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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국내 기업의 R&D 투자 배분에 관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손 지 윤

본 연구에서는 국내 R&D 투자 환경을 고려하면서 기업이 스스로 연구

개발 기획, 투자 및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투자 배분에 관한 동태적

모형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둔다. 동태적 모형을 나타내기 위해 시스템 다이

내믹스를 방법론으로 채택했으며, 개념적인 모델은 기술혁신을 비롯한 R&D

투자관련 문헌을 바탕으로 도출한다. 성장 가능한 시장 R&D 투자환경을

가정하고, 기업의 주요 R&D 활동인 기술혁신, 공정혁신, 마케팅의 부문별

투자 비율에 따라 기업 매출이 변화하는 추이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연구하

였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기술 개발 투자와 생산 공정에 대한 투자

비율이 고르게 이루어질 때 기업의 매출 성과가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마케팅 투자 비율의 증가는 기업 매출 증대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의 성숙도와 상관없이 마케팅 투자 비율이 증

가하면 기업의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 했으며, 또한 이렇게 증가한 매출은

연구 개발 가능 예산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서 R&D 투자에 호 순환 구조를

이루는 것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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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의 R&D 투자 의사결정과 관련된 관련 문헌을 검토하고

종합하여 탄탄한 이론적 바탕으로 모형을 구성함으로서, 기업의 R&D 투자

정책 수립을 하는데 의사결정자들에게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 기업 단위 투자, 연구 개발, 투자 배분, 생산공정, 기술개발, 기술

혁신, 제품개발,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학 번 : 2012-20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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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R&D 규모는 2010년 이후 50조를 넘는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3년도 OECD 지식 경제 글로벌 포럼에서 발표된‘OECD 과학-기술-산업

스코어보드 2013'에 따르면, GDP 대비 R&D 투자규모 수준이 4.03%로

OECD 회원국 가운데 2위의 최상위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디지털 타임즈,

2013). 이러한 결과가 증명하듯이 국내 기업들은 연구개발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고 있다.

기업의 성공적인 연구개발의 투자를 위해서는 적절한 투자 배분을 위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기업 내부의 연

구개발 활동뿐만 아니라 시장 환경이 고려되어야 한다. 연구개발 활동을 가

장 잘 나타내는 기술 혁신 이론은 시장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 시장적

요인은 수요 견인(demand pull)과 공급주도(supply push)로 구성되는데, 특

히 수요 부문의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특정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고객의

기대치가 높아지거나, 새로운 제품에 대한 니즈 발생으로 시장 규모의 증가

를 예상하는 기업에서 혁신 기술의 필요로 인해 R&D 투자를 실행하는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시장상황을 고려한 기업의 R&D 투자 의사결

정에 도움이 되는 모형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동태

적인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하기에 앞서, 개념적인 모델을 도출하기 위해

이론적인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R&D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방법에 대한

연구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분석하는 방법(일본과학기술정책연구소,

2002; 이동엽 외, 2002), 과학기술 투자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객관적 파라미

터를 사용하는 CGE모형(Ghosh, 2007; Bor, 2010; 김성태 외, 2007)의 연구

가 있다. 그러나 CGE 모형은 지나치게 추상화된 모델로 일반적인 평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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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칠 수 밖 에 없다는 학계의 의견이다(김동환, 2006).

R&D 투자 배분에 관한 시스템 다이내믹스로 연구는 찾기가 쉽지 않다.

일부 국가 정책 단위에서의 자원배분에 대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

나(박헌준 외, 2004; 이동환 외, 2006), 공공 투자의 개념으로서의 연구이기

때문에 기업과 경쟁 시장 논리에 대한 반영이 미흡하다. 기업의 R&D 투자

와 관련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논문이 많지 않아 관련 분야로 영역을 확대하

여 신제품 개발(NPD) 및 기술 혁신 이론관련 시스템 다이내믹스 문헌 연구

를 실시했다. 기술혁신에 대한 연구는 이슈가 되어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기업 내부의 부서 또는 자원 간의 관계

에 대한 연구로, 인적 자원의 활용에 대한 연구로 지식의 진부화로 인한 개

발 인력의 재교육과 신규 인원 양성을 위한 필요성을 다루거나(Dharmaraj

et al,2006), 기업 내부 부서 간의 업무 관계에 대한 내용의 연구(최강화,

2005)는 존재하나, 시장 환경을 반영하면서 R&D 투자를 언급한 연구는 없

었다. 기존의 R&D 투자 의사결정관련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에 의한 연

구는 기업의 개발 활동 간의 상호작용을 다루거나, 공공사업으로서의 연구

개발 투자를 다룸으로서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현실적인 R&D 투자 의사결정의 메커니즘

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했다.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 외에 기술혁신 이론 및 객관적인 기업 R&D 투

자 현황 자료 등 R&D 투자 배분 의사결정에 어떠한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지 여러 문헌을 통해 살펴보고, 이러한 메커니즘을 단순화하여 기본적인 핵

심만을 반영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업

의 R&D 투자와 관련된 문헌을 통해 모형을 구성하며, 동시에 국내 시장의

R&D 투자현황을 반영하기 위해 과학기술정책 연구원들의 의견으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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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배분 모형과 한국 산업기술진흥원에서 분석한 국내 기업의 R&D 투자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문헌적인 이론과 현실 상황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개발의 대표적인 활동인 기술혁신과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의 관점에서 선형적인 제품 프로세스(기술혁신-공정개

선-홍보)를 동태적 관계로 재조명하고 기업의 R&D 투자 배분의 동태적 모

형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또한, 기업 단위의 R&D 투자

배분 모형의 각 조절 변수를 조절함으로서 기업 매출 극대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 1 장은 서론 부분으로 본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그리고 연구 목적,

범위 및 구성을 언급하고 있다. 제 2 장에서는 R&D 투자 현황 및 R&D 투

자, 기술혁신, 신제품 개발과 관련된 문헌과 함께 관련 분야에 대한 동태적

방법론이 사용된 연구들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국내 R&D 투자 환경을 고

려하면서 기업이 스스로 연구개발 기획, 투자 및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하

는 투자 배분에 관한 동태적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문헌연구를

광범위하게 실시한다. 제 3 장은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개념적인 인과지도

를 작성하며 변수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며, 주요 변수와 요인을 검토한다.

제 4 장에서는 앞서 2 장에서 진행한 문헌연구와 3 장의 인과지도를 바탕으

로 변수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성장 가능한 시장 R&D 투자환경을 가정하

여, 부문별 투자 비율의 변화로 인해 기업의 매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

인 가능한 모형을 개발한다, 개별 변수 값의 조절을 통해 시뮬레이션 결과

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함수를 입력하여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을 설계한다.

제 5장에서는 시뮬레이션 환경을 가정하고, 값을 입력하여 예측한 가설과

시뮬레이션 결과 값을 비교 분석한다. 제 6 장에서는 연구의 결론과 의의

및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 논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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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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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연구

OECD 국가들은 기술혁신을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 과제로 여기

면서 R&D 기술을 개발하고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 해왔다(오

세홍, 2004). 많은 정부 들은 공공연구 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전체 연구개

발 투자 뿐 만 아니라 기업 단위의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시장의 기술진화 방향에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했다(김학수, 2004). 그러나

정부와 민간부문의 연구개발투자는 그 목적, 용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R&D

성과에도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가별 차이는 존재하나 정부의 과학

기술에 대한 투자 정책은 점차 학계 연구와 산업 활동과의 연계로 이전되

고, 과학과 기술의 경계가 희석되며, 점차 과학 지식이 상업화 되고, 사회적

요구에 반응하는 경향을 띄고 있다(김환석 외, 1998).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발간한 ‘정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안’에 따르면, “신기술과 기존 산업, 학문 간의 결합을 통한 가치 창조

형 융합 기술의 미래 산업 기술 주도”라는 과학 기술 발전 전망을 언급하고

있다. 즉 초기 R&D 투자가 생명공학 기술과 같은 혁신 기술에 집중되었던

과거와 달리 점차 시장 환경과 사회적 니즈에 맞춰 그 범위가 넓어지는 것

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R&D 투자에 대한 연구들은 정

부의 과학 기술 투자에 대한 정책 연구로부터 시작되어 점차 민간 R&D

투자로 영역이 확대 되어 갔다는 점에 있어서 R&D 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

해를 위해서는 R&D 투자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그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

는 기술혁신과 신제품 개발 부문에 대한 문헌 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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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R&D 투자 의사결정에 관한 문헌 연구

R&D 투자는 본질적으로 투자(invest)의 행위로 미래의 이익을 기대하

고 현재의 비용을 감내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점에서 R&D 투자는 본질적으

로 "미래의 기대에 근거를 둔 의사결정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 의한 R&D 투자 배분 모형은 미래의 기대에 관련된 변수를 포함하

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의사 결정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지도 못하다. 이러한

이유는 방법론상의 차이에 있다. 기존의 연구개발 투자 효과 분석이나 기업

의 자본/노동 생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연구는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이런 연구들은 정태적이고 부분적이며,

단기적인 사고로 문제에 접근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연구

개발 투자 시스템의 각 부분의 연관성과 의존성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

다.

R&D 연구개발과 관련한 투자 배분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과

학기술기획평가원, 2010). 어떠한 R&D 분야에 집중해서 투자할 것인가 탐

색하는데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델파이(Delphi) 분석을 들 수 있다.

일본의 과학기술 정책연구소는 델파이 기법을 활용해서 2030년까지 연구투

자 방향을 제시한 사례가 있다(일본과학기술정책 연구소, 2002). 델파이 분

석 방법보다 체계화된 방법론으로 계층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들 수 있다. AHP는 과학 기술 투자 배분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한 쌍대비교를 통해 가각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연구개발 투

자 배분의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연구개발투자의 우선순위를 AHP 방법으로

도출한 연구는 이동엽 외(2002)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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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파이 분석이나 AHP분석은 근본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도구로 불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과학기술의 R&D 투자 배분의 객관적인

요인들에 대한 분석보다는 주관적 판단의 취합에 가깝다. R&D 투자 배분

에 관한 객관적인 분석으로는 연산가능 일반 균형 모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을 들 수 있다. CGE 모형은 일반 균형 모형으로 현실

경제에서 가계부문, 생산부문, 정부부문을 모형화 해서 모든 금융 시장이 동

시에 균형을 이루는 가격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서 연구개발 투자의 효

율성을 측정하는 분석모형이다(Ghosh,2007; Bor,2010; 김성태 외, 2007).

CGE 모형은 통계에 의해 제시된 파라미터 값에 의해 R&D 투자 효과를 예

측한다는 점에서 앞서 소개한 델파이 기법과 AHP 기법에 비해 객관적인

접근임은 분명하나 지나치게 추상화된 균형 경제 환경 모형에서 도출된 파

라미터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R&D 투자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주관적인 평가에 치

우치거나 지나치게 추상화된 파라미터에 의한 일반적인 평가에 그쳤다고 볼

수 있다. 즉 현실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R&D 투자 메커니즘을 모형화하지

못했다는 공통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방법론적인 접근에서의 문헌연구를 위해서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통해

R&D 투자를 연구한 문헌이 있는지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R&D 투자 분

배에 관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지 많지 않

았다. 국가 연구개발 투자 시스템에 관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가 있었다

(박헌준 외,2004). 해당 연구에서는 R&D 예산을 관리하는 실무자들이 예산

과정을 거치면서 R&D 투자에 비효율성을 발견하는 과정을 동태적 모형으

로 나타내며, 예산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갭의 증폭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R&D 정책에 투자하게 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하지만 해당 모델은 R&D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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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개발 및 그로인한 국가 경제 성장을 외부요소로 설정하여 R&D 투자를

통한 기술개발 효과 및 이로 인한 산업 성장과 효과를 축으로 하는 R&D

투자 결정과정 모델 상에 다루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연구는 R&D

투자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라, R&D 투자를 관리

하면서 발생 가능한 심리적 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R&D 투자에 관한 또 다른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는 R&D 기관에서 개

발한 기술 상용화 과정에 대해 분석하는 연구이다(김순선 외, 2007). 이미

개발된 기술을 상용화 하는데 있어 어떤 메커니즘이 존재하는지를 규명하는

연구로서 R&D 투자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다. 따라서 기존의 R&D 투자

에 관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은 R&D 투자에 관한 실무자의 심리적

측면이나 상용화의 측면에 대한 모델링이 이루어졌다. 국가 R&D 투자에 관

한 의사결정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시장 환경을 고려한 기

본적인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D 투자 의사결정

메커니즘에 초점을 둔 연구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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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술 혁신과 신제품 개발에 관한 문헌 연구

2.2.1 기술혁신과 R&D 투자에 관한 연구

기업의 R&D 투자 배분에 대한 동태적인 연구가 많지 않은 관계로 R&D

투자에 의해 혁신 기술이 개발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기술혁신을 동태적으

로 연구한 문헌을 조사했다. 연구 개발 투자는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생산요

소로서 연구 개발 활동에 포함되는 모든 인적 물적 요소 및 정보 지식 등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생산 활동에 이용되는 기술 뿐 아니라 과거의 연구개발

활동에서 축적된 경험, 노하우등의 지식 등이 모두 포함된다(Madique et al,

1998). Kline 과 Rosenberg(1986)은 연구 개발 투자를 통한 지식의 축적과

정을 유량(flow)로 구분하고, 축적된 지식을 저량(stock)으로 구분하여 동

태성을 설명한 바 있다. Stamboulis et al(2002)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연구개발의 집약도(R&D intensity)를 증가시키고 누적된 연구개발 능력은

기술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주장했다. 연구개발은 축적된 지

식 학습활동을 혁신으로 연결하는 의도적 활동으로 여기서 의미하는 지식이

란 공학적 노하우뿐만 아니라 조직의 구조와 절차에 대한 지식 및 노동자,

소비자의 행동 패턴까지 포함이 된다. 이러한 활동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

능 및 품질을 향상시키고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

발하거나 새로운 공정으로 구체화 되어 생산성을 증대시켜 연구개발 경쟁력

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연구 개발 투자에 의해 달성되는 기술 혁신은 광의적 기술혁신과 협의적

기술혁신으로 구분한다(Hall,1994). 광의적 기술혁신은 신제품, 새로운 서비

스 및 새로운 생산방식을 만들어 내는데 기여하는 활동이고, 협의의 기술혁

신은 신제품, 새로운 서비스 및 새로운 생산방법이 상업적 목적으로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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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되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 혁신은 혁신의 변화 대상에 따라 제품 혁신

의 형태로 일어나기도 하고 고정 혁신의 형태로 일어나기도 한다. 제품 혁

신은 ‘무엇을 만드느냐’에 관한 것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

품의 성능, 기능 품질, 또는 특성 등에 개선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기

술적 신제품 혁신은 관련된 제품의 핵심 기술을 활용하여 여러 관련 제품의

가치를 높이고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범위의 경제를

통해 대체 제품, 후속 제품 및 개선된 제품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며 동

시에 기업의 시장 내 경쟁 우위를 선점하는데 있다(이공래, 2000;

OECD,1992; OECD,1994). 공정혁신은 ‘어떻게 만드느냐’에 관한 것으로 제

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각 단계별 공정에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새로

운 공정을 선택하거나 제품 품질의 변화 없이 공정의 수를 감소하거나 동일

한 공정 하에서 품질을 개선하는 기법을 채용하는 등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이나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기술적인 개선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이공래,

2000). 특히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생산 원가가 오히려 줄어드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공정혁신은 특별히 생산기술 또는 생산 공정과 관

련되며, 그 목표는 생산 공정에서의 효율성 증대 및 품질 향상, 원가절감,

원재료 및 에너지 절약, 수리 보수비용의 절감, 생산소요의 단축 등이 해당

된다(Davenport, 1992).

제품 개발과 관련 된 기술 혁신의 과정은 각 프로젝트 기능 부문 간에

이루어지는 지식, 정보의 흐름을 어떻게 설계하는가가 관건이며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의 능력이나 인식에 따라 다르게 설계 될 수 있

다. 연구개발 프로세스 시작점에는 기초연구가 있고, 그것이 응용 개발 연구

로 연결되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신제품이 개발되고, 생산되고, 판매되는

것으로 이어진다(Boer, 1999). 그리고 기술연구개발, 생산, 판매를 담당하는

각각의 기능 부문은 전문화가 이루어지도록 독립적인 업무 체제로 수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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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동태론

Abernathy and Clark(1985), Arthur(1988), Carroll and

hannan(2000), Geroski(2001), Hall(1994), Klepper(1997),

pavitt(1984), Tushman and Anderson(1986), Walsh(1984)

기술의 확산

Bersnahan, and Trajtenber(1995), David(1990),

Griliches(1998), Kline and Rosenberg(1986), Nelson and

Phelps(1966), Rogers(1983)

R&D 집약도와

조직 혁신 관련

Godener and Soderquist(2004), Boer(1999), Jaffe

Trajtenberg et al(2000), Griliches(1998), Moizer and

Towler(2001), Kogut et al(1992), Nonaka(1994),

Pisano(1996), Tyre and Hippel(1997), Andrew and

Polley(1992)

표 1 기술혁신의 동태성에 대한 연구(최강화, 2006 참조 및 표 재구성)

있다. 이는 제품 개발과 관련하여 연구개발을 분업의 개념, 즉 선형 모델

(linear model)을 기반으로 여기는 것으로 이러한 프로세스에 이해는 추상적

인 구획으로 현실에서는 전체의 과정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루어지는 연속적

과정이다.

