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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요약

본 연구는 산업조직이론과 자원기반관점을 통합하여 사업 다각화에 대한 산업환경요인과 기술역량

의 결정요인들로 구성한 통합모형을 설계하고, 제안한 모형을 스마트공장 ICT융합기술(애플리케이션 

및 플랫폼 분야) 특허 출원기업 272개사의 6개년(2010년~2015년) 특허 및 재무데이터를 이용하여 실

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고정효과 패널모형을 분석한 결과, 기업의 사업다각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 가운데 기술경쟁력은 사업다각화 수준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검증되었다. 추가적으로 2

단계 최소자승 고정모형을 분석한 결과, 출원특허수 보다 특허의 기술융합수준이 기술경쟁력을 증대

시키는 유의미한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기업의 ICT융합기술자

원 및 역량을 바탕으로 한 사업 다각화 전략기획방향과 정부 R&D 정책과 관련하여 융합기술자원의 

사업화 지원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Keyword : 스마트공장, ICT융합기술, 기술역량, 특허인용네트워크, 패널모형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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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기술과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기에서 ICT융합기술은

기존의 기술과 산업에 혁신을 가져올 핵심적인 기술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혁신이

론에서 정의하는 융합기술이란 2개 이상의 이종 기술요소가 통합(integration)하여

기존의 기술이 갖지 않는 새로운 기능을 발휘하는 혁신기술을 의미한다(Bores et

al., 2003; 조용래, 김의석, 2014). ICT융합기술이 적용된 대표적인 예인 스마트공장

은 첨단 ICT기술을 적용하여 보다 빠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제조공정에

있어 최적화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능형 ICT융합 제조시스템으로, 제조과정

의 생산성 향상, 품질향상, 원가절감, 맞춤형 생산, 매출증대 등의 부가가치를 창출

한다. 따라서 수익성이 둔화된 기존 제조업의 재도약을 가능하게 하고 ICT기술과

융합된 신기술과 신산업이 창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듯 ICT융합기술은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의 기술 혹은 사업 다각화와 같은 혁신활동을 촉

진시키고 산업 간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한다 (Curran & Leker,

2011; Hacklin et al. 2009; Harinato & Pennings, 1994;Kodama, 1995).

파급효과적 측면에서 융합기술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최근 파생적 가치창출

을 위한 융합기술 개발전략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강희종 외

2006; 김지은, 이성주, 2013; 석명섭 외, 2015; 조용래, 김의석 2014; Curran &

Leker; 2011), Gambadella & Torrisi(1998)의 융합기술로 인한 시장융합화 연구와

같이 융합기술로 인해 창출되는 파급효과를 직접적으로 실증한 연구들은 미흡한 상

황이다. 또한 융합기술이 기업의 혁신활동과 그로 인한 산업융합까지 파급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술적 자원과 역량 이외에 기업들간의 관계 속에서 실행되는

전략과 같은 산업구조적 관점의 요인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데, 선행연구들은

한가지 이론적 관점 또는 패러다임에 기반하고 있어 융합기술의 파급효과를 설명하

고 이를 고려한 융합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종합적인 이론적 근거가 부

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ICT융합기술로 인해 창출될 수 있는 파급효과를 실증하는 연

구로서, ICT융합기술과 같은 기술자원이 기업의 사업다각화와 같은 혁신활동에 미

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ICT융합기술을 개

발 및 확보한 기업은 새로운 사업 영역에 진출하는 사업다각화 전략을 통하여 유무

형 자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를 실현할

수 있고(Silverman, 1999), 이를 통하여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

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Hamel & Prahalad, 1993; Melicher &

Rush, 1973).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업 다각화 결정요인의 다차원적인 특성을 고려

하고자 산업조직이론과 자원기반관점을 함께 반영하여 기업의 사업 다각화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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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에 대한 통합모형을 설계하고, 제안한 모형을 스마트공장 ICT융합기술(애플리

케이션 및 플랫폼 분야) 특허 출원기업의 특허 및 재무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적으

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업의 사업다각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가운데 융합기술과 같은 기술역량의 영향력을 검증함으로써, 기업의 융합기술자원

및 역량을 바탕으로 한 사업 다각화 전략방향과 정부 R&D 정책과 관련하여 융합

기술자원의 사업화 지원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설정

기업의 경영전략에 있어 주요 역량 중 하나가 사업영역과 자원에 대한 관리 능력

(Cool & Schendel, 1978)으로, 기업의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영역과 보유

한 자원 간 균형을 이루어 전략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의 사업영역 범위

가 기업이 보유한 자원을 넘어설 경우 기업성과에 역효과를 내게 되며, 기업이 보

유하고 있는 자원에 비해 사업영역이 좁을 경우에는 기업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기업의 성장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신규 사업영역으로의 진출에 대한 의사결

정인 사업 다각화 전략은 다용도로 사용가능한 유무형 자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

용하도록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를 실현하는 전략이다(Silverman, 1999).

따라서 다양한 기술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무형자산으로서의 융합기술은 새로운 사

업영역으로 진입하는 다각화 전략 실행을 동기화하여 기업의 시장변동으로 인한 위

험에 대응하고(Levy & Sarnat, 1970) 지속적인 기술혁신역량 개발과 함께 혁신활동

을 추구하도록 장려한다(이병헌, 김영근, 2007).

기업의 다각화 의사결정에 미치는 선행요인들은 일반 거시환경, 산업환경 (산업구

조), 그리고 기업특성의 크게 세가지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Ramanujam, &

Varadarajan, 1989). 거시환경 차원에서는 제도경제학(institutional economies)에 기

반하여 국가차원의 규제와 환경 등의 요인들이 해당되며 이러한 요인들은 대부분

기업의 해외 다각화 전략과 관계한다(Wan & Hoskisson, 2003). 산업환경적 요인으

로는 산업조직이론 관점에서 산업성장률, 시장경쟁, 산업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위치

등이 기업의 사업다각화를 동기화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고유특성과 관련하여, 자

원기반관점(resource-based view)에서 기업의 내부자원과 역량이 어떻게 다각화 의

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는 접근이다. 본 연구에서는 융합기술의 사업다

각화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 하에, 산업조직이론과 자원기

반관점에 근거하여 기업의 산업환경적 요인과 기술혁신역량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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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조직이론 관점에서의 사업 다각화 결정요인

