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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의 특허실적이 기술이전사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노성여
동명대학교 항만물류시스템학과

  

The impact on earnings patent technology transfer business 
performance of the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Seong-Yeo Noh
Department of Port Logistics System, TongMyo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한 차원에서 기업의 R&D Source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학의 산학 력 시스템의 효과 인 활용방안 모색을 목 으로 하 다. 이에 학 산학 력단의 연구개발 성과물

인 특허실 이 기술이 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으며, 교육과학기술부·한국연구재단(2013)이 발표한 패 데이터를 이용하

여 통계분석을 실시하 다. 특허실 을 독립변수로, 기술이 을 종속변수로 투입하고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 기술이  체 건수에 정 인 향을 미치는 특허실  요인은 국내 특허출원수와 해외특허등록수, 미래기
술(6T)특허 출원·등록수, 과학기술특허출원수로 나타났고, 기술료를 높이는데 정 인 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술이  체

건수이며, 특허실 으로는 국내 특허출원수와 미래기술(6T)특허출원수, 과학기술특허출원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시사 으로 많은 특허가 출원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특허의 주요 상을 미래기술(6T)과 과학기술분야에 
집 해야 함을 제안하 으며, 특허출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계약기간에 한 상 책을 별도로 기획하여야 함

을 시사하 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학 산학 력단의 1차 인 연구성과인 특허실 만을 고려했다는 데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근본 인 요인으로 제시될 수 있는 인 , 물 자원과 운 시스템 요인을 포함하여 연구할 필요성

이 제기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the patent results of the University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influence
technology transfer.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by using 2013 panel data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MEST)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results
show that the patent result factors that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total number of technology transfers are domestic
patent application numbers, foreign patent application numbers, future technology(6T) patent application numbers, 
science technology patent application numbers. The factors that have a positive effect on increasing royalty are the 
total number of technology transfers. Domestic patent application numbers, future technology(6T) patent application 
numbers and science technology patent application numbers have a positive effect on patent results. The results 
implicate that more research and development is needed for more patents to be applied, that the main focus should
be on future technology(6T) and science technology fields, and that effort should be directed at planning negotiation
strategies for the term of the contract. However, this study is the need to research, including primary research is so
patent performance may be limited in having only been considered in future studies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and operating system factors that may be presented to the essential elements of the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this ra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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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기술선진국들이 국제 인 특허권 보호를 강력하

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하여 국가연구개발비를 지속

으로 확 해 왔다. 2006년에 약 27.3조원이었던 연구
개발비의 투자규모는 2010년에 43.9조원으로 증가하여 
세계 7  수 이 되었고, 다음해인 2011년에는 49.8조원
으로 늘어나 세계 6  수 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GDP 
비 R&D 투자비  역시 OECD 국가  순 가 2010
년 3 (3.74%)에서 2011년 2 (4.03%)로 한 계단 오르
게 되었다[1-3].
국가 차원에서의 노력은 연구개발비 투자뿐만이 아니

라 법과 제도 마련의 차원에서도 시행되었는데, 2003년 
'산업교육진흥법'을 '산업교육진흥  산학 력 진에 

한 법률'로 개정해 시행함으로써 2004년부터 학에 산
학 력단이 설치되기 시작하 고, 정부의 성과확산 정책
에 힘입어 학의 연구성과가 비약 으로 성장해 왔다. 
이에 2006년도에 SCI논문발표 세계13 [4], PCT특허출
원 세계5 [5]를 기록하 다. 그리고 2007년도 스 스 

IMD의 세계경쟁력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은 세계 6 , 과학경쟁력은 세계7 인 것으로 나

타났다[3].
그러나 이러한 연구개발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개발 

성과의 산업  활용 수 과 경제  이익 창출 성과는 미

흡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학보유기술의 이 율

(2011년 16.4%)은 미국(2010년 25.4%) 등 주요 선진국
에 비해 조한 수 이며[1], 학에 투자된 연구개발비 

비 기술이 으로 회수한 비율은 2007년 기 으로 

0.58%에 그치고 있고[6], 2011년 기  기술무역 자액

은 58.7억달러에 달한다[1]. 교육부의 학정보공시센터
의 보고서에도 우리나라 학의 기술이  1건당 기술이
 수입액이 해마다 감소하여 학의 기술이  성과의 

