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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a rapidly changing technology environment, managing and rearranging the patent portfolios is 

one of the main sources of competitive advantage for firms.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patent 

portfolio composition on new product introduction related to resource allocation. This study also looks 

at the moderating role of rearranging the patent portfolios on new product introduction. Our empirical 

analysis of the global pharmaceutical industry shows that firms with high-value patent portfolios exhibit 

a tendency to launch new products, and patent portfolio diversity shows a U-shaped relationship with 

new product introduction. In addition, the patent portfolio rearrangement positively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patent portfolio diversity and new product introduction. The results are expecte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firms’ patent portfolio composition and patent portfolio rearrangement 

related to innovation performance such as new product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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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술 기반 기업에게 있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적

절히 관리하여 그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속적으로 효

과적인 지식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것은 경쟁우위

의 중요한 원천이다(안연식 2010; Kogut and Zander 

1992; Lin et al. 2006). 보유한 지식을 전략적 자산으

로써 활용하기 위하여 기업들은 지적재산권(Intellec-

tual property right)을 이용하여 혁신활동에 따른 결

과물을 보호하고 수익을 창출해 나가고 있다(Teece 

1986). 특허(Patent)는 기업이 지닌 대표적인 지적재산

권 중 하나로 ‘새롭고(Novel), 유용하며(Useful), 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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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Nonobvious) 발명에 부여되는 법적 권리’

이다(Somaya 2012). 

전통적으로 특허 관리(Patent management)는 특

허를 출원하여 심사 받고, 이를 등록하여 권리를 획

득하고, 부여된 그 권한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이라고 

보았다(Porter et al. 1991). 이렇듯 기존에는 단일 특

허 취득에 집중하여 기업의 기술 자산을 늘려가는 것

에 집중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일 특허 취

득 차원에서 열중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사가 보유하

고 있는 특허를 포트폴리오적 차원에서 관리하는데 대

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Lin and Chen 2005; Sa-

dowski and Roth 1999). 지속적인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는 외부 혹은 내부로부터의 추가적인 특허 획득은 

물론이고, 소유한 특허의 가치를 평가하고 기업 내부

에서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 특허를 방출함으로써 특

허 포트폴리오를 재정비 하는 활동까지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Moliterno and Wiersema 2007; Somaya 

2012). 기업의 한정된 재무적 자원 및 관리자들의 역

량 등을 고려해 볼 때, 무한정 특허 포트폴리오를 넓혀

나갈 수만은 없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재정

비활동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특허 포트폴리오에 

관련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어떻게 보

유한 기술 자원을 넓혀갈 수 있을지에 대한 측면에만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주로 외부 파트너와

의 제휴를 통해 특허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측면 등

에 집중하는 연구들이 많다(Oerlemans et al. 2013; 

Srivastava and Gnyawali 2011). 특허를 재정비하며 

조직 내의 포트폴리오에서 방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성

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연구는 극히 드

물다고 할 수 있다. 

효율적인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는 향후 연구 개발 

활동 계획을 잘 수립하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Jun 

et al. 2012). 기업의 연구 개발 계획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 자원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으며, 

현재 보유한 기술 자산을 바탕으로 미래의 기술 변화

에 맞추어 세워져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보유한 특

허 포트폴리오는 그동안 쌓아온 기술 경로를 보여주

는 것이며, 그동안 자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할당되었는

지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Klingebiel and Rammer 

2014). 기업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한정

된 자원 내에서 효율적으로 할당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최대한의 기술 성과를 발현시켜 나가는 것은 매

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Sirmon et al. 2007). 따라

서 기업의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위해서도 보유한 특

허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재정비 활동 및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특허의 재정비 및 관리는 각 기업의 기술 자원 할당 

전략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하는데, 자원의 할당 방식

은 기업의 전략 및 향후 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

문이다(Grant 1991). 한정된 자원을 어떤 기술분야에 

할당할 것인지와 관련된 의사결정은 기업의 특허 전

략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Somaya 2012). 기업

이 기술 분야에 자원을 할당 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

지로, 넓고 다양한 분야에 자원을 할당하는 것과 몇몇 

선택 분야에 집중적으로 자원을 할당하는 방식이다

(Klingebiel and Rammer 2014). 기업이 취해오던 자

원 할당 방식 및 기술 전략과 연계하여 적절한 기술 자

원 재정비 및 관리가 이루어졌을 때 더욱 효과적인 성

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자원 할당과 관련한 특허 포

트폴리오를 살펴보고, 어떠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소유

하였을 경우 추후 혁신 성과 창출에 유리한지를 밝히

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재정

비하는 활동을 활발히 시행하는 경우 혁신 성과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혁신 성

과는 자원이 분배된 방식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음에

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

는 많지 않았다(Klingebeil and Rammer 2014).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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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통해 자원 할당 방식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혁신에 가

장 유리한 특허 재정비활동을 살펴봄으로써 기업에게 

있어 추구하는 특허 및 기술 전략에 따른 특허 관리 

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미국 제약 산업을 배경으로 진행되었다. 

제약산업은 연구개발 집약적이며, 그 결과물을 법적

으로 보호하는 지적재산권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

한 자산으로 여겨진다(Henderson and Cockburn 

1996; Liu 2014; Penner-Hahn 1998). 제약업계의 매

출 총 이익이 최근 몇 년 간 반도체 산업과 비교하여 

두 배 이상의 성과를 보였는데, 이에 대한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제약회사들이 혁신 결과물들을 특허로 잘 

보호해온 것에서 기인한다고 보기도 한다(Chen and 

Chang 2010). 기술개발부터 시작하여 의약품을 시장

에 출시하기까지는 상당한 비용과 위험이 수반되므로, 

혁신 결과물들을 지적재산권화하여 법적으로 보호받

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Khanna et al. 

2016). 실제로 혁신 결과물을 특허화하는 비율을 살펴

보면, 제약산업은 80%로 이는 전체 산업 평균 35%와 

비교해보았을 때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Arundel 

and Kabla 1998).

