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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연구개발비 지출은 미래에 대한 투자로서 기업의 사후 수익창출에 영

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본 논문은 선행 연구에서 살펴본 연구개발요소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고 국내 유가증권 시장의 주식수익률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요소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Hirsleifer et

al.(2013)의 연구개발효율성(IE) 변수, Chan et al.(2001)과 Li(2011)의 연

구개발비중(RD/Sales, RD/CapEx 등) 변수, Eberhart et al.(2004)의 연구

개발비중확대(RDG) 변수를 주요 연구개발요소로 놓고 이들의 주가수익

률 예측력을 비교한 결과, 연구개발비중확대(RDG) 지표만이 한국 유가

증권시장에서 주가수익률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개발비중확대 지표에 따라 요인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결과 유의미하

게 양의 수익률을 보였으며, 표준편차도 기존 요인들보다 더 작음이 나

타났다. RDG요인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기존 요인모형들로 분석을 시행

하였으며, α가 유의하게 0이 아님을 보임으로써 기존 요인들이 갖지 못

한 주가설명력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

주요어 : 연구개발, 연구개발비중, 특허권, 피인용, 요인포트폴리오,

주가수익률

학 번 : 2016-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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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연구개발비는 기업이 앞으로의 수익창출을 위하여 지불하는 투자비용

이다. 따라서 미래의 기업 가치와 연관성이 존재할 것으로 보임에도 불

구하고, 연구개발비의 지출과 기업의 주가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대

해서는 수많은 갑론을박이 존재한다. 따라서 연구개발비와 관련된 많은

변수들이 제시되었으며, 그 중 어떤 변수가 한국 시장에서 더 나은 설명

력을 갖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Chan et al.(2001)은 미국 유가증권시장에서 연구개발비 지출과 주가수

익률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시장가치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이 많은

기업이 큰 초과수익률을 보인다고 하였다. Li(2011)은 미국 유가증권시장

에서 재무적 제약이 존재하는 기업들의 경우 연구개발비중이 높을수록

주가수익률이 높게 나타나는 양의 관계가 나타남을 보였다. 또한

Eberhart et al.(2004)는 미국 시장에서 연구개발비를 이전 기에 비해 유

의미하게 증가시킨 회사들은 다음 기에 기업가치가 증대됨을 보였다.

이학영 외(2008)는 한국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들 중 연구개발비 지출

이 많은 기업일수록 주가가 높아진다는 것을 보였으며, 정혜영 외(2003)

은 특히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정보통신기업에서 그러한 경향성이 높다

는 것을 보였다. 김진황(2007)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기업들

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연구개발비 투자가 기업들의 단기적 영업이익

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못하지만, 기업 가치와는 양의 관계를 보인

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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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군오 외(2005)는 표면상 무관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 시장에서 주가수익률과 연구개발비 지출이 음의 연관성을 갖

는다고 하였으며, 자산화한 연구개발비는 주가수익률과 연관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김정교 외(2007)은 연구개발비 지출이 아닌 연간

자본화된 연구개발비가 기업의 가치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였다.

Hirshleifer et al.(2013)은 기존의 연구개발 요소에 대한 선행연구와는

달리 연구개발 지출의 효율성을 측정하여 이와 주가수익률의 관계를 살

펴보았다. 연구개발비 지출 대비 특허권 등록수와 피인용수, 즉 들어가는

비용 대비 결과물 지표를 만듦으로써 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이 얼마나

효율적이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미국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이러한 연

구개발 효율성 지표가 주가수익률을 설명하는 데 유의미한 예측력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은지(2013)는 이를 한국 KOSPI 시장에 적용하여

주가수익률과의 연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한국 시장에서는 연구개발효율

성 지표가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지 못하나, 피인용수 효율성지표 기준

상위 33%에서는 설명력을 보인다고 말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연구개발비 관련 변수들을 비

교분석해보고, 실제 기업가치와 연관성이 있는 지표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전의 국내 연구개발비 관련 연구에서는 특정한 변수의 주가설명력을

보고자 하였으나, 지금까지 제시된 연구개발 관련 변수들을 비교, 분석하

여 어떤 변수가 가장 설명력이 있는지를 찾아본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Hirshleifer et al.(2013)이 제시하였던 연구개

발효율성(IE) 변수와 Chan et al.(2001), Li(2011)에서 제시한 연구개발비

중 변수, 그리고 Eberhart et al.(2004)의 연구개발비중확대(RDG) 변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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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한국 시장에서 주가설명력을 가지는 요인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 유의미한 예측력을 가진 것으

로 나타났던 연구개발비 관련 변수들은 대부분 한국 시장에서 주가 설명

력을 지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허권과 피인용수를 기반

으로 하는 변수들도 한국 시장에서는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이지 못하였

다. 그러나 Eberhart et al.(2004)가 제시하였던 연구개발비중 확대(RDG)

변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들의 주가를 예측하는 데 상당한 예측력

을 보였다. 이는 이전 기의 연구개발비 지출이 총자산의 5%를 차지했거

나, 이전 기에 비해 총자산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 비율이 5%이상 증가

하였거나, 혹은 연구개발비 지출액이 전기 대비 5%이상 증가한 기업은

그 다음 기의 기업가치가 증가하였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그 중 유의한 설명력을 보였던 RDG 변수를 기반으로 요인포트

폴리오를 구성하였으며, 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유의미하게 양수인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RDG요인에 대하여 다른 요인으로 설명이 가능한

지를 보기 위해 분석을 시행한 결과, α값이 유의미하게 0이 아님을 보임

으로써 기존의 요인모형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 2장에서는 연구의 방법과 자료 및 표본에 대한 설명을, 그리고 3장

에서는 각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와 RDG 요인에 대한 세부 분석을 제시

한다. 마지막으로 제 4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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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 방법 및 표본

제 1 절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연구개발비와 주가수익률 관련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지표들

과 주가수익률 간의 관계를 한국 유가증권시장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개발 관련 지표로는 Hirshleifer et al.(2013)의 연구개발효율성 변수

와 Chan et al.(2001), Li(2011)의 연구개발비중 변수, 그리고 Eberhart et

al.(2004)의 연구개발비중확대 변수를 사용하였다.

