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apter 9. 
Strategic Alliances (전략적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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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0-Year-Old Skater?

• About Tony Hawk
• 캘리포니아 출생. 9살에 스케이트 보드를 시작. 
• 11살 때 처음 대회에 출전. 14살에 프로로 전향.
• 15살 때 World Championship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후로 12년간 랭킹 1위를 유지한 스케이트 보더.
• 80여 가지의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900도 턴으로 가장 유명. 
• 현재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케이트 보더로 잡지의 에디터가 ‘Tony Hawk를 모르면 동굴에서 사는 사람

이다’ 라고 말할 정도.

• Tony Hawk 사의 문제
• 이제 40세가 넘어서 3명의 아이를 가진 Tony hawk가 과연 아직도 십대 보더들한테 어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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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40세가 넘어서 3명의 아이를 가진 Tony hawk가 과연 아직도 십대 보더들한테 어필할
수 있을까? 

•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의 토니호크 제품을 위한 돈을 지불하게 할 용의를 불러
일으킬 수 있을까?

• 토니의 누나이자 토니호크 사의 COO(Chief Operation Officer)인 Pat Hawk에 따르면 답은
바로 탑 스케이터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회사 혹은 제품과의 제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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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0-Year-Old Skater?

• Tony Hawk 사의 전략적 제휴
• Tony Hawk 사의 첫 번째 제휴 상대는 Activision.

• 이 제휴를 통해 99년 Tony Hawk’s Pro skater라는 최초의 스케이트 보드 게임을 출시하
였고, 이 게임은 비디오 게임의 베스트 셀러였던 Madden, Mario의 기록을 갈아치울 수
있었음.

• Tony는 스포츠를 실제 즐기는 느낌과 흥미를 향상시키기 위해 Activision과 긴밀하게
일하였고, 그 결과 게임을 즐기는 75%이상의 고객이 스케이트 보드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았음.

2000년 이후, Tony는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스케이트 보더라는 이미지를, 어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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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이후, Tony는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스케이트 보더라는 이미지를, 어른들
에게는 좋은 사람(good guy)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많은 프로젝트에
그의 이름과 전설을 빌려주게 됨.
• Activision과는 2015년까지 계약을 연장하고, 새로운 에디션을 출시. 
• Sirius라는 라디오쇼와 파트너십 계약을 맺음.
• Tony hawk 어트랙션을 위해 Six Flags와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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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0-Year-Old Skater?

• Tony hawk의 목소리를 넣는 것으로 휴대폰 회사와도 계약을 채결. 
• Boom Boom Sabotage라는 영화의 배급에 그의 명성을 이용. 
• Boom Boom Huckjam이라는 스케이트 보드, 바이크 류의 상품을 직접 생산하기 위해 다른

스케이터, 바이크들과 협조함.

• 그는 그의 이미지를 저해하는 계약은 거절하기도 하였음.
• 실제로 지나치게 기업적인 이미지라는 이유로 나이키나 다른 큰 스포츠 용품 회사와는 제휴

를 맺지 않았음.

• 실패를 겪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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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를 겪기도 함.
• Kohl’s라는 회사를 통해 티셔츠를 유통시켰는데 토니의 팬들은 그들의 엄마가 쇼핑하는 곳

에서 쇼핑하지 않음으로써 실패를 경험.

• 몇몇 반대의 예에도 불구하고 Tony는 자신의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제휴를
맺음으로써 십대와 그의 부모들 모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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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a Strategic Alliance?

• 전략적 제휴는 둘 이상의 기업이 개발, 생산, 판매, 서비스 등에서 협조할 때, 발생할 수 있
는 것으로 무지분 제휴(nonequity alliance), 지분 제휴(equity alliance), 합작회사( joint 
venture)로 나뉨.

• 무지분 제휴
• 개발, 생산, 판매, 서비스에서 함께 일하는 것에 동의는 하지만 주식거래는 하지 않는 경우. 
• 허가 계약(licensing, 판매에 브랜드 이름을 사용), 공급 계약(supply, 한쪽이 납품하는 관계), 

배급 계약(distribution, 다른 쪽의 제품을 배급) 등이 있는데 Tony hawk 사의 대부분의 계약
은 여기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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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 제휴
• 서로 간에 주식을 공급하는 계약으로 GM과 Isuzu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음. 
• GM은 Isuzu의 소형차 수입에 동의하면서 Isuzu의 주식 34.2%를 매입. Ford와 Mazda, 

DaimlerChrysler와 Mitsubishi도 유사한 계약을 맺었음. 
• 이런 계약은 바이오 테크 산업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계약으로 Pfizer와 Merck에 맺은 계약을

예로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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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a Strategic Alliance?

• 합작회사
• 법적으로 독립된 회사에 함께 투자를 하고 이윤을 나누는 방식으로 몇몇의 경우 합작회사는

매우 큰 규모로 세워졌음. 
• Dow-Corning는 Fortune 500 안에 들어있는 회사이고, AT&T와 BellSouth가 6:4로 투자해서

만든 Cingular는 미국 내 가장 큰 무선통신회사로 성장하였음. 
• GE와 프랑스 우주회사 SNECMA의 합작회사인 CFM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제트엔진회사로 성

장하였음. 보잉 737에 한번이라도 탑승한 적이 있다면 당신은 목숨을 이 회사에 맡겼던 것이
다. 왜냐하면 그 기종의 엔진은 이 회사가 생산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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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Do Strategic Alliance Create Values?

• 전략적 제휴가 가치를 유발하는 방법
• 현재 운영의 성과를 높이는 방법

•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
• 경쟁자로부터 배움
• 위험을 관리하고, 비용을 나눔

• 좋은 성과에 유리한 경쟁 환경을 조성
• 기술의 표준을 제정함
• 암묵적 담합을 용이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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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묵적 담합을 용이하게 함

• 진입과 퇴출을 용이하게 함
• 새로운 산업 진입 비용을 줄여줌
• 새로운 시장 진입 비용을 줄여줌
• 시장에서 퇴출비용을 줄여줌
• 불확실성을 관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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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Do Strategic Alliance Create Values?
Improve Current Operation

• Improve Current Operation
• 규모의 경제

•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선 최적 생산량을 실현하거나 최소한 경쟁우위를 확보할
만큼의 생산량이 가능해야 함

•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함께 생산하게 되면 기업 혼자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많은 생산량
을 확보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로 인한 경쟁우위 확보 가능.

• 왜 기업 혼자서는 쉽지 않은가? 
•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정도로 많은 생산량을 위해선 그 수요의 측면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

해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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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음. 
• 가능하다 할지라도 정부의 독점 규제에 걸릴 수 있음
• 특정부품이나 기술이 중요한 경우에 이를 생산하는 기업이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충분한 양

을 생산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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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Do Strategic Alliance Create Values?
Improve Current Operation

• 타 기업으로부터의 배움
• 특정 자원이나 능력이 다른 기업의 경쟁 우위를 이뤄주고 있다면 전략적 제휴를 통해 특정

자원이나 능력을 배워서 현재의 작업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음.
• GM과 Toyota의 경우가 이에 속함. 

• GM은 Toyota와 합작투자를 통해 NUMI라는 공장을 세웠는데 그 곳에서 생산된 차는 GM의 배송망을
통해 배송이 이루어짐. 

• GM은 스스로 공장을 세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는데 왜 합작으로 공장을 세웠을까? 
• GM은 저비용으로 높은 품질의 소형차를 생산해내는 Toyota의 능력을 원했던 것. 
• 실제로 Toyota는 GM의 기존 직원을 유지하면서 생산의 모든 책임을 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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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Toyota는 GM의 기존 직원을 유지하면서 생산의 모든 책임을 맡음. 
• Toyota를 소형차 시장의 리더로 만들어준 lean 생산 시스템을 공장에 설치하고 운영하였음. 
• 또한 Toyota는 GM의 매니저가 그 시스템을 관찰하도록 허용해주었고, GM에서는 많은 메니저들이

NUMI 공장으로 와서 Toyota의 생산 방식에 노출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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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Do Strategic Alliance Create Values?
Improve Current Operation

• GM이 제휴를 원한 건 당연한데 왜 Toyota가 이 제휴에 동의했을까? 
• Toyota의 생산 시스템을 배우기를 원한 것은 당연히 아니었음. 
• Toyota는 미국에 자신의 공장을 세움으로써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었음.
• 이를 위해서 자신들의 시스템에서 미국 근로자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임.

• 이렇게 상대로부터 서로 다른 능력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 학습 경쟁(learning race)이 발생
할 수 있음. => Strategic in Depth

전략기획 및 통제 1010



How Do Strategic Alliance Create Values?
Improve Current Operation

• Cost와 Risk의 분산
• HBO의 작품의 대부분은 협력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만들어짐. 
• 새로운 TV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은 매우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 

• 특히 Deadwood, Entourage, The sopranos 등 길고, 복잡한 작품들은 수억 달러가 투입되기도 함. 

• 아주 세밀한 시장분석 등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의 제작은 위험도가 매우 높은 작업
임. 

• 확실한 스타인 Dustin Hoffman, Warren Beatty, Ben Affleck, Jennifer Lopez (Gigli를 기억이라도 하는
가?) 등도 성공을 보장하지는 못함.

• 이런 상황에서 HBO의 `혼자서는 안 한다`는 정책은 놀라운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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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서 한다면 모든 제작비를 충당해야 할뿐 아니라 실패의 위험도 역시 모두 감수해야 함. 

