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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초초초            록록록록    

    

문화콘텐츠사업은 시대의 변화흐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수익을 올리

는 사업이다. 즉, 어떤 사업보다도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로

 사업다각화를 진행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때 문화콘텐츠기업의 사업다각

화는 해당 기업의 수익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본 연구를 통해 실증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서 ‘사업다각화’와‘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해 먼저 정의하고,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연구에 사용된 ‘문화콘텐츠기업’자료는 유가증

권시장에 상장되어 있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어 있는 문화콘텐츠기업 79개

사를 기준으로 조사하였고, 해당 기업의 재무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

템에서 제공하는 기업공시자료인 사업보고서 등을 이용하였다. 또한, 각 기업

의 사업다각화지수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베리-허핀달지수(BHI;Berry-Herf

indahl Index)를 구하고 해당 기업의 수익성과의 관계파악을 위해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자산규모와 자본금규모에 따라 문화콘텐츠기업의 사업다각화와 재무적인 성

과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기업의 자산규모를 1,000억원, 자본

금규모를 500억원으로 각각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산규모가 1,000

억원 이상과 자본금 500억원 이상의 문화콘텐츠기업에서 사업다각화와 재무

적인 성과(ROE, ROS)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U자형 관계가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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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일정한 기준까지의 사업다각화를 진행하면 재무적인 

성과가 작아지지만, 일정한 기준의 사업다각화정도를 넘어서면, 사업다각화전

략은 해당 기업의 재무적인 성과인 ROE와 ROS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불확실성이 크고 변동성이 큰 문화콘텐츠기업에게 사업다각화는 기업이 지

속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거두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

구가 향후 사업다각화를 통해 재무적인 성과를 증가시키려는 문화콘텐츠기업

의 경영전략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주요어 : 사업다각화, ROE, ROS, 문화콘텐츠, 베리-허핀달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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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서론서론서론서론    
 

1.11.11.11.1     연구연구연구연구의의의의    배경배경배경배경    및및및및    목적목적목적목적    

 

한국 대중문화의 열풍을 뜻하는 한류(韓流)는 이제 동아시아를 넘어 전세계

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한류의 중심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한국의 

문화콘텐츠이다. 문화콘텐츠사업은 문화와 콘텐츠의 결합인 만큼 시대의 변화

흐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어떠한 사업보다도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문화콘텐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사업다각화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려는 시도

를 많이 하려고 한다.  

사업다각화는 혁신의 하나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의 확장과 새로운 산업

으로의 진출을 의미하며 다각화를 통해 위험을 분산시키고 수익을 증대시키고

자 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의 기업들은 한 분야의 사업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분야로 사업범위를 확장시켜 사업다각화를 이루려는 기업이 많다. 특

히 문화콘텐츠분야는 다른 사업분야보다도 변동성이 매우 큰데, 이러한 시장

환경 속에서 다른 기업보다 경쟁우위를 가지고 생존하기 위해 문화콘텐츠기업

은 사업다각화를 더 많이 진행하려는 경향이 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기업이나, 대기업, 방송사에 한정한 미디어 기업에 대

한 사업다각화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국내의 문화콘텐츠산

업이 한류열풍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콘텐츠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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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업다각화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문화콘텐츠기

업의 사업다각화는 해당 기업의 재무적인 성과 즉, 수익성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본 연구를 통해 실증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사업다각화를 추진하려는 

문화콘텐츠기업이 경영전략을 수립할 때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한다. 

 

1.21.21.21.2     연구연구연구연구의의의의    범위범위범위범위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본 연구를 위해 한국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79개의 문화콘텐츠

기업의 사업보고서 등의 자료1를 이용하였다.  

연구의 주요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다각화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사업다각화와 재무적인 성과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본 연구와 차별화하였다.  

둘째, 문화콘텐츠기업의 정의를 내리고, 사업다각화를 측정하는 방법을 선

정하였다. 

셋째, 분석자료를 확인하였다. 

넷째,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기초통계량을 살펴보고,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함으로써 사

업다각화와 재무적인 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과제를 제

시하였다. 
                                            

 

 
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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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선행연구검토선행연구검토선행연구검토선행연구검토    
 

2.12.12.12.1     사업다각화사업다각화사업다각화사업다각화의의의의    개념개념개념개념    

 

현대의 기업은 하나의 사업에 집중하여 전문성을 확보하여 해당 산업분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취하기도 하는 반면에 다양한 사업을 통해 기업

의 수익성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다각화로 인해 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여러 

위험을 분산시키는 전략을 취하기도 한다.  

사업다각화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사업다각화의 다양한 개념 

연구자 사업다각화의 개념 

Ansoff 
기업의 상품개발라인의 특성, 상품과 시장사이의 구조관계를  

변화시키는 것 

Berry 
집중화된 산업에서 선두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시장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활동 

Pitts and Hopkins 한 기업이 동시에 여러가지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 

Remelt 기존 제품라인과 독립된 새로운 제품라인을 확대하는 것 

 

Ansoff(1957)는 사업다각화란 단순히 시장진입, 시장개발, 제품개발을 뜻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상품개발라인의 특성, 상품과 시장사이의 구조관계

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하였고, Berry(1974)는 사업다각화란 이미 집중화된 



4 

 

산업에서 선두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시장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다

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활동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와 달리 Pitts and Hopkins(1982)는 한 기업이 동시에 여러가지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사업다각화를 정의하였다. 또한 

Rumelt(1982)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파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제품라인과 

독립된 새로운 제품라인을 확대하는 것으로 사업다각화의 개념을 확장시켰다. 

사업다각화의 개념은 연구자들마다 어떤 방향으로 보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

르지만 일반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2.22.22.22.2     사업사업사업사업다각화와다각화와다각화와다각화와    재무성과와의재무성과와의재무성과와의재무성과와의    기존기존기존기존    연구연구연구연구    

 

사업다각화는 경영전략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기업

이 경영전략으로 어떠한 사업다각화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자들은 사업다각화가 경영성과 및 수익

성, 기업가치 등과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지속적으로 연구 중에 있다.  

강신일(1991), 홍재범, 황규승(1997), Villalonga(2004)는 사업다각화와 

성과는 긍정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강신일(1991)은 사업다각화는 기업의 성장과 함께 일어나는 효율적인 조직

행태라고 보고, 국내 53개의 대규모기업집단을 분석한 결과 다각화된 기업일

수록 매출이익율이 높았다고 분석하였다. 홍재범, 황규승(1997)은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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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204개의 기업을 분석한 결과 비관련다각화의 

추진은 성장성 및 수익성 증가와 위험의 감소가 나타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다고 주장하였다. Villalonga(2004)는 1989년부터 1996년 사이의 미국 전체 

회사들의 지표를 분석한 결과 같은 산업군에서 다각화하지 않은 기업보다 다

각화를 한 기업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프리미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업다각화와 성과가 긍정적인 관계에 있다는 연구결과와 달리 정구현

(1991), Berger and Ofek(1995), Denis, Denis and Sarin(1997)은 오히려 

사업다각화가 부정적인 성과를 준다고 하였다.  

정구현(1991)은 1984년부터 1989년까지의 110개의 기업자료를 분석했을 

때, 대규모기업일수록 다각화경향이 컸으나, 다각화정도가 커질수록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된다고 분석하였다. Berger and Ofek(1995)은 1981년부터 

1995년까지의 개별적인 사업 부문들의 가치를 분석한 결과 사업다각화가 오

히려 기업가치를 감소시킨다고 주장하였으며, Denis, Denis and Sarin(1997)

은 사업다각화가 대리인문제를 통한 비용의 증가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실증분석하였다.  

