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http://dx.doi.org/10.9716/KITS.2016.15.2.051

IT 기업의 R&D 투자  운  효율성 분석 : 

서비스업  제조업의 비교를 심으로

김창희*․이규석**․김수욱***

R&D Investment and Operational Efficiency Analysis of IT Firms : 

Comparative Analysis of Service and Manufacturing Sectors

Changhee Kim*․Gyusuk Lee**․Soowook Kim***

Abstract

Submitted：October 26, 2015 1
st
 Revision：April 18, 2016 Accepted：April 21, 2016

* 서울 학교 경 학 박사과정 수료, 주 자

** 서울 학교 경 학 석사과정 졸업, 교신 자

*** 서울 학교 경 학 교수

In this study, we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R&D investment efficiency and operational efficiency of IT 

firms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We categorized thirteen sample firms into two groups-IT manufacturing 

and IT service-after an extensive literature review on IT industry classification. We adopted an output-oriented  two-

stage DEA model suggested by Banker et al. (1984) with total asset and R&D investment as input variables. Then, 

we constructed investment efficiency and operational efficiency by using Return on Equity (ROE) and Return on Asset 

(ROA) as intervening variables and operating income and Earnings Per Share (EPS) as output variables.  

The outcome of the analysis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IT manufacturing firms were more efficient (57% 

on average) than IT service firms. To be specific, IT service firms showed decreasing returns to scale (DRS) with 

diseconomy of scale. In contrast, IT service firms showed higher operational efficiency (81.5% on average) than IT 

manufacturing firms. Also, we conducted a Mann-Whitney U test to compare the output of IT service firms and IT 

manufacturing firms. Lastly, we found a negative correlation (R
2
 = -.754) between R&D investment efficiency and 

operational efficiency which infers the trade-off between two constr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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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경제 수 과 과학 기술의 발 으로 인해 

기업들의 기술 수 은 더욱 빠르게 발 하고 있다.  

특히 IT 업계의 경우 이러한 변화에 가장 민감하

게 향을 받는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연구개발에 

충분한 자원을 투자하지 못하는 IT 기업들은 경쟁

사들에게 쉽게 추월당하기 마련이기에, 수많은 IT 

기업들은 자사의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해 상

당한 규모의 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

으로 집행하는 데 큰 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연구개발은 본질 으로 투자 비 회수 

시 이나 규모가 불확실하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

서 많은 기업들에게 있어 효율 인 R&D 투자 

련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를 운 하고 리하기 까

다롭다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실 인 요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다양한 IT 기업들의 R&D 투자 효율성을 분석함

으로써 효율 인 투자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선행연구를 

통해 IT 기업을 제조기반 업체와 서비스기반 업체

로 분류하여 두 집단에서의 R&D 투자 효율성  

운  효율성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찰하 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효율성 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도구인 자료포락분석(DEA : Data Envelopment 

Analysis) 기법  두 단계의 요인을 함께 다루기

에 합한 Two-Stage DEA 모형을 용하 다. 

특히 IT 기업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분류하

여 비교하려는 근은 새로운 시도로, 본 연구의 주

제와 직 으로 련이 있는 선행 연구는 아직까

지 발견된 바 없다. 련 분야의 유사한 연구로는 

IT서비스 기업들의 R&D 산편성  투자 략을 

연구한 Kim(2013) 등을 들 수 있으나, 이는 IT서

비스 기업들의 R&D 부문에만 을 맞추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와는 차이를 보인다. 한, Kim 

and Cho(2010)의 경우 국내 IT 산업군에 속한 기

업들을 7개의 집단으로 나 어 DEA 분석을 통해 

효율성 분석을 시도하 으나 분석에 사용된 원자료

가 2005년～2007년으로 무 오래되었으며 분석에 

사용된 요인 한 R&D 효율성에 집 한 본 연구

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IT 산업군에 속한 기

업들을 투자 효율성과 운  효율성으로 나 어 IT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효율성 차이를 분석하여 IT 

산업의 투자  운 의 효율성 개선을 한 정책

, 실무  시사 을 도출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 2장에서 

IT 산업  산업 분류 기 과 자료포락분석(DEA) 

기법  효율성 분석 분야의 이론  배경을 탐색한 

후 제 3장에서는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수집된 자

료의 특성을 살펴 볼 것이다. 다음으로 제 4장에서 

연구 결과를 통해 IT 기업의 R&D 투자 효율성을 

분석한 후 제 5장에서 시사   후속 연구의 가능

성을 살펴 볼 것이다.