• 물론 공동제작을 하면 수익도 배분해야 함. 
• HBO는 성공의 잠재성을 나눠야만 하는 것은 제작비와 위험도를 나누는 것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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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c in Depth
Winning Learning Races

• 학습 경쟁은 두 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 서로에게 배우려는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학습의 비
율(rate)이 다를 때 발생. 
• 충분히 얻을 만큼 얻었다고 생각한 기업은 투자를 줄이거나 철회를 고려할 수 있음. 
• 이 같은 방법을 통해 기업은 다른 기업이 자신의 기업에서 원하는 것을 모두 배워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제휴 밖에서는 이들 기업은 경쟁자이므로 제휴를 통해 빠르게 배운 기업은 천천히 배운 기업에 비

해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얻을 수 있음. 

• 기업이 배우는 속도는 다양한 이유에서 다를 수 있음.
• 우선 서로 배우려는 것이 다를 경우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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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서로 배우려는 것이 다를 경우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음. 
• GM-Toyota의 경우, GM은 수익성 있는 높은 품질의 소형차를 생산하기 위해 lean 생산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 싶었고, Toyota는 이미 알고 있는 lean 생산을 미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배우고 싶
어 했음. 

• 어느 것이 어려운 것일까? GM의 작업이 더욱 복잡하다는 것이 명확. 
• GM의 입장에서는 Toyota로부터 배운 lean 생산의 지식을 자신 공정에 맞게 변경해야 하고, 현재 자신의 공정을 그 지식에

맞게 변경해야 하는데 이는 매우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 
• 하지만 Toyota의 입장에서는 아직 세우지 않은 공장을 운영할 때, 미국 시장에서는 어떻게 lean 생산을 적용할지에 대한

지식을 적용하기만 하는 되는 것. 
• 따라서 GM이 배워야하는 일이 더욱 복잡하고, 이는 Toyota의 학습 속도가 더 높을 가능성이 큼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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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c in Depth
Winning Learning Races

• 두 번째로 기업의 배우는 능력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흡수능력(absorptive capacity)이라고 불리는 이 능력을 높은 수준으로 보유한 기업은 낮은 수준의 기업에 비

해서 학습속도가 훨씬 빠를 수 있음. 
• 두 기업이 정확하게 같은 것을 배우기를 원할지라도 흡수 능력은 다양한 상황에서의 중요한 조직적 능력으

로 작용.

• 세 번째로 기업이 상대 파트너의 배움을 느리게 할 수 있는 액션을 취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기업이 자신의 기술을 상대에게 이용할 수 있게 허락하더라도 이를 이용할 때 필요한 노하우는 전

수하지 않는 경우 상대의 학습을 느리게 할 수 있음. 
• 또한 중요한 인력은 허락하지 않은 채로 둘 수도 있음. 
• 이 모든 액션은 자신의 학습 속도를 느리게 하지 않으면서 상대의 학습속도를 느리게 함으로써 학습 경쟁에

서 이길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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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길 수 있게 함. 

• 학습경쟁은 기술 회사(entrepreneurial)와 대기업 사이에 벌어지는 것이 보통. 
• 기술 회사는 대기업의 생산, 판매, 배송 등 제품 출시의 모든 경영적인 기능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하는데 이

는 배우 어려운 일. 
• 반면에 대기업은 단지 기술회사의 기술만을 원하고 있는데 이는 비교적 덜 원하는 일. 
• 따라서 기술회사는 상대 대기업에 비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대기업이 학습 경쟁

에서 이기게 되는 경우가 많음. 
• 대기업이 필요한 것을 다 배우면 투자를 줄이거나 철수하게 되기 때문에 한 연구에서 80%의 기술 회사 경영

자는 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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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Do Strategic Alliance Create Values?
Creating a Favorable Competitive Environment

• Creating a Favorable Competitive Environment
• 기술표준을 만드는 방식

• 기술표준이 존재한다면 제품이 그 기술 기반으로 개발되고, 소비자 역시 편리함을 느낄 수 있
음. 

• 기술표준은 특히 네트워크(network) 산업에서 특히 중요한데 네트워크 산업에서는 수확체증
의 법칙(increasing returns to scale)이 발생. 

• 팩스의 예
• 팩스는 한 대로는 아무 가치가 없음. 
• 두 대가 있으면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으므로 조금 더 가치가 있을 수 있고. 세 대, 네 대.. 증가할수록

전략기획 및 통제 14

• 두 대가 있으면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으므로 조금 더 가치가 있을 수 있고. 세 대, 네 대.. 증가할수록
그 가치 역시도 점점 더 증가. 

• 따라서 팩스의 가치의 많은 부분은 그 팩스와 대화할 수 있는 다른 팩스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결정. 

• 이런 상황, 즉, 제품의 수가 증가할수록 제품의 가치도 증가하는 경우, 수확체증의 법칙이 존재한다고
함.

• 하지만 백만 대의 팩스가 있어도 서로 대화를 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음
• 팩스는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서로가 상호 호환이 가능한 최소한의 의사소통 표준

이 있어야 함. 
• 이것이 왜 기술표준이 네트워크 산업에서 중요한지에 대한 답변.

14



• 표준이 설정되는 방법 중 하나는 각 회사가 각각의 표준을 만들고 소비자는 선호하는 표준을 택하
는 방법. 

• Sony는 Betamax라는 비디오 테이프 표준을 사용했고, Matsushita는 VHS라는 표준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상
호 호환되지 않았음. 

• Matsushita는 VHS 기술을 다른 기업에게 사용하도록 허가해주었고, Sony는 이를 거절. 
• 따라서 소비자들은 VHS 표준에 맞는 제품을 사기 시작했고, Betamax가 여러면에서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VHS는 사실상의 표준이 됨.

• 물론 이것은 Sony의 표준에 맞는 제품을 산 소비자들에게 큰 문제임.
• 이런 이유로 소비자들은 표준이 확립되기 전까지는 신기술 제품을 사기를 꺼려하고 이것이 바로 전략적 제

휴가 필요한 이유. 

How Do Strategic Alliance Create Values?
Creating a Favorable Competitiv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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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필요한 이유. 
• 기업은 제휴를 통해 표준을 제정하고, 제품에 표준이 반영되면 소비자는 기꺼이 제품을 사려고 함으로써 좋

은 경쟁환경이 조성될 수 있음.

• 휴대폰 산업을 포함한 많은 산업들에서 제휴는 표준제정에 매우 중요. 표준제정의 역사와 이것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에 미친 영향 => global perspective

15



• 암묵적 담합(tacit collusion)이 용이
• 담합은 둘 이상의 기업이 경쟁을 줄이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것으로 이는 품질의 저하나 가격 인

상 등으로 나타날 수 있음. 
• 명백한 담합은 생산량의 수준이나 가격 등을 직접적으로 협상하는 것인데 이는 대부분의 국가에

서 불법. 
• 이 경우 경영자는 감옥에 가는 것이 보통이므로 대부분 암묵적인 담합을 시도.

• 암묵적 담합은 직접적으로 생산량이나 가격을 협상하지는 않지만 신호를 교환함으로써 서로의 의
도를 나타내는 것. 

• 신호는 공영방송을 통해 이루어지곤 하는데 가격을 올리겠다, 생산량을 줄이겠다, 새로운 기술개발을 하지

How Do Strategic Alliance Create Values?
Creating a Favorable Competitiv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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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는 공영방송을 통해 이루어지곤 하는데 가격을 올리겠다, 생산량을 줄이겠다, 새로운 기술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방송을 예로 들 수 있음.

• 때로 신호는 매우 모호. 
• 예를 들어, 한 기업이 수요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내리지 않는다면 담합을 원한다는 의미이거나 또는 마

진 유지를 위해 제품차별화를 시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또한 원가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 역시 담합을 원한다는 의미이거나 개인적으로

이익을 최대화한다는 의미. 
• 이 경우처럼 기업의 행동에 의도가 내재되어있는 경우가 가장 모호한 경우.

16



• 이런 상황에서 전략적 제휴는 암묵적 담합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음. 
• 같은 산업내의 다른 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맺은 경우, 그 기업 간에서도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원가에 대

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제휴 내에서의 서로의 상호작용(interaction)은 암묵
적 합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초기의 전략적 제휴에 관한 연구는 암묵적 담합이 용이해진다는 결과, 최근의 연구는 암묵적 담합
이 쉽지만은 않다는 결과 => Research Made Relevant 

How Do Strategic Alliance Create Values?
Creating a Favorable Competitiv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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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Perspectives
Can You Hear Me Now?

• 이동통신 산업
•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됨으로써, 기술표준이 중요한 네트워크 산업의 전형적인 예. 

•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휴대폰을 소유한 사람이 많을수록 휴대폰은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표준의 제정은 휴
대폰의 시장에서 중요한 결정요소로 작용. 

• 하지만 표준 제정 과정은 쉽지 않았고, 어떤 표준이 필요한지에 대한 동의도 없었음. 
• 제휴가 표준 제정을 쉽게 한다고는 하지만 경쟁하고 있는 기업 간의 제휴는 산업 전체의 표준 제

정 노력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음. 
• 세계 이동통신 산업이 대표적이 예.

• 이동통신 산업계의 기술표준 역사

전략기획 및 통제 18

• 이동통신 산업계의 기술표준 역사
• 1980년대 초 아날로그 기술표준 개발 시작. 

• 미국에서는 연방정부가 Ameritech's AMPS를 표준으로 수용하고 모든 휴대폰 업자에게 이 아날로그 시스템
을 사용할 것을 요구. 

• 유럽에서는 두 개의 표준. Ericsson과 Nokia의 제휴를 통해 개발된 NMT-450가 하나였는데 이는 스칸디나비
아 반도 국가들에서는 지배적인 위치. 