양 인 성장은 이루어졌으나, 질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 다[10].
이러한 상에 한 근본 인 원인으로 우리나라 기

업의 R&D Source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학의 산학
력 시스템이 가지는 낙후성과 특허 리 략의 부재, 
기술이 과 사업화 역량 부족 등이 제기되고 있다

[3,6-9]. 즉,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해서는 학의 역할
이 요하며, 학이 기업의 핵심원천기술의 제공자 역

할이 제 로 수행되게 하기 해서는 학의 연구개발 

능력과 기술이 , 사업화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러므로 본 연구는 학의 연구개발 성과로서 특허출원실

과 산업  활용을 한 기술이  간의 계를 연구하

고자 하 으며, 이 연구를 통하여 특허 리 략을 제시

하고자 한다.

2. 연구가설

본 연구는 선행연구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학의 기

술이 사업 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  산학 력단의 

특허 련 실 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기술이 사업의 

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이들의 세부 인 계를 

악해 보고자 하 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하
다.
H1. 학 산학 력단의 특허실 은 기술이  체건

수에 향을 미칠 것이다.
H2. 학 산학 력단의 기술이  체건수와 특허실

은 기술료에 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한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2013년 2월에 발행
한 ‘2011 학 산학 력활동 조사보고서’에 포함된 패
데이터이며, 연도별 조사분석의 범 는 <Table 1>과 같
다.

Table 1. University Annual Survey Cooperation activities 
range from analysis

2007 2008 2009 2010 2011

University surveyed 150 153 434 429 433

University analyzed 140 149 145 153 433

University it has been 
used in this study 140 149 145 153 291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을 검

증하기 해서 통계 인 분석방법으로서 다 회귀분석

을 실시하 다. 분석에 사용된 통계패키지 로그램은 
SPSS 2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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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Independent 
variable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p

Collinearity 
statistics

R²
B s.e β Tolerance

limits VIF

1

(constant) 169.844 21.477 - 7.908 .016 - -

1.000
Domestic patent 

application number .281 .003 1.448 101.919 .000*** .134 7.465

International patent 
application number -1.622 .046 -.499 -35.145 .001*** .134 7.465

2

(constant) 407.839 195.267 - 2.089 .172 - -

.943
Domestic patent 

registrations .068 .055 .298 1.246 .339 .496 2.017

International patent 
registrations 1.823 .591 .737 3.086 .091* .496 2.017

3
(constant) -399.155 51.737 - -7.715 .016 - -

.9996T Application number .136 .006 .808 21.009 .002*** .425 2.352
6T Registrations .051 .008 .237 6.163 .025** .425 2.352

4
(constant) -466.246 24.463 - -1.939 .148 - -

.955Technology patent 
application number .162 .020 .977 8.009 .004*** - -

*p<.10, **p<.05, ***p<.01 
종속변수 : 기술이  체건수

Table 2. This patented technology performance impact on the overall number of previous

3. 분석결과

3.1 특허실적이 기술이전건수에 미치는 영향

특허실 이 기술이  체건수에 미치는 향을 악

하기 하여 학 산학 력단의 국내·외 특허출원건수가 
기술이  체건수에 미치는 향과 국내·외 특허등록건
수가 기술이  체건수에 미치는 향, 6T특허출원·등
록건수가 기술이  체건수에 미치는 향을 각각 다

회귀분석으로 악하 고, 과학기술분야 특허출원건수
가 기술이  체건수에 미치는 향을 단순회귀분석으

로 악하 다.
국내·외 특허출원수가 기술이  체건수에 미치는 

향 계를 악하기 하여 Model 1과 같이 다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인 국내특허출원수(β
=1.448, p=.000)는 정(+)의 방향에서, 해외특허출원수(β
=-.499, p=.001)는 부(-)의 방향에서 유의미한 향력이 
있음을 확인하 다.
즉, 국내 특허출원수가 많을수록 기술이  체건수

