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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험적 제휴와 활용적 제휴의 결합유형별 제휴전략*

전 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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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전략적 제휴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목적을 기반으로 제휴를 탐험적 제휴와 활용적

제휴로 구분하고, 제휴의 목적의 조합에 따라 탐험-탐험, 탐험-활용, 활용-탐험, 활용-활용의 4가

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조합에서 실제 제휴를 체결한 기업들의 사례와 기존 연구를 통해

기업들 각각의 제휴의 조합이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 다각적으로 고찰하고, 참여하는 제휴의 조

합에서 성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전략적 제휴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제휴에 참여하는 목적

을 정확히 규명하고, 이에 따라 목적에 부합하는 제휴 파트너를 선택해야 하며, 지식흡수능력과

대안의 확보를 통해 제휴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Ⅰ. 서 론

전략적 제휴는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영자원과 정보 및 기회를 공유하면서 부분적

협력과 부분적 경쟁을 동시에 추진하거나, 제 3의 기업에 대응하려는 경쟁우위확보 전략

이다. 이와 같은 제휴가 필요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시장에서 비슷한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점증하게 됨에 따라 기업내부의 경영자원만으로는 경쟁우위를 확보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외부의 경영자원을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선택적으로 이루어졌던 기업 간 전략적 제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글로벌 경쟁시대의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생존수단으로 그 개념이 바뀌고 있다

(탁승문, 2006).

* 본 논문에 연구비를 지원해 준 서울대학교 노사관계연구소에 감사를 표합니다.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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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제휴에 관해 가장 많이 논의되고 연구되는 주제는 신뢰, 통제, 그리고 학습에

관한 문제이다. 그 중 최근에는 조인트벤처에 관한 실증논문 중 많은 부분이 학습과 지

식관리에 관한 내용에 관심을 두고 있다(Inkpen & Currall, 2004).

전략적 제휴는 새로운 경쟁우위를 혁신적인 형태로 달성하는 기업 특유의 조직능력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핵심역량의 새로운 구성요소를 구축하는 조직방식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과 높은 학습효과, 그리고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다양

한 목표를 달성하는 유효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략적 제휴는 기존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보완하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치 창조의 발판이 될

수 있다(이위범 & 권영철, 2006). 그러나 전략적 제휴는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계약이

므로 목표와 계약 내용이 잘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다면 제휴파트너로부터 이용

당하거나 중요한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한다든지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할 수 있는 등

의 위험도 존재한다(Baum, Calabrese, & Silverman, 2000).

전략적 제휴의 유형은 선진국 기업이 후진국 기업에게 자본과 기술을 공여하는 대신

후진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OEM이나 ODM 생산을 주문하

는 것과 같이 불평등한 관계일 수도 있고, 대등한 관계에서 쌍방적 제휴의 특성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러한 관계의 형평성 정도는 전략적 제휴에 참여하는 기업의 학습동기의 차

이에서 기인한다. 기업들이 각기 전략적 제휴에 참여하게 되는 전략적 의도는 다양한데

파트너 기업 간의 전략에 보완적이거나 대체적인 정도에 따라 전략적 제휴의 가능성과

선호도는 차이가 난다(Koza & Lewin, 1999). 학습동기가 조화롭고 균형있게 조정됨

으로써 조직간 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전략적 제휴는 지속가능할 것이며, 조직간

학습이 원활하지 않거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휴 성립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경우 전략적 제휴는 종료되거나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조직학습의 관점에서 볼 때 전략적 제휴의 참여 동기는 기존에 갖고 있는 지식의 활

용(exploitation)과 지식의 탐험(exploration)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March,

1991). Koza & Lewin(1998)은 이러한 학습동기에 따라 전략적 제휴를 탐험적 제휴

(exploration alliance)와 활용적 제휴(exploitation alliance)로 구분하고 있다. 지식

활용은 기존의 역량의 심화와 효율성의 점진적 향상을 의미한다. 지식활용의 전략적 의

도는 기존의 자산과 역량을 확장함으로써 매출의 추가적 상승과 다른 역량의 향상에 있

다. 한편 탐험은 새로운 자산과 역량을 실험하거나 구축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탐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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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략적 의도는 기업의 성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발견에 있

다(Koza & Lewin, 1998).

본 연구에서는 전략적 제휴에 참여하는 파트너 기업들의 조직간 학습의 유형에 따라

전략적 제휴의 성과가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를 다양한 사례와 연구문헌을 통해 검토하

고 각 조직간 학습 유형에 따라 전략적 제휴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혹은 전략적 제휴의 지속을 위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인지 제시하고

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전략적 제휴는 둘 이상의 기업들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 일시적, 또는 비교적 장기적인

기간 동안 협력할 수 있는 목표를 공유하고 상호혜택을 주고받으며 높은 수준으로 상호

의존하는 관계를 뜻한다(Inkpen, 2001; Hamel, Doz, & Prahalad, 1989; Mohr

& Spekman, 1994). 글로벌화와 산업기술의 발달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경영환경은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략적 제휴의 필요성을 높였고, 합작투자를 비롯하여 컨

소시엄 구성, 기술훈련, 구매거래관계, 라이선스 등의 다양한 형태의 전략적 제휴가 보

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기업들은 전략적 제휴를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우위요소를 보다 광범위한 시장에

서 효율적으로 실현하거나 타 기업의 우위요소를 이용 또는 획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

용하기 위해 참여하게 된다. 또한 전략적 제휴는 기업들이 상호 약점을 보완하고 리스크

를 줄임과 동시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방편이다.

1. 전략적 제휴에 관한 기존 문헌 연구

전략적 제휴를 연구하는 문헌들은 기업들이 제휴에 참여하게 되는 이유를 광범위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들 문헌이 제시하는 전략적 제휴의 발생 이유를 종합하면 기업은 첫

째, 제휴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둘째, 위험을 분산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며, 셋

째, 명성이 높은 파트너와 제휴하는 경우와 같이 제휴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고, 넷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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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가 갖기 못한 지식이나 능력을 파트너로부터 확보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nkpen, 2001).

전략적 제휴에 관해 많은 문헌들이 전략적 제휴의 동기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데,

대략 전략적 관점과 거래비용 관점, 조직학습 관점 등 세 가지로 흐름을 나눌 수 있다.

전략적 관점은 기업이 시장영향력을 향상하거나 또는 효율성 측면에서 기업의 경쟁적 지

위를 향상하기 위해 행해진다는 것이다(Kogut, 1988). 또한 거래비용 관점은 제휴가

기업과 관련된 생산비용이나 거래비용을 줄이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것이다.

전략적 제휴의 목적에 대해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조직의 학습이라는 관점이

다. 이 관점에서는 많은 논문들이 기업들이 전략적 제휴를 맺고자 하는 동기를 기업의

부족한 경영자원, 즉 기술이나 역량을 파트너로부터 학습하는 기회를 얻고자 하는 것으

로 보고 지식이 이전되는 과정을 강조하면서 전략적 제휴를 학습경쟁의 형태로 보고 있

다(예: Holmqvist, 2004; Inkpen, 2000). 나아가 학습의 내용을 파트너 기업에 관

한 학습과 파트너로부터의 필요한 지식학습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다(Doz, 1996). 학습

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전략적 제휴는 파트너 기업으로부터 정보, 노하우, 자본 등을 획

득해 발전의 속도를 높이고 다른 기업의 정보를 획득하면서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강조된다. 제휴는 파트너 기업의 보완적 자본 뿐 아니라 기술을 완전히 획득하

고 내부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역할을 할 수 있다(이은의 & 홍성준, 2009).

