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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두 행위자 간 협력 및 경쟁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 다차원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다차원 관계는 두 상반된 상호작용 논리가 공존하고 있어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어렵지만, 기존 연구들

은 주로 다차원 관계의 지속성에 대해 다루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 관계가 협력 또는 경쟁의 

일차원 관계로 전환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탐구한다. 특히 기술 의존성 측면에서 기술 거리

와 기술 역량 차이가 작을수록 다차원 관계가 경쟁 관계로 전환될 것이라 주장하며, 기술 특성 측면에

서 기술 변동성과 기술 정교성이 낮을수록 다차원 관계가 경쟁 관계로 전환될 것이라 주장한다.

본 연구는 LED 산업을 대상으로 양적 및 사례 연구를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

술거리와 기술 역량 차이, 기술 변동성이 다차원 관계의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다차원 관계가 예측하기 어려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관계기업의 행동

을 예측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더불어 사례연구는 다차원 관계

의 특성을 실제 현상에서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해당 연구 주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연구에 있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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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factors that affect the transformation of multiplex tie into one specific 

type of relationship – competitive relationship. In particular, this study argues that the lower 

technological distance or gap of technological competency, the higher the chances are for the 

multiplex tie to become a competitive tie. In addition,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firms 

are also found to affect the multiplex tie’s transformation into the competitive tie. To study this 

phenomena, this study uses both quantitative analysis and case study method.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attempt to find factors relevant to change multiplex ties into competition, 

contributing to the literature of multiplex ties by identifying technological variables that affect 

the transformation of such ties. This study also contributes to practices by providing the guidance 

on what strategies firms should implement in complex situations such as multiplex ties.

Key Words : Multiplex Tie, Technological Distance, Technological Competency, Technological 

Sophistication, Technological Vola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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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다차원 관계(multiplex tie)는 두 행위자 간에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유형의 관계가 공존하

는 것을 의미한다(Beckman et al., 2004; Ibarra, 1992; Rogan, 2014; Sytch and Tatarynowicz, 

2014). 기업은 경쟁과 협력에 순차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Bengtsson and Kock, 2000), 

기업 간 관계의 특성은 협력 및 경쟁 관계가 동시에 공존한 다중적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Ahuja et al., 2012; Bengtsson and Kock, 2000; Rivera et al., 2010). 그러나 기존 선행 

연구들은 주로 협력 관계나 경쟁 관계 등 어느 한 유형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Peng 

and Bourne, 2009; Sytch and Tatarynowicz, 2014), 협력 및 경쟁 관계가 공존하는 관계의 

중첩성(multiplexity)에 대한 이론화 및 경험적 데이터 분석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Gong, 2017; Rogan, 2014).

더불어 다차원 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상황이 모순적이고,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다차원 관계가 유지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이러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연구가 수행되었다(Bengtsson and Kock, 2000; Ingram and Roberts, 2000; 

Yang et al., 2012; Methot et al., 2017). 그러나 협력과 경쟁은 서로 역설적인 관계로 존재하

기 때문에 이들 간의 상호작용 특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Chen, 2008). 

이에 본 연구는 다차원 관계가 균형적 관계인 일차원 관계로 전환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탐구한다. 이때, 다차원 관계에서의 균형적 관계란 양자관계에서 협력 또는 경쟁의 어느 

한 유형의 관계만 존재하는 일차원 관계를 의미한다(Sytch and Tatarynowicz,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차원 관계가 전환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함으로써, 다차원 관계의 유지 및 지속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주장을 재검토하고, 관계적 

측면이라는 보다 새로운 관점에서 해당 주제를 탐구하고자 한다. 특히, 협력 및 경쟁의 공존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이 주로 결과 변수로 기업 성과 지표를 보았다면,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관계적 행동을 결과 변수로써 살펴본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다차원 관계에 대한 

연구에 있어 해당 현상을 보다 다방면에서 볼 수 있도록 학문적 시야를 확장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

둘째, 종단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양적 연구 및 사례 연구를 통해 다차원 관계에 대한 장기적

이고 면밀한 검토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차원 관계가 기업에 있어 새로운 전략이 

된 시대적인 현상을 학문적 연구로 뒷받침할 수 있다. 특히, 경쟁 및 협력 전략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차원 관계가 어떻게 경쟁 관계로 전환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다차원 관계가 경쟁 관계로 전환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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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경쟁 관계의 부정적 효과 및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의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본 연구에서는 기술 의존성과 기술 특성이 다차원 

관계의 전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구한다. Gulati et al.(2012)은 상호의존성이 높고, 불확실

성이 높을수록 기업 간 관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곧 기업 간 관계에 있어 

기술 의존성과 기술 특성을 함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술 의존성과 기술 특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이러한 요인은 또한 기업적 특성과 관련이 

깊다는 점에서 기업의 관계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내부 요인을 보다 면밀히 탐구할 

수 있게 한다.

특히 다차원 관계가 경쟁 관계로 전환되는데 중점을 둔다. 이는 부정적인 사건의 경우 긍정

적인 사건보다 더 극단적이고 뚜렷하게 드러나 추후 관계를 판단하는데 더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Burton et al., 2010). 또한 경쟁 관계와 협력 관계를 서로 분리된 상호작용으

로 간주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전략 연구자들은 주로 경쟁과 협력을 서로 상반되는 논리로 

간주하며, 협력적 행동의 감소는 경쟁적 행동을 증가시키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였다(Chen, 2008; Quintana-Garcia and Benavides-Velasco, 2004). Bengtsson and 

Kock(2000) 역시 경쟁과 협력을 근본적으로 서로 분리되고, 두 상호작용이 서로의 영향력을 

상쇄시킨다고 간주하였다.

한편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하며, 해당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3장에서는 정량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양적 연구를, 4장에서는 사례 연구

를 기반으로 가설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양적 연구와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 시사점 및 한계점에 대해 논의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다차원 관계 

다차원 관계(multiplex tie)에는 여러 유형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연구 개발 파트너이자 

제조 부분 파트너인 관계처럼 서로 다른 유형의 비즈니스 관계를 맺은 경우나(Kim et al., 

2006), 조언자이자 친구인 관계처럼 서로 다른 목적의 관계를 맺은 경우(Gong, 2017; Ibarra, 

1992), 또는 기업 간 경쟁 및 협력 관계가 공존하는 경우(Sytch and Tatarynowicz,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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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다. 