• 또 하나는 Vodafone과 Cellnet의 제휴에 의해 개발된 TACS였는데 이는 영국과 이탈리아에서 서비스. 영국에
서는 아직도 TACS 표준을 사용. 

• 일본에서도 두 가지의 표준이 추가되었는데 Nippon Telephone과 Telegraph에 의해 개발된 NTT와 Toyota
자동차 그룹이 속한 제휴에서 나온 JTACS가 그것. 

• 모든 표준들은 서로 호환되지 않았고, 실제로 NMT-450을 사용하는 휴대폰으로는 AMPS의 휴대폰과 통화할
수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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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Perspectives
Can You Hear Me Now?

• 1980년대 후반 나온 디지털 기술 기술표준 개발
• 미국에서는 몇 개의 새로운 표준이 나왔는데 TDMA와 CDMA가 지배적. 
• 유럽에서는 모든 메이저 휴대폰 회사와 정부의 지원을 통해 GMS(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

이라는 단일 표준을 만들어냄. 
• 일본에서는 Nissan 자동차를 포함한 제휴에서 만든 PDC와 작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안테나를 집약적으

로 사용하는 PHS가 있었음. 
• 아날로그 때와 마찬가지로 어떤 디지털 표준도 서로 호환되지 못함.

• 3세대 기술표준 개발
• 이런 불협화음은 전 세계에 통용될 수 있는 3세대 표준을 만들자는 움직임을 이끎.

전략기획 및 통제 19

• 이런 불협화음은 전 세계에 통용될 수 있는 3세대 표준을 만들자는 움직임을 이끎.
• 새로운 3G 표준은 모든 기존 표준들과 호환될 수 있어야 하고, 디지털 통신기술의 사용을 용이하

게 해야 함. 
• 두 개의 표준이 3G 표준이 되는 권리를 얻기 위해 경쟁하고 있음. 

• 유럽과 일본 기업의 제휴에서 밀고 있는 UMTS, 
• 대부분의 미국기업에서 밀고 있는 CDMA-2000. 
• 어떻게 이 표준제정 경쟁이 전개될지는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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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Made Relevant
Do Strategic Alliances Facilitate Tacit Collusion?

• 제휴 형태의 합작 회사에서 암묵적 담합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 Scherer와 Barney의 연구

• 미국의 철강산업에서의 합작회사는 US steel 이외의 두 개의 큰 기업을 발생. 
• 이 합병은 US steel의 수직적 통합에 대응하기 위함과 동시에 좀 더 경쟁적이 될 수 있었던 시장에서 과점의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였음. 

• 다른 연구는 50퍼센트의 합작회사는 같은 산업 내에 있다고 밝힘. 
• 또 다른 연구는 석유가스 계약을 위해 입찰한 885개의 합작회사 중 16개만이 다른 지역을 놓고 경

쟁하는 경우였음을 밝힘. 
• 이 결과들은 산업 내에서 합작회사가 암묵적 담합을 조장한다는 것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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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결과들은 산업 내에서 합작회사가 암묵적 담합을 조장한다는 것을 보여줌.

• 적절한 수준으로 집중화(concentration)되어있는 기업에서 합병이 발생한다. 
• Pfeffer와 Nowak의 연구

• 몇 개의 회사만이 경쟁을 하고 있는 높은 수준으로 집중화된 산업에서는 담합을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불
필요하기 때문. 

• 반대로 지나치게 세분화된 산업에서는 합작회사를 통해 담합이 쉬울 수 있을 정도의 집중화된 상황을 만들
수 없기 때문. 

• 따라서 적당히 집중화된 경우에만 합작회사를 통해 효율적으로 집중화된 상황을 만들 수 있음.

20



Research Made Relevant
Do Strategic Alliances Facilitate Tacit Collusion?

• 산업 내에서의 합작회사는 가치 있을 수 있지만 담합과는 관련이 없거나 적다.
• 기존의 연구에서는 전자산업, 자동차 산업 등 산업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음. 
• 산업의 범위를 소비자 전자제품, 자동자 부품 생산 등으로 좁히게 되면 73%의 합작회사는 다른 산

업 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후의 연구에서도 합작한 회사는 매우 소수임을 보임.
• 적절히 집중화된 산업에서 합작회사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에도 반론을 제기.

전략기획 및 통제 2121



How Do Strategic Alliance Create Values?
Facilitation Entry and Exit

• Facilitation Entry and Exit
• 새로운 산업, 시장에의 진입장벽 낮춰 줌

• 새로운 산업에 진입하기 위해선 잠재적 경쟁자가 갖기 힘들만한 기술, 능력, 제품을 소유해야
하는데 전략적 제휴는 이를 위한 비용을 피할 수 있도록 해줌.
• DuPont은 전자산업에 진입하기를 원했는데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을만한 기술이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배용이 매우 많이 드는 일. 
• 이 비용을 감수하기 보다 DuPont은 Philips와의 제휴를 맺고, DuPont/Philips optical이라는 합작회사

를 세운 후, Philips의 제품을 미국 내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자 관련 자원과 능력을 개발하는 비용 없
이 전자산업에 진입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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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런 합작회사가 성공하기 위해선 Philips도 DuPont과 협력하는 대가를 얻어야만 했음. 
• DuPont이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는 비용을 줄이고 싶어한 반면에 Philips는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는

비용을 줄이고자 했음. 
• 이 합작을 통해 Philips는 유럽에서 이미 시판되던 CD를 미국 내에 팔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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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Do Strategic Alliance Create Values?
Facilitation Entry and Exit

• 전략적 제휴는 필요한 기술이 전자산업처럼 복잡하고 어렵지 않은 경우에도 가치를 창출. 
• Welch food와 Leaf(건강 캔디바 회사)는 새로운 냉동식품을 직접 개발하는 대신 Eskimo Pie에게 개발을 의

뢰하였음. 
• Eskimo Pie는 Welch’s에게 언 포도주스바를, Leaf에게 건강 커피바를 만들어 줌. 
• 이 제품에 의해 발생되는 수입은 반으로 나누는 조건. 

• 전략적 제휴를 통해 새로운 산업에 진입하는 비용이, 새로운 기술과 능력을 개발하는 비용보다 작
은 한 전략적 제휴는 가치를 창출.

• 시장에서의 철수 장벽을 낮춰 줌
• 자신이 기대한 정도의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산업에서 철수할 동기를 얻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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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기대한 정도의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산업에서 철수할 동기를 얻게 됨. 
• 기업이 철수를 원할 때, 그 산업에서 경쟁하기 위해 갖추었던 자산을 모두 폐기해야 할 상황에 처

함. 
• 이 자산은 공장, 배송센터, 기술 등 유형자산과 브랜드 네임, 소비자, 공급자와의 관계, 충성스러운 직원들 등

무형자산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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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Do Strategic Alliance Create Values?
Facilitation Entry and Exit

• 이 자산을 팔려고 하는 기업과 이미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중요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기업은
이 자산들의 실제 경제적 가치만큼을 모두 얻기는 힘듦. 

• 자산을 팔기를 원하는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그 자산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만일 실제 그 자산들이 가치가 있다면 이 sneak preview(시사회)는 자산이 적당한 가격으로 평가받고, 그 자
산을 팔기를 원하는 기업이 쉽게 퇴출할 수 있게 해줌.

• 퇴출을 원할 때 전략적 제휴를 사용한 기업으로 Corning이 있음. 
• Corning은 1980년 후반, 의학 진단 산업에 뛰어들었는데 몇 년 후, Corning은 다른 기업의 자원과 능력이 더

생산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의학진단 산업에서 나가기를 원하게 됨. 

전략기획 및 통제 24

• 그러나 Corning은 자신의 자산의 높은 가치를 보장받기 위해 기존에 이 산업에 진입해있었던 Ciba-Geigy와
전략적 제휴의 형태를 맺음.

• 제휴를 맺으면서 Ciba-Geigy는 7500만 달러에 Corning의 사업 반을 인수하고, 몇 년 후, Corning은 남은 반
을 Ciba-Geigy에 1억 5000만 달러에 팔고 사업을 접게 됨. 

• 제휴 덕분에 나중에 매각한 절반이 더 높은 가치로 평가 받음. 
• Corning은 Ciba-Geigy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자신의 자산의 가치를 최대로 평가 받을 수 있었음.

24



How Do Strategic Alliance Create Values?
Facilitation Entry and Exit

• 기업은 불확실성을 다루기 위해 전략적 제휴를 사용. 
•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서 기업은 어느 시점에 자신이 추구하려는 전략을 이행하면서 시장에 진

입해야 하는지 예측하지 못함. 
•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특정 시장이나 산업에 빠르게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동성(flexibility)을 유지해

야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전락적 제휴는 시장이나 산업에 진입할 시점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 이와 같은 논리에서 본다면 전략적 제휴는 실물옵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음. 

• 합작회사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회가 보이면 특정시장이나 산업으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기업이 구입
한 옵션. 

• 다른 시장으로 빠르게 움직일 때, 기업은 합작회사 내의 파트너를 사 버릴 수 있음. 

