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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식기반 사회의 진입과 더불어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하이테크산업을 이끌고 있는 
ICT기업들은 지식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기업의 지적 자본을 대표하는 특허정보가 
지속적으로 축적됨에 따라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해졌다. 특허정보를 통하여 특허수준부터 기업수준, 산업수준, 
국가수준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수준에서의 분석이 가능하다. 특허정보는 기술 현황을 파악하거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네트워크를 통한 분석은 지식 영향의 흐름을 나타내며, 이를 통하여 기술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네트워크를 활용한 분석 분야에서는 기업이 차지하는 
네트워크상에서의 위치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에서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허 인용 정보를 
활용한 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인용 횟수를 활용하는 인용지표 분석과 인용관계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분석으로 
나뉜다. 본 연구는 기업간 규모의 차이가 기업 간 특허 인용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S&P 500에 등록된 
IT 및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74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기업 간 특허 인용 관계를 구하기 위하여 2009년, 2010년의 
특허 인용 정보를 수집하여 기업 간 특허 인용 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기업규모를 대표하는 지표로 기업 총 자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기업규모에 따라 외부 지식에 대한 의존도가 달라지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기업규모가 기업 
간 특허 인용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기업 간 총 자산의 차이에 절대값을 취한 값을 기업 간 
거리로 정의하였으며, 기업 간 규모의 단순 차이를 기업 간 계층으로 정의하여 새로운 소시오매트릭스를 생성하였다. 
2010년도 기업간 특허 인용 관계를 나타낸 소시오매트릭스를 종속변수로 하였으며, 2009년도 기업 간 특허 인용 네트워크, 
기업 간 거리 및 계층을 독립변수로 하여 QAP분석 및 MR-QAP분석을 실시하였다. QAP분석 결과 기업 간 거리와 계층은 
특허 인용 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R-QAP분석에는 2009년도 기업 간 특허 인용 관계와 기업 
간 거리만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009년도 기업 간 특허 인용 관계가 2010년도 기업 간 특허 인용 관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 기업 간 특허 인용관계는 연속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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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 사회로 속히 변화함

에 따라 지식과 정보가 부의 수단에서 부의 원천으

로 되어가고 있으며, 유형자산보다는 기술력, 랜

드, 디자인, 작권 같은 무형자산이 기업이나 국가

의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Yoo and 

Chung, 2010). 기술 신 활동은 기업의 생존 략에 

필수  요인으로 자리잡았다. 기업들의 지  재산 

략, 특히 그 에서도 특허의 보유와 리 략은 

기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한 요인이 되었다

(Kim et al., 2012). Grandstand(1999)는 신을 기

술 신, 서비스 신, 마 신 등으로 분류하

다. 이  기술 신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한 요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다(Lee, 2009). 기술 

신은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의 획득 

 유지에 있어서 요한 역할을 한다(Sung, 2005). 

기술 신은 독자 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다른 

신주체와의 계를 통해서만 가능해진다 (Park, 

2006). 기업들은 연구개발 활동결과를 수익으로 연

결시키려는 핵심 인 수단으로 지식재산의 체계  

리를 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Kim et al., 

2012). 특허는 기업의 기술 신의 정도를 나타내는 

표  척도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기에 기술확산 

 연구성과를 반 한 특허는 기업의 성과와도 

한 련을 갖는다(Jung et al., 2007). 특허 정보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주로 특허건수에 한 

양 인 지표가 활용되어 왔으나 개별 특허마다 질

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 문제되어 왔

다(Yoo and Chung, 2010). 한 Karki(1997)와 

Ashton and Sen(1989)은 특허의 경제 , 기술  가

치가 상이하고 특허 간의 편차가 커서 일부 특허만 

실제 활용되거나 후행특허에 향을 다고 하

다. 이에 단순한 특허건수 보다는 특허인용 정보가 

포함된 지식흐름은 질  우수성을 단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Yoo and Chung, 2010). 

특허인용 정보는 지식의 흐름을 표한다. 특허인

용 정보를 통하여 향력 있는 발명가, 출원인을 찾

는 연구는 계속되고 있으며, 향력 지수와 성과 간

에도 정(+)의 상 계가 있음을 확인하 다(Peter 

et al., 2011; Lee, 2009). 기업 간 인용 계를 악함

으로써 앞으로의 기술  정보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으며, 특허산업에서 향력 있는 기업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 간 특허인용 계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는 미미하여, 본 연구를 통

하여 기업규모의 차이가 기업 간 특허인용 계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고자 하 다. 기업규모의 차

이를 통하여 기업 간 거리  계층이 기업 간 특허인

용 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다. 

2. 문헌 연구

2.1 특허 정보의 유용성. 