전략적 제휴를 통해 개별 조직들은 다른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조직과 협

력함으로써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탐험하게 된다(Holmqvist, 2004). 제휴 파트너들은

서로의 기술, 상품, 기법(skill)과 지식을 배우고 획득하며, 보완적인 자산의 활용을 극

대화한다(Lei & Slocum, 1992). 기업들은 제휴를 통해 파트너들 간의 정보의 비대칭

성을 줄이고, 특정 상품이나 지리적 시장, 혹은 세분시장에서 지위를 구축하고자 한다

(Koza & Lewin, 1998). 따라서 전략적 제휴 관계의 핵심성공요인은 제휴파트너의 지

식을 습득하여 새로운 경쟁우위를 창출해낼 수 있는 능력에 있다.

2. 탐험적 제휴와 활용적 제휴

March(1991)는 조직생태계 수준에서 발생하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조직수준의 학

습을 연결하는 모델로 탐험(exploration)과 활용(exploitation)의 모델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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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르면, 탐험은 탐색(search), 변이(variation), 위험감수(risk taking), 실험

(experiment), 놀이(play), 유연성(flexibility), 발견(discovery), 혁신 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활용은 정제(refinement), 선택(choice), 생산(production), 효율성(efficiency),

선택(selection), 실행(implementation) 등과 관련되어 있다. March(1991) 이후로 탐

험과 활용은 조직적응과 관련한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로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여기서 말하는 탐험이란 새로운 환경을 찾아나가는 것으로 기존의 역량을 포기하고 새

로운 기회를 발견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활동에는 혁신, 기본적인 연구, 발명, 위험의

감수, 새로운 역량의 개발, 신사업에의 진입, 투자 등이 포함된다. 한편 활용이란 기존의

자본과 자산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즉, 기존의 노하우와 역량을

활용하여 역량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정제함으로써 표준화, 루틴화, 체계적인 비용절감을

달성하는 것이다(Koza & Lewin, 1998; Anderson & Tushman, 1990; Benner

& Tushman, 2002). Levinthal & March(1993)는 조직의 생존은 기업이 조직의

현재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 동시에 미래의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히 탐험하는데 달려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Benner & Tushman(2003)은 혁신이 ①현재의 기술궤적에서의 유사성 혹은

②기존의 고객/시장과의 유사성 정도에 따른 두 가지 차원의 구분을 제시하였다. 기술의

차원에서 점진적 혁신(incremental innovation)은 기업의 현재 기술 능력에 기반을

둔 작은 변화를 의미하며 급진적 혁신(radical innovation)은 기술궤적과 관련된 조직

역량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고객의 차원에서 혁신은 기존의 고객 니즈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인지, 혹은 새로운 고객 혹은 신흥시장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에 따라 점진

적 혁신과 급진적 혁신으로 구분된다.

또, O'Reilly & Tushman(2008)은 전통적인 의약품 개발과 같이 기존의 역량을 기

반으로 익히 알고 있는 기술의 궤적을 따라 기존의 제품 및 서비스가 개선되거나 신속

성이 증가하거나 가격이 낮아지는 것은 점진적 혁신(incremental innovation)으로,

기계식 타자기가 전자식 워드프로세서로 바뀌는 것과 같이 기술에 있어 역량파괴적인

(competence-destroying) 큰 개선의 발생하는 것을 불연속적인 혁신(discontinuous

innovation), 그리고 기존의 기술이나 요소들이 통합된 작은 변화들이 기존의 상품이나 서

비스를 급격히 변화시킴으로써 발생하는 혁신을 구조적 혁신(architectural innovation)

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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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의에 따라 전략적 제휴에 있어서도 제휴의 참여 동기를 활용적 제휴와 탐험

적 제휴로 구분이 가능하다. 전략적 제휴의 참여 동기를 활용적 제휴와 탐험적 제휴로

구분한 Koza & Lewin(1998)은 활용적 제휴는 특정한 성과목표의 달성이나 수입의

증대를 의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의 결과를 지향하며 탐험적 제휴는 모기업들의 학습

목표를 생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이들의 연구를 종합하여 여기서는 특정 기업이 이전의 기술과 고객기반을 활용하여

부가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휴를 활용적 제휴로, 이전의 기술이나 고

객기반과 단절된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휴를 탐험적 제휴로 구분하

고자 한다. 즉, 제휴에 참여하는 기업이 기술이나 고객의 두 가지 차원 중 하나라도 완

전히 이전의 노하우를 버리고 새로운 노하우를 습득하고자 하는 상황에 있으면 탐험적

제휴라고 할 수 있다.

3. 제휴 참여 동기에 따른 조직간 학습 유형

Koza & Lewin(1998)이 구분한 탐험적 성격의 제휴와 활용적 성격의 제휴는 전략적

제휴 자체의 성격을 논하는 것이다. 그가 제시한 바에 따르면 활용적 제휴의 가장 흔한

유형은 사업활동을 통한 잉여이익을 공유함으로써 보완적인 자산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모회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설립의 형태, 혹은 라이선싱, 프랜차이

징도 활용적 제휴의 사례가 될 수 있으며 항공산업의 코드쉐어링과 같은 네트워크 제휴,

전문가 서비스 산업에서의 자문(referral) 네트워크도 활용적 제휴의 형태이다. 한편 탐

험적 제휴는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전략 중의 하나로 최소 한 쪽의 파

트너는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함께 기회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탐험적 제휴의

일반적인 형태는 학습제휴이며, 활용적 제휴는 성과가 명확하고 현재 시점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활용적 제휴가 탐험적 제휴보다 많이 발견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탐험적 제휴와 활용적 제휴를 연구한 기존 문헌 대부분이 제휴 자체의 성격이

탐험을 위한 것인지 활용을 위한 것인지를 고려하고 있어 제휴에 참여하는 개별 파트너

기업이 추구하는 지식확보의 목표는 간과되고 있다(예: Koza & Lewin, 1999; Koza

& Lewin, 1998; Rothaermel & Deeds, 2004). 제휴는 필수적으로 둘 이상의 기업

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제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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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각자의 혁신니즈가 충분히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불균형이 발생한

다면 제휴는 종료되거나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전략적 제휴에서 각각의

기업들의 성공과 실패요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제시함으로써 기업들이 제휴를 통해 원하

는 지식을 성공적으로 얻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한 제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제휴 파트너의 선정에서부터

자사가 원하는 지식을 파트너가 충족시켜줄 수 있는지, 상호 동기가 충분히 호혜적이어

서 제휴가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진행될 수 있을지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

해 다양한 제휴의 유형 중 어떤 관계가 기업이 원하는 학습방식에 적합할지 판단하고 적

용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휴는 제휴에의 자원투자나 몰입 수준을 기반으로 제휴가 약한 연결관계

인지, 강한 연결관계인지 구분할 수 있는데, 라이선싱, 특허공유, 마케팅 제휴, R&D 제

휴, 컨소시엄 등은 약한 연결, 조인트벤처, 지분투자, OEM/ODM, 공동연구소 설립 등

은 강한 연결로 구분된다(윤영수, 2009; Rowley, Behrens, & Krackhardt, 2000).

