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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치열한 글로벌 경쟁환경하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들은 다양한 혁신활동과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활동을 활발하
게 전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특허 관련 활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국기업의 특허담당 실무자와 연구개발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PLS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보상과 장애요인이 정보공유(협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
공유(협업)이 기술적 보완(개선)과 기업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적 보완(개선)과 기업
이미지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이 특허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어 
촉진 및 장려하는 요인을 찾아내어 전략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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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nies are actively engaged in various innovation activit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ctivities such as patents in order to survive in a fiercely competitive global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factors that influence corporate patent-related activities on 
business results. For this reason, we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f patent practitioners and R & 
D personnel of Chinese companies, and analyzed the causal relationship using PLS analysis tool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compensation and obstacle factor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information sharing (collaboration). .. It was found that information sharing (collaboration)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echnology complementation (improvement) and corporate image. It was also 
found that technical complementation (improvement) and corporate image have an impact on 
management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able to find and strategically utilize the factors 
that promote and encourage companies to develop their patent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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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혁신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경제성장에 
기여를 하고 있다. 글로벌화가 가속화되기 시작하면서 기
업은 많은 변화에 직면을 하고 있으며, 치열한 경쟁 환경
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게 된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가 되면서 많은 관련 기술
들이 급성장 하고 있다[1]. 기업들은 시장을 선도하기 위
해서 새롭게 등장한 기술들의 원천 특허를 확보하기 위
해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다. 기업이 시장에 진출을 하기 
위해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특허이다. 특허 중에서도 원천 특
허와 핵심 특허는 매우 중요하다[2]. 

예를 들면,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의 TI(Texas Instruments)
사가 일본, 대만, 한국의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벌였다. 
일본, 대만, 한국은 반도체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이며, 반
도체 관련 원천 특허는 TI사가 대부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일본, 대만, 한국 기업은 TI사에게 로열티를 
지급하였다. 

일본과 대만 기업은 바로 로열티를 TI에 지급하였으
나 한국 기업은 소송을 벌였지만 결국 소송에서 패하게 
되었다. 비단 반도체 산업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분
야에서 특허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를 하고 있다[3]. 빅
데이터, 인공지능, IoT, 5G, 블록체인, AR/VR 등의 산
업에서 원천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제 특허는 한 기업의 생존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한 국가의 흥망성쇠에도 관여를 하고 있다[4-6].

선진국들과 글로벌 선진 기업들은 이미 특허의 중요성
을 인식하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후발국 및 후발 
기업들은 선진 기업들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나 한계에 봉착을 하고 있다. 이는 관련 기술에 대한 
원천 및 핵심 특허가 부족하기 때문이다[7].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서 제품을 생산하는 중요한 요충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인건비 상승, 무역 분쟁 등 다양
한 이유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이 다른 국가(베트남, 인도 
등)로 이전을 하고 있다. 

중국은 2015년 중국제조 2025 정책을 발표하고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중국 경제의 모델을 바꾸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한 첨단기술산업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기술적인 성과도 창
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첨단기술산업에서 세계 시장에 진

출을 하고 있지만, 특허와 무역 분쟁이 발목을 잡고 있다. 
예를 들면, 샤오미의 경우는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샤오미는 특허 침해의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특히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이미지 관리. 샤오미의 특허 회피 
전략, 중국의 사법부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낮은 신뢰
도로 샤오미는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5년
에 중국 정보의 지식재산전문 법원이 설립되었고, 특허소
송 시 외국인의 원고 승소율이 68%로 높아졌다[8]. 이에 
샤오미는 관련 특허를 개발하거나 매수하는 방식으로 특
허수를 늘리고 있으며, 해외의 글로벌 기업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하는 등의 특허경영 전략을 실시하고 있다.

기술의 융복합화가 가속화 되고 첨단기술들이 앞다투어 
개발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의 특허 활동과 성과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는 2차 자료를 활용하거나 특허출원 및 등록 
건수, 특허 청구항, 1인당 특허지표 등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허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정보공유(협업)을 설정하고 
기술적 보완(개선), 기업이미지, 경영성과 간의 인과관계
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특허활동
특허활동은 기업이 성장을 하고 생존하는데 있어 중요

한 요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특허활동
을 특허취득, 특허활용, 특허분쟁 등에 초점을 맞추어 연
구가 진행이 되고 있으나, 기업에서 직무발명을 포함한 
특허 출원 및 등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
하고 있 못하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박성택외(2013)의 연구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특허
활동이란 특허를 출원하고 취득하고 활용을 하는데 관련
된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9].