(1) 시장경쟁강도

산업조직이론에서는 산업환경의 변화에 의해 기업의 대응전략과 성과가 결정된다

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시장경쟁강도는 경영전략에 있어 중요한 결정요

인이 된다(McGahan & Porter, 1997; Scherer & Ross, 1990). 시장경쟁강도는 조직

생태적 관점과 거래비용적 관점에서 기업의 다각화 의사결정에 대하여 서로 다른

영향력을 제공함을 보고하고 있다. 조직생태연구들은 경쟁수준이 높아질수록 해당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조직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세분시장 사이를 이동하는 전략

변화를 분석할 수 있음을 보고한다. 일례로 Haveman(1993)은 미국 금융기업들의

다각화 연구에서 기업들은 경쟁수준이 낮은 사업영역으로 진입하는 전략적 변화를

시도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렇듯 조직생태학적 관점에서는 현재 참여시장의 경쟁강

도가 높을수록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경쟁이 덜한 시장으로 진출함

으로써 기업의 다각화 범위를 확대한다고 본다. 반면 거래비용관점에서는 경쟁수준

이 높아질 경우 불확실성 및 환경의 적대성이 고조되어 내부적 조정비용이 높아지

며, 특히 다각화된 조직의 경우에는 더 큰 조정비용이 발생한다고 본다. 따라서 경

쟁강도가 높은 경우 다각화에 대한 의향이 감소하고, 다각화한 기업은 오히려 사업

범위를 축소하여 핵심사업으로 집중한다(Bowen & Wiersema, 2005; 박경민, 2008).

자원기준관점에서도 경쟁이 치열해지면 경쟁위협으로부터 자사의 경쟁우위를 보호

하기 위하여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의 자원기준 관련성을 높여 자원기준 장벽을 높이

려 하므로 다각화 보다는 관련성 있는 사업으로 집중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제조업과 ICT기술이 융합된 스마트공장의 경우 제조업과 ICT산업 각각 내부적으

로 경쟁강도가 높은 성숙기의 산업들로, 제조업 관련 기술분야가 융합된 ICT융합기

술을 확보한 기술공급기업의 경우 조직생태학 관점에서 해당 산업내 경쟁강도가 높

아 사업 다각화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타 분야 산업으로의 진입이

시도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공장의 확산이 진행되고 있어 관련된

다른 사업분야의 경우 ICT융합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익창출

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다각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유사한 포털서

비스 산업에서 시장경쟁강도의 효과를 검증한 박경민(2008)의 연구에서도 높은 시

장경쟁강도가 카테고리 다각화 수준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혁

신기술에 의해 새로운 사업분야가 형성되면 이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으로부터 신규

사업으로의 진출이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스마트공장 ICT융합기술 출원기업

은 산업 내 혹은 산업 간 시장경쟁강도가 높아질수록 사업다각화 수준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시장경쟁의 강도는 사업 다각화 수준을 증대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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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혁신역량으로서 기술경쟁력과 전략적 위치

시장의 경쟁강도가 높을수록 기업은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합한 전

략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한다. 슘페터가 제시한 경쟁이론

(Schumpeterian competition)에 의하면, 기술혁신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한 기업들

은 다른 기업들 대비 높은 이익과 성장 수준을 실현한다(Nelson & Winter, 1978).

기존의 기술적 한계를 해결하고자 다른 분야의 기술을 적용하는 융합기술 개발과정

에서 기업은 핵심기술과 함께 개발하는 기술의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으며, 다양한

기술자원을 운영하며 신기술로 개발하는 기술혁신역량이 증대함에 따라 기술적 경

쟁우위를 획득할 수 있다. 기술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은 유한한 자원에 대한 기업들

간 경쟁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방어할 수 있고(Baum & Mezias,

1992; Baum & Singh, 1994), 경쟁기업들의 모방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Barney,

1991; Porter 1996). 또한 다양한 분야의 기술역량을 확보한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다수의 사업영역에 진출하여 미래 사업기회를 위한 성장전략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으며, 잠재적 경쟁사의 진입을 억제하여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Kulatilaka & Perrotti, 1998; 박경민, 2008, 2009). 따라서 ICT융합기술과 같이

다른 분야의 기술과 융합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술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의 경우, 기술경쟁력이 산업환경에서 발생하는 위협들에 대한 방어기재가 되어

주므로 사업 다각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2. 기업의 기술경쟁력은 사업 다각화 수준을 증대시킬 것이다.

최근에는 기업전략의 합법성(legitimacy) 효과에 근거하여 기업의 차별화 수준을

완화시키고 경쟁 기업들과의 전략적 유사성을 공유하는 ‘전략적 균형’ 유지 전략이

조직 생존, 기업성과, 혹은 기업 성장성을 증대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Deephouse, 1999; Porac, Thomas & Baden-Fuller, 1989; 박경민, 2009). 즉, 불확

실한 환경에서는 산업의 관행을 수용하는 모방적 동형화(mimetic isomorphism)가

기업의 고객, 공급자, 규제기관 등으로부터 자원확보를 용이하게 하고(DiMaggio &

Powell, 1983), 기업간 정보 및 지식교류 증대와 공급자 및 구입자의 탐색비용 감소

에 의한 긍정적 외부성(positive externality)을 야기함으로써, 기업성과에 긍정적으

로 작용한다(박경민, 2009).

기술 차원에서 모방적 동형화가 일어날 경우 유사한 기술적 지식을 공유하는 네

트워크 내에서 기술경쟁력이 높은 기업이 모방의 대상이 되어 모방적 동형화 현상

이 나타날 수 있다(Haunschild & Miner, 1997). 모방의 대상이 될 경우 기술지식의

통제권을 확보하는 경쟁 우위적 위치(positioning)를 점함으로써 기술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전략적 균형의 위치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회연결망 분석



17-1. ICT 융합기술에서의 기술경쟁력이 기업 다각화에 미치는 영향

920 • • •  기술혁신연구 20년 : 회고, 성찰 그리고 새로운 도전

연구에서는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을 사용한다. 구조적 공백이란 사회적 구조

내에 존재하는 빈공간 (Burt, 2005)을 의미하는 지표로, 특정 자원에 대하여 구조적

공백이 큰 위치를 확보한 기업은 그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발휘하여 기회선점이 가

능하다 (Powell & Smith-Doerr, 1994). 또한 구조적 공백의 위치는 자원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기회와 위기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의 성과를 증대시킨다(Powell & Smith-Doerr, 1994).

따라서, 기술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이 구조적 공백에 위치할수록 모방적 동형화 현

상을 발생시켜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발휘함으로써 기술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

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구조적 공백의 위치는 기업의 공급자 및 구입자의 탐색비

용 감소시킴으로써 다른 사업으로 확장을 시도할 가능성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3-a 기업의 구조적 공백은 사업 다각화 수준을 증대시킬 것이다.

