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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중국기업의 기업수명주기를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등 3단계로 구분하여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중소상장기업(SME) 3,750개를 대상으로 공시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수명주기별 연구개발투자강도(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총액)가 경영성과(총자산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구개발투자강도(RDS)
과 차기(t년도)의 기업 경영성과(ROA)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기업수명주기에 따라 연구개발투자
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관련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할 때 산업특성 및 기업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투자와 관련한 지출 규모, 자원을 투입 시간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기업주명주기, 중소상장기업, 경영성과, 연구개발투자, 정부지원 

Abstract  The study divided the life cycle of Chinese companies into three stages from 2011 to 2017, 
3,750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 used disclosure data to analyze the intensity of R&D 
investment by company life cycle.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impact of wealth(ROA) on the 
performance of R&D investment(RDS) and the next(t) business performance,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investments had a different impact on the company's performance depending on the life 
cycle of the compan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help determine the amount of 
expenditure related to R&D investment and the time of input of resources in consideration of industrial 
characteristics and corporate characteristics when making strategic decisions related to R&D 
investment of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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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제4차 산업혁명은 중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산업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중
국의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전통적인 산업의 발달
과는 달리, 중국 신흥 첨단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시작되었으며,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엄청난 발
전과 성과를 이루고 있다. 

중국 제조 산업은 전례 없는 기회에 직면하기도 하지
만 어려움도 있다. IT기술이 고도로 발전한 지식 경제시
대에서 연구개발을 통한 첨단기술의 빠른 획득은 기업 
핵심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기업
들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혁신과 기술의 
통합을 통해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1]. 

2017년, 중국의 총 연구개발 지출은 1조 7606.1억 위
안에 달했고 전년 대비 192.94억 위안이 증가(12.3% 증
가)하였고, 2012년보다 70.9% 증가하였다. 연구개발투
자(R&D) 비중(연구개발비와 GDP의 비율)은 2.13%로 
전년도에 비해 0.02% 포인트 증가했다. 연구개발비의 급
격한 증가로 중국의 연구개발 지출 비중은 과거 2.5%에
서 19.6%로 증가했다. 중국의 중소기업은 중국기업 총수
의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술 혁신의 약 70%, 
발명 특허의 65%, 신제품의 80% 이상이 중소기업이 주
도하고 있는 실정이다[2]. 

따라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중국의 경제발전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증
권거래소의 중소상장기업(SME)은 탁월한 사업아이템, 
빠른 성장, 첨단 기술, 콘텐츠 및 효율적인 유통체계를 보
유하고 있다. 기업은 수명주기별로 자본에 대한 요구 사
항, 비즈니스 특성 및 정보 제약 조건이 동일하지 않다. 
연구개발투자 시기가 합리적인지 여부, 그 당시 기업의 
실제 요구 사항과 일치하는지, 투자 된 자금 비율이 적절
한지 여부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활동의 성공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쳐 최종적으로 기업의 최종실적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3]. 

기업의 경영성과에 관련하여 중국의 학계에서는 기존
의 단순한 경영학의 범위에서 벗어나 다학제 융·복합 학
문으로서 상호작용에 대해 연구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을 인식하
고, 최근에 중소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연구개발투자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국기업의 기업수명주기
를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등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중소상장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차기(t년도)의 경영성과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분석하고 한다. 본 연구결
과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관련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할 때 관련된 연구개발 지출 규모 및 투입기간 등을 결정
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2. 이론적 고찰 
연구개발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며 연구개발은 기초연

구, 응용연구, 실험개발이라는 세 가지 활동을 포함한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연구개발이 국가의 경제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고 있다[4,5].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지표는 연구개발투자액 
및 연구개발투자강도이다. 연구개발투자액은 총액으로 
연구개발투자를 측정하고 연구개발투자강도는 연구개발
투자 활동에게 모든 자원의 비중을 기꺼이 감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강도와 효율성은 기
업의 장기적인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6]. 중국
은 최근에 기업들의 연구개발투자 활동에 관한 데이터를 
공개하기 시작하였다. 

