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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논문,특허 등 연구결과와 기술이전 등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책임자의 

지식재산 관점에서 도출하고,외부 전문가의 협력(변리사)이 연구결과에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실증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투입(연구책임자의 지식재산역량,지식재산환경)-연구결과(특허,논문 건수)-성과(기술이전 건수,수익)의 구

조를 적용하였으며,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영향을 분석한다.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연구책임자와 

외부전문가(변리사)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의 특허청구항 지식이 연구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둘째,연구책임자가 변리사와 협력을 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와 변리사간 협력이 특허·논문 등 

연구결과에 완전매개효과가 있으며,연구책임자의 기술사업화 의지가 연구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셋째,연구기관의 지식재산환경은 연구책임자의 지식재산역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연구성과(기술이

전)에는 간접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본 연구에서는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는 연구자의 역량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의 협력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주제어 : 특허성과,기술이전,연구성과,연구결과,지식재산역량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duce  the effects factor of  R&D output and outcome in the 

aspect of the researcher’s intellectual property capacity, and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to see if there is 
intermediated effect between cooperation of a patent attorney and output. I applied three step, input 
(researcher’s intellectual property capacity and intellectual property environment), output (number of patent and 
SCI paper), outcome (number of technology transfer, profit), and analyzed the effects of researcher’s intellectual 
property factors on output and outcome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s no cooperation between a researcher and patent attorney, the researcher’s knowledge on patent 
specification had direct effect on the output. Second, a researcher and an patent attorney cooperate, the 
cooperative activities have complete mediation effect on the output, and the researcher’s will to commercialize 
the technology has direct effects on the output. Third, the intellectual property environment of the research 
organization gives direct effects on the researcher’s intellectual property capacity, and gives indirect effects on 
the outcome.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important to cooperate with external experts in order to excellent 
R&D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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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2년정부연구개발투자비가16조원을넘고있으며,

정부연구개발사업으로창출된특허출원건수는22,933건

으로 특허생산성에서 한국(1.4)이 미국 학(0.25)일본

학(0.37)보다 6∼10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그러나 정부

R&D특허성과물 우수특허비율이외국인출원의약

1/7의 수 에 불과하고, 학·연구기 의 연구개발비

비 기술료 수입이 1.32%(‘11년 기 )로 미국(4.06%)의

1/3수 에 불과(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2)하여 특허의

질 수 향상과 연구성과 활용률 제고가 필요한 시

이다.

연구성과 활용률 제고를 해서 특히 특허의 질 수

향상이선행되어야한다.이를 해서는각기 에소

속되어연구를주 하는연구책임자들의역할이매우

요하다.연구책임자들은 새로운 발명을 하는 것 뿐만 아

니라 연구결과를 산업계로 이 하거나 상업 으로 발

시키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

기술이 은 투입(input)-결과(output)-성과(outcome)

단계로이루어지며투입요소에따라연구결과 성과가

달라진다[1][2].

기존연구에서는투입요소에 한분석이기술이

담조직·인력,인센티 등제도 요인과연구인력,기

의논문·특허수등기 의역량을 심으로연구가진행

되어 왔다[3][4].

국내 연구환경을 살펴볼 때,연구책임자는 해당 과제

에있어서최고의사결정자 치에있으며,특허출원시에

도 연구책임자 주도로 권리화가 진행되고 있다.따라서

연구책임자의역량과의지가특허·논문의연구결과물뿐

만아니라기술이 등연구성과에도큰 향을미칠수

있다.하지만 선행문헌들에서는 연구책임자들의 지식재

산인식과역량이성과에어떤 향을미치고있는지제

시하지 못하고 있으며,발명의 권리화 과정에 한 분석

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책임자들의 지식재산인식·역량을

정량화하여 특허·논문등 연구결과(output)와 기술이

등연구성과(outcome)에 향을미치는요인들을도출하

고,권리화 과정에서 연구자와 변리사와의 력 계가

연구결과(특허)에 매개효과가 있는지 분석하 다.본 연

구의의는연구책임자를둘러싼지식재산환경,연구책임

자의지식재산인식·역량을정량화하여연구책임자의특

성이연구개발성과에 향을주는모형을구축하 으며,

발명의권리화과정에서연구책임자와변리사간의 력

활동이 연구결과에 매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을 밝혔

다는데 있다.

