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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산업이 고도화되고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기업이 산업

활동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기업들은 다른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이러한 한계를 해결해나가기 시작했다. 기업간 제휴는 관점에 따

라 여러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제휴의 학습(learning)적

인 면을 주목하여 탐색적 학습을 하는 제휴(exploratory alliance)와 활용적 

학습을 하는 제휴(exploitative alliance)로 분류하려 한다. 탐색과 활용에 대

한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들은 단일 기업(firm level)을 분석 대상(unit of 

analysis) 으로 삼아 그들이 추구하는 전반적인 활동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분석 대상을 기업간 제휴(alliance level)에 초점을 맞추어 탐색적 

제휴와 활용적 제휴가 기업의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또

한, 기업의 급진적 혁신(radical innovation)과 점진적 혁신(incremental 

innovation)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두 종류의 제휴를 함께 수행하는 양손잡

이 제휴(ambidextrous alliance)를 도입하여 한 종류의 제휴를 수행할 때와 

비교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주요어 : 제휴, 탐색, 활용, 양손잡이법칙  

학  번 : 2011-2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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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산업이 점차 복잡해지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해감에 따라 기업이 스스로 산

업활동에 관한 모든 부분을 대비하기 힘든 시기가 도래했다.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제품의 개발, 기획, 생산과 판매 등 각 부문에 전문화된 기업들이 나

타나기 시작했으며, 이들에 의해 개발된 기술은 특허라는 보호장치의 등장으

로 모든 기업들이 자유롭게 가져다 쓸 수 없게 되었다.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한 기업이 모든 과정을 담당하게 될 경우에는 큰 위험과 자원을 부담해

야 하고 기업이 고객의 요구에 따라 높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노하우들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하나의 기업이 가지는 기술적, 물질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다른 기업과 협력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기업 제휴에 관한 

연구 역시 자연스레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1950년대 후반부터 활발하게 진행된 제휴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Pate등은 

기업간 제휴를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을 강화하는 수단이자 독점적 이윤

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다(Berg & Friedman, 1981; Mead, 1967; Pate, 

1969). 1960년대에 들어서 Levine, White 등 몇몇 사회학자들도 조직간의 

상호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전략적 제휴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의 연구

에 따르면 기업 제휴는 학습에 관한 중요한 도구로 여겨지며(Kale, Singh, & 

Perlmutter, 2000; Khanna, Gulati, & Nohria, 1998), 해당 기업의 혁신 성과

로 이어지게 된다고 한다(Ahuja, 2000; Hagedoorn, 1993; Nooteboom, 

1999; Owen-Smith & Powell, 2004; Powell, Koput, & Smith-Doe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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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Rowley, Beherens, & Krackhardt, 2000). 제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기업 혼자서 개발하거나 확보하기 힘든 자원과 기술 등을 다

른 기업과 공유하거나 공동으로 개발함으로써 스스로 생산해 내는 것보다 더 

빠른 시간과 적은 자원으로 넓은 범위의 역량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

이다. 또한 기업이 다각화를 시도하기 위해 대상 산업에 뛰어난 성과를 보이

고 있는 기업과 전략적으로 제휴를 맺고 신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용도로도 사

용되고 있다. 

연구가 진행되면서 제휴의 종류를 구분하는 분류법이 생겨나기도 했다. 그

중 Koza and Lewin (1998)은 탐색적 제휴와 활용적 제휴를 제시했는데 이

는 March (1991) 에서 제시한 기업의 탐색과 활용이라는 개념을 제휴라는 

분석대상에 접목시킨 것이다. 기업의 탐색적 영역은 새로운 기회의 포착, 신

기술 개발, 신시장 개척을 주 목표로 하고, 활용적 영역은 기존 기술의 활용

이나 개선, 효율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다(Koza & Lewin, 1998; March, 

1991; Rothaermel & Deeds, 2004). 탐색의 경우 새로운 기술과 경험에 대

한 학습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Huber, 1991; Levitt & March, 1988), 대부

분의 결과는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로 일컬어지는 급진적 혁신으로 이어진다

고 볼 수 있으며, 활용의 경우 기업 내 효율성 향상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Koza & Lewin, 1998) 이는 기존 기술이나 제품 및 조직이 개선되는 점진적 

혁신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탐색과 활용 중 한쪽에만 치우쳐 사용

하게 되면 성공의 덫(success trap)혹은 실패의 덫(failure trap)에 빠질 수

도 있게 된다. 이는 제휴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데, 탐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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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혹은 활용적 제휴 중 한 가지만 수행하는 것 보다 두 종류의 제휴를 모

두 균형을 맞추어 사용하는 양손잡이 제휴(ambidextrous alliance)를 사용하

는 것이 혁신 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Levinthal & March, 1993). 

이는 탐색적 제휴와 활용적 제휴가 가진 장점들이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얻

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Rothaermel and Deeds 

(2004)에서도 탐색적 제휴와 활용적 제휴를 사용하였으나, 이 두 제휴를 한 

선상에 두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의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Lavie and Rosenkopf (2006) 에서는 탐색적 제휴와 활용적 제휴 각각의 효

과에 대해 알아보았지만 둘을 동시에 시행할 경우를 알아보지 못했고 

Dittrich, Duysters and de Man (2007) 에서는 탐색적 제휴와 활용적 제휴를 

상황에 맞게 사용하여 기업의 포지션을 성공적으로 전환시킨 IBM의 사례를 

들고 있지만 이 역시 포지셔닝의 관점에서 연구되었기 때문에 각 제휴에서 발

생하는 혁신성과를 알아보기는 힘들었다. 본 연구에서는 탐색과 활용, 양손잡

이 법칙의 분석 대상을 제휴로 한정한다. 국내 제조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

료를 수집하고 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탐색적 제휴와 활용적 제휴로 분류하여, 

각각의 형태의 제휴가 어떤 혁신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아보고, 양손잡이 제휴

의 개념을 도입하여 두 종류의 제휴를 동시에 수행하게 될 때 각각의 혁신 성

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 보고자 한다. 

이 다음 장에서는 기업의 제휴와 탐색과 활용, 양손잡이 법칙에 관한 문헌

과 함께 이에 따른 가설을 소개할 것이다. 그 후에 제조업을 대상으로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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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발간된 기술혁신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가설을 검증하고, 결과에 대한 해

석과 한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2.1 전략적 제휴와 혁신 성과 

규모의 경제가 나타남으로 인해 혁신활동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고, 제품

의 수명주기가 감소하면서 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자원과 시간, 

역량이 필요하게 되었다.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혁신을 이루기에는 많은 자

원과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은 한 기업의 노력만으

로는 쉽지 않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1980년대부터 기업간 제휴의 사례

는 크게 늘어나게 되었고(Hagedoorn & Schakenraad, 1990), 시간이 지날수

록 더 많은 기업들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Garai, 1999) 또

는 시장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통제하기 위해서(Inkpen, 2001) 전략적 제휴

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처음 전략적 제휴는 기업이 가지지 못한 부족한 역량을 다른 기업을 통해 

보강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기업이 자신의 부족한 역량 개발에 시

간과 자원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역량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효율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 후 기업들은 

여러 목적을 가지고 전략적 제휴를 맺기 시작했고,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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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맺는 전략적 제휴의 목적이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

되었다. Harbinson, Pekar and Stasior (1988)에 따르면, 70년대에 처음 전략

적 제휴가 등장했을 때에는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성능을 높이기 위함이었

다. 또 기업들은 제휴를 통해 공급업자들로부터 좋은 재료를 싸게 구매할 수

도 있었고, 이로 인해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낮출 수 있었다. 80년대

에 들어서 기업간 제휴가 빈번히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에는 주로 

기업이 자신이 가진 역량과 파트너가 가진 역량을 적절히 활용하여 시너지를 

얻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예를들어 이스트만 코닥(Eastman Kodak)과 캐논 

(Canon)은 제휴를 맺고 캐논의 복사기를 코닥의 브랜드를 통해 판매하게 되

었다. 90년대에 들어서고 글로벌 기업이 등장하며 산업이 거대화되면서, 기업

간 제휴를 맺는데 있어서 기업의 지리적 위치 등의 한계가 사라지고 기업 역

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국가의 기업들과 제휴를 맺는 경우도 볼 수 있게 되

었다. 

전략적 제휴란 무엇인가? Lairson and Skidmore (1997)에서는 ‘둘 이상의 

기업이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협약을 맺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전략적 제휴는 

기본적으로 기업간 협력을 전제로 하는데(Mockler, 1999), 이들 기업이 협약

을 맺음으로써 서로에게 부족한 역량을 파트너에게서 찾게 되고 때문에 모든 

제휴는 제휴 참가자들이 모두 이득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최근에는 

하이테크 산업에서 제휴를 통한 비용감축의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와 관련된 예로서 2011년 이루어진 삼성전자와 IBM간의 제휴를 들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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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미국 내 특허 보유량 1,2위인 이 기업들은 서로가 보유한 특허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 상호 특허사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기술 집약적인 산

업일 수록 다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허를 사용해야 하는 일이 많고, 이에 

따른 특허료 비용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데, 삼성전자와 IBM은 이 제휴를 통

해 개발시간을 단축시키고,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서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는 각 기업이 어느 정도의 자원과 역량을 

공유하는 것을 요구한다(Kale, Singh & Perlmutter, 2000). 그 외 여러 저자

들이 자신들의 연구를 기반으로 전략적 제휴를 정의했고, 이를 [표 1]에 정리

했다.  

