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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다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제휴의 성과에는 TCE 과 RBV  

모두 계가 있지만 RBV 의 설명력이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제휴 각 단계에 

향을 미치는 양 이론의 세부 변수를 제시하고, 향을 미치는 원인을 분석하여 제시하 다. 

본 연구의 결론에서는 연구결과에 한 요약과 시사   한계 에 하여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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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act of Technological Alliance Motivation 

on the Partner Selection Criteria,  Governance Structure and 

Performance of Korean High-Tech Firms' Technological 

Alliances: A Focus on the Integration of TCE and RBV

Hwan-Jin KimㆍByung-Keun Kim

Abstract : This paper examines an explanatory power of primary alliance motivation 

theories, such as ‘Transaction-Cost Economics (TCE)’ and ‘Resource-Based View (RBV)’, 

on the technological alliance partner selection criteria, governance and performance. 

Adopting perspectives of integration provided by TCE and RBV, this work examines the 

impact of both theories on the alliance processes such as alliance partner selection, 

governance and performance.

Empirical findings show that both TCE and RBV are effective in explaining the choice 

of technological alliance partners. In addition, TCE appears to be more effective in 

providing explanation of technological alliance governance structure. Also, both TCE and 

RBV are effective in evaluating the technological alliance performance phase, though 

RBV appears to be slightly more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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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Hagedoorn(2002)에 의하면 1980년  이후 기업 간 기술제휴가 속히 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술의 융복합화와 수명주기 단축 등으로 하이테크 기업은 지속

인 신을 필요로 하며 내부  신 역량을 보완하기 해 다른 기업과의 기술제휴를 

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술제휴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에 한 체계 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여러 연구에서 기술제휴 동기의 주요 이론  배경으로 거론되는 거래비용

이론과 자원 거이론이 하이테크 기업의 기술제휴 트  선정기 , 거버 스, 성과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여 하이테크 기업의 기술제휴 동기에 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있다.

기업 간 제휴(Inter-Firm Alliance) 상을 분석하는데 가장 많이 용되고 있는 이론은 

‘거래비용이론(Transaction Cost Economics, TCE)’과 ‘자원 거이론(Resource-Based 

View, RBV)’이다. 한, 일부 연구자들은 양 이론의 비교분석을 통해 기업 간 제휴의 배경 

이론으로 보다 합한 이론이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하 다(Chen and Chen, 2002; 

Columbo, 2003; Odagiri, 2003; Yasuda, 2004; Lai and Chang, 2010). 하지만, 상기 실증 

연구결과를 분석해 보면 일부 연구자는 TCE가 기업 간 제휴의 이론  배경으로 보다 합

하다고 제시하고 있으며(Chen and Chen, 2002; Lai and Chang, 2010; Colombo, 2003), 

이와 반 로 일부 연구자는 RBV가 기업 간 제휴의 이론  배경으로 보다 합하다고 제시

하고 있다(Odagiri, 2003; Yasuda; 2004). Silverman(1998)과 Hansen and Schutter(2009)는 

기업 간 제휴의 이론  배경인 TCE와 RBV의 통합  에서 기업 간 제휴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David and Han(2004)은 TCE가 실증  검증 결과에 계없이 기업 

간 제휴의 주요 이론  배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문제 을 지 하 다. 한, TCE와 

RBV에 한 실증분석의 메타분석 결과도 주요 변수에 한 설명력이 낮은 을 지 하면

서 추가 실증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 다(David and Han, 2004; Newbert, 2007). 제휴의 

단계는 제휴 동기, 트  선정, 거버 스 구조 선택, 제휴 성과의 단계로 진행된다(Das 

and Teng, 2000; Kale and Singh, 2009). 제휴 동기는 제휴 트  선정(Niesen, 2003; 

Dong and Glaister, 2006), 제휴 거버 스 구조 선택(Das and Teng, 2000; Lai and Chang, 

2010, 제휴 성과(Lai and Chang, 2010)에 향을 미칠 수 있다. 기술 제휴 동기는 주로 

TCE 의 R&D 비용 감이나 RBV 의 자원결합 는 역량보완 등의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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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하고 있다(Hagedoorn, 2002; 2006). 그러나 기존 연구는 주로 기업의 일반 인 략  

제휴 시 제휴 동기가 제휴 각 단계에 미치는 향에 해 다루고 있으며(김흥렬·이태희, 

2006; 조연성, 2012), 기술제휴 동기가 기술제휴 각 단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부족

하다. 실무  차원에서도 차별  기술제휴 동기( , R&D 비용 감, 기술역량 보완 등)에 

따른 기술제휴 각 단계에 미치는 향의 차이 을 이해한다면 기술제휴  단계에서 합

한 트  선정  거버 스 구조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하이테크(High-Tech) 기업을 상으로 기술제휴 동기의 주요 이론  배경인 TCE와 RBV

의 통합  에서 기업 간 기술 제휴의 단계에 어떤 향을 미치며, 어떤 세부 변수가 

보다 합한지에 해 검증을 하고자 한다. 

Ⅱ. 기술제휴의 동기: 이론  배경

1. 거래비용이론(Transaction-Cost Economics)

기업 간 제휴의 연구에서 가장 많이 용되고 있는 이론은 Williamson(1981)에 의해 

제시된 ‘거래비용이론(Transaction Cost Economics, TCE)’이라 할 수 있다. TCE의 핵

심은 경제참가자가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해 가장 한 형태의 조직을 구성하려는 

에 있다. Williamson(1991)은 조직의 형태를 기업, 시장, 간  조직(기업 간 제휴)의 

형태로 구분하 다. 인간의 태도와 련된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과 ‘기회

주의(Opportunism)’  ‘자산특유성(Asset Specificity)’, ‘불확실성(Uncertainty)’, ‘거래의 

빈도(Frequency of Transactions)’가 거래에 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조직형태를 달리 

취하게 된다고 주장하 다. 따라서 기업이 비용 효율  에서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해 기업 간 제휴를 선택한다는 이 TCE 에서 기술제휴의 동기라고 할 수 있다. 

TCE 에 따르면 기업과 시장의 간 인 형태인 기업 간 제휴는 정보의 비 칭성

하에서 경제 참여자의 기회주의로 인해 불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Williamson, 

1981). 기술 신을 수반하는 기술 제휴는 속성상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신 과정

상에 정보 교환의 비 칭성이 나타날 수 있다. TCE의 주요 가설은 자산특유성이 높을 

경우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이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회주의  행동(거

래비용증가) 가능성을 억제하기 해 수직  통합(기업내부화)을 할 것이라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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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제휴에 한 TCE 실증 분석 연구는 주로 에 설명한 인간의 태도  변수(제

한된 합리성, 기회주의)와 거래에 향을 미치는 변수(자산특유성, 불확실성, 거래의 빈

도)를 통하여 검증을 시도하 다. Santoro and McGill(2005)의 연구에서는 자산 공유(자

산 특유성)가 높을수록 통제 수 이 높은 거버 스 형태( , 자산투입형 조인트벤처, 

Equity Joint Venture, EJV)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TCE 가설과는 다르게 

기술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통제 수 이 낮은 거버 스 형태(즉, 시장거래)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uvik and Anderson(2002)의 연구에서는 국제  Buyer-Seller 제휴 

계에서 자산 특유성과 수직  통합이 증가할수록 거래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Lee et al.(2009)의 연구에서는 자산특유성이 높을수록 공 자와의 제휴에 극 이

며, 시장불확실성은 특유자산 투자에 부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실증

분석 연구를 정리하며 아래 <표 1>과 같다.