기술의 확산은 새로운 혁신 기술이 시장에 출시가 되었을 때, 선 수용자

의 구전으로 기술 특징에 대한 정보가 확산되거나, 광고와 같은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시장 내 기술의 인지도가 높아져 소비자들이 비수용자에서 수

용자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Rogers, 1995). 연구개발 투자에 있어서 이러

한 시장 내 기술의 확산은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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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수용 주기(technology adoption life cycle)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혁신 기술이 시장에 출시가 되었을 때, 소비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

는데 있어 초기 소비자인 혁신 수용자(innovator)와 선각 수용자(early

adopter)와 다수 수용자(Majority) 사이에 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

을 둔 이론이다. 즉 선각 수용자들이 기술을 수용하고 나서 다수 수용자들

이 해당 기술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해당 기술은 소멸되거나, 더 이상

주류 제품군에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제품 수명 주기는 새

로운 디자인이나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었을 때 소비자들이 익숙해지기 까지

일정기간과 안정적인 사용자들의 리뷰가 필요하다는 것을 규명한 연구 이론

이다. 기술 수용자들 간의 정보교환 활동은 WoM(Word of Mouth)의 구전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WoM은 사람들이 상업적 이익과 무관하게

일상 대화를 통해 제품,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로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정보의 흐름을 말한다. 소비자들은 제품 정보를 얻거나 구

매 결정에 있어 관련 정보를 타인에게 듣고 전달하기 위해 구전을 한다. 구

전효과가 구매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수행된 바 있

다.(Bone, 1995; Bristor, 1990; Herr et al, 1999)

혁신 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은 결과물이 무형의 지식재산의 형태로 이

루어지며, 인적 자원의 아이디어를 통해 생산이 된다. 그러다 보니 연구 인

원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일정기간에 걸쳐 일련의 행위들을 통해 생산 여부

가 결정되며, 이러한 개발 활동은 관련 인원과 부서간의 동태적 관계를 통

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기술 혁신의 활동은 시제품 개발 → 제품 혁

신 → 공정 혁신의 연속적 관계로 볼 수 있다(Utterback and Abernathy).

이러한 기술 혁신은 제품의 형태로 기업에 이윤을 창출한 다는 점에서 신제

품 개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일련의 과정은 기초연구 → 응용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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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Step 6

기술 연구 개발
상품화

테스트

시제품

 완성

상품화

가능
기술혁신

생산 시설계획 시설도입 샘플생산 품질확보 초기생산 대량생산

마케팅 시장조사
수익성

검토
영업시작 수주 판매 확산

표 2 TPM (Technology, Production, Marketing) 6단계 구분

개발 연구 → 상업화 → 광고홍보 → 판매라는 연속적 과정을 거친다. 이러

한 기술 혁신 구성 요소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만 꼽으라면 무엇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일반적으로 기업이 설립된 초기에는 기술개발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기술개발이 완료되어, 혁신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이 안정화되면 생산 공정에

있어 불량률을 줄이고 생산원가 단축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다. 생산라인

의 안정화 이후에는 본격적인 판매를 위한 광고 홍보 등의 마케팅 요인에

투자를 실시한다. 허범도(2004)는 R&D 투자에 대한 분야는 기술, 생산, 마

케팅의 3가지로 규정됨을 밝히고 이에 대한 새로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인

TPM(Technology, Production, Marketing)모델을 제안했다. 기업 운영에 있

어 신제품 개발과 연구 개발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3가지 요인인

기술 개발,생산, 마케팅으로 구분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기업에 따라 달리

가져가는 전략을 도출 할 수 있도록 한 연구이다. 신규 창업기업은 기술<생

산<마케팅(부등호 방향표기는 상대적인 중요성이 높은 방향)으로 구분하고,

오래된 기업은 생산<기술<마케팅으로 투자가 필요한 부문임을 통계를 통해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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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영(2006)은 TPM 모형을 도입하여 실증 분석을 통해 기술, 생산, 마

케팅의 부문별 세부 업무를 6단계로 규명하고,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검증함

으로서 각 분야별로 해당되는 분야를 구분하기도 했다. 이를 통하여 기업

활동에 R&D 투자 배분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문별 가능 업무에 대해 고

찰 할 수 있었다.

오상영의 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신제품 개발은 연구를 계획하고 기술개

발에 성공하면 생산과 마케팅 부문에 대한 활동을 시작한다. 일반적인 기업

의 연구개발 자본 투자 순위는 기술투자> 생산투자> 마케팅 투자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기업의 활동이 이러한 순으로 선형적으로 이루어지기 때

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3가지 요인들을 선형적으로만 이루어진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즉, 기술개발의 결과가 생산, 생산의 결과가 마케팅이라는 등

식이 성립될 수 없으며, 이런 이유로 제품 생산과 마케팅의 확산을 직접적

인과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오상영은 3가지 요인과 R&D 투

자의 동태적인 관계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기업의 내부

적인 환경과 정부의 투자 자금을 지원 받아야 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

구였으며, 동태적인 인과지도를 구성하였으나, 실제 연구를 실시한 방법론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한 후 인과 관계를

다이어그램의 형태로만 구성했기 때문에 실제 모형에 데이터 값을 넣어 시

뮬레이션을 실행하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을 사용했다고 보기에는 한계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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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신제품 개발과 R&D 투자에 관한 연구

생산자 중심의 시장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기업의 경쟁이 가

격경쟁력보다 신제품 도입에 의해 좌우 되고, 신제품 개발과 개발된 신제품

의 성공이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성공적인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 투자는 기업 장기적인 목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인식이 점차 일

반화됨에 따라 신제품 개발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신제품 개발은 기술적 특성이나 성능에 있어 기존제품과 확연히 다른 제

품을 상업화 하는 것으로 기술 혁신의 한 분야로 기업의 시장 내 경제 우위

를 선점하기 위한 수단이자 중요 고려 요소로 강조되어왔다(White, 1976).

앞서 다룬 기술 혁신 문헌연구에서 기술혁신이 기술 개발과 공정 혁신으로

구분되는 것을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분류에서 일 진보하여 신태영 외

(2002)는 기술 개발을 제품 혁신의 동의미로 정의하고 제품 혁신을 신제품

개발과 기술적 개선으로 구분하여 신제품 개발의 이론적 위치를 정의함으로

서 기술혁신의 분류를 세분화 한 바 있다.

그림 2 기술혁신 분류에서 신제품 개발의 위치 (신태영 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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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D 프로젝트 관련 

시장지향성 및 

고객 니즈 반영

Rothwell et al, 1974; Cooper, 1980; Clark et al, 

1990; Maidique et al, 1990; Atuahene et al. 

1995; Veryzer et al, 2005

NPD 프로세스 관련

마케팅, 기술, 

시장 출시 과정

Cooper, 1980; Calantone et al; 1988; Dwyer et 

al, 1991; Cooper et al, 1995; Song et al. 1997

표 3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 및 시장 지향성에 관한 연구

신제품을 위한 투자의 성과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은 어렵지만(Crawford,

1979) 시장 점유정도나 재무적인 성과를 통해 정량화 하는 것이 선행연구에

서 일반적인 측정 변수로 사용된다. 신제품의 성공을 결정짓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기업의 내생적인 요소들을 강조하는 연구(Copper,1980)를 비롯하여

기업 외부와의 상호작용(Wright, 1981)과 관련된 연구도 이루어져 왔다. 신

제품 개발 프로세스의 각 단계별 숙련성과 시장지향성에 주목한 연구가 이

루어져 왔다. 효과적이고 숙련된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는 고객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경쟁제품에서 충족할 수 없는 가치를 제품에 반영할 가능

성이 높기 때문이다(Day, 1994). 또한 신제품의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해서

는 시장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시장 정보를 반영하여 개발프로세스를 효과

적으로 운영해야 함을 강조한 연구도 있었다(Song et al, 1997).

신제품은 기업의 기술적 역량과 자원배분, 구매집단과의 상호작용에 의

해 개발 되는 결과물이다(Cannon, 1978). 다시 말하면, 신제품을 포함한 기

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모든 상품은 기업과 고객 및 시장 간 상호작용의 결

과물이며, 재무적 성공, 시장 성과와 같은 기업의 자체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고객의 욕구까지 만족시켜야 하는 목적을 갖는다.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신제품 개발에 있어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고, 시장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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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신제품의 주요 목적은 새로운 시장과 기회의 개척으로 볼 수 있다. 출시된

혁신 신제품이 구매자의 욕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제품은 판매되지 않고

수요가 확보되지 않아 시장의 형성이 어려워지며 이러한 경우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회수 차원에서의 신제품 시장성과 및 재무적인 성공 가능성이 낮

다(Davidson, 1976). 따라서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의 의사결정

을 실시할 경우 해당 제품군이 출시될 시장 환경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적절한 업무 단계에 대한 투자 비율이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8

3. 연구 방법론 및 설계

3.1 방법론 - 시스템 다이내믹스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는 시스템 사고(system thinking)과

시뮬레이션(simulation)으로 구성된다. 전자는 현상을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관점에 의미하고, 후자는 여러 변수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모형화 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동태적 피드백(feed back)을 실험하는 것을 의미한

다. 이를 시스템 사고는 부드러운 연구방법으로 시뮬레이션은 딱딱한 연구

방법으로 구분되기도 한다(신근섭, 2006). 시스템 사고는 인과지도(causal

map) 분석을 통해서 시스템에 내포 되어있는 '피드백 순환(feed back

loop)'들을 발견하는데 초점을 두며, 시뮬레이션(simulation)은 이러한 피드

백 순환들을 보다 정교하게 모델화 하여 '동태적 행태 유형(dynamic

pattern of behavior)을 발견하는데 초점을 둔다(김동환, 1999).

본 연구에서 채택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은 기존 계량 연구 방법과

차이를 가진다. 기존 계량 연구 방법의 경우, 변수들 간의 관계를 이해함에

있어 선형적 인과관계를 증명하는데 강점을 가지며, 현상에 대한 단기적 분

석을 통해 부분적인 체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대표적인 분석

방법은 회귀분석이나 계량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현상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구성요소들 간의

순환적 인과관계를 발견하여 장기적인 예측을 하기 위한 동태적 모형을 만

들 수 있다. 개념상의 인과지도를 그리고, 다이내믹스 프로그램을 통해 시뮬

레이션을 함으로서 변수들 간의 동태적 관계를 규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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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연구 방법론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

부분적 시스템

정태적, 단기적 분석

회귀 분석(Regression Analysis)

계량 경제분석(Econometric Analysis)

전체적 시스템

동태적, 장기적 분석

인과지도(Causal loop Diagram)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표 4 일반 연구방법론과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의 차이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은 의사결정(decision-making)에 관한 모델링

에 있어 강점을 가지며, 의사결정은 저량과 유량의 관계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시스템의 모든 변수들을 근본적으로 저량과 유

량으로 구분한다(김도훈 외, 1999). 저량(stock)은 그 값이 시간을 두고 계속

축적되는 변수이고, 유량(flow)은 그 값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변수이다.

저량과 유량은 연결되어 있다. 저량값을 증가시키는 유량을 증가유량

(inflow)라고 하고, 저량의 값을 감소시키는 유량을 감소유량(outflow)라고

한다.

이는 욕실의 욕조와 수도꼭지로 비유되며, 욕조가 저량이라면 수도꼭지

는 증가유량으로 볼 수 있다. 수도꼭지에서 흘러들어오는 물의 양이 증가하

면 욕조에 쌓이는 물의 양이 증가하는데, 이 때 "수도꼭지에서 흘러들어오

는 물의 양(water in bath)"을 유량이라고 한다면, "욕조에 고여 있는 물의

양(water in bath)"는 저량으로 볼 수 있다. 전자의 값은 시간에 따라 변화

하고 그 값이 축적되지 않는데 반해 후자의 값은 시간에 따라 축적된다. 배

수구를 열었을 때, 욕조에서 물이 시간에 따라 물이 줄어드는 것을 감소유

량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시스템 다이내믹스에 있어서 저량과 유량은

시스템의 변화를 표현하는 개념적 프레임이다. 이러한 저량-유량의 프레임

은 의사결정을 모델링 하는데 적합하다. 이러한 점을 Morecroft 교수(1985)

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에 있어서 의사결정자는 유량에 해당된다.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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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의사결정 지점에 관한 시스템다이내믹스 모형, (김동환, 2011)

조에 물을 얼마나 많이 받을 것인가를 의사결정자가 결정하고 나서는 수도

꼭지의 밸브를 조절하기 때문이다. 이 때 전형적인 의사결정 예는 다음과

같다.

유입되는 물의 양 = 목표로 하는 물의 양 - 현재에 있는 물의 양

위의 공식은 목표지향적인 의사결정에 해당된다. 여기에서 "현재 욕조에

있는 물의양"은 저량이며, " 유입되는 물의 양"은 유량이다. 그리고 "목표로

하는 물의 양"은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에 있어서 "보조변수(auxiliary

variable)"이라고 부른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의사결정의 관점에서

본다면, 유량은 의사결정의 행위에 해당되며, 저량은 의사결정 행위의 결과

에 해당된다. 의사결정자는 저량의 변화를 보고서 지속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이러한 점에서 저량과 보조변수는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위해 투

입(input)되는 변수이며, 결정 의사결정에서 요구되는 정보(information)이다.

결국 의사결정 지점(decision point)과 의사결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현

실의 상태(state)는 각각의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에 있어서 유량과 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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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반영되며,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information)는 저량과 보조변수로 표

현되어 유량으로 투입되며, 이를 통해 피드백 루프가 형성된다. 즉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모든 의사결정은 피드백 루프를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하며,

피드백 루프의 관점에서 모델링을 수행한다(이동환,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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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모델

3.2.1 기본 연구 모형

모형은 현실에 대한 단순화로 현실과 일치할 수는 없다. 하지만 모형은

현실의 핵심 메커니즘을 반영해야하며, 현실의 핵심적 메커니즘을 반영하지

못하는 모형은 현실을 설명 못할 뿐 아니라 현실의 전계를 예측할 수 도 없

다. 그러한 점에서 R&D 투자의 핵심적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반영하지 못하는 모형은 R&D 투자 배분

을 설명하기도 어려우며 그 트렌드를 예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여러 의사결정권자가 존재하는 기업에서 미래의 이익을 기대하고, 현재의

비용을 감당하는 투자 활동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보다 기본적인 내용만을

가진 모형을 의사결정권자나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 판단했다.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여러 선

행 연구자들에 의해 증명된 바 있다. 연구개발의 출발점은 연구개발의 투자

이고, 연구 개발을 통한 기술 혁신을 이룬 기업은 생산성의 향상을 통한 제

품 가격 인하와 신제품 개발을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로 얻은 초과 이익을

기술혁신에 재투자하는 순환적 메커니즘을 가질 것이다(Lundvall, 2002). 또

한 Abernathy(1978)는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기술혁신을 연구개발

투자 -> 기술지식축적->제품(기술)혁신-> 공정(기술)혁신->신제품/서비스

생산->기업이익 증대-> 기술혁신 재투자로 연결되는 순환적 구조로 보았

다. 다시 말하면 R&D 투자는 이익을 증가 시키는 형태로 기업의 매출에 영

향을 미치게 된다는 기본 선형적 인과관계를 이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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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시장 환경을 고려한 R&D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개념지도

기업의 R&D 투자 활동은 처음의 시작은 R&D 투자에서 기업 매출로 이

어지는 간단한 일방향 인과관계로 이루어진다. 시작점과 끝점 사이에 기업

의 기술 개발, 공정 개선, 마케팅의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기업이 투자한 연

구개발비에 대한 성과로서의 이윤을 창출하게 된다. 이러한 연구개발 활동

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자원의 분배 및 투자를 위한 투자 의사결정이 필요하

며 이러한 의사결정에는 기업의 임원, 실무자의 의견, 내부 부서간의 상호관

계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단순 매출을 위한 투자가 아닌 새로운 기술 연

구개발 투자의 경우, 시장 환경의 영향이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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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 환경은 크게 2가지 순환을 창출 할 수

있다. 첫째는 시장 환경의 양의 영향으로 R&D 투자가 강화될 수 있는 순환

관계이다. 특정 분야의 R&D 투자가 성공하는 경우, 시장 내 해당 기술이

성공적으로 확산되어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그 결과 기업 매출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R&D 투자 규모는 더욱 증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연구개발 투

자가 기술의 개발 및 확산, 생산성향상, 고객만족, 기업의 성장에 핵심적 역

할을 수행하고, 이로 인해 기술 혁신 및 신제품 개발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있어 중요한 정책 의사결정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Abernathy, 1978;

Branch, 1974; Lundvall,2006).