2. 이론  배경

2.1 IT 산업

최근 경제 성장에 따라 IT 산업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IT 산업이 국가 경쟁력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 이 증가하는 등, IT 산업

의 역할이 요해지고 있다(Heo et al., 2008).

이에 따라 IT 산업이 국가 경제  국가 경쟁력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가 이어지

고 있으며, Chung(2008)에서는 산업 연 표를 이

용하여 IT 산업의 구조를 분석하고  효과를 

분석하 으며, Oh and Baek(2005)에서는 IT 산

업이 경제 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향에 해 분

석하 다.

Chung and Chung(2004) 한 산업연 표를 활

용하여 정보통신산업 수출  가격 변화의  효

과 분석을 실시하 고, 이외에도 많은 연구들이 산

업연 분석을 활용하여 IT 산업의 효과성을 분석

하 다(Kim and Kim, 2002; Song and Kim,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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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and Hong, 2002; Kim, 2007a).

이외에도 Yoon(2000)에 따르면 산업을 평가하

기 한 생산성비율은 기업활동의 성과 뿐 아니라 

효율까지 측정하여야 한다고 언 하고 있지만, 

재 국내 IT산업의 효율성을 분석한 연구는 여 히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An(2005)의 IT 투자에 따른 은행의 기술  효율

성을 분석한 연구와 국내 IT 산업 부문 간 효율성

을 비교 평가한 Hong et al.(2012)의 연구  Jang 

and Chung(2010)이 호텔 기업의 IT 신 요소가 

효율성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연구 등에서 부분

으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으나, 본 연구와 직

으로 련된 선행연구는 아직까지 수행되지 

않았다.

국내외에서는 IT 산업을 분류하기 해서 세 가

지 분류 체계로 한국표 산업분류(KSIC), Gartner 

분류, IT서비스학계의 분류 등이 가장 많이 사용

되고 있다. 이  본 연구에서는 Gartner의 기 에 

따라 IT 제조 산업을 하드웨어 제조업과 소 트웨어 

제조업으로 나 고, KRG(Knowledge Research 

Group)에서 발표한 국내 IT 기업  상장 기업 13

개를 각각의 산업군에 따라 IT서비스, 인터넷 포털, 

유무선 통신 등의 서비스 업종과 하드웨어  소

트웨어를 생산하는 제조 업종으로 재분류하여 효율

성을 측정하기로 한다.

2.2 자료포락분석(DEA)

자료포락분석(DEA : Data Envelopment Ana-

lysis)은 의사 결정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선형계획법을 기반으로 Charnes 

et al.(1978)에 의해 고안된 이후 여러 분야에서 

범 하게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차세  첨단 콘텐츠 육성사업에 참여한 

IT서비스 기업들의 효율성을 DEA 기법을 통해 평

가한 Shin and Yang(2007), IT 산업에 속한 여러 

기업들의 효율성을 3개년에 걸쳐 분석한 Kim and 

Cho(2010), 그리고 DEA와 생산성지수분석을 통

해 국내 SI 서비스 기업의 효율성을 분석한 Kim

(2006b) 등의 연구를 통해 DEA 기법이 IT 분야의 

효율성 분석에서도 리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DEA에서는 평가 상이 되는 각 의사결정단

(DMU : Decision Making Unit)들의 투입물의 가

 합계에 한 산출물의 가  합계 비율이 1을 

과해서는 안되며, 각 투입 요소와 산출 요소의 가

치가 0보다 크다는 제약 조건 하에 투입물 가  

합계에 한 산출물 가 합계의 비율을 최 화시

키고자 하는 선형계획법이다.

더불어, DEA의 기본 인 모형 연구인 규모수익

불변(CRS : Constant Return to Scale)을 가정하

는 Input-Oriented CCR Model은 다음 식과 같

이 수리 으로 도출된다(Charnes et al., 1978).