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다.2장에서는연구결과와

성과에 향을미치는요인에 한선행문헌들을분석하

며,3장에서는연구가설 변수,구조모형을제시한다.4

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가설검증을 실시하

며,마지막으로5장에서는결론 향후연구과제를제시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연구결과와 연구성과

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의 성과평가 성과 리에

한 법률 제2조 8에 의하면 ‘연구성과는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되는특허·논문등과학기술 성과와그밖의유·무

형의 경제 ·사회·문화 성과로 구분되어,1차 성과

(output)과 2차 성과(outcome)으로 정의 할 수 있다.

Brown&Svenson(1998)[2]의 R&D성과평가에 한

이론 모형에 따르면 사업화에 향을 미치는 성과는

R&D활동에 따른 연구결과(output)와 성과(outcome)으

로구분할수있다.연구결과는특허,신제품 공정,논

문,지식등의지식산출물로정의할수있으며,성과는비

용 감이나매출증 등구체 인경제 가치의창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Fahrenkreg,G.et(2002)[5]은 연구성과(outcome)를 과

학·기술 연구결과(output)와 효과(impact)로 구분하여

과학·기술 연구결과(output)는 논문,특허,제품,시제

품,표 등을제시하고있으며,효과는과학기술 효과,

경제 효과사회효과정책효과로구분하여제시하고있

다.Rogersetal.(2000)[6]는 연구성과를 연구개발 투자

에 의해 발명된 기술을 권리화하고 기업과의 상을 통

해기술이 계약을체결하고기술이 수입을벌어들이

는과정으로서 학에서의발명이나지식재산이기업등

리기 에 이 하여 상업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

다.

선행 문헌 의하면 1차 연구성과(output)는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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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특허(patent),시제품(product)등 연구결과물로

도출되는 유형 결과물이며,2차 연구성과(outcome)

은 연구결과를 산업계에서 활용함으로서 발생 발생하는

비용 감,수익증 ,품질개선 등 기술 ,경제 성과를

의미한다.

2.2 연구책임자의 지식재산역량과 발명의 권

리화 과정

연구책임자의 리더십 유형에 따라 연구의 성과가 상

당히 달라질 수 있다.Pinto와 Covin의 연구(1989)[7]는

최고 리자의 폭 연구지원 명확한목표와수행

방침의확립, 로젝트리더의자질과특성등연구책임

자와 의사결정자의 역할이 성공 인 연구개발 로젝트

수행에 향을 미친다고 밝혔다.그리고 한 조직이 아무

리훌륭한인 자원과물 자원을가지고있다해도최

고 리자의 리 능력이 없다면 경쟁우 의 확보가 힘

들기 때문에 불확실성과 험성이 큰 연구 개발 활동을

성공 으로수행하기 해서는보다체계 으로연구개

발 활동을 리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 Reitzig(2007)[8]은 기업 략과 지식재산권

사이의 련성에 한 연구에서 최고경 자들에게 주어

진 략 지식재산 과업은 장래 R&D계획,지식재산에

연 된 서로 다른 분야 조정,기업의 평 리 등의 선

택에있어장기 인측면을고려하여의사결정을내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공공연구기 에서 연구책임자는 연

구과제 진행에 있어서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치에 있기

때문에 연구책임자의 의지,역량이 연구성과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추론 할 수 있다.