연구자 연구 상 독립변수 종속변수 주요 연구결과

Santoro

and

 McGill

(2005)

제약기업-

Biotech

642개 제휴사례

∙자산특유성

∙불확실성

∙거버 스 유형

 (시장, 

  내부거래)

∙자산공유 높을 때 JV 선호

∙불확실성이 높을 때 통제수

이 낮은 거버 스 선택

(TCE 가설과 배치)

Buvik 

and

Anderson

(2002)

노르웨이 

제조기업 177개 

제휴사례

∙자산특유성

∙구매자(B)-

매자(S) 계

∙수직 통합

∙이 제휴기간

∙거래비용 ∙국제B-S 계가 국내B-S 

제휴보다 거래비용이 큼

∙국제B-S 계, 자산특유성

과 수직  통합이 증가하면 

거래비용 감소

Lee et al. 

(2009)

175개 홍콩 

자 제조기업 

제휴사례

∙자산특유성

∙기술 변화

∙불확실성

∙공 자와 제휴

계에 향

∙특유자산투자는 공 자와 

제휴에 정  향

∙시장불확실성은 특유자산

투자에 부정  향

<표 1> TCE 련 기업 간 제휴에 한 선행실증연구

David and Han(2004)의 연구에 의하면 TCE 주요 변수  자산특유성은 체로 TCE 

가설에 따라 자산특유성이 높을수록 수직  통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불확

실성은 다소 설명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David and Han(2004)의 TCE 련 실증연

구의 메타분석 결과에 따르면 TCE 주요변수를 지지하는 연구는 47%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TCE의 가설인 거래비용의 최소화 에서 다른 조직 형태 즉, 기업, 시장, 기업 

간 제휴를 채택할 것이라는 에 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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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메타분석 결과는 기업 간 제휴의 주요 이론  배경인 TCE가 설명하지 못하는 변

수가 존재할 수 있음( , 자원 거이론의 ‘자원 결합’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따라서 통합

 에서 기업 간 제휴의 다른 이론  배경인 RBV 을 포함하여 기술제휴 동기

가 기술 제휴 각 단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자원 거이론(Resource-based View)

자원 거이론은 기업 간 제휴를 맺는 목 으로 기업 상호간의 자원결합을 통한 가치 창

출의 잠재력에 근간을 두고 있다(Das and Teng, 2000). Barney(1991)는 기업의 자원 특성에 

해 ‘자원 이질성(Resource Heterogeneity)'과 ’자원 부동성(Resource Immobility)'을 제시

하고 있으며, 기업이 보유한 가치 있고(Valuable), 희귀하며(Rare), 완 하게 모방할 수 없고

(Imperfect Imitability), 체할 수 없는 자원(Non-Substituability)이 기업에 지속 가능한 

경쟁우 를 제공해 다는 자원 거이론(Resource-based Perspective, RBV)을 제시하

다. 기업의 희귀한 자원은 완 하게 모방이 불가능하며, 완벽하게 체하기 어려운 이유로 

인하여 자원의 필요성이 발생하게 되고, 기업 간에 서로 필요한 자원을 교환 는 공유하기 

해 제휴를 형성하게 된다.

Wernerfelt(1984)는 자원을 ‘유형  는 무형  자원으로 기업에 반 구 으로 결합

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존의 조직경제학 에서 TCE가 경쟁환경으로 인한 거래

비용 최소화에 이 맞추어져 있다면, RBV는 기업이 갖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원 

활용에 을 맞추고 있다(Das and Teng, 2000). 기업의 이질 인 자원은 기업들로 하

여  자원 결합 시 경쟁우 를 갖게 해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이 기업의 

외부  환경요인(Externality)으로 인해 기업의 략이 수립된다는 이었다면, 자원

거이론은 내부자원(Internality)에 보다 많은 이 맞추어져 있다. 

기업 간 제휴에 해 설명하는 이론으로 RBV를 많이 용하는 이유는 기업 간 제휴

를 맺는 근본  이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다. 지속 인 기술 신과 빠른 시장 변화

로 인하여 한 기업이 갖고 있는 유한한(Scarce) 자원으로는 환경변화에 빠르게 처하기

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RBV의 을 채택한다면 최근 기업 간 략  제휴의 

속한 증가 상에 해 이해가 가능하다. 시장에서 자원의 교환이 효과 으로 이루어

진다면 기업은 독립 으로 운 하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모든 자원이 효과 으로 시장

에서 교환될 수 없으며, 어떤 자원은 조직에 체화되어 있어 시장 거래가 어려울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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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Chi, 1994). 

Lin et al.(2009)은 미국 내 195개 기업의 3,498개 제휴 사례를 분석하여 RBV의 실증

분석 연구를 시도하 으며, 략  제휴 계에서 제휴 상  보다 사회  치가 낮은 

기업이 제휴를 통해 자원을 결합할 경우 보다 많은 이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Song 

et al.(2005)은 미국 기업 466개 합작투자(JV) 사례를 통해 보완  자산의 결합이 기업의 

재무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검증을 시도하 으며, 마 과 기술 역량(자원)은 

기술  변화 속도에 계 없이 조인트 벤처기업의 성과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완  자산의 결합 효과는 기술  변화가 높을 때에만 성과에 정 인 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Tseng et al.(2007)의 연구에서는 지식 기반 자원이 자산기반 

자원보다 기업의 국제 시장진출에 보다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itt et 

al.(2000)의 연구에서는 개도국 기업이 선진국 기업보다 트  선정 시 재무자산과 기술

역량을 더 고려하며, 문 역량의 교환에 더 극 인 것으로 나타났고, 선진국 기업은 

개도국 제휴 상기업을 선정할 때 트  기업의 역량, 시장지식· 근 능력 등을 더 고

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연구 상 독립변수 종속변수 주요 연구결과

Lin et al.

(2009)

미국기업 3,498개

제휴 사례

∙사회 치

∙자원결합도

∙제휴성과 ∙사회  치가 낮은 기업이 

자원결합을 통한 제휴성과가 

높음

Song et al.

(2005)

미국기업 466개 

JV 사례

∙마 역량

∙기술역량

∙기술변화속도

∙JV 성과 ∙보완  자산 결합 효과는 기

술  변화가 높을 때 정  

향을 미침

Hitt et al.

(2008)

89개 선진국 

기업과 113개 

개도국 기업 

상

∙자원 유형

∙흡수 역량

∙ 트 기업

  매력도

∙ 트  선정 시, 개도국 기업

은 재무자산과 기술역량을 더 

고려

∙ 트  선정 시, 선진국 기업

은 기업역량, 시장지식을 더 

고려

Park et al.

