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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기업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제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면 어떠
한 점을 고려해야 할까? 본 연구는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인으
로 제휴 포트폴리오 내의 자원(resources)과 교섭력(bargaining power)을
지목하고, 이들이 각각, 그리고 동시에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포트폴리오 내의 자원을 통한 가치창출(value creation) 효과
와 교섭력을 통한 가치배분(value appropriation) 효과를 구분하는데 그쳤으
나, 본 연구에서는 한 쪽의 단점이 다른 쪽의 장점을 상쇄할 수 있다는 상호
적 관점에서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올바르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논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은 글로벌
소프트웨어 산업의 196개 기업이며, 이들의 2002~2006년 제휴거래 정보를
활용하여 2006년의 제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2007년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흥미롭게도 제휴 포트폴리오 내의 자원만을 고
려하거나 교섭력만을 고려했을 때에는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발견하지 못
하거나 부분적으로만 발견할 수 있었고,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한 경우에는 뚜
렷하게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주요어 : 제휴 포트폴리오, 기업성과, 자원, 교섭력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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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제휴 포트폴리오는 기업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는 많은 연구자들
과 산업의 종사자들이 오랜 관심을 가져왔던 질문으로, 최근까지 다양한 분야
에서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는 주제이다. 제휴 포트폴리오는 과거 전략적 제휴
연구의 연장선 상에서 기업이 맺고 있는 개별적인 제휴들을 양자적(dyadic)
관점이 아닌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대상 기업에 동시다발적으로 상호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로 생각하는 개념이다. 통상적으로 제휴 포트폴리오는 미
래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외부에서 유용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
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외부 환경 변화와 내부 자원의 한계
(constraint)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제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
려면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할까? Hoffmann은 이에 대해 ‘제휴 포트폴리오
를 구성(configuration)할 때에는 (1)대상 기업이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의 특
성과, (2)이러한 자원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의 여부, (3)그리고 기업
들 사이에서 유연하고 안정적인 위치(position)를 차지할 수 있는지’를 고려
해야 한다고 하였다(Hoffmann, 2007:834). 다시 말하면 기업은 제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외부 자원의 가치와 이러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영향력/위치
를 함께 고려해서 제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러
한 논의는 흡사 용꼬리가 나은지, 뱀머리가 나은지의 딜레마를 떠올리게 하는
데, 여기서 용인지 뱀인지의 문제는 기업이 속한 집단, 즉 제휴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매력적인 파트너들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문제로 비유할 수 있고,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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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꼬리인지의 문제는 기업이 제휴 포트폴리오 내에서 얼마나 우위를 점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해 파트너들 사이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의 문제로 비유할 수 있다. Hoffmann의 논의를 용꼬리/뱀머리 딜레마에 빗대
어 표현하면, 모든 기업이 용머리가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기업들
이 뱀꼬리에 더 가까울 것이라는 점에서 포트폴리오의 자원과 파트너들 사이
의 영향력/위치가 기업의 성과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쉽게 추론해 볼 수
있다.
제휴 포트폴리오와 기업성과와의 관계를 주제로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자들 사이에서 자원 준거 관점(resource-based view)과 사회 연결망
이론(social network theory)이 오랜 이론적 기반을 이루어 왔음을 알 수 있
다(Wassmer, 2010). 자원 준거 관점에 따르면 기업은 제휴 포트폴리오를 통
해 내부 자원뿐만 아니라 파트너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도 함께 활용할
수 있다는 논의를 발전시켜 왔으며, 따라서 파트너의 속성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반면 사회 연결망 이론은 기업들이 제휴 포트폴리오를 통해 맺고 있는
관계의 강도에 따라, 그리고 전체 연결망의 구조적 속성에 따라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각 기업들의 속성보다는 기업들간의
관계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은 제휴 파트너의 속성
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모두 고려한 복합적인 연구에서 통합적인 관점으로 나
타나기도 했는데, 여전히 파트너의 우수한 자원과 파트너와의 관계적 이점이
기업성과에 도움을 준다는 긍정적인 측면에 보다 집중하였고 상대적으로 제휴
포트폴리오가 기업성과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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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Bae and Gargiulo (2004)는 이러한 논의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우수
한 자원을 가진 파트너가 반드시 기업성과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중요한 자원을 가진 파트너일수록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
려 파트너십을 유지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이 파트너 기업을 통한 이익을 상쇄
할 수 있다는 논의를 제시하였다. Lavie (2007, 2009)는 이를 발전시켜 제휴
포트폴리오의 자원이 제휴 기업들 사이의 상호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역할을
하며, 제휴 포트폴리오 내의 교섭력(bargaining power)이 이러한 이익을 기
업들 사이에서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였고, 이를 각각 가치창출 효과
(value creation effect)와 가치배분 효과(value appropriation effect)로 구분
하였다.
다시 Hoffmann의 논의로 돌아와 파트너의 자원과 파트너 사이의 영향력
관점에서 제휴 포트폴리오를 둘러싼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면, 앞서 용꼬리/뱀
머리 딜레마에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이들 두 가지 요소는 기업성과
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적으로 고려하기 보다는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파트너의 자원이 훌륭하더라도 기업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해당 자원에 접근하여 이익을 창출할 수 없을 것
이며, 반대로 기업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막강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파트너의 자원이 없거나 빈약하다면 역시 기업성과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Lavie의 연구는 파트너의 자원에서 비롯되는
가치창출 효과와 파트너 사이의 교섭력에서 비롯되는 가치배분 효과를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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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지만, 이들이 동시에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는 못하였다는 한
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avie의 논의에서 한 발짝 더 나
아가, 기업이 제휴 포트폴리오를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한다면, 포트폴리오 자
원 혹은 파트너들 사이의 교섭력 중 어느 한 가지 요소만을 고려해서는 안되
며,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고려해야만 용꼬리 혹은 뱀머리에서 발생할 수 있
는, 한 쪽의 단점이 다른 쪽의 장점을 상쇄시키는 효과를 막을 수 있다는 논
의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표본은 글로벌 소프트웨어 산업의 196개 기업이며 이들의
2002~2006년 제휴 데이터를 활용, 대상 기업의 제휴 포트폴리오가 2007년
의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변화가 빠
르고 불확실성이 큰 High-Tech 산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기업간 제휴가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 제휴 포트폴리오 연구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
단하였다. 대상 기업은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한정하였지만 파트너 기업은 소
프트웨어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을 모두 포함하
였고, 조인트 벤처, 라이센싱, R&D협력, 제조∙ 공급계약, 마케팅협력 등 다양
한 제휴형태를 모두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흥미롭게도 파트너들의 자원만을
고려하거나, 파트너들 사이의 교섭력만을 고려했을 때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
향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만 발견할 수 있었고, 일부 연구모델에서
는 오히려 예상했던 논의를 뒤집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파트너
들의 자원과 파트너들 사이의 교섭력을 함께 고려한 경우에는 뚜렷하게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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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교섭력이 동시에 고려되어야만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것이
라는 본 연구의 논의를 뒷받침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제휴 포트폴리오가 기업성
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범위를 자원과 교섭력의 측면으로 확장시키
고 두 요인간의 상호보완적인 관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제휴 포트
폴리오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업성과와의 관계를 글로벌 소프트웨어
산업의 표본을 대상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이를 통해 미약하
게나마 산업의 종사자들이 제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이익을 도모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이후 본 논문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다음 장에서는 제휴 포트폴리오의 개
념과 정의, 그리고 성과와의 관계를 조명한 선행연구들을 소개하고, 3장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본 연구의 가설을 설정할 것이다. 4장에서는 표
본과 연구모형을 설명하고 마지막 5장에서 결과확인 및 향후 연구에 대한 의
견을 제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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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2.1 제휴 포트폴리오의 개념과 정의
제휴 포트폴리오(alliance portfolio) 연구의 뿌리는 과거 전략적 제휴
(strategic alliance)에 관한 연구들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 본래 전략적 제휴
는 독립적인 기업들 사이에서 자원을 교환∙ 공유하거나, 제품, 서비스, 기술
등의 공동개발∙ 규정을 위한 자발적인 협약으로 정의되며(Gulati, 1998), 이
러한 제휴 연구는 각각의 개별적인 제휴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주로 양자적
인(dyadic)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제휴 포트폴리오 연구는 전략적 제
휴 연구와는 달리 연구자들마다 개념과 범위에 있어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
사용되는 용어만 하더라도 제휴 포트폴리오 외에, 제휴 네트워크(alliance
network), 제휴 거미줄(alliance web), 제휴 성운(alliance constellations),
멀티파티 제휴(multiparty alliances),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 조인
트

벤처(joint

venture),

기업/조직간

관계(inter-firm/organizational

relationship), 기업/조직간 협력(inter-firm/organizational collaboration)
등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우선 제휴 포트폴리오를 둘러싼
개념과 용어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제휴 포트폴리오를 정의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접근방법은 대상 기업
(focal firm)의 전략적 제휴를 모두 합산하는 것이다(Wassmer, 2010). 즉,
대상 기업을 중심으로 제휴 관계에 있는 모든 파트너 기업과 그들과의 관계
(연결)를 제휴 포트폴리오의 구성요소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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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포트폴리오는 대상 기업과 직접적인 제휴 관계가 있는 기업들을 포함하
는

자기중심적(Egocentric)

네트워크로

정의된다(Baum,

Calabrese,

&

Silverman, 2000). 자기중심적 네트워크는 사회 연결망 이론(social network
theory)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상 기업의 직접적인 관계(direct tie)만을 고려
하고, 파트너 기업이 대상 기업 외의 다른 기업과 맺고 있는 관계(indirect
tie)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러한 자기중심적 네트워크를 제휴 포트폴리오로 정의할 때에는 어떤 제휴
를 포함할 것인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기준에 의해 제휴 포트폴리
오의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기업이 현재 유지하고 있는
제휴만을 고려할 것인지, 혹은 과거의 제휴까지 모두 고려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데, 과거의 제휴까지 고려하는 것은 주로 학습 관점에서 대상 기업의
제휴 경험을 고려할 경우 해당된다. 제휴의 종류(type) 측면에서는 R&D, 제
품개발

