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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기업들의 해외진출은 90년대 이후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협소한

국내시장에서 대기업과 경쟁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있어서 기업의 국제화는 기업의 성장뿐만이 아닌 생존을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과거의 연구들이 대기업 중

심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국제시장에서 점점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국제화를 주제로 하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기업의 국제화 전략을

수출 또는 해외직접투자(FDI) 수준을 통해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측정지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

부분의 연구들이 한 가지 측정지표만을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기업의 성장 또한 중요한 요소임에도 대부분의 연구들

이 기업성과를 성장성이 아닌 수익성 측면에만 초점을 맞춰 연구했기 때

문에 기업의 성장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

구는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수출과 해외직접투자라는 두 가지 변수로 살

펴봄과 동시에 기업의 성과 또한 성장성과 수익성 이라는 두 가지 측면

으로 나누어 각 변수들이 성장성과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

증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국제화의 역사가 길고

그 수준이 높은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여 1999년부터 2010년까지의 12개

년도의 패널자료를 수집하여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사용

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 -

분석 결과, 국내의 중소 제조기업들은 수출과 성장성의 관계에서는 음

의 관계를 보이고 수익성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해외직

접투자로 측정하는 국제화 수준의 경우 측정 변수별로 차이를 보였다.

해외진출자회사 수로 측정하는 국제화수준의 경우는 초기에 수익이 감소

하다 일정수준 이후 증가하는 U자형의 모습을 보였으나 진출국가 수로

측정하는 경우는 음의 관계만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제변

수들의 경우 기업의 규모, 나이만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집중도의 경우는 매출성장과 매출수

익에만 영향을 미치고, 연구개발비중은 매출수익률에만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업의 국제화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변수인 수출과 해외직

접투자가 성장성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고, 수

출과 해외직접투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게다가 과거 중소기업의 주요 국제화 측

정 변수였던 수출이 아닌 해외 자회사 수와 같은 해외직접투자 측정변수

를 통해 중소제조기업들의 국제화 수준을 측정할 수 있었다는 점은, 추

후의 연구에 있어서 선택 또는 통제할 수 있는 변수의 폭을 넓혀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해외 자회사 수와 진출국가 수로 측정한

결과가 서로 다르다는 점은 조사대상에 적합한 변수를 찾을 필요성이 있

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중소기업, 국제화, 수출, 해외직접투자, 경영성과

학 번: 2013-2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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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국제화를 통한 기업의 성장은 모든 기업에게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다

(Lu and Beamish, 2001; Chelliah et al., 2010). 다양한 법적 규제들로 인

한 해외진출이 어려웠던 과거에 비해 기업들의 해외투자는 90년대 이래

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이유에는 다양

한 이유가 있지만, 몇 가지 대표적인 이유를 꼽자면 생산비용절감이나

시장점유율 확대 등에 있어 국내보다 해외투자가 더 유리하거나, 해외진

출을 통해 규모의 경제나 범위의 경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Chandler, 1990). 즉 기업들은 경쟁우위의 추구를 위해 경영활동의 범위

를 점점 넓혀가고 있는 것이다(Ramaswamy, 1995). 이런 현상은 해외뿐

만이 아닌 국내의 상황에도 적용되는데, 이제는 순수하게 국내에서 경영

활동을 하는 기업보다 해외진출을 하는 기업이 더 많아지는 추세에 있다

(김석수, 오형근 및 박서연, 2011). 결국 국제화를 통해 기업은 국내에서

단독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것 보다 더욱 큰 성과를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국내시장이 협소한 경우 이러한 매출액 증대는 기업의 지

속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권영철·김익성, 2006).

국제화와 성과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들을 살펴보면 초기의 연

구들은 국제화가 기업의 성과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국

제화와 성과간의 유의미성을 검증하려 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의 연구들

은 이들의 관계가 국제화의 진행정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관심

을 가지기 시작했다(Krist, 2009). 즉 초기의 연구들이 기업의 국제화와

성과가 선형의 양(+)의 관계 혹은 음(-)의 관계가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

였다면 그 이후의 연구들은 국제화정도에 따라 성과가 상승하다 특정 시



- 2 -

점 이후 감소하는 역 U자형 혹은 그 반대의 경우를 주장하였다(Ruigrok

et al., 2007). 이처럼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국제화와 기업의

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는 아직 일치된 결론을 이끌어내지는 못

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국제화 수준과 기업성과의 관계의 복잡성과 역동

성 때문일 수도 있고 연구를 함에 있어 국제화 과정을 간과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김석수 외, 2011). 그렇기 때문에 국제화와 성과간의 관계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은 여전히 흥미롭고 의미 있는 연구가 된

다.

과거 국제화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규모가 크고 기반이 단단

한(well-established) 대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 왔다(Hitt et al.,

1997; Chiao et al., 2006). 그러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연구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수많은 중소기업이 국제화를 하고 있으며, 국제시장에서 그

들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Oviatt and McDougall, 1999).

국제화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다양한 동기와 목표를 가지고 있지

만 이들이 가진 공통적인 목표를 찾아보면 국제화를 통한 기업의 성장

또는 수익성 향상이었다(McDougall and Oviatt, 1996). 그러나 국제화

전략이 기업의 성장과 수익성 향상을 위한 핵심전략이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김석수 외, 2011) 대부분의 연구가 국제화와 수익성

(profitability)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상대적으로 국제화와 기

업의 성장(growth)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기업의 성장은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창업 후 5년 이내의

중소기업 생존율이 40% 내외에 불과하기 때문에(노용환·홍성철, 2011)

중소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성장성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화가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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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제화와 성장성, 그리고 수익

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려 한다.

국제화와 성과관의 관계를 분석하는 여러 연구에서 국제화 측정을 위

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지표는 수출과 해외직접투자이다. 일반적으로 기

업의 국제화의 첫 단계는 수출에서 시작되며, 수출을 통한 경험과 지식

축적은 이후 기업이 다양한 국제화전략을 수행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조동성 외, 2007).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수출과 해외직접투자 활동이

기업의 성과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한

가지 국제화 활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Lu and Beamish, 2006). 이에

본 연구는 기업의 국제화정도를 수출과 해외직접투자의 두 가지 측정항

목이 각각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이 둘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9)에서 제

조업에 해당하며, 연구기간(1999년부터 2010년) 동안 존속한 중소기업들

의 자료를 취합한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기업의 국제화가 성장성과 수

익성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제조업의 경우 우리나

라 경제성장의 주요 산업이었기 때문에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제

화의 역사가 길고 그 수준이 높아(노정현·박영렬, 2008) 본 연구처럼 장

기간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통계적 분

석을 위하여 STATA 13.0Ⓡ을 사용하였으며, 패널데이터 분석기법 중 고

정효과 모형을 채택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 장에서는 기업의 국제화와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이후 중소기업의 국제화와 성

과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후 국제화와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가

설을 제시한다. 제 3 장에서는 분석모형과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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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을 살펴본다. 제 4 장에서는 변

수의 기초통계량 및 상관관계를 살펴본 후 실증분석 결과와 그에 따른

해석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 5 장에서는 연구결과의 요약과 시사점,

그리고 본 연구의 한계를 살펴보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기업의 국제화와 성과

국제화라는 용어는 국제적 다각화, 다국적화, 국제적 다양화 등 다양한

용어로 쓰이고 있다. 국제화는 기업이 국제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정도를

말하며, 수출, 해외의 자회사나 조직구조에서의 외국인 소유권이나 외국

인의 임명정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국제화에 대한 많은 정의들이 존재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제화는 기업이 자국의 경계를 벗어나 다양한

국가와 지역으로 지리적 범위를 확장하여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

미한다(Capar and Kotabe, 2003; Kiran et al., 2013).

기업이 국제화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Bartlett and Ghoshal(2000)은

기업의 해외진출동기를 기존의 전통적 동기(traditional motivation)와 새

로운 동기(emerging motivation)로 구분하였다. 기존의 전통적인 해외진

출 동기는 기업이 가진 기술이나 브랜드와 같은 내적 자원이 다른 기업

에 비해 강한 기업들의 경우, 미네랄이나 에너지, 혹은 희소한 원재료들

과 같은 주요 공급원들에 대한 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해외에 진출하게

된다고 본다(Chelliah et al., 2010). 새로운 동기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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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인 경제, 기술과 사회적 발전 등에 의해 국제화를 하게 된다고 본

다. 한편, 해외진출동기는 기업의 행동을 기준으로 한 사전적(Proactive)

행동과 외부환경을 기준으로 하는 반응적(Reactive) 행동으로 구분하기

도 한다(Ogbuehi and Longfellow, 1994). 중소기업이 국제화를 하는 동

기 또한 이와 비슷하게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해외시장에 대한 기

회를 활용하는데 관심이 있는 경우 국제화를 하게 된다는 내적(internal)

요인과, 기업의 활동과는 상관없이 시장 자체가 점점 통합되고 있고, 이

로 인해 국제화전략이 필요하게 된다는 외적(external)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Majocchi and Zucchella, 2003). 국내 기업들의 경우 90

년대 중반 이후 해외직접투자가 본격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동남아국가

등에 진출하기도 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국제화 원인은 급격한 임금상승

이나 원화강세, 해외시장의 급신장 등을 그 이유로 보고 있다(정두식,

2005). 특히 한국의 경우 해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대기업을 필두로 국

제화 전략이 계속 추진되고 있었으며, 이제는 대기업뿐만 아닌 중소기업

에도 국제화는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이장우 외, 2002).