특허는 발명에 해 부여하는 독  권리로서 

특허의 첫 번째 요건은 산업상의 이용 가능성이

다. 특허는 기술구  내용, 기술 분류코드, 인용정

보, 소유자 정보 등으로 구성된다. 이 구성요소들

을 분석함으로써 기술변화 트 드, 기술수 , 기

술의 상업  가치 등을 악할 수 있다(Choi and 

Kim, 2011). 그러므로 연구개발 는 기술정책  

기술 략을 담당하는 련자들에게 있어서 특허

분석은 요한 정보를 제공한다(Yoon and Park, 

2004; Wartburg et al., 2005). 특허정보는 장기간

에 걸쳐 객 이고 일정한 기 에 근거하여 생성

되며, 기술정보, 권리정보, 경 정보의 기능을 가

진다(Seo et al., 2006). 이러한 특허의 특성 때문

에 특정주체의 R&D 능력  성과를 평가하거나 



기업 간 특허인용 관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지능정보연구 제19권 제4호 2013년 12월  23

시장 활동, 경  략을 악하기 한 방법으로 

특허건수  유율, 인용횟수 등과 같은 특허정

보의 유용성  활용에 한 실증 연구가 1900년

 후반부터 이루어져 왔다. 특허는 기술 지식의 

용 지표로서, 경쟁자 분석, 기술 가치 평가, 

R&D 포트폴리오 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Ernst, 2003). 특허는 특허 자체의 기술  내용뿐

만 아니라 사 에 출원된 특허에 한 발명가 정

보, 인용 정보, 권리 청구의 범  등의 분석을 통

해 기술 변화 방향과 새로운 기술 출 의 방향을 

측할 수 있다(Nam and Jeong, 2006). Kutznets 

(1962)와 OECD(1994)의 연구에서도 특허는 데이

터의 확보 가능성, 데이터 범 의 포 성, 그리고 

개별 기술에 한 정보량 등 특허데이터가 다른 

지표에 비하여 상 으로 유용하다는 주장이 제

기되었다. Narin et al.(1987)은 미국 제약회사들

의 특허수, 피인용 횟수와 매량, 수익 등의 기업

성과 간의 계를 분석해 특허의 통계정보는 기업

의 기술경쟁력을 측정하는 유용한 지표임을 제시

하 다. Zvi(1990)는 특허 출원·등록 건수, 특허인

용 횟수 등의 특허 통계 데이터가 R&D 성과를 측

정하고 기술의 확산  동향을 악할 수 있는 

요한 정보라 보았으며, Mogee(1991)는 기업이 자

사와 경쟁사 간 기술 우 를 비교하거나 R&D 활

동을 기획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경우 특허 데이터

의 정량  분석이 효과 이고 객 인 정보수집 

방법이라고 주장하 다.

2.2 특허인용 네트워크 

Seidel(1949)에 의해 특허인용에 한 연구는 

시작되었지만 보다 체계 인 연구는 최근 들어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허의 인용정보를 이용

하여 특정 기술을 갖고 있는 연구자의 기술 수

과 함께 해당 연구자와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는 

일련의 연구집단을 객 으로 확인할 수 있다

(Nam and Jeong, 2006). 특허 인용은 한 특허가 

다른 특허나 비 특허 분야에서 인용된 횟수로 정

의된다(Karki, 1997). Albert(1991)는 타 특허에 

인용된 횟수가 많을수록 높은 기술  가치를 지녔

다는 것을 증명하 다. 특히 특허인용 정보는 인

용 계를 통한 기술 연계, 기술 향력, 신기술 활

동 분석 등에 활용되는 등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Karki, 1997). 특허인용에 해서는 미국 특허청

에 등록된 특허에 해 출원  심사 단계에서 출

원인과 심사 이 선행기술에 하여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해당 특허가 인용하고 있는 선행

기술을 식별하는 법 인 기능을 갖는다. 특허정보 

에는 참고와 인용이 있다. 여기에서 인용은 선

행특허에 한 인용과 선행과학문헌에 한 인용

이 있다. 이들 인용은 이 특허가 갖는 재산권이 포

하는 범 를 확정하는 법 인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특허출원과 특허권 보호를 해서 출원인 각

자는 특허청에 하여 정직과 신뢰의 의무를 가지

며 이는 특허성과 련해서 출원인에게 알려진 모

든 정보를 특허청에 공개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Jeon, 1999). 미국특허청은 출원인으로 하여  

당해 특허출원과 련한 선행기술의 출처를 37 

C.F.R 1.56(USTPOa.)을 통해 명시하도록 의무

화하고 있으며, 미국특허청의 심사 지침서 MPEP 

SECTION 706(USTPOb.)에서 “심사 은 출원

서를 읽고 발명이 이해되면 선행기술을 검색한다. 

