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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기업이 급변하고 있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쟁력을 유지 및 제고할 수 있는 

기술혁신 역량을 확보해야만 한다. 기술사업화를 통한 신사업 창출 및 신제품 개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

융합 성과창출 및 활용은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그동안 기업의 기술융합 성과수준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경영성과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생태 다

양성 연구에서 제시된 개념을 기반으로 특허 IPC코드 정보를 활용하여 기술융합 다양성을 특허 다종성, 균형성, 상이성

으로 세분화하여 기업차원의 기술융합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분석지표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국내 ICT융합 산업에 속

해있는 코스닥 219개 기업의 2013~2015년 3개년 간 등록특허 4,522개를 분석하여 기술융합 성과수준이 2015년 대비 

2016년 매출액증가율과 정(+)의 관계에 있음을 실증분석 하였다.

주제어: 기술융합, 기업성과, ICT 융합산업, 특허정보, 지식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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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산

업·기술 융복합을 통한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DNA(Data, Network, 

Artificial Intelligence)로 대표되는 융합기술 기반 산업

생태계 강화를 핵심과제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ICT 융합을 통한 혁신주도 성장 정책은 기존 4차 산업

혁명 대응 전략과도 연계되어 있다. 2016년 다보스 포

럼을 통해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되면서 국내에서도 차세대 통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과 같은 ICT 융합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수립 및 추진되었다. 대

표적인 4차 산업혁명 ICT 핵심기술인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빅데이터(Big Data), 모바일(Mobile),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등을 다양한 산업에 활용 및 적용하여 새

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시장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ICT 융합기술이 제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의 디지털화(Digital Transformation)를 촉진

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기술

혁신을 가속화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기술융합(Technology Convergence)

에 대한 개념은 영국 기계 산업이 직면하고 있던 금속

가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수렴(convergence) 현

상을 분석하면서 최초로 제시되었다(Rosenberg 1963). 

이후, 기술혁신의 유형 중 돌파(breakthrough) 기술의 

결합(fusion)이 소개되면서 기술융합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었고(Kodama 1992), 기존 개발기술을 재조합하

여 혁신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기술융합이라고 재정의 

되기도 하였다(Pennings and Puranam 2001). 또한, 과

학기술이 지속 발전하면서 기존 기술 및 연구 분야가 

결합되어 새로운 기술이 창출되고 연구 분야가 다양

화되는 기술혁신 체계로서의 융합개념이 강조되기도 

하였다(Nystrom and Hacklin 2005). 

그동안 기술융합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개념을 재

정립하고 관련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

으로 이루어졌다(Curran and Leker 2011). 특히, ICT 기

술을 포함한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관련 논문 및 

특허를 활용한 기술융합 분석이 이루어졌으며(Geum 

et al., 2012), ICT 산업에 신규로 진입하는 기업이 보유

하고 있는 특허를 분석하여 산업 내 기술융합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도 있었다(안재형 등 2016). 한편, 

기업의 대표적인 혁신성과라고 할 수 있는 특허와 경

영성과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실증연구도 꾸준히 

진행되었다(Scherer 1965; Hall et al., 2000). 

그러나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한 기업 차원의 기술융

합 성과 수준과 경영성과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CT 융합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

는 특허의 서지정보를 분석해서 생태 다양성 개념

(Stirling 1998)을 기반으로 기술융합 성과 수준을 파악

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기업 경영성과와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다. 이를 통해 ICT 기술융합을 통한 기업

의 혁신 노력이 기존 제품 및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

력 강화와 신제품 및 신사업 창출과 연계되어 기업 매

출 증대를 견인하고 있는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2. 기존문헌 연구

2.1. 생태 다양성 기반의 기술융합 지수

생태학에서는 군집 내 종 다양성(species diversity)을 

측정하기 위해 종 풍부도(species richness)와 종 균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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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 evenness)와 같은 개념을 반영한 지수 등을 많

이 활용하였다. 그러나 기존 지수들은 구성요소의 이질

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지적되면서 다

종성(variety), 조화성(balance), 상이성(disparity)을 반영

한 다양성(diversity) 지수가 제안되었다(Stirling 1998). 

