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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우리나라 경제는 외국에서 수입해 오던 전기와 전자 제품, 자동차 등을

국산화하고 수출까지 하면서 성장해왔다. 이런 산업에서는 허브기업이라고 하는

최종 제품을 만드는 조립업체가 외국에서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 판매하다가 친인척, 

임직원, 지인들에게 부품 생산을 의뢰하고 기술과 자금을 지원하여 공급업체를

키움으로써 공급네트워크를 만들어왔다.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력이 늘고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소재로까지 진출하여 지금과 같은 공급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공급네트워크 형성 초기에는 공급업체들이 생산한 부픔을 모두 특정 허브기업에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경쟁력있는

공급업체들은 국내에서 다수의 허브기업에 판매하기도 하고 해외로 수출까지 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의 공급네트워크와 관련하여 일부 학자들은 허브기업들이

공급업체들을 종속시켜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가치를 독식하기 때문에

허브기업과 공급업체들의 가치 배분 과정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예: 김경묵, 2012; 현성진, 2012). 또 다른 학자들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시장 메커니즘과 민간의 자발성을 통해 자연스럽게 가치가

배분된다고 주장한다(예: 김영신, 2011; 이선화, 2011). 경쟁력이 있는 공급업체는

허브기업보다 더 높은 수익성을 향유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협력업체는 낮은

수익성을 내거나 혹은 망하는데 그것이 매우 자연스런 현상이고, 이런 시장원리에

반하는 정부 정책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한다. 

이런 논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공급네트워크에서 기업들의 성장과

수익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학술적 증거가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동반성장정책을 추진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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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익공유제나 초과이익공유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전기와 전자, 자동차, 조선 등 공급네트워크에 의존하는 산업의

비중의 매우 높기 때문에 증거에 기반하지 않은 공급네트워크 개입 정책은

우리나라 경제를 매우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런 실천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공급네트워크에서 기업의 성장과

수익성을 좌우하는 요인을 찾고자 한다. 

이론적인 면에서는 기존 네트워크 연구에서 실증 분석한 가설들이 전체

공급네트워크 분석에서도 지지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네트워크 연구 분야에

기여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자료의 부족으로 전체 공급네트워크를 대상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사례연구나 에고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본 논문은 공급네트워크에서 각 기업들이 어떤 위치를 가짐으로써, 원청기업과

하청기업간의 심화되는 경쟁력과 생존가능성 격차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공급기업들은 어떤 위치를 확보하고 어떤 전략을 취함으로써 장기적인

생존과 성장을 꾀할 수 있을 것인지 네트워크 관점을 반영하여 연구하였다.

기존 네트워크 연구에서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기존 네트워크 연구들은

크게 1) 네트워크의 관계가 구조에 미치는 영향, 즉 네트워크에서 중앙에 위치하는

행위자, 혹은 연결이 많은 행위자 등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2) 네트워크

구조가 행위자의 행위와 결과에 미치는 영향, 즉 행위자가 네트워크의 중앙에

위치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등의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눌 수

있다(Borgatti & Halgin, 2011).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은 네트워크의 구조가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왔지만(예: Ahuja, 2000), 

역으로 조직간 네트워크는 어떻게 나타나고 진화하고 변화하는지 등 구조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고(Ahuja, Soda, & Zaheer, 2012), 

어떤 학자는 이러한 연구는 아예 네트워크 이론이 아니라 “네트워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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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theory on networks)”이라고 구분하여 부르기도 하였다(예: Borgatti, 2011). 

이처럼 많은 연구들이 네트워크에서의 구조적 위치를 내생적인(endogenous) 

것으로 간주하고, 주어진 구조적 위치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연구하여 왔는데(Zaheer & Soda, 2009), 구조적 위치는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조직이 네트워크를 개선시키거나,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행동들, 그리고 네트워크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메커니즘과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역시 제한적일 것이다.

둘째, 조직 간 네트워크는 각 조직들이 가진 내적 역량을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얻고 탐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기회의 장이다. 즉 네트워크는 유능한

기업들에게 경험과 지식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기업들과 연결을 이끌

수 있는 명성과 권력을 제공함으로써, 네트워크 구조의 진화 패턴에 영향을 준다

(Zaheer & Soda, 2009). 조직은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와 자원을 얻고, 그 정보와

자원을 자신의 내적 역량과 결합함으로써 좋은 성과를 얻으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다시금 네트워크에서 더 좋은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즉 네트워크에서의 위치는

자신들의 역량을 네트워크 구조나 유능한 연결 파트너를 활용하여 더 증진할 수

있는 기회(Zaheer & Bell, 2005)이기도 하고, 그 증진된 역량을 활용하여 더 좋은

네트워크의 기회를 찾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량이 우수한 기업에게

네트워크는 더 큰 기회의 장이지만, 역량이 부족한 기업에게 동일한 네트워크는

제약조건이자 성장을 가로막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 조직간 네트워크의 구조를

통해 조직들이 얻을 수 있는 성과는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역량에

의해 극대화될 것이며, 조직들은 그 성과를 활용하여 다시금 다른 기회를 줄 수

있는 네트워크의 위치를 탐색한다.  

셋째, 조직간 사회 네트워크의 연구는 주로 동등한 관계를 가정한 조직간 협력, 

또는 경쟁 등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다. 공급망 또는 공급네트워크(supply 



４

network)라는 단어는 기존의 공급사슬(supply chain)이라는 단어를 최근 많이

대체하고 있으며, 분석에 있어서도 사회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활용하는 연구가

늘고 있다(예: Basole, Ghosh, & Hora, 2017; Bellamy, Ghosh, & Hora, 2014).

그러나 공급네트워크는 독립적인 성격을 지닌 기업들이 각자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동시에 연결된 파트너의 공급망 운영 전략이나 지배구조 등에 얽혀 상호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노드와 연결의 규정부터 시작해서 네트워크 이론을 적용하고 일반화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Borgatti & Li, 2009; Galaskiewicz, 2011) 동일한 전체 산업

네트워크에서도 노드가 처한 위치의 지역적 조건에 따라 성과요인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네트워크 이론에서 그간 호혜적 관계와 신뢰규범을 중시하는

네트워크 배태성의 관점과 정보의 참신성과 중개자로서의 기회를 강조하는 중개자

네트워크(brokerage network) 관점은 대립되어 왔다. 특히 공급네트워크의 관리

차원에서 실무적으로도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들과 어떤 관계 전략을 가질

것인지 많은 기업들이 고민하는데, 두 관점은 각자가 상반된 강점과 약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전체 네트워크와 국지적 네트워크에서 어느 규범에 해당

조직이 더 많이 배태되어 있는지에 따라 각 조직들이 처해있는 상황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상황 맥락에 따라 네트워크 전략 또한 달라져야 할 것이다. 네트워크

전략에서 상황 관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 자체는 여러 번 제기되어 왔지만

(Bae & Gargiulo, 2003; Burt, 1997; Podolny, 2001), 네트워크는 본질적으로

불균질한 사회적 관계를 포괄하기 때문에(배종훈, 2017) 현실에서는 하나의 전체

네트워크에서도 부분집합을 구성하는 각각의 에고 네트워크가 국지적으로 다른

성격과 상황을 가질 수 있다. 네트워크가 개별 참여자들, 그들 간에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맥락이나 상황, 그리고 상호작용의 세 가지 요소를 기초로 정의된다고 할

때(배종훈, 2017), 개별 참여자들의 사회적 관계는 각자 특수성을 갖기 때문에

국지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추론이 전체 네트워크에서 반드시 그대로 적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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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고, 전체 네트워크의 속성과 한 개별 참여자의 자기중심 네트워크(ego-

centered network)의 속성은 분리될 수 있다. 네트워크 내의 개별 행위자 각각이

관계를 인식하고 형성하며, 유지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네트워크에서의 성과

요인 및 성과의 결과 또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기 중심의 국지적

네트워크와 전체 네트워크 현상을 종합한 실증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현재까지 네트워크 연구의 한계들을 인식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습

프로세스로서의 조직간 공급네트워크에서 개별 조직이 위치의 이점을 통해, 또

조직의 역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 그리고 개별 조직이 성과를 얻은 후에

어떤 네트워크 위치로 옮겨가려 하는지 그 전략적 측면과 역동성에 관심을 갖는다.

공급네트워크는 조직간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존재하는 공간이며, 또 해당기업

(focal firm)과 그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업 만이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그들의

직접적인 연결파트너를 통한 간접적인 연결 파트너, 경쟁사, 경쟁사들과 연결된

다른 파트너 기업들 등 다양한 주체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공간이다(Bellamy et al., 

2014). 많은 경우 공급네트워크 연구의 관심은 고객으로서의 해당기업(focal 

firm)과 그들이 공급자인 네트워크 파트너들을 관리하는 방식에 주어져 있지만,

공급기업 역시 별도의 주체성을 가진 행위자이며, 이들 역시 자신들의 성과를

향상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행동을 하고 자신의 고객과 공급자들과의

연결을 능동적으로 변화하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특정 공급네트워크

만이 아닌 전체 산업의 관점에서 네트워크를 보고, 그 안에서 각 기업들의 위치가

어떤 성과를 가져오도록 하며, 독립적인 개체로서 그들의 역량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또 각 기업들은 성과를 바탕으로 다시금 어떠한 위치를

선택하고자 하는지 살펴본다.   

본 연구는 어느 한 시점의 고정된 상태의 네트워크가 아닌 진화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실증연구로서, 비교적 장기간의 사이에서 기업의 성과와 네트워크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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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위치 변화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에 대해

기존에 많은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적극적 행위자로서의 조직이 어떻게

네트워크에서 전략적으로 위치를 선점하고 바꾸어 나가는지에 대해 이해를

증진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조직 학습의 장으로서 네트워크를 바라보고, 개별

조직이 가진 역량이 네트워크로부터 성과를 얻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한편 조직은 현재의 위치를 어떻게 활용하며, 더 나은 위치를 차지하고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 연결구조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조정하는지

탐구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와 통계적 분석의 방법을 동시에 활용하여 다각도로

공급 네트워크에서의 위치와 성과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통계적 방법은

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기업의 공급네트워크에서의 위치와 성과

간의 관계, 그리고 전략 수립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 기업의 연결된

파트너가 누구인지 역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공급네트워크에서 고객기업의

역량과 전략은 공급기업의 성과와 이후의 전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정 기업을 중심으로 한 공급네트워크의 분석을 통해 우리가 네트워크에 대해

갖고 있는 가설이나 의견들이 타당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특정 허브기업과 거리가 근접한 공급네트워크의 특성과 성과, 그리고

전략의 변화를 구체적인 개별 공급기업 사례를 통해 들여다 봄으로써 기업의

네트워크 전략방향을 수립하는 과정과 변화의 결과를 더 생동감과 현실감 있게

보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기술한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먼저 대한민국 및

세계에서 대표적인 전기전자 제조기업인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와 그에

속한 여러 공급기업들의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고 이들의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공급네트워크에서의 위치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가설을 탐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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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제를 제시한다. 이어 이론을 바탕으로 전체의 기업에서 일반화할 수 있는 가설을

수립한 후, 이를 통계적으로 실증한다. 실증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산업이자 성장 원동력인 전기전자 관련 제조업에서의 공급네트워크를 중심으로

2014 년과 2018 년 사이 4 년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 간격을 두고 이 네트워크가

시간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하였는지, 그리고 기업들은 네트워크에서의 위치를

활용하여 어떻게 성과를 올리고, 이전의 성과를 활용하여 어떻게 네트워크에서

전략적으로 구조적 위치를 변경하는지 관찰하였다. 특히 구조적 위치는 사회적

자본 연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매개중앙성 개념을 활용하여 조직간 거래

네트워크에서 조직이 점하고 있는 구조적 위치와 조직의 혁신성과 및 재무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조직 학습의 장으로서 네트워크 위치를 활용하는데 있어

조직의 내부 학습역량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그리고 조직들이 이전의

성과를 바탕으로 네트워크에서 더 좋은 위치를 얻기 위해 어떻게 전략적으로

행동하는지 가설을 수립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사례 연구와 가설의 실증분석을 위해 2014 년과

2018 년의 전자산업 및 관련 거래가 빈번한 기업 총 952 개를 대상으로 2014 년과

2018 년 2 개 년도의 매입처 및 매출처의 거래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먼저

전자산업에서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의 공급네트워크 관리상 특징을

각종 자료와 문헌,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후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기업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삼성전자에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1 차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삼성전자의 공급네트워크에서 이탈한 경우와 이탈하지 않고 지위를

유지하는 기업의 특성과 성과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공급네트워크

데이터를 기반으로 2 차 및 3 차 공급기업까지 추적한 자료를 통해 삼성전자의 에고

네트워크(ego network)를 구성하였다. 이 네트워크에서 위치의 변동이 급격한

기업들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어떤 경우에 기업들이 네트워크에서 더 중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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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는지, 혹은 바깥으로 벗어나는지 파악하였다. 다음으로는 전체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네트워크에 속한 개별 기업들이 위치와 역량에 따라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고, 그 성과는 다시 다음 네트워크에서의 위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2010 년부터 2018 년까지의 특허등록 및 인용, 그리고 재무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보완한 후 네트워크 분석 기법과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어지는 제 2 장에서는 네트워크 이론을 공급네트워크에 적용하기 위해 개념을

정리하고, 공급네트워크의 구조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의 정리,

네트워크의 진화와 네트워크에서의 조직 전략 등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수행한다.

제 3 장에서는 탐색적 사례연구의 결과를 제시하는데, 삼성전자와 그 공급네트워크

관리의 맥락에서 직간접적으로 삼성전자와 연결된 기업들의 성과의 분포를

확인하고 인터뷰 및 각종 자료조사를 통해 기존 연구와 전기전자 산업의 맥락을

바탕으로 명제를 도출한다. 그리고 제4 장에서는 제2 장에서의 이론과 제 3장에서의

명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연구 모형과 가설을 도출하고 제

5 장에서는 데이터의 특성, 변수의 측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분석방법을 제시한 후,

네트워크 분석과 다중회귀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가설을 검정하고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이 때, 전체 전기전자관련 산업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매개중앙성의

개념을 적용하여 매개중앙성과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마지막 제 6 장에서는 결과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면서 연구의

보완점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 논문은 우선 네트워크 내의 조직을 구조에 배태된 존재이자 구조와

내부역량을 동시에 활용하며 적극적으로 네트워크 구조를 바꿈으로써 성과를 얻는

능동적 존재로 파악함으로써 조직 전략의 이론에 기여할 것이다. 조직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성과를 얻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조직의 역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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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기여하며, 조직 역량의 변화가 더 나은 네트워크 위치를 점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순환적인 관계를 이해하고 실증할 것이다.

둘째, 네트워크 이론에서 대립적인 위치에 있는 폐쇄성 관점과 중개자 관점에

대해 전략적 접근을 시도한다. 두 관점은 각기 상반된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이 처한 상황에 따라 어떤 전략이 더 유리한지 판단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시각으로 인터뷰, 문헌연구 및 관련

다양한 표본들의 성과를 다층적으로 분석하여 네트워크 폐쇄성 관점에서 특정

네트워크에서의 위치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탐색하고, 탐색적 사례연구의 결과로

얻은 가설을 일반화하기 위해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을 함으로써 특정

상황에서의 지역적 네트워크를 통한 기업 성과와 일반적인 상황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기업 성과의 관계를 별도로 연구하여 종합적인 시각에서 견해를

제시한다.

셋째,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공급네트워크의 자료수집과 분석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많이 시도되지 못했던 보다 폭넓은 종단 표본, 그리고 다양한 표본집단을 통해

그동안 관련연구에서 부족했던 현실적 설명력(Basole et al., 2017)을 더

보완함으로써 공급 네트워크 연구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대표적

산업인 전자산업,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표적 기업인 삼성전자의

공급네트워크에서의 데이터를 수집, 인터뷰, 사례 연구 등 다각적으로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기업 간 거래네트워크에서 상황에 따른 조직 성과와 구조적 위치의

변화에 대한 이론에 설명력을 더 풍부하게 할 것이다.

한편 실무적으로는 공급네트워크의 변화 과정에서 기업의 능동적인 대응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보임으로써 공급네트워크에서의 구조적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요인, 

그리고 조직의 구체적인 전략적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보다 큰 관점에서 경영자의

의사결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적으로는 대한민국의



１０

산업발전에서 큰 문제로 여겨지는 원청-하청 기업 관계에서 적대적이거나 혹은

지나치게 의존적인 관계를 벗어나, 각 기업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전략에 따라 적절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방안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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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여기서는 사회네트워크의 연구를 조직간 공급네트워크의 연구에 적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이론적인 기반을 점검하고 현재까지 수행된 관련 연구들을 살펴본다. 우선

네트워크 관점을 공급네트워크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 개념들을 살펴보고, 

공급네트워크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기 위해

네트워크 폐쇄성 관점과 네트워크 중개자의 관점을 공급네트워크에 적용하고, 

공급네트워크에서 행위자의 특성과 권력관계를 각각 살펴본다. 다음으로

공급네트워크의 구조와 조직들의 전략을 논의하고 공급네트워크의 진화과정에서

조직들은 어떻게 권력을 형성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조직은 어떻게 학습을 하여

성과를 향상하고 조직이 발전적 성장을 할 수 있는지 논의한다. 또

공급네트워크에서 구조적으로 좋은 위치라는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1. 네트워크 관점과 공급네트워크

기업은 환경 속에서 다른 다양한 개별 행위자들과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주고받으며 관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기업의 성과는 해당 기업의 특정한 속성뿐

아니라 그 기업이 속한 환경에서 형성하는 다른 행위자들과의 관계적 특성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된다(Borgatti & Li, 2009). 네트워크 관점에서는 네트워크의

참여자인 행위자 간 관계가 사회 및 경제적 논리에 지배받음으로써 체계적 패턴을

형성하며, 이러한 패턴이 행위자들의 행동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

(김영춘, 2017). 네트워크를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는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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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노드(node), 노드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연결(Latapy, Magnien, & Del 

Vecchio), 그리고 관계의 유형을 나타내는 구조(structure)이다. 개인, 팀, 조직,

국가 등 행동을 수행하는 각 행위자나 개념(concept) 등이 노드(node)가 될 수

있다(Bernardes, 2010). 그리고 노드 간에는 연결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연결관계는 조언관계와 같이 방향이 존재하는 연결도 있고, 친구 또는 연인

관계와 같이 방향이 존재하지 않는 연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연결은 존재 또는

부존재의 0 또는 1 등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친밀도, 만남의 빈도 등의 예와 같이

관계의 강도로 표현되기도 한다. 연결은 관계의 존재유무이자 동시에 정보나 물자

등이 흐르는 통로를 의미할 수도 있다(Borgatti & Foster, 2003). 네트워크에서

특정 노드에 관심을 가질 때 그 노드를 에고(ego)라 부르고, 해당 노드와 연결이

있는 다른 노드들은 알터(alters)라고 칭한다. 그리고 에고와 알터, 그리고 에고와

알터 간의 연결을 포함한 네트워크를 에고 네트워크(ego-network)라고 부른다.

네트워크 관점에서는 환경을 다수의 상호 연관된 참여자가 모인 집합으로

간주하고, 각 행위자는 독립적이지 않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으로 본다. 또

이러한 관점에서 네트워크 연구는 구조가 개별 행위자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기회

또는 제약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고, 연결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물질이나 금전

등의 흐름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Burt, 1992). 자원의존이론, 제도이론 등

조직이론들은 기본적으로 원자화된 개별 조직들의 극히 효율적인 시장거래

관계보다는 조직 간의 자원의 상호의존성, 그리고 상호의존성이 가져오는 불확실성, 

조직간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회들에 관심을 가져왔지만(Uzzi, 1993),

특히 사회 네트워크 이론가들은 조직의 행동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예측할 수

있으며, 독립된 행위자로서의 조직의 공식적 구조와 속성, 그리고 두 행위자의

거래관계를 통한 분석보다 사회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의

패턴과 그 함의를 분석하는 것이 더 높은 예측력을 갖는다고 주장한다(Ahu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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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letta, & Carley, 2003; Bernardes, 2010).

각 기업들이 각기 이질적인 자원의 묶음을 보유한 개체이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조직 내의 관행도 각기 다르다면(Eisenhardt & Martin, 2000), 기업

간의 관계에서 어떤 기업들과 어떤 강도로 연결되는지에 따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나 자원의 양이나 질도 각기 다르고, 다른 기업들과의 관계적 위치가 제공할

수 있는 이점 또한 다를 것이다. 기업의 생산과 판매 과정에는 그 기업에 원료나

부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suppliers)가 존재하고, 또 그 기업이 생산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요자인 고객(customers)가 존재한다. 그런데 기존에 이러한

기업 간의 공급-수요 관계를 다루는 중요한 분야인 공급사슬 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관련 문헌들은 전통적으로 공급자(supplier) – 중심 기업(focal firm) 

– 고객(customer)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수직선처럼 가정하거나 혹은 두

개의 기업 간의 쌍대관계(dyadic relationship)를 가정해 왔다(Bellamy et al., 2014; 

Kim, Choi, Tan, & Dooley, 2011). 구매기업은 자신의 기술역량, 자원 확보능력과

공급기업에 대한 역량 및 자원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자원의 외부조달

여부와 어떤 기업으로부터 구매할지를 결정하고, 공급기업도 유사한 방식으로 외부

판매여부와 판매 대상 기업을 결정한다. 서로가 상대방과 거래하기로 하면

공급기업과 구매기업은 서로 계약을 맺음으로써 거래가 형성된다. 과거의 기업간

거래를 다루는 연구들에서는 이처럼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주체로서 구매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쌍대 관계에 관심을 갖고 두 행위자 간에 주고받는 자원, 거래, 

권력의 차이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규명하고자 주로 노력해왔다(Borgatti & 

Li, 2009; Choi & Kim, 2008).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연구에서는 전적으로

시장메커니즘에 의존하거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위계 관계로 고착되지 않는

구매자와 공급자, 공급자들 간, 구매자들 간 등의 복잡한 관계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특히 오늘날의 복잡하고 고도화된 산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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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IT 및 ICT 기술을 기반으로 지식집약적인 제품과 서비스, 온라인을 통한

생산과 유통이 일어나는 상황에서(정석인.정의덕, 2020) 기업들은 단방향적인

가치사슬이 아니라 상호 보완성을 가진 파트너 기업들과 동시다발적으로

협력적이면서 경쟁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기존의 공급사슬과 관련한

이론들은 이러한 기업생태계의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 네트워크 이론은 공급네트워크와 관련한 이슈에 적용할 수 있는 많은

개념들을 제시하고 있는데(Bernardes, 2010), 공급네트워크라는 단어는 사용된 지

오래 되었음에도 실제로 네트워크 관점에서 공급네트워크 관리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Aoki & Wilhelm, 2020; Borgatti & Li, 2009). 

공급네트워크는 원료가 최종의 제품이나 서비스로 변환되어 최종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의 공급사슬의 활동을 실행하기 위해 상호작용하는 관련된 모든 기업들과

그들 간의 관계, 그리고 물질뿐 아니라 정보와 지식의 흐름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의미한다(Bellamy et al., 2014; 박철순.강아롬, 2020). 

그러나 기존의 네트워크 이론을 그대로 기업간 공급네트워크에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기업간 공급 네트워크는 기존의 개인이나 집단 간의 친목, 조언 등의

연결관계를 보는 네트워크와는 성격이 좀 다른데, 이는 기업 간에 존재하는 경쟁과

협력의 긴장관계 때문이다(Wilhelm, 2011). 기업간 공급네트워크는 그야말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the war of all against all)”의 장이다. 현실의

공급네트워크에서는 복수의 공급자, 복수의 생산자, 복수의 조립기업, 복수의

도소매업자 등이 어지럽게 얽혀있고, 이들의 의사결정은 많은 거래이론들이

가정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관계와 단순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 상의 많은 문제들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Pathak, Day, Nair, 

Sawaya, & Murat, 2007). 따라서 네트워크 이론에서 이미 흔하게 도출된 결론이라

하더라도 공급네트워크의 맥락에서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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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은 각기 거래 파트너와는 협력적인 관계를 조성하면서

동시에 파트너와 경쟁하는 관계이다. 특히 한국의 상황에서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 혹은 원-하청 관계로 대표되는 공급네트워크는 동반자적 협력관계라기

보다는 자원이 풍부한 수요기업의 통제적 관행, 경쟁력이 부족하고 영세한

공급기업의 희생, 그리고 그들 간의 종속적 관계에서의 문제를 일반적으로

지적받고 있다(강현수, 2005).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급기업은 전략과 기업

내부요인의 적합성보다 오히려 대기업과의 협력관계와 내부 전략의 적합성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이장우.김민재, 2014). 이러한 주장은

기업들이 속해있는 지역 공급네트워크의 협력과 경쟁에 관한 맥락적 특성이 기업이

네트워크로부터 성과를 얻는 데에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회 네트워크는 기존의 공급사슬에서 주로 관찰의 대상으로

삼는 쌍대관계를 넘어서 그들을 둘러싼 상호 연결된 친구들, 경쟁자들, 혹은 지인들

등 간의 관계의 특성이 쌍대관계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Burt 

& Knez, 1995; 배종훈, 2017), 공급네트워크를 네트워크 관점에서 연구하기

위해서는 현재 네트워크 상에 포진해 있는 기업들의 새로운 기업과의 연결 가능성, 

또는 기존 연결의 파괴 가능성, 동일한 로컬 네트워크에서 구조적으로 같은 위치에

있는, 즉 구조적 등위에 있는 다른 기업의 전략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어야

네트워크 이론의 의미를 담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급네트워크의 특성 때문에 공급네트워크 분석에서 네트워크의 이론적

관점을 반영한 실증연구 중 현실의 공급네트워크에서 대형의 데이터를 통해 전체

네트워크의 지표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하는 연구는 많지 않고, 특정 사례

중심의 연구나 중심 기업이 구축한 에고 네트워크의 특징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왔다. 예를 들어 Choi & Hong(2002)은 혼다 어코드, 혼다

어큐라, 그리고 다임러 크라이슬러의 그랜드체로키 자동차의 생산 라인을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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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화, 중앙화, 그리고 복잡성이라는 세 가지 차원을 구축하였고(Choi & Hong, 

2002), Mena, Humphries, & Choi(2013)의 연구도 다중 공급네트워크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3개의 기업 사례를 활용하였다. 네트워크의 분석방법을 활용한

연구에서도 Borgatti & Li(2009)가 제안한 전체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개별 노드의

성과를 보는 연구의 방식은 드물고 Potter & Wilhelm(2020)과 같은 에고

네트워크 수준의 실증연구가 주를 이룬다. 이러한 에고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회현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들은 개별 행위자가 “인식하는” 네트워크 수준의

이해를 바탕으로 전체 네트워크에서의 현상을 설명하려는 것으로서 전체적인

담론을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배종훈, 2017).

우선 네트워크 이론에서 말하는 개념들을 기업간 공급네트워크의 연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노드와 연결의 속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Borgatti & 

Li, 2009). 공급네트워크라는 맥락에서 노드(node)는 공급자, 생산자, 서비스

제공자, 제휴 파트너, 고객 등을 포함하며 연결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한 원료와 중간재, 서비스의 조달과 변환 등과 관련된 활동,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가는 정보와 지식, 자원, 그리고 자금의 흐름 등을 의미하며(Bellamy 

et al., 2014; 민재형.김범석, 2014), 이들 간에 무수히 얽힌 공급과 수요, 의존과

독립, 판매와 구매, 정보의 제공과 취득, 자금의 제공과 유입 등의 다양한 관계를

포괄한다. 공급네트워크는 공급네트워크에 포함된 경쟁과 협력의 긴장 하에서 각

기업들이 차지하는 구조적 위치와 연결의 패턴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업의 성과 변화나 전략의 변화에 따라 연결의 맺고 끊음이나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지 등에 미치는 영향과 제약 등을 분석할 수 있는 틀이 될 것이다. 

네트워크의 연구에서 분석 수준은 전체 네트워크에서 특정 노드가 가진 특성을

보는 노드 수준(node level), 그리고 두 개의 노드 간에 맺는 관계의 특징에

관심을 갖는 쌍대관계(dyadic level) 수준, 그리고 네트워크 전체의 특성을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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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수준(network level)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본적인 네트워크 연구는

행위자들의 연결을 중심으로 한 쌍대관계(dyadic relations)의 집합으로서의

네트워크에 주된 초점이 있다(Borgatti & Li, 2009). 쌍대관계 수준의 연구에서는

연결의 강도(예: Granovetter, 1973)나 신뢰 정도(예: Zaheer, McEvily, & Perrone, 

1998)와 같은 관계적 특성에 초점이 있고, 이러한 관계들이 어떻게 지속, 해체, 

갱신되는지 등을 주로 연구한다. 노드 수준의 연구들은 에고 네트워크가 에고의

행동이나 성과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갖고, 에고의 연결패턴, 알터 간의 연결, 

그리고 전체 네트워크 내에서 에고의 구조적 위치와 같은 에고를 둘러싼 관계의

구조를 주로 연구한다(예: Ahuja, 2000; Tsai, 2001; Zaheer, Gozubuyuk, & 

Milanov, 2010). 그리고 네트워크 수준의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수행되고 있는데, 

개별 국지적 네트워크를 넘어선 전체 조직간 네트워크의 특성이나 행동, 

클러스터와 같은 네트워크의 속성이 전체 네트워크에 미치는 결과 등에 관심을

갖는다(예: Provan, Fish, & Sydow, 2007). 

그런데 기업간 공급네트워크는 다이내믹하고 복잡하게 수많은 관계가

동시적으로 존재하면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막상 실증연구에 있어서는 데이터

수집에서부터 벽에 부딪히곤 한다. 많은 경우에 공급네트워크 연구는 사회네트워크

연구에서 많이 볼 수 있듯이, 단순하게 특정 기업에 대한 설문으로 시작하여 해당

기업이 자신에게 중요한 공급자를 지목하고, 그 공급자에게 추가로 설문을 하는

방식의 누증표집 기법(snowballing method)이 많이 활용된다. 그러나 기업간

공급네트워크에 대한 설문은 기업이 공개를 꺼리거나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서 연구에 어려움이 적지않게 존재한다. 또한

이런 방식으로 모은 데이터는 분석이 용이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다는 이유로

특정 기업을 중심으로 한 단순 에고 네트워크(ego network)의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전체 네트워크에서의 밀도나 기업들 간 거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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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의 특성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Borgatti & 

Li, 2009). 

전체 네트워크에서 한 행위자가 가진 구조적 위치, 그리고 중요성을 나타내는

핵심 개념은 바로 중앙성(centrality)이다. Borgatti & Li(2009)는

공급네트워크에서의 중앙성(centrality) 연구는 각각의 노드를 하나의 행위자로

보아 각각의 노드가 구성하는 에고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수집하되, 전체의

네트워크 관점에서 가설을 수립하고 데이터를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공급네트워크에서는 일단 공급자와 고객이라는 두 개의 노드 간에

하나의 연결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연결은 다시금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기업이 어느 기업에는 공급자이면서 동시에 다른 기업에는 고객으로서 다중적인

관계를 맺기 때문에 결국 기업 간의 관계쌍(dyad)은 상호 독립적이지 않아, 모든

관계쌍 간의 직간접적인 관계를 전체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Bernardes, 2010; Borgatti & Li, 2009). 또한 거래관계에서 공급자로서의 지위와

입장, 그리고 고객으로서의 지위와 입장은 차이를 갖기 때문에 거래 흐름의

방향성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급네트워크의 맥락에서 네트워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율적

행위자로서 개별 기업의 성과와 전략적 행동에 가장 큰 관심을 갖는다. 

