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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R&D investment and marketing expenses on the
performance of the Korean pharmaceutical companies. The top-ranked forty companies in Korea were selected and the 6year-long data were analyzed to obtain the correlations among R&D intensity, marketing expenses, growth rate, operating
profitability. In addition, the differences between innovative and non-innovative pharmaceutical companies were also
examined. Both the amount and the ratio of R&D investment over sales activitie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innovative pharmaceutical companies compared with the non-innovative pharmaceutical companies. In these competitive
circumstances, R&D investment is indispensable for the sustainable growth in pharmaceutical companies. In conclusion,
Korean pharmaceutical companies as well as government bodies should focus on more intensive and strategic R&D
activities to increase the capabilities for developing innovative new products and future prosperity.
Keywords Pharmaceutical company, R&D investment, marketing expense, company performance, sales growth rate,
operating profit

서 론(Introduction)

개발 투자와 마케팅비용이 기업활동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
는지 개별 기업의 재무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기업별 연구개발비

제약산업계에서 연구개발투자(R&D investment)는 매우 중요

투자비율과 미래 매출증가율(sales growth rate) 및 영업이익률

하며 신약개발을 통한 매출의 증대는 기업이 추구하는 최우선

(operating profit)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각 제약기업의 마케

적 과제이다. 또한 기업의 총매출규모를 조속히 신장시키기 위

팅비용 지출비율과 매출증가율의 상관관계를 조망하는 것은 제

해서는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와 같은 마케팅비용(marketing

약기업의 경영진이나 제약산업을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육성하

expenses) 역시 주요한 지출항목이다. 그렇다면 연구개발비와 마

려는 산업정책 시행자들에게는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케팅비용은 제약기업의 미래 매출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제약산업은 기간산업이므로 정부의 보호를 받아 산업적 안정

그리고 대부분의 제약기업이 내부의 한정된 자원을 연구개발과

성은 높지만 일반적으로 신약의 개발을 위해서는 기업별로 막

마케팅 중 어디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만 현재는 물론이고 미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미국 Pharmaceutical Research and Man-

래의 매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는 제약기업 경영진에게 결

ufacturers of America (이하 PhRMA)의 2016년도 자료에 따르면,

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제약기업에서 연구

전 세계적으로 신약의 개발과정에 평균 10~15년이 소요되며, 임
상시험에 진입한 후보물질이라도 판매허가를 취득할 가능성은
12% 미만에 불과하다. 개발의 실패에 따른 매몰비용까지 감안

#

Corresponding author
Joon Seok Bang, College of Pharmac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Rm. 307, Cheongpa-ro 47-gil 100, Yongsan-gu, Seoul 04310,
Korea
Tel: +82-2-2077-7526
Fax: +82-2-710-9799
E-mail: jsbang@sm.ac.kr

하면 1개의 신약 개발에 투자되는 평균비용은 1980년대에 미화
4억 달러, 1990~2000년대 초반에 10억 달러, 2000~2010년대 초
반에 26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세이다.1) PhRMA 회원사의
2016년도 총매출액 대비 총연구개발비는 19.8%였으며, 이들 회
원사의 총연구개발비 합산액 규모는 2011년에 486억 달러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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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2년 496억 달러, 2013년 516억 달러, 2014년 533억 달러

약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액이 미래 2~4년간 기업의 이익규모

, 2015년 588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또한 DiMasi 등이

에 유의한 수준으로 양(+)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10개 제약기업의 106개 신약 후보물질에 투자된 연구개발비를

경민 등은 1년전 연구개발비 집중도는 당기 경상이익률에 정(+)

분석하여 판매허가 취득 후 추가비용까지 모두 고려할 때 신약

의 영향을 미치지만 2년전과 3년전 연구개발에 지출된 비용은

1개당 평균 28.7억 달러가 투입된 것으로 집계하였다.2)

경상이익률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다.11) 한편, 송

지난 수십년간 제약기업의 R&D 투자는 괄목하게 증가했지만

인수 등은 연구개발비는 영업이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매

시판허가를 받은 경우는 오히려 줄어든 이유는 therapeutic inno-

출액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고, 연구개발비가 영업이익에 미치

vation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고, 최근 20년간 R&D 생산성

는 영향은 당해 연도의 영업이익에 국한되지 않고 2~3년간 평

이 감소한 원인으로 미충족 의료수요(medical unmet needs)가 높

균 영업이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12) 이문재 등

은 분야는 개발의 실패확률도 높지만 여전히 그 영역으로 R&D

이 수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구개발비의 집중도는 기업가치

투자가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장기간 제약산업의 혁신과정을 연

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t-2년과 t-5년의 연구개발비 집

3)

