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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현금흐름 민감도 분석

Listing on KOSDAQ. Does it mitigate firm’s financial constraint?

이  호(Ho Lee)*

목 차

Ⅰ. 서론

Ⅱ. 문헌분석

Ⅲ. 실증분석

Ⅳ. 결론 및 시사점

논문 요약

완전자본시장에서는 기업의 투자활동이 자금조달 방법과 무관하지만, 현실경제에서는 정보비대

칭성으로 인해 외부자금 조달이 제약되는 금융제약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제약 현상은 기업

의 규모가 작거나, 업력이 짧을수록, 그리고 하이테크 산업의 기업일수록 심화된다는 것이 일반적

인 시각이다.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금융제약에 노출되는 기업들이 주로 상장되는 

시장으로, 본 연구는 코스닥 상장이 개별 기업의 금융제약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금융제약 완화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효과가 통합 증권선물거래소

(現 한국거래소)가 출범 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자 보호 측면의 체질개선이 거래량 

및 코스닥 지수 등에는 일부 부정적이었을 수 있으나, 시장 안정화를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도

왔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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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업의 성장과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자본 등에 대한

투자, 그리고 성장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은 학계에서 지속

적인 관심을 받아왔다. 과거에는 기업의 성장과 투자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규모와 업력과 같은 실물적인 요소가 주로 고려되었으나, 최근에는 금융

측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추세이다(김용환 이윤재 김문겸, 2008: 1).

기업의 성장 투자와 금융, 즉 기업의 자금조달은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해 관계를

가지게 된다. Modigliani and Miller(1958)는 정보비대칭이 없는 완전자본시장 하에

서는 기업의 투자행동이 미래의 수익성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을 뿐 투자를 위한 자

금을 어떻게 조달하는지와 무관하다고 주장하였다(정승일, 2005: 72). 그러나 완전자

본시장의 가설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운 현실경제에 있어서는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해 내 외부자금을 조달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차이를 보이며 이로 인해 기업이 외

부자금을 조달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Myers and Majluf(1984)의 주장이 더

욱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들이 주장한 기업의 자본조달순위 이론(pecking

order theory)에 따르면 기업은 투자를 위한 자금의 원천으로 내부자금을 외부자금

보다 선호하고 외부자금 중에서도 간접금융을 직접금융보다 선호한다.

기업이 투자를 위한 외부자금 조달에 실패하는 금융제약(financial constraint)은

설비 등에 대한 실물투자보다 연구개발투자 등 혁신을 위한 투자활동에서 더욱 심

화된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연구개발투자는 불확실성이 높고, 기술정보 보호

때문에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담보제공능력도 취약하다는

특징을 가진다(정승일, 2005: 74). 이와 같은 연구개발투자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기

인하는 높은 정보비대칭성이 기회주의, 역선택,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이어져 금융제

약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Hall, Moncada-Paternò-Castello, Montresor and

Vezzani, 2016: 183).

한편, 투자가 가지는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 외에 개별 기업이 가지는 특징(규모,

업력, 산업 등)에 따른 금융제약의 이질성도 관심을 받고 있다. 기업의 성장과 금융

제약에 대한 과거 연구들이 금융발전과 같은 요인이 정보비대칭 완화라는 경로를

통해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실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앞

에서 기술한 것과 같은 개별 기업의 특성에 따른 이질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학계의

관심이 확장되고 있다(송상윤 김영식, 2016: 58). 개별 기업이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는 연구마다 결과가 다소 상이하나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업력이 짧을수록, 하이

테크 산업일수록 금융제약이 심화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결론이다.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투자의 중심은 연구개발투자와 같이 무형의 지식창출을 목

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옮겨간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산업이 고도화되고 경제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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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면서 연구개발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는데, 최근의 국내총생산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규모는 세계 최고수준에 달한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국

내 금융시장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이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연구개발투자를 위한 자금조달, 즉 금융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기업의 규모가 작고, 업력이 짧고, 하이테크 산업에 속해

있을 수록 금융제약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기업들이 직

접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코스닥 시장이다. 코스닥 시장은

중소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처로 기능하기 위해 설립 운영되어왔다. 그러나 코스닥

시장이 본연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지속되면서, 상장

조건 완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코스닥의 관리기능을 거래소에서 분리하

여 특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정책방향에 있어 어떠한 변화를 주기 전

에 그간 코스닥 시장이 기업의 자금조달처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 대한 점검

이 필요해 보인다.