공급네트워크는 상호연결되어 있지만 각자 자유의지와 전략적 의도를 가진 수많은

독립된 기업들의 집합이며, 각 기업들이 형성한 에고 네트워크가 서로 얽혀

상호의존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네트워크보다 더 복잡하고 동적이다. 또

전체의 기업 네트워크에서 부분 집합을 형성하는 각각의 공급 네트워크는

중심기업의 성격에 따라 지배구조나 운영방식이 다르며, 한 기업은 동시에 여러

공급 네트워크에 속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개별 기업의 성과는 해당 기업과 그를

중심으로 한 에고 네트워크만 보아서는 이해할 수 없고, 전체의 네트워크에서 가진



１９

조직들의 위치가 어떻게 결정되고 변화하며, 이러한 위치가 개별 에고

네트워크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시금 들여다 보면서 다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공급네트워크에서 행위자의 특성과 권력관계

공급네트워크에서 기업들 간의 관계는 그 성격에 따라 크게 공급기업-공급기업

간, 수요기업-수요기업 간 등의 수평적인(horizontal) 관계와 공급기업-수요기업

간의 수직적인(vertical) 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공급네트워크에서 기업들 간

권력의 배열 구조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수직적 관계에서는 보통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생산의 다른 단계에서 참여하며 협력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공급기업은 부품생산, 수요기업은 조립생산하는 식이다. 그리고 수평적 관계는

부품생산-부품생산, 조립생산-조립생산과 같이 같은 단계에 위치해 있는 기업들

간의 조합이다.

[그림 1] 네트워크 권력 배열의 구조

권력의 불균형은 수평적 관계보다 수직적인 관계에서 더 많이 나타나며, 수직적

관계에서 어떤 기업의 권력은 한 쪽이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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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가짐으로써 나온다. 공급네트워크를 필요한 외부의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구성되는 조직들의 행동 구조와 패턴들의 연합체라고 할 때, 권력의 불균형은

상대방이 가진 자원에 대한 의존, 대안의 부재, 그리고 관계에서의 지위에서

나오며(Carnovale, Yeniyurt, & Rogers, 2017; Gelderman, Semeijn, & Zoete, 

2008), 더 큰 권력을 보유한 기업은 상대방에게 강압적(coercive) 권력을

행사하며 자신의 방침을 상대방이 따르도록 할 수 있다(Carnovale et al., 2017).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관계에서 양측의 기업들은 자신의 가치 지분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지만(Gelderman et al., 2008), 대체로 소비자에게 더 가까운 단계에

위치한 기업, 즉 소매기업이나 조립기업, 소비자에 직접 판매하는 기업들이 더

의존성이 낮고 더 큰 권력을 갖는 경향이 있다(Maglaras, Bourlakis, & Fotopoulos, 

2015). 수직적 관계가 형성될 때는 많은 경우에 공급기업이 수요기업에게 연결을

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거래가 시작되며, 수요기업이 지위가 높은 경우에는

공급기업이 수요기업에 납품을 함으로써 가시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의존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한다(Carnovale et al., 2017). 가스나 전기의 공급기업 등 간혹

지배적인 지위를 가진 공급기업들 또한 이들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수요기업에게 강압적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Gelderman et al., 2008). 

한편 동일한 수요기업에게 공급하는 두 공급기업과 같이 동일한 네트워크에서

동일한 단계에 위치한 기업들은 경쟁적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두 기업들은

네트워크에서 비슷한 권력을 기반으로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며 “크기가 커진

파이”를 나눌 가능성이 높다(Carnovale et al., 2017). 예를 들어 동일한

수요기업에 납품하는 두 공급기업의 경우, 처음에는 경쟁적인 관계로서 경쟁적

압력을 형성할 것이나, 차츰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경쟁적 압력을

넘어서며 거래를 더 순조롭게 하고,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미래의 잠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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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함으로써 수평적 연결이

발생한다(Carnovale et al., 2017).

기업 간 수직과 수평 연결에 대해서는 일본의 공급네트워크 운영방식으로 유명한

계열화(keiretsu, 系列化)의 수직적 연결 및 수평적 연결을 통해 좀 더 실제적인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계열화는 일본의 비즈니스 시스템에서 깊이 체화되어

있는 것으로,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등의 기업 계열 소속사들 간에 상호

지분과 이사회의 공유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수평계열화와 토요타와 혼다의

공급네트워크로 대표되는 수직계열화가 있다(McGuire & Dow, 2009). 일본의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계열에 속한 기업들은 상호 지분을 공유하고, 자금을

대출하면서 내부 자금시장을 형성하며, 이러한 자금시장을 통해 외부의 경제적

충격이나 외부 주주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고, 위험을 분산하면서 상호

감시 및 부조의 효과를 얻는다(McGuire & Dow, 2009). 수직적 계열화는 토요타나

혼다와 같이 핵심이 되는 조립기업과 핵심 공급기업이 중심이 되어 지분을

공유하며, 수평적 계열화와 같이 호혜성을 띄는 지분공유가 아니라 공급의 차수가

높아질수록 지분의 양이나 발언권은 적어지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수직적

계열화는 조립기업이 부품기업에 대해 통제를 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일방향적으로 직접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방편이다(McGuire & Dow, 2009).

수직적 계열화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낮은 거래비용, 높은 소통가능성, 기회주의를

제한하는 장기적 관점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 

그런데 공급네트워크에서는 수평적 네트워크보다 수직적 네트워크가 주를 이루며, 

기업들이 자율성을 확보하고 거래 상대를 통제하려고 하면서 동시에 협력하기도

하는 등 시장과 위계 관계의 중간 수준으로 준-통합된(quasi-integrated)

지배구조 형태를 형성한다(Aoki & Wilhelm, 2020; Williamson, 1985). 장기간에

걸쳐 거래가 반복되면 거래 특유의 자산이 생겨나 양자간의 상호의존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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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지만, 한 기업 내에서 수직적으로 통합되었을 때 보다는 더 느슨한 시장

거래를 형성한다는 것이다(Wilhelm, 2011). 이 관계에서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의

니즈와 수요를 충족해야 하지만, 한편으로 수요기업이 위계적 명령으로 공급기업을

통제할 수 없고, 계약에 의해서만 통제가 가능하다(Aoki & Wilhelm, 2020). 

공급네트워크에서 각각의 조직들은 이윤 증대 및 비용 절감을 위해 자신에 대한

공급기업이나 자신이 납품하는 수요기업을 관리하고자 시도한다. 예를 들어

유통기업은 후방으로는 가장 좋은 생산업체를 선정하고 전방으로는 매출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며, 생산업체는 후방 공급업체들이 자신의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생산품을 공급하고, 전방의 유통기업이 최적의 유통경로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한다(Carter, Rogers, & Choi, 2015). 

공급네트워크에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구매자와 공급자의 관계에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각자의 권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매력도와 공급자가 다른 조직으로부터 자원을 얻을 수 있는

자유의 조합으로부터 도출된다(Carnovale et al., 2017). 윈-윈 제휴의 조합에서는

사실상 권력이 어떤 가치를 가질 수가 없는데, 권력의 진정한 가치는 거래상대방을

통제함으로써 얻는 이윤과 효과성에서 나오기 때문이다(Benton & Maloni, 2008).

공급네트워크 상에 있는 몇 몇의 기업들은 다른 기업보다 중앙성이 더 높거나,

규모가 크거나, 혹은 구조적 공백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한다. 이들을 일반적으로 허브기업(hub firm)이라고 부르는데 특히 강력한

구매기업이 허브기업이 되는 경우가 많다. 허브기업은 다수의 상호 대체가능한

공급업체, 또는 다수의 대체가능한 수요처를 다수 확보하고 있어서 유리한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 보통 허브기업은 최종소비자와 거리가 가깝고, 이 때문에 다른

네트워크 구성원에 비해 시장 전략을 결정하거나 네트워크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 또 파트너들이 누구와 연결을 맺고 끊을지 등의 행동에 영향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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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권력을 더 많이 가진다(Wilhelm, 2011).

공급네트워크에서 기업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구매자와 공급자 간의 관계의

속성, 그리고 권력 및 의존의 속성이며, 이러한 속성들에 따라 통제와 협력, 권력의

활용, 그리고 기회주의의 예방 등이 영향을 받는다(Tangpong, 2015).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반복된 거래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공급-구매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네트워크의 영역을 규정하게 되지만,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관계의 성격은

경쟁과 협력 사이에서 계속 변화한다(Wilhelm, 2011).

3. 공급네트워크의 구조와 기업의 성과

네트워크 상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위치의 구조적 특성은 관계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와 지식, 자원의 양을 좌우하고 결과적으로 해당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따라서 네트워크 참여자로서 조직은 네트워크 구조를 활용하여 바람직한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 한다(Bae & Gargiulo, 2004; Gulati, Nohria, 

& Zaheer, 2000; Wang, Zhao, Li, & Li, 2015; Zaheer & Soda, 2009). 기업간

공급네트워크는 계약에 의해 돈과 권력, 그리고 희소한 자원이 배분되는 정치적

경제 체계이다(Cook, 1977). 조직들은 자신이 활동하는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정도, 

네트워크에서의 위치, 그리고 네트워크에서의 자원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의 차이에

따라 네트워크에서 다른 조직들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크기가

달라진다(Carnovale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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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네트워크의 상호 연결성과 구조

공급네트워크의 구조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네트워크에서 참여자들간의

상호연결성이다. 이 상호연결성의 정도에 따라 공급네트워크를 크게 무작위

네트워크(random network), 작은세상 네트워크(small-world network), 무척도

네트워크(scale-free network)의 3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Basole & Bellamy,

2014), 각각의 네트워크 구조는 다음 [그림 2]와 같다(Airoldi, Bai, & Carley, 

2011).

[그림 2] 공급네트워크의 구조

(Airoldi et al., 2011)

우선 [그림 2]의 첫번째 네트워크인 무작위 네트워크는 가능한 노드 간의 연결이

무작위로 선택되는 것과 같은 네트워크로, 노드 간의 연결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는 복잡계 네트워크의 실증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네트워크 유형이다.

[그림 2]의 두번째 네트워크인 작은세상 네트워크는 클러스터가 많이 발생하며

노드들이 가장 거리가 가까운 이웃과 연결되며 격자모양으로 노드 간의 평균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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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가 짧다. 무척도 네트워크는 허브가 되는 노드를 중심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긴 꼬리를 갖는 연결중앙성 분포를 나타내며 멱함수의 분포를 따른다.

이상의 네트워크들의 구조적 속성은 공급네트워크의 참여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일련의 상호작용, 그리고 그 상호작용이 나타내는 상호의존성의 수준에 의해

발현되며, 공급네트워크에서의 중앙성의 분포나 권력의 분포를 결정한다(Basole & 

Bellamy, 2014). 예를 들어, 어떤 구매기업이 아웃소싱과 관련하여 갖는 정책,

듀얼 소싱(dual-sourcing)이나 단독 공급(sole-sourcing), 혹은 내부 조달 등의

정책은 공급네트워크 구조의 유형이 달라진다. 만일 해당 구매기업이 한

공급기업으로부터 단독 공급을 받다가 다른 공급기업의 연결을 추가하여 복수의

공급기업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전략을 실행한다면, 구매기업의 유연성을 높아지고

적시성에 대한 리스크도 감소하며, 접근 범위가 넓어짐으로써 공급기업들에 대한

협상력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무작위 네트워크에 비해 작은세상

네트워크에서는 군집을 이루는 정도가 높고 노드 간의 평균 거리는 짧기 때문에

작은세상 네트워크에 있는 기업들은 공급 네트워크 상의 자원의 흐름이 신속하여

이를 통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또 무척도 네트워크에서는 중앙에 위치하는

기업의 수가 적고 이들에게 다른 기업들이 의존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중앙에

위치한 기업의 실패는 연결된 다른 기업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실패가

일어났을 때 회복도 어렵다(Basole & Bellamy, 2014).

기업들이 더 많은 수요-공급기업 간 파트너십을 형성함에 따라 네트워크 안에서

배태성은 더욱 높아진다. 즉, 특정한 공급네트워크 구조 안에 있는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기업의 배태성이 높아지면, 거래

상대를 교체할 수 있는 능력, 환경변화에 맞게 새로운 거래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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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들은 네트워크 내에서 네트워크의 위치를 통해 권력을 얻거나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상에서 좋은 위치를 점한 조직은 외부의 정보와 지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습득하고, 사업의 기회를 얻거나(Burt, 1992), 내부의 역량을

사용하여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Zaheer & Bell, 2005). 또 조직은 자신의

시장지위와 권력을 활용하여 네트워크에서 자원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Cook, 1977). 따라서 조직이 네트워크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위치적 이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환경의 속성과 시장구조, 그리고 그 안에서의 자원과

권력, 정보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거나, 환경의 변화를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성과를 더욱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개별 네트워크 참여자에게 인식되는 환경은 참여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전체의 네트워크 내에 여러 개의 응집력 있는 하부 집단이 있을 수

있는데, 각 하부 집단을 내부의 연결 정도에 따라 클리크(clique), 군집(cluster), 

컴포넌트(components) 등으로 부른다. 참여자가 인식하는 환경은 전체 네트워크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적으로 속해 있는 국지적 네트워크(local network)일 경우가

많다.

다음의 [그림 3]은 이후의 실증연구를 위해 수집한 데이터 중 대한민국의

전기전자 제조업의 공급사슬에서 최상위에 있는 것으로 흔히 인식되는 3 대 기업인

삼성전자, LG 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직접 제품을 공급하는 1 차 공급기업들의

2018 년 기업 간 네트워크를 소시오그램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전자를 중심으로 각기 군집을 형성하지만, 두

개 이상의 기업에 동시에 공급하는 기업들도 있다. 이것을 각각의 허브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상호 분리되면서 동시에 공급기업을 통해 연결된 3 개의 군집이자

에고 네트워크가 된다. 상단에 위치한 삼성전자에서 가전 및 모바일기기와

반도체라는 큰 2 개 제품 군을 중심으로 하단 좌측의 반도체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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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하이닉스, 그리고 하단 우측의 가전 및 모바일기기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LG 전자를 중심으로 한 기업의 군집들은 공통의 공급기업들로 상호연결되어 있으며,

다른 군집과 연결되지 않은 기업들도 다수 존재한다. LG 전자의 주력제품은 가전,

SK 하이닉스의 주력제품은 반도체로 두 허브기업간에는 공통으로 구매하는 부품이

적기 때문에 두 기업을 동시에 연결하는 공급기업은 몇 개가 되지 않는다.

이 그림에서 삼성전자, LG 전자, SK 하이닉스 각각의 군집에 속하는 공급기업들이

인식하는 네트워크의 특성은 실제 전자산업의 전체 네트워크와는 다를 수 있다.

우선 각 허브기업들이 주로 생산하는 제품이 달라, 공급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는

방식의 한계가 다르고, 허브기업이 공급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위한 원칙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 둘 이상의 허브기업 군집에 속하는 공급기업이 인식하는 네트워크의

환경은 더 폭이 넓을 것이고, 전체 네트워크의 속성이 각 국지적 네트워크에서의

속성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군집의 국지적 네트워크는 작은세상

네트워크로 인식이 되더라도 전체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보면 무작위 네트워크에

가까울 수도 있다. 이처럼 네트워크의 인식 범위에 따라 환경에서의 전략 방향도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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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18년 전기전자산업 3대 허브기업들에 대한 1차 공급기업 네트워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네트워크 안에서 각 기업들은 자신들의 성과를 향상하기

위해 전체 네트워크에서의 구조적 위치를 활용하고, 또 이렇게 얻어진 성과를 통해

더 나은 구조적 위치를 확보한다. 그런데 공급네트워크에서 어떤 기업의 성과는

다른 기업과의 일대일 관계가 아니라 이 기업을 둘러싼 여러 공급자 및 구매자들의

동시적인 관계에 달려있으며(Bernardes, 2010), 그 관계들은 각기 상호

의존적이다. 수요-공급관계는 특정 기업과 그 공급자 또는 구매자만의 관계가

아니라 한 기업을 둘러싼 다수의 공급자와 구매자, 그리고 그 공급자 또는

구매자를 둘러싼 다수의 공급자와 구매자가 수없이 얽혀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의 한 지역에서 어떤 기업 A 가 공급자 B 와 오랫동안 거래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공급자 C 와 파트너십을 형성하면 그 지역의 네트워크

구조는 변화하게 되며, 기존의 파트너 B 는 새로운 간접적인 연결이 발생하지만

(Bae & Gargiulo, 2003), 공급네트워크에서 B 와 구조적 등위성을 가진 C 의

등장은 B 의 입장에서 사회적자본이 확장된다기 보다는 위협요인이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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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이다. 역으로 B 가 새로운 구매처 D 를 찾음으로써 새로운 연결을 형성한다면,

A 와 구조적 등위성을 가진 D 의 등장으로 A 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네트워크 안에서 구조적 위치와 함께 조직의 성과를 결정짓는 것은 개별

조직이 가진 내적 역량의 정도이다. 위에서 등장한 처음 연결을 갖고 있었던 A 와

B 기업이 역량이 향상되어 새로운 제품의 생산, 또는 기존 제품의 생산 확대로

인해 새로운 공급처를 확보하는 경우라면, 상호 연결의 강도는 유지되면서 연결

범위만 증가하므로 서로의 관계에서 갈등을 빚을 여지가 적을 것이다. 또한 A-B 

기업 모두 상대방이 성과가 좋지 않아 자신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을

경우 새로운 거래상대를 추가함으로써 손실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다. 이처럼

조직은 네트워크에서 정보를 얻고, 그것을 활용하여 성과를 향상시키고, 그 실현된

성과를 바탕으로 다시 새로운 연결을 형성할지 말지, 기존의 연결을 유지할지

끊을지 결정한다. 이러한 국지적 네트워크에서의 개별조직들의 행동이 모여 전체

네트워크 역시 진화하게 된다.

그렇다면 네트워크에서의 “구조적 위치가 좋고 위치의 이점이 있다” 고 할 때,

과연 어떤 위치가 좋은 것일까? 네트워크에서 위치가 좋다는 것은 네트워크 안에

있는 각 기업들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유용한 정보와 자원을 얻고, 이를 통해

성과를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공급네트워크에서 어떤 방식으로 성과를 높일

것인지에 대한 견해는 크게 반복되는 관계에 의한(relational) 관리인지 혹은

계약에 의한(transactional) 관리인지의 두 가지가 서로 양 극단에 위치해 있고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도 두 관점이 가장 자주 논의된다(Burt, 2002). 

먼저 관계 혹은 파트너십에 의한 관리는 서구의 관점에서는 일본의 성공모델이

소개되기까지는 낯선 것이었지만 네트워크 이론의 전통적인 성과 관점, 즉,

폐쇄적인 구조에서 강하고 밀접한 연결을 통해 조직 간에 안정과 신뢰, 협력적

규범이 자리잡고 이것이 기업의 성과로 이어진다는 주장(Gulati, 1995)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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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네트워크는 매우 긴밀하고 가깝게

연결된 기업들로 구성되며, 서로 지속적이면서 배타적인 관계를 유지한다(Uzzi, 

1996). 한편 개별 계약에 의한 관리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에 단순한 역할을

부여하고, 특정 공급자 또는 구매자에 의존, 관계의 수준을 최소화하면서

일정거리를 유지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네트워크의 느슨한 연결을 통해 조직이

중개자 지위(brokerage position)를 얻음으로써 독점적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여

성과로 이어진다고 하는(Burt, 1992, 2002; Granovetter, 1973) 구조적 공백

이론과 연결되는 지점이 존재한다. 이 관점에서 기업간 네트워크는 기업들 간의

느슨한 연결의 합이며, 이러한 구조는 비인격적이고 참여자는 점차 확산되거나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시장의 원형을 닮아있다(Uzzi, 1996). 자신이 속한

공급네트워크의 구조가 환경으로서 조직의 혁신과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할 때, 성과를 얻고자 하는 조직은 어떤 위치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2) 공급네트워크의 폐쇄성(Supply Network Closure) 

전통적인 경제학적 사고에서 사회적 연결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적 행동에

극소의 영향을 미치거나 때로는 가격 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해하기도 하는 것으로

설명한다(Granovetter, 1985). 이렇게 합리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구매기업은

공급기업에게 일정거리(arm’s length)를 유지하면서 어떤 형태든 몰입하는 것은

피하는 “불가근불가원(不可近不可遠)”의 전략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예전 미국에서의 전통적인 통념이었다. 그러나 일본 토요타 자동차를 대표로 하는

일본의 관계 기반 공급네트워크 관리방식이 토요타와 그 공급기업들이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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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성과를 내는 경쟁우위의 근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토요타의

공급네트워크 관리방식은 오랫동안 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어왔다(Aoki & 

Wilhelm, 2020; Dyer, Cho, & Chu, 1998). 토요타의 공급네트워크 관리는

공급자와 구매자 간의 파트너십을 유지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공유, 상호의존성, 

관계특유적 투자를 통한 비용의 절감, 신뢰형성을 통한 거래비용 및 모니터링

비용의 절감, 전략과 노하우의 공유 등을 꾀하는데, 이러한 일본식 공급네트워크

관리 모형은 전통적 시장모형의 효과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쟁우위를 획득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서구의 네트워크 관리 모형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Aoki & Wilhelm, 2020; Dyer et al., 1998; Uzzi, 1993, 1997). 이들처럼

네트워크에 배태된 기업들은 가격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고 즉각적인 경제적

합리성의 목표를 달성하기 보다는 즉각적인 이윤은 희생하지만 장기적이고

협력적인 연결을 통해 상대방의 자신에 대한 의존성을 향유하려 하며, 이를 통해

시장이나 계약, 수직 통합에서 얻어내기 어려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한다(Uzzi, 

1993, 1996).

예를 들어 토요타는 기본적으로 다수의 공급업체를 경쟁하게 하는 대신

공급업체의 수를 최소화하고 이들을 수직계열화하면서 기존의 공급업체를 육성하여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Iyer, Seshadri, & Vasher, 2019; Peng, 

Lee, & Tan, 2001). 토요타는 공급업체와 계약을 할 때 특정 자동차 모델의 전체

수명과 시장을 고려하여 그 일부에 대한 계약을 맺거나, 기존의 거래계약은 90% 

이상이 갱신되는 등 신뢰에 기반한 장기적인 거래를 염두에 두는 모습을

보인다(Iyer et al., 2019). 또 토요타는 우수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쿄호카이(Kyohokai: 協豊會) 라는 협력기업 협회를 운영하는데 쿄호카이 회원사를

통해 거의 모든 구매가 이루어지며, 이들과 정기 회의와 워크샵을 여는 등

토요타를 포함한 협력기업 간에 협력과 지식공유를 추구하고 있어, 구성 기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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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특허를 개발하고 등록하는 경우도 흔하게 나타난다(Aoki & Wilhelm, 

2020). 대신 토요타는 이들 공급기업들에 대해 즉각적인 원가절감, 6개월마다

이루어지는 원가 재검토, 성과도출에 대한 압박 등을 주고, 공급기업들은

생산과정에서 강도높은 모니터링을 받는다(Iyer et al., 2019). 토요타의 강한 연결

및 네트워크 폐쇄 전략과 관련하여 Borgatti & Li(2009)는 토요타에 브레이크

부품을 독점공급하던 아이신세이키(アイシン精機)사의 1997년 화재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에 따르면, 토요타의 리더십에 따라 토요타의 1, 2차

공급기업들은 인력과 지적 자산을 공유하면서 상호 신뢰하고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산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공급시설과 인력을 재빠르게 다른 1, 2차

공급기업으로 옮김으로써 관련 생산을 해본 경험이 없는 기업들에서도 9일 만에

정상 수준의 생산을 해 낼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토요타의 공급네트워크 관리 정책은 전통적인 네트워크 이론에서

주장하는 네트워크 폐쇄성 관점과 연결된다. 네트워크 폐쇄성 관점은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그들간의 강한 연결을 형성하고 신뢰와 협력적 교환을 원활하게 하는

사회적 규범을 창출함으로써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본다(Gargiulo & Benassi, 

2000). 이러한 교환의 논리에서 중요한 것은 기업 상호간의 기대와 기회가

반복적인 연결을 통해 형성되고 개별 기업들의 행동은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다(Uzzi, 1996).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해주면서 상대방이 자신이 해

준 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거나 보상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또 무언가를 받은

측에서는 상대에게 그에 상응하는 어떤 보답을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이러한

의무(obligations)와 기대(expectations)의 관계는 반복 재생산되면서 높은 수준의

신뢰가 구축되며 다른 기업과의 협력에 대한 위험 및 미래의 불확실성이 해소된다. 

거래상대가 협력적 태도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라는 신뢰는 공통의 제 3자가

존재할 때 더욱 강화된다(Gargiulo & Benassi, 2000). 에고(ego)와 연결 상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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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터(alter)들 간에 밀접하게 수많은 상호 연결이 존재하는 폐쇄적 네트워크에서는

호혜성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강력한 제재를 받음과 동시에 평판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미래의 네트워크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호혜성은 더욱 효과적인 규범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Coleman, 1988; Gargiulo & 

Benassi, 2000). 강한 연결은 더 높은 신뢰와 연관되어 있고, 높은 신뢰는

기회주의의 위험으로 인한 거래비용을 낮춤으로써 제휴 또는 조인트 벤처 등

조직간 관계에서 효율성을 향상한다(Zaheer et al., 2010). 기업은 강한 연결을

바탕으로 하는 깊이 있고 정확성이 높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적시에 얻을 수

있으며(Butler & Hansen, 1991), 또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효과적으로 인지하고

통합할 수 있다.

조직의 평판은 특히 폐쇄성이 높은 네트워크에서 형성되기 때문에(Coleman, 

1988), 이러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조직들은 기회주의적 행동을 최소화하고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정보는 모든 조직이 동일하게

공유하지 않으며 때로는 아주 밀접하고 친밀한 협력관계를 통해서만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반복적인 거래를 통해 신뢰가 쌓인 관계는 쉽게 얻기 어려운

기회와 가치 있는 정보의 공유를 촉진하여 기업에게 도움을 준다(Burt, 1992). 

이들은 불확실한 미래에서의 경제적 기회와 위험을 공유하며 이러한 공유는 신뢰의

기반이 되어 장기적 관계를 반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렇게 호혜적인 태도로

장기간 신뢰성 있게 행동하는 것은 조직의 평판에도 도움을 준다(Chung, Singh, & 

Lee, 2000). 예를 들어 두 개의 조직이 오랫동안 연결되어 있을 때, 두 조직은

상호의 신뢰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평판을 강화하며, 만일 한 쪽이 신뢰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다면, 그 정보는 두 조직이 공통으로 알고 있는 제 3자에게

전달될 것이다(Gulati, 1995). 이처럼 어떤 조직이 네트워크 상에서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였을 때 이는 사회적 신뢰와 호혜성 규범을 깨뜨림으로써 네트워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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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을 잃게 하고, 결과적으로 네트워크 내에서 조직의 장기적인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이러한 네트워크 환경은 조직들로 하여금 거래비용을 축소할 수 있게

해주고, 협력을 기반으로 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공급네트워크 관점에서 이러한 관계 기반 방식의 네트워크 관리는

시장을 지원할 법적, 제도적 규제가 불완전한 상황, 그리고 프로세스의 혁신이

필요하고 수요의 불확실성이 높을 때 기업간 유연한 조율과 정보 및 자원의 공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선택하는 방식이다(Zhou & Peng, 2010).

그러나 이러한 폐쇄적인 성격의 공급네트워크에서 조직들은 자의적인 판단보다는

집단의 규범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자율성이 제한된다. 공급네트워크가

고착되면, 호혜성의 규범은 더욱 강화되어 기존의 연결을 해체하거나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것은 조직의 평판을 해칠 수 있다. 또 한 시점의 네트워크 구조는

구조적 관성으로서 조직의 행동을 제약하는데, 특히 응집되고 폐쇄적인 네트워크

환경일수록 제약성은 더 커진다(Zaheer & Soda, 2009).

폐쇄적이고 밀도가 높은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참여자들은 다른 참여자의

행동을 준거로 자신의 행동을 판단하게 되며 형성된 집단적 규범 속에서 행동의

방향과 정도가 규정된다. 그리고 네트워크 내에서는 기존 구성원 다수가 하는

방식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며 구성원은 응당 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비공식적인

압력이 존재한다. 또 이러한 폐쇄적 네트워크에서는 중도에 개입하는 행위자가

많으므로 신사업의 기회(entrepreneurial opportunities)를 개발할 능력도

제한된다(Burt, 1997). 그리고 기업간의 거래 네트워크는 사회의 친구나 조언

네트워크와는 달리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Gnyawali & Madhavan, 

2001), 폐쇄적인 네트워크에서는 거래 파트너의 행동은 항상 쉽게 관찰되고

경계의 대상이 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런 폐쇄적인 네트워크에서 행위자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 전략은 뒤에서 다룰 개방적 네트워크에서의 행위자가 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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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들은 안정적이고 신뢰가 높은

기존의 네트워크 안에 머무르면서 알터들 간의 연결을 방관하고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수확한다(Bae & Gargiulo, 2003).

Uzzi(1997)는 뉴욕의 여성의류기업 네트워크에 속한 23개 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기업이 강한 연결 네트워크 안에 있으면 서로 간에 우정

관계가 형성되어 기회주의를 차단하고 시간을 절약하며, 통합적 합의에 도달하는

등 경제적 효율성의 측면에서 이점이 있지만, 이것이 과도할 경우에는 현실에

안주하는 조직(relief organization)이 되어 외부의 충격이나 네트워크 밖에

일어나는 일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였다(Uzzi, 1997). 

이처럼 강력한 네트워크 안에서 조직은 관료적 관행과 경직된 조직운영 때문에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지고, 관성화된 연결은 더 이상 사회적 자본의

원천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낮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Gargiulo & Benassi, 

2000). 

한국의 공급네트워크 관련 사례를 들어 살펴보자. 대한민국의 화장품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유한 아모레퍼시픽은 2018 년말 현재 아리따움 1,186 개, 

이니스프리 750 개, 에뛰드 321 개 등 3 개 브랜드에서 총 2,257 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었다 1 . 그러나 2019 년 서경배 회장이 전사적 디지털화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뛰어넘는 옴니채널화 정책을 선언하고 쿠팡 등 e-커머스

업체와 CJ 올리브영 등 헬스앤뷰티(H&B) 스토어, 자사 온라인몰 등으로

유통채널을 확대한 이후, 2020 년 8 월말 현재 가맹점은 아리따움 880 개, 

이니스프리 546 개, 에뛰드 170 개 등 1,747 개로 2018 년 말 기준 77.4% 만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가맹점의 감소추세는 본사와 가맹점 간의 폐쇄적이고 강한

                                        
1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franchise.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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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로 구성된 판매 네트워크가 2017 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후 중국 관광객의 감소, 소비자의 온라인 쇼핑 증가, 2020 년 COVID-19 

팬데믹 상황 등 인한 급속한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야기함으로써 조직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조직의 네트워크를 느슨한 연결의

형태로 전환하는 시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강한 연결 네트워크에서

호혜성의 규범을 저버렸을 때 받게 되는 비난과 평판의 하락 등 강력한 제재를

면할 수는 없었고, 이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은 2020 년 공정거래위원회에 피소되고

국정감사장에 출석을 요구받으며, 수많은 부정적인 언론기사가 나오는 등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감수하여야만 했다2.   

3) 중개자 공급네트워크(Brokerage Supply Network) 

앞서의 네트워크 폐쇄성 관점에 반하여, 기업의 자율성(autonomy)과 유연성

(flexibility)을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직접적이고 강한 연결보다 간접적이고 느슨한

연결, 그리고 개방된 네트워크에서의 중개자로서의 지위가 기업 성과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Gargiulo & Benassi, 2000). 이러한 관점을 채택하는 기업들은

거래상대를 늘림으로써 상대가 자신의 가격을 협상할 수 있는 폭을 줄여

비효율적인 관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으로(Uzzi, 1993) 미국식의 시장을

기반으로 한 공급네트워크 관리 방식에서 흔하게 적용된다.

매우 이상적인 형태의 원자화된 시장에서 교환 관계의 상대들은 서로

일정거리(arm’s-length ties)를 유지한다. 행위자들은 이기적인 동기로 행동을

                                        
2 조선비즈 2020.10.22, “국감장 선 서경배 아모레 회장 “가맹점 상생 방안 더 모색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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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행위자들은 기존의 연결파트너에 대한 의존을 피하고 새로운 참여자들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 수시로 새로운 공급기업이나 수요기업으로 파트너를

교체한다(Uzzi, 1997). 따라서 이처럼 계약 또는 시장을 기반으로 한 거래에서는

공식적이며, 법률적인 계약에서 의무와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상호 연결된

기업들간의 관계가 규정된다(Shin, Park, & Park, 2019).