도 많았으나, 해외특허 출원수는 을수록 기술이  

체건수가 많게 나타나 해외특허 출원이 기술이 사업화 

될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해 다고 할 수 

있다.
국내·외 특허등록수가 기술이  체건수에 미치는 

향 계를 악하기 하여 Model 2와 같이 다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인 국내특허등록수(β
=.298, p=.339)는 향력이 없었고, 해외특허등록수(β
=.737, p=.091)는 정(+)의 방향에서 유의미한 향력이 
있음을 확인하 다. 즉, 국내특허출원 보다는 해외특허
등록수가 기술이 사업화에 정 인 향이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미래기술(6T)출원·등록수가 기술이  체건수에 미

치는 향 계를 악하기 하여 Model 3과 같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인 6T출원수(β=.808, 
p=.002)와 6T등록수(β=.237, p=.025)는 모두 정(+)의 방
향에서 유의미한 향력이 있음을 확인하 다. 즉, 미래
기술(6T) 련특허 출원과등록실 은 기술이  사업화에 

정 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학기술 특허출원수가 기술이  체건수에 미치는 

향 계를 악하기 하여 Model 4와 같이 단순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인 과학기술 특허출원수(β
=.977, p=.004)는 정(+)의 방향에서 유의미한 향력이 
있음을 확인하 다. 즉, 과학기술 특허출원 실 은 기술

이  사업화에 정 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종합해 볼 때, 국내특허 등록수가 기술이  체건

수에 미치는 향력만 유의미하지 못하 고, 나머지 
Model은 모두 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
서 제시한 가설 H1은 채택된 것으로 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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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Independent
variable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p

Collinearity 
statistics

R²
B s.e β

Tolerance
limits VIF

1
(constant) -10,934.151 3,442.984 - -3.176 .050 - -

.982
Technology transfer cases 29.727 2.340 .991 12.705 .001*** - -

2

(constant) -747.556 11,375.310 - -.066 .954 - -

.983
Domestic patent 

application number 8.945 1.461 1.535 6.122 .026** .134 7.465

International patent 
application number -59.644 24.450 -.612 -2.439 .135 .134 7.465

3

(constant) 1,448.673 8,034.960 - .180 .874 - -

.894
Domestic patent 

registrations 2.262 2.255 .329 1.003 .421 .496 2.017

International patent 
registrations 5.677 24.302 .683 2.085 .172 .496 2.017

4
(constant) -22,53.621 7,063.185 - -3.190 .086 - -

.9746T Application number 4.018 .886 .793 4.535 .045** .425 2.352
6T Registrations 1.541 1.128 .239 1.366 .305 .425 2.352

5
(constant) -24,226.520 9,709.733 - -2.495 .088 - -

.919Technology patent 
application number 4.782 .819 .959 5.837 .010** - -

*p<.10, **p<.05, ***p<.01
종속변수 : 기술료

Table 3. Technology transfer number and impact of patents on royalty earnings

3.2 기술이전건수와 특허실적이 기술료에 미

치는 영향

 기술이  체건수와 특허실 이 기술료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하여 학 산학 력단의 국내·외 특
허출원건수가 기술료에 미치는 향과 국내·외 특허등록
건수가 기술료에 미치는 향, 6T특허출원·등록건수가 
기술료에 미치는 향을 각각 다 회귀분석으로 악하

고, 기술이  체건수가 기술료에 미치는 향과 과

학기술분야 특허출원건수가 기술료에 미치는 향을 각

각 단순회귀분석으로 악하 다. 
기술이  체건수가 기술료에 미치는 향 계를 

악하기 하여 Model 1과 같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인 기술이  체건수(β=.991, p=.001)는 
정(+)의 방향에서 유의미한 향력이 있음을 확인하
다. 즉, 기술이  체건수가 많을수록 기술료도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특허출원수가 기술료에 미치는 향 계를 

악하기 하여 Model 2와 같이 다 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 독립변수인 국내특허출원수(β=1.535, p=.026)
는 정(+)의 방향에서 향력이 나타났고, 해외특허출원
수(β=-.612, p=.135)는 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내 특허출원수가 많을수록 기술료도 높은 것을 확

인하 다.
국내·외 특허등록수가 기술료에 미치는 향 계를 

악하기 하여 Model 3과 같이 다 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 독립변수인 국내특허등록수(β=.329, p=.421)와 
해외특허등록수(β=.683, p=.172)는 향력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미래기술(6T)출원·등록수가 기술료에 미치는 향