또한 큰 제약기업들은 다방면의 과학적 분야 혹은 

치료 분야에 걸쳐 여러 프로젝트를 아우르는 경향이 

있으므로, 연구개발 투자에 관련한 의사 결정은 포트

폴리오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며 각 프로젝트간에는 내

부 자원을 서로 많이 끌어오기 위해 경합을 벌이는 관

계를 보이기도 한다(McGrath and Nerkar 2004). 즉, 

어떤 분야에 투자할 것인가는 연구개발 분야의 주요한 

의제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제약산업은 

자동차산업과 같이 극도로 다각화된 기술을 보유한 

산업에 비하면 평균적으로 기술 영역 다각화 정도가 

낮은 편이나, 기업 수준에서 살펴보면 꽤나 큰 편차를 

보이므로 이는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충분히 반영

한 결과로 보여진다고 하였다(Patel and Pavitt 1997; 

Stephan 2002). 

제약산업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소유하고 있던 특허

에 대하여 최대 권리 기한까지 그 소유권을 연장하지 

않거나, 외부로 그 소유권을 넘기는 거래를 함으로써 

특허를 정리해내는 작업이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난다

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제약산업에서 특허가 최대 

권리 기한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낮은 편이라고 밝힌 

바 있다(Thomas 1999). 또한 특허 소유권 이전 비율

도 16%로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Serrano 2010). 이

처럼 특허가 매우 중요한 자산으로 여겨져 혁신을 특

허화 하는 경향이 높으며, 이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과 

재정비 작업이 활발한 제약산업은 본 연구를 진행하기

에 적합한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2. 기존 문헌 연구 및 가설 수립

2.1 특허 포트폴리오의 가치와 신제품 출시

기업의 지대 창출(Rent generation)은 보유하고 있

는 자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자원기반관점(Re-

source-based view)에 따르면, 자원은 동일 산업 내

일지라도 기업마다 서로 다르게 소유하고 있으며 다

른 기업으로의 완전한 이동이 불가하여 경쟁으로부터 

우위를 점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Barney 

1991; Peteraf 1993). 더불어 기업의 지대 창출은 보유

하고 있는 능력(Capabilities)에서 비롯되기도 하는데, 

이는 오랜 시간 다른 경쟁자와 구분되게 축적되어오고 

다져진 산물이다(Dierickx and Cool 1989). 기업의 이

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자원을 조합하고 배치하며 경쟁

우위를 만들어가게 된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것과 같은 혁신 결과물 창

출에는 기업의 여러 기능과 그에 얽힌 자원들이 역할

을 하겠지만 가장 시작점에서 동인(Driver)이 되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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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기술적 능력(Technological capabilities)이라

고 할 수 있다(Helfat 1994b; Henderson 1993; Ve-

rona 1999).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이러한 지식

을 지속적으로 창출해내는 능력은 혁신 결과물 창출

에 영향을 준다(Smith et al. 2005; Verona 1999). 기

업의 대표적인 기술 자산이자 능력을 나타내주는 자산

으로써 특허를 들 수 있다(Chi 1994). 특허는 기업이 

꾸준히 탐색하면서 기술개발을 해나가는 단계에서 결

과물로써 얻어지는 기업 지식의 결정체이다(Moorthy 

and Polley 2010). 내부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능력은 기업의 기술 자산인 특허를 통해 드러나

게 된다(Srivastava and Gnyawali 2011).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언급했듯이, 기업의 대표적 

기술 자산인 특허는 편향성을 띈다(Griliches 1990; 

Harhoff et al. 1999). 모든 특허가 동일한 수준의 가치

를 갖는 것이 아니라, 몇몇 특허들만 높은 가치를 인정

받고 추후 혁신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나머지는 사실 

거의 쓰이지 않는 경우도 많다(Ahuja and Lampert 

2001). 따라서 기업이 특허 포트폴리오에 보유한 특허

가 얼마나 되는지 양적인 측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지가 그 기업의 그 동안

의 탐색 수준과 혁신을 향한 노력을 더욱 잘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양보다는 

어떠한 지식의 총체를 가지고 있는지 그 질적인 측면에 

대한 것이 조직의 추후 혁신과 효율적인 운영에 더욱 

중요하다(Moorthy and Polley 2010).

높은 가치를 지닌 특허, 즉 질이 높은 특허들을 보유

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적 시도가 있어야 한다(Flem-

ing 2007). 높은 수준의 발명은 한번의 시도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의 시도들이 바탕이 되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 높은 가치를 지닌 특허는 

절대적 수치에 있어서도 충분한 노력들이 쌓여야 만들

어낼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과정 가

운데 기업은 절대적인 흡수 역량(Absorptive capac-

ity)을 한층 키워나갈 수 있고 지식을 축적해가며 새

로운 지식들에 대한 이해도 더욱 커질 것이다(Cohen 

and Levinthal 1994). 높은 가치를 갖는 특허를 보유

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숙련된 지식들이 쌓여온 과

정들을 함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숙련된 지

식은 향후 혁신 결과물 산출인 신제품 출시에 있어서

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

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H1: 기업의 높은 가치를 갖는 특허 포트폴리오는 신제품 

출시와 긍정적 관계를 가질 것이다.

2.2 특허 포트폴리오의 가치와 신제품 출시: 특

허 재정비 활동의 조절효과

근본적으로 높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기술

개발 분야에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은 모든 의사

결정자들에게 있어 어려운 의사결정일 것이다. 이러

한 자원배분 활동은 연구개발과 관련된 매니저들에

게 있어 가장 중요시 되는 주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Klingebiel and Rammer 2014). 기업이 특정 분야에

서 혁신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까지는 양적인 측면

과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충분한 자원이 할당되어야만 

한다(Klingebeil and Rammer 2014). 또한 특허 전체

를 관리하고 전략을 세우는데 있어서도 상당한 주의

(Attention)와 높은 수준의 치밀한 계획과 실행이 필

요시 된다(Pitkethly 2001). 따라서 한정된 자원을 잘 

활용하여 최고의 결과를 산출 할 수 있게끔 자원을 잘 

관리하는 과정은 기업 혁신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

소라고 할 수 있겠다.

특허는 기본적으로 높은 사전적(Ex-ante) 불확실성

을 가지고 있다(Somaya 2012). 당장에는 그 가치가 어

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며, 시간이 지

나면서 이러한 불확실성은 줄어든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특허가 가치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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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리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쓰

이지 않는 특허라고 할지라도 이를 버려내고 정리해내

는 결정을 지속적으로 유보할 가능성이 크다(추기능

∙박규호 2010).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위험을 분

산하는 차원에서 옵션을 여러가지로 보유하려고 하

는 경향이 커지기 때문이다(Sorenson 2000). 하지만 

사실상 특허의 가치 분포는 소수의 특허들에 편향되

어(Skewed) 있으므로 몇몇 특허들만 높은 가치를 인

정받고 나머지는 사실 거의 쓰이지 않는 경우도 많다

(Fleming 2007). 