 

 

[표 1] 기존 연구에서의 전략적 제휴의 정의 (Yi Wei, 2007 재인용) 

Aurhor Definitions of strategic alliance 

Douma, 1997 A strategic alliance is a contractual, temporary relationship between 

companies remaining independent, aimed at reducing the uncertainty 

around the realization of the partners’ strategic objectives (for which the 

partners are mutually dependent) by means of coordinating or jointly 

executing one or several of the companies’ activities. Each of the partners 

are able to exert considerable influence upon the management or policy of 

the alliance. The partners are financially involved, although by definition 

not through participation, and share the costs, profits and risks of the 

strategic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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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ssauge & Garrette, 1995 An alliance is a cooperative agreement or association between two or 

more independent enterprises, which will manage one specific project, 

with a determined duration, for which they will be together in order to 

improve their competences. It is constituted to allow its partners to pool 

resources and coordinate efforts in order to achieve results that neither 

could obtain by acting alone. The key parameters surrounding alliances 

are opportunism, necessity and speed. 

Faulkner, 1995 A strategic alliance is a particular mode of inter-organizational 

relationship in which the partners make substantial investments in 

developing a long-term collaborative effort, and common orientation. 

Gulati, 1998 Strategic alliances are voluntary arrangements between firms involving 

exchange, sharing, or co-development of products, technologies, or 

services. 

Phan, 2000 Alliances are long-term, trust-based relationships that entail highly 

relationship-specific investments in ventures that cannot be fully 

specified in advance of their execution. 

Porter, 1990 Strategic alliances are long-term agreements between firms that go 

beyond normal market transactions but fall short of merger. Forms include 

joint ventures, licenses, long-term supply agreements, and other kinds of 

inter-firm relationships. 

Yoshino & Rangan, 1995 A strategic alliance is a partnership between two or more firms that unite 

to pursue a set of agreed upon goals but remain independent subsequent 

to the formation of the alliance to contribute and to share benefits on a 

continuing basis in one or more key strategic areas, e.g. technology, 

products. 

 

기업의 역량 제고 외에도 주변 환경에 의해 제휴를 맺어야 하는 이유도 있

다. 국가 차원에서의 법적 규제를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어떤 국가들은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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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외국 기업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자국 기업과 합작을 해야만 진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Beamish, 1988). 미국의 보험회사인 American International 

Group (AIG)는 인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인도의 Tata Group과 합작투자를 

하여 Tata AIG를 설립했고, 이를 통해 인도 시장에의 성공적인 진입이 가능

했다(Kumari, 2001).  규모 면에서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제휴를 맺는 경우, 

작은 기업은 혁신활동에 있어서 도움을 받고 대외적인 신뢰성을 쌓을 수 있으

며, 규모가 큰 기업은 자원 기반적 우위를 달성할 수 있다(Rothwell, 1983). 

또한 규모가 작은 기업은 혁신성과물을 시장으로 연결시켜 상업화하는데 필요

한 보완재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Hobday, 1994; Teece, 1986). 이런 종

류의 제휴는 기술 집약도가 높은 생명공학 산업에서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Pisano, 1988; Pisano 1989; Pisano, 1991; Pisano & Mang, 1993). 또한 

다른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거나 경쟁자들을 위협하기 위한 도구

로 제휴가 사용되기도 하고 수평적 제휴를 통해 경쟁으로부터 오는 불확실성

이나 압박을 줄여줄 수 있다(Burgers, Hill & Kim, 1993; Kogut, 1988; 

Varadarajan & Cunningham, 1995). 

하지만 모든 제휴가 쉽게 성공하지는 않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 60%

에 달하는 제휴가 실패를 경험했다고 보고되었으며(Bleeke & Ernst, 1993; 

Harrigan, 1986), 1991년 49개의 합작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51%의 제휴만이 성공했다고 여겨졌고, 2001년에 2,000건의 전략적 제휴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53%만이 성공했다는 통계를 얻었다(Bamford, Ernst & 

Gubini, 2004). 전략적 제휴의 실패율이 높고 협업이 어려운데에는 몇가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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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있다. Bamford et al. (2004) 에서는 그 원인을 서로 다른 기업의 의견

을 통합하지 못하고, 불확실성을 통제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고 본다. 제휴

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기업의 협동이기 때문에, 경쟁우위를 성취하기 위해

서는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각기 다른 목표와 각 기업 내부의 요구, 기업간 

마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Tiessen & Linton, 2000).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모두의 의견을 참조하여 수렴해야 하고 협력하는 모든 

활동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기업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또

한 여러 연구 개발 및 마케팅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

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확실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성공적

으로 통제하지 못할 시 재정적인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때문에 성공적인 제

휴를 위해서는 기업의 유연함이 필요하며, 추구하는 이익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용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의도하지 않은 지식의 스필오버

(spillover)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면서도 협력을 위한 지식은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Faems, Looy & Debackere, 2005). 이와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은 제휴를 위한 파트너를 탐색하고 있다. 성

공적인 전략적 제휴는 기업의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여

러 사례와 문헌을 통해 입증되고 있으며(Baum, Calabrese & Silverman, 

2000; Deeds & Hill, 1996; Rogers, 2004; Shan, Walker & Kogut, 1994; 

Stuart, 2000; Kelly, Schaan & Jonacas, 2002), 기업들은 제휴가 주는 위험

성보다 이를 통해 얻는 이익에 더 주목하여 활발한 제휴 활동을 하고 있다. 

Soares (2007)에서는 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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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네 가지로 구분했는데, 그 중 첫째는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기가 쉬워진다

는 것이다. 해외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

고 있지만, 잘 알지 못하는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역량과 비

용이 필요하다. 이를 보강하기 위해 기업들은 국제적 기업들과 제휴를 맺고 

부족한 역량을 보충하면서 진입하는 경우가 있다. GE capital은 한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현대캐피탈과 합작법인을 세우고 1조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했

다. 이로 인해 현대캐피탈은 자금 지원과 함께 시장에서의 평판과 신뢰성이 

상승할 수 있었고, GE capital은 한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둘째로는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이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았

거나, 아직 개척이 많이 되지 않아서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높은 경우, 기업간 

제휴를 맺고 시장에 진입 함으로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하여 자동차 산업에서 이머징 마켓에 해당하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브릭(BRIC) 국가에 진입하기 위해 자동차 생산업체들이 제휴를 맺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셋째로 정보와 전문지식의 공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에 대해 지식이 많지 않다. 하지만 기업은 해당 시장에 

대해 전문성 있는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부족한 지식과 노하우를 보충할 수 

있게 해준다. 넷째로 파트너와의 역량 공유를 통해 서로의 역량을 극대화 시

키는 경우 시너지효과를 누리게 되고 경쟁우위를 얻을 수 있게 된다. Isoraite 

(2009)에서는 도시바(Toshiba)의 예를 들고 있는데, 도시바는 여러 파트너

들과 필요에 따라 제휴를 맺음으로 그 역량을 강화시켰다. 1990년대 초 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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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구 필라멘트를 제조하기 위해 GE와 제휴를 맺었다. 멀티미디어 컴퓨터 제

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애플컴퓨터(Apple Computer)와 제휴를 맺음으로 인

해 애플이 보유한 소프트웨어 기술과 도시바가 가진 제조기술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해 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도시바가 가진 에칭(etching)기술과, IBM이 

가진 석판인쇄(lithography), Siemens가 가진 공학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 서

로 제휴를 맺고 그 역량을 공유했다. 이 외에도 플래시메모리를 생산하기 위

해서 IBM, National Semi Conductor와 제휴를, 메모리 칩을 생산하기 위해서

는 Motorola와 제휴를 맺었다. 이와 같이 도시바는 자신의 역량과 결합하여 

극대화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업을 찾아 제휴를 맺음으로써 세계적으로 높

은 지위를 얻게 되었다. 

