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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재고자산회전율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내부적 및 외부적 요인들을 규명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요인들에 대하여 적절하게 관리하거나 대응하는 활동을 통하여 재고자산회전율의 변화가 급격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성과 및 재무적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출총이익률, 

현금흐름변동성, 광고비용, 물가상승여부, 환율상승여부, 경기선행지수 요인을 선정하였으며, 이들 요인이 재고자산회전

율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국내 유가증권 상장, 코스닥 상장, 외감기업을 대상으로 85,878개 기업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매출총이익률과 현금흐름변동성은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광고비용은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물가상승여부와 환율상승여부는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경기선행지수는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이를 통해 제조 기업들이 재고자산회

전율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잘 이해하고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기업 경영성과 제고와 운영 효율을 

달성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재고자산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변화율, 기업 내부적 요인, 기업 외부적 요인, 기업성과

Abstract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of a company that can affect the rate 

of change in the inventory turnover ratio. In addition, by appropriately managing or responding to these 

factors, changes in the inventory turnover ratio do not occur abruptly, so that the company's business 

and financial performance can be improved. To confirm this, factors such as gross profit margin, cash 

flow volatility, advertising expenses, inflation, exchange rate rise, and leading economic index were 

selected, and these factors were predicted to affect the change rate of inventory turnover. Data of 85,878 

companies were obtained from domestic securities listings, KOSDAQ listings, and externally audited 

companie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data. Gross profit margin and cash 

flow volatility have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advertising expenses have a negative (-) significant 

effect, and inflation and exchange rate rises have a negative (-) significant effect. As an influence, the 

leading economic index was teste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Through this, it is suggested 

that manufacturing companies can improve their business performance and achieve operational 

efficiency by well understanding and appropriately managing factors that can affect the change rate of 

inventory turn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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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nal Factors, Corporat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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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영리조직으로서 개별기업은 자신의 기업 경영상태가 

호전되고 경영성과가 제고되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하

여 노력한다.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

업 경영 상태나 운영 효율을 끊임없이 확인하여야 하

며, 또한 예측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자신의 기업 경영 

상태나 운영 효율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측정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재무

적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써 해당 기업의 당해 연도 

수익과 관련된 지표인 재무 비율이나 재무적 성과를 통

하여 파악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개별기업의 경영 상태나 운영 효율을 측정하

기 위한 다른 방법의 하나는 해당 기업의 재고자산 관

리와 관련된 역량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

히 제조기업의 관점에서 원재료 및 부품, 재공품 및 완

성품 등을 재고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1,2], 이들 

재고자산은 기업의 제조(생산) 프로세스에서의 역할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재고보유 수준 결정은 개별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 문제로 나타나며, 직접적으로 

기업 경영성과나 경영 상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개별기업의 관점에서 재고자산의 증가는 보관비용, 

관리비용, 진부화 비용, 재고자산에 투자된 자금에 대한 

기회비용 등의 증가를 가져옴으로써 재무적 성과가 악

화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3,4], 재고자산의 보유

수준이 감소될수록 기업의 재무성과가 제고된다는 의

견[5]과 함께 재고자산 자체가 기업이 미래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써 기업의 재

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모두 나

타날 수 있으므로 일관적인 결론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

이다[2,6]. 하지만 개별기업들의 관점에서 재고자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경영관심과 역량을 모두 

가져야 하기 때문에[1], 재고관리 및 재고자산의 관리 

역량은 해당 기업의 경영성과 및 기업운영 효율을 측정

할 수 있는 좋은 척도로 활용될 수 있다.

오늘날의 제조 기업들은 공급사슬의 구성원으로 참

여하여야만 하며, 공급사슬 상의 수요 및 공급 불확실

성에 기초한 공급사슬 리스크 발생에 대비하여야 하므

로 어떠한 기업들이든지 원재료 및 부품, 재공품, 완성

품 등의 일정량을 재고자산으로 보유하여야만 하며, 적

정량의 재고자산을 보유하기 위하여 경영관심과 역량

을 집중하여야만 한다. 특히 제조기업의 관점에서는 판

매 및 마케팅 측면의 수요와 제조(생산)측면의 공급이 

일치함으로써 재고자산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이

상적인 경영 상태이다. 그러나 수요는 예측한 수량과 

항상 일치하지 않으며, 공급 역시 항상 유연하게 이루

어지지 않으므로 수요와 공급의 일치는 현실적으로 매

우 어렵다[7].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개별

기업은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써 재고자산을 활용하지만, 

재고자산의 적정 보유량은 산업 및 업종에 따라서 다르

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재고자산회전율을 통하여 재고자

산 보유의 과다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다. 또한 재고관리 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

한 방안으로 재고자산회전율이 사용될 수 있다[1]. 그러

나 재고자산회전율은 해당년도(t) 재고자산회전율을 측

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기업의 경영성과 변화 정도를 파

악하는데 있어서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t년도의 

재고자산회전율이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재고자산회전율 변화율(Inventories Turnover Change 

Rate : INVt)을 분석하는 것이 개별기업의 경영활동 성

과의 변화 정도를 더욱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 

이제까지 재고자산회전율과 재고자산회전율 변화율

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거나 재고자산회전율과 재

고자산회전율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요인

들에 대하여 연구한 2000년대 이후의 선행연구들을 살

펴보면 Kim(2000)[8], Kim(2011)[9], Kim & 

Shin(2011)[10], Kim & Lee(2017)[11], Park, Lee & 

Kim(2016)[1], Lee(2017)[12], Lee, Kim & Choi 

(2015)[7], Jahng & Woo(2012)[2] 등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들의 가장 큰 제한사항은 재고

자산회전율 및 재고자산회전율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이 주로 기업 내부적 요인들에 국한되어 있으

며,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외부적 요인

들에 대한 연구의 부분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재고자산회전율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외

부적인 요인들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재고자산회전율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적 요인의 선정과 필요성을 제시하는 연구

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의 재무비율은 재무상태표 상의 두 개 이

상의 항목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지만, 이를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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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산출된 각각의 재무비

율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재무비율을 생성하는데 이용

된 기본적인 자료와 함께 기업이 처한 영업환경을 면밀

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13]. 그리고 경제위기 상황에

서는 기업들의 재고조정 성향이 크게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경제상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 및 지수

들이 재고자산회전율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도 동시에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14].