국내적인 상황 외에도 Hall, Moncada-Paternò-Castello, Montresor and

Vezzani(2016)이 연구개발투자 및 금융제약 관련 연구를 분석하여 향후 유망한 연

구주제로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제약의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정량화함으로

써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등의 연구 외에도 간접금융 지원 등 정부 정책이 금융제약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코스닥 시장 상장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위한 자금조달

시 직면하는 금융제약을 완화하고 있는지 대해서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증권거래

소, 코스닥 시장, 선물거래소 등 3개 시장이 통합되면서 코스닥 관련 정책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2004～2005년 전후를 비교함으로써 정책적 변화에 따른 금융제약

완화 효과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서론에 이어 II에서는 선행연구와 코스닥 관련 정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으며, III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마지막으로 IV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였다.

*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각각 1990년 20.9%, 14.5%에서 2016년
15.8%, 8.2%로 감소한 반면, 지식생산물에 대한 투자는 1990년 2.3%에서 2016년 5.7%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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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분석

1. 선행연구분석

Modigliani and Miller(1958)는 완전자본시장 하에서 기업의 투자활동이 자본구조

와 무관하다고 주장하였으나, 현실경제에 대해서는 불완전자본시장을 가정하는

Myers and Majluf(1984)의 자본조달순위 이론이 더욱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

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기업이 외부자금을 조달하는데 실패하는

금융제약이 성장과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우선 성장과 금융제약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Carpenter and Petersen(2002)는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외부금융을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도가 낮은 기업, 즉 금융

제약에 직면한 기업에서 성장과 내부금융이 1:1에 가까운 관계를 보임을 확인하였

다. Wagenvoort(2003)은 유럽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성장과 현금흐름간의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규모가 작은 기업 또는 업력이 짧고 정보가 불투명한

기업이 어느 정도 성정한 기업에 비해 높은 금융제약에 직면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

렸다. 한편, Elston(2002)는 첨단분야 소규모 기업들이 금융제약에 직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들 기업의 금융제약 효과를 통제할 때 일반기업에 비해 더욱 빠른 속

도로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성장-금융제약에 관한 국내연구로서 김용환 이윤재 김문겸(2008)는 국내 제조기

업이 금융제약에 직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금융시장발전이 금융제약 완화를 통해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효과는 외환위기 이후에 뚜렷하게 나

타났으며, 앞서 설명한 연구들과 유사하게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그리고 업력이

짧을수록 금융제약이 성장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송상윤

김영식(2016)은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발전이 금융제약

완화를 통해 성장에 기여하였는가를 분석하였다. 그들은 금융발전의 혜택이 대규

모 고업력 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났음을 확인하고,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이 직면하는 금융제약이 소규모 저업력 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었음을 발견

하였다.

한편, 투자와 금융제약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Love(2003)의 연구가 있다. 그

는 36개국 5,000개 기업을 분석하였는데, 높은 금융제약에 직면하는 기업들이 높은

자본비용으로 인해 투자를 미루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고 금융발전이 금융제약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음을 발견하였다. 국내 연구인 노영진 김인철 김진웅(2009)도

1994년부터 2007년까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금융발전이 금융제약을

완화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2000년 이후의 지속적인 금융발전의 효과를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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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서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에서 금융

제약 완화효과가 나타난 것과 달리 중소기업의 금융제약 완화효과는 불투명함을 확

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투자와 금융제약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Cincera, Ravet

and Veugelers(2016)는 유럽과 미국의 선도 혁신기업(Leading Innnovator)를 대상

으로 한 분석을 통해 유럽 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더욱 현금흐름에 민감하며, 신생