Max (Efficiency of ) = ∑  
 

∑  
 

s.t.  ∑  
 

∑  
 

≤,        ⋯ 

 ≥ ,        ⋯ 

 ≥ ,        ⋯ 

 = The weight assigned to the r th output 

 = The weight assigned to the i th input

 = The amount of r th output of 

 = The amount of i th input of 

 = non-Archimedean Number

n = The number of DMU

m = The number of input variables

s = The number of output variables

<Formula 1> Input-Oriented CCR Model

2.3 IT 산업의 효율성

앞에서도 서술하 듯, IT 산업과 련된 국내의 

효율성 연구는 주로 산업별 비교가 아닌 각 세부 

산업에 속하는 기업 간의 효율성 연구에 을 맞

추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기업 간의 효율성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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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정부의 IT 지원  투자 정책 수립이 기업별

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에서 정책   실무

 시사 을 갖기는 어렵다. 이에 산업별로 기업을 

분류하여 산업군 간의 효율성 차이를 분석하는 것

은 개별 기업의 문제 을 분석하는 것에서 나아가 

산업군의 효율성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와의 비교를 

해 기존에 IT 산업의 효율성 분석을 시도한 다

양한 연구들의 투입 요소와 산출 요소를 아래와 같

이 정리하 다.

Author(s) Input Output

Kim
(2006a)

- Investments
- Marketing Expenses

Net Income

Lee et al. 
(2005)

- Number of 
Access Paths

- Number of 
Employees

Revenue

Kim(2007b)

- Total Assets
- Number of 
Executives and 
Staff

- Expenses for 
Education and 
Training

- Sales
- Incomes from 
Continuing 
Operations

Hong et al.
(2012)

- Number of 
Employees

- Investments
- Cost of Sales

- Value Added
- Net Income
- Sales

<Table 1> Literature Review on Efficiency Analysis 
of IT Industry

 

이와 같은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일반 으로 투

자 액과 종사자 수와 같은 변동비, 총 자산, 자본

과 같은 고정비 등을 골고루 투입 요소로 두고, 

업 이익, 매출액 등과 같은 수익 요소를 산출 요소

로 하여 분석을 진행한 것을 알 수 있다.

3. 모형 설정

3.1 투입 요소  산출 요소의 설정

선행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각 기업의 고정

비를 표하는 총 자산과 R&D 투자 액을 투입 

변수로 하고 업이익과 주당 순이익(EPS : Ear-

ning Per Share)을 산출 변수로 하여 일반 인 운

 효율성을 측정하는 기본 모형과 자기자본이익

률(ROE : Return on Equity)과 총자산순이익률

(ROA : Return on Asset)을 매개 변수로 설정하

고, Banker et al.(1984)가 제시한 Output-Oriented 

BCC 모형을 활용하여 Two-Stage DEA 모형을 

설계하 다.

이를 통해 IT 산업군에 속한 각 기업이 가진 총 

자산과 이를 투자한 R&D 투자 액을 활용하여 

얼마나 높은 수익을 얻었는가에 한 투자 효율성

(Investment Efficiency)을 계산하고, 이를 통해 

얼마만큼의 업 이익  EPS를 산출하 는지를 

계산하여 운  효율성(Operational Efficiency)을 

계산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모형은 <Figure 1>

과 같이 표 될 수 있다.

<Figure 1> Research Model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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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Industry
Decision

Making Units

IT
Service

IT Service
Samsung SDS

SK C&C

Internet Portal
Naver

DaumKakao

Telecommuni-
cations

KT

SKT

LG Uplus

IT
Manufacturing

Hardware
Manufacturing

Korea Computer

Bit Computer

Comtech System

Software
Manufacturing

Ahn Lab

MDS Technology

Hancom Soft

<Table 2> List of Decision Making Units

3.2 의사 결정 단  (DMU) 설정

앞서 살펴본 기존의 문헌들은 주로 통신 산업에 

치우쳐져 있었으며, IT 산업의 각 부문별로 비교한 

Hong et al.(2012)의 연구에서도 각각의 산업 부

문을 통합하여 비교하 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 한 IT 산업을 분류한 

선행 연구 조사를 재구성하고, KRG(Knowledge 

Research Group)에서 발표한 국내 기업  상장 

기업 13개를 DMU로 선정하 으며 산업 분류는 

아래 <Table 2>와 같다. <Table 2>를 살펴보면 

체 7개의 IT서비스업체와  6개의 IT 제조업체를 

선정하 으며, 서비스업의 3개 분류, 제조업의 2개 

분류로 구성하여 각 분류별 최소 2개의 DMU가 

포함되도록 구성하 다. 