개별기업의 원재료 보유수준은 규모의 경제, 품질, 

진부화 가능성 및 수요와 공급의 변화 등에 영향을 받으

며, 최종제품은 예측오차 및 생산 변동, 계절성, 소비자 

반응 등의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2]. 이들 요소들 

중의 일부는 주로 기업 내부적 및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구성되는 반면, 재공품의 경우에는 생산 공정에서의 대

기 및 처리과정과 자재이동 등의 기업 내적 요소에 의하

여 결정된다[5]. 따라서 개별기업이 보유한 재고자산의 

경우 기업 내부적 요인에 의하여서만 변화되는 것은 아

니며 기업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서도 변화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활동에서 대외무역에 의존하는 

비율 즉 무역의존도를 2010년도 이후부터 살펴보면 

2016년 60.1%로 최저수준을 보이다가 2019년에는 조

금 증가한 63.7%로 조사되었다[15]. 이러한 조사결과

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원자재 및 부품의 조달과 완성

품의 판매에 있어서 대외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 외부적 요

인으로써 환율은 어떠한 형태로든 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원자재 및 부품의 수입과 완성품의 수출

은 환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무

역 관련 계약서의 작성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의 변동 

상황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외에도 경

제 활동 관련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써 물가지수 

및 경기선행지수 등도 기업의 재고자산관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나라 전체 

제조 산업에 있는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고자산

회전율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내부적 및 

외부적 요인을 찾아서 규명하는 것이며, 이러한 요인들

의 규명을 통해 제조 산업에 있는 기업체들에게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개별기업의 재고자산회전율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내부적․외부적 요인들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을 명확하게 파

악하는 것은 재고자산회전율의 변화가 급격하게 발생

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을 개선하

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개별기업의 재고자

산회전율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명확

하게 구분하고 요인들 간의 관계구조를 파악한다면 개

별기업은 이러한 영향요인들에 대하여 적절하게 관리

함으로써 기업 경영성과 및 재무적 성과 제고와 관련된 

일련의 관계구조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셋

째,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높은 경영성과를 달성하

고 기업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재고 관련 

전략 및 적절한 판매 전략의 수립에도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재고자산회전율 변화율의 정의 및 내용

2.1.1 재고자산회전율 관리의 중요성

통상적으로 개별기업의 재고자산이 어느 정도 효율

적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재고자산회전율이다. 재고자

산회전율은 재고자산의 보유수준이 낮거나, 재고보유 

기간이 단축될 경우 높아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재고자

산 보유기간이 짧아졌다는 것은 재고자산이 현금으로 

더 자주 또는 더 빨리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16]. 

통상적으로 재고자산회전율이 높다는 것은 해당 기업

의 판매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는 신호이므로 수익성이 

제고되며, 매입채무가 감소하고, 제품의 재고손실을 방

지할 수 있으므로 기업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반면에 재고자산회전율이 감소한다는 것은 영

업력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원재료 및 부품과 판매재고

가 창고에 쌓여가고 있다는 의미이다. 많은 양의 재고

가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은 해당하는 금액이나 가

치만큼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

므로 경영성과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개별기업의 관점에서 재고자산회전율이 높은 

경우 통상 비교적 낮은 재고보유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으로써 제품의 유통 및 판매에 필요로 하는 제품을 정

시에 공급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고객

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이 낮아지는 문제에 부딪

칠 수 있다. 그러나 낮은 재고보유수준으로 제품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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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판매가 가능한 경우에는 기업의 운영효율이 높아

지고, 재고보유와 관련된 비용 역시 낮아질 수 있게 된

다. 따라서 재고보유수준을 낮추어서 재고자산회전율이 

높아지도록 기업경영 방식을 개선하는 경우 재고자산

의 보유와 관련된 비생산적인 활동이 감소되고, 재고 

관련 비용 역시 감소하게 되므로 기업경영성과는 제고

될 수 있다[1,3,5,11].

그러므로 개별기업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추어서 

재고보유수준을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즉, 재고자산회

전율을 높이거나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경영전략을 수

립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원활한 현금 조달과 기업경

영성과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기업의 재고관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은 기

업의 경영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으며, 기업

은 재고자산의 보유수준은 최소로 유지하면서도 지속

적인 경영활동을 위하여 일정한 재고량을 보유하기 위

하여 노력하여야만 한다. 개별기업의 재고자산 보유수

준을 파악하기 위한 적합한 지표는 재고자산회전율이

라고 할 수 있고, 재고자산회전율의 변화 정도와 여기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특성 자료를 이용하여 기

업 운영 전략을 설계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업은 재고

자산회전율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17].

2.1.2 재고자산회전율 변화율

개별기업들은 t-1년도와 비교하여 t년도의 재고자산

회전율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특성 항목

들을 확인한 후 t+1년도의 경영전략을 수립한다[18]. 