탐험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여러 파트너와의 약한 연결을 형성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적

은 비용으로 기업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전략적 제휴를 하면서 과거의 성공을 견인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파트너와의 연결관계에 집착하는 것은 또 하나의 관성

(inertia)의 요인이 됨으로써 조직 내부의 관성과 마찬가지로 혁신을 저해하고 기업의

유연성을 떨어뜨린다(윤영수, 2009). 이러한 연결의 강도에는 지분구조 뿐 아니라 전략

적 제휴관계에서 프로세스의 관계특수적(relationship-specific)인 정도를 포함할 수 있

다. 전략적 제휴관계를 장기간 지속함으로써 관계특수적인 지식이 누적되면 파트너간의

‘학습된 신뢰(studied trust)’가 발전할 수 있다(Inkpen & Currall, 2004).

한편 제휴를 통한 성과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이 제휴 내부에서 얻어 제휴가 통제하지

않는 범위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의 획득과 제휴 참여기업들이 공동으로 제휴의 통제범

위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흔히 혼용되

어 사용된다(Khanna, Gulati, & Nohria, 1998). 그러나 전략적 제휴는 경쟁적이면

서 동시에 협력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전략적 제휴에 있어 상호관계의 안정성은 제휴

파트너로부터 얻을 수 있는 조직학습의 결과에 대한 만족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제휴관

계 형성 시 파트너로부터 기대했던 지식이나 정보의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

우 제휴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 제휴를 통한 지식 획득에 대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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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저버리는 것은 신뢰의 구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편 충분히 파트너로부터

효율적인 정보와 기술을 제공받아 실제 업무수행에 활용하는 경우에도 제휴관계의 안정

성은 부정적일 수 있다(Inkpen & Beamish, 1997).

제휴 자체의 성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개별 기업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파트너에 대한 신뢰의 수준에도 영향을 미쳐 제휴는 쉽게 철회되거나 무산될

수 있고, 그 결과로 제휴를 통한 공동의 성과도 낮아질 수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개별

기업이 제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식의 유형으로 한정할 것이다. 참여하는 두 기업이

모두 탐험을 추구하는 경우, 한 기업은 활용을 추구하고 다른 기업은 탐험을 추구하는

경우, 혹은 둘 다 모두 활용을 추구하는 경우, 각각의 조합에서 관계의 안정성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식의 이전 양상이나 성과는 차이가 날 것이며 제휴에 참여하는 기업이 제

휴에서 원하는 목표를 얻는 성공과 실패의 요소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동현(2006)은 이러한 제휴파트너들의 조직학습 유형에 따라 지식이전의 속도가

달라진다고 하면서 제휴파트너의 조직학습 유형에 따라 조직간 학습을 ①보완적 학

습(complementary learning: 양 파트너 모두 활용을 추구), ②불균형적 학습

(asymmetrical learning: 한 파트너는 지식활용, 한 파트너는 지식탐험을 추구), ③경

쟁적 학습(competitive learning: 양 파트너 모두 지식탐험을 추구)의 세 가지 유형으

로 분류하였다(<그림 1>).

<그림 1> 전략적 제휴에서 조직간 학습의 유형(이동현, 1996)

그러나 전략적 제휴가 언제나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관계라는 점에서 이러한 분류는

늘 타당하지는 않을 수 있다. 전략적 제휴는 어떠한 경우든 특정 기업이 부족한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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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업이 보완함으로써 서로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관계이기 마련이다.

또한 둘 다 탐험을 추구하는 경우라도 서로 보완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 파트너A는

기술적 측면, 파트너 B는 고객적 측면에서의 탐험을 추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

면, 탐험-탐험의 관계만이 늘 경쟁적인 것일 리는 없다. 또한 이동현(2006)의 연구에서

는 전략적 제휴의 관계 자체에서의 지식의 이전속도를 고려하였는데, 제휴에 참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제휴를 통해 기업이 본래 추구하는 지식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측면에 대해서는 고려한 바가 없다.

또한 한 기업은 동시에 다수의 전략적 제휴에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1년에

글로벌 500대 기업들은 평균 약 60여 개의 중요한 전략적 제휴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Dyer, Kale, & Singh, 2001), 한국의 100대 기업의 경우 2005-2007년에 걸쳐 연

평균 4건 정도의 제휴를 체결하였을 정도이다(윤영수, 2009). 따라서 하나의 기업은 탐

험적 제휴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다른 기업과 활용적 제휴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전략적 제휴는 해당기업이 탐험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활용을 추구하는지, 그리고 파트너 기업이 탐험을 추구하는지 활용을 추구하는지

에 따라 네 가지로 유형화될 수 있을 것이고 각각의 유형에 따라 제휴를 성공적으로 이

끌기 위한 전략적 방향은 달라질 것이다.

<표 1> 학습유형에 따른 전략적 제휴의 사례 구분

유형 구분
사례

자사 파트너

탐험 탐험
신기술-신시장의 교환

새로운 혁신제품의 공동개발

탐험 활용 벤처기업과 대기업의 기술제휴
부품 등의 공급업체 선정

프랜차이즈활용 탐험

활용 활용

항공사의 코드쉐어링
제약회사의 학습제휴

건설업체 간 컨소시움

업종 간 공동 마케팅
라이선스 및 특허 공유

판매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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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전략적 제휴에 늘 두 개의 기업만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며, 다수의 기업이 동시

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논리의 단순화를 위해 두 개

의 기업이 참여하는 것으로 가정하고자 한다.

성공적인 전략적 제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파트너 기업 간의 제휴목적에서의 적

합성(fit)이 높아야 함은 물론, 나와 상대방의 제휴참여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서로 호

혜성을 기반으로 쌍방의 학습이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설사 제휴가 종료되더라도

제휴에 있어 목표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합한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소기의 성과

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Ⅲ. 전략적 제휴의 유형별 참여전략

제휴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그 목표를 지식의 탐험에 두고 있는지, 지식의 활용에 두고

있는 지에 따라 제휴의 성패를 판단하는 기준은 각기 다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도

각기 다르다. 여기서는 각 유형별로 다양한 사례와 실증문헌 검토를 통해 제휴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요인을 알아보고 성공적인 전략적 제휴를 위한 유형별 방

안을 도출할 것이다.

1. 탐험-탐험 제휴

탐험-탐험 제휴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한 동기를 가지고 이루어지며

연구개발 중 연구 쪽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는 제휴로(Koza & Lewin, 1998), 환

경을 형성하거나 유연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형성된다(Hoffmann, 2007). 예

를 들어 신상품 개발을 추구하는 탐험적 제휴라면 제휴에서 가장 큰 목표는 연구된 내용

에 대해 특허를 획득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체계화(codification)하는 것이 될 수 있

다. 탐험-탐험 제휴를 통해서 성과를 도출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일반적으로

성공과 실패의 과정에서 변이도 크게 나타난다(Rothaermel & Deeds, 2004).

탐험-탐험 제휴는 탐험이라는 적응방식이 담고 있는 높은 위험수준과 높은 불확실성,

높은 실패율 때문에 제휴가 불안정하고 해체의 위험도 높다. 또한 동일한 산업에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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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놓여있는 기업들이 동시에 참여할 경우 일시적으로 상대방의 지식을 이전함으로

써 시장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휴의 존속이 불안정하고,

조직간 학습은 경쟁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Hamel, 1991; Khanna et

al., 1998; 이동현, 2006). 이는 제휴파트너들이 자신의 핵심기술이나 지식을 적절히

보호하면서, 상대편이 보유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동현, 2006). 또한 상호탐험적인 제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제휴는 쉽

게 종료된다(Koza & Lewin, 1999).