 사업다각화가 성과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대해서 분석한 연구결과뿐

만 아니라 다른 결과를 도출한 다양한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Lins and Servaes(1999)는 1992년부터 1994년까지 독일, 일본, 영국의 

대기업을 조사한 결과 독일에서는 사업다각화의 영향이 없었으나, 일본과 영

국에서는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각 

나라마다 개별적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다각화의 효과도 다르다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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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또한 Khanna and Palepu(2000)는 인도와 같은 신흥시장의 경우 사

업다각화의 수준이 어느 일정수준을 초과하기전까지는 기업의 성과가 감소하

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면 다시 증가한다고 보았다. 즉 비선형관계가 존재한

다고 보았다.  

구맹회 외 2인(2001)도 1996년부터 1999년까지 국내 상장기업 234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다각화수준을 나타내는 베리-허핀달지수(BHI;Berry-

Herfindahl Index) 0.25를 기준으로 그 이하에서는 다각화수준이 증가하면 

기업가치가 증가하고, 그 이상에서는 다각화수준이 증가하면 오히려 기업가치

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각화수준과 기업가치간에는 비선형관계가 존재

한다고 하였다. 즉, 일정수준의 다각화는 기업가치를 증가시키나 과도한 다각

화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 조동성, 박기성(2002)

은 1996년 국내의 30대 재벌을 중심으로 다각화 전략과 경제적 성과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다각화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각화 전략과 방법의 적

절한 조합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전상경(2003)은 사업

다각화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허핀달지수(Herfindahal Index)는 기업가치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으나, 기업집단의 규모를 통제하면 다각화 변수들은 

대체로 양(+)의 상관관계를 유지한다고 분석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학자들 사이에는 아직까지 사업다각화와 성

과 등의 관계에 대해 통일된 연구결과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

실은 사업다각화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문화콘텐츠기업의 사업다각화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진행된 적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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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문화콘텐츠기업과 유사한 미디어기업의 사업다각화에 대해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전범수(2003)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의 4년 동안 미국의 주요 미디어 

기업에 대해 분석한 결과, 매출액 규모가 크고 부채비율이 낮은 대다수의 대

형 미디어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다각화집단에 포함되었으며, 기업의 역

사가 가장 오래된 신문 및 잡지 기업들은 중간 다각화집단에 속하였고, 역사

가 짧고 부채비율이 높으며 기관투자가들의 지분이 높은 미디어 기업들은 낮

은 다각화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전범수(2003)가 미디어 기업의 

다각화는 시장구조와 경쟁, 사업유형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Chan-Olmsted and Chang(2003)은 글로벌 

미디어 그룹 중 일곱개의 그룹을 선정하여 다각화전략을 사례분석하였다. 그 

결과 상품다각화와 지역적 다각화가 높은 두 개의 그룹은 매출액이 높으나 수

익성은 낮았고, 상품과 지역적 다각화가 모두 낮은 미디어 그룹은 오히려 매

출액과 수익성은 모두 높았다고 분석하였다.  

Chan-Olmsted and Chang(2003)보다 더 많은 미디어기업의 다각화를 분

석한 Jung and Chan-Olmsted(2005)는 1991년부터 2002년까지 26개 미

국 및 글로벌 미디어기업을 분석한 결과 상품과 지역적 다각화가 잘되어 있을

수록 재무적 성과는 좋았으나 다각화가 지나치면 오히려 성과가 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박소라(2007)는 국내 미디어 기업의 다각화 정도와 유형에 대해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신문사가 방송사보다 더 많은 다각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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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었는데, 이는 신규 매체 도입으로 인해 신문사의 위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신문사는 동종업종과 이종업종으로 진출하는 경향이 있지만, 

방송사는 콘텐츠의 재활용과 관련된 업종으로 진출하는 경향이 많았다고 분석

하였다. 장윤희(2008)는 국내 미디어 기업들의 사업다각화 현황과 성과를 파

악해 보았을 때 다각화 수준이 높은 그룹에서 ROE도 높았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미디어기업의 다각화는 경영성과의 향상과 안정성을 위해 필요하다

고 보았으나, 무리하게 새로운 사업영역에 진출하게 되면 오히려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박소라(2007), 장윤희(2008)가 국내 신문사와 방송사를 중심으로 한 미디

어기업의 사업다각화에 대해 연구하였다면 조용래, 김원준(2009)은 영상콘텐

츠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업의 다각화와 재무성과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그 

결과 방송업에서는 사업다각화와 순이익이 U자형 관계가 도출되어 사업다각

화가 초기에는 기업의 순이익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순이익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하는 요소가 된다고 보았다.  

 

2.32.32.32.3     기존기존기존기존    연구의연구의연구의연구의    한계한계한계한계    

 

위의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기업의 사업다각화와 성과와의 관

계에 있어 일관된 결론이 도출되지 않고 학자들마다 다른 결과가 나타고 있으

며, 또한 문화콘텐츠기업보다는 주로 미디어기업의 사업다각화에 초점을 둔 

연구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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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는 문화콘텐츠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다각화와 재무성과와

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해봄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을 두고자 한다. 또한 본 

분석을 통해 문화콘텐츠기업의 사업다각화가 수익성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분석함으로써 기존 문화콘텐츠기업과 신규로 문화콘텐츠사업분야에 진

출하려는 기업의 경영전략에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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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연구연구연구연구방법방법방법방법론과론과론과론과    연구모형연구모형연구모형연구모형    
 

3.13.13.13.1     연구방법론연구방법론연구방법론연구방법론    

 

본 연구의 대상인 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해 먼저 정의를 내리고, 사업다각화

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 사업다각화방법

을 선정하고자 한다.  

 

3.1.13.1.13.1.13.1.1 문화콘텐츠기업의문화콘텐츠기업의문화콘텐츠기업의문화콘텐츠기업의    정의정의정의정의    

 

본 연구의 대상인 문화콘텐츠기업의 정의를 위해 먼저 ‘문화콘텐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화콘텐츠’라는 용어는 정보화사회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디지털기술이 급

속한 발전을 이루면서 문화시장이 점차 커지게 되었고, 한류열풍이 불면서 

‘문화산업2
’이라는 용어와 함께 탄생하였다. 우리나라 문화산업은 1999년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 제1항에는 ‘문화산업’의 정의가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다.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
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나.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다.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 ∙

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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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해 ‘문화콘텐츠3
’라는 용어가 정의되었으며, 2001

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4이 설립되면서 ‘문화콘텐츠’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널리 통용되었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는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화콘텐츠기업’은 ‘문화적 요

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주요 수익원으로 삼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문화콘텐츠기업의 표본자료를 추출하기 위해 ‘문화콘

텐츠’를 다음과 같이 상세히 다시 정의하기로 한다.  

‘문화콘텐츠’는 문화의 산업화 및 상품화라는 기본 개념을 포함하며 창의력, 

상상력을 원천으로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

적 문화상품을 의미하며,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하드웨어적인 요소와 문화콘텐

츠를 전파하기 위한 다양한 유통경로도 포함한다. 그러므로 ‘문화콘텐츠기업’

은 이러한 문화콘텐츠상품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콘텐츠상품’을 어느 범위까지 봐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아.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자.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2호의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3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 제3항에 ‘콘텐츠’에 대한 정의가 기술되어 있고, 제4항에 
‘문화콘텐츠’의 정의가 기술되어 있다.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말한다. 
4 2001년 8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설립되었고, 2009년 5월 이후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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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 국내 콘텐츠산업의 역사가 짧아 아직 체계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의 문화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화산업을 육성하고자 문화산

업통계와 디지털콘텐츠산업통계를 발간하다가 2008년에 통합하고, 2009년부

터 통합기준조사를 하였으며, 2010년부터 콘텐츠산업통계5를 발간하고 있다. 

