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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전기 매출액 변동이 연구개발비 및 각 세부항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고
전기매출액 변동 시 경영진들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
서 주로 사용되었던 Anderson et al.(2003)의 1기간 모형뿐만 아니라 보다 심도 깊은 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Banker
et al.(2014)의 2기간 모형을 이용하여 연구개발비 및 각 세부항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1기간 모형에
서는 모형의 한계로 인하여 감가상각비, 기타에서만 하방경직적 원가행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위하여 2기간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전기 매출액이 증가하는 경우 인건비, 기타 항목에서 하방경직적인 원가행태를 나
타내었으나 총 연구개발비는 역 하방경직적인 원가행태를 나타내었다. 전기 매출액이 감소하는 경우 위탁용역비에서 
하방경직적인 원가행태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수행되지 않았던 연구개발비 및 세부항목에 대하여 전기
매출액 변동이 원가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기에 그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 추후 연구에서 매출별, 산업별로
보다 구체적인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주제어 : 전기 매출액 변동, 연구개발비, 비대칭적 원가행태, 원가하방경직성, 원가역하방경직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Prior Sales change on R&D Costs and 
each detail item, and to analyze what decision managers make when changing sales. In order to 
conduct a more in-depth analysis as well as a one-period model of Anderson et al. (2003), which was 
used in previous studies, the two-period model of Banker et al.(2014) And analyzed the detailed item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possible to confirm cost stickiness behavior only in the depreciation 
cost and others due to the limit of the model in the one period model. For a more in-depth analysis, 
the analysis of two-period model showed that labor costs and other items showed cost stickiness 
behavior when prior sales increased, but total R&D costs showed a anti-cost stickiness behavior. When 
prior sales decline, consigned service costs showed a cost stickiness behavior. This study is meaningful 
because it analyzed the effect of prior sales change on R&D cost behavior which were not performed 
in previous studies. Furthermore, we expect to be able to conduct more detailed research by sales and 
industry in futu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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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9년 정부는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꼽히고 있는 바
이오 분야의 연구개발분야에 2조4692억원을 투입할 것
으로 밝혔다. 그 중 생명과학(1조3625억원), 의료(5391
억원), 농업(2814억원), 환경(1096억원), 융합신산업
(1766억원)에 각각 투자된다[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에 따르면, 연구개발비의 경우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자산
화하지 않고 당기비용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일정
조건 충족 시 자산화 할 수 있다[2]. 연구개발비는 재무제
표 상 판매관리비에 속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낮출 수 
있다. 반면에 연구개발비를 당기비용처리하지 않고 무형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 영업이익을 높일 수 있다. 이처
럼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는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으며, 이는 회계정보이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될 우려가 있는 중요한 회
계정보 중 하나인 것이다. 

원가(비용)는 수익과 더불어 이익을 결정하는 근본적
인 변수이다. 전통적인 관점에 따르면, 모든 원가는 평균
적으로 대칭적인 원가행태를 보인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이를 비례적 원가모형(proportionate cost model)이라 
일컫는다[3,4]. 그러나 Anderson et al.(2003)의 연구를 
필두로 하여 하방경직적인 원가행태가 실제로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5]. 하방경직적 원가행태는 매출
액의 변화율이 상승할 때 대응되는 원가의 변화율이, 같
은 비율의 매출액 변화율이 하락할 때 대응되는 원가의 
변화율보다 더 클 때를 일컫는다[5]. 반대로, 원가의 역하
방경직성(하방탄력성)은 매출액의 변화율이 상승할 때 
대응되는 원가의 변화율이, 같은 비율의 매출액 변화율이 
하락할 때 대응되는 원가의 변화율보다 더 작을 경우를 
나타낸다[6]. 해당 연구는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한 원가
행태의 비대칭성 여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의 시발점이라
는 점에 있어서 그 의의가 있다. 

기업에서는 원가행태에 대한 가정이나 전제에 의하여 
간접원가 배부와 정상원가계산, 표준원가계산의 운용 및 
원가차이 분석 등을 수행하고 경영 전반에 걸친 계획과 
통제가 이루어진다[7]. 그러므로 원가행태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이를 토대로 결정되는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고 그 정보를 
신뢰하기도 어렵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의 각종 재
무자료를 이용하여 원가의 행태를 실증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 매출액 변동이 연구개발비의 원가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개
발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하기 위하여 다
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를 진행한다. 먼저, 표본기간에 속
하는 연구개발비를 원재료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위탁
용역비, 기타로 구분한 후 각각 검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연구개발비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있어서 추가적인 공헌을 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리고 2기간 모형[8]을 사용하여 전기 매출
액 변동이 연구개발비의 원가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다. 전기 매출액의 변동은 향 후 매출에 대한 경영자의 
기대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연구개발비의 지출 의사결정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2기간 
모형을 이용하여 전기 매출액 변동에 따른 경영자의 향 
후 매출에 대한 기대가 연구개발비 및 각 세부항목의 원
가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
이고 차별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은 제1장 서론,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
구, 제3장 가설 및 연구모형 설정, 제4장 기술통계량 및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결론
을 도출한다.