기존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불확실성 하에 옵션을 

다양화하여 보유하는 것에 대하여 그 부작용들을 언

급하는 주장들도 있다. 관리적 차원에서 주의가 분산

될 수 있으며, 전략적인 집중 역시 줄어들며 복잡성이 

증가하고 각 자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줄어든다는 것이

다(Boudreau et al. 2011; Sull 2003). 따라서 무한정 

기술 자원을 쌓아가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정리해내는 작업도 중요할 

것이다. 학자들은 지식을 관리해 나가는 능력이 향후 

신규 제품을 얼마나 만들어내는지에 밀접하게 연관되

어 있다고 보았다(Drazin and Rao 2002). 

Klingebiel과 Rammer(2014)의 연구에서도 초기에

는 자원을 다양하게 배분하여 육성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지만, 이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선택

적 집중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선택적 집중이 수반된 채 기술 자원을 넓혀가는 것이 

축적에만 집중하여 기술 자원을 넓혀가는 데에서 오

는 부작용을 상쇄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기술 자원을 

늘려가는 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잘 정리

하면서 선택적 집중을 통해 효율성을 재고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H2: 특허 재정비 활동은 특허 포트폴리오의 가치와 신제품 

출시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2.3 특허 포트폴리오 다양성과 신제품 출시

특허 포트폴리오를 관리해가는 단계에서 어떤 기술 

분야에 자원을 할당할 것인가는 중요한 의사결정이다

(Somaya 2012). 보통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자원 할당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넓은 범위의 

기술 분야 혹은 프로젝트에 자원을 할당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몇몇 선택 분야에 집중적으로 자원을 할

당하는 방식이다(Klingebiel and Rammer 2014).

기존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범위에 분산하여 자

원을 투자하고 기업이 다루는 기술 범주의 폭이 넓을 

경우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데 유리하다고 보았다

(Ding and Eliashberg 2002). 새로운 제품을 만든다

는 것은 불확실성이 높은 투자이므로, 동시에 여러가

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다양한 시장 니즈에 부

합할 수 있는 제품을 찾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으

며 성공할 가능성도 그만큼 크다는 주장도 있었다(So-

renson 2000). 기술분야 역시 더 넓은 범주의 기술관

련 지식을 보유한 기업은 새로운 혁신 결과물을 만들

어 낼 가능성이 커진다(Ahuja and Lampert 2001). 혁

신활동이 지니는 불확실성을 고려했을 때 병행 탐색

(Parallel search)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주장이 이

를 뒷받침한다(Nelson 1961). 즉, 여러 가능성을 보유

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으며 확률적으로 여러 

가능성들 중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폭넓은 기술 범주의 확보는 확률을 높인다는 측면과 

더불어 혁신을 위한 재료들을 많이 확보한다는 점에서

도 성공적인 결과물을 가져올 가능성을 높여준다. 기

업의 혁신 성과에 있어 재조합의 능력(Recombinant 

capabilities)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

(Kogut and Zander 1992). 기업의 재조합 능력이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 혹은 지식 등을 서로 연

결하고 다시 조합함으로써 새로운 혁신 결과물을 얻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Galunic and Rodan 1998; Hen-

derson and Clark 1990). 보다 다양한 범주의 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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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재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일수록 혁신적인 결과물을 

새로이 개발해 낼 가능성은 커지는 것이다(Leiponen 

and Helfat 2010). 비슷한 맥락에서 다양한 지식 범주

에서 탐색을 하고, 보다 다양한 지역 혹은 파트너와 같

이 보다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기인되는 지식을 탐색하

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혁신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라

고 보았다(Ahuja and Katila 2004). 종합해보면 다양

한 기술 범주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혁신적 결

과물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다양성이 혁신에 유리하다는 주장 못지 않게 지식의 

축적성 측면을 강조하며 집중적인 자원 할당이 중요하

다고 보는 주장도 있다. 기업의 학습은 축적되는(Cu-

mulative) 성향을 띄며 따라서 깊게 소수의 분야에 집

중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연구가 있다(Helfat 1994a). 

축적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혁신을 기술의 일련된 축

적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해결

해 나가면서 이루어 지는 것이라고 보았다(Rosenberg 

1982). 집중적으로 특정 분야에서 탐색을 하다 보면 오

류를 줄일 수 있고, 루틴을 생성하게 되어 탐색이 보다 

견고해지게 된다(Katila and Ahuja 2002). 그 과정에

서 보다 가치 있는 지식이 무엇인지 발견해내는 능력도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추론해 보면, 보다 

선택적인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탐색해 나가는 것이야

말로 효율적으로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혁신 결과물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정 기술 영역에 집중할 경우 그 안에서 더욱 전문

성을 가지게 될 수 있으며 발전된 혁신 결과물을 산출

하게 된다(Rosenkopf and Nerkar 2001). 특정 영역

에 집중하여 탐색하다 보면 과학적 혹은 기술적 지식

들을 더욱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게 된

다(Moorthy and Polley 2010). 따라서 특정 범주에 

집중하여 기술 지식과 능력을 쌓아온 기업일수록 혁신 

결과물을 산출하는데 유리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논리들을 종합해보면, 기업의 두 가지 

자원 할당 방식인 “다양성 추구” 혹은 “선택적인 집중 

추구” 중 하나의 방식을 택하여 전략적으로 행동한 기

업의 경우 혁신 결과물을 산출하는데 긍정적인 영향

을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H3: 특허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은 신제품 출시와 U자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2.4 특허 포트폴리오 다양성과 신제품 출시: 기

술 재정비 활동의 조절효과

선택적 집중이 수반된 자원 축적이 중요하다고 앞서 

언급하였지만, 이는 기업이 선택하는 자원 할당 방식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은 기업의 전략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Grant 

1991). 또한 이러한 고유의 자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당하였는지의 여부도 기업의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

으며, 이에 따라 결국에는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

게 된다. 기업의 혁신 성과는 투여된 절대적인 자원의 

양 못지 않게 자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분배되었는지 

그 방식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Klingebeil 

and Rammer 2014). 따라서 기업이 취해왔던 자원 분

배 방식과 전략에 맞추어 자원 관리가 이루어 지는 것

이 추후 성과를 높이는데 더욱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기술 분야에의 자원 할당은 크게 두 가지 방