현재 문화콘텐츠기업과 연관된 문화산업이 포함된 국내 콘텐츠산업의 특수

분류는 기존의 문화산업통계와 디지털콘텐츠산업통계의 분류체계 및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6를 바탕으로 [표 2]에서와 같이 대분류 12개 영역인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광고, 방송,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

츠솔루션, 공연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콘텐츠산업통계는 문화콘텐츠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화산업통계와 디

지털콘텐츠산업통계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문

화콘텐츠기업’을 콘텐츠산업통계에서 정하는 12개 영역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보고, 이들 기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2013년에 발행한 ‘2012 콘텐츠산

업통계’에 따르면 2011년을 기준으로 전체 콘텐츠산업 사업체수는 총 113,9

42사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94.5%의 사업체가 10인 미만의 영세기업으로 

                                            

 

 
5 정부는 문화산업통계를 2008년까지 10회 발간하였고, 디지털콘텐츠산업통계는 별도로 2005
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발간하였으며, 2009년 기준조사부터 콘텐츠산업통계로 통합조사를 
하게 되었다. 이후 2010년부터 통계청으로부터 문화산업통계에서 콘텐츠산업통계로 명칭이 변
경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콘텐츠산업통계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6 통계청에서는 제9차 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라 산업을 크게 총 21개로 분류하고 있고 콘텐
츠산업에 해당되는 부분은 ‘도매 및 소매업’의 일부,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일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일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의 일부, ‘제
조업’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13 

 

조사되었다.7 

 

[표 2] (문화)콘텐츠산업 특수분류 

대분류 중분류 

출판산업 출판업, 인쇄업, 출판도소매업, 온라인 출판유통업, 출판임대업 

만화산업 만화 출판업, 온라인 만화 제작∙유통업, 만화책 임대업, 만화 도소매업 

음악산업 
음악제작업,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 음반복제 및 배급업, 음반 도소매업, 

온라인 음악유통업, 음악공연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게임산업 게임 제작 및 배급업, 게임 유통업, 게임 도소매 및 임대업 

영화산업 영화 제작∙지원 및 유통업, DVD/VHS제작 및 유통업 

애니메이션산업 애니메이션 제작업, 애니메이션 유통 및 배급업, 온라인 애니메이션 유통업 

방송산업 
지상파방송, 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 전광판방송, 방송영상물제작업, 

인터넷영상물 제공업, 방송영상물 배급 및 중개업, 방송관련 단체 

광고산업 광고(종합)대행업, 광고 제작업, 서비스업, 인쇄업, 온라인업, 기타업 

캐릭터산업 캐릭터 제작업, 캐릭터상품유통업, 캐릭터 놀이시설운영업, 캐릭터상품 온라인유통업 

지식정보산업 
e-learning업, 기타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 가상세계 및 가상현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정보 매개 서비스업 

콘텐츠솔루션산업 콘텐츠솔루션업, 컴퓨터그래픽스(CG)제작업 

공연산업 (음악공연 제외)공연업, 공연관련 서비스업 

                                            

 

 
7 ‘2012콘텐츠산업통계’ pp.51-5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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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위해서 보다 많은 문화콘텐츠기업의 자료로 분석하여야 하나, 10

인 미만의 영세기업의 재무정보는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기업의 재

무정보가 공시되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와 코스닥에 등록되

어 있는 회사 중에서 문화콘텐츠기업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각 기업의 

사업부문별 매출액을 비롯하여 본 연구에 필요한 재무정보가 사업보고서8 등

에 잘 나타나있기 때문이다. 

 

3.1.23.1.23.1.23.1.2 사업다각화사업다각화사업다각화사업다각화    유형유형유형유형    

 

기업이 사업다각화를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

나는 위험분산효과를 노리기 때문이다. 사업다각화를 하면 수입원이 다양해지

지는 장점과 함께, 만일 하나의 사업이 성과가 없을 때 다른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만큼 기업의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다각화는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ape) 9  또는 시너지효과

(Synergy Effect)10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사업다각화를 많이 추진하려고 

한다. 특히 문화콘텐츠기업은 하나의 아이템을 통해 시너지효과가 쉽게 나타

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콘텐츠기업일수록 사업다각화를 많이 시도하게 된다. 

 

                                            

 

 
8 기업공시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사용하여 구하였으며, 각
 기업의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문화콘텐츠상품을 주요 수익원으로 하는 기업을 선별하였다.  
9 한 기업이 2종 이상의 제품을 함께 생산할 경우 각 제품을 다른 기업이 각각 생산할 때보다 
평균비용이 더 적게 드는 현상이다. 
10 하나의 기능이 다중으로 이용될 때 생성되는 효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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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다각화에 대한 기존 연구는 크게 사업다각화의 정도와 사업다각화의 방

향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업다각화 정도는 기업이 사업다각화의 정도가 어떠한지 측정하는 것으로 

기업이 단일사업만 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아니면 사업다각화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분석해 보는 것이다. 사업다각화를 측정하는 방식으로는 베리-

허핀달지수(BHI)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이는 기업의 사업부문별 매출비율

을 활용함으로써 사업다각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사업다각화의 방향성과 관련한 연구는 기업이 기존 사업과 유사한 사업 또

는 산업에 진출하거나 기존의 사업과 관계된 기술 등을 활용하는 관련다각화

를 하는 것이 기업에 유리한지, 아니면 기존 사업과 무관한 사업으로 진출하

는 비관련다각화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분석하는 것이다.  

국내의 문화콘텐츠기업은 대부분이 시너지효과를 누리기 위해 문화콘텐츠분

야 내에서 관련다각화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관련다각화를 하는 

문화콘텐츠기업도 일부 있으나 이는 매우 드문 경우로 기존의 문화콘텐츠기업

이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문화콘텐츠기업과 관련이 없는 기업을 인수합병

하여 결과적으로 비관련다각화를 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자발적으로 

비관련다각화를 진행하는 곳은 거의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관련다

각화와 비관련다각화를 분석해보는 사업다각화의 방향성이 아닌 사업다각화의 

정도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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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3.1.3  3.1.3  3.1.3  사업다각화사업다각화사업다각화사업다각화    측정방법측정방법측정방법측정방법    

 

사업다각화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특화율(SR;Specialization Ratio), 

엔트로피지수(EI;Entropy Index), 베리-허핀달지수(BHI;Berry-Herfindahl 

Index) 등이 있다.  

특화율(SR)은 기업의 총매출액 중 기업의 주사업(최대단위사업)부문의 매

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하나의 사업에 집중하

고 있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기업의 주사업이 i사업이라고 할 때 i사업부문의 매출액이 기업의 총매출액

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Pi라고 하고, 특화율(SR)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SR=Max(Pi) 

 

특화율(SR)의 경우, 한 분야만 전문적으로 사업하는 전문화기업은 기업의 

매출액이 하나의 사업에 모두 집중되어 있으므로 특화율(SR)은 1의 값을 갖

게 된다. 반면에 기업이 다수의 사업에 다각화되어 있을수록 특화율(SR)은 0

에 가깝게 된다.  

엔트로피지수(EI)는 엔트로피 총다각화지수, 관련다각화지수, 비관련다각화

지수로 구성된다. 엔트로피지수(EI)는 기업의 사업부문 수, 기업의 총매출액

에 대한 각 사업부문의 매출액비중, 그리고 기업의 사업부문간의 관련성 정도

에 기초하여 계산되는데, 엔트로피지수(EI)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다각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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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다각화와 비관련다각화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베리-허핀달지수(BHI)는 기업의 사업다각화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

이 사용되는데, 기업의 i사업부문의 매출액과 사업부문수, 총매출액을 기준으

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구할 수 있다. 