2. 이론적 배경

전통적 관점에서는 활동수준의 변화와 관계없이 총원
가가 일정한 원가를 고정원가, 활동수준의 증가(감소)에 
비례하여 총원가가 증가(감소)하는 원가를 변동원가로 
구분하고 있다. 최근 들어 다수의 연구에서는 매출액이라
는 동인을 이용하여 매출액이 증가할 때의 원가의 증가 
정도와 매출액이 감소할 때의 원가의 감소정도가 대칭적
이지 않고 비대칭적이라는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5,6][8]. Anderson et al.(2003)의 연구에 따르면, 매출
액이 1% 증가할 때는 판매관리비가 0.55% 증가한 반면
에, 매출액이 1%감소했을 때 판매관리비가 0.35% 감소
하는 하방경직적 원가행태가 나타났다. 이러한 비대칭적
인 원가행태는 자원조정원가, 경영자의 미래에 대한 기
대, 그리고 경영자의 사적이익 추구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9,10]. 구체적으로 경영자는 이전 기
간의 자원수준과 매출, 예상매출, 그리고 대리인문제 및 행
동적 요인에 따라 현재 자원의 수준을 결정한다. 특히 원가
행태와 관련하여 변동적이지도 않고 고정적이지도 않은 특
성을 지니는 자원을 ‘하방경직적 자원(sticky resource)’라 
정의하며, 이러한 자원에 대한 의도적인 의사결정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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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원가행태의 비대칭성이 초래되는 것이다[9].
경영자는 향후 매출과 관련하여 경제적 정보에 근거하

여 최선의 추론을 반영한 의사결정을 실시한다. 이러한 
이유로 전기 매출액이 증가(감소)할 경우 향후 매출에 대
하여 낙관적(비관적)인 추정을 하게 된다. 아울러 행동경
제학 관련 선행연구에 따르면 경영자들은 미래경향을 추
정할 때 과거의 경향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12]. 따라서 전기 매출액의 증감에 따라 경영자는 향
후 매출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으
며 이러한 예측에 따라 원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함
으로써 자원을 소비하는 것이다.

연구개발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기업가치, 
가치관련성, 이익조정, 그리고 기업성과와의 관계에 초점
을 맞추어 왔다. 해당 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개발비가 
주가 혹은 주가수익률과 양(+)의 관계가 있거나[13,14], 
연구개발비 지출정보가 미래주가와 연관되어 있다는 결
과[15]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연구개발비 지출이 경제적 
효익을 지니지 않거나 자산화 된 연구개발비가 부분적으
로 부정적인 투자자 반응을 초래하고, 비용화 된 연구개
발비는 긍정적인 반응을 초래한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
고 있다[15, 16]. 이처럼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수행되어졌으며 그 결과 연구개발비 지출은 자
본시장과 양의 관계에 있다는 연구결과가 주로 제시되었
다. 반면에 최근 연구에서는 연구개발비 지출이 경제적 
효익이 없으며,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투자자의 반응이 
상이하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다.

그동안 연구개발비 원가행태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는 판매관리비의 원가행태의 비대칭성을 분석함에 있어 
대비목적으로써 연구개발비 항목을 사용하여 검증을 실
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대비했을 때 
차별적인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
발비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아울러 전기 매출액 변동이 각 원가행태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고자 한다. 

3. 가설 및 연구모형

현재 공시되고 있는 연구개발비 관련 정보를 살펴보
면, 원재료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위탁용역비, 기타로 
구분되어 있다. 상기의 내용을 전통적 관점으로 구분해보
면 원재료비는 생산량과 비례해서 발생하는 변동원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인건비와 감가상각비는 고정원가

