가 양의 경향을 보

이는 반면 하  30개 기업의 경우 음의 경향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나 무형자산 비 이 어느정도 되

는 기업군에서 시장집 도가 신활동에 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섯째, 기업규모(SIZE)의 경우는 Step1의 경우 

유형에 상 없이 모두 기술 신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 규모(매출액)가 클수록 

기업의 기술 신활동이 일어날 확률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Audretsch and Zoltan[16]과 Lich-

tenthaler[48]의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일곱째, R&D 비 (R&D)의 경우 상  의 

기업유형의 경우는 기술 신과 유의한 정(+)결과

가 나온 반면에 하 유형의 경우는 상 계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나 R&D 비 이 큰 기업일수록 기

술 신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진다. 이는 

Kondo[44]와 Shefer and  Frenkel[57]의 연구에서 

밝 진바 있다.

여덟째, 기업의 무형자산비 에 따른 유형에 

계없이 기술 신활동과 연 성을 보이지 않은 변

수는 기업연령(AGE)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

구결과를 토 로 볼 때, 은 기업일수록 더 신

일 가능성이 크다는 Klepper[43]의 주장을 하기

는 어렵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한계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재

산 리 실태조사가 기업실사를 통하여 수집된 것

이 아니고, 지식재산 담당부서 책임자 혹은 담당자

와의 설문 조사결과를 이용하 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설문 문항의 

답변이 세부  척도에 의하여 수행되지 못하고 두 

개 척도에 의하여 수행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셋째, 표본자료의 제한 때문에 업종

별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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