구했던 Munos는 최근까지 제약기업의 선도적 R&D 모델이던

중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t-1, t-3, t-4년은 유의하지 않

‘혁신역학(innovation dynamics)’ 이론체계의 폭넓은 변화를 요구

았다고 하였다.13)

하면서 글로벌 신약개발 역량을 보유한 고급인력을 유인할 보

한편, 마케팅비용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판매비와

상체계의 강화, 혁신적 시스템을 구비한 조직역량의 강화 및 개

관리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홍철규 등이 수행

방형 혁신체계의 도입 등 이른바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

한 연구에서는 매출액이 감소하면 판매관리비 지출비중의 변화

vation)’ 패러다임으로의 과감한 전환을 주장하였다.4)

와 기업의 미래성과(순이익, 영업이익, 기업가치 등)는 매출액을

그동안 우리나라의 제약산업 구조는 혁신형 신약보다는 개량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정(+)의 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 특히, 판

신약(IMD)이나 복제의약품(generic drug)의 개발과 생산에 주력

매관리비 비중이 전년보다 증가하거나 적자인 경우에 정(+)의

했었다.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이 30여개임에도 불구하고, 혁신

관계가 강하게 나타났다.14) 손정근 등의 연구에 따르면, 판매관

신약(10~15년), 개량신약(3~5년), 복제의약품(2~3년)의 개발기간

리비는 기업가치에 유의한 수준으로 양(+)의 영향을 미치며, 특

과 난이도가 현저히 다르므로 국내 기업은 소수의 혁신신약을

히 판매관리비 비중이 높은 기업이 낮은 기업에 비해 기업가치

집중 개발하여 글로벌 매출을 실현하기 보다는 국내 시장에 통

와 정(＋)의 관련성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15) Andras 등은 광고

용될 현실적인 제품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왔다.5) 산업은행의 보

비 집중도와 연구개발비 집중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

고서에 따르면, 국내 제약산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려면

석하였는데, 이 두가지 집중도는 매출 총이익률(profit margin)과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한 근본적 역량의 제고가 필요하며 다국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16) 박선영 등의 연구에서는 R&D와

적 제약사의 성장모델인 공동개발, 인수합병(M&A)과 같은 거

마케팅의 단일투자는 기업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시적 접근과 분야별 선두 기업을 육성하는 이른바 산업생태계

타났으나 두가지 투자안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는 기업성과에 유

구축 전략을 제안하였다.6)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제약산업의 신

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17)

속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지원할 목적으로 2012년에 ‘제약산업

이에, 연도별로 매출액(annual sales), 연구개발비, 마케팅비, 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R&D 분야에

업이익률 등의 증감경향을 파악하고, 현재 정부가 선정하여 지

중점투자한 기업인 ‘혁신형 제약기업(Innovative Pharmaceutical

원 중인 ‘혁신형 제약기업(Innovative Pharmaceutical Companies,

Companies, IPC)’을 선정해서 우대하는 정책인데, 세제지원, 약

IPC)’이 비선정 제약기업과 차별화 되었는지 비교하고, 마케팅

가우대, 규제완화, 정책자금융자, 그리고 전문인력 채용지원 같

비 및 연구개발비 비율의 높고 낮음에 대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은 인센티브의 제공을 포함한다.7) IPC로 지정되려면 적정규모의

비교함으로써 이 비율이 우리나라 제약기업의 매출증가율 및 영

R&D비용에 대한 지출이력과 기업의 잠재성에 대한 국가기관의

업이익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본 연구

인증이 요구되며,8) IPC 지정은 격년마다 실시된다. 지정 후 유

를 수행하였다.

효기간은 3년이고 심사 후 3년간 재연장도 가능하다. 국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주식시장에 상장된 국내 제약기업의 영업이익률
은 평균 8.6%였지만 혁신형 제약기업은 9.3%로써 0.7%p 높았
으며, 2017년말까지 국내에서 개발된 역대 29개 신약가운데 혁
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품목이 25개(86.2%)에 달하였다.

