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기업성과향상과 경쟁우 를 한R&D 가치는 동 자

원기반(Dynamic Resources based) [1]의 이론 연

구와 경험 연구에서도 확인된다[2]. 반면, 기업행태이

론[3]은 기업의 변화와 신 의지가 그들의 포부 달성에

달려 있다고가정한다. 성과피드백시스템[4]은 재 성과

가 변화하려는 성향을 결정함에 따라 기업을 합리 이지

않은 략 활동을 야기하기 때문에 성과피드백 문헌에서

는 기업 내부 환경으로부터 오는 정 그리고 부정

요인에 의해 재의 성과가 지속 으로 향을 받기 때

문에 지속 으로 투자를 조정해 간다고 가정한다[5].

성과 피드백을 통하여 기업은 연구역량을 변화시키거

나 새로운 략을 개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수 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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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연구개발에투자와 기업성과의 변화간의 계는 략 경 의 한 부분을 담당한다. 기업행동이론에 의하면 기업이

성과 피드백에 따라 R&D 지출을 조정한다고 가정한다. 성과 피드백을 통하여 기업은 연구역량을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략을 개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수 을 조정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연구개발 비용의 증가는 기업성과의 감소와 련

되었다는 가설을 제기한다. 이 가설은 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월드클래스300 로젝트 지원사업에 참여한바 있는 소

견기업의 표본을 통해 검증하 다. 패 데이터 모델을 사용하여 표 편차로 측정한 R&D불안정성은 ROA, ROE 이익

률로 측정한 기업성과 수 과 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을 뒷받침한다. 인과 계에 하여는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지만 기업성과가 낮은 기업이 R&D 투자 변동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업의 행동 이론에 의해 상되는 성과 피드백

행태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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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경향이 있기에 장기 인 에서보다 안정 이

며 변화하는 환경 변화요인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 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투자를 효율 으

로수행할 수있는 방안을찾는 것이 본연구의목 이다.

본 연구는 연구개발 비용의 증가는 기업성과의 감소와

련되었다는 가설을 제기한다. 이 가설은 소벤처기업

부가 시행하는 월드클래스300 로젝트 지원사업에 참여

한바 있는 소 견기업의 표본을 통해 검증하 다. 패

데이터 모델을 사용하여 표 편차로 측정한 R&D불

안정성은 ROA, ROE 이익률로 측정한 기업성과 수

과 련성을 악함으로써 합리 이며 효율 인 R&D투

자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선행연  검토  가설 

2.1 R&D  및 기업 성과 

투자결정은 기업의 성과에 두 가지 상반된 향을 미

친다. 우선, 수익성을 확연하게 하시키는 비용을 수반

하며 그 경제 비용을 미래의 기회가 능가해야한다. 매

출총이익, 이익률, ROA 등과같은 성과측정법에 비해

련비용이 반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래 생산성

매출에 한 R&D 투자의 정 향에 해서는큰 이

견은 없다[5]. 연구자들은 R&D 투자증가가 기업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왔다[6]. 그

러나 이 연구들은 R&D집약산업을 심으로 한 연구들

로 기술리더십이 요한 경쟁 우 를 나타낼 수 있는 것

으로 제시하여 R&D 성과 계에 한 의문은 아직 완

히 풀리지않았다[7]. 본 연구는 R&D활동에집 하는 월

드클래스300 로젝트에 참여한 견기업을 심으로 하

기에 R&D 비용은 장기 인 기업성과 와 한 련이

있다고 가정한다.

R&D비용과기업성과 간의 계는투자가 단되기까

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에 본질 으로시차를 보이는

구조양상을 보인다[8]. 한 연구에서는 R&D 증가가 발생

하고 2년이 경과하면서 정 인 향을 나타내기 발견

했다[9]. 이러한 연구의 토 로 가설 1a : 연구개발 투자

가 1년 이내이면 기업성과가 부정 으로 연결된다. 가설

1b : 2 년 이상의 연구개발 투자는 기업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한다.

2.2 전략적 성 및 확고한 성과 

꾸 하게 R&D 투자를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에 하

여는 경 주기, 거시 경제상황, 성과피드백 , 조직 학

습, 단기 이익추구 등이 제시된 바가있지만 요한

은 기업이 략 으로 충실하게 이행하는가의 여부인

이다[10]. 상반된 견해가 있는데 유연성을 진해야한다

는 주장과 진화 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11] 일 성의 정도가 기업 환경의 안정성 특히 안정된

환경에서의 환경 변화에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

는 비즈니스 환경의 안정성을 반 해야 한다고 제안한

연구[12]도 존재한다.

3. 연 방법

3.1 데 터 및 모델

가설검증을 하여 104 개사의 견기업의자료를 수

집하 다. 데이터의 다단계 특성을 설명하기 해 계층

선형모델링 근방식을 채택하고 IBM SPSS

Statistics 23의 혼합 효과 차를 사용하여 패 데이터

를 처리하 다. 보완 목 으로, 비모수상 계를사용하

여 R&D변동과 성과 간의 상 계구조를 분석하 다.