개별기업은 재고투자의 관점에서 경기의 변동에 따라

서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재고자산의 보유수준을 

증가 혹은 감소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고자산회전율은 “재고자산회전율=당

기매출원가/평균재고자산”의 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하

는데, 평균재고자산은 “평균재고자산=(기초재고자산+

기말재고자산)/2”로 산정한다[19].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재고자산회전율이 아닌 재고자산회전율 변화율을 

적용하며, “재고자산회전율 변화율=(((t년 재고자산회전

율)-(t-1년 재고자산회전율))/(t-1년 재고자산회전율))”

을 적용한다[1,7,11,18]. 즉 전년도(t-1)의 재고자산 회

전율 대비 기준년도(t)의 재고자산회전율의 증가 및 감

소의 변화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개별기업의 관점에서 t-1년도의 재고자산회전율이 

낮은 기업은 판매 부진으로 재고보유 수준이 높다는 것

을 의미한다. 재고보유 수준이 높기 때문에 t년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재고보유 수준을 감소시키려고 노력

을 기울이게 될 것이므로 t년 및 t+1년도의 재고자산회

전율은 개선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반대로 t-1년도

의 재고자산회전율이 높아서 높은 경영성과를 달성한 

기업은 재고부족으로 인하여 불안정한 공급이나 판매기

회 상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경

우 역시 재고자산회전율을 개선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므로 t-1년도 대비 t년도의 재고자산회전율 변

화율의 추세를 분석하는 것이 t년도의 재고자산회전율 

자체를 분석하는 것보다 개별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성과 변화와 운영 상태 및 운영 효율을 더 정확하게 분

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고

자산회전율 변화율을 기업의 경영 상태나 운영 성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연구 항목으로 가정하였으며, 앞서 제

시한 것처럼 재고자산회전율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내․외부적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재고자산회전율 변화율을 분석하여야 하는 이유는 

외부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특정 제조기업의 재고자산

회전율이 적절한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

으며, 제한적이기 때문이고 또한 주관적일 수 있으며, 

산업 및 업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재고자산회전

율 변화율은 얼마나 시장에 적절하게 안착하고 지속적

인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좋

은 평가지표이기 때문이다[7]. 기업의 실제 운영 전략이 

불안정하다면 재고자산회전율 변화율의 정도는 더욱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고자산회전율 및 재고자산회전율 

변화율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연구항목들을 

바탕으로 하지만 내부적 영향요인들의 경우 비교적 많

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항목들을 검토하여 선정하

고 추가적으로 외부적 영향요인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연구를 위한 최종 연구항목들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서 연구하고자 하는 주요 연구항목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2 기업 내부적 요인

앞서 기업 내부적 관점에서 재고자산회전율과 재고

자산회전율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요인들

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한 선행연구들을 제시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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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선행연구들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Kim(2000)[8]은 재고자산회전율에 영향을 미

치는 영향요인으로 기업규모 관점에서의 매출액, 전년

도 재고자산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백분율(1/재고자산

회전율)을 제시한다. Kim(2011)[9]은 재고자산회전율

과 매출총이익률(Gross Profit Margin : GPM) 간의 

관계를 제시하였으며, Kim & Shin(2011)[10]은 노동

생산성, 자본생산성, 재공품재고율, 재고자산회전율 간

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Lee(2017)[12]은 매출액성장률

(Sales Growth Rate : GROWTH), 부채비율(Debt 

Ratio : DEBT), 현금흐름변동성(Variation of Cash 

Flow : VARCASH), 기업의 총자산 규모로서 기업규모

(Size of the Corporate Assets : SIZE)가 재고자산회

전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Jahng & Woo(2012) 

[2]는 재고자산을 최종 제품, 재공품, 원재료로 구분하

고 이들과 재무성과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Kim & Lee(2017), Park, Lee & Kim 

(2016), Lee, Kim & Choi(2015)은 재고자산회전율 

및 재고자산회전율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총자산이익률(Return on Asset : ROA), 매출액 성장

률(GROW 혹은 GROWTH), 레버리지비율(Leverage 

Ratio : LEV), 기업규모(SIZE), 신용평점(Corporate 

Credit Rating : CCR), 기업연혁(Age of Corporate 

: AGE)을 제시하고 있다[1,7,11]. 이러한 내용을 바탕

으로 본 연구에서 선정한 기업 내부적 요인으로는 매출

총이익률(GPMt-1), 현금흐름변동성(VARCASHt-1), 광

고비용(ADVERt-1)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2.1 매출총이익률

재고자산회전율과 매출총이익률 간에는 유의하지는 

않지만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9]. 이러한 결

과는 국외 연구인 Gaur et al.(2005)[20], Kesavan et 

al.(2010)[21]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제시한다. 

재고자산회전율과 매출총이익률 간의 부(-)의 상관관계

는 높은 가격 또는 높은 매출총이익률을 확보하기 위하

여서는 낮은 재고자산회전율을 유지하는 것이 요구될 

수 있고, 낮은 가격 또는 낮은 매출총이익률을 보상하

기 위하여 높은 재고자산회전율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

음을 의미한다. 

또한 기업의 규모로서 매출액이 큰 기업일수록 평균

적인 재고자산회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기업의 매출액

이 크면 규모의 경제 효과에 의하여 재고관리성과에 영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매출액이 큰 기업들일수록 

매출액 대비 재고자산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재고자산의 관리에 보다 적극적일 수 있다[8]. 따라서 

매출총이익률은 재고자산회전율 변화율에 직․간접적으

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매출총이익률은 

Kim(2011)[9]의 연구에서 제시된 방식을 그대로 적용

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매출총이익률=(((t-1년 매출

액)-(t-1년 매출원가))/(t-1년 매출액))”으로 적용한다.