H3-b 기업의 구조적 공백은 기술경쟁력을 증대시킬 것이다.

2) 자원기반관점에서의 사업 다각화 결정요인

(1) 여유자원(slack resource)

기업의 여유자원은 경쟁우위 확보 목적의 기업활동을 위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으로 조직이 산출물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최소 수준을 초과한 자원으로 정의

할 수 있다. 기업이 보유한 여유자원은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용되거나 재배

치될 수 있는 잠재적으로 활용가능한 자원으로, 기업 특유의 자원에 해당된다(김병

조，임주현, 2011). 여유자원은 세가지 유형, 즉 특정한 곳에 배정되지 않은 이용 가

능한 형태의 자원인 활용가능여유(available slack)와 초과비용으로 시스템 운영에

이미 흡수되어 있지만 조직 재정비를 통해 회복될 수 있는 자원인 회복가능여유

(recoverable slack), 그리고 추가적인 대출이나 출자자본 등을 통해 외부환경으로부

터 창출할 수 있는 미래자원인 잠재여유(potential slack)으로 구분된다(Cheng &

Kesner, 1997; Geiger & Cashen, 2002; Greve, 2003). 유형들 중 자기자본 대비 부

채비율과 같은 잠재여유는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재량적 능력으로, 잠

재여유가 큰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잠재여유를 가진 기업보다 다각화와 같은 적

극적인 전략을 추진을 할 수 있다(Geiger & Cashen, 2002; Ghoshal & Bartlett,

1988; Levinthal, 1997). 기업행동연구에서 잠재여유와 기업의 위험감수성향 간 긍정

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Martinez & Artz, 2006), 잠재여유가 실험정신과 혁신을 증

가시킨다고 보고해오고 있다(Wiseman & Bromiley, 1996). 또한 다각화 연구에서도

잠재여유는 기업의 해외 다각화 활동에 긍정적 영향력을 제공하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Martinez & Artz, 2006). 따라서 스마트공장의 ICT융합기술 공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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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경우에도 잠재여유가 많을수록 사업다각화로부터 새롭게 창출될 수 있는 사업

기회에 초점을 둠으로써, 발생가능한 위험을 감수하고 사업다각화를 동기화 할 것

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4. 기업의 여유자원은 사업 다각화 수준을 증대시킬 것이다.

(2) 기술혁신역량으로서의 기술자원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은 기술혁신을 창출하는 중요한 근원이 된다. 기업의 기술혁

신역량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개발되며,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

적 역량은 기업성과에 긍정적 영향력을 제공한다.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은 주로 기업의 R&D투자금액 혹은 R&D집중도로 측정되어

R&D 투자자원을 기반으로 진행된 R&D 활동을 통해 특허와 같은 연구개발 성과가

창출되고 기업의 기술자원으로 축적된다. 따라서 특허와 같은 지적재산권은 기업이

보유하는 기술지식 자원의 축적정도를 의미하며 산출측면의 핵심적인 기술혁신역량

의 지표가 된다. Hall, Jaffe, & Tragenberg(2005)은 4,800개 미국 제조업의 R&D투

자와 특허가 기업가치를 의미하는 Tobin's Q 에 긍정적 영향력을 제공함을 제시한

바 있다. Pakes(1985)는 특허출원건수와 연구개발비 지출 등이 기업의 연가 주가수

익률의 기업평가에 긍정적 영향력을 제공하며, 특히 특허의 증가가 기업가치 변화

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업의 내부적 기술역량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Lee, Lee & Pennings, 2001; Schoenecker

& Swanson, 2002) 이외에도, Kim et al(1989)의 연구는 연구개발투자 비중, 기술인

력의 비중 등 기술능력이 높을수록 기업은 보다 많은 혁신활동을 추진한다고 보고

한다. 유사하게 기업의 다각화 활동간 관계에서도, 이병헌과 김영근(2007)의 자본재

산업의 중소기업 대상 연구에서 특허와 같은 지적재산권이 많을수록 거래고객과 제

품군수가 성과증가율을 높이는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기업내부에 축적된 기술능력

과 역량을 근간으로 한 사업영역의 확대를 통해 경영성과를 증대시킬 수 있음을 보

고한다. 이렇듯 R&D투자와 특허와 같은 기술혁신역량을 개발해온 기업일수록 기술

경쟁력이 높을 것이며, 부가가치가 높은 신제품 개발을 통해 신규시장에 진출함으

로써 경쟁기업의 모방으로부터 시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어, 신규시장을 확

장하려는 다각화 노력을 동기화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5-a. 기업의 R&D 집중도는 사업 다각화 수준을 증대시킬 것이다.

H5-b. 기업의 R&D 집중도는 기술경쟁력을 증대시킬 것이다.

H6-a. 기업의 출원특허수는 사업 다각화 수준을 증대시킬 것이다.

H6-b. 기업의 출원특허수는 기술경쟁력을 증대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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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전략을 기술자산의 양적 확장을 의미하는 규모의 경제 차원의 R&D전

략과 기술의 범위를 다변화하는 범위의 경제 차원의 R&D 전략으로 구분해 볼 때,

기업이 축적해온 기술의 양은 특허수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특허의 중요성

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특허 인용수를 사용한다 (Stuart et al., 1999). 한편 범위의

경제 차원에서의 R&D전략의 경우 그 기술특성을 측정할 때 개별 특허의 기술적

혹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Grillches, 1990). 특히 융

합기술의 경우 다양한 기술분야, 조직, 산업분야가 관계하는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

여 특허 인용 데이터를 활용한 네트워크 방법론을 적용한다. 특허인용 분석 (patent

citation analysis)에서 특허의 인용(citing)과 피인용(cited)의 개념은 지식의 유입과

유출을 파악하는 단서가 되어, 핵심기술(core technology) 뿐만 아니라 타 기술들

간의 연결과 매개를 담당하는 기술(linker technology)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조용

래, 김의석, 2014). 특허인용관계를 기술수준에서 산업수준으로 전환하면, 노드는 기

업이, 링크는 이들 간의 누적된 기술정보 연계를 의미한다(Jaffe & Trajtenberg,

2005). 활동주체 간 연결구조를 파악함으로써, 기술융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한 주체와 타 기술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해석할 수 있다. 네트워크 분석

을 통해 산출할 수 있는 매개 중심성 (betweenness centrality) 지수는 노드의 매개

역할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술융합의 관점에서는 타 기술간 조정과 통합능력을

나타내는 중심성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조용래, 김의석 (2014)의 기업 기술융합

전략연구에서는 네트워크의 매개 중심성 지표를 적용하여 핵심기술을 규명하고, 이

러한 핵심 융합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기업네트워크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

음을 제시한다. 따라서, 특정 기술에 대하여 매개 중심성을 이용한 융합기술수준을

산출함으로써 해당 기술이 다른 기술, 기업, 혹은 산업을 연계하는 파급효과 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 이렇듯 다른 기술들을 연결 및 통합하는 역할의 융합기술의 경우

기술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또한 사업다각화 수준 역시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H7-a. 기업이 출원한 특허의 기술융합수준은 사업 다각화 수준을 증대시킬 것이

다.