9)

연구방법(Research Methods)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2016년도 매출순위 상위 40위까지의 국내 제

다른 산업분야와 비슷하게 제약산업도 연구개발비 투자에 의

약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 비율(연구개발비÷매출액) 및 마

한 효과가 다소 시차를 두고 발생한다. 이 기간은 산업별로 다

케팅비 비율(마케팅비÷매출액)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

소 차이가 있는데, 전기전자산업 분야는 통상적으로 4년, 화학

사하였다. 완제의약품 없이 원료의약품만 생산하는 기업은 연구

또한 연구개발비 투자에 따른 시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화학기업 및 의약품과 화학제품을 함께

차효과의 결과는 연구자에 따라서도 상이하다. 조성표 등은 제

생산하는 기업도 제외하였다. 해당 제약기업의 재무정보는 금융

산업은 3년이라고 알려진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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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과 마케팅비 비율의 조합별 매출

제표를 수집하여 단위기업별로 6년간(2011~2016년) 계정과목을

증가율 및 영업이익률 비교

조사했는데, 기업별로 연구개발비와 마케팅비에 포함되는 계정

연구개발비 비율, 마케팅비 비율을 각각 5%를 기준으로 각각

과목의 명칭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연구개발비는

높은 군과 낮은 군 등 4개군으로 분류하여 매출증가율의 5년간

기업별로 사용하는 계정과목을 파악한 후 아래의 공식을 적용

(2012~2016년) 평균값 및 영업이익률의 5년간 평균값의 통계적

하여 총연구개발비를 산출하였고, 마케팅비도 회사별 각 계정과

유의성은 ANOVA검정을 실시하였다.

목을 파악한 후 합산하여 총마케팅비를 산출하였다.

연구개발비 비율과 기업성과의 관계

자료의 특성
1) 연구개발비

첫째, 과거 3년간 연구개발비 비율이 최근 3년간 매출증가율

기업별로 비용처리방식이 상이했으며, 주로 비용으로는 판매

평균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 하였다. 과거 3년의 누적 연구

비 및 관리비의 일부로 계상된 경우가 많았고, 판매비와 관리비

개발비 비율을 독립변수로 사용한 이유는 신약(new drug), 개량

와는 별도로 손익계산서에 기재된 경우도 있었다. 또한 비용으

신약(Incrementally Modified Drug, IMD), 복제의약품(generic

로 매출원가에 반영된 경우가 있었고, 무형자산 중 개발비로 계

drug) 등은 개발기간이 상이하게 소요되므로 연구개발에 최소 3

상된 경우가 있었다. 무형자산으로 개발비를 계상한 경우는 개

년간 누적된 투자가 있어야 성과로 이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

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

이다. 이때 독립변수는 2011~2013년 연구개발비 비율, 즉 [각 기

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업의 2011~2013년 연구개발비의 합]÷[각 기업의 2011~2013년

필요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매출액의 합]이었고, 종속변수는 각 기업의 연도별 매출증가율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높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의 3년간(2014~2016년) 평균값이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

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재무제표의 주석란에 기

이에 시차를 두었는데 이는 연구개발비가 기업성과로 연결되는

재되어 있었고, 표현은 상이하더라도 유사한 내용이 재무제표의

데는 수년이 소요되므로 과거 3년간 연구개발비 비율이 최근 3

주석란에 기재되어 있었다. 무형자산의 경우, 취득연도에 취득

년간의 매출증가율 평균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 하였다.

액을 연구개발비에 합산하였으므로 무형자산 상각액이 경상개

둘째, 과거 3년간 연구개발비 비율이 최근 3년간의 영업이익

발비에 반영된 경우, 그 금액을 총연구개발비에서 차감하여 연

률 평균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 하였다. 독립변수는 2011~2013

구개발비가 이중으로 합산되지 않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

년 연구개발비 비율, 즉 [각 기업의 2011~2013년 연구개발비 합]

된 연구개발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상 연구개발비, 또는 별도 비

÷[각 기업의 2011~2013년 매출액 합]이었고, 종속변수는 각 기

용으로 표기된 연구개발비, 매출원가상 반영된 연구개발비, 무

업의 연도별 영업이익률의 3년간(2014~2016년) 평균값이었다. 독

형자산상의 연구개발비 취득액을 모두 포함하므로 연구소나 공

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시차를 두었는데, 이는 연구개발비가

장에서의 연구수행, 인체대상 임상시험, 허가과정, 특허출원 등

기업의 성과로 연결되는 데 시차가 필요하므로 과거 3년간 연

에 소요된 제반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개발비 비율이 최근 3년간의 영업이익률 평균에 미치는 영향
을 회귀분석 하였다.

2) 마케팅비
마케팅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상의 매출증대 활동과 관련된 계

마케팅비 비율과 기업성과의 관계
마케팅비 비율이 매출증가율 평균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

정과목을 합산하였다. 그리고 기업별로 사용한 계정과목의 명칭
은 상이하였다.

하였다. 이때 독립변수는 각 기업의 연도별 마케팅비 비율의 5
년간(2012~2016년) 평균이었고, 종속변수는 각 기업의 연도별 매

3) 분석대상 기업

출증가율의 5년간(2012~2016년) 평균이었다.