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연구에
서는 전통적 관점과는 달리 원가행태의 기본요소인 자원
조정원가와 경영자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원가가 대칭
적이지 않고 비대칭적인 원가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9]. 조정원가가 크지 않고 의미 있는 수준일 때 원가
의 비대칭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극단적으로 
큰 수준의 조정원가가 발생할 경우 고정원가와 같은 행
태를 나타내게 되고, 극단적으로 작은 수준의 조정원가가 
발생할 경우 변동원가와 같은 행태를 나타내게 될 것이
다. 상술된 내용들을 종합하여 연구개발비 및 각 세부항
목의 원가행태가 대칭적인지 비대칭적인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의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 연구개발비 및 세부항목의 원가행태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매출액의 변동은 시간 경과에 따라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8]. 전기 매출액의 증가는 차기 매출액의 증가 가능
성을 나타낼 수 있는 반면, 전기 매출액의 감소는 차기 
매출액에 대한 감소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다. 즉, 이전 
기간의 매출액 변동 방향은 향후 기간에 대한 경영자의 
낙관적(optimism) 혹은 비관적(pessimism) 전망과 같
은 경영자의 기대에 대한 대용치로 사용 가능하다. 

경영자는 이러한 과거의 경향을 기반으로 하여 미래에 
대한 수요를 전망하기 때문에 이전 기간 매출액의 변동
은 당기의 원가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가설 1]에서 사용하는 1기간 모형의 경우 전기 매
출액의 변동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당기 매출액의 변동 
방향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당기의 원가행태에는 전기 매
출액 변동방향과 당기 매출액 변동방향에 대한 평균적인 
결과치가 산출된다. 그러므로 [가설 2]에서는 2기간 모형
을 이용하여 이전 기간의 매출액 변동에 따른 경영자의 
기대와 관련하여 원가행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자 한다. 

[가설 2] 전기 매출액 변동이 연구개발비 및 세부항목의 
원가행태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비 세부항목의 원
가비대칭성[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한 1기간모형은 다음
과 같다. 해당 모형에서 회귀계수 은 매출액 증가율에 
대한 원가증가율을 나타낸다. 매출액 감소율에 대한 원가
감소율은 +의 값을 통하여 분석할 수 있다. 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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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 원가가 대칭적인 원
가행태를 나타내는 것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
낼 경우 비대칭적 원가행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구체적으로 >(+ )일 경우 매출액 증가율에 대
한 원가증가율보다 매출액 감소율에 대한 원가감소율이 
작은 하방경직적 원가행태로 볼 수 있다. 반면에 <(
+ )일 경우 매출액 증가율에 대한 원가증가율보다 매출
액 감소율에 대한 원가감소율이 큰 역하방경직적 원가행
태로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선행연구에서 원가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유형고정자산집중도, 종업
원집중도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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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i기업 t기 연구개발비 및 세부항목
 : i기업 t기 매출액
 : 당기 매출액 감소 더미변수

   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   : 유형고정자산집중도, 

ln(유형고정자산/매출액)
  -   : 종업원집중도, ln(종업원수/매출액)

전기 매출액변동이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비 세부항
목의 원가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2기간 모
형[가설 2]은 다음과 같다. 해당모형에서   ,  

은 전기 매출액 증가 집단에 대한 당기의 원가행태를 나
타낸다.   ,  는 전기 매출액 감소 집단에 대한 
당기의 원가행태를 나타낸다. 전기 매출액이 증가된 집단
에서 당기 매출액이 증가한 기업의 원가행태는  의 
값으로 확인할 수 있고, 감소한 기업의 원가행태는 

 + 의 값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기 매출액이 

감소한 집단 중 당기에 매출액이 증가한 기업의 원가행
태는  의 값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당기에도 매출
액이 감소한 기업의 원가행태는  + 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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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기업 t기 연구개발비 및 세부항목
 : i기업 t기 매출액
   : 전기 매출액 증가 더미변수

    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 전기 매출액 감소 더미변수

    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 당기 매출액 감소 더미변수

   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TS2000
에서 표본을 추출하였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속하는 
기업 중 은행, 증권 및 보험업에 속하지 않으며 결산일이 12
월말인 제조 기업으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을 초과하거나 누락된 표본을 제외하였으며 선행
연구와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상･하위 0.5%
인 표본을 제외하였다[8, 9]. 이러한 기준에 따라 최종 표
본은 2,623개의 기업-연도가 선정되었다.

4. 실증분석 결과

Table 1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량이다. 해당 내용에는 주요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1사
분위수, 중위수, 3사분위수가 제시되어 있다. 