대표적인 복합지수는 라오-스털링 지표로서 아래 수식

과 같이 계산할 수 있으며, 각 성분의 지수 값인 α, β 

값을 조절하면 다종성, 조화성, 상이성을 각각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Stirling 2007). 

∆α,β = ∑ (1-sij)α (pipj)β 

(sij : i, j 사이의 유사도, pi, pj : i, j의 비중(확률분포))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에 대한 논의는 기술혁신

과 기술적 다양성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

서 시작되었고(Rosenberg 1982),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상호작용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전보다 더욱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대 적용되었다(Gibbons 1999). 기술융합 

관점에서 다종성은 융합기술이 포괄하고 있는 과학기

술 분야의 수를 의미하며, 조화성은 융합기술 관련 과

학기술 분야의 분포비중을 나타낸다. 그리고 상이성

은 융합기술을 구성하는 세부 기술 분야 간의 인지적 

이질성이라고 할 수 있다(고병열 등 2019). 기술융합 

수준을 측정하는 연구는 대부분 다양성의 세 가지 속

성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거나 복합지표를 만들어 활용

하고 있다(이준영 등 2016). 일반적으로 기술융합의 

다종성과 조화성은 과학기술 논문 분류체계를 활용한 

계량서지학적 분석을 통해 측정할 수 있으며, 상이성

은 학문간 인용 및 피인용 관계 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이봉재 등 2016). 특히, 상이성은 인용-피인용 

행렬을 만들고 구성기술간의 거리를 구하는 방식으로 

계산되고 있다. 그동안 다종성을 측정하기 위해 종의 

수, 개체풍부성 등의 지표가 활용되었으며, 조화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는 버거-파커 균형성, 섀넌 균형

성 등이 사용되었다. 다종성과 조화성을 함께 파악하

기 위한 지표로는 지니-심슨 지수, 지니계수 등이 개

발되었다. 또한 상이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비

유사도 합 등이 있으며, 분야별 전방인용 데이터에서 

구한 분야 간 코사인 유사도와 분아별 논문비율을 활

용한 복합지수인 확산지수도 라오-스털링 지표의 응

용 형태로 개발되었다(Solow et al., 1993). 

해당 지표들은 기술 또는 산업 분야에서의 융합수

준을 파악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었으나, 기업 차원의 

기술융합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널

리 활용되지 못했다. 실제로 특허에 기재되어 있는 국

제특허분류 정보를 활용하면 개별 특허의 다종성과 

조화성을 측정하여 기업의 기술융합 수준을 파악할 

수는 있으나, 기존의 상이성 지표 산식을 적용하여 인

용-피인용 특허간의 기술적 거리를 계산할 수는 없었

기 때문이다. 국내외 특허분석을 통해 특허분류체계

에 따른 기술 거리를 먼저 측정하고 개별 특허에 해

당 수치를 적용할 수는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의 특허 인용 조사·분석이 선행되어야만 하는 어려움

이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별 특허를 분석 

수준으로 인용-피인용 특허의 국제특허분류 정보를 

활용하여 상이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신규로 개

발하여 기업의 기술융합 수준을 다각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2.2. 특허역량과 기업성과

특허는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된 혁신 활동의 산출

물로서 기업 경쟁우위의 원천인 핵심역량이 될 수 있

다(Hitt et al., 1991). 이러한 기업의 특허역량을 객관적

으로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함께, 관련 양적 

및 질적 지표와 기업 성과와의 관계를 실증 분석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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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Fortune 500기업 중 365개 기업을 대상으로 횡단면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미국 등록특허수가 매출액 성장

과 양(+)의 관계가 있으나, 수익률과는 유의미한 관계

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Scherer 1965). 또한 등록

특허의 청구항수를 포함한 다양한 지표를 활용한 연

구를 통해 특허의 질적 수준과 연구생산성과의 양(+)

의 관계가 분석되었다(Lanjouw 2004). 그리고 미국 제

약 산업 등록특허의 인용도 분석을 통해 가중치를 부

여한 특허와 재무적 성과와의 양(+)의 관계가 확인되

었으며(Narin et al., 1987), 미국 제조업의 R&D 투자, 

특허와 Tobin’s Q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를 통해 인

용빈도를 가중치한 특허와 기업가치 사이에 양(+)의 

관계가 검증되었다(Hall et al., 2000). 이외에도 특허의 

시장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특허 패밀리, 신기술 창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선행특허 특허 인용건수, 특허

의 기초과학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비특허 문헌 인

용건수 지표 등이 다양한 실증분석에서 활용되었다

(Karki 1997; Harhoff 2003; Peter et al., 2011).