많은 연구들이 국제화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에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업이 국제화를 하는 동인은 기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수익성·생산성 향상이나 경쟁우위

강화을 위해 국제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고려나 진출시장에

대한 조건 등은 국제화를 하는데 있어 중요한 문제가 된다. 국제화를 통

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은 다음과 같다. 국제화는 기업이 규모의

경제나 범위의 경제를 통한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게 도와주거나

기업이 다양한 시장에 진출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해준다(Kogut, 1985; Hitt et al., 1997). 기업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적 노하우, 브랜드 이름과 같은 무형적이고, 기업 특화된 자산들을 불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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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 시장에서 활용함으로써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Grant,

1987; Kobrin, 1991). 또한 기업은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으며 새로운 노하우나 기술과 같은 지식들을 얻고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경쟁우위를 개발할 수도 있다(Onkelinx and Sleuwaegen, 2008).

이와 같이 국제화는 기업에게 새로운 고객, 새로운 기술,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

다.

국제화가 비용절감으로 인한 경제적 효율성이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새로운 기회와 같은 여러 이점을 준다는 기존 연구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관계를 실제로 측정한 연구들은 예상과는 다르게 다양한 결과가 혼재되

어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화의 초기 연구들은 국제화를 하면 시장의 불

완전성을 활용하여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국제경영 연구들의 기본 관

점(Rugman, 1979)을 따라서 이를 경험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국제화와

성과 사이의 선형관계를 연구해왔다(Lu and Beamish, 2004). 그러나 실

증분석 결과 이들의 관계는 양의관계(Kim et al., 1993; Tallman and Li,

1996; Delios and Beamish, 1999)를 보여주거나, 음의관계(Collins, 1990;

Geringer et al., 2000), 또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Buckley et al, 1984;

Morck and Yeung, 1991; Aleson and Escuer, 2001).

국제화는 기업에게 성장과 해외시장에 대한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기

회를 가져다주지만 동시에 높은 비용과 불확실성 또한 가져다준다(Hsu

et al., 2013). 1990년대부터의 연구들은 국제화 진행정도와 수반되는 비

용을 고려하여 국제화와 성과 간의 비선형(nonlinear)관계를 분석하기 시

작했다(Krist, 2009). 비선형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국제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비용의 상쇄정도에 따라 국제화와 성과 간에 U자형의

곡선을 그리거나 역(逆) U자형의 곡선을 그린다는 주장들이 있다.



- 7 -

U자 형의 비선형 관계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기업은 국제화를 시작하

는 기업들이 겪게 되는 외국인 비용(Liability of Foreignness)과 신생조

직의 비용(Liability of Newness)을 부담하게 되는데, 국제화의 초기단계

에 있는 기업들은 제품다각화 정도와 경험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이

국제화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초과한다고 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경

험과 지식을 쌓게 되면 국제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이러한 비용

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Ruigrok and Wagner, 2002; Capar

and Kotabe, 2003).

반면 역 U자형의 비선형 관계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기업은 국제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으며 범위의 경제를

통해 학습 역량과 혁신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Hitt et al., 1997).

이러한 이익이 국제화의 초기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처음에는 성과가 증

가하지만 국제화가 진행될수록 제품 다각화와 물리적·문화적으로 먼 시

장으로의 확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거래비용 및 정보처리 수

용량(information processing demand)이 증가하게 된다고 보았다(Capar

and Kotabe, 2003). 그 결과 국제화가 진행될수록 조정비용, 관리비용등

이 이익을 초과하기 때문에 성과가 감소하는 역 U자형의 비선형 관계를

보인다고 주장하였다(Sullivan, 1994; Hitt et al., 1997; Gomes and

Ramaswamy, 1999; Li and Quan, 2005). 한편 최근에는 기업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규모가 큰 대기업의 경우 국제화와 성과의 관계는 S자 곡

선을 그린다(Contractor et al, 2003; Lu and Beamish, 2004; 노정현·박영

렬, 2008)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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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중소기업의 국제화와 성과에 대한 선행연구

글로벌화 되는 시장환경 속에서 중소기업들은 수동적으로 또는 적극적

으로 국제화를 시작하고 있다. 재무적 기반이 작고 지리적 범위가 제한

된 중소기업들에게는 국제적 확장이 특히 중요한데, 이들의 국제시장에

서의 역할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국제화와 성과 사이

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들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다(Chiao et al.,

2006). 그러나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의 국제화와 성

과 간의 관계에 대한 결과는 아래와 같이 혼재되어 있다.

Majocchi and Zucchella(2003)는 220개의 이탈리아 중소기업들을 대상

으로 국제화와 성과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기업의 국제화는 수출비중

과 FDI 수행 여부로 측정하였는데, 실증분석 결과 수출 비중과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다르게 아무 관계가 없었고, FDI

와 수익성의 관계는 U자형 곡선의 비선형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 비선형 관계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서로 다른 문화, 고객의

취향, 그리고 시장의 특성에 대해 빠른 이해를 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

이 부족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외국인 비용’이 국제적 확장에 영향을 미

쳐 부정적인 관계를 보이지만, 계속되는 수출활동으로 인한 경험누적과

시장에 대한 친숙화가 이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Majocchi and Zucchella, 2003).

Lu and Beamish(2006)는 일본의 164개 중소기업(SMEs)을 대상으로

수출과 해외직접투자로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국제화전략이 성장성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국제화의 측정은 수출비중과

해외진출 국가 수, 해외자회사 수로 측정하였는데 분석결과, 수출이 많을

수록 기업은 성장하지만 수익성은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해외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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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경우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할수록 기업은 성장하지만, 수익성은

떨어지다가 올라가는 U자 형의 곡선을 그리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초기

에 해외직접투자는 해외시장진입비용과 관리비용이 요구하는 정도가 기

업이 내는 수익보다 많지만, 시간이 지나 경험이 쌓이면 해외직접투자의

수준과 효율성이 높아져 수익을 내기 때문이라고 저자들은 설명하고 있

다. 한편 수출과 해외직접투자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수출이 해외직접투

자를 통한 기업 성장에는 도움을 주지만, 기업의 수익성은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외직접투자가 늘어날수록 수출에 필요한 관

리비용과 해외직접투자의 관리비용, 그리고 이 둘에 대한 조정비용이 계

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업의 해외진출시기가 늦어질수록

기업의 성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들은 기

업이 해외시장에 빨리 진입할수록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자신에게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빨리 확보할 수 있는 새로움에 대한 학습우위

(Learning advantages of Newness)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

다(Lu and Beamish, 2006). 또한 이들은 국제화 시기가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미치는 조절효과 또한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수익성에는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기업의 성장성과는 음의 관계를 가진다

고 하였다. 즉 중소기업이 빠른 시기에 국제화를 하는 경우 늦게 국제화

를 하는 기업에 비해 더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Chiao, Yang, and Yu(2006)는 1,419개의 태국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국제화가 경영성과와 국가의 시장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기업의 국제화 활동은 총 매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

을 나타내는 수출비중으로 측정하였는데 실증분석 결과 기업의 국제화와

성과는 국제화가 진행될수록 증가하다가 일정 시점을 지나면 감소하는

역(逆) U자형 곡선을 가진다고 나타났다. 이는 국제화는 지리적 확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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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자원과 역량의 조정·분배비용과 해외시장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외국인비용(Liability of Foreignness)이 수반되며 어느 시점을 지나게 되

면 이 비용이 수익을 넘어서게 되면서 성과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

Chelliah, Sulaiman, and Yusoff(2010)는 77개의 말레이시아 제조 기업

을 대상으로 기업의 국제화와 성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이들은

기업의 국제화를 측정하기 위한 요소들을 해외판매비율, 해외이익비율,

해외진출 국가 수, 해외자회사 수로 보고 성과간의 관계를 측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말레이시아의 중소 제조기업의 국제화 정도는 성과에 긍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자들은 국제화를 하는 중

소기업들은 지식과 기술, 다양한 자원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기업의 성

장과 성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는 국제화가 성과를 증가

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이 계속해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동기부

여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Chelliah et al., 2010).

위에서 언급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국제화에 수반하는 비용을 고려하

고 있다. Majocchi and Zucchella(2003)의 연구에서는 비용이 성과보다

더 들기 때문에 초반에는 마이너스의 형태를 그린다고 보았지만 Chiao

et al.(2006)의 연구에서는 오히려 국제화 초기에는 성과가 증가하지만

이후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게 된다고 보았다. Lu and Beamish(2006)의

논문에서는 기업의 국제화 활동을 수출과 FDI활동 두 가지로 구분하여

연구하고 있다. 이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국제화 활동의 측정을 FDI 한

측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닌 중소기업들의 일반적인 첫 국제화 전략인 수

출과 그 이후의 FDI 활동을 동시에 바라보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연

구의 대상이 일본의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결과가 다른 국가 또는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볼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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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히 서구나 일본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은 한국 기

업의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

가 된다(노정현·박영렬, 2008).

제 3 절 가설 설정

1. 수출(Exporting)

수출은 전통적으로 기업이 국제 시장에 진입하여 미래의 국제적인 확

장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는 첫 번째 단계로서, FDI를 위한 자원이나

자본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국제화 전략에 적합하다고

여겨진다(Lu and Beamish, 2001). 해외시장의 규제나 잠재고객의 선호도

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기업은 수출을 통해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를 얻고 경험을 쌓아 추후 수출이 아닌 다른 전략을 통해 해외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수출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자원이나 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해외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FDI에 비해 상대적으

로 위험이 적으며 국제화를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전략이다. 해외직접

투자를 수행할 자원이나 역량, 또는 경험이 없는 기업들은 위험이나 거

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에는 국제화 전략으로 수출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Lu and Beamish, 2001; Lin, 2012). 수출을 통해 시장 구매

력과 규모의 경제와 같은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 기업은 이후 해외직접

투자 등을 통한 국제화 활동을 하는 점진적인 국제화 전략을 선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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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Chiao et al., 2006).