Thursby&Thursby(2002)[4]는 학의 기술이 활

동을분석한결과연구자(교수)의역량이나의지가클수

록기술이 효율성이높아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Power(2003)[9]은 높은 수 의 기술이 을 해서는 이

공계 교수의 자질이 요하다고 했다.한 이성상 등

(2012)[10]의 연구에서는 연구자에 한 기술이 교육,

발명자 수익 배분이 기술이 효율성에 양(+)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기술이 활동에서 연구자의 역할

이 여 히 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결과인 논문과 특허는 활용 목 에서 차이가 있

다.논문은 “연구 규명”에 목 이 있는 반면,특허는

“활용 이익추구”에목 이있다고할수있다.논문은

연구로 증명된 것을 심으로 기술하며,특허는 특허법

에 의해 기술의 보호 범 가 정해져 범 한 권리행사

를 해 다양한 기술들을 포함하고 있다.따라서 특허의

가치는 특허청구범 가어떻게작성되는냐에따라달라

질 수 있다(lerner,1994)[11].손소 (2008)[12]연구에 의

하면 기술료 수익이 있는 연구자가 그 지 않은 연구자

에비해특허명세서작성에 한지식이높은것으로나

타났다.따라서 특허명세서의구조,활용방안등지식은

연구결과와 성과에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Dou&Bai(2006)[13]연구에서는특허분석을통해기

술트 드를알수있으며특허가R&D의추세를결정하

는데이용될수있음을표 해특허분석을통한선행기

술조사의 요성을 강조한다[14].특허명세서는 특허의

내용을정리하는“권리서”로서기능하게될뿐만아니라,

기술 정보를 공개하는 “기술문서”로서도 요한 의미를

갖는다.특허를 비즈니스에 활용되기 해서는 특허청

구범 가 제품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작성되어야

한다.권리범 에 포함되지 못한 기술은 구나 사용 할

수 있으며,거꾸로 타인이 특허권을 보유한다면 특허침

해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따라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

여 특허 출원하는 것 못지않게 어떠한 내용으로 문서화

시킬 것인지가 향후 기술이 ,사업화에도 매우 요한

역할을하게된다.이러한연구결과에비추어볼때,연구

책임자가 연구 과제의 경제 효과를 고려하는지,기술

이 에 한 의지가 있는지,특허명세서의 지식 등에 따

라 기술이 등 연구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15].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은 R&D비용,연구인력 자원의

투입을통해새로운발명이나지식을창출하며이를특허

와 논문의 형태로 결과물을 도출한다.특허는 기술 사

상의창작을명세서상의청구항을통해보호받고자하는

법률 행 의 결과물이므로 부분의 연구기 들은

문가인 기 내·외부의 변리사들과 력을 통해 특허를

출원한다.따라서 연구자 자신의 지식재산 역량 뿐만 아

니라변리사와같은외부 문가와의 력도 요한요인

이다.아래 [Fig.1]은 연구결과와 연구성과가 도출되는

과정을도식화한것으로,논문성과는연구책임자의역량

과 직 련이 있으며,특허성과에는 연구책임자,TLO,

변리사의 력 계가 향을 미치고 있다.따라서 연구

책임자들의지식재산인식,역량과함께발명의권리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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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특허출원)에서의 력이 연구결과(output),연구성과

(outcome)에 미치는 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Fig. 1] outcome process

2.3 연구책임자가 속한 기관의 지식재산환경 

요인

학의 특허와 기술이 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의 연구비,발명신고건수,TLO의 연 (나

이),교수수 ,TLO직원수등을들수있으며[6][16],

한 학내의발명자보상제도도더많은기술이 성과

를 내는 것과 연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ink&

Siegel,2005)[17].자원 거이론을 용한 Powers

(2003)[9]는 특허,기술이 건수,기술이 수입에 향을

주는요인으로재무 ,물리 ,인 ,조직 자원들이

향을 미친다고 하 으며,조 정(2012)[18]은 투입- 간

산출역량-성과의구조에서자원의투입역량과 간산출

물인특허성과가기술이 성과에 향을 다고하 다.

