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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표준설정은 기술개발 시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비용절감과 규모의 경제를
가능하게 하고, 기술확산을 용이하게 하여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
나 표준이 설정되고 나면 혁신기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표준을 대체하기 어
려워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경로를 통하여 표
준은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표준의 효과가 긍정적이라고만 예측할
수는 없다.
본고에서는 기술혁신의 원천으로 표준, 특허, 해외기술도입을 지시변수로
사용하여 표준의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는 Grupp(1998)의 모형을 이용하여
표준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모형에 따라 차
이는 있으나 표준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며, 표준 보유량이
1% 증가하면 노동생산성은 대략 0.14~0.16% 증가한다.
표준스톡을 중공업, 경공업, 소재, 기타의 4개 산업분야로 구분하여 각각의
효과를 나누어 본 경우, 기타분야나 경공업분야의 경우 생산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며 소재산업의 경우 부(負)의 탄력성이 추정되었다. 이는 소재산업
분야에서는 표준이 기술발전을 촉진시키는 효과보다는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효과가 더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중공업 표준스톡의 생산탄력성이 0.174~
0.313으로 추정되었으며,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표준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커서 이 분야의 표준설정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1. 머리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지
식과 기술이 세계화되어 가는 현대사
회에서 표준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맞추

어 세계 각국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앞다투어 표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0년대 이후 표준의 중
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표준정
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표준설정은 기술개발 시 중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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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방지하여 비용절감과 규모의 경제
를 가능하게 하고, 기술확산을 용이하
게 하여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표준은 생산성에 영향을 주어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표준이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밝히는 것이 표준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표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
고 표준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연
구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본고
에서는 자료나 통계의 부족에도 불구
하고 표준의 경제적 효과를 거시성장
모형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표준의 기능과 효과
(1) 표준의 기능
기본품질보장, 정보제공, 호환성확
보 등을 표준의 전통적인 기능이라
한다면, 무역규범, 기업의 경영전략이
나 사회적 책임의 수단 등은 표준의
새로운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제
품의 표준이 정해져 있으면 소비자는
특별한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그 제
품의 품질, 규격, 기능 등에 대한 정
보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표준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제품
에 대한 탐색비용이나 획득비용 등과
같은 거래비용을 절감시켜 준다.
1) ISO 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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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표준이 기본품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표준
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호환성 확보 기능이다. 기업은 자사
제품의 호환성이나 독립성의 정도를
전략적으로 선택한다. 제품의 독립성
을 선택하면 독점의 이윤을 얻을 수
있는 반면, 호환성이 확보되면 생산공
정 등의 단순화를 통해 대량생산과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진다.
또한, 호환성 있는 제품의 소비확대
는 네트워크 외부성 효과를 형성하기
도 한다. 네트워크 외부성이 존재하려
면 각 사용자들이 갖는 기기가 네트
워크와 호환이 되어야 하고 각 사용
자들의 기기가 서로 호환이 되어야
한다. 표준화는 이러한 호환을 가능하
게 하고 네트워크 외부성 효과를 증
대시킨다.
위의 기능들이 전통적인 표준의 역
할이라면, 최근에는 표준이 새로운 무
역규범으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으며,
또 기업의 경영전략이나 사회적 책임
의 이행수단이 되고 있다. 특히, 사회
적 책임 이행수단으로서의 표준1)은
국제표준화기구(ISO)를 중심으로 국
제사회가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기능 이외에도 표준은 다양
한 분야와 관련이 있는데, 실제로 교
육, 교통, 소방, 노동, 정보보안,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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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물류유통 등 거의 대부분의 생
활 전반에 걸쳐 표준이 기능하고 있
다.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여러
부문 간의 융합으로 인해 현대사회에
는 법으로만은 규제하기 힘든 여러
영역들이 형성되고 있는데 표준은 이
러한 영역에서 새로운 규범으로서 기
능하고 있는 것이다.

(2) 표준의 효과
표준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모두 가지는데 우선 표준의
긍정적인 효과를 살펴보면, 표준은 소
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재화에
호환성을 확보시켜 비용을 절감시켜
주거나, 기본 품질을 보장하는 등 사
회·경제적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효과
가 있다. 또한, 표준의 이득은 소비자
뿐만 아니라 생산자도 누릴 수 있는
데, 생산에 필요한 원료나 중간재들이
표준화되어 있으면 요소구입비용의
절감효과가 있고, 제품이나 생산공정
이 표준화되어 있으면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근로자의 재훈련비용이나
직장이동비용 역시 경감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표준의 부정적인
효과도 존재한다. 우선 표준을 설정하
고 유지, 관리 및 변경하는 데 직접적
인 비용이 든다. 또한 직접적인 비용
외에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시장에 표
준화된 제품만 존재하는 경우 선택에
제약을 받는다. 즉, 소비자의 선호는