Hirshleifer et al.(2013)은 미국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들의 연구개발효

율성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1)1)

 


 






 




(2)2)

(1)의 효율성지표는 기업이 t연도에 등록한 특허권의 수를 t-2부터 t-6

까지의 5개 연도 연구개발비를 매년 20% 상각한 누적액으로 나눈 값이

1) Hirshleifer. D., Hsu, H.H., and Li. D., 2013, Innovative Efficiency and Stock

Returns. Journal of F inancial Economics 107, pp.632-654.

2) Hirshleifer. D., Hsu, H.H., and Li. D., 2013, Innovative Efficiency and Stock

Returns. Journal of F inancial Economics 107, pp.63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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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 누적액을 연구개발자본으로 보았다. 이 변수는 연구개발자본 대비

얼마나 많은 수의 특허권을 등록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연구개발의 효율

성을 나타낸다. (2)의 효율성지표는 t-1부터 t-5까지의 전체 특허권 피인

용수의 합을 t-3부터 t-7까지의 연구개발비 누적액으로 나눈 값이다. 피

인용수는 Hirshleifer et al.(2013)의 방법에 따라 각 특허권의 클래스 별

로 조정된 값이다. 이 지표는 들어간 비용 대비 그 결과물이 얼마나 인

용되었는지를 나타내며, 특허권 등록수로 측정한 효율성 지표보다 더 심

층적인 지표라 볼 수 있다.

Chan et al.(2001), Li(2011)은 연구개발비중(R&D Intensity)을 살펴보

기 위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RD/Sales), 자본적지출 대비 연구개발

비(RD/CapEx), 영업이익 대비 연구개발비(RD/Earning), 총자산 대비 연

구개발자본(RDC/TA) 지표를 사용하였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RD/Sales)는 기업이 영업으로 얻은 수익 중 어느 정도를 연구개발에 투

자하는지 보여주며, “연구개발비율”로 알려져 있는 가장 많이 쓰이는 지

표이다. 자본적지출 대비 연구개발비(RD/CapEx)는 고정자산을 증가시키

는 데 사용된 자본적 지출 중 연구개발비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를

보여준다. 연구개발로 인해 증가하는 무형자산 항목이 고정자산의 증가

분에 포함되기 때문에 고정자산 증가에 연구개발비 지출이 미치는 영향

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diture)

을 기초비유동자산-(기말비유동자산+감가상각비)로 계산하였다.

영업이익 대비 연구개발비(RD/Earning) 항목은 기업이 순이자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에서 어느 정도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관비를 제함으로써 기업의 영

업이익률 차이를 반영하므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지표보다 더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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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표로 보인다. 총자산 대비 연구개발자본(RDC/TA)은 기업이 가진

자산에 비해 얼마나 많은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지 보여주는 항목이다.

연구개발자본은 이전 5년간 20%씩 상각한 연구개발비의 누적액으로, 현

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개발비(자산항목)의 구성에 영향을 미친 연구

개발비의 합계를 의미한다.

Eberhart et al.(2004)는 연구개발비중확대(RDG)변수를 사용하여 주가

수익률을 예측하였는데, 이는 더미 변수로서 총자산 대비 연구개발비가

5%이상이거나, 총자산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5%이상 증가한 경우,

혹은 연구개발비 지출이 5%이상 지출한 경우를 1, 그 외의 기업을 0으

로 처리하였다. 이는 연구개발비중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킨 기업과 그렇

지 않은 기업을 분류하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두 개의 연구개발효율성 변수(IE1, IE2)

와 네 개의 연구개발비중 변수(RD/Sales, RD/CapEx, RD/Earning,

RDC/TA), 그리고 연구개발비중확대 변수(RDG)를 연구개발 관련 변수

로 사용하였다. 이와 함께 Hirshleifer et al.(2013)에서 사용된 추가 독립

변수들을 포함하여 Fama-Macbeth(1973) 방식으로 주가수익률과의 관계

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 중 유의미한 주가수익률 설명력을 가진 연구개

발 관련 변수에 대하여 요인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뒤, CAPM,

Fama-French의 3요인모형과 5요인모형, 그리고 Carhart의 4요인 모형으

로 설명이 가능한지를 실험하여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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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자료 및 표본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관련 요소와 주가수익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한국표준산업분류(9

차)에 따라 기업을 분류한 뒤 금융업종은 제외하였으며 ETF 등의 펀드

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결산월이 12월인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장부가치가 음수인 자본잠식기업은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주가

가 1,000원 미만인 주식도 제외하였다. 연구개발비 지출 기록이 있는 기

업만을 표본에 포함시켰으며, 이들 중 연구개발비 지출 기록이 없는 해

에 대해서는 모두 연구개발비를 0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Hirshleifer et

al.(2013)의 연구개발효율성(IE) 지표를 만들기 위해 특허권과 피인용수

기록이 최소 5개년 이상 연속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제외

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표본기업의 수는 299개, 표본기간은 199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이다. 산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63가지 중

금융업종 3가지를 제외한 60가지로 분류하였다. 이 중 연구개발효율성

(IE)지표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1994년에서 7년 이전인 1988년 말의 연구

개발비 데이터를 포함하였다. 회계데이터와 주가 데이터는 모두

Dataguide를 통해 얻었으며, 특허권 수와 조정된 피인용수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의 고봉찬 교수님을 통해 제공받았다. 피인용수는 Hirshleifer et

al.(2013)의 방법으로 각 특허권 별 클래스에 따라 조정된 데이터를 사용

하였다.