식, 즉 넓은 범위의 기술 분야로 자원을 분산하여 할

당하는 방식과 보다 선택적인 분야로 집중하여 자원

을 할당하는 방식이 있다(Klingebiel and Rammer 

2014). 기술 자원인 특허를 재정비하고 관리하는 전략 

역시 각각의 자원 할당 방식에 맞추어 단점을 보완하

고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적절하게 뒷받침 해주

어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기술분야에 분산하여 보다 폭 넓은 기술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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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투자하고 그에 따라 다양한 특허를 확보할 경우 

관리자들의 주의(Attention)와 몰입(Commitment) 

역시 분산되어 그 효율성이 줄어들 수 있는 위험이 있

다(Laursen and Salter 2006). 기업의 관리자들의 몰

입은 기업이 나아가고자 하는 전체적인 윤곽을 규정지

을 수 있으며, 조직의 장단점과 기회 및 한계까지도 만

들어 나가게 한다(Sull 2003). 관리자들은 언제 어디에 

몰입 할지에 대한 결정 뿐만 아니라 그 몰입을 어느 순

간 어떤 부분에서 끊어 내어야 할지에 대한 결정도 해

야만 한다. 기업의 기술 자원을 총괄한 특허 포트폴리

오를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다양한 기술 분야에 폭 넓

은 기술 특허를 가진 기업의 경우 꾸준히 특허를 재정

비 하는 활동을 통해 조직의 몰입을 관리하고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기술 분야의 투자를 중요시 여긴 문헌들도 

지나치게 다양화될 경우 이를 통합하고 그 안에서의 

시너지를 이루기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간과해

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고 있다(Jaffe and Lerner 2001). 

기업이 기술분야를 넓혀나가는 전략을 취한다고 할지

라도, 보유한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기업은 

일정 수준의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Moorthy and 

Polley 2010).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맞추어 다양한 기

술 분야에 분산된 조직 역량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지

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어 자원

을 할당한 기업의 경우 특허를 재정비하며 조직에 적

합치 않은 것들은 방출해내는 것을 활발히 진행할수

록 향후 혁신을 이루어 내는데 더욱 유리할 것이다. 

특정 분야로 집중하여 자원을 할당하고 그 안에서 

더욱 깊은 전문성을 갖추고자 하는 전략을 취하는 기

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그 안에서 시너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Medcof 2000). 특정 분야에만 집

중할 경우 우려되는 부분은 재조합 능력(Recombi-

nant capabilities)을 위한 지식에 관련된 것이다. 기존

의 연구들은 지식의 축적성(Knowledge accumula-

tion)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으며, 혁신은 기존의 지식

에서 시작되어 가지를 치며 나간다고 보았다(Fleming 

2001; Katila and Ahuja 2002; Zucker et al. 2007). 

축적되는 혁신(Cumulative innovation)과 관련한 연

구들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아

이디어에 대한 접근(Access)을 들었다(Murray and 

O’Mahony 2007). 지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쌓여져 

왔는지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투입물(Input)인 

그 재료와 정보, 테크닉 등에 접근가능해야 추후 더욱 

질 높은 혁신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특정 분야 안에서 쌓여온 지식을 잘 활용하여 이에 대

한 혁신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

고 자원을 정비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것이다. 즉, 기술 

자원을 지속적으로 방출하지 않고 보유함으로써 충분

한 투입물을 제공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정리해 보자면, 다양한 기술 분야에 자원을 할당한 

기업은 활발하게 자원 재정비 활동을 하여 방출하는 

작업을 수반하는 것이 추후 혁신 결과물 산출을 강화

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특정 분야로 기술 자원을 할당

한 기업의 경우 자원을 방출하기 보다는 보유하는 것

이 추후 혁신 결과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H4: 특허 재정비 활동은 특허 포트폴리오 다양성과 신제

품 출시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

다. 즉, 특허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이 낮은 기업의 경우 특

허 재정비 활동이 적을수록 신제품 출시를 많이 할 것이며, 

특허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특허 재정

비 활동이 많을수록 신제품 출시를 많이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모델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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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델

3. 연구방법

3.1 표본과 자료수집

본 연구의 실증 분석을 위하여 미국 제약 시장과 미

국 특허를 중심으로 다국적 제약기업 77개를 대상으

로 2000년부터 2016년에 걸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

여 사용하였다. 그 결과 총 1,128개의 샘플을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77개의 기업이 출원한 62,062개

의 모든 특허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77개의 샘플에

는 미국기업 26개와 유럽 기업 20, 일본 기업 18개 등

을 비롯한 다양한 나라의 다국적 제약기업으로 구성

이 되어있다. 

 기존의 연구들 역시 다국적 제약기업의 미국 제약

업계 활동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Ahuja 

and Lampert 2001; Patel and Pavitt 1997). 미국은 

제약산업에 있어 단일 시장으로서 제일 큰 규모의 시

장이며, 따라서 이를 공략하고 이에 맞춰 지적재산권

을 관리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Ahuja and Lampert 2001; Penner-Hahn 

and Shaver 2005). 또한 각 국가마다 서로 상이한 고

유의 특허법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관된 비교를 위하여 

미국 시장을 바탕으로 한 미국 특허를 대상으로 연구

를 진행하였다. 

최종 샘플을 얻기 위하여, 가장 먼저 산업 분류 코드

(SIC) 2833-2836의 제약 산업에 속하는 상위 200개의 

기업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보유하고 있는 특허 포

트폴리오의 특성과 이에 대한 관리 및 재정비 활동이 

향후 기업의 최종 혁신 결과물인 신규 의약품 출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는 것이므로, 활발한 

특허 활동과 의약품 시장에서 수익을 거두고 있는 기

업을 대상으로 샘플을 모으는 작업을 거쳤다. 가장 먼

저 선정된 200개의 기업 중 본 연구의 실증 연구 대상

인 2000-2016년 동안 활발하게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은 제외하였다. 또한 특허 등록만을 전문으로 하

여 수익을 올리며 실제 시장에 의약품을 출시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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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업은 배제시켰으며, 헬스케어 제품만을 생산하는 

기업도 제외시켰다. 