이 외에도 기업이 제휴를 활용하는 목적은 다양하다. 빠르게 개발되는 기

술들을 기업이 스스로 흡수하고 활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휴를 활용하기도 

하고(Inkpen & Ross, 2001), 새롭게 생산해낸 제품을 시장에 성공적으로 출

시하고 판매하기 위해(Simonin, 1997), 투자규모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Bamford et al., 2004), 새로운 경쟁 우위를 얻기 위해(Kuratko, Ireland & 

Hornsby, 2001), 학습을 위해(Kale et al., 2000; Khanna, Gulati & Nohria, 

1998), 거래비용을 낮추기 위해(Jarillo, 1988; Jarillo, 1990; Jarillo & 

Stevenson, 1991; Madhok, 1998) 기업들은 제휴를 맺기도 하며, 이렇게 제

휴를 통해 얻어진 경쟁우위를 제휴적 우위(collaborative advantage) 라고 표

현하기도 한다(Das & Teng, 2001).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략적 제휴의 성과 중에서도 특히 혁신성과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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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문헌에서는 기업간 제휴가 분명 혁신 성과로 이어진다

고 말하고 있다(Faems et al., 2005; Ahuja, 2000; Hagedoorn, 1993; 

Nooteboom, 1999; Owen-Smith & Powell, 2004; Powell, Koput & 

Smith-Doerr, 1996; Rowley, Behrens & Krackhardt, 2000). 제휴가 혁신

에 미치는 영향을 몇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로 제휴를 통해 

보완적 자산(complementary asset)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Hagedoorn, 

1993; Teece, 1986). 보완적 자산이란 혁신결과를 상업화 하거나 판매하는

데 보조적으로 필요한 자산을 말하는데, 이 자산의 한 종류로는 컴퓨터 하드

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관계를 들 수 있다. 한대의 컴퓨터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 두 부분이 모두 필요한데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기업은 소프트웨어 기업의 

역량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다른 종류의 보완적 자산으로는 배포채널, 기업

이 가지고 있는 명성, 마케팅 역량, 고객과의 친밀한 관계 등 보조적 역량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보완적 자산은 기업활동을 통해 생산해낸 제품을 상업

화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제품 판매에 있어서도 그 성과를 극대화 시키는 역할

을 한다(Teece, 1986).  

기업간 전략적 제휴가 혁신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이유로는 기업의 성

공 요소 중 중요한 것이 지식 이기 때문이다(Grant, 1996; Kogut & Zander, 

1996). 지식의 습득은 기업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인데(Drucker 1993; 

Quinn 1992, Reich 1992), 지식 중에서는 특히 암묵지(tacit knowledge)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Grant 1996; Hall 1993; 

Winter 1987; Teece & Pisano 1994). 암묵지란, 말로 표현하거나 글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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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없는 지식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기업이 가진 경험이나 직관력, 통찰

력, 내부화된 지식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암묵지는 경험학습(learning-

by-doing)을 통해 직접 체득하거나, 이 지식을 미리 체득한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여 습득할 수 있다. 암묵지가 중요한 이유는 기업의 혁신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Senker 1995; Howells 1996; Nonaka & Takeuchi 

1995), 형식지(explicit knowledge)와는 달리 암묵지는 쉽게 얻을 수 없다. 

제휴는 일반적으로 얻기 힘든 이러한 암묵지를 전달 하고 받을 수 있게 해준

다(Ahuja, 2000; Doz & Hamel, 1997; Hisenhardt & Schoonhoven, 1996; 

Kogut, 1988; Kogut & Zander, 1992). 또한 암묵지중 하나인 기업의 노하우

는 기업의 중요한 보완적 자산 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식의 전달 측면 외에도 기업은 제휴를 통해 비용을 분담함으로서 

R&D 프로젝트의 위험도를 줄일 수 있게 되고(Faems et al., 2005), 제휴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Evans, Oum & 

Zhang, 2001). 기업은 제휴를 통해 지식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러한 지식은 

제품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시장접근성을 높여줌으로서 혁신성과를 늘려준다

(Rindfleisch & Moorman, 2001).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질을 향상시킬 수

도 있고(Soh, 2003), 132개의 생명공학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도 전략적 제휴가 신제품 개발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Dees & Hill, 1996). 

기업의 전략적 제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서 제휴를 여러 방법으로 

구분하는 분류법이 생기기도 했다. Baum et al. (2000) 에 따르면 산업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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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슬(value chain) 에 따라 수직적 제휴(vertical alliance) 와 수평적 제휴

(horizontal alliance) 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수직적 제휴란 가치사슬 상

에서 앞 혹은 뒤쪽에 해당하는 기업과의 제휴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제조업체

와 부품업체간의 제휴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제휴는 기업으로 하여금 상

업화(commercialization) 에 있어서 필요한 노하우나 지식 등을 습득할 수 

있게 한다. 관련된 예로써 1990년 보잉(Boeing)은 2000여개에 달하는 부품

업체와 제휴를 맺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보잉은 제품 조달에 들이는 비용을 

낮출 수 있었고, 부품업체들은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수

직적 제휴와는 달리 수평적 제휴는 주로 같은 산업 내에 있는 기업들과의 제

휴를 말한다. GM과 Toyota간의 제휴를 예로 들 수 있는데, 1984년 이 두 회

사는 합작투자를 통해 미국 프리몬트에 NUMMI(New United Motor 

Manufacturing Inc.)를 설립했다. 당시 Toyota는 적시생산방식(just-in-

time)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GM은 이러한 Toyota의 생산방식을 사용하여 생

산성을 높일 수 있었고, Toyota는 미국 자동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

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수평적 제휴는 산업 내 경쟁 기업과 협력함

으로써 다른 경쟁 기업들에 대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협력 관계에 있는 기

업들을 견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경

우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이 줄어들기 때문에 독점, 담합 등 반 독점법(anti-

trust law) 위반의 여지도 존재한다. 

Rothaermel and Deeds (2006) 에 따르면 전략적 제휴는 지분 소유의 유

무에 따라 지분제휴(equity alliance) 와 비지분제휴(non-equity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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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지분제휴의 예로는 합작투자(joint venture)가 

있는데, 제휴를 맺으려는 기업들이 각각 출자하여 하나의 새로운 기업을 세우

는 것이다. 한 예로 Sony Pictures Entertainment, Warner Bros., Universal 

Pictures, Paramount Pictures, Metro-Goldwyn-Mayer Inc. 는 각각 20%

씩 출자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고객들의 요구에 맞추어 인터넷으로 그들의 

작품을 유통할 수 있도록 했다. 암묵지는 기업이 경쟁우위를 달성하는데 중요

한 원천인데(Tiessen & Linton, 2000), 합작투자는 암묵지를 전달하는데 좋

은 수단이다. 왜냐하면 암묵지는 글로써 명시될 수 없고 오직 경험을 통해서

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Berman, Down & Hill, 2002). 또한 지분제휴를 

제휴 파트너가 서로의 인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는 

각 기업들이 충실히 자기 역할을 해야 하는 동기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Williamson, 1983). 

비지분제휴는 합작투자에 비해 형식적인 요소가 덜한데, 때문에 복잡한 지

식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종류의 제휴는 적합하지 않다. 비지분제휴는 형식도

가 떨어지고 참여도가 낮기 때문이다(Bierly & Kessler). 최근 가장 흔히 사

용되는 이와 같은 제휴의 종류로는 라이센싱, 판매점계약(distribution 

agreement), 조달계약(supply contracts) 등이 있다(Folta & Mille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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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휴적 분석 대상에서의 탐색과 활용 

앞 장에서 본 것처럼 가치사슬의 위치 혹은 지분 소유를 기준으로 제휴를 

구분하는 등 그 기준에 따라 여러 분류법이 있었고, Wassmer (2010) 은 그

동안의 연구 결과를 모아서 제휴를 바라보는 각 관점에 따라서 논문들을 분류

했다. 그는 소셜네트워크 이론(Social network theory) 혹은 조직적 학습 측

면(Organizational learning in general), 자원기반관점(Resource-based 

view of the firm) 등 어떤 관점에서 제휴를 연구하였는가에 따라 기존의 연

구논문들을 분류하였다(표2 참조). 여기서 그는 제휴를 연구하는 한가지 관점

으로서 탐색/활용 프레임워크(Exploration/exploitation framework)를 소개

했는데, 이는 기업이 타 기업과 제휴를 맺을 시 그 제휴의 성격이 탐색적 성

격 혹은 활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제휴의 종류를 분류하는 것이

다. 본 논문에서도 이와 같은 관점으로 탐색적 제휴, 활용적 제휴에 따라서 

그 혁신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연구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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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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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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제휴 활동을 탐색/활용적 분석대상에서 살펴보기 위해 먼저 탐색과 

활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기업의 탐색적 활동(exploration)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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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거나, 신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활동이고 활용적 활동(exploitation)은 기존 기회의 활용, 

기존 기술의 개선, 효율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다(Koza & Lewin, 1998; 

Rothaermel & Deeds, 2004). 때문에 탐색은 변화, 위험감수, 실험, 발견, 혁

신과 같은 용어들로 대표될 수 있고, 활용은 개선, 생산, 실행과 같은 용어들

과 연관지어질 수 있다(Levinthal & March 1993; March, 1991). 탐색적 활

동은 주로 기업이 가지는 영역 바깥에 있는 지식을 가져오려는 기업의 활동이

기 때문에(Rosenkopf & Nerkar, 2001), 다양성을 중시하고, 기업은 주변 환

경과의 적응력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McGrath, 2001). 이와 같

은 탐색과 활용이 가지는 성격들 때문에 기업이 탐색적 활동을 하는 경우 그 

결과는 신제품이나 신기술 등 새로운 역량을 만드는 급진적 혁신(radical 

innovation)으로 나타나게 되고, 활용적 활동을 하는 경우 그 결과로 기존 제

품이나 기술을 개선하는 점진적 혁신(incremental innovation) 효과로 나타나

게 된다. 