기업에서는 직무발명 등을 통해 특허를 장려하고 있
다. 많은 기업들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금전적인 보
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
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휴대폰 한글자판 방식인 천지
인 방식에 대한 소송과 일본에서는 청색 LED 발명자의 
소송이 있다. 직무발명제도는 기업들이 R&D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게 하고 이를 통해 핵심 인재를 확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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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을 막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연구 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수가 있어, 제품 생산 가능성도 높여서 매출에
도 기여를 할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특허를 취득하기 위한 활동에는 제약이 존
재를 하게 된다. 즉, 특허를 취득 및 등록하기 위해서 소
요되는 비용, 특허 유지 비용(연차료), 특허를 방어하기 
위한 관련 비용 등이 많이 들기 때문에 특허 취득 및 등
록에 주저를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 이외에도 특허는 
속지주의로 특허를 출원한 국가에서만 인정을 받으며, 선
출원주의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많은 기업이 특
허활동을 하는데 있어 제약요인이 된다. 이러한 특허활동
의 장려요인과 장애요인은 기업의 혁신 창출과 성과 향
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자사의 다른 부서와의 정
보공유나 협업을 통해서도 특허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2.2 특허활동과 경영성과
박성택외(2013)은 특허활동과 경영성과간의 인과관계

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허활동으로 보상, 협업, 장
애요인으로 설정하고, 이들이 기술적 기여, 이미지, 경영
성과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9]. 

Artz et al.(2010)는 기업에서 R&D의 투자 대비 특
허의 성과는 양의 관계가 있으며, 특허 성과와 기업의 수
익(매출) 증가는 음의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10].

최수명(2017)은 특허활동을 특허관리활동, 특허개발지원 
활동, 특허권리화 활동으로 분류하고 혁신을 무형적 성과, 
기술적 성과, 제품성과로 분류하고 이들간의 관계에 대한 분
석을 수행하였다[11]. 한국과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한국기업은 모든 가설이 채택되었으며, 중국
기업에서는 특허개발지원활동이 무형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을 제외한 모든 가설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실증하였다.

박은미(2018)는 특허역량을 특허관리, 특허개발지원, 
특허권리화로 분류하고, 신제품 성과와 경영성과간의 관
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12]. 분석결과, 특허관리와 
특허개발지원 역량은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신제품성과와 경영성과 간에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외의 다른 요인들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본 연구에서는 중국기업의 특허활동과 경영성과 간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보상, 장
애요인을 정보공유(협업), 기술적 보완, 기업 이미지, 경
영 성과를 변수로 설정하였다.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조직에서는 조직구성원들의 직무에 대한 성과 향상을 
장려하기 위해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13]. 이러한 보
상제도는 조직구성원들간의 정보공유와 협업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특히 직무발명에 적절한 보
상제도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다. 특허취득 시에 보상제도
는 조직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반대로 
장애요인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일반적으
로 기업간 정보공유의 장애요인으로는 보안, 프로세스, 
비용, 기술 및 시스템, 협업 대상 등이 있다. 특히 특허출
원시의 장애요인으로는 비용적인 부분과 발명이 새롭지 
않다는 점이 있다[9]. 이러한 장애요인은 결국 기업의 정
보공유 및 협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
정한다.

H1. 보상은 정보공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장애요인은 정보공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 및 정보공유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협업을 통하여 기업 이미지와 가치 제고에 성공
을 한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다. 

송정민(2011)은 브랜드와 디자이너의 협업은 브랜드 
이미지와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효과적이며, 디자이너와 
브랜드와의 협업은 제품 이미지와 기업 선호도를 높인다
고 주장을 하였다[14]. R&D의 결과물을 특허로 취득 및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내의 다양한 부서와의 협업 
및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 또한 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서도 우리에게 부족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게 하여서 특
허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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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보공유 활동을 통해 기술적인 보완 및 개선
이 가능하게 되며, 기업의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H3. 정보공유(협업)는 기술적 보완(개선)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4. 정보공유(협업)는 기업 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업은 특허활동을 통해 자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
던 상품라인 보완, 생산기술 개선 및 보완, 신제품 개발 
및 출시를 통해 자사의 기술력을 보완하게 되며 이를 통
해 경영성과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9]. 또한 기
업의 특허활동을 통해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기술적 이
미지 개선을 하게 된다. 이러한 기업의 이미지 개선은 결
국 경영성과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면
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H5. 기술적 보완(개선)은 기업 이미지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6 기업 이미지는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
이다.