H7-b. 기업이 출원한 특허의 기술융합수준은 기술경쟁력을 증대시킬 것이다.

III. 연구 모형 및 연구 설계

1. 연구모형

상기에서 언급한 이론적 배경 및 가설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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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 설계

1) 데이터 수집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해 스마트공장 ICT기술(애플리케이션 및 플랫폼)에 해당

되는 특허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기술경쟁력 등 특허 기반의 변수측정을 위

하여, WIPS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2000년 ~ 2015년 기간 동안의 스마트공장 관

련 ICT기술분야(애플리케이션 및 플랫폼) 출원특허 4816개 수집하였다. 또한 카테

고리 다각화 등 기업 재무 데이터 기반의 변수측정을 위하여 동 기간 4,816개 분석

대상특허 2,143개 출원인들 중 미국 상장기업 272개사의 재무정보를 COMPUSTAT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2) 변수 측정

(1) 사업 다각화(Category Diver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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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사업 다각화(Category Diversification, CDIV)로, 이는 크게

세가지 방법 즉, 엔트로피 지수와 허핀달-허쉬만 지수, 그리고 진출한 카테고리 수

로 측정할 수 있다(Hitt et al. 1997; Jacqenmin & Berry, 1979; Palich et al., 2000).

이 가운데 엔트로피 지수와 허핀달-허쉬만 지수가 기업의 성과와 보다 높은 상관관

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Palich et al., 2000) 진출한 카테고리의 개수

는 카테고리별 비중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여(박경민, 2008), 본 연구에서는 진출

한 카테고리의 수와 분포의 정도를 반영하는 다각화 지수인 엔트로피 지수(Entropy

index)와 허핀달-허쉬만 지수(Hirschman-Herfindahl index, HHI)를 적용하고자 한

다. 두 지수를 각각 측정하여 그 효과를 비교하여 결과를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한

다.

먼저 Jacquenmin & Berry(1979)의 엔트로피 다각화 척도는 각 기업의 세그먼트

별 매출액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t년도 기업 i의 카테고리 j 비중을 Pijt라고 할 때

(Pijt = Sijt / ∑jSijt, 이때 Sijt는 기업 i의 카테고리 j에 대한 t기간 동안의 매출

액), 기업 i의 카테고리 다각화(CDIV)는 다음의 (식 1)과 같이 시점 t에서 기업 i의

각 Pijt값의 분포를 측정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한 세그먼트에 집중하는 경우

CDIV값은 0이 된다. 또한 기업이 총 n개의 세그먼트에 동일한 비중으로 분포할 때,

즉 Pijt = 1/n, CDIV 값은 log n이 된다.

CDIV_ENTit= ∑j {Pijt * log(1/Pijt)} (식 1)

그리고 Berry(1971)의 허핀달-허쉬만 지수는 다음의 (식 2)과 같이 t년도 기업 i

의 카테고리 j 비중인 Pijt을 제곱한 값을 해당 카테고리 j의 합한 후 1에서 차감하

여 산출한다.

CDIV_HHIit= 1 - ∑j Pijt2 (식 2)

(2) 시장경쟁강도 (Actual Rivalry : ARIV)

카테고리 다각화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제공하는(박경민, 2008) 시장경쟁강도를 적

용하였다. 경쟁강도는 다양한 방법에 의해 측정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허핀달 지수(HHI)는 산업차원의 시장집중도(market concentration)를 측정하는 지

수로서 각 개별기업의 시장지배력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박경민,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쟁기업의 시장지배력을 반영하는 실질적 경쟁강도

(ARIV)를 적용하며, (식 3)과 같이 허핀달 지수 산식에서 자신의 시장점유율을 차

감하여 산출한다. 실질적 경쟁강도는 값이 클수록 경쟁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소수의

경쟁기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ARIVit = ∑j (pijt * ∑k≠i ms2ijt) (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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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경쟁력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Index: TCI)

정하교와 황규승(2008)의 연구에서 소개한 기술경쟁력 지수(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Index, TCI)를 적용하여 본 연구의 특허출원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측정하는 변수로 산출하였다. 기술경쟁력(TCI)은 (식 4)과 같이 기술특화지수

(Revealed Technological Advantage, RTA)와 기술영향력지수(Current Impact

Index, CII)를 곱한 값으로, TCIist > 1이면 t시점에 출원기업 i가 기술분야 s의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기술경쟁력도 높음을 의미한다.

TCIist = RTAist x CIIist (식 4)

이때, 기술특화지수(RTA)는 특허의 양적활동을 분석하는 지표로서 (식 4-1)과 같

이 t시점에 출원기업 i가 출원한 모든 특허(PT)수 중에서, 기술분야 s의 출원특허수

의 비중으로 산출된다. 따라서 특정 주체가 상대적으로 어떤 기술분야에 혁신 활동

을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즉, RTAist>1이면 t시점에 출원기업

i가 기술분야 s에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으며, RTAist=1는 집중도가 전체 평균

수준임을 의미한다.

  


 




 

 


 

(식 4-1)

또한 기술영향력지수(CII)는 현재 미치고 있는 기술영향력 의미하는 지표로, 출원

기업의 기술적인 역량 분석에 활용된다. 해당지수는 (식 4-2)와 같이 t시점에 모든

주체들의 전체 기술분야 출원특허의 피인용수(Forward citation frequency) 중에 대

한, t시점에 출원기업 i의 s 기술분야 출원특허의 피인용수(Forward citation

frequency) 비중으로 산출된다.

