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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국문초록

최근 세계 각국은 기존산업에서 혁신기술 기반산업으로 전환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차세대 국

가경쟁력을 이끌어나갈 중요한 산업으로 벤처기업의 성장에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벤처기업

고유의 특성인 기술적 관점에서 R&D 투자와 벤처기업 성과를 분석하는 연구와 방법들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의 R&D 투자와 그 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그 결과들을 도출 하였다. 특히, 기존의 연구에서 미흡하게 적용되는 연매출 1000

억원을 달성한 벤처기업의 실증적 사례를 그 대상으로 하여 상관관계분석, 패널 회귀분석으로 검증 하

였다. 연구 결과로는 첫째 수도권보다는 지방소재 벤처기업이 R&D투자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났으며, 둘째 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이 높은 경우 연구개발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결론적으로 R&D 투자를 통한 연구개발 성과가 벤처기업 성공의 핵심역량이 되는 요소임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주제어 : 벤처기업, R&D투자, 성과결정, 핵심역량, 재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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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혁신기술 기반의 산업구조로 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고용창출과 국가성장력을 이끌어나갈 신성장동력으로 벤처기

업의 육성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기존 중소기업과는 달리 모험 창업가에 의해 창업되어

고 위험 고 수익이 동반되는 벤처기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균형발전, 산업구조의 고도화,

대기업보다 높은 일자리창출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여러 가지 긍정적 측면에서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벤처기업은 1950년대 이후 미국에서 나타난 소규모 기업 형태로 창조적 아이디어와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모험적인 사업을 운영하며 첨단산업의 발전에 따라 신제품의 개발 등 다

양한 혁신적 활동을 통해 차별화된 시장을 창출하는 새로운 산업형태에 속해 있는 기업을

말한다. 한국의 경우 1990년대 후반, 수많은 기존기업들이 파산하는 가운데 새로운 경제 위

기 극복방안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고, 정부정책에서 산업구조의 개편

을 통한 대기업과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특히 선진국형 첨단 산업분야 개발을

통하여 국가에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1997 년 이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각종 지원법령과 정책이 마련되고 막대한 정부자금이 벤처기업을 양성하기 위해 사용되

고 벤처기업의 육성에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벤처기업 창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으로 벤처기

업의 국가적으로 확산과 더불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특히 <표 1>과 같이 1000억이

넘는 벤처 기업의 숫자는 2004년 68개에서 2016년 513개로 꾸준히 증가 하고 연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한 벤처기업의 총 매출은 전년도 101조원에서 2016년 107조원으로 6% 증가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2017). 이처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성장이 둔화 되고 있

는 가운데 매출 증가와 해외수출을 통한 국제수지 개선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벤처기업

기반의 성장전략이 현재 까지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연도별 매출 1000억 벤처기업수 (중소벤처기업부 2017)

(단위: 개,%)

구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기업수 68 78 102 152 202 242 315 381 416 453 460 474 513

증감 10 24 50 50 40 73 66 35 37 7 14 39

증감률 14.7 30.8 49.0 32.9 19.8 30.2 21.0 9.2 8.9 1.5 3.0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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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벤처기업은 특성상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른 반면 도산의 위험도 또한 높다. 주요한

원인으로는 수익성 부족과 창업자의 독단으로 인한 폐단 및 초기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험

부족으로 마케팅과 자금조달의 취약성, 기술개발부문의 한계상황 등 수 많은 문제점을 복합

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기업경영측면에서 벤처기업의 성과와 관계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영향요인들이 상호작용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고 이러한 현상들을 효과적으로

연구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기존 벤처 연구들은 그동안 다양한 형태의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지금까지 벤처기업

성과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주로 전략경영연구 분야의 연구로 기업가특성, 벤처기업전략, 자원