한 이성상 등(2012)[10]의 연구에서는 연구기 의 기

술마 활동이 기술이 효율성에 유의한 양의(+)

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따라서 연구기 에서 제

공하는기술이 련지원은연구결과(특허성과) 연

구성과(기술이 )뿐만아니라연구책임자의지식재산역

량에도 향을 다고할수있다.연구결과 는성과를

창출하려는연구자의동기나의지는연구자가속한기

의제도,규정,환경등에 향을받을수밖에없기때문

에개별연구자의특성과함께연구자가속한기 의특

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본 연구에서는 연구기 에

서제공하는지식재산환경(특허 리,기술마 ,기술이

비용지원등)을잠재변수로하여연구결과 성과에

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론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정부연구개발사업의 1차 성과(논문,

특허 등의 연구결과)와 경제 인 성과(기술이 건수,기

술료수입)에 향을미치는잠재변수와경로를 악하여

R&D활동의성과를높일수있는방안을도출하고자한

다.2장에서도 언 했듯이 잠재변수로는 크게 연구책임

자(subject)의 지식재산역량,연구책임자의 지식재산환

경(environment) 련 항목들로 구분할 수 있다.선행문

헌을 통해 보면 특허·논문 연구결과(output)이 연구성과

(기술이 ,기술료)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학교수 등 연구

책임자가 로젝트 진행과 련하여 최종 의사결정권자

이기 때문에 연구책임자의 지식재산환경 지식재산역

량이연구결과물생성에미친다고볼수있다.따라서연

구책임자의역량 의지가특허·논문의연구결과뿐아

니라최종 으로기술이 에따른기술료수입과같은경

제 성과에 향을미친다고볼수있으며, 한특허는

법률 문서로 기술 문가인 연구책임자가 특허명세서를

작성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외부 변리사와 력이 필수

이다.변리사가 작성한 명세서를 연구책임자의 최종

검토후특허출원이이루어지기때문에연구책임자의특

허청구범 요성·활용에 한인식에따라특허의가

치가달라질수있다.따라서연구책임자와변리사의

력 계가 연구결과(특허)에 향을 미치는지 발명의 권

리화 과정에 한 분석이 필요하겠다.본 논문에서는

[Fig.2]와 같은 연구모형을 설계하 다

[Fig. 2]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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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변수의 정의

본연구에서는측정변수들의세부항목을크게연구책

임자의 지식재산역량(researcher’sintellectualproperty

capacity),연구책임자 연구환경(environment),그리고

연구 자원(resource)으로 구분하며, 지식재산요인

→ 연구결과→연구성과의 구조를 용하여 구성하 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로부터 <Table1>의 측정변수

들을도출하 으며연구에맞게수정하여5 척도로설

문을 구성하 다.지식재산 환경은 연구책임자가 소속

기 에서 제공하는 지식재산 련 서비스에 한 만족도

하 으며,연구책임자의 지식재산 역량은 인식,지식,의

지를측정하 다.조사 상자는정부R&D과제수행연

구책임자로 하 다.

로세스 을 용해 보면,연구개발 산출물은 연

구과정의 로세스 결과물로 간주할 수 있다.왜냐하면

연구자의특성,연구외부환경,연구자원의특성이연구

개발 로세스에결합하여특정한연구개발결과물을도

출하며,이는 최종 으로 기술이 에 따른 기술료수입

같은 경제 성과에 향을 미친다.