(2002)

171개 미국 

반도체 기업 

제휴 사례

∙시장 수요

∙기업 자원

∙제휴 활동 ∙시장수요 증가 시 제휴 형성

이 증가

∙자원이 풍부한 기업은 시장수

요가 높거나 낮을 때 제휴 증가

<표 2> RBV 련 기업 간 제휴에 한 선행실증연구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업 간 제휴에 한 RBV 용 실증 연구들을 분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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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자산 결합, 마 ·기술 역량 결합, 핵심역량 등이 기업 간 제휴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Newbert(2007)의 RBV 련 55개 실증연구 논문의 메타 분석 

결과에 따르면 TCE의 47% 지지율 보다(David and Han, 2004)는 다소 높은 수 이나 

RBV 이론  가설을 지지하는 연구도 53%로 낮게 나타났다. TCE 실증연구 메타 분석 

결과(David and Han, 2004)의 해석과 같이 제휴의 주요 이론  배경인 RBV 으로도 

기업 간 제휴 상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기업 간 기술 제

휴의 주요 이론  배경인 TCE와 RBV의 통합  에서 기술 제휴의 각 단계에 미치

는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Ⅲ. 기술제휴의 단계  제휴 동기와 계

Gulati(1998)는 략  제휴를 “기업 간 제품, 기술, 서비스 등을 공동개발, 교환, 공유

하는 자발 인 의”로 정의하고 있으며, Hagedoorn and Schakenraad(1994)는 기술제

휴에 해 “제품개발을 한 신을 목 으로 기업 간 력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

다. 따라서, 략  제휴는 보다 의  개념의 력활동을 말하며, 기술제휴는 략  

제휴에 포함된다 할 수 있다. Hagedoorn(1990)은 기술제휴 유형을 ‘합작기업’, ‘공동연구’, 

‘기술교환(기술공유, 상호라이센싱)’, ‘소규모 지분투자’, ‘공동생산’, ‘기술이 ’ 등으로 구

분하 다.

Das and Teng(2000)은 제휴의 단계를 제휴 동기, 제휴 트  선정, 제휴 거버 스, 

제휴 성과로 구분하 다. Kale and Singh(2009)은 기업 간 제휴를 3단계로 분류하 다. 

첫 번째 단계는 제휴의 형성  트  선정(Formation and Partner Selection), 두 번째 

단계는 제휴 거버 스 유형 선택(Alliance Governance and Design), 마지막 단계는 제휴 

후 리 단계(Post-formation Alliance Management)로 구분된다. 제휴의 성과는 제휴의 

결과에 한 평가로 사후  단계에 해당된다 할 수 있다. 

기업이 기술제휴를 맺는 동기로 TCE 의 R&D 비용 감(Hagedoorn, 2002)과 

RBV 의 주요 R&D 분야에 해 다른 기업과 보완  기술의 결합을 통하여 외부 기

술 지식을 습득(Hagedoorn, 2006)하는 동기가 있을 수 있다. Nielsen(2003)은 마크 기

업을 상으로 국제 략  제휴 동기가 트  선정 기 에 미치는 연구를 하 으며, 

략  제휴 동기가 트  선정기 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Do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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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ister(2006)는 국기업을 상으로 략  제휴 동기가 트  선정기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으며, 연구결과 략  제휴 동기는 트  선정 기 에 향을 미치며, 특

히 ‘과업 기 ’에 보다 많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술제휴 동기(TCE, 

RBV )는 기술 제휴 트  선정기 에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Gulati and Singh(1998)은 제휴 거버 스 선택 시 트 와의 조율과 유성이 향을 

미친다고 하 으며, 트  기업이 신뢰하기 힘들고, 유성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EJV

등 통제수 이 높은 거버 스를 선택한다고 제시하 다. Das and Teng(2000)에 의하면, 

주기업 자원과 트  기업의 자원 결합 형태에 따라 특정 거버 스 구조를 선호하게 되

며, 트  기업의 결합자산이 보다 가치 있는 지식기반자원이고, 주기업의 결합자산이 

자산기반자원일 때 주기업은 EJV를 선호한다고 주장하 다. 따라서 TCE, RBV 모두  

기술제휴 거버 스 구조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Lai and Chang(2010)은 만 기계산업을 상으로 기술제휴 동기가 기술제휴 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으며, 연구결과 기술제휴 동기가 기술제휴 성과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테크 기업의 업종별로( : 자본집약  는 지식집약 )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Hagedoorn, 1993), 일반 으로 하이테크 기업의 기술제휴 

동기는 기술제휴 성과에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Ⅳ. 연구 가설 설정

1. 기술제휴 동기가 기술제휴 트  선정기 에 미치는 향

기업은 지속  신과 경쟁우  확보를 해 기업 간 기술 제휴를 맺어야 하며, 기술

제휴 동기의 이론  배경은 거래비용 감 차원에서 TCE 과 자원의 결합 차원에서 

RBV 이 있다(Williamson, 1991, Das and Teng, 2000). 기업 간 기술제휴는 기술제

휴 동기, 제휴 트  선정, 거버 스 유형 선택, 성과의 단계로 진행되며(Das and Teng, 

2000), 기업은 각 단계별로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해 사 에 고려해야 제휴를 성공

으로 이끌 수 있다(Kale and Singh, 2009). 기술 제휴의 동기는 기술 제휴 트  선정과 

거버 스 유형, 성과에 향을 미칠 수 있다(Das and Teng, 2000; Kale and Singh,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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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제휴에 가장 많이 용되고 있는 이론인 TCE와 RBV에 한 비교 분석 연구

도 수행되었다(Chen and Chen, 2002; Columbo, 2003; Odagiri, 2003; Yasuda, 2004; Lai 

and Chang, 2010). 연구자들은 체로 TCE는 거버 스 유형 선택에 보다 향을 미치

며, RBV는 제휴 트  선정에 보다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Williamson, 

1981; Hitt et al., 2000; Chen and Chen, 2002, Odagiri, 2003; Santoro and McGill, 2005). 