기업 정보 및 재무 정보는 Compustat를 통해 수집

하였으며, 각 국가의 통화는 U.S.달러로 통일하는 작

업을 하였다. 기업이 보유한 특허 정보는 미국특허청

(USPTO)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미국 특허청은 각 특허에 대하여 기본적인 정보를 제

공할 뿐만 아니라, 특허 출원부터 등록에 걸쳐 각 시점

의 상태와 과거 이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한 거래된 특허에 대하여서도 소유권 이전 여부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각 특허에 대

한 관리 이력을 추적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더불

어 특허에 대한 보다 정밀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해

주는 위즈도메인(Wisdomain)을 통하여 특허의 질적

인 측면에 대한 정보를 면밀하게 얻을 수 있었다. 미국 

식품 의약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

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각 기업이 매해 출시하는 신

규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기업의 인수 

합병에 대한 자료는 SDC platinum을 통하여 수집하

였다.

3.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3.2.1 종속변수

본 연구는 기업이 매 해 신규 의약품을 얼마나 출시

하는지를 통해 혁신 결과물을 측정하였다. 시장에 새

로운 상품을 출시해 내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연구개발 

활동들은 기업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파

악하기 쉽지 않다. 기존 연구들은 신규 상품 출시는 명

확하게 기업의 연구개발에 따른 혁신 결과물을 대표

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Katila and Ahuja 2002). 

Shumpeter(1934)는 발명(Invention)과 혁신(Innova-

tion)의 차이를 구분 지으며, 시장에서 사용 가능한지

의 여부에 따라 발명은 성공적인 혁신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미국 식품 의약청(U.S. Food and Drug Adminis-

tration)에서 제공하는 승인 받아 출시된 신규 의약품 

정보를 바탕으로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다. 미국 식품 

의약청은 매해 자신들이 승인한 모든 의약품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며 공개하고 있다. 기존의 문헌

들도 미국 식품 의약청을 통해 신규 의약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김별아 등 2014; Aboul-

nasr et al. 2008; Sorescu et al. 2003).

3.2.2 독립변수

특허의 가치는 위즈도메인(Wisdomain)에서 제공하

는 특허 평가 산출방법에 따른 등급을 참고하여 측정

하였다. 특허 평가는 총 8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이루

어지며, 동종 분야의 특허들과 상대 평가를 통해 산출

된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이 정해진다. 평가에 사용되

는 항목들은 (1) 참여 발명자 수준 (2) 기술 영향력 (3) 

기술 지속성 (4) 시장성 (5) 기술 집중도 (6) 신규성 (7) 

권리의 광역성 (8) 권리의 완전성으로, 모든 특허의 각 

항목별 수치를 산출한 뒤 전체 동종 분야에서의 비교

를 통해 순위를 정한다. 각 평가항목별로 가중치를 달

리하며, 이러한 총점을 바탕으로 특허의 등급이 매겨

지고 있다. 각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표 1>과 같다. 

참여발명자의 경우 발명자가 보유한 총 출원 건수와 

등록 건수, 등록율, 패밀리수, 피인용 횟수, 등록청구항

수 등의 평가항목을 기반으로 하여 다른 발명자들과

의 상대적인 순위를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균 등급

이 부여된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스타 발명자를 통해 

특허의 질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발명자는 특

허의 질에 대한 일종의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Liu 

2014). 기술영향력은 같은 년도에 출원된 특허의 평균 

피인용 횟수(Forward citation)와 해당 특허의 피인용 

횟수를 비교하여 산출한 피인용도를 통해 측정되었다. 

피인용이 많이 된 특허의 경우 이후 기술에 큰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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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것으로 보았으며 많은 연구들이 이를 통해 특허의 

질을 판단하여 왔다(Ahuja and Lampert 2001; Lan-

jouw and Schankerman 1999; Trajtenberg 1990). 

기술 지속성이란 특허가 인용된 기간을 통해 산출되

며 인용된 기간이 길다는 것은 해당 특허의 기술 영향

력이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으며 그만큼 기술적 가치

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특허와 피인용 특허간

의 출원 연차 평균을 통해 산출된 수치이다. 시장성은 

얼마나 넓은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데 이

는 패밀리 특허 수를 통해 알 수 있다. 동일한 특허를 

여러 국가에 출원하는 경우를 패밀리 특허라고 하며, 

이는 특허의 질적 가치를 제시하기 적합하다고 여겨져 

왔다(김봉선 등 2016; Harhoff et al. 2003; Lanjouw 

and Schankerman 1999). 기술집중도란 연관 특허 군

의 특허 건수로 특허의 병합, 분할, 연속 출원 등으로 

연관된 특허 군의 규모를 의미한다. 관련 특허 수가 많

다는 것은 해당 기술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의미하며 질적으로 높은 특허를 산출했

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신규성은 인용한 

특허 건수를 바탕으로 추산하며, 해당 특허가 만들어 

질 때 인용한 특허수(Backward citation)가 많을수록 

해당 특허와 유사한 기술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인용한 

<표 1> 평가항목 및 가중치

평가 항목 가중치

참여 발명자 수준 7

기술 영향력 6

기술 지속성 5

시장성 4

기술집중도 3

신규성 2

권리의 광역성 4

권리의 완전성 3

특허의 수가 많을수록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기 보다는 

기존의 지식을 활용했다고 볼 수 있으며 해당 분야의 

기술이 상대적으로 고갈되어간다고 볼 수 있다(Ahuja 

and Katila 2004). 따라서 인용특허가 적을수록 새로

운 기술일 확률이 높으며, 새로운 기술의 경우 더욱 질

적 가치가 높을 가능성이 크다. 권리의 광역성은 독립 

청구항 수를 바탕으로 산출되며, 이는 해당 특허가 주

장하고 있는 주된 권리를 나타내므로 독립 청구항 수

가 많을수록 권리의 범위도 넓고 보다 질적으로 우수

한 특허라고 볼 수 있다(Lanjouw and Schankerman 

1999).  마지막으로, 권리의 완전성은 심사과정에서 삭

제되거나 수정된 여부 등을 통해 권리가 얼마나 완전

한지를 판가름하는 것으로, 거절사정불복, 심판청구 그

리고 조기 심사 여부를 바탕으로 추론된다. 삭제된 청

구항이 많을수록 권리가 완전하지 않으며 이는 특허의 

질과 부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평가항목

을 바탕으로 개별 특허의 등급이 산출되었다. 본 연구

는 기업이 소유한 특허의 등급을 합산하여 각 기업의 

특허 포트폴리오 가치를 산출하였다. 