<Table 1> measures for research model

Division
Latent

variable
variable resource

EnviromentEnviroment

TechMktSys

SeongSangLee(2012)

HyunJung Cho(2012)

DongSungHan(2012)

TransAdmSys

TransCstSys

PatMgmt

research’s

intellectual

property

capacity

Attitudefor

Patent

PatInfNew
Dou& Bai(2006)

SoYoungShon(2009)

BuruIm(2011)

PatInfTren

PatInfBef

Attitudefor

Biz

BizWill YunJunLee(2007)

Thursby,J.G(2002)TransWill

Attitudefor

PatChk

PatchkMk

SoYoungShon(2009)

lerner,J(2012)

PatchkBiz

Patchkspec

3.3 분석 방법

본연구에서는최근사회과학분야에서연구방법의증

가추세를 이루고 있는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modeling:SEM)을활용하 다.구조방정식모

형은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과 구조모형

(structuralmodel)을 통해서 모형간의 인과 계를 악

하는 방정식 모형으로서 측정모형은 확인 요인분석으

로,구조모형은경로분석을통하여분석된다.요인분석이

란 여러 변수들간의 상 계를 기 로 정보의 손실을

최고화하면서 자료의 변수 개수보다 은 수의 요인

(factor)을추출하는방법으로써탐색 요인분석과확인

요인분석으로 나 어 진다.경로분석은 변수들 사이

의 인과 계를 규명하는 분석방법으로써 공분산이나 상

계를이용하여인과분석을실시한다.경로분석을하

면 다 회귀분석에서 악하기 어려운 직 효과(direct

effect),간 효과(indirecteffect)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AMOS18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최

우도법(Maximum)을 용하여 추정하 다.최 우도

법의사용시표본크기가200개이상되는것이바람직하

다는보고가있지만[3],모형 합도가나빠질수도있는

등 구조방정식 모형에서의 표본수의 결정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 한다.본 연구에서는 학·출연연 연구책임

자 97개의 데이터를 활용하 다.구조모형의 합도는

카이제곱 검정,GFI,NFI,RMSEA등 다양한 합지수

를 심으로 단하 다.

연구의신뢰성 상 계통계분석은PASW(SPSS

18.0)을 사용하 으며 다음과 같은 차에 따라 분석 기

법을 용하 다.우선 각 연구변수의 신뢰도와 타당도

를검증하기 해Cronbach’sAlpha의신뢰도분석을0.6

이상이면유효한것으로 단하 다.요인추출은일반

으로 측정된 요인인 주성분분석을 이용하 으며,요인

재치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0.6이상의 경우를 유효한

변수로 단하여 분석하 다.

3.4 실증연구 모형 및 연구가설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Fig.3]과 같은 구조 모형

과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구조방정식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해 Baron과

Kenny(1986)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른다(배병렬,

2007)[20].본연구에서는연구책임자의특허청구항지식

과연구결과사이에변리사 력이매개요인으로작용하

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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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ath diagram

[가설1]연구책임자의특허정보활용역량은연구결과

물에 정(+) 향을 미친다.

[가설2]연구책임자의 특허청구항 지식은 연구결과물

에 정(+) 향을 미친다.

[가설3]연구자의사업화의지는 연구결과에정(+)

향을 미친다.

[가설4]연구자의사업화의지는 연구성과에정(+)

향을 미친다.

[가설5]연구책임자의 지식재산환경은 연구결과물(특

허성과)에 정(+) 향을 미친다.

[가설6]연구책임자의 지식재산환경은 연구성과(기술

이 ))에 정(+) 향을 미친다.

[가설7]연구책임자와변리사 력은연구결과물에매

개요인으로 작용한다.

4. 연구결과

4.1 데이터분석

잠재변수와 측정변수간의 최종 인 계가 유의하다

는 가정하에 이를 기반으로 설문지(5 척도)를 분석하

다.본설문은정부R&D과제수행연구책임자를 상

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이며 112명이 설문에 응답하

고 이 결측치가 없는 97개의 데이터를 사용하 다.

연구결과 변수값 논문은 해외 SCI논문등록 건수

로하 으며특허등록건수는 Log(특허등록건수)로표

화하여사용하 다.연구성과는기술이 건수와기술료

수입으로 분석하 다.