그러면 어떤 기업이 탐색적 활동을 하고 어떤 기업이 활용적 활동을 하게 

되는가? 기본적으로 탐색적 활동은 기업 외부적 지식을 가져옴으로 이루어지

기 때문에(March & Simon, 1958), 탐색적 활동을 하려는 기업은 외부로부터 

온 지식을 잘 흡수하고 융합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Lavie & 

Rosenkopf, 2006). Cohen and Levinthal (1990) 은 이와 같은 기업의 역량

을 흡수역량(absorptive capacity)라 하였고 이는 기업이 새로운 지식을 평가

하고 흡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이러한 흡수역량이 높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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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기업의 외부환경에 대한 민감성(responsiveness)을 강화시키게 되고

(Deeds, 2001; Rosenkopf & Nerkar, 2001), 이는 기업으로 하여금 탐색적 

활동을 수행하게끔 유도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반대로 기업 내에 정립된 루틴(routine)과 기술이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 기업 내에 관성(inertia)이 발생하게 된다(Nelson & Winter, 

1982). 이 경우 기업이 어떠한 상황에 직면할 때에 기존에 거쳐온 경험들을 

우선적으로 찾고 의존하게 하려는 성격을 가지며(Cyert & March, 1963; 

Gavetti & Levinthal, 2000), 새로운 것을 찾고자 하는 동기를 떨어뜨리게 된

다. 즉 기업 내에 존재하는 관성이 클 경우 이 기업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흡

수역량을 억제하고 활용적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기업의 탐색적 활동 중에는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기업간 제휴

를, 활용적 활동 중에는 기존 역량을 개선하기 위해 수행하는 기업간 제휴를 

포함할 수 있다. Koza and Lewin (1998)은 기업이 탐색을 목적으로 하는 

R&D제휴나 기술 제휴 등을 탐색적 제휴(explorative alliance)로, 효율성 증

대와 기존 자원의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라이센싱이나 마케팅, 공급-생산 제

휴 등을 활용적 제휴(exploitative alliance)로 분류하기도 했다. Faems et al. 

(2005) 에서는 기업이 탐색적 제휴를 많이 할 수록 생산하는 신제품의 숫자

가 늘어남을 보여주었고, 기업이 활용적 제휴를 많이 할 수록 기존 제품을 응

용하거나 개선하는 사례가 늘어남을 보여주었다. 

기업의 탐색적 제휴와 활용적 제휴 각각의 활동이 가지는 성격 또한 다른데, 

탐색을 위한 제휴의 경우는 다른 기업과의 관계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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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ovetter, 1973). 이는 탐색적 활동의 목표가 새로운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인데 이를 위해 기업과 친밀하지 않거나, 기술적 친화성이 

낮은 기업들과 주로 제휴를 맺기 때문이다. 반면 활용을 위한 제휴의 경우 제

휴 강도가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기존 기술의 개선이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보다 친밀하고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

이다(Krackhardt, 1992). 이는 탐색적 제휴에 비해서 좀더 집약적인

(intensive) 관계이고, 규모의 경제를 생산하도록 돕는다(Dittrich, Duysters 

& de Man, 2007). 

탐색적 제휴와 활용적 제휴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부여도 각기 다르다. 만약 

기업의 흡수역량이 높다면 이 기업은 외부 지식을 흡수하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으려는 동기가 높다. 이런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외부의 지식

을 흡수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R&D 제휴를 맺으려는 경향이 있

다(Lavie & Rosenkopf, 2006). 만약 기업이 기존 기술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는 경우, 이러한 기업들은 탐험적 제휴를 통해 새로운 역량을 개발하려는 

동기가 적을 것이다(Burgelman, 1994; Kelly & Amburgey, 1991). 이런 경

우 기업들은 예상 가능하고 안정성 있는 결과를 추구하게 되며(Gulati, 1995) 

결국 활용적 제휴(exploitative alliance)를 맺으려는 경향을 보이게 될 것이

다. 이처럼 기업 내부적으로 수행하는 탐색과 활용이 각각 다른 성격을 가지

는 것처럼, 기업이 탐색과 활용을 위해 수행하는 탐색적 제휴와 활용적 제휴

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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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양손잡이 제휴의 필요성 

앞에서는 기업의 탐색적 활동과 활용적 활동이 무엇인지, 또 그 활동의 한 

종류로서 탐색적 제휴와 활용적 제휴가 기업의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았다. 

탐색과 활용은 분명 함께 사용하기는 어렵다. 결과적으로 많은 기업들은 

기존의 역량을 잘 활용하려는 활용으로의 쏠림(exploitation bias)현상을 보이

게 되는데, 이 경우 자신들이 사용해서 성공을 경험한 방식을 계속해서 사용

하게 된다. 이렇게 기업이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활용에만 치우치는 경우 

성공의 덫(success trap)에 빠질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 외부의 변화를 감

지하는데 있어 둔감해지고, 결국 시장이 기존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 역량파괴

적(competence-destroying) 인 모습을 갖추게 되면서 기업은 실패를 경험

하게 된다(March, 1991; Levinthal & March, 1993). 그 대표적인 예로 노키

아를 들 수 있다. 세계 휴대폰시장 1위 자리를 고수하던 노키아는, 자신의 피

쳐폰을 성공시킨 성공방식에 빠져 급변하는 외부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 결과 시장에서 발생한 역량 파괴적 제품인 스마트폰 시장에 적절히 반응하

지 못하게 되고, 기존에 성공을 안겨준 피쳐폰 개선 전략을 답습하게 되면서 

결국 실패하게 된다. 또 다른 예로는 폴라로이드사(Polaroid 社)를 들 수 있

는데, 이 회사 역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하는 환경의 변화에 제대로 대

응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었다. 이렇듯 성공의 덫이란 기업이 성공을 경험한 

전략에 과도한 자신감을 가짐으로 주위 환경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기업이 탐색에 치우치는 경우 실패의 덫(failure trap)에 빠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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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데, 불확실성 및 복잡성이 높은 환경에서 실패를 겪게 되고, 그 실패

를 메우기 위해 탐색에 더 치우치게 되는 것을 말한다(March 1991; 

Levinthal & March, 1993). 

이렇듯 기업이 탐색 혹은 활용적 활동에 과도하게 쏠릴 경우, 이는 결국 

둘 사이의 불균형으로 이어지게 된다(Levinthal & March, 1993). 때문에 

March (1991) 는 기존 탐색과 활용의 개념을 발전시켜 탐색과 활용 둘 중 

하나에 치우친 전략이 아닌 둘 모두를 균형 있게 사용하는 것이 기업의 성과

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하였고, Rivkin and Siggelkow (2003)은 

그러한 가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증명한 결과, 기업의 탐색과 활용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업의 탐색적 활동은 주로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활

용적 활동은 주로 현재의 불확실성을 다루기 위함이다. 때문에 이 둘을 함께 

균형을 맞춰 사용하는 전략을 양손잡이 전략(ambidexterity) 라 한다. 이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양손잡이 조직에 대한 분류도 생겨났는데

(Birkinshaw & Gibson, 2004), 구조적 양손잡이(structural ambidexterity)

와 상황적 양손잡이(contextual ambidexterity)로 나누기도 한다. 구조적 양

손잡이는 개인과 그룹을 처음부터 탐색과 활용 쪽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고, 상황적 양손잡이는 같은 개인이나 그룹이 상황에 따라 탐색과 활용을 유

연하게 조절하며 수행하는 것이다. 상황적 양손잡이는 더 유연성이 높지만, 

개인과 그룹 또는 관리자의 역량이 매우 중요해진다(Lubatkin, Simsek, Ling 

& Veiga, 2006; Mom, Bosch & Volberda, 2007). 이와 같이 양손잡이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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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많은 연구 결과가 이루어져 왔고, 이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기업이 양손잡이 전략을 사용할 경우 탐색이나 활용 하나에 치우칠 때보다 더 

높은 성과를 얻게 된다고 한다(O'Reilly & Tushman, 2004; Raisch, 

Birkinshaw, Probst & Tushman, 2009; Gibson & Birkinshaw, 2004; He & 

Wong, 2004; Lubatkin et al., 2006). 