기업일수록 R&D투자가 내부자금에 더욱 민감하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Altomonte,

Gamba, Mancusi and Vezzulli(2015)는 수출기업의 금융제약이 더욱 작으며 금융제

약이 작은 기업이 수출 측면에서 활발함을 보였다. 또한 금융제약이 연구개발투자

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수출이나 생산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

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공명재 김병기(2000)는 1993년부터 1995년까지 105개 상장 제조기업을 대상

으로 연구개발투자와 현금흐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업규모로는 30대

기업집단에 소속된 대기업, 산업분류로는 비첨단산업의 기업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

타났다. 그러나 105개 기업 중 96개 기업이 대기업으로 구분되어 있는 등 자료의

정밀도 측면에서 한계점을 보였다. 또한 최규완(2007)은 2000년부터 2005년의 기간

동안 상장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연구개발투자-현금흐름이 양

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소규모 기업 그리고 하이테크 기업에서

이러한 경향이 강해 성장-금융제약, 투자-금융제약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도

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권기정 김진수(2010)는 상장시장의 종류(유가증권, 코스닥),

기업규모(대기업, 중소기업), 기술수준(하이테크, 로우테크)로 나누어 연구개발투자

와 내부현금흐름 간의 관계를 살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투자와 내부현금흐름 간

의 양의 관계를 확인하였으며, 기업의 특성별로 이러한 관계가 특이성을 가짐을 확

인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투자와 (내부)현금흐름 간

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선행연구들의 해석과 같이 연구개발투자와 현금흐름 간의

양의 관계를 연구개발투자를 위한 자금조달에 있어서 금융제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코스닥 정책변화

1996년 2월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주식장외시장 발전방안」에서 장외주식중개회

사 설립이 공식적으로 언급이 되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1996년 7월 1일 코스닥

증권(주)가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1997년까지는 시장의 정체성 미흡, 거래소 대비

열등시장이라는 인식 등으로 거래가 부진하였으며, 이듬해에는 외환위기가 겹치면

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이에 따라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코스닥시장의

개편 및 육성방안(1997)」, 「코스닥시장 현황 및 활성화 방안(1998)」 등의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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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되면서 코스닥시장 진입 요건이 완화되고 등록·퇴출 조건이 정립되었다.

코스닥 시장은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의 극복수단으로 벤처기업 육성을 도모하

면서 급격하게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1998년 5월 이후 금리가 대폭 인하되면서 경

기부양이 시도되었는데, 이에 따라 시중의 유동성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

등으로 유입되면서 큰 호조를 보인다. 그러나 2000년 IT 버블이 붕괴하면서 급락세

로 돌아섰고 주가조작사건 및 벤처게이트 등의 악재로 시장의 신뢰도가 급락했다.

이후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 확보 및 신뢰성 회복을 위한 대책들이 마련되었는데,

가장 극적인 변화는 2004년 중반에 시작되어 2005년에 마무리 된 증권거래소, 코스

닥, 선물거래소 등 3개 시장의 통합이었다.

통합 증권선물거래소(현재 한국거래소)가 출범한 이후로 중소 벤처기업 육성이라

는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코스닥 시장을 독립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

기도 하였으나, 정부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코스닥 시장을 분리하기보다는 통합

거래소 체제를 유지하면서 체질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였다. 특히 2009년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되면서, 형식적 퇴출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상장폐지 실질

심사위원회 판정으로 부적합 기업을 퇴출시킬 수 있게 된 것이 체질개선이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체질개선 작업에 따라 코스닥 지수가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성장세가 꺾이

면서 오랜 기간 동안 답보 상태에 놓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서 강조된 신성장동력, 창업 등의 경제정책에 따라 2010년 신성장동력기업 코스닥

상장 특례가 마련되는 한편, 2013년에는 코넥스 시장이 도입되면서 코넥스-코스닥-

유가증권시장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코넥스 시장이 조기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코스닥 시장의 정체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코넥스·코스닥 상

장요건이 추가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코스닥 시장 분리에 대한 필요

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코스닥 시장과 관련된 정책방향의 변화는 코스닥 시장의 상장요건 변화에서 쉽게

엿볼 수 있다. <표 1>에서 <표 4>까지 코스닥 상장요건 변화를 주요한 사항만 정

리하여 제시하였다.