특히 안정된 법과 규제의 틀이 존재하면서 산업의 기술은 성숙하고 표준화된

단계에서 기업들은 경쟁우위가 있는 공급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Zhou & 

Peng, 2010). 경쟁정도가 낮고 네트워크 내부에 있는 기업들의 생산비가 네트워크

외부 기업과 비슷할 때는 거래비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트워크는 폐쇄 상태로

유지되지만, 경쟁정도가 높아지고 외부 공급자들의 거래조건이 더 유리하다면,

일정거리를 유지한 계약 기반 거래를 통해 네트워크 외부 기업들과 거래할 유인이

커지게 된다(Burt, Guilarte, Raider, & Yasuda, 2002). 이처럼 경쟁정도가 높고

거래의 대안이 많은 시장에서 효율성을 판단하고 교환을 성사시키는 기준은 오직

가격과 품질데이터로 한정되며(Uzzi, 1996), 다른 모든 정보는 고려되지 않고

사회적인 유대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 설령 거래가 반복되거나

잠재적으로 장기계약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타적 행동이나 몰입에 의한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기적인 행동일

뿐이다(Uzzi, 1993).

네트워크 폐쇄성 관점에서는 정보 획득에서의 신속성을 중시한다면, 중개자

네트워크의 관점에서는 정보의 참신성을 중시한다. 따라서 노드 간의 연결이

정보의 통로라고 할 때, 강한 연결은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지만, 대신 정보는

진부해지고 불필요하게 중복되기 마련이다(Granovetter, 1973). Granovetter

(1973)는 비공식적인 사회적 접촉 또는 연결이 어떻게 직장을 찾는 경로가 되는지

탐색하였는데, 이를 통해 직장정보를 구하는 방법과 경로가 합리적 선택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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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적인 상황에서 정보수혜자의 전략적 위치에 따라 얻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를 통해 “약한 연결의 강함(the strength of weak 

ties)”이라는 유명한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는 중개관계(bridge relation)가 약할

때는 강한 연결보다 강도가 약한 연결이 정보에의 접근성과 정보 흐름에 있어 더

유리하다고 설명한다(Granovetter, 1973). 유대관계가 강한 관계에서는 정보가

집단 내부에서 이미 공유되는 경우가 많고, 느슨한, 즉 간접적인 연결을

유지함으로써 네트워크 참여자는 정보의 참신성이 중시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Granovetter, 1973).

Granovetter(1973)의 “약한 연결(weak ties)” 개념을 발전시켜 Burt(1992)는

사회네트워크의 질적인 측면에 보다 주목해야 함을 지적하고, 네트워크 참여자의

구조적 위치를 밝히는 것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그는 서로 연결되지 않은 집단

사이, 이른바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s)”에 걸쳐있는 관계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함으로써 정보의 다양성과 중개자로서의 기회(brokerage 

opportunity)를 통해 사회적 자본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한다(Burt, 1992). 

구조적 공백은 네트워크 내에서 연결관계를 갖지 않는 조직들 사이에 존재하는 빈

공간을 가리키는데(Burt, 1992), 두 집단 간에 구조적 공백이 있다는 것은 각

집단에 속한 기업들이 서로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활동에

집중하느라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때로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의 완충장치가 되기도 한다(Burt, 2002). 이러한

구조적 공백이 존재할 때 특정한 구조적 위치, 즉 서로 분리된 이질적인 여러

집단(cluster)을 연결하는 중개자로서의 지위를 차지하는 기업은 서로 접촉할

기회가 없거나 적은 이질적인 조직들을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을 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중개자는 네트워크 내에서 분리된 여러 집단으로부터 중복되지

않는 다양한 정보를 얻고 그 정보에서 새로운 지식과 관점을 발견하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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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간의 정보의 흐름은 통제하기 때문에 차별화된 경쟁우위를 획득할 수 있다

(Burt, 1992, 2002).

이처럼 구조적 공백 이론의 논리는 네트워크 참여자들로 하여금 현재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현재 자신의 알터와 연결되지 않은 제 3 자와의 연결을 통해 네트워크

연결의 확장 전략(expansionist strategy)을 펼 것을 권장한다(Bae & Gargiulo, 

2003). 이러한 맥락에서 매우 높은 경쟁적 압력 하에 있는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과 관행을 흡수, 이전 및 교환하기 위해 독특하고 새로운 지식과 자원을 가진

원거리의 기업들과 거래하고자 한다(Zhou & Peng, 2010). 구조적 공백이 높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업들은 서로 연결되지 않은 여러 클러스터들과의 연결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다양한 파트너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의 연결을 통제하면서 협상력을 높이고 기회주의를 추구함으로써 다른

참여자보다 상대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다(Gargiulo & Benassi, 2000). 또 이들은

기회주의적 행동을 통해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비용은 지불하지 않으면서 네트워크

규모로 인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Burt, 1992). 

또한 구조적 공백이 많은 조직들은 네트워크에서 더 낮은 제약성과 더 많은

자율성을 얻을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강한 연결의 네트워크에 속한

조직들은 자율성이 제한되지만, 이와 달리 느슨한 연결을 유지하고 구조적 공백이

많은 조직은 자산, 정보, 지위 등을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획득하고 결합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구조적 공백이 많은 조직은 중앙성 또한 높은 조직으로, 다른

기업들의 의존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자산과 정보는 더 다양하고, 

네트워크 참여자 간에 간접적인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파트너들은 이 조직에 더

의존하게 되므로 구조적 공백이 많은 조직은 더 높은 지위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Gnyawali & Madhavan, 2001). 이 때문에 구조적 공백이 많은 조직은

거래관계에서 보다 경쟁적으로 행동하거나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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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일본식 공급네트워크 관리방식에서도 점차 낮은 성장률, 더 낮은

재무성과, 더 높은 비용의 문제가 나타나는 양상이 있고, 최근의 일본에서 성장률이

둔화되고 경제가 침체된 것은 일본식 공급네트워크 관리방식의 강점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McGuire & Dow, 2009). 구매기업의 입장에서

가까운 소수의 공급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정보에

더 둔감하게 만들며, 실제 시장정보와 최신 기술에 대한 지식은 오히려 직접

연결되지 않은 2, 3 차 공급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Choi & Linton, 

2011). 그러므로 LG 전자, Apple, 미국 혼다와 같은 기업들은 2, 3 차 공급기업과

1 차 공급기업에 대한 납품계약을 직접 맺으면서 1 차 공급기업은 품질과 납기를

관리하고, 자신들은 비용과 기술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구조적 공백을 확장하고

활용하는 전략을 활용하기도 한다(Choi & Linton, 2011; Yan, Choi, Kim, & Yang, 

2015). 한편 공급기업의 입장에서 수직계열화된 공급기업들은 고객의 범위가 매우

제한되고, 혁신이 허브기업의 니즈에 의해 주도되기 때문에(Zhou & Peng, 2010), 

핵심활동과 핵심역량을 내부화하려는 공급기업들은 거래 상대를 선정함에 있어 더

큰 유연성을 추구하게 될 수 있다(McGuire & Dow, 2009).

4) 전략적 파트너십

본래 공급사슬 관점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은 “구매기업과 공급기업 간에 상당한

기간 동안 정보와 위험, 그리고 보상을 공유하면서 몰입을 가지고 지속되는 상호

관계”로 정의된다(Gentry, 1996). 이러한 관점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비용의 최소화 및 고객의 만족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는 것으로

가정하지만, 보다 넓은 전체의 공급네트워크 시각에서 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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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기업하고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다중적인 거래관계를 갖기 때문에 기업의

위치와 현재 위치에서의 거래 파트너에 대한 의존도,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의

성과와 앞으로의 성과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래 대상을 확대할 지,

다른 제품이나 사업 영역으로 확장할 지, 외부에서 구매해 오던 것을 직접 생산할

지 등 미래 거래 네트워크에서 자신의 위치적 특성을 좌우하는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자원의존이론(resource dependence theory)에서는 조직간 관계에서 어떤

기업에 대해 파트너가 행사하는 권력은 해당 기업이 파트너가 가진 자원에

의존하는 정도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설명한다(Pfeffer & Salancik, 1978). 조직

간의 거래가 반복되면, 그 거래를 위한 거래특유적인 자산(Williamson, 1985)이

형성되고, 거래특유적인 자산은 조직간에 상호 의존을 초래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의 조립 기업과 부품을 생산하는 공급기업이 있고, 공급기업이 특정

컴퓨터에 적합한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 투자를 하였는데, 그 설비가 다른

기업과의 거래에서 잘 활용될 수 없다면 이 설비는 거래특유적인 자산이 된다. 

그리고 그 설비가 그 공급기업에만 존재하는 것이고 다른 공급기업은 장치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조립기업은 자신이 생산하는 컴퓨터 모델에 적합한 부품을

생산하는 공급기업에 의존하게 되며, 공급기업은 조립기업의 의존성을 활용하여

기술에 과소투자를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이경묵, 1996). 결국

반복되는 거래는 거래하는 기업 간에 거래비용을 축소하고 정보의 신뢰성을 높여

호혜성(reciprocity)을 기반으로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거래가

반복될수록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정보의 양과 잠재적 이익은 점차 감소하고(Gulati, 

1995),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적응력과 조직의 성과 역시 차츰 감소한다(Chung, 

Singh, & Le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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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조립기업은 공급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급기업의 수, 즉 연결범위를 확대하여 비슷한 거래를 다수

행하면서(이경묵, 1996), 특정 파트너에 대한 혜택을 주지 않고 잠재적인 거래

파트너들을 일정 거리(arm’s-length)를 유지하면서 그들끼리 경쟁하도록 하는

균형전략을 활용함으로써(Chung et al., 2000) 자신의 권력은 증가시키고 상대방의

권력은 제한하려 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업 간의 쌍대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존도가 차이가 있어 권력에서도 차이가 난다면, 기회주의적 행동을 보이지

않도록 상대방의 권력을 통제하고 제약하는데 네트워크의 구조를 활용하는

것이다(Burt, 1992). 결국 구조적 자율성은 거래 상대 기업들이 특정 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할 때 보장받을 수 있고, 자신 외에도 대안이 많이 존재한다면

구조적 공백으로 인한 위치적 이점은 감소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실제 기업 사례를 통해 보자면,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에서는

현대기아자동차 등 조립기업들이 부품공급기업에 대한 정책으로써 일반 부품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과의 연결을 허용하는 개방적인 부품조달전략을 사용하면서, 

엔진이나 변속기 등의 핵심부품에 대해서는 다른 조립기업에 납품을 금지하고

수직통합 수준의 폐쇄적인 부품조달전략을 사용하는 방식의 이원화된 거래방식을

취하는데(복득규, 2008), 이는 네트워크 관점에서 자신의 구조적 공백을

확장함으로써 상대방의 구조적 자율성을 제약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수요기업의 입장에서 파트너 기업의 권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를 평가하고

핵심역량과 관련된 중요한 파트너는 추가적인 연결을 하지 못하도록 구조적 공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자신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핵심역량과 연결되지 않는

파트너는 자원의 의존도가 높지 않으므로 권력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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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급네트워크의 진화와 조직 전략

  

1) 공급네트워크의 진화

네트워크 구조에서 개별 조직의 위치적 특성이 선행요인으로서 네트워크

참여자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꽤 있었지만, 개별 조직의 특성이

네트워크 구조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Zaheer & Soda, 2009). 기존의 네트워크 이론에서는 네트워크 구조가 어느 정도

영속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가정 하에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나 기업 간 제휴, 지식공유 등에 관한 실증연구들이

수행되었다(Bernardes, 2010). 최근 들어서 네트워크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역동성에 대해 제한적으로나마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데, 조직 수준의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개인 차원의 연구에서는 리더십 관련 연구에서

리더의 카리스마(Balkundi, Kilduff, & Harrison, 2011)나, 혁신적 리더십(Bono & 

Anderson, 2005) 등이 네트워크 중앙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약하나마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또 팀 간 네트워크를 분석 수준으로 한 실증연구 중에는

구조적 공백이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찾고자 한 Zaheer & Soda(2009)의 연구가

있는데, 이들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팀의 네트워크를 종단적으로 관찰한 결과, 

과거에 중앙성과 구조적 공백, 그리고 지위가 높은 팀은 이후의 네트워크에서

중앙성과 구조적 공백이 더 높게 나타났고, 과거에 팀 응집도가 높았던 팀은

이후의 네트워크에서 구조적 공백을 더 넓히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에서 참여자들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한 시점에서의 위치와

전체 구조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한다. 그런데 한편으로 현재 어떤 노드가

네트워크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자연적이고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라기 보다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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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가 과거에 펼친 선택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네트워크에서 노드가

차지하는 위치는 새로운 경쟁 역량을 획득하는데 기여하고, 그 역량을 활용하여

노드는 다시 새로운 연결을 형성할 수 있다(Powell, Koput, Smith-Doer, & 

Owen-Smith, 1999). 네트워크에서 조직이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은

네트워크에서의 자율성과 제약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구조의 변화는

과거 시점의 네트워크에서 각 조직들이 가진 구조적 자율성과 구조적 제약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Zaheer & Soda, 2009). 조직들은

영위하는 사업의 니즈 변화에 따라 네트워크 안에서 더욱 바람직한 지위를

확보하거나, 기존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의 상대와의 연결을 끊거나, 강도를

조정하거나 새로운 상대와 연결을 시도하는 등의 전략적 행동을 취하며, 이러한

국지적 네트워크에서의 과정을 통해 시간이 흐르면 전체 네트워크의 구조, 그리고

그 안에서 각 참여자의 위치는 변화하게 된다. 네트워크에서 어떤 기업의 위치는

네트워크 내에 존재하는 모든 참여자의 연결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Butler & 

Hansen, 1991; Gulati,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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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네트워크에서의 권력

네트워크에서 더 좋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서 기업간 권력의 차이는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공급사슬 상에서 최종 조립기업과 부품공급기업

간에는 거래되는 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종 상품이나 서비스에 특화되어 있는

거래특유적 투자라는 특징을 갖는다. 그런데 이러한 거래 특수성의 정도와

거래특유적 투자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거래당사자들은 협상력이 약해지고 이에

따라 기회주의적 행동을 할 유인도 커진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를 생산하는 경우

모델 별로 기능과 특성, 재질, 모양 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부품 역시 모델 별로

특화되어 생산되는 것이 많다. 그런데 만일 공급기업 A가 조립기업 B가 생산하는

휴대전화의 어느 모델 a의 부품을 집중 생산하고 있고 그 공장의 모든 설비가 그

모델 a의 부품에 특화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 경우 공급기업 A의 투자가

조립기업 B와의 관계에 집중되기 때문에 조립기업 B는 협상력이 강해지고

기회주의적 행동을 할 유인도 커진다. 역으로 조립기업 B의 입장에서 모델 a의

부품을 공급기업 A가 독점 생산함으로써 공급기업 A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진다면 공급기업 A가 기회주의적 행동을 할 유인이 커질 수 있다. 이러한

관계에 내재하는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네트워크 상에서 각 기업들은 연결의

강도나 범위를 조정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현실의 사례를 통해 보자면, 1999년 한국의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자동차부품 기업들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거래선을 더욱 다변화하였고

이때 비용과 품질역량이 높은 기업일수록 거래선이 다양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득규, 2008). 이는 외환위기라는 외부의 급속한 환경변화 상황이 기업들이 거래

상대방에 의존도가 높은 거래, 즉 강한 연결의 위험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어

협상력을 높이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연결을 증가시키는 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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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뛰어난 비용 및 품질

역량은 다른 기업이 쉽게 모방하기 힘든 자원이고, 특히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많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권력을 형성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비용과 품질에서 경쟁우위를 가진 기업들은 이러한 우위를 활용하여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대안의 탐색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네트워크에서 구조적으로 더 좋은 자리와 새로운 권력을 차지하는

기업들은 내부 역량이 뛰어난 기업들이며, 이 기업들은 또 다시 네트워크의 구조적

이점을 누려 자원과 정보를 획득하거나 통제함으로써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게

된다(Boje & Whetten, 1981; Zaheer & Bell, 2005). 과거의 네트워크에서

조직들은 위치의 이점을 활용함으로써 경험을 쌓고 사회적 맥락을 익히며, 미래에

기회를 줄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얻어 미래의 네트워크에서 더 좋은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Zaheer & Soda, 2009). 즉, 네트워크에서의 위치가

기업성과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성과가 위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위치가

좋을수록 성과가 좋고 또 그 성과를 통해 더 좋은 위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위치의 이점이 재생산될 수 있다.

기존 네트워크에서의 권력과 영향력의 형태는 어느 정도는 제도화되고

관행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으며(Pfeffer, 1981), 기존의 네트워크를 통해

권력의 이점을 누리기도 쉽기 때문에 일단 강한 권력을 가진 조직은 권력이 약한

조직에 비해 외부 환경의 변화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존에

네트워크에서 더 중앙에 위치한 조직들은 이후의 네트워크에서 더 많은 구조적

공백을 보유할 수 있다(Zaheer & Soda, 2009). 역으로 기존의 네트워크에서

처음에 제약이 많고, 이로 인해 성과가 좋지 않은 조직이라면 네트워크에서 더

좋은 위치로 이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후의 네트워크에서도 좋은 위치를 점하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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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네트워크에서 위치가 불리한 조직이라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역량의

향상과 혁신에 각별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에서 위치적 이점이 있는

조직이라 하더라도,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좋은

위치를 계속 점할 수는 없다. 네트워크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와 기회는 개별

조직의 탁월한 역량이 있을 때 그 효용성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직들은 네트워크를 주어진 환경이라고 받아들이기 보다는 조직학습 프로세스로써

이해하고 더 나은 위치를 점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3) 공급네트워크와 조직학습

점점 더 복잡해지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조직들은 항시 급진적인

변화에 대비하여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할 가능성을 탐험(exploration)할 필요와, 

동시에 기존의 지식과 역량, 자원을 최대한 활용(exploitation)함으로써 기존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효율성과, 통제, 그리고 점진적

혁신이 필요한 성숙 시장과 유연성, 자율성, 그리고 실험이 필요한 신기술 및

신시장에서 모두 경쟁해야 하는 조직들은 현재의 역량을 유지하면서 미래의

성장동력을 위한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March, 1991). 변화의 폭이 작고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네트워크의 구조 변화도 매우 느리고 점진적으로

발생하지만, 신기술의 도입과 같은 외부적인 큰 변화와 충격이 발생하여

불확실성이 높아질 경우에는 조직 간 상호작용 패턴도 급속히 변화함으로써

네트워크 구조와 권력의 형태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Burkhardt & Brass, 1990)

네트워크의 폐쇄성과 구조적 공백의 관점은 상반되므로 각기 상황에 따라 조직의

성과에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조직들은 이를 이해하고 적절히

전략에 적용함으로써 바라는 방향으로 조직의 성과를 향상할 수 있다. 강한 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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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혜적 규범은 안정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반면, 느슨한

연결은 조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공하고 중복되지 않는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Burt, 1992; Gargiulo & Benassi, 2000). 새로운 연결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외부로부터 새롭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지식을 흡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조직이 혁신을 시도하는 데 도움을 주고, 기존의 연결을 강화하는

것은 협력의 규범을 형성함과 동시에 기존의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정보와 지식 및

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 배분하여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Rogan & Mors, 

2014; Tiwana, 2008).

중개자적 위치가 주는 창의성과 혁신에 대한 아이디어와 시도, 그리고 배태된

관계에서 나오는 신뢰와 실행력의 강점은 한편으로 상호 보완적이기도 하다. 

따라서 조직들은 두 가지 상반된 니즈를 동시에 이상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지점, 

즉 네트워크의 적절한 포트폴리오, 또는 제휴 양면성(alliance ambidexterity)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Tiwana, 2008). 예를 들어, 처음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서 조직은 많은 신선한 아이디어와 관점을 필요로 하고, 

이 때문에 약한 연결이 많은 것이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지식과 정보의 신뢰성이 필요하고, 얻은 정보들을 심도있게

통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강한 연결이 도움이 되기도 한다(Koka & Prescott, 

2008; Tiwana, 2008).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 조직들은 효율성과 유연성의 균형을

찾아야 하는데, 두 니즈는 본질적으로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조직들이

두 가지 상반된 니즈에 동시에 적응하면서 균형점에서 자원과 활동을 배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O'Reilly & Tushman, 2013; Rogan & Mors, 2014). 

조직들은 환경의 불확실성과 외부 자원의 양 등 동일한 환경에서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이는 네트워크의 연결 변화, 그리고 전체 네트워크의 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네트워크에서 조직이 차지하는 위치, 혹은 거래 상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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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의미하는 네트워크 포트폴리오의 특성은 각기 상반된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나 기업의 전략에 따라 조직성과에도 각기

다른 영향을 준다(Koka & Prescott, 2008). 이때 기존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은

조직의 성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Koka & Prescott, 2008) 조직들은

두 가지 지향점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균형을 맞추려는 내재적 압력이 발생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환경과 전략적 상황은 지속적으로 바뀌게 되며, 따라서

조직들은 네트워크에서의 다른 조직과 연결을 새로 맺거나 끊고, 혹은 연결의

강도나 내용을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지속적인 재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Ahuja, 

Zaheer, & Soda, 2012; Koka & Prescott, 2008). 이처럼 네트워크의 포트폴리오가

어느 지점에서 이상적인 형태로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외부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바꿀 필요가 있고, 설령

변화의 수준이 낮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프로젝트의 개발이나 진행, 혹은 과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거래 상대를 추가하거나 교체하거나 거래관계를 청산할 수

있으므로 네트워크 포트폴리오는 지속적으로 진화할 수 밖에 없다(Tiwana, 2008).

사업기회를 포착하고 혁신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경영자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의 실행을 지원하는 에고 네트워크를 만들어 전략적 우위를 획득하는

것은 경영자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일 것이다(Butler & Hansen, 1991).

5. 공급네트워크에서의 구조적 위치

네트워크 상에서 어떤 참여자가 차지하는 구조적인 위치는 노드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트워크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한다는 것은 교환관계에서 행위자가

더 나은 협상을 이끌어낼 능력이 있고, 다른 행위자들에 대한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존경과 주목을 받음으로써 다른 행위자보다 더 많은 기회를 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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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은 덜 받는다는 것을 뜻한다(곽기영, 2019). 각 노드는 합리적 행위자로서

주어진 위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Borgatti & Foster, 2003). 조직간 네트워크에서 각 조직들은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써 연결관계를 형성하고 활용하는데, 한 조직이

네트워크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연결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의 질과 양을

최대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 네트워크에서 구조적 위치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으로 논의되는 속성은

바로 중앙성(centrality)이라는 개념이다(Freeman, 1978). 중앙성은 네트워크

내부에서 한 행위자가 차지하는 전략적인 위치이자 다른 행위자에 비해 가진

상대적인 권력의 정도를 상징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각 행위자들이 다수의 다른

행위자들과 직간접적으로 많은 연결을 형성함으로써(Scott, 2000) 네트워크의

중앙과 가까운 곳, 혹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Borgatti, Everett, & Johnson, 2018; Freeman, 1978; Scott, 2000; Wang 

et al., 2015). 중앙성은 비공식적인 영향력, 다양한 정보, 그리고 풍부한 지식과

가치있는 자원 등을 얻기에 유리한 지위로서 권력의 원천, 혹은 유명세 등으로

흔히 인식된다(Borgatti et al., 2018; Ibarra, 1993; Koka & Prescott, 2008; Wang 

et al., 2015; 김용학.김영진, 2016). 중앙성이 높은 노드는 네트워크 내에서 중요한

존재이거나, 높은 위계적 지위를 활용하여 가치있는 자원을 통제할 수 있고(Ibarra, 

1993), 높은 인기, 혹은 많은 정보를 확보하여 다른 네트워크의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Borgatti et al., 2018; 김용학 & 김영진, 2016). 또

네트워크에서 중앙에 위치하는 노드는 자원의 축적이 원활하기 때문에 중앙성이

높은 노드는 중앙성이 낮은 노드에 비해 높은 성과를 보일 수 있다(Powell, Koput, 

Smith-Doer, & Owen-Smith, 1999). 이처럼 중앙성은 권력과 영향력 등의

개념과 관련하여 가장 흔하게 쓰이는 지표이며, 다른 중요한 집단의 속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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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와 높은 수준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구조의 핵심적인

축으로 평가되어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Freeman, 1978; Wang et al., 2015). 또한

우리는 중앙성을 통해 네트워크에서 정보나 자원의 흐름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다(Borgatti, 2005).

기업 간 공급네트워크에서 중앙성이 높은 기업은 중요도가 매우 높다. Yan, Choi, 

Kim, & Yang(2015)은 혼다와 토요타 자동차의 1차 공급업체에 다수 부품을

납품하는 어느 2차 공급기업, LG 전자에 Qualcomm사를 통해 반도체를 납품하던

타이완 반도체 매뉴팩처링(TSMC)과 같이 구매기업과 직접 연결이 되지 않더라도

중앙에 가까운 위치를 차지한 공급기업을 넥서스 공급기업(nexus supplier)이라고

칭하고, 구매기업은 공급네트워크에서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우선 공급자로서 다른 많은 기업들과

연결되고, 다른 중요도가 높은 기업들과 연결되며, 다른 기업들 간의 연결에서

최단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Yan et al., 2015). 이처럼 공급네트워크에서 중앙성이 높은 기업은

네트워크에서 연결되고 도달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다른 네트워크

파트너들로부터 지식과 정보를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고, 정보에의 접근성이 높아

정보가 다양하고 풍부하다(Bellamy et al., 2014). 이 때문에 중앙성이 낮은

기업들과는 정보비대칭이 발생하며, 정보가 풍부한 기업들은 더 신속하게 기회를

잡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Gulati et al., 2000). 또한 공급네트워크에서 중앙성이

높은 기업들은 더 이름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른 파트너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Koka & Prescott, 2008) 잠재적 파트너 입장에서

이들과의 거래는 낮은 불확실성, 품질의 신뢰성과 정당성에 대한 유추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Podolny, 2001).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넥서스 공급기업과 같이 높은

중앙성을 가진 기업들은 최종 생산물의 비용을 절감하고 품질을 향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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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내에서 최종 수요기업과 중간 공급기업들 간의 활동 및 원료나 물자,

자원 등의 흐름을 정렬하여 전체 네트워크의 성과를 향상시킬 뿐 아니라, 

네트워크에서의 지배력이 높고 대체가능성은 낮다(Yan et al., 2015).

네트워크의 강한 연결을 긍정적으로 보는 연구에서는 중앙성이 높은 기업들은

공식적, 비공식적 연결통로를 많이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강하게 연결된 기업들을

통해 짧은 시간과 경로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대한 통제력과 권력을 얻고, 지식과 정보를 효율적으로 얻거나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또 이러한 견해에서는 중앙성이 높은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보충 자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성과로 이어지기 쉽다. 강한

연결은 그 자체로 연결된 조직들 간에 상호 자원을 몰입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므로, 교환 관계의 질이 높고 조직의 경계를 넘어 절차와 루틴을 공유하는

경우도 많다(Koka & Prescott, 2008). 또한 조직의 중앙성에서 나오는 권력은

혁신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혁신의 결과물이 산업의 기술표준으로 인정받는 데에

필수적인 긍정적 피드백을 쉽게 얻을 수 있게 해준다(Ibarra, 1993; Soh, 2010). 

혁신에 필요한 내부적 자원을 외부적 자원과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며,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혁신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도

유리하다(Ibarra, 1993).

그렇다고 해서 높은 중앙성이 항상 바람직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중앙에

위치함으로써 얻는 불이익도 있는데, 우선 효율성 측면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많은 연결을 가진 기업들이 높은 밀도의 네트워크에 속한다면, 지식과 정보가 너무

과도해짐으로써 효율성과 시의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Mariotti & Delbridge, 

2012). 또한 정보의 원천이 넘쳐남으로써 기업이 과도한 탐색(over-search) 

활동을 하고 이것이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중앙성의 이점을 상쇄하게

되는 문제도 있다(Walker, Kogut, & Weijian, 1997). 또한 현재의 성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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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에서 구조적 관성을 초래함으로써 새로운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게 되거나 혁신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잃게 되는 경우도 있다

(G. Ahuja, 2000). 또 조직이 네트워크에 과도하게 배태되는 경우에는 위험요소의

영향 또한 강해지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취약해지거나 네트워크 외부에 존재하는

정보로부터 차단당할 위험도 있다(Uzzi,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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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탐색적 사례 연구

본 장에서는 기업들의 특성과 성과, 그리고 위치의 변화 등 기업간

공급네트워크의 진화와 관련된 가설을 탐색하기 위해 전체 전자산업

공급네트워크의 한 부분집합인 국지적 네트워크의 특성과 그 네트워크에 포함된

기업들의 특성을 삼성전자의 공급네트워크 사례를 통해 이해하고자 한다.

삼성전자를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의 전자산업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기업일 뿐 아니라 글로벌 전자산업 시장에서도 업계 1, 2 위를

다투고 있는 대표적 기업이면서, 전자산업에서 대표적인 가전,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거의 모든 영역을 망라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산업의

공급네트워크 특성을 다각도에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삼성전자가 공급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방식이라는 국지적 환경 속에서

여기에 속한 기업들이 전자산업이라는 전체 네트워크의 다른 영역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시도, 혹은 삼성전자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유지하려는 시도들에 따라 성과와

위치가 2014 년부터 2018 년 사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하였다. 그리고

공급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명제를 도출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1. 실증연구의 배경

기업이 공급하는 제품에 대한 수요의 성격에 따라 공급네트워크 관리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Fisher, 1997). 전자업종의 제품특성, 그리고 삼성전자의 공급업체

관리정책은 공급네트워크의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므로 업종의

특성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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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전자산업의 특성

한국에서 전기장비 및 전자 관련 제조업의 2019 년 총 매출액은 342 조 원으로.

2019년 현재 대한민국 제조업 총 출하액 1,541조 원 중 2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부가가치 측면에서도 2019 년 전체 산업의 부가가치 557 조원 중

에서 29.8%인 166 조 원의 부가가치를 올리는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이다3. 해외

매출 비중 또한 50%로 가장 크며, KOSPI 산업별 시가총액에 있어서도 3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산업이다(정재경.김석수.오석근, 2018).

기술집약, 자본집약, 규모집약형 산업이라는 특성은 전자산업의 거의 모든 부문이

공유하는 특성이다. 전자산업은 기술발전의 흐름이 단선적이지 않고,

제품수명주기는 매우 짧으며, 새로운 시장기회를 탐색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고 따라서 위험부담 또한 매우 크다(강현수, 

2005). 이 때문에 한국의 전자산업은 삼성전자, LG 전자, SK 하이닉스 등 몇 개의

기업들이 허브기업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이들 몇 개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연관산업이 발전해 왔고, 기술 및 제품 특징에 따라 전후방으로 연관된

중소기업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강현수, 2005). 이들 허브기업은 다수의 1 차

공급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다시 각각의 1 차 공급기업은 2 차, 3 차 공급 기업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허브기업은 2, 3 차 공급기업과는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일이 거의 없이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전자산업 중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반도체 산업이다. 2018 년 현재 한국산 반도체 제품은 세계 시장의 23.6%를

점유하고 있어 미국에 이어 2 위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특히 메모리

                                        
3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2019년 광업제조업 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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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는 세계 시장의 61.7%, 주력 제품인 D 램은 세계 시장의 72.4%를 차지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강한 지배력을 보이고 있다4.

[그림 4]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의 성장규모

(단위: 조 원, %)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공정기술이 중요하고 공정기술의 상당 부분은

장비에 체화되어 있으므로 생산활동에서 설비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강현수, 2005). 이 때문에 메모리 제품은 대규모 설비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수직 통합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혁신 체계가 구성되는 반면,

비메모리 제품은 설계, 가공생산, 조립 등 각 기능에서 분화된 전문기업들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므로 설계업체와 제조업체간의 상호작용이 혁신을 달성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강현수, 2005).