Fama-Macbeth(1973)의 방법으로 실시한 횡단면회귀분석에서는 모든

변수를 로그화하였으며, 극단값을 제거하기 위하여 1%와 99% 수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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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저화하였다. 또한 변수들의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평균 0, 표준편차 1

이 되도록 모든 변수를 표준화하였다.

[표 1]에서는 Hirshleifer et al.(2013)의 연구개발효율성(IE1, IE2)지표

에 따라 상위 33%, 중위 33%, 하위33%로 분류한 기업들의 특성과 영업

성과를 보여준다. Hirshleifer et al.(2013)에서 미국 유가증권시장을 분석

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두 연구개발효율성 변수 모두 시가총액에서 단조

적인 증가나 감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IE1에서는 시장가치대비 장

부가치 항목이 효율성이 높아짐에 따라 단조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

이지만, IE2에서는 그러한 경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연

구개발효율성(IE) 지표가 기존의 요인과는 다른 설명력을 지닐 수 있다

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시가총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IE1과 IE2 모두에서 단조적으

로 감소 현상이 보인다. 연구개발비 금액 자체로는 단조적인 증가나 감

소가 나타나지 않지만, 시가총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단조적으로 변

화하는 것으로 보아 연구개발비 지출이 효율성 변수의 예측력과 연관되

었을 수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전연도 총자산 대비 당해연도 자본

적 지출 비율 또한 그 비율이 IE1, IE2 지표의 증가에 따라 단조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기업의 영업성과는 연구개발의 효율성에 따라 어떤 단조적인 증가나

감소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총자산대비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

은 오히려 연구개발 효율성이 높을수록 음의 값까지 보이는 등, 기업의

연구개발이 효율적일수록 영업성과가 나쁘게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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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1 IE2
High Middle Low High Middle Low

패널 1: 기업특성
시가총액(십억원) 938.97 1775.86 920.82 1643.04 3213.98 1606.79
연구개발비(십억원) 10.08 26.22 14.64 20.02 50.28 29.60
시가총액대비
연구개발비(%) 0.79 2.55 2.95 1.45 2.43 4.09

시장가치대비
장부가치

1.79 1.87 1.97 1.74 1.82 1.71

총자산증가율(%) 4.90 4.83 5.79 3.97 3.55 4.83
이전연도총자산대비
당해자본지출(%) 5.80 4.75 4.69 4.44 3.96 2.99

모멘텀(%) -12.29 -8.72 -9.34 -11.02 -8.39 -6.28

패널 2: 영업성과(포트폴리오 구성연도)
총자산대비
당기순이익(%) -0.68 0.82 0.45 -0.71 -0.22 0.02

총자산대비
영업현금흐름(%) 2.58 4.04 2.88 3.31 4.17 3.71

총자산대비
영업이익(%) -6.94 0.45 -2.52 -5.74 -2.90 0.26

영업이익률(%) 0.58 2.26 2.20 0.85 1.42 2.18

[표 1] 연구개발효율성(IE) 지표별 기업특성 및 영업성과

[표 1]은 Hirshleifer et al.(2013)의 연구개발효율성(IE) 지표에 따라 상위 33%, 중위

33%, 하위 33%로 분류한 기업특성 및 영업성과이다. 시가총액은 매해 6월말의 주가와

발행주식수를 곱하여 구하고 장부가치는 총자본금에서 우선주자본금을 제하여 구하였다.

총자산증가율은 이전연도 총자산 대비 증가율을 나타내며, 당해자본지출은 기초비유동자

산에서 기말비유동자산과 감가상각비의 합을 제하여 계산하였다. 모멘텀은 매해 6월말을

기준으로 이전 6개월 간의 모멘텀수익률을 나타낸다. 총자산대비 당기순이익은 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누어 구하였으며 총자산대비 영업이익은 영업이익에서 순이자비용을 제한

값을 총자산으로 나누어 구하였다.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이다. 또

한 모든 변수는 극단값을 조정하기위해 1%와 99% 수준에서 윈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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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와 [표 3]에서는 4개의 연구개발비중 변수에 따른 기업의 특성과

영업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연구개발비중은 기업의 어떤 특성에 대하여

연구개발비를 얼마나 높은 비율로 지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변수이

다. 매출액, 자본적지출, 총자산, 그리고 영업이익은 연구개발비 지출과

관련이 있는 기업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련

이 있는 네 가지 특성에 대하여 기업이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연구개발

비를 지출하는지, 그것의 기업 가치에 대한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표 2]에서는 Chan et al.(2001)과 Li(2011)에서 다룬 연구개발비중 변

수 중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RD/Sales), 자본적지출 대비 연구개발비

(RD/CapEx) 지표에 따른 기업특성과 영업성과를 보여준다.