둘째는 음의 영향으로 시장 환경이 R&D 투자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거나 구매자들에게

외면을 받을 경우 투자에 대한 성과가 발생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여 기업

의 다음해 예산 결정시 연구개발 투자비용을 축소하는 선택을 하도록 유도

할 수 있다.. 특히 고기술 군에 해당하는 혁신 기술과 신제품에 대한 연구개

발의 경우, 시장 내 소비자의 혁신 기술에 대한 인지도와 해당 기술의 성숙

도와 관련된 불확실성에 투자 의사결정이 특히 크게 영향을 받는다. 또한

R&D 투자의 증가에 따라 시장이 포화 수준에 도달하여 더 이상 R&D 투자

가 높은 효율성을 가져오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시장 성숙

도의 음의 영향으로 투자에 실패하는 상황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

로 초기에는 양의 피드백 루프가 시스템을 지배하고, R&D 투자의 증가와

함께 기업 규모가 증가하다가 후기에는 음의 피드백 루프가 강화되면서

R&D 투자로 인한 기업 규모 성장은 정체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 후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보다는 마케팅과 영업적 부문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 추

가적 이윤을 발생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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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기업의 R&D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상기업

이 가지는 기업 목표 및 투자 성향이 있다. 기업이 혁신기술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것인지, 기존 제품의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할

것 인가에 따라 R&D 투자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기업 내부적인 요소인 R&D 투자와 관련한 변수는 앞서 진행한 문헌연

구를 통해 검토한 바와 같이 기업의 R&D 투자와 관련된 주요 투자 부문은

기술에 대한 투자, 기존 생산성 증대를 위한 설비에 대한 투자 그리고 마지

막으로 광고 홍보를 위한 마케팅 투자로 3가지 요인을 기업 내부적 의사결

정을 위한 인과변수로 선정했다.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요인을 최소화 하여

기업의 업무를 단순화 하여 핵심적인 모형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R&D 투자

와 관련한 변수와 R&D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자원배분과의 관계를

살펴 볼 수 있었다. 여기서 R&D 투자 집중도와 관련된 변수는 시장의 성숙

도나 경쟁사의 영향을 들 수 있고, 자원배분에 대한 요인이 3가지 인과 변

수들의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기업 내부의 생산제조 프로세스를 매우

단순화한 것으로 대부분의 제조 기업이라면 어디서나 찾을 법한 큰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해당 기업의 R&D 투자 의사결정에 대한 문제는 그 기업의

목표가 수익성장이냐, 지속적인 성장이냐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초기 인과지도 모형은 R&D 예산과, 기업 매출간의 관계에 집중하여 기

술개발투자, 생산공정 투자, 마케팅 투자의 3가지 부문만을 고려하여 단순하

게 작성하여 기업 내부의 R&D 예산이 어떠한 흐름으로 이동하는지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Abernathy(1978)와 Lundvall(2002)이 언급했듯이 기업의

매출의 일부분을 R&D 예산으로 투자하고 기술개발, 공정혁신, 마케팅 영업

으로 투자를 진행하여 이것이 기업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호순환 구조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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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기업 R&D 투자에 대한 인과지도 A

기업의 신제품 개발 투자활동을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기술투자는 수익

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생산 공정에 대한 투자, 마케

팅 투자도 수익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와

수익의 관계는 기술, 생산, 마케팅 분야에 대한 투자를 독립적으로 생각될

수 있으며, 각 부문에 대한 투자의 증가가 수익의 증가로 이어지는 양(+)의

피드백 루프의 강화 순환 구조를 이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투자가 반드시 수익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신할 수는

없다. 기업의 규모와 산업에 따라 과도한 투자로 인해 사업 실패의 결과를

맞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으며, 모델로 정형화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요소

들이 존재하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인 신제품개발 투자와

기업의 매출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기업 활동 단계를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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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T), 생산(P), 마케팅(M)으로 추상화 하여 구분하는 관점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Hirschey (1982)는 기업이 영업을 위해 투자하는 비용을

연구개발비와 광고비 지출로 구분하여 인식하고, 이 두 가지 비용에 대한

투자가 기업 가치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힌바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인과지도를 간단하게 구성하기 위하여 기업이 R&D에 투자할 수 있는

전체 예산에서 R&D 예산을 뺀 것을 마케팅 비용으로 가정했다. 연구개발비

는 기술개발과 공정혁신으로 구분하는 일반적인 기술 혁신이론을 따르며,

마케팅 비용은 R&D 외 투자 예산으로 구분한다.

인과지도 B는 시장적 요인을 반영하여 작성하였다. 기업이 신제품 개발

을 투자 의사결정을 할 경우 시장 내 기술의 수용 수준, 소비자의 기대, 시

장의 규모 등 시장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된다. 개발된 신제품이 시장에 출시

되면 시장 내 기술 수용수준과 소비자의 해당 제품에 대한 인지정도가 해당

신제품의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기술 개발로 인해 해당 기업의 규

모가 커지면 해당 기술과 제품의 보완재가 등장하고, 경쟁기업이 늘어나면

서 전체 산업의 규모가 증가하고 시장 내에 해당 기술과 제품군에 대한 인

지도가 올라가며 시장성숙도가 증가하게 된다.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기술개발, 생산공정, 마케팅 투자 비율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활동들은 각각 혁신기술의 개발, 생산효율성의 증대,

소비자의 신제품에 대한 기대 값이라는 성과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투자의

성과가 매출 증가로 연결되는 데는 각각 일정기간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러

한 시간 지연의 흐름을 인과지도 B에서는 화살표 상에 나타내어 보다 현실

성을 부여하고자 했다. 이러한 각각의 내부 연구개발의 성과는 기업의 매출

로 연결이 된다. 여기까지는 인과지도 A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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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기업 R&D 투자에 대한 인과지도 B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로 기업매출이 증가하면, 시장 내 점유율이 확대

될 것이고 이는 해당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폭에 음의 영향을 미치게 된

다. 시장이 포화 수준에 근접하게 되어 R&D 투자 효율이 낮아지므로 기업

의 R&D 투자 비율이 낮아지게 된다. 기업은 포화 수준에 근접한 시장에 대

응함에 있어서 공격적인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신 시장을 개척하거나, 절감

한 R&D 예산을 R&D 외 투자로 전환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기업이 마케

팅에 대한 투자 비율을 늘리게 되면, 광고, 홍보 프로모션이 많아지면서 소

비자들이 해당 기술과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증가 하게 되고, 기술 확산이

이루어진다. 기술의 확산은 시장 내 기술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증가를 일

으키고, 이러한 인지도의 증가는 시장 성숙도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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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시장 성숙도에 따라 기업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흥미로운 주요 변

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의 시장 성숙도는 혁신

기술이 시장 내 소비자들에게 인지되어 기술 확산이 이루어진 정도로 본다.

가설 1: 시장의 성숙도가 높으면 기술개발(T)과 생산공정(P)에 대한 투

자보다 마케팅(M) 투자에 의한 매출 증가가 클 것이다.

가설 2: 시장의 성숙도가 낮으면 마케팅(M)에 대한 투자 보다 기술개발

(T)과 생산 공정(P) 투자 매출 증가가 클 것이다.

가설 3: 시장의 성숙도가 높으면 기술개발(T)에 대한 투자보다 생산공정

(P) 투자에 의한 매출 증가가 클 것이다.

인과지도 A에 시장 성숙도 변수와 시장 환경 변수를 추가한 결과 양의

순환만 이루어지는 강화 순환 구조에서 음의 순환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R&D 투자에 대한 예산과 기업 매출을 기본 인과관계로 하고 1차 인

과지도는 기업 내부 환경만을 고려한 것이었고, 인과지도 B는 시장 환경이

라는 외부 요인을 반영한 것이다. 즉 시장 환경과 시장 성숙도라는 외부요

인의 투입을 고려하여 인과 모형을 예측할 경우, 다양한 변수들 간의 상호

관계를 통해 음의 구조와 양의 구조를 모두 고려한 균형적인 시스템을 발견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이유로 기업 내부의 환경만을 고려하여 동태

적 요소를 작성할 경우, 발생 가능한 외생적 요소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

할 수 있다. 기업의 R&D 투자배분에 대한 의사결정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시장 환경에서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을 반영하여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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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시뮬레이션 분석 모형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R&D 투자 의사결정 동태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

해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을 이용한다. 이는 기존 연구의 한계점인 부분적

인 시각을 지양하고 보다 장기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

하기 위함이다. 기업에서 R&D 투자 관련 의사결정을 할 때, 해당 시점에

문제가 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을 쉽게 했으나, 그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다른 부문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일어나거나, 부문 간의 상충으로 문제

가 생길 수도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

으로는 오히려 문제를 약화 시키는 시간의 문제도 존재한다. 이러한 부문과

요소들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선적인 사고를 대체 할 수 있

는 방법론으로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관망하면서도 부분간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는 시스템 다이내믹스가 적합하다 판단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시스템적 사고는 여러 변수들로 이루어진 여러 개

의 피드백 루프가 모여진 하나의 큰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주로 나타난다.

따라서 시간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시스템 내에서 여러 개의 피드백 루프들

가운데 중요도를 바꾸며 현상을 분석할 수 있다. 특히 의사 결정을 위한 시

스템 다이내믹스 모델에서는 의사결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투입값

(input)으로 나타내며, 의사결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저량 변수와 보조변

수가 이에 해당된다. 의사결정 지점은 유량변수로 나타나며 보조변수와 저

량 변수의 정보를 받는 형태로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가 형성된다. 시

스템적 사고는 문제를 멈춰있는 정태적인 상황으로 보지 않고, 요소들 간에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존재하며 진화하는 동태적 관계로 이해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은 기업의 R&D 투자 배

분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동태적 행태를 모형화 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업의 의사결정권자들에게 연구개발투자 의사결정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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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이익구조를 줄 수 있는 부문별 자원 배분 비율을 발견하는데 기본이

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모형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태적 인

과관계를 분석하는 도구 가운데 Vensim PLE를 활용하여 SD 모델을 작성

하고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인과모델에 바탕을 둔 동태적 기술 혁신 모형은 의사 결정을 위해 현재

및 미래의 성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앞서

소개한 개념적인 인과지도를 시뮬레이션 모형화 하였다. 기업은 축적된 이

익을 기반으로 연구 개발 투자 비율에 따라 연구 개발 투자 예산을 책정하

게 된다. 일반적으로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기업과 산업에 따라 상이하며

가장 일반적인 기업 R&D 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는 R&D 집중도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1).

R&D 집중도 = R&D 투자액 / 매출 (영업 + 영업외 이익)

기업은 책정된 예산을 연구개발 관련 부서의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

등의 연구개발 자원에 투자함으로서 부문별 활동을 장려한다. 해당 예산은

제품개발, 공정개선, 마케팅 부문별로 R&D 투자 비율에 의해 분배되고 적

절한 분배는 기술 혁신과 공정 개발은 성공적인 신제품 개발 출시를 통해

서, 마케팅 투자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홍보하여 구매의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활동을 통해 기술 혁신의 결과물을 창출하며, 이는 기업

의 매출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R&D 투자의 성과는 즉시 매출로 연결되기

보다는 일정기간의 지연기간을 갖게 되는데 이 또한 산업 마다 상이하다.

예를 들면 제조업 안에서도 전제 제품과 가구, 설비 류는 제품이 상용화 되

는데 기간과 상황이 매우 다르다. 가구는 제품 수명이 2~10년 이상이며 소

비자에 따라 평생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만큼 소비자의 제품 구매 간격이

길고, 새로운 제품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시장 내 지배 상품이 되기까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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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 기간이 소요된다. 이와 같이 시장의 니즈가 적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도 빠르게 시장에 출시할 이유가 없어서 제품이 상용화 되는 기간이 길다.

이에 반해 전자 제품 산업에서 휴대폰을 예로 들자면, 제품의 수명도 2년

내외로 새로운 기술이 끊임없이 빠르게 등장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도태 되

지 않기 위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높다. 또한 소비자 역시 시장

내 트렌드에 따라 제품 교체를 자주하여 공급·수요 양측의 니즈에 의해 기

술의 상용화 기간이 2~3개월 내외로 짧은 편이다. 산업과 제품 특성에 따라

차이는 존재하나 연구 개발 투자의 노력이 매출로 연결되는데 일정기간이

지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품이 상용화를 수치는 연구개발 투자

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통계자료 임에도 불구하고 공시된 자료가 없어 전

문가의 의견을 통해 도출된 값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KISTEP 한국

과학기술 R&D 센터에서 R&D 배분을 담당하는 연구원들과 이동환(2006)이

국가 R&D 투자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

의 의견에 의해 도출된 상용화 배수를 본 연구에 반영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모델은 기업의 R&D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을 매우 단순

화 시킨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모델은 오직 2개의 저량 변수로 구성되

어 있다. 저량 변수는 모델 상에서 사각형 변수로 표시되는데, 첫 번째 저량

변수는 “R&D 예산(R&D Budget)”으로 모델의 하단에 위치한다. 여기에는

R&D 예산이 1년 단위로 증감하는 모습을 모형화 하였다. 두 번째 저량 변

수는 “기업 매출(Cumulative Profit)”로서 모형의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기

업의 매출은 2가지 요인에 의해 증가된다. 첫째는 연구개발 투자에 따른 매

출 증가로 기술의 상용화로 인해 이루어진다. 상용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

는가는 “상용화 배수(commercialization multiplier of R&D)"라는 파라미터

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 값은 r&D 분야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며 보통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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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기업의 R&D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 모형

정도의 값을 취한다. 규모에 곱한 값이 산업 규모의 성장으로 투입된다. 하

지만 상용화가 즉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R&D 활동에 소요되는

기간과 상용화에 소요되는 시간(commercialization time)에 의해 지연된다.

“기업 매출”을 증대하는 두 번째 요인은 연구개발의 투자의 성과가 아닌

마케팅을 통한 성과이다. 기업의 활동은 연구 개발 활동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광고 홍보, 영업 활동을 지원하는 상업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며 이

러한 활동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의 매출이 증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

과지도를 간단하게 구성하기 위하여 기업이 R&D에 투자할 수 있는 전체

예산에서 R&D 예산을 뺀 것을 마케팅 비용으로 가정했다. 연구개발비는 기

술개발과 공정혁신으로 구분하는 일반적인 기술 혁신이론을 따르며, 마케팅

비용은 R&D 외 투자 예산으로 구분 될 수 있다. 이러한 “마케팅(광고홍보)

투자 비율” 역시 산업이나 기업에 따라 상이한 값을 가진다. R&D 투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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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가 낮은 기업 일수록 그 값이 높아 질 것이다. 예를 들어 휴대폰 제조

기업과 가구제조 기업을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빠른 기술 혁신을 필요로

하는 휴대폰 제조 기업보다는 가구 제조 기업이 마케팅 투자에 의한 매출

증가가 클 것이다.

모델의 우측은 시장의 성숙도(포화수준)에 따라 기업과 소비자의 기술

수용 정도에 따라 변화하는 R&D 투자 효과에 대한 내용을 나타낸다. 현재

‘기업 매출’은 “최대 시장 규모(max size of market)"와 비교되면서 기술 확

산 비율로 연결되며, 이는 인지된 R&D 효율"에 영향을 준다. 이대 최대 산

업 규모는 현재 시장 규모와 5년 뒤의 시장규모를 반영하여 설정하며, 이에

투입되는 기본 값은 앞서 언급한 “상용화 배수”로, 그 배수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시장의 성숙도에 따라 결정된다. 시장의 성숙도는 Look up 그래프

함수를 통해 나타냈다.