 

 

Si : i사업부문의 매출액,  

n : 사업부문수 

 

베리-허핀달지수(BHI)는 기업의 다각화정도에 따라 0에서 1까지의 연속변

수로 나타나며, 비다각화기업이면 베리-허핀달지수(BHI)는 0, 다각화수준이 

커질수록 베리-허핀달지수(BHI)는 1에 수렴하게 된다.  

위와 같은 다양한 사업다각화 측정방법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베리-허핀달

지수(BHI)를 사용하였다. 엔트로피지수(EI)는 기업의 관련다각화정도와 비관

련다각화정도를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본 연구에 사용되는 

문화콘텐츠기업은 비관련다각화를 하는 기업은 거의 없고11 대부분 관련다각

                                            

 

 
11 비관련다각화를 하는 문화콘텐츠기업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일부기업은 기업이 보유한 사옥
의 남는 공간을 다른 기업에 임대함으로써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기업이 경영전략으로 추구하는 사업다각화의 한 유형인 비관련다각화라고 보기 어렵다. 즉, 사
업상 필수적으로 보유한 사옥으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수입에 불과하다고 봐야한다. 
또한 몇몇 문화콘텐츠기업은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기존 사업분야와 전혀 사업관련성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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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다각화를 측정하는 지수로 엔트로피

지수(EI)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구맹회 외2인(2001), 장윤희

(2008), 조용래, 김원준(2009) 등이 사업다각화지수로 특화율(SR)보다 베리

-허핀달지수(BHI)를 사용하고 있고, 2013년 12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도 ‘한국기업의 사업다각화지수’를 베리-허핀달지수(BHI) 등

을 활용하여 발표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3.1.3.1.3.1.3.1.4444        분석자료분석자료분석자료분석자료    

 

기업공시자료에 올라온 기업들 중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거나 코스닥

시장에 등록된 회사들 중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문화콘텐츠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은 모두 선정하였고, 그 결과 총 79개의 기업이 분석자료로 사용되

었다. 사업다각화 여부는 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라 사업다각화 여부를 파

악하기보다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른 `콘텐츠산업 특수분

류 12개의 대분류에 의해 각 문화콘텐츠기업의 사업다각화 여부를 파악하였

다.12 즉, 표준산업분류 21개의 대분류로 구분하면 출판과 영상, 방송 등이 

                                                                                                                        

 

 
는 상장기업을 인수하여 부득이하게 비관련다각화를 하게 된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서는 비관련다각화를 한 문화콘텐츠기업이 거의 없으므로 엔트로피지수(EI)를 사용하여 분석하
지 않고 선행연구에서 사업다각화정도를 분석하는 지수로 가장 많이 사용한 베리-허핀달지수
(BHI)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2 대분류하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각 기업의 사업다각화여부를 조사하면 더 상세한 분석이 가
능하나, 각 기업의 사업보고서에는 중분류에 의한 사업부문별 매출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
문에 본 연구에서는 대분류하에서의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즉, 각 기업이 몇 개의 
사업을 영위하는지와 각 사업부문별 매출액은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12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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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 의해 1개의 사업군으로 분류되지

만 콘텐츠산업 특수분류에 따르면 출판산업과 영화산업, 방송산업은 각각 구

분되는 사업분야로 볼 수 있어 좀 더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23.23.23.2     연구모형연구모형연구모형연구모형    

 

3.2.13.2.13.2.13.2.1 가설설정가설설정가설설정가설설정    

 

국내의 문화콘텐츠기업의 사업다각화 전략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지만 

통상적으로 사업다각화 전략은 기업규모와도 관련이 있다. 기업규모가 작으면

 사업다각화를 하고 싶어도 추진할 수 있는 자금과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기업의 자산규모가 큰 문화콘텐츠기업은 사업다각화를 많이 

할수록 재무적인 성과는 좋을 것이다. 자산규모가 크다는 것은 다양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채규모까지 

포함한 자산규모가 크면 사업다각화는 많이 이루어 질 것이며 부채규모

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타인자본에 대한 대가 즉, 이자비용이 발생한

다는 것이므로 이자비용지출을 상회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내야 하

기 때문에 재무적인 성과는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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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자본금(Equity)규모가 큰 문화콘텐츠기업은 사업다각화를 많

이 할수록 재무적인 성과는 좋을 것이다. 자본금규모가 큰 기업은 타인

자본에 대한 비용의 부담감없이 사업다각화를 많이 할 수 있게 될 것이

고, 자본금규모가 작은 기업에 비해 위험에 대한 부담감이 적으므로 좀 

더 공격적인 사업다각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재무적인 성과는 좋을 것

이다. 

 

3.2.23.2.23.2.23.2.2 연구연구연구연구모형모형모형모형    

 

사업다각화와 재무적 성과와의 관계를 위한 기본 연구모형은 회귀모형인 식

(1)과 같으며 비선형관계의 파악을 위해 식(2)에 의해서도 분석하였다.  

 

ROE(ROS)=α+β1(BHI)+β2(Asset)+β3(Personnel)+ε ······ 식(1)  

ROE(ROS)=α+β1(BHI)+β2(BHI2)+β3(Asset)+β4(Personnel)+ε  식(2)  

 

재무적 성과는 다양한 지표에 의해 측정될 수 있으나, 조동성, 박기성(200

2) 장윤희(2008), 조용래, 김원준(2009)의 연구에서 사용한 것과 같이 자기

자본순이익률(ROE)과 매출액순이익률(ROS)을 재무적인 성과의 지표로 삼았

다. 통제변수로는 기업의 기본적 특성에 해당하는 기업의 자산규모(Asset)와 

임직원 수(Personnel)를 선정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 정의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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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분석에 사용된 변수 정의 

변수명 변수의 정의      자료출처 

자기자본순이익률

(ROE) 
당기순이익/자기자본 

기업공시자료 

사업보고서 등 

매출액순이익률 

(ROS) 
당기순이익/매출액 

기업공시자료 

사업보고서 등 

베리-허핀달지수 

(BHI) 

‘1-(허핀달지수)’로 0~1까지로 나타나며  

1에 가까울수록 다각화정도가 크며, 0에 가까울

수록 사업이 집중되어 있음 

사업보고서의 

재무정보를 이용하여 계

산함 

자산규모 

(Asset) 
기업의 총자산(Asset)에 Log를 취함 

기업공시자료 

사업보고서 등 

임직원 수 

(Personnel) 
기업의 임직원 수에 Log를 취함 

기업공시자료 

사업보고서 등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것으로써 기업

공시자료와 사업보고서 등에서 추출한 각 기업의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조

사하여 계산하였다. 매출액순이익률(ROS)은 당기순이익에서 매출액을 나눈 

것으로 기업공시자료와 사업보고서 등에서 추출한 기업의 재무정보를 가지고 

계산하였고, 계산된 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베리-허핀달지수(BHI)도 각 기

업의 재무정보를 이용하여 각각 구하였으며, 기업의 자산규모(Asset)와 임직

원 수(Personnel)는 원자료의 편차가 기업마다 크므로 모두 Log를 취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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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 실증분석실증분석실증분석실증분석    
 

4.14.14.14.1     기기기기초초초초통계통계통계통계량량량량    및및및및    상관계수상관계수상관계수상관계수    

 

4.1.14.1.14.1.14.1.1 기초통계량기초통계량기초통계량기초통계량    

 

분석대상인 문화콘텐츠기업 79개의 전체 기초통계량은 [표 4]를 통해 파악

할 수 있다.  