두 변수 모두 연구개발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시가총액항목이 단조적으

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연구개발비 지출 금액과 시가총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도 단조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시장가치대비 장

부가치 항목과 총자산 증가율, 이전연도 총자산 대비 당해자본지출, 모멘

텀 항목에서는 경향성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표 2]의 RD/Sales,

RD/CapEx 변수는 기업 규모와 상당한 연관성을 갖되, 그 외의 요인들

과는 다른 설명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업성과를 살펴보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변수와 자본적지출 대

비 연구개발비 변수 모두 어떠한 영업성과에서도 별다른 단조적인 증가

혹은 감소 현상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

분은 두 연구개발비중 변수가 기업의 영업성과와는 관련이 없을 수 있다

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 11 -

RD/Sales RD/CapEx
High Middle Low High Middle Low

패널 1: 기업특성
시가총액(십억원) 1047.84 518.02 249.08 1509.72 784.08 189.46
연구개발비(십억원) 21.20 2.65 0.00 22.70 4.14 0.00
시가총액대비
연구개발비(%) 3.29 0.47 0.00 2.75 0.49 0.00

시장가치대비
장부가치

1.56 2.05 1.82 1.62 2.17 2.01

총자산증가율(%) 2.30 4.21 1.30 12.84 22.00 17.29
이전연도총자산대비
당해자본지출(%) 5.43 5.63 5.96 7.06 15.12 11.49

모멘텀(%) -17.54 -14.04 -18.71 -2.62 -4.15 -1.58

패널 2: 영업성과(포트폴리오구성연도)
총자산대비
당기순이익(%) -0.87 1.14 -1.27 3.15 1.54 2.42

총자산대비
영업현금흐름(%) 0.71 1.40 -0.06 4.88 2.93 3.41

총자산대비
영업이익(%) -4.87 1.03 -6.70 7.41 3.71 3.88

영업이익률(%) -0.43 0.67 -2.19 6.19 4.04 4.39

[표 2] 연구개발비중(RD) 지표별 기업특성 및 영업성과 1

[표 2]는 Chan et al.(2001), Li(2011)의 연구개발비중(RD/Sales, RD/CapEx) 지표에 따

라 상위 33%, 중위 33%, 하위 33%로 분류한 기업특성 및 영업성과이다. 모든 변수는

[표 1]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게 계산하였다.

[표 3]에서는 [표 2]에 이어 Chan et al.(2001), Li(2011)에서 다룬 총자

산대비 연구개발자본(RDC/TA), 영업이익 대비 연구개발비(RD/Earning)

항목에 따른 기업특성과 영업성과를 제시하고 있다.

두 변수 모두 연구개발비중 증가에 따라 단조적으로 시가총액이 높아

지는 기업특성을 보이며, RDC/TA 항목에서는 시장가치 대비 장부가치

의 경향성이 보이지 않으나 RD/Earning 항목에서는 단조적으로 감소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두 변수 모두 연구개발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영업성과가 단조적으로 좋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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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C/TA RD/Earning
High Middle Low High Middle Low

패널 1: 기업특성
시가총액(십억원) 951.50 554.39 211.63 1068.93 341.71 258.08
연구개발비(십억원) 19.24 2.92 0.23 18.98 0.48 6.35
시가총액대비
연구개발비(%) 2.96 0.43 0.13 2.46 0.03 2.26

시장가치대비
장부가치

1.62 1.98 1.83 1.65 1.81 2.01

총자산증가율(%) 2.49 4.15 2.41 4.88 2.29 -3.44
이전연도총자산대비
당해자본지출(%) 5.30 5.59 6.27 5.66 5.91 5.18

모멘텀(%) -15.01 -14.37 -17.43 -13.41 -16.98 -26.81

패널 2: 영업성과(포트폴리오구성연도)
총자산대비
당기순이익(%) 0.75 0.68 -1.80 2.15 -1.20 -7.70

총자산대비
영업현금흐름(%) 1.44 1.00 0.21 2.24 0.73 -4.02

총자산대비
영업이익(%) 0.49 0.05 -4.14 0.84 -5.40 -7.79

영업이익률(%) 0.54 0.67 -2.75 1.66 -1.91 -5.12

[표 3] 연구개발비중(RD) 지표별 기업특성 및 영업성과 2

[표 3]은 Chan et al.(2001), Li(2011)의 연구개발비중(RDC/TA, RD/Earning) 지표에 따

라 상위 33%, 중위 33%, 하위 33%로 분류한 기업특성 및 영업성과이다. 모든 변수는

[표 1]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게 계산하였다.

[표 4]에서는 Eberhart et al.(2004)의 연구개발비중확대(RDG) 지표에

따라 총자산 대비 연구개발비가 5% 이상, 총자산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이 5%이상 증가, 또는 연구개발비 지출이 5%이상 증가한 경우를

RDG=1로 두고, 그렇지 않은 기업을 RDG=0으로 하여 기업특성과 영업

성과를 보여준다. [표 2], [표 3]의 연구개발비중 변수와 다르게 RDG 변

수는 기업이 연구개발비를 단순히 얼마나 많이 쓰느냐가 아닌, 이전 기

에 비해 얼마나 연구개발에 더 힘을 쏟는지를 나타내줄 수 있는 지표이

다.

RDG가 1인 경우, 연구개발비중을 유의미하게 확대한 기업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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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G=1 RDG=0
패널 1:기업특성

시가총액(십억원) 1527.25 378.18
연구개발비(십억원) 25.61 2.04
시가총액대비연구개발비(%) 2.43 0.53
시장가치대비장부가치 1.86 2.11
총자산증가율(%) 9.39 9.20
이전연도총자산대비당해자본지출(%) 2.30 6.40
모멘텀(%) -2.56 -2.78

패널 2:영업성과(포트폴리오구성연도)

총자산대비당기순이익(%) 1.62 1.32
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 4.16 3.41
총자산대비영업이익(%) 2.43 0.63
영업이익률(%) 5.07 3.41

[표 4] 연구개발비중확대(RDG)지표 별 기업특성 및 영업성과

[표 4]는 Eberhart et al.(2004)의 연구개발비중확대(RDG) 지표에 따라 연구개발

비중을 유의미하게 확대한 기업(RDG=1)과 그렇지 않은 기업(RDG=0)으로 분류

한 기업특성 및 영업성과이다. 총자산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RD/TA)이 5%이상

이거나, 총자산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증가율이 5%이상, 혹은 연구개발비 지출이

전년도보다 5%이상 증가한 기업을 RDG=1, 그 외의 기업을 RDG=0으로 처리하

였다. 모든 변수는 [표 1]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게 계산하였다.