따라서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적으로 제휴를 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의 지식흡

수능력(absorptive capacity)이 무엇보다 중요하다(Koza & Lewin, 1998). 지식흡

수능력이 높은 파트너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 지식의 영역을 더 먼저 넓힐 수 있고 제휴

에서 관계를 주도할 수 있어 이후의 상호 학습과정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는 먼저 제휴의

종료를 제안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휴에 참여하는 두 기업의 지식흡수능력이 유사한 수

준에 있을 때 제휴에서 힘의 균형이 달성될 수 있다.

탐험-탐험 제휴를 할 때 통제의 메커니즘은 지식 창출과 학습과정을 강조하며(Koza

& Lewin, 1998), 제휴의 성공을 판단하는 기준은 새로운 지식이 창출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양 기업이 공동으로 프랙티스를 형성하거나 연구 개발을 하는 경우, 상

호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직 프로세스의 정착이나 혁신 과정을 통제하기가

어렵다(Koza & Lewin, 1998). 그러므로 각 기업들은 결과보다는 행동이나 프로세스

를 통제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1) 상이한 산업기반의 공동 탐험

신시장을 확보하는 것은 기존의 고객기반과 달리 지식이 없는 시장에 들어가는 과정이

다. 설령 기술적으로 같은 제품을 그대로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문화와 맥락이 다른 외국

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마케팅 기술과 다른 새로운 고객 응대기술이 필요하기 때

문에 탐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시장에 대해서는 지식이 많더라도 직접 생산

을 하지 않아 기술기반이 전무한 기업이라면 작은 기술의 도입이라도 탐험의 과정이 될

수 있다.

신기술과 신시장을 교환하는 전략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많이 일어나는 전략으

로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의 시장환기술(市長換技術) 정책을 들 수 있다(탁승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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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에 진출하는 선진국의 기업들은 신시장 진입과 함께 해외시장에 대한 불확실

성의 문제와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지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현

지시장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한다(최순권 & 이중우, 2004). 한편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기술수준을 조기에 따라잡기 위해서 합작 등의 형태로 중국에 진출하는 외국자

본에 자신들의 시장 일부분을 내주는 대신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제휴 파트너들의 선진

기술을 획득하는 것이다(탁승문, 2006).

또한 상이한 사업기반을 가진 기업 간에 탐험-탐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전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검색서비스 업체인 Google과 대만

의 휴대폰 생산업체 HTC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 스마트폰을 개발하였다. 구글은 스마트

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면서 이를 적용한 스마트폰을 시장에 내 놓음으로써

안드로이드를 자리 잡게 하고자 하였다. 구글은 휴대폰 생산업체 중 여러 곳과 접촉한

후 대만의 HTC와 협력하여 최초의 공식 스마트폰인 넥서스원을 개발, 출시하였다. 구

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활용하면서 스마트폰 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OEM

방식의 위탁 생산업체를 필요로 하였다. 그러나 휴대전화 생산기업 중 상위에 있는 기업

들은 구글이라는 브랜드의 휴대전화를 경쟁자로 인식하여 참여의 의사가 적었다. 반면

HTC는 컴퓨터 생산업체로서 휴대전화 생산에 뛰어든 지 오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 시

장의 점유율과 네임밸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필요로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두 기업의 니즈는 협력의 형태로 발현되어 넥서스원을 개발하였고 2011년 4월

현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생산업체 중 HTC는 전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였다

(한국경제, 2011.4.14). 결국 구글은 HTC와의 제휴관계에서 얻은 스마트폰 제조의 학

습경험을 살려 2011년 8월 모토롤라를 인수하여 직접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 사업

에 뛰어들기로 하였다(매일경제, 2011. 8. 16 참고).

이처럼 대체로 상이한 산업이나 지역기반에 속하는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개발과 같은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동시에 참여하는 경우, 시장과 기술이라는 상호 보완적인 분야에

대해 파트너에게 자신의 지식을 제공하는 과정이므로 순수하게 협력적인 학습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단독으로 사업에 참여할 기술이나 노하우는 없지만 공동의 협력을

통해 신기술 개발이 가능하다. 이러한 전략적 제휴는 처음 수립 단계에서는 순수하게 협

력적인 관계로 수립될 수 있지만 일단 어느 정도 기술과 시장의 교환 수준이 만족할 만

큼 달성되면 경쟁의 관계로 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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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한 산업기반의 공동 탐험

한편, 글로벌 제약산업에서의 연구개발 제휴와 같이 동일한 산업기반에서의 탐험-탐험

사례도 볼 수 있다. 제약산업에서 기업들이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는 장기간의 개발기간

및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며, 신기술 개발 성공확률이 매우 낮아 실패할 경우 기업성과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험도 감수해야 하지만, 신기술 개발에 일단 성공하면 투자된 연구개

발 비용을 조기에 회수함은 물론 15-20년간의 특허보호기간 동안 독점적인 시장지배력

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술혁신을 선점한 기업이 모든 것을

갖게 되는 ‘승자독식(a winner takes it all)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산업이다

(Henderson & Cockburn, 1996; 박종훈 & 김창수, 2010).이처럼 고수익 고위험

산업인 글로벌 제약산업에서는 지속적인 기술혁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지만, 어떤 기업도 독자적으로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 홀로 혁신적인 기술개발에 전력하기 보다는

자신이 보유하지 못한 역량을 보유한 다른 기업과 연구개발 제휴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

한 전략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박종훈 & 김창수, 2010).

그런데, 이러한 제휴의 경우에는 서로 시장이나 기술이 상이하지 않고 어느 정도 유사

한 기술의 궤적을 기반으로 제휴가 성립되며, 이 때문에 경쟁이 심한 경우에는 제휴에

참여한 각 회사의 연구진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상대방의 지식을 이전

하고자 하게 된다. 이러한 경쟁이 심해질수록 기술혁신 제휴의 본래 목적이었던 탐험보

다는 활용의 성격을 많이 띠게 됨으로써 제휴를 통해 원하는 성과를 얻기가 어려워질 수

도 있다(박종훈 & 김창수, 2010 참고).

그러므로 탐험-탐험 제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휴관계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제휴관계 내에서의 경쟁은 자제하되

파트너와 유사한 수준의 지식흡수능력을 유지함으로써 제휴에서 힘의 균형을 잃지 않도

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참여하고 있는 제휴 외에 대안적 파트너를 다수 보유

하는 것은 탐험-탐험 제휴의 높은 실패율을 감안할 때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복안을 마

련하는 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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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용-활용 제휴

활용-활용 제휴는 연구개발 제휴의 차원에서 볼 때 연구(research)보다는 개발

(development) 쪽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는 제휴라고 할 수 있다. 활용-활용 제휴

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기존의 조직 역량을 파트너 기업과 공유함으로써 시너지를 발휘하

는 것을 목표로 하며(Koza & Lewin, 1998; Rothaermel & Deeds, 2004), 주로

보완적인 자산을 갖고 있는 기업들 간의 연맹으로 유형화될 수 있다.