                                        
4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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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기업들이 2018 년 현재 세계 시장의

42.6%를 점유하며 글로벌 1 위를 차지하고 있는 LCD, OLED 등 디스플레이 산업5

또한 매우 복잡하고 정밀한 기술을 요구하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이다.

디스플레이는 스마트 폰과 태블릿PC등의 모바일 기기, 그리고 TV와 같은 타 주력

산업과 강하게 연계되어 있고, 그 제품의 경쟁력을 결정해주는 핵심부품이다

(김갑수, 2017). 디스플레이 산업은 대규모 장비를 활용하여 원료와 부품을

결합하는 공정을 거치는 대표적인 시스템 산업이며 패널, 연관 부품, 소재, 장비

등의 생산이 모두 디스플레이 제품의 가치사슬에 포함된다(김갑수, 2017).

디스플레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유리기판 장당 패널의 개수를 늘리기 위한 대형

유리기판을 생산할 수 있는 차세대 설비가 지속적으로 구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평균 3-5 조원의 투자가 주기적으로 집행된다. 이들 디스플레이 패널은 다양한

부품을 조립하고 가공하여 만든 전자 부품이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는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업체와, 패널을 사용하는 세트업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류주한, 2011).

                                        
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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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성전자의 사업특성 및 현황6

삼성전자는 1969 년 삼성전자공업주식회사로 처음 설립되어, 스피커, TV, 라디오

등 가전제품 조립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초기 삼성전자의 주력상품은   

가전제품으로, 1974 년부터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 등의 생활가전제품을 본격

생산하였으나 1990 년대 초반까지도 미국 대형할인매장에 OEM 방식으로 납품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세계 시장에서는 저가제품 이미지를 벗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8 년 세계 최초로 미국 디지털 TV 규격을 충족하는 55 인치 디지털 TV 를

생산한 이래 프리미엄 제품을 생산하는데 주력하여 LCD 와 LED TV, QLED TV 

등이 연달아 세계 시장에서 1 위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이경묵.배종훈, 2017). 

한편 삼성전자는 1974 년에 전자손목시계용 IC 를 제조하던 한국반도체의 지분

50%를 인수하며 반도체산업에 진출을 준비하였다. 1980 년에는 삼성전자와

삼성반도체를 합병하여 1983 년 메모리반도체 사업에 후발주자로 뛰어들었고,

마침내 1992 년 D 램 분야, 1993 년 메모리반도체 시장 전체에서 세계 1 위에

올랐다(송재용.이경묵, 2013). 휴대전화 단말기 사업은 1983 년에 시작하였는데,

2000 년부터 적극적인 세계 시장공략에 나서 신기술 또는 차별화된 디자인을

적용한 휴대전화를 출시하는 전략을 통해 2007 년 노키아에 이은 세계 2 위,

2016 년에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장점유율 1 위를

차지하였다(이경묵.배종훈, 2017).

현재 삼성전자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CE(Consumer Electronics), IM 

(Information technology & Mobile communications), DS(Device Solutions) 등

3 개의 부문과 전장부품사업 등을 영위하는 Harman 부문(Harman International 

                                        
6 삼성전자의 사업특성과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삼성전자의 각년도 사업

보고서를 참고하여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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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es, Inc. 및 그 종속 기업)으로 나누어 부문별 독립경영을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수원에 위치한 본사를 중심으로 CE, IM 부문 해외 9 개 지역 총괄과

DS 부문 산하 5 개 지역 총괄의 생산 및 판매법인, 2017 년 인수한 Harman 산하

종속 기업 등 240 개의 종속 기업으로 구성된 글로벌 전자기업이다. 삼성전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 전자 산업을 주도하는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서 산업 규모와 발전수준, 지식의 집약도가 큰 만큼 매우 복잡한

생산체계를 가지고 있다. 각 부문별 주요 생산 제품과 매출액, 매출액 비중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2019 년 현재 전체 매출 약 230 조원 중 모바일 기기를

생산하는 IM 부문이 107.2 조 원(46.6%), 반도체 사업과 디스플레이 사업을

영위하는 DS 부문이 95.5 조 원(41.5%)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

[표 1] 2019년 삼성전자 부문별 매출액 및 주요 제품

(단위, 억원, %)

부문 매출액 매출비중 주요제품

CE 447,562 19.4
TV, 모니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IM 1,072,662 46.6 HHP, 네트워크시스템, 컴퓨터 등

DS

반도체 649,391 28.2
DRAM, NAND Flash, 

모바일 AP 등

DP 310,539 13.5
OLED 스마트폰 패널, LCD TV

패널, 모니터 패널 등

Herman 100,771 4.4
Headunits, 인포테인먼트,

텔레메틱스, 스피커 등

기타 -272,166 -11.9 부문간 내부거래

계 2,304,009 100.0

다음 [표 2]는 각 주요 제품 별 세계시장 점유율을 나타낸 것이다. 주요 제품인

TV 와 스마트 폰은 2019 년 현재 세계시장에서 점유율이 각각 30.9%와 17.5%로



６０

가장 높고, D 램 반도체와 스마트 폰 용 중소형 디스플레이 패널 역시 각 43.7%와

43.6%로 세계시장에서 확고한 1 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삼성전자 주요 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

(단위: %)

제품 2017 2018 2019

컬러 TV 26.5 29.0 30.9

휴대폰 19.5 17.4 17.5

DRAM 45.8 43.9 43.7

스마트폰 패널 43.8 47.6 43.6

삼성전자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제품을 지향하면서 IT 업계에서의

선도기업이라는 입지를 굳건히 하는 것을 목표로 차세대 기술과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연구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는 2017 년 7.0%, 2018 년 7.7%, 2019 년 8.8%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허등록 또한 2017 년 국내특허 3,486 건, 미국특허

8,396 건이던 것이 2019 년 국내특허 5,075 건, 미국특허 8,729 건 등으로 대폭

상승하였다. 2019 년 말 현재 삼성전자는 한국에서 총 36,787 건, 미국에서 총

71,718 건의 특허를 보유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180,035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 한 해 동안 미국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취득한 기업이다. 이들

특허는 대부분 스마트 폰과 스마트 TV, 메모리, 시스템 LSI 등에 관한 특허로

신기술에 대한 사업 보호 및 경쟁사 견제 등을 목표로 한다. 다음의 [표 3]은

삼성전자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활동 및 지적재산권 보유현황과 관련된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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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삼성전자 연도별 R&D 투자 및 특허 취득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R&D 투자액 20,207,612 18,662,029 16,805,637

R&D 투자비율 8.8% 7.7% 7.0%

한국 특허취득 건수 3,486 3,068 5,075

미국 특허취득 건수 8,396 8,073 8,729

3) 삼성전자의 공급네트워크 관리7

삼성전자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의 경쟁력은 협력회사의 경쟁력에서

비롯된다”는 철학 하에 우수한 협력사와는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에 따라 신규 공급기업의 선정부터

운영, 평가 및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8. 

삼성전자의 공급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2,200 여 개가 있는데 국내에서

삼성전자와 직접 거래하는 1 차 공급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은 2015 년 현재

692 개사, 2 차 공급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은 2,683 개사가 있다(이경묵.배종훈, 

2017). 모두가 큰 규모의 거래를 하는 것은 아니고, 2012 년 기준 1 차 공급기업

                                        
7 삼성전자의 공급네트워크 관리와 관련한 기술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삼성전자 구매담

당 임직원분들의 인터뷰와 삼성전자 홈페이지(http://www.samsung.com) 내 관련 자료에

의한 것이다. 귀중한 인터뷰를 제공해주신 삼성전자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

8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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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 개 사 중 33% 인 230 개 사는 연간 거래금액이 10 억원 미만으로 보고 되고

있다(이종욱, 2015). 전체적으로 볼 때 구매액 기준으로 해외에 위치한 공급기업이

30%, 국내 공급기업이 30%, 이 외에 삼성그룹의 계열사가 4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모든 제품에 대해 리스크 관리를 위해 듀얼 소싱(dual 

sourcing)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반대로 공급기업들이 다른 기업에 대해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동 개발한 제품이 아닌 이상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협력기업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전속거래의 강요, 기술자료의 일방적 요구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2 차 공급기업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직접적인 관리를 하지

않고 1 차 공급기업을 통해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급제품의 단가는 시장가격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삼성전자와 신규 거래를 하고 싶은 기업들은 어느 기업이나 삼성전자의 구매포털

(http://www.secbuy.com)을 통해 거래를 제안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의 직거래를

희망하는 2, 3 차 공급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공급기업들이 삼성전자

협력회사 행동규범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현지 법률 및 국제표준에 맞춰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청기업들에 대해서는 환경안전, 노동인권,

그리고 에코파트너의 영역에서 평가를 통해 거래업체로 선정한다. 그리고 선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과 평가, 사후관리의 프로세스를 거치며 근로환경에

대해서도 평가와 검증을 통해 협력회사에서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기업 선정 및 관리 프로세스는 해외에 위치한 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삼성전자는 일반적으로 거래가 한번 시작되면 제품이 완전히 단종되거나

브라운관에서 PDP, LCD, QLED 등으로 제품의 성격과 연관 기술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한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설사 제품의 성격과 연관 기술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능하면 기존 공급기업들로 하여금 거래를 유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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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지원한다고 한다. 또 공급기업의 연간 교체율은 5% 

내외이며, 공급기업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3 년여의 시간을 두고 서서히 매입액을

줄임으로써 공급기업이 받을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공급기업에

대해 최소 3 년 이상의 삼성전자 기술 로드맵을 반기에 한 번씩 공개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실행 정도를 점검하므로, 공급기업들은 사업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삼성전자는 공급기업의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편이다. 미국의 APPLE 사가 전체

제품의 디자인과 설계, 소재의 결정까지 주도권을 갖고 공급기업은 주문에 따른

OEM 생산을 하도록 하는 것과 달리, 삼성전자는 케이스 디자인, 세트의 재질 등

핵심적인 기술 외적인 분야에서는 공급기업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최근에는 시험적으로 중국의 저가 휴대폰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

업체들로부터 원가를 대폭 낮춘 부품을 제시하도록 하여 휴대폰을 만들었는데

내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삼성전자는 1 차 공급기업 중에 일정 규모와 자격을 갖춘 이른바 우량

협력기업에 대해서는 협성회라는 모임을 통해 인센티브와 기술, 설비 등을

지원한다. 협성회는 1981 년 39 개사의 모임으로 결성되어 숫자는 등락을 거듭하다

만 40 년이 된 2020 년 말 현재 201 개 기업이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다. 이들

201 개 기업의 2019 년 매출 총합은 약 57 조 9 천억 원이었으며 이들 기업에

고용된 인원 만도 28 만 3 천여명에 달한다. 2012 년부터 줄곧 협성회 회장사를

맡아온 대덕전자의 경우 매출규모는 1980 년 88 억 원에서 2019 년 1 조 722 억

원으로 약 122 배, 고용인원은 280 명에서 3,500 명으로 12.5 배나 증가하였다9.

                                        
9 2020.12.27 삼성전자 보도자료, “삼성전자, ‘협성회 출범 40년’ 돌아보는 영상 공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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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전자 외에도 협성회 회원사 중 1 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기업은

동우화인켐, 에스에프에이, 엠씨넥스, 파트론 등 8 개 사가 더 있다.

협성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ISO 9000 인증을 획득하고 기술 및 제품 경쟁력이

우수하며, 삼성전자와 일정 수준 이상의 연간 거래금액이 있고 삼성에 대한 기여가

크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거래의 신뢰성이 있다는 삼성전자의 추천을

통해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회 승인을 받아야 가입이 가능하다. 협성회

회원사의 대표들은 대부분 삼성전자 동종 업계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으며, 

회원사 간, 그리고 삼성전자 관계자와 매년 “상생협력데이” 등의 정기모임, 

“상생협력 워크숍” 등을 통해 산업전략, 해외 시장 개척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우수한 성과를 보인 협력사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에서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강현수, 

2005).

또한 삼성전자는 성장잠재력이 있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2011 년부터 2015 년까지 59 개

협력사를 선정하여 기술 로드맵을 공유하고, 2,251 억 원의 자금과

경영·기술·제조 분야 전문가를 지원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삼성전자가

협력업체들에게 시혜적 입장에서 베풀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삼성전자의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송혁준.이문영, 2016). 또 삼성전자는

제조에서의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공급업체와의 상호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공정혁신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문휘창.박지민, 2014). 이 외에도 삼성전자는

청년일자리센터와 함께 협력회사가 우수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수원에 위치한 상생협력아카데미 교육센터에서 협력사의 신입사원 교육, 직무 및

국제화 교육, 그리고 협력사 대표 자녀들을 위한 예비경영자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전액 삼성전자의 비용부담으로 운영함으로써 공급기업들이 성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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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서 요구하는 품질수준을 달성하도록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는

협력회사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2 조 2000 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와

물대지원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생산성과 안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반도체

우수협력회사를 대상으로는 2010 년부터 지금까지 3,800 여 억 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였다. 그리고 2015 년부터는 보유하고 있는 특허 2 만 7 천 건을 무상으로

개방하는 등, 협력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삼성전자는 공급업체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경쟁력을 향상하며, 나아가 삼성전자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혁신적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와는 더욱 긴밀히 공조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을 보이고 있다

(송혁준.이문영, 2016). 삼성전자의 공급네트워크는 반복된 거래와 신뢰, 우수

공급기업에 대한 밀접관리 등 토요타 식의 폐쇄적 공급네트워크와 유사한

유형이지만, 모든 공급기업에 대한 듀얼 소싱 및 2, 3 차 공급기업에 대한 직접

거래 가능성, 계열화와 전속거래의 금지, 거래 시 시장가격의 반영 등 미국식의

중개자 네트워크 방식을 일부 접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네트워크에서는

기본적으로 관계의 중요성이 고려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일단 공급관계로 연결된

기업들은 비교적 안정된 경영기반 하에서 장기적인 거래를 바탕으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그러나 이들 삼성전자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여러 지원을 받은 공급기업들이

실제로 성과가 좋아지는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강현수(2005)가 협성회에

속한 반도체 사업부 관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협성회 가입

이력이 길면 회사의 안정적 운영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양적으로

성장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등

삼성전자의 혁신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공급기업들은 삼성전자의 매출성과가 좋은

한은 이에 따라 이들의 성과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문휘창.박지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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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혁준.이문영, 2016; 이종욱, 2015), 삼성전자의 매출실적이 부진할 때는 이에

따라 성과가 같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혁준.이문영, 2016).

그렇지만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얻는 이점이 불투명한 것은 아니다.

우선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기업들은 매출과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확실히 도모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공급기업에 대한 대금지급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으며, 세계의

모든 선진 기업들 중에서도 공급대급의 지급이 가장 빠른 기업이라고 한다.

삼성전자에 납품함으로써 공급기업들은 경영의 안정성을 꾀하고, 외부의

환경변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삼성전자의

협력기업이라는 사실은 시장에 기술역량, 품질역량에 대해 긍정적인 시그널을 준다.

삼성전자가 공급업체에 대해 높은 수준의 품질 및 생산 관련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깐깐한 관리를 통과하고 삼성전자와 거래를 유지한다는 사실은

기술력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것이다. 동시에 삼성전자는 협력기업의 전속거래를

금하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협력기업들은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율성을 가지고 거래를 확장할 수 있어 삼성전자로의 공급은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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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성전자 향 1차 공급기업의 성과

이제 삼성전자의 공급네트워크라는 맥락에서 삼성전자와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1 차 공급기업들이 갖는 거래의 변동 특성과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구체적으로

공급기업의 입장에서 강력한 허브기업 네트워크에서의 연결전략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삼성전자의 1 차 공급기업 데이터는 한국기업데이터(KED: Korea 

Enterprise Data)로부터 제공받은 2014 년과 2018 년 양 연도의 전기전자 관련

제조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50 인 이상의 기업 거래데이터를 기본으로 한다.10

이 데이터에서는 각 기업별로 최대 5 개의 매입처와 매출처 명과 매입 및

매출비율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삼성전자와 직접 거래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들을 1 차 공급기업으로 하고, 이들에 납품하는 기업을 제 2 차, 그리고

2 차공급기업에 납품하는 기업을 제 3 차로 하여 3 차 공급기업까지의 명단과

거래금액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주 생산품을 기준으로 반도체 장비 및 부품,

모바일 장비 및 부품, 디스플레이 장비 및 부품, 전자부품 및 기타 제품 등 총 5 개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확보된 데이터 안에서 2014 년 기준으로 삼성전자에 직접 공급거래를 하는

기업은 총 116 개가 확인되었고, 2018 년 기준으로는 100 개 기업이 삼성전자에

직접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 년 1 차 공급기업 116 개를 대상으로

이들의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 의존율이 이후의 거래를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10 이 데이터의 특성과 데이터 처리방법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 5 장 연구방법에 기

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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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적 거래관계에 따른 성과 비교

2014 년에 삼성전자에 직접 공급하는 1 차 공급기업 116 개를 대상으로 이들의

궤적의 변화를 본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1 차 공급기업 116 개를 업종 및

주생산품별로 분류하면 반도체 부품 및 반도체 설비 제조기업이 44 개, 모바일

관련 부품 및 설비 제조기업이 13 개, 디스플레이 부품 및 설비 제조기업이

13 개였으며, 기타 다른 전자부품 및 기계류를 생산하는 기업이 46 개사였다. 이들

중 삼성전자에 대한 2014 년 매출 의존율을 기준으로 50% 이상을 의존하는

기업과 50% 이하를 구분하였는데, 전체 116 개 사의 18.1%인 21 개사만이 50% 

이상의 매출을 삼성전자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 년에 삼성전자에 직접 공급을 하는 기업으로서 2018 년에 여전히

삼성전자에 직접 공급하고 있는 기업은 총 54 개 사로 절반 가량인 약 46.6%였다. 

2014 년에 50% 이상 매출을 의존하고 있었던 기업 21 개사 중 2018 년 현재

삼성전자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16 개사(76.2%)인데 반해, 2014 년

50% 이하의 매출을 보인 기업 95 개사 중 2018 년에 삼성전자와의 직접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40%인 38 개사에 그쳐, 매출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더 오래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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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삼성전자 매출 의존도별 거래유지 변화

부문
2014 년 1 차

공급기업 수

2014 삼성전자

매출의존율

2018년

1차 지위 유지

공급기업 수

2018년 삼성전자

매출의존율

반도체 44

50% 이하 37 18
50% 이하: 16 개사

50% 이상: 2 개사

50% 이상 7 6
50% 이하: 0 개사

50% 이상: 6 개사

계 24

모바일 13

50% 이하 9 6
50% 이하: 5 개사

50% 이상: 1 개사

50% 이상 4 3
50% 이하: 1 개사

50% 이상: 2 개사

계 9

디스플레이 13

50% 이하 9 5 50% 이하: 5 개사

50% 이상 4 1 50% 이하: 1 개사

계 9

전자부품 및 기타 46

50% 이하 40 9
50% 이하: 7

50% 이상: 2

50% 이상 6 6
50% 이하: 4

50% 이상: 2

계 15

계 116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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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주요 생산품 별로 거래의 유지율은 다소 차이가 있다. 2014 년부터

2018 년의 기간 동안 삼성전자의 사업별 성장률과 수익성은 많이 차이가 난다. [표

6]의 부문별 매출액 변동비율에서 확인할 수 있듯, 반도체 사업의 매출액은  

120.85%, 디스플레이 부분은 32.78%의 성장률을 나타내었지만 모바일 부문은

9.12%, 전자 및 기타 부문도 23.8%의 역성장을 하였다. 반도체와 모바일 관련

제품의 경우에는 50% 이상의 기업들이 2018 년까지 거래를 유지하였으나, 범용

제품인 기타 전자제품 및 기계 등의 제품 군에서는 1/3 이 채 되지 않는 32.6%의

기업만이 거래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모바일 등의 제품은 범용적인

제품에 비해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장비나 설비의 경우에는

초기 투자비용이 높으며, 한번 생산을 시작하면 해당 제품이 단종되기 이전까지는

지속 생산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1 , 이러한 사업적 특성이 반영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단, 디스플레이의 경우 기술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1 차 기업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한 결과는 예외적이다. 2014 년 1 차 공급업체 중에서 2018

년에도 1 차 지위를 유지하는 공급기업의 비중이 약 46.2%이고, 회사 매출액

중에서 50% 이상을 삼성전자로부터 얻는 기업은 하나도 없다. 디스플레이에서

2014 년 1 차 공급기업으로 확인되는 기업들 대부분은 LCD 제품을 생산하였는데,

같은 기간 OLED 및 QLED 로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이 이동하게 되면서 1 차

공급기업에서 탈락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명제를 도출하였다.

                                        
11 삼성전자 임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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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제 1. 수요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되면 공급기업의 고객다변화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거래를 유지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 간에 성과

차이는 어떠할까?  다음의 [표 5]는 2014 년 삼성전자에 직접 납품하는 기업들과

1 차 공급기업에 납품하는 기업들의 성과를 비교한 것이다. 2014 년 현재

1 차공급기업에 판매한 기업들은 총 101 개 사가 있었으나, 이들 중 LG 전자, SK 

하이닉스, 한국전력공사, CJ 대한통운, 그리고 LG 이노텍 등 매출이 연간 5 조 원

이상인 기업들은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공급네트워크에서의 2 차 공급기업의

의미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하였고, 2014 년 이후 폐업하거나

피인수합병된 기업 11 개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성과비교에 사용된 기업들의 수는

총 85 개 사이다. 평균 영업이익율에 있어서는 두 집단이 아주 큰 차이가 있지는

않으나 이들의 매출액은 삼성전자가 같은 기간에 보인 2014-2018 년 전체

매출증가율 23.62%, 2018 년부터 2019 년까지 보인 매출증가율 -9.16%와

비교했을 때 1 차 공급기업 집단에서 더 유사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2014 년 대비 2018 년의 평균 매출증가율은 1 차 공급기업이 31.56%, 2 차

공급기업이 198.90%로 얼핏 보면 2 차 공급기업이 월등히 매출액이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중간값을 볼 때, 1 차공급기업은 9.75%, 2 차 공급기업은 6.02%로 1 차

공급기업 집단이 보다 고른 분포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2 차 공급기업 중

2014 년 매출 1.4 억원에서 2018 년 190 억원까지 증가한 엑센도라는 기업과 같은

아웃라이어(outlier)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한편 등록특허의

수는 2010 년부터 2014 년 까지의 기간 동안의 누적평균과, 2014 년부터

2018 년까지의 누적평균을 비교해보면, 1 차 공급기업이 41.9% 증가한 데 비해

2 차 공급기업에서는 68.8% 증가하여 더 큰 증가율을 보이지만,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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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값은 1 차 공급기업이 2010 년부터 2014 년 7.10 건, 2014 년부터 2018 년

10.60 건으로 2 차 공급기업보다 더 높아 더 고른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6]은 삼성전자의 부문별 성과에 비교하여 각 제품군 별로 공급기업의 성과를

살펴본 것이다. 2014 년 현재 1 차 공급기업 116 개사에 대해 2018 년 현재

삼성전자와 직접 거래하는지의 여부를 살펴 ‘1 차 유지’와 ‘1 차 이탈’의 두 그룹으로

나누고 각 기업들의 2014 년부터 2018 년까지의 영업이익율 평균값과, 2014 년

대비 2018 년의 매출증가율, 그리고 이들의 2018 년과 2019 년 영업이익율 평균값, 

2018 년 대비 2019 년의 매출증가율을 살펴보았다.



73

[표 5] 2014년 1차 공급기업과 2차 공급기업의 성과 비교

(단위: %, 건)

구분

1 차 공급기업 (n=116) 2 차 공급기업 (n=85)

평균 중간값 표준편차 평균 중간값 표준편차

매출증가율 2018/2014 31.56 9.75 80.86 198.90 6.02 1,376.10

영업이익율 평균 2014-2018 2.68 3.62 16.93 2.33 3.21 66.30

매출증가율 2019/2018 (4.21) (3.09) 27.00 6.02 (4.82) 13.95

영업이익율 평균 2018-2019 2.20 3.58 12.51 0.17 2.44 13.83

등록특허 2010-2014 누적평균 30.40 7.10 125.40 24.84 3.40 107.42

등록특허 2014-2018 누적평균 43.14 10.60 149.71 41.93 4.80 181.48

* 숫자에 있는 괄호 표시는 음수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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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2014년 1차 공급기업 중 지위 유지 vs. 이탈기업 성과비교

삼성전자

전체
집단구분

반도체 모바일 디스플레이 전자부품/기타

평균 중간값 평균 중간값 평균 중간값 평균 중간값

영업이익율 (%)

(2014-2018 평균)
7.52

1 차유지 7.32 7.32 4.70 3.79 (26.63) (5.13) 2.30 1.78

1 차이탈 5.90 4.23 0.01 0.03 (0.58) (1.49) 3.36 3.76

삼성전자 18.24 5.16 3.85 1.70

매출증가율 (%)

(2014 대비 2018)
11.07

1 차유지 63.37 49.15 (5.47) (1.92) 1.16 (20.49) (2.01) (4.62)

1 차이탈 52.63 37.34 (39.00) (44.78) (6.99) (10.21) 42.57 (16.37)

삼성전자 120.85 (9.12) 28.11 (23.80)

영업이익율 (%)

(2018-2019 평균)
16.28

1 차유지 8.69 5.62 5.05 6.48 (24.59) (29.06) 3.07 2.39

1 차이탈 4.80 4.66 (0.48) 4.37 (1.99) (0.07) (0.44) 3.36

삼성전자 13.50 26.31 3.07 2.37

매출증가율 (%)

(2018 대비 2019)
(4.80)

1 차유지 (5.91) (5.94) (0.63) 1.30 (37.49) (33.27) 2.89 1.98

1 차이탈 (0.54) (2.71) (6.21) (15.19) 17.82 4.80 (8.05) (5.93)

삼성전자 (25.33) 4.22 3.65 4.63

* 숫자에 있는 괄호 표시는 음수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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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에서 보듯이 1 차 공급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기업과 1 차

공급기업으로서의 지위에서 이탈한 기업을 비교하여 어느 쪽이 더 성과가 좋다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기업들의 경우

삼성전자의 성과와의 연동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율의 중간값 모두 그런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매출액부터

살펴보면, 2014년 대비 2018년의 매출액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120.85%의

증가율, 그리고 2018 년 대비 2019 년은 -23.8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1 차 공급기업의 지위를 유지한 그룹의 매출증가율12은 첫 시기에 49.15%, 

두번째 시기에 -5.62%로 나타나 더 비슷한 흐름을 보인 반면, 이탈한 그룹은 첫

기간에 37.34%, 두번째 기간에 -2.71%의 매출증가율을 보였다. 또 모바일

부문은 삼성전자 모바일 부문이 -9.12%의 성장률을 기록한 2014-2018 년의

기간 동안 -1.92%의 매출증가율을 보인 1 차 유지기업들보다 2 차 이탈기업은 -

44.78%로 더 큰 손실을 기록하였고, 이보다 성장률이 만회된 2018 년부터

2019 년 기간 4.22%의 기간 동안 1 차 유지기업은 1.30%로 이전보다 성장률

하락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1 차 이탈기업들은 -15.19%로 성장률 하락폭이 더

컸다.

한편 영업이익율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2014 년부터 2018 년까지 삼성전자

반도체부문의 영업이익율은 평균 18.24%를 기록하였는데, 1 차 공급기업의 지위를

유지한 그룹은 동 기간 평균 영업이익율이 7.32%, 그렇지 못한 그룹은 4.23%로, 

삼성전자 반도체부문 영업이익율과는 1 차 유지기업 그룹이 더 근접한

영업이익율을 보인다. 2018 년과 2019 년의 평균 영업이익율을 보더라도, 

                                        
12 이하 [표 6]에서 설명하는 수치들은 모두 중간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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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영업이익율이 13.50%일 때, 1 차 유지기업 그룹은 5.62%, 1 차

이탈기업 그룹은 4.66%로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모바일 부문의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평균 5.16%의 영업이익율을 나타내는 2014 년부터 2018 년의 기간

동안 1 차 지위를 유지한 기업들은 3.79%, 그렇지 못한 기업은 0.03%의

영업이익율을 나타내어, 1 차 공급기업의 지위를 유지한 기업들이 삼성전자와 더

근접한 영업이익율을 실현한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부문의 2018-2019 년 기간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율이 26.31%인데, 1 차 지위를 유지한 기업들이

6.48%,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4.37%로 1 차 지위를 유지한 기업들이 삼성전자와

더 유사한 성과를 낸 것으로 확인된다. 기타 전자부품 부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2014-2018 년 영업이익율 평균, 2018-2019 년 영업이익율 평균이

각각 1.70%와 2.37%인데, 같은 기간 1 차 유지기업 그룹은 1.78%와 2.39%, 

이탈기업 그룹은 3.76%와 3.36%를 나타내어 1 차 유지기업 그룹이 삼성전자와 더

유사한 성과를 내었다. 유일한 예외는 디스플레이 부문인데, 디스플레이 부문의

경우 표본 중에 LCD 를 제조하는 기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같은 기간 LCD 의

성장이 지속 하락하고 삼성전자에서도 주력상품을 QLED 로 전환하였던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명제를 도출하였다.

명제 2.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간 연결관계의 기간이 길수록 두 주체간의

성과연동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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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기업의 배태성 전략과 중개자 전략

한 기업이 특정 한 수요기업에만 연결이 있는 경우와, 여러 수요기업에 동시

공급하는 경우의 성과는 어떻게 다를까? 그 결과는 [표 7]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확보한 전체 데이터 중에서 2014 년 기준으로 삼성전자에 직접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은 116 개 사, LG 전자에 직접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은 61 개사,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직접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은 50 개 사로 파악되었는데, 이 중

LG 전자와 삼성전자에 공동으로 납품하는 기업은 10 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공통으로 납품하는 기업은 14 개였다. 2014 년에 세 기업에 동시 공급하거나

LG 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동시에 공급하는 기업은 없었다. LG 전자는 휴대전화

단말기, 컴퓨터, TV 등의 세트 제품을 생산하고, SK 하이닉스는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는 등 두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3 개의 허브기업 중 2014 년부터 2018 년까지의 삼성전자의 평균

영업이익율은 7.52%, 매출증가율은 11.07%를 나타내었는데, SK 하이닉스의 평균

영업이익율과 매출증가율은 34.17%와 138.7%로 같은 기간 삼성전자를 훨씬

상회하는 실적의 상승률을 보였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에만 납품하는 92 개사의

경우, 2014 년부터 2018 년까지의 영업이익율의 중간값은 2.66%, 같은 기간 매출

증가율은 -1.24%를 기록하였는데, SK 하이닉스에만 납품하는 36 개 사의

영업이익율 평균과 매출증가율 중간은 각 5.97%와 82.49%를 나타내어

삼성전자에만 납품하는 공급기업보다 훨씬 증가율이 높았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동시 납품하는 기업 14 개사의 영업이익율과 매출증가율 중간값은

같은 기간에 0.19%와 14.16%로 이들의 매출증가율은 삼성전자에만 납품하는

기업보다는 높고, 하이닉스에만 납품하는 기업보다는 더 낮은 실적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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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2014년 매출처 별 공급기업의 성과 비교

(단위: 개, %)

구분 삼성전자 LG 전자 SK 하이닉스 S+L* S+H**

1 차 공급기업 수 92 51 36 10 14

영업이익율평균

(2014-2018)

평균 2.53 (1.65) 5.09 2.69 (1.93)

중간값 2.66 1.89 5.97 0.14 0.19

매출증가율

(2018/2014)

평균 10.36 20.7 92.41 2.83 44.20

중간값 (1.24) (5.92) 82.49 2.20 14.16

등록특허

(2010-2014 누적평균)

평균 31.82 53.72 36.76 32.26 19.73

중간값 7.00 2.00 6.00 12.0 6.5

등록특허

(2014-2018 누적평균)

평균 45.93 96.77 44.28 43.46 24.59

중간값 9.20 4.00 9.60 17.70 13.3

허브기업 별 영업이익율 평균

(2014-2018)
삼성전자

7.52

LG 전자

0.75

SK 하이닉스

34.17

허브기업 별 매출증가율

(2018/2014)
11.07 1.44 138.7

* S+L: 삼성전자와 LG 전자 동시 공급 ** S+H: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동시 공급
*** 숫자에 있는 괄호 표시는 음수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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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전자의 경우에 2014 년부터 2018 년까지의 영업이익율 중간값은 0.75%, 

매출 증가율은 1.44%에 그쳐 3 개의 허브 기업 중 가장 낮은 성과를 보였는데, 

LG 전자에만 납품하는 기업들도 평균 영업이익율 중간값은 1.89%, 매출증가율은

-5.92%로. 가장 낮은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LG 전자 두 곳에 동시

납품하는 기업들의 영업이익율 중간값은 LG 전자에만 납품하는 기업들보다도 낮은

평균 0.14%을 나타내었지만, 매출증가율은 LG 전자에만 납품하는 기업들보다는

높은 2.20%로 나타났다. 또한 혁신성과를 통해 살펴보면, 삼성전자, LG 전자, 

SK 하이닉스 등 한 곳의 회사에만 납품하는 기업들에 비해 등록특허의 중간값이 두

개 이상의 회사에 동시공급하는 기업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관찰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명제를 도출하였다.