과 산업구조, 조직구조와 프로세스 및 시스템으로 연구되어 왔다(Chrisman, Bauerschmidt and

Hofer 1998). 이러한 연구들은 초기에는 기업가와 기업가정신에 관련된 것 중심으로 연구가이

루 어졌으나 이후 벤처기업의 양적 증가와 성장에 따라 다른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벤처기업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R&D 투자와 벤처기업 성과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연구가 미흡 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벤처기업에 있어 기업이 달

성한 성과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과 벤처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재무비

율과 R&D 투자비율과 관계를 어떻게 연계하여 볼 것인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벤처기업에 관련된 연구는 1980년대 중반부터 벤처산업의 다양한 특성이나

벤처캐피탈의 형태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벤처기업의 주요 성공요인에 관한 연

구, 벤처기업의 성장단계에서 각 단계별로 도출된 성공요인과 발생된 문제점 등에 관한 일반

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 벤처기업의 재무비율과 R&D 투자비율과 관련된

분석들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현재 지식사회에서 수출을 통한 국가경

제성장과 기술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R&D 투자성과의 결정요인들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

서 본 연구에서는 지적자산을 대표할 수 있는 R&D 투자와 기술개발 그리고 벤처기업의

R&D투자와 결정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성공한 벤처기업에서 재무비율

이 매출액 R&D 투자비율과의 상관관계를 제시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벤처기업의 주요역량인 재무비율이 매출액 R&D투자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

명하기 위해 연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실증 연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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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벤처기업의 성과 향상 요인

그동안 수많은 연구자들이 벤처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특성 요인들을 밝히

고자 연구와 노력을 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연구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만일 어떤 특

성 요인이 벤처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주는지 명확히 알 수 있다면, 기업가들은

이를 기반으로 경영전략이나 경영관리 그리고 운영방법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벤

처기업이 성공할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기존 벤처기업의 성과와 관련된 초기연구는

기업가 및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내용이 주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기업전략, 기업조직, 산업

구조, 환경영향 등 다양한 부분으로 연구 되고 있다. 특히 벤처기업 관점에서 경쟁우위를 가

지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기존연구 연구로는 Rumelt(1974)의 기업전략으로 다각

화를 기반으로 기업 성과의 산업조직론에 기초로 한 실증적인 연구와 경쟁 전략을 중심으로

기업이 경쟁 우위를 설명하고 있는 Porter(1980)의 기업전략에 관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리

고 최근에는 벤처기업의 중요한 무형 자산인 지식분야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을 벤처기업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다. 벤처기업은 기

업의 규모 측면이나 사업에 대한 경험과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 경쟁자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세분시장을 찾는 틈새시장 전략을 추구하여 제한된 역량 집중을 통해 성과를

달성하거나, 벤처기업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신 기술기반으로 일반 시장에서 경쟁하는 전

략을 추구할 수 있다. 예로서 박복재와 장선미(2014)는 독일의 중소기업들이 혁신기술은 활

용한 틈새산업 발굴을 통해 성공적인 성장을 이끌어낸 사례를 보더라도 중소기업들의 R&D

활동에 대에 장기적인 지원이 경쟁력 있는 기업 양성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기업

의 매출 신장과 관계되는 수출 측면에서도 최봉호와 김상춘(2010)은 R&D 는 수출총액과 수

출지수 모두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통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

며 R&D지출 수준이 높은 산업과 국가는 더 많은 수출실적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R&D 지출은 국제경쟁에 있어 비교 우위의 확보를 위한 주요한 요인임을 나타낸다고 했다.

