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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는 한국기업의 혁신역량

1)

강희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Ⅰ. 개요
2)
○기
 업 혁신 역량 평가 지표(<표 1>)를 가지고 한국을 포함한 38개 국가 의 기업 혁신 역량을 비교하

여 시사점을 찾고자 함
- 기업 혁신 역량의 우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업 수, 기업 연구원 수, 기업 R&D 투자, 특허 수 및 특허 가
치를 조사함
- 기업의 산업분야를 이용하여 다양성을 측정함

○자
 료원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EU R&D Scoreboard, OECD MSTI, Wisdomain 자료를 이
용하여 기업 수, 연구원 수, 연구개발 투자, 특허 수, 특허 가치, 기업다양성을 측정함

<표 1> 기업 혁신 역량 평가 지표
지표명

지표설명

자료원

EU R&D Scoreboard 등재 기업 수(개)

EU R&D Scoreboard

국가별 기업 연구원 수 (FTE, 명)

OECD MSTI

기업 R&D 투자액 (PPP$, Millions)

OECD MSTI

특허 수

국가별 PCT 특허 출원 수 (건)

Wisdomain

특허 가치

청구항 수 및 패밀리 국가 수

Wisdomain

43개 산업별 기업 수의 균등성

EU R&D Scoreboard

기업 수
기업 연구원 수
기업부문 R&D 투자

기업 다양성

1) 본 자료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2019년 글로벌 혁신 스코어보드 보고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한 것임
2) 그
 리스, 남아프리카,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미국, 벨기에, 브라질,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도, 일본, 중국, 체코, 캐
나다,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한국, 헝가리,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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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기업의 혁신역량
○O
 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 연구원 수는 약 31만 명으
로 중국(약 100만 명), 미국(약 97만 명), 일본(약 50만 명)에 이어 4위 수준임

1. 우위성
◦○ 기
 업 수는 EU R&D Scoreboard에 사용된 R&D투자 상위 2,500개에 포함된 국가별 기업 수임

[그림 2] 국가별 기업 연구원 수 순위

-가
 장 많이 포함된 나라는 미국(778개 사)이고 다음은 중국(438개 사)인데, 중국은 2011년 16위에서
2014년 4위, 2017년 2위를 차지함
-한
 국(70개 사)은 2011년 14위에서 2014년, 2017년 7위로 상승함
[그림 1] 국가별 기업 수 순위 (R&D투자 상위 2500개사 기준)

자료: 강희종, 서현정, 황석원(2019)

○O
 ECD MSTI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 R&D 투자는 2011년 이후 5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됨. 9위까지 순위 변동이 거의 없이 일정
- 기업 연구개발투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약 4000억 달러(2016년)였으며, 그 다음은 중국(3,850억
달러), 일본(1,350억 달러), 독일(910억 달러) 순임
자료: 강희종, 서현정, 황석원(2019)

- 한국은 720억 달러로 미국의 1/5.6 수준임
[그림 3] 국가별 기업 R&D 투자 순위

자료: 강희종, 서현정, 황석원(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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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별 PCT 특허 출원 수는 미국이 약 4만5천 건으로 가장 많았음. 다음은 일본(약 3만 4천건), 중국(약

2. 다양성

2만 천건), 독일(약 1만 6천건) 순임
○기
 업이 43개 산업별로 기업이 고르게 분포하는지 아니면 특정 산업에 집중되었는지를 평가한 결과 프랑

- 한국은 약 1만 천건으로 5위 수준으로 나타남

스가 가장 고른 산업별 기업 분포를 보임
[그림 4] 국가별 기업 특허 수 순위 (PCT 특허 출원 기준)

-한
 국은 중국, 독일, 영국 및 일본에 이어 6위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6] 국가별 기업 다양성 순위 (산업별 균등성 기준)

자료: 강희종, 서현정, 황석원(2019)

○청
 구항 수 및 패밀리 국가 수로 평가한 특허가치는 아일랜드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다음은 영국, 이스

자료: 강희종, 서현정, 황석원(2019)

라엘, 미국 순이었음
- 한국은 2011년 33위에서 2014년 30위 2017년 22위로 계속 상승하고 있으나 특허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림 5] 국가별 특허가치 순위

자료: 강희종, 서현정, 황석원(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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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는 한국기업의 혁신역량

1)

강희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Ⅰ. 개요
2)
○기
 업 혁신 역량 평가 지표(<표 1>)를 가지고 한국을 포함한 38개 국가 의 기업 혁신 역량을 비교하

여 시사점을 찾고자 함
- 기업 혁신 역량의 우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업 수, 기업 연구원 수, 기업 R&D 투자, 특허 수 및 특허 가
치를 조사함
- 기업의 산업분야를 이용하여 다양성을 측정함

○자
 료원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EU R&D Scoreboard, OECD MSTI, Wisdomain 자료를 이
용하여 기업 수, 연구원 수, 연구개발 투자, 특허 수, 특허 가치, 기업다양성을 측정함

<표 1> 기업 혁신 역량 평가 지표
지표명

지표설명

자료원

EU R&D Scoreboard 등재 기업 수(개)

EU R&D Scoreboard

국가별 기업 연구원 수 (FTE, 명)

OECD MSTI

기업 R&D 투자액 (PPP$, Millions)

OECD MSTI

특허 수

국가별 PCT 특허 출원 수 (건)

Wisdomain

특허 가치

청구항 수 및 패밀리 국가 수

Wisdomain

43개 산업별 기업 수의 균등성

EU R&D Scoreboard

기업 수
기업 연구원 수
기업부문 R&D 투자

기업 다양성

1) 본 자료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2019년 글로벌 혁신 스코어보드 보고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한 것임
2) 그
 리스, 남아프리카,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미국, 벨기에, 브라질,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도, 일본, 중국, 체코, 캐
나다,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한국, 헝가리,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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