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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기술 후발주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역량 개발에 필요한 자원의 

확보다. 본 논문은 한 산업을 독점하여 자원 부존이 높은 기업이 

기술단절로 인해 쇠락하고, 이로 인해 유, 무형의 자원이 후발기업으로 

흘러들어갈 때 해당 기업의 기술추격 확률이 높아짐을 조명한다. 

구체적으로 노키아와 같은 선도기업의 몰락이 미디어텍과 화웨이 등에 

기회의 창으로 작용함을 보인다. 노키아를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노키아가 자원유출의 특수성 때문이다. ICT 산업에서 노키아처럼 

대규모로 해고를 단행한 전례가 없다. 본 사례연구는 노키아에서 나온 

고급 인력이 미디어텍, 화웨이, 샤오미, 노르딕 반도체 등으로 흘러가 

기술 추격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보인다.  

 

 

주요어 : 기술추격, 기회의 창, 기술체제  

학   번 : 2018-2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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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밀알 하나가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요한 12,24).  

 

자원과 역량의 부족은 후발 기업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며, 

부족한 자원을 습득하고 그것의 활용성을 지속시키는 것이 이들의 주요 

과제다(이근, 2014). 따라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어디서 얻느냐가 

기술 후발주자들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John A. Mathews, 2002). 

해당 논문은 한 산업을 독점하여 자원 부존(resource endowment)이 

압도적으로 높은 기업이 기술 단절(Tushman & Anderson, 1986) 로 인해 

쇠락하고, 이로 인해 수많은 유, 무형의 자원이 후발기업으로 흘러들어갈 

때 기술추격 확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명한다. 여기서 추격이란 

성과가 떨어지는 기업이 성과가 좋은 선발자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이근, 2014).  

기존의 기술추격 연구에서는 외부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채널

로 인적자원의 이동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Song, Almeida, and Wu (2003) 

는 연구결과를 통해 엔지니어의 국제적 이동을 통해 한국과 대만의 기술

추격이 가능했음을 보였으며 Giuliani, Martinelli, and Rabellotti (2016)는 

신흥국의 기업과 EU 발명가들의 협업이 해당 기업의 기술추격에 기회로 

작용함을 보였다. 특히 John A Mathews (2005)는 LCD 산업 불황기에 LG, 

삼성 등의 후발주자들이 일본 기술자들을 고용하고 일본에 R&D센터를 

건립하는 식으로 기술 추격에 성공했음을 보였다. 

그러나 후발기업에 있어 고용을 통한 학습이 언제나 열려있는 

기회의 창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후발주자의 제한된 인지도와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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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력으로 인해 고급 인력을 유치하여 기술력을 높이는 것은 닫힌 창에 

가깝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고급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렸을 때, 기술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후발주자는 기회주의적으로 

최대한 이를 활용해야만 한다. 인적자원의 이동을 연구한 기존 

문헌에서는 고용을 통한 학습 자체에만 초점을 맞출 뿐, 어떤 맥락과 

배경에서 고용을 통한 학습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지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다. 본 논문은 사례연구 방법을 통해 기존 

연구의 간극을 메우고자 했다.   

특히 본 논문은 노키아의 사례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노키아가 보인 자원 유출의 특수성 때문이다. 노키아는 휴대폰 산업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지녔기에 핵심 지식(core knowledge) 부문에서 고급 

인력을 지녔을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같은 보완 자산에서도 다른 

기업에 비해 우수한 자원을 보유했다. 그런데 이런 우수 자원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노키아를 인수한 2013년에만 전세계적으로 30,000명 

넘게 해고되었다. ICT 분야에서 고급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산업에 유출되는 경우는 드물다. 본 논문은 해당 사례를 통해 유출된 

고급 인력들을 미디어텍과 화웨이 등 기술 후발주자들이 고용했을 경우, 

노키아 사태는 기회의 창이 열리는 것과 같음을 조명한다.   

 

제 2 장 본    론 
 

 

제 1 절 노키아의 흥망성쇠 

 

노키아는 1860년대에 설립되어 목재, 고무, 타이어, 수력발전 등이 

주력 사업이었다. 그러나 변혁을 몰고 온 것은 전화 케이블이었다. 

노키아의 핀란드 Oulu 공장에 있던 전문가들은 케이블이 어떻게 진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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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수요가 촉진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노키아의 

연구개발진은 정부와 함께 군용 무선 장비를 개발했고, 이후 산학협력 

및 핀란드 우정본부의 지원으로 자동차 무선폰과 전화기 네트워크가 

개발되었다.  

그리고 휴대폰이 개발되면서 무선 장비에 강점이 있던 노키아가 

시장을 독식하게 된다. 1991년 Oulu에서 처음으로 GSM 무선 

휴대폰으로 통화가 이루어졌으며 2년 뒤에는 노키아가 최초로 

문자메시지 송신이 가능한 휴대폰을 출시했다. 이후 노키아는 카메라 폰, 

모바일 게임이 가능한 폰 등을 잇따라 세계 최초로 출시했다. 이런 

혁신성이 힘입어 1998년 노키아는 당시 세계 1등이었던 모토로라를 

밀어내고 권좌를 차지했으며 2008년에는 전세계 휴대폰 시장의 40%를 

차지했다.  

따라서 핀란드 경제에 있어 노키아의 중요도는 매우 높았다. 