최근 선행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의료 산업에서의 

기업 혁신역량을 특허를 통해 파악하고 경영성과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며 국내 의료기

기 제조업체 103개를 대상으로 한 분석을 통해 등록

특허가 순이익 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파악하였다(김도성 등 2018). 또한, 글로벌 제약 및 바

이오 기업 26개의 10년간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특허의 양적 수준이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며 특히, 매출 및 수익 증가에 매입특허가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새롭게 파악하기도 하였다(이

병호, 이상원 2017). 그리고 한국 제약 기업을 대상으

로 한 분석을 통해 국제 특허 출원 집중도가 높을수록 

수출 집중도가 증가한다는 것이 실증분석 되기도 하

였다(문희진, 최순규 2017). 

한편, 기업의 특허 포트폴리오 및 기술다각화 수준

을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측정하고 경영성과와의 관계

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도 있었고, 분석대상 기업을 창

업 및 상장기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도도 있었다. 

391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을 통해 특허 

포트폴리오와 기업 수익성과의 비선형적인 관계가 검

증되었으며, 전방 및 후방 특허인용 수준이 이들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Appio et al., 2019). 

또한, 태양광 산업에 속해있는 50개 글로벌 기업을 분

석하여 기술다각화, R&D 협력 전략과 기업성과와의 

양(+) 관계가 확인 되었으며, 특허 IPC 정보를 활용한 

허핀달-허쉬만 지표를 통해 기술다각화 수준이 측정

되었다(Yun et al., 2019). 그리고 국내 특허청 지원 사

업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을 통해 특허기

반 창업이 자금조달, 혁신성, 단기 제품판매 증가율, 

단기고용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 되었

고(정두희 등 2019), 벤처캐피탈 지원 IPO(Initial Public 

Offering) 중국기업의 특허역량을 보유 등록특허 증가

로 측정한 연구를 통해 비교집단과의 장기적인 성과

차이가 실증분석 되었다(Zhang and Zhang 2020). 

3. 연구모형 및 가설 

ICT 융합산업에 속해있는 기업의 기술융합 성과수

준과 경영성과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고, 기술융합 성과수준을 생

태 다양성(Stirling 1998) 기반의 융합개념을 적용하여 

세분화하였다. 또한, 특허정보를 활용해 기술융합의 

다종성, 조화성, 상이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지표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특허 다종성(Patent Variety), 특허 

조화성(Patent Balance), 특허 상이성(Patent Disparity) 

성과수준과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과 어떠한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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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기업 경영성과는 크게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 활

동성 지표로 측정할 수 있다. 그 중 기업의 규모 또는 

성과가 전년대비 얼마나 증가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는 성장성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매출액 정보는 회

계 이익의 구성요소 중 하나이지만 차별적인 정보 특

성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권대현, 박

진하 2015), 기존 실증분석 연구에서도 매출액 증가율

을 기업 성장지표로서 많이 활용하고 있어 종속변수

로 사용하였다. 사업다각화와 기업성장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을 변수로 사

용 하였으며(전승국, 류수전 2019), 신기술 인증의 경

제적 효과를 매출액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마창환, 

이동기 2020). 또한, 연구소 기업의 역량과 매출성장

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한 연구에서도 매출액 성장률

이 종속변수로 활용되었다(김인영 등 2018). 한편, 특

허가 경제적 성과창출로 연계되는 시차(time-lag)에 대

해서는 특허 출원, 공개, 등록 시점 등에 따라 다양한 

연구결과가 도출되었으나, 등록특허의 경우 1~3년의 

성과 시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Gerken et 

al., 2014). 최근 자동차 부품산업과 의료산업을 대상

으로 특허와 기업성과를 실증 분석한 연구에서도 성

과시차를 최대 3~4년 이하로 설정하고 있어(조현석 

외 2019; 이병호, 이상원 2017), 본 연구에서도 과거 3

개년(2013~2015년) 등록특허의 성과 시차를 고려하여 

회귀분석 시 2015년 대비 2016년 매출액 증가율을 활

용하였다. 