(식 4-2)

(4) 기업의 구조적 공백 (Firm’s Structural hole, FSTHole)

출원기업의 구조적 공백은 특허와 같이 배타적 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는 지

적자원을 보유한 기업이 해당 기술에 대한 다른 기업의 기술지식 탐색행동에 대하

여 통제 혹은 조정적인 전략적 위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공백

은 출원기업 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산출할 수 있으며, (식 5)과 같이 Burt(2005)

에 의해 제안된 네트워크 제약(network constraint)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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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5)

- wij : 기업i의 관계 중 기업j와의 직접적인 관계의 비율

- 


 : 기업i가 기업j와 접촉을 위해 중간연결인 기업q를 거치는 비율

기업의 구조적 공백 변수 생성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공장 ICT관련 분

석대상특허를 인용한 특허들의 출원연도 t에 따라 출원기업 i와 인용기업 j 간

1-mode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출원기업 i의 피인용연도 t에 따른 네트워크 제약 수

치를 산출하였다. 가설검증 및 결과핵석의 용이성을 위하여 기업의 구조적 공백 수

치는 1-(네트워크 제약) 수치를 이용하며, 구조적 공백값이 클수록 다른 기업들과의

관계에 대한 통제적 지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여유자원 (Slack resources)

잠재여유는 (식 6)과 같이 자본 대 부채비율(Bourgeois & Singh, 1983; Combs &

Ketchem, 1999; Graves & Waddock,1994; Haleblian & Singh, 1983; Hambrick &

D’Aveni, 1988; Hambrick, el al., 1996)로 측정한다.

PSlackit = 부채it / 자본it (식 6)

(6) R&D집중도 (R&D intensity, RDINT)

R&D집중도는 (식 7)과 같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금액 비율로 측정하되

(D’Aveni & Ravenscraft, 1994; De Castro & Chrisman, 1995, Palmer & Wiseman,

1999) 다른 변수간의 단위 일치를 위하여 log값으로 산출하였다.

RDINTit = log(R&D투자액it / 매출액it) (식 7)

(7) 출원특허수 (Patent frequency: PTs)

출원특허수는 t시점에 기업 i가 출원한 특허수(Pit)의 합으로 계산한다.

(8) 기술융합수준 (Technology Convergence Index, CVindex)

본 연구에서는 Hacklin et al.(2009)에 근거하여 기술융합특허를 이종기술들 간의

연결과 매개를 담당하는 특허로서 다른 기술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은 특허로

정의한다. 해당 개념의 측정을 위하여, 먼저 기술융합지수를 분석대상 선행특허

(observation patent, i)를 인용한 후생특허들(forward patent, j)의 주요 IPC를 파악

한 후, (식 8)와 같이 각 인용특허(j)의 main IPC가 가진 매개중앙성 지수(BTW)를

합하여 해당 분석대상특허의 기술분야를 연결하는 파급성 정도를 측정하는 기술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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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지수(Technology Convergence Index, CVindex)를 산출한다. 이때 이종분야 기술

융합성의 경우 인용한 후생특허의 주요 IPC분류가 분석대상 선행특허의 주요 IPC

분류와 같으면 매개중앙성 값을 0으로 처리하여 산출하며, 인용특허와 피인용특허

의 IPC분류가 완전 동일한 분석대상 특허의 기술융합지수는 0이 된다.

CVindex3_heteroi = ∑j BTWmainIPCj (식 8)

(if mainIPCi ≠ mainIPCj, 0≦BTWmainIPCj≦1

if mainIPCi = mainIPCj, BTWmainIPCj=0,

i=cited patent, j=citing patent)

다음으로 계산된 기술융합지수(CVindex)의 평균값 이상인 특허를 융합특허로 구

분한 후, (식 9)와 같이 t시점에 기업 i가 출원한 특허수(Pit) 중에서 융합특허의 수

(CVPTit)의 비중을 계산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해당 기업이 보유한 기술자산의 융합

수준을 측정하였다.

CVRatioit = CVPTit / PTit (식 9)

(9) 통제변수

통제변수로서 기업규모를 반영하였으며 이는 각 기업의 종업원수를 자연로그하여

산출하였다.

3) 패널 모형 설계

본 연구는 출원기업들의 기술혁신역량과 재무적 역량이 시간에 따른 사업 다각화

수준의 변화 간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로, 전체 6년 기간 동안 (2000년~2005년)

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기본모형을 설계하였다.

패널모형 설계과정으로, 먼저 다각화 관련 선행연구(김병조와 임주현, 2011; 박경

민 2008; Artz et al., 2010)에서 실증한 모형에 근거하여, 출원기업의 카테고리 다각

화 모형에 있어 기업의 기술경쟁력(TCI), 구조적 공백(FSThole), 융합특허비중

(CVratio), 출원특허수(PTs), 그리고 R&D 집중도(RDintensity)와 같은 기술적 자원

은 1년의 시간차를 설정하고, 기업의 여유자원(SlackR)와 통제변수인 기업규모

(Fsize) 및 시장경쟁강도(ARIV)는 다각화와 동일 시점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패널모형 적합성 검증을 위하여, 기업특성효과(μi)와 시간특성효과(λt)의

존재여부를 검증하는 라그랑지 승수 검정(σμ2=0, σλ2=0)을 실행한 결과, 모형의 ｇ

통계량이 1493.25으로 1% 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있어, 기업특성효과와 시

간특성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우즈만 검증(hausman test) 결과

고정효과(fixed effects) 모형과 고정효과(random effects) 모형 간 기업특성효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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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여부에 대한 E(μi/Xit)=0의 귀무가설을 검증한 결과, m=75.64로 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우즈만 테스트를 통하여 고정효과

모형의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시점과 관계없는 기업개체의 특

수성인 기업별 고정효과 μi를 절편으로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의 시간적

변화 효과를 측정하는 자기상관(autocorrelation) 분석에서 이전 시점의 사업 다각화

수준이 종속변수인 당기의 사업 다각화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이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어(F(1,271)=4.721, p<.05), 이전 시점(t-1)의 사업 다각화 수

준을 모형의 설명변수로 추가하였다. 최종적으로 (식 10)의 고정효과 모형을 분석모

형으로 설계하여 추정하였다.

CDIVit = β0 + μi + β1CDIVi(t-1) + β2ARIVit + β3TCIi(t-1) + β

4FSTholei(t-1) + β5SlackRit + β6RDintensityi(t-1) + β7PTsit + β

8CVratioi(t-1) + β9Fsizeit + εit (식 10)

모형의 추가분석으로 다각화된 기업일수록 잠재적 기술혁신을 실현시키는데 보다

우월적인 위치에 있다는 사업다각화와 기업의 전략적 위치 간 상호 인과관계에 근

거하여(박경민 2009), (식 11)과 같이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간 내생성이 존재할 것

을 가정하고 2단계 최소자승법 고정효과 모형(two-stage least squares Fixed

effect model; 2SLS Fe)을 설계하고 분석하였다.