분석대상인 40개 기업은 경동제약, 경보제약, 광동제약, 국제
약품, 녹십자, 대웅바이오,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한약품, 동국

연도별 매출, 연구개발비, 마케팅비, 영업이익률 경향파악 및 혁
신형 제약기업 여부간 비교

제약, 동아ST, 동아제약, 동화약품, 명문제약, 명인제약, 보령제
약, 부광약품,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씨제이헬스케어, 안

첫째, 2011~2016년의 연도별 매출, 연구개발비, 마케팅비의 평

국약품, 알보젠코리아, 영진약품, 유나이티드제약, 유한양행, 이

균값을 알아보고, 혁신형 제약기업과 혁신형 제약기업이 아닌

연제약, 일양약품, 종근당, 코오롱생명과학, 하나제약, 한국휴텍

군으로 나누어 독립 t-검정으로 두 군 간의 유의성을 파악하였다.

스제약, 한독약품,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환인제약, JW

둘째, 2011~2016년의 연도별 연구개발비 비율, 마케팅비 비율,

생명과학, JW중외제약, LG생명과학 등이었고(가나다순), 이 중

영업이익률 및 동기간의 매출증가율 증감 경향을 조사하고, 혁
신형 제약기업과 아닌 군으로 나누어 독립 t-검정으로써 두 군
간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Vol. 63, No. 4, 2019

혁신형 제약기업이 18개였고 아닌 기업은 22개였다.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 및 마케팅 비용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207

4) 분석 시 고려사항

연구개발비 비율은 β=0.507 (p<0.01)로서 매출증가율에 통계적

40개 기업 중 6년(2011~2016년) 동안 기업분할을 겪은 기업이

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즉 과거 3년간 연

4개, 인수합병이 이루어진 기업은 1개였다. 분할 또는 합병이 있

구개발비 비율이 최근 3년간의 매출증가율 평균에 정의 영향을

었던 5개 기업에 대해서 구체적 데이터를 얻을 수 없던 연도는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23.4%라고 확

그 해의 데이터 항목은 제외하고 분석하였고, 편견(bias)을 줄 수

인되었다(Table 1, Fig. 1).

있는 항목에서는 해당 연도의 데이터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다만, 40개 기업 중 한 곳의 판촉수수료가 40%를 초과하였기에

2)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영업이익률에 미치는 영향

마케팅비 항목 데이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마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영업이익률(operating profit)에 미치

팅비 금액과 비율 관련 분석에서는 제외시켰으며, 그 외의 분석

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연구개발비 비율은 β=0.582 (p<0.01)로

과정에는 포함시켰다.

서 영업이익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즉 과거 3년간 연구개발비 비율이 최근 3년간의 영업이

통계분석
수집한 자료들은 STATA 14.0 프로그램(Stata Corp LLC, USA,

익률 평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31.8%로 확인되었다(Table 2, Fig. 2).

2015)을 활용하여 각종 통계량을 구한 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케팅비 비율과 기업성과 사이의 관계
독립변수로는 각 기업 5개년도(2012~2016년)의 연도별 마케팅

결 과(Results)

비(marketing expenses) 비율의 평균값을, 종속변수로는 각 기업

연구개발비 비율과 기업 성과 사이의 관계

의 연도별 매출증가율의 5개년 평균값으로 정하여 회귀분석을

1)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매출증가율에 미치는 영향

실시한 결과, 매출액 대비 마케팅비 비율은 매출증가율에 통계

매출액(sales) 대비 연구개발비(R&D investment)가 매출증가율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Table 3, Fig. 3).

(sales growth rate)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매출액 대비
Table 1.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D intensity and the sales growth rate
Non-standard coefficient

Variables
Constant
Ratio of R&D investment over sales
2

Standard coefficient

t

p-value

-

3.956

0.000

0.507

3.375

0.002

B

Standard error

β

06.603

01.669

49.561

14.686

2

F(p): 11.388 (0.002), R : 0.257, Adj-R : 0.234, Dependent variable: Three-year average of sales growth rate for each company (year 2014~2016),
Independent variable: [Sum of R&D investment for each company between 2011 and 2013]÷[Sum of sales for each company between 2011 and
2013].

Fig. 1.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D intensity and the sales growth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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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D intensity and the ratio of operating profit
Non-standard coefficient

Variables
Constant
Ratio of R&D investment over operating profit
2

Standard coefficient

t

p-value

-

4.540

0.000

0.582

4.109

0.000

B

Standard error

β

07.210

01.588

57.416

13.974

2

F(p): 16.882 (0.000), R : 0.338, Adj-R : 0.318, Dependent variable: The average annual operating profit of each company for 3 years (year
2014~2016), Independent variable: [Sum of R&D investment for each company between 2011 and 2013]÷[Sum of operating profit for each
company between 2011 and 2013].