기업의 수출과 성과의 관계를 다룬 많은 연구들(Roberts and Tybout,

1997; Clerides et al., 1998; Bernard and Jensen, 1999; Van

Biesebroeck, 2006; Alvarez and Lopez, 2005)에서 수출기업이 비(非)수

출기업보다 더 생산적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Mukim, 2011).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자기선택이론(self-selection mechanisms)이고 다른 하나는 수출을 통한

학습(learning-by-exporting)이다. 자기선택이론은 수출을 하는 기업은

비수출기업보다 더 생산적이기 때문이고, 이런 기업은 수출을 통해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즉 수출활동으로 인한 매몰비용

과 해외시장의 경쟁자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

업들이 수출을 하여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Arnold and

Hussinger, 2005). 수출을 통한 학습이론은 기업이 수출을 통해 국제화를

시작하게 되면 기업은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정보다 고객수요 등에 관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효율성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이론이다(Wei and Liu, 2006; Mukim, 2011).

수출을 통한 기업의 수익성 향상과 기업의 성장은 서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연계되어 있다(Castellani, 2002). 기업은 수출을 통해 더 많은 고

객과 시장에 접근하여 더 높은 수익을 달성할 수 있고 지식과 경험을 쌓

을 수 있다. 기업은 축적된 지식과 경험으로 시장을 확장할 수 있으며

이는 시장과 고객의 수요를 증가시키게 되고 결국 기업은 그 규모를 더

키울 수 있게 된다(Lu and Beamish, 2001; Park et al., 2010). 기업의 국

제적 확장을 통해 기업은 규모의 경제(scale of economies)와 범위의 경

제(scope of economies)를 활용할 수 있으며(Kogut, 1984), 기업의 제품

수명 또한 다른 시장으로의 전환을 통해 늘어나게 된다(Kim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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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Talib and Salleh(1997)의 연구결과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수출 활동을 수행하는 경향이 더 강하며, 수출은 기업의 수익뿐만

아니라 성장과도 강한 유의성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Chelliah et al.,

2010).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수출활동

이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둘 다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a. 중소기업의 수출활동수준과 성장성은 양(+)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1b. 중소기업의 수출활동수준과 수익성은 양(+)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2. 해외직접투자(FDI)

사업의 범위가 지리적으로 제한된 중소기업들에게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지리적 확장은 기업의 성장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전략이다(Kiran et

al., 2014).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란 기업의 자본, 기

술, 상표와 같은 요소들을 해외로 이전하여 현지에서 직접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전략을 말한다(Kumar, 1996). 기업의 수출에 있어 가장 큰 장

애물로 작용하는 것은 관세와 비관세 장벽과 같은 현지국가의 다양한 제

도(institution)이다. 또한 기업의 자산이 브랜드 네임, 상표, 혹은 저작권

과 같은 소유자산인 경우 수출활동은 대리인의 기회주의나 자산 처분 및

평가 절하와 같은 위험을 가질 수 있게 된다(Lu and Beamish, 2001). 이

러한 위험들을 회피하기 위해 기업은 해외 진출 시 지적자산이나 원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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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외구매 등을 기업의 내부거래를 통해 수행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

험들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기업이 이러한 잠재적인 위험요인들을 어떻

게 평가하고 측정하는가에 따라서, 해외직접투자(FDI)는 해외시장에 진

출하고 기업을 성장하게 만들 수 있는 기업의 국제화전략이 될 수 있다

(Lu and Beamish, 2006). 또한 기업은 수출 등의 활동을 통한 국제화경

험이 증가할수록 수출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aggressive) 국제화전략인

해외직접투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Chang and Rozenzweig, 1992;

Chelliah et al., 2010).

수출과 마찬가지로 해외직접투자 또한 진출시장에 대한 지식과 유망시

장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이 더 많은

시장으로 진출하고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다(Hitt et al., 1997, Capar and

Kotabe, 2003).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활동은 기업의 성장과 양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a.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FDI)는 성장성과 양(+)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국제화와 수익성의 관계는 성장성보다 좀 더 복잡하다(Lu and

Beamish, 2006). 국제화의 초기 단계에서 기업은 진출국가의 정치나 경

제, 역사나 문화적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된다(Hymer, 1976).

Zaheer(1995)는 이를 ‘해외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감수해야 하

는 현지국가에서의 경쟁적 불이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즉 외국인비

용(Liability of Foreignness)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해외에 진출하는 기

업들은 초기단계에서 높은 고정 투자비용과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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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외국인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Majocci and

Zucchella, 2003). 기업이 새로운 해외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기존과 다른

현지시장이 요구하는 자원과 역량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자원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게 되면 이미 가지고 있는 현지기업들에 비해 불리한 위

치에 처하게 되고 기업은 신생조직의 비용(Liability of Newness)을 부담

하게 된다(Tallman, 2007). 마지막으로 국제화의 초기 단계는 지리적 확

장의 범위가 넓지 않아 기업의 투자비용의 원활한 분산이 어려워서 기업

은 높은 운영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노정현·박영렬, 2008). 이러한 비용

이 발생하게 되면 국제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보다 커져서

수익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자원과 재무적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이러한 비용 발생은 매우 치명적이지만 기업은 국제화를 통해 투자비용

과 위험을 적절히 분산시키고, 현지시장에 대한 학습과 경험으로 이러한

비용들을 상쇄해 나갈 수 있다(Lu and Beamish, 2006). 국제화가 진행될

수록 기업은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의 달성과 함께 지식과 경험을 습

득하고, 기업의 주요자산 또한 내부화하여 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줄임과

동시에 내부화된 자원을 활용한 경쟁우위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Geringer et al., 1989).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국제화과정을 학습

과 지식의 축적과정이라고 보고 있다(Ruigrok and Wagner, 2003). 위와

같은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은 국제화 초기에는

외국인비용이나 학습비용 등이 해외시장진출로 인한 이익을 초과하기 때

문에 국제화가 진행될수록 수익이 감소하지만, 일정 수준 이후부터는 규

모·범위의 경제의 활용과 거래비용의 내부화, 그리고 지식과 경험 축적

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이익이 비용보다 커질 것이라고 보고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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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b.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FDI)는 수익성과 비선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FDI가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기업의 수익성과 음

(-)의 관계를 가지지만, 일정 시점 이후 수익성과 양(+)의 관계를 가

질 것이다.

3. 수출활동의 조절효과

기업의 수출활동과 해외직접투자 활동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다.

기업은 종종 수출활동과 해외직접투자 활동을 병행해서 수행하기 때문에

이 둘이 공동으로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또한 고려해야 한다

(Conconi et al., 2010). 대기업에 비해 적은 자원과 역량을 가진 중소기

업은 국제화를 수출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출은 기업에게 국제화

경험과 함께 국제화에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쌓을 수 있게 해준다

(Chelliah et al., 2010). 기업이 충분한 자원과 역량을 쌓게 되면 점진적

으로 국제화를 하면서 더 나은 경쟁우위를 갖추어 나갈 수 있다

(Johanson and Vahlne, 1990; Barlett and Ghoshal, 1991). 또한 수출을

통해 쌓은 현지시장에 대한 경험이나 고객층에 대한 정보는 해외직접투

자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회피할 수 있게 하주고 더

나은 성장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Majocci and Zucchella, 2003).

가설 3a. 중소기업의 수출활동은 해외직접투자(FDI)와 성장성과의 관

계에서 양(+)의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수출활동은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기업에게 경험과 학습을 통한 위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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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와 시장의 확장 등과 같은 이점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수출활동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

향은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다(Lu and Beamish, 2001). 수출과 해외직접

투자 전략은 서로 매우 다른 조직 구조와 관리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제화가 진행될수록 해외진출시장과 국내시장 간 특성 차이가 증가하기

시작한다(Yol and Teng, 2009).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

으로 자원과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둘을 병행하는 경우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출을 위해 기업은 집중된 의사결정구조가 필요

하지만 해외직접투자는 현지시장의 특징을 살리고 시장변화에 빠르게 대

응하기 위해 분권화된 의사결정구조를 선호한다. 또한 국제화가 진행될

수록 다양한 국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해외지사들의 연결망이 점점 복

잡해지기 때문에 지식이나 노하우, 자산이나 상품 등의 이동 또한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진다(Kim et al., 2011). 이를 관리하며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업의 관리역량과 비용이 필요하게 되는데,

재무기반이 약하고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조절에 실패할 가

능성이 높다(Majocchi and Zucchella, 2003).

국제화가 진행될수록 수출과 해외직접투자에 요구되는 의사결정 구조

의 차이에 따른 갈등과 이를 조정하기 위한 비용은 계속 커지게 된다.

즉 기업이 수출과 해외직접투자를 계속 병행하게 되면 관리업무의 복잡

성이 증가와 의사결정구조의 상이성으로 인한 높은 조정비용이 관리효율

성을 저하시켜 기업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Lu and

Beamish, 2006). 그러므로 중소기업이 수출과 해외직접투자를 병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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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b. 중소기업의 수출활동은 해외직접투자(FDI)와 수익성과의 관

계에서 음(-)의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제 3 장 연구 설계

제 1 절 연구모형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국제화 정도가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이라는

기업성과의 두 가지 차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패널 개체의 특성

(heterogeneity)을 고려한 선형회귀모형을 설정하였으며, 그 회귀식을 아

래와 같이 종속변수 별로 나열하였다.

전체 회귀식에서 i는 기업을, t는 자료의 수집기간인 1999년부터 2010

년을 나타낸다. 즉 아래 회귀식에서 GASSETi,t는 t시점(연도)의 i기업의

자산성장률을 의미한다. 모든 회귀식에서 Model 1은 나머지 회귀식들에

서 통제되는 변수들만 고려한 식으로, AD는 광고 집중도, RD는 연구개

발집중도, AGE는 기업의 나이, PDI는 제품다각화 지수, 그리고 FSIZE

와 ASIZE는 기업의 규모를 의미한다. 기업 규모의 측정은 측정하고자

하는 종속변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순 매출액에 로그를 씌운 FSIZE와 총

자산에 로그를 씌워 계산한 ASIZE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직

접투자의 측정에 해외자회사 수와 진출국가수라는 두 가지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SUB은 기업이 해외에 두고 있는 지분율 10% 이상의 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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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COUN은 진출한 국가의 수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산업더미는 본

식에서 생략하였다.

