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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스페인 발렌시아대의 돌로레스 아농 히곤
교수가 리서치 폴리시 저널에 발표한 논문으로
‘기초연구의 자체 수행과 외부 도입이 시장 선점에 미치는
영향(In-house versus external basic research and first-to-
market innovations)’이라는 주제로 2016년 Research
Policy 45권에 게재되었습니다.

연구 목적 기초연구 수행을 위한 기업의 전략적 선택이 시장 선점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분야에는 기초·응용·개발 연구 등 여러 분야가 있다. 기업이

시장을 선점하고자 할 때 중요한 분야는 기초연구다. 기초연구의

결과로 획득한 지식을 활용해 응용·개발 연구를 거쳐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를 경쟁자보다 시장에 먼저 출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시장을 선점해 기업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동안 시장 선점

우위에 대한 연구는 많았지만 기업이 이러한 시장 선점 우위를 누리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기초연구 전략에 대한 실증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과거에는 적지 않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기초연구를 수행하거나 대학과

협력해 진행했지만 경쟁자가 늘어나고 비즈니스 주기가 점차 짧아짐에

따라 구글과 같은 일부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조직 내 연구

담당 부서를 축소하고 아웃소싱을 통한 기초연구에 더 중점을 두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돌로레스 아농 히곤 스페인 발렌시아대 교수는 리서치

폴리시 저널에 ‘기초연구의 자체 수행과 외부도입이 시장 선점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기초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적 선택이 경쟁자에 앞서 시장을 선점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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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의 조직 내 수행과 외부 아웃소싱 중 시장 선점에 효과적인

전략은 무엇인가?

이 논문은 조직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것과

아웃소싱하거나 대학과 협력하는 등 외부에서 수행하는 것이 기업의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기업의 혁신 성과 중 기초연구를 통해

경쟁자보다 먼저 시장에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를 도입했는지 여부와

기초연구를 통한 신제품 출시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봤다.

또한 기초연구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지식의 축적이 매우 중요하므로

조직 내에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축적한 지식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봤다.

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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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기초연구 수행전략과 혁신성과의 관계를 로지스틱 회귀분석

저자는 스페인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설문 조사인 기술 혁신 패널

데이터에서 2006~2012년의 스페인 제조 기업 샘플을 활용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했다.

독립변수로 자체 연구 수행 여부, 대학과의 협력 여부, 외부 아웃소싱 여부,

3년 이상 연구 지속 여부, 연구 인력 등을 변수로 활용했다. 종속변수는

시장에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출시했는지 여부와 시장에 출시된

제품의 매출액 점유율을 활용했다. 통제변수는 기업 규모, 계열사 여부,

대학을 제외한 다른 파트너와의 협력 여부, 정부 지원 제도 활용 여부,

혁신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활용 여부 등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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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기초연구를 조직 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거나 대학과 협력하는
전략이 경쟁자에 앞서 시장을 선점하는데 효과적이며 , 외부에

아웃소싱하는 전략은 혁신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분석 결과 조직 내에서 자체적으로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산업

분류 및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경쟁자보다 먼저 시장에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과 협력하는 것도 시장 선점에 유용한 전략인 것으로

분석됐다. 자체적으로 기초연구를 수행하며 아웃소싱과 대학과의 협력

전략을 모두 사용하는 기업은 단일 전략만 사용하는 기업에 비해 시장

선점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기초연구를 수행하지 않고 아웃소싱 또는 대학과의

협력 전략만 사용하면 혁신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기업과 중기업보다 소기업에서 자체적 기초연구와

대학과의 협력을 함께 진행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속적인 기초연구를 통해 지식을 축적하는 것과 정부

지원, 지식재산권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시장을 선점하는 데 주효한

전략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고기술·중기술 산업에서는 자체적

기초연구 수행과 대학과의 협력이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저기술 산업에서는 자체적 기초연구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됐다 . 또한 기초연구의 외부

아웃소싱은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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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초연구를 조직 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시장 선도 전략에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

관리자들은 기초연구의 아웃소싱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내부적으로 기초연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한 외부

아웃소싱만으로는 성과를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경쟁자에 앞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 기초연구 역량을 기르는 데

선제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은 조직 내에서 자체적으로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것과 외부에

기초연구의 아웃소싱을 주거나 협력하는 것을 상호 대체적으로 여기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내부와 외부에서의 기초연구를 함께 진행하는

기업은 많지 않다 . 하지만 연구 결과 자체적 기초연구와 외부

기초연구를 함께 수행하면 시장 선점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중소기업은 대학과의 협력이 시장 선점에 더욱

효과적이므로 자체 연구와 함께 협력 전략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유경진 선임연구원

Kyungjinyu@kr.kpm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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