RDG=0인 기업보다 시가총액, 연구개발비, 시가총액 대비 연구개발비, 영

업성과 모두 더 크게 나타난다. 시장가치대비 장부가치는 연구개발을 유

의미하게 확대한 기업에서 더 낮게 보이며, 따라서 RDG=1인 기업은 성

장기업의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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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증 분석 결과

제 1 절 실증 분석 결과

먼저 Hirshleifer et al.(2013), Chan et al.(2001), Li(2011), 그리고

Eberhart et al.(2004)에 따라 만든 연구개발효율성 변수, 연구개발비중

변수, 그리고 연구개발비중확대 변수를 각각 국내 개별기업 주식수익률

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연구개발비중확대(RDG) 변수를 제외한 연구개

발변수들은 모두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5]에서는 Hirshleifer et al.(2013)에 따른 연구개발효율성 변수와

국내 주식수익률과의 관게를 Fama-Macbeth(1973) 횡단면 회귀분석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IE1(Patent/RDC), IE2(Citation/RD) 두 변수 모두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0.33, t=1.17) 기타 연구개발 관련 독

립변수들을 추가한 경우에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0.02,

t=1.02).

[표 6]에서는 Chan et al.(2001)과 Li(2011)에서 주가에 대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개발비중 지표 중 매출액 대비 연구개

발비(RD/Sales) 변수와 자본적지출 대비 연구개발비(RD/CapEx) 변수의

주가예측력을 살펴보았다. 연구개발효율성 지표와 마찬가지로 RD/Sales,

RD/CapEx 변수 모두 주가수익률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

며(t=-0.70, t=0.53), 이는 다른 연구개발 관련 독립변수들을 추가한 후에

도 동일하게 나타났다(t=-0.13, t=-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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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1: IE1 - Patent/RDC 　 패널 2: IE 2 - Citation/RD
Intercept 0.60 0.56 Intercept 0.90 1.65

(1.10) (1.02) (1.66) (2.59)
ln(1+IE1) 0.09 0.01 ln(1+IE2) 0.27 0.25

(0.33) (0.02) (1.17) (1.02)
ln(1+RD/ME) -0.11 ln(1+RD/ME) -0.26

(-0.68) (-1.18)
ln(1+Patent/ME) 0.09 ln(1+Patent/ME) 0.18

(0.55) (1.08)
Quartile(ΔAPC) 0.02 Quartile(ΔAPC) -0.35

(0.11) (-2.02)
ln(1+Ad/ME) -0.02 ln(1+Ad/ME) -0.54

(-0.08) (-2.23)
ln(1+CapEx/ME) -0.86 ln(1+CapEx/ME) -0.74

(-3.15) (-2.51)
ln(Size) -0.05 -0.51 ln(Size) -0.44 0.14

(-0.23) (-1.92) (-2.02) (0.48)
ln(BTM) -0.80 0.11 ln(BTM) -0.63 0.13

(-3.35) (0.78) (-2.51) (0.72)
Momentum -0.59 -0.07 Momentum 0.05 -0.10

(-2.29) (-0.42) (0.18) (-0.59)
OP -0.11 -0.22 OP 0.12 0.11

(-0.50) (-0.83) (0.40) (0.37)
AG 0.23 0.21 AG 0.34 0.42

(1.51) (1.13) (2.70) (3.01)
Adj. R² 9.84 10.75 Adj. R² 11.64 14.02

기업수=219 　 기업수=120

[표 5] 주가수익률과 연구개발효율성(IE) 지표간의 관계

[표 5]는 Hirshleifer et al.(2013)의 연구개발효율성 지표와 개별기업의 주가수익률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Fama-Macbeth 방법으로 시행한 월별 회귀분석 결과이다.

ln(1+IE1), ln(1+IE2)는 연구개발효율성 지표의 로그값이다. ln(1+RD/ME)는 시장가치대비

연구개발비용의 로그값이며, ln(1+Patent/ME)는 시장가치대비 해당연도 등록한 특허권

수의 로그값이다. Quartile(ΔAPC)는 조정피인용수의 변동률에 따라 1~4순위를 부여한 값

이다. ln(1+Ad/ME), ln(CapEx/ME)는 각각 시장가치 대비 광고선전비, 시장가치 대비 자

본적지출의 로그값이다. ln(Size), ln(BTM)은 각각 시장가치의 로그값, 시장가치대비 장

부가치의 로그값이며, 모든 시장가치는 매년 6월말의 주가를 기준으로 구하였다.