시장성숙도에 따라 시장 내 혁신 기술에 대한 니즈의 정도가 달라지고,

이러한 수요 니즈의 변화는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에 영

향을 미친다. 이러한 가정을 그래프 화한 Look up 그래프는 세로축은 R&D

효율성에 대한 인식으로 0에서 1까지 값을 가진다. 본 그래프는 기술이 확

산됨에 따라 신규 수요가 창출 되어 초기에는 R&D 효율성에 높다고 인지

되다가 일정 기간 동안 수요가 증가하는 단계를 지나고 나면, 시장 내 기술

포화 수준에 근접하게 되어 후기에 접어들어서는 급격히 감소하며, 마지막

에는 현 기술에 대한 니즈가 전무해져 0에 도달하게 된다. 즉 Look up 함

수는 시장 성숙도에 따른 R&D 효율성의 감소를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의 제품군이 시장 포화 상태에 접어들면 기업은 R&D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R&D 예산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 시장 성숙도에 따른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 인지 그래프는 이러한 과정을 반영하여 음의 피드백

루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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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시장성숙도와 연구개발 효율성에 관한 Lookup 그래프

“인지된 R&D 투자 효율”은 “전체 R&D 투자 가능 예산”에 영향을 미치

게 되며, 특히 특정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기댓값”이 높으면,

“기존의 R&D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고, 기댓값이 낮으면

더 적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다. 여기서 R&D 효율을 평균 기댓값으로 나눈

값에 비례하여 최종적인 R&D 규모인 “전체 R&D 투자 가능 예산”이 결정

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이때 전체 연구개발 투자 가능예산에 영향을 주는

“기존 R&D 예산”은 기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R&D투자 비율에 기초해서 산

출했다. R&D 투자 비율의 값은 기업별로 안정된 일정 값을 가질 것으로 예

상하여 공시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도출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했다. 본 모델

은 대상 기업의 “현재 R&D” 예산이 초기 값으로 투입되고, 이후에는 시뮬

레이션이 진행되면서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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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량 변수

기업 매출 마케팅 매출 증가+매출 감소+연구개발 매출 증가

R&D 예산 "R&D 예산 유입"-"R&D 예산 소비"

유량 변수

마케팅 매출 증가 마케팅 투자 비율*(최대 시장 규모-기업 매출)/홍보 기간

연구개발 매출 증가

전체 시장 규모과 기업 점유율 간 격차*"R&D 예산"*제품 상

용화 배수*생산공정 투자 비율*기술개발 투자 비율/(제품 상용

화 기간+기술개발 기간)

매출 감소 기업 매출/제품 수명

"R&D 예산 유입" "R&D 투자 가능 예산"/"예산 집행 기간(1년)"

"R&D 예산 소비" "R&D 예산"/"평균 R&D 기간"

보조 변수

최대 시장 규모
"5년 후 전체 시장 규모"+("5년 후 전체 시장 규모"-현재 전체

시장 규모)

전체 시장 규모과 기업

점유율 간 격차
MAX( 최대 시장 규모-기업 매출, 0)/최대 시장 규모

기술 확산 비율 기업 매출/최대 시장 규모

인지된 R&D 투자

효율

제품 상용화 배수*"시장성숙도가 R&D 투자 효율에 미치는 영

향(lookup)"(기술 확산 비율)

"R&D 투자 가능

예산"

"기존 R&D 예산"*"인지된 R&D 투자 효율"/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기대값

"기존 R&D 예산" 기업 매출*"R&D 투자 비율"

"R&D 투자 비율" "R&D 예산"/기업 매출

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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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체 시장 규모 692041

"5년후 전체 시장

규모"
1.10643e+006

홍보 기간 18

연구개발 기간 12

제품 상용화 기간 12

제품 상용화 배수 7

마케팅 투자 비율 0

기술개발 투자 비율 0

생산공정 투자 비율 0

"평균 R&D 기간" 12

"현재 R&D 예산" 1620

"예산 집행 기간(1년)" 12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기대값
5

"시장성숙도가 R&D

투자 효율에 미치는

영향(lookup)"

[(0,0)-(1,1)],(0,0.1),(0.2,0.2),(0.3,0.3),(0.4,0.5),(0.5,0.7),(0.6,0.8),(0.7

,0.75),(0.8,0.6),(0.9,0.4),(1,0)

제품 수명 36

표 5 모델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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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뮬레이션 결과분석 및 연구결과

동태적 R&D투자 의사결정 모형의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모델의 타당

성을 확인해야한다. 모델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 ‘모델 구조의 타

당성’, ‘모델 행태의 타당성’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Barlas, 1989). 먼저 본

모형의 모델 구조의 타당성 검증에 있어서는 기존의 R&D 투자에 대한 선

행 연구과 다양한 이론을 바탕으로 개념적인 모델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바

탕으로 도출한 시뮬레이션 모델은 기업의 R&D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해

야할 가장 기본적인 변수로만 구성하였으며, 저량 변수와 보조변수의 수를

최소화함으로서 모델 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 하였다. 또한

본 모형의 변수들에 사용된 방정식과 값 역시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

와 함수를 반영하여 모델을 구축했다.

또한 모델의 행태 타당성을 위해서는 각 변수들에 대입할 데이터인 시장

규모, R&D 규모 값은 산업별 과학기술 통계를 제시한 연구보고서에서 추출

하였고(한국과학기술평가원, 2010), 제품 수명과 개발 투자 기간은 관련 실

무자의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한 연구 자료에서 발췌하여 적용하였다(과학기

술평가원, 2004). 그리고 최대 시장 규모의 값은 이동환(2006)이 시장규모를

계산한 방법을 반영하는 등 검증된 선행연구의 방법론을 적용하고자 하였

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발간한 "2011년도 R&D 1000대 기업의 연구개

발투자 동향" 자료에 제시된 국내 R&D 투자 1000대 기업과 매출 1000대기

업의 R&D 투자 현황 비교 분석결과에 따르면, 매출 1000대 기업이나 R&D

1000대 기업에 상관없이 전체 R&D 투자액의 85%이상이 제조업에 집중된

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저기술 산업 군에서 고기술 산업으로 갈수록 R&D

투자규모가 컸으며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언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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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국내 시장 현황을 반영하여 고기술 산업 가운데 제조업에 해당하면서

도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휴대폰·전자기기 업종의 2010년 데이

터를 사용하고자 한다. 시장 환경을 모델에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해서 매출,

시장 규모, 평균 연구개발 기간외의 관련 값을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변수

를 구성했다.

가설 검증에 앞서 우선 모든 저량 변수와 시장과 관련된 상수의 경우 통

계 데이터를 반영하여 값을 입력하고, T·P·M(Technology, Production,

Marketing) 부문 투자 비율을 초기상태로 가정하여 0으로 입력하고, 기간은

240개월로 설정한 후 시뮬레이션을 하였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량

변수와 보조 변수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다. 또한

TPM 투자 변수값을 1, 3, 5, 7, 9 로 변화시킴으로서 전체 모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단계 단계를 민감도 분석이라고 한다.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이란 변수 값이 다양하게 변화할 때, 시뮬

레이션 결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분석방법이다.

본 시뮬레이션 모형은 이론적 선행연구 및 국내 R&D투자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반영하여 이를 동태적인 시스템 형태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가상의

연구 개발 시장 환경을 구축한 것이다. 이러한 가상의 시장 환경 속에서 연

구개발 투자에서 대표적인 기술개발, 생산공정, 마케팅 부문에 대한 투자 비

율을 조절하여, 기업의 매출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

또한 모형 상에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기업 매출에 강화 순환 구조를

이루는 것에 균형을 주기 위해서 시장성숙도를 Look up 그래프 함수를 통

해 음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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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민감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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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시장성숙도 반영 시기별 그래프 변화 (전체·초기·후기)

시장성숙도는 시기별로 그 특징이 달라 전체 시장 환경에 큰 영향을 미

칠 것으로 판단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며 전체기간, 초기, 후기의 각 시기

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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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성숙기 부문별 투자 비중 T/ P/ M 비율

가설 1 후기 마케팅>기술개발+생산공정 10%/10%/80%

가설 2 초기 마케팅<기술개발+생산공정

70%/20%/10%

20%/70%/10%

80%/10%/10%

10%/80%/10%

45%/45%/10%

가설 3 후기 기술개발<생산공정

70%/20%/10%

20%/70%/10%

80%/10%/10%

10%/80%/10%

표 6 가설에 따라 실시한 T,P,M 투자 비율

연구 개발 부문별로 투자비율을 달리하였을 때 기업의 매출에 어떠한 영

향이 나타나는지 또한, 최적의 투자 배분 비율을 위해 고려해야할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임의로 3가지 투자 부문에 대한 값을 설정하고

이를 3가지 시장 성숙도 상황에 대해 반복적인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가설

을 검증 할 수 있었다.

다음은 기본 전략인 전체 시장 성숙도의 영향으로 투자비율을 달리한 모

형이다. 기술 성숙 초기, 후기에 앞서 전체 시장 성숙도를 반영한 모델 상에

Current, Market oriented, R&D(Tech) oriented, R&D(Proc) oriented, R&D

oriented, R&D(Tech2) oriented, R&D(Proc2) oriented의 6가지 비율을 검토

해보았다. 그 결과 발견된 흥미로운 발견은 기술개발 투자와 생산 공정 투

자가 균형적인 비율로 이루어질 때 연구개발로 인한 투자에 있어서는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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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기본 전략 시뮬레이션 결과 (전체 시장 성숙기)

성과가 가장 높다는 결과가 도출 되었다. 표6을 통해 시뮬레이션에 적용한

세부 값을 확인 할 수 있다.

시장 성숙도를 기준으로 후기에 해당하는 가설은 1과 3으로 시뮬레이션

결과는 아래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가설 1은 시장의 성숙도가 높으

면 기술개발(T)과 생산공정(P)에 대한 투자보다 마케팅(M) 투자에 의한 매

출 증가가 클 것이라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시장 내 기술의 성숙도가 증

가면 시장이 포화수준에 다다르고 점차 R&D 투자 효율성이 낮아짐에 따라

기업이 투자 결정을 함에 있어 R&D에 대한 투자보다는 마케팅에 투자가

더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 의해 마케팅 투자비율이 높으면, 매출

증가가 커질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였는데, 마케팅 투자비율이 증가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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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시장 성숙기 후기 시뮬레이션 결과 (가설 1, 가설3)

해 기업의 매출은 매우 큰 이윤이 예상되는 결과값이 도출 되었다. 그러나

가설 중 시장 성숙도에 대한 내용은 충족 되지 않았다. 시장 성숙도, 시장

내 기술 포화 수준과 상관없이 마케팅을 통한 매출 그래프는 전체, 초기, 후

기 모두 동일한 그래프 곡선을 보이고 있다.

가설 3은 시장의 성숙도가 높으면 기술개발(T)에 대한 투자보다 생산공

정(P) 투자에 의한 매출 증가가 클 것이라는 것으로 새로운 기술이 시장 내

에 안정적으로 확산되고, 소비자들이 구매를 시작하면 새로운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보다는 공정 개선을 통해 생산비를 단축하는 활동이 기업 매출을

창출 하는데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론에 근거한 가설이다. 시뮬레이

션 결과 가설 3은 채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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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시장 성숙기 전기 시뮬레이션 결과 (가설2)

좌측 상단의 연구개발 매출 증가 그래프를 보면 상단의 그래프는 기술개

발 투자와 공정개선 투자를 45%:45%로 균형 있게 투자한 경우에 해당한다.

기본 전략에 비해서 는 하락폭이 낮으나 미미하나마 꾸준히 하락세를 보인

다. 그에 비해 그 아래에 있는 두 번째 그래프의 경우 적은 양이지만 꾸준

히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해당 그래프는 생산 공정 투자 비율을

70, 기술개선을 20으로 책정한 것으로 공정 혁신에 대한 투자가 긍정적인

성과로 연결되는 것이 증명되었다.

가설 2는 시장의 성숙도가 낮으면 마케팅(M)에 대한 투자 보다 기술개

발(T)과 생산 공정(P) 투자로 인한 매출 증가가 클 것이라는 것으로 기술

시장 성숙기의 초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자 한다. 즉 시장에 새

로운 기술이 막 소개되었거나, 새로운 기술에 대한 니즈가 발생하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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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도 초기에는 마케팅에 대한 투자 보다는 R&D 예산 가운데서도 기술개

발 투자 비율을 높이는 것이 기업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

했다. 그러나 시뮬레이션 결과 시장의 성숙 정도와 무관하게 기술개발과 생

산 공정에 대한 투자는 두 부문에 공평하게 균형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기

업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서 가설 2 역시 충족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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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성공적인 연구개발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

이 될 만한 동태적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

러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기술개발 시장 환경이 충분히 고려되어

야 한다. 이에 따라 시장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모형에 실제 통

계 값을 입력할 수 있도록 변수를 구성하여 모형을 개발하였다. 또한 기업

내부의 자원 배분을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내부 업무를 기술 개발, 공정개선,

마케팅으로 단순화 하여 모델 에 적용하였다. 여러 문헌 연구를 통해서

R&D 투자, 기술혁신, 신제품 개발 업무를 조망하였으며, 기존의 연구에서

선형적인 인과관계로 연구되던 이론적 내용을 동태적으로 변환하고자 인과

지도를 작성하였다. 해당 인과지도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하고,

민감도 분석을 통해 변수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본 모형을 통해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기술 개발 투자와 생

산 공정에 대한 투자 비율이 고르게 이루어질 때 기업의 매출 성과가 높다

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마케팅 투자 비율의 증가는 기업 매출 증대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의 성숙도와 상관없이

마케팅 투자 비율이 증가하면 기업의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 했으며, 또한

이렇게 증가한 매출은 연구 개발 가능 예산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서 R&D

투자에 호 순환 구조를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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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연구 의의

연구의 의의는 첫째, 국내 R&D 투자 현황을 반영한 기업의 R&D 자원

분배 프로세스의 정태적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동태적인 모형을 도출했다는

점이다. 국가 단위의 관련 연구는 이루어진 바 있으나, 기업 단위의 연구가

많지 않았고, 특히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연구 가운데 시장상황을 상세하게

반영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을 개발 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를 보완

하고, 이러한 관계를 피드백 구조로 파악함으로서 일반 계량 연구의 선형적

모형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둘째, 기업의 신제품개발의 기업 내 투자 배분과

관련하여 혁신기술개발과 공정개선 뿐만 아니라 홍보, 프로모션을 통한 이

익 창출을 살펴봄으로서 기존 기술혁신 이론의 R&D 분야에 국한된 연구

범위를 확장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제품 개발과 관련하여 전체적

인 시각에서 연구개발, 기술혁신, 신제품개발, 광고홍보, 시장 내 기술 성숙,

기업 매출을 살펴봄으로서 기존 연구의 일부 분야에 국한되는 한계점을 극

복하는 관점에 기초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셋째, 기업들의 신제품 개발 투자

의사결정에 제품 개발과 생산에 국한된 근시안적인 투자를 넘어 장기적인

관련 시장 환경을 고려한 투자를 제안함으로서 기업의 정책적 의사결정을

지원했다는 점이다. 기업의 R&D 투자 의사결정은 국가의 기업 지원정책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혁신 기술의 경우 상용화 여부, 시장 내 기술 수용

정도의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비

전과 시장 구조, 기업이 시장 내 점유비율에 따라 중장기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48

5.2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그러나 본 연구는 여러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연구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는 정확한 데

이터를 투입할 수 없었다는 점에 있다.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하나, 기간이나 상용화 지수 등의 수치가 객관적인 통계자료가

아닌 주관적 의견으로 산정된 것으로 각 변수의 정확한 측정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특정기업이 본 모형을 활용하여 투자 자본 분배를 위한 의

사결정을 실시 할 경우 대상 기업이 포함된 산업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이 요구 된

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모형의 시장상황은 전자 산업을 대상으로

한 모형으로 다른 산업이나 프로세스가 다른 기업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

하는 결과 값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음을 유의해야한다. 따라서 차후 연

구에서는 여러 산업으로 확장한 추가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또 다른 한계점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연구모형이 R&D 자본 투자와

관련된 시장상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기업 내부 신제품 프로세스 및 조직

구성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는 기업별 성향에 따라 내부 조직

과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다를 것을 고려하여, 모든 기업에 해당되는 기본적

인 투자 부문만을 다루고, 시장상황과 기업의 환경을 단순화 하여 보고자

한 연구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나, 실제 기업이 신제품 개발을 위해 투자

의사결정 할 때는 업무 부문들 간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신제품 개발과 관련된 기술 혁신 이론과 마

케팅 부문 투자 의사결정 과 관련된 부문까지 보완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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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ystem dynamics model for

Firm level R&D investment

decision making

Jiyoon Son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University

this study develop an system dynamics model for Firm level R&D

investment decision making while considering the impact of market

dynamics and new product diffusion on market maturity perspective

system dynamics methodology is adopted to describe the dynamic

system of market condition. And the conceptual model derived based on

R & D investment-related and technology innovation literatures.

The study Assume a growth market R & D investment environment

for the simulation. Also, observe the revenue change according to the

proportion of the investment sector in company's main R & D activities

such as technological innovation, process innovation and marketing.

According to the simulation results, similar level of invest on product

development and production innovation derives the higher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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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nue.

In addition, the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marketing investment

was found to affect directly positive to the increase in sales of the

company. Regardless of the maturity of the market, the increase in

marketing investment ratio also has increased significantly. Also

increased sales affect the R&D budget growth so form a positive cycle

structure of the R & D investment is found

this study provide a system dynamics simulation model to find

optimal R&D investment ratio and insight on Firm level R&D investment

decision making under market condition. In addition, managerial

implication relevant to R&D decision making under market condition.