기업의 양손잡이 전략은 탐색적 활동과 활용적 활동의 일부분인 기업간 제

휴 측면에서도 해당이 되는데, 기업이 탐색적 제휴나 활용적 제휴 중 하나에

만 치우쳐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탐색적 제휴와 활용적 제휴를 동시에 수행하

는 양손잡이 제휴(ambidextrous alliance)가 중요시 되었고, 그 효과에 대해

서도 연구가 되어왔다(He & Wong, 2004; Lin, Yang & Demirkan, 2007; 

Yamakawa, Yang & Lin, 2011). 기업 측면에서의 양손잡이 법칙의 연구 결

과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양손잡이 제휴 역시 경우 파트너들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위험과 불확실성을 관리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

다(George, Zahra, Whealtley & Khan, 2001; Hoffmann, 2007). 

 

3. 연구가설 

전략적 제휴에 관한 연구가 이어지면서, 제휴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조사

하기도 하였다(Wassmer, 2010). 본 연구에서는 탐색과 활용의 틀에서 전략

적 제휴를 연구하여 각각의 경우 어떤 성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전략의 제휴가 탐색적 제휴와 활용적 제휴로 구분이 된 후에(Koza & Lewin, 

1998), 여러 연구자들은 이 두 종류의 제휴의 영향을 고찰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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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ms et al. (2005) 에 따르면 어떤 파트너와 제휴를 맺는지에 따라 그 제

휴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본 논문에서는 제휴를 맺는 파트너에 따라서 

탐색적 제휴와 활용적 제휴를 구분했다. R&D의 ‘R’(Research)에 해당하

는 부분이 탐색적 제휴(explorative alliance), ‘D’(Development)에 해당

하는 부분이 활용적 제휴(exploitative alliance)라고 할 수 있는데(Faems et 

al., 2005), 이에 따라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 새로운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제

휴를 하는 경우는 탐험적 제휴라 볼 수 있고, 고객사나 공급업체 등 조직의 

효율성이나 기존 기술의 개선을 위한 제휴는 활용적 제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각각 탐색적 제휴와 활용적 제휴를 맺는 경우에 나타나는 

성과를 조사하여 제휴의 성격에 따라 혁신 성과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고자 

한다. 

 

3.1 탐색적 제휴가 기업의 급진적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업이 탐색적 활동(exploration)을 하게 되는 경우 기업은 기존의 역량을 

개선하려 하기보다는 주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역량을 만들어내려는 급진적인 

혁신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Koza & Lewin, 1998; Rothaermel & Deeds, 

2004; Levinthal & March 1993; March, 1991; Cohen & Levinthal, 1990; 

Lane & Lubatkin, 1998). 기업이 탐색적 활동을 하는 기업의 주된 이유가 '

새로운 지식의 추구' 이기 때문에(Levinthal & March, 1993), 탐색은 지식을 

생산해낼 수 있는 활동과 연결이 된다. 

탐색적 활동의 일환으로 기업은 새로운 역량을 만들기 위해 다른 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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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적 제휴를 맺는다(Koza & Lewin, 1998). 탐색적 제휴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급진적 혁신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로 탐색적 제휴를 통해 기업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Rothaermel, 

2001). 기업은 다른 영역에 있는 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해 기업과 친숙하지 

않은 영역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데, 이는 같은 산업 군 내에서 혹은 내부

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지식이다. 이와 같은 지식은 기업으

로 하여금 기존에 가지고 있지 않은 새로운 제품에 대한 시도를 가능하게 한

다. 둘째로 기업은 탐색적 제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탐험할 수 있다(Koza 

& Lewin, 1998). 같은 산업군에 속하지 않거나 혹은 기술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기업과 제휴를 맺게 됨으로 기존에는 얻을 수 없던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다.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습득하게 되면서 기존에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출 기회를 엿볼 수 있고, 탐색적 제휴를 통해 맺

은 파트너를 통해 다른 기업에 대한 제휴 기회가 생기면서 친숙하지 못한 산

업에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기회는 기업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게 되고 기업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역량만으로는 만들 수 없는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게 한다. 

Shan and Song (1997)에서는 기업이 친숙하지 않은 외부에 있는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와 라이

센스 계약(licensing agreement)을 제시했다. 이러한 것들은 외부의 지식을 

직접적으로 습득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그 외에도 기업은 새로운 기술

을 탐색하기 위하여 다른 기업과 함께 R&D활동을 하는 제휴를 맺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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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sing & Nooteboom, 2006; Argyris & Schon, 1999). 하이테크 산업에서

는 R&D활동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1980년대부터 이 산업에서 공

동 R&D 제휴가 많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Hagedoorn, 2002), 이러한 종류

의 제휴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기업들이 서로 공유함으로써 

한 기업이 들여야 하는 비용을 낮출 수 있게 해준다(Nakamura, Shaver & 

Yeung, 1996). 이와 같은 R&D 제휴의 결과물로서 많이 거론되는 것이 바로 

공동사용특허(joint patents)이다.  성공적인 기업간 R&D 제휴는 공동사용특

허를 만들어 내는데 이는 둘 이상의 기업이 함께 개발하여 그 소유권을 공유

하는 특허를 말한다. 공동사용특허는 탐색적 활동을 하는 R&D 제휴의 성과

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로서 사용되기도 하는데 Kim and Song (2007)에서는 

제약산업에서의 공동 R&D 제휴의 성과를 공동사용특허로 측정하기도 했다. 

주로 R&D 제휴를 통해 얻게 되는 공동특허는, 1980년대 미국에서 0.2%를 

차지했지만, 1999년 1.4%로 증가했고 현재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Hicks & 

Narin, 2001). 

공동R&D가 필요한 대표적인 하이테크 산업으로 제약산업을 들 수 있다. 

제약산업에서 라이센싱, 공동 R&D제휴, 합작투자와 같은 기업간 제휴는 특히 

더 중요하다. 1963년에서 1999년 사이에 FDA에 의해 승인이 된 화학물질들 

중 38%는 라이센싱 계약에 기반한 것들이다. 2004년 제약기업 글락소스미스

클라인(GlaxoSmithKline)과 테라반스(Theravance)는 R&D 제휴를 체결하

고 새로운 제약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한 결과 2012년에 기존 제품에 

비해 안전하면서도 효과가 뛰어난 천식 치료제인 Relovair를 개발하는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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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신제품 개발을 위한 제약기업들의 제휴는 단순한 기업간 제휴뿐 아니라 

다른 연구 기관과의 제휴까지도 확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글로벌 제약 기업

들은 대학에 속한 연구 기관들과 활발히 제휴를 맺고 있다. Johnson & 

Johnson은 만성통증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Queensland University와 연구

제휴를 맺었고, Novartis는 암 환자를 위한 약품을 개발하기 위해 University 

of Pennsylvania와 제휴를 맺기도 했다. 이와 같이 하이테크 산업일수록 신제

품 개발을 위해 더 많은 역량과 시간, 자원을 필요로 하게 되고 기업들은 다

른 기업이나 연구기관과의 활발한 제휴를 통해서 그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

로운 특허나 제품들을 생산해내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은 탐색적 제휴를 통

해 새로운 지식과 기회를 탐색할 수 있게 되고 혼자서는 성취할 수 없는 새로

운 혁신성과를 창출하게 된다. 

 

가설 1: 기업이 탐색적 제휴를 맺는 경우, 그 혁신 성과는 급진적 혁신성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3.2 활용적 제휴가 기업의 점진적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 

앞에서 살펴본 기업의 탐색적 활동과는 달리, 활용적 활동(exploitation)은 

기업이 효율성을 높이고 기존 제품이나 기술을 개선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련

의 노력이라 볼 수 있다(Koza & Lewin, 1998; Rothaermel & Deeds, 2004; 

Levinthal & March 1993; March, 1991; Cohen & Levinthal, 1990; Lane & 

Lubatkin, 1998). 기업이 활용적 활동을 수행하는 주된 목표는 기업이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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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공정이나 제품 생산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비용을 줄이거나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함이다(Koza & Lewin, 1998). 활용적 제휴를 통해 기업은 제

품 생산 공정을 개선하여 생산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자원을 줄이거나, 디자인

이나 품질을 개선시켜 소비자들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기업의 활용적 활동은 고객의 요구에 맞춘 기존 제품의 개선, 

효율성 증대 등의 활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활용적 제휴의 종류로서 첫째로 수직적 제휴인 고객기업, 수요기업, 공급업

체와의 제휴를 들 수 있다. 수직적 제휴는 기업으로 하여금 안정적인 고객층

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고객이 원하는 필요를 직접적으로 파악하여 그들의 

요구에 맞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가치사슬 상에서 

각 분야에 전문화된 기업이 제휴를 맺음으로써 전체적인 효율성을 높일 수 있

게 된다. 관련된 예로 애플(Apple)과 폭스콘(Foxconn)을 들 수 있는데 이 

제휴를 통해서 두 기업은 제조와 기획에 각각 전념함으로써 해당 부분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고 더불어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둘째로 같은 산업에 있는 기업간의 수평적 제휴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제휴 

역시 기존의 제품의 효율을 상승시키거나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활용

하여 시너지효과를 누리게 한다. 제약산업에서는 판매를 위한 수평적 제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판매 대상이 되는 제약을 중심으로 여러 영업 채널을 통

해 판매량을 늘리는 방법을 사용한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와 일성신약

은 항생제를 함께 판매하기 위한 제휴를 맺었고, 대웅제약은 한국MSD와, 메

디톡스는 태평양제약과 함께 공동 판매 제휴를 맺고 각 기업이 보유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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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을 통해 수익 극대화를 시도했다. 셋째로 기업은 컨설팅 펌과 같은 비즈

니스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보완적 제휴를 맺고 제품의 효율을 상승시킬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의 조직 혁신을 통해 기업의 전체적인 효율성을 높

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성과를 맺을 수 있고 시장의 요구를 빠르게 반영

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선하는 이점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기업

은 활용적 제휴를 통해 사업구조를 강화하거나 기존 제품의 효율을 상승시킬 

수 있게 된다. 