명제 3.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의 관계 배태성이 높을수록 성과연동성은 높아지며,

내부 기술역량이 높은 기업일수록 고객의 다변화 가능성이 높아진다.

위의 결과를 보다 일반화하기 위해 공급기업들의 네트워크에서의 연결

지수(first-order network coupling)를 계산하고 이 지수와 성과 간의 연관을

관찰하였다. 연결지수는 기업들이 소수의 수요기업과의 연결에 집중적으로

배태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양한 수요기업들과 일정거리를 유지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산식은 다음과 같다(Uzzi, 1996).

����
�

��

���

연결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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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 : 공급기업 i 가 거래하는 총 수요기업의 수

Pij : 공급기업 i 가 수요기업 j 에 대해 공급하는 매출액 비율

위의 식에서 만일 공급기업 i 가 3 개의 수요기업 A, B, C 에 대해 각각 50%, 30%, 

20%의 비율로 부품을 공급한다면 i 의 연결지수 값은 (0.52+0.32+0.22)=0.38 이

된다. 또 이 회사가 2 개의 수요기업 A, B 에 대해 80%와 20%의 비율로 부품을

공급한다면 연결지수의 값은 (0.82+0.22)=0.68 이 될 것이다. A 에 100% 납품할

때의 연결지수는 1.0 이 된다. 이처럼 연결지수는 0 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특정 기업에 대해 매출의 의존성이 높을수록 연결지수는 1.0 에 가까워진다.

2014 년 기준 116 개 1 차 공급기업의 기업별 연결지수의 평균은 0.411, 

표준편차는 0.270 이었다.  이 기업들을 제품군 별로 연결지수의 평균을 초과하는

지의 여부를 살펴 두 집단으로 나누고 각 집단의 성과를 삼성전자의 성과와

비교하였다. 

연결지수가 높은 집단은 네트워크 폐쇄성 전략을, 낮은 집단은 네트워크 중개자

전략을 사용하는 집단으로 볼 수 있는데, 어느 집단이 성과가 더 좋은지

뚜렷하지는 않다. 그러나 각 집단의 성과 중간값으로 볼 때 디스플레이 부문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중개자 전략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더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반도체 부문의 2014 년부터 2018 년까지 평균

영업이익율과 매출증가율은 평균 이하의 연결지수를 보이는 집단에서 7.35%와

61.41%, 평균 초과의 연결지수를 보이는 집단이 4.23%와 28.83%를 나타내어

평균이하의 연결지수를 보이는 집단이 더 높게 나타난다. 모바일 부문의

영업이익율과 매출증가율 역시 평균이하의 연결지수 집단의 중간값이 각 3.79%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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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로 평균 초과의 연결지수 집단의 영업이익율 및 매출증가율 중간값인

1.49%와 -21.71%보다 높다. 전자부품 및 기타 부문의 경우 영업이익율은

연결지수가 평균이하인 집단에서 2.32%로 평균을 초과하는 집단의 3.69%보다

낮지만, 매출증가율은 평균이하의 집단에서 10.86%로 평균이상인 집단의        

-0.16%보다 높다. 2018 년과 2019 년의 평균영업이익율 역시 연결지수가

평균이하인 집단에서의 중간값은 반도체 부문 7.31%, 모바일 부문 7.18%로

평균을 초과하는 집단의 3.15%와 3.35%보다 높게 나타난다.

수요기업과의 관계에서 배태성이 높은 집단이 더 높은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디스플레이 부문이 유일하다. 그러나 역시 2014 년부터 2018 년 사이 삼성전자와

LG 전자의 디스플레이 사업의 주력 제품이 LCD 에서 OLED 와 QLED 로 빠르게

전환된 것을 이유로 들 수 있다. 표본에 있는 기업들 중 주력 상품이 LCD 인

기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로 표본을 살펴보면, 연결지수가 낮은

기업들은 대체로 주 생산품이 LCD 관련 제품이고, 연결지수가 높은 기업들은 LED 

관련 제품을 주 생산품으로 하고 있다.

이는 앞서 삼성전자에 1 차 공급기업으로서 지위를 유지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성과를 비교한 [표 6]에서의 결과와 상반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성과와의 연동성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는 연결지수가 높다는 것이

반드시 삼성전자의 공급네트워크에서 배태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기업이든 수요기업과의 배태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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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2014년 1차 공급기업 중 연결지수에 따른 성과비교

삼성전자

전체
집단구분

반도체 모바일 디스플레이 전자부품/기타

평균 중간값 평균 중간값 평균 중간값 평균 중간값

영업이익율 (%)

(2014-2018 평균)
7.52

평균이하 7.86 7.35 2.86 3.79 (32.09) (1.79) 1.89 2.32

평균초과 4.79 4.23 3.72 1.49 (0.42) (2.29) 4.35 3.69

삼성전자 18.24 5.16 3.85 1.70

매출증가율 (%)

(2014 대비 2018)
11.07

평균이하 57.08 61.41 (16.95) (18.18) (9.06) (24.15) 49.89 10.86

평균초과 61.24 28.83 (14.43) (21.71) 1.17 (10.21) (0.01) (0.16)

삼성전자 120.85 (9.12) 28.11 (23.80)

영업이익율 (%)

(2018-2019 평균)
16.28

평균이하 6.05 7.31 4.48 7.18 (24.73) (29.06) 3.50 2.39

평균초과 3.48 3.15 2.03 3.35 (8.37) (0.07) 2.69 3.85

삼성전자 13.50 26.31` 3.07 2.37

매출증가율 (%)

(2018 대비 2019)
(4.80)

평균이하 (5.25) (6.41) (6.30) (10.36) (29.50) (27.22) (5.53) 2.55

평균초과 (0.93) (0.26) 2.26 (2.06) (2.54) 1.99 (0.39) (2.66)

삼성전자 (25.33) 4.22 3.65 4.63
* 숫자에 있는 괄호 표시는 음수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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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2014년과 2018년 사이 집단별 연결지수의 변화

구분 집단(n)
2014 2018

평균 중간값 평균 중간값

반도체
L(27) 0.28 0.30 0.35 0.28

H(17) 0.69 0.61 0.54 0.54

모바일
L(7) 0.21 0.25 0.50 0.52

H(6) 0.61 0.55 0.69 0.72

디스플레이
L(5) 0.18 0.25 0.30 0.27

H(8) 0.67 0.65 0.46 0.42

전자부품 및

기타

L(21) 0.21 0.23 0.33 0.30

H(25) 0.64 0.59 0.44 0.45

그리고 [표 9]는 2014 년과 2018 년 사이 집단별 연결지수 평균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모바일 제품의 연결지수가 높았던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연결지수가 높았던 집단은 이전 기보다 연결지수가 하락하고, 연결지수가 낮았던

집단은 이전 기보다 연결지수가 상승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공급자와 구매자 포트폴리오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다. 기업들의 입장에서 자원과 시간의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결을 무조건적으로 늘리기는 어렵다. 한정된 자원의 제약

하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다양한 협력 파트너를 통해 새롭고 의미있는 정보들을

다양하게 얻을 수도 있지만, 다양성이 계속 증가할 경우에는 파트너를 선택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고(김나미.김언수, 2016), 합리성이 제한된

상황에서 과도한 정보가 있을 때, 정보를 확인하고 처리하는 비용은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Paruchuri, 2010) 협력 대상을 늘림으로써 얻는 효용이

어느 순간 감소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연결의 증가가 기업의 성과에 바람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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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찰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명제를 도출하였다.

명제 4. 공급기업은 허브기업의 연결에 배태되는 전략과 중개자 전략을 동시에

활용하되, 끊임없이 포트폴리오를 변화시킴으로써 두 전략이 최적의 효율성을 갖는

상태가 되도록 조율한다.

지금까지 관찰한 결과를 단정적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한

허브기업과의 연결에 배태성이 높은 공급기업의 경우에는 대체로 허브기업의

성과와 자신의 성과 간 연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특히 여러

기업으로 분산하여 공급하는 기업에 비해 한 허브기업과 장기간 거래를 유지하는

기업들의 경우에 허브기업과의 성과연동성은 크게 나타났다. 성과연동성이 크다는

것은 허브기업과 강한 연결을 유지하면서 이익이 있을 때는 함께 그 열매를

맛보지만, 허브기업이 손실이 있을 때는 그 위험도 같이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개자 네트워크 전략을 활용하면서 여러 기업으로

분산하여 납품하는 기업들이 꼭 성과가 좋은 것도 아니지만, 수요기업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 또 분산공급을 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높은 우수한 혁신역량을 보유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연구에 따르면, 일본과 같이 관계적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경우에도 그

네트워크의 구성원이라는 사실 만으로 높은 이윤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들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에 비해 성과에 있어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적고,

동아시아의 경제위기와 같은 격동적 상황에서도 공급 네트워크가 보호막이 되기



85

때문에 강한 네트워크의 구성원인 기업들은 이러한 네트워크에서 이탈을 적게

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Peng et al., 2001). 

3) 수요기업과의 관계에서 배태성이 높은 공급기업들의 특성

앞서의 데이터를 2018 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8 년 현재 삼성전자에 직접

제품을 공급하는 1 차 공급기업은 102 개가 확인되었고, 이 중 약 26.5%인

27 개사는 2014 년 현재 3 차까지 파악된 삼성전자의 공급네트워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업들이었다. 또, 2014 년에 2 차 공급기업이었다가 1 차 공급기업으로

거리를 좁힌 기업은 7.8%인 8 개사, 3 차 공급기업이었다가 1 차로 거리를 좁힌

기업은 8.8%에 해당하는 9 개사였다. 1 차 공급업체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2014 년과 2018 년 모두 삼성전자에 대해 매출을 80% 이상 크게 의존하는 기업은

티디케이한국(100%)와 드림텍(100%), 세메스(99.94%), 대동전자 (99.00% à

99.04%), 우익반도체 (97.00% à 82.53%) 등이다.

이들처럼 특별히 강한 연결을 장기간 유지하는 기업들 중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드림텍 13 이 유일하다. 또 세메스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일반

기업이면서 규모가 비교적 작아 기업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가 어려우므로 여기서는

드림텍과 세메스 2 개사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한다.

                                        

13 드림텍에 관한 기업정보는 2018년 10월 31일자 유진투자증권, 2019년 2월 25일 한화

투자증권, 2020년 12월 29일 KB증권의 기업리포트를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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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텍

드림텍은 1998 년 설립되어 2019 년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기업이다. 삼성전자

스마트 폰용 지문인식센서 등 생체인식 모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스마트 폰용 PBA 모듈, 지문인식 모듈, 자동차용 LE 모듈 등을 생산한다. 드림텍은

2010 년 삼성전자에 업계 최초로 모듈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2011 년부터 갤럭시 S

시리즈의 부품을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2018 년 현재 삼성전자 내에서

지문인식센서모듈 공급사 중 점유율 1 위를 차지하고 있다. 삼성전자로부터

2015 년, 2016 년, 2018 년에 품질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핵심공급업체로 선정되는 등 고품질과 안정적인 수율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드림텍은 삼성전자와의 안정적 관계를 바탕으로 연간

1.5 억-2.5 억 개의 PBA 모듈을 공급하며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이후 높은 매출비중을 지닌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판매가 부진하면서 드림텍의

리스크 또한 커져서 신규사업에 대한 매출비중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드림텍은 상장을 앞둔 2018 년부터는 OEM 에서

ODM 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영역도 IT/모바일, 헬스케어, 전장 등 광범위하게

다각화하였다. 특히 지문인식센서의 사용이 플래그십 모델에서 중저가 모델로

확대되고, 또 다양한 스마트기기 및 차량 등으로 확대되면서 시장확대가 기대되어,

드림텍은 기술개발을 통한 사업영역의 확대를 목표로 혁신성과를 도출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기술개발에 있어서는 2010 년에서 2014 년의 기간 동안 평균

등록특허가 11.5 건이었는데 2015 년부터 2018 년의 기간 동안 평균 등록특허가

77.5 건으로 증가하였다. 2015 년에는 미국의 라이프시그널사와 공통으로 무선

심전도 센서 개발을 시작하였고 2016 년에는 차량용 지문인식센서 모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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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와 함께 개발하는 등 새로운 연결을 모색하며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우

혁신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다각도로 매출처의 다변화를 위해 혁신활동을 펴고 노력한 결과, 

드림텍의 총 매출에서 스마트폰 관련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전장제품의 비중이 늘고 있다. 이를 통해 매출액은 2014 년 4,800 억 원, 2015 년

최저점인 3,721 억 원에서 2017 년 6,794 억 원, 2018 년 6015 억 원과

2019 년에도 5,600 억 원으로 매출이 증가하였으며, 2019 년 카메라 모듈

전문업체인 나무가를 인수함으로써 2020 년의 매출액은 무려 1 조 43 억원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이익율 또한 가장 성과가 좋지 않았던 2015 년에는

0.06%에 불과하였으나 2017 년에는 6.10%, 2018 년 4.72%, 2019 년 2.92%를

나타내었다. 드림텍은 2021 년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성장잠재력이 있는 의료기기

사업에 진출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세메스

세메스 14 는 삼성전자의 계열사로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서 지분 91.54%를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및 LCD 제조용 장비 제조 및 수리 전문기업이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 전 부문을 사업영역으로 하여 1993 년 설립되었으며, 2014 년

9 천억 원, 2015 년과 2016 년은 1 조 원, 2017 년과 2018 년에는 2 조 원 규모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장비업체이다. 특히 케미컬 세정, 코팅장치,

식각장비, PCB 본딩장비 등의 반도체 제조설비와 FPD 장비 등의 LCD 장비에서

                                        
14 세메스에 관한 기업정보는 2017년 9월 13일자 유안타증권, 2018년 7월 19일 하나금융

투자, 2020년 12월 30일 NH투자증권의 기업리포트를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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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세메스는 삼성전자의 요구사항을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 글로벌 경쟁사 대비 제품의 빠른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세메스는 2010-2014 년 등록특허가 1,242 건, 2015-18 년의 등록특허가

1,425 건에 달하는 등 혁신역량이 우수한 기업이다. 또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

장비에 대한 삼성전자의 기술지원을 받아 2017 년 반도체 물류 자동화 장비(OHT: 

overhead transfer)의 국산화를 이루어 내는 등 장비 산업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세메스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및 LCD 투자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어 매출처

확보에 대한 리스크는 없지만, 다음의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삼성전자의

설비투자액수와 세메스의 영업실적은 긴밀히 연동되는 경향이 있다. 세메스는

삼성전자를 통한 안정적인 수주가 진행되어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문제인 판매처

확보 관련 리스크는 제한적이지만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만큼 SK 하이닉스 등

경쟁사에의 공급을 통한 고객 다변화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림 5] 삼성전자 반도체/디스플레이 설비투자 증가율과 세메스 매출 증가율 연동성

(자료: 하나금융투자, 삼성전자, 세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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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텍과 세메스 등 삼성전자와 장기간 강한 연결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볼 때, 매우 높은 품질과 신뢰성, 상호에 대한 높은 이해 및 전략의 공유 등이

수요기업과의 연결 및 장기적 관계 유지의 기반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과뿐 아니라 위험도 전적으로 공유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 등으로 수요기업의 성과가 좋지 않을 경우, 해당

공급기업의 성과 또한 하락할 수 있다. 세메스의 경우는 삼성전자의 자회사로서

삼성전자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다변화의 가능성이 낮으나,

드림텍은 스마트 폰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매출이 부진하면서 다각화를 모색하기

시작하였고, 2018 년 상장을 앞두고 스마트 폰 모듈 만이 아닌 헬스케어 모듈을

개발하는 등 제품과 고객을 다각화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상의

관찰과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명제를 도출하였다.

명제 5. 공급업체와 구매업체간의 연결이 강할수록 위험 공유 정도가 높아진다.

4) 전체 네트워크에서의 위치 변화와 공급기업의 전략

여기서는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기업들이 갖는 전체 네트워크에서의 위치가 왜

변화하는지 탐색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952 개 기업의 데이터 중, 직접적으로

삼성전자와 거래가 존재하는 기업들을 1 차 공급기업으로 하고, 이들 1 차

공급기업의 매입거래를 추적하여 2 차 공급기업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다시 2 차

공급기업의 매입거래를 추적하여 3 차 공급기업으로 분류하고, 이들 간의 공급거래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UCINet 6.0 프로그램으로 네트워크 지수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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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과 2018 년 삼성전자의 1-3 차까지의 공급네트워크의 특성은 [표 5]와

같다. 추적결과 2014 년에는 총 493 개의 기업 간에 554 개의 거래관계가

존재하였고, 2018 년에는 730 개의 기업 간에 924 개의 거래관계가 존재하였다. 

기업 간의 평균거리는 2014 년 4.20 에서 2018 년 4.32 로 조금 늘어났고, 

네트워크의 밀도는 2014 년에 0.004 에서 2018 년 0.003 으로 조금 줄어들었다. 

평균 연결중앙성은 2014 년 2.174 에서 2018 년 2.40 으로 조금 늘어났지만 1:1 로

비교를 하기에 무리가 되지 않은 수준일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전체 네트워크의

규모가 확대된 것을 감안하여 연결중앙성의 수치를 (네트워크 전체에 속한 기업의

수-1)로 나눈 표준화 연결중앙성(standardized degree centrality)을 비교대상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위의 [그림 3]와 [그림 4]은 2014년과 2018년 한국기업정보에서 제공받은

전기전자 제조업 관련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삼성전자와 직접 및 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급기업들의 거래를 나타낸 소시오그램이다. 최종 수요기업인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1차부터 3차 공급기업까지 추적하였고, 방향은 공급자로부터

매입자로 향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거래양태를 보기 위해 NodeXL 

PRO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소시오그램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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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2014년과 2018년 삼성전자의 공급 네트워크 특성 비교

2014년 2018년

기업 수(Nodes) 493 730

연결의 수(Ties) 554 924

평균 거리(geodesic distance) 4.20 4.32

평균 연결중앙성

(average degree centrality)
2.174 2.40

네트워크 밀도(density) 0.004 0.003

삼성전자의 표준화 연결중앙성 0.14 0.123

우선 [그림 6]와 [그림 7]을 통해 2014년과 2018년 모두 그래프 가운데에

위치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1차, 2차, 3차 공급기업들은 차수에 따라 동심원을

형성하며 선명하게 집단이 구분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1차 공급기업이 아닌 2, 3차 공급기업의 활동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1차 공급기업을 통해서만 개입하는 정책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정책의

영향이 이러한 네트워크의 모양을 나타내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가운데 첫번째 원

상에 위치한 기업들일수록 삼성전자와 강한 연결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LG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삼성전자 외의 다른 허브기업에 대한 연결은 많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2차와 3차 공급기업으로 공급차수가 내려 오면서 연결의

모습은 다소 약해지고 LG 전자, SK 하이닉스, 한국전력공사 등의 다른

허브기업들과 연결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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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2014년 삼성전자를 둘러싼 공급기업 네트워크

[그림 7] 2018년 삼성전자를 둘러싼 공급기업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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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2014년과 2018년의 삼성전자 공급네트워크를 비교하여 연결중앙성의

변동 크기가 2014년의 네트워크 전체 493개 사의 상위 10%에 해당하는 51개

기업들의 연결중앙성 변동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들 51개사의 표준화

연결중앙성값은 0.008 이상이었는데, 이 중 2014년의 표준화 연결중앙성 지수와

비교하여 가장 변동 정도가 큰 기업은 제우스(0.002 à 0.01), 와이솔(0.004 à

0.008), 아이에이네트웍스(0.004 à 0.008), LG화학(0.012 à 0.001), 

일진전기(0.01 à 0.001) 등이다. 제우스와 와이솔, 아이에이네트웍스 등은

연결중앙성이 증가하였고, LG화학과 일진전기는 연결중앙성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처럼 변동 정도가 큰 기업에 대해 기업의 특성과 중앙성 변동 이유를 기업

사례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네트워크의 진화와 기업의 행동변화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11] 연결중앙성의 변동 정도가 큰 기업

구분 2014년 2018년 변동률

제우스 0.002 0.01 400%

와이솔 0.004 0.008 100%

아이에이네트웍스 0.004 0.008 100%

LG화학 0.012 0.001 -91.7%

일진전기 0.01 0.001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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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우스15

제우스는 반도체 및 LCD 제조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1988년 설립되어

2006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상시 근로자 600인 규모의 중견기업이다. 

삼성전자의 공급네트워크에서는 1차 협력업체로 분류된다. 주요 매출처는 LG

디스플레이로, 2010년 현재 LG 디스플레이와 신진엠텍이 매출의 76%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2018년 현재 LG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의 국내

업체와 BOE, CSOT 등 중국업체에 고르게 공급하고 있다. 해당 기업은 높은

기술력으로 경쟁사 대비 시간당 생산성이 50% 이상 높으며, 주력장비인 습식

세정장비의 기술력은 세계적 수준으로, single type과 batch type의 장비가 모두

생산 가능한 국내 유일한 업체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매출은 2014년 1,600억원에서 2018년 3,047억원으로 90% 이상 증가하였다. 

제우스의 특허 등록 건수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35건이었으나 매년

증가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81.5건의 특허를 등록하고 있다. 특허의

피인용 역시 2010년부터 2013년의 기간 동안 평균 30건이 피인용되었으나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에는 평균 57건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특히 꾸준한 M&A를 통해 반도체부터 디스플레이, 태양광, 플러그밸브 장비 등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있으며, 반도체는 삼성전자의 3D NAND

플래시메모리 투자와 중국 비메모리 파운드리의 투자확대, 디스플레이는 중국 및

LG디스플레이의 LCD/OLED 투자 확대 등 전방산업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거래처가 많아지고 있다.

                                        
15 제우스에 대한 서술은 신한금융투자 2017년 4월 10일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 2018년

6월 20일자, 2020년 1월 9일자 케이프투자증권 기업보고서를 참고함



95

와이솔16

와이솔은 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RF(radio frequency, 무선주파수) 솔루션을

생산하는 전자부품 제조기업으로, 2008년에 설립, 2010년에 코스닥에 상장되었고

2020년 현재 종업원 500여 명을 둔 중견기업이다. 핵심 제품은 SAW 

필터(surface acoustic wave filter, 표면탄성파 여과기)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핵심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해당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며, 글로벌 3위권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해당 제품은 고정밀도의 설계능력과 생산기술, 

그리고 막대한 설비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

와이솔의 매출액은 2014년 1,910억원에서 2017년 3,030억원까지 증가하였다가

2018년에는 2,130억원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8년에는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올려 17.17%의 영업이익율을 나타내었다.

이 회사는 삼성전자의 1차 협력업체로서 2009년 매출의 88.65%가 삼성전자에서

발생할 만큼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으나 2014년 약 31%, 2018년

9.32%로 의존도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특허 실적의 경우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동안 매년 평균 7.75건의 특허를 등록하였던 것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8.75건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와이솔은 5G 

스마트 폰 제품이 상용화 되면서 SAW 필터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 더 큰

실적의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결국 와이솔은 높은 기술력과 높은 기술진입장벽 등 혁신성과를 보유함으로써

네트워크의 연결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자율성과 권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14년과 2018년 사이의 연결중앙성 증가는 와이솔의

                                        
16 와이솔에 대한 서술은 유안타증권 2015년 7월 29일, KB증권 2018년 8월 29일, DB금

융투자 2018년 11월 15일자 기업리포트를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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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지위 상승과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반영한 결과이다.

아이에이네트웍스 17

아이에이네트웍스는 이미지센서 패키징 등의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2003년 설립되어 옵토팩에서 2019년 자율주행사업을 추가하면서 아이에이에 인수

합병되었고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하였다. 아이에이네트웍스는 삼성전자가 지정한

3대 디자인 파트너사 가운데 1사로 2016년 코스닥 시장에 기술특례 상장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았던 기업이나, 매출액이 2014년 339억 원에서 2018년

92억원으로 계속 감소하였으며 2019년에는 더욱 감소하여 54억원에 불과하다.

2017년 이후 적자폭이 계속 심화되어 2019년 영업이익율은 -105.72%까지

하락하였다, 현재 직원은 약 80명 규모인 중소기업이다.

아이에이네트웍스는 설립 이후 이미지센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휴대폰

시장을 주력시장으로 하였으나 2010년 이후 주력시장으로 삼았던 중국 수출용

저화소 카메라모듈이 휴대폰 시장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역성장하면서 경영의

어려움을 맞이하였다. 이에 아이에이네트웍스는 모바일 시장에서의 매출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노트북 카메라 모듈, 차량 및 보안카메라 모듈 등으로 제품을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아이에이네트웍스는 2014년에는 SK

하이닉스에 56% 이상의 매출을 의존하고 있었으나, 2018년 현재는 SK하이닉스에

10% 내외로 매출 비중을 줄이면서 새로운 매출처를 확보하고 주요 고객을 SK

하이닉스, SONY, 지스마트글로벌 등으로 다각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영상

                                        
17 아이에이네트웍스와 관련된 내용은 IBK투자증권에서 발간된 2017년 6월 19일 및

2017년 12월 18일자 투자관련 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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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4년과 2018년을 비교하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중은 0.2%에서 0.1%로 감소하였으나 특허등록건수는

2010-2013, 2014-2017년 기간 동안 각 21.75건과 24.5건으로 조금

증가하였다. 이처럼 아이에이네트웍스는 높은 경쟁구도 속에서 성과가

감소하였음에도 뛰어난 기술력과 제품을 바탕으로 새로운 연결관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영개선 노력에 의해 네트워크에서의 중앙성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LG화학18

LG화학은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그리고 리튬이온전지 등을 제조하는

대기업으로 연매출이 2014년 22.6조원에서 2018년 28.2조원으로 성장하였다. 

2020년 현재 종업원은 약 2만명이며 동종기업 중 2위인 롯데첨단소재의 10배나

되는 매출을 올릴 정도로 이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특히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에서는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LG화학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중을 2012년 1.66%에서 2014년 현재

2.26%, 2016년 3.28%, 2018년 3.8%, 2019년 4.0% 등으로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2014년부터 2018년의 기간 동안 기초소재의 매출액은 16조-17조원 사이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2차전지 산업의 급성장으로 해당분야 매출액은

2014년 2.8조원에서 2018년 6.5조원까지 증가하였다. 2016년 이후 2차 전지

사업이 흑자로 전환하면서 성장성과 경쟁우위가 확인되어 투자가 더 확대된 반면,

                                        
18 동사에 대한 서술은 LG화학 홈페이지(https://www.lgchem.com/main/index) 내

회사 소개자료와 한화투자증권 2016년 9월 26일자, 삼성증권 2018년 11월 29일

자 기업분석 보고서를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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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소형 배터리 및 OLED, LCD 편광판 등의 첨단소재 사업부문은 2.5조 원의

매출이 있었으나 동 부문 중국기업들의 시장점유율 증가와 전방업체의 판매부진,

단가의 하락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OLED 및 LCD 등의 사업이 축소되었다.

LG화학의 정보전자소재 관련 영업이익은 2016년과 2018년 상반기에 각 55%와

19% 감소하였다. 이런 상황을 볼 때 2014년 대비 2018년 삼성전자의

네트워크에서 LG 화학의 연결 정도가 현저히 감소한 것은 전기전자 관련 사업의

사업축소 등 사업 포트폴리오의 변화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네트워크 분석의 대상을 전기전자 사업 관련 업체들간의 거래 중심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나온 예외적인 결과이다.

일진전기19

일진전기는 초고압전선과 절연선 및 변압기 등을 생산하는 중견기업으로

동종업계에서 LS 전선과 대한전선, 가온전선 등에 이어 업계 4위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1968년 비철금속산업으로 시작하여 일진그룹의

모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2020년 근로자수는 819 명이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일진전기의 매출액은 6,500억 원에서 7,300억 원 사이에서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순이익률은 동 기간 크게 감소하여 2018년에는 적자인

-1.97%의 순손실을 기록하였다. 

일진전기가 생산하고 있는 초고압전선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제품으로 전

세계적으로 10여 개의 기업 만이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국내 시장에서

경쟁업체인 LS 전선은 생산설비의 부족, 대한전선은 재무구조의 악화로 인해

                                        
19 일진전기와 관련한 서술은 일진전기 홈페이지, 교보증권 2014년 10월 14일, 2016년 10

월 13일자 기업리포트, 한화투자증권 2014년 11월 7일자 기업리포트를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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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의 부진을 겪었다. 이에 2014년 일진전기는 초고압전선 및 변압기 등 고부가

제품을 다수 수주하여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증가하였으나 이후 경기침체와

유가하락으로 인한 발전 물량의 감소로 국내시장의 전력인프라 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중국의 전선업체가 해외에 진출하는 등 경쟁은 격화함으로써 전선업계가

전반적으로 실적이 악화하여 그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 게다가 2015년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던 한국전력에 대한 입찰이 제한되어 수익성이 높은

내수물량이 감소하였다. 일진전기에서 전선사업은 2015년 현재 매출비중이

73.16%를 차지하는 주력사업이며, 특히 관급공사는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 매출 기반이기 때문에 전선업계의 실적악화와 관급공사의 입찰제한은

일진전기의 전체 매출과 이익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 2014년 일진전기의 전선 관련

내수 매출은 3,070억원이었으나, 2016년과 2018년에는 2,070억원으로 내수

매출이 감소하였다. 결국 일진전기는 매출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거래 기업의 수를

줄여왔기 때문에 연결중앙성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상 연결중앙성의 증가와 감소가 특히 큰 5개 기업의 사례를 통해 개략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은 우선 높은 성과는 연결중앙성의 증가로 이어지며 성과가

하락하는 기업은 연결중앙성 또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아이에이네트웍스를 제외한 4개의 기업에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다. LG화학은

기업 전체로서는 성과가 크게 향상되었지만, 전기전자 관련 사업분야의 축소가

연결중앙성 감소로 나타났다. 일진전기는 관련 산업 전체의 위축과 함께 자신의

부진으로 인해 연결중앙성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와이솔과 제우스의

경우 삼성전자의 1차 협력업체로서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으나, 높은

혁신성과와 평판을 바탕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줄이고 LG 전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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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하이닉스 등 삼성전자의 경쟁업체에도 공급을 늘리면서 점차 연결중앙성을

높이고 있었다. 아이에이네트웍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업의 재무성과가

하락하였지만, 기존의 뛰어난 혁신성과와 평판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혁신성과를

도출함으로써 전기전자 산업 내에서 사업을 다각화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그 결과

연결중앙성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명제를 도출하였다.

명제 6. 혁신성과가 뛰어난 기업들은 중앙성이 증가하고, 혁신성과가 낮은

기업들은 중앙성이 하락한다.