본연구에서사용된측정변수들이구성개념을정확히

측정하고있는지를평가하기 해측정변수의신뢰성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 다.변수들은 이미 여러 선행연

구를 통해 검증된 하 변수를 선택하여 사용하 기에

SPSS18을 이용하여 구성변수들간 확증 요인분석과

Cronbachα 값을 이용한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 다.

<Table2>의분석결과Cronbachα 값이0.7이상으로높

게 나왔다.이는 Nunnally와 Bernstein(1967)[21]이 제시

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모든 측정항목들이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Latent

variable
variables

Factor

analysis

Cronbach‘

α

average

variance

extracted

Enviroment

TechMktSys 0.744

0.72 56%
TransAdmSys 0.785

TransCstSys 0.709

PatMgmt 0.755

Attitude for

Patent

PatInfNew 0.921

0.91 85.2%PatInfTren 0.952

PatInfBef 0.897

Attitude for

Biz

BizWill 0.877
0.70 76.9%

TransWill 0.877

Attitude for

PatChk

PatchkMk 0.866

0.86 78.2%PatchkBiz 0.883

Patchkspec 0.905

4.2. 분석모형 및 가설의 검증

이론 변수 측정변수 선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확증 요인분석(ConfirmatoryFactorAnalysis)을

실시하 다.확증 요인분석은측정항목들간의 별타

당성과 수렴타당성을 통계 으로 검증하는데 매우 유용

한 방법이다[17]

본연구에서는AMOS18을활용하여구조방정식에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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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법(ML)을 용하여 추정하 다.분석 모형의

합도를 보면 기연구모형의 경로분석 값으로 부분이

유의수 밖에 있어 경로에 한 재수정이 필요한 상황

이고연구모형을그 로사용하기에는 합하지못했다.

이에 유의 수 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로를 반복 으로

삭제하여최종모형을확정하 다.최종모형의경로분석

결과모든경로가5,10%범 내에서유의한것으로분석

되으며,모형 합도를 단하는  값155.41)(자유도

df=97),RMR값0.081,RMSEA값0.04,CFI값0.973,TLI

값 0.967으로 확인 요인분석 모형의 합도 해석 기

[17]에근거할때본연구모형은 합한것으로볼수있

다.이는 각 구성개념과 측정변수간의 계가 실제 자료

와 잘 부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Fig.4]는 연구책임자의 특허역량과 연구결과에 변리

사 력이매개요인으로 향을미치는지를분석하는모

형으로 변리사 력은 완 매개요인으로 분석되었다.

[Fig. 4] mediator effect model

step1은Ⓐ→Ⓒ직 효과를분석하기 한것으로,경

로계수는 0.867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step2(Ⓐ

→Ⓑ→Ⓒ)의 경로계수는 각각 0.458(Ⓐ→Ⓑ),0.963(Ⓑ→

Ⓒ)로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step3은Ⓐ→Ⓒ경로를

제약하지 않고 추정한 것으로,Ⓐ→Ⓑ,Ⓑ→Ⓒ 경로계수

는 각각 0.449,0.875로 유의하며,Ⓐ→Ⓒ 경로계수는

0.363(C.R.=1.36)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분석

2와 3을 비교하면, =2.5가 있으며,step3에서 Ⓐ

->Ⓒ 경로가 0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는

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 값이 작고 p >0.1  이면 모델이 적합하다고 평가 됨(배병

렬)

<Table 3> Mediaotr effect analysis

Latentvariablepath
Latent

variable


C.R

(tvalue)
pvalueResult

step1OutputⒸ ←
Attitudefor

PatChkⒶ
111.9 2.038 0.042 O

step2
PatAgtⒷ ←

Attitudefor

PatChkⒶ 161.1
5.062 *** O

OutputⒸ ← PatAgtⒷ 1.825 0.068 O

step3

OutputⒸ ←
Attitudefor

PatChkⒶ

158.6

1.360 0.174 X

PatAgtⒷ ←
Attitudefor

PatChkⒶ
4.908 *** O

OutputⒸ ← PatAgtⒷ 1.862 0.063 O

***:p<0.001

흥미로운 은 기모형에서비즈니스의지는연구결

과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변리사 력이 매개변수로 작용하면서 10%이내에서 유

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모형 합도가

체 으로 향상되었다.