활용-활용 제휴의 경우에는 양쪽 제휴 파트너 모두 충분한 성공체험과 자산을 보유하

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제휴사업에서 추가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직간 학

습의 양상이 탐험-탐험 제휴와는 다르게 나타난다. 제휴파트너들은 모두 이전의 성공을

통해 핵심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충분히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자신

들이 보유한 지식을 고집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제휴 파트너들이 동일한 사업이나 환

경에서 축적한 지식보다는 이질적인 사업이나 환경에서 축적한 지식들이 새로운 지식창

출이나 학습의 기반이 될 것이다(Das & Teng, 2000).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도 제휴 파트너들이 서로 활용하고자 하는 지식이 축적된 경로

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을 공동으로 해석하고 공유하고 통합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 결과 제휴파트너들이 각기 보유한 지식들이 결합되고 활용되는 과정에서

제휴사업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핵심경직성이라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이동

현, 2006).

또한 활용-활용의 제휴는 경쟁이 심화되는 경우 기회주의의 발현으로 인해 제휴의 안

정성 자체가 우려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제휴의 안정성은 제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이익이 기회주의를 통한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되어야만 달성될 수 있다

(Koza & Lewin, 1999). 예를 들어, 대부분의 은행들은 특정 ATM 네트워크에 가입

되어 있는데, 은행들은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얻는 잉여적인 수수료 수입보다는 이러

한 가입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더 중요하게 간주된

다(Koza & Lewin, 1999).

이러한 활용-활용 제휴에서 지식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제휴파트너들이 지식이

내재된 규칙이나 루틴, 프로세스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데(Makhija &

Ganesh, 1997), 활용의 의도를 가진 제휴파트너들은 각기 자신이 익숙한 규칙이나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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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 프로세스 등을 제휴사업에 우선 적용하기를 원할 것이다. 설사 한 제휴파트너가 다

른 제휴파트너의 규칙과 루틴을 수용하더라도 이를 기존의 규칙이나 루틴과 통합해야 할

것이며(Holmqvist, 2004), 양 조직은 서로의 규칙과 루틴을 조정하기 위해 시간과 비

용을 조정해야 하므로 지식의 습득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이동현, 2006).

이러한 이유 때문에 두 기업 모두 활용적 제휴를 목표로 하는 경우, 파트너 간 프로세

스와 루틴을 조정하는 데에 많은 에너지를 쓸 필요가 있다. 미국의 제약업체인

Schering-Plough사는 연구개발 외에도 마케팅 및 제품판매 등에 바이엘 등의 제약업체

와 제휴를 맺었고, 이러한 제휴는 기존의 제품과 기존의 판매망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양

측 모두 활용적 제휴라고 할 수 있다. 쉐링프라우는 활용적 제휴에서 빚어질 수 있는 갈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제휴 시작 시점부터 파트너들과의 체계적인 업무조정 단계에 들어간

다. 제휴 관계 개시(alliance relationship launch) 시점부터 약 5주간의 회의를 통해

파트너 기업과 함께 상호 차이점에 대해 조사하고 앞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검토하면서 이러한 차이점들을 관리․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개발하고 일상

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메커니즘도 수립한다. 또한 특정 사안들을 처리할 공식적인

검토위원회의 설치여부와 회의주기, 의결절차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김국태, 2008).

또한 활용-활용 제휴는 성과 통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점을 두어야 성공적으

로 관리될 수 있다(Koza & Lewin, 1998).

1) 동일한 사업기반에서의 기술제휴

철강산업과 같이 전통적으로 기술의 중요성이 낮다고 인식되는 제조업에서도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규모나 원가 등의 측면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가 점차 어려워지면

서 차별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적 기술제휴는 베스트 프랙티스의 공유를

통한 새로운 기술역량 확보의 수단이 되었다(탁승문, 2006). 예를 들어 일본의 新日鐵

과 프랑스의 Arcelor는 2001년 ‘글로벌 제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자동차 강판 부

문의 최강자간 연합을 형성한 사례이다. 양 사는 과거 20년 이상 기술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었는데, 이를 기반으로 ①양사가

공급가능한 동등수준의 리스트 작성, ②라이선스의 상호공여에 기초한 기술이전과 제품

라인업의 확충, ③월드카 생산을 목표로 하는 자동차 고객사의 요청에 기초한 강판의 규

격 및 등급의 통일 등은 물론, 우수한 성능의 자동차 강판 공동개발을 추진하여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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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20여 건의 공동특허를 취득하였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다각적인 제휴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2005-2006년 2년 간 800명 이상의 기술인력 및 임직원 교류

를 실시하는 한편, 임원급의 주재원을 상호 교환하며, 연2회 Top meeting을 개최하여

제휴방침을 확인하고 개별과제를 발굴․협의하는 체제를 정비하였다(탁승문, 2006).

한편 자사의 기술을 제공하는 대신 상대기업의 신기술을 도입하는 교차 라이선싱

(cross licensing) 또한 활용-활용적 기술 제휴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술의 상호보완성이 핵심요소이며, 특허공유도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최근 활용-

활용 유형의 제휴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한 예로 기술 강국인 일본의 반도체, 전자 기업들이 지적재산권

관련 공세는 강화하면서 한편 핵심경쟁사와 지적재산권을 포괄적으로 공유하는데 합의하

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탁승문, 2006).

교차 라이선싱의 대표적 사례로서 2004년 12월 한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전자기업인

삼성과 Sony가 2만여 건에 달하는 특허를 서로 공유하는데 합의한 것을 들 수 있다. 이

러한 특허공유를 통해 삼성의 메모리반도체, LCD, 휴대폰 등의 역량과 Sony의 가전,

디지털 기기, 비메모리 반도체 등의 역량은 상생할 수 있는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이다.

2) 상이한 산업기반의 공동 마케팅

이종 산업간인 기술집약적 제품군과 디자인업체의 제휴도 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휴대전화 생산업체인 LG전자는 2007년 세계적인 명품 패션브랜드인 프라다(PRADA)

와 제휴를 맺고 ‘프라다폰’을 공동 개발하여 유럽 시장에서 높은 판매고를 올렸다. 이는

단순한 공동 마케팅 차원을 넘어 휴대폰 디자인과 콘텐츠 패키지 마케팅 등 모든 부문에

서 양사가 공동 참여해 만들어낸 작품이다. 삼성전자도 2007년 하반기에 아르마니와 제

휴한 ‘아르마니 폰’을 유럽시장에 내놓았다. 휴대폰의 패션화는 치열한 경쟁 레이스에서

앞서가기 위한 혁신적인 시도였다. 감성적인 디자인을 선호하는 트렌드를 반영하여 휴대

폰 제품에 다른 업종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접목시킨 것이다(김국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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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일한 산업기반에서의 과당경쟁 방지 및 효율성 향상

LCD TV 생산에서 경쟁관계에 놓여있는 삼성과 소니는 2004년 7월, 합작사인 S-LCD

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공동생산을 시작하였다. 배후 산업단지를 포함하여 총 213만평

규모의 LCD 7세대 라인을 한국의 아산 탕정 지역에 공장을 준공하고 2005년 2분기부

터 양산을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제휴관계는 2011년 12월 26일까지 지속되었다(연합뉴

스, 2011. 12. 26). 지분관계는 삼성전자가 50%+1주, 소니가 50%-1주를 보유하고

생산물량은 50대 50 비중으로 양사 균등하게 판매하기로 조건을 체결하였다(강종옥,

2005). 소니는 삼성과 합작함으로써 초기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도 삼성의 안

정적인 생산라인을 활용할 수 있고, 삼성은 전 세계 TV업계 3위인 소니와 함께 투자하

면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재고 부담 등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는 이점

이 있었다(매일경제신문, 2010.11.3). 2011년 말 삼성이 S-LCD의 소니 지분을 전량

매입하면서 이러한 제휴관계는 종료되었지만, 삼성은 소니와 추가적으로 LCD를 판매하

는 새로운 제휴관계를 체결함으로써 안정된 공급기반을 확보하고 소니와의 기술제휴도

지속하기로 하였다(연합뉴스, 2011. 12. 26).