Keyword : Firm Level investment, Research and Development,

Investment Allocation, Product Process, Technology

innovation,System Dyn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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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국내 기업의 R&D 투자 배분에 관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손 지 윤

본 연구에서는 국내 R&D 투자 환경을 고려하면서 기업이 스스로 연구

개발 기획, 투자 및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투자 배분에 관한 동태적

모형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둔다. 동태적 모형을 나타내기 위해 시스템 다이

내믹스를 방법론으로 채택했으며, 개념적인 모델은 기술혁신을 비롯한 R&D

투자관련 문헌을 바탕으로 도출한다. 성장 가능한 시장 R&D 투자환경을

가정하고, 기업의 주요 R&D 활동인 기술혁신, 공정혁신, 마케팅의 부문별

투자 비율에 따라 기업 매출이 변화하는 추이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연구하

였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기술 개발 투자와 생산 공정에 대한 투자

비율이 고르게 이루어질 때 기업의 매출 성과가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마케팅 투자 비율의 증가는 기업 매출 증대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의 성숙도와 상관없이 마케팅 투자 비율이 증

가하면 기업의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 했으며, 또한 이렇게 증가한 매출은

연구 개발 가능 예산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서 R&D 투자에 호 순환 구조를

이루는 것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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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의 R&D 투자 의사결정과 관련된 관련 문헌을 검토하고

종합하여 탄탄한 이론적 바탕으로 모형을 구성함으로서, 기업의 R&D 투자

정책 수립을 하는데 의사결정자들에게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 기업 단위 투자, 연구 개발, 투자 배분, 생산공정, 기술개발, 기술

혁신, 제품개발,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학 번 : 2012-20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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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R&D 규모는 2010년 이후 50조를 넘는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3년도 OECD 지식 경제 글로벌 포럼에서 발표된‘OECD 과학-기술-산업

스코어보드 2013'에 따르면, GDP 대비 R&D 투자규모 수준이 4.03%로

OECD 회원국 가운데 2위의 최상위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디지털 타임즈,

2013). 이러한 결과가 증명하듯이 국내 기업들은 연구개발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고 있다.

기업의 성공적인 연구개발의 투자를 위해서는 적절한 투자 배분을 위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기업 내부의 연

구개발 활동뿐만 아니라 시장 환경이 고려되어야 한다. 연구개발 활동을 가

장 잘 나타내는 기술 혁신 이론은 시장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 시장적

요인은 수요 견인(demand pull)과 공급주도(supply push)로 구성되는데, 특

히 수요 부문의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특정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고객의

기대치가 높아지거나, 새로운 제품에 대한 니즈 발생으로 시장 규모의 증가

를 예상하는 기업에서 혁신 기술의 필요로 인해 R&D 투자를 실행하는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시장상황을 고려한 기업의 R&D 투자 의사결

정에 도움이 되는 모형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동태

적인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하기에 앞서, 개념적인 모델을 도출하기 위해

이론적인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R&D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방법에 대한

연구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분석하는 방법(일본과학기술정책연구소,

2002; 이동엽 외, 2002), 과학기술 투자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객관적 파라미

터를 사용하는 CGE모형(Ghosh, 2007; Bor, 2010; 김성태 외, 2007)의 연구

가 있다. 그러나 CGE 모형은 지나치게 추상화된 모델로 일반적인 평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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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칠 수 밖 에 없다는 학계의 의견이다(김동환, 2006).

R&D 투자 배분에 관한 시스템 다이내믹스로 연구는 찾기가 쉽지 않다.

일부 국가 정책 단위에서의 자원배분에 대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

나(박헌준 외, 2004; 이동환 외, 2006), 공공 투자의 개념으로서의 연구이기

때문에 기업과 경쟁 시장 논리에 대한 반영이 미흡하다. 기업의 R&D 투자

와 관련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논문이 많지 않아 관련 분야로 영역을 확대하

여 신제품 개발(NPD) 및 기술 혁신 이론관련 시스템 다이내믹스 문헌 연구

를 실시했다. 기술혁신에 대한 연구는 이슈가 되어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기업 내부의 부서 또는 자원 간의 관계

에 대한 연구로, 인적 자원의 활용에 대한 연구로 지식의 진부화로 인한 개

발 인력의 재교육과 신규 인원 양성을 위한 필요성을 다루거나(Dharmaraj

et al,2006), 기업 내부 부서 간의 업무 관계에 대한 내용의 연구(최강화,

2005)는 존재하나, 시장 환경을 반영하면서 R&D 투자를 언급한 연구는 없

었다. 기존의 R&D 투자 의사결정관련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에 의한 연

구는 기업의 개발 활동 간의 상호작용을 다루거나, 공공사업으로서의 연구

개발 투자를 다룸으로서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현실적인 R&D 투자 의사결정의 메커니즘

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했다.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 외에 기술혁신 이론 및 객관적인 기업 R&D 투

자 현황 자료 등 R&D 투자 배분 의사결정에 어떠한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지 여러 문헌을 통해 살펴보고, 이러한 메커니즘을 단순화하여 기본적인 핵

심만을 반영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업

의 R&D 투자와 관련된 문헌을 통해 모형을 구성하며, 동시에 국내 시장의

R&D 투자현황을 반영하기 위해 과학기술정책 연구원들의 의견으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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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배분 모형과 한국 산업기술진흥원에서 분석한 국내 기업의 R&D 투자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문헌적인 이론과 현실 상황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개발의 대표적인 활동인 기술혁신과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의 관점에서 선형적인 제품 프로세스(기술혁신-공정개

선-홍보)를 동태적 관계로 재조명하고 기업의 R&D 투자 배분의 동태적 모

형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또한, 기업 단위의 R&D 투자

배분 모형의 각 조절 변수를 조절함으로서 기업 매출 극대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 1 장은 서론 부분으로 본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그리고 연구 목적,

범위 및 구성을 언급하고 있다. 제 2 장에서는 R&D 투자 현황 및 R&D 투

자, 기술혁신, 신제품 개발과 관련된 문헌과 함께 관련 분야에 대한 동태적

방법론이 사용된 연구들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국내 R&D 투자 환경을 고

려하면서 기업이 스스로 연구개발 기획, 투자 및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하

는 투자 배분에 관한 동태적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문헌연구를

광범위하게 실시한다. 제 3 장은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개념적인 인과지도

를 작성하며 변수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며, 주요 변수와 요인을 검토한다.

제 4 장에서는 앞서 2 장에서 진행한 문헌연구와 3 장의 인과지도를 바탕으

로 변수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성장 가능한 시장 R&D 투자환경을 가정하

여, 부문별 투자 비율의 변화로 인해 기업의 매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

인 가능한 모형을 개발한다, 개별 변수 값의 조절을 통해 시뮬레이션 결과

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함수를 입력하여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을 설계한다.

제 5장에서는 시뮬레이션 환경을 가정하고, 값을 입력하여 예측한 가설과

시뮬레이션 결과 값을 비교 분석한다. 제 6 장에서는 연구의 결론과 의의

및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 논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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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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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연구

OECD 국가들은 기술혁신을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 과제로 여기

면서 R&D 기술을 개발하고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 해왔다(오

세홍, 2004). 많은 정부 들은 공공연구 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전체 연구개

발 투자 뿐 만 아니라 기업 단위의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시장의 기술진화 방향에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했다(김학수, 2004). 그러나

정부와 민간부문의 연구개발투자는 그 목적, 용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R&D

성과에도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가별 차이는 존재하나 정부의 과학

기술에 대한 투자 정책은 점차 학계 연구와 산업 활동과의 연계로 이전되

고, 과학과 기술의 경계가 희석되며, 점차 과학 지식이 상업화 되고, 사회적

요구에 반응하는 경향을 띄고 있다(김환석 외, 1998).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발간한 ‘정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안’에 따르면, “신기술과 기존 산업, 학문 간의 결합을 통한 가치 창조

형 융합 기술의 미래 산업 기술 주도”라는 과학 기술 발전 전망을 언급하고

있다. 즉 초기 R&D 투자가 생명공학 기술과 같은 혁신 기술에 집중되었던

과거와 달리 점차 시장 환경과 사회적 니즈에 맞춰 그 범위가 넓어지는 것

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R&D 투자에 대한 연구들은 정

부의 과학 기술 투자에 대한 정책 연구로부터 시작되어 점차 민간 R&D

투자로 영역이 확대 되어 갔다는 점에 있어서 R&D 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

해를 위해서는 R&D 투자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그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

는 기술혁신과 신제품 개발 부문에 대한 문헌 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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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R&D 투자 의사결정에 관한 문헌 연구

R&D 투자는 본질적으로 투자(invest)의 행위로 미래의 이익을 기대하

고 현재의 비용을 감내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점에서 R&D 투자는 본질적으

로 "미래의 기대에 근거를 둔 의사결정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 의한 R&D 투자 배분 모형은 미래의 기대에 관련된 변수를 포함하

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의사 결정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지도 못하다. 이러한

이유는 방법론상의 차이에 있다. 기존의 연구개발 투자 효과 분석이나 기업

의 자본/노동 생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연구는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이런 연구들은 정태적이고 부분적이며,

단기적인 사고로 문제에 접근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연구

개발 투자 시스템의 각 부분의 연관성과 의존성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

다.

R&D 연구개발과 관련한 투자 배분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과

학기술기획평가원, 2010). 어떠한 R&D 분야에 집중해서 투자할 것인가 탐

색하는데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델파이(Delphi) 분석을 들 수 있다.

일본의 과학기술 정책연구소는 델파이 기법을 활용해서 2030년까지 연구투

자 방향을 제시한 사례가 있다(일본과학기술정책 연구소, 2002). 델파이 분

석 방법보다 체계화된 방법론으로 계층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들 수 있다. AHP는 과학 기술 투자 배분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한 쌍대비교를 통해 가각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연구개발 투

자 배분의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연구개발투자의 우선순위를 AHP 방법으로

도출한 연구는 이동엽 외(2002)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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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파이 분석이나 AHP분석은 근본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도구로 불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과학기술의 R&D 투자 배분의 객관적인

요인들에 대한 분석보다는 주관적 판단의 취합에 가깝다. R&D 투자 배분

에 관한 객관적인 분석으로는 연산가능 일반 균형 모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을 들 수 있다. CGE 모형은 일반 균형 모형으로 현실

경제에서 가계부문, 생산부문, 정부부문을 모형화 해서 모든 금융 시장이 동

시에 균형을 이루는 가격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서 연구개발 투자의 효

율성을 측정하는 분석모형이다(Ghosh,2007; Bor,2010; 김성태 외, 2007).

CGE 모형은 통계에 의해 제시된 파라미터 값에 의해 R&D 투자 효과를 예

측한다는 점에서 앞서 소개한 델파이 기법과 AHP 기법에 비해 객관적인

접근임은 분명하나 지나치게 추상화된 균형 경제 환경 모형에서 도출된 파

라미터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R&D 투자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주관적인 평가에 치

우치거나 지나치게 추상화된 파라미터에 의한 일반적인 평가에 그쳤다고 볼

수 있다. 즉 현실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R&D 투자 메커니즘을 모형화하지

못했다는 공통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방법론적인 접근에서의 문헌연구를 위해서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통해

R&D 투자를 연구한 문헌이 있는지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R&D 투자 분

배에 관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지 많지 않

았다. 국가 연구개발 투자 시스템에 관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가 있었다

(박헌준 외,2004). 해당 연구에서는 R&D 예산을 관리하는 실무자들이 예산

과정을 거치면서 R&D 투자에 비효율성을 발견하는 과정을 동태적 모형으

로 나타내며, 예산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갭의 증폭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R&D 정책에 투자하게 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하지만 해당 모델은 R&D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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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개발 및 그로인한 국가 경제 성장을 외부요소로 설정하여 R&D 투자를

통한 기술개발 효과 및 이로 인한 산업 성장과 효과를 축으로 하는 R&D

투자 결정과정 모델 상에 다루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연구는 R&D

투자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라, R&D 투자를 관리

하면서 발생 가능한 심리적 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R&D 투자에 관한 또 다른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는 R&D 기관에서 개

발한 기술 상용화 과정에 대해 분석하는 연구이다(김순선 외, 2007). 이미

개발된 기술을 상용화 하는데 있어 어떤 메커니즘이 존재하는지를 규명하는

연구로서 R&D 투자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다. 따라서 기존의 R&D 투자

에 관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은 R&D 투자에 관한 실무자의 심리적

측면이나 상용화의 측면에 대한 모델링이 이루어졌다. 국가 R&D 투자에 관

한 의사결정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시장 환경을 고려한 기

본적인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D 투자 의사결정

메커니즘에 초점을 둔 연구를 하고자 한다.



9

2.2 기술 혁신과 신제품 개발에 관한 문헌 연구

2.2.1 기술혁신과 R&D 투자에 관한 연구

기업의 R&D 투자 배분에 대한 동태적인 연구가 많지 않은 관계로 R&D

투자에 의해 혁신 기술이 개발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기술혁신을 동태적으

로 연구한 문헌을 조사했다. 연구 개발 투자는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생산요

소로서 연구 개발 활동에 포함되는 모든 인적 물적 요소 및 정보 지식 등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생산 활동에 이용되는 기술 뿐 아니라 과거의 연구개발

활동에서 축적된 경험, 노하우등의 지식 등이 모두 포함된다(Madique et al,

1998). Kline 과 Rosenberg(1986)은 연구 개발 투자를 통한 지식의 축적과

정을 유량(flow)로 구분하고, 축적된 지식을 저량(stock)으로 구분하여 동

태성을 설명한 바 있다. Stamboulis et al(2002)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연구개발의 집약도(R&D intensity)를 증가시키고 누적된 연구개발 능력은

기술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주장했다. 연구개발은 축적된 지

식 학습활동을 혁신으로 연결하는 의도적 활동으로 여기서 의미하는 지식이

란 공학적 노하우뿐만 아니라 조직의 구조와 절차에 대한 지식 및 노동자,

소비자의 행동 패턴까지 포함이 된다. 이러한 활동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

능 및 품질을 향상시키고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

발하거나 새로운 공정으로 구체화 되어 생산성을 증대시켜 연구개발 경쟁력

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연구 개발 투자에 의해 달성되는 기술 혁신은 광의적 기술혁신과 협의적

기술혁신으로 구분한다(Hall,1994). 광의적 기술혁신은 신제품, 새로운 서비

스 및 새로운 생산방식을 만들어 내는데 기여하는 활동이고, 협의의 기술혁

신은 신제품, 새로운 서비스 및 새로운 생산방법이 상업적 목적으로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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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되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 혁신은 혁신의 변화 대상에 따라 제품 혁신

의 형태로 일어나기도 하고 고정 혁신의 형태로 일어나기도 한다. 제품 혁

신은 ‘무엇을 만드느냐’에 관한 것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

품의 성능, 기능 품질, 또는 특성 등에 개선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기

술적 신제품 혁신은 관련된 제품의 핵심 기술을 활용하여 여러 관련 제품의

가치를 높이고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범위의 경제를

통해 대체 제품, 후속 제품 및 개선된 제품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며 동

시에 기업의 시장 내 경쟁 우위를 선점하는데 있다(이공래, 2000;

OECD,1992; OECD,1994). 공정혁신은 ‘어떻게 만드느냐’에 관한 것으로 제

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각 단계별 공정에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새로

운 공정을 선택하거나 제품 품질의 변화 없이 공정의 수를 감소하거나 동일

한 공정 하에서 품질을 개선하는 기법을 채용하는 등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이나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기술적인 개선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이공래,

2000). 특히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생산 원가가 오히려 줄어드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공정혁신은 특별히 생산기술 또는 생산 공정과 관

련되며, 그 목표는 생산 공정에서의 효율성 증대 및 품질 향상, 원가절감,

원재료 및 에너지 절약, 수리 보수비용의 절감, 생산소요의 단축 등이 해당

된다(Davenport, 1992).

제품 개발과 관련 된 기술 혁신의 과정은 각 프로젝트 기능 부문 간에

이루어지는 지식, 정보의 흐름을 어떻게 설계하는가가 관건이며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의 능력이나 인식에 따라 다르게 설계 될 수 있

다. 연구개발 프로세스 시작점에는 기초연구가 있고, 그것이 응용 개발 연구

로 연결되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신제품이 개발되고, 생산되고, 판매되는

것으로 이어진다(Boer, 1999). 그리고 기술연구개발, 생산, 판매를 담당하는

각각의 기능 부문은 전문화가 이루어지도록 독립적인 업무 체제로 수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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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동태론

Abernathy and Clark(1985), Arthur(1988), Carroll and

hannan(2000), Geroski(2001), Hall(1994), Klepper(1997),

pavitt(1984), Tushman and Anderson(1986), Walsh(1984)

기술의 확산

Bersnahan, and Trajtenber(1995), David(1990),

Griliches(1998), Kline and Rosenberg(1986), Nelson and

Phelps(1966), Rogers(1983)

R&D 집약도와

조직 혁신 관련

Godener and Soderquist(2004), Boer(1999), Jaffe

Trajtenberg et al(2000), Griliches(1998), Moizer and

Towler(2001), Kogut et al(1992), Nonaka(1994),

Pisano(1996), Tyre and Hippel(1997), Andrew and

Polley(1992)

표 1 기술혁신의 동태성에 대한 연구(최강화, 2006 참조 및 표 재구성)

있다. 이는 제품 개발과 관련하여 연구개발을 분업의 개념, 즉 선형 모델

(linear model)을 기반으로 여기는 것으로 이러한 프로세스에 이해는 추상적

인 구획으로 현실에서는 전체의 과정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루어지는 연속적

과정이다.