3.2 변수

ROA(return on asset), ROE (return on equity) 이

익률(PM : Profit Margin)의 재무성과에 해당하는 세 가

지 종속 변수를 사용하 다. 가설1을 검증하기 해 기업

의 연구개발비와 기업의 연구개발 집약도(매출액 비

연구개발비)의 수 을 주요 독립 변수로 사용했다. 가설

2를 검증하기 한 주요 독립 변수로 연구개발비용 변화

의 3 년 는 5 년 표 편차가 사용되었다. R&D분산과

그 성과에 미치는 향을 다룬연구[13]를근거로 독립변

수와 종속변수를 채택하 다. 기업 환경조건에 한

여러 가지 다른 지표들도 포함하여 GDP 변화는 반

인 비즈니스 상황의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 고. 회사규

모, 총자산 매출은 회사의 재무 상태를 반 하고자

유동비율, 부채비율, 운 자본을 포함하 다.

4. 가설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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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석결과

R&D비용이 성과 측정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선형

계층 모델의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기업성

과와 R&D 비용 간에 확연한 정의 계를 보이고 있다.

2년 후의 기업성과와 연구개발비의 계는 정 인 연

성을 1년 이하의 투자는 부정 인 연 성을 나타내어

가설 1a는 지지된 반면, 가설 11b는 종속변수 PM이 우선

인 경우에 한하여 부분 으로만 지지되었다.

Table 1. The results of models estimating the 

relation of R&D expense to a firm 

performance

ROA ROE PM

R&D expense (*10-4)
.036*** .102*** .076***

(.000) (.000) (.001)

R&D expenset-1 (*10
-4)

.-.027*** -.085*** -.189***

(.000) (.009) (.000)

R&D expenset-2 (*10
-4)

.006*** -.007*** ..092***

(.228) (.629) (.000)

Assets (*10-6)
.007 -.069 .251

(.597) (.285) (.009)

Sales (*10-4)
-.002 .001 -.001

(.001) (.606) (.020)

Available slack
.001 -.001 -.003

(.512) (.527) (.399)

Potential Slack
-.004 .000 -.024

(.005) (.935) (.000)

GDP change *
.159 .735 .291

(.000) (.000) (.317)

N 398 398 398

AIC -312.25 -744.11 -312.25

BIC -304.35 -736.21 -304.35

Constant not reported: P-value reported in the brakets

R&D집 도가 성과측정에 미치는 향을 테스트 한

선형 계층 모델의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된바, 연구개발

비용에 한 검증결과와는 일부 결과를달리하여 기업성

과와 R&D집 도간에 유미한 상 계를보인다. 기업성

과와 1년 이하의 집 도와의상 계는 PM의 경우에만

유의미하며, 2년 이상의 집 도와는 유의미한 계를 나

타낸다. 따라서 1년 이하 연구개발 집 과 기업성과간의

부정 인연결고리의가설 1a는 기각되며, 2년이상 연구

개발 집 도와 기업성과 사이의 정 인 연결 고리의

가설 1b는 지지된다.

Table 2. The results of models estimating the 

relation of R&D intensity to a firm 

performance

ROA ROE PM

R&D intensity (*10-4)
.-.602** -.1589** -1.820*

(.032) (.011) (.073)

R&D intensityt-1 (*10
-4)

..124 .418 .962*

(.302) (.392) (.066)

R&D intensity-2 (*10
-4)

.323** .661*** 1.185***

(.025) (.002) (.009)

Assets (*10-6)
.001 -.094 .223**

(.922) (.144) (.009)

Sales (*10-4)
-.001 .004 -013**

(.460) (.227) (.048)

Available slack
.001 -.001 -.004

(.499) (.668) (.338)

Potential Slack
-.003*** .000 -.021***

(.006) (.988) (.001)

GDP change *
.119*** .617*** .287

(.001) (.000) (.192)

N 396 396 396

AIC -1673.8 -700.18 -931.20

BIC -1665.9 -762.29 -923.32

Constant not reported: P-value reported in the brakets

가설 2의 주요 변수들 간의 상 구조를 찰하기

해 비모수 인 상 분석을수행하여 Table 3의 3년 추이

와 Table 4의 5년 추이의 결과는 연구개발 투자 변동경

향은 ROA와 ROE에는 요한 상 을 갖지만 PM은 상

으로 상 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ROA

ROE 측정 값모두음의상 계수를 가지므로성과가 낮

은 기업일수록 R&D 변동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R&D투자변동과기업성과간의 계를검증하고자 수

행한 선형계층모델의결과는 Table 5에나타나는 바처럼

3년 추이는 세 가지 성과 PM에 해서는 p값이 0.14

로 기업성과에 한 R&D비용변추이의 부정 인 향에

한 가설 2는 3년 변동 방안의 경우에는기각되었다. 반

면 5년 변동의 경우, 3 가지 모델 모두 성과변수에 해

유의하게 음의 계수를 보여 주며, 이는 5년 기간 동안 측

정된 R&D 지출 변동이 기업 성과에 부정 으로 련되

어 있다는 가설 2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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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Nonparametic correlations between 3 year 

fluctuation and a firm performance

3 year

fluctuation
ROA ROE PM

3 year

fluctuation
1

ROA
-.303***

(.000)
1

ROE
-.117***

(.035)