Mean STD 25% Med 75%

sales 0.0101 0.1066 -0.0539 0.0160 0.0781

sga 0.0355 0.1116 -0.0235 0.0371 0.1013

rd -0.0067 0.3752 -0.1223 0.0292 0.1740

rdm 0.0273 0.4823 -0.2497 0.0268 0.3244

rds 0.0497 0.1706 -0.0488 0.0489 0.1435

rdd 0.0707 0.3162 -0.1110 0.0274 0.2065

rdc 0.0283 0.6344 -0.3404 0.0067 0.4129

rde 0.0540 0.5106 -0.1896 0.0427 0.2704

1) sales: 매출액, sga: 판매관리비, rd: 연구개발비
2) [연구개발비 세부사항] 
rdm: 재료비, rds: 인건비, rdd: 감가상각비, 
rdc: 위탁용역비, rde:기타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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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에서는 본 연구의 [가설 1]을 검증한 회귀분
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의 관심변수인 
연구개발비에서는 비대칭적 원가행태가 관측되지 않았
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연구개발비를 구성하는 각 세
부항목의 원가행태가 상이하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 세부항목의 원가행태를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결과 다른 항목에서는 대칭적인 원
가행태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감가상각비 및 기타 항목에
서 원가의 비대칭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먼저 
감가상각비의 경우 의 값이 –0.116로 유의하게 나타났
으며 하방경직적인 원가행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매출액이 감소율보다 감가상각비의 감소
율이 더 작은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기타항목의 경우 
의 값이 –0.085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 또한 하방
경직적인 원가행태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연구
개발비 세부내역을 공시할 때 기타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하방경직적인 원가행태를 나타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sga 0.387***
(10.126)

0.216
(0.739)

-0.072*
(-1.896)

0.314
(1.073) 0.127

rd 0.083**
(1.998)

-0.010
(-0.240)

-0.034
(-0.394)

0.265
(0.367) 0.005

rdm 0.063
(0.813)

0.255
(0.356)

-0.034
(-0.394)

0.265
(0.367) 0.003

rds 0.077
(1.279)

-0.181
(-0.379)

0.019
(0.325)

-0.254
(-0.539) 0.013

rdd 0.159*
(1.852)

-0.116*
(-1.347)

-0.036
(-0.432)

0.359
(0.488) 0.003

rdc 0.151
(1.499)

0.264
(0.322)

0.022
(0.250)

0.241
(0.295) 0.013

rde 0.188***
(4.312)

-0.085*
(-1.954)

-0.033
(-0.776)

-0.094
(-0.265) 0.014

1) sga: 판매관리비, rd: 연구개발비, rdm: 재료비, 
rds: 인건비, rdd: 감가상각비, rdc: 위탁용역비, rde:기타

Table 2. Regression Analysis(Hypothesis 1)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
되는 1기간 모형의 경우 이전 기의 매출액의 변동이 당
기의 원가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분석
하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 해결하기 
위하여 2기간 모형을 통한 보다 세부적인 분석이 가능하
다.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한 2기간 모형에 대한 분석결
과는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은 전기 매출액이 
증가하였고 당기 매출액 또한 증가한 표본 집단, ( 

+  )은 전기 매출액은 증가하였으나 당기의 매출액
이 감소한  표본 집단에 대한 당기의 원가행태를 나타낸
다.  은 전기 매출액이 감소하였고 당기 매출액은 
증가한 표본 집단, ( +  )은 전기, 당기 매출액 
모두 감소한 표본 집단의 원가행태를 나타낸다. 

먼저 판매관리비의 경우 전기 매출액이 증가한 경우 

 의 값이 –0.127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하방

경직적인 원가행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기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가 0.056로 유의한 값을 나
타내고 있으며 역 하방경직적인 원가행태를 보이는 것으
로 분석된다. 이러한 결과 값은 이전 매출액이 증가할 경
우 경영자는 향 후 매출 또한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기의 매출액이 감소되더라도 
기존에 발생하던 비용을 감소시키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이전 매출액이 감소할 경우 향 후 매출에 대한 기
대가 낮기 때문에 당기에 매출액이 감소하는 것을 보고 
관련 비용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역 하방경직적 원가행태
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관심변수인 연구개발비 및 세부항목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개발비 총액의 경우 
전기 매출액이 증가하고 당기 매출액이 감소하는 경우 
역 하방경직적인 원가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  
0.100). 이는 전기의 매출액 변동의 방향과는 관계없이 
당기의 매출액이 감소하면 바로 연구개발비를 줄이는 의
사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연구개발비 세부
항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연구개발비에 대한 원
가의사결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인건비의 
경우 전기 매출액이 증가한 후 당기 매출액이 감소하는 
경우 하방경직적인 원가행태(  : -0.067)를 나타냈
다. 인건비의 경우 고정비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매
출액이 감소한다고 해서 즉시 감소시킬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된
다. 위탁용역비의 경우 전기 매출액이 감소하고 당기에도 
감소하는 경우 하방경직적인 원가행태(  : -0.137)
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기 및 
당기의 매출액이 감소한다고 해서 즉시 위탁용역비를 줄
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기타 항목에 대한 분
석결과 전기 매출액이 증가하고 당기에는 감소하는 경우 하
방경직적인 원가행태(  : -0.110)를 보였다. 이는 전기 
매출액이 증가할 경우 경영자는 당기에 매출액이 감소하더
라도 즉시 관련 비용을 줄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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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a 0.350***
(12.177)