Nyhan and Martin(1999)에 의하면, DEA에서

는 투입요소와 산출 요소의 정 수는 DMU에 의

해서 제한된다. 이는 DEA에서 투입 요소와 산출 

요소의 수가 증가할수록 효율 인 DMU가 증가하

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비효율 인 DMU의 별

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에  Banker et al.(1984)과 Nunamaker(1985) 

등의 선행 연구에서는 DMU의 수가 투입 요소와 

산출 요소의 수를 합한 것 보다 3배 이상이 되어

야 한다고 주장하 으며, Boussofiane et al.(1991)

에서는 DMU의 수가 투입요소의 수와 산출 요소

의 수를 곱한 것보다 커야 한다고 주장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DMU의 개수와 투입  산출 

요소의 개수는 스테이지 별로 각 2개이며 13개의 

DMU로 구성되어, Banker et al.(1984), Nunamaker

(1985)의 기 으로 12개 이상의 DMU와 Boussofiane 

et al.(1991) 기 의 4개 이상의 DMU 기 을 모

두 충족시키므로 하다고 할 수 있다.

3.3 자료 수집  표본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될 13개의 IT 기업은 모두 상

장사로 매년 국제회계기 (IFRS :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에 따라 연간 보

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13개의 IT 기업이 발간한 연간 보고서  가장 최

신 인 2014년도 기  연간보고서를 바탕으로 자

료를 수집하 다.

수집 결과 각 기업 간의 규모의 차이로 인하여 

수집된 데이터 간의 표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업 이익  ROA와 같은 경우 음수로 나타나기

도 하 다.

이를 보완하기 하여 Sarkis(2007)에서 제시한 

방법 로 각 변수의 평균으로 해당 변수 값을 다

시 나  값으로 치환하여 데이터의 표  편차를 

이고, 음수 값을 0.0001과 같이 0에 가까운 작은 

값으로 치환한 데이터를 최종 으로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의 일반  표본 특성은 

<Table 3>과 같다.

Variables SD Median Max Min

Total Asset 1.5884 0.3933 4.7986 0.0073

Investment 1.5973 0.1218 4.4533 0.0004

ROE 0.7974 0.9502 3.0595 0.0001

ROA 0.7684 1.0809 2.4287 0.0001

Profit 1.6008 0.0839 5.5707 0.0001

EPS 1.6109 0.2171 5.3639 0.0001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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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결과

4.1 투자 효율성

본 연구의 제 3장에서 변환된 최종 데이터를 이용

하여 각 기업의 투자 효율성을 규모수익불변(CRS) 

기 과 규모수익가변(VRS : Variables Return to 

Scale)의 기 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아래 <Table 

4>와 같다. 

Investment Efficiency

DMU CRS VRS SE

Samsung SDS 0.0186 0.5401 0.0344

SK C&C 0.0106 0.3029 0.0350

Naver 0.0803 1.0000 0.0803

Daum Kakao 0.0467 0.7541 0.0619

KT 0.0000 0.0067 0.0000

SKT 0.0045 0.4630 0.0097

LG Uplus 0.0045 0.2002 0.0225

Korea Computer 0.7823 0.8036 0.9735

Bit Computer 1.0000 1.0000 1.0000

Comtech System 0.0110 0.0111 0.9910

Ahn Lab 0.3326 0.4622 0.7196

MDS Technology 1.0000 1.0000 1.0000

Hancom Soft 0.9147 1.0000 0.9147

<Table 4> Investment Efficiency Score

<Table 4>를 살펴보면 가장 투자 효율성이 높은 

기업은 규모수익불변 기 으로 비트컴퓨터와 MDS 

테크놀로지 등 2개 기업이 1의 효율성 수를 가

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규모수익가변 기 으

로는 Naver, 비트컴퓨터, MDS 테크놀로지, 한

과 컴퓨터 등 4개 기업이 1의 효율성 수를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규모 효율성(SE : Scale Efficiency)를 살펴

보면, IT서비스 기업 6개 회사 모두 규모수익체감

(DRS : Decreasing Return to Scale)으로 나타났

고, IT 제조 기업은 규모수익체증(IRS : Increa-

sing Return to Scale)을 보이는 한국컴퓨터, 콤텍

시스템 등의 하드웨어 제조기업과 규모수익체감을 

보이는 안랩, 한 과 컴퓨터 등의 소 트웨어 제조 

기업으로 나뉘었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면, IT서비스 기업에서는 

투자액을 증가시킬 때, 수익이 오히려 더 감소하는 

규모의 비경제(Diseconomics of Scale)가 존재하

으며, IT 제조 기업에서는 하드웨어 제조기업의 

경우 투자액을 증가시킬 때 수익이 증가하는 규모

의 경제(Economics of Scale)가 존재하고, 소

트웨어 제조기업의 경우는 규모의 비경제가 존재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Chung(2011)에서 