하지만,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재까지 두 이론의 비교 분석을 통해 어느 이론이 

기업 간 제휴의 이론  배경으로 보다 한한지가 명확하지 않고, 연구자  연구방법, 

연구 상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론  배경 실증분석지지 연구 주요 검증결과

TCE

Chen and Chen(2002), 

Lai and Chang(2010)

Colombo(2003)
주1) 

∙자산고정성/불확실성 높을 때: EJV 선택

∙태도불확실성: 거버 스에 향을 미침

∙기술  유사정도 낮음: EJV 선택

RBV Odagiri(2003), Yasuda(2004)
∙제휴의 동기: 자원의 결합 목 , 보완  역량결합 

목  

<표 3> TCE와 RBV 비교 분석에 한 선행연구

 주1) 일부지지

한, 두 이론이 상호 립된 이론이라기보다는 상호 보완  에서 근해야 함을 

제시한 연구자도 있다(Silverman, 1998; Hansen and Schutter, 2009). 따라서, 기존 연구

에서 TCE  RBV의 비교분석 차원에서 실증분석을 수행하 다면 본 연구는 두 이론이 

서로 립된 이론이 아니고 상호 보완  이론이라는 측면에서 두 이론의 통합  을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기업이 제휴를 체결하는 동기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제휴 트  선정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제휴의 동기가 제휴 트  선정에 향을 미칠 수 있다(Nielsen, 2003; Dong 

and Glaister, 2006). 기술 제휴 체결의 동기가 R&D 비용 감이나 효율성 증 에 있다

면 TCE 에서 제휴 트 를 선정하게 될 것이며, 기술 제휴 체결의 동기가 자체 

R&D 역량의 보완이나 외부의 필요한 기술의 유입에 있다면 RBV 에서 제휴 트

를 선정하게 될 것이다. 상기 논거에 근거하여 기술제휴의 동기(TCE , RBV )

가 기술제휴 트  선정에 향을 미칠 것으로 기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맥락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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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기술제휴 동기(TCE, RBV )는 기술제휴 트  선정기 에 향을 

    미칠 것이다.

H1-1. 기술제휴 동기(TCE, RBV )는 기술제휴 트  선정 기   ‘과업기

’에 향을 미칠 것이다.

H1-2. 기술제휴 동기(TCE, RBV )는 기술제휴 트  선정 기   ‘ 트

기 ’에 향을 미칠 것이다.

2. 기술제휴 동기가 기술제휴 거버 스 선택에 미치는 향

TCE 에서 자산특유성, 불확실성, 기회주의 가능성 등이 높으면 통제 수 이 높은 

EJV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Williamson, 1985). Gulati and Singh(1998)의 연구에서도 

TCE 에서 제휴 트 와의 조율(Coordination)  유성(Appropriation) 문제가 커

질수록 통제 수 이 보다 높은 거버 스 형태(즉, EJV)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as and Teng(2000)은 RBV 에서 기업 간 제휴 거버 스 유형이 자원의 특성과 

결합 방식에 따라 거버 스 선호 유형이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 으며, 자원의 특성과 

결합 방식에 따라 4가지 거버 스 선호 유형을 제안하 다. 주기업의 자산기반자원과 지

식기반자원  트 기업의 자산기반자원과 지식기반자원이 결합할 경우 <표 4>와 같

이 선호하는 제휴 거버 스 유형을 제시하 다(Das and Teng, 2000). 

주기업

자원특성

트  기업 자원특성

자산기반자원 지식기반자원

자산기반자원
일방향  계약 제휴

(Unilateral Contract-based Alliance)

자산투입형 조인트벤처

(Equity Joint Venture)

지식기반자원
소규모 자산 제휴

(Minority Equity Alliances)

방향  계약 제휴

(Bilateral Contract-based Alliance)

<표 4> 자원결합 특성에 따른 제휴 거버 스 선호 유형(Das and Teng, 2000)

  

Williamson(1985)과 Das and Teng(2000)의 주장을 토 로 기술제휴 동기(TCE , 

RBV )는 기술제휴 거버 스 선택에 향을 미칠 것으로 기 된다. 상기 이론  논

거를 토 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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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TCE 에서 기술제휴의 동기는 기술제휴 거버 스 선택에 향을 미칠 

것이다.

H2-1. ‘자산특유성’이 높을수록 계약기반형 기술제휴 보다는 EJV를 선호할 것이다.

H2-2.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계약기반형 기술제휴 보다는 EJV를 선호할 것이다.

H3. RBV 에서 기술제휴의 동기는 기술제휴 거버 스 선택에 향을 미칠 

것이다.

H3-1. 주기업의 자산기반자원과 트  기업의 지식기반자원이 결합하는 경우에

는 계약기반형 기술제휴 보다는 EJV를 선호할 것이다.

H3-2. 주기업의 지식기반자원과 트  기업의 자산기반자원이 결합하는 경우에

는 계약기반형 기술제휴 보다는 소규모 자산 제휴주1)를 선호할 것이다.

H3-3. 주기업과 트  기업 모두 지식기반자원을 결합하는 경우에는 EJV보다 

방향 인 기술제휴를 선호할 것이다.

H3-4. 주기업과 트  기업 모두 자산기반자원을 결합하는 경우에는 EJV보다 

일방향 인 기술제휴를 선호할 것이다.

  

주1) 소규모 자산제휴의 정의: 새로운 합작법인(조인트벤처) 설립 없이, 트  사에 일부 지분을 투

자(소유)한 자산 제휴를 의미함(Teng and Das, 2008).

3. 기술제휴 동기가 기술제휴 성과에 미치는 향

Lai and Chang(2010)의 연구에서는 기술 제휴 동기가 기술제휴 성과에 정  향을 

미친다고 제시하 다. Sampson(2004)은 TCE 에 부합하는 R&D 제휴 방식을 채택

할 경우 제휴 성과가 더 높은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하 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술

제휴 동기(TCE, RBV )가 하이테크 기업의 기술제휴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이

론  근거  실증연구가 부족하다. 그럼에도 하이테크 기업의 기술제휴 동기(TCE, 

RBV )에 따른 제휴 성과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기업에 시사 하는 바가 클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이 연구 가설을 제시한다.

H4. 기술제휴의 동기(TCE, RBV )는 기술제휴 성과에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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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조사 방법

1. 자료 수집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하이테크1) 벤처기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국내 벤처기

업  Inno-Biz 인증기업, 신기술 인증기업  신제품 인증기업을 상으로 최근 5년간 

기술제휴를 체결한 기업에 한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총 1,870개 벤처 기업에 하여 

웹기반의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215개 기업이 응답하여 11.5%의 응답률을 얻었다. 

응답기업의 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은 231억원, 3년간 평균 R&D 투자비는 9억원, R&D 

집약도(R&D투자비/평균매출액)는 약 3.9%, 평균 종업원 규모는 96명이고, 기술제휴 분

야는 BT 35건(17%), IT 63건(29%), 반도체 11건(5%), 신재생에 지 11건(5%), 나노기

술 9건(4%), 신소재 5건(3%), 기타 81건(37%)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정을 

한 통계분석도구로써 SPSS 19.0를 사용하 다.   

2. 변수의 조작  정의

본 연구의 기술 제휴 동기 이론  구성개념은 TCE와 RBV이다. 측정의 정확도를 높

이기 해 응답기업이 체결한 계약들  특정 계약을 우선 제시하게 하고, 특정 기술제

휴 계약에 해 응답 기업이 인지하고 있는 수 을 7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첫 

번째, TCE의 구성개념은 Williamson(1985)의 이론  배경을 토 로 4개의 측정변수인 

‘자산특유성’, ‘기회주의’, ‘불확실성’, ‘ 유성’에 해 10개 항목으로 측정하 다. RBV의 

구성개념은 Barney(1991)의 이론  배경과 Das and Teng(2000)의 제안을 토 로 ‘자사

기술보완’, ‘모방가능성’, ‘기술희소성’, ‘기술 가치’의 4개 항목으로 측정하 다. TCE 측정

방식과 마찬가지로 7  리커트 척도로 응답자가 인지하고 있는 수 을 측정하 다. 