齐秀辉‧王维‧武志勇(2016)은 기업 연구개발투자를 연
구개발비/기업 총자산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7]. 曾德
明·苏蕊蕊·文金艳(2015)은 연구개발투자가 기업의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연구개발 인력의 수로 산출하였고 연구개발비 지출은 기
업의 규모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으며 절대 지표로 모델
링하면 경험적 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8].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지표는 연구개발투자액 
및 연구개발투자강도이다. 연구개발투자액은 총액으로 
연구개발투자를 측정하고 연구개발투자강도는 연구개발
투자 활동에게 모든 자원의 비중을 기꺼이 감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
강도를 상대적 지표로 사용한다[9].  

陈寿雨(2014)는 중국에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이 가
장 활성화된 절강성의 203개 중소 섬유기업을 대상으로 
혁신현황을 계량적 실증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각종 혁
신 유형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다양
한 혁신은 중소기업의 재무성과 및 성장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무지표를 중심으로 경영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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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Selection Procedure Sample 
Number

Audit Opinion of Stock Listed Companies in 
2012-2017 5,382
  - Except of Financial Services December 

Settlement Companies (327)
  - Except of Without Financial Data Companies (734)
  - Except of extremes in up and down 1% 

Companies (571)
Final Sample 3,750

Table 1. Sample Selection 에 대한 측정항목을 설정하였으며, 정부보조강도, 기업 
연구개발(R&D)투자 강도, 총자본이익률（ROA), 자산 부
채 비율, 영업소득증가율 등 5개 측정항목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은 연구대상 중소기업을 성장기, 성숙기 및 쇠
퇴기의 3 단계로 나누었다. 기업은 수명주기 단계별로 재
무적인 성과지표(매출액 증가율, 회계이익, 연구개발비, 
자본적 지출, 장부가액 대비 시장가치비율 등)와 비재무
적인 성과지표(종업원수, 기업연령 등) 간에 차이를 보이
게 된다. 

Anthony & Ramesh(1992)는 기업수명주기 별로 주
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의 역할에 차이가 존재하
는지를 분석한 결과, 성장단계에서는 매출액과 자본적 지출
의 증가가 중요한 변수가 되고 시장수익률과 양의 관계를 
가지나, 쇠퇴단계로 갈수록 그 관계가 점차 약해졌다[11].

Dickinson(2006)은 현금흐름(영업 현금흐름, 투자 
현금흐름 및 금융 현금흐름을 포함)과 기업의 수명주기 
간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12]. 

梁莱歆‧金杨‧赵娜(2010)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심천 주식시장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수명주기 단계별 
연구개발투자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
였는데, 성장기에 연구개발투자는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며 장기적인 누적효과가 있고, 성숙기에는 연구
개발투자의 누적효과가 상대적으로 짧으며, 쇠퇴기에는 
누적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13]. 

선행연구에 따르면, 연구개발투자가 경영성과에 긍정
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연구개발투자가 기업성
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에서, 매출액 증가 및 수익성 증
가와 같은 재무적 성과는 조직혁신을 제외한 인사혁신, 
제품혁신, 공정혁신이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
면서 특히 공정혁신이 재무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3. 분석방법 
3.1 표본선정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중소상장기업(SME)을 대상으
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치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분석에 사용
된 변수를 상하 1%의 한계치를 제외한 최종 표본은 
3750개 기업-년도이다. 

3.2 분성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수명주기별 연구개발투자가 경

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을 주안점
으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사용
하고자 한다. 식1은 연구개발투자강도가 경영성과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모형에서는 연구개
발투자강도(RDS) 변수의 회귀계수 해석에 주안점을 두
고 있다[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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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ROA=경영성과: 총자산이익률
 RDS=연구개발투자강도: 연구개발투자액/매출액
 SUB=정부지원강도: 정부보조금/ 매출액
 GROW= 매출액증가율
 LEV=부채비율: 부채/자본
 SIZE=기업규모: 자산의 자연대수
 STATE= 기업 속성: 국유, 비 국유 

식2는 성장기 있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강도가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모형이다. 성장기
(A) 및 연구개발투자강도(RDS)의 상호작용(A× RDS)의 
회귀계수 해석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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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융복합연구 제17권 제6호46

식3은 성숙기(B)에서의 연구개발투자강도가 경영성과
에 주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성숙기(B)에서는 
성숙기변수(B) 및 연구개발투자강도(RDS)의 상호작용
(B× RDS)의 회귀계수 해석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17].