등

특정

목적에

의한

제휴만을

고려하거나(Hagedoorn

&

Schakenraad, 1994),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기술적인 목적의 제휴와, 마케
팅 목적의 제휴로 구분하여 특정 측면만을 고려하기도 한다(Lavie, 2007).
유사한 분류로써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탐험(exploration) 의 성
격을 가진 제휴인지, 기업의 재무성과와 직결되는 활용(exploitation)의 성격
을

가진

제휴인지를

구분하기도

한다(Rothaermel

&

Deeds,

2004;

Yamakawa, Yang, & Lin, 2011).
제휴 포트폴리오의 정의에서 또 한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대상 기업의 직
접적인 연결 외에 파트너 기업이 맺고 있는 간접적인 연결까지 포함시킬 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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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이다. 간접적인 연결까지 고려할 경우에는 자기중심적 네트워크를 확장한
좀 더 거대한 네트워크의 개념이 필요하며, 통상적으로 이러한 경우 제휴를
맺고 있는 모든 참여기업들의 전체 연결망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Gulati
& Gargiulo, 1999). 이렇게 간접적인 연결까지 고려한 네트워크는 주로 사회
연결망 이론에서 비롯된 구조적 배태성(structural embeddedness) 등을 확
인할 때 사용된다(Granovetter, 1985). 제휴 기업들의 전체 네트워크는 대상
기업을 중심으로 한 자기중심적 네트워크와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휴
포트폴리오가 아닌 제휴 네트워크라는 용어로 정의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
러한 원칙을 따르는 것은 아니므로 연구자들마다 정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
하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Wassmer가 정리한 학자들의 제휴 포트폴리오에 대한
정의는 [표 1]과 같다. 제휴 포트폴리오를 대상 기업을 둘러싼 제휴 파트너들
과의 관계로 정의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이를 개념화한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Wassmer는 제휴 포트폴리오 연구에
서 연구자마다 반드시 (1)개념과 용어를 잘 정리할 것, (2)어떤 종류의 제휴
를 포함(제외)하고 있는지 명시할 것을 주문하였다(Wassmer, 2010).
본 연구에서는 제휴 포트폴리오를 대상 기업을 중심으로 현재 유지하고 있
는 모든 종류의 제휴관계를 고려한 자기중심적 네트워크로 정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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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자별 제휴 포트폴리오의 정의(Wassmer, 2010:143 재인용)
Study

Alliance Portfolio Conceptualization

Bae & Gargiulo (2004)

The set of alliances in which a firm is involved

Baum et al. (2000);
Rowley et al. (2000)

A focal firm’s egocentric alliance network (i.e., all direct
ties with partner firms) (social network perspective)

Doz & Hamel (1998)

The set of bilateral alliances maintained by a focal firm

George et al. (2001)

A firm’s portfolio of strategic agreements or relationships

Hoffmann (2005, 2007)

All alliances of a focal firm

Lavie (2007)

A firm’s collection of direct alliances with partners

Lavie & Miller (2008)

A firm’s collection of immediate alliance partners

Parise & Casher (2003)

A firm’s network of business-partner relationships

Reuer et al. (2002)

A firm’s accumulated international joint venture experience
(learning perspective)

Reuer & Ragozzino
(2005)

All international joint ventures of a focal firm

2.2 제휴 포트폴리오와 기업성과와의 관계
제휴 포트폴리오가 기업성과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는 제휴 연구자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이다. 그러나 이를 이해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휴성과(alliance performance)에 대한 연구와 제휴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impact of alliances on firm performance)에 대한 연구
를 구분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Gulati, 1998; Lavie, 2007). 제휴성과에 대
한 연구는 어떤 종류의 제휴가 다른 여타의 제휴들보다 성공적일 수 있는지를
묻는 것으로 다소 미시적이지만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제휴의 효과에 관심을
기울이는 연구이다. 반면 제휴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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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인 제휴성과가 어떤 식으로 모여 기업의 성공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심을 기울인다고 볼 수 있다.
제휴 포트폴리오 연구는 앞 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략적 제휴 연구의 확장
혹은 연장선상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제휴와 성과와의 관계에 대해서
도 기존 전략적 제휴 연구에서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전통적인 전략적 제휴
연구들의 주제를 살펴보면, 파트너와의 신뢰관계 구축, 전략적·조직적 유연
성 확보, 자원·기술·지식의 교환, 효과적인 거버넌스 확보, 문제 해결의 메
커니즘 등에 대한 연구들을 발견할 수 있으며(Gulati, 1998; Hagedoorn &
Duysters, 2002; Mowery, Oxley, & Silverman, 1996; Roberts & Berry,
1985; Stuart, 1998; van de Vrande, Lemmens, & Vanhaverbeke, 2006),
이러한 요소들이 개별적인 제휴성과를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
나 동시에 이러한 연구들은 다음의 이유에서 제휴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설
명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기존 전략적 제휴 연구들이 양자적
(dyadic) 관점에서 논의되었다는 점이다. 양자적 관점에서는 제휴들을 서로
영향을 미치는 의존적인 요소로 바라보지 않고 독립된 사건으로 간주하기 때
문에 각각의 제휴효과들이 서로 강화되거나 상쇄되는 효과를 분석하기에 적합
하지 않다. 두 번째는 제휴성과가 무조건 기업성과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
는 점이다. 제휴성과가 기업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에 속한 기
업들간의 관계, 위치 등 둘 사이를 매개할 수 있는 추가적인 요소들을 고려해
야 하기 때문이다.(Khanna, Gulati, & Nohria, 1998) 세 번째는 지금까지 제
휴성과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제휴의 안정성, 지속성, 또는 정성적인 관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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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등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적인 성과와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Lavie, 2007)
이러한 한계들은 제휴 포트폴리오 연구로 넘어와 각각의 제휴성과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게 되면서 비로소 해소될 수
있게 되었다. 초기 제휴 포트폴리오 연구들은 제휴 포트폴리오를 통해 각각의
제휴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이점들을 고루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따라서 기업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초기
연구들은 상당히 제한된 측면에서 이를 지지하거나 혹은 이와 상반되는 결과
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Berg, Duncan, and Friedman (1982)은 다양한 산
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기업의 조인트 벤처 활동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
향을 조사했으나, 화학과 기계산업에서는 단기성과에 부정적으로, 그리고 장
기성과에서는

영향이

없다는

결론을

이끌었으며,

Hagedoorn

and

Schakenraad (1994)는 기술적인 제휴 포트폴리오가 기업성과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을 이끌었다. Gulati (1998)는 이러한 결론들을 실
증연구에서 고려하기 어려운 복잡한 현상들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예를 들면
기업이 제휴 활동의 성과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평가하지 않으며,
기업의 성과는 상당부분 기업의 내부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이유 등
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연구들은 양자적 관점의 제휴 연구
를 토대로 점차 파트너 기업의 속성, 네트워크의 구조, 제휴 기업의 행위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게 되었고(Baum et al., 2000; Stuart, 2000), 이러한 연구들은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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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를 기업을 둘러싼 외부 환경적 요인과 내부 환경적 요인에 두루 영
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요소로 바라보게 되었다.
정리하면, 제휴 포트폴리오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과거
양자적 관점의 제휴성과에 대한 연구의 연장선 상에서 보다 복합적으로 기업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고려하기 시작했으며, 아직까지 기업성과와의
관계에 있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의 이론적 관점보다는 다양한 이론을 통해 각 측
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효과들을 살펴보고 이를 종합하여 상호적인 영향을 고
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 절에서는 제휴 포트폴리오 연구에서 이론적 기
반이 되는 몇 가지 주요한 관점을 살펴보겠다.

2.3 제휴 포트폴리오 연구의 주요 이론적 관점
제휴 포트폴리오 연구자들은 전략 경영(strategic management)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다양한 이론적 기반을 제휴 포트폴리오 연구에 적용해 왔다.
[표 2]는 Wassmer (2010)가 제휴 포트폴리오 연구에 사용된 이론적 렌즈를
정리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많은 연구들이 둘 이상의 이론적 렌즈를 사용하
였으며, 연구의 주제에 따라 통합적인 관점을 적용하기도 하였다. 통합된 관
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렌즈는 자원 준거 관점(resource-based view), 사
회 연결망 이론(social network theory), 조직 학습 이론(organizational
learning

theory),

활용과

탐험 프레임

framework) 등이다(Wassm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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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exploration/

exploitation

[표 2] 제휴 포트폴리오 연구에 적용된 이론적 렌즈(Wassmer, 2010:147 재인용)
Theoretical Lenses

Study

Social Network Theory

Ahuja, 2000a, 2000b; Bae & Gargiulo, 2004; Baum et al.,
2000; Capaldo, 2007; Chung et al., 2000; Goerzen, 2007;
Goerzen & Beamish, 2005; Gulati, 1999; Powell et al., 1996;
Rowley et al., 2000; Stuart, 2000; Walker et al., 1997;
Zaheer & Bell, 2005

Organizational learning
in general

Anand & Khanna, 2000; Deeds & Hill, 1996; Draulans et al.,
2003; George et al., 2001; Gulati, 1999; Hoang &
Rothaermel, 2005; Kale et al., 2002; Lavie & Miller, 2008;
Powell et al., 1996; Reuer et al., 2002; Stuart, 2000

Exploration/exploitation
framework

Dittrich et al., 2007; Lavie & Rosenkopf, 2006; Rothaermel,
2001

Resource-based view

Ahuja, 2000a, 2000b; Chung et al., 2000; Lavie, 2006; ;
Lorenzoni & Lipparini, 1999; Vassolo et al., 2004; Zaheer &
Bell, 2005