Momentum은 매년 6월을 기준으로 이전 6개월간의 보유기간수익률이다. OP는 영업성과

지표로서, 영업이익에서 순이자비용을 제한 값을 장부가치로 나눈 것이며, AG는 총자산

의 증가율이다. 제시된 회귀분석 결과는 산업군의 영향을 제어하기 위하여 한국표준산업

분류(9차)의 중분류 번호에 따라 더미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한 것이다. 모든 변수는 1%와

99%수준에서 윈저화하였으며, 평균 0, 표준편차 1이 되도록 표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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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1:RD/Sales 　 패널2:RD/CapEx
Intercept 0.94 1.01 Intercept 1.27 -6.52

(1.60) (1.59) (1.52) (-1.04)
ln(1+RD/Sales) -0.14 -0.05 ln(1+RD/CapEx) 0.48 -24.66

(-0.70) (-0.13) (0.53) (-1.00)
ln(1+RD/ME) -0.05 ln(1+RD/ME) 11.18

(-0.20) (0.99)
ln(1+Patent/ME) 0.07 ln(1+Patent/ME) -1.86

(0.45) (-1.02)
Quartile(ΔAPC) -0.03 Quartile(ΔAPC) -1.10

(-0.16) (-0.70)
ln(1+Ad/ME) -0.24 ln(1+Ad/ME) -0.42

(-1.05) (-0.83)
ln(1+CapEx/ME) -1.10 ln(1+CapEx/ME) -4.39

(-3.45) (-1.42)
ln(Size) -0.10 -0.66 ln(Size) -0.05 -2.36

(-0.48) (-2.06) (-0.20) (-1.01)
ln(BTM) -0.95 0.10 ln(BTM) -0.65 -0.59

(-3.29) (0.67) (-1.63) (-1.40)
Momentum -0.64 0.04 Momentum -1.02 -0.35

(-2.15) (0.35) (-2.50) (-0.29)
OP -0.23 -0.45 OP 0.38 2.31

(-0.96) (-1.54) (0.83) (1.86)
AG 0.07 0.03 AG 0.90 0.29

(0.36) (0.09) (2.39) (0.41)
Adj. R² 10.44 11.81 Adj. R² 9.90 13.15

N=243 　 N=211

[표 6] 주가수익률과 연구개발비중(RD) 지표간의 관계

: RD/Sales, RD/CapEx

[표 6]은 Chan et al.(2001)에서 제시된 연구개발비중 지표와 개별기업의 주가수익률 간

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Fama-Macbeth 방법으로 시행한 월별 회귀분석 결과이다.

ln(1+RD/Sales)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용의 로그값이며, ln(1+RD/CapEx)는 자본적지

출 대비 연구개발비용의 로그값이다. 이외의 모든 변수는 [표 5]의 설명과 동일하다. 제
시된 회귀분석 결과는 산업군의 영향을 제어하기 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9차)의 중분류 
번호에 따라 더미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한 것이다. 모든 변수는 1%와 99%수준에서 윈저화
하였으며, 평균 0, 표준편차 1이 되도록 표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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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표 7]에서도 연구개발비중 지표인 총자산 대비 연구개발자

본(RDC/TA), 영업이익 대비 연구개발비(RD/Earning) 지표의 설명력을

살펴보았으나 유의미한 예측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0.7, t=0.53).

이는 기타 연구개발 관련 독립변수를 추가한 뒤에도 동일하였다(t=

-0.13, t=-1.00)

[표 8]에서는 Eberhart et al.(2004)에서 제시된 연구개발비중 확대

(RDG) 변수를 주요 연구개발 변수로 사용하여 주가수익률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른 연구개발 관련 변수들과 달리 t값이 1.90으로

10%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기타 연구개발 변수들을 추가한 뒤

에는 t=2.22로 5% 수준에서도 유의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연구개발비중확대(RDG) 변수를 기반으로 요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그 수익률을 기존의 요인모형들로 분석한 뒤, 새

로운 주가설명요인으로 이를 포함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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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1:RDC/TA 패널2:RD/Earning
Intercept 0.76 0.73 Intercept 0.78 0.89

(1.28) (1.24) (1.34) (1.46)
Ln(1+RDC/TA) -0.12 -0.11 Ln(1+RD/Earn) 0.19 0.05

(-0.46) (-0.31) (1.58) (0.34)
Ln(1+RD/ME) -0.05 Ln(1+RD/ME) 0.08

(-0.32) (0.52)
Ln(1+Patent/ME) 0.12 Ln(1+Patent/ME) -0.04

(0.92) (-0.27)
Quartile(ΔAPC) 0.01 Quartile(ΔAPC) -0.08

(0.08) (-0.46)
Ln(1+Ad/ME) -0.06 Ln(1+Ad/ME) -0.09

(-0.31) (-0.40)
Ln(1+CapEx/ME) -0.84 Ln(1+CapEx/ME) -0.93

(-2.97) (-2.91)
Ln(Size) -0.10 -0.45 Ln(Size) -0.08 -0.46

(-0.53) (-1.69) (-0.37) (-1.51)
Ln(BTM) -0.82 0.05 Ln(BTM) -0.79 0.07

(-3.27) (0.32) (-2.83) (0.44)
Momentum -0.51 -0.11 Momentum -0.61 0.03

(-1.96) (-0.66) (-2.08) (0.14)
OP -0.03 -0.13 OP -0.14 -0.39

(-0.13) (-0.45) (-0.61) (-1.29)
AG 0.19 0.17 AG 0.10 0.06

(1.25) (0.89) (0.42) (0.17)
Adj. R² 10.35 10.75 Adj. R² 10.07 11.05

N=256 N=248

[표 7] 주가수익률과 연구개발비중(RD) 지표간의 관계

: RDC/TA, RD/Earning

[표 7]은 [표 6]과 마찬가지로 Chan et al.(2001)에서 제시된 연구개발비중 지표와 개별

기업의 주가수익률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Fama-Macbeth 방법으로 시행한 월별

회귀분석 결과이다. ln(1+RDC/TA)는 총자산 대비 연구개발자산(누적연구개발비)의 로

그값이며, ln(1+RD/Earn)은 순이익 대비 연구개발비용의 로그값이다. 이외의 모든 변수

는 [표 5]의 설명과 동일하다. 제시된 회귀분석 결과는 산업군의 영향을 제어하기 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9차)의 중분류 번호에 따라 더미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한 것이다. 모든 
변수는 1%와 99%수준에서 윈저화하였으며, 평균 0, 표준편차 1이 되도록 표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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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G
Intercept 0.56 0.57