국내 연구에서는 다차원 관계에 대한 용어가 대체로 통일되지 않은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

어, 박통희(1999)는 사회적 관계에 있어 당사자들은 상대방에 대해 상이한 기대 및 판단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신뢰와 불신이 공존한 ‘다중적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또한 강민정･박지혜(2018)는 Burt(1983)의 논문에서 인용한 두 명 이상의 행위자들이 하나 

이상의 관계로 연결된 관계를 ‘중복된 관계’ 또는 ‘중첩된 관계’로 언급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경쟁 및 협력 관계가 공존하는 관계를 ‘다차원 관계’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는 협력과 

경쟁의 경우 서로 모순된 속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추승엽･임성준(2014)에 따르면 상호 모순적

인 속성들을 동시에 추구하는 속성을 ‘다차원적 양면성’으로 개념화한 바 있다. 

다차원 관계는 기술융합 시대에 접어들며, 이종 산업 간 또는 경쟁사 간의 글로벌 경쟁 시장

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조용래･이영우, 2015), 실제로 기술 

집약 산업에서 기업 간 협력 및 경쟁 관계가 동시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실증 연구에

서 확인한 바 있다(Sytch and Tatarynowicz, 2014). 더불어 협력과 경쟁의 공존에 대한 주제를 

바탕으로 최근 학문적 관심 역시 커지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Chen, 2008). 

특히, 거시적 관점의 연구에서는 경쟁 및 협력 관계의 중첩성을 유지하는 것이 기업에 긍정

적이라는 주장(Bengtsson and Kock, 2000; Dussauge et al., 2000; Peng and Bourne, 

2009)과 이러한 주장과 다르게 다차원 관계는 결국 협력 관계나 경쟁 관계로 기울어지며(De 

Rond and Bouchikhi, 2004; Lee et al., 1994; Sytch and Tatarynowicz, 2014), 협력과 경쟁

을 구분하는 것이 기업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의 연구가 이루어졌다(Navis and Glynn, 

2010; Oliver, 2004).  

다차원 관계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로는 관계 유지의 안정성이 낮다. 이는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존재할 때 관계기업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어렵고, 협력 관계 역시 불완전

하기 때문이다(Bengtsson and Kock, 2000). 또한 파트너의 의도 및 행동의 불확실성이 존재

할 경우 파트너 간 신뢰 형성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전략적 의도의 이중성이 존재한다. 

개념적인 모순과 전략적 의도의 이중성의 존재는 관계의 본질과 유지 기간에 영향을 미친다

(Chiambaretto et al., 2016; Peng and Bourne, 2009). 따라서 관계의 강도(strength of tie)가 

낮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 관계를 구성하는 협력 및 경쟁 관계를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첫 번째, 협력 관계를 공식적 계약 형태의 기술 협력으로 개념화하였다. Schermerhorn(1980)

은 협력 관계를 상호 혜택 및 공동 목적 달성을 목표로 수행하는 공동 활동으로 정의하였으며, 

Hagedoorn and Schakenraad(1994)는 협력 관계를 관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성장을 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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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목적으로, 계약에 의해 성립된 관계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에 따라, 본 연구에

서는 협력 관계를 공식적 계약 형태의 기술 협력으로 개념화한다. 

둘째, 경쟁 관계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 자원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로 정의한다. 특히, 

특허 소송의 경우 동일한 기술을 대상으로 기업이 서로 경쟁하여 상대 기업의 평판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Kim and Song, 2013), 특허 소송을 경쟁 관계에 적용할 수 있다(Sytch and 

Tatarynowicz, 2014).

2. 균형이론

기업 간 존재하는 상충된 상호작용에 대한 선행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을 보인다. 첫째, 

기업은 상충된 상호작용을 동시에 유지하려고 한다. 이러한 입장의 연구자들은 기업이 서로에

게 너무 협조적이거나 경쟁이 치열하면 관계의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둘 간의 균형을 유지

해야 된다고 언급한다(Lavie and Rosenkopf, 2006; Stadtler and Van Wassenhove, 2016). 

둘째, 기업 간 상반된 상호작용이 동시에 존재하더라도 결국 하나의 상호작용으로 귀결된다. 

이에 대한 연구자들의 입장은 협력 및 경쟁이 동시적으로 발생할 경우, 내부적 불일치를 야기할 

수 있으며(Bengtsson and Kock, 2000), 상반된 상호작용이 공존하는 불안정한 상태는 하나의 

상호작용만이 존재하는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Sytch and Tatarynowicz, 

2014).

본 연구에서는 상반된 논리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이유는 본 연구가 기업을 분석 단위로 하기 때문이다. 기업 간 관계는 개인 간 관계와

는 다르게 관계를 형성 및 유지하는데 상당히 많은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 이에 기업은 수익성

과 효율성에 따라 전략적으로 관계를 선택하게 된다. 두 번째 이유는 기업이 내부 및 외부로부

터 지속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협력 및 경쟁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

이다. 즉, 역동적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간 협력 및 경쟁은 계속해서 변화하며(Hung 

and Chang, 2012), 이로 인해 협력 및 경쟁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De Rond and Bouchikhi(2004)는 제약 회사와 생명 공학 기업 간 제휴 관계가 

협력과 경쟁을 오고가다 결국 경쟁 관계로 귀결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더불어 Heider(1946)가 주장한 균형이론은 다차원 관계가 일차원 관계로 전환되는 것에 대

한 이론적 설명을 제공한다. 초기 균형이론은 심리학 분야에서 활용되었는데, 균형이론의 핵심 

주장은 인간은 사고 및 행동의 일관성을 추구하며, 일관된 상태가 이뤄졌을 때 균형적인 상태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이를 구조적 관점에서 각 관계의 지속성에 대해 탐구한 Lee et al.(199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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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불균형한 구조는 행위자 간 관계적 긴장감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불안정한 것으로 간주

되며, 이러한 긴장감을 회피하기 위해 구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적인 형태를 갖추게 된

다. 또한 Sytch and Tatarynowicz(2014)는 양자 관계에서 다차원 관계는 불균형한 구조이며, 

일차원 관계는 균형 잡힌 구조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곧, 균형이론에 따라 불균형한 구조인 

다차원 관계가 균형 잡힌 구조인 일차원 관계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자원의존관점과 기술의존성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 관계가 경쟁 관계로 전환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구하기 위해 

자원의존관점을 기술의존관점에 적용한다. 자원의존관점은 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자원을 분석

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데(Das and Teng, 2000), 해당 관점에 따르면 조직은 필요한 모든 자원

을 내부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없기 때문에,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외부로부터 획득한다. 따라서 

조직은 생존을 위해 외부 조직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조직은 자원의존도를 

줄임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 한다. 자원획득 측면에서 권력은 조직이 원하는 자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되며, 자원 통제력이 높을수록 주변 조직과의 

관계에 덜 의존적이며 권력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다(Pfeffer and Salancik, 1978). 즉, 자원의

존관점에 따르면 기업은 외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협력 또는 경쟁을 하게 된다

(Barney, 1991).