Dynamic capabilities

Kale et al., 2002; Lorenzoni & Lipparini, 1999

Knowledge-based view

Draulans et al., 2003; Kale et al., 2002; Lorenzoni &
Lipparini, 1999

Relational view

George et al., 2001

Evolutionary economics

Kale et al., 2002

Transaction cost
economics

Goerzen, 2007; Goerzen & Beamish, 2005

Other economics

Deeds & Hill, 1996

Agency Theory

Reuer & Ragozzino, 2006

Contingency Theory

Hoffmann, 2007

Coevolutionary
perspective

Hoffmann, 2007

Contract theory

Anand & Khanna, 2000

Real option

Vassolo et al., 2004

Resource dependency
theory

Bae & Gargiulo, 2004; Ozcan & Eisenhard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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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자원 준거 관점은 기업을 독특한 자원의 집합으로 바라보는 관점으
로,(Penrose, 1959; Wernerfelt, 1984) 경쟁자보다 우수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경쟁우위를 만들어내는 원천이라고 설명한다(Barney, 1991). 자원 준거
관점의 등장으로 연구자들은 기업의 외부 환경을 중시하던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기업의 내부 환경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으며,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우수한 자원의 조건 및 자원의 확보 방안 등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Barney, 1986, 1991; Hamel & Prahalad, 1993; Peteraf, 1993; Prahalad
& Hamel, 1990). 이러한 자원 준거 관점에서 제휴 포트폴리오 연구는 기업
의 경계를 확장하여 기업이 내부 자원뿐만 아니라 제휴를 통해 파트너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도 활용할 수 있다는 논의를 발전시켰으며(Cui, Calantone,
& Griffith, 2011; Duysters & Lokshin, 2011; Wassmer & Dussauge, 2012;
Yamakawa et al., 2011), 또한 제휴 포트폴리오를 우수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바라보는 연구들도 나타나게 되었다(Cui & O'Connor,
2012; Lin, Yang, & Arya, 2009). 자원 준거 관점은 파트너가 가진 자원의
속성에 집중하였으며, 이를 통해 크고 뛰어난 역량을 가진 파트너가 기업성과
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의를 발전시켰다(Stuart, 2000).
두 번째로 사회 연결망 이론은 본래 독립적인 행위자(actor)들이 맺고 있는
관계의 특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론으로, 이들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네
트워크가 각 행위자들에게 어떤 기회와 한계를 지어주는지를 연구한다. 각 행
위자들은 다른 행위자들과의 연결을 통해 일종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을 공유하며 각 행위자의 위치로 인해 사회적 자본의 이익이 서로 다르게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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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된다. 사회 연결망 이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두 가지 개념은 관계적
배태성(relational

embeddedness)과

구조적

배태성(structural

embeddedness)을 들 수 있다(Granovetter, 1985). 관계적 배태성은 양자적
관점에서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혹은 신뢰수준의 강도에 관심을 기울이는 개
념이고(Granovetter, 1973), 구조적 배태성은 행위자들로 구성된 전체 네트
워크에서 구조적인 특성, 즉, 중심성(centrality)(Bonacich, 1987; Freeman,
1979),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s)(Burt,

1992),

구조적

등위성

(structural equivalence)(Burt, 1987), 연결망의 밀도(density)(Coleman,
1988) 등이 행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기울이는 개념이다. 사회 연결
망 이론은 제휴 포트폴리오 연구에서 각 파트너 사이의 관계나 전체 네트워크
내의 구조적 위치에 따라 기업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지만,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개별 기업이 가진 속성을 고려하
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제휴 포트폴리오 연구에서 자원 준거 관점이 파트너 기업이 가진 자원, 즉
파트너의 속성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사회 연결망 이론은 이들 사이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어 상호 보완적인 측면에서 이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대표적으로 제휴 네트워크 내에서 파트너들의 조합이나, 혁신성,
명성, 평판 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등장하였는데, 특
히 Stuart, Hoang, and Hybels (1999)은 파트너들의 기술적 혹은 재무적 명
성이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Rothaermel (2001)은 바
이오 제약산업에서 기업들이 파트너의 자산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촉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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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결론을, Stuart (2000)는 파트너 기업의 기술적 혁신성이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증가와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이끌었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은 파트너의 자원이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파트너와의 관계나 네트워크의 구조적 이점을 통해 보다 잘 설명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제휴 포트폴리오가 기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은 잘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Bae and Gargiulo (2004)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자원을
가진 기업과의 파트너십이 반드시 기업성과에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오
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논의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희소하고
중요한 자원을 가진 파트너일수록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 파트너십
을 유지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이 파트너 기업을 통한 이익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Lavie (2007, 2009)는 제휴 포트폴리오
의 자원이 제휴 기업들 사이의 상호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역할을 하며, 제휴
포트폴리오 내의 교섭력(bargaining power)이 이러한 상호적 이익을 기업들
사이에서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였고, 이를 구분하여 각각 자원을 통
한 가치창출 효과(value creation effect of partner resources)와 교섭력을
통한 가치배분 효과(value appropriation effect of bargaining power)라고 정
의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은 제휴 포트폴리오에서 파트너들의 속성과 파
트너들간의 힘의 균형이 협력과 견제와 같은 상호작용을 통해 기업성과에 영
향을 미친다는 논의를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휴 포트폴리오와 기업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이론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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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 된 몇 가지 주요한 관점들을 살펴보았다. 정리하면, 제휴 포트폴리오 연
구에서 오랜 이론적 기반을 이룬 것은 자원 준거 관점과 사회 연결망 이론을
들 수 있지만, 그 밖에도 거래비용 이론이나 교섭력 이론과 같은 다양한 이론
적 관점들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다양한 측면을 설명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까지는 제휴 연구자들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인 측면에 주로 관심을 기울였으나, 기업성과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며 본 절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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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가설
선행연구에서 Lavie (2007)는 기업간 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포트폴리오 자
원이 상호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역할을 하며, 기업간 경쟁 메커니즘을 통해
기업의 교섭력이 창출된 이익을 배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그
러나 Lavie는 두 가지 효과를 구분하여 기업성과와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그
쳤으며, 이들을 함께 고려했을 때 나타나는 상호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고려하
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휴 포트폴리오와 기업성과와의 관계를 조명한
선행연구들을 발전시켜 파트너들의 자원과 파트너들 사이의 교섭력을 각각 기
업성과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설정하고, 이들을 동시에 고려하였을 때 성
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제휴 포트폴리오가 기업성과
에 미치는 영향을 (1)제휴 포트폴리오 내의 자원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2)제휴 포트폴리오 내의 교섭력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3)제휴 포트폴
리오 내의 자원과 교섭력이 동시에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세 가지 관점으
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3.1 제휴 포트폴리오 내의 자원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앞 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휴 포트폴리오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론적 배경 중 하나는 자원 준거 관점(resource-based
view)이다(Wassmer, 2010). 자원 준거 관점은 기업을 자원과 능력의 집합
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Penrose, 1959; Wernerfelt, 1984), 기업의 내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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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 초점을 맞추고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만들어내는 독특하고 복합적인 자원
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Barney, 1986, 1991; Peteraf, 1993; Prahalad &
Hamel, 1990). 자원 준거 관점을 제휴 포트폴리오 연구에 적용하면, 기업이
제휴 포트폴리오 안에 속해있을 때 해당 기업이 직접 소유하고 있거나 통제할
수 있는 자원을 기업의 내부 자원으로 규정하고,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
도 파트너 기업과의 관계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을 기업의 외부 자원으
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경계(boundary)를 기업이 속한 제휴
포트폴리오로 확장할 수 있다(Barney, 1991; Gulati, 1999; Lavie, 2006).
이처럼 제휴 포트폴리오를 기업이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의 보고로 바라보는
관점에는 기업의 외부 자원을 포트폴리오 자원, 혹은 네트워크 자원이라는 용
어로 정의하고 이를 활용하여 기업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일련의 연구들
이 존재한다. Barney (1991)는 기업 내부에서 가용하지 못한 자원을 제휴를
통해 외부에서 보충하여 활용하는 것을 다양한 전략적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하였으며, Lavie (2007)는 포트폴리오 자원을 직접 활용하거나,
내부 자원과 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거나, 포트폴리오 자원의 간접적 효과
를 누림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Ahuja 등은 제휴 포트폴
리오가 서로 다른 파트너들의 다양한 자원에 동시다발적 접근을 가능하게 함
으로써 기업이 가진 내부 자원 한계(constraint)를 극복하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수단이라고 하였다(Ahuja, 2000b; Gulati, 2007).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면 제휴 포트폴리오의 자원은 가치창출 효과를 통해 기업성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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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포트폴리오의 자원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
면, 구체적으로 제휴 포트폴리오의 어떠한 속성을 고려해야 자원의 효과를 올
바르게 분석할 수 있을까? 자원 준거 관점의 선행연구에서는 제휴 포트폴리오
의 크기와 다양성이 각각 자원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대변한다고 보고,
기업성과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이어왔다. 먼저 제휴 포트폴리오의 크기가
포트폴리오 자원의 양적 측면을 대변한다는 관점에서는, 제휴 포트폴리오의
크기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견해가 대치되고 있다.
우선 Shan, Walker, and Kogut (1994)은 포트폴리오의 크기가 Bio산업 내
신생기업들의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이끌었고, Deeds
and Hill (1996)은 Bio산업의 신제품 개발과 역U자형 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이끌었다. 그러나 Gulati (1999)와 Ahuja (2000a)는 제휴 포트폴리오의 크
기보다는 각 파트너들과 연결된 간접적인 파트너들의 수가 중요하다는 결론을
이끌었고, Baum et al. (2000)역시 제휴 포트폴리오의 크기보다는 제휴 포트
폴리오 내의 중첩(redundancy)이 적을수록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결론을 이끌었다. 특히 Baum et al. (2000)은 비슷한 파트너로 구성된 거대
한 제휴 포트폴리오보다 서로 상이한 파트너로 구성된 작은 제휴 포트폴리오
가 기업성과에 더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종합하면 제휴 포트폴리오의 크기는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인 요인으로 바라보기에는 다소 부적절하며 추가
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포트폴리오 자원을 대표하는 두 번째 이슈는 제휴 포트폴리오 내의 다양성
에 관한 것이다. 제휴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은 자원 준거 관점에서 자원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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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과 직결되며, 자원의 다양성은 포트폴리오 내의 자원의 가치를 높여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을 발견할 수 있다. Cui & O ’
Connor 등은 제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파트너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기업
이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자원의 중첩(redundancy)이
감소하여 기업의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Cui &
O'Connor, 2012; Duysters & Lokshin, 2011; S. Wuyts, Dutta, S., 2012),
Wassmer and Dussauge (2012)는 제휴 포트폴리오에 새로운 파트너가 진입
할 때 새로운 파트너의 내부 자원이 기존 포트폴리오 자원과 상호보완적이면
시너지를 발생시키고, 대체적이면 충돌을 야기한다고 하였다. 유사한 관점에
서

Mowery

et

al.