독립변수는 특허 다종성, 특허 조화성, 특허 상이성

을 측정하여 사용하였다. 특허 서지정보에는 세계지

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제특허분류인 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코드가 기재되어 있다. IPC는 섹

션(Section), 클래스(Class), 서브클래스(Subclass), 메인

그룹(Main Group), 서브그룹(Subgroup)으로 이루어진 

5단계의 계층 구조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특허

의 섹션, 클래스 및 서브클래스 정보를 활용하여 기업 

수준에서 각각의 독립변수 값을 계산하였다. 특허 다

종성 지수는 등록특허에 기재되어 있는 서로 다른 

IPC 개수의 평균값으로 측정하였으며, 해당 수치가 

높을수록 다양한 기술 분야가 결합된 특허를 많이 보

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허 조화성 지수는 버거-

파커 균형성 지표를 수정하여 측정하였으며, 등록특

허별 IPC 전체개수 대비 최다 동일 IPC 개수 비율을 

1에서 뺀 값으로 계산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특허에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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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어 있는 IPC가 모두 동일할 경우 조화성은 0이 

되며, 다양한 IPC가 기재되어 특정 IPC에 집중되지 않

을수록 조화성은 1로 수렴한다. 특허 상이성 지수는 

해당 특허에 기재되어 있는 IPC 중 인용특허의 기술 

분야와 다른 IPC 개수의 평균값으로 계산하였다. 특

허 상이성이 높을수록 융합연구를 통해 기존 특허와

는 다른 새로운 기술 분야에서 혁신성과를 창출했다

고 할 수 있다. 

통제변수로는 기업 자산규모, 보유 등록특허수, 등

록특허의 평균 청구항수 및 피인용수를 활용하였다. 

기업 자산규모는 과거 3개년(2013~2015년)의 자산 평

균의 로그값을 사용하였다. 보유 등록특허수는 해당 

기업의 양적 혁신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 분

석기간에 등록된 국내 등록특허수 합계를 활용하였

다. 또한, 분석대상 특허의 질적성과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서 기업보유 등록특허의 평균 청구항수와 평균 

피인용수를 사용하였다. 특허 청구항은 발명의 산업

적 독점권을 보장하는 항목으로서 청구항수가 많을수

록 해당 개발기술의 시장성 및 산업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특허 피인용수는 후발 출원인이 해당 특허를 인

용한 건수를 의미하며, 피인용수가 많을수록 개발기

술의 우수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장기간의 기업사례 연구를 통해 기술 다양성이 제

품 다각화와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Suzuki and Kodama 2004), 미국 및 유럽 전

자산업 32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계열 분석을 통해 

IPC 클래스 정보를 활용해 측정한 기술 다각화와 사

업다각화, 기업성과와의 정(+)의 관계가 실증분석 되

었다(Gambardella and Torrisi 1994). 또한, 글로벌 제약 

산업 분석을 통해 IPC 클래스 구성 비율로 측정한 특

허 포트폴리오 다양성이 신제품 출시와 U자형 관계를 

가지는 것도 실증분석 되었다(김나미, 이종선 2018). 

특히, 국내 스마트공장 관련 ICT 융합기술을 특허

출원한 272개사의 6개년(2010~2015년) 자료 분석을 

통해 기술융합이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사업

다각화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이현민 등 2018). 또한 국내 건설 분야 IT 기술

융합과 기업 경영성과와의 관계를 파악하면서, 19개 

<그림 2> 특허정보를 활용한 개별특허의 기술융합 수준 측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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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여 경영전략 및 신사업 

모델개발 변수 등을 포함한 IT융합지수가 매출액 증

가, 수익성 및 생산성 등과 정(+)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을 실증분석 하였다(Kim and Choi 2018). 그리고 국내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기업 171개를 대상으로 한 설

문조사 분석을 통해 제품개발 및 정보기술 역량이 높

을수록 기업의 융합능력이 향상되고 신제품 개발 성

과제고로 연계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최상민, 문태수 

2020). 