 

가설 2: 기업이 활용적 제휴를 맺는 경우, 그 혁신 성과는 점진적 혁신성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3.3 탐색과 활용에 균형을 둔 제휴가 기업의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업이 신제품 개발을 위한 탐색적 활동과(exploration) 기존 제품을 개선

하기 위한 활용적 활동(exploitation)을 균형 있게 사용하는 경우, 그렇지 않

은 경우보다 더 높은 기업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March, 1991; Levinthal 

& March, 1993),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러한 가설이 증명되기도 하였다

(Levinthal, 1997; Rivkin & Siggelkow, 2003). 탐색과 활용에 균형을 둔 양

손잡이 전략을 사용할 경우 더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기업이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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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하는 경우는 실패의 덫 에 빠질 위험이 있고, 활용에만 치우칠 경우에는 

성공의 덫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March, 1991; Levinthal & March, 

1993). 앞에서는 기업이 사용하는 탐색적 활동의 일부로서 탐색적 제휴를, 

활용적 활동의 일부인 활용적 제휴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탐색

과 활용을 함께 사용하는 양손잡이 활동의 한 종류로서 양손잡이 제휴

(ambidextrous alliance)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려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세 

번째 가설로서 기업이 탐색적 제휴와 활용적 제휴를 함께 맺는 경우는 한쪽에 

치우친 제휴보다 혁신 성과가 더 높을 것이라 보았다. 

앞의 가설 1에서 본 것처럼, 기업은 탐색적 제휴를 통해서 외부 연구소와

의 제휴를 맺고 새로운 역량을 개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제휴를 맺지 않거

나, 활용적 제휴를 맺는 경우와 비교해 새로운 역량 개발 활동이 더 활발해질 

것이다. 여기에 활용적 제휴를 함께 수행하게 될 경우, 기업이 얻게 되는 급

진적 성과가 더 늘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기업의 탐색적 활

동의 특징 중 하나는 아이디어 개발과 상품화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거

리가 존재한다는 것인데(March, 1991), 이러한 특징 때문에 기업의 탐색적 

활동의 결과가 아이디어 구상 단계에서 멈출 수도 있다. Isobe (2000)는 중

소기업의 제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한 결과,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개

발하여 판매하는데 평균적으로 오 년 이상이 걸린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활용적 제휴는 기업이 보완적 자산(complementary asset)에 접근할 수 있도

록 하여 개발된 제품의 상업화를 촉진시킨다(Rothaermel, 2001). 기업의 활

용적 제휴의 대상으로는 공급업체, 비즈니스 컨설팅펌, 제조업체 등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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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종류의 제휴는 기업이 R&D를 통해 개발한 기술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시장에 상품화하는데 도움을 준다(Rothaermel & Deeds, 2004). 이와 같이 

기업이 탐색적 제휴를 통해 연구한 기술을 활용적 제휴를 통해 더 효과적으로 

상업화 시킴으로써 기업의 급진적 혁신의 결과가 증대될 것이다. 

 

가설 3a: 기업이 탐색적 제휴와 활용적 제휴를 맺는 경우에 얻게 되는 급진적 

혁신 성과는 탐색에 치우친 제휴 성과보다 더 높을 것이다. 

 

가설 2에서 보듯이 기업은 활용적 제휴를 통해 점진적 혁신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점진적 성과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제품을 크게 개선

하는 혁신을 말하는데(Faems et al., 2005), 기업이 기존의 제품을 개선하고

자 할 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다. 동종 

업계의 기업들과 맺는 제휴나 수직적 제휴 등을 맺는 경우에는 기업의 구조적 

개선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택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기업의 역

량 내에서만 혁신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기업이 제품을 개

선시키기 위해 외부적 역량을 필요로 할 때도 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업은 활용적 제휴와 더불어 탐색적 제휴를 수행할 수 있다. 기업은 외부의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과 공동R&D 제휴를 맺거나 합작투자를 통해 새로운 역

량을 만들어 내고,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기술은 기존에 기업이 가지고 있

던 제품에 적용이 되어 결과적으로 더 개선이 된 형태의 결과로 나오게 된다. 

2011년 애플은 아이폰4의 개선된 형태인 아이폰4S를 출시하였다. 이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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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서 카메라 성능, 동영상 성능 등을 개선시킨 제품인데, 그 중에서도 음

성 자동인식 프로그램 시리(SIRI) 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다. 애플은 이 음

성인식 서비스를 내부에서 직접 개발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개발된 기술을 

가져다 사용했고 이는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을 가져다 주며 사용자들의 주목

을 받았다. 이와 같이 기업이 기존의 역량 개선을 통해 점진적 혁신을 목표로 

하더라도 탐색적 제휴를 통해 외부로부터의 지식을 습득하여 기존 제품의 개

선을 꾀할 수 있고 이는 기존 제품이 개선되는 점진적 혁신 결과의 증가로 이

어지게 된다. 

 

가설 3b: 기업이 탐색적 제휴와 활용적 제휴를 맺는 경우에 얻게 되는 점진적 

혁신 성과는 활용에 치우친 제휴 성과보다 더 높을 것이다 

 

 

 [그림 1] 연구가설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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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법론 

4.1 연구의 설정 및 표본 

가설의 검증을 위해 한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발간한 ‘2005

년 기술혁신활동조사표: 제조업’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자료는 설문조사로 이

루어져있으며 자료 수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오슬로매뉴얼(Oslo 

Manual)을 따르고 있다. 2005년에 3판으로 개정이 되었는데, 이 자료에서는 

혁신을 제품혁신, 공정혁신, 마케팅혁신, 조직혁신 등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

다. 15페이지의 분량에 해당하는 이 설문조사는 앞의 네 가지 혁신상황을 중

심으로 각 회사의 기본 정보, 회사의 혁신활동과 이러한 활동에 들어가는 비

용, 정보 원천 및 협력활동, 정부 지원제도 등 넓은 범위에서 기업의 혁신상

황을 조사하고 있다. 3년에 한번씩 발간하고 있으며 2005년 자료는 2002년

부터 2004년까지 3년간의 기업 현황을 포함한다. 본 논문에서는 그 중 가장 

최근인 2004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총 4,507개의 기업들에게 설문지가 보내

졌으며 그 중 2,738개의 기업으로부터 응답을 얻었다. 데이터 중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제휴의 종류에 응답하지 않은 기업을 제하고 총 598개의 표본을 얻

을 수 있었다. 

 

 

 

 



34 

   

4.2 통계적 모형 

본 연구에서는 정규분포에서 크게 벗어나는 관측 이상치(outlier)는 사전에 

표본에서 제외되었고 그 결과 총 598개의 표본을 얻을 수 있었다. 

독립변수들 간의 종속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표 3]에 

나타내었다. 변수간 상관성이 높게 나타날 경우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함께 측정하였다. 분산팽창계수의 모델 식은 다음과 같다. 