, 0 1 , 1 2 , 1 3 , 1 , 1 4 , 1 5 , 1

6 , 1 7 , 1 ,

 
                     +

i t i t i t i t i t i t i t

i t i t i t

ROA RDS SUB B RDS GROW LEV
SIZE STATE

b b b b b b

b b e
- - - - - -

- -

= + + + ´ + +

+ +     
                                        식3

식4는 쇠퇴기(C) 및 연구개발투자강도(RDS)의 상호
작용(C× RDS)의 회귀계수 해석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18].

, 0 1 , 1 2 , 1 3 , 1 , 1 4 , 1 5 , 1

6 , 1 7 , 1 ,                     +
i t i t i t i t i t i t i t

i t i t i t

ROA RDS SUB C RDS GROW LEV
SIZE STATE

b b b b b b

b b e
- - - - - -

- -

= + + + ´ + +

+ +     
                                        식4

4. 실증분석 
4.1 기술통계량

연구표본에서 경영성과변수인 총자산이익률(ROA)은 
평균적으로 약 5.8%이다. 연구개발투자강도변수(RDS) 
의 평균은 3.5%이며 최댓값은 24.2%이다. 기업 매출액
증가율변수(GROW)의 평균은 약 13.4%이며 기업규모변
수(SIZE)의 평균은 약 21.58이며 부채비율변수(LEV)의 
평균은 약 37.9%이다. 정부지원강도변수(SUB)의 평균은 
1%, 중앙값은 10.6%이다. 

4.2 상관분석
경영성과변수(ROA)와 부채비율변수(LEV)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미래의 경영성과가 감소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경
영성과변수(ROA)와 기업 성장기(A)는 부(-)의 상관관계
가 있는데 이는 성장기에서는 기업들의 미래발전 위해 
많은 자원투입을 진행하는 단계로 자산이익률은 낮게 나
타나게 된다. 성숙기(B)는 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데 이는 성숙기에서는 기업의 매출액이 대폭 증가하고 
수익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쇠퇴기(C)는 부(-)의 상관관
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쇠퇴기에 들어서면서 기업의 

매출액이 감소하고 생산원가의 급증으로 수익이 감소하
기 때문이다. 

4.3 분석결과 
4.3.1 연구개발투자강도와 경영성과
Table 2의 결과에 따르면, 연구개발투자강도(RDS)의 

회귀계수 값은 –0.010 이며 10%수준에서 유의한 부(-)의 
값을 가진다. 이는 1년 동안 연구개발투자강도가 기업 경영
성과에 일정한 범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있음을 의미이다.

또한, 통제변수인 매출액증가율(GROW)의 계수 값은 
0.025이며 1%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값을 나타났다. 
정부지원(SUB), 부채비율(LEV), 기업규모(SIZE)의 계수 
값은 각각 –0.428, –0.034, -0.027이며 1%수준에서 유
의한 부(-)의 값을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F값은 약 58.48, 유의수준은 1% 이하로 회귀모형은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N=3750 Dependent Variable(ROA)
Intercept 0.038 17.67***

RDS -0.010 (-1.76)*
SUB -0.428 (-3.22)***

GROW 0.025 4.17***
LEV -0.034 (-3.7)***
SIZE -0.027 (-15.14)***

STATE -0.003 -0.55
F 58.48***

Adj R-Sq 0.085
p: ***<0.01, **<0.05 and *<0.10.

Table 2. Results of RDS & ROA

4.3.2 수명주기와 경영성과
Table 3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업 성장기(A) 및 연

구개발투자강도의 상호작용(A*RDS)의 회귀계수 값은 
-0.043 이며 1%, 5%, 10%수준에서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기업 성장기(A)에서 연구개발투자강도가 
기업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통제변수인 매출액증가율(GROW)의 계수 값은 
0.026 이며 1%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고 정
부지원(SUB), 부채비율(LEV), 기업규모(SIZE)의 계수 값
은 각각-0.426, -0.034, -0.027이며 1%수준에서 유의
한 부(-)의 값을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F
값은 약 50.19, 유의수준은 1% 이하로 회귀모형은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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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3750 Dependent Variable(ROA)
Intercept 0.647 17.55***

RDS -0.027 (-3.7)***
SUB -0.426 (-3.21)***

A*RDS -0.043 -0.7
GROW 0.026 4.2***
LEV -0.034 (-3.65)***
SIZE -0.027 (-15.13)***

STATE -0.003 -0.56
F 50.19***

Adj   R-Sq 0.085
p: ***<0.01, **<0.05 and *<0.10.