CDIVit = β0 + μi + β1CDIVi(t-1) + β2ARIVit + β3TCIi(t-1) + β4SlackRit + β

5Fsizeit + εit

where, TCIi(t-1) = β0′ + μi′ + β6′FSTholei(t-1) + β7′

RDintensityi(t-1) + β8′PTsit

+ β9′CVratioi(t-1) + εit′ (식 11)

IV. 실증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공장 ICT기술분야 (즉, 애플리케이션 및 플랫폼 기술분야)

에 특허를 출원한 기업들의 기술혁신역량 및 재무역량이 기업다각화 활동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함으로써 스마트공장 기술 사업화에 있어 융합기술의 중요성을 확인하

고자 스마트공장 출원기업의 다각화 의사결정 모형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WIPS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2000년 ~ 2015년 기간 동안의 스마트

공장 관련 ICT기술분야(애플리케이션 및 플랫폼) 미국출원특허 4,816개를 수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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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술통계량

Mean Std Min Max 1 2 3 4 5 6

1.사업다각화: 
 엔트로피 0.42 0.56 0.00 2.86 1

2.사업다각화(t-1):
 엔트로피 0.41 0.56 0.00 2.85 0.89** 1

3.사업다각화: HHI 0.24 0.30 0.00 1.00 0.92** 0.89** 1
4.사업다각화(t-1):
  HHI 0.24 0.31 0.00 1.00 0.89** 0.91** 0.92** 1

5.시장경쟁강도 0.11 0.09 0.00 0.60 0.52** 0.48** 0.50** 0.49** 1
6.여유자산 0.14 1.82 -61.91 28.14 0.03 0.06** 0.06** 0.03 -0.02 1
7.기업규모 2.34 2.05 -5.81 7.74 0.41** 0.40** 0.42** 0.41** -0.00 0.04
8.기술경쟁력(t-1) 0.02 0.19 0.00 6.86 0.01 -0.02 0.01 -0.02 0.01 0.00
9.구조적 공백(t-1) 0.14 0.27 -0.07 1.00 0.11** 0.12** 0.13** 0.15** 0.02 0.00
10.기술융합수준
  (t-1) 0.06 0.21 0.00 1.00 0.02 0.02 0.03 0.02 0.02 0.01

11.출원특허수(t-1) 1.16 5.15 0.00 100 0.14** 0.17** 0.16* 0.17** -0.03 0.01
12.R&D집중도(t-1) -1.85 1.68 -7.48 5.56 -0.07** -0.09** -0.07** -0.08** 0.02 -0.02

7 8 9 10 11 12
7.기업규모 1
8.기술경쟁력(t-1) -0.02 1
9.구조적 공백(t-1) 0.19** 0.05** 1
10.기술융합수준
  (t-1) 0.03 0.15** 0.18** 1

11.출원특허수(t-1) 0.19** 0.03 0.34** 0.05 1
12.R&D집중도(t-1) -0.20** -0.03 -0.14** 0.02 -0.08** 1

**<.05

본 연구에서 적용할 기술혁신역량 변수인 기술융합수준과 구조적 공백을 산출하

였다. 또한 동 기간 4,816개 분석대상특허 2,143개 출원인들 중 미국 상장기업 272

개사의 재무정보를 COMPUSTAT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여 사업다각화와 R&D집

중도, 여유자원, 시장경쟁강도의 변수들을 측정하였고, 본 분석에 적용한 변수들의

기술적 통계 및 이변수 상관계수(pairwise correlation)는 <표 1>과 같다.

변수들 간 상관계수 값들은 본 연구의 전체 6년 기간 동안(2000년~2005년)의 자

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이며, 그 절대값이 대부분 0.5이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 모델에 적용된 독립변수들의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가 모두

1.01~1.25의 범위의 2이하로 나타남으로써 다중공선성으로 인한 추정상의 오류는 없

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Belsley et al., 1980).

앞서 제시한 (식 10)의 고정효과 모형을 스마트공장 ICT융합특허 출원기업 272개

의 6개년도 (2010년~2015년) 동안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검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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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인 다각화지수를 엔트로피 지수(모형 1&2)와 HHI 지수(모형 3&4)로 각

각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엔트로피 지수와 HHI 지수 모두 산업조직관련 변수

들(시장경쟁강도, 여유자산) 이외에 기술역량관련 변수들(전년도 기술경쟁력, 구조적

공백, 기술융합수준, 출원특허수, R&D집중도)을 포함했을 때 모형의 그룹내 설명도

(R2-within)가 증가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하여 먼저 엔트로피 지수를 종속변수로 둔

모형 2를 검증한 결과, 시장경쟁강도(β2=1.6092, t-value=10.29)가 사업 다각화에 유

의미한 긍정적 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가설 1(β2>0)이 채택되었다.

반면 여유자산(β3=-.0240, t-value=-3.97)은 유의수준 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여유자산이 증가할수록 사업 다각화 수준이 낮아지는 부정적 영향력을

제공함을 의미하며, 이는 긍정적 영향력을 가정한 가설 2(β3>0)가 기각되었다. 그

원인을 자본 대 부채비율인 잠재여유는 기업의 이자비용이나 성과 및 주가 등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잠재여유자산에 대하여 경영자는 매우 세심하게 잠

재여유를 관리하게 되며(Lin, et al., 2009; Martinez & Artz, 2006), 따라서 잠재여

<표 2> 사업다각화에 대한 고정효과모형 검증결과 

변수
다각화지수 : 엔트로피 다각화지수 : HHI 가설검증

model1 model2 model3 model4 model2 model4

Intercept .1301***

(.0339)
.0945**

(.0451)
.1452***

(.0172)
.1203***

(.0227)

사업다각화(t-1) .1208***

(.028)
.1207***

(.028)
.2371***

(.0291)
.2365***

(.029) - -

시장경쟁강도 1.6359***

(.1565)
1.6092***

(.1564)
-.0380
(.0784)

-.0436
(.0783) 채택 기각

여유자산 -.0239***

(.0061)
-.024***

(.0061)
.0087***

(.0031)
.0085***

(.003) 기각 채택

기업규모 .0253**

(.0118)
.0229*

(.0118)
.0174***

(.0059)
.0162***

(.0059) - -

기술경쟁력(t-1) .071**

(.0294)
.0402***

(.0147) 채택 채택

구조적 공백(t-1) -.0038
(.0293)

-.0182
(.0147) 기각 기각

기술융합수준(t-1) .0126
(.0299)