이때 특허요건을 단하는데 있어서 심사 이 검

색한 자료뿐만 아니라 출원인이 제공한 자료를 모

두 검토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처럼 특허의 인용 정보는 객 이며 명백하고 정

량 으로 기록되어 있기에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다(Jeon, 1999). 특허인용 데이터는 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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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에서 활용 가능하다. 우선, 보다 가치 있는 

특허가 보다 많은 인용을 받는다는 가정에서 출발

할 수 있다. 높은 기술  수 을 보유하는 특허가 

보다 많은 기술  향력을 행사하며 보다 많은 

피 인용수를 기록하고 결과 으로 높은 가치를 갖

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피 인용수는 

특정한 특허가 보유하는 기술수  혹은 질에 한 

지표로 활용 가능하다. 즉 특허 피 인용은 해당 특

허의 질에 한 리변수로 해석할 수 있다(Tra-

jtenberg, 1990; Jaffe et al., 2000). 한 인용 데

이터를 통해 직 으로 기술 신의 연쇄 혹은 지

식확산을 분석할 수 있다. 즉 지식확산의 궤 은 

인용패턴 분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인용은 지식 의 문서  흔 으로 해석된다(Kim 

and Ko, 2011). 이때, 특정 경제주체가  다른 경

제주체를 인용하는 빈도는 피인용주체로부터 인

용주체로의 지식흐름의 강도에 한 리변수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특허인용정보를 활용한 

분석은 2000년도에 들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허의 인용정보를 이용하여 기업 간, 지역 

간  국가 간 지식의 흐름을 악하거나(Jaffe et 

al., 2000; Fung et al., 2001), 특허의 피 인용횟수

를 이용하여 각 기업이나 국가의 기술수 을 측정

하거나(Lanjouw et al., 1998), 특허의 인용에 

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들을 상으로 특허의 피인

용횟수를 측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Yoo and 

Chung, 2010). 한 특허의 피인용횟수를 이용하

여 개별 특허의 기술 , 경제  가치와 연계시킨 

연구 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후행

특허들에 의해 인용을 많이 받을수록 그만큼 기술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Yang et al., 2008), 

경제  가치도 높다는 것이 입증되었다(Hall et 

al., 2005). 한 Chang et al.(2009)은 직  특허

인용 효과와 간  특허인용 효과를 함께 고려해서 

기술의 확산에 향을 미치는 요한 핵심 특허를 

찾아내는 방법을 제시하 고 특허인용 네트워크

를 통해서 더 정확한 기술 분류 결과를 얻었다. 

개 특허인용 계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연구는 특

허인용 계 네트워크만을 활용하여 핵심특허를 

찾아내거나 피 인용정보를 활용하여 향력 있는 

특허, 기업, 국가를 분석하는 연구가 행해졌다. 하

지만 Lee(2009)의 연구에서 보면 매년 특허 발명

자들의 계가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특허

인용 계 네트워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생겨난다. 한 특허인용 계에 향을 미치는 

요소에 한 연구는 특허 수 에서 분석되었으며

(Yoo and Chung, 2010) 기업수 에서는 분석되

지 않았다. 기업규모의 차이가 특허출원수에 향

을 미친다는 것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나타났다

(Lee and Yoon, 2005). Audretsch and Vivareli 

(1994)는 소기업이 기업보다 외부 지식에 더 

의존 임을 확인하 다. Sung(2005)의 연구에서

는 기술 신 성과의 결정  요인으로 기업의 규모

와 기업 간 연결 네트워크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

다. 앞선 선행 연구에서는 기업규모와 특허출원과

는 정(+)의 상 계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기업 간 특허인용 계에 미

치는 향은 불분명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규모

가 기업 간 특허인용 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2.3 소셜네트워크분석

사회  계로 성립된 구조의 의미를 분석하는 

소셜네트워크분석은 행 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구체 인 ‘실체’로 나타난다. 네트워크의 가장 기

본 인 구성인 사람, 지역, 자원을 나타내는 노드

(node)는 다양한 계에 의한 연결(tie)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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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Kim and Kwahk, 2011; Dempwolf and 

Lyles, 2012). 소셜네트워크분석의 목 은 네트워

크의 패턴(pattern)을 찾아내고 해석하는 것에 있

다. 소셜네트워크분석은 노드의 개별  속성보다

는 체 네트워크에서 차지하는 치를 강조한다. 

소셜네트워크분석은 분석 에 따라 ‘에고 네트

워크’,‘ 체 네트워크’, ‘원-모드 네트워크’, ‘투-모

드 네트워크’ 등 다양한 네트워크 형태로 분류되

며, 계모형이나 계의 강약, 도의 높고 낮음

에 따른 다양한 사회  역할  향을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향력과 효과의 가치는 

주로 정보를 주고받거나 정서 , 물질  지원으로 

인해 발생되는 계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악된

다(Kang and Kwahk, 2011). 소셜네트워크분석

은 비즈니스, 정치, 시장 등의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분석은 경  컨설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종종 지식경 의 분야

에 용되었다(Kwahk, 2013). 최근 주목할 수 있

는 연구의 흐름은 기술경   산업연구에서의 다

양한 연구이다(Kho et al., 2013; Kim et al., 2012). 