상장요건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 9월 1일 발표된 재정경제부의 「코스닥시장 안

정을 위한 시장운영개선대책」에 따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상장 조건이 폐

지되었고, 2004년 12월 23일 발표된 「벤처 활성화를 위한 금융 세제 지원방안」에

따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상장요건이 폐지되면서 코스닥 시장을 중소·벤처기

업 위주의 시장으로 차별화하려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05년 12월 상장

을 위한 자본금 기준이 자기자본으로 확대되는 대신 기준액이 10억에서 30억(벤처

기업은 5억에서 15억)으로 상향되었고, 2008년에는 경영성과에 대한 기준이 다양화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기준의 기본적인 틀은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으나, 2011

년부터 신성장동력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특례 등이 마련되면서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상장요건 완화가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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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벤처기업
일 반 기 업

선택1 선택2 선택3

설립경과연수

납입자본금

자기자본

자산총계

주식분산

경영성과

자본상태

부채비율

감사의견

-

-

-

-

20%

-

-

-

적정 또는 한정

3년

5억원

-

-

20%

경상이익 있을 것

자본잠식 없을 것

동업종1.5배미만

좌 동

-

-

100억원

500억원

20%

-

좌 동

동업종평균미만

좌 동

-

-

1,000억원

-

20%

-

자본금의 50%미만잠식

400%미만

좌 동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1999)

<표 1> 코스닥 상장요건 (1999년)

구분 일반(중소) 중견 벤처

규모

자 본 금 10억 - 5억

자기자본 - 100억 -

자산총계 - 500억 -

안정성

자본잠식 없을 것 없을 것 없을 것

부채비율*
1.5배

(100%)

1.0배

(100%)
-

수익성
경상이익 있을 것 - 있을 것

ROE** 10% - 5%

* 동종업종 기준, ** 자기자본이익률=이익/자기자본×100

※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2004) 자료 변용

<표 2> 코스닥 상장요건 (2004년)

구분 종전 2005.12. 2008.9.

기업
규모

자본금 10억 이상 (벤처5억)
자기자본 30억 이상
(벤처 15억)

자기자본과 시가총액 중 선택
- 자기자본 30억 (벤처 15억)
- 시가총액 90억

자본
상태

자본잠식 없을 것 좌동 좌동

경영
성과

경상이익 있을 것 좌동 좌동

ROE 10%또는5%(벤처)
ROE와 이익규모 선택적용
- 일반 : 10% / 20억원
- 벤처 : 5% / 10억원

ROE, 이익규모, 시가총액,
매출액 선택적용
- 일반 : 10% / 20억원 / 300
억원 / 100억원
- 벤처 : 5% / 10억원 / 300
억원 / 50억원

부채
비율

업종(또는 전체)평균 1.5배
* 기업의 계속성 인정 시 적용 배제

미적용
(재무안정성 실질심사로 변경)

좌동

<표 3> 코스닥 상장요건 (2005-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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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일반

신성장동력업종
(2011.3.)

기술혁신형중소기업
(2012.4.)

이익미실현기업(2016.12.)

기업
규모

자기자본과시가총액중선택
- 자기자본 30억 (벤처 15억)
- 시가총액 90억

벤처기업 요건에
준함

벤처기업 요건에
준함

자기자본과시가총액중선택
- 자기자본 30억 (벤처 15억)
- 시가총액 90억

자본
상태

자본잠식 없을 것 좌동 좌동 좌동

경영
성과

경상이익 있을 것 미적용 경상이익 있을 것 좌동

ROE, 이익규모, 시가총액,
매출액 선택적용
- 일반 : 10% / 20억원 /
300억원 / 100억원
- 벤처 : 5% / 10억원 /
300억원 / 50억원

미적용
벤처기업 요건에

준함

- 기준시가총액 500억원 이상, 매
출액 300억원 이상, 매출액 증가율
20%이상
- 기준시가총액 500억원 이상, 공
모 후 자기자본대비 시가총액 비
율이 200%이상

<표 4> 코스닥 상장요건 특례 (2011-2016년)

III. 실증분석

1. 분석모형

본고는 기업의 성장과 현금흐름에 관한 연구 및 연구개발투자와 현금흐름에 관한

연구들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 모형을 설정하였다.