전략기획 및 통제 25

• 다른 시장으로 빠르게 움직일 때, 기업은 합작회사 내의 파트너를 사 버릴 수 있음. 
• 또한 합작회사에 투자함으로써 진입하려는 시장의 진입에 대한 정보에의 접근이 가능. 
• 이러한 접근에서 합작회사의 가치가 생각보다 많이 뛰면 파트너를 사버리고, 아니면 그만두는 옵션과 같이

생각할 수 있음. 
• 경험적인 조사 역시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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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Do Strategic Alliance Create Values? Facilitation Entry and Exit

• 따라서 새롭고, 불확실한 환경이 많은 전략적 제휴를 낳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님. 
• 바이오 테크 산업에서 왜 전략적 제휴가 많은지 알 수 있는 대목. 
• 몇몇의 약은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만 특정 약이 가치 있다고 인정받는 것은 매우 불확실.
• 따라서 제약회사들은 많은 작은 바이오 테크 회사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음. 
• 전략적 제휴에서 작은 바이오 테크 회사 하나하나를 베팅으로 본다면 하나의 베팅이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

명나면 그 회사를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작은 회사와의 전략적 제휴는 큰 제약회사 입장
에서 실물 옵션을 사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전략기획 및 통제 2626



Alliance Threats? Incentive to Cheat on Strategic Alliances

• 파트너 기만행위(cheating)에 따른 보상
• 전략적 제휴에 협조하는 데에 따른 보상도 있지만 약속을 기만하는 데에 따르는 보상도 존

재.
• 실제로 한 연구 결과는 3분의 1의 전략적 제휴가 어느 한쪽의 기대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

으로 나옴. 
• 전략적 제휴 실패가 가치를 창출할 잠재력을 지니지 못하는 제휴 형태에 기인할 수도 있지

만
• 가치를 최대화하는 방법에 협조하지 않는 기업의 기만행위에서 기인할 수도 있음.

• 기만행위의 종류

전략기획 및 통제 27

• 기만행위의 종류
• 역선택(Adverse Selection): 잠재적인 파트너가 제휴에 가지고 들어올 자신의 기술이나 능력을 거짓으

로 설명하는 경우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파트너가 약속한 수준 이하의 기술이나 능력을 제공.
• 홀드업(holdup): 파트너가 상대 파트너의 거래 고유 투자를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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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ance Threats? Incentive to Cheat on Strategic Alliances

Adverse Selection

• Adverse Selection
• 파트너가 제휴에 갖고 들어올 기술, 능력, 자원 등에 대해서 거짓 설명(misrepresent) 
• 파트너가 자신이 다룰 수 없거나 얻지 못한 특정 자원을 가지고 들어오겠다고 약속하는 경

우
• 존재하지도 않는 자기 지역 내의 배송망을 약속하는 것이 그 예. 

• 명백한 역선택 전략을 수행하는 회사는 불법.

• 역선택은 상대 파트너가 가지고 오려는 능력이나 자원을 미리 알기 어렵거나 비용이 들 때
쉬움. 

• 만일 잠재적인 파트너가 자신이 거짓으로 자신의 자원이나 능력을 설명하려는 것을 쉽게 알

전략기획 및 통제 28

• 만일 잠재적인 파트너가 자신이 거짓으로 자신의 자원이나 능력을 설명하려는 것을 쉽게 알
아챌 수 있다면 전략적 제휴는 성립되지 않음.

• 그 사실을 미리 안 파트너는 다른 제휴 상대를 찾거나 필요한 기술이나 자원을 직접 개발하거나 관련
사업 기회를 포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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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ance Threats? Incentive to Cheat on Strategic Alliances

Adverse Selection

• 그러나 잠재 파트너 주장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음. 
• 사실 여부를 평가하는 일은 기업이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음.

• 예를 들어, 상대 파트너의 정치적인 접촉경로를 평가하기 위해선 자신이 정치적인 접촉경로를 소유해야 하
고, 

• 상대의 시장 분석 지식을 평가하기 위해선 자신의 충분한 시장 분석 능력이 있어야 함. 

• 만일 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완벽하게 상대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면 그 기업은 전략적 제휴 파트너의
능력이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 

• 기업이 파트너를 찾는다는 것은 결국 파트너를 평가할 능력이 부족함임을 의미. 

• 일반적으로 무형의 자원이나 능력이 더욱 평가하기 어렵고, 역선택이 발생하기 쉬움. 

전략기획 및 통제 29

• 일반적으로 무형의 자원이나 능력이 더욱 평가하기 어렵고, 역선택이 발생하기 쉬움. 
• 시장의 상태(condition)에 대한 지식, 주요 정치인과의 접촉 경로 등의 무형 자원을 가지고 들어오려는 파트

너와 제휴를 맺을 때는 역선택 유형의 기만행위에 대한 보호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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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ance Threats? Incentive to Cheat on Strategic Alliances

Moral Hazard

• Moral hazard
• 제휴에 참여한 기업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자원과 능력을 약속했는데 상대

기업에게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이를 도덕적 해이라고 함. 
• 예를 들어 기술적인 전략적 제휴를 맺은 기업의 파트너가 최고로 능력 있고, 숙련된 기술자

를 보내준다고 약속하고선 실제로는 덜 능력 있고, 덜 숙련된 기술자를 보내는 경우가 있음. 
• 보낸 기술자는 상대 기업의 성공에 기여하지 못하지만 상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높은 수준의 기술을

배워오게 됨. 
• 이런 방법으로 기술자는 상대 기업에서 자신의 기업으로 자산을 효과적으로 넘길 수 있음.

• 실패한 제휴의 참가 기업이 서로를 도덕적 해이로 고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전략기획 및 통제 30

• 실패한 제휴의 참가 기업이 서로를 도덕적 해이로 고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제휴의 참가자였던 Disney와 Pixar의 예가 이 경우 => Strategy in Emerging Enterprise

30



Alliance Threats? Incentive to Cheat on Strategic Alliances

Moral Hazard

• 전략적 제휴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의 존재가 항상 참가 기업이 악의가 있거나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이보다는 제휴 이후, 시장의 상태가 변하는 경우 참가 기업의 그들의 전략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
• 예를 들어 PC 산업의 초창기 Compaq Computer는 자신의 독립적인 배송망을 통해 PC를 판매. 
• 그런데 PC 산업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인터넷, 우편주문, 소매점(superstore) 등이 더 가치 있는 배송경로가

되자 기존의 Compaq와 배송업자의 제휴 관계는 위협받게 됨. 
• 기존 배송업자들은 적시에 그들이 원하는 창고를 구하기 힘들게 되었고, 늘어나는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

기 위해 소매점에서 Compaq PC를 구입해 소비자에게 보내는 경우까지 발생
• 이러한 상황에서 Compaq이 대안의 배송경로를 찾는 것은 도덕적 해이처럼 보일 수 있음. 
• 하지만 Compaq의 입장에서 이 조치는 PC 산업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음.

전략기획 및 통제 31

하지만 Compaq의 입장에서 이 조치는 PC 산업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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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in Emerging Enterprise
Disney and Pixar Have a Falling Out

• 1994년, Pixar는 기존에 없던 Computer graphics animated motion picture 산업에 진출하기 위
해 노력하는 Northern California의 신진 기업. 
• Apple Computer의 창업자의 Steve Jobs가 이끄는 Pixar는 새로운 애니메이션 브랜드의 재무와 배

급을 도와줄 파트너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음. 
• Pixar는 애니메이션 영화의 세계 선두였던 Disney가 가장 좋을 것이라고 결정.

• Pixar와 Disney의 전략적 제휴가 맺어짐.
• 제휴에서 Disney는 재무와 배급을 도와주는 데에 동의. 
• 그 대신 영화에서의 수익을 나누는 것과 함께 Pixar의 영화 속편을 만드는 권리를 얻게 됨. 

전략기획 및 통제 32

• 그 대신 영화에서의 수익을 나누는 것과 함께 Pixar의 영화 속편을 만드는 권리를 얻게 됨. 
• 또한 이 계약은 Disney에게 Pixar가 만든 캐릭터에 대한 엄청난 권한을 줌. 
• 물론 계약이 채결될 당시 Pixar는 아무런 캐릭터도 없었고, 어떤 영화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Pixar는 약한 파트너.
• 덕분에 Disney는 Pixar의 캐릭터에 대한 권한을 얻을 수 있었고, 그 결과 Disney는 기록적인 성공

을 이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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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in Emerging Enterprise
Disney and Pixar Have a Falling Out

• 재미있는 일은 10년 후에 발생. 
• Pixar는 블랙버스터 애니메이션 영화를 대히트.

• Toy story (흥행수익 $419.9 million), 
• A Bug's Life (흥행 수익 $358 million), 
• Monster, Inc. (흥행 수익 $903.1 million), 
• Finding Nemo (흥행 수익 $1281.4 million), 
• The Incredibles (흥행 수익 $946.6 million), 
• Cars (흥행 수익 $331.9 million) 

관련 제품의 판매는 포함하지도 않은 수익임.

전략기획 및 통제 33

• 관련 제품의 판매는 포함하지도 않은 수익임.

• 같은 기간 Disney의 영화는 고전을 면치 못함. 
• Treasure Planet ($112 million), Brother Bear ($126 million), 
• The Emperor's New Groove ($169 million), 
• Disney 최고 히트작인 Lilo & Stitch도 Pixar의 최저 기록에 못미치는 $269 million.

33



Strategy in Emerging Enterprise
Disney and Pixar Have a Falling Out

• 놀랍게도 기록적인 애니메이션 영화 회사였던 Disney는 실패에 허덕였고, 아무런 기록을 보유하
지 않았던 신생회사인 Pixar는 성공만을 거듭. 
• Disney는 Pixar의 캐릭터를 주시하기 시작.

• 2004년, 제휴를 갱신할 시점이 돌아 옴. 
• 이제 Pixar는 유리한 입장(upper hand). 

• 흥행기록을 Pixar가 보유하기 있었기 때문. 