기술제휴 각 단계별 측정변수도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선정하 다. 기술제

휴 트  선정 단계는 기술제휴 트  선정기 에 한 선행연구의 검토가 필요하다. 

제휴 트  선정 기 에 해 Geringer(1991)는 제휴 트  선정에 향을 미치는 제휴 

1) OECD(2005)는 Medium High-Tech에서 High-Tech 산업을 ‘우주항공’, ‘제약’, ‘ 학’, ‘ 자기

기’, ‘자동차’, ‘정 화학’,  ‘반도체’ 등 R&D 집약도가 3%이상에 해당되는 산업으로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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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성공요인을 기 으로 과업 련(Task-related) 기 을 제시하 고, Glaister(1996)는 

Geringer(1991)가 제시한 과업 련 기 에 트  련(Partner-related) 기 을 추가하여 

제시하 다.  

범  주 선정 세부 기 연구자

역량  

지 자산

기술  노하우, 기술역량, 신규 역량 습득, 

문성 강화, 독특한 역량, 특허, 라이선스, 

등록상표, 기술  사후지원, 자원기여도, 

차별화된 상품, 보완  자원

재훈ㆍ 해철(2012), 이경국ㆍ원성국(2009), 

Cummings & Holmberg(2012), Wu et 

al.(2008), 윤재곤(2004), 정경수 등(2001), 

이서래(2001), 이재유ㆍ심상렬(2008), 

Nielsen(2003), Feng et al.(2010)

인  자원 경험있는 인력, 인 자원 재훈ㆍ 해철(2012), 정경수 등(2001)

유통  

마

유통시스템, 마  역량, 시장정보, 시장

유율, 수출기회확 , 지시장 지식, 폭

넓은 고객기반, 신규시장진출

재훈ㆍ 해철(2012), 이경국ㆍ원성국(2009), 

Wu et al.(2008), 정경수 등(2001), 이서래(2001), 

이재유ㆍ심상렬(2008), Nielsen(2003), Feng et 

al.(2010), Buyukozkan et al.(2008)

경  능력

경 리능력, 재무능력, 리시스템, 조

직역량

재훈ㆍ 해철(2012), 이경국ㆍ원성국(2009), 

윤재곤(2004), Buyukozkan et al.(2008),  Feng 

et al.(2010)

문화  

신뢰

공유가치, 최고경 진 간 신뢰, 과거우호

 교제, 유사한 조직구조, 경 방침, 호환

 문화, 유연성

재훈ㆍ 해철(2012), 이경국ㆍ원성국(2009), 

Cummings&Holmberg(2012), Wu et al.(2008), 

정경수 등(2001), 이재유ㆍ심상렬(2008), 

Nielsen(2003), Buyukozkan et al.(2008), Feng 

et al.(2010)

학습 요인
지식교환, 정보교환, 자발  문성 공유 Cummings and Holmberg(2012), Wu et 

al.(2008), Feng et al.(2010)

험 요인
계 험, 불균형  험 공유, 

경쟁 험, 험수

Cummings and Holmberg(2012), 

이철승ㆍ고일상(2006)

기타

국 , 명성, 오랜유 계, 투명성, 

서비스 품질, 략이해수 , 가격구조, 비

용 감효과, 사업 련성, 과거제휴 성과, 

산업경험, 생산시설, 기업규모, 사업모델

의 구체성, 고객충성도, 랜드 인지도, 제

휴 리 문성, 생산효율성, 정부와의 

계, 노조와의 계, 지속  계

재훈ㆍ 해철(2012), 윤재곤(2004), 

이철승ㆍ고일상(2006), 정경수 등(2001), 

이재유ㆍ심상렬(2008), Nielsen(2003), 

Buyukozkan et al.(2008)

<표 5> 기업 간 제휴 트  선정 기 에 한 선행연구



240  기술 신연구 21권 2호

<표 5>의 연구결과를 토 로 기술제휴와 련이 없는 항목( : 마 , Supply 

Chain, 서비스 등)은 제외하고 유사  복 항목은 통합하여 ‘과업기 ’, ‘ 트 기 ’ 2

개 범주, 9개 항목을 측정변수로 선정하 다.

기술제휴 거버 스 유형은 일반 으로 ‘계약기반 제휴(Contract-based Alliance)’와 

‘자산기반 제휴(Equity-based Alliance)’로 구분된다(Das and Teng, 2000; Hagedoorn, 

2002; Lai and Chang, 2010). 본 연구에서도 Williamson(1985)의 가설을 토 로 TCE가 

거버 스 유형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해(<가설2-1>～<가설2-2>) ‘계약기반 제

휴’와 ‘자산기반 제휴’로 구분하여 Dummy 변수로 측정하 으며, Das and Teng(2000)이 

제안한 가설(<가설2-3>～<가설2-6>)인 RBV가 거버 스 유형 선택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해 제휴의 세부 유형을 ‘일방향  계약제휴’, ‘ 방향  계약제휴’, ‘소규모 자

산제휴’, ‘자산투입형 제휴’로 구분하여 측정하 다. 

투입자원 특성의 측정은 Das and Teng(2000)이 제시한 바와 같이 주기업의 투입자원

과 트  기업의 투입자원이 ‘자산기반자원’즉, 법 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산( , 

특허, 계약, 소유권 등)에 해당되는지 는 ‘지식기반자원’, 즉, 법 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자산( , 무형  노하우, 기술, 조직문화 등)에 해당되는지를 구분하여 측정

(Dummy 변수)하 으며, 제휴 기업 간 자원 결합의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하 다.

기술제휴 성과의 측정은 ‘제휴의 지속성(Beamish, 1987)’, ‘제휴를 통한 수익향상

(Reuer and Miller, 1997)’, ‘제휴를 통한 신제품 개발 목표 달성(Deeds and Hill, 1996)’등

과 같이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었다. 제휴의 성과를 주식 가치 향상으로 측정(Kohers 

and Kohers, 2000; Kale et al., 2002)하기도 하며, 재무  성과로 측정(Hagedoorn and  

 Schakeraad, 1994)하기도 하 으며, 제휴 목표 달성도(Barodzich, 2010)와 같이 주  

성과로 측정한 연구도 있다. Gulati(1998)는 재무  성과측면에서만 제휴의 성과를 측정

하는 것에 한 한계를 지 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휴 성과 측정을 해 기업

이 인지하고 있는 재무  성과와 비재무  성과(제휴 목표달성, 자사 역량강화) 수 의 

3개 항목을 7  척도로 측정하 다. 