2.2.2 현금흐름변동성

현금흐름변동성은 위험을 측정하는 동시에 유동성 

제약과도 관계가 있는데 유동성 제약이 높은 기업들의 

경우 재고자산회전율의 제고를 통해 현금보유 제약을 

극복할 수 있으며, 또한 현금흐름변동성은 재고자산회

전율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12]. 따라서 개별

기업이 유동성 제약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신이 

보유한 재고 자산을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활동을 통하

여 유동성 위험을 극복하는 경우 재고자산회전율은 증

가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재고자산회전율 변화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적용

하는 현금흐름변동성은 “현금흐름변동성=2년간 현금흐

름 표준편차를 2년 간 자산의 평균값으로 표준화”하여 

적용한다.

2.2.3 광고비용

개별기업이 자신의 완성품을 구입할 수 있는 다른 

기업이나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는 구매 

비용 및 횟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광고는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여 정상적인 구매보다 초

과구매가 발생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개별기업의 광고비용 지출은 기업의 경영성과로서 

ROSOI(영업이익/매출액)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

친다[2]. 따라서 개별기업이 사용하는 광고비용의 증가

는 구매고객 및 기업의 구매욕구 자극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러한 구매욕구 자극은 궁극적으로 해당 기업의 

제품 판매량이나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광고비용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

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재고자산회전율 

변화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본 연구에



융합정보논문지 제11권 제9호99

서 적용하는 광고비용은 t-1년도에 개별기업이 사용한 

광고비용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을 사용하며, 세부적으로

는 “광고비용=((t-1광고비용)/(t-1매출액))”을 적용한다.

2.3 기업 외부적 요인

기업은 기업을 둘러싼 외부 환경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외부적 요인들의 영향에 대하여 적절하

게 대응하거나 적응하는 유기체적인 특성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기업 외부적 요인으로는 물가상승여

부(RPt-1), 환율상승여부(RECt-1), 경기선행지수(LIt-1)이

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3.1 물가상승여부

재고자산회전율은 물가 상승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12]. 개별기업은 미래의 물가전망을 바탕으로 

하여 재고자산의 보유수준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향후 

물가 상승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물가가 낮은 시점에 저

가격으로 원자재 및 부품을 대량으로 확보하고자 할 것

이며, 이를 통해 물가가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경우 가격

의 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또한 물가

가 낮은 시점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재고에 대한 소진을 

통하여 재고자산회전율이 높아지도록 하고, 물가가 높은 

시점에서는 재고자산회전율이 낮아지도록 하는 경영활

동을 시행한 기업은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재고자산이 

부족하여 높은 가격에 원자재를 구매하고 공급받아야 하

는 경쟁기업들보다 높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22]. 그

리고 수입소비재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동종 기업

체와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23].

본 연구에서의 물가상승여부는 한국은행에서 제시한 

수입물가지수를 사용하였으며 중분류 기준 산업의 12

개월간 월별 물가상승 여부(상승하였으면 1, 아니면 0)

의 합을 12로 나눈 값을 사용한다. 연간 물가가 지속적

으로 상승한다면 1에 가까운 값을 보일 것이다. 그러므

로 앞서 제시한 것처럼 물가가 상승할 것이냐 하강할 

것이냐에 따라서 재고자산의 증감현상이 나타날 수 있

으므로 물가상승여부는 개별기업의 재고자산회전율 변

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2.3.2 환율상승여부

앞서 제시한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활동에서 무역의

존도는 2019년의 경우 63.7%로 조사되었다[15]. 따라

서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다른 G20 국가와 비교 시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무역

의존도는 우리나라의 경제 활동과 성장에 높은 영향을 

미친다[24]. 또한 우리나라의 무역구조는 원자재 및 원

료를 수입한 후 제품의 재생산(조립) 및 수출을 시행하

는 구조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환율은 경제활동과 성

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환율변동의 일부를 수출상품의 가격에 어느 정도 전가

시키는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환율은 최종

적인 제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25]. 특히 

환율의 평가절상은 기업의 수출, 수익성, 투자, 부가가

치 등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26,27].

따라서 무역을 통하여 필요로 하는 원재료 및 부품

의 수입과 해외 판매를 위한 수출의 경우 환율의 상승

과 하락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므로 환율의 변동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제조 기업

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

에서의 환율상승여부는 한국은행에서 제시한 달러 대

비 원화 환율을 사용하였으며, 연도기준 12개월 간 월

별 환율상승 여부(상승하였으면 1, 아니면 0)의 합을 

12로 나눈 값을 사용한다. 연간 월별 환율이 지속적으

로 상승한다면 1에 가까운 값을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앞서 제시한 것처럼 환율이 상승할 것이냐 하강할 것이

냐에 따라서 환율상승여부는 개별기업의 재고자산회전

율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2.3.3 경기선행지수

경기는 국민경제의 총체적인 경제활동의 수준을 의

미하는 것이다. 경기가 좋다는 것은 소비, 투자, 생산 

등의 경제 활동이 통상 예측하고 있는 평균수준 이상으

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나쁘다는 것은 앞서 제시한 내용과는 반대의 상황을 의

미한다[28]. 그러므로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경기

지수는 우리나라의 경기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에 

민감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선정하여 지수별로 표시

한 것이다.