1. 매출성장률(Growth in sales)

Model 1 (baseline)

              
  

Model 2 (수출활동)

              
    

Model 3 (해외자회사 수)

              
    

Model 4 (수출활동, 해외자회사 수)

              
       

Model 5 (수출활동*해외자회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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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6 (진출국가 수)

              
     

Model 7 (수출활동, 진출국가 수)

              
        

Model 8 (수출활동*진출국가 수)

              
          

2. 자산성장률(Growth in assets)

Model 1 (baseline)

               
  

Model 2 (수출활동)

               
    

Model 3 (해외자회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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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4 (수출활동, 해외자회사 수)

               
       

Model 5 (수출활동*해외자회사 수)

               
         

Model 6 (진출국가 수 )

               
     

Model 7 (수출활동, 진출국가 수)

               
        

Model 8 (수출활동*진출국가 수)

               
           

3. ROS(매출액수익률)

Model 1 (bas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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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2 (수출활동)

            
    

Model 3 (해외자회사 수)

            
   

   

Model 4 (수출활동, 해외자회사 수)

            
      

   

Model 5 (수출활동*해외자회사 수)

            
      

     

Model 6 (진출국가 수)

            
     

   

Model 7 (수출활동, 진출국가 수)

            
        

   

Model 8 (수출활동*진출국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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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OA(자산수익률)

Model 1 (baseline)

              
  

Model 2 (수출활동)

                
     

Model 3 (해외자회사 수)

                
   

   

Model 4 (수출활동, 해외자회사 수)

                
      

   

Model 5 (수출활동*해외자회사 수)

                
      

     

Model 6 (진출국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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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7 (수출활동, 진출국가 수)

                
        

   

Model 8 (수출활동*진출국가 수)

                
        

      

제 2 절 분석방법

본 연구의 측정데이터는 1999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업 자료를 취합한

패널데이터이다. 패널데이터는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자료의 특성을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패널데이터를 분석하는 경우 오차항에 이분산성

(heteroskedasticity)과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회귀분석 시 널리 쓰이는 최소제곱법(OLS, Ordinary Least

Squares)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경우 불편추정량이 아닌 비효율적인 추정

량이 도출될 수 있다. 만일 자기상관이 발생하게 된다면 OLS 추정시 불

편성(unbiasedness)은 유지할 수 있겠지만 효율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더

이상 BLUE(Best Linear Unbiased Estimator)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어떤 분석방법이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패널데이터에서 이분산성이 탐지되는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해 고정효

과 모형 또는 확률효과 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Greene, 2011). 본 연구에

서는 우선 오차항의 유의성 검정을 통해 Pooled-OLS 분석이 적합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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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고정효과 또는 확률효과 모형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였다. 패널분

석 모형의 오차항은 단순선형회귀식과는 달리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패널의 개체 특성을 나타내는 오차항인 와 시간과 패널 개체에 따라

변하는 순수한 오차항인  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오차항 를 어떻

게 가정하는지에 따라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과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으로 분석방법이 달라진다. 오차항 를 확률변

수로(random variable)로 가정하면 확률효과모형이 되고, 확률변수가 아

닌 추정해야할 모수(parameter)로 간주하여 분석하면 고정효과모형이 된

다.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은 각각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연구의 목적과 변수의 성격에 따라 모형 선택에 주의를 기울여

야 한다. 예를 들면 오차항과 설명변수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확

률효과모형을 선택하게 되면 확률효과모형이 가지는 설명변수와 오차항

와의 독립성 가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편추정치(unbiased estimates)

를 얻을 수 없게 된다. 고정효과 모형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는 없지만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변수들의 영향을 설명할 수 없는 문제점이 존

재한다. 결국 실증분석에 있어 적합한 모형의 선택을 위해 고정효과모형

과 확률효과 모형을 Hausman test를 통해 비교한 후, 어느 모형이 더

적합한지를 선택할 필요성이 있다(Hausman, 1978).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각 모형에 대한 오차항의 유의성 검정을 통해 분

석방법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즉 F검정을 통해 고정효과 모형으

로 추정해야 하는지, Breusch-Pagan LM(Lagrangian Multiplier)검정을

통해 확률효과 모형으로 추정해야 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만약 각 분석방

법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는 경우, Pooled-OLS분석이 아닌 패널데이터

의 특성을 고려한 분석방법인 고정효과모형이나 확률효과모형을 사용하

기로 하며, 이후 Hausman test를 통해 두 모형 중 어느 쪽이 실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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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더 적합한지를 확인하였다. 오차항의 유의성 검정결과, F검정과

Breusch-Pagan LM 검정에서 모든 모형이 1%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

을 기각하기 때문에 Pooled-OLS 분석보다는 패널데이터 분석을 위한

고정효과모형이나 확률효과모형을 이용한 추정이 더 적합하다고 나타났

고, Hausman test 결과는 모든 모형에서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한 추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검증을 위해서는 통계분석패키지 STATA

13.0Ⓡ을 이용하였다.

제 3 절 연구 표본 및 자료 수집

중소기업의 정의는 나라마다 다르다. 일례로 SBA(American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의 중소기업 기준은 ‘종업원 500명 미만의 단독

(Stand-alone)기업을 의미한다(Lu and Beamish, 2001, 2006). 그러나 유

럽연합의 기준에 따르면 250명 미만을, 일본의 경우 300명 이하를 중소

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였다. 한국에서

중소기업의 의미는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시행령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위 기본법에 따른

요건은 크게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두 가지 요

건을 충족해야만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중소기업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이 각 업종별로 정해진 규모기준에 맞아야 한다.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를 중소기업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증권시장에 상장된 국내 중소 제



- 27 -

조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위에 명시된 중소 제조기업 기준인 상시

노동자 수 300명 미만을 중소기업으로 규정하였다.

본 연구는 중소제조기업의 국제화가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쓰였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표본기업을 선정하였다.

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9)상 제조업(C)에 해당할 것.

➁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➂ KIS-VALUE나 TS2000, 혹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199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까지 자료제공이 가

능한 기업일 것.

➃ 분석 기간 동안 상장되거나 상장 폐지된 기업, 그리고 합병이나

관리대상기업이 되는 경우는 표본기업에서 제외한다.

➄ 12월 결산법인일 것1).

본 연구에서는 2010년 기준으로 한국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들 가운

데 한국표준산업분류(KSIC-9)에서 제조업에 해당하는 984개의 기업을

모집단으로 하여 위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들 중 연구기간(1999년

-2010년) 동안 존속한 115개의 기업들을 표본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연

구기간을 1999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으로 정한 이유는 현행 표준산업

분류(KSIC-9)가 적용되기 시작한 시점이 1999년부터이고, 2010년 이후

부터는 연구개발비 또는 광고 선전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들이 많아져 자료의 연속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의 인과관계 추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전략선택이 성과에

1) 결산 월이 12월이 아닌 경우, 결산시점의 차이로 비교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안미강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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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시차를 고려하여 모든 독립변수에 1년의 time lag를 주었

기 때문에(Lu and Beamish, 2006; Yao and Yang 2011; Xie and Li,

2013) 총 관측치는 1265개(115개*11년)이다.

분석대상인 115개 중소기업의 종업원 수의 평균은 171명이었고, 가장

적은 종업원 수는 11명, 최대 종업원 수는 297명 이었다. 해외진출의 경

우 가장 많은 나라에 진출한 기업은 최대 6개국을 진출하였으며, 해외

자회사 수의 경우 최대 11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었다. 각 기업들의 업

종별 분포현황은 <표 1>과 같다.

<표1>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제조기업 업종분포
코드번호 업 종 업체수 퍼센트
C10000 식료품 제조업 4 3.48%
C11000 음료 제조업 1 0.87%
C13000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2 1.74%
C14000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4 3.48%
C15000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 0.87%
C1700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 1.74%
C19000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 0.87%
C2000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1 9.57%
C2100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6 5.22%
C2200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6.09%
C2300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 1.74%
C24000 1차 금속 제조업 5 4.35%
C2500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 6.09%

C2600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9 25.22%

C2700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6 5.22%
C28000 전기 장비 제조업 5 4.35%
C2900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1 9.57%
C3000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9 7.83%
C33000 기타 제품 제조업 2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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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국제화와 성과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로

서 성과를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성과를 성장성(firm

growth)과 수익성(profitability)의 두 차원으로 분류하였는데, 이 둘은 대

부분의 회사에서 주주 및 투자자가 가장 원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성과 지표이다(Chelliah et al.,

2010).

성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각 기업의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순매출액

과 총자산의 연 성장률을 계산하였다. 기업의 순 매출액과 총자산의 성

장률은 KIS-VALUE에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Lu and Beamish(2006)

의 연구처럼 매출액과 총자산의 연속된 2개년도를 비교한 성장률을 계산

하였다.