이상의 주요변수와 련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아래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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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차원 조작 정의 측정방법 련연구

기술제휴

동기

(이론

배경)

거래비용

이론

∙특화된 설비/공동연구시설 투자 정도

∙투입연구원 교육  견 정도

∙기회주의행동 정도

∙과업/ 트  확실성 정도

∙기술/시장 불확실성 정도

∙ 유성 문제발생 가능성

다항목

7  척도

Wlliamson(1985)

David and Han(2004)

Santoro and McGill

(2005)

Lai and Chang(2010)

자원 거

이론

∙자사기술보완 정도

∙기술 모방성 정도

∙기술 가치 정도

∙기술 희소성 정도

다항목

7  척도

Barney(1991)

Newbert(2007) 

Lai and Chang(2010) 

Das and Teng(2000)

기술제휴 트  선정 

기

∙과업기

∙ 트 기

다항목

7  척도

Cummings and 

Holmberg(2012)

기술제휴 거버 스 

유형

∙TCE 

  - 계약기반제휴

  - 자산기반제휴(EJV)

∙RBV 

  - 일방향  계약 제휴

  - 방향  계약 제휴 

  - 자산투입형 조인트벤처

  - 소규모 자산 제휴

더미변수

선택형

Hagedoorn(2006)

Das and Teng(2000)

투입 자원 결합
주1)

∙지식-지식 자원 결합

∙지식-자산 자원 결합

∙자산-지식 자원 결합

∙자산-자산 자원 결합

더미변수 Das and Teng(2000)

기술제휴 

성과

재무

성과

∙매출액/주식가치/비용 감/생산성 

증가 정도 다항목

7  척도

Song et al.(2005)

Lai and Chang(2010)비재무

성과

∙제휴목표달성 정도

∙자사역량강화 기여도

<표 6> 변수의 조작  정의

주1) 지식기반자원: 암묵  지식, 기술  노하우 등 법 으로 보호 받을 수 없는 자산

자산기반자원: 자본, 생산 시설, 특허 등 법 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자산

3. 요인분석  신뢰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의 개념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측정변수의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해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

을 사용하 으며, 요인 재치의 단순화를 해 직교회 방식(Varimax)을 채택하 다. 본 

연구에서의 문항 선택기 은 고유값(eigen value) 1.0이상, 요인 재치 0.40이상을 기 으

로 하 다(송지 , 2012). 본 연구의 측정변수에 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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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요인 항목
요인

재량
고유값

분산

설명력
신뢰성주1)

TCE

특유

시설

새로운 설비  시설 투자 수 .838
1.630 16.30 0.730

공동 연구 시설 는 생산 시설 구축 수 .876

특유

인력

트 사에 연구원 견 는 외부교육훈련 참여 수 .870
1.614 16.14 0.731

우수한 능력의 연구원 투입 수 .881

불확

실성

트 사의 기회주의  행동가능성 .701

3.682 36.82 0.868

성공  수행에 한 불확실성 .852

트 사의 성실함에 한 불확실성 .843

기술  불확실성 .855

시장 불확실성 .651

특허 출원 등에 있어 상호간 이견가능성 .771

RBV 자원의

가치

트 사 기술의 자사 기술 보완 여부 .632

2.569 64.23 0.806
개발되는 기술에 한 타사 모방가능성 .849

개발되는 기술의 가치 .863

개발되는 기술의 희귀성 .839

트

선정

기

과업

기

트 사의 기술  노하우 보유 수 .814

3.149 34.99 0.891
트 사의 경험 있는 기술인력 보유 .826

트 사의 필요 특허 는 지 재산보유 .853

트 사의 빠른 제품 출시 도움 수 .719

트

기

트 사의 공통된 목표와 가치 공유 수 .792

3.760 41.78 0.922

트 사의 극  문제 해결 의지 .877

트 사의 자사에 한 문화와 운 방식 이해도 .851

트 사 경 진의 제휴 검  리시스템 구축 정도 .726

최고경 진 간의 신뢰도 .806

기술

제휴

성과

제휴

성과

제휴 계약 통한 재무  성과 만족도 .870

2.428 80.93 0.881제휴 계약의 목표 달성 수 .904

제휴 계약의 자사 역량강화와 경쟁우  확보 도움 수 .923

<표 7>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결과

주1) 신뢰성은 Cronbach ɑ값임.

주2) 제휴 거버 스  투입자원 특성(지식기반자원, 자산기반자원)은 더미변수로 요인분석  신뢰성 

분석에서 제외하 음.

Ⅵ. 실증분석 결과

1. 기술제휴 동기가 기술제휴 트  선정기 에 미치는 향

본 연구의 기술제휴 동기의 이론  배경인 TCE 과 RBV 이 기술제휴 트  

선정기 에 미치는 향력을 악하여 기업이 기술제휴 동기에 따라 트  선정 시 고

려해야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1-1> 검증을 해 요인분석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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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도출 된 TCE 변수인 ‘특유시설’, ‘특유인력’, ‘불확실성’과 RBV 변수인 ‘자원의 가치’을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기술제휴 트  선정 기 인 ‘과업 기 ’을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과업 기 ’에 한 향력은 

‘자원의 가치(β=.429, p<.000)’, ‘특유인력(β=.227, p<.000)’, ‘불확실성(β=-.209, p<.000)’순

으로 나타나 RBV 이 기술제휴 트  선정 기 의 과업기 에 보다 많은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1>은 채택되었다. <가설 1-2> 검증을 해 

TCE 변수와 RBV 변수를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기술제휴 트  선정 기   ‘ 트  

기 ’을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 트  기 ’에 한 향력은‘불확실성(β=-.346, p<.000)’, ‘특유인력(β=.299, p<.000)’, 

‘자원의 가치(β=.282, p<.000)’로 TCE 이 기술제휴 트  선정 기 의 트 기

에 보다 많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2>도 채택되었다.

검증 가설
종속변수

( 트 선정)
독립변수 B

표

오차
β값 t값주1) F값 Adj-R2

TCE+RBV 

→ 

기술제휴

트

선정기

과업기

특유시설 .047 .049 .055 .959

39.436*** .418

특유인력 .185 .047 .227 3.924***

불확실성 -.199 .051 -.209 -3.884***

자원의 가치 .442 .062 .429 7.146***

<표 8> 다 회귀분석 결과(<가설 1-1> 검증)

 주1) sp<0.1, *p<0.05, **p<0.01, ***p<0.001. 