특허 포트폴리오 다양성은 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속한 클래스들을 모두 고려하여, 얼마나 다양

한 클래스 군에 분포하여 있는지를 다양성 지수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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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였다. 특허클래스는 총 25만개의 카테고리로 기술

을 분류하고 있는 CPC 특허분류(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체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

한 다양성 지수는 Blau 지수로(Blau 1977), 카테고리별 

변수의 다양성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널리 사용

되는 방법 중 하나이다(Joecks et al. 2013; Kim and 

Kim 2015; Lahiri 2010). Blau 지수로 다양성을 구하

는 식은 다음과 같다.

Pi는 ith의 특허 클래스가 기업이 보유한 특허 전체

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을 의미하며 n은 기업이 보유

한 특허클래스의 수를 의미한다. Blau 지수는 0에서 1

의 값을 가질 수 있으며, 높은 값을 보일수록 보다 다

양한 특허클래스에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3.2.3 조절변수

특허 재정비 활동은 특허를 최장 권리 기한까지 연장

하지 않고 기업이 보유한 특허 포트폴리오에서 버려내

거나 혹은 기술시장을 통해 거래함으로써 보유한 특허 

포트폴리오에서부터 그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를 통

해 측정하였다. 이렇게 재정비 된 특허의 수는 정규분

포를 따르고 있지 않아 로그 값을 취하여 사용하였다.

미국 특허는 1980년 12월 이후 취득된 모든 특허로 

하여금 법적으로 그 권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

여 유지비용을 지급하고 권한을 갱신(Renewal)하여

야 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Somaya 2012; Thomas 

1999). 미국 법령 35 U.S.C. 41에 의하면, 특허의 권한

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허 발생 시점으로

부터 3 1/2 년, 7 1/2 년, 그리고 11 1/2 년의 총 세번에 

걸쳐 특허유지비용(Patent maintenance fees)을 지불

하여야 한다. 각 시점으로부터 6개월까지가 비용지급 

기한이며, 6개월을 초과할 시에는 또 다른 6개월의 기

한이 주어지며 이 경우에는 추가요금을 지불하여야 한

다. 마지막 6개월의 유예기간까지 놓칠 시에는 특허 권

한은 소멸되며, 이를 회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연

구에 따르면, 특허클래스를 막론하고 최대기한까지 권

한을 갱신한 채 유지되는 특허는 30%를 넘지 않을 만

큼 특허를 갱신하지 않고 포기하는 비중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chankerman 1998). 

특허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작성하여 미국 특허청에 

보고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 특허청은 각 특허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허를 구

매한 경우 소유권 이전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그 특허에 대한 권리 우선권을 보장 받을 수 없기 때문

에, 대부분의 거래 내역이 특허청을 통해 보고되고 있

다(Marco et al. 2015). 2012년 9월 전까지는 회사내의 

발명자가 특허를 개발한 뒤 본인의 이름으로 특허를 

취득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을 기업으로 이전해야만 했

다. 따라서 이러한 발명자-기업 간의 거래 내역을 제외

하고, 기업과 기업간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만을 선별

하여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졌다.

3.2.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독립 변수 이외에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통제 요인들을 포함하여 모델 설

명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모든 통제 변수는 1년의 시간

차를 고려하여 분석에 사용되었다. 

기업이 보유한 여유 자원(Slack resources)과 혁신성

과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다(Nohria 

and Gulati 1996). 기본적으로 높은 불확실성이 내재

된 혁신 활동은 여유 자원이 존재할 경우 더 활발해진

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갈등과 비효율을 유

발시켜 혁신 활동을 저해한다는 의견도 있다(Bour-

geois 1981). 여유 자원은 기업이 지닌 부채(debt)와 자

기자본(Equity)의 비율로 구하였다(Bourgeois 1981). 

기업의 이전 재무적 성과는 추후 기업의 탐색 및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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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Cyert and March 

1963). 이러한 기업 성과에 따른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

여 본 연구는 ROE(return on equity)를 포함하여 분

석을 실시하였다(Katila and Ahuja 2002). 연구개발 

집중도(R&D intensity)는 기업의 전체 매출액 대비 연

구개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측정하였다. 연구

개발 집중도는 기업이 혁신 활동에 얼마나 많은 자원

을 할당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

이 연구개발 집중도에 따라 기업의 혁신 결과가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Greve 2003; Hen-

derson and Cockburn 1996). 

기업의 규모(Firm size)에 따라 보유한 자원의 양

과 축적된 지식의 폭이 다르며, 또한 한편으로는 혁신

에 있어 얼마나 유연한지의 여부도 달라지기 때문에 기

존의 혁신 연구들은 기업 규모를 통제하고 있다(Autio 

et al. 2000; Tsai and Wang 2009). 기업의 매출액

(Sales)의 자연로그 값으로 측정한 기업 규모를 통제

변수로 사용하였다. 기업 연수(Firm age)는 혁신 활동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Gilbert 2005). 설립한지 오래

된 기업일수록 경험이 많고, 지식 및 여러 노하우가 축

적되어 혁신 결과물을 산출해 내는데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조직 관성이 높아져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

도 있다(Barron et al. 1994). 패널 데이터이므로 각 시

점에서 설립된 년도를 바탕으로 기업 연수를 추산하였

다. 학자들은 혁신 능력의 축적되는 형태(Cumulative 

pattern)에 대하여 강조하며, 기업의 이전 혁신 활동

들이 미래의 혁신 활동 및 결과물을 산출하는데 큰 영

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Mezias and Glynn 1993; 

Penner-Hahn and Shaver 2005). 따라서 기업의 기

술 범위(Technology scope)를 기존 보유한 축적된 특

허 클래스의 수로 측정하여 통제함으로써 그동안 기

업의 혁신 활동으로 만들어진 기술 범주에 대한 역량

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기업의 신제품 출시는 기업의 인

수 합병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Cassiman et al. 

2005). 따라서 기업의 인수 합병 활동을 포함하여 통제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도 역시 통제 변수로 포함되었다. 