계를 악하기 하여 Model 4와 같이 다 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인 6T출원수(β=.793, 
p=.045)는 정(+)의 방향에서 유의미한 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6T등록수(β=.239, p=.305)는 향력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래기술(6T) 련특허 
출원실 은 기술료에 정 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학기술 특허출원수가 기술료에 미치는 향 계를 

악하기 하여 Model 5와 같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 독립변수인 과학기술 특허출원수(β=.959, 
p=.010)는 정(+)의 방향에서 유의미한 향력이 있음을 
확인하 다. 즉, 과학기술 특허출원 실 은 기술료에 

정 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종합해 볼 때, 기술이  체건수와 국내특허출원수, 

6T특허출원수, 과학기술분야특허출원수가 기술료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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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향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제

시한 가설 H2는 이 향력에 한해서 부분 으로 채택된 

것으로 단할 수 있다.

4. 결론

이 가설검증의 결과와 시사 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국내 특허출원·등록수는 국내 기술이  건수에, 

해외특허출원수는 해외 기술이  건수에 정 인 향

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귀결로 볼 수 있으므로, 기술이  

체건수에 한 특허실 의 조사결과에서 의미 있는 시

사 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기술이  체 건

수에 정 인 향을 미치는 특허실  요인은 국내 특

허출원수와 해외특허등록수, 미래기술(6T)특허 출원·등
록수, 과학기술특허출원수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자세
히 살펴보면, 국내 특허의 경우는 출원 수가 많은 것이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산학 력단이 국내 특허를 

통해 기술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해서는 우선 많은 특

허가 출원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해외 특허의 경우는 출원자체는 오히려 기술이

사업 효과를 감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많은 출
원보다는 등록이 될 수 있도록 비를 철 히 하여 최소 

출원으로 최다 등록이 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허의 주요 상을 미래기술(6T)과 과학
기술분야에 집 하여 출원과 등록수를 높인다면 기술이

 사업 활성화에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술료와 계약기간은 사업화를 한 상테이

블에서는 서로 상반된 결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다. 즉, 
빠른 기술력의 등장과 변화가 심한 기술시장에서 한 가

지의 기술이 좋은 조건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계약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해 볼 때, 갈수록 계약기간은 짧아지고 
신 기술료는 높아질 수 있다. 그러한 시장 상황은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도 여지없이 나타났다. 즉, 독립변
수로 투입한 기술이 건수와 특허실 이 종속변수인 기

술료에 미치는 방향과 계약기간에 미치는 방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기술료를 높이는데 정 인 

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술이  체건수이며, 특허실
으로는 국내 특허출원수와 미래기술(6T)특허출원수, 과
학기술특허출원수이다. 다시 말하면, 산학 력단이 연구

개발한 아이템의 특허출원화 략은 기술이 사업화를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기술료를 높일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략은 계약기간을 단축
시킬 수 있는 한계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산학 력단이 

기술이 사업을 수행할 때는 특허출원에 많은 노력을 기

울임과 동시에 계약기간에 한 상 책을 별도로 기획

하여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기술이 사업화 활성화 방

안을 모색하기 한 다양한 변인이 고려될 수 있는 상황

에서 학 산학 력단의 1차 인 연구성과인 특허실

만을 고려했다는 데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선행연구
의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술이 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특허경 문가에 한 

활용을 언 하 으나 역량에 한 고려를 하지 못하 다

는 한계가 보고되기도 하고[11], 학이 특허 출원 수는 

증가하지만 실제로 학이 특허 출원을 통해 얼마나 많

은 경제  수익을 거둬들이는지 여기서 확인할 수는 없

다는 보고도 있다[12]. 뿐만 아니라, 학의 기술이  성

과의 양  성장은 있으나, 질 인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

았다는 연구결과들[10]을 볼 때, 본 연구의 한계 역시 이
러한 선행연구들과 동일한 후속연구의 과제를 던져 다. 
즉, 후속 연구에서는 근본 인 요인으로 제시될 수 있는 

인 , 물 자원과 운 시스템 요인을 포함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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