• Disney는 재계약을 위해 Pixar의 문을 두드림. 
Pixar는 “Okay, But.. 우리는 캐릭터에 대한 권한을 우리가 갖기를 원한다. Disney는 배급의 업무만

전략기획 및 통제 34

• Pixar는 “Okay, But.. 우리는 캐릭터에 대한 권한을 우리가 갖기를 원한다. Disney는 배급의 업무만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함. 

• Disney 이 제안에 주저하게 되고, Pixar는 제휴를 파기해 버림.

• 하지만 Pixar도 배급사 필요하기는 했음.
• Pixar는 스스로의 배급 시스템을 위한 비용을 충당할 정도로 많은 영화를 제작하지는 않았음. 
• 몇 달 뒤 Pixar는 오랜 고심 끝에 최고의 배급 파트너를 찾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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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in Emerging Enterprise
Disney and Pixar Have a Falling Out

• 문제는 그게 Disney 였다는 것.
• 다시 Pixar와 Disney가 다시 제휴를 하는 것은 문제로 보였음. 
• 무엇보다도 기존 제휴로 인해 난항이 예상.

• 결국 Disney는 Pixar의 인수를 결정. 
• 2006년 1월 25일 Disney는 Pixar를 $7.4 Billon에 인수했다고 공표. 
• Steve Jobs는 Disney의 최대주주가 되어 이사회의 일원이 됨, 
• Pixar의 아이디어 뱅크였던 John Lasseter는 Disney의 Chief Creative Offecer가 됨.

전략기획 및 통제 3535



Alliance Threats? Incentive to Cheat on Strategic Alliances

Holdup

• Holdup
• 거래고유의 투자 (transaction specific investment)

• 일단 제휴가 맺어지면 회사는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 투자는 제휴의 상황 하에서만 가
치가 있고 다른 경제적 거래에서는 가치가 없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한 기업의 매니저가 파트너 기업의 매니저와 친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를 구축.
• 이 친밀한 관계는 제휴의 상황 하에서만 가치가 있고, 제휴 상황 밖의 다른 경제적 거래에서는

가치가 제한될 수 있음. 

• 또한 한 파트너가 그들의 생산 설비, 배송 경로, 주요한 조직적 정책을 상대기업에 고객

전략기획 및 통제 36

• 또한 한 파트너가 그들의 생산 설비, 배송 경로, 주요한 조직적 정책을 상대기업에 고객
화하여(customize) 제공.

• 이 고객화는 제휴 하에서만 중요한 가치로 작용할 뿐, 다른 기업과의 제휴 하에서는 상대 기업
을 돕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

• 차선일 경우(second-best use, 이 경우에는 제휴 밖에서)의 투자의 가치가 최선의 경우
(first-best use, 이 경우에는 제휴 하에서)보다 월등히 작을 때 이 투자는 거래고유 투자
라고 할 수 있음.

• 한 기업이 상대 기업보다 더 큰 거래고유의 투자를 한다면 그 기업은 홀드업에
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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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ance Threats? Incentive to Cheat on Strategic Alliances

Holdup

• 홀드업은 거래 고유의 투자를 적게 한 기업이 상대 기업으로부터 약속한 것 이상의 이익을
원할 때 발생.
• 기업 A는 기업 B를 위해 자신의 생산공정을 고객화해야 하고, B는 수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 
• 기업 A가 B를 위해 제공한 고객화된 생산 공정은 제휴 하에서는 5000$의 가치가 있지만 제

휴 밖에서는 200$ 가치 밖에 없을 수 있음.

• A는 거래 고유 투자를 한 것이고 B는 하지 않았음. 
• A는 B의 홀드업에 당할 수 있음.
• B는 A가 B를 위해 고객화한 5000$ 가치의 생산 공정을 넘기지 않으면 제휴를 깰 것이라고

위협.

전략기획 및 통제 37

위협.
• 기업 A는 200$ 가치만을 남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 B에게 굴복할 수 밖에 없음. 
• 기업 B가 200$ 이상의 가치를 얻고 그만큼만 보상을 하더라도 A는 이 제휴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 
• 결국 한 파트너가 큰 거래 고유 투자를 하게 되면 계약이 변경될 수 있음. 
• 국제 합작 회사에 대한 연구는 거래 고유의 투자가 holdup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보여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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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ance Threats? Incentive to Cheat on Strategic Alliances

Holdup

• 홀드업 문제가 전략적 제휴에서 기만행위의 형태를 띠지만 홀드업의 위협이 더 긴밀한 제
휴를 맺게 하는 동기가 될 수도 있음. 
• 보크사이트 제련 공장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광산과 합작회사 형태를 띠게

됨.
• 그들은 스스로 크고 효율적인 광산을 직접 운영하여 필요이상의 보크사이트는 시장에 파는

선택을 할 수도 있음. 
• 그러나 보크사이트 종류는 모두 동일하지 않고, 다른 종류의 보크사이트는 다른 제련 기술을

필요로 함. 
• 한 기업이 파는 여분의 보크사이트를 제련하려면 다른 기업은 특정 회사가 파는 보크사이트

를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해야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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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해야만 함. 
• 이 투자는 거래 고유하고 제련 기업에게 홀드업 문제를 발생시킴.

• 이런 상황에서 전략적 제휴는 홀드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관리 틀을 만듦으로써
홀드업의 위협을 줄일 수 있음.
• 거래 고유 투자에 대한 관리를 명확히 하면서 더 긴밀한 제휴를 맺을 경우, 제휴의 틀을 유

지하는 것이 거리를 두는 것보다는 좋은 해결 방법.

• 역선택, 도덕적 해이, 홀드업의 도덕적 측면 => Ethics and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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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제휴와 지속적 경쟁우위

• 지속적 경쟁우위의 원천이 되기 위한 전략적 제휴 능력을 VRIO 
framework으로 분석 가능

• 전략적 제휴는 기회 이용 및 위협 회피 시에 경제적 가치가 있으나, 
지속적 경쟁우위의 원천이 되기 위해서는 ‘희소성’과 ‘모방 비용’이
높아야 함

• 전략적 제휴의 희소성(Rarity)
– 전략적 제휴의 희소성은 기존 제휴관계에 있는 경쟁 기업의 수 뿐 아니라, 

V R I O

전략기획 및 통제

– 전략적 제휴의 희소성은 기존 제휴관계에 있는 경쟁 기업의 수 뿐 아니라, 
제휴를 통한 이득이 산업내 경쟁 기업들 간에 보편적인가에 따라 결정

– 사례: 미국 자동차 산업
• 최근 몇 년간, 미국 자동차 기업들의 전략적 제휴는 매우 보편적임

– GM – Toyota
– Ford – Mazda
– DaimlerChrysler – Mitsubishi

• 자동차 산업에서의 빈번한 제휴 사례를 통해, 전략적 제휴가 지속적 경쟁우위의
원천이 될 수 없다는 추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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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제휴와 지속적 경쟁우위

• 미국 자동차산업에서의 전략적 제휴는 다양한 목적으로 결성
– GM – Toyota

» 단일 차종 (Chevrolet Nova) 생산을 위해 제휴 결성
» GM은 Toyota의 설계 기술과 수익성 높은 고품질 소형차 생산 기술 학습에

관심
– Ford – Mazda

» 신규 차종 설계, 공동 생산
» Ford의 Mazda 인수 (1996)

– DC – Mitsubishi
» Mitsubishi가 DC의 주요한 부품 공급자로서 역할

V R I O

전략기획 및 통제

» Mitsubishi가 DC의 주요한 부품 공급자로서 역할
» 상대적으로 공동 개발 및 생산 부문에서는 미미

• 미국의 Big3 모두 전략적 제휴를 결성하였으나, 서로 다른 목적으로 각각의
제휴의 희소성 존재

• 특정 전략적 제휴로부터 이익이 발생되는 이유
– 제휴 결성에 필요한 자원과 능력을 보유한 기업이 적기 때문
– 특히 신규 시장 (특히 신규 해외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제휴가 결성되는 경우,

» 많은 저개발 국가에서는 하나 또는 매우 소수의 지역 기업만이 시장 진입에
필요한 지역 특화 지식, 네트워크, 공급 네트워크 보유 (정부의 지역 기업
개수 제한)

»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나, 매우 적은 기업들만이 지역
기업들과 전략적 제휴 결성 가능

» 이러한 경우, 제휴 기업들에게 발생 가능한 이익은 희소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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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ics and Strategy
When It Comes to Alliances, Do “Cheaters Never Prosper”?

• 전략적 제휴 내 기업들은 역선택 (adverse selection),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억류 (holdup) 등을 통해 제휴 파트너들에 대해 부정행위 (cheating)
행사 가능
– 부정행위들은 파트너 기업들 상호 간에 사기행위 (lie)라는 점에서 공통적
– 사기행위는 제휴를 통해 창출한 가치의 ‘공정한 배당 (fair share)’ 이상을 제공 가능
– ‘사기꾼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격언이 제휴 전략에도 유효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 발생

• 단기적으로 제휴 파트너들에 대한 부정행위는 경쟁우위 제공
가능하나, 

전략기획 및 통제

• 단기적으로 제휴 파트너들에 대한 부정행위는 경쟁우위 제공
가능하나, 

• 장기적으로는 부정행위 기업들은 새로운 파트너들과 제휴가
어렵기 때문에 가치있는 사업 기회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죄수의 딜레마’ 이론을 활용하여 전략적 제휴에서 부정행위
기업에 대한 장기적 수익에 대해 연구 수행
– 기업들이 가진 2가지 옵션: 지속적 협력, 부정행위
– 기업들이 선택하는 옵션에 따라 각자 획득하는 가치의 크기가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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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ics and Strategy
When It Comes to Alliances, Do “Cheaters Never Prosper”?