경기지수 가운데 경기종합지수(Composite Index : 

CI)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합경기지표로써 각종 경

제지표들의 전월대비 증감률을 작성하여 제시하는 것

으로 증감률이 정(+)일 경우 경기상승을 부(-)일 경우 

경기하강을 의미한다. 또한 증감률의 크기에 의해 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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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의 진폭까지 알 수 있으므로 경기변동의 방향, 국

면 및 전환점은 물론 변동의 속도까지 분석할 수 있는

데, 경기종합지수는 경기전환점에 대한 반영 시차의 정

도에 따라서 선행(Leading)지수, 동행(Coincident)지

수, 후행(Lagging)지수로 구분할 수 있다[28].

이중 경기선행지수는 3～6개월 후의 경기흐름을 가

늠하는 지표로 지수가 전월보다 올라가면 경기상승, 내

려가면 경기하강을 의미하는데, 선행종합지수라고도 하

며 앞으로의 경기 동향을 예측하는 지표로써 8가지 구

성 지표1)의 움직임을 종합하여 작성한다[29]. 따라서 

경기지수는 경기변화의 움직임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중 동행지수는 현재

의 경기흐름을 파악하는데 유용하지만 실제 경제상황

과 경기 동행지수가 공표되는 시점 사이에는 1-2개월

의 시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경기 동행지수는 이해관

계자들에게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한

계가 있다[30].

그러므로 경기선행지수가 실제경기보다 앞서서 움직

이는 속성을 활용한다면 단기적으로 3～6개월 정도 후

의 경기 변동이 어떻게 진행될지 경기의 전환점이 언제 

올 것인지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기선행지

수에 따라서 개별기업은 자신의 경영 및 영업 전략을 

수정하게 될 수 있게 되고, 여기에 맞추어서 보유하여

야 하는 재고자산의 증가나 감소와 같은 의사결정을 내

리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경기선행지수는 통계청에서 매월 발

표한 선행지수를 사용하였으며, 연도기준 12개월 간 월

별 선행지수 상승 여부(상승하였으면 1, 아니면 0)의 합

을 12로 나눈 값을 사용한다. 연간 월별 선행지수가 지

속적으로 상승한다면 1에 가까운 값을 보일 것이다. 그

러므로 앞서 제시한 것처럼 경기선행지수가 상승할 것

이냐 하강할 것이냐에 따라서 경기선행지수는 개별기

업의 재고자산회전율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측하였다.

3. 연구방법론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제조 산업의 기업체들을 대상으

1) 재고순환지표, 소비자기대지수, 기계류내수출하지수(선박제외), 건설수

주액, 수출입물가비율, 구인구직비율, 코스피지수, 장단기금리차이의 

8가지 임.

로 기업의 운영 상태나 운영 효율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해당 기업의 재고자산 관리와 관련된 역량으로써 재고

자산회전율의 변화 정도인 재고자산회전율 변화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고

자산회전율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내부적 및 외

부적 요인의 특성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모형 및 회귀식

은 아래와 같다.

      (1)

여기서 Xi.t-1 =t-1년 i번째 기업특성변수

X1,t-1 =GPM=t-1년 매출총이익률

X2,t-1 =VARCASH=t-1년 현금흐름 변동성

X3,t-1 =ADVER=t-1년 광고비용

X4,t-1 =RP=t-1년 물가상승여부

X5,t-1 =REC=t-1년 환율상승여부

X6,t-1 =LI=t-1년 경기선행지수

IND =산업더미2)

vi,t =오차항

본 연구에서 연구하는 주요 연구항목별 적용방식에 

대한 사항을 종합한 내용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3.2 자료수집 방법 및 대상

유가증권 상장, 코스닥 등록 그리고 외감 기업들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및 중분류에서 제조업(C)

으로 분류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만 연구항목의 정의에 따라서 자료의 수집기간은 

2001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내부적 자료 요인은 KIS-Value Ⅲ에서 추출하였다. 그

리고 외부적 자료 요인인 물가상승여부와 환율상승여

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입물가지수, 달러 대비 원화환

율은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경

기선행지수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용하였다. 

표본기업의 선정기준과 표본선정 과정은 다음의 

Table 2와 같다. 

2) 본 연구에서는 연도더미를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경기선행지수와 환

율상승여부가 연도별 동일수치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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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ynthesis of Major Research Variables and Application Methods

Division Application method 

INVt ((Inventory turnover in year t)-(Inventory turnover in year t-1))/(Inventory turnover in year t-1) 

GPMt-1 ((t-1 year sales)-(t-1 year cost of sales))/(t-1 year sales) 

VARCASHt-1 Standardize the two-year cash flow standard deviation to the average of the two-year assets 

ADVERt-1 (advertising expenses in year t-1)/(sales in year t-1) 

RPt-1

Using the Bank of Korea's Import Price Index,
The sum of the 12 months of monthly inflation (1 if there is an increase, 0 otherwise) of the industry based on the middle 

classification divided by 12 

RECt-1
The use of the won exchange rate against the dollar of the Bank of Korea,
The sum of the monthly exchange rate rises (1 if it increased, 0 otherwise) for 12 months based on the year divided by 12 

LIt-1
Using the leading economic index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sum of the monthly leading index increase (1 if it has risen, 0 otherwise) for 12 months based on the year divided by 12 

Table 2. Sampling Process

Sampling Criteria n

Securities and KOSDAQ and foreign audited companies Daesan Ju, closing at the end of December 