 

[표 4] 전체 문화콘텐츠기업의 기초통계량 

구분 평균(n=79)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ROE(단위:%) -0.16 16.61 -54.57    28.60   

ROS(단위:%) -0.69 22.06 -63.43     48.86 

BHI 0.36 0.25   0.00     0.74 

자산규모(단위:억원) 2,897.37 5,612.00 147.17 30,791.55 

매출액(단위:억원) 2,114.41 4,367.52 33.92 24,921.60 

자본금(단위:억원) 1,733.37 3,129.38 69.52 19,035.68 

임직원 수(명) 369.20 527.44 12.00 2,529.00 

 

79개 문화콘텐츠기업의 평균 ROE는 약-0.16%이며, 최소값 -54.57%에

서 최대값 28.60%로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OS의 평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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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0.69%로 나타나 문화콘텐츠기업의 매출액순이익률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으며, 최소값 -63.43%에서 최대값은 48.86%로 ROE보다 ROS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화콘텐츠기업의  재무적인  성과인 ROE와 

ROS 평균이 모두 ‘-‘를 보여 수익성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베리-허핀달지수인 BHI는 평균 약 0.36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윤

희(2008)의 방송사 BHI지수인 0.40과 조용래, 김원준(2009)의 영상콘텐츠

기업의 BHI지수인 0.42보다 낮아 방송사와 영상콘텐츠기업보다는 문화콘텐츠

기업의 사업다각화가 평균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전체 문화컨텐츠기업의 평균 자산은 약 2,897.37억원이나 최소 147.17억

원에서 최대 3조791.55억원까지 편차가 매우 컸으며, 매출액도 전체 평균은 

약 2,114.41억원이나 최소 33.92억원에서 최대 2조4,921.60억원까지 편차

가 매우 컸다. 또한 자본금도 평균은 약 1,733.37억원이나 최소 69.52억원에

서 최대 1조9,035.68억원까지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전체 평균 임직원

수는 약 369명으로 나타났다. 

 [표 5]는 콘텐츠산업분류별 문화콘텐츠기업의 기초통계량이다. 각 기업의 

사업부문에서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부분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전체 매출액 중에서 방송부분에서 매출액이 40%, 음악부분에서 

35%, 기타 사업부문에서 25%를 차지한다면 ‘방송’으로 분류하였다.  

각 분류 중 사업다각화지수(BHI)가 가장 낮은 곳은 ‘게임’으로 분류된 기업

으로 나타났다. 전체 문화콘텐츠기업의 BHI평균이 0.36인데 반해‘게임’으로 

분류된 기업은 BHI의 평균이 0.05로 사업다각화가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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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콘텐츠산업분류별13 문화콘텐츠기업의 기초통계량 

분류 
기업 

수 

평균 

 ROE 

(%) 

 ROS 

(%) 
 BHI 

 자산규모 

(억원) 

매출액 

(억원) 

자본금 

(억원) 

임직원 수 

(명) 

출판  5   0.87   3.24 0.29 1,809.43 2,462.00   885.94   629.80 

음악  4 -1.31 -1.13 0.18   924.32   799.48   622.94   161.50 

게임 15   6.58 12.73 0.05 2,337.63 1,457.55 1,681.66   414.07 

영화  3 -5.78 -8.25 0.37 2,390.08 1,645.20   817.41   116.67 

애니메이션  1 -2.58 -2.24 0.35   991.58   750.31   651.55   161.00 

방송 19   4.01   3.30 0.46 5,329.72 3,861.24 2,837.76   421.79 

광고  3 -5.77 -3.95 0.65 2,268.74 1,626.57 1,923.09   551.67 

캐릭터  2   3.49   2.41 0.13 1,185.73   906.92   506.73   112.50 

지식정보  4   8.28   9.26 0.44 9,496.94 7,323.93 6,433.99 1,168.75 

콘텐츠솔루션 11 -11.34 -16.94 0.46   825.43   381.05   490.74   197.00 

공연  7    0.68  -7.14 0.61   865.35   598.10   653.08   104.86 

기타14  5 -13.90 -17.37 0.38 1,870.81 1,249.99 1,056.13   236.00 

합계 79  -0.16  -0.69    0.36   2,897.37   2,114.41   1,733.37    369.20 

 

                                            

 

 
13 콘텐츠산업분류는 대분류로 총 12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상장기업 중에서 ‘만
화’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은 찾을 수 없었기에 [표 5]에는 ‘만화’로 분류된 기업의 기초
통계량은 없다. 
14 문화콘텐츠사업을 하는 기업 중에서 문화콘텐츠분야가 아닌 다른 사업부문에서 매출액 비중
이 가장 큰 경우 기타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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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게임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들은 사업다각화보다는 집중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BHI평균이 가장 높은 곳은 ‘광

고’로 분류된 기업으로 BHI평균이 0.65으로 나타났다. ROE가 가장 높은 곳

은 ‘지식정보’로 분류된 기업으로 ROE평균이 8.28%이며, ROS가 가장 높은 

곳은 ‘게임’으로 분류된 기업으로 ROS평균이 12.73%로 나타났다. 또한 ‘지

식정보’로 분류된 기업은 기업의 자산규모 평균이 9,496.94억원, 매출액 평균

이 7,323.93억원, 자본금 평균이 6,433.99억원, 임직원 수의 평균이 1,168.7

5명으로 다른 곳으로 분류된 곳보다 매우 높았다.  

 

4.1.24.1.24.1.24.1.2 상관계수상관계수상관계수상관계수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전에 본 모형에 사용된 독립변수(BHI)와 종속변수

(ROE, ROS)와의 상관관계를 먼저 분석하였다. [표 6]은 79개의 전체 문화

콘텐츠기업의 변수 간 상관관계를 나타낸 표이다. ROE와 ROS의 상관계수는 

0.870으로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나 완벽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므로 종속변수로 ROE와 

ROS를 각각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BHI는 ROE와 ROS와의 상관관계에서 상관계수가 각각 -0.071, -0.213

으로 나타났는데, 모두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BHI와 ROE 및 ROS의 관계가 비선형관계도 

보이는지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BHI는 기업의 자산규모, 매출액,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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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임직원 수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15 

 

[표 6] 전체 문화콘텐츠기업의 변수 간 상관관계분석결과16 

구분 ROE ROS BHI 자산규모 매출액 자본금 임직원 수 

ROE 1       

ROS 0.870** 1      

BHI -0.071 -0.213 1     

자산규모 0.467** 0.402** 0.037 1    

매출액 0.468** 0.418** 0.057 0.932** 1   

자본금 0.539** 0.457** 0.054 0.965** 0.899** 1  

임직원 수 0.398** 0.444** 0.012 0.628** 0.636** 0.656** 1 

주: **는 1%수준에서 유의한 값 

 

4.24.24.24.2     실증분석의실증분석의실증분석의실증분석의    결과결과결과결과    

 

전체 문화콘텐츠기업의 사업다각화(BHI)와 재무적인 성과(ROE, ROS)와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선형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아 좀더 명확한 실증

분석을 위해 SPSS 18을 기준으로 곡선추정을 하였다. 그 결과 2차 모형이 

                                            

 

 
15 자산규모와 매출액, 자본금은 서로 통계적으로 높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므로 회
귀분석에서는 이들 중에서 기업의 기본적 특성으로 자산규모만 선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16 상관관계분석을 위해 자산규모, 매출액, 자본금, 임직원 수는 모두 Log를 취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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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파악하여 회귀모형(2)를 기준으로 회귀분석을 하였다.  