다음의 [그림 8]은 지금까지 사례분석에서 언급된 7개 기업들의 성과와

네트워크 위치 전략의 변화를 개략적으로 도식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점선으로

표시된 원은 2014년의 위치이고 선으로 표시된 원은 2018년의 위치이다. 각

칸에서의 위치는 정확한 수치 상의 표현은 아니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의상

나타낸 것이다. 세메스는 성과가 높고 삼성전자와의 연결에 배태성이 높고 위치의

변동가능성이 없고, 드림텍, 제우스, 그리고 와이솔은 삼성전자와의 배태성이 높고

현재의 성과도 높지만 제품과 고객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아이에이네트웍스는

배태성이 높은 거래관계에서 성과가 점차 하락하여, 시장과 제품을 다변화함으로써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진전기와 LG화학의 전자관련 부문은 줄곧

높은 다변화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나, 일진전기는 성과의 하락, LG화학의 사업의

재편 등으로 연결중앙성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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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기업별 성과와 네트워크 위치 특성의 변화*

*점선은 2014년의 위치, 선은 2018년의 위치임

3. 소결

Uzzi(1996)는 기업간 네트워크에서 배태성은 시장에서 얻을 수 없는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배태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하나는 네트워크에서 기업의 연결 형태로, 연결된

정도는 조직이 네트워크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에 접근할 수 있는 정도를 결정한다.

두번째는 해당 기업이 연결된 네트워크 구조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의

수준이다(Uzzi, 1996). 한국의 상황에서 공급기업이 삼성전자의 공급네트워크에서

삼성전자라는 기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세계 시장에서 확보하고 있는 지위, 그리고 시장점유율, 평판 등을 감안할 때, 

기업의 생존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큰 혜택에 접근할 수 있는 일이다.



102

삼성전자의 공급네트워크 관리방식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극단적으로 폐쇄성을

갖거나 극단적으로 시장을 지향하지 않는다. Uzzi(1996)는 일정거리를 유지하는

연결과 배태된 연결을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기업들이 가장 성과가 좋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배태된 연결은 기업 간 조율과 자원의 통합이 수월하고, 일정거리를

유지하는 연결은 시장의 긴급한 정보로부터 차단되지 않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이러한 공급네트워크 운영방침은 삼성전자가 관련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확장하기 위한 선택이기도 하다. 삼성전자의 공급네트워크가

폐쇄성이 매우 높다면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어렵고, 포함된 기업들이 다른

네트워크로 확장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며, 매우 시장지향적인 관리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면 공급기업들이 장기적인 성장 계획을 수립하거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발판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강력한 허브기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공급기업이 매출과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전략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대기업의 니즈를

절대적으로 충족하면서 전속거래를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을 다변화하는

것이다(이종욱, 2015). 첫 번째의 경우에는 수요기업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이

수요기업이 안정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을 때는 문제가 없으나, 수요기업의 성장

정도, 경영환경, 경영전략 등에 따라 공급기업의 성과와 생존이 좌우된다는 위험이

있다. 반면 일본의 교토식 경영, 독일의 히든 챔피언과 같은 강소 기업들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데(이종욱, 2015), 이들은 수요기업에 대한 의존은 낮지만 새로운

매출처 확보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공급기업으로서 어떤 전략을 택할지는 업종과 제품의 특성에 좌우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전기전자 제조업 군에 속하는 기업이라도 반도체 산업과

같은 지식과 자본집약적인 대규모 장치산업의 경우 공급기업은 제품의 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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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어려워 수요기업이나 공급기업이나 서로에 대해 의존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고, 일반 가전이나 가전부품과 같은 범용화된 부품산업 등은 수요기업이나

공급기업 모두 상호의존이 적기 때문에 다각화가 비교적 쉬울 것이다.

전자업종처럼 상대적으로 기술의 변화가 빠른 산업에서 다변화된 거래관계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접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원천이 되기도 하고(정재헌.홍장표, 

2015), 안정적인 공급거래를 바탕으로 축적한 뛰어난 경쟁력은 다변화된

거래관계를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앞서 공급기업들의 연결지수를

살펴본 결과 연결지수가 높은 집단은 연결지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연결지수가

낮은 집단은 연결지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거래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공급기업들은 거래기업의 포트폴리오를 변화시킴으로써 환경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거래 상대 기업의 구성을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기업의

내적 역량이다. 특히 제품의 기술적 복잡성이나 혁신의 정도에 따라 공급기업은

협상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이나 혁신을 달성한 기업은 거래 네트워크의

구조를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력과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 앞서 기술한 드림텍,

제우스와 와이솔, 아이에이네트웍스 등의 사례는 높은 혁신성과를 바탕으로

배태성이 높은 거래관계에 의한 의존성을 줄이고 수요기업의 성과 변동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네트워크 구조를 변화시키는 전략을 취한

기업들의 실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공급기업이나 수요기업 모두 상대의 기회주의를 차단하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결의 정도를 조정함으로써 대응할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더

많은 대안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협력사가 아닌 기업들도 연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오픈소싱이나 신기술 공모 등의 활동을 통해 잠재적 연결을 발굴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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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자격을 갖춘 2·3차 공급기업은 직거래로 전환함으로써 간접연결을

직접연결로 전환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김진민.박광태, 2014). 이처럼 2·3차

공급기업을 직거래로 전환할 경우 기존 1차 공급기업과 2·3차 공급기업의 연결은

사라지고 구조적 공백은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네트워크의 폐쇄성을 강조하던 전략에서 개방네트워크 정책으로 전환할 경우

신뢰를 해치고 상호성의 규범이 파기됨으로써 신뢰와 지원 관계를 바탕으로 한

거래의 장점을 놓칠 수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2, 3차 공급기업과 직거래를

하더라도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설비부품의 유지보수 등은 기존 거래하던

1차 공급기업을 통해 구매함으로써 신뢰 관계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공급기업의 경우, 앞에서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강력한 허브기업과 강한

연결로 오랫동안 거래를 할 경우, 매출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경영환경의 변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허브기업의 성과도 환경의 영향을 받고,

허브기업이 전체 성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제품에 따라 단종되기도 하고 교체되기도

하며, 허브기업의 전략도 수정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공급기업은 현재의 고객에게

충실하면서도 항시 환경의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업의 다각화나 고객의

다변화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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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이론 및 가설

제 4 장에서는 공급네트워크와 기업성과에 관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네트워크에서의 위치와 성과, 그리고 조직의 역량이 어떻게 작용 및

상호작용하는지 가설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주요 가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직의 네트워크에서의 위치는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은 조직의

역량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성과가 높은 기업은 추후 거래 네트워크에서 더 좋은

위치를 점하게 될 것이다. 성과가 추후 거래 네트워크에서의 위치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 기업이 원래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1. 공급네트워크에서의 위치와 기업성과

지식의 원천은 조직 내부가 될 수도 있지만 외부에서 도입되는 경우가 더 많다

(Bellamy et al., 2014). 혁신이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발명(invention)이라기

보다는 외부에서 지식을 차용한 결과인 경우가 많고(Cohen & Levinthal, 1990), 

특히나 요즘처럼 변화가 빠른 시기에는 기업이 내부지식만을 활용하여 적시에

신기술이나 신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신기술을

개발하려는 기업들은 과거보다 더 외부와 긴밀하게 협력을 할 필요가 있고, 

외부와의 협력은 기술역량을 기르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Tsai, 2009). 많은

연구들에서 단순히 연구개발을 위한 협력뿐 아니라 공급자 및 고객과의 협력은

전문성이나 제품 개발을 위한 해법을 찾는 데에 도움을 준다고 제시하고 있다. 

부품 공급자는 부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기술적 문제를

찾아내고 시장의 수요에 대한 응답률을 높일 수 있고, 고객사와의 협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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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기회를 찾아내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초기 단계부터 설계불량의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혁신을 성공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다(Tsai, 2009). 

조직 간 협력이 이처럼 혁신을 위한 발판이 된다면, 조직들은 다양한 조직들과

폭넓은 협력을 맺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소수의 유능한 협력 파트너와 장기적

신뢰관계를 갖는 것이 좋을지를 고민하게 된다. 이에 대해 거래비용이론의

관점에서는 다양한 공급거래 관계를 확보하는 기업들이 혁신에서 더 유리한 것으로

설명한다.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사이에 수직적인 전속거래가 존재할 때, 공급기업은

관계특유적 투자를 꺼리게 되는 과소투자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혁신의 양도

줄어들고, 반대로 다양한 거래 관계를 확보한 공급기업은 관계특유적 투자의

필요가 적기 때문에 자유롭게 혁신활동에 임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혁신의 양도

늘어나기 때문이다(조동희.강구상.권혁주.문성만, 2019; 홍장표.남종석, 2016). 

조동희 등(2019)은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과 미국의 자동차 부품기업의 사례를

통해 부품기업이 다양한 최종 조립기업을 대상으로 거래하면서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고 매출이 고르게 분산될 때 더 많은 특허출원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조동희 등, 2019). 

중앙성이 높은 기업들은 그렇지 못한 기업들에 비해 보다 다양한 원천에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므로 시장변화 및 기술변화를 더 빨리 감지한다.

사회 네트워크에서의 연결은 누차 말하듯 정보와 자원의 통로이며, 혁신가들이

공식 라인이나 수준을 넘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조직간 상호작용은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자원들을 교환함으로써

혁신창출이나 확산을 위한 창구가 되며, 이때 조직의 네트워크에서의 위치는

중요한 전략적 자원으로써, 외부의 정보와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Tsai, 2001). 그렇지만 조직 간의 정보 및 지식 공유는 기존에 연결이 존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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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긴밀한 경우에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협력적 연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학습이나 지식 이전의 기회가 더 많고, 따라서 중앙성이 높은

기업들은 혁신활동을 자극하거나 지원하는 데 더 유리하다(Paruchuri, 2010; Tsai, 

2001; Tsai & Ghoshal, 1998). 또 네트워크 내에서 중앙성이 높은 조직은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여 변화를 주도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고,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대응도 더 빠를 수 있다(Burkhardt & Brass, 1990).

또한 중앙성이 높은 기업들은 연대하거나 학습할 수 있는 외부 주체가 더 많기

때문에 자신과 그들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재결합할 수 있다. 구조적으로 중앙에

위치한 네트워크 참여자는 네트워크의 더 많은 구성원과 메시지를 교환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에서의 중앙성은 네트워크에서의 영향력, 인지도를 반영한 것으로, 

공식 및 비공식적 권력과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Ibarra, 1993). 

중앙성이 높은 행위자는 중앙성이 낮은 행위자에 비해 다른 조직들에게 더 가까이

위치하기 때문에 더 많은 양, 더 높은 질의 정보를 획득하여 시장이나 고객 니즈의

변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다(Ahuja et al., 2003; Tsai, 2001). 

이처럼 중앙성이 높은 기업들은 접근할 수 있는 정보 및 자원의 양과 질이 높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기업보다 짧은 개발시간과 낮은 개발비용으로 높은 혁신성과를

누릴 수 있다. 네트워크에서 중앙에 위치한 기업들은 네트워크의 다른

기업들로부터 준거점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운영 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를 파악하기가 쉽다(Hora & Kalssen, 2013).

또 중앙에 위치한 기업들은 자신이 혁신을 주도하는 상황뿐 아니라 혁신을

주도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거래 기업들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도 많다.

기업들이 누구와 파트너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은 높은 불확실성과 위험을

수반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합리성이 제한된 많은 기업들은 과거의 성과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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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가능성을 휴리스틱적 방법(heuristics)을 활용하여 추론하여 연결대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데(Nerkar & Paruchuri, 2005) 이때 추론의 근거로

네트워크에서 가장 쉽게 사용될 수 있는 지표는 중앙성이다. 중앙에 위치하는

기업은 기존에 네트워크 구성원들로부터 평판이 높고 가시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Kim & Zhu, 2018), 이러한 기업들은 품질역량도 더 높고 혁신에 대한

효과도 더 클 것으로 인식되어 이들이 창출하는 지식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진다

(Nerkar & Paruchuri, 2005). 따라서 중앙성이 높은 기업들은 더 나은 파트너

선택이 가능할 뿐 아니라 기존의 파트너와도 더 안정적으로 연결을 유지할 수

있다(Kim & Zhu, 2018). 또한 중앙성이 높은 기업들은 영향력이 높고 네트워크

파트너들의 의존도 또한 높기 때문에 지위를 활용하여 중요한 자원과 다른 유능한

네트워크 파트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Koka & Prescott, 2008).

이 때문에 네트워크의 중앙성은 조직의 다양한 성과와 정의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Wang et al.(2015)은 네트워크의 위세중앙성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수행된 43개의 기업간

네트워크의 실증연구를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중앙성은 기업의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Wang et al., 2015). 이들

메타분석에서 포함한 연구들은 종속변수를 혁신성, 재무성과, 생산성, 시장점유율

등 다양한 성과지표로 하고 있으며, 네트워크에서 중앙성이 높은 조직들은 특히

즉각적으로 높은 성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Wang et al., 2015).

그 중에서도 특히 중앙성이 집단의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술적

차별성(technological edge)을 부여한다는 것(Freeman, 1978)은 일찍부터 많은

학자들이 주장해 온 바이다. 사회네트워크를 통해 조직들은 외부의 이질적인

지식과 자원 및 정보를 적시에 접하거나 흡수, 축적하여 확보한 이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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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을 활용하여 혁신을 잘 할 수 있다(Ahuja, 2000; Koka & Prescott, 2008).

또 중앙성이 높은 조직들은 명성을 활용하여 더 많은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고 학습의 경로는 더욱 많아진다. 그런데 조직의 지적 자산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발전하기 때문에 혁신 성과는 더 높아질 수

있다(Powell et al., 1999).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일관성에도 불구하고 막상 중앙성이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의 결과는 아주 명확하지는 않다. Czepiel(1974)은

철강산업에 종사하는 32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비공식적인 조언 네트워크와 혁신의

채택에 대해 분석한 결과, 조언네트워크에서 높은 중앙성을 갖는 기업은 혁신을 더

신속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으나 그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Powell et al.,(1999)은 바이오산업에 종사하는

388개 기업의 1988년부터 1997년까지 총 10년 간 성과를 추적한 결과, R&D 

제휴 네트워크에서 더 중앙에 위치한 기업일수록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기존의 제휴는 유지하고 새로운 제휴는 더 많이 맺으면서 중앙성은 지속되어 결국

더 많은 특허를 갖게 되는 것을 발견했다. 김나미.김언수(2016)는 상대적으로

지식과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는

협력파트너의 다양성은 높고 특정 파트너에 대한 의존도는 낮을 때 혁신성과가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논리와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1. 네트워크 내에서 기업의 중앙성이 높을수록 혁신성과는 높을 것이다.

또한 네트워크에서 위치가 좋은 기업들은 그렇지 못한 기업들에 비해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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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와 위협에 대한 정보와 다양한 자원에의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Uzzi, 1996; 

Zaheer & Bell, 2005) 혁신성과 외에도 조직의 성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

시장에서의 교환은 경쟁과 이기적인 개인을 가정하고 효율성과 즉각적인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지만, 조직간 네트워크에서의 교환 논리는 신뢰와 호혜적 규범을

통해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가격을 매기기 어렵거나 계약을 통해 교환하기 어려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교환기회를 제공한다(Uzzi, 1996). 이처럼 네트워크에서의

신뢰는 자원과 서비스의 교환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에서

좋은 위치를 점한 기업들은 네트워크에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기업들을

포함한 다른 참여자들로부터 참신하고 신뢰할 만한 질 높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 정보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신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기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Burt, 1992).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에서의 배태성은 기업 내 자원의

통합과 협력, 적응 등 운영성과에도 도움을 준다(Uzzi, 1996). 

둘째, 중앙성이 높은 기업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중앙성이 높은 기업들은 파트너 기업들이 자신에게 협조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제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약은 파트너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감시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 노력을 감소시킨다(Walker et al., 1997). 이러한 위치를 이용하여

중앙성이 높은 기업들은 공급네트워크 상의 파트너들에게 자신 위주의 통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는 프로세스 또는 프랙티스의 도입과 활용을 요구할 수

있다(Basole et al., 2017). 예를 들어 토요타는 공급자협회, 컨설팅그룹, 학습팀

등을 통해 공급네트워크에서 본사에서 운영하는 프랙티스를 도입하고 이를 철저히

따르도록 지식을 이전하는데(Aoki & Wilhelm, 2020). 공급네트워크에서 이처럼

활동이 통합되는 것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윤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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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중앙성이 높은 기업은 명성이 높고 여러 기업에 대한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의 파트너 및 잠재적 파트너와의 거래에서 더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고,

이 때문에 가격을 비롯한 거래조건을 자신에게 더 유리하게 결정할 수 있다.

권력은 상대방이 나에게 의존함으로써 발생하며, 권력의 불균형이 존재할 때

가격은 권력이 높은 쪽에 더 유리하게 결정된다(Emerson, 1962). 중앙성이 높은

기업들에는 다른 기업들이 의존하게 되며, 현재의 연결 외에 접근 가능한 대안도

많기 때문에 중앙성이 낮은 기업들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가 가능한 것이다.

이는 중앙성이 높은 기업들에 더 높은 이윤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를테면, 

홍장표∙남종석(2016)의 연구에서는 수요기업이 기술수준이 유사한 둘 이상의

공급기업에 발주하여 경쟁을 시키는 서열경쟁(rank-order tournament)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불완전 전속계약이 공급기업의 과소투자를 유발하는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수요기업이 명성과 지위가 높은 경우는 둘 이상의 공급기업에

신제품 개발, 비용절감, 품질 향상을 위한 경쟁을 유도하고 이들 간의 경쟁을

관리할 수가 있는데, 수요기업의 지위가 높을수록 공급기업은 거래를 유지하고자

할 유인이 크고,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의 요구에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요기업이 더 나은 재무적 성과를 얻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종합하자면 네트워크에서 더 중앙에 위치한 기업들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탐색이나 탐험과 관련된 비용을 더 효과적으로 절약하고 범위의 경제의 이점을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Tsai, 2001), 신뢰를 기반으로 불확실성을 낮추고 거래의

질을 높일 수 있다(Uzzi, 1996). 또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네트워크의 다른

참여자들로부터 더 빠르고 정확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생존 가능성과 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기업들의 자신에 대한

협력가능성은 높이면서, 자신의 연결파트너가 되고자 하는 다른 기업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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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하도록 할 수 있다. 이는 재무적 성과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기존의 실증연구에서도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많이 도출되었다.

Rowley & Baum(2004)은 캐나다의 투자은행 산업에서 기업들의 파트너 선택과

기업의 경쟁우위, 그리고 네트워크 위치의 변화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투자은행들이 특히 연결의 범위를 확장하고 구조적 공백이 많아질수록 다음 해의

시장점유율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Ferriani et al.(2009)은

1992년부터 2003년까지 10년 간 헐리우드 영화산업에서 2,146개의 장편영화와

2156개의 제작사, 그리고 8개의 메이저 영화배급사 등 제작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중앙성과 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시간에 따라 중앙성의

한계효용은 감소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제작사의 높은 중앙성이 영화의 티켓

판매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논리와 실증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의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2. 네트워크 내에서 기업의 중앙성이 높을수록 재무성과가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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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성과 기업성과의 관계에서 R&D 집약도의 조절효과

네트워크 이론을 다루는 비교적 최근의 연구들 중에는 구조적 관점과 기업의

내부역량을 통합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예: Tsai, 2001; Zaheer & Bell, 2005). 

조직은 자율적이고 전략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구조에 배태된 존재로서 환경과

개별 주체의 역량이 동시에 작용함으로써 조직의 성과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결국

어떤 기업이 네트워크 상의 위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는 해당 기업이 거래

상대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지와 연결을 통해 얻은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에 따라 좌우된다(Zaheer & Bell, 2005).

이러한 관점에서 R&D 집약도가 네트워크 상에서의 위치와 조직 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다. 조직이 네트워크에서 갖는 위치는

지식에 대한 접근성이며, R&D 집약도는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조직에서의 학습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의미하므로 위치와 R&D 집약도가 함께

작용함으로써 조직간 학습과 지식 이전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향상될 수 있다(Tsai, 

2001).  

첫째, 중앙성이 높은 기업들은 외부의 기술과 환경변화를 감지할 기회가 많은데, 

평소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했던 기업들은 연구개발을 통해 축적한 역량을

연결을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사업기회를 공략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네트워크에서의 위치가 중앙에 위치한다는 것은 조직 밖에 있는 새로운 지식이나

혁신 아이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남을 의미하며, R&D 집약도가 높은

기업은 연결을 통해 얻은 정보와 지식의 정확하게 해석하고, 연결된 기업들이

기존에 보유한 역량과의 자신의 역량을 재결합하여 혁신을 할 수 있다.

둘째, 중앙성이 높은 기업들이 R&D에 많은 투자를 했을 때는 확보한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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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내부 기술 간의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고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Rothaermel & Alexandre, 2009). 먼저 조직이 연결을 통해 습득한 외부

지식과 정보는 내부의 역량이나 기존 활동들과 상충됨으로써 조직에 긴장을

초래하고 적응활동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데(Tushman & O'Reilly, 1996), 이 때

외부 지식과 내부 활동의 균형을 갖추기 위해서는 R&D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다. 

연구개발을 많이 하는 조직들은 새로운 지식을 혁신활동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조직은 지식의 내부 전파 또한 어렵다(Tsai, 2001). 특히 사회적

연결을 통해 얻는 다른 조직의 지식은 그 조직의 기업특유적 지식(firm-specific 

knowledge)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최신의 더 질 높은 지식일수록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치를 평가하여 자신들의 기존 역량에 결합할 수 있는 내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면 외부와의 연결이 성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다(Tsai, 2001). 

기업들은 연결을 통해 새로운 지식 탐색(search)의 범위를 넓히려는 시도를

하지만(March, 1991), 탐색의 범위가 넓어지고 다양성이 높아질수록 기업들은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불확실성에 노출된다. 따라서 기업이 기존의 범위를 벗어나

네트워크 상의 연결을 통해 지식을 얻고 이것을 기업 성과로 연결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경계를 넘어서는 연결(boundary-spanning linkages)을 통해

얻은 지식을 상품화할 때는 기존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변화를 많이 주어야 하며, 

공급기업에 대한 의존도도 불가피하게 더 높아지기 때문에 환경의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조직의 유연성은 더 많이 필요하다(Dobrzykowski, Leuschner, Hong, & 

Roh, 2015). 이 때 연구개발을 많이 해온 조직들은 외부 지식이 내부적 지식과

빚는 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조직 성과를 향상할 수 있다. 

셋째, 중앙성이 높은 기업들이 다른 조직과의 연결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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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할 때, 상대와 지식수준이 비슷하거나 높아야 지식의 효과적인 습득과 이전이

가능하므로 R&D에 대한 투자 정도가 높은 기업들일수록 유리하다(Lane & 

Lubatkin, 1998). 외부 조직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 연결은 되어 있더라도 거래

파트너가 협력적이지 않거나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도 많고, 지식을

제공 받아도 내부의 지식이 없다면 이것을 사업 상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가 없다.

연구개발에 많이 투자하는 조직은 기존에 충분히 개발된 기술기반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급기업이나 구매기업과 지식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보다 풍부하고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Tsai, 2009),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의 왜곡이 적다.

기업이 다른 공급기업이나 구매기업과의 연결을 통해 확보한 정보는 이들이

협력적인 자세로 전문성을 발휘하게끔 함으로써 기업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

연구개발의 경험이 많고 연구개발 역량이 높은 기업들은 연결파트너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기업간 협력이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높다(Tsai, 2009).

이러한 이론적 주장을 뒷받침할 실증연구는 많다. 네트워크의 연구는 아니지만,

세계 각국의 자동차 부품 산업들의 연구개발투자 집약도와 매출액의 지역간

분산도를 분석한 조동희 등(2019)의 연구에서는 연구개발 투자액이 높은

기업일수록 지역간 분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는 공급기업이 거래에서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더 많은 구매자와 연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시 네트워크의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는 아니지만,

2개의 대만 다국적 기업 내에 속한 60개 사업부의 조직 내 네트워크 안에서의

지식전파를 연구한 Tsai(2001)는 네트워크에서의 중앙성과 R&D 집약도로 측정한

흡수역량이 상호작용하여 혁신의 성과를 높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 Zaheer 

& Bell(2005)은 캐나다 뮤추얼 펀드들의 멤버십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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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이 펀드의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며, 에고의 혁신성과 구조적 공백 지수

간의 상호작용이 있을 때 펀드의 성과는 더욱 높아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논리와 실증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의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3. R&D 집약도가 높을수록 중앙성이 혁신성과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커질 것이다.

기업의 R&D 투자는 지식을 받아들이고 내부적으로 지식을 생산하는 능력뿐

아니라 혁신의 결과를 상품화하거나, 기업운영을 향상하는 데 적용하는 능력을

키워주기도 하기 때문에 R&D 투자가 많은 기업에서는 이윤 창출의 기회 또한

중가한다(Cohen & Levinthal, 1990). 앞서의 네트워크상에서의 위치로부터 혁신

성과를 도출하는 과정과 같은 논리로 R&D 집약도는 네트워크 상의 위치가 의

위치는 재무적인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화할 것이다. 

우선 중앙성이 높아 지식을 많이 접하는 조직에서 R&D 집약도가 높을 때는

외부 지식을 더 효과적으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네트워크에서 중앙에 위치한

조직들은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외부로부터 접하게 되는데, 접한 지식을

내부적으로 전파하고 실행함으로써 조직의 성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가 필수적이며(Zahra & George, 2002), 따라서 평소 R&D 집약도가 높은

기업들은 외부 지식을 상업화할 수 있는 역량도 강할 것이다. 역으로 평소

연구개발에 투자를 적게 하는 기업들의 경우, 새로운 아이디어를 활용한

프로세스나 내부 지식이 충분치 않아 지식을 내부적으로 확산하기도 어렵고,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도 낮다(Tavani, Tavani, Naude, Oghazi, 

& Zeynaloo,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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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외부에 지식을 전달해야 할 때도 도움을 준다.

중앙성이 높은 기업들은 여러 기업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협력하게 되는

기업들의 학습이나 지식 수준 또한 다양할 수 있다. 이때 평소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활발했던 기업들은 공급기업들에게 지식과 프랙티스를 전달할 때도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 공급기업들과 함께 신상품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높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개발한 상품의 성공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Tavani, Sharifi, Soleimanof, & Najimi, 2013). 또 공급기업의 역량과 지식을

협력적으로 이끌어내고 이를 통합하여 신상품을 빠른 속도로 개발하려면 R&D 

집약도가 높은 기업들일수록 더욱 유리할 것이다(Tsai, 2009).

실제로 네트워크 연구는 아니지만 조직학습의 관점에서 R&D 집약도가 높은

기업들이 재무성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더 유리하다는 실증연구들이 존재한다. 

Zahra & Hayton(2008)은 글로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해외

기업과의 제휴활동이 ROE 등 재무성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R&D 투자로 측정한

흡수역량이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네트워크 연구로는 앞서 언급한

Tsai(2001)의 다국적 기업에서 내부 부문간 네트워크에서 사업부제 기업 내부의

팀간 연구에서도 기업의부문의 중앙성과 흡수역량이 결합할 때, 새로운 지식을

상품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결과적으로 더 높은 재무성과를 나타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와 실증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아래의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4. R&D 집약도가 높을수록 중앙성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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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트워크의 중앙성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네트워크는 동태적인 것이며 네트워크의 구조는 계속 진화하는데 이것은 구조와

참여자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다(Gulati, 1995). 네트워크의 구조와 기업의

역량은 개별적으로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역량이 있는

기업들이 다른 좋은 기업과 연결되어 네트워크에서 좋은 자리를 점하고, 그 위치를

활용하여 더욱 더 역량이 강화되기 때문에, 역량과 구조적 위치가 모두 좋을 때는

성과가 대폭 신장될 수 있다(Zaheer & Bell, 2005). 

네트워크에서 좋은 위치를 점한다는 것은 많은 자원과 정보를 가진 조직과

긴밀히 연결되는 것, 또는 정보와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를 점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기업간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네트워크의 연결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신뢰에 대한 기대와 평판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Uzzi, 1996), 에고가 뛰어난 역량과 경쟁우위, 그리고 매력을 갖고 있으면

좋은 거래대상을 선택하는 데 있어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특히

공급네트워크라는 상황에서 더 많은 기업들이 납품하고자 하는 구매기업, 혹은 더

많은 기업들이 납품을 받고자 하는 공급기업들은 구매자나 공급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거래 관계를 주도할 수 있다. 

또, 기업들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면서 직접 구하거나 내부적으로 생성하기

어려운 자원을 보다 쉽게 확보할 목적으로 다른 기업과 연결을 형성한다(Ahuja, 

2000). 그러므로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연결을 형성할

기회가 더 많아지고, 매력도는 더욱 높아진다. Ahuja(2000)는 이렇게 연결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기업의 자원을 기술 자본(technical capital), 상업자본

(commercial capital), 그리고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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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화학산업의 선도기업 97개사를 대상으로 각 자본과 기업간 조인트벤처

설립 등의 연결행동을 장기적으로 탐색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의

실증연구에서는 기술자본과 상업자본이 풍부한 기업은 다음 시기에 더 많은 연결을

형성하였고, 사회적 자본은 역U자의 형태로 연결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huja, 2000). 

기업은 거래 네트워크 상에서 더 좋은 위치를 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한다. 

자신의 위치를 좋은 위치로 바꾸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거래 상대들에게 매력적인

거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는 자신의 위치를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상대와 거래 관계를 맺고, 그렇지 않은 상대와는 거래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있다.

우선 혁신성과가 높은 기업들은 거래 대상으로 매력도가 높아 더 많은 기업들이

거래를 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다. 수요기업들은 혁신적 제품을 개발할 때

불확실성을 낮춤으로써 비용을 낮추고자 하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같다면, 

혁신성과가 뛰어난 공급기업들은 이러한 불확실성이 낮아 구매기업들이

거래대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Hoetker, 2005). 따라서 기존에 혁신성과가

높은 기업들은 높은 평판을 활용하여 네트워크에서 더욱 좋은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중앙성의 변화에 대해 조직간 표본을 이용한 실증연구는 드물지만, 

Burkhardt & Brass(1990)는 조직 내 개인 간 연구에서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라는 변화 시점에서 기술채택 시기와 네트워크 중앙성, 그리고 영향력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관찰한 결과, 기술을 조기에 채택할수록 점점 더 높은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어 중앙성이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혁신성과가 높은 기업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공급자나 새로운

고객을 더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다. 기업의 혁신성과는 기업의 평판을 높이고, 

평판이 높은 기업들은 더 많은 기업들과 우위적 입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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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은 대체로 대기업보다 유형 및 무형의 자원이 부족하지만,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혁신성과가 있는 기업들은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으로

포지셔닝을 함으로써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Bakar & Ahmad, 

2010). 특히 혁신성과는 기업의 기술역량, 아이디어, 구성원의 역량을 포함하여

혁신 프로젝트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조직의 시스템, 구조, 프로세스 등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이며, 그 기업만의

독특하고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Alegre, 

Lapiedra, & Chiva, 2006) 혁신성과가 높은 기업과 거래를 한다는 것은 상대

기업에게 좋은 학습의 기회가 될 것이다. 개인간 네트워크 연구로서

Ibarra(1993)는 홍보대행사의 직원간 네트워크에서 기존에 권위를 갖고 있는

직원이 더욱 높은 중앙성을 가지며, 이를 이용하여 혁신활동에 더 많이 참여한다는

실증연구를 제시하였다(Ibarra, 1993). 기업간 공급 네트워크에서도 이러한 논리를

적용가능한데, 혁신성과가 낮으면서 수요기업에 의존도가 높은 공급기업은

혁신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비해 수요기업에게 권위가 적고, 정당성 또한 낮아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어렵다. 이 때문에 수요기업은 혁신성과가 낮은 공급기업에

대해 더 큰 권력을 가지고 공급기업이 다른 기업에 공급을 다각화하는 것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즉, 혁신성과가 낮은 공급기업은 협상력 또한 낮기

때문에 공급기업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고, 외부에 대한 탐색도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증 연구의 예를 들어보면, 네트워크 연구는 아니지만 조동희

등(2019)의 보고서에서 독일의 자동차산업에서는 완성차 조립기업이 아닌

부품기업이 혁신을 주도함으로써 최종 완성차 기업과의 거래에서 높은 협상력을

가지기 때문에 특정 기업이나 국가에 국한하지 않은 폭넓은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동일한 보고서에서 부품업체들은 당해 지역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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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매출액도 낮게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셋째, 기업들은 위험을 줄이면서 이윤과 성과를 높이려고 하는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객이나 제품의 다각화를 꾀한다. 특히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성과는 무형자산을 늘리고, 높은 무형자산은 새로운 사업 영역이나 새로운

연관제품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것이 가능하게 한다(Lecraw, 1984).