Manufacturing companies-Year 
159,210①

Capital erosion companies-excludes annual sample (5,463)②

Excluding the company-year sample for which financial data necessary for variable calculation cannot be 

obtained 
(56,937)③

Remove outliers (10,896)④

Number of final samples (n) = ①-②-③-④ = ⑤ 85,878⑤

본 연구의 목적은 재고자산회전율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내부적․외부적 요인을 규명하는데 있다. 따

라서 기업 간의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재고자산의 비중

이 중요한 제조업 중에서 12월말 결산인 기업-연 표본

으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자본잠식 기업은 정상적인 영

업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분석결과의 왜곡을 감소시키

기 위하여 제외하였다. 또한 연구항목 계산에 필요한 

재무자료 등이 없는 기업체 역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

하였다.3) 그리고 분석 결과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이상치 제거를 위하여 각 연구항목의 Z-Score((항목-

항목의 평균)/(항목의 표준편차))의 절대값이 3 이상으

로 나타나는 기업체 역시 제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활용된 최종표본은 85,878개이다.

세부적으로 산업별 표본기업의 구성 현황은 다음의 

Table 3과 같다. 가장 높은 구성 비중을 점유하는 산업

은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으로써 11,523개이며, 

13.42%이다. 그 다음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으

로써 10,629개로써 12.38%이며, 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은 8,224개로써 9.58%이다. 

3) 본 연구의 항목계산에서 t-2기부터 t기까지의 재무자료가 필요로 하

기 때문에 다수의 표본이 제거되었다.

따라서 이들 산업의 비중이 다른 제조 산업의 비중보다 

비교적 높다.

4. 실증분석

4.1 기초통계

본 연구의 연구항목들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의 Table 4와 같다. 기초통계량에 대한 세

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재고자산회전율 변화율

은 0.019이며, 내부적 요인으로서 매출총이익률은 

0.188, 현금흐름변동성은 0.037, 광고비용은 0.002로 

나타나며, 외부적 요인으로서 물가상승여부는 0.492, 

환율상승여부는 0.455, 마지막으로 경기선행지수는 

0.845로 나타났다.

4.2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분석의 시행에 앞서 주요 연구 항목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항목들 간의 상관관

계 파악을 통하여 상관관계의 방향과 크기, 다중공선성

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항목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의 Table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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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osition of Sample Companies by Industry
Sectors n %

Food manufacturing 4,281 4.98

Beverage 480 0.56

Tobacco 25 0.03

Textile ; Excluding Clothes 2,407 2.80

Apparel, Apparel Accessories and Fur Products 2,313 2.69

Leather, Bag and Footwear 581 0.68

Wood and Wood Products ; Excluding Furniture 563 0.66

Pulp, Paper and Paper Products 1,947 2.27

Printing and Recording Media Duplication 690 0.80

Coke, Briquettes and Petroleum Refining Products 436 0.51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Excluding Pharmaceuticals 7,174 8.35

Manufacturing of Medical Substances and Pharmaceuticals 2,121 2.47

Rubber Products and Plastic Products 5,606 6.53

Non-metallic Mineral Product 3,825 4.4

Primary Metal 7,092 8.26

Manufacturing of Metal Products; Excluding Machinery and Furniture 5,590 6.51

Electronic Parts, Computer, Video, Audio and Communication Equipment 8,224 9.58

Medical, Precision, Optical and Watch 2,655 3.09

Electrical Equipment 4,618 5.38

Other Machinery and Eequipment 11,523 13.42

Automobile and Trailer 10,629 12.38

Other Transportation Equipment 1803 2.10

Furniture 585 0.68

Other Product 710 0.83

Subtotal 85,878 100.00

Table 4. Basic Statistics of Study Variables
Division Average Standard Deviation Minimum Maximum

INVt 0.019 0.422 -1.000 8.163

GPMt-1 0.188 0.113 0.000 0.601

VARCASHt-1 0.037 0.042 0.000 0.220

ADVERt-1 0.002 0.007 0.000 0.058

RPt-1 0.492 0.204 0.000 1.000

RECt-1 0.455 0.168 0.083 0.750

LIt-1 0.845 0.174 0.333 1.000

Table 5.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of Research Variables
Division 1 2 3 4 5 6 7

1. INVt 1.000

2. GPMt-1 0.007 1.000

*

3. VARCASHt-1 0.002 0.101 1.000

***

4. ADVERt-1 -0.017 0.450 0.008 1.000

*** *** **

5. RPt-1 -0.018 -0.025 -0.046 0.019 1.000

*** *** *** ***

6. RECt-1 -0.005 0.005 0.000 -0.008 -0.385 1.000

** ***

7. LIt-1 0.032 0.004 -0.004 -0.021 -0.079 -0.158 1.000

*** *** *** ***

- Significant at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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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종속변수인 재고자산회전

율 변화율과 독립변수들인 기업 내․외부적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에서 정(+)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연구 

항목은 매출총이익률과 경기선행지수이다. 부(-)의 유

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연구 항목들로는 광고비용, 물

가상승여부이다. 그러나 현금흐름변동성과 환율상승여

부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중회귀모형에 대한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 VIF)를 활용하여 다중공선성을 확

인한 결과 가장 높은 VIF값을 보인 것은 매출총이익률

로 1.763으로 나타나고, 연구 항목들 간의 상관계수의 

최대값은 매출총이익률과 광고비용 간의 관계로서 

0.450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연구 항목들 간의 상관계

수가 높으므로 인하여 나타나는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4.3 연구모형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재고자산회전율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SAS 9.4를 활용하여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재고자산회전율 변화

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다

중회귀분석의 결과는 아래의 Table 6과 같다. 우선적

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F-value는 28.56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 결과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내부적 요인으로써 매출총이익률은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정되었다(Coeff=0.023, 

p<0.01). 현금흐름변동성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검정되었으나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제한

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Coeff=0.006, p<0.1). 