(1996)은

제휴

기업들이

각자

영역에서

전문화

(specialization)될 때 파트너간 상호 보완적인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상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하면, 기업은 다양한 파트너들로 구성된 제휴 포트폴
리오를 통해 기업이 내부에서 가용하지 못하는 희소하고 중복되지 않은 자원
에 접근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기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1은 다음
과 같다.

가설1

제휴 포트폴리오의 자원 관점에서 파트너 기업의 다양성은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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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휴 포트폴리오 내의 교섭력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제휴 포트폴리오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파트너들과의 협력이 이익
(rent)을 창출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며, 상대적으로 파
트너들간의 경쟁이나 충돌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제휴 포트폴리오를 참여기업간 경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경쟁의 장
(competitive domain)으로 보는 시각이 등장하고(Gimeno, 2004; Silverman
& Baum, 2002) 제휴 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한 이익을 개별 기업이 아닌 기업
간 상호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서(Dyer & Singh, 1998), GomesCasseres (1994, 2003)는 제휴를 통한 이익을 특정 기업이 전유하는 것이
아닌 참여기업들에 의해 배분되어야 하는 ‘Group-based advantage’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휴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였을 때 기업
들이 이를 배분하는 과정에 관심을 가진 연구들이 등장하였고(Dyer, Singh,
& Kale, 2008; Khanna et al., 1998; Lavie, 2006), 그 중 Lin et al. (2009)
은 기업의 사회적인 지위(status)를, 그리고 Lavie (2007)는 제휴 포트폴리
오 내에서 각 기업들이 가진 교섭력의 크기를 이익배분의 중요한 결정요인으
로 설명하였다. 특히 Lavie (2007)는 이를 가치배분 메커니즘에 의거한 교섭
력의 효과(value appropriation effects of bargaining power)라고 설명하였
다.
경쟁 관계 외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제휴 포트폴리오를 수평적(horizo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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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뿐만 아니라 가치사슬(value-chain)을 포함한 수직적(vertical) 형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고(Hoffmann, 2007; Powell et al., 1996; Wassmer,
2010), 이를 수직적 기업 통합(vertical integration)과 비교하여 전략적 외주
(strategic outsourcing) 혹은 느슨한 수직통합(taper integration)과 같은 용
어들을 등장시키기도 하였다(Rothaermel, Hitt, & Jobe, 2006). 이러한 관점
은 제휴 포트폴리오를 산업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Porter의 5 Forces 모델의
연장선상으로 확장시켰으며, 제휴에 참여한 기업들 사이에서도 활발한 교섭과
정(bargaining

process)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Gomes-

Casseres, 2003; Porter, 1979).
이를 종합하면, 제휴 포트폴리오 안에서 참여기업들이 가진 교섭력은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교섭력
이론(bargaining power theory)에 따르면, 교섭력은 파트너와의 협상내용
(bargaining set)을 보다 유리하게 변경할 수 있거나, 파트너 집단의 수용을
이끌어내며, 협상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Yan &
Gray, 1994). 이러한 교섭력은 기업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 의존성으로부
터 발생하고(Pfeffer & Salancik, 1978), 이는 다시 협상에 참여한 각 주체들
간의 이해관계(stakes)의 크기와 대안(alternatives)의 유무, 두 가지 차원으
로 세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Bacharach & Lawler, 1981). 여기서 이해관계
(a stake)는 협상에 대한 의존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이해관계가 클수록 교
섭력을 약화시킨다고 하였다. 이를 제휴 포트폴리오 연구에 적용해보면, 상대
적인 교섭력의 크기는 각 파트너들이 제휴 포트폴리오에서 얼마나 높은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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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와 제휴 포트폴리오 안에서 얼마나 많은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Lavie, 2007).
Lavie의 분류에 따라 먼저 교섭력을 이해관계 측면에서 살펴보면, Yan and
Gray (1994)는 대상 기업이 파트너 기업보다 제휴 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한
이익에 더 많이 의존할 때 이해관계가 증가하여 협상에서 보다 열후한 위치에
놓인다고 하였고, Porter (1985)는 가치 사슬을 구성하는 공급자, 소비자들과
의 관계에서 높은 이윤(profit margin)을 확보할 수 있을 때 협상에서 보다
우월한 위치에 놓인다고 하였다. Lavie (2007)는 이를 종합하여 결과적으로
제휴 포트폴리오 내의 상대적인 이익률이 교섭력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으
며, 대상 기업이 파트너 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면, 이는 우월한 교섭력을 통해 보다 여유롭고 유연하게 협상에 대처할 수 있
을 것이고, 이는 기업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2a는 다음과 같다.

가설2a

제휴 포트폴리오 내 교섭력 관점에서 상대적인 이익률은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음으로, 교섭력을 기업이 가진 대안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안이 많은 기업
은 상대적으로 대안이 적은 기업보다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유사한 목
적을 가진 다양한 파트너들과 집단을 형성함으로써 협상에서 보다 우월한 위
치에 놓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상 기업이 파트너 기업들보다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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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많은 대안의 수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우월한 교섭력을 통해 기업성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Lavie, 2007).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2b는 다음과 같다.

가설2b

제휴 포트폴리오 내 교섭력 관점에서 상대적인 대안의 수는 기업성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제휴 포트폴리오 내의 자원과 교섭력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지금까지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목한 포트폴리오의 자원과
포트폴리오 내의 교섭력은 학문적 기반에 있어 서로 다른 연구의 흐름을 형성
하고 있지만, 최근 몇몇 연구에서 협력과 견제와 같은 상호보완적인 개념으로
언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Hoffmann의 연구를 인용하면,
‘제휴 포트폴리오를 구성 (configuration)할 때에는 (1)대상 기업이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의 특성(양, 질, 다양성)과, (2)이러한 자원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의 여부, (3)그리고 기업들 사이에서 유연하고 안정적인 위치
(position)를 차지할 수 있는지 ’ 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는데(Hoffmann,
2007:834), 이러한 논의는 결국 기업의 제휴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가치 있는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휴 네트워크 안에서 기업이 얼마나 영향력
을 발휘할 수 있는지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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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Coff (1999)는 이를 조금 더 일반적인 관점에서 풀이하였는데,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가치창출(value creation)과 가치배분
(value appropriation)의 양 측면에서 어떤 자원이 이윤 창출에 기여할 수 있
는지 뿐만 아니라, 창출된 이윤을 얼마나 차지할 수 있는지에도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논의를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논의는 앞서 Lavie (2007)의
연구에서 등장한 포트폴리오 자원을 통한 가치창출 효과와 교섭력을 통한 가
치배분 효과가 별개의 효과로 구분되기보다는 상호적인 관점에서 동시에 고려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의문으로 연결된다.
유사한 흐름에서 포트폴리오 자원과 기업 상호간의 영향력을 함께 고려한
연구들을 찾아보면, Lin et al. (2009)은 제휴 포트폴리오의 상호보완적인 자
원과 기업의 사회적 지위가 상호작용을 통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
론을 이끌었으며, Bae and Gargiulo (2004)는 제휴 파트너를 선정함에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자원을 가진 기업은 동시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파트너십에 필요한 비용(cost)과 파트너십을 통한 이익(benefit)의 트
레이드 오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휴 포트
폴리오 연구에서 자원과 교섭력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제휴 포트폴리오에서 포트폴리오 자원과 기업의
교섭력은 상호적인 작용을 통해 서로의 영향을 강화하거나, 상쇄시킬 수 있으
므로, 제휴 포트폴리오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올바르게 분석하기 위해
서는 두 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만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
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 3a와 3b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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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3a 상대적인 이익률은 파트너 기업의 다양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인 영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가설3b

상대적인 대안의 수는 파트너 기업의 다양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긍
정적인 영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들을 정리한 이론적 framework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가설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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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법론
4.1 연구의 설정 및 표본
본 연구의 표본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196개 Global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
으며, 이들의 2002~2006년의 Alliance Data와 2006~2007년의 재무 Data
를 사용하였다. 모든 Alliance Data와 재무 Data는 Thomson Reuters 社에
서

제공하는

SDC(Securities

Data

Company)