(1.01) (1.00)
RDG 0.43 0.56

(1.90) (2.22)
ln(1+RD/ME) -0.21

(-2.01)
ln(1+Patent/ME) -0.03

(-0.25)
Quartile(ΔAPC) -0.04

(-0.24)
ln(1+Ad/ME) -0.13

(-0.67)
ln(1+CapEx/ME) -0.71

(-2.87)
ln(Size) -0.08 -0.39

(-0.42) (-1.59)
ln(BTM) -0.71 0.16

(-3.03) (1.25)
Momentum -0.42 -0.26

(-1.77) (-1.94)
OP -0.04 -0.12

(-0.23) (-0.60)
AG 0.22 0.33

(2.12) (2.65)
Adj. R² 9.18 10.31

N=293

[표 8] 주가수익률과 연구개발비중확대(RDG)

지표간의 관계 
[표 8]은 Eberhart et al.(2004)에서 제시된 연구개발비중확대(RDG) 지표와 개별기업의

주가수익률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Fama-Macbeth 방법으로 시행한 월별 회귀분

석 결과이다. RDG는 더미 변수로서, 총자산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나 총자산대비 연

구개발비 비율의 증가율, 혹은 연구개발비의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을 1, 그 외의

기업에는 0을 부여하였다. 이외의 모든 변수는 [표 5]의 설명과 동일하다. 제시된 회귀
분석 결과는 산업군의 영향을 제어하기 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9차)의 중분류 번호에 
따라 더미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한 것이다. 모든 변수는 1%와 99%수준에서 윈저화하였으
며, 평균 0, 표준편차 1이 되도록 표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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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개발비중확대(RDG)요인 분석 결과

[표 9]는 [표 8]의 연구개발비중확대(RDG) 변수 분석 결과에 따라,

RDG가 주가수익률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구성한 요인포트폴리오와 기존 요인포트폴리오의 평균수익률과

표준편차를 보여준다. RDG 요인포트폴리오는 Hirshleifer et al.(2013)의

방법을 차용하여 RDG=1인 기업을 High-RDG, 0인 기업을 Low-RDG로

구분하여 Size-RDG 2X2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뒤, (SH+BH)/2 -

(SL+BL)/2 의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그 결과 RDG요인 포트폴리오의 평균 수익률은 0.29%, 표준편차는

2.35%로, 다른 요인포트폴리오에 비해 더 높고 유의미한(t=2.02) 평균 수

익률과 더 낮은 표준편차를 보여준다. 이는 RDG를 기반으로 구성한 포

트폴리오가 다른 기존 요인포트폴리오와 비교하여 위험대비 더 높은 수

익률을 나타냄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RDG MKT SMB HML MOM RMW CMA
Mean(%) 0.29 0.24 0.11 -0.45 0.06 0.13 1.34

Std 2.35 8.03 4.84 6.19 1.03 5.01 3.43
(2.02) (0.51) (0.38) (-1.22) (0.91) (0.42) (6.46)

[표 9] 각 요인포트폴리오의 평균수익률 및 표준편차

[표 9]는 연구개발비중확대(RDG)변수에 기반하여 구성한 RDG요인포트폴리오

와 기존 요인모형의 요인포트폴리오들의 평균수익률과 표준편차를 보여준다.

RDG요인은 RDG=1인 기업을 High-RDG, RDG=0인 기업을 Low-RDG로 구분

하여 구성한 Size-RDG 2X2 포트폴리오에서 (SH+BH)/2 - (SL+BL)/2의 방

식으로 계산한다. 시장요인(MKT)은 가치가중시장수익률에서 무위험수익률을

뺀 시장초과수익률이다. 규모요인(SMB), 시장가치 대비 장부가치 요인(HML),

수익성 요인(RMW), 투자 요인(CMA) 포트폴리오는 Fama-French(2015)의 방

법에 따라 구성하였으며, 모멘텀 요인(MOM)은 Carhart(1997)의 방법으로 구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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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RDG요인과 시장요인의 연평균 수익률을 보여주는데, RDG

요인은 시장초과수익률보다 더 낮은 변동성을 보이며, 특히 시장이 음의

방향으로 움직일 때 시장에 비해 더 나은 성과를 보인다. 특히 IMF나

금융위기와 같이 시장이 크게 하락하였을 때에도, RDG 요인 포트폴리오

의 수익률은 비교적 매우 낮은 수준의 손실만을 입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1] 연구개발비중확대(RDG)요인과 시장요인의 연평균 수익률

[그림 1]은 Eberhart et al.(2004)에서 차용한 RDG 변수를 이용하여 RDG=1인 기업을

High-RDG, RDG=0인 기업을 Low-RDG로 하여 Size-RDG 2X2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뒤, (SH+BH)/2 - (SL+BL)/2의 방식으로 계산한 RDG 요인 포트폴리오의 연평균 수익

률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또한 MKT는 시장포트폴리오의 연평균 초과수익률이다.

[표 10]에서는 199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연구개발비중을 유의미

하게 확대했던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각 산업군을 나열하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비중을 크게 확대한 빈도수가 높은 기업들은 연구개발이 기업성

과에 미치는 영향이 큰 화학공업과 의약품 개발, 전자제품, 자동차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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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등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9차(중분류)

코드 산업 빈도수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30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2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65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54
24 1차 금속 제조업 130
41 종합 건설업 127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9
10 식료품 제조업 103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74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8

[표 10] 한국표준산업분류9차(중분류)에 따른

산업별 연구개발비중확대(RDG=1) 빈도수

[표 13]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한 60가지의 산업 중 RDG=1인 빈도수가 큰

순서대로 산업군을 나열한 것이다.