Table 3. Results of Growing Period(A) & ROA

Table 4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성숙기(B) 및 연구개
발투자강도의 상호작용(B*RDS)의 회귀계수 값은 0.374 
이며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진다. 성숙기
(B)에서 연구개발투자강도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통제변수인 매출액증가율(GROW)의 계수 값은 
0.027 이며 1%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고 정
부지원(SUB), 부채비율(LEV), 기업규모(SIZE)의 계수 값
은 각각 –0.405, -0.030, -0.027이며 1%수준에서 유의
한 부(-)의 값을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F
값은 약 55.28, 유의수준은 1% 이하로 회귀모형은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N=3750 Dependent Variable(ROA)
Intercept 0.640 17.49***

RDS -0.089 (-1.81)*
SUB -0.405 (-3.06)***

B*RDS 0.374 5.75***
GROW 0.027 4.42***
LEV -0.030 (-3.19)***
SIZE -0.027 (-15.1)***

STATE -0.005 -1.02
F 55.28***

Adj   R-Sq 0.088
p: ***<0.01, **<0.05 and *<0.10.

Table 4. Results of Maturity Period(A) & ROA

Table 5의 결과를 보면 기업 쇠퇴기 및 연구개발투자
강도의 상호작용(C*RDS)의 회귀계수 값은 -0.514 이며 
1% 수준에서 유의한 부(-)의 값을 가진다. 이는 쇠퇴기의 
경우, 기업 경영성과가 점차적으로 나빠지고 있음을 의미

한다. 이런 결과는 쇠퇴기에서 연구개발투자강도가 기업 
경영성과에 더 이상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을 의미한다. 

또한, 통제변수인 매출액증가율(GROW)의 계수 값은 
0.025이며 1%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고 정
부지원(SUB), 부채비율(LEV), 기업규모(SIZE)의 계수 값
은 각각 –0.426, -0.035, -0.027이며 1%수준에서 유의
한 부(-)의 값을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F
값은 약 51.89, 유의수준은 1% 이하로 회귀모형은 통계
적으로 유의하다.

N=3750 Dependent Variable(ROA)
Intercept 0.655 17.64***

RDS -0.035 (-3.68)***
SUB -0.426 (-3.21)***

C*RDS -0.514 (-3.37)**
GROW 0.025 4.07***
LEV -0.035 (-3.73)***
SIZE -0.027 (-15.15)***

STATE -0.004 -0.68
F 51.89***

Adj   R-Sq 0.087
p: ***<0.01, **<0.05 and *<0.10.

Table 5. Results of Decline Period(A) & ROA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중소상

장기업(SME) 3,750개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공시데이터
를 활용하여 기업수명주기별 연구개발투자강도(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총액)가 경영성과(총자산이익률)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
된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개발투자가 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연구개발투자강도(RDS)과 차기(t년
도)의 기업 경영성과(ROA)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즉, 중국 중소상장기업(SME)보드에서 
있는 3,750개 기업에 대해, 총체적으로 연구개발투자강
도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소극적 영형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기업수명주기에 따라 연구개발투자가 기업의 경
영성과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장
기(A)의 경우 연구개발투자강도(RDS)가 기업의 경영성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7권 제6호48

과(ROA)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초기의 투자가 성과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
석된다. 하지만 성장기는 기업의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적
극적인 연구개발투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성숙기(B)에 들어서면서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강도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성숙기에 들어서면서 기업은 점차적으로 
성숙단계에 들어서게 되었고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초기의 투자가 효과를 발
생하기 때문이다. 즉, 연구개발투자의 높은 효율성으로 
인해 기업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투자를 더 
늘리고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려고 한다. 

쇠퇴기(C)에는 연구개발투자강도(RDS)가 기업 경영
성과(ROA)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 쇠퇴기에 들어서면서 더 이상 시장주도적인 제품
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기존방향으로 무차별한 
투자는 오히려 기업의 경제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점차 감
소하고 신제품의 연구개발이 실패하거나 시장에서 완전
히 수용되지 못하여 기업에 긍정적인 경영성과를 가져 
오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기업들은 초기의 연구개발투자강도를 적극적
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실험과 연구개발에 끊임없는 투자
와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관련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할 때 산업특
성 및 기업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투자와 관련한 지출 
규모, 자원을 투입 시간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국가의 다양한 산업분야가 결
합하여 물류교통, 인재개발 등 학문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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