또한 LG와 Philips도 2000년 초 브라운관 산업에서 양사의 중복생산 및 판매의 비효

율을 제거하기 위해 LG Philips 디스플레이를 설립하고 다른 사업분야에서도 제휴관계

를 유지․발전시켜 왔다(강종옥, 2005). LG 측에서는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재무구조의 획기적인 개선 및 승부사업 투자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동시에

필립스가 갖고 있는 전 세계적인 판매망과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하고자 하였고, Philips

는 자본투자를 통해 장기적으로 높은 수요가 예상되는 LCD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해 줄 공급처를 확보하고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생산․판매 거점을 확보하고자 하였

다. 이들은 S-LCD와 같이 50:50의 지분구조로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조

인트벤처를 설립하였다(최순권 & 이중우, 2004).

항공업계에서 대형항공사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블록화 현상도 이러한 제휴의 특성

을 보이고 있다. 현재 항공업계의 항공연맹체는 대체로 United Airlines와 Lufthansa

를 중심으로 한 Star Alliance, 영국의 British Airways와 홍콩의 Cathay Pacific

Airways를 중심으로 한 One World, 그리고 미국의 Delta Airline과 한국의 대한항

공 등이 포함된 Sky Team 등의 3개로, 이들은 각자 회원사 간 마일리지 공유, 공항

시설물 공동 이용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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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글로벌 항공동맹체는 전 세계 항공사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회원사 간

라운지 공동 이용을 비롯해 각종 서비스 규정 통일 등으로 승객이 마치 하나의 큰 항공

사를 이용하는 것 같은 편리함을 제공함으로써 승객의 만족을 향상함과 동시에 항공사

간의 라운지 공유 등으로 인한 비용절감 혜택을 누리고 있다(박순천, 2004). 또한 글로

벌 항공동맹체는 하나의 항공사처럼 세계 전역을 연결함으로써 과당경쟁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서비스의 영역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자리잡았다.

예를 들어 One World는 상용고객 우대제도의 연결, 라운지의 공동사용, 참여 항공사

간의 신속한 연결서비스, 그리고 the One World Explorer라는 세계일주 운임상품 개

발 등의 협력을 하고 있다. American Airlines와 British Airways 간의 포괄적 제휴

추진에 필요한 미국 정부의 독점금지 예외조항(Anti-Trust Immunity)을 받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으나(박순천, 2004) 2010년 EU와 미국에서 이른바 범대서양 항공

합작의 독점 여부를 심사, 합작을 승인받음으로써 합작 참여사들은 각각 법인을 유지하

면서 대서양을 중심으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중미와 유럽을 아우르는 노선에서 하

나의 항공사처럼 영업할 수 있게 되었다. 노선 스케줄과 마케팅, 기타 영업 측면에서 공

동전선을 펴는 것이다. 합작 참여사들은 해당 비용과 매출을 공유하기로 하였다(머니투

데이, 2010. 7. 21).

이들 사례에서 보듯이 동종업계에서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제휴는 일반적으로 제휴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균등한 영향력을 행사함

으로써 제휴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특성을 보인다.

3. 탐험-활용 제휴와 활용-탐험 제휴

탐험-활용 제휴 및 활용-탐험 제휴의 경우는 참여하는 파트너 기업간 지식격차가 큰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대부분 지식의 양이 비대칭적이어서 한 쪽은 제휴를 통해 새

로운 지식을 흡수하는데 주력하는 반면 상대방 기업은 충분한 성공체험을 바탕으로 기존

지식을 활용하는데 치중한다. 이러한 비대칭적 학습은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지

식의 양이 크게 차이 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많이 이루어진다.

전통적으로 IT 산업과 제약산업의 큰 기업들은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미립전

자나 생명공학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즉각적인 도입은 어렵기 때문에 작은 벤처기업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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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신제품 개발을 통해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Gomes-Casseres, 1997).

벤처기업들은 자금력의 제한을 벗어나기 위해 대기업과 제휴함으로써 신제품 개발노력

을 상품화할 수 있는 유형자원을 획득하고, 또한 이름이 널리 알려진 대기업을 작은 규

모로 인한 취약성으로부터 보호막으로 활용하여 생존가능성과 매출신장 가능성을 높인

다(Kalaignanam, Shankar, & Varadarajan, 2007)

이처럼 제휴파트너들의 학습유형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휴파트너들이 가진 서로 다

른 학습유형이 조직간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때문에 지식이전이 신

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이동현, 2006). 지식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제휴파트너는 자

신이 보유한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자신의 규칙이나 프로세스, 루틴을 적극 활

용하고자 할 것이며 제휴를 통해 지식탐험을 추구하는 제휴파트너는 새로운 지식을 제대

로 습득하기 위해 파트너 기업의 프로세스나 루틴에 개방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다.

1) 기술우위 기업과 기술열위 기업 간의 제휴

이러한 제휴는 참여하는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명백하고 지식의 수준이나 학습의 목적

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관계의 수립이 상대적으로 쉽다. 그리고 지식활용을 목적으

로 제휴에 참여한 기업들이 제공하는 프로세스나 루틴에 지식탐험을 목적으로 하는 파트

너 기업이 순응적 태도를 취하는 한은 제휴관계가 원활하고 지식의 이전도 순조롭게 이

루어질 것이다(이동현, 2006).

대기업이 기존 역량의 활용의 목적에서 벤처기업과 비대칭적인 제휴(asymmetric

alliances: Kalaignanam, Shankar, & Varadarajan, 2007)를 맺는 경우, 전통적

인 지식에 따르면 대기업이 제휴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대기업이 항상

학습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것은 아니다. 큰 기업들은 작은 기업보다 일반적으로 공

개된 정보가 많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제휴사실을 공지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

는 조건이 될 가능성은 벤처기업이 높고, 대기업은 역으로 이러한 제휴로 인한 리스크가

더 큰 경우가 많다(Kalaignanam et al., 2007). 실제 많은 벤처기업과 대기업 간 제

휴의 실증 연구에서 이러한 제휴를 통한 재정적 이익은 벤처기업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예를 들어 McConnell & Nantell(1985)은 60개의 조인트벤처를 표본으로

살펴본 결과 작은 기업의 투자자들이 평균적으로 더 큰 수익을 얻었고 Chan et al.

(1997)의 연구에서도 작은 기업은 대기업보다 더 큰 규모의 수익 상승률을 얻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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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h & Venkatraman(1991)의 연구에서는 작은 기업이 대기업보다 약 8.3배의 수익

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Das, Sen, & Sengupta(1998)의 연구에서는 전략적

제휴에 참여한 50여개의 기업의 누적된 비정상 수익증가가 대기업의 수익을 초과하였다.

LG생명과학이 미국의 SB(SmithKline Beecham; 현 GSK: Glaxo SimthKline)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지난 2003년 국내 최초로 미국 FDA에서 신약승인을 획득한 팩티

브 개발 사례는 탐험을 추구하는 기업이 활용을 추구하는 제휴 파트너와 최적의 조합을

이룬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다. LG생명과학은 1991년 새로운 항생물질을 개발하기 시

작하여 1994년 효능이 매우 탁월한 후보물질을 발견하였으나 임상시험을 위한 시설이나

노하우, 경험 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전임상시험→1,2,3차 임상시험→FDA 승인신

청→시판에 이르는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전략적 제

휴의 파트너를 찾기 시작하였다.