2008년까지 헬싱키 주식 거래소에서 노키아의 시가총액이 가장 높았고 

2000년도부터 2007년까지 핀란드 연간 GDP의 4%를 차지했다. 또한 

핀란드 경제성장률의 25%를 차지했다. 2009년에 정점에는 전 세계에서 

기업순위가 85위까지 올랐다. 그러나 아이폰이 2007년 출시되자 

노키아는 이를 따라잡지 못했다. 급히 내놓은 N97 모델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4년 뒤 

시장가치가 75% 하락했다. 2018년에는 기업순위가 전세계 466위까지 

추락했다.  

기술 단절에 직면했을 때, 기존 기업(incumbent firms)은 내부 

타성에 젖거나 재무 악화를 겪고, 심한 경우 퇴출되기도 한다(Foster, 

1988). 즉, 슘페터리안 환경 변화가 발생하면 자사의 기술 경로에 묶여, 

이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된다(Shan & Song,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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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아 역시 위기를 겪으며 인력이 유출됐다. 2010년 말 10억 

유로를 절감하기 위해 전세계 132,000명 임직원 중 7,000명을 

감축하기로 결정을 내린다. 이후 2012년에도 1만명을 감원했다. 그러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결국 2013년 마이크로소프트에 70억 

달러에 매각되었고, 이후 2013년과 2016년에 추가로 각각 3만명, 

1만명의 임직원이 해고되었다.   

 

 

그림 1. 노키아 임직원 수(출처: 노키아 연차보고서) 

 

제 2 절 후발주자들의 자원 확보와 기회의 창 

 

1. 선도기업의 역량 우위 

 

Schumpeter (1950) 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선도기업이 가지는 역량 

우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비록 기업이 경쟁 상태라고 해서 전혀 얻을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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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독점 수준에서만 확보되는 유리한 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독점화가 보다 좋은 인력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보다 열등한 인력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축소시키기 때문이며, 혹은 독점에 의해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자금조달력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수의 기업이 전략 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통제할 때 전략 

요소시장(Barney, 1986)의 불완전 경쟁이 발생한다(Thompson & 

Strickland, 1980). 예를 들어 저원가전략에 초점을 맞춘 기업이 전략 

수행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원을 이미 통제하고 있다면, 해당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효율성을 높여야만 하는 다른 기업에 비해 분명한 이점이 

있다(Porter, 1980). 이와 같은 경우를 Barney는 분리 결핍(lack of 

separation)이라고 불렀다. 해당 기업이 전략 수립을 위해 축적한 자원을 

분리해내기 어려운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Li and Kozhikode (2008)는 자원의 비대칭 개념을 

도입했다.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산업의 선도 기업들은 

자사의 내부자원을 최대한 기업에 특유하도록(idiosyncratic) 관리하며 

이에 근거해 경쟁자의 위협과 신규진입을 차단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장 

영역으로 들어간다(Barney, 1990; Lieberman & Montgomery, 1988). 반면 

후발주자들은 대개 핵심 지식처럼 타겟 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내부자원이 부족하며 외부에서 핵심 자원을 획득해야만 한다. 

후발주자들은 시장 침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만 갖추고 선도기업이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영역으로 진입하는데 Li and Kozhikode는 이를 

자원의 비대칭이라고 부른다. 

즉 요약하면 노키아와 같은 독점 수준의 선도 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고, 전략 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분리하기 어렵도록 하며, 

이를 통해 후발주자에 비해 경쟁우위를 갖는 자원의 비대칭성을 

유지한다. 선도기업은 R&D, 브랜드파워, 경영자 자원 등까지 다 갖춘 

상태여서 주어진 자원을 어떻게 하면 최적화하여 사용할 것인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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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맞춘다(이근, 2014).  

 

2. 후발주자들의 자원 확보 

 

기업은 본질적으로 성장을 위해 새로운 자원과 역량을 필수적으로 

개발해야 한다(Dierickx & Cool, 1989; R. Nelson & Winter, 1982; Penrose, 

1959). 그러나 기술이 급변하는 산업에서 속한 기업이 내부 자원에만 

의존해 자원을 축적하는 것은 위험하며, 따라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자원과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Shan & 

Song, 1997).  

John A. Mathews (2002)는 후발기업을 “부족한 자원을 지니고 

뒤늦게 산업에 진입하였으나 저비용 등의 초기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정의한다. 특히 후발주자들은 자원 포지션에서의 

장벽(Wernerfelt, 1984)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자원과 역량의 부족은 후발 기업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다(이근, 2014). Mathews에 따르면 후발주자들은 “어떻게 불가능한 

장벽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묻기보다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국가 특유의 우위는 특히 하이테크 기업에 체화되어 

있다(Shan & Hamilton, 1991). 후발주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찾는 

방법으로 기존 실증 연구에서는 합작이나(Kogut & Chang, 1991) 지분 

투자(Shan & Song, 1997) 방식이 효과적임을 밝혔지만 합작, 지분투자 

없이도 경쟁 우위를 갖출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기술 단절로 인한 

하이테크 기업의 몰락이 바로 그러한 경우다. 미디어텍과 샤오미, 화웨이, 

노르딕 반도체 등은 노키아 사태에서 자원 획득의 답을 찾고 핀란드에 

연구개발 센터를 건립했다.  