.0189
(.015) 기각 기각

출원특허수(t-1) -.0095**

(.0038)
-.0020
(.0019) 기각 기각

R&D집중도(t-1) -.0251*

(.0148)
-.0145*

(.0074) 기각 기각

Fraction of 
variance due to 
fixed effects

.7928 .8060 .8186 .8256

R2(within) .1274 .1391 .0736 .0880
Number of 

observations 1,358 1,358 1,358 1,358

Number of 
groups 272 272 272 272
*p<.10, **p<.05, ***p<.01



분과 17.  IITP･KOTIS 논문공모전 

2017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 • • 931

유가 증가하더라도 비용거래관점에서 사업 다각화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기술역량관련 변수들 중 기술경쟁력

(β4=.071, t=2.41)이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기술경쟁력이 높아질

수록 사업 다각화 수준을 증대시킨다는 가설 3(β4>0)이 채택되었다. 특허출원수와

R&D집중도의 경우 다각화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방향성이 가설과 반대로 부정적 효과로 검증됨으로써 전년도 특허출원수와 R&D집

중도가 높아질수록 사업 다각화 수준을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 원인을

생각해 볼 때, 특허출원수와 R&D집중도는 기술자원으로서 기술자원의 결과가 될

수 있는 기술경쟁력과 같은 변수를 통하여 사업 다각화와 같은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설명변수들 간의 내생성(endogeneity)으

로 인하여 가설과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종속변수를 HHI 지수로 산출한 다각화지수를 적용하여 먼저 시장경쟁

강도와 기업의 관리역량에 해당되는 여유자산, 그리고 기업규모의 설명변수를 검증

한 모형 4를 분석한 결과, 시장경쟁강도의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부정적 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β2=-.0436, t=-.56), 가설 1(β2>0)이 기각되었다. 이는 엔트

로피 지수를 사용한 model2에서 시장경쟁강도 영향력(β2=1.6092, t-value=10.29)과

다르게 나타난 결과로, 그 원인을 사업다각화를 측정하는 엔트로피 지수와 허핀달

지수 간 산출식의 차이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엔트로피 지수의 경우 특정 사업영역

의 분산정도에 특정 기업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을 곱한 값으로 카테고리 j에 초점

을 둔 변수인 반면, 허핀달지수는 특정 기업의 시장점유율의 분산 정도를 측정한

값으로 개별기업 i에 초점을 두어 카테고리의 다양성 정도를 측정하였다. 따라서 엔

트로피 지수에 미치는 시장경쟁강도 역시 산업구조적 관점의 변수로서 엔트로피 지

수에 긍정적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면, 개별기업의 시장분산 정도를 측정한

허핀달지수는 산업구조적 특성을 측정한 시장경쟁강도에 유의미하지 않은 부정적

계수추정값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여유자산(β5=.0085, t-value=2.81)은

유의수준 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여유자산이 증가할수록 사업 다각화 수

준이 높아지는 긍정적 영향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가설 4(β5>0)가 채

택되었다. 여유자산의 효과 역시 모형 2의 엔트로피 지수(β5=-.0240,

t-value=-3.97)에 미치는 영향력과 다른 결과로 검증되었으며, 본 결과 역시 기업

고유특성인 여유자산이 개별 기업의 사업 분산 정도를 측정한 HHI 지수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2와 동일하게 자본 대 부채비

율인 잠재여유가 클수록 위험을 감수하여 사업다각화 수준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

다.

이와 같이 엔트로피 지수와 허핀달 지수 간 검증 결과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해 볼때, 그룹 내 변수의 시간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는 고정효과 모형

은 개별기업 i에 초점을 둔 허핀달지수에 대한 효과를 검증함에 있어 보다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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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4에서도 모형 2와 같이, 기술역량변수인 기술경쟁력, 구조적공백, 기술융합

수준, 특허출원수, R&D집중도가 본 연구의 가설을 기각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본

결과 역시 기술자원의 경우 설명변수들 간의 내생성(endogeneity)으로 인하여 가설

과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술자원의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여 추가모형으로 <식 10>에서 제시한 2단계 최

소자승모형을 검증하였고,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모형 5의 엔트로피 다각화지

수에 대하여 이전 시점의 기술경쟁력이 유의미하지 않은 효과(β3=.0005,

z-value=0.00)를 제공한 반면, HHI 다각화 지수를 이용한 모형6에서는 기술경쟁력

이 10%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효과(β3=.1396, z-value=1.67)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기술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공백은 엔트로피지수의 모형 5(β

4a=-.0785, t-value=-2.60)과 HHI지수의 모형 6에서(β4a=-.0767, t-value=-2.54) 모

두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구조적 공백 수준은 기술경쟁력을 감

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됨으로써 가설3-a(β4a>0)가 기각되었다. 본 결과

는 구조적 공백에 위치하며 기술적 자원을 공유하는 모방적 동형화가 기술의 차별

화 효과를 감소시킴으로써 기술경쟁력에 부정적 영향력을 제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술자원인 특허출원수 역시 엔트로피지수의 모형 5(β8a=.0080,

t-value=2.00)에서 5% 유의수준에서, 그리고 HHI지수의 모형 6(β8a=.0077,

t-value=1.94)에서는 10% 유의수준에서 기술경쟁력을 증대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6-a(β8a>0)이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융합수준의

경우 엔트로피지수의 모형 5(β9a=.1560, t-value=5.10)과 HHI지수의 모형 6(β

9a=.1550, t-value=5.07)이 1% 유의수준에서 기술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남으로써 가설7-a(β9a>0) 역시 모두 채택된 것으로 확인된다. 흥미로운

점은 특허출원수보다 융합기술수준의 효과가 높게 나타남으로써 양적인 차원의 규

모의 경제적기술자원보다 범위적 경제를 의미하는 기술개발전략이 사업 다각화에

보다 긍정적 영향력을 제공함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R&D집중도의 경우 기

술다각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엔트로피지수의 모형 5(β7a=.0002, t-value=.01)과 HHI

지수의 모형 6(β7a=.0001, t-value=.01) 모두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는데, 이는 기

술역량개발의 가장 근원적 자원인 R&D집중도가 기술경쟁력 제고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기보다 특허와 같은 R&D 성과물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제고시킴을 시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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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는 산업구조적 변수와 기업특성 변수가 스마트공장 ICT기술분야(애플리케

이션 및 플랫폼) 특허출원기업들의 카테고리 다각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시장경쟁강도, 기술경쟁력, 구조적 공백, 여유자원, 그리고 기술융합수준

과 R&D집중도가 사업 다각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들을 조직 및 전략분야의

이론에 근거하여 통합모형을 설계하고 이들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해외 출원기업

의 재무자료 및 특허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을 검증하였다. 해외 출원기업 273개의