3.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항목의 조작적 정의는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선행연구를 참고[9]하여 
수정 보완을 한 것이다.

Operational Definition 

Reward system

Contribute to the increase of corporate sales and 
the increase of market Jomyuul. It provides ample 
monetary compensation and promotion 
opportunities when filing a patent application.

Obstacle Factor
Patent application costs and defense costs will be 
borne. Patent application is a burden to the act of 
revealing the confidentiality of a company.

Information 
Sharing

(collaboration)

Share and collaborate with other departments 
(other companies) within the company.

Technical 
complement 

(improvement)

Patents complement production lines, production 
technology, etc. and contribute to improvement.

Corporate image Patents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brand 
image and technical image.

Management 
performance

It contributes to the increase of corporate sales 
and market share.

Table 1. Operational Definition 

4. 연구결과

4.1 연구방법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2019년 12월 1일 ~ 12월 20일까지 

중국 기업의 연구개발 담당자 및 특허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모든 설문문항은 5점 리커트 척
도를 이용하였다. 최종적으로 불성실 응답 설문을 제거한 
총 191개의 설문을 실증 분석에 이용하였다.

조사대상 기업의 2019년 평균 매출액은 387만 위안, 
총매출액 대비 R&D의 평균 21.4%로 나타났다. 음식료 
산업이 9.42%, 섬유산업이 5.24%, 석유화학산업이 7.33%, 
진기전자산업이 36.65%, 자동차산업이 9.42%, 기계산업
이 7.85%, 가구산업이 4.19%, 기타산업이 19.90%로 나
타났다. 또한 응답자 중 남성이 136명(71.2%), 여성이 
65명(28.8%), 학력으로는 학사 155명(81.1%), 석사이상 
36명(18.9%)로 나타났다. 근무 기간의 평균은 9.8년으로 
나타났다.

4.2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본 연구에서의 PLS(Partial Least Square) 분석 기법

을 사용하였다. PLS는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에 대해서 최
적의 평가를 동시에 할 수 있게 해주며, 각 구성개념에 
대한 척도의 적재치를 추정한 다음 각 구성개념 간의 인
과관계를 시도하는 방법이다[9,13]. 

본 연구에서 공분산구조분석 의 대표적인 도구인 
LISREL이나 AMOS를 사용하지 않고 PLS 도구를 사용
한 이유는 모형의 적합성 보다는 모형에 포함된 주요한 
요인간의 인과관계의 분석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9]. 

일반적으로 PLS에서는 측정 모형에 대한 수렴타당성
을  복합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에 의해 평가를 한다. 판
별타당성은 평균분산추출값의 제곱근이 각 구성개념간 
상관계수값을 상회하고 평균분산추출값이 0.5 이상이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15]. 

분석결과,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설문항목
의 적재치가 표본 전체에서 0.5 이상으로 나타나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신뢰도 값은 모두 0.7 이상으로 나
타났으며[16,17], 평균분산추출값도 0.5 이상으로 나타
나 구성개념간의 수렴타당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기업의 특허활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 275

    Factor 
Analysis

Composite
Reliability AVE Cronbachs’

Alpha
 CI1 0.756 0.816

　
　
　

0.528
　
　
　

0.718
　
　
　

 CI2 0.765
 CI3 0.770
 CI4 0.602
 IS1 0.706 0.797

　
　

0.568
　
　

0.729
　
　

 IS2 0.791
 IS3 0.761
 OF1 0.660 0.868

　
　
　

0.625
　
　
　

0.802
　
　
　

 OF2 0.742
 OF3 0.848
 OF4 0.891
 Pe1 0.825 0.823

　
　

0.609
　
　

0.738
　
　

 Pe2 0.752
 Pe3 0.762
 Re1 0.743 0.785

　
　

0.548
　
　

0.709
　
　

 Re2 0.762
 Re3 0.716
 TC1 0.786 0.813

　
　
　