다양한데 표준이 이 선호의 다양성을
충족시킬 수 없게 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을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
문에 표준은 부정적 효과를 주기도
한다.
표준은 경쟁에도 영향을 미친다. 제
품이 표준화되면 제품의 생산·공급자
들은 가격경쟁에 직면하게 된다. 부품
이 표준화되어 어느 공급자의 제품을
사용하든 상관이 없다면 당연히 공급
자들은 독점가격을 책정할 수 없게
된다. 이는 표준이 경쟁에 미치는 긍
정적인 효과라 할 수 있다. 반면, 표
준은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도 있다. 왜냐하면 표준은 진입장벽으
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표준화는 기술혁신과도 상당히 밀
접한 관계가 있다. 다만, 표준화가 기
술혁신을 촉진하느냐 저해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우선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산업의 경우 기
술혁신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표준
화되어 있는 산업의 경우보다 적다.
왜냐하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업이 어느 정도 독점적인 지위를 차
지하고 독점 이윤을 누리고 있기 때문
이다. 또한 표준화된 산업의 경우 경
쟁에의 노출이 큰 관계로 당해산업의
기업들은 연구개발 투자를 소홀히 할
수 없다. 따라서 표준화되지 않은 산
업에 비해 표준화된 산업에서 기술혁
신이 촉진되는 효과가 크다.2)
이에 반하여 표준화가 기술혁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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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해한다는 주장도 있다. 표준이 일단
제정되면 바꾸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
라 또 표준의 제정절차가 최적표준의
제정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즉, 표준
을 제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
고, 그 과정에서 더 나은 다른 기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그 기술은 표준화
대상에서 아예 배제되기 쉽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표준화가 기술혁신을 저
해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표준이 제
정되고 나면 더 나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더라도 쉽게 대체되지 않기 때
문에 이 역시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3)

3. 표준의 효과 분석
각각의 표준이 경제에 다양한 효과
를 주나 방향이 서로 반대인 것도 있
어 쉽게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표준화 과정이 개방
되어 있고 모든 관심집단이 투명하게
참여하고 표준이 모든 공급자, 소비자
에게 개방되어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긍정적인 효과가 커
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국가 표준

스톡을 경제의 기술확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간주하고, 경제 인프라
의 기본요소로서 궁극적으로 거시경
제 발전에 영향을 준다는 가정하에
표준스톡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
하였다.

(1) 기존 연구
표준이 새로운 지식 노하우(knowhow)의 빠른 확산을 위해 중요한 요
소임에도 불구하고, 성장에 관한 이론
적인 연구들은 표준의 역할에 대해서
는 언급하지 않고 특허나 R&D 같은
혁신의 지시변수(index variable)들에
관심을 두어 왔다. 표준이 신기술 확
산에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표
준화 과정 자체가 참여자들 간에 신
기술을 실용화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
소통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
러한 표준의 역할에 착안하여 최근
표준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
로 분석한 몇 가지 연구가 수행되었
다. 관련 국내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
이며4) 외국의 연구가 소수 존재한다.
Jungmittag et al.(1999)5)은 표준

2) 표준의 확산효과라 한다.
3) 표준의 갇힘(lock-in)효과라 한다.
4) 워킹페이퍼로서 최호철과 이덕희(2010)가 존재한다. 이 연구는 한국의 제조업을 대상으로 기술
진보가 생산성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Blind(2004)와 유사한 방법론을 가지고 세 가
지 요인으로 분해하여 분석하였다.
5) Jungmittag, A., K. Blind and H. Grupp(1999),“Innovation, standardization and the longterm production function: a co-integration approach for Germany 1960-96”
, Zeitschrift für
Wirtschafts- und Sozialwissenschaften, 119, 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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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이 특허스톡과 더불어 성문화된
기술지식 스톡의 일정 부분을 나타낸
다는 가정하에 독일의 거시 생산함수
를 추정하였다. 이들은 다른 외부효과
를 통제한 이후에도 독일에서 성장에
표준스톡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는 것을 실증분석방법으로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표준스톡이 특허스톡보다
도 오히려 높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Blind(2004)6)는 표준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1961년
부터 1996년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독
일 산업부문에 대한 장기생산함수를
추정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Jungmittag
et al.(1999)의 결과와 달리 표준스톡
의 영향을 특허스톡의 영향보다 낮게
보고하였다.
Blind and Jungmittag(2005)7)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12가
지 제조업 분야에 대한 표준의 영향
을 패널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표
준스톡이 의미있는 효과를 갖는다고
보고하였으나 독일의 경우와 달리 성
장에 대한 특허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결과를 얻었다.
Blind and Jungmittag(2008)8)은