Platinum

Database와

Datastream Database에서 추출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을 선정한 이유는 우선 해당 산업이
Dynamic한 High-Tech 산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간 제휴가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 제휴 포트폴리오 연구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
기 때문이다. Lavie (2007)가 제시한 바에 의하면 미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1990년부터 2000년까지 기업의 연간 제휴 횟수가 평균 3회에서 33회로 급
등하였으며, 제휴에 참여한 기업 비율도 전체의 30%에서 90%대까지 수직
상승하였다. 이처럼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는 제휴가 기업활동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표본의 신뢰성 확보 측면뿐만 아니라 본 연구
의 주제와도 잘 부합된다고 생각하였다. 이 밖에도 소프트웨어 산업은 상장회
사의 비율이 높고 U.S. 기업들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재무정보를 습득
하기 용이하고 산업 전체를 조망하기에 적합하다는 장점을 추가할 수 있다
(Rudy, 2000).
일반적으로 기업들의 제휴 정보는 M&A와 달리 기업공시를 통해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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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지 않으며 전략적인 이유에서 당사자들간 비밀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어
연구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또한 기업간 제휴는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일정 기간 이후 계약해지(termination of alliance)가 발생하더
라도 당사자들이 아닌 외부에서 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SDC
Platinum Database가 제공하는 2002~2006년의 제휴 거래 정보 중 제휴 종
료일이 기재된 것은 총 23,856건 중 158건으로 이는 전체의 0.7%에 불과하
였으며, 대부분의 정보가 누락되어 신뢰성 측면에서도 해당 필드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자료의 불완전함 때문에 전통적인 제휴 포트폴리오 연구들은 특정
시점에 기업의 제휴 관계가 유효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각
각의 제휴 거래가 5년간 유지되다가 소멸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자료를 수집
하였다(Kogut, 1988; Lin et al., 2009; Stuart, 2000). 본 연구에서도 2002
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의 window 안에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제휴 거래
정보를 수집하고, 이들이 2006년 시점에 모두 유효하다는 가정 하에 누적하
여 대상 기업의 제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2006년 시점의 제
휴 포트폴리오가 2007년의 기업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의 관계를 살펴
보는 것으로 본 연구의 연구 모델을 설정하였다.
자료 수집의 기간을 2002년에서 2007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해당 기간이
2001년과 2008년에 일어난 세계적인 경제위기 사이에 위치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시기였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2001년 9월의 911테
러와 2008년 9월의 리먼사태는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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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주식시장을 강타하며 기업들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극단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모델에서는 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이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을 측정하고자 하였으므로 표본의 수집 기간에는 이러한 세
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림 2] 2002~2010년 사이의 기업간 제휴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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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C Platinum Database에서 추출한 2002~2006년 사이의 모든 제휴 거
래 정보는 총 31,679개 기업의 23,856건이며, 해당 Data에는 거래의 내용
(deal description), 발표된 날짜와 자료의 출처, 참여기업의 숫자, 기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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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코드, HQ의 위치(국적 및 지역), 상장여부 등 참여기업의 정보가 포함되
었다.

또한

Marketing,

각각의 거래가
Research

&

Joint

Venture,

Development,

Licensing,

Manufacturing,

OEM/Value-Added Reseller,

Supply, Royalties, Spinout 등 어떤 Agreement Type인지도 함께 확인하였
다.
이렇게 SDC Platinum Database에서 최초 추출한 31,679개의 기업들 중
소프트웨어 산업(SIC 7371~7374)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은 모두 5,247개였
으며, 전체 23,856건의 제휴 거래 중에서 한 개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업이
참여한 제휴 거래는 모두 6,850건이었다. 여기에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업
뿐 아니라 타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도 파트너 기업으로 다수 포함되었다.
Alliance에 참여한 기업들의 정보는 SDC Platinum Database만으로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 추가적으로 Datastream Database를 통해 참여기업들의 재
무정보를 추출하였다. Datastream Database의 일부인 Worldscope Database
에는 U.S. 기업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주요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에
서 필요한 ROA, 종업원수, 연매출(Total Sales), 순수익(Net Income), R&D
비용 등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각 기업의 재무정보는 독립변수 구성을
위한 2006년과 종속변수 구성을 위한 2007년을 기준으로 2년간의 자료를
추출하였다.
이상 SDC Platinum과 Datastream Database를 통해 얻은 자료를 토대로
참여 기업의 Data가 완비된 제휴 거래는 최종 396건이었으며, 표본기업의 수
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196개의 기업으로 최종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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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표본 기업들의 제휴 포트폴리오

최종 표본기업의 산업분포를 살펴보면, Prepackaged software에 해당하는
기업(SIC

7372)이

152개,

7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Computer

integrated systems design에 해당하는 기업(SIC 7373)이 27개, 14%, 이어
서 Computer programming services에 해당하는 기업(SIC 7371)이 9개,
5%,

마지막으로

Computer

processing

and

data

preparation

and

processing services에 해당하는 기업(SIC 7374)이 8개, 4%를 이루었다. 표
본기업들의 지역별 비율을 살펴보면, America가 6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
로 Europe이 17%, Asia-Pacific(Middle Asia제외)이 9%, Japan이 7%, 마
지막으로 Africa/Middle East/Central Asia가 2% 순을 이루었다.
196개의 표본기업 중에는 Microsoft, SAP, Oracle, Sybase, Ad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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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Symantec, Autodesk 등과 같은 잘 알려진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가장 많은 제휴 포트폴리오를 가진 기업은 Microsoft
로 모두 60개의 파트너 기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트너 기업의 분포를 살펴보면, 파트너 기업은 2-digit SIC 코드 기준 총
31개 산업, 4-digit SIC 코드 기준 총 79개의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52%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그리고 48%가 타 산업에 분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분포는 세부적으로 Business services
(SIC 73) 61%, Electronic and other electrical equipment and components,
except computer (SIC 36) 11%, Industrial and commercial machinery and
computer equipment (SIC 35) 8%, Communications (SIC 48) 4%,
Depository institutions (SIC 60) 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방법
4.2.1 종속변수
기업의 성과(Firm Performance)
과거 기업의 성과에 대한 제휴 포트폴리오의 영향은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
되어 왔다. 기존의 실증분석 연구들은 제휴 포트폴리오가 기업의 성장(Stuart,
2000), 제품혁신(S. Wuyts, Dutta, S., 2012), 기업의 혁신활동(Cui &
O'Connor, 2012; Duysters & Lokshin, 2011)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결론을 이끌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효과를 보다 일반화하기 위해 제
휴 포트폴리오가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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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ROA(Return On Asset)를 통해 측정하였다. ROA는 순이익(Net Income)
을 기업의 총 자산(Total Asset)으로 나눈 비율이며, 일반적으로 기업의 재무
적 성과를 측정하는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다(Lin et al., 2009;
Yamakawa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자원 준거 관점에 입각하여 기업이
직접 보유한 자원뿐 아니라 파트너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까지 함께 활
용하여 긍정적인 재무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기 때
문에, ROA가 기업이 직접 보유한 자원 대비 이루어낸 성과의 상대적 크기라
는 점에서 제휴 포트폴리오를 고려한 성과 측정지표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
다. 종속변수는 독립변수의 영향이 반영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독립변수 측정
시점인 2006년에서 1년의 지연(lag)을 둔 2007년을 기준으로 자료를 수집하
였다.

4.2.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는 제휴 포트폴리오가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얼마나 가
지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파트너 기업의 다양성(Portfolio Diversity)과
대상 기업이 제휴 포트폴리오 안에서 얼마나 강한 교섭력(Bargaining Power)
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상대적인 이익률(Relative Profitability)과
상대적인 대안의 수(Relative Alternatives)를 사용하였다..

파트너 기업의 다양성(Portfolio Diversity)
우선 파트너 기업의 다양성은 제휴 포트폴리오 안에서 대상 기업(f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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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m)을 포함한 모든 기업들이 얼마나 다양한 산업에 분포하고 있는지를 측정
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제휴 포트폴리오의 파트너들이 보다 다양한 산업에 종
사하고 있을수록 대상 기업이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의 다양성이 함께 증가한다
고 보았기 때문이다(Baum et al., 2000; Cui & O'Connor, 2012). 변수의 구
체적인 조작방법은 산업의 집중도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되었던 HirschmanHerfindahl Index(HHI)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였는데, 이는 산업의 집중도 뿐
아니라 지식의 다양성이나 특허의 기술범위와 같은 여러 가지 다양성 지표를
측정하는데 적용되고 있는 방법이다(Lin et al., 2009; Rothaermel et al.,
2006; S. Wuyts & Dutta, 2012). 이 방법을 통해 각 기업들이 제휴 포트폴
리오 안에서 몇 개의 4-digit SIC 코드에 집중되어 분포하고 있는지, 혹은 다
양한 산업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였다. 변수의 계산은 다음
과 같다.

Ni은 i기업을 중심으로 i기업을 포함한 제휴 포트폴리오 안에 존재하는 4digit SIC 코드 분류의 총 가지 수이고, Pi,s는 해당 제휴 포트폴리오 안에서 s
번째 4-digit SIC코드로 구분된 기업의 수를 전체 포트폴리오의 기업수로 나
눈 것이다. 이 지표는 0~1사이의 값으로 나타나는데, 제휴 포트폴리오의 모
든 기업이 동일한 SIC를 가질 경우 0이 되고, 모든 기업이 제각기 다른 SIC
에 종사하고 있을 경우 1에 근접한 값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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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인 이익률(Relative Profitability)
제휴 포트폴리오 안에서 대상 기업(focal firm)이 가진 교섭력(Bargaining
Power)의 크기는 대상 기업의 이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 기업이 파트너 기업 대비 얼마나 많은 이익률을 내
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역으로 제휴 포트폴리오 내의 교섭력을 측정
하였다(Lavie, 2007). 상대적인 이익률은 제휴 포트폴리오 안에서 대상 기업
(Focal Firm)과 각 파트너 기업의 ROA의 차이를 구하고 이를 전체 파트너에
대한 평균으로 구하였다. 변수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Ki 는 i기업이 2006년에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기업의 수이며, ROAi
와 ROAj 는 각각 i, j기업이 2006년에 달성한 ROA값이다. 이 변수는 대상
기업이 파트너 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률을 가질수록 높은 값을 갖
도록 조작되었다. Lavie의 연구에서는 해당 변수가 파트너를 기준으로 계산되
어 낮은 값을 가질 수록 대상 기업의 이익률이 높은 것으로 조작되었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는 부호를 반대로 하여 사용하였다. 이외에는 Lavie의 조작방
식과 동일하다.

