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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라훌 카푸어 미국 와튼 스쿨 교수와 나단 퍼
브리검영대 교수가 발표한 논문으로, ‘태양광 산업에 신규
진입하는 기업의 기술 선택에 대한 결정 요인
분석(Complementarities and Competition: Unpacking the
Drivers of entrants’ technology Choices in the Solar
Photovoltaic Industry)' 이 라 는 주 제 로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015년 36권에 게재되었습니다.

연구 목적

태양광 산업에 신규 진입하는 기업은 어떠한 기술을 선택해야
하는가
새로운 산업에 진입하려는 기업은 경쟁에서 이기고 지속적으로
우위를 지키기 위해 특정 기술을 선택한다. 특히 불확실성이
높은 신규 시장에 진입하는 초기 단계에서 기업이 어떠한 기술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중요하다.
경영학계의 연구도 신규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이 어떤 기술을
선택할지에 대한 분석과 그 성과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기도 한다. 이 논문의 저자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보완적 자산의 개념을 활용해 분석했다. 특히 태양광 산업에
새롭게 진입하는 기업이 초기 단계에 여러 가지 태양광 기술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 아울러 그 선택에 따라 성과가 어떠할지
예측하기 위해 ‘보완적 자산과 경쟁: 태양광 산업에 신규
진입하는 기업의 기술 선택에 대한 결정 요인 분석’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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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기술과 장비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
이 논문은 태양광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기업은 여러 태양광
기술 중에서도 성과가 좋고 이를 상용화할 장비가 있는 기술을
선택할 것이라는 가설에서 출발했다. 이를 통해 신규 진입
기업의 기술 선택에서는 기술 자체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기업이
이미 보유한 잠재적 자산인 장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자는 태양광 산업에 뛰어든 신규 기업 전체를 ‘이종
산업에서의 신규 진입자’와 ‘태양광 산업에서의 스타트업’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이를 통해 기술 선택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참여 기업의 업력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밝혔다. 한편 더 나아가
‘이종 산업에서의 신규 진입자’가 기존에 어떠한 산업에서
비즈니스를 했었는지, ‘스타트업’의 창립자가 어떠한 배경을
갖는지에 따라 기업이 태양광 기술을 선택하는 데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달라졌다.

연구 방법

패널회귀분석을 통한 태양광 기업의 기술선택요인 분석

저자들은 태양광 산업의 신규 진입 기업이 특정 기술을
선택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1978 ~2011년까지 매년 태양광
산업에 진입한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했다.
이 연구에서는 각 신규 진입 기업들이 이러한 여러 태양광 기술
중 효용이 가장 높은 것 한 가지만 택한다는 가정 아래 특정
태 양 광 기 술 을 고 르 면 1, 다 른 대 체 기 술 을 고 르 면 0 을
종속변수로 부여했다. 저자들은 신규 진입 기업이 특정 기술을
선택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2가지 변수를 분석했다.
첫째, ‘기술 성과’를 설명 변수로 사용했고 이는 발전 비용과
효율성을 모두 반영한 발전 용량당 비용으로 측정했다. 둘째
설명 변수는 ‘보완적 자산’의 활용성이며 이는 기술 상용화를
위한 장비가 존재하는지 여부로 측정했다.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3

4 | Journal Review

연구 결과

타 산업에서 비즈니스를 하던 신규 진입 기업은 장비가,
스타트업은 기술이 중요
태양광 산업에 새롭게 진입한 기업 전체를 실증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술 성과가 높고 그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춰져 있을수록 신규 진입 기업이 해당 태양광 기술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이종 산업에서의 신규 진입자가 특정 태양광
기술을 선택할 확률은 ‘기술 성과’와 이를 상용화할 ‘장비의
수’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 영향력은 ‘장비의 수’가
더 컸다. 반면 스타트업이 특정 태양광 기술을 선택할 확률은
‘기술 성과’와 이를 상용화할 ‘장비의 수’ 두 변수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동일하다. 하지만 그 영향력의 크기는 장비의
수보다 ‘기술 성과’가 더 컸다.
또한 태양광 산업과 연관된 다른 산업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했었던 신규 진입자는 그렇지 않은 신규 진입자와 달리 특정
기술과 연계된 장비의 활용성이 높을수록 그 기술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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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기존 연구들은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해 특정
기술을 선택할 때 그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필요한
보완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에 주목해 왔다.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러한 보완적
자산의 개념을 넓혔다. 저자들은 태양광 산업의 신규
진입 기업이 어떠한 기술을 선택하는지는 기술 자체의
성과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는 기업의
자산 재배치 역량 혹은 자산 활용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으로 새로운 산업에 뛰어드는 기업은 기술을
선택할 때 기술 성과가 좋고 동시에 주요 보완적 자산인
장비가 이미 구비돼 있어 상업화가 용이한 기술을
선택한다. 하지만 ‘기술 성과’와 ‘장비’ 두 요소 중
어떠한 요소가 더 중요한지는 기업이 과거에 비즈니스
활동을 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기존 비즈니스 활동에서 사용했던 자산과 역량을
산 업에 재배치할 수 있 는 ‘ 이종 산업에 서의
진입자’는 기술 성과가 얼마나 좋은지보다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활용 가능한지에 초점을
기술을 선택할 여지가 크다. 반면 스타트업은
기술과 연계된 장비를 구비하고 있지 않으므로
성과에 초점을 맞춰 기술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

신규
신규
이미
맞춰
특정
기술

이런 분석 결과는 신규 시장에 진입하려는 기업들에
실질적 시사점을 준다. 가령 기술 성과가 높고 산업
생태계에서의 상용화에 중요한 기술이라면 그 기술을
선택한 기업은 시장 진입의 장애가 적고 경쟁에서 이길
가 능 성 이 높아 질 것이 다 . 반 면 기 술 성 과가 낮 고
상용화를 위한 자산의 개발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술이라면 경쟁력이 가장 약한 기술로 보면 된다. 만약
기술 성과는 높지만 그 기술과 연계된 장비를 기업이
준비해 놓지 않았다면 기업은 자원을 재배치하거나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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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종 산업에서 비즈니스를 하던 신규 진입자는
자신이 보유한 장비와 연계된 기술을 선택해야 한다.
이미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재배치하면 빠르게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스타트업은 어차피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많지 않으므로 최대한 효율이
높은 기술을 선택하고 추후 그 기술에 맞는 특성화된
장비를 개발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엄이슬 연구원
yeom@kr.kpm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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