이러한 연구들의 가장 큰 특징은 개별기업들을 노

드로 설정하고 이들 간의 략  계를 네트워크

로 표 하 다는 것이다(Kim et al., 2012). 특허

정보에 기반한 네트워크분석은 반 으로 지식 

확산, 기술 트 드  기술 흐름을 악하는데 이

용된다. 소셜네트워크분석은 시각  형태와 정량

인 네트워크지표를 토 로 분석할 수 있다는 측

면에서 상을 객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Yoon et al., 2005). 소셜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명망이 높은 행 자, 향력이 큰 

행 자, 여러 그룹을 연결하는 행 자에 한 분

석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심성 분석과 구조  공

백을 활용한 소셜네트워크분석은 수집된 네트워

크 데이터에 한 구조 인 분석이다. 경우에 따

라 분석결과를 모집단으로 확장하여 네트워크를 

일반화시키고 네트워크의 구조를 측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Kwahk, 2013). 하지만 소셜네트

워크분석에 사용되는 네트워크 데이터는 통

인 통계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와 성격이 다르다. 

소셜네트워크의 데이터는 무작  표본이 아니며, 

기본 으로 네트워크 데이터는 계 데이터이기 

때문에 상호의존 이다. 네트워크 데이터의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기 한 안  방법으로 부트스

트랩 방법을 활용한다. 부트스트랩 방법은 재 

갖고 있는 데이터로부터 표본을 반복 으로 복원

추출하여 통계량의 표집분포를 생성하게 된다. 이

를 통해 순열검정, 일표본 평균검정, 응표본 평

균검정, 두 집단 평균검정, 복수 집단 평균검정, 

상 계분석, 회귀분석이 가능하다(Kwahk, 2013). 

이와 같은 통계  분석 방법을 통해 네트워크의 

구조나 계 패턴에 한 분석을 넘어서 네트워

크 간의 향 계를 이해할 수 있다. 한 네트

워크 간의 련성을 검정하며, 통계  유의성을 

검정할 수 있다(Kwahk, 2013). 본 연구에서는 앞

서 제시한 통계 방법  네트워크 매트릭스 간 상

계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하여 기업 간 특허인

용 계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분석을 수

행하 다. 

2.4 QAP분석

QAP분석은 두 매트릭스 간 유사성 내지는 상

성을 분석하는 표  통계분석 방법이다. QAP 

상 분석은 매트릭스 X의 셀의 값과  다른 매

트릭스 Y에 응되는 동일한 셀 값을 비교함으로

써 계산된다. 두 매트릭스 간 상 계수에 한 통

계  유의성을 검정하기 해 매트릭스 X는 그

로 두고 매트릭스 Y를 재배열하여 두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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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L File Type

간 상 계수를 도출한다(Kwahk, 2013). 따라서 

QAP 상 분석은 크게 두 단계로 이 진다. 우선 

1단계는 종속행렬과 독립행렬간에 계수비교를 통

하여 피어슨(Pearson) 상 계수를 구한다. 2단계

에서는 종속행렬의 행과 열을 무작 로 동시에 배

열하며 매번 마다 독립행렬과의 피어슨 상 계수

를 구한다. 그리고 이 게 구한 피어슨 상 계수

를 1단계에서 구한 피어슨 상 계수와 비교하며 

만약 1단계 피어슨 상 계수보다 클 개연성이 

0.05보다 작으면 우리는 1단계에서 구한 피어슨 

상 계수를 양 시스템 간에 존재하는 유사성 상

계수로 채택한다(Yang and Hwang, 2005). MR- 

QAP분석은 네트워크 매트릭스로 표 된 종속변

수에 한 독립변수 매트릭스의 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다 회귀분석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

업 간 특허인용 계 네트워크와 기업규모를 기반

으로 한 기업 간 거리  계층 네트워크 간의 

향 계를 분석하기 하여 QAP상 분석을 실시

하 다. 2009년도 기업 간 특허인용 네트워크와 

2009년도 기업 간 거리  계층 네트워크를 독립

변수로 하여 종속변수인 2010년도 기업 간 특허

인용 네트워크에 미치는 향을 MR-QAP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 다. Centner and Graf(2006)는 

독일사회의 신네트워크의 진화를 설명하기 

해 소셜네트워크분석의 QAP상 계분석과 회

귀분석을 활용하 으며, 이를 통해 과거의 학자들

의 력 계가 네트워크의 변화에 가장 큰 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었다.