상대적인 대안의 수(Relative Alternatives)
교섭력 이론(Bargaining Power Theory)에 따르면 대안의 수가 적은 기업
은 그만큼 현재의 파트너 기업에게 더 많이 의존적일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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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력의 약화를 불러온다고 하였다(Bacharach & Lawler, 1981). 따라서 상대
적인 대안의 수는 제휴 포트폴리오 안에서 대상 기업(Focal Firm)과 각 파트
너 기업이 가지고 있는 대안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한 다음 전체 파트너에 대
한 평균값으로 구하였으며 상대적인 대안의 수가 많은 기업이 보다 큰 교섭력
을 갖는다고 판단하였다(Lavie, 2007). 변수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Ki 와 Kj 는 각각 i, j기업이 2006년에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기업의
수이며, Ki,j는 i기업과 j기업이 2006년에 맺고 있는 제휴의 수이다. 이 변수는
대상 기업이 파트너 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대안을 가질수록 높은 값을
갖도록 조작되었다. Lavie의 연구에서는 해당 변수를 조작할 때 각 기업의 대
안의 수에 로그를 취하여 계산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로그를 취하지 않았으
며, 또한 상대적인 이익률 변수와 동일하게 파트너를 기준으로 계산되어 낮은
값을 가질 수록 대상 기업의 대안이 많은 것으로 조작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는 부호를 반대로 하여 사용하였다. 이외에는 Lavie의 조작방식과 동일하
다.

4.2.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우선 기업 레벨의 변수로서 대상 기업의 크기, 지역 및 산업
을 통제하였고, 포트폴리오 레벨에서 포트폴리오의 크기, 나이, 그리고 포트폴
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각 계약의 타입과 포트폴리오 내의 경쟁자수, 마지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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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휴 네트워크의 구조적 관점에서 각 기업의 중심성 정도를 통제하였다.
순서대로 살펴보면, 먼저 대상 기업의 크기(Firm Size)는 기업의 규모가 기
업의 재무적 성과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
여 총 매출액(Total Sales)에 로그를 취하여 사용하였다(Mowery et al.,
1996). 기업의 크기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종업원수(Employees)나 총 자산
(Total Asset)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성상 종업원
수는 기업의 크기를 대표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총 자산은 종
속변수가 ROA(=Net Income/Total Asset)임을 고려하여 대상에서 제외하였
다. 다음으로 대상 기업의 지역(Region)과 대상 기업의 산업(SIC code)을 더
미변수로 통제하였는데, 이는 지역에 따라 각 국가의 발전 정도나 정부규제
등 기업환경이 다르고 산업에 따라서도 기업성과의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
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Duysters & Lokshin, 2011; Wassmer &
Dussauge, 2012). 대상 기업의 지역은 Americas, Europe, Japan, AsiaPacific(Central Asia 제외), Africa/Middle East/Central Asia의 5개 지역으
로 구분하였고, 대상 기업의 산업은 SIC 코드에 따라 7371~7374의 4개
segment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포트폴리오 레벨에서 포트폴리오의 크기(Portfolio Size)는 다소
상반된 논의가 대립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들을 참조하여 통제하였다(Ahuja, 2000a; Baum et al.,
2000; Stuart et al., 1999). 구체적으로 포트폴리오의 크기는 대상 기업이 제
휴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파트너의 수로 계산하였다. 포트폴리오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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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Age)는 각각의 제휴 거래가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의 강도에 변화
가 생기며 소멸하는, 일종의 생애주기(Life Cycle)를 갖는다는 선행연구를 참
고하여 통제하였는데(Baum et al., 2000; Lin et al., 2009), 본 연구에 사용한
제휴 포트폴리오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맺은 제휴 거래를 누적하였기 때
문에 각각의 제휴 거래가 성사된 연도로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평균기간을 도출하였다.
앞서

각각의

제휴

거래는

Agreement의

유형에

따라

Research

&

Development, Manufacturing, Marketing, OEM/Value-Added Reseller,
Supply 등으로 나뉜다고 하였는데, 이들 유형은 각각의 목적에 따라 파트너
와의 관계적 측면(Relational Aspect)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Dyer &
Singh,

1998;

Granovetter,

1973)

이를

통제하고자

기술

계약비율

(Technology Agreement)과 마케팅 계약비율(Marketing Agreement) 두 가
지

변수를

추가하였다.

기술

계약비율은

전체

제휴

거래

중

R&D와

Manufacturing Agreement가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였고, 마케팅 계약비율
은 전체 제휴 거래 중 Marketing, OEM/Value-Added Reseller, Supply
Agreement가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였다(Lavie, 2007). 기술적 계약은 직
접적인 기업의

재무성과보다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탐험

(Exploration)의 성격이 강한 반면 마케팅 계약은 직접적인 비용절감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기업의 재무성과와 직결되는 활용(Exploitation)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통제하였다(Rothaermel & Deeds,
2004; Yamakawa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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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내의 경쟁자수(Same SIC in Portfolio)는 두 가지 목적에서 통제
변수로 사용하였다. 첫째는 독립변수인 파트너 기업의 다양성을 HirschmanHerfindahl 지수를 응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제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기
업들이 얼마나 다양한 산업에 분포되어 있는지는 알 수 있지만, 한 편으로는
대상 기업(Focal Firm)을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파트너 기업들과 대상 기업이
동일한 산업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상 기업을 제외한 모든 파트너들이 동일 SIC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단
하나의 파트너를 제외하고 대상 기업과 다른 모든 파트너들이 동일 SIC에 포
함되어 있는 경우 Hirschman-Herfindahl 지수 방식으로는 동일한 결과값을
같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를 구분하기 위해 별도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
였다.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 내의 경쟁자 수는 독립변수로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 기업의 교섭력(Bargaining-Power)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이
다(Porter, 1979, 1980, 2008). Lavie (2007)의 연구에서는 포트폴리오 내
의 경쟁자수를 ‘쌍무적 경쟁(Bilateral Competition)’이라는 개념으로 구체
화하고, 대상 기업의 교섭력에 조절효과를 주는 변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포트폴리오 내의 경쟁자수가 대상 기업의 교섭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
구의 주제로 삼고 있지 않으므로 조절효과를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독립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맺고 있는 거대한 네트워크의 구조적
관점에서 기업의 구조적 위치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중심성의 정도(Centrality)를 통제하였다. 전체 네트워크 관점에서 중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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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기업은 더 많은 파트너들과 교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섭력과 별도로 기업
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대상
기업(Focal Firm)을 중심으로 한 제휴 포트폴리오, 즉, 자아중심적 네트워크
(Ego-central network)이며, 비 소프트웨어 산업에 포함되어 있는 198개의
파트너 기업까지 고려한 전체 네트워크의 구조적 이점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근접 중심성은
대표 기업이 전체 네트워크의 모든 지점에 도달하기까지의 거리를 역수로 취
하고 합산하여 계산한다. 중심성 지표의 계산은 UCINET6 프로그램을 활용
하였으며, 전체 네트워크가 모두 연결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여 근접 중심성
의 절대값을 표준화시킨 harmonic closeness centrality measure를 사용하였
다.(Borgatti & Everett, 2006; Borgatti, Everett, & Freeman, 2002)
이상 본 연구에 사용한 변수들은 [표 3]에서 정리하였다.

41

[표 3] 변수의 내용과 조작방법
Variables

Descriptions

References

Return On Asset (ROA)

Lin et al., 2009;
Yamakawa et al.,
2011

Dependent Variable
Firm Performance

= Net Income / Total Asset

Independent Variables
Portfolio Diversity

Degrees of SIC diversity in portfolio

Lin et al., 2009;
Wuyts & Dutta,
2012

Ni : Number of SIC segments in firm i’s portfolio
Pi,s : Proportion of firms in sth SIC segment

Relative Profitability

Mean difference of profitability
between focal firm i and partner j

Lavie, 2007

Ki : Number of partners in firm i’s portfolio

Relative Alternatives

Mean difference of alternatives
between focal firm i and partner j

Lavie, 2007

Ki : Number of partners in firm i’s portfolio
Ki,j : Number of alliances between focal firm i and partner j

Control Variables
SIC 7371~7374

Dummy Variables

Duysters &
Lokshin, 2011

Region

Dummy Variables

Wassmer, 2012

Firm Size

ln(Sales)

Mowery et al.,
1996

Portfolio Size

Total number of partners in portfolio

Cui & O’Connor,
2012

Portfolio Age

Average period(year) of each deal

Lavie, 2007;
Lin et al., 2009

Same SIC in Portfolio

Proportion of same SIC partners
as the focal firm

Cui, Calantone &
Griffith, 2011;
Lavie, 2007

Technology Agreements

Proportion of R&D/manufacturing
agreements

Lavie, 2007

Marketing Agreements

Proportion of marketing/OEM/supply
agreements

Lavie, 2007

Centrality

Harmonic closeness centrality measure

Borgatti &
Everett,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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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통계적 모형
본 연구에 사용한 표본의 기술통계는 [표 4]와 같다. 표본의 수는 총 196
개이며 각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을 확인하여 정규분포에서
크게 벗어나는 관측 이상치(outlier)는 사전에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각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표 5]에서 정리하였다. 더미 변수들을 제
외하고 상관계수가 0.4 이상인 경우는 포트폴리오 내의 경쟁자수와 파트너 기
업의 다양성, 그리고 중심성과 상대적인 대안의 수 사이의 관계였는데, 독립
변수 간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 회귀분석의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판단
하기 위해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산팽창계수)를 측정하였다. 일반
적으로 VIF 값이 10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며, 역으로
10 미만이면 다중공선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 각 변수 별 VIF 값을 측정
한 결과 모든 변수들이 10 미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회귀
모델에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적 방법론으로는 OLS(ordinary least square)를 이용한 다
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으며, 모델 식은 다음과
같다.
Y = β0 + β1X1 + β2X2 + β3X3 + … + 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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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기술통계표
Variables

Obs.