[표 7]은 전체 문화콘텐츠기업의 재무적인 성과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7] 전체 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구분

(n=79) 
절편 BHI BHI2 Asset Personnel 

Adj 

R2 

ROE 

1.543 -4.737    0.008 

(0.641) (0.532)     

    8.3248.3248.3248.324****    ----92.81992.81992.81992.819********    130.223130.223130.223130.223********      0.114 

(0.027) (0.001) (0.001)    

----61.78761.78761.78761.787********    ----87.05587.05587.05587.055********    120.052120.052120.052120.052********    13.83713.83713.83713.837********     0.310 

(0.000) (0.000) (0.001) (0.000)   

----18.05418.05418.05418.054****    ----80.60180.60180.60180.601********    113.212113.212113.212113.212********     11.33411.33411.33411.334********    0.232 

(0.030) (0.002) (0.002)  (0.001)  

----58.96158.96158.96158.961********    ----84.20284.20284.20284.202********    115.967115.967115.967115.967********    11.50411.50411.50411.504********    3.864 0.310 

(0.000) (0.001) (0.001) (0.003) (0.321)  

ROS 

6.055 -18.768    0.033 

(0.162) (0.060)     

13.49713.49713.49713.497********    ----115.430115.430115.430115.430********    142.907142.907142.907142.907********      0.112 

(0.007) (0.002) (0.006)    

----68.07768.07768.07768.077********    ----108.724108.724108.724108.724********    131.074131.074131.074131.074********    16.09916.09916.09916.099********     0.260 

(0.002) (0.001) (0.006) (0.000)   

----27.18827.18827.18827.188****    ----98.12798.12798.12798.127********    116.670116.670116.670116.670****        17.48217.48217.48217.482********    0.276 

(0.012) (0.003) (0.014)  (0.000)  

----59.62359.62359.62359.623********    ----100.190100.190100.190100.190********    118.854118.854118.854118.854****    9.122 11.55911.55911.55911.559****    0.298 

(0.005) (0.003) (0.011) (0.072) (0.029)  

주: **, *는 1%, 5%수준에서 유의한 값, (  )안은 유의확률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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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전체 문화콘텐츠기업의 재무적인 성과는 사업다각화와는 선형관계

에 있다고 볼 수 없었으며, 비선형관계인 U자형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즉, 사업다각화가 이루어질수록 초기에는 재무적인 성과 즉, 수익성이 감

소하다가 일정 기준을 지나면 다시 수익성이 증가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림 1]은 전체 문화콘텐츠기업의 사업다각화와 재무적인 성과와의 관계

부분을 도식화한 것이다. BHI와 ROE와의 관계에서는 BHI가 0.36이 될 때까

지 ROE가 하락하다가 BHI 0.36을 기준으로 다시 상승하였고, BHI와 ROS와

의 관계에서는 BHI가 0.40이 될 때까지 ROS가 하락하다가 BHI 0.40을 기준

으로 다시 상승하는 U자형 모형을 갖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BHI

와 ROE와의 U자형 관계에서는 수정된 R2가 11.4%, BHI와 ROS와의 U자형 

관계에서는 수정된 R2가 11.2%로 나와 설명력이 낮았다.  

 

BHI

Adj R2  : 11.2%

0.40

0.14 0.67

1BHI

Adj R2  : 11.4%

0.36

0.11 0.61

1

ROS(%)

-9.81

13.50

40.97

ROE(%)

-7.22

9.32

45.73

 

[그림 1] 전체 문화콘텐츠기업의 사업다각화와 재무적인 성과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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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ROE를 기준으로 통제변수에 자산규모(Asset)를 추가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수정된 R2가 31.0%가 나왔는데, 이는 임직원 수(Personnel)만

을 추가로 투입하였을 때의 수정된 R2 23.2%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ROE는 임직원 수보다는 기업의 자산규모에 더 영향받는다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종속변수 ROS를 기준으로 통제변수에 자산규모

(Asset)를 추가로 투입하여 분석했을 때는 수정된 R2가 26.0%로 나왔으나, 

임직원 수(Personnel)만을 추가로 투입하였을 때는 수정된 R2가 27.6%로 나

타나 임직원 수(Personnel)가 ROS에 더 큰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

었다.  

전체 문화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사업다각화와 재무적인 성과

와의 관계는 설명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가설1에서와 같이 자산규모

가 큰 문화콘텐츠기업이 사업다각화가 될수록 재무적인 성과가 더 좋은지 분

석하기 위해 자산규모 1,000억원을 기준17으로 구분하여 자산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인 기업과 자산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기업을 각각 묶어서 회귀분

석을 하였다.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문화콘텐츠기업의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8]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회귀분석결과 자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문화콘텐

츠기업의 사업다각화(BHI)와 재무적인 성과(ROE, ROS)와의 관계는 전체 79

                                            

 

 
17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사업업종, 매출액, 종업원수, 자본금규모 등
기준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문화콘텐츠기업은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다양한 업종
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표본수를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자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기업(n=35)과 미만인 기업(n=44)으로 나누어 각각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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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와 같이 선형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므로, 비선형관계에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BHI와 BHI2를 독립변수로 

하여 추가적으로 회귀분석을 하였다.  

 

[표 8]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문화콘텐츠기업의 회귀분석결과 

구분

(n=35) 
절편 BHI BHI2 Asset Personnel 

Adj 

R2 

 

 

 

 

ROE 

1.936 12.012    0.037 

(0.569) (0.140)     

9.2669.2669.2669.266********    ----91.17891.17891.17891.178********    152.585152.585152.585152.585********      0.358 

(0.008) (0.001) (0.000)    

-1.677 ----92.71192.71192.71192.711********    153.000153.000153.000153.000********    2.059  0.342 

(0.942) (0.001) (0.000) (0.634)   

12.768 ----92.16792.16792.16792.167********    154.584154.584154.584154.584********     -1.414 0.341 

(0.142) (0.001) (0.000)  (0.657)  

-5.153 ----96.27296.27296.27296.272********    157.561157.561157.561157.561********    4.082 -2.937 0.334 

(0.828) (0.001) (0.000) (0.420) (0.430)  

 

 

 

 

ROS 

2.976 9.077    0.009 

(0.381) (0.259)     

9.2629.2629.2629.262****    ----79.41179.41179.41179.411********    130.845130.845130.845130.845********      0.246 

(0.012) (0.006) (0.002)    

-8.373 ----81.88281.88281.88281.882********    131.514131.514131.514131.514********    3.318  0.235 

(0.733) (0.006) (0.002) (0.469)   

8.970 ----79.32979.32979.32979.329********    130.678130.678130.678130.678********     0.118 0.222 

(0.329) (0.007) (0.003)  (0.972)  

-10.157 ----83.70983.70983.70983.709********    133.855133.855133.855133.855********    4.356 -1.358 0.213 

(0.689) (0.006) (0.002) (0.420) (0.703)  

주: **, *는 1%,5%수준에서 유의한 값, (  )안은 유의확률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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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모형을 분석결과 자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문화콘텐츠기업의 재무

적인 성과와 BHI와 BHI2의 각 베타값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회귀계수

로 나타나 사업다각화와 재무적인 성과와는 U자형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특히 종속변수 ROE를 기준으로 한 회귀모형에서는 수정된 R2가 35.8%

로 매우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다. 

[그림 2]는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문화콘텐츠기업의 재무적인 성과와 

사업다각화와의 관계부분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2]를 보면 자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문화콘텐츠기업은 사업다각화가 이루어질수록 초기에는 

ROE와 ROS가 감소하다가 BHI가 모두 0.30을 지나면서 다시 수익성이 점차 

좋아지게 되고, BHI가 0.47이상이면 ROE가 ‘+’로 전환되고, BHI가 0.45이상

이면 ROS가 ‘+’로 전환됨을 알 수 있다.  