그 중에서도 엔지니어 등의 인적자원 이동은 혁신 역량 구축을 위한 

중요한 채널이다. 타기업에서 유출된 직원을 고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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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지식의 유출(knowledge spillover)을 활용하기 위함이다. 기존 

기업에서 창출된 지식이 기술과학적인 세밀함을 요할 때, 인적자원의 

이동은 암묵지를 이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통로이기 때문이다(Almeida & 

Kogut, 1999). 이동한 인재가 보유하고 있는 특화된 루틴과 프로세스는 

조직간 학습과 역량 구축에 큰 역할을 한다(Dokko, Wilk, & Rothbard, 

2009). 인적 자원이 외부정보 네트워크, 기존 기업 동료와의 연대와 같은 

관계 자산을 지니고 이동할 때 고용 기업의 흡수 역량이 

높아지며(Cohen & Levinthal, 1990), 학습과 지식 유출을 위한 지속적인 

채널을 구축할 수 있다(Rosenkopf & Nerkar, 2001).  

각 기업들이 핀란드에 R&D 센터를 구축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기술 추구형 FDI는 국가 특유의 기술 우위가 지속될 때 발생한다(Kogut, 

1990). 국가 특유의 우위로는 국가 혁신 시스템이(R. R. Nelson, 1993) 

있는데 핀란드는 대학과 북유럽 최고의 벤처 캐피탈, 기술금융 지원기관 

Tekes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다. 이는 타 국가에서 쉽게 흉내내기 

어려운 혁신 시스템이다. 따라서 한 국가를 독점한 노키아가 무너져도 

노키아가 지녔던 광학기술, 시스템온칩(SoC), 무선주파수 기술 등의 개별 

경쟁우위는 지속된다.   

 

3. 기회의 창 

 

후발주자가 성공적으로 기술 추격을 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기술 

체제(기술 환경의 변화, Nelson & Winter, 1982)다. Nelson and Winter는 

기회와 전유 가능성 조건 측면에서 산업별로 달리 나타나는 기술체제의 

특성이 해당 산업의 기술혁신과 시장구조 등을 상당부분 결정짓는다고 

보았다. 이처럼 기술 환경의 변화로 산업이 진화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기술추격을 위한 기회의 창이 열리는데(Lee & Malerba, 2017), 

기술추격이란 기술 역량의 상당한 개선으로 선도기업과의 격차를 줄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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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한다(Miao, Song, Lee, & Jin, 2018).   

기존의 기술추격론에서 언급하는 기회의 창은 크게 세 가지다(이근, 

2014). 우선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이다(Perez & Soete, 1988). 이는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선발자와 후발자가 동등한 출발선에 선다는 

것으로 Khanna, Song, and Lee (2011)는 전자산업의 패러다임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될 때 삼성이 TV 기술과 매출 측면에서 

소니를 따라잡았음을 보였다. 즉, TV 산업에서 디지털 패러다임에 빨리 

적응한 한국이 선발자의 함정에 빠진 일본을 추월할 수 있었던 

것이다(Lee, Lim, & Song, 2005). 이근에 따르면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는 모든 생산체계의 재편성을 수반하며 최선의 관행(best practice)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생산물 조합을 탄생시키며 지역적 투자패턴과 

하부구조의 패턴을 변화시킨다.  

두 번째는 Lee and Mathews (2012)가 설명한 불황기와 수요조건의 

변화이다. 경기순환 역시 창조적 파괴를 일으키는 한 가지 요인으로 

바라보는 슘페터의 통찰력에 근거하여 이들은 불황기가 후발자로 하여금 

산업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불황기가 되어야 적자 기업들로부터 잉여자원(자본, 노동, 토지 등)이 

방출되고, 살아남은 선발자 또는 후발주자들은 이런 자원을 싼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불황기는 ‘경제적인 정화(economic 

cleansing)’의 시간이며, 더 중요하게는 기술이전과 지식획득이 불황기에 

더 쉬워지기에 빠른 추종자 입장에서는 공급사슬을 구축하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그들은 설명한다.  

마지막 기회의 창은 정부가 다양한 규제와 후발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선발자와 후발자에게 비대칭적인 환경을 조성할 때 

발생한다. 가령 인도의 제약산업에서 자국 기업들은 정부 규제의 변화 

속에서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다(Guennif & Ramani, 2012).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첫 번째 기회의 창과 두 번째 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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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 혼합이다. 역량 파괴형 기술단절은 기존의 지배적 기술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커서 핵심 기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기반이 완전히 다르다(Tushman & Anderson, 1986).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로 기술 단절이 닥쳤을 때, 선도 기업이 선발자의 

함정에 빠져 쇠락하면 마치 불황기에 적자 기업에서 잉여자원이 

유출되는 것처럼 유, 무형의 자원이 유출된다. 즉 선도기업이 지니는 

분리 결핍과 자원의 비대칭성이 해소되면서 후발주자에게 새로운 유형의 

기회의 창으로 작용한다. 인지도와 협상력이 낮은 후발주자가 선도 

기업에서 유출된 자원을 획득할 기회를 얻는 것이다. 본 사례연구에서 

제시하는 미디어텍, 화웨이, 샤오미 등의 기업은 경기 순환으로 인한 

경제적인 정화 과정에서 발생한 잉여자원을 활용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에서 급작스럽게 무너진 노키아의 

기술인력을 활용해 기술추격에 성공한 사례다. 과거에는 후발주자들이 

경기순환과정에서 열리는 기회의 창을 잡아 기술추격에 성공할 수 

있었다면, 기술주기가 더욱 더 빨라질 미래에는 선도자의 함정에 빠진 

선도 기업에서 유출되는 잉여자원을 활용해 기술추격에 성공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이다.  