이처럼 혁신성과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은 새로운 공급자나 새로운 고객과

연결을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중앙성 또한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논리와 실증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의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5. 기업의 혁신성과가 높을수록 이후의 네트워크에서 중앙성이 높아질

것이다. 

또 높은 재무성과는 기업에 풍부한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재무성과가 높은 기업들은 사업의 다각화나 확장

관련의 의사결정에서 재무성과가 좋지 않은 기업에 비해 자유롭다. 사업 다각화나

확장은 자연스럽게 거래 기업의 확대를 가져온다. 새로운 기업으로부터 구매해야

하고, 새로운 기업에게 판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높은 재무성과는 그 자체로서 조직의 공식적 지위에 정당성과 권위를

부여하고 높은 평판을 주기 때문에(Deephouse & Carter, 2005) 재무성과가 높은

기업은 그렇지 못한 기업보다 새로운 연결대상의 후보로서 매력이 높다. 기업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는 이윤 창출이며, 사회는 기업이 투입을 효과적으로

산출물로 바꾸고 동시에 우수한 재무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기 때문에(Dowling & 

Pfeffer, 1975), 우수한 재무성과는 기업을 효율적으로 성실히 운영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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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신호가 된다. 반면 재무성과가 좋지 않은 기업은 주주나 정부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되고, 이러한 감시나 통제는 기업이 외부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한다(Deephouse & Carter, 2005). 거래대상을

선택해야 하는 기업에게 재무성과가 우수한 기업과 거래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시장에 바람직한 신호를 주기 때문에(Eisenhardt & 

Schoonhoven, 1996), 여러 후보 중에 가능하면 재무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선택하려 할 것이다. 예를 들어 Dollinger, Golden, & Saxton(1997) 은

조인트벤처의 대상이 될 기업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 어떤 기준이 작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170명의 MBA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는데, 경영진에

대한 평가, 제품의 품질에 비해 덜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긴 하였지만 재무적

건전성, 즉 장기투자를 통한 높은 수익률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자산 활용은

조인트벤처의 파트너 기업 선택을 위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또 2008-2009년 노르웨이의 해운기업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제휴

파트너의 선정과정과 선정기준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수행한 Solesvik & 

Westhaed(2010)는 파트너를 선정할 때 상대 기업이 과업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등의 기준보다 오히려 가용 자본과 안정적인 재무적 상황 등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간 신뢰를 형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하였다.

셋째, 재무성과가 높은 기업들은 혁신에 대해 더 많이 투자할 여력이 있고

새로운 성장을 위해 다각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성장을 하는 기업들은 확보한

자원을 재투자하여 기존의 규모와 범위를 활용하여 사업과 연관된 사업, 또는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여 더 큰 시너지를 얻고자 하는 동기가 발생한다(Zhou, 

2011). 따라서 재무성과가 높은 기업들은 자신의 자원을 활용하여 신사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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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공급기업 및 고객기업과 연결할 수 있다.

이상의 논리와 실증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의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6. 기업의 재무성과가 높을수록 이후의 네트워크에서 중앙성이 높아질

것이다.

조직이 높은 혁신성과와 재무성과를 얻고 성장함에 따라 조직의 목표 또한

단순한 생존이나 성장에서 더 넓은 영역으로의 확장, 다변화 등으로 진화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조직의 네트워크 니즈 또한 진화하여 조직의 연결은 그동안의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을 넘어서서 경쟁 우위를 줄 수 있는 다른 조직들, 심지어

경쟁기업들에까지도 거래관계를 확장할 수 있다(Butler & Hansen, 1991). 이 때

이전의 중앙성이 높은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로부터 거래상대로 선택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먼저 높은 중앙성은 거래 상대에게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같다면, 중앙성이 높은 기업들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 간 거래에 있어서

조직들의 가장 큰 관심은 상대에 대한 신뢰 가능성이다(Li, Eden, Hitt, & Ireland, 

2008). 기업들은 거래 상대가 나의 지식이나 기술을 빼앗아가는 등의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것에 대해 두려움이 상존하고, 협업의 과정에서 발생할

여러 갈등이나 조율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있다. 이 때문에 상호

공동의 목표를 원만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확보되어야 거래가 성사될

수 있다(Li et al., 2008). 기업들의 혁신성과 또는 재무성과가 높은 기업들은 이미

그 자체로서 네트워크에서 권력을 갖는다. 이들은 성과를 통해 정당성을 인정받고, 

네트워크에서의 행동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으며, 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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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이들과 연대하고 싶어한다. 이 때 기존에 조직이 가지고 있던 공식적,

비공식적인 지위가 높으면 그 정당성은 더욱 강화된다(Ibarra, 1993). 이전에

거래상대가 가지고 있던 네트워크 위치는 커뮤니티에 있는 제 3 자의 존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 기업이 도출한 성과가 높고 다른 기업들과의 연결이

많았다면 이 기업에 대한 신뢰는 제 3자의 증명을 통해 확보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Ibarra(1993)의 조직 내 개인간 네트워크 연구에서는 기존의 경험이나

활동, 지위나 소속 등에 따라 네트워크 중앙성이 높아지고, 중앙성이 높아지면 기술

혁신 및 관리 혁신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에

참여가 증가할수록 그 개인의 능력과 경험은 당연히 증가하게 되고, 지위나 정당성

또한 증가한다. 이 때문에 높은 중앙성은 다시 이후의 네트워크에서 더욱 중앙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둘째, 성과가 높은 기업들이 중앙성이 높다면 성과의 실행력이 높아지므로

이후의 네트워크에서 더 높은 중앙성을 누릴 수 있다. 우수한 아이디어가

존재하더라도 이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고 상업화하는 것은 또 새로운 지식과

자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앙성이 높은 기업들은 혁신성과나 재무성과를

네트워크에서 더 좋은 위치를 점하는 데에 활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 한편 이전

네트워크의 중앙성이 높은 행위자들은 변화의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함으로써

네트워크 구조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고착화할 수 있어(Burkhardt & Brass, 1990), 

높은 중앙성이 재생산될 수 있다. 앞서 중앙성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

Powell et al.(1999)의 연구에서는 높은 중앙성으로 빠른 학습을 한 조직들은

시장에 적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지식의 적시성과 참신성이 중요한

바이오산업에서 더 높은 재무성과와 특허성과를 올렸으며, 동시에 연구개발 제휴의

활동 또한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과가 높은 기업들이 중앙성이 높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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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많은 기업들이 협력하고 싶어하는 대상이 되고, 더욱 많은 기업들에게

거래상대로서 매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Powell et al., 1999). 또한 Burkhardt 

& Bass(1990)은 미국 정부기관의 신규 컴퓨터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직원 75명

간의 중앙성과 권력의 변화를 3개월의 간격을 두고 4회의 시기에 걸쳐 1년 간

추적하고 분석하였는데, 중앙성이 높은 직원들은 프로그램의 도입이 빨랐고, 다른

직원들과의 상호작용도 더 증가하여 이후의 네트워크에서 중앙성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7. 이전 네트워크에서의 중앙성이 높을수록 성과가 이후 네트워크의

중앙성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커질 것이다.

가설 8. 이전 네트워크에서의 중앙성이 높을수록 성과가 이후 네트워크의

중앙성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커질 것이다.

지금까지 도출된 전체의 가설과 연구모형을 도식화하여 나타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음의 [그림 9]에서 각각의 변수와 변수들 간에 추론된 관계를 화살표와

방향성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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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연구가설 요약 및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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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방법

1. 자료수집

한국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존 공급네트워크 관련 실증연구에서는 자동차

산업을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다(예: 박철순.강아롬, 2020; 정재헌, 

2017; 정재헌.홍장표, 2015). 자동차 산업은 원-하청 관계의 대표적인 산업으로서

공급사슬의 최정점인 수요기업이 손에 꼽을 정도로 비교적 명확하고 한정되어

있으며, 공급업체를 구분하기도 쉬워 데이터 수집이 쉽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동차

산업의 경우 전형적으로 주로 몇 개의 선도적인 조립기업(허브기업)을 정점으로

하여 1차-2차-3차 협력기업 등으로 납품관계가 계층적인 분업생산구조로

연계되어 있으며, 허브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각각의 클러스터가 독립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양상이 발견된다(정재헌, 2017; 홍장표, 2015b).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또 다른 대표적 산업이면서, 다양한 규모,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포진해 있는 전기전자 관련 제조업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수직적인 전방통합이 규범화되어 있는 공급망은 네트워크라기 보다는

기업간 관계가 수직계열화되어 있어 쌍대관계의 분석이 보다 적합하며(Bernardes, 

2010), 진정한 의미에서 공급네트워크에서의 위치와 성과 연구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자동차산업과 달리 전기전자 관련 제조업의 경우, 기술의 복잡성이

높으면서 제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공급네트워크가 소수의 최종

조립기업이 주도하는 수직적인 전방통합 방식으로 구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다양한 구매자 및 공급자와의 연결이 가능하며, 일방적인 원-하청

관계보다는 기술과 역량, 필요 등에 기반한 자율적인 관계 수립의 가능성이 높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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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본 연구에서의 실증 분석은 한국기업데이터(KED)에서 제공받은 기업정보 DB 

중 종업원 50인 이상 전기전자 관련 제조기업의 2014년, 2018년의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한국기업데이터는 국내 시중 은행 및 중소기업 관련 정책금융

기관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기업신용평가 기관으로, 한국기업데이터에서

제공받은 데이터에는 기업명과 각 기업이 거래하는 주요 구매처와 매출처의

기업명과 구매비율 및 매출비율이 각 최대 5개까지 공개되어 있다. 구매처와

매출처 관련 데이터는 조사대상 기업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각 은행에서

기업체 대출을 받으면서 작성한 정보를 취합한 것이며 기업명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전자분야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여 데이터를 압축하였는데,

해당 업종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전자 제조업은 한국의 대표적인

산업일 뿐 아니라, 지식집약적 산업으로서 기업간 협력이 중요하며, 혁신의 성과가

특정 최종 생산자에게 한정되지 않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산업분류코드가 전기전자 관련 제조업(C26, C27, C28)

에 해당하는 기업 2950개 중 2014년 또는 2018년 현재 매입처 또는 매출처 관련

데이터가 존재하는 기업 807개사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누증표집기법을 따라

전기전자산업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포스코나 LG화학,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NHN

등 이들 기업과의 거래에서 3회 이상 나타나는 매입처 또는 매출처의 기업정보를

별도의 조사를 통해 추가하였다. 이에 더하여 기업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간의 재무정보와 종업원 수, 인건비 등 추가적인 기업정보를 NICE평가정보㈜에서

운영하는 기업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인 KISLINE(http://www.kisline.com)에서

입수하였다. 그리고 각 기업의 혁신 관련 성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특허등록 및 인용 등의 실적을 ㈜위즈도메인이라는 특허정보회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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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수하여 데이터에 결합하였다.

기본적으로 데이터에서 매입처와 매출처 관련 정보는 기업명만 제공되기 때문에

사명이 변경되었거나, 인수합병을 통해 현재 다른 회사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폐업의 여부 등을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뉴스기사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하고

가장 최신의 기업명으로 통일하였고,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의 기업에

코드를 부여하였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수원 공장 및 광주 공장 등으로 제품을

분할 납품하고 각 공장을 매출처로 기입한 경우에 매출처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본사 1곳으로 하고 총 매출비중을 합산하였다. 또, 삼성전자의 베트남 공장이나

중국 공장 등 확인 가능한 기업의 해외 공장인 경우에는 국내에 위치한 본사를

매출처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 중 매입 및 매출처가 ① 인수합병이나 기업 사명 변경 외에 최종 폐업한 기업, 

② 기업명이 부정확하여 기업의 정보를 추적 불가한 경우 (예: “수출”, “내수”, 

“기타” 등으로 기재하거나 기업명의 오기로 추적이 불가한 경우), ③ 매입 및

매출처가 해당 회사 자신 또는 자신의 해외공장 등인 경우, ④ 매입처나 매출처가

외국기업인 경우(예: 기업명이 단순히 “TOSHIBA”, “APPLE”, “HWAWEI”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⑤ 매입 또는 매출처가 국가인 경우 등(예: 

“교육부”, “수원시” 등으로 기재된 경우) 기업코드를 부여하거나 기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렇게 하여 최종적으로 총 952개 기업을 표본집단으로 취합 정리한 후, 이들이

거래관계를 갖는 기업들을 포함하여 전체의 네트워크 지수를 분석하였다. 

2014년에는 총 3,439개의 기업 간에 4,250개, 2018년에는 총 3,717개 기업 간에

4,340개의 거래관계가 파악되었다. 이러한 전체 네트워크를 가지고 각 년도 별로

UCINet 6.0을 통해 네트워크 매트릭스를 만들고, 전체 기업의 네트워크 지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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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였다. 이후 네트워크 지표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구하기 위하여 기존의

952개 기업데이터에 전체 네트워크에서 분석된 네트워크 지표를 결합하여

STATA 15.0을 이용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가설을 검정하였다.

단, 등록특허와 특허피인용 등 혁신성과를 종속변수로 한 분석에서는 일반적인

선형회귀모형이 아닌 단절회귀모형(truncated regression model)을 사용하였다.

등록특허와 특허피인용건수는 항상 양(+)의 숫자를 갖기 때문에 0 이하의 수는

관찰되지 않는다. 이에 통상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 OLS)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면 회귀계수에 편의가 발생하므로 본 연구에서 가설 1과 가설

2에 대한 분석은 단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다음에서는 가설검정의 엄밀성을 높이기 위해 분석에 사용한 각각의 변수를

정확히 정의하고 각 변수의 특징들을 제시한다. 특히 핵심변수인 네트워크

지표들에 대해 연구의 관점을 정확히 반영하고자 도출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중앙성(centrality)

조직이 네트워크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나 유리하거나 제약이 가하는지를

판단하는 데는 중앙성의 지표를 많이 사용한다. 가장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하자면 중앙성은 한 노드가 이웃하고 있는 다른 노드의 숫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Scott, 2000).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지역적이고 직접적인 연결만 고려한

것이며, 간접적인 연결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네트워크 연구에 있어서 연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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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중앙성의 측정은 네트워크 환경과 보는

관점에 따라 연결중앙성(degree centrality), 위세중앙성(eigenvector centrality), 

인접중앙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중앙성(betweenness centrality), 구조적

공백 등 다양한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중앙성의 개념들은 각기 다른

전제와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에서의 흐름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개념을 적용하여야 한다(Borgatti, 2005; 곽기영, 2019). 

우선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인 연결중앙성은 지역에서 각

조직과 연결된 노드의 수를 의미한다. 연결중앙성의 개념에서는 더 많은 연결을

가진 조직이 더 많은 정보에 접할 수 있고, 많은 연결관계와 대안이 있기 때문에

다른 주위 조직들에 덜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그 정보가 성과와 관련있는

경우에는 더 나은 성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많은 연결관계를 활용하여 거래를

원하는 다른 조직들을 연결시키고, 여기서 이익을 취할 수도 있다. 연결관계가 많은

조직은 가시성(visibility)이 높고, 대체로 주위에서 중요한 존재로 인식된다. 

따라서 연결중심성은 조직의 권력에 대한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지표이다. 

위세중앙성은 정보의 유의성을 중시하는 경우, 연결이 적더라도 기업에게

의미있는 정보가 제공되는 연결이 존재할 때 더 나은 성과로 이어진다는 명제를

지지한다. 이른바 호가호위(狐假虎威)라는 사자성어에서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위세를 부리는 것과 같이 연결이 적더라도 더 좋은 대상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 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명제에 따라 위세중앙성의 측정에서는 연결된

기업의 수뿐 아니라 연결된 기업의 중앙성을 가중치로 반영하여 계산된다. 즉 기업

i와 연결된 기업 j가 중앙성이 높은 기업일 때 기업i의 위세중앙성이 높아진다. 

위세중앙성이 높은 기업은 자신이 직접 연결된 기업의 수가 적다 하더라도 다른

중앙성이 높은 기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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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염병 네트워크에서 바이러스의 슈퍼 전파자 옆에 위치한 사람은 전염병이

옮을 위험이 높듯이, 위세중앙성이 높으면 높은 위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기업

간 네트워크에서 삼성전자와 같이 연결중앙성이 매우 높은 기업에 생산량의

100%를 납품하는 공급업체와 같은 경우에는 연결은 단 하나이지만, 삼성전자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성과가 좋은 한 이 공급업체의 운영성과 역시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연결된 기업의 위험 또한 이 기업이 고스란히 공유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험도 높다.

정보의 시의성, 적시성이 중요한 경우에는 인접중앙성의 개념을 사용하는데, 

인접중앙성은 네트워크 내에서의 간접 연결까지 고려하여 전체 네트워크에서 한

기업이 다른 기업까지 도달할 수 있는 최단경로거리를 측정한다. 인접중앙성은

다른 중앙성의 개념과 달리 활동성(activity)보다는 조직의 독립성

(independence)과 관련이 높다. 다른 조직에 연결되는 경로의 길이가 짧을수록

새롭고 왜곡되지 않은 정보를 취득하는데 있어 유리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조직에 의지할 필요가 적기 때문이다. 인접중앙성이 높은 조직은

네트워크 내의 여러 조직에 쉽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에서 협상과 조정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권력을 획득한다.  

경로가 짧으면서 다른 중요한 노드들 사이에 위치한 노드는 정보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때는 매개중앙성의

개념을 활용한다. 매개중앙성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은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를

통제하거나 중개하는 정도인데, 네트워크 상의 다른 행위자들이 연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로에 위치함으로써 얻는 권력을 의미한다. 매개 중앙성은

네트워크에서의 위치가 얼마나 개방적인지를 나타내며, 서로 연결되지 않거나

거리가 먼 둘 이상의 행위자를 연결할 때 높게 나타난다(Baum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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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조적 위치를 활용함으로써 행위자는 다른 행위자들 간의 연결을

중개함으로써 이익을 얻거나, 다양한 자원에의 접근성을 높이고, 또는 다른

행위자들을 소외시킴으로써 접촉을 방해할 수 있다. 조직 간 관계들에서 가운데

위치하는 정도가 클수록 다른 조직들은 연결을 위해 이 조직에 의존해야 하고, 이

때문에 다른 조직들 간의 상호작용을 매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이 생긴다.

매개중앙성이 낮은 조직은 정보의 중복성이 높고, 공통으로 갖는 이웃이 많은

조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중앙성의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정보의 중복을 최소화하여

새롭고 다양한 독립적인 정보를 취득하면서 다른 노드가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차단할 때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을

분석하는 방법이 활용된다. 이 개념은 앞서 언급한 매개중앙성의 개념과 매우

유사한데, 둘 간의 차이는 매개중앙성은 전체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구조적 공백은 에고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또 네트워크의 밀도가

높을수록 가질 수 있는 구조적 공백의 수는 작아지므로 강한 연결 네트워크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는 상반되는 효익을 가진다. 또 구조적 제약은 구조적 공백과

반대로 네트워크의 강한 연결을 의미하는 지표이다. 구조적 제약은 해당 조직의

연결중앙성이 낮고, 거리가 먼 연결이 적고, 연결된 조직들이 클러스터를 형성할 때

높아진다(Burt, 1992).  

위에서 설명한 여러 중앙성의 개념 중 조직의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매개중앙성과 구조적 공백의 개념이 많이 활용된다. 특히 매개중앙성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체 네트워크에서 해당 기업이 어느 정도의 중개자적 위치를

차지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며, 매개중앙성의 지표는 다른 중앙성 지표에

비해 분산이 커서 구성원들의 중앙성 편차를 더 크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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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리더나 영향력 있는 중요한 구성원을 잘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Freeman, 1978; 곽기영,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증단계에서

매개중앙성의 개념을 활용하여 가설을 검정하였다.

매개중앙성   

매개중앙성은 에고 네트워크가 아닌 전체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계산되며, 

네트워크 내 조직의 쌍대관계 집합에서 최단 경로 상에 위치하는 정도, 즉 전체

행위자 간의 최단경로 가운데 해당 행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로의 비율로

측정된다(Freeman, 1978). 가중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경로의 수의 합 대신 경로

별 가중치를 합산한 수치를 사용한다(Borgatti et al., 2018). 이렇게 하여 가중치를

반영한 매개중앙성이 계산되는 구체적인 산식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기업i의 매개중앙성

��� : 기업 j에서 기업 k로 도달하는 최단 경로의 가중치

���(��) : 두 기업 j와 k간의 최단 경로 가운데 기업 i를 포함하고 있는 경로의

가중치

또, 크기가 다른 두 개 이상의 네트워크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계산된

매개중앙성의 값을 이론상의 매개중앙성 최대값, 즉 기업 i가 모든 쌍대관계의

최단경로상에 위치하는 경우의 중앙성 값으로 나누어 구한 표준화 매개중앙성 값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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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가중치

중앙성의 값을 도출하기 위한 자료처리의 과정에서 가중치의 기준을 정하는

데에 고민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기업간 거래관계에서 가중치의 의미를 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단순히 거래의 존재유무를 기준으로 한 이진

데이터(binary data) 를 사용하고 있다(Borgatti et al., 2018). 그러나 이 경우 각

기업의 중요도나 의존도가 기존에 원데이터에서 제시되어 있는 공급비율을

가중치로 그대로 적용할 경우, 기업의 매출액 규모가 반영되지 않고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연 매출액이 100억원인 공급자 A와 연 매출액이

1억원인 공급자 B가 동시에 구매자 C에게 1억원 어치의 부품을 납품한다고 할 때, 

공급자 A의 입장에서는 1%, 공급자 B의 입장에서는 100%로 가중치가

설정됨으로써 동일한 금액임에도 공급자 B의 중앙성은 확대해석되고 공급자 A의

중앙성은 과소해석되는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의 왜곡 문제를 피하기 위해

거래금액의 절대값을 가중치로 반영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공급자로부터의

구체적인 구매금액, 고객사로의 구체적인 매출금액에 대한 자료를 구할 수

없었으며, 특히 공급자로부터의 구매금액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파악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대략의 금액을

추정하였다. 그래서 공급자에 대한 매입거래금액은 각 년도의 당기제조원가 또는

매입/제조원가 계정에 올라있는 금액으로 대체하였고, 매출처에 대한 거래금액은

각 년도 매출액 대비 매출 비중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구해진

거래금액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자연로그를 취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생성된

매트릭스를 가지고 2014년 3,439개 기업 간 네트워크와 2018년 3,717개 기업 간

네트워크에 대해 각 연도별로 UCINet 6.0을 통해 기업별 매개중앙성 값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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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집약도(R&D Intensity)

조직들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뿐 아니라 조직의

흡수역량을 기르는 데 기여하며, 결국 조직이 지식을 창출하고자 하는 동기의 크기, 

또는 지식창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연구개발 투자 금액에 반영이 된다

(Cohen & Levinthal, 1990). R&D 집약도는 총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비용의 비율로 표준화 함으로써 기업의 규모를 통제하였다. 이를 구하기

위해 R&D 투자비용을 동일회계연도의 매출액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였다. 

혁신성과

혁신에는 기술혁신과 관리혁신이 있으나 여기서는 기업 간 공급-구매 관계를

가장 크게 결정하는 기술혁신을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특허의 등록 및 피인용

관련 정보는 기업의 기술혁신의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척도로, 특허는 기술의

연구 및 확산 성과를 반영한다. 특허는 기업의 기술수준을 나타내며, 특허정보는

객관성, 전 산업에 대한 포괄성을 가진 표준화된 정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박준형 & 곽기영, 2013).

특허제도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공개한 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발명을 보호하고 제 3자가 그 발명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특허권은 심사를 통해 발명이 충분히

기술적 의의와 진보를 가지며, 이전에 미해결된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 부여된다(특허청, 2020). 특허권은 기업의 지식자본(knowledge 

capital)으로서, 기업에서 노동 및 자본투입량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매출을

유의하게 설명할 수 있다(이지홍, 김상동, & 송근상, 2019). 특히 특허의

등록건수는 혁신을 통해 도출한 성과의 외부적 가시성과 정당성을 양적인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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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할 수 있는 변수이고, 특허의 피인용건수는 특허의 질적인 성과 측면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신뢰성있고 강력한 도구이다. 단순한 등록이 아니라 인용이

되었다는 것은 관련된 작업에서 그 아이디어가 가진 기여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Katila, 2000).

분석을 위해 기업별 국내 특허 등록 및 피인용 건수를 조사하였는데, 특허의

생산 및 피인용 간에는 시차가 있을 수 있으며, 특허 등록과 피인용은 그 이전 몇

년 간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을 감안하여 각 해당년도 이전부터

해당년도까지 5년 간의 등록특허 및 피인용 건수를 평균하였다. 또한 기업에 따라

등록특허 건수는 1개에서 수천 건에 이르기까지 편차가 매우 크므로, 각 건수는

자연로그를 취함으로써 표준화하였다. 즉, 2014년의 혁신성과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4년 간의 국내 특허 등록 및 피인용 건수 평균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이며, 2018년의 혁신성과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4년 간의 국내 특허

등록 및 피인용 건수 평균 각각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이다. 

재무성과

재무성과는 2015년의 회계상 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한

당기순이익률로 측정하였다. 

통제변수

정확한 분석을 위해 기업의 성과와 중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통제하였는데, 우선 기업의 특성 중 기업공개여부와 기업규모 및 기업의 연령을

통제하였다. 기업공개여부는 코스피 및 코스닥 등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1, 

외감기업=2, 공기업=3, 기타=4 로 코딩하였다. 그리고 기업규모는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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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계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으로 하였다. 기업의 연령은 2019년에서 기업의

설립연도를 뺀 값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표준화하였다. 또 당기순이익률을

종속변수로 한 가설 2와 가설 4에 대해서 보다 정확히 당기순이익률에 독립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2014년의 당기순이익률을 통제하였다.

그리고 거래의 절대금액으로 가중치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거래금액의 비중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감안하여, 전체 거래금액에서 반영되지 않은 거래금액

부분을 통제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앞서 거래네트워크 데이터를 구축함에 있어

조사에 응한 기업이 매입처 또는 매출처로 공개한 기업이 자기 자신이거나,

완전폐업, 추적불가 등의 사유로 제외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최대 5개의 매출처와

매입처 만을 공개하기 때문에 5개를 초과하는 기업들과 연결을 가진 기업의

경우에는 이들의 데이터가 전체 거래 규모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기타매입액과 기타매출액을 통제하였는데, 각 변수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기타매입액:  ln[{100-(공개된 매입처의 매입 비율의 합)} x 당기제조원가2014]

기타매출액:  ln[{100-(공개된 매출처의 매출 비율의 합)} x 매출총액2014]

3. 분석결과

본 장에서는 앞서 논의한 가설을 실증하고자 한다. 기술적 통계, 네트워크 분석 및

회귀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보다 다각적으로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이해를 증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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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 네트워크의 특성

각 연도별 네트워크의 특성은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네트워크 내의 총

노드의 수는 2014년에 3,439개에서 2018년에는 3,717개로 약 8% 가량

확장되었으나, 연결의 수는 4,250개에서 4,340개로 2% 정도만 증가하였다. 두 해

모두 전체 네트워크의 밀도는 0에 수렴할 정도로 매우 낮지만, 이는 현실의

데이터를 사용한 네트워크 분석에서 불가피한 현상이다. 노드 간의 평균 연결거리

또한 9.575에서 9.515로 소폭 짧아졌는데, 이를 통해 2014년에서 2018년 사이에

다소나마 밀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전기전자산업의 네트워크 전체적으로 각

지표는 연도별 비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표준화하였다.

[표 12] 각 연도별 네트워크의 특성

2014 2018

전체 노드의 수 3,439 3,717

전체 연결의 수 4,250 4,340

밀도 0.000 0.000

평균 연결중앙성

(표준화 연결중앙성)

1.236

(0.031)

1.168

(0.024)

노드 간의 평균 거리 9.341 8.922

우선 네트워크 지표별로 상위 5개 기업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13]과 같다. 

각 지표는 연도별 비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표준화하였다. [표 13]은 매개중앙성

지수를 기준으로 상위 5위까지의 기업을 제시한 것이다.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개중앙성이 높은 기업들은 2014년에는 LG전자, 삼성전자, 한국조선해양, 

LS일렉트릭, 가온전선의 순이며 2018년에는 LG전자, 한국전력공사, LS일렉트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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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일렉트릭, 삼성전자 등의 순으로 높은 매개중앙성을 보이고 있다. 

[표 13] 연도별 매개중앙성 상위 5개 기업

2014 2018

기업명 매개중앙성 기업명 매개중앙성

LG전자 3.661 LG전자 4.582

삼성전자 3.282 한국전력공사 2.678

한국조선해양 2.908 LS일렉트릭 1.919

LS일렉트릭 2,733 현대일렉트릭 1.857

가온전선 1.917 삼성전자 1.799

위 표에 포함된 기업 중 LS일렉트릭은 LS그룹에 속해 있으며, 전기회로 개폐

및 보호장치를 제조하는 상장 기업이다. LS일렉트릭은 2014년과 2018년 연

매출이 각기 1조 8천억 원과 1조 9천억 원에 달하며 동 부문에서 확고한 1위의

지위를 가진 기업이다. 가온전선 역시 LS그룹에 속해 있으며 전력선, 통신케이블

등을 제조, 도매하는 기업인데, 전력케이블 업계에서 압도적인 1위인 LS전선이

46.5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014년 8,270억 원, 2018년 7,52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현대일렉트릭은 변압기와 고압차단기 등을 제조하는 상장기업으로

현대중공업의 계열사이다. 현대중전기에서 사명을 변경하여 2017년 신규

설립하였으며, 2018년 현재 1조 7천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렸다. 이들은

전기전자제품의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매개중앙성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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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적 통계

[표 14]에서는 각 변수 별 평균, 표준편차 및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회귀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전기전자 제조업에 종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기업 952개이다. 전체 표본기업의 평균연령은 23.6년이고,

전체 기업 중 24.6%에 해당하는 234개 기업이 코스피 또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다. 공공기업은 3개이며 나머지는 외감기업 또는 일반법인이다. 

몇 가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변수들이 있는데, 특히 특허등록건수와

특허피인용건수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았다. 2014년 특허등록건수와

특허피인용건수는 r = .89 (p < .001), 2018년 특허등록건수와 특허피인용건수는   

r = .90 (p < .001)의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므로 두 변수는 다중공선성을 피하기

위해 이후의 회귀분석에서 별도로 모형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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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와 변수 간의 상관관계

평균 S.D.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상장여부 2.03 .89

2. 기업연령(자연로그) 1.30 .26 0.11***

3. 자산총계(천원, 자연로그) 17.63 1.85 0.47*** 0.34***

4. 당기순이익률(%) .07 25.11 -.06† .05 .08*

5. R&D집약도 T1(%) 3.31 10.29 -.01 -.12** -.08† -.08†

6. R&D집약도 T2(%) 3.02 4.36 -.06 -.13**
-.07† .07 .23***

7. 특허등록건수T1 (자연로그) 2.16 1.61 -.27*** .17*** .52*** .02 .05 .13**

8. 특허피인용건수T1(자연로그) 2.40 1.74 -.25*** .18*** .57*** -.00 .17*** .11* .89***

9. 특허등록건수T2 (자연로그) 2.45 1.63 -.33*** .13*** .54***
.06† .11* .17*** .90*** .82***

10. 특허피인용건수T2(자연로그) 2.62 1.80 -.28*** .16*** .51*** .03 .06 .14** .88*** .92*** .90***

11,기타공급액(천원,자연로그) 10.95 6.05 -.13*** .25*** .24*** .01 -.09* -.06 .13*** .13** .16*** .13***

12.기타매출액(천원,자연로그) 9.85 6.92 -.19*** .22*** .40*** .05 -.02 -.10* .24*** .22*** .27*** .25*** .47***

13.매개중앙성T1 .07 .27 -.11*** .14*** .27*** -.02 .00 -.01 .30*** .32*** .27*** .25*** .06† .02

14.매개중앙성T2 .06 .25 -.05 .04 .25*** .02 -.02 -.04 .30*** .31*** .26*** .28***
.06† .02 .53***

N = 952, † p < .10, * p < .05, ** p < 0.01, *** p < .001 (2-ta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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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설의 검정과 해석

우선 첫번째와 두번째 가설은 기업의 중앙성이 높을수록 기업의 성과가 높을

것이라는 추론에 따라 중앙성과 조직의 혁신성과 및 재무성과 간의 관계를 각각

분석하고자 한 것이었다. 가설 1은 조직의 혁신성과를, 가설 2는 조직의

재무성과를 종속변수로 하였는데, 이 중 혁신성과는 서로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인

특허의 등록과 피인용건수를 별도로 구분하여 모형에 포함하였고, 독립변수인

중앙성은 매개중앙성으로 하였다.