 

BHI

Adj R2  : 24.6%

0.30

0.16 0.45

1BHI

Adj R2  : 35.8%

0.30

0.13 0.47

1

ROS(%)

-2.79

9.26

60.70

ROE(%)

-4.35

9.27

70.68

 

[그림 2]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문화콘텐츠기업의 사업다각화와 재무적인 성과

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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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ROE 및 ROS와 독립변수 BHI, BHI2를 기준으로 분석한 2차 모

형에 통제변수인 자산규모(Asset)와 임직원 수(Personnel)가 각각 어느 정

도 설명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자산규모(Asset)와 임직원 수(Personnel)를 

각각 투입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종속변수 ROE를 기준으로 독립변수 BHI, BHI2만 투입한 모형의 

수정된 R2가 35.8%(ROS:24.6%)인데 반해, 자산규모(Asset)를 추가로 투입

한 모형의 수정된 R2가 34.2%(ROS기준:23.5%)로 더 작게 나왔으며, 임직원 

수(Personnel)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의 수정된 R2도 34.1%(ROS기

준:22.2%)로 더 작게 나왔다.  

또한 자산규모(Asset)와 임직원 수(Personnel)를 동시에 투입했을 때는 

수정된 R2가 33.4%(ROS기준:21.3%)가 나와 각각 투입했을 때의 수정된 R2

와 큰 차이가 없없고, 오히려 더 작았으며, 자산규모(Asset)와 임직원 수

(Personnel)의 회귀계수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자산규

모가 1,000억원 이상인 문화콘텐츠기업에서는 자산규모(Asset)와 임직원 수

(Personnel)보다 사업다각화가 더 재무적인 성과(ROE, ROS)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자산규모가 큰 문화콘텐츠기업은 사업다각화가 진행될수록 초기

에는 재무적인 성과를 보이지 않다가 어느 정도 사업다각화가 계속 진행되면 

재무적인 성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가설1

을 어느 정도 지지한다. 즉, 자산규모가 크다는 것은 사업다각화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자원이 많다는 것이며, 사업다각화가 진행될 때 수익성이 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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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더라도 큰 자산으로 사업다각화를 지속적으로 하여 일정한 수준을 넘

으면 결과적으로 수익성은 좋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표 9]에서 보듯이 자

산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문화콘텐츠기업에서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9]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인 문화콘텐츠기업의 회귀분석결과 

구분

(n=44) 
절편 BHI BHI2 Asset Personnel 

Adj 

R2 

 

 

 

 

ROE 

1.268 -16.760    0.028 

(0.801) (0.141)     

6.784 ----83.47183.47183.47183.471****    98.294   0.072 

(0.252) (0.045) (0.093)    

----220.638220.638220.638220.638************    ----69.66869.66869.66869.668****    88.049 47.89447.89447.89447.894********     0.451 

(0.000) (0.031) (0.052) (0.000)   

----39.40139.40139.40139.401********    -68.408 77.886  21.53521.53521.53521.535********    0.310 

(0.004) (0.057) (0.124)  (0.000)  

----195.918195.918195.918195.918********    ----66.96066.96066.96066.960****    82.871 39.34939.34939.34939.349********    7.393 0.455 

(0.000) (0.037) (0.068) (0.002) (0.257)  

 

 

 

 

ROS 

9.339 ----40.80040.80040.80040.800****       0.120 

(0.188) (0.012)     

17.17.17.17.102102102102****    ----134.681134.681134.681134.681****    138.327      0.160 

(0.042) (0.021) (0.091)    

----258.265258.265258.265258.265********    ----32.72032.72032.72032.720****     56.49956.49956.49956.499********        0.352 

(0.000) (0.020)  (0.000)   

----67.65467.65467.65467.654********    ----38.728938.728938.728938.7289********      36.81336.81336.81336.813********    0.448 

(0.000) (0.003)   (0.000)  

----161.359161.359161.359161.359****    ----35.84035.84035.84035.840********     23.498 28.40328.40328.40328.403********    0.461 

(0.024) (0.006)  (0.170) (0.004)  

주: **, *는 1%,5%수준에서 유의한 값, (  )안은 유의확률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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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문화콘텐츠기업을 분석한 결과 BHI와 ROE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선형관계에 있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BHI2을 투입하

여 비선형관계가 있는지 분석하였으나 BHI2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고, 수정된 R2도 7.2%로 낮게 나왔다. 그러므로 자산규모가 1,000

억원 미만인 문화콘텐츠기업은 사업다각화와 재무적인 성과인 ROE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U자형인 비선형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종속변수 ROE를 기준으로 BHI와의 2차 모형에 추가적으로 자산규모

(Asset)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수정된 R2가 45.1%가 나왔는데, 

이는 ROE에는 자산규모가 매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비

록 BHI2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자산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문화콘텐츠기업은 BHI가 낮을수록, 자산규모(Asset)가 클수록 재무적

인 성과인 ROE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자

산규모가 작은 문화콘텐츠기업의 ROE에는 사업다각화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

해 더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산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문화콘텐츠기업의 ROS를 종속변수로 

하고, BHI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선형관계가 있는지 회귀분석한 결과 BHI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와 사업다각화를 할수록 ROS는 감소한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사업다각화와 ROS는 부정적인 선형관계에 있음

을 파악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BHI2를 투입한 2차 모형도 분석하였으나 

BHI2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1차 모형의 수

정된 R2가 12%로 높진 않지만 1차 모형을 기준으로 통제변수인 자산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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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와 임직원 수(Personnel)를 각각 투입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1차 모형에 자산규모(Asset)를 추가하여 분석하였을 때 수정된 R2가 

35.2%로 나타났으며, 임직원 수(Personnel)를 추가하여 분석하였을 때는 수

정된 R2가 44.8%로 높게 나왔다. 이는 자산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문화콘

텐츠기업은 사업다각화를 하지 않을수록, 자산규모가 클수록, 임직원 수가 많

을수록 ROS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는 가설2를 검증하기 위해 자본금규모가 큰 문화콘텐츠기업도 사업다

각화를 하면 재무적인 성과가 좋아지는지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문화콘텐

츠기업을 자본금 500억원 기준18으로 나누었다. 

[표 10]은 자본금 500억원 이상인 문화콘텐츠기업을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자본금이 500억원 이상인 문화콘텐츠기업은 사업다각화와 ROE 및 

ROS와의 관계가 U자형으로 나타났다. BHI와 BHI2의 회귀계수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수정된 R2 또한 각각 33.6%, 25.2%로 설명력 또한 어

느 정도 높았다. [그림 3]을 보면 자본금 500억원 이상인 문화콘텐츠기업은 

사업다각화가 이루어질수록 재무적인 성과 즉, ROE와 ROS가 초기에는 감소

하다가 BHI가 모두 0.33을 지나면서 다시 수익성이 점차 증가하게 되고, BHI

가 0.49이상이면 ROE가 ‘+’로 전환되고, BHI가 0.42이상이면 ROS가 ‘+’로 

전환됨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설2를 어느 정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자

                                            

 

 
18 앞에서 자산규모의 기준을 1,000억원으로 한 것과 같은 이유로, 자본금규모에 따라 문화콘
텐츠기업을 나눌 때도 표본수를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자본금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기업
(n=45)과 미만인 기업(n=34)으로 나누어 각각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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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금규모가 큰 문화콘텐츠기업은 자본금규모가 작은 기업에 비해 위험을 감수

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자기자금이 많으므로 사업다각화를 할 때 당장 성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공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일정 수준의 사업다각화가 

이루어지면 그 이후부터는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10] 자본금 500억원 이상인 문화콘텐츠기업의 회귀분석결과 

구분

(n=45) 
절편 BHI BHI2 Asset Personnel 

Adj R2 

 

 

 

 

ROE 

5.356 4.837    0.010 

(0.062) (0.460)     

11.79811.79811.79811.798********    ----96.14496.14496.14496.144********    146.836146.836146.836146.836********      0.336 