기술의 확산은 새로운 혁신 기술이 시장에 출시가 되었을 때, 선 수용자

의 구전으로 기술 특징에 대한 정보가 확산되거나, 광고와 같은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시장 내 기술의 인지도가 높아져 소비자들이 비수용자에서 수

용자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Rogers, 1995). 연구개발 투자에 있어서 이러

한 시장 내 기술의 확산은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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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수용 주기(technology adoption life cycle)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혁신 기술이 시장에 출시가 되었을 때, 소비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

는데 있어 초기 소비자인 혁신 수용자(innovator)와 선각 수용자(early

adopter)와 다수 수용자(Majority) 사이에 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

을 둔 이론이다. 즉 선각 수용자들이 기술을 수용하고 나서 다수 수용자들

이 해당 기술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해당 기술은 소멸되거나, 더 이상

주류 제품군에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제품 수명 주기는 새

로운 디자인이나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었을 때 소비자들이 익숙해지기 까지

일정기간과 안정적인 사용자들의 리뷰가 필요하다는 것을 규명한 연구 이론

이다. 기술 수용자들 간의 정보교환 활동은 WoM(Word of Mouth)의 구전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WoM은 사람들이 상업적 이익과 무관하게

일상 대화를 통해 제품,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로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정보의 흐름을 말한다. 소비자들은 제품 정보를 얻거나 구

매 결정에 있어 관련 정보를 타인에게 듣고 전달하기 위해 구전을 한다. 구

전효과가 구매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수행된 바 있

다.(Bone, 1995; Bristor, 1990; Herr et al, 1999)

혁신 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은 결과물이 무형의 지식재산의 형태로 이

루어지며, 인적 자원의 아이디어를 통해 생산이 된다. 그러다 보니 연구 인

원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일정기간에 걸쳐 일련의 행위들을 통해 생산 여부

가 결정되며, 이러한 개발 활동은 관련 인원과 부서간의 동태적 관계를 통

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기술 혁신의 활동은 시제품 개발 → 제품 혁

신 → 공정 혁신의 연속적 관계로 볼 수 있다(Utterback and Abernathy).

이러한 기술 혁신은 제품의 형태로 기업에 이윤을 창출한 다는 점에서 신제

품 개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일련의 과정은 기초연구 → 응용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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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Step 6

기술 연구 개발
상품화

테스트

시제품

 완성

상품화

가능
기술혁신

생산 시설계획 시설도입 샘플생산 품질확보 초기생산 대량생산

마케팅 시장조사
수익성

검토
영업시작 수주 판매 확산

표 2 TPM (Technology, Production, Marketing) 6단계 구분

개발 연구 → 상업화 → 광고홍보 → 판매라는 연속적 과정을 거친다. 이러

한 기술 혁신 구성 요소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만 꼽으라면 무엇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일반적으로 기업이 설립된 초기에는 기술개발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기술개발이 완료되어, 혁신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이 안정화되면 생산 공정에

있어 불량률을 줄이고 생산원가 단축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다. 생산라인

의 안정화 이후에는 본격적인 판매를 위한 광고 홍보 등의 마케팅 요인에

투자를 실시한다. 허범도(2004)는 R&D 투자에 대한 분야는 기술, 생산, 마

케팅의 3가지로 규정됨을 밝히고 이에 대한 새로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인

TPM(Technology, Production, Marketing)모델을 제안했다. 기업 운영에 있

어 신제품 개발과 연구 개발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3가지 요인인

기술 개발,생산, 마케팅으로 구분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기업에 따라 달리

가져가는 전략을 도출 할 수 있도록 한 연구이다. 신규 창업기업은 기술<생

산<마케팅(부등호 방향표기는 상대적인 중요성이 높은 방향)으로 구분하고,

오래된 기업은 생산<기술<마케팅으로 투자가 필요한 부문임을 통계를 통해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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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영(2006)은 TPM 모형을 도입하여 실증 분석을 통해 기술, 생산, 마

케팅의 부문별 세부 업무를 6단계로 규명하고,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검증함

으로서 각 분야별로 해당되는 분야를 구분하기도 했다. 이를 통하여 기업

활동에 R&D 투자 배분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문별 가능 업무에 대해 고

찰 할 수 있었다.

오상영의 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신제품 개발은 연구를 계획하고 기술개

발에 성공하면 생산과 마케팅 부문에 대한 활동을 시작한다. 일반적인 기업

의 연구개발 자본 투자 순위는 기술투자> 생산투자> 마케팅 투자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기업의 활동이 이러한 순으로 선형적으로 이루어지기 때

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3가지 요인들을 선형적으로만 이루어진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즉, 기술개발의 결과가 생산, 생산의 결과가 마케팅이라는 등

식이 성립될 수 없으며, 이런 이유로 제품 생산과 마케팅의 확산을 직접적

인과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오상영은 3가지 요인과 R&D 투

자의 동태적인 관계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기업의 내부

적인 환경과 정부의 투자 자금을 지원 받아야 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

구였으며, 동태적인 인과지도를 구성하였으나, 실제 연구를 실시한 방법론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한 후 인과 관계를

다이어그램의 형태로만 구성했기 때문에 실제 모형에 데이터 값을 넣어 시

뮬레이션을 실행하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을 사용했다고 보기에는 한계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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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신제품 개발과 R&D 투자에 관한 연구

생산자 중심의 시장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기업의 경쟁이 가

격경쟁력보다 신제품 도입에 의해 좌우 되고, 신제품 개발과 개발된 신제품

의 성공이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성공적인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 투자는 기업 장기적인 목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인식이 점차 일

반화됨에 따라 신제품 개발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신제품 개발은 기술적 특성이나 성능에 있어 기존제품과 확연히 다른 제

품을 상업화 하는 것으로 기술 혁신의 한 분야로 기업의 시장 내 경제 우위

를 선점하기 위한 수단이자 중요 고려 요소로 강조되어왔다(White, 1976).

앞서 다룬 기술 혁신 문헌연구에서 기술혁신이 기술 개발과 공정 혁신으로

구분되는 것을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분류에서 일 진보하여 신태영 외

(2002)는 기술 개발을 제품 혁신의 동의미로 정의하고 제품 혁신을 신제품

개발과 기술적 개선으로 구분하여 신제품 개발의 이론적 위치를 정의함으로

서 기술혁신의 분류를 세분화 한 바 있다.

그림 2 기술혁신 분류에서 신제품 개발의 위치 (신태영 외, 2002)



16

NPD 프로젝트 관련 

시장지향성 및 

고객 니즈 반영

Rothwell et al, 1974; Cooper, 1980; Clark et al, 

1990; Maidique et al, 1990; Atuahene et al. 

1995; Veryzer et al, 2005

NPD 프로세스 관련

마케팅, 기술, 

시장 출시 과정

Cooper, 1980; Calantone et al; 1988; Dwyer et 

al, 1991; Cooper et al, 1995; Song et al. 1997

표 3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 및 시장 지향성에 관한 연구

신제품을 위한 투자의 성과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은 어렵지만(Crawford,

1979) 시장 점유정도나 재무적인 성과를 통해 정량화 하는 것이 선행연구에

서 일반적인 측정 변수로 사용된다. 신제품의 성공을 결정짓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기업의 내생적인 요소들을 강조하는 연구(Copper,1980)를 비롯하여

기업 외부와의 상호작용(Wright, 1981)과 관련된 연구도 이루어져 왔다. 신

제품 개발 프로세스의 각 단계별 숙련성과 시장지향성에 주목한 연구가 이

루어져 왔다. 효과적이고 숙련된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는 고객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경쟁제품에서 충족할 수 없는 가치를 제품에 반영할 가능

성이 높기 때문이다(Day, 1994). 또한 신제품의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해서

는 시장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시장 정보를 반영하여 개발프로세스를 효과

적으로 운영해야 함을 강조한 연구도 있었다(Song et al, 1997).

신제품은 기업의 기술적 역량과 자원배분, 구매집단과의 상호작용에 의

해 개발 되는 결과물이다(Cannon, 1978). 다시 말하면, 신제품을 포함한 기

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모든 상품은 기업과 고객 및 시장 간 상호작용의 결

과물이며, 재무적 성공, 시장 성과와 같은 기업의 자체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고객의 욕구까지 만족시켜야 하는 목적을 갖는다.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신제품 개발에 있어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고, 시장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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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신제품의 주요 목적은 새로운 시장과 기회의 개척으로 볼 수 있다. 출시된

혁신 신제품이 구매자의 욕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제품은 판매되지 않고

수요가 확보되지 않아 시장의 형성이 어려워지며 이러한 경우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회수 차원에서의 신제품 시장성과 및 재무적인 성공 가능성이 낮

다(Davidson, 1976). 따라서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의 의사결정

을 실시할 경우 해당 제품군이 출시될 시장 환경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적절한 업무 단계에 대한 투자 비율이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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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론 및 설계

3.1 방법론 - 시스템 다이내믹스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는 시스템 사고(system thinking)과

시뮬레이션(simulation)으로 구성된다. 전자는 현상을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관점에 의미하고, 후자는 여러 변수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모형화 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동태적 피드백(feed back)을 실험하는 것을 의미한

다. 이를 시스템 사고는 부드러운 연구방법으로 시뮬레이션은 딱딱한 연구

방법으로 구분되기도 한다(신근섭, 2006). 시스템 사고는 인과지도(causal

map) 분석을 통해서 시스템에 내포 되어있는 '피드백 순환(feed back

loop)'들을 발견하는데 초점을 두며, 시뮬레이션(simulation)은 이러한 피드

백 순환들을 보다 정교하게 모델화 하여 '동태적 행태 유형(dynamic

pattern of behavior)을 발견하는데 초점을 둔다(김동환, 1999).

본 연구에서 채택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은 기존 계량 연구 방법과

차이를 가진다. 기존 계량 연구 방법의 경우, 변수들 간의 관계를 이해함에

있어 선형적 인과관계를 증명하는데 강점을 가지며, 현상에 대한 단기적 분

석을 통해 부분적인 체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대표적인 분석

방법은 회귀분석이나 계량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현상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구성요소들 간의

순환적 인과관계를 발견하여 장기적인 예측을 하기 위한 동태적 모형을 만

들 수 있다. 개념상의 인과지도를 그리고, 다이내믹스 프로그램을 통해 시뮬

레이션을 함으로서 변수들 간의 동태적 관계를 규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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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연구 방법론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

부분적 시스템

정태적, 단기적 분석

회귀 분석(Regression Analysis)

계량 경제분석(Econometric Analysis)

전체적 시스템

동태적, 장기적 분석

인과지도(Causal loop Diagram)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표 4 일반 연구방법론과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의 차이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은 의사결정(decision-making)에 관한 모델링

에 있어 강점을 가지며, 의사결정은 저량과 유량의 관계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시스템의 모든 변수들을 근본적으로 저량과 유

량으로 구분한다(김도훈 외, 1999). 저량(stock)은 그 값이 시간을 두고 계속

축적되는 변수이고, 유량(flow)은 그 값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변수이다.

저량과 유량은 연결되어 있다. 저량값을 증가시키는 유량을 증가유량

(inflow)라고 하고, 저량의 값을 감소시키는 유량을 감소유량(outflow)라고

한다.

이는 욕실의 욕조와 수도꼭지로 비유되며, 욕조가 저량이라면 수도꼭지

는 증가유량으로 볼 수 있다. 수도꼭지에서 흘러들어오는 물의 양이 증가하

면 욕조에 쌓이는 물의 양이 증가하는데, 이 때 "수도꼭지에서 흘러들어오

는 물의 양(water in bath)"을 유량이라고 한다면, "욕조에 고여 있는 물의

양(water in bath)"는 저량으로 볼 수 있다. 전자의 값은 시간에 따라 변화

하고 그 값이 축적되지 않는데 반해 후자의 값은 시간에 따라 축적된다. 배

수구를 열었을 때, 욕조에서 물이 시간에 따라 물이 줄어드는 것을 감소유

량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시스템 다이내믹스에 있어서 저량과 유량은

시스템의 변화를 표현하는 개념적 프레임이다. 이러한 저량-유량의 프레임

은 의사결정을 모델링 하는데 적합하다. 이러한 점을 Morecroft 교수(1985)

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에 있어서 의사결정자는 유량에 해당된다.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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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의사결정 지점에 관한 시스템다이내믹스 모형, (김동환, 2011)

조에 물을 얼마나 많이 받을 것인가를 의사결정자가 결정하고 나서는 수도

꼭지의 밸브를 조절하기 때문이다. 이 때 전형적인 의사결정 예는 다음과

같다.

유입되는 물의 양 = 목표로 하는 물의 양 - 현재에 있는 물의 양

위의 공식은 목표지향적인 의사결정에 해당된다. 여기에서 "현재 욕조에

있는 물의양"은 저량이며, " 유입되는 물의 양"은 유량이다. 그리고 "목표로

하는 물의 양"은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에 있어서 "보조변수(auxiliary

variable)"이라고 부른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의사결정의 관점에서

본다면, 유량은 의사결정의 행위에 해당되며, 저량은 의사결정 행위의 결과

에 해당된다. 의사결정자는 저량의 변화를 보고서 지속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이러한 점에서 저량과 보조변수는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위해 투

입(input)되는 변수이며, 결정 의사결정에서 요구되는 정보(information)이다.

결국 의사결정 지점(decision point)과 의사결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현

실의 상태(state)는 각각의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에 있어서 유량과 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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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반영되며,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information)는 저량과 보조변수로 표

현되어 유량으로 투입되며, 이를 통해 피드백 루프가 형성된다. 즉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모든 의사결정은 피드백 루프를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하며,

피드백 루프의 관점에서 모델링을 수행한다(이동환,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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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모델

3.2.1 기본 연구 모형

모형은 현실에 대한 단순화로 현실과 일치할 수는 없다. 하지만 모형은

현실의 핵심 메커니즘을 반영해야하며, 현실의 핵심적 메커니즘을 반영하지

못하는 모형은 현실을 설명 못할 뿐 아니라 현실의 전계를 예측할 수 도 없

다. 그러한 점에서 R&D 투자의 핵심적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반영하지 못하는 모형은 R&D 투자 배분

을 설명하기도 어려우며 그 트렌드를 예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여러 의사결정권자가 존재하는 기업에서 미래의 이익을 기대하고, 현재의

비용을 감당하는 투자 활동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보다 기본적인 내용만을

가진 모형을 의사결정권자나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 판단했다.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여러 선

행 연구자들에 의해 증명된 바 있다. 연구개발의 출발점은 연구개발의 투자

이고, 연구 개발을 통한 기술 혁신을 이룬 기업은 생산성의 향상을 통한 제

품 가격 인하와 신제품 개발을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로 얻은 초과 이익을

기술혁신에 재투자하는 순환적 메커니즘을 가질 것이다(Lundvall, 2002). 또

한 Abernathy(1978)는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기술혁신을 연구개발

투자 -> 기술지식축적->제품(기술)혁신-> 공정(기술)혁신->신제품/서비스

생산->기업이익 증대-> 기술혁신 재투자로 연결되는 순환적 구조로 보았

다. 다시 말하면 R&D 투자는 이익을 증가 시키는 형태로 기업의 매출에 영

향을 미치게 된다는 기본 선형적 인과관계를 이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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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시장 환경을 고려한 R&D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개념지도

기업의 R&D 투자 활동은 처음의 시작은 R&D 투자에서 기업 매출로 이

어지는 간단한 일방향 인과관계로 이루어진다. 시작점과 끝점 사이에 기업

의 기술 개발, 공정 개선, 마케팅의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기업이 투자한 연

구개발비에 대한 성과로서의 이윤을 창출하게 된다. 이러한 연구개발 활동

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자원의 분배 및 투자를 위한 투자 의사결정이 필요하

며 이러한 의사결정에는 기업의 임원, 실무자의 의견, 내부 부서간의 상호관

계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단순 매출을 위한 투자가 아닌 새로운 기술 연

구개발 투자의 경우, 시장 환경의 영향이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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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 환경은 크게 2가지 순환을 창출 할 수

있다. 첫째는 시장 환경의 양의 영향으로 R&D 투자가 강화될 수 있는 순환

관계이다. 특정 분야의 R&D 투자가 성공하는 경우, 시장 내 해당 기술이

성공적으로 확산되어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그 결과 기업 매출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R&D 투자 규모는 더욱 증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연구개발 투

자가 기술의 개발 및 확산, 생산성향상, 고객만족, 기업의 성장에 핵심적 역

할을 수행하고, 이로 인해 기술 혁신 및 신제품 개발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있어 중요한 정책 의사결정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Abernathy, 1978;

Branch, 1974; Lundvall,2006).