특히 본 연구는 자원의존관점의 연장선 차원에서 기업이 보유한 기술 자원에 중점을 둔다.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기업이 경쟁우위를 점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며(Pisano, 1990), 일반적으

로 기술을 내부적으로 개발하는 것보다 외부로부터 확보할 때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기술 확보에 있어 외부에 의존하는 경향을 강하게 보인다(Mansfield, 1988). 따라서 

자원의존관점을 기술의존관점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은 물리적 자원과는 다르게 기업 간 이전 및 공유가 쉽지 않으며(Lin, 2003),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곧 기업이 경쟁우위를 획득할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이 된다(Song 

et al., 2005). 이러한 기술 역량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도 있지만 협력을 통해 외부로

부터 습득 또는 강화될 수 있다(Pisano, 1990). 즉, 기술은 다양하게 응용될수록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술 역량을 향상시킨다(Eisenhardt and Schoonhoven, 1990). 이에 따라, 기

술 의존성은 자원 의존성과 달리 기술의 상호 보완성뿐만 아니라 상호 협력으로부터 배양될 

기술 역량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 의존성의 요인으로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기술 역량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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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거리

기술거리는 기술 유사성 지수를 나타내는데, 기술거리가 작을수록 기업 간 기술이 서로 유사

하다고 할 수 있다. Kay et al.(2014)에 따르면 기술거리는 특허 카테고리 간 유사성 정도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Khanna et al.(1998)은 조직 간 상대적 범위(relative scope)가 클수

록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협력 관계가 증진된다고 주장하였으며, 

Mowery et al.(1998)은 기업이 자신과 유사한 기술을 가진 파트너와 협력 관계를 형성할 가능

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서로 유사할수록 상대방과 긍정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

다. 반면 Doz and Hamel(1998)은 오히려 유사성이 낮을 때 자원을 서로 보완할 수 있어 협력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Deephouse(1999)는 유사성이 높을 경우 

파트너와의 상호작용에서 차별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협력으로부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유사성에 대한 연구는 대체적으로 일관되지 않은 연구 결과를 보인다. 따라서 이제는 

단순히 기술이 서로 얼마나 유사한지만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에 따라 기술 유사성

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 간 관계, 특히 

다차원 관계에 있는 기업을 조사함으로써 다차원 관계라는 특정 조건 내 기술 유사성이 기업의 

관계적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한다. 

Kim and Parkhe(2009)는 국제적 전략 제휴 데이터를 활용하여 파트너 간 유사성을 경쟁적 

유사성(competing similarity)과 협력적 유사성(cooperating similarity)으로 구분하였다. 경쟁

적 유사성은 경쟁 관계를 촉진하며, 중복되는 영역에서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협력적 유사성은 협력 관계를 촉진하며, 기업 문화, 경영 관행 등 환경적 요인과 

같이 협력 관계의 성공을 위한 공통된 토대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때 기술은 경쟁적 유사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Kim and Parkhe, 2009). 핵심 역량은 일반

적으로 기업을 전략적으로 차별화시키는 요소들을 의미하는데(Schilling, 2010), 하이테크 산업

에서의 기술은 기업이 경쟁우위를 획득하는데 핵심 역량으로 작용한다(Pisano, 1994). 따라서 

기술은 해당 기업을 다른 경쟁 기업과 차별화함으로써 가치를 지닐 수 있어 경쟁적 유사성으로 

볼 수 있다.

기술거리가 가깝다는 의미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술 유사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며, 기술이 서로 유사하다는 의미는 그만큼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짐을 의미한다. 

다차원 관계의 기업들은 서로의 관계를 보다 협력적이거나 경쟁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존재하

는데, 이 과정에서 기술 유사성이 높아지게 되면, 협력보다는 경쟁의 관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는 가설을 도출할 수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기술 유사성이 높을 경우, 동일 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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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이는 협력관계보다는 경쟁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다차원 관계

의 불안정성에 기반해 관계를 보다 경쟁적으로 전환시키게 될 것이다.

가설 1a: 기술 거리가 작을수록 다차원 관계가 경쟁 관계로 전환될 것이다.

(2) 기술 역량 차이

기업은 기회를 감지하고 지식, 역량, 자산 및 기술 등을 재구성하여 경쟁우위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다(Teece, 2007). 특히 기술 역량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능력으

로 제품 개발 및 생산 역량 등 다차원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Barney, 1991). 이때 기술 

역량이 뛰어난 기업은 내부 및 외부 연구개발에 모두 능숙하여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Cohen and Levinthal, 1990; Powell et al., 1996). 

한편 기술 역량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각 기업의 개별적 특성으로써 기술 역량을 측정

하였지만, 기술 역량에 대한 상대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Song and 

Shin, 2008). 특히 본 연구의 경우 두 기업 간 관계의 변화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상대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상대적 특성인 두 기업 간 기술 역량 차이를 탐구한다

는 점에서 기술 역량과 관련된 기존 연구 결과와 차별화된다.

기술 역량이 뛰어난 기업은 협력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가치 있게 할 수 있다. 

또한 기술의 경우, 암묵적인 지식이나 노하우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전달이 어렵다는 점에서 

협력은 관계기업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 및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러한 점이 한편으로는 

기업에 이익이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고유 기술을 상대방에게 잃을 

위험이 높다(Schilling, 2010). 이러한 위험성은 또한 관계기업이 자신의 기술을 응용하고, 더 

발전된 기술을 선점하여 경쟁우위를 빼앗을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기술 역량이 비슷할수록 

서로를 경계할 가능성이 높으며, 기술 역량의 차이가 클수록 이러한 경계심은 해소될 수 있다.

더불어 기술은 판매 가능한 제품 또는 서비스로 구현되어야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데

(Powell et al., 1996), 상대적으로 기술 역량이 낮은 기업은 경쟁우위를 지속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보유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신보다 기술 역량이 뛰어난 외부 기업과 

협력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반면 기술 역량이 높은 기업은 관계기업과의 협력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이로부터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이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기술 역량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협력에 따른 이점이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 다차원 관계의 기업들이 협력보다는 경쟁관계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게 

됨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기술 역량이 서로 비슷할수록 경쟁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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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예측한다.

가설 1b: 기술 역량 차이가 작을수록 다차원 관계가 경쟁 관계로 전환될 것이다.