기업의 수익성은 ROA, ROE, ROI, ROS 등과 같은 수익비율 측정지표

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표들은 기업의 재무제

표를 통해 쉽게 백분율로 측정가능하며 국가 간의 비교도 비교적 수월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장률의 측정지표와 같은 기준으

로 수익성을 측정할 수 있는 ROA과 ROS를 사용하였다. 많은 학자들이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위와 같은 지표들을 사용하였는데, ROA를

단독으로 쓰거나(Buckley et al., 1977; Daniels and Bracket, 1989; Hitt

et al., 1997), ROS만을 단독으로 쓰는 연구(Tallman and Li, 1996;

Capar and Kotabe, 2003)들 보다는 ROA와 ROS를 같이 사용하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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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익성을 측정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Grant, 1987; Geringer

et al., 1989; Ramaswamy, 1995; Contractor et al., 2003). ROA과 ROS

는 KIS-VALUE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당기순이익을 총자산,

매출액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하였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는 기업의 국제화 정도이다. 기업의 국제화정도

와 성과 간 관계를 연구한 논문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기준에 따라 독립

변수를 달리 사용하였다. 국제화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자주 사용하는

변수들로는 기업의 수출비중, 해외매출액비중(FSTS), 해외자산비중

(FATA), 총 자회사 대비 해외자회사 수(OSTS), 해외종업원 비중 등이

있다. 이러한 변수들은 자산이나 수익을 기반으로 한 FATA, FSTS 등

의 단일차원 척도와 Sullivan(1994)이 주장한 5가지 측정지표를 이용한

다차원 척도로 구분해볼 수 있다(노정현·박영렬, 2008)2). 많은 연구들이

국제화를 측정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업의 수출비중이나 해외매출비율

또는 해외수익비율을 사용했는데, 이는 이 측정지표가 기업의 수출로 얻

는 매출과 이익의 양을 즉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Chelliah et al.,

2010). 국제화 연구에 있어 중소기업은 전통적으로 수출을 국제화 전략

으로 택하는 기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중

2) Sullivan(1994)의 다차원 척도는 해외자산비중(FATA)과 해외자회사비중
(OSTS)의 구조적 차원과, 해외매출비중(FSTS)과 해외이익비중(FPTP)의 성
과적 차원, 그리고 최대 해외 진출국가 수 대비 해당기업 해외진출 국가비중
(PDIO)으로 측정할 수 있는 행태적 차원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었다(성
현정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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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들 또한 활발한 해외진출로 수출을 비롯한 FDI와 국제제휴활동이

이루어진 결과, 최근 연구들은 중소기업의 국제화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을 연구하는데 수출, FDI, 그리고 제휴 등의 활동을 측정하게 되었다

(Majocchi and Zucchella, 2003). 본 연구에서는 이런 변수들 중 기업의

수출활동과 FDI 활동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

구의 목적에 맞게 총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수

출비중과 해외직접투자지수를 측정하는 지표인 해외자회사 수와 해외진

출국가의 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측정하였다.

수출 활동

본 연구에서는 수출활동의 수준을 수출비중으로 계산하였다. 수출비중

은 자국을 거점으로 하는(home-based) 수출전략을 수행하는 기업들이나

중소기업과 같이 점진적 국제화전략을 수행하는 기업들의 국제화 전략을

측정하는데 좀 더 적합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Chiao et al., 2006). 대기

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의 자산이나 자원규모가 적은 중소기업의 경

우, 해외매출액 비중과 같은 척도로 국제화 수준을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측정하는 변수로는 수출

비중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박상문, 2005; 권영철·김익성, 2006). 중소

기업의 수출비중은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온라인 공시정보시스템

(DART)에서 각 기업들의 연간 사업보고서와 KIS-VALUE에서 제공하

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총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

하였다.

해외직접투자(FDI)

기업의 해외직접투자(FDI)활동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기업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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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적 분산에 초점을 맞춘 변수인 해외진출 자회사 수와 진출국가의 수를

각각 측정하였다(Morck and Yeung, 1991; Delios and Beamish, 1999;

Tallman and Li, 1996; Lu and Beamish, 2001). 이를 위해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KOTRA)에서 제공하는「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와 온

라인 공시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사업보고서에서 1999년부터 2010년

까지 지분율 10% 이상을 가지고 있는 해외자회사의 수(Lu and

Beamish, 2006)와 진출국가의 수를 산출하였다. 위 두 가지 측정지표는

선행연구들에서도 기업의 FDI활동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합리적인 지표

로 사용된 바 있다(Ramaswamy, 1995; Delios and Beamish, 1999).

3. 통제변수

기업 특유 자산

기업의 국제화를 통한 경쟁우위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기업 특유의 자

산에는 기술자산과 마케팅 노하우가 있다(Hill, Hwang, and Kim, 1990).

본 연구에서는 국제화를 통해 기업에 경쟁우위를 가져올 수 있는 기업

특유의 자산을 기업의 연구개발집중도로 대표되는 기술자산과(Hitt et

al., 1997; 노정현·박영렬, 2008)와 광고선전비로 대표되는 마케팅 자산으

로 보고 이 두 가지 변수를 측정하였다. 이 두 가지 지표는 다국적 기업

의 국제화와 성과를 다룬 논문들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이다

(Lu and Beamish, 2004). 연구개발집중도는 KIS-VALUE에서 기업의 연

구개발비와 경상개발비를 조사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기업의 총 매

출액으로 나누어 계산하였고, 마케팅 자산 또한 KIS-VALUE에서 광고

선전비와 판매촉진비를 찾아 합산 후 총 매출액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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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모

기업의 규모는 기업의 해외진출 시 현지기업들과의 경쟁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기업의 규모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

해서나 높은 마케팅 비용을, 특허 및 계약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기업의 역량을 반영한다(Agarwal and Ramaswami, 1992). 이러한

기업 규모에 의한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기업의 규모를 통제변수로 측정

하였다. 선행 연구들에서 기업의 규모는 기업의 총 매출액에 로그를 씌

우거나(Hitt et al., 1997; Gomes and Ramaswamy, 1999), 종업원 수에

로그를 씌워(Lu and Beamish, 2001; Capar and Kotabe; 2003;) 측정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성과를 성장성과 수익성의 두 가지 차원으

로 측정하기 때문에 기업의 규모를 각 종속변수에 대응시키기 위해 총

매출액과 총 자산에 로그를 씌워 기업규모를 산출하였다.

기업의 나이

기업의 나이는 다양한 연구에서 기업의 국제화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소로 알려져 왔다(Cerrato and Piva, 2010). 기업의 나이는 기업

의 학습능력이나 해외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이재은 외,

2013)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나이를 통제변수로 두었다. 기업의 나이는

조사기간의 마지막 연도인 2010년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설립연도를

뺀 값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제품다각화지수

최근 기업들의 국제화 동향은 하나의 제품 또는 산업에만 집중하지 않

고 사업이나 제품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경우가 더 많다(김현경·윤영회,

2010). 제품다각화 정도 또한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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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기 때문에(Tallman and Li, 1996; Hitt et al., 1997; Lu and

Beamish, 2004)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를 따라 기업의 제품다각화 정도

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제품다각화를 통제변수로 설정

하였다. 제품다각화를 측정하기 위한 지수로는 제품다각화 전략을 연구

하는데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허핀달 제품다각화 지수를 사용한다

(이장호, 2003). 허핀달 제품다각화 지수 공식은 다음과 같다. 제품다각화

가 많이 이루어질수록 기업의 PDI는 1에 근접하고, 한 제품만 생산하는

단일기업의 PDI는 0이 된다.

  
  



 


Pi(총 매출에서 i제품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 n(제품의 수)

<표2> 각 변수의 부호화와 정의

분류 변수명 수식 출처

종속

변수

성

장

성

GSALES

(해당연도 매출액-전

년도 매출액)/전년도

매출액 Chelliah et al.(2010);

Lu and Beamish(2006)
GASSET

(해당연도 총자산-전

년도 총자산)/전년도

총자산
수

익

성

ROS 당기순이익/총매출액 R a m a s w a m y ( 1 9 9 5 ) ;

Contractor et al.(2003);

Qian and Li(2005)ROA 당기순이익/총자산

독립

변수

수출

활동
EXP 수출액/총 매출액

Arnold and Hussinger

(2005); 박상문(2005); 권영

철·김익성(2006)

FDI

SUB 해외진출 자회사 수 Sanders and Carpenter(1998);

Morck and Yeung(1991);

Lu and Beamish(2001)COUN 해외진출국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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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분석

제 1 절 분석결과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과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3-1>과 <표 3-2>와 같다. 종속변수인 매출성장률, 자산성장률, ROS, 그

리고 ROA의 평균은 각각 0.096, 0.102, 0.026, 0.028로 나타났다. 본 연구

의 종속변수들과 독립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종속변수인 매

출성장률과 수출비중, 해외자회사 수, 그리고 진출국가 수의 경우

-0.082, -0.094, -0.119의 값을 가지며 유의하게 나타났다(p<0.05). 자산성

통제

변수

기업

특유

자산

RD 연구개발비용/총매출액
Morck and Yeung(1991)

;Hitt et al(1997)

AD 광고선전비/총매출액
Morck and Yeung(1991);

Cheng(2009)

기업

규모

FSIZE log(순매출액)

Hitt, Hoskisson and

Kim(1997); Gomes and

Ramaswam(1999); Qian

and Li(2003)

ASIZE log(총자산액) Lu and Beamish(2006)

기업

나이
AGE

해당연도 - 기업설

립연도
Qian and Li(2003)

제품

다각화

지수

PDI

  
  






Pi(총 매출에서 i제품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

n(제품의 수)

이장호(2003); Qian and

Li(2005); 김성호·서민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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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률과 독립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는 -0.080, -0.101, -0.118(p<0.05)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수익성 지표인 ROS와 ROA의 경우, ROS는 해

외 자회사 수와 해외진출 국가수가 -0.077, -0.083(p<0.05)의 값을 가지

고 있었으며, ROA의 경우는 모든 독립변수가 각각 -0.054, -0.121,

-0.132의 값을 가지며 유의하게 나타났다(p<0.05).

독립변수인 해외 자회사 수와 해외진출국가 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910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변수들

을 측정모형에 각각 따로 설정하여 분석하여 그 결과가 일치하는 경우

한 쪽을 생략하려 하였으나 두 변수의 분석결과가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를 모형에서 각각 표시하였다.