특히 미디어텍은 노키아가 반도체 회사가 아님에도 여기서 유출된 

인력을 잘 활용하여 5G 칩 경쟁에서 퀄컴을 추격했다. 기술추격은 

선도자가 무빙 타겟(moving target)이기에 차세대 기술이 개화하기 전에 

열린 기회의 창을 잡아내지 못하면,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새로운 경로의 창출이나 우회가 중요하다(이근, 2014). 미디어텍은 5G가 

개화하기 전에 기술력을 높일 기회의 창을 노키아의 인력유출에서 

찾았고, 새로운 유형의 기술추격을 이뤄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자원획득의 관점에서 시기가 반드시 불황기일 필요는 없으며, 

선도기업의 위기가 후발주자에게는 고급 자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점이다. 다음 장에서는 미디어텍과 화웨이, 샤오미, 

노르딕 반도체 등의 기술추격 사레를 살펴보고 이후 시사점과 결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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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다룬다.    

 

제 3 절 후발주자의 기술추격 사례 

 

1. 미디어텍의 핀란드 R&D 센터 

 

미디어텍은 1997년 대만의 팹리스 반도체 회사로 시작했다. 현재는 

퀄컴에 이은 모바일 AP 시장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모바일 

장치의 시스템온칩(SoC)뿐 아니라 무선 네트워킹, HDTV, DVD와 블루레이 

등을 생산하고 있다. 시스템반도체 시장 매출 순위는 2018년 기준으로 

퀄컴, 엔비디아에 이은 3위이며 78.8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미디어텍은 통신칩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에 핀란드 Oulu에 

노키아와 공동으로 R&D 센터를 건립했다. 핀란드는 특히 1920년대부터 

라디오 무선주파 연구가 시작된 곳으로 최근에는 사물인터넷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Oulu는 글로벌 무선 통신 

기술의 중심지이다. 핀란드 R&D 센터의 팀 규모는 130명 정도이며 

연구 인력의 80%가 노키아 출신이다. 미디어텍의 핀란드 R&D 센터 

장인 Ville Salmi는 15년간 노키아의 2G 및 3G기술 개발을 주도한 

무선데이터 부서를 관리하다 미디어텍에 합류해, 4G 데이터 머신러닝 

SW를 담당하고 있다. 그는 2015년 무선 모뎀 개발이 다른 경쟁사와 

미디어텍을 구분짓는 핵심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이에 매진했다.  

미디어텍의 핀란드 R&D 센터는 5G, LTE-A, IMS 및 3GPP와 같은 

최선 무선통신기술 개발 및 테스트를 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2015년 

핀란드에서 5G 테스트 프로그램을 시작한 미디어텍은 2020년 출시 

예정인 최신 5G 칩 M70 개발에 성공했다. 해당 프로세서는 전적으로 

핀란드 R&D 센터에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을 담당했으며 

유럽과 미국 통신 고객을 대상으로 한 테스트 역시 함께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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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텍 관계자는 핀란드의 R&D 센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핀란드가 우리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이유는 5G 개발 과정에서 장비, 

기지국, 휴대폰 제조업체 등과 검증할 수 있는 생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핀란드는 5G 테스트 네트워크(5GTN) 프로젝트의 

세계적인 리더입니다. 5GTN 프로젝트는 노키아 그룹으로부터 핵심 

네트워크 제품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는 5G 연구 및 검증 

플랫폼이며 파트너 R&D 및 테스트를 제공합니다. 또한 핀란드 정부 

및 학계와 함께 6G 무선 기술을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2030년쯤 상용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ediaTek의 

핀란드 R&D 센터는 향후 터미널 칩 개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최근 미디어텍의 매출 중 스마트폰은 40% 미만으로 줄고 

사물인터넷과 특수 애플리케이션 칩/전력관리 칩(ASIC/PMIC) 사업은 30% 

이상으로 늘었다. 해당 비즈니스는 미디어텍의 중요한 성장 영역으로 

핀란드에 연구개발 센터를 지은 것이 단순히 스마트폰 칩에 국한되지 

않음을 엿볼 수 있다. 미디어텍의 M70 시스템온칩은 노키아 AirScale의 

5G 테스트베드에서 상호운용성 테스트를 마쳤고, 확장범위를 넓혀 원격 

의료와 자율주행차, 로봇, 산업기계 등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텍이 연구개발 센터를 지으며 기술력만을 확보한 것이 아니다. 

노키아는 저가형 엔트리 급의 스마트폰 2.2를 2019년 6월 인도에서 

출시하면서 미디어텍의 Helio A22 SoC 칩셋을 탑재했다. 향후 2.3 

모델에서도 미디어텍의 칩셋을 그대로 가져갔다. 미디어텍의 입장에서는 

공동 기술개발과 더불어 공급처까지 확보한 셈이다.  