4. 기술 특성

기술 의존성이 기업의 전략적 행동의 원인을 기업의 특성에서 찾는다면, 기술 특성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 자체의 특성을 고려한다. 본 연구에서는 Duncan(1972)의 논문에 따라 기술 특성

의 요인으로 기술 변동성과 기술 정교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Duncan(1972)에 따르면, 조직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술 특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조직은 산업에서의 새로운 기술을 

구현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을 개선해야 된다. 이러한 특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당 기술이 얼마나 자주 변화하는지 그 역동성에 따라 달라진다. 더불어 이러한 특성은 기술 

변동성으로 개념화 될 수 있는데(Hung and Chang, 2012), Osborn et al.(1981)에 따르면 

기술 변동성은 제품 수명 주기에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 앞서 기술 변동성이 제품 외부적으로 산업에서 요구되는 기술 요인에 대해 다루었

다면, 기술 정교성은 제품 자체에서 요구되는 기술 요인을 고려한다. 즉, 기업은 제품 또는 서비

스 생산에 새로운 기술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된다. 이러한 특성은 기술 정교성으로 개념화될 

수 있으며(Hung and Chang, 2012), 기술 정교성은 기업이 제품 생산에 많은 인력과 정교하고 

복잡한 기술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Covin et al., 1990).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기술 변동성과 기술 정교성이 다차원 관계에서 경쟁 관계로의 전환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개발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는 기술 특성을 환경적 

변수로 보고, 주로 산업별 분류에 따라 기술 정교성과 기술 변동성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동일

한 산업 내에서도 기술 체제가 서로 다른 다양한 하위 섹터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별 

분류가 아닌 하나의 특정한 산업 내 개별 기업이 지닌 기술적 특성을 변수로 활용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장지상 외, 2014).

1) 기술 변동성

기술 변동성(technological volatility)은 산업에 존재하고 있는 기술이 예측하기 힘들게 급격

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Jaworski and Kohli, 1993). 기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서의 기술 가치는 점차 하락하게 되는데, 특히 우수한 

대체 기술의 개발은 기술의 가치를 더욱 하락시켜 기술 혁신 주기(Technological cycl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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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단축시킨다(Park et al., 2006). 이에 Park et al.(2006)은 기술 변동성을 나타내는 기술 가치 

하락 정도(depreciation rate)를 기술 혁신 주기로 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기술 집약적 산업에서는 예측하기 힘든 기술 변화가 빈번하게 발생한다(Moorman and 

Miner, 1997). 또한 기술 변동성이 높을 경우 제품 수명 주기는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며

(Osborn et al., 1981), 기업은 제품의 유효 수명기간 동안 합리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적시에 

제품을 출시해야 한다(Gnyawali and Park, 2009). 이로 인해 기업은 신제품 성공을 위해 외부 

기업의 기술에 의존하고자 외부 기업과 협력할 것이다.

더불어 기술이 빠르게 변화할 때 기업은 특정 기술이 금방 쓸모없게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

에 해당 기술을 개발하는데 있어 더 이상 자신의 역량을 쏟는 것을 원하지 않게 된다(Schilling, 

2010). 이에 기업은 더 넓은 범위의 기술적 가능성을 위해 기술 투자의 다각화를 시도하며

(Moon, 1998), 다양한 외부 기업과 협력함으로써 기존의 생산 옵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것

이다. 따라서, 기술 변동성이 높은 환경에서는 기업 간 협력의 필요성이 경쟁보다 더 높기 때문

에 서로 기술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다차원 관계의 기업

들도 협력으로 전환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기술의 변동성이 크지 않은 시기에는 협력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기술 변동성이 낮은 시기는 자사의 기술개발 역량만으로 충분히 변화의 정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연히 협력의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기술 변동성이 낮은 시기가 기업 간의 경쟁이 가격과 품질 등 제품과 서비스의 작은 

차이에 집중하는 시기임을 감안한다면, 기업의 기술적 역량이 이러한 점진적 기술혁신을 위해 

집중적으로 쓰인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술 변동성이 낮아지는 이러한 시기에는, 다차원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 또한 기술적 협력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보다는 경쟁을 

통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노력을 증대하게 되고, 따라서 다차원 관계는 협력보다는 경쟁

관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와 같은 논의에 따라, 기술 변동성이 낮아질수록 다차원 관계가 경쟁 관계로 전환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a: 기술 변동성이 낮을수록 다차원 관계가 경쟁 관계로 전환될 것이다.

2) 기술 정교성

기술 정교성(technological sophistication)은 산업의 핵심 제품 및 운영 프로세스에서의 기

술 발전 및 복잡성 정도를 의미한다(Hung and Chang, 2012). 기술 발전 정도가 높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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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은 당위성을 얻게 되며 시간과 노력을 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아 다른 개발

자들을 끌어들인다(Garud and Rappa, 1994). 이로 인해 경쟁 강도는 증가하며, 기존 기업들

과의 기술 차별화에 대한 부담도 함께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기술 발전의 고도화는 오히려 기업의 기술 차별화

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Foster(1986)에 따르면 기술 발전이 고도화될 때, 해당 기술은 기술 

성숙기에 접어들며 점차 기술 발전의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기술 정교성이 높을 때, 기술

은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에 기업의 독자적인 노력으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어렵고(Kogut 

and Zander, 1992), 특정 기술을 설계하거나 검사하는데 그 과정이 더욱 복잡해져 고도의 전

문성이 요구된다(송상호, 2006). 즉, 기업이 기술 개발을 통해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제적 

재원 및 인적 자원을 비롯하여 이전보다 더 많은 양의 자원을 투자해야 되고(Gnyawali and 

Park, 2009),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없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다른 기업과 협력

해야 한다(Sampson, 2004). 따라서, 기술 정교성이 높은 환경에서는 기업 간 협력의 필요성이 

경쟁보다 높아지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기술 정교성이 낮은 경우에는 기술 복잡도는 낮아지게 되며, 기업 자체의 연

구개발 역량만으로도 충분히 시장에서 필요한 기술적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자연히 다른 기업에 대한 기술의존도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시장에서의 경쟁이 

가격과 품질 등 점진적 혁신 요소에 집중되는 것과 맞물려, 협력보다는 경쟁의 가능성이 높아지

게 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에 따라, 다차원 관계의 기업 상황을 고려해 보면 기술 

정교성이 낮아질수록 협력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다차원 관계가 경쟁관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가설 2b: 기술 정교성이 낮을수록 다차원 관계가 경쟁 관계로 전환될 것이다.

III. 양적 연구

1. 양적 연구 방법 및 내용 

양자 관계에 대한 연구의 경우 장기간의 종단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자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Liden et al.,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LED 산업 24개 업체의 2000년부터 2018년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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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관계적인 변화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양자 관계, 특히 관계가 전환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 

주제에 학문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또한 양적 연구와 사례 연구를 통합함으로써 각 연구 방법이 지닌 한계점을 상호 보완할 

수 있다(Gable, 1994). 양적 연구의 경우 부적절한 해석에 대한 위험을 낮추고, 일반화 및 신뢰

성 등 연구의 엄격성 측면에서 효과적인 연구 방법이기 때문에 사례 연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LED 산업 업체를 대상으로 장기간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쟁 관계로 전환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독립 표본 t 검정을 수행하였다. 독립 

표본 t 검정은 2개의 표본을 측정하여 각각의 평균값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판단하는 분석

방법이다(노경섭, 2014).