연구모형에 포함되는 설명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변수에 대해 분산팽창요인(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을 산

출하였는데 산업더미 변수에서 제조업 코드번호 C26으로 인한 높은 다

중공선성 문제가 발견되어(vif값 13.26) C26에 대한 dummy 변수는 분석

에서 제외하였다. 위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에 대해 다시 vif 값을

산출한 결과 그 값이 최저 1.10에서 최대 6.97로 다중공선성으로 인한 문

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값인 10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Hair et al., 1998)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부터 <표 7>까지는 고정효과모형을 통한 패널 데이터의 종속

변수 별 측정결과이다. 데이터 분석을 위해 Pooled OLS 또는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 중 어떤 분석방법이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각각

F검정과 Breusch-Pagan LM 검정을 수행하였다. 검정 결과, 고정효과

모형을 가정한 F검증 결과와 확률효과 모형을 가정한 Breusch-Pagan

LM 검정 결과 모두 p값이 0.000으로 나타나 1%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

들을 기각할 수 있었다. 즉 본 연구에서는 OLS를 이용하는 경우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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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불편추정량을 구할 수 없고 패널 개체의 특성을 고려하는 고정효과모

형(Fixed effect model) 또는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을 적

용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이후 두 모형을 대상으로 하우스만 검정

(Hausman test)을 실시한 결과 고정효과모형이 모든 분석에서 더 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데이터가 이분산성 또는 자기상관을 갖는지에

대한 확인은 우도비(Likelihood Ratio)검정과 Wooldridge test for

autocorrelation in panel data를 각 모형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

과를 아래에 표시하였다. 먼저 우도비 검정 시행 결과, 종속변수인 매출

성장률, 자산성장률, 매출수익률(ROS), 그리고 자산수익률(ROA) 모두에

서 귀무가설인 오차항의 동분산성을 5%의 유의수준에서 기각할 수 있었

다. 오차항의 1계 자기상관(AR(1)) 검정을 위한 Wooldridge test(2002)의

경우, 자산수익률(ROA)을 제외한 모든 종속변수에서 오차항의 1계 자기

상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1%의 유의수준에서 기각할 수 있

었다. 즉 자산수익률(ROA)의 경우 오차항의 자기상관은 존재하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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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 변수의 기초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 - 기초통계량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vif

1 매출성장률 0.096 0.246 -0.655 1.740 1.10

2 자산성장률 0.102 0.217 -0.652 1.462 1.22

3 ROS 0.026 0.132 -1.223 1.051 5.59

4 ROA 0.028 0.102 -0.880 0.973 5.87

5 광고집중도 0.010 0.024 0 0.190 1.80

6 연구개발집중도 0.025 0.447 0 0.776 1.33

7 기업규모(log(매출)) 10.72 0.317 9.502 11.870 4.93

8 기업규모(log(자산)) 10.76 0.290 9.701 11.550 4.93

9 기업나이 28.62 12.48 1 64 1.31

10 제품다각화지수 0.470 0.257 0 0.942 1.31

11 수출비중 0.346 0.308 0 0.999 1.80

12 해외자회사 수 1.54 1.74 0 11 6.97

13 해외진출 국가 수 1.19 1.19 0 6 6.97



- 39 -

<표 3-2> 변수의 기초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 – 상관관계 분석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매출성장률 1.000

2 자산성장률 0.367* 1.000

3 ROS 0.088* 0.169* 1.000

4 ROA 0.095* 0.209* 0.900* 1.000

5 광고집중도 -0.035 -0.072* -0.008 -0.005 1.000

6 연구개발집중도 0.083* 0.0476 -0.025 -0.073* 0.035 1.000

7 기업규모(log(매출액)) -0.224* -0.221* -0.010 0.028 0.047 -0.280* 1.000

8 기업규모(log(자산)) -0.186* -0.348* -0.021 -0.053* 0.141* -0.089* 0.827* 1.000

9 기업나이 -0.107* -0.174* -0.063* -0.099* 0.106* -0.127* 0.301* 0.371* 1.000

10 제품다각화지수 0.057* 0.092* 0.023 0.036 -0.146* 0.040 -0.061* -0.102* -0.171* 1.000

11 수출비중 -0.082* -0.080* -0.039 -0.054* -0.269* 0.014 0.099* 0.100* -0.002 -0.095* 1.000

12 해외자회사 수 -0.094* -0.101* -0.077* -0.121* -0.127* 0.094* 0.140* 0.257* 0.088* -0.048 0.386* 1.000

13 해외진출 국가 수 -0.119* -0.118* -0.083* -0.132* -0.117* 0.163* 0.101* 0.251* 0.070* -0.076* 0.357* 0.910*

*p<0.05, two-tailed coefficient test(N=1265)



- 40 -

<표 4>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 – 1

구 분
종속변수: Growth in sales(매출성장률)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Model 6 Model 7 Model 8

상수 -8.965***
(0.488)

-8.968**
(0.488)

-9.214**
(0.493)

-9.216**
(0.493)

-9.268**
(0.492)

-9.170**
(0.496)

-9.180**
(0.496)

-9.256**
(0.496)

광고집중도 -3.087***
(0.992)

-3.188**
(0.992)

-2.947**
(0.993)

-3.049**
(0.993)

-3.109**
(0.994)

-2.895**
(0.991)

-2.998**
(0.992)

-3.060**
(0.993)

연구개발집중도 -0.106
(0.217)

-0.098
(0.217)

-0.104
(0.217)

-0.097
(0.217)

-0.102
(0.217)

-0.093
(0.217)

-0.086
(0.217)

-0.090
(0.217)

기업규모(log(매출액)) 0.889***
(0.063)

0.892**
(0.063)

0.908**
(0.063)

0.911**
(0.063)

0.918**
(0.063)

0.904**
(0.063)

0.908**
(0.063)

0.917**
(0.063)

기업나이 -0.014***
(0.003)

-0.014**
(0.003)

-0.011**
(0.004)

-0.011**
(0.004)

-0.011**
(0.004)

-0.011**
(0.004)

-0.011**
(0.004)

-0.011**
(0.004)

제품다각화지수 -0.115*
(0.062)

-0.123**
(0.062)

-0.116*
(0.062)

-0.124**
(0.062)

-0.134**
(0.062)

-0.116*
(0.062)

-0.125**
(0.062)

-0.130*
(0.062)

수출비중 -0.127*
(0.073)

-0.124*
(0.073)

-0.204**
(0.090)

-0.122*
(0.073)

-0.204**
(0.093)

해외자회사 수 -0.023**
(0.010)

-0.022**
(0.010)

-0.039**
(0.015)

수출비중*해외자회사 수 0.040
(0.027)

해외진출국가 수 -0.034**
(0.014)

-0.033**
(0.014)

-0.052**
(0.019)

수출비중*해외진출국가 수 0.055
(0.040)

Observations 1,150 1,150 1,150 1,150 1,150 1,150 1,150 1,150
R2 0.182 0.184 0.186 0.188 0.190 0.185 0.187 0.189
F test that all u_i=0 2.17*** 2.14*** 2.19*** 2.17*** 2.20*** 2.20*** 2.18*** 2.18***

Wooldridge test(Prob>F)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Hausman test(Prob>chi2)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Upper number in a cell is a parameter estimate, numbers in the parentheses are standard error
***p<0.01, **p<0.05, *p<0.1
주1) 산업더미는 모형에서 제외됨
주2) 상기 R-square값은 within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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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 – 2

구 분
종속변수: Growth in assets(자산성장률)

Model 9 Model 10 Model 11 Model 12 Model 13 Model 14 Model 15 Model 16

상수 -9.533**
(0.432)

-9.439**
(0.433)

-9.766**
(0.445)

-9.669**
(0.446)

-9.689**
(0.448)

-10.021**
(0.447)

-9.937**
(0.449)

-9.934**
(0.450)

광고집중도 -0.901
(0.831)

-0.914
(0.832)

-0.870
(0.832)

-0.883
(0.833)

-0.910
(0.834)

-0.835
(0.830)

-0.847
(0.832)

-0.843
(0.833)

연구개발집중도 -0.130
(0.177)

-0.129
(0.177)

-0.133
(0.177)

-0.132
(0.177)

-0.135
(0.177)

-0.133
(0.176)

-0.132
(0.176)

-0.132
(0.176)

기업규모(log(자산)) 0.957**
(0.066)

0.948**
(0.066)

0.977**
(0.068)

0.968**
(0.068)

0.971**
(0.068)

1.001**
(0.069)

0.993**
(0.068)

0.993**
(0.069)

기업나이 -0.022**
(0.004)

-0.022**
(0.004)

-0.021**
(0.004)

-0.021**
(0.004)

-0.021**
(0.004)

-0.021**
(0.004)

-0.021**
(0.004)

-0.021**
(0.004)

제품다각화지수 -0.071
(0.052)

-0.072
(0.052)

-0.073
(0.053)

-0.073
(0.053)

-0.077
(0.053)

-0.074
(0.052)

-0.075
(0.052)

-0.075
(0.053)

수출비중 -0.024
(0.061)

-0.023
(0.061)

-0.057
(0.077)

-0.021
(0.061)

-0.016
(0.080)

해외자회사 수 -0.011
(0.009)

-0.011
(0.009)

-0.018
(0.013)

수출비중*해외자회사 수 0.017
(0.023)

해외진출국가 수 -0.029**
(0.013)

-0.029**
(0.013)

-0.028
(0.017)

수출비중*해외진출국가 수 -0.003
(0.034)

Observations 1,150 1,150 1,150 1,150 1,150 1,150 1,150 1,150
R2 0.174 0.172 0.176 0.174 0.174 0.179 0.178 0.178
F test that all u_i=0 2.18*** 2.14*** 2.17*** 2.15*** 2.14*** 2.21*** 2.19*** 2.16***

Wooldridge test(Prob>F) 0.0016*** 0.0014*** 0.0017*** 0.0012*** 0.0012*** 0.0020*** 0.0017*** 0.0013***

Hausman test(Prob>chi2)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Upper number in a cell is a parameter estimate, numbers in the parentheses are standard error
***p<0.01, **p<0.05, *p<0.1
주1) 산업더미는 모형에서 제외됨
주2) 상기 R-square값은 within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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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 - 3

구 분
종속변수: ROS(매출액수익률)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Model 6 Model 7 Model 8