 
   

  
  

  
  

  
  

  




  

·······(1)

여기서 는 t기의 연구개발투자,   는 t-1기의 현금흐름,   은

t-1기의 매출액 성장(t-1기의 매출액 – t-2기의 매출액),   은 t기초의 부채

총계를 의미하며, 는 연도더미, 는 개별기업효과, 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또

한 각 설명변수는 기업별 규모에 따른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서 각 변수별 기간에

해당하는 자산총계( 또는   )로 나누었다.

위 모형은 Gilchrist and Himmelberg(1999), Love(2003)의 모형을 기본으로 만들

어진 노영진 김인철 김진웅(2009)의 투자-금융제약 모형을 연구개발투자에 관한 것

으로 변형한 것이다. 다만, 연구개발투자-현금흐름 모형들을 참조하여 노영진 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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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김진웅(2009)에서는 제외한 부채 관련 변수를 추가하였으며, 매출에 관한 변수는

매출액 충격에 따른 연구개발투자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매출액 성장으로 바꾸었

다.

특기할 점은 설명변수로 전기의 연구개발투자가 포함되었다는 점인데, 이는 Hall

and Lerner(2009)가 지적한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평활화(Smoothing) 경향을 반영하

기 위해서이다. 즉, 설명변수인 연구개발투자에 발생할 수 있는 자기상관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 동태적 패널모형을 구성하였다. 또한 종속변수의 시차변수를 설명변

수로 사용하는 경우 내생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Arellano and

Bond(1995)가 제시한 시스템 일반화 적률법(system GMM)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

행하였다.

기본모형 외에 코스닥 상장효과를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더미변수()를 추

가한 모형도 활용하였다.



 
   

  
  

  
  

  

  

  
   

  




  

·······(2)



 
   

  
  

  
  

  

  

  
    

  




  

·······(3)

여기에서 는 코스닥 상장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로 i기업이 코스닥에 t기에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다면 1, 아니라면 0의 값을 가진다. 또한 코스닥 상장효과가

코스닥 시장의 발전정도에 따라 변화할 것이므로, 이러한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코

스닥 상장 더미 에 코스닥 시장의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로 가중치

를 부여하였다. 는 Demirgüç-Kunt and Levine(1996)이 제시하고 Love(2003),

Khurana, Martin and Pereira(2006), 김용환 이윤재 김문겸(2008) 등의 연구에서 활

용한 금융시장 발전도(Financial development)의 하위 지표인 주식시장 발전도

(Stock market development)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코스닥 시장 발전도 지표로

변형한 것이다. 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 GDP 대비 시장자본화* + GDP 대비 총거래량** + 회전률(turnov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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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총액/GDP ** 거래대금/GDP *** 거래대금/시가총액

마지막으로 코스닥 상장효과를 코스닥 시장이 크게 개편되기 전인 2004년까지의

기간과 2005년 이후의 기간으로 나누어 추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2004년까지

의 기간일 때를 1로 나머지 기간에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도 도입하였다.