<Table4>는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경로를 반복 으

로 삭제·추가한 최종 분석결과로,연구모형에서 제시한

가설3과가설7만이유의한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

났다.

<Table 4> results of research model

Latent

variable
path

Latent

variable

path

coefficient

C.R

(t-value)

p

value

Hypo

thesis
Attitudefor

Patent
← Enviroment 0.353 2.736 0.006　

Attitude for

Biz
←
Attitude for

Patent
0.192 2.297 0.022　

Attitude for

PatChk

← Enviroment 0.375 3.352 ***　

←
Attitude for

Patent
0.239 2.234 0.026　

←
Attitude for

Biz
0.674 3.544 ***　

PatAgt ←
Attitude for

PatChk
0.458 5.062 ***　

Output
←
Attitude for

Biz
0.814 1.673 0.94H3

← PatAgt 0.963 1.825 0.068H7
Outcome ← Output 0.444 1.841 0.066　

***:p<0.001

<Table5>와[Fig.5]의연구가설검정결과연구책임

자의 사업화 의지는 연구결과물,연구성과에 직 인

향을 미치지 않고,특허활용역량,특허청구항 지식에

향을 미쳐 연구결과,연구성과에 간 으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허·논문 등 연구결과에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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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의사업화의지와변리사 력이 향을미치고있

으며,기술이 등연구성과에는연구결과물이직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5> the result of hypothesis

Division hypothesis Result

researcher’s

IPcapacity

H1Attitude forPatent→ Output(+) ×

H2Attitude forPatChk→ Output(+) ×

H3Attitude forBiz→ Output(+) ○

H4Attitude forBiz→ Outcome(+) ×

Environm

ent

H5EnviromentIPFactor→ Output(+) ×

H6EnviromentIPFactor→Outcome(+) ×

PatAgt H7PatAgteffectmediatoreffectoutput ○

연구기 의지식재산활용·리의정책방향이연구책

임자의활용역량·특허청구항지식에 향을미치고있는

것으로분석되었으며,연구책임자의사업화의지는연구

결과 생성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변리사 력이완 매개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이

나타났다.

[Fig. 5] the result of Path diagram

연구성과에 향을 주는 요인간 비교를 해 각 요인

들이 향을주는정도를직 효과간 효과 총효과

개념을사용하여 악하 다.직 효과는어떤원인요인

이결과요인에직 으로 향을주는효과를의미하는

것으로경로계수의추정치를나타낸다고하 으며,간

효과는원인변수가하나이상의다른요인들을거쳐서결

과요인에 향을주는효과를의미하는것으로경로계수

추정치들의 곱으로 계산된다[20].이러한 직 효과와 간

효과의 합을 총 효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하 다.각

잠재요인들 간의 계를 고려하여 정리해 보면 <Table

6>와 같다.

연구성과에 향을 미치는 효과를 보면 직 효과의

경우연구결과(0.444)가 향을미치며,간 효과의경우

연구책임자와변리사 력(0.428)이가장크게 향을미

치고 있다.연구책임자의 특허청구항 지식(0.198),비즈

니스의지(0.165),연구자의 특허활용역량(0.1)이 연구

역량,연구환경보다상 으로큰 향을미치고있어,

연구책임자의 역량이 성과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6> Total effect analysis