Strategic Alliance

Firm 1

Cooperates Cheats

Cooperates 1:$3,000 1:$5,000

2:$3,000 2:$0

Firm 2

Cheats 1:$0 1:$1,000

“죄수의 딜레마”에서 협력과 부정행위로 획득 가능한 수익

전략기획 및 통제

– 두 기업이 지속적으로 협력한다면, 괜찮은 크기의 이익 ($3,000) 
획득 가능

– 한 기업이 부정행위를 하고 다른 기업은 협력한다고 하면,  
부정행위 기업은 매우 큰 이익 ($5,000)을 얻을 것이고 협력 기업은
매우 작은 이익 ($0) 획득

– 기업 1, 2이 하나의 제휴에만 참여한다면, 상호 부정행위에 대한
강한 유인을 가지게 됨

– 모두 부정행위를 하게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1,000의 이익이지만, 최대 $5,000 획득할 가능성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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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ics and Strategy
When It Comes to Alliances, Do “Cheaters Never Prosper”?

• 한 기업이 복수의 전략적 제휴에 참여하는 경우, 최적의 전략은
모든 전략적 제휴에서 협력하는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음
– 제휴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동일 기업들이 아니더라도 위 사실은

성립
• “눈에는 눈, 이에는 이 (tit-of-tat)” 전략

– 반복되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승리 전략
• 기업 1이 기업 2가 협력하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협력
• 기업 2기 부정행위를 한다면, 기업 1도 부정행위

– 대부분의 경우, 제휴 내에서 협력적 자세를 채택하는 것이

전략기획 및 통제

– 대부분의 경우, 제휴 내에서 협력적 자세를 채택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높은 이익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은 비교적 유효함

–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즉각적인 부정행위를 행사하는 경우, 
최저 수준의 이익이 생기는 경우를 최소화시킬 수 있음

– 따라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은 제휴의 긍정적 잠재력을
최대화하고 부정적 잠재력을 최소화함

• 제휴에 대한 부정행위는 단기 또는 중기적으로는 경쟁우위를
제공할 수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사기꾼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격언이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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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제휴와 지속적 경쟁우위

• 전략적 제휴의 모방성 (Imitability)
– 전략의 수립 및 구현을 위한 자원 및 능력 모방 방안: 직접 복제, 대체
– 전략적 제휴의 직접 복제 (Direct Duplication)

•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성공한 전략적 제휴는 제휴 파트너들간에
사회적으로 복잡한 관계 (Socially complex relations)에 기반
– 성공적인 전략 제휴는 단순한 법률 계약 이상으로 진행되며,
– 제휴 파트너간 신뢰 관계, 우호 관계, 장기적 관계를 위해 자기 이익의 자진

V R I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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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휴 파트너간 신뢰 관계, 우호 관계, 장기적 관계를 위해 자기 이익의 자진
보류 등과 같은 사회적으로 복잡한 현상 등으로 특징지어짐

•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제휴 파트너들간 신뢰 관계 개발은 어렵지만
전략적 제휴의 성공을 위해서는 필수적임
– 대부분의 제휴가 당사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가장 공통적인 이유는

상호간 신뢰 형성 능력 부족 때문
– 개인간 의사 소통, 문화적 차이에 대한 관용, 인내력, 장기적 성공을 위한

단기 이익의 자발적 희생 등은 제휴 파트너들간 신뢰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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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제휴와 지속적 경쟁우위
• 산업내 모든 기업들이 성공적 제휴 형성에 필요한 조직적 능력과 관계

형성 능력을 보유하지는 않음
– 이러한 능력이 경쟁 기업군내에서 희소하고 개발 비용이 높다면, 제휴 형성

과정에서 이러한 능력을 활용 가능한 기업들은 경쟁우위 확보 가능
– Corning, Cisco 등과 같은 기업들은 특화된 기술을 개발하여 수백 개의

전략적 제휴를 체결

– 전략적 제휴를 위한 대체 전략
• 전략적 제휴의 목적과 목표가 가치있고 희소하더라도,  또한 제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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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 제휴의 목적과 목표가 가치있고 희소하더라도,  또한 제휴가
결성된 관계가 사회적으로 복잡하고 모방 비용이 높더라도, 낮은
비용의 대체 전략이 있다면 그러한 제휴는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어려움.

• 전략적 제휴를 위한 가능한 대체 전략:  독자 행보 (Going It Alone), 
인수 (Acquisition)

• 독자 행보 전략 (Going It Alone)
– 시장의 기회 이용과 위협 무력화에 필요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스스로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은 독자 행보 전략을 채택
» 독자 행보 전략은 기회 활용 및 위협 무력화를 위한 제휴 활용 전략과

동등 이상의 효과가 가능한 경우에 독자 행보 전력이 제휴 전략 대체
가능

» 제휴 활용 전략이 독자 행보 전략 보다 더욱 가치 있는 결과 창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독자 행보 전력이 제휴 전략 대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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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휴 전략이 독자 행보 전략 보다 우월한 경우는 언제인가?

» 독자 행보 전략은 수직적 통합의 사례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수직적 통합의 3가지 조건’ 관점에서 제휴 전략과 독자 행보 전략을 비교할

필요가 있음
» ‘제휴 전략이 독자 행보 전략 보다 우월한 경우는 언제인가?’

제휴 전략이 독자 행보 전략보다 우월한 경우

1. 거래 (Exchange) 완료에 필요한 거래 특화 투자 (transaction-specific investment)의 수준이 적당한 경우

2. 거래 파트너가 가치, 희소성과 모방 비용이 높은 자원과 능력을 보유한 경우

3. 거래의 미래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경우

V R I O

전략기획 및 통제

– 거래 특화 투자 (transaction-specific investment) 수준 측면
» 수직적 통합의 기회주의 기반 측면에서, 기업은 특정 거래에서 거래 특화 투자 수준을

높게 결정하는 경우, 경제적 거래를 통합함
» 즉 특정 거래를 관리하기 위한 제휴 전략 활용이 기업들을 억류(holdup)시키는 경우, 

기업들은 경제적 거래를 수직적으로 통합하고자 함
» 전략적 제휴에 이러한 논리를 확장한다면, 전략적 제휴는 독자 행보 전략 또는 기타

전략과 비교하여 거래 완료에 필요한 거래 특화 투자의 수준이 보통의(moderate)
경우에 우월

» 거래 특화 투자의 수준이 낮다면 거래의 ‘시장 형태 (market form)’가 선호되며, 반대로
높다면 독자 행보 전력이 선호되며, 보통인 경우 전략적 제휴가 선호됨

* Market form:  the organizational form or structure of the trade or traffic of a 
particular commodity

» 따라서 특정 거래의 수준이 보통인 경우, 독자 행보 전략은 전략적 제휴의 대체 전략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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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 기반의 조건 측면

» 거래 파트너가 가치, 희소성, 모방 비용이 높은 자원과 능력을 보유한 경우,
제휴가 독자 행보 전략 보다 선호됨

» 능력 및 자원의 미보유 기업은 독자적 자원 및 능력 개발 비용이 높음
» 독자적 개발이 어려운 능력에 대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한 기업은 제휴를

통해 접근 가능
» 이러한 경우 독자 행보 전략은 전략적 제휴의 대체 전략이 될 수 없음

– 거래의 미래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 측면
» 높은 불확실한 조건하에서, 기업은 기업 자체적으로 거래를 위한 특정

활동을 전개할 의사가 크지 않음
» 이러한 경우, 기업들은 제휴를 통한 전략적 유연성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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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경우, 기업들은 제휴를 통한 전략적 유연성을 선택
» 특정 거래가 미래에 어떤 시점에서 가치있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전략적

제휴는 거래를 기업 내부로 가져옴으로써 거래에서의 추가 투자를 위해
적절하지만 강제성이 적은 실질적 옵션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불확실한 조건하에서 독자 행보 전략은 전략적 제휴의 대체 전략이
될 수 없음

• 인수 전략 (Acquisition)
– 기회 실현을 위해 전략적 제휴 전략이 인수 전략 보다 매력적인 경우

47

제휴 전략이 인수 전략 보다 선호되는 경우

1. 인수에 대한 법률적 제약이 있는 경우

2. 높은 불확실성 조건하에서 인수 전략이 기업의 유연성을 제한하는 경우

3. 인수 대상 기업에 원치 않는 조직적 부담 있는 경우

4. 기업의 자원과 능력의 가치가 그 기업의 독립성에 좌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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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에 대한 법률적 제약이 있는 경우

» 기업들이 자신의 산업내의 타 기업과의 연합을 통해 경쟁우위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법률적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알루미늄 산업에서 전략적 제휴에 대한 대체 전략으로서 인수 전략은
매우 집중화된 산업 구조를 초래하여 이러한 기업들에게 반트러스트 (antitrust)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음

» 이러한 기업들은 인수 전략 보다는 경쟁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경쟁 우위를
획득하는 전략을 찾아야 함

– 높은 불확실성 조건하에서 인수 전략이 기업의 유연성을 제한하는 경우
» 전략적 제휴는 신규 사업 진입 또는 철수 시에 유연성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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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 제휴는 신규 사업 진입 또는 철수 시에 유연성을 유지
» 인수 전략은 특정 사업 활동에 대해 강한 실행 강제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유연성을 제한
» 높은 불확실성 조건하에서의 기업은 전략적 제휴가 제공하는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기회 이용 방안으로서 인수 전략 보다는 제휴 전략을 채택
– 인수 대상 기업에 원치 않는 조직적 부담 있는 경우