[표 15]의 첫번째와 세번째 모형은 첫번째와 두번째 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등록특허건수를 보면 매개중앙성이 등록특허건수에 미치는 영향은

β = .553 (p < .01), 특허 피인용건수에 미치는 영향은 β = .429 (p < .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계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매개중앙성이 조직의

혁신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 가설 1은 지지되었다. [표 16]은

매개중앙성이 조직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본 것인데, β = -.096 (n. s.)로

나타나 중앙성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따라서

가설 2는 기각되었다.

그리고 가설 3과 가설 4는 기업의 성과에 중앙성이 미치는 정의 관계를 R&D 

집약도가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가설 3은 혁신성과에 있어 중앙성과 R&D 

집약도의 상호작용 효과, 그리고 가설 4는 재무성과에 미치는 중앙성과 R&D 

집약도의 상호작용 효과에 관한 것이었다. 우선 [표 15]에서 매개중앙성과

연구개발투자 집약도의 상호작용은 특허등록건수에는 β = .090 (p < .05), 

특허피인용건수에는 β = .115 (p < .05)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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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중앙성이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및 R&D집약도의 조절효과에 대한

단절회귀분석(truncated regression)

변수
혁신성과

특허등록건수 T2 특허피인용건수 T2

(상수) -5.456*** -5.333*** -5.877*** -5.668***

(.836) (.829) (1.039) (1.028)

상장여부

         2 -.702*** -.687*** -.697*** -.676***

(.130) (.129) (.161) (.160)

         3  .103 .255 .021 .216

(.819) (.815) (.987) (.980)

         4 -.544* -.542** -.444 -.443*

(.242) (.265) (.311) (.307)

기업연령 -.234 -.240 .189 .176

(.268) (.265) (.345) (.340)

기업규모 .501*** .495*** .480*** .470***

(.049) (.048) (.060) (.060)

기타 매입액T1 -.010 -.011 .007 .006

(.011) (.010) (.013) (.013)

기타 매출액 T1 .006 .006 .016 .017

(.009) (.009) (.012) (.012)

매개 중앙성 T1 .553** .256 .429* .080

(.176) (.220) (.208) (.257)

R&D 집약도 T1 .018*** .017*** .016** .013*

(.005) (.005) (.006) (.006)

매개중앙성 T1 x R&D집약도 .090* .115*

(.041) (.049)

Wald χ2 398.43 410.24 259.50 270.73

Prob > χ2 0.0000 0.0000 0.0000 .0000

Log Likelihood -696.672 -694.247 -715.731 -713.155

N = 952, † p < .10, * p < .05, ** p < 0.01, *** p < .001 (2-ta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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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중앙성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및 R&D집약도의 조절효과

변수
재무성과

당기순수익률 T2

(상수) -5.267 -3.051

(13.555) (13.575)

상장여부

         2 .425 .583

(2.258) (2.255)

         3  22.007 24.290

(15.201) (15.214)

         4 4.719 4.645

(3.744) (3.735)

기업연령 9.305* 9.318*

(4.435) (4.425)

기업규모 -.278 -.402

(.791) (.792)

당기순수익률T1 .075*** .076***

(.018) (.018)

기타 매입액T1 -.193 -.203

(.174) (.174)

기타 매출액 T1 -.033 -.031

(.834) (.155)

매개 중앙성 T1 -.343 -4.364

(2.963) (3.609)

R&D집약도 T1 -.034 -.061

(.092) (.093)

매개중앙성 T1 x R&D집약도 1.377†

(.730)

F 3.26*** 3.30***

R2 .055 .062

N = 952, † p < .10, * p < .05, ** p < 0.01, *** p < .001 (2-ta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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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표 16]의 두번째 모형은 재무성과에 중앙성이 미치는 영향을 R&D 

집약도가 조절할 것이라고 추론한 가설 4를 검정하기 위한 것이다. [표 16]의

첫번째 모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무성과에 중앙성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β= -.343, n. s.) R&D집약도와 중앙성의 상호작용항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β = 1.377 (p < .10)로 다소 약하지만 유의한 회귀계수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가설 4는 지지되었다.

가설 5과 가설 6은 네트워크의 진화과정에서 2014년에서 2018년까지의 기업

성과가 2018년의 네트워크 중앙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가설 5는 혁신성과, 가설 6은 재무성과를 독립변수로 하고, 이들이

2018년의 네트워크 중앙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다. 이들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7]의 첫번째와 세번째 모형과 같다. 먼저 [표

17]의 첫번째와 세번째 모형은 각기 특허등록건수와 특허인용건수가 중앙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였는데, 특허등록건수는 β = .026 (p < .001), 

특허인용건수는 β = .024 (p < .001)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혁신성과가 네트워크 중앙성을 높인다는 가설 5는 지지되었다. 가설 6의 검정

결과는 [표 18]의 첫번째 모형과 같다. 2015년-2018년의 평균 당기순이익률로 본

재무성과가 2018년의 네트워크 중앙성에 미치는 영향은 β = .000 (n.s.)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가설 6은 기각되었다.

그리고 가설 7과 가설 8은 2015년과 2018년 사이의 혁신성과 및 재무성과가

2018년의 네트워크 중앙성에 미치는 정의 영향을 2014년 네트워크 중앙성이

강화할 것이라는 추론에 의한 것이었다. 가설 7과 8을 검정하기 위해 가설 5과

가설 6의 모형에 더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7]의

2번째, 4번째 모형, [표 18]의 2번째 모형과 같다. 독립변수를 특허등록건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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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을 때,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는 β = .105 (p < .001)의 값을 나타내었고, 

독립변수를 특허인용건수로 하였을 때 상호작용항의의 회귀계수는 β = .099 (p

< .001)의 값을 나타내어 혁신성과와 2014년 네트워크 중앙성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무성과와 2014년 네트워크 중앙성과의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는 β = .003 (p < .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7과 가설 8은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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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혁신성과가 중앙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이전 중앙성의 조절효과

변수 매개중앙성 T2

(상수) -.253* -.161***
-.209† -.122***

(.108) (.094) (.113) (.096)

상장여부

         2 .088*** .043* .084*** .040*

(.021) (.018) (.021) (.018)

         3  1.055*** 1.509*** 1.062 .1.050***

(.150) (.129) (.152) (.030)

         4 .082** .021 .068* .015

(.032) (.028) (.034) (.029)

기업연령 -.052 -.017 -.083* -.035

(.039) (.033) (.041) (.035)

기업규모 .013* .012*
.012† .011†

(.006) (.006) (.007) (.006)

기타 매입액T1 .001 -.001 .002 -.000

(.002) (.001) (.002) (.001)

기타 매출액 T1 -.002 .001 -.002 -.001

(.001) (.001) (.001) (.001)

매개 중앙성 T1 .479*** -.181*** .480*** -.159**

(.028) (.226) (.029) (.048)

등록특허 T1 .026*** .001***

(.006) (.002)

특허피인용 T1 .024*** .001

(.006) (.005)

매개중앙성 T1 x 등록특허T1 .105***

(.007)

매개중앙성 T1 x 특허피인용T1 .099***

(.006)

F 54.47*** 90.04*** 51.97*** 88.48***

R2 0.416 .567 .422 .581

ΔR2 .151 .159

N = 952, † p < .10, * p < .05, ** p < 0.01, *** p < .001 (2-ta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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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재무성과가 중앙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이전 중앙성의 조절효과

변수
재무성과

당기순수익률 T2

(상수) -.484*** -.464***

(.108) (.108)

상장여부

         2 .073*** .073***

(.020) (.020)

         3  1.050*** 1.051

(.148) (.147)

         4 .081** .082**

(.029) (.029)

기업연령 -.079* -.079*

(.035) (.035)

기업규모 .033*** .032***

(.006) (.006)

기타 매입액T1 .000 .000

(.001) (.001)

기타 매출액 T1 -.002 -.002

(.001) (.001)

매개중앙성 T1 .431*** .429***

(.026) (.026)

재무성과T2 .000 .000*

(.000) (.000)

매개중앙성 T1 x 재무성과T2 .003*

(.001)

F 50.86*** 46.63***

R2 0.360 .0365

ΔR2 .005

N = 952, † p < .10, * p < .05, ** p < 0.01, *** p < .001 (2-ta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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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토론,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은 2015년 현재 전 산업에서 사업체 수로는 99.9%, 

종사자 수도 전 근로자의 90.2%를 차지하는 대단히 중요한 경제주체이다.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아웃소싱의 범위를 증가시킬수록

공급기업들은 부가가치의 창출에 있어 역할과 중요도가 더욱 커지고 있다(Kim & 

Choi,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대기업 주도형 경제구조 하에서

성장해온 한국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갈등은 오래된 사회문제 중 하나이다. 

1970년대 정책적으로 중화학공업을 집중 육성하면서 조립가공형 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대기업들은 전면적인 하청계열화 전략을 채택하였다. 특히 한국의

산업구조는 전 사업체 수의 0.1%에 불과한 소수의 대기업이 경제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중소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에 종속되거나 하도급을 받는 기업들로서

조립이나 최종 생산물을 생산하는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며, 그 납품의 연결은

2차, 3차, … n차로 이어지는 계층적 분업생산구조를 갖는다(홍장표, 2015). 이러한

대기업 주도형 경제구조와 계열화된 하도급 관계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정부정책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정체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논의가 되기도

한다. 대기업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고 발전할 동안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역량을 개발할 기회를 갖기보다는

대기업의 하도급 기업으로서 종속적이고 의존적인 위치에 머무르게 되면서

사회문제가 되는 불균형, 불공정 거래관행도 고착되었다는 것이다(박문수.손희전. 

이호형, 2011). 

본 논문은 공급네트워크에서 각 기업들이 어떤 위치를 가짐으로써, 원청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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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기업간의 심화되는 경쟁력과 생존가능성 격차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공급기업들은 어떤 위치를 확보하고 어떤 전략을 취함으로써 장기적인

생존과 성장을 꾀할 수 있을 것인지 네트워크 관점을 반영하여 고민하였다. 한국의

상황에서 하도급거래에 참여하는 공급기업들은 유능한 수요기업과 연결을 맺고, 

수요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거래비용의 절감, 품질의 개선, 정보공유의 촉진

등으로 인해 상호간에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이 존재하는

반면(홍장표.윤성민, 2001), 이러한 의존이 공급기업들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인 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도 있다(남종석.홍장표, 2017). 한국의 경제에서

고용 및 생산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하락하는

것은 국가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고용 문제에 있어서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곽정수, 2010) 전체 공급네트워크에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내부역량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거래 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지는

국가적으로도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천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사회네트워크의 이론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네트워크 관점은 독립된 개체로서의 개인이나 조직을 비교하는 데서 벗어나

개인이나 조직이 포함된 사회 전체를 조망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오랫동안 연구가

이루어져왔으며, 1990년대 말부터 조직의 인적자원이나 재무적 자원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제주체들 간의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는

이름으로 사회학 및 조직이론 분야 연구에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었다(이경묵, 

1996). 최근에는 소위 빅데이터(big data) 라고 하는 대규모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네트워크 이론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배종훈, 2017). 네트워크 이론은 독특한 방법론일 뿐이지, 그

자체를 이론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는 견해도 있지만(예:Scott,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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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적인 시각을 포함함으로써 우리는 개인이나 조직의 집단 전체를 조망하고, 

집단 내의 개인이나 조직의 행동과 움직임을 보다 종합적,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전자산업 및 유관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

여 우선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기업들의 공급네트워크를 다양한 사례와

성과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명제를 도출하였다. 우선 삼성전자의 공급네트워크는 대

체로 관계에 의존하지만, 동시에 시장논리를 활용하여 신뢰와 지식의 참신성을 모

두 추구하고 있었다. 폐쇄적 네트워크와 중개자적 관점을 모두 활용하여 공급기업

과 수요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공급네트워크의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공급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는 공급기업들 중 장기간

의 높은 배태성을 통해 매출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기업들이 많이 관찰되었으나, 그

것이 반드시 좋은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연결이 강해지고 연결의 반복이

길어질수록 성과의 연동성이 커지는 만큼 허브기업이 좋은 성과를 얻으면 공급기업

들도 좋은 성과를 얻지만, 허브기업의 성과가 좋지 않으면 그 위험도 같이 공유하

게 되는 경향이 있었다. 대신 이러한 선택이 시장에 신뢰성과 품질에 대한 좋은 신

호를 줌으로써 장기적인 다각화를 모색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좋

은 성과를 얻은 기업들은 전체 네트워크에서의 위치도 더욱 중앙에 가까워지고, 더

많은 기업들과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삼성전자의 사례 분석 결과 대기업을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존재로 간주하고 이익

공유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일부 학자(예: 홍장표, 2015)나 일반인들의 관점이 옳

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역사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성장하면서 관련 협력업

체들도 함께 성장했고, 삼성전자의 단기적인 성과에 따라 매출의 상당 부분을 삼성

전자에 의존하는 기업들의 단기적인 성과도 연동되는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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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네트워크 관리정책은 공급기업들의 경쟁력을 끌어 올리는데 기여하는 면이 더

크며, 협력업체들을 종속시키고 이익을 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

견하였다. 삼성전자의 공급기업들은 삼성전자와 거래를 함으로써 안정적인 성장기

반을 마련하고 혁신성과를 쌓음으로써 더 많은 기업들과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삼성전자와 높은 배태성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전략을 펴기도 하였다.

탐색적 사례연구를 일반화하기 위해 전기전자 분야 제조기업과 그 연관기업 952

개를 대상으로 2014년 현재 이 기업들이 거래관계를 갖는 3,439개 기업들 간의

4,250개 거래내역, 그리고 2018년 현재 이 기업들이 거래관계를 갖는 3,717개 기

업들 간의 4,340개 거래관계를 통해 전체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지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성과와 네트워크 위치 변화를 매개중앙성의 개념을 활

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가설을 검정하였다.

네트워크의 여러 지표 중 매개중앙성을 주요 변수로 하여 가설을 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네트워크의 중앙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혁신성과는 높았지만 재

무성과는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연구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

들은 위치적 이점이 있을 때 혁신성과는 더욱 향상되었고, 재무성과 또한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예측한 바와 같이 기업의 혁신성과가 높은 기업은 이후에

네트워크에서의 중앙성이 높아졌고, 재무성과 자체는 네트워크 중앙성의 변화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전 네트워크에서의 중앙성이 높을 때는

혁신성과와 재무성과가 네트워크 중앙성을 높이는 효과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결과적으로 중앙성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 그리고 재무성과가

중앙성을 높이는 데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제외한 모든 가설이 지지되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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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를 통해 매개중앙성은 성과를 높이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조직

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얻은 정보를 흡수하고 해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내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더욱 성과가 높아질 수 있다는 추론이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높아진 성과를 바탕으로 조직들은 다음 네트워크에서 더 좋은 위치를 차지

하며, 네트워크에서의 유리한 위치는 지속하여 확대재생산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전반적인 시각

에서 높은 중앙성은 성과를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며, 특히 혁신성과와 중앙성은 밀

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앙성을 통해 탐색한 정보가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조직의 내부역량, 즉 흡수역량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의 위치는 성과를 바탕으로 재생산된다는 것이다. 사회

적 관계는 본질적으로 불균질하고 불평등하며, 그것을 강화하기도 한다(배종훈, 

2017). 네트워크의 높은 위치적 이점을 누리는 기업들은 그 위치를 바탕으로 좋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다시금 더 좋은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애당초 네트워크에서의 위치가 좋지 못한 기업들은 새로운 정보와 자

원획득에 취약하므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없고, 이후의 네트워크에서도 좋은 위치를

차지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흡수역량을 높이고, 조직이 부족한 정보와

자원일 망정 적극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고 학습함으로써 적극 노력한다면,

네트워크의 위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네트워크 폐쇄성과 중개자적 관점은 기본적으로 대립적인 개념이기는 하지

만, 절대적인 반대 위치에 놓여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요기업과의 관계에 배

태성이 높을 때와 낮을 때 얻을 수 있는 각각의 이점은 서로 다르며, 두 이점이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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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할 수 있는 상황도 서로 달랐다. 배태성이 높은 네트워크에서 공급기업들은

성과와 신뢰를 쌓고 안정적인 매출기반을 확보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강한 연결로

인한 위험을 분산하고자 다각화를 통해 사업영역이나 매출처를 확대해 나가는 것으

로 나타났다. 기업이 구조적 공백을 통해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립이 가능하도

록 다른 기업들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기술과 성과를 보유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기업들의 경우는 다른 기업과의 강한 연결과 신뢰, 장기적 관

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성과를 꾀하는 것도 전략의 일환이 될 수 있다. 강한 연결

은 일단 행위자들 간에 더 많은 양의 자원이 오가므로 약한 연결보다 기본적으로

행위자들에게 더 유익할 수 있으며, 특히 공급네트워크에서는 단기적이고 약한 여

러 개의 연결보다 보다 장기적이면서 더 강한 연결이 기업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많다(Burt, 1992; Uzzi, 1996). 특히 강한 허브기업의 경우에는 성과가 뛰어나면,

그 영향은 근거리에 연결된 공급기업들에게 이어질 수 있으며, 허브기업에 대해 의

존성이 높은 기업들일 경우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조직이 처한 상황

에 따라 적합한 네트워크 전략이 있고, 조직들은 자신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략을 개발하고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학술적 기여는 다음과 같다. 우선 조직간 네트워크의 이론적 측면에서, 

고정되고 주어진 환경으로써가 아닌, 자유의지와 개별적인 역량을 가진 조직들이

활동하고 학습하는 장이자 프로세스로써 네트워크를 이해하고 관찰하여 과도하게

사회화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는 네트워크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였다. 그리고 네트

워크의 위치적 이점은 확대 재생산된다는 점과 조직들이 네트워크에서 주는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제시한 점 또한 중요한 이론적 기여이다. 네트워크 폐쇄성

관점과 중개자 관점의 대립적 구조를 벗어나 전략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네트워크

의 강한 연결과 구조적 공백 관점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두 관점에서 누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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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역할이 다른 것이며, 속해 있는 집단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더 적합한 관점이 존재한다(Burt, 2001). 각각의 관점은 서로 다른 이익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조직들이 활동하는 영역과 환경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상황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Baum, Cowan, & Jonard, 2014).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

의 통합을 위해 복합적인 표본과 사례연구들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공급기업의 관리자들은 기본적으로 네트

워크가 주는 이점을 이해하고, 이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위해 보다 노

력할 필요가 있다. 조직이 네트워크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더라도 접하는 정

보와 자원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지 못할 때는 그것을 성과로 이어낼 수 없고, 현

재의 위치가 나쁘더라도 혁신을 위해 더 투자하고 노력한다면, 향후의 위치는 더

개선되고 성과 또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급기업의 관리자들은 자신의

기업이 속한 네트워크의 범위를 국지적 네트워크로 제한적으로 인식하기 쉽다. 그

러나 국지적 네트워크와 전체 네트워크의 성격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환경 인식

의 범위를 넓혀 전체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자신의 기업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확인

하고 네트워크 위치가 가져오는 가치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위치 전략

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 허브기업의 관리자들은 공급기업들의 네트워크 위치에 따른 중요도를 평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Yan et al., 2015). 네트워크에서 중앙에 위치한 공급기업들은

지식과 혁신의 양이 많아 허브기업에도 큰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고, 공급네트워

크에서 사라질 경우에는 역으로 성과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

급네트워크의 관리 방식에서 폐쇄형 관리 또는 중개자형 관리 방식은 각각의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합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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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최근 우리나라의 대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성과의 배분에 초점을 두어왔다. 동반성장 정책이

실행된 대표적인 정책이고 그 동안 제시되어 왔던 초과이익공유제, 협력이익공유제

등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배분과 관련된 정책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그러한 정책이 없이도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동반성장이 이루어지고 창출된 이익이

공유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삼성전자 같은 허브기업이 높은 성과를 내면 허브기업

에게 납품을 하는 협력업체들도 높은 성과를 낸다. 반대로 삼성전자의 디스플레이

사업처럼 허브기업의 성과나 낮아지면 협력업체들의 성과도 낮아진다. 기업의 자율

에 맡겨 두어도 허브기업들은 자신과 협력업체들의 묶음인 네트워크 전체의 경쟁력

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경쟁력있는 협력업체가 없이는 허브기업 자체의 경쟁력

도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분 정책보다는 기업들로 하여금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를 하

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전체 파이를 키워야만 나눠가질 것이 커지기 때

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 투자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라는 것

을 보여 주었다. 만약에 본 연구에서 해외 기업에 대한 매출까지 포함하였다면 연

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컸을 것이다. 전기 및 전자산

업처럼 기술혁신이 많이 일어나는 산업에서는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를 많이 하도록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한다거나 중소 및 중견 기업들이 연

구개발 투자 재원, 기술개발 인력 등을 좋은 조건에 조달할 수 있도록 직접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많은 국가들이 기업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

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있음에도 최근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세수확대를 목

표로 연구개발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줄여 왔다. 2014년 이후 2018년까

지 대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3~6%에서 0~2%로, 대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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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3~10%에서 1~3%로 축소되었다20. 기업들의 연구개

발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가 높은 기업들에게 법인세율을 낮추거나 세

액공제율을 높여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제도를 제공해야 한

다. 그래야만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만들어놓은 공정거래와 관련된 여러 법안으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초과이익공유제나 협력이익공유제와 같은 과도한 개입은 시장을 왜곡시키고 우리나

라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살아남아 성장하

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이 망해야만 경제 전체의 역동성이 높아지고 경제가 성

장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

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 또한 가진다. 우선 방법론적 측면에서 데이터의 한

계가 있었다. 또한 데이터가 확보가능한 기업들은 국내에 법인이 있는 기업들이었

고, 이들의 국내에 법인이 존재하지 않는 외국 기업은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공급네트워크 데이터 구축이 제한적이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와 같이 수출비중이 높거나, 글로벌 시장에서 주로 활동하는 기업들의 중

앙성은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혁신성과 또한 해외 특허에 대해서는 고려

되지 않았다. 또 기업당 매입처 및 매출처의 자료는 최대 5개로 제한되었고, 그것

도 시중은행 및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기관에서 기업대출을 위해 신용

평가를 받으면서 작성한 정보에 기반한 것이므로 실제 거래 네트워크와 차이가 있

                                        
20 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 “한·일 R&D 지원세제 비교”, 2019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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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도 있다.

한편 네트워크의 강도를 분석하기 위해 거래처 명이 공개되지 않은 거래분에 대

해서는 기타 매입액과 기타 매출액을 계산하여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는데, 매입액은

기업의 사업상 기밀사항에 해당하여 구할 수가 없었다. 이에 부득이하게 재무제표

상의 제조원가를 매입액으로 대체하였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이 금액을 최대한 근

사치에 이르도록 노력하였으나, 제조원가는 매입액과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

로 이 부분에 의한 오차가 발생하였을 수 있다.

또한 전체 공급네트워크의 분석과정에서 사용된 데이터에서 네트워크의 밀도가 0

에 수렴할 만큼 매우 낮았다. 이것은 현실의 큰 데이터를 가진 네트워크에서 매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다(Latapy et al., 2008). Latapy et al.(2008)은 이러한

경우 전통적인 1-모드 네트워크보다는 2-모드 네트워크로 분석함으로써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2-모드 네트워크란 노드가 두 개 이상의 집단으

로 구분되고, 노드 간의 연결이 서로 다른 집단끼리만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에서의 분포는 포와송 분포(Poisson’s distribution)를 따르게 되고

분석도 이에 따르는 것이 권장된다(Latapy et al., 2008).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

된 네트워크에서 각 기업들은 어느 한 집단에 고정적으로 속하지 않으며, 공급자이

면서 동시에 구매자이기도 하고, 여러 기업에 동시에 공급하고 여러 기업으로부터

동시에 공급받기도 하는 등 두 가지 이상의 역할이 현실의 공급네트워크에서는 발

생하기 때문에 2-모드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는 없었다. 결국 이러한 방법론적 문

제는 정보의 손실이나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분석에서 단순한 연결의 존재여부가 아닌 가중치를 포함함으로써 어느 정

도 극복(Latapy et al., 2008; Webster & Morrison, 2004)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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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론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더 고민

하거나 데이터의 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격년 또는 매년 등 보다 촘촘한 간격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

고 네트워크의 구조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과정에서 외부의 예상치 못

한 충격, 예를 들어 2011년 일본 후쿠시마의 대지진과 같은 천재지변, COVID-19

와 같은 전염병, 그리고 NOKIA, 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중요 허브기업의 몰락

은 네트워크 구조에 큰 변화를 미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의 급변이 네트워크의 성

격이나 구조, 그리고 네트워크에 속한 기업들의 행동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는

네트워크의 역동적 측면을 조명하는 연구로서 매우 중요하다. 또 이번 연구는 거래

관계에서 기업들 간의 지분 공유나 계열구조 등 특수관계를 고려하지 못했으나, 향

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수관계가 네트워크의 배태성과 성과, 위치변화 등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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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entrality in Supply Networks,

Internal Capabilities and Firm Performance

In Korea, the conflict between manufacturers and suppliers is one of the important social 

issues. This study deviates from the perspective of manufacturers that have been of 

primary interest in supply network research and identifies the important factors that 

govern the growth and profitability of organizations in the supply networks, and analyzes 

how organizations can overcome the gap in competencies and survivability in terms of 

network position and strategy.

Existing network studies have been criticized for having an over-socialized perspective 

and underestimated the capabilities or roles of network participants as independent 

entities with relatively less attention paid to social network dynamics determining

network structures. Also, previous research overlooked the nature of basically uneven 

social networks. In addition, despite the long-standing use of the concept of ‘the supply 

network’, there has been a reality-theory gap due to the lack of supply network analysis 

applied using real network theory or methodology. Therefore, this study tries to conduct 

case study and empirical analysis with interest in the strategic elements and dynamics of 

network participants' internal capabilities and strategies as independent subjects bas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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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world supply transaction data.

To this end, the study sampled 952 companies in the electronics and related industries in 

Korea and tracked 4,250 transactions among 3,439 companies in 2014 and 4,340 

transactions among 3,717 companies in 2018. An exploratory case study was conducted 

of the supply network of Samsung Electronics in 2014 and 2018, which is a local network 

included within this global network. In the case study, performance and strategic changes 

of suppliers were analyzed through literature review, data analysis, and interviews. 

According to the analysis outcomes, the supply network management policy of Samsung 

Electronics seems to try to avoid both extremes of network closure or market-oriented 

positioning, and suppliers included in Samsung Electronics' supply network can 

accumulate competitiveness based upon stability of supply. In addition, suppliers with 

high levels of internal capabilities were able to reduce dependence and rigidity caused by 

significant embeddedness, and thereby secure autonomy and flexibility to cope with 

changes in performance by the customer.

Based on case studies and theories, hypotheses applicable to the global supply networks 

were derived. In the supply network, the centrality of the company will increase the 

company's innovation and financial performance, and the higher the R&D intensity, the 

more accelerated this relationship will be. The innovation and financial performance of 

the entity in the previous network will increase the centrality of the entity in the 

subsequent network, and the previous centrality moderates this relationship positively. 

Analysis of the hypotheses from the data supported most of the hypotheses except for the 

direct influences between centrality and financia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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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plores network dynamics in which organizations actively try to learn within 

the network with the internal capabilities needed to learn within the network. This study 

also considers both global and local networks' perspectives, thereby strategically utilizing 

networks and overcoming network-imposed constraints. This study presen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the future research directions.

Key Words: Social Networks, Network Theory, Supply Networks,

Electronics Industry, Innovation

Student Number: 2011-30165


	제 1 장. 서론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네트워크 관점과 공급네트워크
	2. 공급네트워크에서 행위자의 특성과 권력관계
	3. 공급네트워크의 구조와 기업의 성과
	1) 공급네트워크의 상호 연결성과 구조
	2) 공급네트워크의 폐쇄성(Supply Network Closure)
	3) 중개자 공급네트워크(Brokerage Supply Network)
	4) 전략적 파트너십

	4. 공급네트워크의 진화와 조직 전략
	1) 공급네트워크의 진화
	2) 공급네트워크에서의 권력
	3) 공급네트워크와 조직학습

	5. 공급네트워크에서의 구조적 위치

	제 3 장. 탐색적 사례 연구
	1. 실증연구의 배경
	1) 한국 전자산업의 특성
	2) 삼성전자의 사업특성 및 현황
	3) 삼성전자의 공급네트워크 관리

	2. 삼성전자 향 1차 공급기업의 성과
	1) 장기적 거래관계에 따른 성과 비교
	2) 공급기업의 배태성 전략과 중개자 전략
	3) 수요기업과의 관계에서 배태성이 높은 공급기업들의 특성
	4) 전체 네트워크에서의 위치 변화와 공급기업의 전략

	3. 소결

	제 4 장. 이론 및 가설
	1. 공급네트워크에서의 위치와 기업성과
	2. 중앙성과 기업성과의 관계에서 R&D 집약도의 조절효과
	3. 네트워크의 중앙성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 5 장. 연구방법
	1. 자료수집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3. 분석결과
	1) 전체 네트워크의 특성

	4. 기술적 통계
	5. 가설의 검정과 해석

	제 6 장. 결론 및 토론,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References


<startpage>1
제 1 장. 서론 １
제 2 장. 이론적 배경 １１
 1. 네트워크 관점과 공급네트워크 １１
 2. 공급네트워크에서 행위자의 특성과 권력관계 １９
 3. 공급네트워크의 구조와 기업의 성과 ２３
  1) 공급네트워크의 상호 연결성과 구조 ２４
  2) 공급네트워크의 폐쇄성(Supply Network Closure) ３０
  3) 중개자 공급네트워크(Brokerage Supply Network) ３６
  4) 전략적 파트너십 ４０
 4. 공급네트워크의 진화와 조직 전략 ４３
  1) 공급네트워크의 진화 ４３
  2) 공급네트워크에서의 권력 ４５
  3) 공급네트워크와 조직학습 ４７
 5. 공급네트워크에서의 구조적 위치 ４９
제 3 장. 탐색적 사례 연구 ５４
 1. 실증연구의 배경 ５４
  1) 한국 전자산업의 특성 ５５
  2) 삼성전자의 사업특성 및 현황 ５８
  3) 삼성전자의 공급네트워크 관리 ６１
 2. 삼성전자 향 1차 공급기업의 성과 ６７
  1) 장기적 거래관계에 따른 성과 비교 ６８
  2) 공급기업의 배태성 전략과 중개자 전략 77
  3) 수요기업과의 관계에서 배태성이 높은 공급기업들의 특성 85
  4) 전체 네트워크에서의 위치 변화와 공급기업의 전략 89
 3. 소결 101
제 4 장. 이론 및 가설 105
 1. 공급네트워크에서의 위치와 기업성과 105
 2. 중앙성과 기업성과의 관계에서 R&D 집약도의 조절효과 113
 3. 네트워크의 중앙성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18
제 5 장. 연구방법 127
 1. 자료수집 127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130
 3. 분석결과 138
  1) 전체 네트워크의 특성 139
 4. 기술적 통계 141
 5. 가설의 검정과 해석 143
제 6 장. 결론 및 토론,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150
References 161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