 

1-1. 미디어텍의 기술추격 성과 

인텔과의 제휴 

미디어텍은 인텔과 차세대 PC환경을 위한 5G 모뎀 솔루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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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에 나섰다. 인텔이 자사의 5G 모뎀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버리고 

노트북과 PC 등에 미디어텍의 Helio M70 5G 모뎀을 탑재하기로 한 

결정은 기념비적이다. 인텔은 10나노 하드웨어를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2019년 4월 애플이 퀄컴의 모뎀을 탑재하기로 결정한 이후 

5G 모뎀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미디어텍의 M70 

칩은 ARM사의 시스템온칩 디자인을 따르고 있다. 인텔은 해당 모뎀을 

택함으로써 다시 5G에 발을 들일 수 있고, 퀄컴의 스냅드래곤 8cx를 

기반으로 한 삼성의 갤럭시 북 S 등에 맞설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미 

미디어텍이 구축한 하드웨어 위에 최적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역량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인텔은 OEM 업체들이 해당 칩을 

통합할 수 있도록 마케팅과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또 나아가 

스마트홈과 자동차 부문 등으로 5G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인텔과 

미디어텍은 향후 소형 서버를 통한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의미하는 에지 

컴퓨팅까지 5G 협력을 확대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미디어텍이 노키아 인력을 통해 제작한 Helios M70은 기존 4G 

기술과 무선주파수 특성을 공유하는 6GHz 미만 통신 지원의 유일한 5G 

FR1 모뎀이다. 인텔과 미디어텍의 협업으로 인한 결과물은 델과 HP가 

주요 컴퓨터 브랜드 중 최초로 탑재해 2021년 출시할 예정이다. 5G 

노트북으로는 최초다. 인텔의 부사장 Gregory Bryant는 “5G는 새로운 

수준의 컴퓨팅과 연결성을 통해 우리가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며 “미디어텍과의 파트너십은 시스템 통합과 

연결성에서 고도의 엔지니어 기술을 갖춘 리더들의 협업이며 차세대 

최고의 PC에 5G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5G 모뎀 개발 

포기에 이어 사업부를 애플에 매각한 인텔은 미디어텍의 5G 기술을 

얻게 되었고, 이 덕에 인텔의 주력 부문인 클라우드와 네트워크 인프라, 

사물인터넷의 5G 전환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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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5G칩과의 성능비교 

미디어텍은 또한 M70 5G 모뎀을 기반으로 한 5G 플랫폼 디멘시티 

1000(Dimensity 1000)를 발표했다. 미디어텍이 5G AP 연구에 4조원을 

쏟아부은 결과물이다. 하이엔드급의 폰에서 사업을 접었던 미디어텍이 

노키아 인력을 활용해 다시 시장에 진입하게 된 것이다. 듀얼유심으로 

두 통신사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6GHz 미만에서 4.7Gbps 

다운링크와 2.5Gbps 업링크의 속도를 지녔다. 구체적으로는 삼성의 

Exynos 980이나 화웨이의 Kirin 990보다는 두 배가량 빠른 것으로 

밝혀졌다. 새로운 5G 칩은 TSMC의 7나노 공정을 통해 만들어지며 향후 

6나노 및 5나노 공정에서도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퀄컴은 5G용 스냅드래곤 865 칩을 출시하며 수성에 나섰다. 

스냅드래곤 865의 성능은 압도적이다. CPU뿐 아니라 GPU와 AI, ISP 

측면에서도 모두 스냅드래곤 865가 디멘시티 1000에 비해 우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멀티코어 CPU의 성능 측면에서 디멘시티 1000은 

스냅드래곤 865보다는 소폭 낮고, 스냅드래곤 855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미디어텍이 퀄컴에 비해 앞선 부분은 노키아 

인력을 통해 개발한 5G 모뎀의 통합이다. 미디어텍은 노키아 인력을 

활용해 5G 모뎀 개발 및 SoC 통합에 성공한 반면 퀄컴은 5G 모뎀 

통합에 실패했다. 미디어텍의 설명에 따르면 통합 모뎀은 49%의 전력을 

덜 소모한다. 반면 퀄컴처럼 외부 모뎀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배터리 

수명이 단축된다. 전력소모와 더불어 휴대폰 제조사 입장에서는 

제조원가가 더 큰 문제로 작용한다. LTE 폰과 5G폰의 제조원가는 

55달러에서 100달러 가량 차이나는데 늘어난 제조원가 중 50%가 

모뎀칩의 비용이다. AP와 5G 모뎀칩, RF칩 등을 원칩화한 미디어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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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칩이 원가를 낮추는데 유리할 수밖에 없다. 퀄컴의 외부 모뎀 

성능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5G인 mmWave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술적인 우위로 볼 수도 있지만 현재 mmWave를 커버하는 국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미디어텍의 5G 모뎀의 실용적이라는 평이다. 

퀄컴에는 없는 듀얼유심 또한 강점이다. 

눈여겨볼 점은 디멘시티 1000 이후 미디어텍이 출시한 디멘시티 

1000L과 디멘시티 800이다. 벤치마크 평가 사이트인 AuTuTu에 의하면 

CPU 테스트에서 디멘시티 1000L은 126,692를 기록했지만 퀄컴의 

765G는 102,230에 그쳐 미디어텍의 단일칩이 24% 우위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퀄컴의 대응도 빨라졌다. 미디어텍을 겨냥해 

이례적으로 예년보다 3~6개월 앞서 중가형 5G 스냅드래곤 765 칩셋을 

50~75%까지 크게 내리는 등 가격전쟁을 시작했다.   

디멘시티 칩의 가격은 20%나 올라갔지만 해당 칩을 채택하려는 

기업이 많다. 이는 퀄컴이 스냅드래곤 7250 칩을 현재 삼성의 7나노 

공정에 의존하고 있는데 수율이 30% 미만에 불과해 5G를 서둘러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오포는 Reno3 

폰에 디멘시티 1000을 탑재할 예정이며 비보 또한 해당 칩을 적용한 

신제품을 2020년 1분기에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의 주요 

증권사들은 미디어텍의 5G 칩셋이 2020년도에 5,500만개가 팔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국의 증권사 역시 하이엔드에서는 스냅드래곤 865에 

밀리지만, 하이엔드 바로 아래급의 중가(affordable) 폰에서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55 칩보다 디멘시티 1000이 더 뛰어나기에 중국 

브랜드로부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했다.  