1) LED 산업

본 연구에서는 LED 산업의 24개 업체를 대상으로 양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LED는 화합물 

반도체 특성을 이용해, 전기 신호를 적외선 또는 빛으로 주고 받는 반도체로 가전제품, 컴퓨터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된다(백종협, 2003). 특히 지구 온난화에 대한 환경 문제가 세계 주요 

이슈로 떠오름에 따라 LED 산업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LED는 다양한 제조 분야에 사용되고, 

에너지 절감 효율이 뛰어나 차세대 녹색성장의 핵심 산업으로 각국 정부가 앞다투어 LED 산업

의 성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0). 이에 LED 산업에 대한 연구

의 중요성은 점차 부각되고 있는 추세이다.

LED 산업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 장벽이 높기 때문에 후발업체 진입이 

어려운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오슬람(Osram), 니치아(Nichia), 크리(Cree)등 소수의 LED 

선발 업체들은 특허 및 지적 재산권을 이용하여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LED 선발 업체 간 

크로스 라이센싱을 맺고 있어 기술 장벽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둘째, 라이선스를 통한 협력 

체제 구축이 활발하며, 무차별적인 특허 침해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즉, LED 업체들 간의 

협력 및 경쟁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본 연구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다차원 관계를 포착하기에 용이하다.

2) 데이터 수집

본 연구에서는 LED 산업의 24개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및 재무 데이터를 활용한다. 연구 

개발비 등의 재무적 데이터는 기술 혁신 활동을 투입 측면에서 분석하고, 특허 데이터는 기술 

혁신 활동의 성과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성태경, 2005). 특허 

데이터의 경우 WIPS에서 수집하였으며, 재무 데이터의 경우 COMPUSTAT, Inves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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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업의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였다. 또한 다차원 관계를 특정하기 위한 데이터로 협력 관계의 

경우 기술 공동개발, 라이선스, 교차 라이센싱 등 계약 형태의 협력 관계 데이터를 수집하였으

며, 경쟁 관계의 경우 특허 소송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협력 관계 데이터와 경쟁 관계 데이터는 

각 기업의 홈페이지와 RPX, Law 360, Westlaw, LED Magazine, LIGHTimes를 활용하였다.

이때 협력 및 경쟁 관계에 대한 계약 기간은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단속적 이벤트로 간주하

였다. 이는 기업 간 협력 계약의 경우, 장기 계약이 대부분이며 계약 기간 도중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계약이 종료되거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홍균, 2004). 계약이 장기간으

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력 계약 체결 이후 계약 기간 동안 협력 관계가 유지된다고 가정하기 

어렵고, 데이터상으로 협력 관계의 지속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3) 변수 측정

다차원 관계 기존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른 네트워크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3년의 타임 

윈도우(three years time window)를 활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Kim(2017)은 특정 기업과 

해당 기업의 경쟁자 또는 경쟁자의 파트너 간 형성되는 협력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3년의 타임 

윈도우를 활용하였으며, Nerkar and Paruchuri(2005)는 구조적 홀(structural hole)이나 중심

성(centrality) 등 네트워크 특성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3년의 타임 윈도우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관계를 측정하였다:협력 관계, 경쟁 관계, 다차원 관계. 협력 

관계는 라이선스 협약 및 교차 라이선스, 공동 기술 연구 계약 데이터를 활용하며(Steensma, 

1996), 경쟁 관계는 두 기업 간에 발생한 특허 소송 데이터를 활용한다(Sytch and Tatarynowicz, 

2014).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 기존 선행 연구에 따라 3년의 타임 윈도우를 활용하여, 협력, 

경쟁 및 다차원 관계의 여부를 확인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 관계가 경쟁 관계로 전환되는데 미치는 영향 요인을 살펴본다

는 점에서 기술 의존성 및 기술 특성은 다차원 관계 직후 바로 다음 연도에 측정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각 윈도우 관계에서의 성과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윈도우 기간 직후 바로 다음 

연도를 측정하며(Kim, 2017), 각 윈도우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예측할 때는 윈도우 

기간 바로 직전 연도를 측정한다(Singh et al., 2016). 예를 들어, 타임 윈도우가 2000년부터 

2002년일 때, 1999년의 특성은 타임 윈도우에 영향을 미치며, 2003년의 특성은 타임 윈도우 

관계에 대한 성과를 예측한다.

기술 의존성 본 연구에서는 국제특허분류(IPC)코드를 이용하여 기술 분야들을 도출하였

다. 한 개의 특허에 여러 개의 IPC 코드가 할당된 경우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IPC 코드 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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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특허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며(이경실･송영근, 2012), IPC 코드의 클래스까지만 활용한다. 

IPC 코드는 섹션, 클래스, 서브 클래스, 그룹으로 구분이 된다. 예를 들어, H01L-033/48의 경우 

섹션과 클래스 부분인 H01(기본 전자소자)까지만 활용한다.

기술 거리는 주로 관계기업과의 특허 포트폴리오 간 차이로 측정한다. 이때, 기업의 특허 포트

폴리오란 기업이 보유한 기술 지식을 의미한다(Ahuja and Katila, 2001). Bar and Leiponen 

(2012)에 따르면 기술 거리는 기술 유사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해당 기업과 관계기업 간 유클리

디안 거리(euclidean distance) 척도로 계산한다. 

식 (1)을 통해 계산된 결과값이 클수록 기술 거리가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때,  는 

기업 i가 보유한 k 클래스 특허 수를 의미하며, 는 기업 j가 보유한 k 클래스 특허 수를 

의미한다.

기술거리  





   
  식 (1)

한편 기술 역량은 송재용･김형찬(2007)에 따라 누적된 특허 등록 수로 측정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업 간의 상대적인 기술 역량 차이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절대적인 기술 역량에만 

초점을 둔 기존 연구들과 차별되며(Song and Shin, 2008), 관계기업과의 상대적 기술 역량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 해당 기업과 관계기업의 누적 특허 등록 수 차이로 측정한다. 

식 (2)를 통해 계산된 값은 0에 가까울수록 두 기업 간 기술 역량 차이가 작다고 해석된다. 

이때,  는 기업 i의 누적 특허 수를 의미하며, 는 기업 j의 누적 특허 수를 의미한다.