박근호, 노승재, 임효창(2007)은 수출은 국내 벤처기업의 해외시장진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기업가 정신, 고용창출 등의 면에서 국가경

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벤처기업의 수출활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벤

처기업의 입장에서도 수출활동은 급속한 기술 및 시장 환경의 변화, 협소한 국내시장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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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확보의 어려움 및 대기업 등과의 과도한 경쟁이라는 제약조건을 극복하고 보다 넓은

시장기회를 제공하여 지속적 기업으로서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며 시장 환경 변화에 적극

적으로 대처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적인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벤처기업의 경쟁전략에 관한 연구에서 Baum(1994)은 혁신 ․중점화제품전략, 가격 ․품질 서

비스 전략, 인적마케팅 전략의 유형을 도출했으며 혁신 ․중점화 제품, 가격 품질 ․서비스, 인

적마케팅 이라는 전략변수를 중심으로 성과와 관련성을 살펴보았는데, 지속적인 제품혁신과

끊임없는 인적 마케팅전략이 벤처기업의 성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했다. 이장우와

장수덕(1999)은 성공벤처기업과 일반 벤처기업과의 비교를 통해, 성공한 벤처기업이 추구하

는 전략을 고찰하였으며 벤처기업이 고성과를 창출을 하기 위해 기술혁신 차별화전략과 외

부자원 활용전략의 활용이 중요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장수덕(2003)은 성과에 영향을 미

치는 전략요인으로 마케팅 차별화와 기술혁신 차별화 전략을 말하고 있다. 안연식과 김현수

(2001)는 국내 벤처기업의 전략을 기술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제품개발전략 및 기술영업 전략

이 벤처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서상혁(2004)은 벤처기업의 성과를 신제품출시

성과, 시장성과 및 경영개선 효과를 중심으로 벤처기업의 기술개발체계, 연구개발 인프라, 연

구개발 관리, 기술경영활동 등과 같은 기술적 요인과의 관계성을 밝히고 있으며 연구개발 인

프라는 시장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연구관리는 시장성과 및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오현목, 이상우, 박병철(2002)은 벤처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기

술개발전략을 기술의 혁신성, 제품의 업그레이드, 외부자원 활용성이라는 차원으로 구분하여

외부환경과의 상황적 관계성에 따라 벤처기업의 매출액증가율 자산증가율 및 투자 수익률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실증연구를 하였다. 여기서 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전략을 채택하는 경

우 일반적으로 고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한주와 황윤섭(2007)은 기술적 성과와

사업적 성과에서 양면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 특성 변수는 연구개발 관리이며 그

영향 정도도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고 했다. 그리고 자원기반의 이론적 관점에서 Vergauwen

and Schnieders(2005)는 벤처기업의 자원을 인적자본, 구조자본, 관계자본 및 지적소유권으로

구분하였다. 지적소유권은 인적자본, 구조적 자본, 관계 자본을 성과와 연결시키는 역할을 수

행함으로써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벤처기업에 있어 중요한 자원중 하나인 기술적

자원측면을 살펴보면 Dollinger(1995)는 기업의 기술적 자원을 공정, 시스템, 물리적변환 등으

로 정의하며 특허권, 라이센스, 트레이드마크, 저작권, 기술적비밀, 관련공정 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R&D 투자의 결정요인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제조업을 중
심으로 실증분석을 한 성태경(2003)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벤처기업의 성과와 관련 있는 특

성요인을 살펴보면 주로 기술개발전략, 자원특성, 조직구조와 특성으로 연구했다. 따라서 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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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기업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특성인 기술적 특성을 간과하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조봉진, 심철, 임준상(2004)은 벤처기업의 자원 중 지식자원과 역량에 기초하여 연구를 했는

데, 고객에 대한 지식정도와 경쟁자에 대한 지식정도를 시장지식 이라는 개념을 통해 성과와

연계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고객에 대한 지식정도와 경쟁자에 대한 지식정도는 신제품

의 경쟁우위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이는 벤처기업의 마케팅 역량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특히 최근 벤처산업 제품은 타 산업에 비해 제품수명 주기가 매우 빠르

고 경쟁자 출현과 고객들의 선호도 변화가 크기 때문에 급변하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빠른

대처가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벤처기업은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서 시

장정보를 보다 빠르게 수집하고 연구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R&D

능력이 더욱 더 중요하다. 이는 새로운 R&D를 통한 기술개발이나 혁신을 바탕으로 기업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벤처기업에서 기술력 확보가 최우선 순위의 과제임을 말하고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기존 연구와 다른 관점인 연매출액 1000억원을 달성한 벤처기업

의 재무비율이 매출액 R&D투자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Ⅲ.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의 성과와 연관된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벤처기업의

재무비율이 매출액R&D 투자비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그림 1].