Mean

Std. Dev.

Min

Max

196

-2.305

Portfolio Diversity

196

0.434

Relative Profitability

196

-6.101

34.449

-215.52

200.81

Relative Alternatives

196

-6.682

13.349

-59

55.033

(dummy) SIC 7371

196

0.046

0.210

0

1

(dummy) SIC 7372

196

0.776

0.418

0

1

(dummy) SIC 7373

196

0.138

0.346

0

1

(dummy) Region AM

196

0.648

0.479

0

1

(dummy) Region JP

196

0.071

0.258

0

1

(dummy) Region AP

196

0.087

0.282

0

1

(dummy) Region AE

196

0.020

0.142

0

1

Firm Size

196

12.141

1.921

6.512

17.750

Portfolio Size

196

2.270

4.689

1

60

Portfolio Age

196

2.945

1.243

1

5

Same SIC in Portfolio

196

0.275

0.399

0

1

Technology Agreements

196

0.062

0.221

0

1

Marketing Agreements

196

0.204

0.341

0

1

Centrality

196

78.427

61.468

1

216.412

Dependent Variable
ROA

24.314

-183.38

38.87

Independent Variables
0.234

0

0.901

Control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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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상관계수 및 VIF
N = 196
Variables

1.

1. SIC 7371

1

2.

***

2. SIC 7372

-0.41

3. SIC 7373

-0.09

4. Region AM

-0.09

5. Region JP
6. Region AP
7. Region AE
8. Firm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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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Portfolio Size
10. Portfolio Age

*

0.13
0.02

-0.03
0.00

3.

4.

5.

6.

7.

8.

9.

10.

11.

12.

0.04

-0.02

-0.09

0.06

-0.09

***

-0.20

-0.04

-0.04

1

-0.32*** 0.24*** 0.03

-0.01

-0.04

0.01

0.00

-0.00

-0.02

-0.01

0.09

-0.42

0.05

0.05

0.07

0.00

-0.06

0.06

-0.08

***

***

0.15**

1

0.16** -0.08
*

1
0.41*** 1
0.07

-0.02

1

0.33

-0.25

-0.11

-0.11

-0.06

0.13

-0.05

-0.02

-0.08

12. Tech. Agreements

-0.06

0.05

-0.05

0.02

0.09

-0.00

-0.04

-0.01

0.01

0.02

-0.05

13. Market Agreements

-0.09

0.12

-0.04

-0.07

0.02

0.01

-0.03

-0.08

-0.00

-0.03

0.08

16. Relative Profitability

0.05

17.

1

***

-0.14

*

***

-0.38

-0.02

0.07

16.

1

-0.11

15. Portfolio Diversity

15.

-0.74*** 1

-0.02

-0.03

14.

1

11. Same SIC

14. Centrality

13.

0.10

-0.07

-0.03

0.38

-0.30*** 0.28*** 0.19*** 0.08

0.03

-0.10

0.29*** 0.31*** 0.07

*

0.10

0.11

***

-0.10

-0.12

-0.02

***

***

-0.22

0.06
*

**

0.17

-0.00

***

0.35

0.32

0.09
***

0.07

0.04

1

**

0.16

1
-0.04

1

-0.07

0.13**

-0.86*** 0.01
-0.01

-0.09

1

-0.05

0.10

0.09

0.03
**

1
0.05
***

*

1

17. Relative Alternatives

0.05

-0.07

0.04

-0.11

0.12

0.01

0.02

0.04

0.35

-0.11

-0.09

0.04

-0.16

-0.43

0.13

0.08

1

VIF

2.37

6.03

4.26

1.96

1.47

1.59

1.13

2.22

2.01

1.10

6.80

1.05

1.10

2.36

7.55

1.30

2.00

Notes: * p < 0.10; ** p < 0.05; *** p < 0.01

[표 6] 다중회귀분석 결과
Depend variable

Model 1

ROA
Intercept

-97.389

***

Model 2
***

Model 3
***

Model 4
***

Model 5
***

(-5.76)

-53.859

(-3.47)

-53.142

(-3.47)

-57.557

(-3.74)

-56.267

(-3.69)

Control variables
SIC code

Region

7371

11.636

( 1.10)

6.101

( 0.66)

5.350

( 0.59)

4.262

( 0.47)

4.011

( 0.44)

7372

9.685

( 1.15)

5.630

( 0.76)

5.689

( 0.78)

4.038

( 0.55)

4.392

( 0.61)

7373

7.727

( 0.90)

4.968

( 0.66)

4.318

( 0.58)

3.169

( 0.43)

2.991

( 0.41)

**

AM

-8.137

(-1.97)

-3.627

(-0.99)

-3.112

(-0.86)

-3.874

(-1.07)

-3.411

(-0.95)

JP

-9.662

(-1.41)

-9.314

(-1.58)

-7.166

(-1.22)

-10.525

(-1.80)

-8.560

(-1.46)

( 1.78)

6.530

( 1.16)

5.950

( 1.08)

4.712

( 0.85)

4.595

( 0.83)

*

AP

11.418

AE

7.100

( 0.65)

11.273

( 1.20)

11.082

( 1.19)

13.442

( 1.44)

12.871

( 1.39)

7.192***

( 7.17)

4.684***

( 4.81)

4.655***

( 4.85)

4.884

( 5.07)

4.822***

( 5.04)

Firm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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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Size

-0.311

(-0.87)

0.118

( 0.31)

0.015

( 0.04)

-0.635

(-1.32)

-0.573

(-1.20)

Portfolio Age

1.377

( 1.12)

1.394

( 1.31)

1.312

( 1.25)

1.473

( 1.40)

1.391

( 1.34)

Same SIC in Portfolio

6.586

( 1.62)

-4.835

(-0.59)

-5.669

(-0.70)

-4.977

(-0.62)

-5.622

(-0.70)

-6.362

(-0.94)

-2.444

(-0.42)

-2.556

(-0.45)

-5.294

(-0.90)

-4.835

(-0.83)

3.766

( 0.85)

-0.290

(-0.08)

-0.189

(-0.05)

2.314

( 0.59)

1.894

( 0.48)

-0.026

(-0.92)

0.003

( 0.10)

0.003

( 0.11)

0.018

( 0.56)

0.015

( 0.48)

-22.585

(-1.53)

-22.359

(-1.54)

-13.783

(-0.92)

-15.296

(-1.03)

Technology Agreements
Marketing Agreements
Centrality

Independent variables
Portfolio Diversity

0.337***

Relative Profitability
Relative Alternatives

-0.053

( 8.10)
(-0.40)

0.1727** ( 2.23)
-0.016
0.410**

Portfolio Diversity
× Relative Profitability

(-0.12)

0.345***
-0.384**

(-2.07)

( 2.50)
1.112**

Portfolio Diversity
× Relative Alternatives

( 8.37)

( 2.51)

0.211***
-0.291

( 1.97)

0.898**

( 1.98)

196

196

196

196

196

Adjusted R^2

0.289

0.479

0.494

0.494

0.502

F-value

6.65***

11.53***

11.56***

11.56***

11.34***

(t-statistics in parentheses)

(-1.53)

0.330**

N

Notes: * p < 0.10; ** p < 0.05; *** p < 0.01

( 2.66)

5. 결과 및 논의
5.1 분석결과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6]에서 정리하였다. 모델은 총 5개로 통제변수만 고
려한 첫 번째 모델에 독립변수들을 추가하며 변수들의 직접효과(Direct
Effect)와 변수들간의 교호작용(Interaction Effect)을 순차적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모델1은 독립변수 없이 통제변수만을 입력한 모델로 대상 기업의 산
업/지역 더미와 크기, 포트폴리오의 크기와 나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기술/마케팅 계약의 비율, 포트폴리오 내의 경쟁자수, 중심성 변수의 영향을
측정하였다. 지역더미에서는 Americas와 Asia-Pacific 변수가 유의한 값을
보여주었으며, 대표 기업의 크기는 종속변수인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7.192, p<0.01) 그 밖의 산업더미, 포트폴리오
의 크기와 나이, 기술/마케팅 계약 비율, 경쟁자수, 중심성 변수들은 통계적으
로 유의한 값을 보여주지는 못하였으나, 선행 연구들을 고려하여 각 독립변수
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는 의미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모델1의 조정된 R제
곱값은 0.289로 약 29%의 설명력을 보였다.
모델2는 모델1의 통제변수에 독립변수인 파트너 기업의 다양성, 상대적인
이익률, 상대적인 대안의 수를 포함한 것으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측정하였다. 모델2에서는 상대적인 이익률이 기업성과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0.337, p<0.01) 파트너 기업의
다양성과 상대적인 대안의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모델2의 조정된 R제곱값은 0.479로 모델1에 비해 설명력이 약 19% 증가하
였다.
모델3은 모델2에 파트너 기업의 다양성과 상대적인 이익률의 교호작용을
추가한 것으로, 독립변수들의 직접적인 영향은 모델2와 동일하게 상대적인 이
익률 변수에서만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고(β=0.173, p<0.05) 다른 두 독
립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모델3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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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파트너 기업의 다양성과 상대적인 이익률의 교호작용은 기업성과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410, p<0.05) 모델3의 조정된 R제
곱값은 0.494로 모델2에 비해 설명력이 약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4는 모델3과 달리 모델2에 파트너 기업의 다양성과 상대적인 대안의
수의 교호작용을 추가한 것으로, 변수간의 교호작용이 다른 독립변수에 미치
는 영향을 고려하여 교호작용만을 구별하여 추가한 모델이다. 독립변수들의
직접적인 영향은 모델2, 3에서와 같이 상대적인 이익률 변수에서 긍정적인 영
향이 나타났으며,(β=0.345, p<0.01) 앞서의 모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던 상대적인 대안의 수 변수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발견되었다.(β=-0.384,
p<0.05) 해당 결과에 대한 논의는 뒷부분에서 보다 상세하게 다루었다. 독립
변수들의 직접적인 영향 외에 본 모델에 추가한 파트너 기업의 다양성과 상대
적인 대안의 수의 교호작용은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β=1.112, p<0.05) 모델4의 조정된 R제곱값은 0.494로 모델3과 같
고, 모델2에 비해 설명력이 약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모델5는 통제변수와 독립변수, 그리고 모든 교호항들을 추가한 Full
모델이다. 모델5에서는 독립변수의 직접적인 영향 중 상대적인 이익률 변수에
서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으며,(β=0.211, p<0.01) 모델4에서 나타났던 상
대적인 대안의 수의 영향은 본 모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
지 못하였다. 모델5에 추가된 두 개의 교호항, 즉, 파트너 기업의 다양성과 상
대적인 이익률, 그리고 파트너 기업의 다양성과 상대적인 대안의 수는 모두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모델3, 4와 동일한 결론을
이끌었다.(전자: β=0.330, p<0.05, 후자: β=0.898, p<0.05) 마지막 full모
델의 조정된 R제곱값은 0.502로 모델3과 4에 비해 설명력이 약 0.8%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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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연구가설 지지여부
구