3. 분석방법  결과

3.1 데이터 수집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만을 

상으로 분석하 다. 미국은 세계 최 의 시장이

자 지식재산권에 한 보호수 이 높아 지식재산

권 행사에 따른 기  수익이 크다. 미국 특허는 세

계 시장을 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세계 각

국의 요한 신기술은 부분 미국에서 특허로 권

리화되고 있다(Narin et al., 1997). 한 미국특허

는 명세서에 인용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계량서지학, 문헌정보학 등에서 다루는 특허 인용

지표 연구의 주요 상이 되어왔다(Carpenter et 

al., 1981). 이 때문에 미국에서의 특허출원은 기술 

 시장분석에 있어서 요한 의미를 가진다(Lee 

and Yoon, 2012). 본 연구에서는 기업 간 특허인

용 정보를 활용하여 기업 간 계를 도출하 다. 

특허 인용정보는 ㈜WIPS(http://www.wipson. 

com/ZZ0000/)에서 제공하는 특허정보를 활용하

여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S&P 500에 등

록되어 있는 74개의 IT  통신 서비스기업의 특

허 피인용 정보를 수집하 다. 기업 성과  규모

를 나타내는 순이익, 매출액, 총자산 정보는 구

이낸스(http://www.google.com/finance) 서비

스를 이용하여 수집하 다.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기업 간 계를 나타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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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2009’s Patent Citation Relationship 

해 DL(Data Language)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데이터를 구축하 다. DL 일타입은 다양한 형

태의 네트워크 데이터를 만드는데 있어서 가장 효

과 이고 유연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DL은 크

게 풀매트릭스(Fullmatrix), 노드리스트(Nodelist), 

엣지리스트(Edgelist) 형식으로 표 한다. 그  

본 연구에서는 Edgelist1 형식으로 기업 간 특허

인용 계를 <Figure 1>과 같이 표 하 으며 

UCI NET6를 활용하여 분석하 다. 

3.1 데이터 분석결과  토의

특허인용 정보를 통하여 2009년과 2010년의 기

업 간 특허인용 계 네트워크 두 개를 도출하

다. 기업은 원으로 나타냈으며, 기업 간 계는 출

발 에 있는 기업의 특허를 도착 의 기업이 인용

한 것을 의미한다.

2009년도와 2010년도의 고립 노드를 제외한 기

업 간 특허 인용 계를 <Figure 2>와 <Figure 3>

에 나타내었다. 기업 간 규모의 차이가 기업 간 특

허인용 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기업규

모를 기반으로 기업 간 거리와 계층을 나타내는 

소시오매트릭스를 생성하 다. 기업의 총자산은 

기업규모를 표하는 값으로 여겨진다. 기업 간 

총자산의 차이에 값을 취한 수치를 기업 간 

거리로 정의하 다. 이 기업 간 거리는 기업들 간

의 규모의  차이를 나타낸다. 즉 A기업과 

B기업 간 총 자산의 차이에 값을 취한 값이 

10이 나왔다면 A와 B기업 간의 거리의 격차는 10

임을 의미한다. 총자산의  차이가 아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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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2010’s Patent Citation Relationship

 차이는 계층으로 개념화하 다. A기업과 B

기업의 총자산의 차이가 양수가 나온다면 A는 B

보다 더 큰 규모의 기업이며 이는 A기업이 B기업

보다 높은 계층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음수

는 반 로 B기업이 큰 규모의 기업이며 높은 계

층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계층은 기

업 간 상  규모 격차를 나타낸다. 기업의 총 자

산을 이용하여 기업 간 거리와 계층을 나타내는 

소시오매트릭스를 생성하 다. 2009년도 기업 간 

특허인용 계 매트릭스, 2009년도 기업 간 거리 

매트릭스, 2009년도 기업 간 계층 매트릭스, 그리

고 2010년도 기업간 특허인용 계 매트릭스, 총 네 

개의 네트워크 매트릭스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각 

기업 간 특허인용 계의 편차는 심하기 때문에 제

곱근을 취하여 분석에 사용하 으며, 총자산을 통

해 계산되는 계층과 거리도 편차가 심하여 제곱근

을 취하여 QAP분석에 활용하 다. QAP상 분

석 결과는 <Table 1>에 정리하 다. 