특히 기업사례를 근거한 실증 데이터로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율, 순이익대비기부

금비율, 자기자본순이익률, 자산증가율, 총자산순이익률을 독립 변수로 고용증가율, 기업규모,

지역더미, 달성소요기간을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매출액R&D투자비율을 종속변수로 설정했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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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자료 회귀분석의 경우에 stata 12.0버전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하는 패널분석 모형으로 개별효과(individual effect)를 실증분석에 반영

하는 과정에서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이 있다

Wooldridge(2001). 김형주(2007)는 연구에서 고정효과모형은 거리, 언어, 성, 학력과 같이 시간

에 관계없이 일정한(time-invariant) 변수의 계수를 추정할 수 없다. 반면 확률효과모형은 개별

효과를 오차항의 일부로 간주하기 때문에 관측 가능한 변수(observable regressor)와 관측 불가

능한(unobservable) 변수의 상관관계로 인해 편의의 가능성이 있다(Hausman, Taylor, 1981). 김

형주(2007)는 고정효과모형은 관측되지 않은 개별효과가 분석 모형의 설명변수와 상관관계가

있어 상수항에 반영된다고 가정하는 반면, 확률효과모형은 관측되지 않은 개별효과가 설명변

수와 상관관계가 없어 오차항에 반영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패널분석의 두

가지 모형은 각각 장단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Hausman 검정을 실시하여 어느 모형을 선

택 적용할 것인가를 선택 한다 즉  통계량이 임계치보다 작으면 임의효과모형을, 크다면

고정효과모형을 선택한다.

본 연구는 벤처기업과 관련된 문헌연구를 통해 벤처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과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했다.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연구에서 사용

할 변수를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정립하고 해당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벤처기업에서 재무비율은 매출액R&D투자비율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1-1. 벤처기업에서 매출액대비영업이익률은 매출액R&D투자비율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벤처기업에서 매출액순이익률은 매출액R&D투자비율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벤처기업에서 순이익대비기부금비율은 매출액R&D투자비율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벤처기업에서 자기자본순이익률은 매출액R&D투자비율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1-5. 벤처기업에서 자산증가율은 매출액R&D투자비율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1-6. 벤처기업에서 총자산순이익률은 매출액R&D투자비율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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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검증을 위하여 실증적 연구는 조작적 정의를 기반으로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분

석을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2015년 12월 기준으로 1회 이상 벤처확인 기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조사는 2015년 12월 1일부터 2016년 1월 15일까지 이메일 및 팩스 등을 동원

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매출 1,000억원이상 달성한 460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집된 설문데이타는 312개 로 회수율은 67.8%였다. 수거된 설문지중 응답이 부실한 5개를

제외하고, 실제 307기업을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이용했다.

설문지에 대한 분석과 가설검증을 위하여 통계패키지인 SPSS 20.0와 stata 12.0을 이용하여

상관관계분석, 패널 회귀분석등 통계기법을 사용하였다. 가설의 검증을 통해 얻은 결과로 부

터 본 연구가 가지는 주요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점을 도출했다.

Ⅳ. 분석 결과

1. 기술 통계분석

<표 2>는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율에 대해 중력모형을 적용한 결과이다. 모형 1은 독립변

수로 고용증가율, 기업규모, 지역, 달성소요시간을 모형 2는 독립변수로 매출액대비영업이익

률, 매출액순이익률, 순이익대비 기부금 비율, 자기자본순이익률, 자산증가율, 총자산순익률을

투입한 것이다.