검증 가설
종속변수

( 트 선정)
독립변수 B

표

오차
β값 t값주1) F값 Adj-R2

TCE+RBV 

→ 

기술제휴

트

선정기

트

기

특유시설 .011 .047 .013 .228

37.138*** .403

특유인력 .231 .045 .299 5.097***

불확실성 -.313 .049 -.346 -6.353***

자원의 가치 .276 .059 .282 4.640***

<표 9> 다 회귀분석 결과(<가설 1-2> 검증)

 주1) sp<0.1, *p<0.05, **p<0.01, ***p<0.001.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기술제휴 동기의 이론  배경인 TCE 과 RBV  모두 기

술제휴 트  선정에 향을 미치나 트  선정 기   ‘과업기 ’에 해서는 RB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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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다 향력이 있고, ‘ 트  기 ’에 해서는 TCE 이 보다 향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과업의 특징은 자원과도 하게 련 되어 있어 기술  노하우, 특허 

등과 같은 요소가 요하며 이는 RBV 으로 보다 설명되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트  기 은 특유인력 투입정도, 불확실성 등과 같이 거래비용에 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 TCE 으로 보다 설명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기술제휴 동기가 기술제휴 거버 스 선택에 미치는 향

기술제휴 거버 스 유형 선택에 TCE 과 RBV   어떤 이론  동기가 보다 

향을 미치는지 검증하 다. <가설 2> 검증을 해 TCE의 주요 변수인 ‘자산특유성’과 

‘불확실성’ 등이 높을수록 계약기반형 기술제휴 보다는 지분제휴(EJV)를 선호하는지 검

증하고자 명목척도형 종속변수의 통계  분석에 합한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

행하 다. <표 10>에서와 같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유

의성을 보면 모형의 합도(Goodness of Fit)인 χ²값이 6.837이고, 유의확률이 0.077로 

유의수  p<0.1 수 에서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종속변수(거버 스 더비

변수)에 미치는 향에 한 로짓 변화를 추정한 Wald통계량, 즉 독립변수의 유의성 여

부에 한 추정을 보면 ‘불확실성’만 p<0.1 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2>만 채택되었다.

변수면 베타주1) 표 오차 Wald Exp(B)

상수 -4.030*** 1.089 13.691 .018

특유시설 .225 .173 1.679 1.252

특유인력 .118 .167 .493 1.125

불확실성 .331s .172 3.687 1.392

Nagelkerke R2 0.051

Chi-Square 6.837

N 214

<표 10>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가설 2> 검증)

주1) sp<0.1, *p<0.05, **p<0.01, ***p<0.001. 

주2) 지분제휴의 Dummy 변수는 1임.

<가설 3>은 기술제휴 거버 스 유형 선택 시 RBV 의 향력에 한 검증으로 교

차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하 다. Das and Teng(2000)이 제안한 가설인 주기업과 트  

기업의 자원 결합 방식에 따른 4가지 유형의 제휴 거버 스 선호도에 한 검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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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에 나타난 교차분석 실시 결과와 같이 의 유의확률이 0.748로 주기업과 트

 기업의 자원결합 유형에 따른 제휴 거버 스 유형선호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RBV 은 기술제휴 거버 스 

유형 선택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은 기각되었다.

제휴계약 항목* 자원결합 교차표

자원결합
체

자산-지식 지식-자산 자산-자산 지식-지식

제휴계약 

항목

일방향  

계약제휴

빈도 23 12 17 33 85

기 빈도 24.0 10.5 18.1 32.4 85.0

체 % 11.4% 5.9% 8.4% 16.3% 42.1%

방형  

계약제휴

빈도 32 13 24 43 112

기 빈도 31.6 13.9 23.8 42.7 112.0

체 % 15.8% 6.4% 11.9% 21.3% 55.4%

소규모 

자산제휴

빈도 1 0 2 0 3

기 빈도 .8 .4 .6 1.1 3.0

체 % .5% .0% 1.0% .0% 1.5%

신규

합작법인

빈도 1 0 0 1 2

기 빈도 .6 .2 .4 .8 2.0

체 % .5% .0% .0% .5% 1.0%

체

빈도 57 25 43 77 202

기 빈도 57.0 25.0 43.0 77.0 202.0

체 % 28.2% 12.4% 21.3% 38.1% 100.0%

카이제곱 검정

값 자유도 근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5.916a 9 .748

<표 11> Chi-Square(카이 제곱) 검증 결과(<가설 3> 검증)

결론 으로 기술제휴 동기의 이론  배경인 TCE 과 RBV 이 거버 스 유형

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결과 <가설 2>는 부분 채택(불확실성만 유의)되었으며, <가설 

3>은 기각되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바(Chen and Chen, 2002; Colombo, 2003; Lai 

and Chang, 2010)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제휴 거버 스 유형의 선택 시에는 TCE 

이 보다 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BV 이 기술제휴 거버 스 유형 선택을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은 하이테크 기업에서 사업의 경쟁우  확보를 해 다른 기업의 

가치 있고, 모방 불가능한 자원을 획득하는 것이 사업의 성공을 해 매우 요한 상황

에서 거버 스 유형의 선택은 차선책의 문제일 것으로 단된다. Newbert(2007)의 연구

에서도 RBV 이 제휴 거버 스 선택에 미치는 향에 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

하는 에 해 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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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제휴 동기가 기술제휴 성과에 미치는 향

<가설 4>는 TCE 과 RBV 이 기술제휴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검증이

다. TCE의 주요 변수와 RBV 주요변수가 기술제휴 성과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해 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 회귀 분석 결과 ‘자원

의 가치(β=.348, p<.00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확실성(β=-.249, p<.000)’, ‘특유시

설(β=.170, p<.007)’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4>는 지지되었다.

결과 으로 기술제휴 시 RBV 변수인 ‘자원의 가치’가 기술제휴 성과에 가장 많은 

정  향을 미치며, TCE 변수  ‘불확실성’은 그 다음으로 향을 미치나 부정  향

을 미치고, TCE 변수  ‘특유시설’변수가 가장 낮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CE 변수  ‘특유인력’은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으로 기술제휴 

성과에 한 향은 RBV 이 더 많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 가설 종속변수 독립변수 B 표 오차 β값 t값주1) F값 Adj-R2

TCE+RBV 

→ 기술제휴

성과(H8)

제휴성과

특유시설 .169 .062 .170 2.747**

25.631*** .315
특유인력 .058 .059 .062 .989

불확실성 -.273 .064 -.249 -4.276***

자원의 가치 .412 .077 .348 5.350***

<표 12> 다 회귀분석 결과(<가설 4> 검증)

 주1) sp<0.1, *p<0.05, **p<0.01, ***p<0.001. 

Ⅶ. 결론 

1. 연구결과  의의

본 연구의 목 은 기술 제휴 동기의 이론  배경인 TCE와 RBV 에서 국내 하이

테크 기업의 기술제휴 동기가 기술제휴 트  선정 기 , 거버 스  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여 기술 제휴 단계별로 고려해야 하는 동기 요인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상기 목 을 달성하기 해 총 215개 하이테크 벤처기업의 설문 조사 결과를 토

로 4개의 가설(9개 세부가설)을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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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상 연구가설 검증방법 검증결과

TCE, RBV 

통합 → 

기술제휴

트

선정기

가설1-1: 기술제휴 동기(TCE, RBV )는 기술제휴 트  

선정 기   ‘과업기 ’에 향을 미칠 것이다.
다

회귀분석
∙채택

가설1-2: 기술제휴 동기(TCE, RBV )는 기술제휴 트  

선정 기   ‘ 트  기 ’에 향을 미칠 것이다.

TCE → 

거버 스

가설2-1: ‘자산특유성’이 높을수록 계약기반형 기술제휴 보다

는 EJV를 선호할 것이다.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기각

가설2-2: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계약기반형 기술제휴 보다는 

EJV를 선호할 것이다.
∙채택

RBV → 

거버 스

가설3-1: 주기업의 자산기반자원과 트 기업의 지식기반

자원이 결합하는 경우에는 계약기반형 기술제휴보

다는 EJV를 선호할 것이다.