VIF = 1 𝑅𝑗
2⁄  

분산팽창계수의 값이 10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10 미만

일 경우에는 다중공선성이 없다고 본다.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분산팽창계

수가 가장 큰 변수의 값이 4.09이고 나머지는 그 이하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모델에서는 다중공선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본 논문의 자료인 설문조사의 특성상 종속변수는 셀 수 있는 상수이다. 종

속변수로서 셀 수 있는 변수를 측정할 때에는 보통 음이항 회귀분석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혹은 포아송 회귀분석(Poisson regression) 

을 사용할 수 있다. 방법론의 선택 여부는 각각 그 자료의 특성에 따라 다른

데, 종속변수의 분산(variance)과 평균(mean)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 포아송 

회귀분석을 사용하고, 분산이 평균보다 크게 높은 경우에는 음이항 회귀분석

을 사용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자료의 종속변수는 분산이 평균보다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음이항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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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방법 

4.3.1 종속변수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수는 기업의 급진적 혁신성과

와 점진적 혁신성과이다. 이를 위해 설문 응답 자료의 ‘혁신활동’  부분의 

‘제품혁신’ 에 해당하는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에서는 기업의 급진적 

성과나 점진적 성과가 상업화가 되고 기업의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경

우만 혁신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서 급진적 혁신성과는 기업이 전에 없던 새로

운 역량을 사용하여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 내거나, 기존의 역량을 사용하되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낸 경우에 한한다. 다국적 기업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개발된 결과물만을 조사했으며, 개발 시기에 상관없이 2004년에 상업화 된 

결과물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급진적 혁신성과의 결과로는 설문조사 항목의 ‘기존제품과 완전히 다른 

신제품 출시’ 에 답변한 값을, 점진적 혁신성과의 결과로는 설문조사 항목의 

‘기존제품에 비해 크게 개선된 제품 출시’ 답변에 해당하는 값을 사용했으

며 급진적 혁신성과와 점진적 혁신성과 각각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델을 따로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4.3.2 독립변수 

기업의 제휴 형태에 따른 혁신 성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업의 제휴를 탐

색적 제휴(explorative alliance)와 활용적 제휴(exploitative alliance)로 각

각 나누어 조사했다. 설문 데이터의 ‘협력활동’  파트를 사용하였는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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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적극적 혁신 참여가 없는 순수한 외주(pure outsourcing)의 경우 협

력 항목에서 배제하였다. Faems et al., (2005)는 R&D의 ‘R’(Research)

에 해당하는 부분이 탐색적 제휴(explorative alliance), ‘D’(Development)

에 해당하는 부분이 활용적 제휴(exploitative alliance)라고 보았는데, 이에 

따르면 기업이 새로운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기관과 제휴를 맺는 경우는 

활용적 제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설문 응답지 중 기업이 

‘민간 연구소’, ‘대학/ 고등연구소’, ‘출연(연)/국립연구소’ 등 연구소

와 제휴를 맺는 경우를 기업의 탐색적 제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한편, 위의 문헌에 기반하여 기업이 고객이나 공급업체와 맺는 제휴는 활

용을 목적으로 하는 제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공정을 개선하여 효율

성을 높이거나 고객기업이나 수요기업과 제휴를 맺고 고객의 피드백을 직접 

받아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선시키기 위한 목적의 제휴이다. 활용적 제휴로

서는 설문지 상에서 기업이 ‘고객/수요기업’, ‘비즈니스서비스업체’, ‘공

급업체’와 제휴를 맺을 경우에 해당하는 값을 사용했다. 

각 데이터는 혁신 기여도에 따라 5점 척도로 측정되었고, 본 논문에서는 

각 변수에 해당하는 세 항목의 값을 평균을 내어 사용하였다. 

 

4.3.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혁신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여러 

문헌을 통해 조사 하였다. 그 결과 네 가지 요소를 통제하게 되었는데 이는 

기업의 R&D집중도, 기업의 규모, 기업의 나이 그리고 주력 시장의 지리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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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등이다. 

 

기업의 R&D 집중도(R&D intensity) 

Cohen and Levinthal (1990)에서는 기업의 흡수역량(absorptive 

capacity)을 소개한다. 흡수역량이란 ‘새로운 정보의 가치를 인지하고, 통합하

며 상업화 시킬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하는데 기업이 혁신을 성취하기 위해서

는 이 흡수역량이 필수적이다. 위 문헌에 따르면 기업의 흡수역량은 이전의 

관련된 지식이나 다양성에 영향을 받는다. 기업이 내부적으로 R&D에 투자할 

때 기업이 외부로부터 생성된 정보를 받아들이고 내부화 하는 역량이 증대된

다. 이러한 효과는 학습 외에도 혁신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혁신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기업의 R&D 정도는 혁신에 영향

을 미치는 흡수역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를 통제하기 위해 R&D 집중도를 기업의 R&D 비용(R&D expenditure)을 기

업의 매출(sales)로 나눈 값으로 구했다.  

 

기업의 규모  

Schumpeter (1943) 에서 슘페터는 기업의 혁신행위는 큰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했다. 슘페터가설에 따르면 기업의 규모가 큰 경우에 기업이 

R&D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할 수 있고, 기업을 다각화시켜 동시에 여러 일

을 진행하게 됨으로써 혁신을 성취할 더 큰 확률을 얻게 됨과 동시에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규모가 클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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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성취할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 후로 여러 연구가 기업의 규모와 혁신

활동에 관한 연구로 이어졌는데(Scherer, 1965; Cohen, Levin & Mowery, 

1987), Mansfield (1968)는 슘페터가설을 인용하며 ‘최근의 혁신은 대부분 

거대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 고 주장했다. 또한 Adams and Dirlam (1966)

은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큰 규모의 기업이 혁신과 연구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철강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따라 기업의 규모가 혁신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결론지었으며, 본 논문에서는 이를 기업에 종사하는 총 종업원 수로 측정하여 

통제하였다. 

 

스타트업 여부(Start-up) 

Huergo and Jaumandreu (2004) 에서는 기업의 나이가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기업의 나이가 어릴 경우 더 높은 속도의 생산성을 보여준

다는 것을 증명했다. 세워진 지 오래되지 않은 기업들은 기존의 오래된 기업

들과 경쟁하기 위해 더 활발한 활동을 해야만 한다. 이와 같은 기업의 활동은 

자연히 혁신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 스타트업인 경우에

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활발한 혁신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했다. 

Ouimet and Zarutskie (2010) 에서는 스타트업과 스타트업이 아닌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연령 분포를 조사하기 위해 기업의 나이가 1년에서 5년 사

이인 경우를 스타트업으로 보고 조사 하였다. Kang and Kang (2009)에서도 

역시 기업의 나이가 5년 내인 경우를 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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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통제했다. 위 문헌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도 기업의 스타트업 여

부를 고려하기 위해 기업의 나이가 5년 이내인 경우 1을, 5년 이상인 경우는 

0으로 코딩하여 통제했다. 

 

시장의 위치 

기업의 대상이 되는 시장이 국외일 경우에는 국내일 경우에 비해 기업의 

결과물이 쉽게 도태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시장이 해외에까지 진출해 있는 기

업의 경우에는 국내 대상의 기업에 비해 더 활발한 혁신 활동을 해야 한다

(Kang & Kang, 2009). 본 논문의 표본을 살펴보면, 기업의 주력 시장이 국

내에 한정된 경우에는 대부분 회사 근처 혹은 국내 전체를 대상으로 삼고 있

다. 반면 기업이 해외 시장에도 진출한 경우에는 그 기업의 주력 시장은 국내 

전체와 해외 시장을 포함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의 주력 시장이 해외 시장

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더 활발한 혁신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기업의 시

장이 국내 시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으로, 국외시장을 포함하는 기업의 경

우는 1로 코딩하여 통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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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상관계수 및 VIF 

Variables 1 2 3 4 5 6 7 

1.logsize 1       

2.startup -0.07 1      

3.rdint -0.03 0.04 1     

4.geomarket 0.12 -0.07 0.01 1    

5.plor 0.20*** -0.03 0.02 0.14* 1   

6.ploi 0.12 -0.04 0.04 0.06 0.24*** 1  

7.rxi 0.24*** -0.02 0.00 0.12 0.70*** 0.67*** 1 

VIF 1.08 1.01 1.01 1.03 2.40 2.20 4.09 

Notes: * p < 0.10: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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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음이항 회귀분석 결과 

 RADICAL  INCREMENTAL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Model 6 

Firm Size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Firm Age -0.42 (0.26) -0.40 (0.25) -0.41 (0.25)  0.08 (0.22) 0.01 (0.23) -0.10 (0.23) 

R&D Intensity -1.57 (0.97) -1.51 (0.94) -1.33 (0.92)  -0.60 (0.32) -0.64 (0.32) -0.06 (0.32) 

Market 

Geography 

-0.09 (0.21) -0.28 (0.21) -0.20 (0.21)  0.36 (0.19) 0.20 (0.20) 0.16 (0.19) 

Explorative    0.25** (0.01) -0.04 (0.13)    0.14 (0.07) -0.17 (0.11) 

Exploitative    -0.01 (0.09) -0.23 (0.12)    0.15* (0.08) -0.09 (0.10) 

Explorative  

× Exploitative  

    0,17* (0.07)      0.17*** (0.05) 

Pseudo R^2 0.0089 0.0143 0.0173  0.0078 0.0126 0.0162 

N 598  598  598   598  598  598  

Notes: * p < 0.10: ** p < 0.05: *** p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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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 및 논의 

5.1 분석 결과 

연구 가설에 대해 데이터를 가지고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4] 에 나타나 

있다. 사용한 모델은 총 6개로써, 독립변수에 따라 크게 급진적 혁신성과

(RADICAL)와 점진적 혁신성과(INCREMENTAL) 둘로 나누었다. 각각에 첫 

번째 모델에서는 네 개의 독립변수만 사용하였고, 두 번째 모델에서는 탐색적 

제휴(Explorative)와 활용적 제휴(Exploitative) 둘의 직접 효과(Direct 

Effect)를 사용했고, 마지막 모델에서는 두 종류의 제휴를 함께 사용한 양손

잡이 제휴(Explorative x Exploitative)의 교호작용(Interaction Effect)을 알

아보았다. 