기술역량차이   
  식 (2)

기술 특성 기술 특성에 대한 요인으로 기술 변동성과 기술 정교성을 탐구한다. 본 연구

에서는 각 기업의 기술 특성을 측정하여 두 기업의 평균값으로 계산하였다. 또한 기술 특성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특허 데이터와 더불어 재무 데이터를 활용한다.

기술 변동성은 특허의 출현 연도와 최근 피인용 연도 간 차이로 측정한다. Park et al.(2006)

에 따르면 기술 변동성은 기술의 가치 하락 정도(depreciation rate)와 관련이 있으며, 특허 

인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혁신 주기(Technological cycle time)를 측정함으로써 나타낼 수 

있다. 특히, 유선희 외(2006)는 기술의 수명과 피인용의 종료 시점이 높은 상관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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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피인용은 다른 특허의 출원인들이 해당 특허를 인용한 경우를 의미하며, 새로운 기술 

발명이 해당 기술을 얼마나 빠르게 대체하는지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최근 피인용 

연도와 해당 특허의 출현 연도의 차이를 측정함으로써 기술 변동성을 예측할 수 있으며, 그 

간격이 좁을수록 기술 변동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기술 정교성은 Hung and Chang(2012)의 연구에 따라 R&D 집약도로 측정한다. 기술 정교

성이 높은 환경에서 기업은 제품을 생산하고 기존의 프로세스를 활용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연구 및 개발 노력이 포함된 복잡한 기술을 사용해야 된다. 이때, R&D 집약도는 특정 기업의 

기술 개발 수준을 나타내기 때문에 기술 정교성을 R&D 집약도로 측정할 수 있다. R&D 집약도

는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R&D 투자액의 비중으로 정의할 수 있다(Schoenecker and Swanson, 

2002). 본 연구에서는 두 기업의 R&D 집약도를 평균값으로 측정하며, 그 값이 클수록 기술 

정교성이 높다고 해석된다. 

2. 양적 연구 분석결과

 

다차원 관계가 경쟁 관계로 전환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간 기술 의존성 및 기술 불확실

성 요인을 비교하기 위해 전체 표본 34개를 바탕으로 독립 표본 t 검정을 수행하였으며,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독립 표본 t 검정 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p
경쟁 협력/없음 경쟁 협력/없음

 기술 의존성

기술거리 156.00 363.61 98.03 315.87 -2.803 .010*

기술역량차이 153.40 277.32 76.06 252.74 -2.113 .046*

 기술 특성

기술 변동성 11.75 6.08 1.62 3.33 3.689 .001**

기술 정교성 .067 .089 .018 .031 -1.482 .148

*p<.05. **p<.01, ***p<.001

기술거리의 경우 유의 수준이 .010으로, 경쟁 관계로 전환된 경우의 기술거리와 경쟁 관계로 

전환되지 않았을 경우의 기술거리가 서로 유의한 차이가 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1a가 성립된다. 두 경우의 평균값을 비교하였을 때, 기술거리가 작을수록 경쟁 관계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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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이는 기술이 서로 유사할 때, 두 기업이 서로 동일 시장에서 경쟁할 

가능성이 높아져 기술에 대한 차별화를 이루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술 역량 차이의 경우 유의 수준이 .046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 가설 1b는 성립된

다. 기술 역량 차이는 그 값이 0에 가까울수록 두 기업의 기술 역량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두 경우의 평균값을 비교하였을 때 기술 역량 차이가 작을수록 경쟁 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이는 두 기업 간 기술 역량이 서로 비슷할 때 협력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차원 관계 있어 서로 간의 협력보다는 경쟁 관계에 치중하기 때문이

라고 볼 수 있다.

기술 변동성의 경우 유의 수준은 0.001로 가설 2a가 성립된다. 기술 변동성은 그 값이 0에 

가까울수록 기술이 빠르게 변화한다고 할 수 있는데, 두 경우의 평균값을 비교하였을 때 기술 

변동성이 낮을수록 다차원 관계가 경쟁 관계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이는 기술 변동성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기업이 경쟁을 통해 시장에서 기술에 대한 경쟁우위를 

점하려는 노력이 증대되기 때문에, 협력 보다는 경쟁을 통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기술 정교성의 경우 두 경우의 평균값을 비교하였을 때, 경쟁 관계로 전환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기술 정교성이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유의 수준이 .148로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가설 2b의 경우 기각되었다. 즉, 실제 측정에서는 기술 정교성이 낮을

수록 기술 복잡하지 않기 기술 개발에 대한 부담이 낮아 두 기업이 협력관계에서 얻을 이점이 

적다는 점에서 경쟁관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IV. 사례 연구

1. 사례 연구 방법 및 내용 

사례 연구는 설명을 제공하거나, 이론을 검증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데, 

다차원 관계에 대한 연구의 경우 관련된 선행 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탐색적 성격의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례 연구를 통해 다차원 

관계에 대한 현상을 그대로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관련 연구 주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

고 향후 연구에 있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사례 선정 방법에 있어, 사례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기업이 동일한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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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패턴을 보인 경우를 선정하여 사례 간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이러한 사례 선정 기준에 

따라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기업의 개략적인 정보는 <표 2>와 같다. 선정된 기업들은 

(1) 다차원 관계가 존재하고, (2) 동일한 기업(니치아)과 동일한 시기에 다차원 관계가 존재하

며, (3) 같은 시기에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인 경우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선정 기준을 통해 사례연구에 있어 시기 및 대상 기업 간 영향 요인을 최대한 통제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LED 업체들의 자료 및 보고서를 수집하고, 각 기업의 

홈페이지와 신문사의 데이터베이스를 방문하여 다차원 관계가 일차원 관계로 전환된 사례들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표 2> 사례 분석 대상 기업 정보

기업 국가 설립 점유율(2018) 주요 특징 비고(매출액)

니치아

(Nichia)
일본 1956 16.2%

세계 최대 GaN Base LED 제조업체 /

청색, 백색 LED 제조 판매
2,279백만달러

루미레즈

(Lumileds)
미국 1999 8.2%

필립스와 Agilent의 합작으로 설립, 

2007년 필립스가 지분 100% 인수 /

적색 LED 및 고출력 Package의 

선두업체

1,150백만달러

크리 

(Cree)
미국 1987 3.6%

세계 최대 GaN칩 제조/판매업체

백색 LED 특허 관련 라이센스 보유
501백만달러

2. 사례 분석 

본 연구에서는 니치아(Nichia)와 루미레즈(Lumileds)의 관계와 니치아와 크리(Cree)의 관

계, 두 경우를 비교한다. 해당 사례들의 특징은 니치아가 다른 두 기업과 동일한 시기(2000년

-2002년)에 모두 다차원 관계를 보이고, 동일한 시기(2005년-2007년)에 일차원 관계로 전환되

었지만 그 방향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에 있다. <표 3>에서 보여지듯이 니치아와 루미

레즈의 다차원 관계는 경쟁 관계로 전환되었으며, 크리는 협력 관계로 전환되었다.