교차분석

∙기각

가설3-2: 주기업의 지식기반자원과 트 기업의 자산기반

자원이 결합하는 경우에는 계약기반형 기술제휴보

다는 소규모 자산 제휴를 선호할 것이다.

∙기각

가설3-3: 주기업과 트  기업 모두 지식기반자원을 결합하

는 경우에는 EJV보다 방향 인 기술제휴를 선호

할 것이다.

∙기각

가설3-4: 주기업과 트  기업 모두 자산기반자원을 결합하

는 경우에는 EJV보다 일방향 인 기술제휴를 선호

할 것이다.

∙기각

TCE, RBV

통합 → 

제휴성과

가설4: 기술제휴 동기(TCE, RBV )는 기술제휴 성과에 

향을 미칠 것이다.

다 회귀

분석
∙채택

<표 13> 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 요약

상기 <표 13>와 같이 국내 하이테크 기업의 기술제휴 동기(TCE, RBV )가 기술

제휴 트  선정 기 , 거버 스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기술제휴 동기가 기술제휴 트  선정 기 에 미치는 향은 RBV 의 기

업 자원 가치가 기술제휴 트  선정 기   ‘과업 기 ’에 보다 많은 향을 미치며, 

TCE 의 ‘불확실성’과 ‘특유인력’은 기술제휴 트  선정 기 의 ‘ 트  기 ’에 보

다 많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제휴 트  선정 시 TCE와 RBV 

이 복합 으로 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며, 기술제휴 트  선정기 의 과업 기

에 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RBV )이 보다 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 

트  선정 시 과업 측면에서는 RBV  즉, 트  기업 자원의 가치, 희귀성 등을 

더 고려하고, 트  기  측면에서는 TCE  즉, 자산특유성, 불확실성 등을 더 고려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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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E 과 RBV 이 기술제휴 거버 스 유형 선택에 미치는 향에 한 검증결

과는 TCE의 ‘불확실성’이 높을 경우에만 지분제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TCE 

이 보다 설득력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Williamson(1985)이 제시한 바와 같이 불확

실성이 높을 때 수직  통합을 통해 거래비용을 이려고 한다는 논리를 지지하는 결과

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거버 스 유형 선택에는 TCE 이 보다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CE 과 RBV 이 기술제휴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검증에서는 TCE의 

‘특유시설’은 성과에 정  향을 미치며, ‘불확실성’은 제휴 성과에 부정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RBV의 ‘자원의 가치’는 기술제휴의 성과에 가장 많은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론  의의는 다음과 같다. 기업 간 제휴에 TCE와 RBV를 용한 선행 연

구는 주로 TCE 에서 자산특유성, 불확실성에 따른 조직 유형(시장, 기업 간 제휴, 

기업) 선택(Santoro and McGill, 2005)을 다루거나 RBV 에서 자원 결합에 따른 

트  선정(Hitt et al., 2008), 제휴 성과(Lin et al., 2009)등을 다루고 있다. 한, 일부연구

자에 의해 TCE와 RBV가 기업 간 제휴에 미치는 향에 한 비교분석이 수행(Chen 

and Chen, 2002; Columbo, 2003; Odagiri, 2003; Yasuda, 2004; Lai and Chang, 2010)되

었으나 통합  에서 기술제휴 동기인 TCE와 RBV를 기술 제휴 각 단계에 용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에서와 같이 기술제휴의 주요 동기인 

TCE와 RBV 은 상호 보완 으로 기술제휴 각 단계에 향을 미치며, 두 이론의 개

별  차원의 분석은 기술제휴 동기(TCE, RBV )가 기술제휴 각 단계 미치는 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련 연구를 수행할 경

우 TCE, RBV 통합  으로 근해야 되는 필요성을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무  차원에 시사하는 바는 기업

이 기술제휴를 체결할 때 R&D 비용 감과 같이 TCE 의 기술제휴 동기에 있다면 

제휴 트 의 불확실성 요인인 ‘기회주의 가능성’, ‘ 유성 문제’ 등을 보다 면 히 검토

해야 될 것으로 단되며, 기술제휴 동기가 자원의 결합과 같이 RBV 에 있다면 제

휴 트  선정 시 트  기업 가치 있는 자원을 보다 많이 고려해야 되는 것으로 단

된다. 한, 기술제휴 시 거버 스 선택은 TCE의 불확실성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불

확실성이 높을 경우 통제 수 이 높은 거버 스( , EJV 등)를 고려해야 될 것으로 단

된다.

본 연구는 기술제휴의 동기로 주로 거론되고 있는 TCE 과 RBV 에 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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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양 이론의 통합  에서 기술제휴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연구가 미흡한 

에 착안하여 실증분석을 통해 TCE와 RBV  기술제휴 각 단계에 향을 미치는 이

론  동기가 무엇이고 그 변수가 어떤 변수인지를 제시한 에 의의가 있다.

2. 연구의 한계  추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가설 2>와 <가설 3>인 TCE, RBV 이 거버 스

에 미치는 향의 분석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상이하고 분석 방법도 다름에도 불

구하고 결과를 비교함으로서 통계  타당성이 부족한 한계를 갖고 있다. 한, <가설 3>

의 경우 독립변수인 RBV 의 기술제휴 동기가 다른 가설과 다른 측정변수로 되어 

있다. TCE의 주요 변수에 한 거버 스(조직) 유형 선택에 해서는 매우 명확한 이론

 바탕을 두고 있으나(Williamson, 1985), RBV 에서 거버 스 유형의 선택에 한 

이론  근거는 사실 불충분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Das and Teng(2000)이 제시한 

RBV 에서 자원결합 방식에 따른 거버 스 유형의 제안에 한 가설 검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가설 2>와 <가설 3>의 결과 비교는 통계  타당성 부족이라

는 한계를 갖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해 향후 다음과 같은 연구를 제안한다. 첫째, RBV 

에서 보다 명확히 거버 스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에 한 이론  연구의 수행이 필요하

다. 둘째, 하이테크 산업의 업종별로 제휴 동기(TCE, RBV )의 향이 다를 수 있다. 

를 들어 우주항공, 반도체와 같은 자본집약  하이테크 산업은 특화설비, 특유인력 투

자 등과 같이 TCE 의 동기가 향을 미칠 수 있고, IT, BT 등과 같은 지식집약  

하이테크 산업은 RBV 의 동기가 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자본집약  하이테

크 산업과 지식집약  하이테크 산업에 있어 기술제휴의 동기에 한 차이 의 비교 분

석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반 인 하이테크 기업을 

상으로 하 으며 특정 산업으로 한정하지 않아 특정 산업에 연구결과를 용하기에는 

어려운 이 있다. 각 산업별로 갖고 있는 특징과 성격에 따라 본 실증분석의 결과도 달

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제안을 기반으로 특정 산업을 상으로 연

구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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