Fig. 2. R&D intensity and the ratio of operating profit.
Table 3.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atio of marketing expenses over sales and the sales growth rate
Non-standard coefficient

Variables

Standard coefficient
β

t

p-value

B

Standard error

Constant

7.773

1.623

-

-4.789

0.000

Ratio of marketing expenses over sales

-0.024-

0.232

-0.017

-0.103

0.918

2

2

F(p): 0.011 (0.918), R : 000, Adj-R : -0.027, Dependent variable: Five-year (2012~2016) average of sales growth rate for each company,
Independent variable: Five-year (2012~2016) average of marketing expenses over annual sales for each company).

Fig. 3.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atio of marketing expenses to sales and the sales growth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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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quantity of sales between innovative and non-innovative pharmaceutical companies (Unit: KRW in billions)
Year
2011

AC

IPC

Statistic1)

NIPC

NOC

mean±SD

NOC

mean±SD

NOC

mean±SD

t

p

36

2172.17±1811.93

16

3341.94±2138.55

20

1236.35±602.550

4.213

0.000

2012

36

2246.18±1870.06

16

3448.32±2208.31

20

1284.47±633.720

3.796

0.001

2013

38

2459.28±2086.21

16

3581.27±2555.46

22

1643.29±1160.63

3.150

0.003

2014

40

2764.93±2256.57

18

3969.28±2584.33

22

1779.56±1337.79

3.256

0.003

2015

40

3162.53±2736.48

18

4635.15±3274.99

22

1957.66±1358.16

3.493

0.001

2016

40

3381.43±2813.71

18

4914.43±3342.13

22

2127.15±1413.57

3.305

0.003

AC: All companies, NOC: Number of companies, IPC: Innovative Pharmaceutical Companies, NIPC: Non-innovative Pharmaceutical Companies,
SD: Standard Deviation,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by using the mean difference test between IPC vs. NIPC (result from independent ttest).
1)

Table 5. R&D investment between innovative and non-innovative pharmaceutical companies (Unit: KRW in billions)
Year
2011

AC

IPC

Statistic1)

NIPC

NOC

mean±SD

NOC

mean±SD

NOC

mean±SD

t

p

36

163.77±271.75

16

326.39±346.22

20

33.67±36.150

3.769

0.001

2012

36

180.52±305.98

16

359.28±394.04

20

37.52±38.100

3.254

0.005

2013

38

215.75±339.32

16

395.77±431.75

22

84.83±164.54

3.096

0.004

2014

40

240.20±375.89

18

421.73±469.33

22

91.68±180.92

2.817

0.010

2015

40

265.99±387.31

18

478.29±468.37

22

92.29±175.41

3.312

0.003

2016

40

315.28±490.11

18

581.51±609.44

22

97.45±186.97

3.247

0.004

AC: All companies, NOC: Number of companies, IPC: Innovative Pharmaceutical Companies, NIPC: Non-innovative Pharmaceutical Companies,
SD: Standard Deviation,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by using the mean difference test between IPC vs. NIPC (result from independent ttest).
1)

연도별 매출, 연구개발비, 마케팅비, 영업이익률 경향파악 및 혁
신형 제약기업 여부간 비교

3) 마케팅비 추이
마케팅비 추이를 전체기업(all companies, AC), 혁신형 제약기

1) 매출액 추이

업(IPC), 아닌 기업(NIPC)으로 구분한 후에 연도별로 분석하였

연구대상 40개 기업의 평균매출액은 2천억원대에서 3천억원

다. 전체적으로 2011년에 비해 2016년까지 평균 130억원에서

대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혁신형 제약기

180억원으로 증가하였다. 규모면에서 IPC의 마케팅비는 NIPC에

업(innovative pharmaceutical companies, IPC)의 평균 매출액은

비하여 1.5배 내외 규모였다(Table 6).

3,000억원대에서 4,000억원대로, 혁신형 제약기업이 아닌 기업
(non-innovative pharmaceutical companies, NIPC)은 1천억원대에

4)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서 2천억원대로 증가하였다. 모든 구간 연도에서 혁신형 제약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을 AC, IPC, NIPC로 구분하여

업(IPC)의 매출액 수준이 그렇지 않은 기업(NIPC)에 비해 통계

연도별로 분석하였다. AC의 평균을 보면 매출액 대비 6~7%를

적으로 유의성을 나타냈다(Table 4).