 

2. 화웨이의 핀란드 R&D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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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를 배제하는 문제에 있어 미국은 여전히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는 오래 전부터 독립을 준비해왔다.”  

 

런정페이 회장은 미국의 지속적인 제재에도 화웨이는 여전히 빠른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기술 개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자신감의 근거 중 하나는 핵심 R&D 중 하나인 

핀란드의 연구개발 센터다. 화웨이는 2012년 헬싱키에 스마트폰을 위한 

R&D 센터를 지으며 처음으로 핀란드에 발을 내딛었다. 노키아 본사에서 

2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있다. 이는 1980년부터 내려져오는 

모바일 분야에서의 강력한 핀란드의 유산과 연관이 깊다. 화웨이 

핀란드의 연구개발센터장 Gouping Luo 박사는 “핀란드는 모바일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며 휴대폰과 관련된 광범위한 

인력 풀이 존재한다. 실리콘 밸리와 독일의 엔지니어들과 비교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며 가성비가 훨씬 높다.”고 말했다. 2013년부터 

6년째 화웨이 핀란드 R&D 센터의 기술최고책임자를 맡고 있는 Mikko 

Terho는 Tampere 대학교 및 과기대에서 컴퓨터과학을 전공하고 5년간 

노키아 휴대폰 부서의 부사장을 지냈다. 화웨이에 합류한 이후에는 

모바일 OS 전략을 담당하고 있다. 화웨이는 2016년 심비안 OS 개발을 

담당했던 노키아 직원들을 동원해 구글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밀리에 자체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전신이 

바로 핀란드에서 1991년 개발된 리눅스다. 오픈 소스로 개방된 리눅스가 

진화한 형태가 현재의 안드로이드인 것이다.  

화웨이의 비즈니스는 핀란드와 전세계 모두에서 급속한 성장을 

기록했다.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최고의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화웨이의 급선무였고, 헬싱키의 연구개발 센터가 이를 방증한다. 놀라운 

점은 고용 증가 폭이다. 2012년 18명의 임직원으로 시작한 화웨이는 

일년 뒤 80명, 그리고 2015년 말에는 340명을 고용했다. 중국 외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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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의 R&D 센터로는 손꼽히는 규모다. 이후 2016년에는 789백만 

달러를 들여 Tampere에 R&D 센터를 건립하고 노키아의 카메라 부문 

출신 엔지니어들을 고용했다. 화웨이의 해외 연구개발센터는 각국별로 

기능이 다른데 헬싱키에서 모바일 OS와 더불어 4G 및 5G 안테나, 

시뮬레이션, 스마트폰 발열 및 신뢰도 연구를 전담한다면 Tampere는 

소비자 가전제품을 위한 카메라 솔루션과 이미지 처리, 오디오 

알고리즘을 전담한다. 화웨이의 유럽 R&D에서 5G 전담은 헬싱키 

연구소뿐이다.  

 

3. 샤오미의 R&D 센터 

 

샤오미 역시 예외가 아니다. 샤오미는 2019년 노키아의 연구개발 

주거지였던 핀란드의 Tampere에 R&D 센터를 건립하고 카메라 

전문가들을 영입했다. Espoo로 옮기기 전까지 Tampere는 노키아의 

본거지였고 1990년 이래로 노키아가 카메라 폰에서 우위를 점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덕분에 해당 지역은 장기간 육성된 베테랑 엔지니어, 특히 

카메라와 영상 관련 엔지니어 자원이 풍부하다. 노키아의 유산은 

샤오미로도 이어졌다. 샤오미는 카메라 제품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IT 시스템, 통신장비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초기 투자로 

225백만 달러를 들였다. 이는 중국을 제외한 R&D 센터 중 가장 큰 

규모로 해당 연구소에서는 카메라 알고리즘, 신호 처리, 머신러닝, 

비디오 및 이미지 처리 등을 연구하게 된다.  

현재 핀란드의 R&D 팀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소의 

전무(senior director)인 Jarno Nikkanen는 Tampere 기술대학교에서 

신호처리 박사학위를 받은 노키아 출신 베테랑 엔지니어다. Tampere 

기술대학교는 이미지처리 기술에 있어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기관이다. 

그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17 

 

“샤오미의 철학은 혁신적이었으며 매력적이었다. 팀과 개인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전부다. 우리가 현재 

Tampere에서 개발하는 것은 결국 전세계의 수백만 소비자와 Mi 

Fan(샤오미 팬)들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정말 동기부여가 된다.”   

 

샤오미는 2년 전부터 노키아와의 협력에 공을 들였다. 노키아는 

네트워크 인프라 장비를 샤오미에 공급하는 대가로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한 샤오미의 접근을 허가했다. 해당 R&D 센터는 노키아와 샤오미의 

협력이 더 본격적인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샤오미는 

핸드폰에서 사물인터넷 장비, 스마트 TV, 로봇 청소기, 스쿠터 등으로 

사업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핀란드 센터는 이러한 사업 확장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볼 수 있다.  