둘째는 음의 영향으로 시장 환경이 R&D 투자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거나 구매자들에게

외면을 받을 경우 투자에 대한 성과가 발생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여 기업

의 다음해 예산 결정시 연구개발 투자비용을 축소하는 선택을 하도록 유도

할 수 있다.. 특히 고기술 군에 해당하는 혁신 기술과 신제품에 대한 연구개

발의 경우, 시장 내 소비자의 혁신 기술에 대한 인지도와 해당 기술의 성숙

도와 관련된 불확실성에 투자 의사결정이 특히 크게 영향을 받는다. 또한

R&D 투자의 증가에 따라 시장이 포화 수준에 도달하여 더 이상 R&D 투자

가 높은 효율성을 가져오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시장 성숙

도의 음의 영향으로 투자에 실패하는 상황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

로 초기에는 양의 피드백 루프가 시스템을 지배하고, R&D 투자의 증가와

함께 기업 규모가 증가하다가 후기에는 음의 피드백 루프가 강화되면서

R&D 투자로 인한 기업 규모 성장은 정체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 후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보다는 마케팅과 영업적 부문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 추

가적 이윤을 발생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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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기업의 R&D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상기업

이 가지는 기업 목표 및 투자 성향이 있다. 기업이 혁신기술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것인지, 기존 제품의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할

것 인가에 따라 R&D 투자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기업 내부적인 요소인 R&D 투자와 관련한 변수는 앞서 진행한 문헌연

구를 통해 검토한 바와 같이 기업의 R&D 투자와 관련된 주요 투자 부문은

기술에 대한 투자, 기존 생산성 증대를 위한 설비에 대한 투자 그리고 마지

막으로 광고 홍보를 위한 마케팅 투자로 3가지 요인을 기업 내부적 의사결

정을 위한 인과변수로 선정했다.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요인을 최소화 하여

기업의 업무를 단순화 하여 핵심적인 모형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R&D 투자

와 관련한 변수와 R&D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자원배분과의 관계를

살펴 볼 수 있었다. 여기서 R&D 투자 집중도와 관련된 변수는 시장의 성숙

도나 경쟁사의 영향을 들 수 있고, 자원배분에 대한 요인이 3가지 인과 변

수들의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기업 내부의 생산제조 프로세스를 매우

단순화한 것으로 대부분의 제조 기업이라면 어디서나 찾을 법한 큰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해당 기업의 R&D 투자 의사결정에 대한 문제는 그 기업의

목표가 수익성장이냐, 지속적인 성장이냐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초기 인과지도 모형은 R&D 예산과, 기업 매출간의 관계에 집중하여 기

술개발투자, 생산공정 투자, 마케팅 투자의 3가지 부문만을 고려하여 단순하

게 작성하여 기업 내부의 R&D 예산이 어떠한 흐름으로 이동하는지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Abernathy(1978)와 Lundvall(2002)이 언급했듯이 기업의

매출의 일부분을 R&D 예산으로 투자하고 기술개발, 공정혁신, 마케팅 영업

으로 투자를 진행하여 이것이 기업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호순환 구조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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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기업 R&D 투자에 대한 인과지도 A

기업의 신제품 개발 투자활동을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기술투자는 수익

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생산 공정에 대한 투자, 마케

팅 투자도 수익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와

수익의 관계는 기술, 생산, 마케팅 분야에 대한 투자를 독립적으로 생각될

수 있으며, 각 부문에 대한 투자의 증가가 수익의 증가로 이어지는 양(+)의

피드백 루프의 강화 순환 구조를 이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투자가 반드시 수익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신할 수는

없다. 기업의 규모와 산업에 따라 과도한 투자로 인해 사업 실패의 결과를

맞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으며, 모델로 정형화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요소

들이 존재하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인 신제품개발 투자와

기업의 매출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기업 활동 단계를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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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T), 생산(P), 마케팅(M)으로 추상화 하여 구분하는 관점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Hirschey (1982)는 기업이 영업을 위해 투자하는 비용을

연구개발비와 광고비 지출로 구분하여 인식하고, 이 두 가지 비용에 대한

투자가 기업 가치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힌바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인과지도를 간단하게 구성하기 위하여 기업이 R&D에 투자할 수 있는

전체 예산에서 R&D 예산을 뺀 것을 마케팅 비용으로 가정했다. 연구개발비

는 기술개발과 공정혁신으로 구분하는 일반적인 기술 혁신이론을 따르며,

마케팅 비용은 R&D 외 투자 예산으로 구분한다.

인과지도 B는 시장적 요인을 반영하여 작성하였다. 기업이 신제품 개발

을 투자 의사결정을 할 경우 시장 내 기술의 수용 수준, 소비자의 기대, 시

장의 규모 등 시장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된다. 개발된 신제품이 시장에 출시

되면 시장 내 기술 수용수준과 소비자의 해당 제품에 대한 인지정도가 해당

신제품의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기술 개발로 인해 해당 기업의 규

모가 커지면 해당 기술과 제품의 보완재가 등장하고, 경쟁기업이 늘어나면

서 전체 산업의 규모가 증가하고 시장 내에 해당 기술과 제품군에 대한 인

지도가 올라가며 시장성숙도가 증가하게 된다.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기술개발, 생산공정, 마케팅 투자 비율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활동들은 각각 혁신기술의 개발, 생산효율성의 증대,

소비자의 신제품에 대한 기대 값이라는 성과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투자의

성과가 매출 증가로 연결되는 데는 각각 일정기간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러

한 시간 지연의 흐름을 인과지도 B에서는 화살표 상에 나타내어 보다 현실

성을 부여하고자 했다. 이러한 각각의 내부 연구개발의 성과는 기업의 매출

로 연결이 된다. 여기까지는 인과지도 A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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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기업 R&D 투자에 대한 인과지도 B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로 기업매출이 증가하면, 시장 내 점유율이 확대

될 것이고 이는 해당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폭에 음의 영향을 미치게 된

다. 시장이 포화 수준에 근접하게 되어 R&D 투자 효율이 낮아지므로 기업

의 R&D 투자 비율이 낮아지게 된다. 기업은 포화 수준에 근접한 시장에 대

응함에 있어서 공격적인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신 시장을 개척하거나, 절감

한 R&D 예산을 R&D 외 투자로 전환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기업이 마케

팅에 대한 투자 비율을 늘리게 되면, 광고, 홍보 프로모션이 많아지면서 소

비자들이 해당 기술과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증가 하게 되고, 기술 확산이

이루어진다. 기술의 확산은 시장 내 기술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증가를 일

으키고, 이러한 인지도의 증가는 시장 성숙도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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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시장 성숙도에 따라 기업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흥미로운 주요 변

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의 시장 성숙도는 혁신

기술이 시장 내 소비자들에게 인지되어 기술 확산이 이루어진 정도로 본다.

가설 1: 시장의 성숙도가 높으면 기술개발(T)과 생산공정(P)에 대한 투

자보다 마케팅(M) 투자에 의한 매출 증가가 클 것이다.

가설 2: 시장의 성숙도가 낮으면 마케팅(M)에 대한 투자 보다 기술개발

(T)과 생산 공정(P) 투자 매출 증가가 클 것이다.

가설 3: 시장의 성숙도가 높으면 기술개발(T)에 대한 투자보다 생산공정

(P) 투자에 의한 매출 증가가 클 것이다.

인과지도 A에 시장 성숙도 변수와 시장 환경 변수를 추가한 결과 양의

순환만 이루어지는 강화 순환 구조에서 음의 순환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R&D 투자에 대한 예산과 기업 매출을 기본 인과관계로 하고 1차 인

과지도는 기업 내부 환경만을 고려한 것이었고, 인과지도 B는 시장 환경이

라는 외부 요인을 반영한 것이다. 즉 시장 환경과 시장 성숙도라는 외부요

인의 투입을 고려하여 인과 모형을 예측할 경우, 다양한 변수들 간의 상호

관계를 통해 음의 구조와 양의 구조를 모두 고려한 균형적인 시스템을 발견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이유로 기업 내부의 환경만을 고려하여 동태

적 요소를 작성할 경우, 발생 가능한 외생적 요소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

할 수 있다. 기업의 R&D 투자배분에 대한 의사결정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시장 환경에서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을 반영하여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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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시뮬레이션 분석 모형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R&D 투자 의사결정 동태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

해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을 이용한다. 이는 기존 연구의 한계점인 부분적

인 시각을 지양하고 보다 장기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

하기 위함이다. 기업에서 R&D 투자 관련 의사결정을 할 때, 해당 시점에

문제가 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을 쉽게 했으나, 그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다른 부문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일어나거나, 부문 간의 상충으로 문제

가 생길 수도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

으로는 오히려 문제를 약화 시키는 시간의 문제도 존재한다. 이러한 부문과

요소들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선적인 사고를 대체 할 수 있

는 방법론으로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관망하면서도 부분간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는 시스템 다이내믹스가 적합하다 판단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시스템적 사고는 여러 변수들로 이루어진 여러 개

의 피드백 루프가 모여진 하나의 큰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주로 나타난다.

따라서 시간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시스템 내에서 여러 개의 피드백 루프들

가운데 중요도를 바꾸며 현상을 분석할 수 있다. 특히 의사 결정을 위한 시

스템 다이내믹스 모델에서는 의사결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투입값

(input)으로 나타내며, 의사결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저량 변수와 보조변

수가 이에 해당된다. 의사결정 지점은 유량변수로 나타나며 보조변수와 저

량 변수의 정보를 받는 형태로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가 형성된다. 시

스템적 사고는 문제를 멈춰있는 정태적인 상황으로 보지 않고, 요소들 간에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존재하며 진화하는 동태적 관계로 이해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은 기업의 R&D 투자 배

분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동태적 행태를 모형화 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업의 의사결정권자들에게 연구개발투자 의사결정에 있어



31

최적의 이익구조를 줄 수 있는 부문별 자원 배분 비율을 발견하는데 기본이

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모형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태적 인

과관계를 분석하는 도구 가운데 Vensim PLE를 활용하여 SD 모델을 작성

하고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인과모델에 바탕을 둔 동태적 기술 혁신 모형은 의사 결정을 위해 현재

및 미래의 성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앞서

소개한 개념적인 인과지도를 시뮬레이션 모형화 하였다. 기업은 축적된 이

익을 기반으로 연구 개발 투자 비율에 따라 연구 개발 투자 예산을 책정하

게 된다. 일반적으로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기업과 산업에 따라 상이하며

가장 일반적인 기업 R&D 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는 R&D 집중도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1).

R&D 집중도 = R&D 투자액 / 매출 (영업 + 영업외 이익)

기업은 책정된 예산을 연구개발 관련 부서의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

등의 연구개발 자원에 투자함으로서 부문별 활동을 장려한다. 해당 예산은

제품개발, 공정개선, 마케팅 부문별로 R&D 투자 비율에 의해 분배되고 적

절한 분배는 기술 혁신과 공정 개발은 성공적인 신제품 개발 출시를 통해

서, 마케팅 투자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홍보하여 구매의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활동을 통해 기술 혁신의 결과물을 창출하며, 이는 기업

의 매출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R&D 투자의 성과는 즉시 매출로 연결되기

보다는 일정기간의 지연기간을 갖게 되는데 이 또한 산업 마다 상이하다.

예를 들면 제조업 안에서도 전제 제품과 가구, 설비 류는 제품이 상용화 되

는데 기간과 상황이 매우 다르다. 가구는 제품 수명이 2~10년 이상이며 소

비자에 따라 평생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만큼 소비자의 제품 구매 간격이

길고, 새로운 제품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시장 내 지배 상품이 되기까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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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 기간이 소요된다. 이와 같이 시장의 니즈가 적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도 빠르게 시장에 출시할 이유가 없어서 제품이 상용화 되는 기간이 길다.

이에 반해 전자 제품 산업에서 휴대폰을 예로 들자면, 제품의 수명도 2년

내외로 새로운 기술이 끊임없이 빠르게 등장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도태 되

지 않기 위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높다. 또한 소비자 역시 시장

내 트렌드에 따라 제품 교체를 자주하여 공급·수요 양측의 니즈에 의해 기

술의 상용화 기간이 2~3개월 내외로 짧은 편이다. 산업과 제품 특성에 따라

차이는 존재하나 연구 개발 투자의 노력이 매출로 연결되는데 일정기간이

지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품이 상용화를 수치는 연구개발 투자

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통계자료 임에도 불구하고 공시된 자료가 없어 전

문가의 의견을 통해 도출된 값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KISTEP 한국

과학기술 R&D 센터에서 R&D 배분을 담당하는 연구원들과 이동환(2006)이

국가 R&D 투자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

의 의견에 의해 도출된 상용화 배수를 본 연구에 반영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모델은 기업의 R&D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을 매우 단순

화 시킨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모델은 오직 2개의 저량 변수로 구성되

어 있다. 저량 변수는 모델 상에서 사각형 변수로 표시되는데, 첫 번째 저량

변수는 “R&D 예산(R&D Budget)”으로 모델의 하단에 위치한다. 여기에는

R&D 예산이 1년 단위로 증감하는 모습을 모형화 하였다. 두 번째 저량 변

수는 “기업 매출(Cumulative Profit)”로서 모형의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기

업의 매출은 2가지 요인에 의해 증가된다. 첫째는 연구개발 투자에 따른 매

출 증가로 기술의 상용화로 인해 이루어진다. 상용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

는가는 “상용화 배수(commercialization multiplier of R&D)"라는 파라미터

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 값은 r&D 분야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며 보통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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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기업의 R&D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 모형

정도의 값을 취한다. 규모에 곱한 값이 산업 규모의 성장으로 투입된다. 하

지만 상용화가 즉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R&D 활동에 소요되는

기간과 상용화에 소요되는 시간(commercialization time)에 의해 지연된다.

“기업 매출”을 증대하는 두 번째 요인은 연구개발의 투자의 성과가 아닌

마케팅을 통한 성과이다. 기업의 활동은 연구 개발 활동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광고 홍보, 영업 활동을 지원하는 상업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며 이

러한 활동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의 매출이 증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

과지도를 간단하게 구성하기 위하여 기업이 R&D에 투자할 수 있는 전체

예산에서 R&D 예산을 뺀 것을 마케팅 비용으로 가정했다. 연구개발비는 기

술개발과 공정혁신으로 구분하는 일반적인 기술 혁신이론을 따르며, 마케팅

비용은 R&D 외 투자 예산으로 구분 될 수 있다. 이러한 “마케팅(광고홍보)

투자 비율” 역시 산업이나 기업에 따라 상이한 값을 가진다. R&D 투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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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가 낮은 기업 일수록 그 값이 높아 질 것이다. 예를 들어 휴대폰 제조

기업과 가구제조 기업을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빠른 기술 혁신을 필요로

하는 휴대폰 제조 기업보다는 가구 제조 기업이 마케팅 투자에 의한 매출

증가가 클 것이다.

모델의 우측은 시장의 성숙도(포화수준)에 따라 기업과 소비자의 기술

수용 정도에 따라 변화하는 R&D 투자 효과에 대한 내용을 나타낸다. 현재

‘기업 매출’은 “최대 시장 규모(max size of market)"와 비교되면서 기술 확

산 비율로 연결되며, 이는 인지된 R&D 효율"에 영향을 준다. 이대 최대 산

업 규모는 현재 시장 규모와 5년 뒤의 시장규모를 반영하여 설정하며, 이에

투입되는 기본 값은 앞서 언급한 “상용화 배수”로, 그 배수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시장의 성숙도에 따라 결정된다. 시장의 성숙도는 Look up 그래프

함수를 통해 나타냈다.