연구개발비에 투자하고 있었다. IPC인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10%
이상 높은 연구개발비 비율을 보였고, 이에 반해 NIPC는 모든

2) 연구개발비 추이

연도에서 4% 내외의 비율을 보였다. 각 연도별로 IPC와 NIPC

본 연구에 포함되었던 40개 기업 연구개발비의 평균값은 2011

의 평균차이를 독립 t-검정한 결과, 모든 연도에서 통계적으로

년 160억원대에서 2016년 310억원대로 약 2배 증가하였고, IPC

유의한 수준으로 IPC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더 높

와 NIPC 모두 증가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규모면에서 IPC의 연

았음을 확인하였다(Table 7).

구개발비는 NIPC의 5~10배 정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런 이
유로 각 연도별 IPC와 NIPC의 평균 연구개발비는 통계적으로

5) 매출액 대비 마케팅비 비율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able 5).

매출액 대비 마케팅비 비율을 AC, IPC와 NIPC로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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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arketing expenses between innovative and non-innovative pharmaceutical companies (Unit: KRW in billions)
Year

AC

IPC

Statistic1)

NIPC

NOC

mean±SD

NOC

mean±SD

NOC

mean±SD

t

p

2011

35

132.47±125.64

16

165.05±150.89

19

105.04±95.430

1.429

0.162

2012

35

127.20±133.64

16

155.40±159.64

19

103.45±105.82

1.151

0.258

2013

37

138.81±144.03

16

155.54±163.45

21

126.06±130.02

0.611

0.545

2014

39

150.97±151.71

18

187.44±172.83

21

119.70±126.95

1.408

0.168

2015

39

168.77±156.77

18

201.72±171.39

21

139.92±140.98

1.236

0.224

2016

39

182.90±180.08

18

231.36±203.61

21

141.36±149.83

1.587

0.121

AC: All companies, NOC: Number of companies, IPC: Innovative Pharmaceutical Companies, NIPC: Non-innovative Pharmaceutical Companies,
SD: Standard Deviation,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by using the mean difference test between IPC vs. NIPC (result from independent ttest).
1)

Table 7.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D intensity between innovative and non-innovative pharmaceutical companies (Unit: %)
Year

AC

IPC

Statistic1)

NIPC

NOC

mean±SD

NOC

mean±SD

NOC

mean±SD

t

p

2011

36

6.28±8.46

16

010.50±11.04

20

2.90±2.93

2.959

0.006

2012

36

6.37±7.72

16

10.50±9.82

20

3.05±2.75

2.943

0.009

2013

39

07.93±11.89

17

012.74±16.45

22

4.21±4.08

2.348

0.024

2014

40

7.06±7.82

18

10.61±9.74

22

4.16±4.14

2.819

0.008

2015

40

6.74±5.71

18

10.09±5.99

22

4.01±3.76

3.914

0.000

2016

40

7.25±7.43

18

11.31±8.79

22

3.93±3.77

3.568

0.001

AC: All companies, NOC: Number of companies, IPC: Innovative Pharmaceutical Companies, NIPC: Non-innovative Pharmaceutical Companies,
SD: Standard Deviation,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by using the mean difference test between IPC vs. NIPC (result from independent ttest).
1)

Table 8.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atio of marketing expenses to sales between innovative and non-innovative pharmaceutical
companies (Unit: %)
Year

AC

IPC

Statistic1)

NIPC

NOC

mean±SD

NOC

mean±SD

NOC

mean±SD

t

p

2011

35

6.45±4.87

16

5.19±3.23

19

7.51±1.33

1.421

0.165

2012

35

5.88±4.91

16

4.54±2.92

19

7.02±1.37

1.517

0.139

2013

38

5.67±4.54

17

4.39±2.51

21

6.71±1.21

1.598

0.119

2014

39

5.43±4.01

18

4.74±2.63

21

6.01±1.07

0.987

0.330

2015

39

5.59±4.46

18

4.47±2.38

21

6.56±1.21

1.478

0.148

2016

39

5.46±4.20

18

4.71±2.33

21

6.10±1.15

1.037

0.307

AC: All companies, NOC: Number of companies, IPC: Innovative Pharmaceutical Companies, NIPC: Non-innovative Pharmaceutical Companies,
SD: Standard Deviation,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by using the mean difference test between IPC vs. NIPC (result from independent ttest).
1)

연도별로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매출액 대비 마케팅비 비율이

석하였는데, 매출증가율은 연도가 경과할수록 상승세를 나타냈

2011년에서 2016년으로 시간이 경과하면서 감소하는 추세였다.

다. IPC의 매출증가율은 2014년, 2015년에 매우 높았고, NIPC

IPC의 매출액 대비 마케팅비용 비율은 5% 내외로 낮은 수준이

보다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2013년에는 NIPC의 매출증

지만, NIPC는 6~7% 내외의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다만

가율이 IPC의 매출 증가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8).