<표 3> 사례 간 분석

사례 1 : 루미레즈 (Lumileds) 사례 2 : 크리 (Cree)

2000-2002 니치아(Nichia)와 다차원 관계 니치아(Nichia)와 다차원 관계

2005-2007 니치아(Nichia)와 경쟁 관계 니치아(Nichia)와 협력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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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기간 동안 니치아와 루미레즈, 크리의 관계를 살펴보면 해당 기간

동안 서로 간에 다차원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니치아는 2002년 이전까지 

루미레즈와 크리를 포함하여 여러 LED 업체와 디스플레이 및 조명에 사용되는 청색 LED 특허

에 대해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 또한 2011년에는 니치아가 크리의 고휘도 LED 제품 중 일부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제품 판매를 금지해야 된다는 명령을 법원에 요

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쟁 관계에도 불구하고 니치아는 루미레즈 및 크리와 협력 관계 역시 이어왔다. 루

미레즈의 경우, 2002년 10월, 니치아와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두 회사는 각자의 

LED 기술에 대한 광범위한 지적 재산권을 공유하게 되었다. 당시 루미레즈의 CEO인 마이클 

홀트는 “특허를 둘러싼 법정 투쟁은 LED 기술의 시장 채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번 

합의를 통해 두 기업 간 지적 재산권 분쟁에 대한 의구심을 타파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니치아의 총책임자인 TazakiNoboru는 “루미레즈와 니치아는 상호 보완적인 기술을 보유

하고 있으므로 21세기 조명을 위한 LED 선구자로서 LED를 발전시키는데 협력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편 크리의 경우, 2002년 11월 니치아와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크리의 CEO인 Chuck Swoboda는 “이 합의를 통해 크리와 니치아는 광전자 산업에 대한 중요

한 진보를 이루어냈다”고 평가하였다.

1) 사례 1 : 경쟁 관계로의 전환 - 니치아와 루미레즈 (2005-2007)

다차원 관계 이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니치아와 루미레즈는 경쟁 관계에 접어들게 되었

다. 이때, 백색 LED 기술은 경쟁 관계 전환에 영향을 미친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 백색 

LED는 흰빛을 내는 LED로, 친환경적인 조명 광원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백색 LED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빛의 삼원색인 적색, 녹색, 청색 LED를 조합하거나, 청색 LED에 YAG나 

TAG 등의 형광체를 더해야 한다.

<표 4>에 정리된 LED 개발 역사를 살펴보면, 고휘도 LED 성장기에 니치아는 청색 LED 

(1993년)와 녹색 LED(1995년)를 개발하였으며, 청색광과 YAG 형광체를 적용하여 백색 LED

까지 개발하였다(1996년). 즉, 백색 LED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기술들을 니치아가 

모두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니치아의 백색 LED 기술은 거의 독점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특허청(2008)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이전까지 LED 산업에서 발생한 특허 소송 데

이터를 모두 종합하였을 때, 니치아의 백색 LED 특허로 인한 특허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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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LED 개발 역사(출처 : 대우증권리서치센터(2007))

LED 태동기

(1962 ~ 1989)

고휘도 LED 성장기

(1990 ~ 2002)

고휘도 LED 성숙기

(2002 ~)

1962

GaAsP 적색 LED 개발(GE)

1969

GaAsP LED 상용제품 출시(Monsanto)

1980

AlGaAs/GaAs 고휘도 LED 출시 

(Fairchild)

1986

AIN 버퍼를 이용한 질화물계 MIS 구조 

발광(아가사키)

1992

InGaAIP계 적색 LED (HP)

1993

청색 LED(니치아)

1995

녹색 LED(니치아)

1996

Blue + YAG: 백색 LED(니치아)

2000

100lm/W급 적색 LED (Agilent)

2002

고출력 백색 LED 

120lm/PKG(루미레즈)

2004

GaN 청색 LED(크리)

2004

70lm/W급 백색 LED

(크리, 루미레즈, 니치아)

그러나 고휘도 LED 성숙기에 루미레즈가 120lm/w급 백색 LED 기술 개발에 성공하며, 니치

아의 백색 LED 기술에 대한 독점적 경쟁우위의 가치가 어느 정도 감소하게 되었다. 또한 관련 

전문가들은 향후 백색 LED와 관련하여 제조방법 및 형광체에 대한 기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

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특허청, 2008).

(그림 1) 니치아와 루미레즈 : 기술 거리

(그림 1)과 (그림 2)는 앞서 양적 연구에서 설명한 변수 측정방법에 따라 기술 거리와 기술 

역량 차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사례 1에 대한 사례 분석을 뒷받침한다. 기술 거리의 

경우 특허 포트폴리오 간 차이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수치가 작을수록 서로 간의 기술이 유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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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을 살펴보면 다차원 관계 이후 기술 거리가 점차 작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다차원 관계 이후 서로 간의 기술이 점차 유사해져 경쟁 관계로 전환되었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앞선 사례 1에 적용하였을 때, 루미레즈가 기존에 니치아에만 

있었던 백색 LED 기술을 개발함에 따라 두 기업 간 기술이 서로 유사해졌고, 결과적으로 경쟁 

관계로 귀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니치아와 루미레즈 : 기술 역량 차이

또한 (그림 2)는 니치아와 루미레즈 간 기술 역량 차이 그래프를 보여준다. (그림 2)에서 

보여지듯, 다차원 관계 이후 두 기업 간 기술 역량 차이는 점차 작아지며, 2005년 이후에는 

경쟁 관계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니치아의 경우 기술 역량이 다차원 관계 이후 

점차 감소하는 반면, 루미레즈의 기술 역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02년 이후 니치아의 주요 독점 기술이었던 백색 LED 기술이 경쟁사에서도 개발됨에 따라, 

니치아가 새로운 기술 결과물을 창출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니치아의 기술 역량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반면 루미레즈는 백색 LED 기술 개발과 

함께 기술 역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두 기업 간 기술 역량 

차이가 점차 작아지자, 두 기업은 서로를 위협적으로 느껴 결국 경쟁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2) 사례 2 : 협력 관계로의 전환 – 니치아와 크리 (2005-2007)

2005년 2월, 니치아는 백색 LED와 관련하여 크리와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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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07년 9월에도 동일한 계약을 추가적으로 체결하였다. 2007년에 체결된 협력 계약은 

2005년에 체결한 크로스 라이선스를 확장하여 추가적으로 진행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니치아와 크리, 두 기업이 백색 LED에 집중하는 이유는 백색 LED 기술을 구현하는데 있어 

두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서로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이다. 니치아의 경우 앞서 언급하였듯, 백색 

LED를 제작할 수 있는 구현 기술을 비롯하여 전극 배치 등 다양한 LED 구현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반면, 크리의 경우 기판 형성 방법에 대한 기술이나, 오슬람(Osram)과 더불어 형광체 

기술에 있어 다른 기업과의 차별성을 지니고 있었다(특허청, 2008). 즉, 백색 LED를 제작하는

데 있어 니치아와 루미레즈는 상호 보완적인 기술을 지니고 있었다. 