0.528
　
　
　

0.794
　
　
　

 TC2 0.675
 TC3 0.685
 TC4 0.738

Table 2. Discriminant Validity Analysis 

또한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분산추출값의 
제곱근 값(대각선)의 가장 낮은 값이 0.722로 각 구성개
념의 상관 계수값의 높은 값인 0.649를 크게 상회하여
[18] 판별타당성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I IS OF Pe RE TC

CI 0.727 
IS 0.548 0.754 
OF 0.201 0.244 0.790 
Pe 0.588 0.621 0.199 0.780 
RE 0.549 0.557 0.107 0.609 0.741 
TC 0.573 0.539 0.115 0.649 0.606 0.722 

Table 3. Correlation between latent variables

4.3 가설 검정 결과
가설의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4와 Fig. 2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보상이 정보공유(협업)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친다는 가설 H1, 장애요인이 정보공유(협업)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H2, 정보공유(협업)가 기술
적 보완(개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H3, 정보
공유(협업)가 기업 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
설 H4가 수용이 되었다.

        Path Coefficient T-Value Result

H1 RE -> IS 0.5365 10.403*** Accept

H2 OF -> IS 0.1864 3.314*** Accept

H3 IS -> TC 0.5385 12.338*** Accept

H4 IS -> CI 0.5476 7.961*** Accept

H5 TC -> PE 0.4646 6.684*** Accept

H6 CI -> PE 0.3214 3.992*** Accept
***P<0.001

RE: Reward System, OF: Obstacle Factor, IS: Information Sharing 
(collaboration), TC: Technical Complement (improvement), CI: Corporate 
Image, PE: Management Performance

Table 4. Hypothesis Testing 

또한 기술적 보완(개선)이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H5, 기업 이미지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친다는 가설 H6이 모두 수용되었다.

Fig. 2. Hypotheses Testing

정보공유의 설명력은 34.4%, 기술적 보완은 28.9%, 
기업 이미지는 29.9%, 경영성과는 49.0%로 나타나 일반
적인 검정 기준치인 10%를 상회하고 있어[19] 모형에 대
한 설명력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4.4 연구결과 논의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에서 특허활

동을 장려하는 방식중의 하나인 보상제도는 정보공유(협
업)에 유의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를 하는 부분이다. 또한 기업의 
특허활동을 방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인 장애요인도 정보
공유(협업)에 유의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업에서는 특허를 취득하는데 있어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특허활동이 위축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2권 제2호276

정보공유(협업)은 기술적 보완(개선)과 기업 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협업 
및 정보공유를 통해 기술적인 개선 및 보완을 강화할 수
가 있다. 또한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와 기술적 이미지 제
고에도 기여를 하게 된다.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
치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기업 내부에서는 타 부서와의 
협업과 정보공유를 장려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외부에서
는 다른 기업, 기관 등과의 협업 및 정보공유를 통해 기
업의 부족한 기술력을 보완하여 특허활동을 활발하게 진
행을 할 수가 있게 된다. 

기술적 보완(개선)과 기업 이미지는 경영성과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횔동을 통해 제
조라인과 생산기술의 보완 및 개선을 통해 고품질의 제
품을 시장에 출시를 하게 된다면, 소비자들은 만족을 하
게 되고, 결국 경영성과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특허활동을 통해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와 기술 이
미지 등이 높아지게 되면,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국 산업과 중국 기업은 이제 성장 단계에 있기 때문
에 특허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잘 활용한
다면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기업이 치열한 경쟁환경하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혁
신을 하게 되며, 이러한 혁신의 결과물을 특허, 실용신안 
등의 지식재산권으로 등록을 하게 된다. 이러한 지식재산
권 중에서 특허에 대한 활동은 기업의 이미지, 생산성 향
상 등에 기여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경영성과에도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상과 장애요인이 정보
공유(협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공유(협업)이 기술적 보완(개선)과 기업이미지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적 보완(개선)
과 기업이미지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선행연구
에서는 특허 출원수, 청구항, 지표 등의 정량적인 지표만
을 사용하여 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였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특허활동을 장려하는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이들과 경영성과간
의 인과관계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차별

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에서 특허 관련 활동을 수

립하고 전개하고자 할 때 조직구성원들이 특허활동에 참
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 구축하는데 
있어 실무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특허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못
했다는 점이다. 특히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의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특허활동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고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간, 산업간 비교 연
구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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