» 기업을 인수하는 관점에서,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부분은 원치 않는 부담
(unwanted baggage)으로 작용하여, 비용과 시간 소비를 초래

» 이러한 부담이 크다면, 인수 기업과 인수 대상 기업간에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더라도 인수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인수가 실용적인 옵션이 아니라고 결정

» 이러한 경우, 인수 전략 보다는 전략적 제휴가 선호됨
– 기업의 자원과 능력의 가치가 그 기업의 독립성에 좌우되는 경우

» 기업이 독립적이기 때문에 그 기업의 보유 자원과 능력이 가치를 갖는 경우, 기업
인수는 실제로 인수대상 기업의 가치를 저하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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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경우, 인수 전략 보다는 전략적 제휴가 기업간 가치를 최고로 실현시킴
» 1980년대, 수많은 마케팅 지향 기업들의 국제적 성장은 광고 대행 기업들로 하여

금 글로벌 마케팅 능력 개발 압력으로 작용
» 1990년대, 많은 순수 국내 광고 대행 기업들은 국제 광고 대행 기업들을 인수하여

소수의 거대 광고 대행 기업을 형성
» 프랑스 광고 기업인 Publicis는 이러한 국제적 광고 네트워크의 일원이 되기 위한

인수 흐름에 거부
» 오너들의 개인적 차원에서, Publicis는 Renault와 Nestle와 같은 프랑스 및 프랑스

어 구사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적 프랑스 기업으로 남기를 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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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고객사들은 프랑스 광고 대행 기업들을 선호하며, 만약 Publicis가 외국
기업에 인수되었다면 다른 광고 대행 기업들을 찾았을 것임

» Publicis가 창출한 가치는 기존 고객사들에 대한 접근성 획득에 따라 좌우되기 때
문에, Publicis 인수는 그 인수가 매력적으로 만든 요인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했
을 것임

» 이러한 이유로 Publicis는 인수보다는 미국의 광고 대행 기업인 Foote, Coyne, 
and Belding 사와 복합적 지분 전략적 제휴와 조인트벤처를 설립

» 궁극적으로 전략적 제휴가 두 파트너 기업에 국제적 네트워크를 제공하는데 성공
을 거두지는 못했으나, Foote, Coyne, and Belding 가 Publicis를 인수했다면
Publicis가 독자 기업으로서 누리던 경제적 가치의 일정 부분을 훼손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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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 제휴의 성공의 가장 주요한 결정 요소 중 하나는 조직
– 전략적 제휴 조직의 주요 목적은 협력 기업들의 부정행위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파트너 기업들의 협력에 의한 이익 획득

• 제휴 관리에 필요한 조직화 기술들은 많은 측면에서 독특함
• 조직화 기술을 학습하고 제휴의 모든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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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
– 경쟁 기업 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제휴를 관리함으로써, 경쟁우위

획득이 가능한 기업들이 존재하기 때문

• 독자 행보 전략 또는 인수 전략 보다 제휴 전략이 더욱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직화 능력 부족으로 인해 다른 대안을
선택해야 하는 기업들도 존재

• 제휴 가치 실현과 부정행위 위협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기법들이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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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시적 계약 및 법률적 규약 (Explicit Contracts and Legal 

Sanctions)
– 전략적 제휴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정의하는 명시적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부정행위 방지 가능

– 계약 준수와 법률적 규약 위협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계약 체결은 부정행위 가능성 감소시킴

– 전략적 제휴에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부정행위 형태의 예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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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 제휴에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부정행위 형태의 예측이
실패할 수 있으며, 계약상의 요구사항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매우 교묘한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도 존재
• 예를 들어, 독자적 기술과 공정에 대한 전략적 제휴를 위해 참여

기업들간 계약이 필요한 경우, 기술 또는 공정의 미묘성에 대해
제휴 파트너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일 수 있음

• 의사소통상의 실패가 ‘계약 요구사항의 명백한 위반’ 또는 ‘제휴
파트너들의 이행 충실성’ 등을 나타낼 수 있는가에 문제 제기 가능

• 특정 파트너 기업이 다른 파트너 기업이 기술과 공정에 관한 어떤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가에 대해 인지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획득하였는가에 대한 판단에 문제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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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 전략적 제휴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부정행위에 관련된 모든 문제
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음

• 전략적 제휴와 관련된 계약들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지만, 공통적
인 부분도 존재함

설립 이슈

출자
지분 제휴나 조인트벤처가 설립되는 경우, 참여 기업간 지분 배정 문제

투표권
각 제휴 파트너들에 대한 투표권 배정.  지분 비율과 동일하거나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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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
각 제휴 파트너들에 대한 투표권 배정.  지분 비율과 동일하거나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

이익 배당 비율
제휴에 의한 이익의 협력 기업들에 대한 할당 방법. 지분 비율과 동일하거나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

소수 세력 보호
제휴내 소수 세력 기업들을 위한 거부권 종류에 대한 설명

이사회
초기 이사회 구성 및 이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해임 및 선임 방식

정관
결의 통과, 주식 발생, 주식 처분에 대한 처리 절차

법인 위치
조인트벤처인 경우, 법인의 위치

고문단
변호사, 회계사, 기타 컨설턴트

참여기업 신원
제휴 참여 법인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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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이슈

이행 조항
제휴 파트너들의 의무와 책임. 기대 이행 수준의 보증 및 최소치 포함

비경쟁 조항
파트너 기업은 제휴의 주요 사업 분야 진입에 제한을 받는다

비유도 조항
파트너 기업들간 상호 인재 채용에 제한을 받는다

비밀유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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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조항
파트너 또는 제휴로부터 획득한 고유 정보는 제휴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지적재산권 인가
제휴에 의해 개발된 지적재산권 소유 주체 결정 및 타 기업에 대한 인가 방법

책임
제휴의 책임과 협력 파트너의 책임

계약 수정
계약 수정 절차

분쟁 해결
파트너들간 분쟁 해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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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이슈

우선 매수 권리
특정 파트너가 보유 지분을 매도하고자 한다면, 나머지 파트너들에게 우선 매도해야 한다

우선 매수 권리에 대한 변형
파트너는 지분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나머지 파트너들에게 매도 의사를 우선 통보하지 않고 제휴 외부 기업와

대한 매도 논의를 제한한다

콜옵션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들로 하여금 지분 매각을 강요할 수 있는 시기 결정. (지분 평가 방범 및 콜옵션 행사 조건

포함)

풋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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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옵션
파트너는 다른 파트너가 제휴의 지분을 강제로 매수할 있도록 하는 권리는 갖는다

동반매각청구권 (Drag-along rights)
파트너는 제휴 외부 기업에게 지분 매각이 가능하며, 다른 파트너들 역시 매각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동반매각권 (Tag-along rights)
특정 파트너는 자신이 매도하고자 하는 지분을 거부하는 제휴 외부 기업이 다른 파트너의 지분을 매수할 수 없도

록 할 수 있다

상장
상장 조건

종료
계약이 종료될 수 있는 조건과 파트너들을 위한 종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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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 투자 (Equity Investments)
– 제휴 파트너들간 상호 지분 투자를 통해 계약의 효과 향상 가능

(지분 제휴 (Equity alliance))
• 기업 A가 제휴 파트너, 기업 B의 지분을 매입하는 경우, 기업 A의 시장

가치는 기업 B의 경제적 성과에 따라 결정
• 기업 B에 대한 기업 A의 부정행위은 기업 B의 경제적 성과를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 기업 A의 투자 가치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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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키고 이로 인해 기업 A의 투자 가치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부정행위 유인은 감소

– 다수의 기업들이 전략적 제휴의 관리의 용이성을 위해 상호 지분
투자 활용
• 상호 지분 투자는 기업의 최대 주주가 핵심 공급자와 주거래 은행을

포함하고 있는 일본에서 보편적인 형태
• 지분 투자는 공급자들과 제휴에서 부정행위 위협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를 통해 공급 비용 절감 가능
• 기업들이 공급자들과 대등한 지분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공급자들

역시 기업들 사이에서 중요한 지분 위치에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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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평판 (Firm Reputations)

– 부정행위로 인한 기업 평판이 기업의 미래 사업 기회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전략적 제휴에서의 부정행위 유인을 제약
• 전략적 제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정행위 방식을 예상하는 것은

어려우나,  부정행위 후에 발생되는 상황에 대한 예상은 쉽게 가능
• 부정행위 사례 기업에 대한 정보는 광범위하게 확산 가능
• 부정행위 기업이라는 평판을 가진 기업은 특별한 자원과 능력이

있더라도, 미래에 다른 파트너들과 전략적 제휴 개발이 불가능할 수
있음
현재 제휴에 대한 부정행위는 추가적인 제휴 개발 기회 상실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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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현재 제휴에 대한 부정행위는 추가적인 제휴 개발 기회 상실을 초래

– 기업들은 부정적 평판을 얻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지만, 전략적 제휴
내 부정행위에 대한 평판 관리에는 제약들이 존재
• 교묘한 부정행위는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개되더라도 제휴

실패에 대한 책임은 모호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신형 발전기 터빈 설계를 위한 지분 조인트벤처에서, 재정상의