시장성숙도에 따라 시장 내 혁신 기술에 대한 니즈의 정도가 달라지고,

이러한 수요 니즈의 변화는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에 영

향을 미친다. 이러한 가정을 그래프 화한 Look up 그래프는 세로축은 R&D

효율성에 대한 인식으로 0에서 1까지 값을 가진다. 본 그래프는 기술이 확

산됨에 따라 신규 수요가 창출 되어 초기에는 R&D 효율성에 높다고 인지

되다가 일정 기간 동안 수요가 증가하는 단계를 지나고 나면, 시장 내 기술

포화 수준에 근접하게 되어 후기에 접어들어서는 급격히 감소하며, 마지막

에는 현 기술에 대한 니즈가 전무해져 0에 도달하게 된다. 즉 Look up 함

수는 시장 성숙도에 따른 R&D 효율성의 감소를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의 제품군이 시장 포화 상태에 접어들면 기업은 R&D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R&D 예산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 시장 성숙도에 따른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 인지 그래프는 이러한 과정을 반영하여 음의 피드백

루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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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시장성숙도와 연구개발 효율성에 관한 Lookup 그래프

“인지된 R&D 투자 효율”은 “전체 R&D 투자 가능 예산”에 영향을 미치

게 되며, 특히 특정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기댓값”이 높으면,

“기존의 R&D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고, 기댓값이 낮으면

더 적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다. 여기서 R&D 효율을 평균 기댓값으로 나눈

값에 비례하여 최종적인 R&D 규모인 “전체 R&D 투자 가능 예산”이 결정

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이때 전체 연구개발 투자 가능예산에 영향을 주는

“기존 R&D 예산”은 기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R&D투자 비율에 기초해서 산

출했다. R&D 투자 비율의 값은 기업별로 안정된 일정 값을 가질 것으로 예

상하여 공시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도출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했다. 본 모델

은 대상 기업의 “현재 R&D” 예산이 초기 값으로 투입되고, 이후에는 시뮬

레이션이 진행되면서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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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량 변수

기업 매출 마케팅 매출 증가+매출 감소+연구개발 매출 증가

R&D 예산 "R&D 예산 유입"-"R&D 예산 소비"

유량 변수

마케팅 매출 증가 마케팅 투자 비율*(최대 시장 규모-기업 매출)/홍보 기간

연구개발 매출 증가

전체 시장 규모과 기업 점유율 간 격차*"R&D 예산"*제품 상

용화 배수*생산공정 투자 비율*기술개발 투자 비율/(제품 상용

화 기간+기술개발 기간)

매출 감소 기업 매출/제품 수명

"R&D 예산 유입" "R&D 투자 가능 예산"/"예산 집행 기간(1년)"

"R&D 예산 소비" "R&D 예산"/"평균 R&D 기간"

보조 변수

최대 시장 규모
"5년 후 전체 시장 규모"+("5년 후 전체 시장 규모"-현재 전체

시장 규모)

전체 시장 규모과 기업

점유율 간 격차
MAX( 최대 시장 규모-기업 매출, 0)/최대 시장 규모

기술 확산 비율 기업 매출/최대 시장 규모

인지된 R&D 투자

효율

제품 상용화 배수*"시장성숙도가 R&D 투자 효율에 미치는 영

향(lookup)"(기술 확산 비율)

"R&D 투자 가능

예산"

"기존 R&D 예산"*"인지된 R&D 투자 효율"/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기대값

"기존 R&D 예산" 기업 매출*"R&D 투자 비율"

"R&D 투자 비율" "R&D 예산"/기업 매출

상 수



37

현재 전체 시장 규모 692041

"5년후 전체 시장

규모"
1.10643e+006

홍보 기간 18

연구개발 기간 12

제품 상용화 기간 12

제품 상용화 배수 7

마케팅 투자 비율 0

기술개발 투자 비율 0

생산공정 투자 비율 0

"평균 R&D 기간" 12

"현재 R&D 예산" 1620

"예산 집행 기간(1년)" 12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기대값
5

"시장성숙도가 R&D

투자 효율에 미치는

영향(lookup)"

[(0,0)-(1,1)],(0,0.1),(0.2,0.2),(0.3,0.3),(0.4,0.5),(0.5,0.7),(0.6,0.8),(0.7

,0.75),(0.8,0.6),(0.9,0.4),(1,0)

제품 수명 36

표 5 모델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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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뮬레이션 결과분석 및 연구결과

동태적 R&D투자 의사결정 모형의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모델의 타당

성을 확인해야한다. 모델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 ‘모델 구조의 타

당성’, ‘모델 행태의 타당성’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Barlas, 1989). 먼저 본

모형의 모델 구조의 타당성 검증에 있어서는 기존의 R&D 투자에 대한 선

행 연구과 다양한 이론을 바탕으로 개념적인 모델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바

탕으로 도출한 시뮬레이션 모델은 기업의 R&D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해

야할 가장 기본적인 변수로만 구성하였으며, 저량 변수와 보조변수의 수를

최소화함으로서 모델 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 하였다. 또한

본 모형의 변수들에 사용된 방정식과 값 역시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

와 함수를 반영하여 모델을 구축했다.

또한 모델의 행태 타당성을 위해서는 각 변수들에 대입할 데이터인 시장

규모, R&D 규모 값은 산업별 과학기술 통계를 제시한 연구보고서에서 추출

하였고(한국과학기술평가원, 2010), 제품 수명과 개발 투자 기간은 관련 실

무자의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한 연구 자료에서 발췌하여 적용하였다(과학기

술평가원, 2004). 그리고 최대 시장 규모의 값은 이동환(2006)이 시장규모를

계산한 방법을 반영하는 등 검증된 선행연구의 방법론을 적용하고자 하였

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발간한 "2011년도 R&D 1000대 기업의 연구개

발투자 동향" 자료에 제시된 국내 R&D 투자 1000대 기업과 매출 1000대기

업의 R&D 투자 현황 비교 분석결과에 따르면, 매출 1000대 기업이나 R&D

1000대 기업에 상관없이 전체 R&D 투자액의 85%이상이 제조업에 집중된

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저기술 산업 군에서 고기술 산업으로 갈수록 R&D

투자규모가 컸으며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언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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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국내 시장 현황을 반영하여 고기술 산업 가운데 제조업에 해당하면서

도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휴대폰·전자기기 업종의 2010년 데이

터를 사용하고자 한다. 시장 환경을 모델에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해서 매출,

시장 규모, 평균 연구개발 기간외의 관련 값을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변수

를 구성했다.

가설 검증에 앞서 우선 모든 저량 변수와 시장과 관련된 상수의 경우 통

계 데이터를 반영하여 값을 입력하고, T·P·M(Technology, Production,

Marketing) 부문 투자 비율을 초기상태로 가정하여 0으로 입력하고, 기간은

240개월로 설정한 후 시뮬레이션을 하였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량

변수와 보조 변수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다. 또한

TPM 투자 변수값을 1, 3, 5, 7, 9 로 변화시킴으로서 전체 모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단계 단계를 민감도 분석이라고 한다.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이란 변수 값이 다양하게 변화할 때, 시뮬

레이션 결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분석방법이다.

본 시뮬레이션 모형은 이론적 선행연구 및 국내 R&D투자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반영하여 이를 동태적인 시스템 형태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가상의

연구 개발 시장 환경을 구축한 것이다. 이러한 가상의 시장 환경 속에서 연

구개발 투자에서 대표적인 기술개발, 생산공정, 마케팅 부문에 대한 투자 비

율을 조절하여, 기업의 매출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

또한 모형 상에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기업 매출에 강화 순환 구조를

이루는 것에 균형을 주기 위해서 시장성숙도를 Look up 그래프 함수를 통

해 음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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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민감도 분석결과

validity7 1 1 1 1 1 1 1 1 1

"시장성숙도가 R&D 투자 효율에 미치
0.9

0.675

0.45

0.225

0

1

1

1

1

1
1

1

1

1
0 0.25 0.50 0.75 1

-X-

validity1 1 1 1 1 1 1 1 1

"시장성숙도가 R&D 투자 효율에 미치
0.9

0.675

0.45

0.225

0

1

1

1

1

1
1 1

0 0.25 0.51 0.76 1.01
-X-

validity0 1 1 1 1 1 1 1 1

"시장성숙도가 R&D 투자 효율에 미치
0.9

0.675

0.45

0.225

0

1 1
1

1

1

1

1

1 1
0 0.25 0.50 0.75 1

-X-

그림 10 시장성숙도 반영 시기별 그래프 변화 (전체·초기·후기)

시장성숙도는 시기별로 그 특징이 달라 전체 시장 환경에 큰 영향을 미

칠 것으로 판단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며 전체기간, 초기, 후기의 각 시기

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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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성숙기 부문별 투자 비중 T/ P/ M 비율

가설 1 후기 마케팅>기술개발+생산공정 10%/10%/80%

가설 2 초기 마케팅<기술개발+생산공정

70%/20%/10%

20%/70%/10%

80%/10%/10%

10%/80%/10%

45%/45%/10%

가설 3 후기 기술개발<생산공정

70%/20%/10%

20%/70%/10%

80%/10%/10%

10%/80%/10%

표 6 가설에 따라 실시한 T,P,M 투자 비율

연구 개발 부문별로 투자비율을 달리하였을 때 기업의 매출에 어떠한 영

향이 나타나는지 또한, 최적의 투자 배분 비율을 위해 고려해야할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임의로 3가지 투자 부문에 대한 값을 설정하고

이를 3가지 시장 성숙도 상황에 대해 반복적인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가설

을 검증 할 수 있었다.

다음은 기본 전략인 전체 시장 성숙도의 영향으로 투자비율을 달리한 모

형이다. 기술 성숙 초기, 후기에 앞서 전체 시장 성숙도를 반영한 모델 상에

Current, Market oriented, R&D(Tech) oriented, R&D(Proc) oriented, R&D

oriented, R&D(Tech2) oriented, R&D(Proc2) oriented의 6가지 비율을 검토

해보았다. 그 결과 발견된 흥미로운 발견은 기술개발 투자와 생산 공정 투

자가 균형적인 비율로 이루어질 때 연구개발로 인한 투자에 있어서는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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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기본 전략 시뮬레이션 결과 (전체 시장 성숙기)

성과가 가장 높다는 결과가 도출 되었다. 표6을 통해 시뮬레이션에 적용한

세부 값을 확인 할 수 있다.

시장 성숙도를 기준으로 후기에 해당하는 가설은 1과 3으로 시뮬레이션

결과는 아래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가설 1은 시장의 성숙도가 높으

면 기술개발(T)과 생산공정(P)에 대한 투자보다 마케팅(M) 투자에 의한 매

출 증가가 클 것이라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시장 내 기술의 성숙도가 증

가면 시장이 포화수준에 다다르고 점차 R&D 투자 효율성이 낮아짐에 따라

기업이 투자 결정을 함에 있어 R&D에 대한 투자보다는 마케팅에 투자가

더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 의해 마케팅 투자비율이 높으면, 매출

증가가 커질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였는데, 마케팅 투자비율이 증가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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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시장 성숙기 후기 시뮬레이션 결과 (가설 1, 가설3)

해 기업의 매출은 매우 큰 이윤이 예상되는 결과값이 도출 되었다. 그러나

가설 중 시장 성숙도에 대한 내용은 충족 되지 않았다. 시장 성숙도, 시장

내 기술 포화 수준과 상관없이 마케팅을 통한 매출 그래프는 전체, 초기, 후

기 모두 동일한 그래프 곡선을 보이고 있다.

가설 3은 시장의 성숙도가 높으면 기술개발(T)에 대한 투자보다 생산공

정(P) 투자에 의한 매출 증가가 클 것이라는 것으로 새로운 기술이 시장 내

에 안정적으로 확산되고, 소비자들이 구매를 시작하면 새로운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보다는 공정 개선을 통해 생산비를 단축하는 활동이 기업 매출을

창출 하는데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론에 근거한 가설이다. 시뮬레이

션 결과 가설 3은 채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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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시장 성숙기 전기 시뮬레이션 결과 (가설2)

좌측 상단의 연구개발 매출 증가 그래프를 보면 상단의 그래프는 기술개

발 투자와 공정개선 투자를 45%:45%로 균형 있게 투자한 경우에 해당한다.

기본 전략에 비해서 는 하락폭이 낮으나 미미하나마 꾸준히 하락세를 보인

다. 그에 비해 그 아래에 있는 두 번째 그래프의 경우 적은 양이지만 꾸준

히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해당 그래프는 생산 공정 투자 비율을

70, 기술개선을 20으로 책정한 것으로 공정 혁신에 대한 투자가 긍정적인

성과로 연결되는 것이 증명되었다.

가설 2는 시장의 성숙도가 낮으면 마케팅(M)에 대한 투자 보다 기술개

발(T)과 생산 공정(P) 투자로 인한 매출 증가가 클 것이라는 것으로 기술

시장 성숙기의 초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자 한다. 즉 시장에 새

로운 기술이 막 소개되었거나, 새로운 기술에 대한 니즈가 발생하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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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도 초기에는 마케팅에 대한 투자 보다는 R&D 예산 가운데서도 기술개

발 투자 비율을 높이는 것이 기업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

했다. 그러나 시뮬레이션 결과 시장의 성숙 정도와 무관하게 기술개발과 생

산 공정에 대한 투자는 두 부문에 공평하게 균형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기

업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서 가설 2 역시 충족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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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성공적인 연구개발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

이 될 만한 동태적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

러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기술개발 시장 환경이 충분히 고려되어

야 한다. 이에 따라 시장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모형에 실제 통

계 값을 입력할 수 있도록 변수를 구성하여 모형을 개발하였다. 또한 기업

내부의 자원 배분을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내부 업무를 기술 개발, 공정개선,

마케팅으로 단순화 하여 모델 에 적용하였다. 여러 문헌 연구를 통해서

R&D 투자, 기술혁신, 신제품 개발 업무를 조망하였으며, 기존의 연구에서

선형적인 인과관계로 연구되던 이론적 내용을 동태적으로 변환하고자 인과

지도를 작성하였다. 해당 인과지도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하고,

민감도 분석을 통해 변수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본 모형을 통해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기술 개발 투자와 생

산 공정에 대한 투자 비율이 고르게 이루어질 때 기업의 매출 성과가 높다

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마케팅 투자 비율의 증가는 기업 매출 증대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의 성숙도와 상관없이

마케팅 투자 비율이 증가하면 기업의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 했으며, 또한

이렇게 증가한 매출은 연구 개발 가능 예산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서 R&D

투자에 호 순환 구조를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7

5.1 연구 의의

연구의 의의는 첫째, 국내 R&D 투자 현황을 반영한 기업의 R&D 자원

분배 프로세스의 정태적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동태적인 모형을 도출했다는

점이다. 국가 단위의 관련 연구는 이루어진 바 있으나, 기업 단위의 연구가

많지 않았고, 특히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연구 가운데 시장상황을 상세하게

반영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을 개발 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를 보완

하고, 이러한 관계를 피드백 구조로 파악함으로서 일반 계량 연구의 선형적

모형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둘째, 기업의 신제품개발의 기업 내 투자 배분과

관련하여 혁신기술개발과 공정개선 뿐만 아니라 홍보, 프로모션을 통한 이

익 창출을 살펴봄으로서 기존 기술혁신 이론의 R&D 분야에 국한된 연구

범위를 확장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제품 개발과 관련하여 전체적

인 시각에서 연구개발, 기술혁신, 신제품개발, 광고홍보, 시장 내 기술 성숙,

기업 매출을 살펴봄으로서 기존 연구의 일부 분야에 국한되는 한계점을 극

복하는 관점에 기초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셋째, 기업들의 신제품 개발 투자

의사결정에 제품 개발과 생산에 국한된 근시안적인 투자를 넘어 장기적인

관련 시장 환경을 고려한 투자를 제안함으로서 기업의 정책적 의사결정을

지원했다는 점이다. 기업의 R&D 투자 의사결정은 국가의 기업 지원정책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혁신 기술의 경우 상용화 여부, 시장 내 기술 수용

정도의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비

전과 시장 구조, 기업이 시장 내 점유비율에 따라 중장기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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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그러나 본 연구는 여러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연구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는 정확한 데

이터를 투입할 수 없었다는 점에 있다.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하나, 기간이나 상용화 지수 등의 수치가 객관적인 통계자료가

아닌 주관적 의견으로 산정된 것으로 각 변수의 정확한 측정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특정기업이 본 모형을 활용하여 투자 자본 분배를 위한 의

사결정을 실시 할 경우 대상 기업이 포함된 산업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이 요구 된

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모형의 시장상황은 전자 산업을 대상으로

한 모형으로 다른 산업이나 프로세스가 다른 기업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

하는 결과 값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음을 유의해야한다. 따라서 차후 연

구에서는 여러 산업으로 확장한 추가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또 다른 한계점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연구모형이 R&D 자본 투자와

관련된 시장상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기업 내부 신제품 프로세스 및 조직

구성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는 기업별 성향에 따라 내부 조직

과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다를 것을 고려하여, 모든 기업에 해당되는 기본적

인 투자 부문만을 다루고, 시장상황과 기업의 환경을 단순화 하여 보고자

한 연구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나, 실제 기업이 신제품 개발을 위해 투자

의사결정 할 때는 업무 부문들 간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신제품 개발과 관련된 기술 혁신 이론과 마

케팅 부문 투자 의사결정 과 관련된 부문까지 보완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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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ystem dynamics model for

Firm level R&D investment

decision making

Jiyoon Son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University

this study develop an system dynamics model for Firm level R&D

investment decision making while considering the impact of market

dynamics and new product diffusion on market maturity perspective

system dynamics methodology is adopted to describe the dynamic

system of market condition. And the conceptual model derived based on

R & D investment-related and technology innovation literatures.

The study Assume a growth market R & D investment environment

for the simulation. Also, observe the revenue change according to the

proportion of the investment sector in company's main R & D activities

such as technological innovation, process innovation and marketing.

According to the simulation results, similar level of invest on product

development and production innovation derives the higher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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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nue.

In addition, the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marketing investment

was found to affect directly positive to the increase in sales of the

company. Regardless of the maturity of the market, the increase in

marketing investment ratio also has increased significantly. Also

increased sales affect the R&D budget growth so form a positive cycle

structure of the R & D investment is found

this study provide a system dynamics simulation model to find

optimal R&D investment ratio and insight on Firm level R&D investment

decision making under market condition. In addition, managerial

implication relevant to R&D decision making under market condition.

Keyword : Firm Level investment, Research and Development,

Investment Allocation, Product Process, Technology

innovation,System Dyn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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