Blind and Jungmittag(2005)를 좀
더 보완한 것으로 성문화된 기술 노
하우(know-how)가 경제성장에 긍정
적인 영향을 준다는 가정하에 유럽 4
개국 12개 부문에 대해 코브-더글러
스 생산함수를 추정하였다. 표준과
특허 모두 1990년대의 경제성장에 유
의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하였다.
국가모형에서는 대체로 비슷한 결과
를 도출하였으나 부문모형에서는 상
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표준의
성장에 대한 역할은 R&D집약도가
낮은 부문에서 더 중요하고, 특허는
R&D집약적인 부문에서 더 중요하다
는 결과를 얻었다.

(2) 자료와 추정방법
분석을 위해 아래와 같은 통상의 코
브-더글러스 생산함수를 사용하였다.
α β

Yt = AK t L t

Yt 는 산출, Kt 는 자본, Lt 는 노동량,
파라미터 α와 β는 자본과 노동에 대
한 부분생산탄력성을 나타내고, 이 파
라미터의 합은 생산함수의 동차성의

6) Blind, K.(2004), The Economics of Standards: Theory, Evidence, Policy, Edward Elgar
(ed.): Cheltenham.
7) Blind, K. and A. Jungmittag(2005),“Trade and the impact of innovations and standards:
the case of Germany and the UK”
, Applied Economics, 37(12), 1385-98.
8) Blind, K. and A. Jungmittag(2008),“The impact of patents and standards on macroeconomic growth: a panel approach covering four countries and twelve sectors”
, Journal of
Productivity Analysis, 29(1), 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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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나타낸다. A는 효율성 파라미
터이다. 원래 코브-더글러스 생산함수
에서 기술진보는 실체가 없는 중립적
인 형태로 설명되었는데 효율성 파라
미터가 A(t)=Aeλt로 나타난다고 하
면, 시간추세를 이용한 분석이 된다.
본고에서는 시간추세 사용의 문제점
때문에 기술진보를 나타내는 지시변수
를 사용하는 Grupp(1998)9)의 모형을
채용하여 장기생산함수를 추정하였다.
기술진보의 원천은 국내의 순수기
술진보와 해외로부터 도입된 기술진
보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해외로부
터 라이선스협정에 의해 도입된 기술
진보를 구별하기 위해 기술무역에서
의 해외기술수입료를 이용하였다. 국
내 기술진보를 나타내는 지시변수로
는 특허스톡과 표준스톡을 사용하였
고, 이렇게 함으로써 기술 확산을 촉
진하기 위한 표준화의 역할은 장기생
산함수 내에 통합되고 유효한 기술표
준스톡인 지시변수에 의해 추정될 수
있다. 장기생산함수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된 기술혁신에 대한 지시변수인
특허스톡은 전체 산업에 관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표준스톡은 전체 표준스
톡과 산업별 표준스톡을 분리하려 고
려하였다. 또한, 1997년 아시아경제위
기와 2008년 세계경제위기의 효과를
분리해내기 위해 더미변수를 사용하

였다.
Grupp(1998)은 기술표준 또한 R&D
활동의 결과를 나타내는 적절한 지시
변수라고 한다. 기술표준은 산업에 기
술적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시변수이
며, 시장성을 갖는 기술혁신은 위험을
줄이고 생산과정에 수용됨으로써 그
기술의 확산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표
준화과정을 거치게 된다. 다음은 기술
혁신과 표준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고
려하여, 확장된 코브-더글러스 생산함
수를 로그 형태로 표시한 것이다.
lt +γ
patt +δ
lext +ε
stdt +ut
yt =a+αkt +β
yt , kt , lt 는 각각 Yt , Kt , Lt 의 로그변
환변수이며, patt 는 t기의 특허스톡의
로그변환변수, lext 는 t기의 해외기술
수입료의 로그변환변수, stdt 는 t기의
표준스톡의 로그변환변수이다. 여기에
서의 오차항 ut 는 통상의 가정을 만족
한다고 가정한다. 1991년 가격으로 조
정된 로그변환 GDP가 종속변수이며,
자본스톡은 통상의 방법으로 1991년
가격으로 조정된 연평균 총고정자본
이다. 노동투입량은 연간노동투입시간
을 사용하였다.
시계열이 단위근을 갖는지 보기 위
해 ADF 테스트를 수행하여 시계열이
단위근을 갖는다는 가설이 모든 변수