상수 -1.399**
(0.232)

-1.404*
(0.232)

-1.540**
(0.238)

-1.544**
(0.238)

-1.558**
(0.238)

-1.514**
(0.237)

-1.518**
(0.237)

-1.512**
(0.237)

광고집중도 1.024**
(0.517)

1.004*
(0.518)

1.036**
(0.516)

1.019**
(0.517)

1.036**
(0.518)

1.043**
(0.518)

1.026**
(0.519)

1.043**
(0.520)

연구개발집중도 0.222**
(0.113)

0.223**
(0.113)

0.231**
(0.112)

0.232**
(0.112)

0.235**
(0.112)

0.228**
(0.113)

0.229**
(0.113)

0.231**
(0.113)

기업규모(log(매출액)) 0.147**
(0.034)

0.148**
(0.034)

0.161**
(0.035)

0.162**
(0.035)

0.162**
(0.035)

0.158**
(0.035)

0.158**
(0.035)

0.157**
(0.035)

기업나이 -0.007**
(0.002)

-0.006**
(0.002)

-0.006**
(0.002)

-0.006**
(0.002)

-0.006**
(0.002)

-0.006**
(0.002)

-0.006**
(0.002)

-0.006**
(0.002)

제품다각화지수 0.043
(0.033)

0.041
(0.033)

0.034
(0.033)

0.033
(0.033)

0.035
(0.033)

0.038
(0.033)

0.037
(0.033)

0.038
(0.033)

수출비중 -0.023
(0.039)

-0.020
(0.038)

0.009
(0.049)

-0.020
(0.038)

0.011
(0.050)

해외자회사 수 -0.019**
(0.009)

-0.019**
(0.009)

-0.016
(0.010)

해외자회사 수2 0.003**
(0.001)

0.003**
(0.001)

0.003**
(0.001)

수출비중*해외자회사 수 -0.014
(0.015)

해외진출국가 수 -0.022*
(0.013)

-0.022
(0.013)

-0.017
(0.014)

해외진출국가 수2 0.003
(0.003)

0.003
(0.003)

0.004
(0.003)

수출비중*해외진출국가 수 -0.021
(0.022)

Observations 1,150 1,150 1,150 1,150 1,150 1,150 1,150 1,150

R2 0.0289 0.0292 0.0343 0.0345 0.0353 0.0318 0.0321 0.0329

F test that all u_i=0 2.41*** 2.41*** 2.47*** 2.47*** 2.47*** 2.43*** 2.43*** 2.42***

Wooldridge test(Prob>F) 0.0042*** 0.0041*** 0.0293** 0.0046*** 0.0046*** 0.0046*** 0.0045*** 0.0033***

Hausman test(Prob>chi2)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Upper number in a cell is a parameter estimate, numbers in the parentheses are standard error
***p<0.01, **p<0.05, *p<0.1
주1) 산업더미는 모형에서 제외됨
주2) 상기 R-square값은 within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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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 - 4

구 분
종속변수: ROA(자산수익률)

Model 9 Model 10 Model 11 Model 12 Model 13 Model 14 Model 15 Model 16

상수 -1.218**
(0.217)

-1.219**
(0.217)

-1.470**
(0.227)

-1.470**
(0.228)

-1.465**
(0.229)

-1.427**
(0.228)

-1.427**
(0.228)

-1.413**
(0.230)

광고집중도 0.517
(0.336)

0.515
(0.337)

0.463
(0.335)

0.464
(0.335)

0.468
(0.336)

0.516
(0.336)

0.517
(0.337)

0.524
(0.337)

연구개발집중도 0.045
(0.076)

0.045
(0.076)

0.051
(0.076)

0.051
(0.076)

0.051
(0.076)

0.052
(0.076)

0.052
(0.076)

0.052
(0.076)

기업규모(log(자산)) 0.139**
(0.022)

0.139**
(0.022)

0.164**
(0.023)

0.163**
(0.023)

0.163**
(0.023)

0.158**
(0.023)

0.158**
(0.023)

0.157**
(0.023)

기업나이 -0.009**
(0.001)

-0.009**
(0.001)

-0.009**
(0.001)

-0.009**
(0.001)

-0.009**
(0.001)

-0.009**
(0.001)

-0.009**
(0.001)

-0.009**
(0.001)

제품다각화지수 0.024
(0.021)

0.023
(0.021)

0.016
(0.021)

0.016
(0.021)

0.017
(0.021)

0.021
(0.021)

0.021
(0.021)

0.022
(0.021)

수출비중 -0.004
(0.024)

0.003
(0.024)

0.006
(0.030)

0.002
(0.024)

0.012
(0.030)

해외자회사 수 -0.021**
(0.005)

-0.021**
(0.005)

-0.021**
(0.006)

해외자회사 수2 0.003**
(0.001)

0.003**
(0.001)

0.003**
(0.001)

수출비중*해외자회사 수 -0.002
(0.010)

해외진출국가 수 -0.020**
(0.008)

-0.021**
(0.008)

-0.019**
(0.009)

해외진출국가 수2 0.002
(0.002)

0.002
(0.002)

0.002
(0.002)

수출비중*해외진출국가 수 -0.007
(0.013)

Observations 1,265 1,265 1,265 1,265 1,265 1,265 1,265 1,265

R2 0.079 0.079 0.092 0.092 0.092 0.086 0.086 0.086

F test that all u_i=0 4.52*** 4.50*** 4.49*** 4.49*** 4.46*** 4.45*** 4.45*** 4.39***

Wooldridge test(Prob>F) 0.2026 0.2011 0.2083 0.2066 0.2019 0.2076 0.2061 0.1466

Hausman test(Prob>chi2)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Upper number in a cell is a parameter estimate, numbers in the parentheses are standard error
***p<0.01, **p<0.05, *p<0.1
주1) 산업더미는 모형에서 제외됨
주2) 상기 R-square값은 within값임
주3) ROA의 경우 오차항의 자기상관이 관측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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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국제화 정도와 매출성장률의 관계를 고정효과 모형으로 패

널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표 6>의 Model 1과

<표 5>, <표 7>의 Model 9는 기업의 통제변수들만을 분석한 결과를 나

타내고 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모형에서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성장성과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0.889,

p<0.01; =0.957, p<0.05; =0.147, p<0.05; =0.139, p<0.05). 이것은

규모의 경제가 자산뿐만 아니라 매출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강석민, 2011). 기업나이의 경우 기업의 나이가 적을수록 성장

성과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수익률

(ROS)의 경우 광고집중도, 연구개발집중도, 기업규모 등이 ROS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독립변수들을 고려한 Model 2부터

Model 8까지 방향의 바뀜이 없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자산수익률(ROA)

의 경우는 기업규모와 기업의 나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광고집중도

의 경우 매출성장성과는 음의 관계를, 매출액수익률과는 양의 관계를 나

타냈다. 이는 기업의 광고활동은 제품차별화 또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해 기업의 수익률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기업의 성장에는 별로 효과적

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개발 집중도를 살펴보면 국제화 수준

이 일정한 경우 높은 연구개발비용의 투자는 성과에 신속히 반영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본 기업의 연구개발집중도 평균이 2%라는 점을 생각

한다면 연구개발에 조금 더 투자를 하는 경우 기업의 수익성은 더욱 향

상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규

모가 성장성과 양의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기업의 매출 또는 자산성장

률의 계산은 전년도의 매출이나 총자산이 분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

이 지날수록 성장률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된다(Lu and Beamish,

2006).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오히려 중소기업의 규모가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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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중소기업이 아직

도 많은 성장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의 Model 2와 <표 5>의 Model 10은 기업의 수출비중이 클수

록 성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이다. 수출비

중의 경우 기업의 성장성을 매출로 측정하는 경우에서만 음의 관계를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업의 수출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수출

을 통한 학습(learning by exporting)효과를 불러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6>의 Model 2,

<표 7>의 Model 10은 기업의 수출비중과 수익성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

한 모형인데 ROS와 ROA 모두에서 어떠한 관계도 나타내지 않았다. 즉

수출비중과 기업의 성장성, 그리고 수익성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가설

1a와 1b는 모두 지지되지 않았다.

<표 4>의 Model 3과 Model 6, <표 5>의 Model 11, Model 14는 기업

의 해외직접투자와 중소기업의 성장성이 양(+)의 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 2a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이다. 분석 결과 기업의 매출성장률에서

회귀계수가 Model 3: =-0.023(p<0.05)와 Model 6: =-0.034(p<0.05)로

나타났고, 자산성장률의 경우 Model 11: =-0.011과 Model 14: 

=-0.029(p<0.05)로 나타났다. 즉 Model 11인 해외자회사 수와 자산성장

률의 관계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6>의 Model 3, Model 6

과 <표 7>의 Model 11, Model 14는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수익성

은 역 U자 형의 비선형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 2b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이다. 분석결과 해외자회사 수로 측정한 수익률의 경우는 ROS와

ROA 모두에서 회귀계수가 각각 Model 3: =-0.019(p<0.05), 

=0.003(p<0.05), Model 11: =-0.021(p<0.05), =0.003(p<0.05)으로 U자

형의 비선형관계를 가진다고 나타났다. 즉 기업의 국제화수준(해외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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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수)과 수익성은 해외 자회사 수가 증가할수록 음의 관계를 가지다가

일정시점 이후부터는 양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화

초기 단계에서 양의 관계를 보이다 일정 수준 이후 음의 관계를 보이게

된다는 주장(성현정 외, 2013)이나 해외 자회사 수가 ROS와 유의미한

관계가 아니라는 주장(김석수·반혜정, 2006)과는 대조되는 결과이다. 해

외진출국가 수로 측정한 <표 6>의 Model 6과 <표 7>의 Model 14에서

는 진출국가 수와 수익률은 음의 선형관계만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가설 2b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그러나 해외진출국가 수를 제

곱한 변수가 비록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부호가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비선형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업의 국제화 정도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해외자회