 
   

  
  

  
  

  
  

  

   

  
    

  




  

·······(4)



 
   

  
  

  
  

  
  

  

    

  
     

  




  

·······(5)

투자와 현금흐름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자본시장의 완전한 경우 기업이 내

부금융에 의존하지 않게 되어 연구개발투자와 현금흐름의 관계를 의미하는 이 양

의 값을 가지게 된다. 또한 수식 (2), (3), (4), (5)에서 코스닥 상장효과에 따른 효과

를 의미하는 가 음의 값을 가질 경우에는 금융제약을 완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수식 (4), (5)의 가 양의 값을 가질 경우 2004년까지의 기간 동안 코

스닥의 상장효과에 따른 금융제약 완화효과가 그 이후 기간 동안에 비해서 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주요 변수 및 자료

본 연구는 현재 코스닥에 상장되어있는 기업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

표 등의 재무정보를 활용하였다. 이때 기업별 데이터는 KISVALUE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한편, 코스닥 시장발전도 지표는 통계청 등의 자료 등을 활용

하여 계산하였다.

연구개발투자는 무형자산의 인식기준 등에 따라 무형자산인 개발비와 당기비용인

연구비, 경상개발비로 구분된다. 이때 개발비는 저량변수이기 때문에 권기정 김진수

(2010) 등은 기말 개발비에서 기초 개발비를 차감하고 손익계산서 상의 개발비 상

각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해당 기간 동안 지출된 개발비를 계산하였다. 그러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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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개발비 지출액을 계산하지 않고 현금흐름표에서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의 하위 항목 중 개발비의 증가에 따른 현금유출의 값을 사

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일부 연도의 개발비 또는 개발비 상각액이

결측치인 경우가 많아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각 변수별 산식과 자료원은 <표 5>과 같다. 각 변수를 계산할 때 재무상태표, 손

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상에서 상위항목의 값과 이를 구성하는 하위항목의 합산을

비교하여 검증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때 상위항목과 하위항목들의 합이 일치하는 경

우 기입되어있지 않은 하위항목의 값은 0으로 처리하였고, 합산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측치로 처리하였다. 다만, 검증작업에서 일부 반올림 계산 등으로 발생

한 것으로 판단되는 오차(천 원 단위의 오차)를 가지는 값은 그대로 두었다.

일차적인 검증 후에 연도별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결산월이 12월이 아닌 기

업은 제외하였고, 코스닥 인수목적으로 설립된 기업 및 코스닥관리 기업 등도 제외

하여 총 1,118개 기업의 1996년부터 2016년까지의 자료를 확보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변수를 자산총계로 나누어 정규화한 이후 100분위로 나누어 2분위부터 99분위까

지에 해당하는 값만을 분석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상치를 제외하였다. 다만, 연구

개발투자의 경우 0부터 시작되는 값이기 때문에 1분위부터 99분위까지의 자료를 분

석에 포함하였다. 아울러, 결측치, 이상치 제외 및 차분변수(매출액 증가) 사용 등에

따라 실제 분석에는 1998년부터 2016년까지의 자료만 사용되었다.

구분 변수명 산식 자료원

연구개발투자   

개발비의 증가*
+ (연구비 + 경상개발비)**

* 현금흐름표 ** 손익계산서

KISVALUE

자산    자산총계 (재무상태표)

매출증가  
t기 매출액 – t-1기 매출액

(손익계산서)

(내부)
현금흐름

 

당기순이익*
+ 유·무형자산 감가상각**

*, ** 현금흐름표

부채   부채총계 (재무상태표)

연도더미  각 연도에 1, 나머지 0 -

코스닥
발전도


시가총액/GDP + 거래대금/GDP

+ 거래대금/시가총액
한국금융연구원(2001),
e-나라지표, 통계청 등

<표 5> 각 변수별 산식 및 자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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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과정을 통해 정리한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은 <표 6>와 같다. 일부 초기기

업의 경우 자산규모가 매우 작은데 경기에 따라 매출액이 크게 변동함에 따라 자산

총계 대비 매출액 증가(감소) 그리고 현금흐름이 비교적 큰 폭으로 변동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코스닥 발전도 지표는 코스닥 상장 이후부터 2016년까지의 값을 계산하였으며, 이

는 (그림 1)과 같다. 1996년 개장 시기에는 거래가 활발하지 못하여 다소 낮은 값을

보이다가, IT 벤처붐이 일었던 2000년 크게 증가했던 것이 2001년 절반 이하로 줄

어든 이후로 우하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지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는 것이 회전율(거래대금/시가총액)인데, GDP대비 시가총액이나 거래대금은