LG생명과학은 항생제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을 찾기 위해 항생제 매출

비중이 높고, 당시 판매중인 항생제 약품의 특허 만료시기가 임박했으며, 대체 신약후보

물질이 없고, 규모가 큰 회사를 제휴 파트너 선정기준으로 하여 결국 1997년 이러한 기

준에 적합한 SB사와 제휴를 체결하였다. SB는 기업의 규모와 인지도, 글로벌 프랙티스

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신약후보물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LG생명과학

과 제휴를 체결함으로써 자사의 명성과 역량을 활용하면서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자원을

절약하고자 했던 것이다.

두 기업의 목표와 니즈가 잘 맞았기 때문에 LG생명과학과 SB는 제휴를 체결한 후 원

활한 제휴관계를 바탕으로 빠른 속도로 임상시험을 거쳐 제휴 체결 후 업체의 평균 소요

시간을 반 이상 줄인 약 2년6개월 만에 FDA 신약 승인 신청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이

러한 과정에서 LG생명과학은 세계 제약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품질관리시스템 등 생산의

글로벌 프랙티스를 습득하는 기회를 얻었다. 이후 2001년 SB가 Glaxo Welcome과 합

병하여 GSK(Glaxo SmithKlein)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제휴는 종료되었지만 LG생명

과학은 SB에서 부사장을 지냈던 Gary Patou가 사장을 맡은 Genesoft라는 바이오벤처

회사와 다시 제휴하여 결국 2003년 FDA의 승인을 얻어내는데 성공하였다(이승주 &

이은형, 2006). 이 약은 만성호흡기질환의 악화(5일)와 폐렴(7일), 부비동염(5일) 등

의 증상에 1일 1회 복용하는 항균제로 미국 FDA로부터 다제내성 폐렴구균(MDRSP)

에 의한 감염에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얻는 등 제품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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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2011.7.13).

LG생명과학이 SB와의 제휴를 통해 얻은 글로벌 프랙티스에 대한 학습경험은 축적되

어 다른 서방형 성장호르몬, 차세대 단백질 치료제 등 다른 신약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매출액이 2002년 1,790억원에서 2010년 3,400억원으로 약 2배 증가하였으

며, 제2, 제3의 팩티브를 만들겠다는 자신감도 내보이고 있다(LG생명과학 홈페이지,

www.lgis.co.kr; 파이낸셜뉴스, 2011. 6. 28).

LG생명과학과 SB의 제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던 배경에는 기존의 자원과 지식을

활용하려는 SB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탐험을 시도한 LG생명과학의 이해관계

가 명백하게 일치하여 ‘한 팀’으로서의 인식이 확고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두 회사는

제품 생산과 판매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

문에 SB는 LG생명과학 측에 적극적으로 다양한 노하우를 이전해 주었고, LG생명과학

은 적극적인 자세로 지식을 흡수하였다. 또한 양사 모두 다양성을 존중하는 제휴관리자

(alliance manager)를 선정하여 역할분담이 원활하였다는 점도 제휴관계를 순조롭게

이끄는데 도움이 되었다(이승주 & 이은형, 2006 참고).

2) 제휴관계의 진화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유형의 제휴는 지식탐험을 추구하는 파트너의 성장에 따라 경

쟁적인 것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기업들은 파트너 기업의 탐험활동이 많

아질수록 파트너기업을 경쟁상대로 인식하게 되어 시장진입장벽을 강화하기 시작하고,

제휴는 쉽게 종료된다.

이러한 관계는 지속되다보면 탐험적 의도를 가지고 참여한 기업들이 점차 충분한 지식

을 확보하여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제휴 초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섭력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자연적으로 제휴가 종료되거나 제휴의 성격이 경쟁적인 것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러한 제휴의 진화과정에서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습이며, 조직간 학습의 성

과가 어떠했느냐에 따라 제휴의 관계에서 신뢰와 통제의 위치도 변화한다(Inkpen &

Currall, 2004). 조직간 관계를 통해 탐험된 지식이 내부화함으로써 활용적 제휴로 제

휴의 성격이 변화하는 것이다(Holmqvist, 2004).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 또한 성장해오는 동안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 삼성

전자는 1985년 D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업인 미국의 Intel사와 장기 기술제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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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었다. Intel사는 당시 세계 반도체 시장의 불황과 미․일 기업 간의 극심한 가격덤핑

경쟁의 와중에서 D램에서 MPU산업으로의 전략전환을 꾀하고 있었다. 삼성은 Intel에

MPU, 마이크로소자 및 EPROM 등을 세컨드소스 라이선싱 방식1)으로 생산 수출하였

다. 그러나 1987년에 들어서는 삼성이 직접 설계하고 개발한 256K D램을 Intel사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1M D램의 독자개발에 성공하여 양산공장의 건설에 착

수하였다. 이는 삼성과 Intel 간의 세컨드 소싱 사업이 삼성에게 호환기술을 학습하고

자사제품의 안정성과 품질관리에 필요한 생산공정의 기술을 개발하면서 전유적 노하우

(appropriable knowhow)를 축적하여 조기에 자체 개발노선으로 전환하는 결정을 내

리는데 상당한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이위범 & 권영철, 2006)

이형오 & 오태헌(2006)이 한일 기업간 전략적 제휴사례를 수록한 논문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이 사례에 따르면 기업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은 한국의

한 중소기업은 자동화기기의 핵심요소인 유․공압기기를 생산하는 회사로 최초에는 일본

에서 유․공압기기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데 집중하다가 국내시장규모가 확대되면

서 일본과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한국 생산기지로서 일본 회사의 한국법인으로 변화하였

다. 이후 기술축적을 통해 이 회사는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기술에 도달함으로써 로열티

지불을 자체생산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장기적으로 일본기업의 M&A를 모색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따라서 제휴에 참여한 대기업들은 벤처기업의 탐험 시도를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해당

기업이 참여한 제휴의 활용적 목적을 유지하고자 한다. 윤우진 & 송재용(2010)은 바이

오테크 기업과 제약회사와의 제휴관계의 반복성에 관한 실증분석을 통해 바이오테크 기

업이 제휴시점 이후 핵심영역의 기술적 변화와 관련된 탐험을 하는 경우 제휴가 종료될

가능이 높다고 제시하였다. 이는 보유하고 있는 자원(즉, 지식)의 수준이 달라 의존성의

정도가 각기 다른 비대칭적 제휴관계에서 제휴관계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대규모 제약

회사가 바이오테크 기업을 제휴대상으로 선택할 때 산출하는 사회적 기대가 탐험에 대한

제재로서 작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1) 세컨드소스 라이선싱이란 2차 공급자(2nd source)가 원래의 공급자(original source)의 제품과
거의 동일한 사양의 복사품을 개발․생산하여 유저(user)에게 공급하는 것을 허용하는 협정에서 2
차 공급자에게 특허 라이선싱이 수반되는 경우를 말한다. 2차 공급자가 개량한 기술은 원래의 공급
자에게 로열티의 지불 없이 이전되며 세컨드소스 협정은 때로는 공동개발의 관계로 진전될 수 있다
(이위범․권영철,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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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볼 때 탐험적 목적으로 제휴에 참여한 기업은 상대방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흡