.803***

(.000)
1

PM
-.035

(.533)

.693***

(.000)

.486***

(.000)
1

N=327, P-value reported in the braket

Table 4. Nonparametic correlations between 3 year 

fluctuation and a firm performance

5 year

fluctuation
ROA ROE PM

5 year

fluctuation
1

ROA
-.321***

(.000)
1

ROE
-.127**

(.046)

.830***

(.000)
1

PM
-.059

(.352)

.705***

(.000)

.542***

(.000)
1

N=249, P-value reported in the braket

Table 5. The results of models estimating the 

relation of R&D expense fluctuation to a 

firm performance

          1: 3 year fluctuation

         2: 5 year fluctuation

         3: Assets

         4: Sales

         5: Aailable slack

         6: Potential slack

         7: GDP shange

4.2 석결과에 따른 가설검

연구개발 투자수 과 기업성과 간의 계를 분석한

결과는 새로운 시사 을 제시한다. 기업성과와 연구개발

비용 간의 정 인 계는 연구개발에 투자된 재정이

어느 정도 회사의 재 재무상태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

을 나타낸다. 성공 인 기업은 R&D에 더 많은 투자 할

수 있으며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곳으로 투자할 수도있

다. 반면, R&D 집 도와기업성과간의 계는 음의 계수

를 보이면서 기업성과에 한 R&D의 부정 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인 연구개발투자는 기

업 성과에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되는데 연구개발

로젝트의 지속, 목표시장 진입미진 등의 사유가 추론된

다.. 반면에 연구개발의 집약도는 2년이상이경과되면서

요한 의미를 갖는 정 인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는

것으로 악되었다.

연구개발 투자의 집 도가 갖는 의미를 악하고자

분석한 결과는 기업성과에 한 R&D 비용의 장기 효과

에 한 체계 인 패턴은 발견되지 않았다. R&D 집 도

를 검증한 결과 R&D 집 도의 지속성에 있어서 정

효과를 확인했다.

다른 시사 은ROA와 ROE보다 R & D 투자에의

해 PM의 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과변수간

에 비록 은 폭이기는 하지만 주목할 만한 의미를 갖는

다. 매출액은 확연하게 직 으로 련된다는 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5. 결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 투자와 기업성과 간의 계,

특히 연구개발 비용의 형태에 하여 분석하 다. 연구

개발에 투자와 기업성과의 변화 간의 계는 략 경

의 한 부분을 담당한다. 기업행동이론에 의하면 기업

3 year fluctuation 5 year fluctuation

ROA ROE PM ROA ROE PM

1
*10-3

.000
(.994)

.000
(.983)

-.015
(.140)

2
*10-3

-.006
***
(.003)

-.021
***
(.000)

-.050
***
(.000)

3
*10-6

.012
(.523)

-.049
(.491)

.180
***
(.000)

.039
(.150)

.061
(.412)

.264
***
(.000)

4
*10-6

-.002
(.175)

.001
(.831)

-.009
**
(.022)

-.003
(.017)

-/001
(.843)

-.012
(.023)

5 .001
(.542)

-.001
(.619)

-.006
(.218)

.003
**
(.016)

.004
**
(.026)

-.002
(.741)

6
-.003
**
(.035)

-.001
(.095)

-.021
***
(.000)

-.006
***
(.000)

-.011
***
(.001)

-.031
***
(.000)

7
.203
***
(.000)

.907
***
(.000)

.586
***
(.000)

.195
***
(.000)

.836
***
(.001)

.524
**
(.041)

N 325 325 325 248 248 248

AIC -1408 -604 -804 -1051 -471 -621

BIC -1401 -596 -796 -1044 -464 -614

Constant not reported: P-value reported in the bra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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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과 피드백에 따라 R&D 지출을 조정한다고 가정한

다. 성과 피드백을 통하여 기업은 연구역량을 변화시키

거나 새로운 략을 개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수 을

조정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연구개발 비용의 증가

는 기업성과의 감소와 련되었다는 가설을 제기한다.

이 가설은 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월드클래스300

로젝트 지원사업에 참여한바 있는 소 견기업의 표본

을 통해 검증하 다. 패 데이터 모델을 사용하여 표

편차로 측정한 R&D불안정성은 ROA, ROE 이익률로

측정한 기업성과 수 과 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을 뒷받침한다. 연구 결과는 일반 으로 기업성과와

의 계는 상용화되는 시기가 도래되었을 때 확연한

계가 형성된다는 것을 확인하 다. 일 이지 못하고

기업의 재무상태에 따라 투자규모가 달라지는 투자형태

는 기업성과가 낮아지는 것으로 악되었다. 따라서 일

성을 유지하면서 연구개발 략을 수립하여이를 수행

하는 것이 성공 인 연구개발 심의 기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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