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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자료를 이용한 우리나라 지식전파의 지역화 분석
이지홍(서울대학교), 남윤미

(연구 배경)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혁신
의 동력이 되는 지식의 전파가 중요
ㅇ 다양한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이 변화하
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활발한 지식전파와 빠른 기술의 수용
이 가능한 사회일수록 혁신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
□ 지식전파와 기술수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식전파의 양상을 파
악하는 것이 중요
ㅇ 특히, 최근 연구에서 지식전파의 지역화 효과*는 관련 경제주체
들의 집적화(agglomeration), 생산성 향상 등의 다양한 매커니즘
을 통해 지역 간 경제력의 격차를 설명하는 주요 원인의 하나로
지목(Baldwin and Martin, 2004)
* 지식전파의 지역화(Localization of knowledge spillovers) : 지식전파가 지리
적으로 근접한 지역 내에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효과

ㅇ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선도적인 혁신역량을 보유한 분야가 존
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식전파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
⇒ 우리나라에서 창출되는 지식의 전파에 있어서 지역화 효과가 존
재하는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모색

문의처: 남윤미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 (☎ 5546)
※ 이 연구내용은 집필자들의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분석 방법)
□ 미국 특허청(USPTO)에 등록된 실용특허(utility patent) 자료를 기반으로
Jaffe, Trajtenberg, and Henderson(1993)이 제시한 ‘샘플 매칭’방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에서 창출한 지식전파의 지역화 효과를 분석
ㅇ 1996년부터 2015년 기간 동안 개인이 아닌 기업이나 기관이 미국 특
허청(USPTO)에 출원 및 등록한 특허자료를 1996~2005년, 2006~2015
년 두 기간의 집단(코호트)으로 구성
ㅇ 각 코호트에 대하여‘원본 특허(originating patent)’, ‘인용 특허
(citing patent)’, ‘통제 특허(control patent)’를 추출하고, 이를 이
용하여‘인용 매칭확률(citing matching rate)’과 ‘통제 매칭확률
(control matching rate)’을 산출
─ ‘원본 특허’는 두 코호트에 대하여 각각 1996년과 2006년에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중 우리나라 기업이나 기관 소속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연구자(inventor)가 발명한 특허들로 구성
─ ‘인용 특허’는 각 코호트의 원본 특허 등록 이후 10년까지의 기간
(1996~2005년 및 2006~2015년)동안 원본 특허를 인용한 특허들로 구성
─ ‘통제 특허’는 각 코호트의 인용 특허와 동일한 기간 동안 등록
된 특허 중 인용 특허와 기술적으로 유사하나 원본 특허를 인용하
지 않은 특허로 구성
─ ‘인용 매칭확률’은 원본 특허와 인용 특허의 지리적 일치율, 즉,
인용 특허 중 원본 특허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거주하는 연구자가
발명한 특허의 비중
─ ‘통제 매칭확률’은 원본 특허와 통제 특허의 지리적 일치율, 즉,
통제 특허 중 원본 특허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거주하는 연구자가 발
명한 특허의 비중이며, 인용 특허와 유사한 기술연구가 국내에 집적
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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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용 매칭확률’에서 ‘통제 매칭확률’을 차감하여 지리적 근접
성을 기반으로 한 지식전파의 지역화 효과를 추정
─

동일 지역 간 특허 인용의 증가에는 지리적 근접성을 기반으로 지
식전파가 이루어지는 효과 이외에도,
유사한 기술연구가 지리적으로 집적된 데에서 오는 효과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통제매칭확률을 이용하여 지식전파의 지역화 효
과만을 구분하여 추정

ㅇ 국가 단위의 분석 이외에도 16개 국내 시도별 지역 단위 분석과 6개
산업별* 분석도 추가적으로 수행
* NBER(National Bureau of Economics Research)이 정의한 6개 산업으로 화학
(Chemical), 컴퓨터 및 통신(Computer & Communications), 의약(Drugs & Medical),
전기·전자(Electrical & Electronics), 기계(Mechanical), 기타(Others)

(분석결과)
□ ‘인용 매칭확률’이 1996~2005년 코호트에서 2006~2015년 코호트로 넘어
가며 증가하였으며, 이는 인용 특허 중 한국에서 출원 및 등록한 특허의
비중이 더 높아진 것을 의미
□ ‘통제 매칭확률’이 1996~2005년 코호트에서 2006~2015년 코호트로 넘어
가며 증가하였으며, 이는 한국에서 창출되는 관련 기술 분야들에서 한국
의 글로벌 점유율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의미
□ 1996~2005년 코호트와 2006~2015년 코호트에서 ‘인용 매칭확률’에서
‘통제 매칭확률’을 차감하여 지역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지
식전파의 지역화 효과는 감소하였거나 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ㅇ 이러한 결과는 최근 연구에서 다뤄진 미국에서의 지식전파의 지역화 효
과와 현저히 대조되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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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호트별 매칭확률>
코호트

인용 매칭확률

1996~2005

8.4%

2006~2015

12.4%

3-digit

5.88%
(7.81)
10.61%
(5.9)

통제 매칭확률(t-value1)
Any
Primary

7.27%
(3.34)
13.2%
(-2.51)

8.48%
(-0.24)
13.52%
(-3.49)

Common

11.92%
(-4.74)
16.65%
(-7.05)

주: 1. 괄호 안 숫자는 (인용매칭확률 – 통제 매칭확률)에 대한 t- value이며, 이의 부호는 지역화 효과의 부호와 동일
2. 지역화 효과가 유의하지 않거나 음의 지역화 효과가 나타난 경우를 음영으로 처리
3. 분석의 강건성을 위해 4개의 통제특허([3-digit],[Any],[Primary],[Common])를 이용하였으며, 통제특허
선정조건을 단계적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추출을 달리하였음

ㅇ 지역별 분석 결과, 특허출원수가 가장 많은 국내 세 지역 중 서울은
1995년~2005년 코호트에서 2006년~2015년 코호트로 넘어가면서 지식전
파의 지역화 효과가 양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2006년 이후 특허수가 크게 증가한 경기지역은 지역화 효과가 여전히
음으로 나타나며, 대전의 경우에도 2006년~2015년 코호트에서 지역화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음
ㅇ 산업별 분석 결과, 한국의 혁신을 견인하고 있는 컴퓨터 및 통신
(Computer & Communications)과 전기·전자(Electrical & Electronics)
분야 모두 지역화 효과는 미미하거나 음의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남
(시사점)
□ 본 연구결과는 한국이 경쟁력 있는 혁신역량을 갖춘 분야들이 존재함에
도 불구하고 지식전파의 지역화는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시사
ㅇ 이는 소수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기술개발인력 및 생산요소
의 일부 기관 내 집중으로 지식전파의 지역화 효과가 기관 내부로 내
재화된 결과 또는, 타 기업이나 기관의 연구자 간 협업이나 교류를 어
렵게 하는 국내 제도적, 문화적 특성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
□ 따라서 혁신역량을 가진 국내 주체들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들로
부터 지식전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과 지식재산권과 같은 제도의 점검과 개선을 고려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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