<표 2> 기술통계분석

구 분 빈도/평균 표준편차

신규여부
신규 25 (8.2)

기존 280 (91.8)

업력 23.09 (10.57)

종업원수13 372.69 (442.57)

종업원수14 388.01 (460.91)

고용증가율 .08 (.26)

기업규모
중소기업 104 (34.1)

대기업 201 (65.9)

지역더미
서울경기권 301 (63.4)

기타 174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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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과 모형 2의 Hausman 검정통계량이 5%에서 유의하지 않아 확률효과모형을 통해 추정

하는 것이 타당하나 비교를 위하여 고정효과모형에 따른 추정결과도 제시한다.1) 그러나 확률

효과모형과 고정효과모형의 추정결과에 별다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관련변인의 상관관계 분석

1)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면 Hausman 검정을 통해 보다 우수한 모형을 선정한다. 두 모형

의 결과가 판이하게 다를 경우 모형을 재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두 모형의 추정결과가 유의한 차

이를 갖지 않는다는 것은 설정한 모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구 분 빈도/평균 표준편차

달성소요기간 17.42 (10.31)

연구개발비 5,936,941.86 (14,713,695.94)

매출액연구개발비율 .02 (.05)

가젤유무1
무 224 (73.4)

유 81 (26.6)

증가율12_13 .20 (.66)

가젤유무2
무 214 (70.2)

유 91 (29.8)

증가율13_14 .13 (.62)

가젤유무3
무 234 (76.7)

유 71 (23.3)

최종가젤유무
비가젤 295 (96.7)

가젤 10 (3.3)

매출액대비영업이익률 .05 (.11)

매출액순이익률 .03 (.14)

순이익대비기부금비율 .01 (.10)

자기자본순이익률 .18 (2.63)

자산증가율 .18 (.84)

총자산순이익률 .03 (.12)

 
고용

증가율

기업

규모

지역

더미

달성

소요기간

매출액

대비영업

이익률

순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

자기자본

순이익률

자산

증가율

총자산

순이익률

매출액

연구개발

비율

매출액

순이익률

고용증가율

기업규모 -.100 1

지역더미 .103 -.03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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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 p<.01, *** p<.001

관련변인에 대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매출액 연구개발비율과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인은 <표 3>과 같이 지역(p<.001)2)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순이익율의 경우에는 매출액대비

영업이익율(p<.001), 자산증가율(p<.001), 총자산순이익율(p<.001), 매출액연구개발비율(p<.001)로

모두 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패널 회귀 분석

<표 4>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율에 미치는 영향 패널회귀분석(확률모형)

2) 지역을 서울경기권과 기타지역으로 분류하고 지방 일수록 연구개발비율이 높아짐, 지역(서울경기권;0, 기타지역:1)

 
고용

증가율

기업

규모

지역

더미

달성

소요기간

매출액

대비영업

이익률

순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

자기자본

순이익률

자산

증가율

총자산

순이익률

매출액

연구개발

비율

매출액

순이익률

달성소요

기간
-.016 -.139* -.095 1

매출액대비

영업이익률
.127* .064 .056 .005 1

순이익대비

기부금비율
.007 -.006 -.008 -.044 .029 1

자기자본

순이익률
-.097 .045 -.046 -.086 -.001 -.002 1

자산증가율 .274*** -.074 -.008 -.075 .217*** -.002 -.019 1

총자산

순이익률
-.008 .003 .076 .023 .704*** .028 .043 .082 1

매출액

연구개발

비율

-.035 .087 .163*** -.108 .059 .005 -.004 -.044 -.078 1

매출액

순이익률
.088 .045 .074 .021 .662*** .022 -.007 .163*** .779*** .148*** 1

모형①

Random Effect

모형②

Random Effect

상수 2.179 2.709

고용증가율 -.046 -.802 -.095 -1.685

기업규모 .077 1.342 .031 .577

지역더미 .163 2.849** .163 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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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 p<.01, *** p<.001

모형1 에서와 같이 지역변수는 양의 부호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소득은 양의 부호로 유