이처럼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상호 결합한 기술융

합은 새로운 경제적 가치 또는 기업의 신시장 등을 창

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Hackler and Jopling 2003). 더 

나아가 서로 다른 시장과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는 역

할을 담당하기도 한다(Choi and Valikangas 2001). 기업

이 축적된 기술력을 새로운 혁신성과로 연계할 수 있

는 기술융합 역량을 강화하면 변화하는 시장 및 산업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신제품 또는 신사업 개

발을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매출 증대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보면, 

기술융합 성과는 해당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유지 및 

제고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존 시장 및 신규 

시장에서의 기업 매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이다. 특허 다종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융합한 제품 및 사업 다각화를 성공적으로 추

진하여 매출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허 조

화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특정 기술 분야에 집중하지 

않고 다양한 기술을 적절하게 융·복합화한 기술 상용

화 또는 사업화를 추진하여 매출 증대를 달성할 수 있

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허 상이성이 높은 기업일수

록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신제품 및 신사업 개발을 통해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H1: 기업의 특허 다종성(Patent Variety) 성과는 매출액 증
가율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기업의 특허 조화성(Patent Balance) 성과는 매출액 증
가율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기업의 특허 상이성(Patent Disparity) 성과는 매출액 증
가율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연구방법

4.1. 표본 및 자료수집

국내 ICT 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진행하기 위

해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5대 신산업(ICT 

융합, 바이오헬스, 고급소비재, 신소재, 에너지신산업) 

중 ICT 융합 산업에 속하는 코스닥 상장기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ICT 융합 산업은 정보통신기술

과 기존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높은 성장세를 기록

하고 있는 대표적인 신성장 동력산업이며, 코스닥 상

장기업은 일반 기업보다 기술혁신을 통한 기업성장을 

추구하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기술융합 성과수준과 

매출액 증가율과의 관계를 파악하기에 가장 적합한 

분석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ICT 융합 산업을 보다 세

분화하면 5개의 중분류 산업과 10개 소분류로 나눌 

수 있으며, 분석 표본은 <표 2>와 같다. 해당 소분류와 

연계된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는 산업연구원 자료를 

활용하여 코스닥 상장기업 305개 목록을 정리하였으

며, 이 중 통계분석이 가능한 219개 기업의 4,522개의 

등록특허를 조사·분석하였다. 분석대상 기업의 2013~ 

2016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

시 시스템(DART,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을 통해 확보하였으며, 해당 기업의 2013~2015

년 특허정보는 한국특허정보원 특허 정보넷 키프리스

(KIPRIS, Kor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ormation 

Service)를 통해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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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자료수집 및 표본의 특성

ICT 융합 세부산업 분석표본의 주요 특성을 <표 3>

과 같이 요약 정리하였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전체 법인기업의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은 

2.6%였으며,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8.09%를 기

록하여 대기업(-1.6%)보다 높았다. 이에 비해 분석표

본의 2015년 대비 2016년 매출액 증가율은 20.8%로서 

타 산업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특

히, 스마트홈 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25.64%로 가장 

높았으며 ICT융합 기반산업 대비 2배 이상의 성장 추

세를 나타냈다. 특허 관련 자료는 2013~2015년 3개년 

<표 1> ICT 융합 세부산업 정의

중분류 소분류 정의

무인이동체
무인기

조종사가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 조종 또는 자율적으로 비행하며, 임무장비 및 화
물 등을 탑재한 동력 비행체

지능형로봇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

스마트카 스마트카
기계 중심의 자동차 기술에 전기전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교통사고를 획기
적으로 저감하고 탑승자의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미래형 자동차

스마트전자

웨어러블 디바이스
초 연결사회에서 건강한 삶, 안전한 삶, 편리한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소재, 부품, 
제품, 서비스를 인체중심으로 구현하는 신산업