2000년에서 2005년까지의 6년치 자료를 바탕으로 균형패널자료를 구성하여 먼저 고

<표 3> 사업다각화에 대한 고정효과 2단계 최소자승모형 검증결과 

변수
다각화지수 : 
엔트로피

다각화지수 : 
HHI 가설검증

model5 model6 model5 model6
DV: 사업다각화

Intercept .1301***

(.0339)
.1440***

(.0175) - -

사업다각화(t-1) .1208***

(.0282)
.2462***

(.0300) - -

시장경쟁강도 1.6359***

(.1565)
-.0390
(.0797) 채택 기각

여유자산 -.0238***

(.0061)
.0088***

(.0031) 기각 채택

기업규모 .0253**

(.0119)
.0157**

(.0061) - -

기술경쟁력(t-1) .0005
(.1623)

.1396*

(.0836) 기각 채택

DV: 기술경쟁력(t-1)
Intercept -.0129

(.0467)
.-.0123
(.0175) - -

구조적 공백(t-1) -.0785**

(.0302)
-.0767**

(.0302) 채택 채택

기술융합수준(t-1) .1560***

(.0306)
.1551***

(.0306) 채택 채택

출원특허수(t-1) .0080**

(.0040)
.0077*

(.004) 채택 채택

R&D집중도(t-1) .0002
(.0153)

.0001
(.0153) 기각 기각

Fraction of variance 
due to fixed effects .7927 .8122

chi2(5) 6086.22***  7893.28***

Number of 
observations 1,358 1,358

Number of groups 272 272
*p<.10,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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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과 모형으로 검증하고, 추가적으로 기술역량 변수들(R&D집중도, 출원특허수,

기술융합지수)의 내생성 효과를 통제하는 2단계 최소자승 회귀모형을 설계하여 관

리역량과 기술역량 관련 모든 설명변수가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유의미한 긍정적 효

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 기여로는 융합기술개발에 초점을 둔 융합기술분야 연구를 기업

의 경영전략 관점으로 확장시켜 융합기술의 사업화 측면에서 다각화 전략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특히 산업구조이론과 자원기반관점을 반영한 통합모형을 설계

하고 이를 검증함으로써 ICT융합 특허출원기업의 사업 다각화 모형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였다는 기여점이 있다.

둘째, 기업의 다각화 전략 연구에서 자원기반관점 차원에서 기술자원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연구로서 기여점이 있다. 기술혁신연구에서 주로 제품혁신과 공정혁신 등

의 개념을 다루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R&D집중도와 출원특허수, 그리고 기술융

합수준과 같은 기술자원의 경우 내생성(endogeneity)이 존재하여 2단계 최소자승

고정효과 모형으로 검증하여 기술자원 변수들이 기술경쟁력을 증대시키는 요인들이

며, 기술경쟁력이 결과적으로 기업의 사업 다각화 행동을 증대시키는 선행요인임을

검증함으로써 기술자원이 사업다각화에 영향력을 제공하는 메커니즘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융합기술이라는 기술혁신이 기업의 다각화 의사결정을 동

기화하는 기술적 자원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셋째,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기존의 특허연구에서는 특허의 양이나 특허 인용빈도

와 같은 전반적인 특허의 양적 질적 측면의 영향력을 검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특허의 융합성이라는 특성을 특허인용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산출한 매개중앙성 지

수로 측정하는 수식을 제시함으로서 다각화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자원으로서 유의

미성을 검증하는 기술융합수준의 방법론적 접근의 기여점이 있다. 또한 사업 다각

화 지수를 엔트로피와 허핀달 지수로 측정하고, 각각의 사업 다각화 지수에 대하여

고정효과 모형과 2단계 최소자승 고정효과 모형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업

내 특성 변화 효과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고정효과 모형에서 허핀달 지수의 사업

다각화에 대한 모형이 이론적으로 보다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술자원이 사

업 다각화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있어 내생성이 존재할 경우 2단계 최소자승 고

정효과 모형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적합한 결과를 분석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무적 기여로는 첫째, 융합기술이 융합의 파급효과로서 기업의 다각화

를 동기화하는 선행요인임을 실증함으로써, 융합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의 경우 사

업 다각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음을 제언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기술자

원 이외에 산업조직적 변수들이 사업 다각화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요인들임을 확인

함으로써, 사업 다각화 수준을 결정할 경우 산업조직적 차원에서 자사의 기술경쟁

력과 기업의 여유자원 수준을 분석하고, 동시에 시장경쟁환경에서 기업의 구조적

위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둘째, 정부의 R&D 지원정책들 중 특허와 같은 R&D 연구성과를 확산시키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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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화를 촉진시키는 지원정책 마련에 있어, 본 연구의 기술융합수준이 기술경쟁력을

증대시키는 요인임을 검증한 결과에 근거하여, 융합적 특성이 높은 기술에 대하여

R&D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융합기술확보을 통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

고 그 결과 사업화로 연계되어 가치창출의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R&D 성과확산을 위한 사업화 추진 정책에서, 특허와 같은 지적재산권

을 사업화 할 경우 산업구조적 차원에서 경쟁환경 속에서 그 기술지식을 모방적 동

형화를 위한 공유지식으로 확산시킬 것인지 혹은 차별화 기술로서 특정 기업들의

경쟁우위를 제공할 기술로 확산시킬 것인지 확산전략을 개발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모방적 동형화를 위한 공유지식으로 확산시킬 경우 다른 기업들과 상호협력할

수 있는 산업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시장과 기술과 관련된 자원과 지식이 효율적으

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의 융합기술의

사업 다각화 전략과 같은 기업혁신활동을 장려하는 지원 정책에 있어, 여유자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정적 자본 구축의 지원방안을 구성 및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기업의 다각화 측정에 있어 엔트로피 지수를 적용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관련다각화와 비관련다각화를 구분하지 않고 총괄적인 다각화 측정

지수를 이용하였다. 관련다각화와 비관련다각화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효과 차이를

고려해 볼때, 향후 다각화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에 있어 해당

지수의 구분 및 각 효과의 검증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스

마트공장의 ICT기술 공급기업들 중심으로 출원기업의 다각화 의사결정에 미치는

설명변수들의 효과가 검증되었으나, 스마트공장 도입행동과 제조업 소속 기업들의

다각화 활동을 고려했을때 분석대상을 스마트공장 수요기업으로 확대하여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상기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융합기술이 가져올 기업의 다각

화 활동과 같은 산업 차원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검증하는 초기연구로서 의의를 가

지며, 본 연구를 포함하여 향후 융합기술의 파급효과를 검증하고 융합화의 이론적

맥락이 형성될 수 있도록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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