분

내

용

지지여부

가설1

제휴 포트폴리오의 자원 관점에서 파트너 기업의 다양성은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되지 않음

가설2a

제휴 포트폴리오 내 교섭력 관점에서 상대적인 이익률은 기업성
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됨

가설2b

제휴 포트폴리오 내 교섭력 관점에서 상대적인 대안의 수는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되지 않음

가설3a

상대적인 이익률은 파트너 기업의 다양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다 강화할 것이다.

지지됨

가설3b

상대적인 대안의 수는 파트너 기업의 다양성이 기업성과에 미치
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다 강화할 것이다.

지지됨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연구가설의 지지여부를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먼저 가설1.‘제휴 포트폴리오의 자원 관점에서 파트너 기업의 다양성
은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모델2~5에 이르기까지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값을 도출하지 못하여 지지하지 못하였다.
두 번째 가설2a.‘제휴 포트폴리오 내 교섭력 관점에서 상대적인 이익률은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는 모델2~5에 이르기까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값을 도출하였으며 회귀계수 β값이 양의 값으로 나타
나 정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가설2b.‘제휴 포트폴리오 내 교섭력 관점에서 상대적인 대안의 수는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모델2, 3, 5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결과값을 도출하지 못하였으며, 모델4에서는 유의한 계수를 도출하였지
만 예상했던 결과와 반대 경향성을 보여 가설을 지지하지 못하였다. 반대 경
향성이 나타난 이유로는, 기업이 다양한 제휴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통해 특정
제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반면, 파트너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관리의 비효율성이나(Cui & O'Connor,
2012), 복잡성 증가에 따른 거래 및 조정비용 상승 등(Duysters & Lo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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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Wassmer & Dussauge, 2012), 기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도 함께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Heimeriks
등은 이러한 이유로 기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복잡한 제휴관계를 유지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제휴관리역량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제시하였다
(Heimeriks, Klijn, & Reuer, 2009; Hoffmann, 2005). 가설2b가 지지되지
못한 것은 이와 같은 제휴 파트너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정
적인 측면들이 긍정적인 측면을 넘어서 종합적으로 기업성과에 부정적으로 작
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가설3a.‘상대적인 이익률은 파트너 기업의 다양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다 강화할 것이다.’는 모델3과 5를 통해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결과값을 도출하였으며 회귀계수 β값이 양의 값으로 나타나 정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 가설3b.‘상대적인 대안의 수는 파트너 기업의 다양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다 강화할 것이다.’역시 모델4와 5를 통해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결과값을 도출하였고 회귀계수 β값이 양의 값으로 나타나 정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5.2 논의
본 연구는 제휴 포트폴리오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포트폴리오의
자원 측면과 파트너 기업들 사이의 교섭력 측면으로 구분하고, 글로벌 소프트
웨어 기업들을 통해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포트폴리오 자원의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파트너 기업의 다양성을 고려한 경우와(가설1) 포트폴리오
내에서 기업이 가진 교섭력의 크기를 대변할 수 있는 상대적인 이익률/대안의
수를 고려한 경우(가설2a, 2b)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만 발견할 수 있었고, 일부 연구모델에서는 오히려 예상했던 논의
를 뒤집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파트너 기업의 다양성과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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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익률/대안의 수를 함께 고려한 경우에는(가설 3a, 3b) 뚜렷하게 기업성
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
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파트너 기업의 다양성은 포트폴리오 자원의 가치를 대변하기 앞서 반
드시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는 파트너 기업이 가진 다양한 자원이 반드시 기업성과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다양성이 증가할수록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함께 증가하여 대상 기
업 입장에서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에 빠질 수도 있으며, 또한
산업의 특성에 따라 자원의 다양성이 중요할 수도, 혹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등 다양한 상황에 따른 변수(contingency factor)가 존재하기 때문이라
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파트너 기업의 다양성이 포트폴리오 자
원의 가치를 완벽하게 대변하지는 못하였다고 생각하였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트너 기업의 다양성은 상대적인 이익률이 높거
나, 혹은 상대적인 대안의 수가 많을 경우에 한하여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상대적인 이익률/대안의 수가 증가할수
록 성과에 미치는 영향 또한 더욱 커진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는 파트너
기업의 다양성 자체로는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상대
적인 이익률/대안의 수가 앞서 설명한 상황에 따른 변수(contingency factor)
로 작용할 경우 성과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파트너 기업의 다양성과 상대적인 이익률/대안의 수는 반드시 함께 충족
되어야만 성과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셋째, 앞서의 결론을 한 단계 높은 개념적 수준(construct level)으로 확장
시키면, 파트너 기업의 다양성이 포트폴리오의 자원을 대변하고, 상대적인 이
익률/대안의 수가 기업의 교섭력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자원과 교섭력이 동시
에 고려될 때 가치창출과 가치배분 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업성과에 긍정
적인 효과를 얻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논의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가설1과 가설2b가 직접적으로 지지되지 못하였더라도, 가설1과 가설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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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의 상호작용(interaction effect)인 가설3a와 3b가 지지될 수 있다고 해석
하였다. 가설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변수 선정 등 다소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
지만, 자원과 교섭력의 상호작용을 도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제휴 포트폴리오가 기업성
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범위를 자원과 교섭력의 측면으로 확장시키
고,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두 요인간의 상호보완적인 관점을 제시하였
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각각 연구되어온 파트너들의 자원과 파트너들 사이의
교섭력을 동시에 고려해야만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는 보
다 발전된 논의를 제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제휴 포트폴리오 연구에서 상
대적으로 부족한 기업성과와의 관계를 글로벌 소프트웨어 산업의 표본을 대상
으로 실증분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글로벌 소프트웨
어 산업은 다양한 산업들과 가치사슬로 연결되어 기업들간에 활발한 제휴협력
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제휴 포트폴리오를 주제로 한 실증연구에 적합한
산업임을 확인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이를 통해 미약하게나마 산업의 종사
자들이 제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이익을 도모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요
소들을 제시하였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기업성과 향상을 위해서 자원과 교섭
력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는 매우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그쳤지만,
향후 연구에서 자원과 교섭력을 서로 비교해 보거나 최적의 조합을 찾아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주제 측면에서 다소 거시적
인 시각으로 접근하여 산업이나 제휴 포트폴리오 유형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보다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
에서는 범위를 다소 좁혀 R&D, 기술협력과 같은 특정 목적의 제휴만을 대상
으로 고려하는 등 보다 미시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
였다. 둘째,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섭력을 측정함에 있어 참
고할 수 있는 실증분석 연구가 다소 부족하여 교섭력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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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특히

제휴

포트폴리오를

수평적

(horizontal) 협력관계와 수직적(vertical) 협력관계로 구분하고 세부적으로
구매자, 공급자, 경쟁자와 같은 파트너의 유형까지 고려하였다면 교섭력에 대
한 훨씬 다양한 함의를 담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셋째, 본 연구
는 특정 시점에 글로벌 소프트웨어라는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횡단면적이고 정적인 분석에 그쳤다는 한계를 가진다. 자료 수집의 어려움이
나 거시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관찰시점의 제약이 있었으나, 향후에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산업에서 시간적 흐름까지 고려한 종단면적인 연구들
이 등장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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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f one were to configure an alliance portfolio that has a positive effect
on firm performance, which criteria should be considered? This research
points out two influencing factors, the resources and the bargaining
power in alliance portfolio, and analyzes their respective and joint impact
on firm performance. Previous research on the topic has separated the
value creation effects of the portfolio resources and the value
appropriation effects of the bargaining power. This research, however,
argues that in order to fully understand the effects on firm performance
from the viewpoint of mutual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both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Using

a

dataset

containing

the

2002~2006 alliance deals of 196 global software companies, the effects
of the composition of the focal firms’ alliance portfolios in the year 2006
on their firm performance in 2007 are studied. The interesting result is
that analyzing the effects of either the portfolio resources or the
bargaining power, no, or only partial influence on the firm performance
was found, however, the analysis performed on both factors together
clearly showed their positive effects on the firms’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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