2004년 이후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회전율이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총 지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분석모형에 사용되는 주요 변수 간 상관계수를 산출한 것이 <표 7>

과 같다. t기의 연구개발투자와 t-1기의 연구개발투자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Hall

and Lerner(2009)가 지적한 것과 같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평활화 가능성을 간접

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16512 0.0238 0.0372 0 0.2179

     15911 0.0985 0.4801 -34.9960 3.2703

     16512 0.0630 0.1656 -6.3346 0.3744

     16512 0.4245 0.2136 0.0012 1.0148

<표 6>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1

         0.8072 1

         0.0302 0.0076 1

         0.0108 -0.0431 0.1258 1

         -0.0948 -0.0610 0.0301 -0.2260 1

<표 7> 주요 변수 간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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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코스닥 발전도 (1996년 – 2016년)

3. 분석결과

분석모형 설명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투자와 현금흐름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따르

면, 기업이 금융제약에 직면할 때 투자와 현금흐름이 양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 또

한 코스닥 상장 더미와 현금흐름의 교차항이 음의 값을 가질 경우에는 코스닥 상장

이 금융제약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기 전제를 바탕으로 가장 기본적인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모형 (1)과 코스닥

상장 더미 및 코스닥 시장 발전도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가 <표 8>와 같다.

가장 기본이 되는 모형 (1)에서 연구개발투자와, 매출액 증가, 현금흐름, 부채가 각

각 양, 양, 양, 음의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평활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전기의 매출액

증가가 연구개발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채의 부담이 연구개발투자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선행연구와 같이 연구개발투자

에 현금흐름이 양의 관계를 가져 기업들이 금융제약에 처해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코스닥 상장 더미()를 이용한 모형 (2)와 코스닥 시장 발전도()로 가

중치를 준 모형 (3)의 결과가 모두 음의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를 통해 코스닥 상장이 기업의 금융제약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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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0.481***

(0.009)

0.491***

(0.009)

0.488***

(0.009)

     

0.002***

(0.000)

0.001***

(0.000)

0.002***

(0.000)

     

0.008***

(0.001)

0.035***

(0.003)

0.026***

(0.003)

     

-0.008***

(0.002)

-0.008***

(0.002)

-0.009***

(0.002)

 ×     

-0.030***

(0.003)

 ×     

-0.003***

(0.000)

constant
0.021***

(0.002)

0.018***

(0.002)

0.019***

(0.002)
N 14,875 14,875 14,875

주1) 괄호 안은 표준편차를 의미하며, 연도더미 분석결과는 생략

주2) *** p<0.01, ** p<0.05, * p<0.1

<표 8> 코스닥 상장에 따른 금융제약 완화효과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장효과를 코스닥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편되기 전인 1998년

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과 2005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가 <표 9>와 같다. 앞서 전 기간에 대한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 상장 더미

() 및 코스닥 시장 발전도 지표()가 각 기간에서 모두 음의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 코스닥 시장 개편 전과 후에서 모두 코스닥 상장이 금융제약

을 완화하는데 효과를 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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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모형 (2) 모형 (3)

’98-’04년 ’05-’16년 ’98-’04년 ’05-’16년

         

0.299***

(0.020)

0.514***

(0.011)

0.287***

(0.020)

0.516***

(0.011)

     

-0.001

(0.001)

0.002***

(0.000)

-0.001

(0.001)

0.002***

(0.000)

     

0.044***

(0.006)

0.026***

(0.004)

0.031***

(0.004)

0.029***

(0.004)

     

-0.011***

(0.004)

-0.009***

(0.002)

-0.012***

(0.004)

-0.009***

(0.002)

 ×     

-0.029***

(0.006)

-0.024***

(0.004)

 ×     

-0.002***

(0.001)

-0.004***

(0.001)

constant
0.015***

(0.003)

0.020***

(0.001)

0.017***

(0.003)

0.019***

(0.001)