나 모든 연도에서 IPC와 NIPC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는 보이지 않았다(Table 9).

6) 매출증가율
매출증가율 추이를 AC, IPC, NIPC로 구분하여 연도별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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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The sales growth rate and the differences between innovative and non-innovative pharmaceutical companies (Unit: %)
Year

AC

IPC

Statistic1)

NIPC

NOC

mean±SD

NOC

mean±SD

NOC

mean±SD

t

p

2012

35

4.74±12.67

16

04.88±14.57

19

04.63±11.23

0.057

0.955

2013

35

6.02±13.76

16

02.36±13.00

19

09.10±13.96

-1.467

0.152

2014

35

9.57±15.75

16

11.41±18.76

19

8.01±3.03

0.631

0.532

2015

38

10.32±16.940

17

11.51±22.82

21

09.36±10.57

0.385

0.703

2016

39

10.11±14.020

18

09.34±15.99

21

10.76±12.46

-0.311

0.758

AC: All companies, NOC: Number of companies, IPC: Innovative Pharmaceutical Companies, NIPC: Non-innovative Pharmaceutical Companies,
SD: Standard Deviation,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by using the mean difference test between IPC vs. NIPC (result from independent ttest).
1)

Table 10. The operating profit and the differences between innovative and non-innovative pharmaceutical companies (Unit: %)
Year

AC

IPC

Statistic1)

NIPC

NOC

mean±SD

NOC

mean±SD

NOC

mean±SD

t

p

2011

36

011.43±10.83

16

11.52±15.14

20

11.37±5.91

0.041

0.967

2012

36

009.45±11.07

16

10.10±13.15

20

08.93±9.42

0.309

0.759

2013

39

10.99±8.15

17

11.63±10.27

22

10.50±1.34

-0.423

0.675

2014

40

10.64±9.94

18

11.30±11.85

22

10.10±8.32

0.375

0.710

2015

40

11.23±9.12

18

12.03±11.15

22

10.58±7.27

0.495

0.623

2016

40

10.81±8.13

18

10.37±10.10

22

11.17±6.31

-0.305

0.762

AC: All companies, NOC: Number of companies, IPC: Innovative Pharmaceutical Companies, NIPC: Non-innovative Pharmaceutical Companies,
SD: Standard Deviation,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by using the mean difference test between IPC vs. NIPC (result from independent ttest).
1)

Table 11. The comparison between sales and R&D investment, marketing expenses among groups

Number of applicable companies (n)
Sales growth rate of each company over 5 years (2012-2016, mean±SD)

Group A
(1 quadrant)

Group B
(4 quadrants)

Group C
(2 quadrants)

Group D
(3 quadrants)

7

11

10

7

7.53±4.80%

8.54±5.96%

9.43±10.69%

6.36±5.63%

8.77±5.20%

12.37±13.54%

F(p)
Operation profit of each company over 5 years (2012-2016, mean±SD)

0.260 (0.854)

F(p)

11.08±8.71%

10.42±3.28%

0.220 (0.884)

Group A: Average of 5 years (2012~2016) of R&D investment to sales ratio by year
(2012~2016) of marketing expenses to sales ratio by year of each company exceeds 5%
Group B: Average of 5 years (2012~2016) of R&D investment to sales ratio by year
(2012~2016) of marketing expenses to sales ratio of each company is less than 5%
Group C: Average of 5 years (2012~2016) of R&D investment ratio to annual sales of
(2012~2016) of marketing expenses to sales ratio by year of each company exceeds 5%
Group D: Average of 5 years (2012~2016) of R&D investment ratio to annual sales of
(2012~2016) of marketing expenses to sales ratio of each company is less than 5%

of each company exceeds 5%, Average of 5 years
of each company exceeds 5%, Average of 5 years
each company is less than 5%, Average of 5 years
each company is less than 5%, Average of 5 years

7) 영업이익률

준으로 높은 군과 낮은 군으로 총 4개군으로 분류한 후, 5년

영업이익률 추이를 AC, IPC, NIPC로 연도별로 분석하였다 영

(2012~2016년) 동안의 매출증가율과 영업이익률의 평균값을 산

업이익률은 9~11%였으며, 모든 연도에서 IPC와 NIPC간에 통계

출하였다(Table 11). 또한, 마케팅비 비율(2012~2016년 평균)과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10).