의함을 알 수 있다(p<.01). 모형2 에서는 매출액대비 영업이익률의 경우에 β=.157로 나타나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p<.05). 매출액순이익률의 경우에 β

=.524로 나타나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p<.001). 총자산순이익률

의 경우에 β=-.601로 나타나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p<.001). 이

러한 결과는 연구개발비율에 일반적 사항에서 지역이 연구개발비율에 정적으로 나타나, 수도

권보다는 지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적 사항을 통제한 모형2에서는 영업이익

률, 매출액순이익률이 높은 경우에 연구개발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총자산순이익

률이 높은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가설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구체적으로 매출액대비영업

이익률이 매출액 R&D투자비율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1과 매출액

순이익률이 매출액 R&D투자비율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2는 채택

되었다.

3. 적합도 검사

이상 추정결과는 모형의 안정성에 관하여는 담보하지 않고 실시한 결과이다. 따라서 패널

모형에 투입되는 해당 변수와 모형이 안정적임을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단위근 검정을

통해 변수에 대한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횡단면이나 시계열의 자기회귀과정의 제약의 유

모형①

Random Effect

모형②

Random Effect

달성소요기간 -.082 -1.435 -.093 -1.714

매출액대비영업이익률 .157 1.976*

매출액순이익률 .524 5.929***

순이익대비기부금비율 .003 .064

자기자본순이익률 .013 .251

자산증가율 -.092 -1.615

총자산순이익률 -.601 -6.336***

R 2
=.144, F=3.42** R 2

=.180, F=6.45***

Hausman 0.4643 0.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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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 대해 단위근의 분류를 시작으로 패널단위근 검정을 하며 패널자료의 AR(1) 과정을 도

입한다(정승호, 2014).

        (1)

여기서   … 은   … 기간에 해당하는 횡단면 단위 또는 시계열을 표시

한다.  는 모델에서 외생변수를 표시하는데 고정효과 또는 개별추세를 포함할 수 있으며,

는 자기회귀계수, 는 오차항으로 고유의 특성을 갖는 상호 독립적인 것으로 가정한다.

이때  이면 는 약(弱) 안정적 이거나 추세 안정적 이고,   일 경우 는 단위

근을 가지게 된다. 검정을 하기 위해서 에 대해 두개의 가정을 한다. 하나는 지속 패러미

터가 횡단면에서 동일하다는 것, 즉 모든 에 대하여   을 가정하는 것이다. Levin, Lin

and Chu(2002)의 검정은 모두 이러한 가정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Im Pesaran, and

Shin(2003, 이하 IPS)와 Maddala and Wu(1999)의 Fisher-ADF 검정과 Choi(2001)의 Fisher-PP 검

정은 횡단면에서 가 동일하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LLC와 Breitung 검정에서는

귀무가설이 ‘단위근이 존재한다’ 인데 비해 Hadri 검정은 귀무가설이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

는다’ 이다. LLC와 Breitung은 기본적인 ADF식을 고려하고 있다.

∆     
  



∆   
  (2)

여기서    로 전제이나 차분항의 사차 는 횡단면에 따라 변동할 수 있도록 허용

된다.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귀무가설은 단위근이 존재하나 대립가설은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IPS, Fisher-ADF, Fisher-PP 검정은 패널 단위근 검정으로 개별 단위근 과정을 허용하고 

는 횡단면에 따라 다르게 된다. 우선 IPS는 각 횡단면에 대해 같이 ADF 회귀식을 도입한다

(정승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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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귀무가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모든 에서    대립가설은 다음과 같

이 표현할 수 있다.

  …에서   

       …에서   

Fisher-ADF와 Fisher-PP 패널단위근 검정은 Maddala and Wu(1999),Choi(2001) 에 의해 제시

된 것으로 를 횡단면 에 대한 개별 단위근 검정에서 도출된 p값으로 정의하면, 모든 N

횡단면에 대한 단위근 귀무가설에서 다음과 같은 점근적 결과를 얻게 된다.