[표 11]에서는 RDG요인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기존의 요인 모형들로

검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CAPM 모형으로 RDG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결

과 RDG 요인포트폴리오의 α값이 0이 아님을 보였으며(t=2.00),

R-squared가 1.66%임을 볼 때, 시장요인으로는 RDG요인을 설명하기 어

렵다고 할 수 있다. Fama-French(1993)의 3요인 모형에서도 α값이

0.27(t=2.02)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Carhart(1997)의 4요인 모형으로 시행한 검정 결과에서는 α의 t값이

1.98로 5%수준에서는 0이 아님을 기각할 수 없으나, 10% 유의수준에서

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Fama-French(2016)의 5요인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α의 t값은 1.65로 감

소하나, 추가된 수익성요인(RMW), 투자요인(CMA)은 t값이 각각 0.56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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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로 RDG요인에 대한 설명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Intercept MKT SMB HML MOM RMW CMA Adj R²
0.28 4.09 1.66

(2.00) (2.37)
0.27 2.04 -14.54 -6.45 11.31

(2.02) (1.21) (-5.07) (-2.97)
0.26 2.13 -14.26 -5.96 13.77 11.34

(1.98) (1.26) (-4.95) (-2.69) (1.04)
0.24 2.43 -13.35 -5.78 10.86 1.76 1.86 10.89

(1.65) (1.38) (-4.24) (-2.57) (0.79) (0.56) (0.45) 　

[표 11] 연구개발비중확대(RDG) 요인에 대한 다요인모형 검정 결과

[표 10]은 연구개발비중확대(RDG)변수에 따라 구성한 RDG요인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각각 CAPM, Fama-French(1993) 3요인모형, Carhart(1997) 4요인모형, 모멘텀 요인을

추가한 Fama-French(2016) 5요인모형으로 분석한 결과값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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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한국 시장에 대한 연구개발비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연구개발비 지출과

기업의 가치가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였으나, 본 논문에서의

연구 결과 이전의 연구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관련 변수들이 설명력을 갖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이 반드시 기

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선행연구에서 유의미한 주가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는 연구개발

효율성(IE1, IE2) 변수와 연구개발비중(RD/Sales, RD/CapEx, RDC/TA,

RD/Earning) 변수, 그리고 연구개발비중확대(RDG)변수의 한국 시장에서

의 설명력을 살펴본 결과, RDG변수만이 주가에 대한 설명력을 갖는 것

으로 나타났다. RDG가 1인 기업, 즉 연구개발비를 전기에 비해 유의미

하게 확대한 기업은, 그 다음 해에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이다. 이는 투자

자들이 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 증대에 대하여 빠르게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기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보

인다.

또한 RDG변수에 따라 High-RDG 기업과 Low-RDG기업으로 나누어

Size-RDG 2X2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RDG요인 포트폴리오가 유의미

하게 양의 값을 가지며, 다른 요인에 비해 더 작은 변동성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시장요인과 비교하여 낮은 변동성을 가지면서도

음의 수익률을 보일 때 시장에 비해 더 나은 성과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연구개발에 지출을 늘리는 기업이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더 나은 성과를 올리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시장이 좋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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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황일 때에도 다른 기업들에 비해 가치 하락의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다요인 모형으로 RDG요인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분석한 결

과 Fama-French(2015) 5요인 모형을 제외하고는 Fama-French 3요인

모형, Carhart 4요인 모형에서 α가 0으로 사라지지 않아 분석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Fama-French의 5요인 모형의 분

석결과에서도, 추가된 수익률과 투자 요인이 유의미하게 RDG요인을 분

석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연구개발비중 확대 포트폴리오는 기

존 요인과는 다른 설명력을 지니는 새로운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면, 여러 연구개발 관련 변수들을 가지고 한국 시장에서의 주가

예측력을 살펴본 결과, 연구개발비중확대(RDG) 변수만이 유의미한 설명

력을 보였으며 이는 기존의 다른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예측력을 가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 시장에서 새로운 주가

설명요인인 RDG 요인에 대하여 탐색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RDG 변수에 대하여 High-RDG, Low-RDG의 두 분류로만 구

분을 하였기에, 연구개발 비중 확대의 단계에 따른 세부적인 분석은 이

루어지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개발 비

중 확대를 단계적으로 분석하여 비중 확대의 정도에 따라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연구개발비의 비중을 어느 정도 확대하는 것이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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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Rese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

The Korean Stock Market

Jeyeon, Jeong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general,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 is for creating the

firms’ future profit. This paper examined some variables related to

research and development whether they have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stock returns in the Korean stock market.

In this research, I brought Innovative Efficiency measure from

Hirshleifer et al.(2013), R&D expenditure ratio(RD/Sales, RD/CapEx,

etc.) measures from Chan et al.(2001) and Li(2011), and R&D

growth(RDG) measure from Eberhart et al.(2004). I found no

relationship between those measures and firms’ stock return, but RDG

measure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return.

After finding the RDG measure, I made RDG-factor portfolio by

Size-RDG 2X2 construction. This portfolio has relatively significant

and high return with low standard deviation.

Finally, I showed that after analysing the RDG portfolio’s return

with other factor models, the alpha was significantly not zer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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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s the RDG factor could be another factor which explains the

Korean firms’ stock return.

Keyword : R&D, RDG, Patent, Citation, Stock Returns, Facto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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