3.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특허 포트폴리오의 특

성과 그에 대한 재정비 및 관리가 향후 신규 의약품을 

출시하는 혁신 결과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

하기 위하여 음이항 회귀분석(Negative binomial re-

gression)을 고정효과(Fixed effect)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기업이 출시한 신규 의약품의 수로 

최소값 0에서 최대값 특정 양의 숫자를 범위로 가지는 

가산변수(Count variable)이므로 일반 회귀 모델로 분

석 시 적합하지 않다. 선형회귀모형보다는 포아송 회

귀분석(Poisson regression) 혹은 음이항 회귀분석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평균과 분산이 동일할 경우

에는 포아송 회귀분석을 적용할 수도 있다(Hausman 

et al. 1984).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과학 데이터에서

는 분산이 평균을 초과하는 과분산(Overdispersion)

이 나타나므로 이런 경우에는 음이항 회귀 분석이 적

합하다(Haunschild and Beckman 1998; Kogut and 

Zander 1992). 본 연구의 종속변수의 분산-평균 비율

(Variance to Mean Ratio)을 확인하였을 때 1을 초과

하여 과분산 경향을 보이므로 음이항 회귀분석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Fleming 2001). 

4. 분석 및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의 기술통계와 변수들 간

의 상관관계는 <표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변수들 

간의 다중공성선(Multicollineality)이 존재하는지 검

증하기 위해 변량 증폭 요인(Variance Inflation Fac-

tor)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정 변수의 변동이 다른 독

립변수들간의 조합에 의하여 설명되면 VIF값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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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일반적으로 VIF값이 5이상이면 다중공선성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으며, 10이상일 경우 높은 수준

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Neter 

et al. 1990). 분석 결과 본 연구의 변수들의 VIF 값은 

평균이 1.36이고 최대값이 2.04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하여 음이항 회귀분석

(Negative binomial regression)을 고정효과 모형으

로 실시하여 <표 3>에 그 결과를 정리해 두었다. 가장 

먼저 모형 1에 통제변수만을 포함한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가설 1에서 기업이 높은 가치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제품 출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칠 것이라고 보았다. 모형 2를 통해서 계수가 양의 값

을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p < 0.01)이 도출되어 

가설1이 지지되었다. 가설 2의 경우 높은 가치를 가진 

특허 포트폴리오와 신제품 출시와의 관계를 특허 재정

비 활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

이라고 예측하였다. 즉, 질 높은 포트폴리오가 혁신 결

<표 2>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9 10

1 신제품 출시 1.46 3.63

2 특허 포트폴리오 가치 90.31 175.81 -0.01

3 특허 포트폴리오 다양성 0.95 0.05 -0.06 -0.06

4 특허 재정비 15.94 47.56 -0.01 0.33 -0.1

5 기업 크기 9.78 2.75 -0.03 0.02 -0.13 0.07

6 기업 연수 74.86 51.79 -0.06 0.12 -0.08 0.13 0.47

7 여유 자원 0.42 1.95 0.06 0.02 -0.03 0.01 0 -0.03

8 재무성과 0.09 1.33 0.02 0.02 -0.03 0.02 0.09 0.06 -0.52

9 연구개발 집중도 0.54 4.3 -0.04 -0.03 0 -0.03 -0.29 -0.11 0.01 -0.05

10 기술 범위 9.55 8.78 0.01 0.67 -0.2 0.39 0.13 0.16 0.01 0.04 -0.05

11 인수 합병 0.73 1.23 0.07 0.25 -0.07 0.18 0.06 0.09 0.04 0.04 -0.04 0.28

과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이 특허를 재정비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더욱 그 긍정적인 효과가 강화된다

는 것이었다. 하지만 모형 3을 통해 가설 2의 예측은 지

지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는 가설과는 달

리 특허 재정비 활동이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을 통계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가설 3에서는 기업의 특허 포트폴리오 다양성에 따

라 자원 할당 방식을 유추하였다. 다양한 기술 분야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확보하였거나 특정 몇몇 분야에 전

문적으로 특허를 확보한 경우 혁신 결과 산출에 더 유

리할 것이라고 보고, 특허 포트폴리오의 다양성과 신

제품 출시와의 관계를 U자형으로 상정하였다. 이를 검

증하기 위하여 특허 포트폴리오의 이차항을 모형에 포

함시켜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모형 4에 나타나있다. 일

차항과 이차항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

였으며(p < 0.05), 일차항에서 음의 계수의 값과 이차

항에서는 양의 계수의 값을 보임으로써 U자 관계를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그림 

2>와 같으며 특허 포트폴리오 다양성과 신제품 출시의 

관계는 U자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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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신제품 출시에 대한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결과

(1) (2) (3) (4) (5)

종속변수: 신제품 출시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특허 포트폴리오 가치(t-1) 0.001*** 0.001***

(0.000) (0.000)

특허 포트폴리오 가치(t-1) * 특허 재정비(t-1) -0.000

(0.000)

특허 포트폴리오 다양성(t-1) -31.471** -22.736*

(12.386) (12.614)

특허 포트폴리오 다양성(t-1) 2 17.579** 12.153*

(7.041) (7.217)

특허 포트폴리오 다양성(t-1) * 특허 재정비(t-1) 0.067**

(0.028)

특허 재정비(t-1) 0.000 0.000 0.001 -0.000 -0.063**

(0.001) (0.001) (0.001) (0.001) (0.026)

기업 크기(t-1) 0.114 0.082 0.079 0.149 0.154*

(0.090) (0.090) (0.091) (0.093) (0.093)

기업 연수(t-1) 0.001 -0.001 -0.000 0.013 0.016

(0.010) (0.009) (0.009) (0.012) (0.012)

여유자원(t-1) 0.015 0.025 0.028 0.031 0.021

(0.069) (0.069) (0.069) (0.074) (0.074)

재무성과(t-1) 0.120 0.150 0.160 0.149 0.122

(0.191) (0.192) (0.193) (0.206) (0.206)

연구개발 집중도(t-1) 0.022 0.019 0.019 0.016 0.016

(0.060) (0.060) (0.060) (0.082) (0.082)

기술 범위(t-1) 0.007 -0.004 -0.003 0.011 0.010

(0.009) (0.010) (0.010) (0.009) (0.009)

인수 합병(t-1) -0.015 -0.016 -0.018 -0.022 -0.018

(0.034) (0.034) (0.034) (0.034) (0.033)

Year fixed effect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Firm fixed effect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상수항 0.744 1.083 1.083 13.741** 10.295*

(0.994) (0.988) (1.002) (5.494) (5.557)

Log likelihood -741.44 -737.71 -737.19 -645.66 -642.31

Wald χ2 11.08 20.10 21.49 21.57 28.20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양화된 자원 할당 전략을 사용하거나 혹은 집중화된 