각 종속변수에 대한 첫 번째 모델에서는 통제변수만을 넣어서 전체적인 

모델을 통제 했다. 모델 1에서는 종속변수로 급진적 혁신성과를, 모델 4에서

는 종속변수로 점진적 혁신성과를 사용하여 통제변수와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모델2는 가설1을 검증하기 위해 모델 1에서 계산한 회귀분석에 탐색적 

제휴(Explorative)와 활용적 제휴(Exploitative)의 값을 포함시킨 모델이다. 

이를 통해 4가지 통제요소인 기업의 규모, 나이, 연구개발(R&D) 집중도, 주 

시장의 위치 등을 통제한 상황에서 기업의 탐색적 제휴가 기업의 급진적 혁신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수 있었다. 이 모델을 통해서 기업의 

탐색적 제휴 활동이 급진적 혁신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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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β=0.25, p<0.05). 

모델3은 가설3a를 검증하기 위해 모델2에 기업이 탐색적 제휴와 활용적 

제휴를 함께 하는 교호작용을 추가한 Full 모델이다. 이 모델을 통해서 기업

이 탐색적 제휴와 활용적 제휴를 함께 시행할 경우 탐색적 제휴만 시행할 경

우보다 더 높은 추가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유의하게 증명되었다

(β=0.17, p<0.10). 

모델5는 독립변수인 기업의 활용적 제휴활동이 기업의 점진적 혁신 성과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되었다. 가설2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 

이 모델을 통해 기업이 활용적 제휴를 맺을 때에 기업의 점진적 혁신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β=0.15, p<0.10). 

모델6은 모델3에서 종속변수의 급진적 혁신성과 대신 점진적 혁신성과를 

사용한 것으로서, 기업의 탐색적 제휴와 활용적 제휴의 교호작용이 기업의 점

진적 혁신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 모델을 통해 

두 종류의 제휴를 함께 사용할 시 활용적 제휴만 사용할 경우보다 추가적인 

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가설3b가 증명됨을 볼 수 있었다(β=0.17,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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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가설 지지여부 

구분 내용 지지여부 

가설1 기업이 탐색적 제휴를 맺는 경우, 그 혁신 성과는 

급진적 혁신성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지지됨 

가설2 기업이 활용적 제휴를 맺는 경우, 그 혁신 성과는 

점진적 혁신성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지지됨 

가설3a 기업이 탐색적 제휴와 활용적 제휴를 함께 맺을 

경우, 급진적 혁신성과는 탐색에 치우친 제휴 성과

보다 더 높을 것이다 

지지됨 

가설3b 기업이 탐색적 제휴와 활용적 제휴를 함께 맺을 

경우, 점진적 혁신성과는 활용에 치우친 제휴 성과

보다 더 높을 것이다 

지지됨 

 

본 논문의 가설의 지지 여부는 [표 5] 에서 정리되었다. 첫 번째 가설인 

기업의 탐색적 제휴가 급진적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모델 2에서 알아보

았고 유의수준 5% 내에서 지지된 것을 볼 수 있다. 가설2는 기업의 활용적 

제휴가 점진적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인데, 이는 모델 5를 통해 

지지가 되었고, 기업의 탐색적 제휴와 활용적 제휴의 교호작용에 대해 알아보

는 가설3a와 가설3b는 각각 모델3과 모델6에서 각각 지지가 되었음을 볼 수 

있다. 

 

5.2 논의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맺는 제휴의 분류를 탐색적 제휴와 활용적 제휴로 

나누었고, 각각의 경우에 기업의 혁신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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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휴의 분류를 탐색적 제휴와 활용적 제휴로 나눈 것은 March (1991)의 

연구에서 제시된 기업의 탐색과 활용적 활동에 기초를 두었다. 기업의 탐색적 

활동과 활용적 활동의 일부로서 기업간 제휴는 지식 습득을 위해 필수적인 요

소이고 이는 기업의 혁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기업의 탐색적 활동이 새로

운 역량 개발로 이어지는 것에 근거하여 기업의 탐색활동의 일부인 탐색적 제

휴 역시 기업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급진적 혁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았고(가설1), 기업의 활용활동의 일부인 활용적 제휴가 기업의 점진

적 혁신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했다(가설2). 또한 기업이 미래의 불

확실성을 대비한 탐색과 현재의 불확실성을 대비한 활용을 함께 시행할 경우 

더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데(March, 1991; Levinthal & March, 1993), 

탐색적 제휴와 활용적 제휴의 교호작용을 통해 이를 검증할 수 있었다(가설

3a, 3b). 그 결과 기업의 탐색적 제휴는 기업이 새 역량을 창출하는 급진적 

혁신성과에 긍정적이고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활용적 제휴활동 역시 

점진적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종류의 제

휴를 함께 시행하는 경우 각 제휴의 특성이 가지는 장점들로 인해 한 종류의 

제휴만 시행할 경우보다 더 큰 혁신성과를 얻게 됨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간 제휴를 탐색과 활용 관점에

서 분류하여 각각이 이루는 혁신 성과를 파악할 수 있었다. 기존에 이와 유사

한 연구들은 탐색적 제휴와 활용적 제휴를 따로 분류하지 않고 한 선상에 두

고 연구를 진행하거나(Rothaermel & Deeds, 2004), 둘을 동시에 사용하는 

양손잡이 제휴의 경우를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Lavie & Rosenkopf,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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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탐색적 제휴와 활용적 제휴, 그리고 양손잡이 제휴의 성과를 명확히 

구분해내지 못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각 종류의 제휴가 가지는 특성과 성

과를 명확히 구분해 내어 조사할 수 있었다. 둘째, 기업의 제휴 활동에서 양

손잡이 제휴가 가지는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표 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업이 탐색적 제휴를 수행하는 경우 점진적 혁신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활용적 제휴를 함께 수행할 경우 기

존의 전략적 제휴와 시너지를 발생시켜 점진적 혁신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다. 활용적 제휴 역시 기업의 급진적 혁신 성과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탐색적 제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시너지가 

발생하고 급진적 혁신 성과에 직접적이고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볼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양손잡이 제휴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부분으로서 기업이 탐색이나 

활용의 목적에 치우쳐 한가지 제휴를 할 때와 비교하여 두 종류의 제휴를 모

두 수행할 때에 급진적 혁신 성과와 점진적 혁신 성과 양쪽 모두에 더욱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셋째, 기업의 탐색과 활용, 양손잡이 활동의 영

향이 탐색적 제휴와 활용적 제휴, 양손잡이 제휴에도 똑같이 적용됨을 볼 수 

있다. 이는 기업의 활동 중에서 기업간 제휴가 가지는 중요성을 보여주는데, 

기업간 제휴가 기업이 택하는 여러 전략 중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Anderson, 1990; Ernst & Bamford, 2005; Hergert & Morris, 

1988). 

한편,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2004년 자료를 사용 함으

로서 최근 국내 시장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2008년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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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데이터도 확보했으나 당시 세계적으로 발생한 경제위기로 인해 국내 기업

들의 상황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 제외시켰다. 따라서 후속 연구로서 

보다 최근 자료를 사용하여 현재 기업들의 상태를 반영함으로 새롭게 결과를 

도출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로, 기업간 제휴의 종류에 있어서 최대한 많은 종

류의 제휴를 포괄하지 못했다. 각각의 독립변수로서 국내 연구소와의 제휴, 

고객사, 비즈니스업체 및 공급업체와의 제휴를 고려했는데, 기업이 실제로 맺

는 제휴의 종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자료의 특성상 이러한 부

분을 다루지 못했으나, 향후 최대한 많은 종류의 기업간 제휴 사례를 확보 한 

후 각각을 탐색적 제휴와 활용적 제휴로 분류하여 검증한다면 전략적 제휴와 

그 종류에 따른 혁신 성과에 대한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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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industries become more complicated and economies of scale emerge, single 

firms often find it difficult, if not impossible, to deal with every aspect of their 

business activities. To overcome this problem, companies started to form alliances 

with other firms. Alliances between firms can be categorized using several methods, 

in this paper, following a learning point of view, they will be classified as 

exploratory alliances and exploitative alliances. Previous literature on firms’ 

exploration/exploitation activities has focused on the firm level, the research in this 

thesis is performed at the alliance level to study the effects of explorative and 

exploitative alliances on the firms’ innovation performance. Following previous 

research where the level of analysis was the firm, I suggest that explorative 

alliances affect the firms’ radical innovation while exploitative alliances affect the 

firms’ incremental innovation. Another goal of this thesis is to confirm whether a 

firm which forms ambidextrous alliances will exhibit stronger effects on its radical 

and incremental innovation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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