N 3,703 11,172 3,703 11,172

주1) 괄호 안은 표준편차를 의미하며, 연도더미 분석결과는 생략

주2) *** p<0.01, ** p<0.05, * p<0.1

<표 9> 코스닥 시장 개편 전과 후의 금융제약 완화효과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 상장효과를 코스닥 시장 개편 전후의 기간에 대한 더미

()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가 <표 10>과 같다. 코스닥 상장 더미()를 이용

한 모형(2)와 모형(4)의 분석과 코스닥 시장 발전도 지표()를 이용한 모형(3)과

모형(5)의 분석결과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코스닥 시장 개편 전후

에 대한 더미가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코스닥 시

장이 개편되기 이전 기간 동안 코스닥 상장이 가지는 금융제약 완화효과가 코스닥

시장 개편 이후보다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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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코스닥 상장 더미 모형 코스닥 발전도 가중치 모형

모형 (2) 모형 (4) 모형 (3) 모형 (5)

         

0.491***

(0.009)

0.492***

(0.009)

0.488***

(0.009)

0.490***

(0.009)

     

0.001***

(0.000)

0.001***

(0.000)

0.002***

(0.000)

0.002***

(0.000)

     

0.035***

(0.003)

0.035***

(0.003)

0.026***

(0.003)

0.029***

(0.003)

     

-0.008***

(0.002)

-0.009***

(0.002)

-0.009***

(0.002)

-0.009***

(0.002)

 ×     

-0.030***

(0.003)

-0.032***

(0.003)

 ×     

0.005**

(0.003)

 ×     

-0.003***

(0.000)

-0.004***

(0.000)

 ×     

0.002***

(0.000)

constant
0.018***

(0.002)

0.018***

(0.002)

0.019***

(0.002)

0.019***

(0.002)

N 14,875 14,875 14,875 14,875

주1) 괄호 안은 표준편차를 의미하며, 연도더미 분석결과는 생략

주2) *** p<0.01, ** p<0.05, * p<0.1

<표 10> 코스닥 시장 개편 전과 후의 금융제약 완화효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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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및 시사점

본고에서는 2017년 9월 현재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투자와 (내부)현금흐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투자와 현금흐름이 양의 관계를 보

일 때 기업이 금융제약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에서, 코스닥 상장이 가

지는 금융제약 완화효과를 살피고자 한 것이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스닥 상장 효과를 의미하는 코스닥 더미 변수와 현

금흐름의 교차항이 연구개발투자와 음의 관계를 보여, 코스닥 상장이 연구개발투자

를 위한 외부자금 조달의 제약(금융제약)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러

한 금융제약 완화효과는 코스닥 시장이 크게 개편된 이후인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의 기간에서뿐만 아니라 개편 이전인 2004년까지의 기간에서도 나타났다. 셋째, 그

러나 코스닥 시장 개편 전의 금융제약 완화효과가 코스닥 시장 개편 후에 비해 떨

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0년대 초반 벤처붐에 이어 발생한 버블이 붕괴된 이후 코스닥 시장은 신뢰성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였다. 이에 따라 코스닥 관리기관이 증권거래소 및 선

물거래소와 통합되면서 상장이 까다로워지고 관리 감독도 강화되었다. 이러한 과정

에서 유가증권시장과의 차별성이 떨어졌다는 지적 등에 따라, 중소 벤처기업의 자

금조달시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장조건 합리화 등이 추진되는 추

세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상장조건 등이 강화되면서 초기기업의 상

장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로 볼 수 있겠으나, 상장에 따른 금융제약 완화 효과는 코

스닥 시장 개편 이후 오히려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코스닥의 상장조건이 까다로워지고 관리 감독 및 정보공개 등이 강화되면서

상장기업에 신뢰도가 강화되고 정보비대칭성이 완화되었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이

러한 관점에서 중소 벤처기업의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상장문턱을

낮출 수는 있겠지만, 상장된 기업들이 누리는 금융제약 완화효과를 약화시키거나

시장이 투기화되는 등 규제완화의 역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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