(0.000) (0.000) (0.000)    

2.368 ----98.27798.27798.27798.277********    151.918151.918151.918151.918********    1.810  0.325 

(0.890) (0.000) (0.000) (0.579)   

15.698 ----96.47496.47496.47496.474********    150.931150.931150.931150.931********     -1.602 0.325 

(0.051) (0.000) (0.000)  (0.598)  

2.332 ----100.476100.476100.476100.476****    155.461155.461155.461155.461********    3.170 -2.894 0.321 

(0.892) (0.000) (0.000) (0.385) (0.394)  

 

 

 

 

ROS 

7.2927.2927.2927.292****    0.818    0.023 

(0.017) (0.905)     

13.32113.32113.32113.321********    ----93.69093.69093.69093.690********    140.232140.232140.232140.232********      0.252 

(0.000) (0.000) (0.000)    

6.045 ----95.33795.33795.33795.337********    141.839141.839141.839141.839********    1.397  0.236 

(0.751) (0.000) (0.000) (0.699)   

14.581 ----93.79793.79793.79793.797********    140.586140.586140.586140.586********     -0.517 0.234 

(0.099) (0.000) (0.000)  (0.878)  

6.028 ----96.35896.35896.35896.358********    143.484143.484143.484143.484********    2.028 -1.344 0.220 

(0.754) (0.000) (0.000) (0.617) (0.722)  

주: **, *는 1%,5%수준에서 유의한 값, (  )안은 유의확률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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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I

Adj R2  : 25.2%

0.33

0.21 0.42

1BHI

Adj R2  : 33.6%

0.33

0.16 0.49

1

ROS(%)

-2.33

13.32

66.47

ROE(%)

-3.94

11.80

62.49

 

[그림 3] 자본금 500억원 이상인 문화콘텐츠기업의 사업다각화와 재무적인 성과와의 

관계 

 

그러나, 자본금 500억원 미만인 문화콘텐츠기업은 자본금 500억원 이상인 

문화콘텐츠기업과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표 11]은 자본금 500억원 미만인 

문화콘텐츠기업의 회귀분석결과이다.  

종속변수 ROE를 기준으로 BHI와 선형관계에 있는지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지 않아 선형관계라고 볼 수 없다. 추가적으로 BHI2을 투입하여 

비선형관계가 있는지 분석하였으나 모든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비선형관계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자본금 500억원 미만인 문화

콘텐츠기업은 사업다각화와 ROE와는 연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BHI와 ROS와의 관계에서는 BHI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

와 사업다각화를 할수록 ROS는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자산

규모 1,000억원 미만인 문화콘텐츠기업을 분석한 결과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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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자본금 500억원 미만인 문화콘텐츠기업의 회귀분석결과 

구분

(n=34) 
절편 BHI BHI2 Asset Personnel 

Adj R2 

 

 

ROE19 

-4.285 -13.816    0.000 

(0.488) (0.321)     

-2.057 -36.168 32.310   0.025 

(0.794) (0.472) (0.643)    

 

 

 

 

ROS 

6.119 ----45.86745.86745.86745.867****       0.116 

(0.494) (0.027)     

11.241 -97.252 74.277      0.104 

(0.325) (0.184) (0.460)    

----223.281223.281223.281223.281****    ----41.21841.21841.21841.218****     49.35849.35849.35849.358****        0.250 

(0.017) (0.032)  (0.014)   

----60.94460.94460.94460.944********    ----42.23142.23142.23142.231****         33.67333.67333.67333.673********    0.359 

(0.005) (0.018)   (0.001)  

----171.744171.744171.744171.744****    ----40.39940.39940.39940.399****     26.465 27.54727.54727.54727.547****    0.377 

(0.048) (0.022)  (0.181) (0.011)  

주: **, *는 1%,5%수준에서 유의한 값, (  )안은 유의확률을 나타냄 

 

즉, 자본금규모가 500억원 미만이거나 자산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문화

콘텐츠기업은 사업다각화와 ROS가 부정적인 선형관계에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종속변수 ROS를 기준으로 BHI2를 투입한 2차 모형에서 BHI2의 회

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므로, 1차 모형을 기준으로 자산규모

(Asset)와 임직원 수(Personnel)를 각각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수정된 R2는 

                                            

 

 
19 BHI와 ROE와의 관계가 선형모형, 2차 모형 모두 각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
으므로 통제변수를 추가로 투입하여 분석하는 것은 의미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자산규모
(Asset)와 임직원 수(Personnel)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분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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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25%, 35.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인 문

화콘텐츠기업을 분석한 결과와 유사하게 자산규모와 임직원 수가 ROS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자본금규모가 500억

원 미만인 문화콘텐츠기업은 사업다각화를 진행하면 ROS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오히려 자산규모가 클수록, 임직원 수가 많을수록 

ROS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산규모가 1,000억원 미만이거나, 자본금규모가 500억원 미만인 문화

콘텐츠기업은 한정된 자본금으로 사업다각화를 진행하는 것보다 주력업종에 

집중하는 것이 수익성에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40 

 

5.5.5.5. 결론결론결론결론    및및및및    시사점시사점시사점시사점    

 

본 연구는 문화콘텐츠기업의 사업다각화와 재무적인 성과와의 관계를 살펴

보기 위해 기업의 자산규모와 자본금규모에 따라 나누어 각각 어떤 관계를 보

이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금규모가 50

0억원 이상인 문화콘텐츠기업은 사업다각화를 할수록 초기에는 재무적인 성

과인 ROE와 ROS가 줄어들지만, 사업다각화가 일정한 기준을 넘어서면 오히

려 재무적인 성과는 올라가는 U자형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자산규모가 1,000억원 미만이거나, 자본금규모가 500억원 미만인 문화콘텐츠

기업은 오히려 사업다각화를 진행하면 ROS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사업다각화보다는 주력 사업에 더 집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불확실성이 크고 변동성이 큰 문화콘텐츠기업의 사업다각화는 기업이 영속

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문화콘텐츠기업 중에

서 대부분 미디어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었다면 본 연구는 문화

콘텐츠기업의 사업다각화와 재무적인 성과에 대해 처음으로 실증분석하였다. 

문화콘텐츠기업은 각 산업분류에 따라 매우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각 산업분류별로 문화콘텐츠기업을 묶어서 추가로 분석해 보고자 했으나

 재무자료를 제공하는 상장된 회사가 많지 않아 자료의 한계로 분석해 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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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의 발달로 더욱 더 많은 문화콘텐츠기업이 탄생할 것

이다. 향후 사업다각화를 통해 수익성을 증가시키려는 문화콘텐츠기업이나 신

규로 문화콘텐츠사업을 하려는 기업이 경영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본 연구가 

작은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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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The cultural content business is lucrative and very sensitive to the 

changes of the era. In other words, the business tends to diversify due to 

its volatility. We have studied that the relations between the 

diversification and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the company. 

For this study, we define the meaning of the diversification and the 

cultural content company and verify previous studies. The 79 cultural 

content companies' data come from the electronic disclosure system. In 

addition, we have applied to Berry-Herfindahl Index(BHI) that is the 

most commonly used index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fitability and the diversification. 

We assume that if the assets or the capital is large, it would be 

advantageous to the diversification. So we provide the groups that have 

100 billion won in assets and 50 billion won in equity.  

In the result, we analyze the diversification and the financial 

performance show statistically U-shaped relationship. 

In other words,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the larger cultural content 

company is inverse proportion to the diversification at some point. But 

after the point, the financial performance is proportion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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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sification. For the cultural content company, the diversification is 

essential to the steady profi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help the cultural 

content companies which chase the profit and stability by using the 

diver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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