한편 <표 4>에서 고휘도 LED 성숙기 기간을 살펴보면, 루미레즈가 니치아가 가지고 있던 

백색 LED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것에 이어, 많은 기업들이 백색 LED 기술 

개발에 투자하며 니치아의 청색 LED 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특허청, 2008). 

예를 들어, ZnSe 단결정 기판을 이용하는 백색 LED 제조 방법은 니치아가 청색 LED를 접목하

여 백색 LED를 제조하는 것보다는 수명이 짧다는 단점이 있지만 니치아의 특허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이에 니치아는 다른 경쟁 기업의 이러한 노력에 대비하여 

백색 LED 기술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차별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입장

에 처하게 되었다.

사례 2에서 니치아와 크리의 상호 보완적 기술이 두 기업 간 다차원 관계가 협력 관계로 

전환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추론할 수 있다. 아래 (그림 3)은 니치아와 크리 간 기술 유사성을 

그래프로 보여준다. (그림 3)을 살펴보면 다차원 관계 이후 기술 거리가 점차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다차원 관계 이후 두 기업 간 기술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

며, 이러한 특성이 결국 다차원 관계를 협력 관계로 전환시켰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림 4)는 

니치아와 크리 간 기술 역량 차이를 그래프로 보여준다. 다차원 관계 이후 2004년을 기점으로 

기술 역량 차이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술 역량 차이가 증가할수록 다차원 

관계가 협력 관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사례 2에 적용하였을 때, 기술 역량 차이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니치아는 크리의 기판 

형성 기술이나 형광체 기술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고, 크리는 니치아의 LED 구현 기술을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협력에 있어 기술 역량 차이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더불

어 2004년도를 기점으로 기술 역량 차이가 급변하였는데, 이는 2004년에 크리가 니치아와 더

불어 백색 LED 기술을 개발함에 따라 새로운 생산 옵션을 넓힐 수 있었다는 것이 하나의 원인

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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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니치아와 크리 : 기술 거리

(그림 4) 니치아와 크리 : 기술 역량 차이

V. 결  론

1. 연구 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다차원 관계가 경쟁 관계로 귀결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구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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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를 위해 문헌 연구를 기반으로 가설을 개발하였으며, 가설 검증을 위해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복합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 의존성. 기술 거리가 작을수록 다차원 관계는 경쟁 관계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기술은 기업의 경쟁우위 획득에 핵심역량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관계기업과 기술이 중복될 

경우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기술 역량 차이가 작을수록 다차원 관계는 경쟁 관계

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기술 역량은 외부와의 협력을 통해 구축될 수 있다. 이때, 기술 역량 

차이가 클 경우에 기술 역량이 상대적으로 큰 기업은 협력 관계에 있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으

며, 작은 기업은 필요하거나 부족한 기술을 관계기업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다. 즉, 기술 역량 

차이가 낮을수록 이러한 이점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서로를 견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협력자보다는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기술 특성. 기술 변동성이 낮을수록 다차원 관계가 경쟁 관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기술 변동성이 낮은 환경에서는 기술에 대한 고유 불확실성이 낮기 때문에 협력 관계에 대한 

중요성이 낮아질 수 있으며, 오히려 완전 폐쇄형 시스템으로 기술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2. 시사점 및 한계점 

본 연구는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다차원 관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차원 관계로 전환될 

것이라 주장하며, 특히 경쟁 관계로의 전환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기술 거리와 기술 역량 차이, 

기술 변동성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해당 연구 결과는 다차원 관계가 불확실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관계기업

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기업이 다차원 관계에 있는 관계기업에 대한 행동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관계기업과의 기술 및 역량이 서로 유사할수록, 

또는 기술이 빠르게 변화할 수록 경쟁 관계로 전환될 수 있다는 본 연구 결과는 장기적인 측면

에서 기업으로 하여금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기존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거나, 경쟁 관계로

의 전환이 예상될 경우 협력 기술 이외 기술에 있어 유출 방지에 대비하도록 한다.

또한 다차원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다차원 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과 변수로 기업

의 성과적 지표를 고려하였다면(Bengtsson and Kock, 2000; Dussauge et al., 2000; Gnyawali 

and Park, 2009), 본 연구는 결과 변수로 기업의 관계적 행동을 연구했다는 점에서 해당 연구 

주제에 대한 연구 범위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Chen(2008)은 다차원 관계에 

대한 다각적 분석과 다양한 관점이 새로운 이론적 구조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고 언급한다. 그러



     331김병은 ･배성주

나 한편으로는 양자 관계를 결정하는데, 기업의 상대적 특성뿐만 아니라, 각 기업의 개별 특

성, 관계 특성, 네트워크 특성 등 다양한 영향 요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두 기업 간 상대적 특성, 특히 기술적 요인만을 고려했다는 점에서는 향후 연구에 대한 여지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와 사례 연구를 복합적으로 진행하였다. 사례 연구의 경우 다차원 

관계가 일차원 관계로 전환된다는 연구 주장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그 특성을 실제 현상에서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사례 연구는 부적절한 해석의 가능성이 높

고, 연구의 엄격성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례 연구로 

기술 의존성 요인만을 분석하였다는 한계점이 존재하는데, 이는 기술 특성의 경우 기술 의존성

과 달리 실제 현상에서 체감 및 관찰하는 것이 어려워 신뢰성 있는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례를 선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례 연구와 양적 연구를 함께 

수행함으로써 사례 연구가 지닌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한편 양적 연구의 경우 샘플 수의 문제로 독립 t 검정을 실시하였는데, t 검정의 경우 표본들

의 평균 차이를 비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특정 변수가 다른 변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또한 LED 산업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여러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일반화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 있어서는 다중회귀분석 등의 통계 방법을 활용하고, LED 산업 이외 보다 다양한 

산업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더불어 양적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기술 정교성의 경우 유의한 결과값을 얻지 못하였는데, 

이는 변수 측정에 있어 기술 정교성의 다양한 속성을 측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는 LED 산업의 경우 기술 변화가 심한 산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연구 산출물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조사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R&D 집약도를 

측정치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기술 정교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술 연구의 투입요소 뿐만 

아니라 연구 산출물의 질적 우수성의 평가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

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측정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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