사 수로 측정한 결과와 해외진출 국가 수로 측정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

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기업이 특정국가

에서 자회사를 늘리는 경우 해외자회사 수 변수에는 반영되지만 진출국

가의 수는 변하지 않는 점에서 비롯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설 3은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이 해외직접투자(FDI)와 성장

성과의 관계에서 양(+)의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 3a와, 수익성

과의 관계에서 음(-)의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 3b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은 <표 4>과 <표 6>의 Model 5, Model

8, <표 5>와 <표 7>의 Model 13, Model 16이다. 분석결과 모든 모형에

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설 3은 기각되었다. 그러

나 이 관계 또한 자산성장률을 제외하고는 부호가 제시한 가설과 일치했

기 때문에 부정적인 효과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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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한계점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중소기업의 국제화와 성과를 다루는 기존 연구들의 대부분이 벤처기업

이나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을 연구대상으로 국제화전략과 수익성과의 관

계를 분석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코스닥 또는 코스피를 구분하지 않고

제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 그리고 FDI가 성장성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이 가지는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중소 제조 기업에서는 수출은 수익성과는 관련성

이 매우 약했고 성장성의 경우는 오히려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

문에 기업의 수출활동이 한정된 국내시장을 벗어나 시장을 확대하여 기

업의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가설 1a과 수출활동으로 인한 추가적인 이

익을 창출할 것이라는 가설 1b는 모두 기각되었다. 이 연구 결과는 기업

의 수출비중과 성장성은 양(+)의 관계를 가진다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조

택희, 2008; 김정호·김민서, 2014)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진다고 해석해 볼 수 있

다. 먼저 국제화시기에 따른 환율의 통제 문제가 있다. Lu and

Beamish(2001)의 연구에서는 수출활동이 기업의 성과와 음(-)의 관계를

가진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은 연구기간인 86년부터 96년까지의 엔

고현상으로 인해 국제시장에서 수출을 통해 경쟁우위를 갖추기가 어려웠

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수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드는

비용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환율변동이 수출과 성과간의 음의 관

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Lu and Beamish, 2001). 즉 환율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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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환율변동에 따른 연구시기를 고려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

다.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 중 권영철·김익성(2006)

의 연구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연구결과, 수출비중으로 측정한

국제화 정도와 매출액증가율로 측정한 기업의 성장성과의 관계는 처음에

는 음(-)의 관계를 보이다가 수출 국제화 정도가 커지면서 양(+)의 관계

로 변한다는 비선형(U-Shape)의 관계를 보였다. 결국 수출비중 또한 처

음에는 진입국의 문화와 고정비용투자 등과 같은 외국인비용이 수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초과하지만 수출을 계속하면서 경험을 통해

위와 같은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것이다(권영철·김익성,

2006). 본 연구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수출과 성장성의 관계가 본 연구

에서 예상 한 것처럼 선형 관계가 아닌 U자형의 비선형 관계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해외자회사 수와 해외진출국가 수라는 두 가지

지표를 통해 측정하였는데, 두 지표 모두 기업의 성장성과는 음의 관계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또한 위의 수출과 마찬가지로 권영

철·김익성(2006)의 연구를 참조한다면 비선형(U-Shape)의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즉 국제화수준과 성장성의 관계는 본 연구에서처럼 10년

이상의 기간을 고려하는 경우 단순한 선형관계가 아닌 비선형관계로 나

타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수익성의 경우 해외자회사수와 경영성

과의 관계는 예상한 대로 기업의 수익성과는 음의 영향을 가지고 있다가

일정 수준 이후 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비선형 관계를 가진다고 나

타났다. ROS를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초기 단계에

서는 외국인비용으로 인해 성과가 계속 감소하게 되지만 해외 자회사 수

가 4개를 넘어가게 되면 기업의 성과가 향상되기 시작하고, 결국 비용보

다 많은 수익을 거두어 기업의 성과와 해외직접투자 간에 양의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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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하게 된다. 그러나 해외직접 투자를 해외진출국가 수로 측정한 경우

는 음의 영향만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설 2a와 가설 2b 중 가

설2b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두 변수의 상관관계가

0.910이라는 점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항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본 연구

의 해외자회사 수의 최댓값이 11개, 진출국가 수의 최댓값은 6이라는 점

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한 국가에서 늘어나는 자회사의 수는

진출국가 수에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은 해외

진출국가 수의 변수는 중소기업의 국제화 수준을 측정하기에는 적합한

변수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anders and Carpenter(1998)가 제안한 지리적 분산의 계산방법을 사용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기업의 해외자회사 수를 표본의 최대 해외자회사

수로 나눈 값과 기업의 해외 진출국가 수를 표본의 최대 진출국가 수로

나눈 값의 평균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국제화 정도가

0에서 1 사이 값으로 표시되며 1은 표본 안에서 최대로 국제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Lu and Beamish, 2006). 이처럼 숫자변수를 비율변수로

계산하여 나온 결과를 비교하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이다.

통제변수로 사용된 광고 집중도, 연구개발 집중도, 기업규모, 제품다각

화지수 변수의 경우, 기업의 규모는 성장성과 수익성 둘 다에 양의 관계

를 가지며 광고 집중도는 매출성장률과 수익률에, 연구개발 집중도는 매

출수익률에만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집중

도의 경우 성장성과는 관계가 없지만 수익성에는 양(+)의 관계를 가진다

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는 권영철·김익성(2006)의 코스닥 기업을 대

상으로 분석한 연구개발 집중도가 매출증가율과는 양의 상관성을 가지지

만 투자수익률과는 음의 관계를 가진다는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라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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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중소

기업의 국제화 활동을 수출과 해외직접투자로 나누고 이 두 국제화전략

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또한 성장성과 수익성이라는 경영성과의 두

차원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같은 국제화 전략을 사용하더라도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왔고, 성장성과 수익

성을 측정하기 위한 매출기준과 자산기준의 측정결과 또한 완벽하게 일

치하지는 않았다. 즉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측정지표에 따른

통계적 영향력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시사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수출활동으로 측정했던 중소기업의 국제화수준

을 대기업들의 국제화수준을 측정하는데 주로 사용해 왔던 해외자회사의

숫자를 통해서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앞으로의 중소기업의

국제화 연구에 대한 측정지표를 다양한 각도에서 측정할 수 있게 도와주

며 또한 해외자회사 수를 과연 어느 정도까지 늘려야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바탕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연구대상이 제조

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화 전략이 성장

성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의 모든 중소기업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해외직접투자를 수행하고 있는 중소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표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중

소제조기업이 같은 결과를 보일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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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로는 중소 제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을 포함하는 제조

기업의 국제화와 성과의 관계를, 넓은 범위로는 수출과 해외직접투자가

성장성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이나 기술

산업을 포함한 다국적기업 전반으로 확대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중소 제조기업의 수출비중을 비중의 높음과 낮음

에 상관없이 분석하였다. 그러나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수출비중을 그

비중에 따라 구간별로 나누었을 경우, 수출비중이 80% 이상인 기업은

매출증가율이 양(+)의 관계에 있지만 40~80% 구간의 기업들은 오히려

매출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이한득, 2014).

즉 기업의 성장성을 측정하는 경우 수출이나 해외직접투자의 비중을 구

분해 봄으로써 해외의존도가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의 차이가 성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후속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국제화 측정지표로 사용한 변수는 해외자회사 수와 진출

국가 수이다. 해외자회사 수의 경우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한 수출비중

(강석민, 2011)이나 총 매출액 대비 해외매출액(Kim et al., 2011) 등과

같은 국제화 측정 변수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지만 진출국가 수의 경우

는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 결과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한 국

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해외

직접투자전략이 한 국가에 집중되는 경우와 여러 나라로 분산되는 경우

가 각각 기업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이는 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의 확대전략을 실시하는데 있

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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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seas expansion of SMEs has been remarkable since 1990. For

SMEs which not only possessed relatively insufficient resources and

competencies but also have to compete with large firms in confined

domestic market, internationalization is a crucial issue with regard to

survival and growth. Since previous studies focused on large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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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Es’ internationalization needs to be studied as the importance of

SMEs in international market is increasing.

Previous studies on internationalization measured companies’

international strategy by level of export or FDI. However, despite the

possibility that the level of export and the level of FDI could impact

each other, most studies adopted only one of these two levels as an

explanatory variable, ignoring their interactive effect. In addition, even

though company’s growth is a significant factor for their survival,

relatively little has been studied on growth of business because many

of previous researches stressed on not the growth but the

performance.

Given the current limitations, this study has examined the impacts

of two internationalization strategies, exporting and FDI, on two

dimensions of SME performance, growth and profitability. This

research has adopted a fixed effect model with the panel data from

1999 to 2010 collected from 12 Korean manufacturing SMEs which

have relatively long-term history of internationalization.

The results show that export of Korean manufacturing SMEs is

negatively correlated with growth, but not correlated with

profitability. The level of internationalization has been measured in

different ways by adopting two variables-the number of foreign

subsidiaries and the number of host countries. The Level of

internationalization measured by the number of foreign subsidiaries

showed U-curved relationship with profit whereas leve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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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ization measured by the number of host countries showed

negative relationship with profit. In the case of control variables, size

and age of companies affected on both growth and profitability at

statistically significantly both growth and profitability. Advertising

intensity was related to growth in sales and ROS. R&D intensity was

only related to RO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wo ways. Firstly, it could analyze

how differently the two variables-exporting and FDI-affected the

growth and the profitability of companies. Moreover, it showed how

the export and FDI were related to each other. In methodological

way, the study has shown the possibility to measure the level of

internationalization of SMEs using the variables such as the number

of foreign subsidiaries. This contributes to expanding variable choices

or controls in the future research, considering majority of extant

studies on SMEs’ internationalization used exporting measure to

examine internationalizing SMEs’ strategy. Finally, the differences

results derived from using different measurements need more

academic attention as an agenda for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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