 

3-1. 화웨이와 샤오미의 기술추격 성과 

 

샤오미와 화웨이는 카메라 부문에서 기술추격에 성공했다. 프랑스의 

카메라테스트 평가기관 ‘디엑스오마크’(DxOMark)에 따르면 2019년 

프리미엄 스마트폰 중 최고의 카메라 성능을 보여준 제품은 Tampere에 

연구개발센터를 건립한 샤오미와 화웨이의 폰으로 애플과 삼성의 폰은 

공동 2위에 그쳤다. 화웨이의 ‘메이트30 프로’와 샤오미의 ‘CC9 프로’는 

종합점수 121점을 받아 공동 1위를 기록했다. 디엑스오마크는 메이트30 

프로에 대해 ‘텍스처와 노이즈의 균형이 매우 뛰어나며 거의 모든 

조건에서 뛰어난 디테일 렌더링을 유지한다’고 평했다. 샤오미의 CC9 

프로 또한 동영상 촬영 부문에서 ‘디테일한 보존과 함께 정확한 노출을 

제공하고 줌 기능 또한 좋다’고 평했다. 이는 하드웨어 성능만을 놓고 

봐서는 중국 제조사들의 경쟁력이 이미 삼성, 애플과 같은 선두주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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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쳤다는 얘기다.  

인덕션 디자인으로 조롱을 받기도 한 아이폰 11의 카메라 모듈의 

원조도 화웨이다. 카메라 성능을 높이면서 스마트폰을 얇게 만들기 위한 

필연적인 조치였는데 메이트 20에서 시도한 인덕션 디자인이 아이폰 

11으로 이어졌다. 삼성 또한 유출된 갤럭시S11 디자인에서 이러한 

인덕션 디자인을 따라갈 것으로 예측된다. 카메라에서의 하드웨어 

기술력뿐 아니라 디자인도 화웨이 주도로 가고 있는 것이다.  

고해상도 카메라 탑재 역시 화웨이가 만든 트렌드다. 화웨이는 

2018년 상반기 P20프로에 4,0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했다. 화웨이는 

삼성이 2.55분의 1인치 크기의 이미지 센서로 최적화에 주력할 때, 

이보다 넓은 1.7인분의 1인치 센서를 탑재하기 시작했고, 3중 카메라까지 

먼저 장착하면서 카메라 성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  

재밌는 점은 애플 또한 노키아의 Lumia 카메라 전문가인 Ari 

Partinen을 2014년 영입했다는 점이다. Ari Partinen은 노키아의 808 

PureView 기술을 이끌면서 스마트폰 카메라 기술의 일대 혁신을 몰고온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단순히 스타 엔지니어 한 명을 영입하는 

애플의 방식보다 핀란드 Tampare에 연구개발센터를 짓고 해당 지역 

노키아 출신 엔지니어들의 지식 저량을 최대한 활용한 화웨이, 샤오미 

등의 방식이 더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화웨이는 또한 심비안 OS를 개발한 노키아 인력들을 활용해 자체 

모바일OS인 HarmonyOS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구글의 앱 생태계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웨이는 자체 OS를 스마트폰은 물론 스마트 스피커, 웨어러블 등에도 

탑재할 수 있게 됐다. HarmonyOS는 리눅스 기반의 OS로 개발자와 다른 

브랜드에 개방적인 오픈소스 시스템이다. 해당 OS가 안드로이드를 

대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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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에서 제기된 리스크를 노키아 인력을 통해 헷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4. 노르딕 반도체의 R&D 센터 

 

노르딕 반도체는 초저전력 무선 솔루션 분야의 시스템온칩 등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주력 상품은 사물인터넷을 위한 4G LTE 모뎀이다. 

2014년 핀란드 북부의 Oulu에서 하이테크 기술자들이 대거 해고됐을 때 

노르딕 반도체는 새로운 블루투스 LE 시스템온칩(SoC)의 도입과 맞물려 

숙련된 무선주파수 엔지니어를 찾고 있었다. 국경 바로 너머 숙련된 

무선 엔지니어 집단이 가용하다는 소식에 노르딕 반도체는 채용 

이벤트를 마련했다. 노키아에서 3G, 4G LTE 엔지니어로 일하던 베테랑 

Heikkilä이 그 중 하나로 2010년 무선 모뎀 디자인 부서를 매각할 때 

그도 해고됐다. 가용한 인적자원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무선 엔지니어 

전문가였다.  

노르딕이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선 블루투스 

LE보다 저전력소모 솔루션이 클라우드 연결성에 훨씬 좋았다. 블루투스 

LE는 TCP/IP 인터넷과의 상호운용성이 없어 게이트웨이를 필요로 하고 

이는 복잡성과 비용을 높이기 때문이다.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에 따르면 

무선 사물인터넷은 급속도로 팽창해 2023년경 18억개의 저전력소모 

장비 중 75%의 전력을 공급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따라서 필요한 

기술력은 무선 기술(cellular technology)이었고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은 전세계에서 손꼽혔다. 노키아에서 나온 인력들이 이를 정확히 

공급했다. 2015년 1월 Heikkila는 노르딕 핀란드의 대표로 선임됐고 

60명의 핀란드 LTE 기술자를 채용해 Oulu에 사무소를 개설했다. 현재 

연구인력은 165명에 달한다.  

2015년 1월 하이엔드 급의 LTE 모뎀을 개발할 수 있는 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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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에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 그 중 하나가 노르딕의 팀이었다. 