9) Grupp, H.(1998), Foundations of the Economics of Innovation: Theory, Measurement and
Practice, Cheltenham, UK and Northhampton, MA, USA: Edward El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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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기각되지 않음을 보였다. 1차
차분 시계열에 대해서는 5% 유의수
준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모든 개
별 변수들이 1차 차분된 시계열이다.
장기생산함수를 추정하기 위해 시계
열의 공적분개념을 이용하였다. 이 개
념은 시계열이 추세를 가지는 경우
실질적인 장기관계와 단순 가성회귀
를 구별하게 해주며 표준의 역할뿐만
아니라 산출과 기본 생산요소의 관계
를 단기 동학이 아닌 장기관계로 파
악할 수 있게 해준다.
추정에는 Yulk-Walker의 2-step
procedure를 사용하여 단기 동학보다
는 이 안에 존재하는 장기관계를 식
별하고 추정하였다. 1970~2008년간
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본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의 효과뿐만 아니라 지시
변수에 의해 추정된 기술진보의 효과,
표준스톡으로 근사된 표준화의 효과

<표 1>

변수

를 평가하였다.

(3) 분석모형 및 결과
모형 (가)는 Blind(2004)와 같은
변수를 사용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자
본과 노동 외에 표준스톡, 해외기술료
그리고 특허의 3기 시차변수를 사용
하였다. 코브-더글러스 생산함수에서
자본과 노동의 생산탄력성의 모수 값
에 대해 일반적인 가정인 α+β=1을
사용하였다. 모형 (나)는 특허의 3기
시차변수 대신 같은 기의 특허변수를
사용한 것이다. <표 1>은 분석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dum+α(kt-lt)+
모형 (가): yt-lt=a+θ
lext +ε
stdt +ut
γ
patt-3+δ
모형 (나): yt-lt=a+θ
dum+α(kt-lt)+
lext +ε
stdt +ut
γ
patt +δ

Blind(2004)의 결과와 비교
Blind(2004)
제약 없음

모형 (가)

＾
α+＾
β=1

제약 없음

모형 (나)

＾
α+＾
β=1

제약 없음

＾
α+＾
β=1

kt

.416(5.17)

.359(6.1)

.388(11.44)***

.396(12.39)**** .292(3.76)***

.346(5.06)***

lt

.651(10.93)

.640(-)

.712(5.10)***

.603(-)

.885(4.79)***

.653(-)

.039(1.37)

.022(.85)

patt

-

-

patt-3

.166(3.36)

.160(3.26)

.005(0.24)

-

.004(.18)

.081(5.23)***

.083(4.88)***

.092(5.64)***

-

-

lext

.120(5.53)

.139(8.81)

.072(3.72)***

stdt

.054(2.40)

.070(4.00)

.167(4.01)***

.161(3.96)***

.148(5.13)***

.149(5.05)***

D

-.016(16.1)

-.015(-6.3)

-.031(-1.98)*

-.035(-2.38)**

-.024(-1.51)

-.033(-2.26)**

주 : ( ) 안은 t값,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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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nd(2004)는 기본 생산요소인 노
동과 자본 외에 특허스톡과 표준스톡,
그리고 해외기술료를 변수로 사용하
여 모형을 추정하였다. 특허가 등록되
고 실제 경제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특허스톡의 3기 과거값을 사용하였다.
Blind(2004) 모형에서는 자본과 노동
의 탄력성에 대한 제약이 있는 모형
과 그렇지 않은 모형에서의 계수 추
정치 간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Blind(2004)와 같은 모형인
＾ ＾
모형 (가)는 α+β=1의 제약이 없는
경우로 해외기술수입료와 표준스톡의
생산탄력성은 0.072와 0.167로 모두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다. 제약 있
는 모형의 경우도 탄력성 추정치들이
크게 다르지 않으나 모형 (가)의 경
우 특허스톡 3기전 값의 계수추정치
가 유의하지 않다. 모형 (나)는 Blind
(2004) 모형에서 사용된 특허스톡의
3기 과거값 대신 같은 기의 특허스톡
을 사용하였는데 여타 추정치들은 모
형 (가)에서와 비슷하며 같은 기의
특허스톡의 생산탄력성 추정치와 t값
이 많이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유의하
지 않다.
모형 (다)는 표준스톡을 4개 산업
분야로 구분하여 각각의 효과를 나누
어 본 것이다. 우선 표준스톡의 분류
21개 중 기계, 전기전자, 의료, 수송기
계, 조선, 항공우주부문은 중공업분야
로, 일용품, 식료, 섬유부문은 경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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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로, 금속, 생물, 화학부문은 소재
분야로 분류하고, 기본, 건설, 품질경
영, 서비스, 물류, 정보부문을 기타분
야로 하여 4분야를 각각 추정하였다.
모형 (라)는 소재산업, 중공업, 경공
업을, 모형 (마)는 소재산업과 중공업
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dum+α(kt-lt)+
모형 (다): yt-lt=a+θ
lext +ε
γ
patt +δ
1 std소재t +
ε
2std중공업t +ε
3std경공업t +
ε
4 std기타t +ut
모형 (라): yt-lt=a+θ
dum+α(kt-lt)+
lext +ε
γ
patt +δ
1 std소재t +
ε
2std중공업t +ε
3std경공업t +
ut
모형 (마): yt-lt=a+θ
dum+α(kt-lt)+
lext +ε
γ
patt +δ
1 std소재t +
ε
2 std중공업t +ut
다음 <표 2>는 추정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모형 (다),(라),(마)는 모형 (나)에
서 사용된 표준스톡을 소재산업, 중공
업, 경공업, 기타 등으로 나누어 각
분야별로 표준스톡의 효과를 추정한
것이다. 기타산업분야나 경공업분야
표준스톡의 경우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며 모형 (마)에서 중공업표준스
톡의 효과는 1% 유의수준에서도 유
의하며, 소재산업의 경우 부(負)의 탄
력성이 추정되었다. 이 추정 결과에
의하면 표준이 기술을 확산시키는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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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산업별 표준스톡의 효과
변수