구분
Enviro

ment

Attitude

for

Patent

Attitude

forBiz

Attitude

for

PatChk
PatAgtOutput

Environ

ment

Direffect

Indireffect

Total

effect

-

-

-

-

-

-

Attitude

for

Patent

Direffect

Indireffect

Total

effect

0.351

-

0.351

-

-

-

Attitude

forBiz

Direffect

Indireffect

Total

effect

-

-

0.076

0.217

-

-

Attitude

for

PatChk

Direffect

Indireffect

Total

effect

0.381

0.128

0.509

0.218

0.147

0.365

0.676

-

0.676

PatAgt

Direffect

Indireffect

Total

effect

-

0.228

0.228

0.164

0.164

-

0.303

0.303

0.449

-

0.449

Output

Direffect

Indireffect

Total

effect

-

0.290

0.290

0.340

0.340

0.814

0.303

1.117

-

-

0.448

0.999

-

0.999

Outcome

Direffect

Indireffect

Total

effect

-

0.122

0.122

-

0.142

0.142

-

-

0.468

-

-

0.188

-

0.419

0.419

0.419

-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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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를 보면 연구결과(Output)에 연구책임자 지

식재산역량(특허활용능력,특허청구항지식,비즈니스의

지),사업화의지 등 연구책임자의 인식과 역량이 직

인 향을 미치고 있으며,변리사 력은 매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따라서 우수한 특허,

논문이창출될수있도록연구책임자의지식재산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변리사 등 외부 리인과 력

계를 유지하는 것도 필수 요소라 하겠다.

연구책임자의 지식재산환경은 직 인 요인보다는

부분 간 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환경 요인

(제도,인 라)이충분하게뒷받침될수록논문,특허,기

술이 등의성과가 반 으로향상될수있다.단기

으로는 연구책임자의 역량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장기 으로연구환경이잘갖춰지면기술이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본연구에서연구결과(논문,특허),연구성과(기술이 )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자 에서 실증분석을

시도하 다.연구방법은연구자의지식재산인식·역량이

연구결과와 연구성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구조모

형을 통해 분석을 시도하 으며,변리사 력이 연구결

과에 매개효과로 작용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책임자의 지식재산역량(특허청구항 지식,특허활

용역량,사업화 의지) 사업화의지는 연구결과에 직

인 향을 미치고 있으며,연구책임자의 특허청구항

지식과 변리사 력이 매개요인으로 연구결과에 향을

미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양질의연구결과를창

출하고 성과를 내기 해서는 외부 문가(특허 문가,

기술이 문가 등)의 력이 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허·논문은 기존 선행연구과 같이 연구성과(기술이

)에 직 인 향을미치는요인으로나타났으며,

부분의잠재변수(지식재산환경,연구책임자의지식재산

역량)들은 간 인 향요인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즉 우수한 특허·논문 등 연구결과물이 기술이

성과에 직 인 향을 미치며,연구결과가 생성되

기까지는 지식재산 환경 조성과 연구자의 지식재산역량

을 높이는데 간 인 지원이 필요 하다는 시사 을 얻

을수있다.이는장기 인 에서지식재산환경(제도,

인 라)이충분히구축되면성과에큰 향을미칠것으

로 단되며이에연구책임자의지식재산역량을높일수

있는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연구책임자와

변리사 력이연구결과매개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것

으로 보아,기술이 성과에 향요인으로 연구책임자

TLO 력이매개할것으로기 된다.따라서연구책임

자와TLO등기술이 문가들과 력 계구축이정

부 R&D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연구는 연구결과(논문,특허)와연구성과(기술이 ,

기술료)에 향을미치는요인들을연구책임자의지식재

산 에서분석하 으며,연구결과에변리사 력이매

개효과로 향을미치는것을밝 낸데의미가있다고할

수있다.최근연구결과[22]에의하면산학 력단의직무

별인력구성이사업화에 향을미치는것으로제시되고

있어,연구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 특성에

한 분석이 없는 이 한계 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연구자와 연구기 의 특성을 반 한 연구성과

향 요인에 한 분석이 이루어 진다면 보다 의미있는

결과를얻을수있을것이다.추가연구를통해종합 인

연구성과 향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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