Heikkila는 “우리 개발팀의 엔지니어는 최고수준의 하이엔드 LTE 모뎀을 

아주 초기 단계에서부터 개발해왔다.”고 설명한다.    

 

4-1. 노르딕 반도체의 기술추격 결과 

 

노키아 엔지니어들을 영입하고 3년 만에 노르딕 반도체는 nRF91 

시리즈를 출시했는데 이는 사물인터넷이 필요로 하는 저전력, 초경량의 

무선 모듈이다. 저전력 무선 사물인터넷은 스마트 유틸리티 계측, 자산 

및 유아 추적, 빌딩 보안, 원격 의료, 실시간 교통량 확인 등 사용 

범위가 무궁무진하다.   

 

결론 및 시사점 
 

해당 사례들을 통해 노키아와 같은 회사에서 고급 인력이 유출되는 

것은 화웨이, 미디어텍 등의 후발주자에 있어 기회의 창이 열리는 것과 

같음을 살펴보았다. 성공적인 기술 추격을 위해 중요한 것은 기술 

체제(technological regime), 즉 기술 환경의 변화다(R.R. & Winter Sidney, 

1982). 산업을 독점하던 기업이 기술 환경의 변화로 무너질 때, 

후발주자들은 해당 기업에서 유출된 인재들의 지식 저량(knowledge 

stock)을 따져보고 기회주의적(opportunistic)으로 이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 노키아는 1990년대부터 오랜 기간 휴대폰 산업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렸다. 이와 함께 모바일 칩셋, 카메라, 무선주파수, 휴대폰 

운영체제 등의 분야에서 각 엔지니어의 지식 저량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아졌다. 특히 통신장비를 만드는 네트워크 분야는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았음에도 모바일 사업부의 실적악화로 인재들이 유출되었다. 이처럼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던 기업이 다각화된 비즈니스를 지니고 있을수록 

기술 후발주자들에게는 기회의 폭이 넓어진다. 핵심 지식의 진부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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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이 나빠지면서 경쟁력을 갖춘 다른 부서의 인재들까지 무작위로 

유출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다룬 미디어텍이 좋은 사례다. 미디어텍의 창업자인 

차이밍제 회장은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의 열렬한 팬이다. 그는 

입버릇처럼 “미래 IT 시장에서는 현존하는 기술의 연장선이 아닌, 

비연속적 성격의 융복합 기술이 변화를 이끌 것”이라는 크리스텐슨 

교수의 말을 강조한다. 미디어텍은 시스템 반도체 회사이며 5G의 개화를 

앞두고 퀄컴, 엔비디아 등을 따라잡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반도체 

인력이었다. 그러나 미디어텍은 현존 기술의 연장선이 아닌, 비연속적 

성격의 융복합을 노키아로부터 유출된 인력에서 찾았다. 이들이 기존의 

2G, 3G 등의 무선데이터 분야에서 상당한 역량을 쌓았음을 이해하고 5G 

모뎀개발을 전적으로 맡긴 것이다. 이후 자사가 지니고 있는 SoC 

통합능력을 활용해 5G 모뎀을 통합한 디멘시티 1000을 출시할 수 

있었다. 전술했듯, 퀄컴은 더 나은 모뎀을 갖고 있음에도 단일 칩에 

통합하는 것에 실패했고, 이는 전력소모상 미디어텍의 5G 칩보다 열위에 

있음을 뜻한다. 3G는 말할 것도 없고 4G에서만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한참 열위에 있던 미디어텍이 5G 칩에서 플래그십 폰에서 퀄컴과 

겨뤄볼 수 있게 된 것은 핵심지식의 진부화를 겪지 않은 노키아의 

네트워크 분야 인재들을 활용함으로써 가능했다.  

또한 기술 추격 후발주자들은 선도기업이 자사대비 쌓은 지식 

저량의 정도, 종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노키아의 카메라 

사업부가 지닌 지식 저량이 진부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화웨이, 

샤오미, 애플 등은 노키아에서 유출된 엔지니어를 영입해 모바일 카메라 

기술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었다. 이처럼 선도자에서 유출된 

잉여자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면 자사가 취약한 부문에서의 역량을 

채워넣는 모듈식 기술추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노키아 

인재를 활용해 화웨이는 모바일 OS와 카메라, 샤오미는 카메라, 노르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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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는 LTE 모뎀에서 기술역량을 각각 보완할 수 있었다.  

또한 1등 기업의 유산을 활용하여 좋은 점은 해당 기업이 구축해 

놓은 혁신 네트워크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다는 점이다. 미디어텍은 

노키아 인력을 채용하면서 자연스럽게 핀란드 VTT 기술연구원과 Oulu 

대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학습과 

지식 유출을 위한 채널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고 현재 이들과 함께 

6G라는 차세대 기술에서 선도자들을 넘기 위한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최근 전기차에 실기한 다임러 그룹과 아우디가 각각 수천명의 

임직원을 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앞으로 기술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주기가 점점 빨라짐에 따라 선도자의 함정에 빠진 기업에서 

자원이 유출되는 경우가 더욱 빈번해질 것이다. 새로운 기회의 창에 

따른 산업주도권 이동과 후발자의 추격은 필연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선도 기업에서 유출되는 인적자원의 지식 저량을 정확히 알고 이를 

활용하는 후발주자일수록 기술 추격의 확률이 높아짐을 발견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마찬가지로 선도 기업의 

유산 또한 후발주자에게로 흘러가 기술 추격이라는 새로운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본 사례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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