자원 할당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신제품 출시에 더욱 

유리함을 알 수 있다. 가설 4는 특허 재정비 활동이 특

허 포트폴리오와 신제품 출시와의 관계를 긍정적인 방

향으로 조절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즉, 특허 재정비 활

동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특허 포트폴리오의 다양성

이 높을수록 신제품 출시가 많은 경향을 보일 것이며, 

특허 재정비 활동을 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에는 특허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이 낮을수록 신제품 출시가 많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 모형 5를 통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p < 0.05). 이를 그래프

로 살펴보면 <그림 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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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특허 포트폴리오 다양성과 신제품 출시와의 관계

<그림 3> 특허 재정비 활동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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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논의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서 기업이 보유한 기술 자원은 

기업 경쟁우위의 주요한 원천 중 하나이다. 이를 잘 관

리하고 정비해가는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기업의 자원 할당과 관련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분석함

으로써 어떠한 경우 추후 신제품 출시에 더 유리한지

를 살펴보았다. 또한 특허 포트폴리오 재정비 활동과 

관련하여 신제품 출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높은 가치의 특허를 보

유하면서 기술 자원을 다각화하여 보유하거나 혹은 집

중적으로 전문화하여 보유하는 것이 제약 산업에서의 

혁신 결과물인 신제품 출시에는 훨씬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사가 추구해온 기술 전략

에 따라 적절한 자원 재정비 활동을 시행하는 것이 보

다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결과에 따르면 기업은 다양한 기술 영역에 자원을 

할당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획득하

거나 몇몇 특화된 기술 영역에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보다 전문화되고 집중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

는 것이 향후 기술 성과를 만들어 내는데 있어 더 유리

하였다. 이를 통해 기술 집약적인 환경에서 더욱 혁신

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멀티플레이어가 되든지 전

문가가 되든지 둘 중 하나의 전략을 택하여 자원을 지

속적으로 할당하고 육성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는 기업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

으로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어중간한 상태(Stuck in 

the middle)에 머무는 것보다 더 낫다는 기존의 경영

전략의 가르침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질 높은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기업이 특허 재정비 

활동을 활발히 시행할 경우 혁신 결과에 유리하다고 

예상하였으나 결과는 예측과 달리 지지되지 않았다. 

특허 재정비 활동이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을 통계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즉, 기

술 자원을 재정비하고 정리하여 방출해내는 활동이 모

든 기업에게 전부 유리한 것은 아니며, 기업이 기존에 

취해온 자원 할당 전략에 맞춰 이를 보완해주는 방식

의 자원 재정비 활동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

을 수 있었다. 다양화된 분야에 자원을 할당해 온 기업

에게 있어서는 적절한 재정비 활동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특정 분야로의 집중된 자원 할당 전략을 취

해 온 기업에게 있어서는 기술 자원을 정리해 내기 보

다는 조금 더 기다리며 기회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 효

과적일 것이다. 자원 재정비 활동은 기존에 기업이 취

해왔던 자원 할당 전략의 장단점을 보완해주는 형태로 

함께 수행될 때 더욱 효과적이라는 결론이다.

기술 기반 기업에게 있어서 기술 포트폴리오는 경쟁

력이자 전략적 자산으로서 여겨져 왔기 때문에 특허를 

양적 질적으로 많이 확보하여 기술 포트폴리오를 넓

히고자 했다. 따라서 특허 전략 및 특허 포트폴리오 전

략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어떻

게 특허를 축적하고 넓혀갈 것인가에 집중하여 이루어

져왔다. 하지만 기업의 역량에는 한계가 있으며 무한정 

자원을 축적해 갈 수만은 없다. 특허 전략은 상당한 조

직 비용을 수반하며, 특히나 재무적인 비용과 더불어 

상당한 시간과 주의(Attention)를 필요로 하므로, 우

선 순위를 잘 선정하여 강화되어야 할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를 정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Somaya 2012). 

한 연구에 따르면, 기업이 평균적으로 특허를 취득하

는데 20,000달러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며, 권리 기한

인 20년 동안 그 소유권을 유지해 나가는데 있어 몇 

천 달러의 비용이 추가로 더 지출된다고 보았다(Lem-

ley 2001). 기업이 끊임없이 자원을 재정비하면서 불필

요한 것들은 방출하고 새롭게 필요시 되는 자원을 축

적해 가는 것은 혁신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그 

동안 자원의 취득과 축적에만 주로 집중되어왔던 연구

의 흐름에서 머물지 않고, 본 연구는 자원을 재정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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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방출하는 것의 효과가 어떻게 혁신으로 이어지는데 

공헌하는지 살펴봄으로써 기업의 자원 관리에 있어 한 

단계 더 나아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의 연구 개발 계획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 자원

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으며, 그동안 쌓

아온 기술 자산을 바탕으로 미래의 기술 변화에 맞추

어 세워져야 한다. 자사가 추구하는 기술 전략과 무관

하게 이루어지는 자원 재정비 활동은 항상 유리한 결

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이루어졌던 기업

의 기술전략 방향과 자원 할당 방식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적절한 자원 재정비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있어 기업이 어떻게 기술 

자원인 특허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나가는 것이 혁신 

결과 창출에 더욱 유리한지 실무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특허의 가치 측정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주

로 특허의 피인용 횟수(Forward citation)를 사용하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위즈도메인에서 제공하는 기준을 

활용하여 특허가 가지는 가치를 보다 다양한 항목들

을 통해 여러 측면에서 접근하여 측정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특허의 가치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반영하고

자 하는 새로운 가치 측정 대용물(proxy)을 제시한 것

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의 평가 

항목별 가중치에 대하여 정교한 학문적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기에 그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는 제약산업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지만, 다른 산업에서

의 특허 재정비 활동과 혁신과의 관련성은 어떠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데이터 상의 한계로 인하여 기업의 특허 전략 중 하

나인 라이센싱 관련 부분은 포함되지 못하였지만, 기

업의 라이센싱 활동이 특허 보유 및 방출과 어떠한 연

관성을 지니며 나아가 혁신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기업의 자원 보유 및 관리 능력의 한계가 존

재하기 때문에 기술 자원을 적절히 관리해주고 방출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가정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더욱 복잡해지는 특허의 전략적 사용을 고려해

볼 때, 경쟁자 혹은 산업 차원에서의 특허 보유 흐름과 

관련하여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 상황에서는 기술 자

원 관리가 나타나는 양상이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다 포괄적인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기술 자원의 재정비 활동과 관

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더욱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를 바라며, 이를 통해 특허 포트폴리오와 혁신과의 관

계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인 연구 결과들과 시사점들이 

도출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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