지 한 로 IT서비스업은 기술 진보 측면을 활성

화시켜 규모 효과를 극 화 시켜야 할 것이며, 

한 IT 제조 기업  소 트웨어 제조 기업에서는 

기술  효율성을 높이기 한 다각 인 방안이 요

구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 효율성의 산출 부족분과 투 (Projection 

Point)을 살펴보면 <Table 5>와 같다. 

Shortage of 
Output

Projection
Point

DMU ROE ROA ROE ROA

Samsung SDS 17.39 6.82 27.82 14.83

SK C&C 11.53 10.33 16.54 12.78

Naver 0 0 27.82 14.83

Daum Kakao 8.045 3.274 19.45 13.31

KT 27.72 14.73 27.82 14.83

SKT 14.94 8.23 27.82 14.83

LG Uplus 22.25 12.91 27.82 14.83

Korea Computer 2.357 1.62 10.99 8.25

Bit Computer 0 0 4.3 2.48

Comtech System 11.8 8.93 11.90 9.03

Ahn Lab 7.122 6.328 13.24 11.18

MDS Technology 0 0 12.17 9.26

Hancom Soft 0 0 13.86 12.3

<Table 5> Investment Efficiency : Shortage of Output 
and Projection Point

<Table 5>의 결과를 살펴보면, IT서비스업의 

경우 평균 으로 ROE 부족분이 14.55, ROA 부

족분이 8.04로 IT 제조업의 ROE 부족분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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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3.55와 ROA 부족분의 평균인 2.81 보다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즉, IT서비스업의 경우, 높은 

투자 효율성을 달성하기 하여 평균 으로 57% 

정도의 산출분을 증가시켜야 하며, IT 제조업의 

경우 평균 29%의 산출분을 증가시켜야 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때의 산출분은 ROE, ROA를 뜻

하며, 이를 높이기 해서 자본의 효율 으로 사용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5>의 결과

를 정리하면, IT서비스업의 투자 효율성이 IT 제

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4.2 운  효율성

다음으로 <Table 6>을 통해 가장 운  효율성이 

높은 기업은 규모수익불변 기 으로 SKT와 LG 

Uplus 등 2개 기업이 1의 효율성 수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규모수익가변 기 으로는 SKT

와 LG Uplus, KT, 콤텍시스템 등 4개 기업이 1

의 효율성 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Classification Operational Efficiency

DMU CRS VRS SE

Samsung SDS 0.4015 0.4022 0.9983

SK C&C 0.3974 0.4053 0.9805

Naver 0.2861 0.6181 0.4629

Daum Kakao 0.3095 0.3098 0.9990

KT 0.0007 1.0000 0.0007

SKT 1.0000 1.0000 1.0000

LG Uplus 1.0000 1.0000 1.0000

Korea Computer 0.0297 0.0298 0.9966

Bit Computer 0.0106 0.0108 0.9815

Comtech System 0.0007 1.0000 0.0007

Ahn Lab 0.0852 0.0859 0.9919

MDS Technology 0.0547 0.0547 1.0000

Hancom Soft 0.0362 0.0390 0.9282

<Table 6> Operational Efficiency Score

<Table 6>의 기술 효율성 수를 사용하여 규

모 수익을 분석해 보면, Naver와 한 과 컴퓨터를 

제외한 모든 기업이 규모수익체증인 것으로 분석

되어 IT 산업 반 으로 운 에 한 효율성이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운  효율성의 산출 

부족분과 투 을 살펴보면 <Table 7>와 같다. 