2010년의 기업 간 특허 인용 계와 2009년 기

업 간 특허인용 계가 가장 높은 상 계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2009년도의 기업 간 거

리  계층은 2009년  2010년의 기업간 특허인

용 계와 유의한 상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

다. 기업 간 특허 인용 계를 2009년도 총자산의 

에서 보았을 때 기업 간 거리는 양(+)의 상

계를, 기업간 계층은 음(-)의 상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간 거리 계가 특허인용 

계와 양(+)의 상 계를 보 다는 것은 기업 

간 거리가 작은 기업끼리 특허를 인용하기 보다는 

거리의 차이가 존재할 때 기업 간 특허인용 계가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기업 간 계층 계가 

특허 인용 계와 음(-)의 상 계를 나타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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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QAP Correlation analysis

The 2009’s patent 
citation relationship

The 2010’s patent 
citation relationship

The 2009’s distance 
networks between the 

companies

The 2009’s hierarchy 
networks between the 

companies

The 2009’s patent citation 
relationship

-

The 2010’s patent citation 
relationship

.568 (.000) -

The 2009’s distance networks 
between the companies

.176 (.002) .176 (.001) -

The 2009’s hierarchy networks 
between the companies

-.088(.013) -.107 (.006) -.566 (.000) -

 * p < 0.05 : 괄호 안은 p-값.

<Table 2> MR-QAP Regression Analysi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Coefficient .034 .136 .062 .037 .015

Distance networks 
between the companies

.028(.002) - - .027(.002) .010(.026)

Hierarchy networks 
between the companies

- -.001(.007) - -.000(.298) -.000(.157)

The 2009’s patent citation 
relationship

- - .373(.000) - .364

 .031 .011 .323 .031 .329

 * p < 0.05 : 괄호 안은 p-값.
Dependent variable : The 2010’s patent citation relationship.

상 으로 계층이 낮은 기업이 계층이 높은 기업

의 특허에 해 높이 평가하고 극 으로 인용한

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특허 인용 계의 

에서 보았을 때 규모가 큰 기업의 특허를 규모

가 작은 기업이 인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보다 높은 계층과의 계를 

높게 평가하는 신분효과 는 열망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van Duijin and Huisman, 2011; Kwahk, 

2013). 

2009년 기업 간 특허인용 계와, 2009년 기업 

간 거리  계층 계를 독립변수로 하고 2010년 

기업 간 특허 인용 계를 종속변수로 하여 MR- 

QAP분석을 수행하 다. 분석결과는 <Table 2>

에 정리하 다.

Model 1, 2, 3의 분석결과를 보면, 세 개 독립변

수 계 매트릭스 모두 2010년의 기업 간 특허인

용 계 매트릭스와 유의한 향 계를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하지만 Model 1과 Model 2에서 보

듯이 기업 간 거리  계층 계가 기업 간 특허 

인용 계를 설명하는 설명력이 다소 낮아서 기업

의 규모에서 오는 간격이나, 규모에 따른 세의 

차이가 기업 계에 미치는 향은 상 으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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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해 보인다. 그러나 Model 3에서 보듯이 2009년 

기업 간 특허 인용 계는 2010년 기업 간 특허 인

용 계를 32.3%를 설명하고 있다. 이를 보면 기

업 간 특허인용 계는 과거에 형성된 계가 어느 

정도 지속 으로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기업 간 거리  계층에서 오는 향력보다 앞선 

년도의 특허 인용 계가 다음 해의 기업 간 특허 

인용 계를 보다 잘 설명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Model 4를 보면 2010년도 기업 간 특허 인용

계에 거리(.027)가 계층(-.000)에 비하여 좀 더 유

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계층

의 향은 통계 으로 유의 이지 않았다. Model 

5에서 보면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거리(.010)가 

계층(-.000)보다 더 큰 향을 미치고 있지만 2009

년 기업 인용 계(.364)가 2010년도 기업 인용

계에 가장 큰 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Model 4에서 Model 5로의 설명력 한 .031에서 

.329로 증가되었다. MR-QAP분석을 통하여 기존

의 기업 간 특허인용 연결 계가 미래의 연결 계

에 가장 큰 향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4. 시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   한계 을 가

지고 있다. 본 연구는 ICT 산업 내 기업 간 특허

인용 계 네트워크분석을 통하여 기업 간 연결

계를 알아볼 수 있었다. 기업 규모를 나타내는 지

표로 총자산을 활용하여 기업 간 거리  계층

계 네트워크를 생성하고 기업 간 특허인용 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분석결과 기업 간 특

허인용 계는 기업규모의 차이와 한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의 특허를 견 

기업들이 주로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허

인용 분석에서 많이 인용된 것은 높은 가치가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견기업이 기업의 특허를 

많이 인용한 것은 기업의 특허가 높은 이용가치

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견기업들의 

특허는 아직 기업이 창출한 특허에 한 가치에

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는 앞으로 견기업들의 지속 인 성장을 해

서는 더 나은 발명을 통해 기존 특허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는 응특허를 출원하여 풍부한 가치

를 창조할 수 있도록 지속 인 연구개발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기업 간 특허인용 계는 기업의 규모에도 향