모형 (나)

모형 (다)

모형 (라)

모형 (마)

kt

.346(5.06)***

.364(5.03)***

.376(5.87)***

.385(5.96)***

lt

.653( - )

.635( - )

.623( - )

.614( - )

patt

.022(.85)

.043(1.35)

.035(1.52)

.032(1.30)

lext

.092(5.64)***

.054(2.52)**

.053(2.56)**

.062(3.08)***

stdt

.149(5.05)***

-

-

-

std소재t

-

-.161(-1.18)

-.190(-1.73)

-.202(-1.82)*

std중공업t

-

.203(1.20)

.174(1.19)

.313(3.16)***

std경공업t

-

.231(1.26)

.201(1.26)

std기타t

-

-.076(-.37)

-

-

D

-.033(-2.26)

-.024(-1.68)

-.024(-1.82)*

-.029(-2.19)**

-

주 : ( ) 안은 t값,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과와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효과 중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효과가 더 크다
고 볼 수 있다.
위의 몇 가지 모형에서 표준스톡의
생산탄력성을 추정해 보았는데, 모형
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추
정치에 의하면 표준스톡이 1% 증가
하면 노동생산성은 대략 0.14~0.16%
증가한다. 해외기술도입의 경우 해외
기술도입액이 1% 증가하면 생산성은
0.05~0.09% 정도 증가한다. 우리나
라의 경우 외국의 선행연구와 다르게
특허스톡에 대해서는 추정치가 대체
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유효특허관
련 통계의 신뢰성 문제일수도 있고,
특허스톡의 수가 실제 기술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 문제는 현재 특허청에서 진행 중

인 특허통계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완료되어 정확한 유효특허통계가 구
축되면 좀 더 정확한 효과를 다시 추
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시사점
본 연구에서 신고전학파 성장모형
을 기본으로 하여 표준의 영향을 분석
한 결과, 표준은 생산성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표준스톡을 4개 산업분야로 구
분하여 각각의 효과를 나누어 본 모형
(다)의 경우를 보면, 모형 (나)에서
사용된 표준스톡을 소재산업, 중공업
산업, 경공업산업, 기타산업 등으로
나누어 각 분야의 표준스톡의 효과를
따로 추정한 것인데, 기타분야나 경공
201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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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분야의 경우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
며 모형 (마)에서 중공업표준스톡은
1% 유의수준에서도 유의하며, 소재산
업의 경우 부의 탄력성이 추정되었다.
표준스톡의 성장에 대한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모형에 따라 조
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표준스톡이 1%
증가하면 노동생산성은 대략 0.14~
0.16% 증가한다. 해외기술도입의 경
우 해외기술도입액이 1% 증가하면 생
산성은 0.05~0.09% 정도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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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모형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표
준의 확산효과와 갇힘(lock-in)효과
중 소재산업의 경우 표준의 갇힘효과
가 확산효과보다 큰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공업분야 표준의
효과가 다른 산업보다 높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중공업 부문의 경
우가 소재산업의 경우보다 표준의 경
제적 효과가 더 크므로 이 부문의 표
준 설정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