광고비용은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정

되었다(Coeff=-0.023, p<0.01). 외부적 요인으로써 물

가상승여부는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

정되었다(Coeff=-0.011, p<0.05). 환율상승여부는 유

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정되었으나 미치

는 영향력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oeff=-0.008, p<0.1). 마지막으로 경기선행지수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Coeff=0.027, p<0.01). 이상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기업의 내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외부

적 요인들도 재고자산회전율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연구 결과 및 차후 연구방향 

5.1 연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제조 산업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재고자산회전율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

업의 내부적, 외부적 요인을 찾아서 규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의 규명을 통해 제조 관련 기업들에게 재

고자산회전율의 변화가 급격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

는 방식으로 기업의 경영 활동과 운영효율을 개선함으

로써 기업의 경영성과 및 재무적 성과를 제고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다.

Table 6.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Research Model

Division Coeff t-value VIF

Constant 0.128 2.90 *** 0

GPMt-1 0.023 5.34 *** 1.763

VARCASHt-1 0.006 1.70 * 1.082

ADVERt-1 -0.023 -5.32 *** 1.440

RPt-1 -0.011 -2.40 ** 1.543

RECt-1 -0.008 -1.73 * 1.282

LIt-1 0.027 8.30 *** 1.064

IND Including

F-value 28.56**

Adj R2 0.011

N 85,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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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재고자산회전율 

및 재고자산회전율 변화율에 대하여 연구한 선행연구

들의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선행연구들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된 내부적 요인들과 함께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적 요인들을 동시에 검토하여 재고자산회

전율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요인들을 선정

하였다. 기업의 내부적 요인으로는 매출총이익율, 현금

흐름변동성, 광고비용을 선정하였으며, 기업의 외부적 

요인으로는 물가상승여부, 환율상승여부, 경기선행지수

를 선정하였고, 이들 연구항목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

하였다. 또한 유가증권 상장, 코스닥 등록 그리고 외감 

기업들을 대상으로 85,878개의 기업-년 표본을 확보하

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검정을 실

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검정의 결과 매출총이익률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정되었으며, 현금흐름

변동성은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영향력이 낮은 것으

로 검정되었고, 광고비용은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그리고 물가상승여부는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정되었으며, 환율상승

여부는 부(-)의 영향을 미치지만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검정되었다. 마지막으로 경기선행지수는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학문적․실무

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개별기업의 경영성과를 측정하고 개선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재무적인 관점이 아닌 재고자산관리의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개별기업

의 경영성과는 재무적 상태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 대표

적인 방법으로써 해당 기업의 당해 연도 수익과 관련된 

재무적 성과를 통하여 파악하지만, 개별기업의 경영 상

태나 운영 효율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써 재고

관리와 관련된 역량을 통해 파악하는 것으로써 본 연구

는 재고자산회전율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둘째, 재고자산회전율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행요인들의 연구 범위를 확장하여 연구를 진행한 것

이다. 재고자산회전율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한 선행연

구들은 재고자산회전율 및 재고자산회전율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기업 규모 관점에서의 매

출액과 재고자산회전율을 제시하는 연구[8], 재고자산

회전율과 매출총이익률을 제시하는 연구[9], 노동생산

성, 자본생산성, 재공품재고율, 재고자산회전율을 제시

하는 연구[10], 매출액성장율, 부채비율, 현금흐름변동

성, 기업의 총자산 규모로써 기업규모를 제시하는 연구

가 있다[12]. 또한 총자산이익률, 매출액성장률, 레버리

지비율, 기업규모, 신용평점, 기업연혁을 활용한 연구가 

있다[1,7,11].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들은 재고자산회전율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선정에서 주로 기업 내부적인 

재무자료 요인만을 선정하였다는 제한사항이 있으며, 

기업의 재고자산관리와 관련된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기업 외부적인 요인들에 대한 연구의 부분

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재고자산

관리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기업 내부

적인 요인의 경우 선행연구들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된 

요인들에 대해서는 연구항목에서 제외하였으며, 비교적 

연구가 제한적으로 진행된 연구 항목들을 검토하였으

며, 이를 선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개별기업이 처한 영

업환경과 경제 상황 등과 관련된 지표 및 지수들을 면

밀히 검토하여 기업 외부적인 요인으로 물가상승여부, 

환율상승여부, 경기선행지수를 선정하여 개별기업의 재

고자산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적 요인을 추가

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측면에서 선행연구

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셋째, 2001년부터 2019년 기간 데이터와 85,877개

의 표본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데이터 수집

기간과 활용한 표본의 수(n)가 더욱 크므로 2000년부

터 2012년의 기간 데이터와 378～772개의 표본을 사

용하여 연구를 진행한 연구들[1,7,11]과 2010년에서 

2016년의 기간 데이터와 2100개 기업의 데이터를 활

용한 선행연구[12] 보다는 우리나라 전체 제조 산업의 

재고자산관리 및 재고자산회전율 변화율과 관련된 내

용을 더욱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은 선

행연구들과 비교 시 큰 차별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

넷째, 재고자산회전율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내부적 요인들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살펴보

면 아래와 같다.