을 받지만 가장 크게 향을 미치는 것은 과거에 

이루어졌던 특허인용 계이다. 기업 간 특허인용

계가 지속되는 것은 상  기업을 요한 조력자

로 보아 상호 간 지  자산을 공유하고 조하는 

계가 형성되며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계는 기업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

다. 네트워크 내에 존재하는 각 기업은 생산, 유통, 

서비스에 종사하는 분업화된 기업들로서 상호 의

존 이며 서로의 활동이 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업들 간 지속  특허인용 계가 유지된다는 것

은 락  비즈니스 트 계로 발 될 가능성

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네트워크의 속성 데이터를 이용하여 

새로운 네트워크 데이터를 생성하 다. 소셜네트

워크분석을 다룬 많은 선행연구를 보면 하나의 네

트워크를 상으로 네트워크 내의 구조를 분석하

는데 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간 특

허인용 네트워크의 구조  분석을 다루는 것에서 

벗어나 속성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성한 네트워크 

데이터를 이용하여 QAP상 계분석  MR- 

QAP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네트워크 간 계에 

한 통계  유의성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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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한계  

특허에 한 그리고 특허를 이용한 연구는 앞

으로도 상당 기간 새로운 연구 결과와 함께 진행

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외국의 선행연구를 검

토하는 데 있어서는 최근 연구이거나 향력이 컸

다고 평가되는 성과를 선별 으로 다룰 수밖에 없

을 정도로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식정보

화 사회에서 무형자산은 기업과 국가의 핵심 경쟁

력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많은 수의 기업들이 특

허 련 활동에 극 이다. 특허 활동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나 기술 신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자료이다. 특허는 구나 근이 가능하며 

동시에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특허 정보를 통

하여 타 기업과의 상 인 비교가 가능하다. 특

허인용 분석은 기술  지식의 흐름을 찾는데 

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기존 특허인용 정보 분석

에서는 특정 시 에서 다양한 지표를 통하여 향

력 있는 특허 는 출원인을 찾는데 을 두었다. 

기업의 특허인용 계를 확인함으로써  산업에

서 기술  정보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기업규모에 따른 기업 간 거리  계층

계가 기업 간 특허인용 계에 미치는 향을 확

인하고자 하 다. 이에 S&P500에 등록된 기업  

IT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74개 기업의 2009

년도와 2010년도 특허인용 계를 조사하 다. 기

업규모에 있어서의 차이가 기업 간 특허인용 계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기업규모를 

표하는 지표인 총자산을 토 로 기업 간 거리  

기업 간 계층을 나타내는 네트워크 데이터를 생성

하 다. 

QAP상 계분석으로 2009년도 기업규모를 기

반으로 한 기업 간 거리, 기업 간 계층의 차이가 

2009년도  2010년도 특허인용 계와 한 

련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 다. 기업 간 거리  

계층과 2009년도 기업 간 특허인용 계를 독립변

수로 하고 2010년도 기업 간 특허인용 계를 종

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MR-QAP 

분석을 수행한 결과 년도 기업 간 특허인용 계

가 지속 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

며, 기업규모 한 기업 간 특허인용 계에 향

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기업규모가 기

업 간 특허인용 계에 나타나는 설명력은 기업 간 

거리가 3.1%, 기업 간 계층이 1.1%의 설명력을 

보 으며, 2009년도 기업간 특허인용 네트워크가 

2010년도 기업 간 특허인용 네트워크에 미치는 

향에 한 설명력은 32.3%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기업 간 특허인용 계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소는 기업규모의 향력 보다는 2009년도 기업 

간 특허인용 계 다. 이 분석결과 2009년도 기업 

간 특허인용 계가 2010년도 기업 간 특허인용 

계에 가장 큰 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 

간 특허인용 계는 연속성을 띠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기업 간 계의 변화를 

측할 수 있다. 기업의 R&D 력은 R&D 략, 기

술거래, 기술이 과 같은 정보가 다. 그러나 특

허 인용 정보를 통해 기업 간 R&D흐름을 악할 

수 있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기업 간 

R&D 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 할 수 있을 것

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이 있다. 본 

연구에서 미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74개의 정보  

통신서비스 기업을 상으로 미국 특허청에 등록

된 특허에 한 기업 간 특허인용 계를 도출하

다. 하지만 특허 인용 정보 수집을 해 ㈜WIPS

에서 제공하는 특허인용 정보를 수집하 기 때문

에 시스템에 일부 락된 특허 정보가 있을 수 있

다. 한 Karki(1997)에 의하면 일반 으로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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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특허가 인용되지 않거나 1～2회 정도 인용

될 뿐이며, 인용되기까지는 최소 5년의 기간이 소

요된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과 2010년의 특허인

용 정보를 활용하 기에 아직 인용되지 않았을 특

허들이 존재한다는 한계 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특허인용 정보로 인하여 기업 간 네트워크에서도 