문제는 제품 개발 완성에 있어 상대적으로 특정 기업을 더 불안하게 할 수
있음

– 추가적인 자본 유입이 필요한 상황인 경우, 재정상으로 건전한 기업은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제휴를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지분을
다른 파트너들에게 매도해야 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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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건전 파트너는 제휴 내 엔지니어들에게 천천히 근무하도록 하거나, 
최선을 다해서 기술을 개발하는 것처럼 위장하도록 종용

– 반면 재정상으로 열악한 기업은 제휴 내 엔지니어들에게 신속히 근무할
것을 독려하고, 개발 기간 단축을 위해 품질의 일정 부분 희생도 각오

– 결과적으로 재정 불건전 파트너는 자금 고갈로 지분을 저렴한 가격으로
재정 건전 파트너에게 매도하고, 신속한 신기술 개발에 성실성 결여에 대해
비난

– 반면 재정 건전 파트너는 재정 불건전 파트너의 너무 빠른 기술 개발
압박으로 인한 제품의 품질과 작업자 안전성 희생에 대해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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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으로 인한 제품의 품질과 작업자 안전성 희생에 대해 비난
– 어떤 측면에서 보면 위 두 기업들은 모두 기술 개발 협력을 위한 계약에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나, 그 행위가 교묘하고 발견하기 어려워 기업의
평판이나 향후 제휴 능력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음

– 일반적으로 재정 불건전 파트너의 불운 덕에, 재정 건전 파트너는 행운을
얻었다고 여겨짐

• 특정 파트너의 명백한 부정행위가 있더라도,  소수 파트너들은 부정행위
사실을 공개하는 다른 파트너들과의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못 할 수 있음
– 부정행위에 대한 정보가 비공개 상태에 있을 때는 공적인 평판이 손상되지

않거나 미래 사업 기회가 막히지 않음
– 이러한 경우는 파트너들의 행위에 대한 정보의 확산이 신속하지 않은

저개발 국가에서 발생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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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행위가 명백하고 공개되는 경우, 손상된 평판의 영향은 해당 기업의

미래 사업 기회를 상실시킬 수 있으나, 부정행위 피해 기업의 현재 손실
계산은 어려움
– 부정행위에 의해 창출된 결과물이 상당히 규모가 커서, 미래 제휴 상실을

감수할 만하다면 평판 손실은 사소한 문제일 수 있음

• 조인트벤처 (Joint Ventures)
– 제휴 파트너들이 투자하여 독립 법인을 설립하고 그 이익을 투자에

대한 수익으로 얻는 방식은 전략적 제휴 설립 위험 감소시킴
• 조인트벤처 투자 파트너들의 수익 창출 능력은 조인트벤처의 경제적

성공에 따라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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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에 따라 결정됨
• 조인트벤처 파트너들은 조인트벤처 성과에 해가 되는 행동에 제약을 가짐
• 부정행위에 의한 평판상의 문제와는 달리, 조인트벤처에서의 부정행위는

미래 제휴 기회 상실이 뿐 아니라, 현재 이익 창출에 악영향을 초래
– 부정행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부정행위 관리 측면에서 조인트벤처가

선호됨
• 보크사이트 채굴 산업 사례

– 보크사이트 채굴 산업은 규모의 경제 실현 가능
– 공개 시장에 초과 채굴량을 판매하는 경우, 거래 특화 투자는 심각한 억류

(holdup) 문제를 초래
– 법률적 제약은 초과 채굴량에 대한 조직내 수요를 창출하는 제련 기업 인수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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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류 문제는 채굴 산업의 전략적 제휴에서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음
– 거래 특화 투자가 있는 경우, 억류에 의해 창출되는 수익이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에 비지분 제휴, 지분 제휴, 평판 영향은 억류 문제 출현을 제한하기
어려움

• 이로 인해 보크사이트 산업에서의 전략적 제휴는 조인트벤처 형태로
이루어짐
– 조인트벤처는 부정행위 가능성을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전략적 제휴 형태임

– 조인트벤처가 모든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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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트벤처가 모든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는 불가능
• 조인트벤처에서의 부정행위로 인한 가치가 매우 커서, 조인트벤처 자체

이익과 미래 기회가 무시될 가능성도 존재
•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이 자신의 다른 사업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을

조인트벤처를 통해 접근권을 획득했을 경우, 해당 기업은 조인트벤처
설립 합의에 위배되고 조인트벤처의 성과에 제약을 줄 수 있더라도 그
기술을 자사의 다른 사업 부분으로 이전할 유혹에 빠질 수 있음
– 타 사업 부분에서의 수익과 미래에 다른 전략적 제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조인트벤처에서의 수익보다 훨씬 크다면, 조인트벤처에서도
부정행위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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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러스트 (Trust)

– 제휴 파트너가 제휴 관리 방법으로 법률적이고 경제적인
접근방법만을 사용할 수 있으나,

– 성공적인 제휴 파트너는 부정행위에 대한 법률적, 경제적 억제 방안
뿐 아니라, 매우 다양한 대인관계 및 신뢰를 바탕으로 한 밀접한
연관관계 형성도 시도

– 계약 관계와 결합한 트러스트로 부정행위 가능성 감소 가능
– 법률적, 경제적 메커니즘을 통해서는 할 수 없는 다양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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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적, 경제적 메커니즘을 통해서는 할 수 없는 다양한 사업
기회를 트러스트를 통해서는 가능

– 성공적인 전략적 제휴
• 법률적 계약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휴 관계나 부정행위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지 않으며, 조인트벤처 형태에서도 반드시 지분율과
이익분배율을 50:50으로 주장하지 않음

• 오히려, 신뢰, 자발적 유연성, 자발적 학습, 자발적 제휴 개발 등을 포함
– 헌신, 협조, 신뢰가 제휴 성공의 결정적 변수

• 전략적 제휴는 시간에 따라 진화하는 관계
• 변호사나 이코노미스트들로 하여금 제휴 관계의 경계를 너무 엄격하게

정의한다면,  관계를 제한하거나 관계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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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제휴 실현을 위한 조직화

– 트러스트 접근법은 전략적 제휴가 지속적 경쟁우위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시사점 제시
• 상호 신뢰 기반의 방식에서 전략적 제휴로 발전 능력은 장기적으로 매우

가치 있음
• 전략적 제휴 형성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이러한 능력을 모두 보유하지

않으며, 이러한 능력은 역사에 종속되고, 사회적으로 복합적이며 모방
비용이 높음

V R I O

전략기획 및 통제

• 신뢰 기반의 전략적 제휴 형성 능력이 있는 기업들은 제휴 관계로부터
지속적 경쟁우위 보유 가능

• 사례: Corning, Ci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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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맥락에서의 전략적 제휴

• 전략적 제휴는 신규 해외 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
– 전략적 제휴를 통한 신규 해외 시장 진출시 제휴 파트너는 제품/서비스, 

지역 지식 , 지역 공급망, 정치적 영향력 등을 제공
• 지역 공급망 개발은 고비용의 프로세스임
• 지역 조건에 대한 많은 지식이 필요

– 지역 기업들은 지역 진출시 필요한 자원과 능력을 보유
– 이러한 지역 기업들과 제휴를 통해 상당량의 비용 절감이 가능

전략기획 및 통제

– 이러한 지역 기업들과 제휴를 통해 상당량의 비용 절감이 가능

• 어떤 정부는 신규 진입 기업들로 하여금 지역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도록
요구
– 이를 통해, 신규 진입 기업에게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지역 기업들에게 신규

진입 기업들에게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GE의 중국의 전력 생산 시장 진출 사례

• 중국 정부는 GE가 중국에 발전기를 판매하는 대가로 중국 지역 기업과
조인트벤처 설립할 것을 요구

• 이를 통해 GE는 $900M의 발전기를 중국 시장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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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맥락에서의 전략적 제휴

• 최근, 중국은 GE가 조인트벤처 파트너에게 발전기 기술과 생산 기술에 대한
정보 제공할 것을 요구

• GE는 새로운 발전기 개발을 위해 $500M 투자하여 미래 잠재 경쟁 기업이 될
수 있는 기업과 지식 공유를 거부

• 중국 정부는 중국에서 계속 사업하기를 원한다면, 지식 공유를 요구
• GE 이외에도, Motorola, Microsoft, Seimens, Nokia 다수의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위해 지역 파트너 기업들과 지식 공유
• 이러한 중국 정부의 요구는 중국 시장 진출 비용을 증가시키는 영향으로

작용

전략기획 및 통제

작용
– 제휴에 존재하는 모든 잠재적 위협은 국제적 환경에서 존재 가능

• 제휴 기업들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지만, 제휴 파트너 기업들간 출신
국가와 문화, 사용 언어가 다른 경우 비대칭성은 더욱 확대됨

– 반어적으로, 이러한 위협으로 인해 기업들은 국제적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 전략을 활용
• 기업의 해외 사업을 위해 수직적 통합을 시도하는 경우 같은 종류의 위협이

존재
• 기업이 수직적 통합하게 되면, 해당 국가에서 투자로부터 이탈 비용이

높아질 수 있으나, 국제적 제휴로부터의 이탈 비용은 상대적으로 훨씬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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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상적 국제 제휴 전략 실행 순서
– 단순 수출입을 포함한 시장 기반의 사업 형태로 시작
– 비지분 제휴로 진행
– 트러스트와 국제적 파트너에 대한 신뢰 형성 후 지분 제휴 또는

조인트벤처로 진행
– 수직적 통합

• 제휴와 관련된 모든 위협이 국제적 환경에서 존재하더라도,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함

전략기획 및 통제

제휴와 관련된 모든 위협이 국제적 환경에서 존재하더라도,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수직적 통합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국제적 제휴 파트너들과의 매우 강하고 신뢰성 높은 관계 형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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