매출총이익률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출총이익률의 증가(감소)는 재

고자산회전율 변화율에 증가(감소)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난다. 매출액이 큰 기업일수록 평균적인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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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회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8], 개별기업의 관점에

서 기본적으로 매출액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수익 역시 

증가하게 되므로, 수익의 증가를 위하여 재고자산회전

율 역시 높게 가져가게 되므로, 재고자산의 관리에 적

극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별기업의 

관점에서 수익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매출액

의 제고를 최고 수준으로 달성할 필요성이 있으며, 매

출액의 제고를 위해서는 부가적으로 수반되는 재고자

산의 관리 수준 역시 높게 가져가야 한다는 사항을 제

시하는 것이다.

현금흐름변동성은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보수적

인 수준(유의수준 10% 이하)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나 해석에 주의를 요구한다. 현금흐름변동성은 위험을 

측정하는 동시에 유동성 제약과도 관계가 있을 수 있으

며, 유동성 제약이 높은 기업들은 재고자산회전율의 개

선을 통해 현금보유 제약을 극복할 수 있으므로 현금흐

름변동성은 재고자산회전율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12],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선행연구와 유사

한 결과로 검정되었다. 따라서 개별기업의 관점에서 유

동성 부분의 제약이 발생하는 경우 재고자산회전율의 

관리를 통하여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광고비용은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

정되었다. 실제로 광고는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

여 정상적인 구매보다 초과구매가 발생할 수 있도록 영

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개별기업의 광고비용은 기업의 

경영성과로서 ROSOI(영업이익/매출액)에 유의한 부

(-)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2], 광고를 통하여 소비

자들의 실제 수요가 증가되는 경우 이에 적절하게 대응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개별기업이 수요의 변동에 대응하는 방법으로서 판

매가격의 조정을 통한 수요의 변동성을 흡수하는 방안

보다는 완성품 제조의 수량을 변동시키는 방향(생산량

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대응할 수 있는

데, 이러한 경우 자연스럽게 재고자산회전율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게 되므로 적극적으로 재고자산의 관리를 

시행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재고자산회전율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

는 기업 외부적 요인들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물가상승여부는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물가상승율이 낮을수록 저가격의 원

자재를 대량으로 확보하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기

업의 재고자산회전율 변화율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실제 물가의 변동은 개별기업의 재고자산회

전율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앞서 물가가 낮은 시점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재고에 대

한 소진을 통해 재고자산회전율이 높아지도록 하고, 물

가가 높은 시점에서는 재고자산회전율이 낮아지도록 

하는 개선활동을 시행한 기업은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재고자산이 부족하여 높은 가격에 원자재를 구매하고 

공급받아야 하는 기업들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제시한 선행연구[22]와는 반대의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 제조 기업

들이 물가의 변동 수준에 따르는 재고자산의 관리와 함

께 물가상승여부와 재고자산회전율 간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고자산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

악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제조 산업의 기업들은 

물가의 상승여부에 경영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환율상승여부는 부(-)의 영향을 미치지만 보수적인 

수준(유의수준 10% 이하)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해석에 주의를 요구한다. 앞서 우리나라의 경제는 원자

재 및 원료의 수입을 통해서 제품의 재생산 및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며, 

환율변동의 효과를 수출상품 가격에 어느 정도 전가 시

키는 등 환율이 제품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므로

[24], 무역을 통하여 필요로 하는 원재료 및 부품의 수

입과 해외 판매를 위한 수출의 경우 환율의 상승과 하

락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

과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 제조 기업들은 환율의 

변동 수준에 따르는 재고자산의 관리와 함께 환율상승

여부와 재고자산회전율 간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

하고 재고자산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

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제조 산업의 기업들은 원/달러 

환율의 상승여부에 경영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경기선행지수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경기선행지수가 실제경기보다 

앞서 움직이는 속성을 이용하여 개별기업의 관점에서 

경기선행지수를 토대로 하여 재고자산회전율 변화율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개별기업들은 경기변동 상황에 맞추어서 보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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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재고자산회전율을 제고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등 적

극적으로 재고자산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제조 산업의 기업들은 경

기선행지수의 상승 및 하강 여부에 경영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제조 산업의 기업체들에게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각종 내․외부적 요인들과 재고자산

회전율 변화율 간의 관계 및 내․외부적 요인들이 재고

자산회전율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을 잘 이

해하고 적절하게 재고관리 활동을 시행함으로써 재고

관리 관련 핵심역량 및 기업 경영성과의 제고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5.2 제한사항 및 차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제한사항 및 차후 연구방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의 수(n)는 85,878개

로써 선행연구들과는 다르게 활용하고 있는 표본의 수

가 매우 많은 상황이다. 따라서 표본 기업들을 산업별, 

규모별, 상장기업여부 등에 따라서 구분하고 다시 연구

를 진행한다면 다양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차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반영한 연구

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개별기업의 재고자산회전율 변화율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내부적 및 외부적 요인

들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주로 개

별기업의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의 기업 경영에서 개별기업의 노력과 활동만으로 재고

자산과 관련한 경영성과를 제고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 

있다. 현재는 기업과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닌 공급사슬과 

공급사슬 간의 경쟁으로 변화되었으며, 공급사슬을 구

성하고 있는 모든 기업 즉, 공급사슬 상의 원재료 및 부

품을 공급하는 공급기업 및 해당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

는 구매기업 등의 역할과 행동이 조화를 이루며 최적화

를 달성하는 경우 더 높은 경영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전체 공급사슬 관점에서 재고자산

회전율 변화율에 대한 연구를 필요로 할 것이다. 또한 

전체 공급사슬 구성원들 간의 재고자산회전율 변화율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경우 공급

사슬 구성원으로서 개별기업들이 어떠한 부분에 경영

관심을 집중시켜야 하는가를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의 추가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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