Classification
Shortage of

Output 
Projection

Point

DMU O/I EPS O/I EPS

Samsung SDS 8818 12695 14752 18031

SK C&C 3984 4643 6699 7189

Naver 10669 8520 18251 22307

Daum Kakao 14388 13626 16152 19742

KT 0 0 0 0

SKT 0 0 18251 22307

LG Uplus 0 0 5763 523

Korea Computer 12112 14462 12195 14906

Bit Computer 5971 7251 5997 7330

Comtech System 0 0 0 0

Ahn Lab 8506 9604 8596 10507

MDS Technology 17128 19915 17236 21067

Hancom Soft 17976 21437 18251 22307

<Table 7> Operational Efficiency : Shortage of Output 
and Projection Point

<Table 7>의 결과를 살펴보면, IT서비스업의 

경우 평균 으로 업 이익의 부족분이 5,408억 원, 

EPS의 부족분이 5,641원으로 IT 제조업의 업 이

익 부족분의 평균인 10,282억 원과 EPS 부족분의 

평균인 12,111원 보다 낮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즉, IT서비스업의 경우, 높은 운  효율성을 달

성하기 하여 평균 으로 36.5% 정도의 산출분을 

증가시켜야 하며, IT 제조업의 경우 평균 81.5%의 

산출분을 증가시켜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때의 산출분은 업이익과 EPS를 뜻한다. 분석 결

과, 투자 효율성과 반 로, IT서비스업의 운  효

율성이 IT 제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

며 IT 제조 기업은 이때의 산출분인 업이익과 

EPS를 높이기 하여 경  실   당기 순이익 

등에 더욱 집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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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Efficiency

Operational 
Efficiency

Mann-Whitney U 29.500 5.500

Wilcoxon W 50.500 26.500

Test Statistic 29.500 5.500

Standard Error 6.903 6.903

Exact Sig. 0.234 0.022

IT Service
(Rank-sum)

5.79 9.21

IT Manufacturing 
(Rank-sum)

8.42 4.42

<Table 8> Mann-Whitney U Test and Wilcoxon W Test 4.3 투자 효율성  운  효율성 비교

아래 <Figure 2>는 본 연구에서 규모수익가변

의 기 으로 분석한  IT 산업의 13개 기업의 투자 

효율성과 운  효율성을 비교하여 나타낸 자료이

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집단에 따라 투자 효율성과 

운  효율성을 다르게 가지고 있음을 명료하게 확

인할 수 있다.

<Figure 2> Comparison Between Investment Efficiency 
and Operational Efficiency

, 본 연구에서는 IT 산업 내 서비스업과 제조

업에 속하는 기업들의 투자 효율성과 운  효율성

의 정확한 비교를 하여 DEA와 같은 비모수

인 기법의 검증에 리 활용되는 Mann-Whitney 

U Test와 순 합검증(Rank-Sum Test) 검사를 

실시하 으며 분석 결과는 <Table 8>과 같다.

검증 결과, 0.05의 유의 확률에서 IT서비스 기업

과 IT 제조기업의 투자 효율성이 같은 분포를 보

인다는 가설은 채택되었으며, IT서비스 기업과 

IT 제조기업의 운  효율성이 같은 분포를 보인다

는 가설은 기각되어 0.05의 유의 확률 기 으로

는 IT서비스 기업과 IT 제조기업의 운  효율성

만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순 -합 수를 살펴보면, 투자효율성 

에서도 비록 통계 으로 충분히 유의하지는 않지

만, 어느 정도 차이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미루어보아 IT서비스 기업은 IT 제

조기업에 비해 통계 으로 유의하게 운  효율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IT 산업의 13개 기업

의 효율성 수를 상으로, 투자효율성이 높은 경

우, 운  효율성도 높은지를 알아보기 해 상 분

석을 실시하 으며 상  분석 결과는 아래 <Table  

9>와 같다. 

분석 결과, 투자효율성과 운 효율성은 매우 높

은 음의 상 계를 가진다는 것이 나타났다. 이

는 투자효율성이 높을수록 운 효율성이 낮고, 운

 효율성이 높을수록 투자효율성이 낮다는 것으

로 투자 효율성과 운  효율성 모두를 갖춘 IT 기

업이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반 으

로 투자효율성이 높은 IT 제조기업은 운 효율성

이 낮고, 운 효율성이 상 으로 높은 IT서비스

업은 투자효율성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IT 기업의 R&D 투자  운  효율성 분석    59

Investment Efficiency Operational Efficiency

Investment Efficiency

Pearson Correlation 1 -.754
**

Sig.(2-tailed) .003

N 13 13

Operational Efficiency

Pearson Correlation -.754
**

1

Sig.(2-tailed) .003

N 13 13

<Table 9> Correlation Analysis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2-tailed).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IT 산업을 IT서비스업, 인터넷 

포털 서비스업, 유무선 통신 서비스업과 하드웨어 

제조업, 소 트웨어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각 산업

군 별로 표 인 기업 2개 이상을 의사 결정 단

로 선정하여 2-Stage DEA를 이용하여 각각의 

투자 효율성과 운  효율성을 분석한 후 Mann- 

Whitney U Test를 이용하여 서비스업과 제조업

의 차이를 비교하 다.