-0.127***
(-4.359)

0.134***
(4.296)

0.056*
(1.767) 0.112

rd 0.065**
(2.073)

0.100***
(3.193)

-0.021
(-0.547)

0.087**
(2.300) 0.026

rdm 0.153***
(2.830)

-0.032
(-0.578)

0.090
(1.133)

-0.067
(-0.829) 0.013

rds 0.254***
(5.813)

-0.067*
(-1.510)

-0.035
(-0.598)

0.084
(1.414) 0.047

rdd 0.140***
(2.661)

-0.041
(-0.776)

0.018
(0.253)

-0.075
(-1.029) 0.010

rdc 0.179***
(2.948)

-0.049
(-0.808)

0.273***
(3.691)

-0.137*
(-1.832) 0.050

rde 0.238***
(6.919)

-0.110***
(-3.187)

0.051
(1.278)

0.011
(0.267) 0.031

1) sga: 판매관리비, rd: 연구개발비, rdm: 재료비, 
rds: 인건비, rdd: 감가상각비, rdc: 위탁용역비, rde:기타

Table 3. Regression Analysis(Hypothesis 2)

5. 결론

본 연구는 전기 매출액 변동이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
발비 세부항목의 원가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
하였다. 선행연구와의 비교가능성의 제고하기 위하여 주
로 사용된 1기간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전기 매출액이 원
가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보다 심도 깊은 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2기간 모형을 사용하였다. 또한 기존 연
구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판매관리비뿐만 아니라 본 연구
의 관심변수인 연구개발비 및 세부항목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1기간 모형을 이용한 분
석결과 감가상각비, 기타 항목에서만 하방경직적인 원가
행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1기간 모형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한계점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1기
간 모형의 경우 전기의 매출액 방향(증가, 감소)과는 관
계없이 전기 매출액 방향의 평균값이 당기의 원가행태에 
반영된다. 추가적으로 판매관리비와 연구개발비 모두 각 
세부항목들의 합으로 구성된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심도 깊은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부
항목에 대한 분석도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설 2]의 검증을 실시함
으로써 각 원가 세부항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고, 전
기 매출액의 변동 방향에 따른 결과 값들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판매관리비의 경우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전기
매출액이 증가하는 경우 당기에 매출액이 감소하더라도 

원가를 바로 줄이지 않는 의사결정을 하며, 전기 매출액
이 감소하고 당기에도 감소하는 경우 즉시 원가를 줄이
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전기 매출액이 증가하고 당기 매출액이 감소하는 경우 
인건비와 기타항목은 즉시 감소시키지 않고 유지시키는 
하방경직적인 원가행태를 보였다. 반면에 총 연구개발비
의 원가행태가 즉시 감소시키는 역하방경직적인 원가행
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인건비와 기타항목이 연구개
발비 전체의 원가행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기 매출액이 감소하고 당기에도 감소하는 경
우 위탁용역비만 하방경직적인 원가행태를 나타내고 있
다. 이는 2년 연속으로 매출액이 감소하더라고 위탁용역
비를 즉시 줄이지 않고 오히려 유지시키는 의사결정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는 매출액이 감소추세에 
있을 때 경영진들은 내부자원을 이용하는 것보다 외부에 
위탁하여 연구를 진행하려는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것으
로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연구개발비 및 세부항목에 대한 원가행태 
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판매관리비 혹은 연구개발비만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각 연구개발비 세부
항목의 원가행태가 총 연구개발비의 원가행태에서 어떠
한 비중을 차지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연구개발비 및 세부
항목의 원가행태의 시사점에 대하여 확인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실무적으로는 전기 매출액 변동에 따라 경영자들
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진행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회계
정보이용자들이 원가행태를 바탕으로 경영자의사결정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이해가능성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도 그 의의가 있다. 반면에 본 연구는 제조기업들의 전반
적인 원가행태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산업별, 업종별, 
매출별로 원가행태를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진
다. 이러한 내용은 향 후 연구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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