수함으로써 핵심역량을 빠른 시기에 축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반대로 활용적 목적으

로 제휴에 참여한 기업은 자신들의 역량을 최대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제휴에서 파트너

기업에게 많은 것을 지도해주는 것은 핵심역량의 이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새로운 경쟁자

의 출현과 동시에 경쟁우위를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기술을 이전하는

기업은 기술이전 내용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복잡한 기술이전 과정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보호하려고 노력한다(Inkpen & Beamish, 1997; 안영수, 2008). 따라서 탐험-활용

의 제휴관계에서 탐험적 제휴를 하는 기업은 조직의 흡수능력(absorptive capacity:

Cohen & Levinthal, 1990)을 최대한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활용적 제휴를 하

는 기업은 역량을 보호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제휴관계의 성공요인

앞서의 논의에서는 전략적 제휴를 참여 기업들의 동기를 탐험-탐험, 탐험-활용, 활용-

탐험, 활용-활용의 4가지로 조합하여 유형화하였다. 여기서는 전략적 제휴의 유형별로

제휴 파트너의 선택기준과 제휴의 통제방안을 통해 전략적 제휴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제

휴를 통해 원하는 조직학습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우선 탐험-탐험이나 활용-활용과 같이 파트너들 간의 동기가 유사한 경우에는 지식흡

수능력의 유사성 정도가 중요하게 간주된다. 상호 유사한 기술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상이한 기반에서 존재하더라도 상호 보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제휴의 성립

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과 같이 유사한 목적과 역량을 보유한 조직들이 제휴하였을 때, 초기에 경쟁

의식이 너무 치열하면 새로운 지식의 흡수보다 기존 지식을 보호하는데 더 많은 역량을

쏟게 될 위험이 크다. 특히 탐험-탐험의 제휴관계에서 지나치게 경쟁을 할 경우에는 도

리어 탐험보다 활용에 치우치게 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탐험-탐험의 제휴관계와 활용-활용의 제휴관계에서는 제휴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초기에 공통의 프로세스를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탐험-탐험의 제휴관계는 탐험이 성공하거나 혹은 지식흡수능력에 차이가 생기

게 되면 관계종료의 위험이 높아지는 반면, 활용-활용의 제휴관계는 비교적 명확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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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안정된 성공체험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제휴관계가 가능하다. 한

편 탐험-활용 제휴와 같은 비대칭적인 제휴관계는 제휴관계의 수립은 쉬운 반면, 일방적

인 지식의 이전으로 인해 호혜성이라는 측면이 만족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

에는 대안의 탐색 가능성이 제휴 참여기업의 제휴에서의 입지를 다지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최대한 관계특수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함으로써 파

트너의 원거리탐색(long-jump)을 통제하고, 반대로 탐험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파트너

기업의 지식을 적극적으로 흡수함으로써 빠른 성장을 도모하여 관계를 대등하게 진화시

키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

<표 2> 전략적 제휴의 유형별 성공요인

제휴 유형 성공요인

자사 파트너 구분 내용

탐험 탐험

제휴파트너 선택기준
파트너간 일정 수준 공통점 보유

지식흡수 능력의 유사성

제휴통제 방안
파트너 기업들 간의 경쟁 완화
공동의 프로세스 및 루틴 개발

탐험 활용

제휴파트너 선택기준
필요한 자원과 노하우 확보

많은 대안을 갖고 있지 않은 기업

제휴통제 방안
파트너기업의 지식 적극적으로 흡수

long-jump 기회 탐색

활용 탐험

제휴파트너 선택기준
보유 자원과 노하우의 활용 가능성
파트너사의 기술 매력도

제휴통제 방안
파트너의 원거리 탐색(long-jump) 통제

관계특수적(relationship-specific) 프로세스 구축

활용 활용

제휴파트너 선택기준
프로세스/루틴의 양립가능성

지식흡수 능력의 유사성

제휴통제 방안

과업의 규정을 명확화
원활한 성과의 통제

원활한 내부 커뮤니케이션

파트너 기업들 간의 경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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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점차 글로벌화되고 급변하는 현대에서 경쟁력의 원천은 기업 내부뿐만이 아니라 외부

로부터 핵심역량을 획득하고 개발하는 과정, 즉 전략적 제휴의 과정에서도 발견되고 있

다. 최근의 동태적 환경에서 기업 내부의 지식·기술 기반만으로는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감당하기에 충분하기 않다. 즉 기업 내부의 지식과 기술역량을 토대로 신제품을 개발하

여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보완적 역량이 필요하므로 전략적 제휴는 매력인

선택지가 된다. 즉 제휴의 능력은 핵심역량의 하나인 것이다(이위범 & 권영철, 2006).

이 연구에서는 이처럼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전략적 제휴에의 참여 동기를 조직 학

습의 메커니즘인 탐험과 활용으로 보고, 제휴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동기의 조합에 따라

성공요인은 무엇인지 제휴파트너의 선택기준과 제휴 통제방안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하였

다. 제휴파트너 간의 제휴 참여 동기가 탐험-탐험, 활용-활용 등으로 유사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제휴에 참여하는 경우 파트너간의 관계는 정보대칭적이기 때문에 지식흡수능력

의 유사성이 제휴의 성공기준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정보의 대칭이 깨질 경우에는 상호

파트너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쉽게 제휴가 종료되거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탐험-활용, 활용-탐험과 같이 한 쪽이 자원이 극히 부족하거나, 정보가 비대칭

적인 경우에는 대체로 일방적인 방향으로 학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략적

제휴가 전제하는 호혜성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제휴의 안정성

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제휴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다른 대안을 보유함으

로써 제휴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지식흡수능력을 확장시켜 빠른 시일 내에 학습을 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휴 초기 시점에서 제휴의 성공과 실패를 주로 다루었으나 최근에는

제휴의 진화적 관점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Holmqvist(2004)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 얻은 조직 간의 학습은 조직내 학습으로 내부화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서 조직은 혁신을 실천하거나 혁신의 역량을 배양하게 되는 방식으로 조직간-조직내 학

습은 상호연결되어 지속적으로 변화한다고 제시하였다. Doz(1996)는 좀 더 구체적으로

파트너 기업들은 전략적 제휴 초기에 과업의 정의, 파트너의 조직 루틴, 인터페이스 구

조, 파트너의 기대 등의 조건들을 통해 학습을 원활화하는데 조직의 학습 차원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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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프로세스, 스킬과 목표의 다섯 가지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조직들은 이러한 차원

에 따라 상대방 파트너 기업이나 파트너십 자체의 조건들을 재평가함으로써 새로운 학습

의 사이클이 형성되어 파트너십의 관계는 처음의 상태 그대로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진

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을 반영하여 추후의 연구에서는 전략적 제휴의 진화

에 따른 학습의 변화 메커니즘이나 전략적 제휴 기업 자체의 학습에 대해 연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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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ance Motive Combination
and Alliance Strategy:

Exploration Alliance and Exploitation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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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lassifies motives of organizational strategic alliances into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and strategic alliances into four categories according to the

combinations of alliance motives of two alliance partners; exploration-exploration,

exploration-exploitation, exploitation-exploration, exploitation-exploitation. Also

I examine how each combination shows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one

another through the review of the alliance cases. This study suggests that in

order to achieve the intended alliance goal, a company needs to (1) identify its

alliance motive, (2) choose proper alliance parter and (3) control the alliance

through absorptive capacity and securing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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