가상훈련시스템
고위험, 고비용의 현장훈련 대신, 실제와 유사한 가상체감환경에서 안전하고 효과
적으로 교육,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

스마트홈
주거환경에 IT를 융합하여 국민의 편안과 복지증진, 안전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
는 인간 중심적인 스마트 라이프 환경

스마트제조

3D 프린팅
3차원적인 형상정보로부터 재료의 접합을 통하여 물체를 제작하는 공정이며, 일반
적으로 2차원적인 단면층을 누적하는 방식적용

지능형 가공시스템
첨단소재 제품/부품 수요 증가에 대응한 가공시스템 개발로 고부가가치 공작기계 
시장 창출 및 소재-장비-수요기업간 산업생태계 조성

지능형 기계
디지털 컴퓨터 혹은 프로그래머블 제어기에 입력된 프로그램에 의해 복잡한 작업
을 수행할 수 있는 지능을 갖추고 있는 기계

ICT융합기반산업 ICT융합기반산업 ICT융합 산업에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표 2> ICT 융합산업 분석표본

중분류 소분류 기업수 등록특허수

무인이동체
무인기 1 147

지능형로봇 - -

스마트카 스마트카 72 1,181

스마트전자

웨어러블 디바이스 3 17

가상훈련시스템 6 20

스마트홈 24 483

스마트제조

3D 프린팅 98 2,612

지능형 가공시스템 4 26

지능형 기계 - -

ICT융합기반산업 ICT융합기반산업 11 36

합계 219 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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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록특허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스마트카, 

스마트홈, 3D 프린팅 산업의 표본기업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등록특허수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하여 해당 산업의 기술혁신 경쟁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허건당 평균 청구항수에서는 무

인기,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

준을 기록하여 보다 넓은 기술범위에 대한 산업적 권

리를 확보하기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허건당 평

균 피인용수에서는 무인기, 스마트카, 3D 프린팅 산업

에서 평균을 상회하는 수치를 나타내어 상대적으로 

특허의 질적 우수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5. 분석 및 결과 

다중회귀분석 결과 공차한계(Tolerance) 값이 모두 

1 미만이고,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이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독립변수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결정계수도 커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표 3> ICT 융합 세부산업별 특성

세부산업
매출액

증가율(%)
평균 등록
특허수(건)

평균 
청구항수(건)

평균 
피인용수(건)

무인기 13.60 147 11.0 0.46

스마트카 20.88 16.40 8.04 0.35

웨어러블 디바이스 24.83 5.67 9.41 0.17

가상훈련시스템 21.65 3.33 4.21 0.25

스마트홈 25.64 20.13 8.09 0.28

3D 프린팅 20.90 26.65 7.89 0.30

지능형 가공시스템 11.88 6.50 7.65 0.16

ICT융합기반산업 11.45 7.45 7.31 0.23

합계 20.80 20.86 7.86 0.30

<표 4>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p) TOL VIF
B SE β

(상수) 33.596 26.285 1.278

기업 자산규모 -2.772 2.395 -0.074 -1.158 0.876 1.141

보유 등록특허수 0.050 0.022 0.143 2.233* 0.868 1.152

평균 청구항수 0.381 0.156 0.151 2.441* 0.934 1.071

평균 피인용수 6.174 2.444 0.154 2.526* 0.955 1.047

특허 다종성 15.564 4.786 0.201 3.252** 0.932 1.073

특허 균형성 21.953 4.892 0.303 4.488*** 0.781 1.280

특허 상이성 5.298 2.213 0.160 2.394* 0.792 1.263

F(p) 10.020***

adj.  0.225

Durbin-Watson 1.67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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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표본수와 독립변수의 개수를 보정하여 계산된 

수정결정계수(adj R2) 값은 0.225로 나타났다. 또한, 잔

차의 독립성 검정결과 Durbin-Watson 값은 1.671로서 

2에 가까워 자기상관(auto correlation) 문제는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수준에서 지지되었으며, 특허의 다종성, 균형성, 상