변화가 생길 수 있으며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수집한 인용정보를 바탕으로 기업 간 특허인용

계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추가 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총자산을 기

반으로 기업간 규모의 차이를 고려하 다. 그러나 

특허 한 기업의 무형자산임으로 이미 총자산에 

반 되었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총자산보다 

기업의 수익성을 표할 수 있는 지표를 통한 분

석을 통해 기업의 수익성이 특허 인용 계에 미

치는 향을 분석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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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Patent Citation Relationships 

among Companies : MR-QAP Analysis

1)

Jun Hyung Park*
․Kee-Young Kwahk**

․Heejun Han***
․Yunjeong Kim***

Recently, as the advent of the knowledge-based society, there are more people getting interested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Especially, the ICT companies leading the high-tech industry are working 
hard to strive for systematic mana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As we know, the patent information 
represents the intellectual capital of the company. Also now the quantitative analysis on the continuously 
accumulated patent information becomes possible. The analysis at various levels becomes also possible 
by utilizing the patent information, ranging from the patent level to the enterprise level, industrial level 
and country level. Through the patent information, we can identify the technology status and analyze 
the impact of the performance. We are also able to find out the flow of the knowledge through the 
network analysis. By that, we can not only identify the changes in technology, but also predict the 
direction of the future research. In the field using the network analysis there are two important analyses 
which utilize the patent citation information; citation indicator analysis utilizing the frequency of the 
citation and network analysis based on the citation relationships. Furthermore, this study analyzes 
whether there are any impacts between the size of the company and patent citation relationships. 74 
S&P 500 registered companies that provide IT and communication services are selected for this study. 
In order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of patent citation between the companies, the patent citation 
in 2009 and 2010 is collected and sociomatrices which show the patent cita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anies are created. In addition, the companies’ total assets are collected as an index of company 
size. The distance between companies is defined as the absolute value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total assets. And simple differences are considered to be described as the hierarchy of the company. 
The QAP Correlation analysis and MR-QAP analysis is carried out by using the distance and hierarchy 
between companies, and also the sociomatrices that shows the patent citation in 2009 and 2010.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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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 of QAP Correlation analysis, the patent citation relationship between companies in the 2009’s 
company’s patent citation network and the 2010’s company’s patent citation network shows the highest 
correlation. In addition, positive correlation is shown in the patent citation relationships between 
companies and the distance between companies. This is because the patent citation relationship is 
increased when there is a difference of size between companies. Not only that, negative correlation 
is found through the analysis using the patent citation relationship between companies and the hierarchy 
between companies. Relatively it is indicated that there is a high evaluation about the patent of the 
higher tier companies influenced toward the lower tier companies. MR-QAP analysis is carried out 
as follow. The sociomatrix that is generated by using the year 2010 patent citation relationship is used 
as the dependent variable. Additionally the 2009’s company’s patent citation network and the distance 
and hierarchy networks between the companies are used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This study 
performed MR-QAP analysis to find the main factors influencing the patent cita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anies in 2010.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all independent variables have positively 
influenced the 2010’s patent cita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anies. In particular, the 2009’s patent 
cita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anies has the most significant impact on the 2010’s, which means 
that there is consecutiveness regarding the patent citation relationships. Through the result of QAP 
correlation analysis and MR-QAP analysis, the patent citation relationship between companies is affected 
by the size of the companies. But the most significant impact is the patent citation relationships that 
had been done in the past. The reason why we need to maintain the patent citation relationship between 
companies is it might be important in the use of strategic aspect of the companies to look into 
relationships to share intellectual property between each other, also seen as an important auxiliary of 
the partner companies to cooperate with.

Key Words : Social Network Analysis, Patent Citation Network, MR-QAP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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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소 개

박 형

안양대학교에서 디지털미디어공학사를 취득하였으며, 국민대학교 비즈니스IT전
문대학원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소셜네트워크분석 분석 및 

응용이다.

곽기

현재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정보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을 졸업하고 KAIST 경영과학과 및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

하였다. 주요 연구관심분야는  IT-enabled organizational agility, Knowledge manage-
ment, Social network analysis and its application, System dynamics 등이다.

한희

현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NTIS센터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전북

대학교 정보통신공학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KAIST 전자공학과에서 영상신호처리

를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04년부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근무

하면서 정보검색엔진 개발, 정보유통 체제 구축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재는 국가R&D정보의 원활한 유통체제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보검색, 개인화 서비스, 신호 처리 등이다.

김윤정

현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NTIS센터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홍익

대학교 전자전산공학과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동 대학원에서 소프트웨어공

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05년부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국가R&D정보 종합관리체제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서비스(NTIS) 구축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지식관리, 빅데이터, 정보분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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