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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국내 ICT산업에서 국제합작투자 기업들을 대상으로 합작사업 참여기업 간 통제유형에 따라 참

여기업간 유대강도 및 합작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실증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제유형별(산출통제(Output Control), 과정통제(Process Control), 사회적통제(Social Control))로 국제합

작사업 참여기업 간 유대강도에 및 합작성과에 어떠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또한, 국내 ICT산업에서 국제

합작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특징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키워드: 국제합작투자(International Joint Venture), 유대강도(Tie Strength), 산출통제(Output Control), 

과정통제(Process Control), 사회적통제(Social Control), 합작투자성과(Joint Venture performance)

국제합작사업 참여기업 간 통제가 유대강도 및 합작성과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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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국제합작투자(international joint venture)는 글로벌시장에서 기

업성장의 핵심적인 전략의 하나로 국제합작투자의 목적은 시장지배력

의 향상, 운영상의 효율성 증대, 새로운 자원이나 역량에의 손쉬운 

접근, 새로운 해외시장으로의 진입 등을 들 수 있다[1]. 그 어떠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던지 간에 국제합작투자는 일반적으로 참여기업의 

경쟁 우위 확보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합작사업 

참여 파트너 기업과의 이익 분배가 쉽지 않고, 파트너간의 목표와 

이해관계의 상충,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갈등, 통제가 쉽지 않다는 

점 등은 국제합작투자의 성공을 저해하는 요소로 간주되며[2]. 또한 

국제합작투자의 파트너는 현재 경쟁관계에 있거나 향후 경쟁자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동운영 과정에서 자사의 경쟁우위 요소를 

습득할 기회를 갖게 된다. 기업 간 합작사업에 내재하는 이러한 문제점

을 적절히 다루기 위해서 합작사업 당사자는 다양한 관리 수단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합작사업에서의 통제는 중요한 

논의 대상이 되어 왔다[3]. 

유대강도는 사회연결망 연구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개념의 하나

로서 사회연결망을 형성하는 파트너들의 관계가 얼마나 강하게 연결되

어 있고 안정적인지를 의미한다[4].

본 연구에서는 통제유형별(산출통제(Out Control), 과정통제

(Process Control), 사회적통제(Social Conteol))로 국제합작사업 

참여기업 간 유대강도 및 합작성과와의 관계를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국제합작투자는 자원의 공유, 위험의 공동부담, 새로운 자원이나 

시장에의 접근 등 그 형성 목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독자적으로 행동하

는데 따르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효율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의 하나이

다. 특히 국제합작투자는 국내외에 산재하는 기업조직들 중에서도 

특정 파트너와의 긴밀한 관계구축을 기반으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파트너의 행위를 사회연결망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합작투자를 수행하는 기업은 강한 유대관계가 형성되는 

경우 연결망 내의 파트너는 강력한 사회자본을  획득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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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곧 파트너와의 정보공유, 학습기회의 증대, 협력 촉진을 가능하게 

한다[5]. 즉 국제합작투자 파트너 간의 강한 유대관계는 경쟁우위를 

획득하고, 기대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6]는 국제합작사업에서 사업 참여자간 특성과 합작성과에 

관한 연구에서 사업 참여자의 행위(동기 및 의지), 조직문화의 유사성

과 계약통제가 합작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

다. [7]은 유대강도와 합작성과의 관계에서 통제유형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산출통제는 유대강도와 합작성과의 관계에 조절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과정통제는 조절역할은 하지 않지만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통제는 유의하게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제유형별로 유대강도와 합작성과와의 관계에 차별적 접근이 필요함

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존연구들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가설 1: 산출통제는 합작사업 참여기업 간 유대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 과정통제는 합작사업 참여기업 간 유대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3: 사회적 통제는 합작사업 참여기업 간 유대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4: 합작사업 참여기업 간 유대강도는 합작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III. Conclusions

본 연구의 목적은 통제유형별로 국제합작사업 참여기업 간 유대강

도와 합작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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