이성으로 측정된 기업의 기술융합 성과수준이 높을수

록 매출액 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의 균

형성은 세 가지 독립변수 중에서 가장 높은 표준화 계

수값(0.303)을 보였고, 통계적으로도 가장 유의미한 

수준(p<.001)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산규모를 제

외한 특허의 양적지표인 특허수와 질적 지표인 평균 

청구항수 및 피인용수도 기업 성장 경영성과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p<.05) 긍정적인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기업의 기술융합 성과수준을 보다 세분

화하여 측정하기 위해 특허정보를 활용하였으며, 성

장성 측면에서의 경영성과와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

다. 특히, 기존 생태 다양성 관련 연구에서 지속적으

로 논의되어 온 다종성, 조화성, 상이성 개념을 기술

융합과 연계하여 특허의 IPC 코드 정보를 활용한 세

부지표를 개발하였으며, 기업 경영성과 중 매출액 증

가율과 같은 성장성 지표와의 양(+)의 관계를 파악하

였다. 이를 통한 학술적, 실무적, 정책적 시사점은 다

음은 같다. 

먼저, 학술적으로 본 연구는 특허 IPC 코드 정보를 

활용하여 기술융합의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였으며, 특허 다종성, 조화성, 상이성 

지표를 통해 기업 차원의 기술융합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업의 특허역량과 경영성과와

의 관계를 실증 분석한 기존 연구 결과를 지지해주는 

한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특성과 경제적 활

용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고영희, 이미현 2013)를 보

완하여 특허의 양적 및 질적 지표인 등록건수와 청구

항수 등이 매출액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특허 IPC 정보를 활용해 기술다양성 지수

와 기업 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했던 기존 연구(조현석 

등 2019)를 보완하고 논의를 확장하는데 기여하고 있

다. 그리고 특허의 인용정보를 활용해 기술융합 수준

과 성장전략의 특성을 파악한 기존 연구(이상훈, 권상

집 2015)를 보다 체계화하여 기술융합 관련 특허분석

의 유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술융

합 성과지표는 향후 보다 정교한 분석 등을 통해 기술

가치 평가업무에 활용 가능할 것이다. 현재 기술가치 

평가는 기술거래, 현물출자, 투자·융자, 전략수립, 세

무, 소송 및 청산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히, 기술사업화를 통한 제품 판매량 증대, 

생산비용 절감 등으로 발생 가능한 경제적 가치 수준

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보유특허의 기술융합 수준을 파악하고 해당 산업 주

요 경쟁자와의 비교 등을 통해 기술가치 평가의 핵심

요인인 기술성 분석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 또한, 기

술의 경제적 수명 기간 동안 기술사업화를 통해 발생

할 미래의 경제적 이익을 추정하는 수익접근법 적용 

시 본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융합기술의 

경제적 수명 추정 시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IPC별 예

상 수치에 특허 다종성 및 균형성 수준 등을 반영할 

수 있으며, 해당 기술의 매출 기여도 산정 시에도 기

술융합 수준과 경영성과와의 실증분석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겠다. 

정부는 그동안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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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고 국내 기술융합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다

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융합 신산업

을 창출하기 위한 융합연구 활동의 질적 수준을 제고

하기 위해서는 기존 논문, 특허 기반의 정량실적 평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향후 정부 융합연구개발 사업 및 과제 기술기획, 

성과점검 및 평가관리 등에 본 연구의 기술융합 분석 

프레임을 활용할 수 있다. 산업적 파급력이 높은 융합 

신기술을 발굴하는 한편,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융합 

질적 수준을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융합산업 육성정책을 

수립하거나 관련 정부 R&D 사업기획 시 해당 산업에 

속해있는 기업의 기술융합 수준을 파악하며 지원 대

상을 발굴 및 선정하는데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

다. 