연구개발비 비율(동기간)에 따른 각 기업의 분포도를 그렸다(Fig.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과 마케팅비 비율의 조합별 매출

지만 매출증가율의 경우 B군과 C군이 높은 편이고 A군과 D군

증가율 및 영업이익률 비교
각 기업을 연구개발비 비율, 마케팅비 비율이 각각 5%를 기

이고 A군과 D군이 낮은 편이었다. 연구개발비 비율과 마케팅비

4). ANOVA검정을 실시한 결과, 네 군간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
이 낮은 편이었다. 영업이익률의 경우도 B군과 C군이 높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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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istribution of companies based on the sales to R&D investment ratio and to marketing expense ratio (based on 5%).

비율을 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매출액 대비 10% 이내에서 연

률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과거 3년간 누적

구개발비와 마케팅비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매출액 대비 연구개

된 연구개발비 비율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발비를 10% 이상 지출한 기업은 8개였고, 15% 이상 지출한 기

개발기간은 신약인 경우는 10~15년, 개량신약이면 3~5년, 복제

업은 3개였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와 마케팅비를 5% 초과해서

의약품은 2~3년이 소요되므로 최소 3년간은 누적된 연구개발비

지출한 A군 7개 기업 중 6개가 IPC였다.

를 투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재무적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
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비록 2011년 이전의 연구개발비를 반

고 찰(Discussion)

영하지 못했지만, 제약산업의 특성상 3개년도 누적 연구개발비
비율이 높은 경우 그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비에 투자

본 연구는 제약기업의 연구개발과 마케팅 분야의 투자가 기

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종속변수로 이후 3개년도의 매출

업의 성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제약기업은

증가율과 영업이익율을 설정하였는데 이는 참고문헌을 근거로

제한된 자원을 마케팅을 통한 중단기적 매출증대에 혹은 연구

연구개발비는 시차를 두고 기업성과에 기여한다고 생각했기 때

개발비 투자를 통한 장기적 성과창출 중 어떤 부분에 더 집중

문이다. 마케팅비 분석의 경우, 독립변수로 각 기업 5개년도의

해야 할 지 결정해야 한다. 두 부분 모두 간과할 수는 없지만

연도별 매출액 대비 마케팅비 비율을, 종속변수로는 각 기업의

기업의 비전 및 전략에 따라 집중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이다.

연도별 매출증가율의 5개년 평균값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의약품 광고에 집중하는 경우나 전략시장의 선점이나, 경쟁

마케팅비의 경우 마케팅비의 특성상 시차를 두지 않고 분석하

의 치열해짐의 정도에 따라 매출액 대비 마케팅비의 비율이 높

였다. 각 기업의 매출액 대비 마케팅비 비율의 5년 평균값은 매

을 수 있고, 신약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출증가율의 5년 평균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높아진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규모

확인되었다. 즉 매출액 대비 마케팅비 비율이 크다고 해서 반드

측면에서 국내의 제약산업계를 견인한다고 인정되는 매출액 기

시 매출의 증가로 연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결과인데 이는 마케

준 상위 40개 기업만을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팅 활동에의 투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기

연구방법으로는 독립변수로서 각 기업의 3개년도(2011~2013

업의 고유한 성격과 추구하는 경영상의 목표와 전략에 적합하

년) 총 연구개발 투자비의 비율을, 종속변수로는 각 기업의 연

게 지출하는 것이 최적의 선택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본

도별 매출증가율의 3개년(2014~2016년) 평균값 및 영업이익률의

연구에서는 마케팅비 증가율과 매출증가율의 상관관계는 분석

3개년(2014~2016년) 평균값으로 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

하지 않았는데 이는 마케팅비의 경우 작년에 지출한 금액만큼

데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정(+)의 상관관계가 입증되었다. 이

올해 똑같이 지출한다고 해서 매출의 증가를 보장할 수 없으므

는 과거 3년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높을수록 이후 3년간 매출

로 마케팅비 증가율이 매출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추후 연구

증가율과 영업이익률이 커질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연구

를 통하여 고찰해 볼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개발비의 투자로 당장 매출액의 증가나 영업이익의 증가에 영

본 연구의 대상이었던 40개 기업의 매출규모는 2011~2016년

향을 끼치기는 어렵겠지만 누적된 투자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간(2014~2016년) 매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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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비율도 전체 기업 평균이 6~7%로 2011~2016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우 전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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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단된다. 매출액 대비 마케팅비 비율은 전체기업 평균이
2011년 6.45%, 2016년 5.46%로서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
다. 마케팅비 평균수준은 2011~2016년 기간에 증가추세를 보였
지만, 매출액 대비 마케팅비 비율은 감소추세 이므로, 마케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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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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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 대한 투자가 높고 성과도 높았지만 다국적 제약기업에 비
해서는 아직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나 규모가 매우 낮다는 현
실을 감안하면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
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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