 
  



log→


또한 Choi(2001)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됨을 보였다.

 



  



  →

여기서   은 표준정규누적분포의 역수이다.

<표 6> 패널 단위근 검정

변수명
고용

증가율

기업

규모

지역

더미

달성

소요기간

매출액

대비

영업

이익률

순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

자기자본

순이익률

자산

증가율

총자산

순이익률

연구개발

비율

매출액

순이익률

LLC -2.34 -2.43 -0.17 -0.63 -1.29 -2.35* -2.43 -0.17 -0.63 -2.15 -3.43

IPS -0.77 -0.67 1.05 2.23 1.92 -1.17 -1.77 1.05 2.23 -0.717 -0.77

ADF-Fisher 2.26 2.98 2.33 3.48 4.36 2.26 2.8 12.33 3.68 2.26 2.18

PP-Fisher 4.61 4.81* 4.497* 2.92 4.83 4.62* 4.85* 4.49 2.692 4.60* 2.80

* p<.05,**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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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은 4가지 패널단위근의 검정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수준변수에서 기업규모나 지역

더미, 순이익대기기부금 비율이 검정에서 일부는 단위근을 갖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

은 단위근을 가지고 잇는 것으로 표시되고 있다. 따라서, 단위근을 갖는다는 귀무가설을 기

각하며 대체적으로 시계열자료가 안정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R&D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비율에 대한 요인을 검증하고자 한

연구이다. 기존 국내외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기존의 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매출1000억 벤처기업 사례를 기반으로 실증 모델을 수립하고 검증한 것

이다. 본 연구에서 벤처기업의 성과는 매출액R&D투자비율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

이다. 특히 벤처기업이라 할지라도 초기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운영만 잘한다면 된다는 사고

로 벤처기업의 핵심 역량인 연구개발을 소홀히 하는데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검증된 결과는 첫째 연구개발비율에 일반적 사항에서 지역이 연구개발비

율에 정적으로 나타나,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둘째 영업이익률,

매출액 순이익률이 높은 경우에 연구개발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총자산 순이익

률이 높은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재무비율과 매출

액R&D투자비율간 상관관계에 대하여 밝히고 있으며 연매출액 1000억원을 달성한 벤처기업

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기본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반적인 실증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연구대상이 벤처확인기업으로 한정적이어서 이를 국내기업 전체적으로 해석하는 데

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좀 더 넓은 분야에 표본크기를 확장하여 분석하는 연구

도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기업성과로서 매출액R&D투자비율 종속변수로

사용하였으나, 이후에는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성과를 측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2013년과 2014년의 한국의 벤처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황을 기반으로 하고

잇어 다른 시점의 벤처기업이 가진 상황이 달라 나타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차후 연구

에서는 특정시점의 상황에 따라 주어진 가설이나 명제를 가지고 분석하는 실증분석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를 보완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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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 of Financial Ratios on the Ratio 

of Revenue to R&D Investment in Startups with KRW 

100 Billion in Revenue 

Juchoel Choi*․Kyungwon Bae**

3)

Lately,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been focusing their efforts on shifting from conventional

industries to innovative-technology-based industries, and committing their competencies to growing startups

as an important next-generation industry that will lead national competitiveness. However, there are

inadequacies in studies and methods that analyze research and development (R&D) investment and startup

performance from a technology perspective , which is an innate nature of startups . This study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a startup’s R&D investment and its performance.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performed a correlation analysis and a panel analysis on startups that reached KRW 100 billion in revenue;

these analyses were not applied in previous studies. The following are the findings: first, the R&D

investment percentage of startups located in other regions was relatively higher than that of those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second, when a startup’s operating margin and net profit margin were high,

its R&D investment percentage tended to go higher. In conclusion, this study identified that R&D

performance resulting from R&D investment was a core competency factor in the success of a startup.

Key Words : Startup, R&D Investment, Performance, Core Competency Factor, Financial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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