투자 효율성 분석 결과, 규모수익불변과 규모수익

가변 기 으로 IT 제조업의 투자 효율성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IT서비스 기업의 6개 회사 모두 

규모수익 체감으로 나타나 규모의 비경제가 존재한

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IT서비스 기업의 경우 높

은 투자 효율성을 달성하기 해서 평균 57%의 산출

분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운  효율성 분석 결과, 투자 효율성의 분석 결과

와 상반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투자 효율성의 

결과와는 달리 운  효율성은 IT서비스 기업이 IT 

제조 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Naver

와 한 과 컴퓨터를 제외한 기업들이 모두 규모 수

익 체증인 것으로 나타나 IT 산업의 운  효율성이 

규모의 경제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IT 제조 기업의 경우 평균 81.5%의 산출물을 증가

시켜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어 상당한 수

의 운  비효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 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활발하게 이루어진 

정보통신산업의 효율성 분석 뿐 아니라, IT서비스

업, 인터넷 포털 서비스업, 하드웨어 제조업, 소

트웨어 제조업 등 IT 산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산업

군과 각 산업군을 표하는 기업을 의사결정단 로 

하여 효율성을 분석하 다. 이를 통해 각 산업군별

로 효율성을 비교할 수 있는 투입과 산출 요소를 

선정한 선행연구로써의 가치를 지닌다. 

둘째, 기존의 효율성 연구와는 달리 효율성을 투

자 효율성과 운  효율성으로 나 어 두 가지의 효

율성 측면에서 IT 산업을 구성하는 서비스업과 제

조업의 차이 을 분석하 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IT 산업의 운  효율성의 경우 IT서비

스 기업이 제조 기업에 비해 높다는 사실을 통계

으로 증명하 다. 

마지막으로, 각 의사결정단 인 13개 기업의 투

자 효율성과 운  효율성을 높이기 하여 늘려야 

하는 산출의 부족분과 지향해야 하는 투 을 제

시함으로써 향후 국가의 지원 정책 등에 근거자료

로 사용하거나, 기업 내부의 효율성 향상 계획에 기

을 제시하여 정책 , 실무  의의가 있다. 분석 결

과에 따르면, IT 제조업은 운  효율성에서 81.5%

의 산출분을 증가시켜야 하며, IT서비스업은 투자 

효율성에서 57%의 산출분을 증가시켜야 한다. 이

를 통해, IT 제조업의 경우 운  효율성이 IT서비스

업보다 낮게 나타나 운 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노

력이 필요하며, IT서비스업의 경우 투자 효율성을 집

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시사 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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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

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 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각 IT 산업군별로 표기업

을 KRG에서 발표한 기업을 심으로 선정하 는

데, 이는 DMU의 표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즉 각 산업군의 수 조사를 통해 효율성을 측정하

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된다.

둘째, 운  효율성의 경우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투자 효율성의 경우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순 합검증 결과로 보았을 때, 투자 효율

성의 경우도 서비스업과 제조업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볼 때, 앞서 언 한 DMU의 개수

를 늘려서 분석한다면 이 차이를 통계 으로 검증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본 연구에서는 

2014년의 데이터 값만을 사용하여 효율성의 동태

 변화는 분석하지 못하 다. 이후 자료가 축

된다면 맘퀴스트 생산성 분석(MPI :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등의 기법을 사용하여 투자 

 운  효율성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각 산업군 별로 효율

성을 구하 지만 비교하지는 못하 다. 이는 DEA

로 구한 효율성 수의 경우, 비모수  방법의 한

계로 인하여 단순 평균을 내어 구할 수 없기 때문

이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Simar and Wilson

(1998)이 제안한 부트스트랩 기법을 사용하여 이

를 보완하거나, DEA 방법이 아닌 경로분석(Path 

analysis)이나 구조방정식모형(SEM :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으로도 본 연구를 발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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