본 연구는 2016년 정부 정책에 따라 분류된 ICT 융

합 세부산업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

점에서의 산업분류 기준과는 상이할 수 있다. 실제 현 

정부의 5대 신산업 육성분야도 전기·자율차, IoT 가전,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차세대 반도체 및 디스플

레이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

업 차원의 기술융합 수준 분석 체계는 정부 정책에 따

라 집중육성 산업이 변경되더라도 적용이 가능하고 

해당 세부산업의 주요 특성을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보다 일반화된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향

후 다양한 산업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분석도 지속

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기술융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국내 제조업 전체를 대상으로 분

석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기업

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수준에서 횡단면 분석을 통해 

기술융합 성과와 기업 경영성과와의 관계를 파악했으

나, 향후에는 시계열 분석을 통해 기업이 기술융합 성

과를 축적해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를 검

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허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서지정보를 활용하여 기술융합 지표를 보다 

정교화 하는 한편, 추가 지표개발 및 적용 등을 통해 

기업의 대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노력 등이 기술융합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기업 

경영성과와 연계되는지 파악해 볼 필요도 있다. 

7. 결론

그동안 기술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사업 

및 과제를 발굴·기획하는 한편, 창출된 연구 성과물을 

관리하고 활용·확산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특허 

조사·분석 등이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해당 기술 분야 전문가 정성평가와 함께 다양한 특허

정보를 활용한 지표개발 및 적용을 통한 정량분석 등

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기술융합의 경우, 다양한 분야

의 기술이 연계되어 있고 새로운 과학기술 및 사회경

제적 니즈에 따라 연구개발 추세가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가 쉽

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본 연구는 기술융합 

관련 연구개발 성과를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여 기술

경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생태 다양성에 기반을 둔 기

술융합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IPC 특허정보를 

활용한 세부지표를 개발함으로써 기업차원의 기술융

합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특허정보를 활용한 기술융합 수준 분석, 기

업혁신 및 성장전략과의 연계성 분석 등이 확대되기

를 기대한다. 융합 신제품 개발 및 신사업 발굴 등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

업들은 자사의 기술융합 수준을 스스로 진단하고 주

요 경쟁사와의 비교·분석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기술융합 분석 프레임워크와 세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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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기술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가치 평가, 

특허전략 수립·추진 등을 통해 목표시장 점유율 확대 

및 매출액 증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 R&D 정책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

는 융합연구개발사업의 기술기획 및 성과관리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허 다종성, 조화성, 상이성 지표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부처에서 추진

하고 있는 융합연구개발 사업 및 과제를 통해 미래유

망 신산업을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한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ICT 융합산업 코스닥 기업을 대상으로만 탐색적인 실

증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향후 다양한 산업 특성

을 반영한 후속연구와 중장기적인 분석기간 등을 고

려한 시계열 분석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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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CT 융합 산업과 한국산업분류코드(KSIC) 매칭

중분류 소분류 KSIC Code

무인이동체

무인기 26429, 27211, 31310, 31321, 31322, 72129, 95119

지능형로봇 29280, 28519

스마트카 26299, 26429, 27211, 30121, 30392, 30399

스마트전자

웨어러블 디바이스 26329, 26422, 26429

가상훈련시스템 31310, 26219, 33402

스마트홈 26511, 28511, 28519, 29172, 26410, 75320

스마트제조

3D/4D 프린팅 29223, 29292

지능형 가공시스템 25924, 27213, 27214, 27215, 27216, 29221, 29222, 29223

지능형 기계 29210, 29161, 29241, 29261, 29269

항공우주 항공우주 3131, 3132

ICT융합기반산업 ICT융합기반산업 26219, 26299, 2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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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Effect of Firm’s Technology Convergence on 

Firm Performance

 1)

JinChan Jang*, YoungJun Kim**

In order to continue to grow in response to the rapidly changing industrial environments, companies must retain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ies and enhance market competitiveness. When competition is intensifying for creating new 
businesses and developing new products through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reating and utilizing technology convergence 
performance is an important means to create new competitiveness. However, there has been a lack of effort to systematically 
understand the level of technology convergence performance of the enterprise and to understand its relationship with 
management performance. In this paper, we develop a new analytical index by segmenting the technology convergence into 
patent variety, balance and disparity using patented IPC code information based on the concepts presented in existing 
diversity studies. In addition, 4,522 patents granted for three years between 2013 and 2015 by 219 KOSDAQ companies 
belonging to the domestic ICT convergence industry were analyzed to demonstrate that the level of technology convergence 
performance is positively related to sales growth rate in 2016.

Key Words: Technology convergence, Firm performance, ICT convergence industry, Paten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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